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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단계 PSA 천산체제 개발 정종태 ’92.9.5- ’9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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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제 목 

3단계 PSA 전산 체제 개발 

11. 연구 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3단계 PSA 전산 체제 개발 연구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격납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폐회로 (Close Loop) 내에서 계산할 수 있는 

전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전산 체제는 앞으로 1단계 및 2단계 PSA 전산 

시스템과 연결되어 원전의 종합적인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2단계에서 수행 예정인 종합 사고관리 기술 개발 과제의 한 분야인 소외 

사고관리인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최적의 대응책 개발 분야에 이용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기준 사고 범위를 넘는 노심 손상 사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법은 사고 해석 범위에 따라 1단계 PSA , 2단계 PSA. 그리고 3단계 

PSA로 구분한다. 격납건물이 파손되어 격납건물 안에 갇혀있던 방사성 물질들이 

대기로 방출되면 농작물 및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는데 3단계 PSA에서는방사능 

물질의 대기 방출로부터 이통 및 확산， 이로 인한 결말 분석 (Consequence 

Analysis)올 수행하고 그 결과가 사고 발생 확률과 결말 효과의 곱으로 정의되는 

리스크(risk)로 평가되는데， 리스크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3단계 PSA는 리스크를 정량화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는 발전소 부지 선정 기준 ( lOCFRlOO)에 제시되어 있는 값을 

만족하기 위한 피폭 선량을 주로 계산하였으며， 또한 환경 안전 과제와 관련하여 

실시간 방사선 피폭 선량을 얻기 위한 방법론이 개발되고 일부 피폭 경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국산화 자료 둥을 생산하고 었다. 그러나 3단계 PSA는 1단계 및 

2단계 PSA와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할 분야로， 발전소로부터 대기로의 방출， 기상 

조건과 지형 조건에 따른 방사성 물질 이송， 내.외부 피폭 선량 계산 및 이로 인한 

치사용 계산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명가하는 작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법론 정립이나 실제 원전에의 적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형편이며 이번 과제를 통하여 기술 자립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1 1.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3단계 PSA는 격납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대기나 수계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므로 방사성 물질의 이동 및 확산， 방사선 피폭 경로 분석， 

조기 및 후기 피폭 영향 평가， 그리고 비용，효과 평가 동의 광범위한 연구 내용윷 

포함한다. 

주요 연구 개발 내용으로는 종형 산지에서의 풍통 실험을 통한 대기 확산 연구， 

CTDMPLUS를 이용한 지형이 대기 확산에 미치는 영향 평가. MACCS 코드를 활용한 

영광 원전 주변의 건강 영향 평가， 결말 분석에 필요한 대기내 이통 및 확산， 피폭 

선량의 계산， 건강 영향 평가 및 리스크 계산， 결말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중대사고시 경제적 영향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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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개발 컬과 

3단계 PSA의 여러 연구 내용 중 우선. 지형이 방사성 물질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올 

종형 산지에서의 풍동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복잡한 지형 내의 대기확산 

문제는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츄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나 아직 신빙성 있는 이론모댈이 없으므로 이의 개발을 위해 대기경계충과 

유사한 유동을 풍동에 발생시키고 복잡지형의 축소모형상을 통과시켜 유동장올 

측정하고 확산가시화를 수행하였다. 

두꺼운 경계층은 Fence와 Vortex Generator를 조합하여 생성시킨 바， 측정결과 

횡측방향의 균일도가 좋고 대기경계층의 지수법칙과도 잘 일치하였다. 서로 수직언 

세 열선풍속계로 삼차원 유동장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로 복잡지형 내의 

유통특성이 파악되었다. 유동박리 영역에서의 확산특성은 오염물질의 정체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실험결과 주 바람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확산이 일어나며 

난류강도가 대단히 높아 그 영역 내에서는 확산이 격렬하므로 상당한 부분으로 

오염물질이 퍼진 다음 주로 유동박리 영역의 상부로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형이 대기확산에 미치는 영향올 평가하였는다. 원자력 받전+ 릉에서 

장기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Gaussian 플륨 

모텔에 의한 여러 가지 컴퓨터 코드로 예측， 평가룰 수행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에 의해 유출되는 방사성 핵총의 확산은 우발적이며 단기적인 

확산 특성올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기상 조건이나 지형 특성에 의해 

결정척인 영향을 받는다. 오염원 주위의 지형이 평지라면 Gaussian 플륨 모델올 

사용하여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오염원 주위의 지형 지물 중 오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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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보다 높은 것이 많은 복잡 지형 (Complex Terrain) 이라면 복잡 지형 내 확산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명지를 기본으로 한 Gaussian 플륨 모델로서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의한 예측은 신빙성이 적다. 

일반적으로 원전 대기 확산에는 미국 NRC에 의한 2개의 모델 분류를 사용한다. 

Class A모델들은 비상사고시 신속하게 비상계획 지역 (Emergency Planning Zone) 내 

방사성 물질의 이동 및 확산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aussian 플륨 모델이 여기에 속한다. 이 모텔은 선량율을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올 대상 범위로 하고 시간 의폰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오염 물질의 방출을 이상적인 첨선원으로 취급하며， 

확산은 방출 순간부터 플륨이 이통합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방출 순간에 

정의된 변수는 예측 통안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이상적인 조건하에서의 명지에서만 보수적인 결과를 가지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플홈 경계 내에서 지형의 효과나 방출 후의 기상 변통으로 

인하여 상당한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단정올 가질 수 있다. 

이와 달리 Class B 모텔은 플륨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공간 및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해석 모벨로써， 방출 기간 동안 플륨에 의한 피폭 지역 및 

섭 취 계 획 지 역 (Ingestion Planning Zone) 안에 서 방사능의 상대 적 농도와 침 적 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바랍의 공간 및 시간적 변위， 지형의 

효과 및 그 이외의 침적과 방사성 붕괴와 같은 요소들올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잡한 입력 자료의 필요， 대용량의 컴퓨터 및 많은 계산 시간의 

필요， 모델 검증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Class B 모델은 위와 같은 특성에 의해 

원전 사고시의 평가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NRC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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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Class A모델올 방출 조건 및 지형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개선된 Class A 

모델이다. 

현재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EPA에서 최근 개발한 CTDMPLUS 모델이 가장 근접한 

수정 Class A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 모텔은 단순 지형 모델로써 해석할 수 없는 

안정 대기 조건에서의 지형의 영향， 중립-불안정 조건에서 근거리에서의 지형에 

의한 영향 등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렐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발생하는 

플륨의 상·하부의 비 Gaussian 확산 분포 특성올 Bi -Gaussian 분포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또한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 평탄한 지형에서의 확산은 Gaussian 플륨 

모델의 해석을 수행하며， 이때 농도 분포는 주어진 기상 조건과 플륨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CTDMPLUS는 안정한 기상 조건의 경우 플륨이 이동하는 현상올 해석하는데 있어서 

지형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임계 고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플륨과 지형 높이에 

의한 거동올 현실적인 지형올 넘어서 전진하는 경우와 우회하는 경우로 나눠서 대기 

확산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 임계 고도보다 높은 

플륨은 지형올 넘어서 통과하는 확산 모델을 단순 지형과 복합 지형에 적용한 결과 

일반적으로 장애물 전면부와 후변부에서 불규칙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상 

조건과 지형 장애물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형 인자 값이 대기 확산 계수 

값을 계산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형 장애물의 위치， 

높이， 그리고 각 고도에서의 지형 장애물 수직단변의 장축과 단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폭과 지형의 전체적인 경사도에 의해서 결정됨올 알 수 있었다. 각인자의 

특성 중에서 확산과 관련되는 인자들은 수평 방향의 인자보다는 수직 방향의 인자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형의 최고점이 높올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값올 

갖는 지형 인자는 확산 계수 값에 비례하여 나타났다. 따라서 지형의 전면부보다 

v 



낮은 지형 인자 값을 가지는 지형 장얘물 후반부에서는 지형 장애물이 폰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다. 

지형 장얘물은 수직 방향의 지형 인자보다 수평 방향의 지형 인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직 확산 계수는 대기 조건이 안정할수록 많은 영향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기 조건이 안정 상태로 유지되거나 지형이 방출 

지점에서 근거리에 위치했을 경우 지형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에 지형의 영향올 고려해줄 수 있는 모델이 

원전의 대기 확산 해석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으며 CTDMPLUS 모델이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개발 및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PE Clndividual Plant Examination) 결과와 부지 자료를 이용하여 영광 원전 

주변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건강 영향 평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부지에 관한 결말 분석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본 평가에는 SNL CSandia National 

Laboratory) 에서 개발한 MACCS (MELCOR Accident Consequence Code System) 코드를 

사용하였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기본 방사성 핵종 관련 자료， 기상 자료， 인구 

분포， 발전소 누출 관련 세부 사항 퉁이다. 

노심 재고량에 관한 자료는 주기말CEnd-of-Cycle)에서 핵분열 생성물이 최대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ORIGEN2 코드를 이용한 주기말의 계산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기상 및 인구 관련 자료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환경 영향 

평가서를 참조하였다. 방사선원항 관련 자료는 IPE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MACCS의 수행 결과로 건강 영향에 관한 각총 지표의 c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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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Cumulative Distrib만 ion Function)올 얻을 수 있으며， 경제성 

분석도 가능하다. 

먼저， 조기 사망치의 평균값을 난수의 초기치를 변화시켜 가며 구해 보았다.10 

번의 시도를 통해 구한 평균값은 10-1에서 10-3 사이에 분포하여 Log - uni form 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10 개 이상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조기 사망치， 암 사망치， 조기 사망의 위해도， 16.0 때 

까지의 인구 선량， 8.0 때 까지의 조기 사망에 의한 인구 위해도 등에 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는데" 모든 경우에서 STC-3 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70 % 

정도)， 그 다음으로는 STC-14 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사건에 의한 결말 

분석의 경우， STC-3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 참고로 STC-3 는 조기의 격납 누출 

실패의 특정올 가진다. 

각각의 척도에 대한 CCDF 계산 결과에 의하면， 조기 사망치， 조기 부상치. 총 조기 

사망 위해도 및 총 조기 사망 가중 위해도의 경우， 완만한 경사를 보여 광폭의 확촬 

밀도 분포를 가친다. 또한， 암 사망치 . 0-48.0 km 에서의 인구 선량， 그리고 0-80.0 

km 에서의 언구 선량의 경우는 급한 경사를 보여 협폭의 확률 밀도 분포를 가진다. 

이상에서의 결과는 모두 결말 분석에 속하므로 최종적으로 위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원항의 발생 빈도를 곱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난수의 초기치를 

변화시켜 100 내지 200 번 정도의 반복 수행에 의한 결과의 통계적 처리 및 분석 , 

PSA 분석의 일환으로 중요 변수의 파악올 위한 민감도 분석， 다 년간의 자료 확보를 

통한 기상 자료 표본 추출의 향상， 부지 주변의 경제성 관련 자료의 확보를 통한 

비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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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의 사고시 결말 분석에 필요한 모델 측， 방사성 물질의 대기내 이동 및 확산， 

피폭선량 계산， 건강 영향 및 이로 인한 리스크 계산 등에 관한 평가 방법론올 

정립하였으며 PC의 Windows 화겸하에서 수행되는 결말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기내 이동 및 확산은 Gaussian 플륨 모델올 이용하였으며 건 침 적 . 습 침 적 , 

방사성 붕괴 등올 통한 방사성 플륨의 감손， 건물 반류 영향. 플륨 상승 등을 

고려하였다. 

피폭 선량은 대표적인 6가지 피폭 경로 즉， 방사성 물질율 포함한 구름에 의한 외부 

피폭， 침적된 지표상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 의복과 피부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 

재부유된 방사성 물질의 호홉으로 인한 내부 피폭，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에 대해 계산 방법론올 정립하였으며 이로 인한 리스크는 

조기 부상， 조기 사망， 암 사망 동에 관하여 계산이 수행된다. 

개발된 결말 분석 프로그램 KACAP(KAERI Accident Consequence Program)의 주요 

특정은 모율화，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 결과의 지도상의 도시를 통한 가시화 둥을 

들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보완을 통하여 사고 관리 종합 소프트웨어 개발 

중 소외 리스크 감소 방안 개발 과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원전의 중대사고시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 를 수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필요한 비용 항목별 평가모델올 제시하였다. 

제시된 명가 모텔을 사용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경제적 

영향평가를 중섬으로 사고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가정된 소내 규모의 소규모 

사고에 대하여 경제적 영향 명가를 수행한 결과， 사고의 복구를 위한 제염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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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된다는 가정 하에 2x101O원에서 3x101O원의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내 규모의 사고 중 그 규모가 비교적 커서 약 50%의 연료 피복관과 소량의 

연료에서 용융이 발생한 경우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작업자 보건영향에 의한 비용이 전체 경제적 영향에 큰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로가 고려될 경우에는 중대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그룹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전소 생산수명에 대한 사고시점에 따라 그 크기가 

달과지게 되며， 발전소의 생산수명이 다한 시점에서는 그 크기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평가되었다. 

중대사고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결과는 중대사고시 경제적 영향이 핵종그룹의 각 

사건에 대한 방출비， 소외 지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풍속， 풍향，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대사고의 경제적 영향은 10 1:1-10 11원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대사고의 경제적 영향은 주로 면적 관련 비용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면적 관련 비용그룹 내에서는 소외 제염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대사고의 경우 사고의 발생확륨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의 실제적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개념올 도입하여 그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중대사고가 10억원 /RY미만의 경제적 영향올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1Q3/RY 정도의 무시 가능할 

정도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영향 평가결과 소91 제염 버용의 방법 변화 및 비용의 변화에 따라 

중대사고시의 경제적 영향은 최대 10 11왼 정도의 경제적 영향올 가칠 수 있는 것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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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또한 전체 경제적 영향에 대해 보건 영향 비용이 차지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사고의 경제적 영향 평가률 이용하여， 주민들의 소개 속도와 소개 지연시간의 

변화에 대한 비용-이특 분석을 통한 최적화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영광의 

비상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개 속도의 명균속도인 O.33m/sec는 최적화된 

결과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방사성 플룸의 도착전 주민 

소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플룹이 소개 대상지역올 완전히 통과한 뒤 소개가 

이루어져야 소개의 효과가 커짐올 알 수 있었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3단계 PSA 전산 체제 개발 연구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격납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언체에 미치는 영향올 폐회로 (Close Loop) 내에서 계산할 수 있는 

전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전산 체제는 앞으로 1단계 및 2단계 PSA 전산 

시스템과 연결되어 원전의 종합적인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2단계에서 수행 예정인 종합 사고관리 기술 개발 과제의 한 분야인 소외 

사고관리인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최적의 대웅책 개발 분야에 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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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ur를’u뼈훌『’Y 

1. Pr，때ect Ti해g 

Development of a Computing Code System for Level 3 PSA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nstruct a closed loop computing code package 

which can evaluate the effect of fission products outside the containment to the 

environment. This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Level 1 and Level 2 PSA computing 

system, will be used to assess the overall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is system 

can be used in the field of development of optimum emergency response action for 

reducing offsite risks which is a part of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framework for 

accident management of a nuclear power 미ant. 

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technique was develφed to assess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an integrated and schematic way. Among the three steps of Level 

1, Level 2 and Level 3, Level 3 PSA traces the behavior of fission products which are 

released out of the containment. One of the important products from Level 3 PSA is a risk 

and it is defined by multiplying the probability of the events and its ∞nsequence. This 

parameter provides the criteria which determine the importance of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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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w, very limited wark was dane in termsaf Level 3 PSA. A dase assessment which 

is required fram 10CFR100 was peñarmed ta prepare the safety analysis repart. In 

additian, fram the viewpaint af enviranmental safety aspects, a real-time dase evaluatian 

methadalogy and the impartant damestic pathways were examined pa메리Iy. In this 

sense, Level 3 PSA is just beginning in Karea. Therefare, an effart shauld be facused an 

ta set up the methadalagy far Level 3 PSA and far the ap미때tian ta the nuclear pawer 

plants.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Since Level 3 PSA treats the fissian praducts autside the cantainment, it includes variaus 

enviranmental aspects: The transpart and diffusian af fissian praducts, analysis af 

pathways af fissian praducts, early and late dase assessment, and cast-effectiveness 

analysis. 

The impartant research areas are as fallaws: a study an the atmaspheric dispersian 

thraugh a wind tunnel experiments in a bell-shaped hill, the assessment af terrain effects 

an the atmaspheric dispersian using the CTMPLUS code, the assessment health effect af 

Yanggwang site using the MACCS ∞de， the establishment af variaus methadalagies 

necessary far the cansequence analysis such as dispersian and depasitian af radiaactive 

materials, expasure dase, health effects, and risks, develapment af ca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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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de ， and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methodologies and assessment of a 

economic impacts of a severe accident in a nuclear power plan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Among the various research areas of the Level 3 PSA, the effect of terrain on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was investigated through a wind tunnel experiment in a 

bell-shaped hill. Atmospheric p이lutant dispersion in a ∞mplex terrain is especially 

important to our country since about 70 percents of our territory are hilly or mountainous. 

But there is no reliable dispersion model approved yet, concerned with the complex 

terrain. In order to develop the dispersion model, a wind tunnel simulation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on a ∞mplex terrain and a visualization of smoke dispersion have been 

performed as an initial step. 

In order to develop the dispersion model, a wind tunnel simulation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on a complex terrain and a visualization of smoke dispersion have been 

performed as an initial step. A thick boundary layer generated by the combination of a 

fence and vortex generators shows 9∞d lateral homogeneity and profiles agree well with 

the power law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The flow field measured with three mutually 

orthogonal hot films revealed flow characteristics in the complex terrain. 

Dispersion characteristics in flow separated regime, which can explain the trapping of 

pollutant, show that dispersion occurred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mai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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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Dispersion is so violent that p에utants disperse instantaneously to appreciably 

wide area, they are released to the outside flow stream mainly through the upper part of 

separated zone. 

And the terrain effect on the atmospheric dispersion was investigated using the 

CTDMPLUS code. Atmospheric di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from nuclear 

power plants is predicted and estimated by various computer codes based on Gaussian 

plume model. However, accidental release of radioisotopes is influenced by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terrain characterist때 of the time of accident because it is 

incidental and short-term in nature. By the Gaussian plume model,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dispersion in the flat terrain. However, it is nearly impossible to predict precisely by the 

Gaussian plume model the dispersion of pollutant in the complex terrain where the height 

of the terrain is larger than that of source emitter. 

In general, two models (class A and B) classified by the USNRC are used in the 

atmospheric di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Class A models are used to calc비ate radionuclide concentrations quickly within the 

emergency planning zone, and the Gaussian plume model belongs to this category. In this 

model, dose rates are calculated within the probabilistically predictable range and many 

assumptions are made to reduce the time dependent variables. This model can be used 

on the basis of assumptions that the emission of p이lutants is treatp.d as an ideal point 

source, dispersion occurs as the plume moves from the time of emission, and the 

variables defined at the time of emission are ∞nstant during the calculation. Though we 

can obtain conservative res네ts about concentration distribution through this model.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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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some errors because of the terrain effect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and the 

change of meteorological conditions. 

Class B models are numerical model which represents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 in the real space. Through this model we can predict the 

relative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and deposition in the exposure area and ingestion 

planning zone during the emission period. Through this model it is easy to calc비ate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wind, terrain effect, deposition, and radioactive decay. 

But, there are sever려 disadvantages such as complex input variables, large computing 

time, and difficulty of validation. Therefore, USNRC recommend that modified Class A 

model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of terrain effect and conditions of emission sho미d 

be used. Among the several models CTDMPlUS which was developed by the EPA is 

considered as the reliable Class A model. By this model it is possibJe to anaJyze the 

terrain effect under stabJe conditions which cannot be analyzed by the simple terrain 

model and the terrain effect of short range under neutral and un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In this model,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non-Gaussian distribution of 

upper and lower part of a plume is analyzed by the use of Bi-Gaussian distribution 

function. And the dispersion in f1at terrain under stable conditions is estimated by the 

Gaussian plume model, and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is determined by the given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the plume characteristics. 

When the movement of a plume is analyzed under stable conditions in the CTDMPlUS 

model, the concept of critical height is introduced and the dispersion equation is applied 

separately to the lift conditions and the wrap conditions. When this model is applied to the 

dispersion of a plume under stable conditions whose height is larger than th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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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it is shown that there are some irregular characteristics in the front and back of a 

hil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value of terrain factor which is determined by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terrain characteristics influences the calculation of the 

dispersion coefficients. Based on these res비ts we can find that these phenomena are 

determined by the slope of a hill, the location of a 베1 ， height, and the range of long and 

short axis of vertical cross-section of a hill at each height. 

The influence of factors related with the dispersion is larger than in vertical direction than 

in horizontal direction. And as the height of a hill is larger, the influence of terrain factor 

seems to be proportional to the dispersion coefficients which have relatively small values. 

Therefore, in the back of a hill which have a smaller value of terrain factors, the value 

concentration is lower than the case of a f1at terrain. It is also shown that the influence of a 

베1 is much larger in horizontal direction than in vertical direction of a terrain factor. The 

vertical dispersion coefficients is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a hill much more as the 

atmospheric condition is stable. As a result, the terrain effect is much larger when the 

atmospheric condition is maintained stable or the distance between the source an the hill 

is shorter. 

Through this study we find that the model which can treat terrain effect is essential in the 

atmospheric di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the CTDMPLUS model can be used 

as a useful tool. And it is suggested that modification of a model and experimental study 

sho내d be made through the continuous effort. 

The health effect assessment near the Yonggwang site by using IPE(lndividual Plant 

Examination) results and its site data was performed. The health effect assessment i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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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part of ∞nsequence analysis of a nuclear power plant site. The MACCS 

(MELCOR Accident Consequence Code System) code dev에oped by SNL was used in 

the assessment. The necessa깨 input data are source term data, meteorological data, 

population data,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The ∞re inventory data for end-of-cycle are calc비ated by ORIGEN2 code for 

conservatism because fission product buildup is greatest at end애f-cycle conditions. 

Meteorological and pop비ation data was derived from the FSAR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report, and source term release data was derived from the IPE report. By using 

the MACCS code, the CCDF (Complementa깨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is 

obtained as a result and economic impact analysis is also possible. 

First of all, the average value of early fatality was estimated by changing the initial value of 

random numbers. The average value obtained from 10 trials is in the range between 10-4 

and 10-3 and have a log-uniform distribution. More than 10 data are necessary in order to 

have a meaningful value statistically. And the calculations about early fatality, early i미ury ， 

risks of early fatality, population dose within 16.0km, population risk for early fatality within 

8.0km are pe바ormed.ln 히1 cases, STC-3 is the dominant ∞ntributor (about 70%), and 

STC-14 is the next important contributor. Therefore, in case of ∞nsequence analysis 

resulting from internal events, the analysis based on STC-3 which is the failure of early 

containment isolation is very important. 

Based on the calculation of CCDF for each risk measure, it is shown that CCDF has a 

slow slope and thus wide probability distribution in cases of early fatality, early i미ury ， total 

ea꺼y fatality risk, and total weighted early fat리ity risk. And in cases of cancer fat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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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dose within 48km and 8Okm, the CCDF curve have a steep slope and thus 

narrow probability distribution. In order to obtainthe risks as a final result, the frequency of 

each source term release category must be multiplied. 

Further studies based on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statistical treatment and analysis of 

res내ts through repetitive execution by changing initial value of random numbers, 

sensitivity analysis to find important variables, enhancement of random sampling of 

meteorological data through obtainlng of multiple year data, cosUbenefit analysis through 

obtaining economic data of a site. 

The establishment of methodologies for ne않ssary models for ∞nsequence analysis 

res비ting from a sever accident in the nuclear power plant was made and a program for 

∞nsequenc핑 analysis was developed. The models include atmospheric transport and 

diffusion, calculation of exposure doses for various pathways, and assessment of health 

effects and associated risks. In the establishment of models for atmospheriC transport 

and diffusion, the Gaussian plume model was used and building wake effect, plume rise, 

and radioactive plume depletion by dry deposition, wet deposition, and radioactive decay 

was taken into account. 

The calculation of exposure doses was modeled for six pathways: exposure to the 

passing plume, exposure to materials deposited on the ground, exposure to materials 

deposited on the skin and clothing, inhalation of materials directly from the passing plume, 

inhalationof materials resuspended from the ground by natural and mechanical 

processes, and ingestion of ∞ntaminated foodstuffs; The risks res비ting from the effect of 

exposure dose to human organs are estimated for early i미uries ， early fatal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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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fatalities. Some of the major features of KACP are modularization, window based 

program, and visualization through graphical display of res비ts. This program will be used 

in the establishment of optimum strategies for offsite risk reduction which is an important 

area of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oftwares for accident management of a nuclear 

power plant. 

Finally, the economic impact resulting from an accident in a nuclear power plant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estimation models for each cost terms that considered in 

economic consequence estimation are suggested. USing the estimation model economic 

consequence estimation is made mainly for the case of severe accident. For the assumed 

small LOCA, the economic ∞nsequence is estimated as 2x101새on to 3x101새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uration of the decontamination operation becomes 3 years. 

And the economic consequence can vary depending on the discounting rate that is 

applied to estimation. 

For the accident that results in melting of 50% of c1adding and some fuel, the economic 

consequences is estimated. As the result, the worker health effect cost has Ii뼈e effect to 

the total economic consequence. And the severe accident onsite cost group estimated as 

becoming smaller depending on the productive life of plant, and ftnally it becomes 

negligible at the end of the life of the plant. 

The estimation of economic consequence in case of severe accident shows that the 

offsite economic consequence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source terms that 

released, direction and speed of wind and the season. The economic consequen<몽 of 

severe accident is estimated to have range of 1013_1014Won. In the estim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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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st group takes much portion of economic consequence and among thecost 

terms that are included in the group, offsite decontamination cost term takes a much 

portion. 

Actually, the probabilistic economic risk of severe accident is estimated as less than 0.1 

billion Won/RY when the economic consequences estimated with consideration of event 

frequency. As the res비t of estimation, economic consequence of severe accident can 

result in 10'4 Won as a maximum value. 

Using the economic consequence estimation, speed and delay time that is considered in 

pop내ation evacuation is optimized. This optimization is done using cost-benefit analysis. 

As the result, the evacuation speed at YGN site is in the optimized range. And the 

pop비ation evacuation should be implemented before or after the plume arrival to 

maximize its effect.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pr이ect is to ∞nstruct a closed loop computing ∞de package 

which can evaluate the effect of fission products outside the containment to the 

environment. This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Level 1 and Level 2 PSA computing 

system, will be used to assess the overall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is system 

can be used in the 뼈d of development of optimum emergency response action for 

reducing offsite risks which is a pa꺼 of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framework for 

accident management of a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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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창 셔 론 



제 1 장 서론 

원자력 발전소는 그 설계 개념부터 발전소와 공공 대중의 안전올 생각한다. 따라서 

설계 기준 사고라고 지칭되는 모든 가능한 사고에 대하여는 다양하고 다중 방어적인 

안전 장치들을 이용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 즉 

설계 기준 사고를 벗어나는 사고는 비록 발생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사고 발생시 

결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현상 및 사고 전개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선왼 방출 특성 퉁이 연구되었고. 1979년의 TMI 사고나 1986년의 

체르노벌 사고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체르노벌에서 발생한 

사고는 발전소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직접 방출되어 유럽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친 곤 사고였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기준 사고 범위를 넘는 노섬 손상 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안전성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법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고 

특생 및 사고 해석 범위에 따라 1단계 PSA. 2단계 PSA. 그리고 3단계 PSA로 

구분한다. 1단계 PSA에서는 노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찾아내어 노섬 

손상 빈도(Core Damage Frequency)를 구하며 . 2단계에서는 이러한 노섬 용융 

사고로부터 격납건물 파손 및 방사선왼 방출 특성올 규명하며， 이때 격납건물 파손 

확률이 정량화 된다. 격납건물이 파손되면 격납건물 안에 갇혀있던 방사성 물질들은 

파손 부위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며 이로 인해 농작물 및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는데. 3단계 PSA에서는 방사능 물질의 대기 방출로 부터 이동 및 확산， 이로 

인한 결말 분석(Consequence Analysis)올 수행하고 그 결과가 조기 및 후기 , 상해 

및 사망 퉁의 발생 확률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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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단계 PSA는 전출력 (Full Power) 인 경우 수행 기술이 이미 확립되어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 및 건셜되고 있는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으며， 저출력 및 운전 

정지의 경우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PSA는 기술의 일부가 확립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 제한적인 2단겨11 PSA로 영광 3 .4호기에 대하여 개별 원전 

안전성 점검 (I PE) 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3단계 PSA는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5개 발전소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이외의 몇 개 발전소에 대하여 3단겨11 PSA가 

수행중에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PSA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올 줄이기 

위한 방법론 보완에 힘쓰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 도입 단계에 있고 원전에 

활용한 경험은 전무한 형편이다. 

실제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리스크 (risk)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발생 확륨에 사고로 인한 결말 효과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TMI 같은 사고는 중대 사고 부류에 속하지만 대기로의 방사능 

방출이 없으므로 주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체르노빌에서의 사고는 

곧 바로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으므로 리스크 략면에서 훨씬 위험한 사고로 

평가됨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크를 정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3단계 PSA는 

원전의 안전성을 팽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아직 국내에 기술 자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3단계 PSA 전산 체제 개발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방사성 물질의 격납건물로부터의 

방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폐회로 (Closed Loop) 내에서 계산할 수 있는 전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전산 체제는 앞으로 1단계 및 2단계 PSA 전산 시스템과 

연결되어 원전의 종합적인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관리의 한 분야인 소외 리스크 감소를 위한 최상의 대책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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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리스크 평가 및 도시， 최적의 리스크 감소 방안 도출 방법론 지원 퉁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PSA는 격납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대기나 수계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올 파악하므로， 대기내의 이동 및 확산， 방사선 피폭 경로 분석， 조기 

및 후기 피폭 영향 펑가， 그리고 소내 및 소외의 사고로 인한 비용 평가를 통한 

경제적 영향 분석 퉁의 광범위한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 보고서의 2장에는 풍동 실험을 통한 대기 확산 연 7 써 대한 내정 이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형 산지 지형의 축소 모텔에 대한 흉통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중립 상태의 두꺼운 경계층 생성 및 

F「동의 특성 측정 실험과 축소 모델 상의 농도 측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기 

경계층과의 상사를 위한 풍동 내의 경계충 생성은 Spire와 Fence의 조합을 이용하고 

농도 측정은 추적자를 모델상의 연돌에서 방출하여 축소모델 각 지점에서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추적자로는 탄화수소를 이용하였으며 종형 산지의 형태는 cosine 

곡션을 이용하였으며 모델 표면에 3007~ 의 sampl ing hole을 만들어 지표면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농도 분포를 토대로 지형이 농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ISC 및 CTDMPLUS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3장에는 지형이 대기 확산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 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을 명가하는 모텔로 

Gaussian 플륨 모델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확산 모텔은 복잡한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잘 적용할 수 있으나 국내와 같은 

산악 지형의 경우에는 그 적용성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ussian 플륨 모델에서 적용하는 대기 안정도와 풍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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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대기 확산 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기상 조건과 지형 장애물에 영향올 받는 

확산 계수를 이용하는 CfDMPLUS를 이용하여 국내와 같은 복잡 지형의 대기 확산시 

지형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4장에서는 MACCS 코드를 이용하여 영광 원천 3.4 호기의 방사선원 결과를 입력으로 

하여 영광 원전 주변의 사고로 인한 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MACCS 

미국의 SNL에 의해서 미국 NRC의 중대사고 위해도 평가률 위해 개발된 

코
 

코드로 

NUREG-1150 연구 수행시 이용되었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자 그룹도 

결성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결말 분석 프로그램의 비교， 

평가에도 이용된 코드이다. 본 연구애서 이용된 방사선원 결과는 발전소 특성적인 

결과가 아니라 N때EG-1150 연구 수행시 이용된 단순 변수 방정식올 이용한 

결과이지만 이를 이용한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중요한 초기 사건이 무엇이며 소외 

리스크 감소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5장에서는 결말 분석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번 모델 및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의 대기내 이동 및 확산 모델의 경우에는 

2단계 PSA와의 연계시 필요한 변수들， 기본적인 Gaussian 플륨 모델， 분산 계수， 건 

침적， 습 침적. 그리고 방사성 봉괴를 통한 방사성 물질의 감손(depletion). 폴륨 

상승， 건물 반류 영향 둥에 관한 모델 및 변수들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피폭선량 

계산 방법론으로는 피폭 경로， 피폭시간， 피폭을 당하는 신체의 조직， 방사성 

핵종의 농도， 그리고 방사선의 종류 빛 에너지 등올 고려하여 임의의 인체 장기가 

받는 피폭량 즉 홉수 선량율 6가지의 대표적인 경로별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위해도 계산에서는 피폭자 개인에게 발생하는 급성 효과， 암발별과 

같은 만성 효과， 그리고 피폭자의 후손에게 발생하는 유전적 효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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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가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결말 분석 프로그램의 개요 및 

특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6장에서는 중대사고시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 분야로 노쿄세 소내 비용 평가 

방법론， 소외 비용 평가 방법론，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표되는 경제성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각총 자료를 토대로 영광 3 ,4 호기 원전의 가상 사고에 대해 

실제적인 비용 평가 및 경제성 분석 수행 결과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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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창 풍동 질험을 통한 

대기 확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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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장 흩동 살혐율 흉함 대기 확산 연구 

제 1 절 개꿇 

대기중의 오염 물질의 이동이나 확산은 혼합층 CMixing Layer) 혹은 대기 경계층 

CP 1 anet ary Boundary Layer)이라는 난류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의 

유통 즉， 기상 상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기 경계충은 지표면의 

마찰과 현열 및 잠열·에 의한 운동량 유속(Momentum Flux)의 영향올 받는 지상 400 -

2 ,000m 정도 높이의 경계충으로 그 상부는 역전층으로 막혀 있거나 지상풍에 

연결된다. 또 대기는 온도 구배에 따라 성층화되므로 대기안정도를 안정， 중립， 

불안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태에서 오염 물질의 확산 특성이 크게 

다르다. 대기가 안정하면 지상에서 수직 방향으로의 유통이 제한되고 수평 방향의 

확산계수도 대단히 작으며 중력파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의 오염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다[2- 1] . 중립상태는 실제 대기에서 아주 강풍이 부는 경우가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부력의 영향이 배제되어 있어서 이론적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확산 모델의 개발에서는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다. 불안정한 대기에서는 확산이 

아주 잘 일어나서 대기 오염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상태에 비해 오염 물질의 농도가 

낮으므로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안정 상태의 확산은 자유도가 낮은 

중립 상태의 확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중립 상태의 확산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2-2 ]， 

실제 대기의 중립 상태는 일출 전 또는 일몰 직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실측올 

하려면 축정 영역이 대단히 크고 기상 조건 등의 변수 때문에 정확도를 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유통이나 확산 실측 자료는 분산이 심하고 제한된 기상 

조건을 기초로 계산된 예측치와의 비교 분석이나 평가에는 오차의 중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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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이 결여된다. 또한， 실측의 경우 고가의 장비나 많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통장 및 농도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를 

규명해내기가 어려우므로 이론적 확산 모델과의 비교는 수배 혹은 수십배까지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2-3]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 경계충과 유사한 경계충을 실험실 내의 풍동에 발생시켜 

실험 모형상올 통과하게 하고 그 주위의 유통장과 농도장올 측정하는 풍동 실험올 

들 수 있으며 이는 이론 모델과의 정확하고 직접적인 유통장의 비교 평가를 가능케 

한다 [2-4 ， 2-5]. 농도장 측정치는 상대적 농도를 칙접 실측치와 비꾀할 수도 있다. 

풍동 실험과 실제 대기 유동은 수천배 정도의 척도 크기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간의 

상사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 풍동 실험 연구는 이미 구미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풍동이 수십기에 달하며 또 건설되어 있다. 대표적인 

풍동으로는 미국 Colorado 주립대학의 대형 풍동 3기와 영국의 CEGB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Marchwood 풍동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강한 

성층화가 가능하여 대기 확산은 물론 건물이나 굴뚝의 Downwash나 풍력 발전소 위치 

선정 등 많은 응용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후자는 경계층의 두께를 무려 2m 이상 

카운 풍동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 발전소나 화학 공장 퉁에서 장기적으로 배출되는 미량의 유해 물질의 확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Gaussian 모멜에 의한 여러가지 컴퓨터 코드로 예측， 평가를 

수행하여도 무방하나 사고에 의해 유출(Accident Release)되는 유해 가스의 확산은 

우발성이며 단기적인 확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기상 조건이나 지형 

특성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오염원 주위의 

지형이 명지라면 Gaussian 모델올 사용하여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오염원 주위의 지형 중 오염원보다 높은 것이 많은 복잡 지형 (Complex 

Terrain)이라면 복잡 지형내 확산의 대표적인 특성인 Stagn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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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migation. Downwash 등의 현상이 Gaussian 모텔에서는 전혀 예측될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한 예측은 신뢰성이 적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인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오염 물질 확산의 대부분이 이러한 복잡 지형 내의 확산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예측은 많은 응용 범위를 가지는 필수적인 것이나 아직 미국의 EPA에서도 최근 

개발된 CTDMPLUS [2-6] 모델 외에 유통장을 고려한 Hybrid 확산모델을 고대하고 있는 

정 도이 다[2-7. 2-8]. 

복잡 지형에서의 확산에 대한 수학적 모델 개발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오염 

물질의 확산시 지형 지물에 의해 야기되는 확산 특성의 변화를 물리적 모델령 즉， 

풍통 실험에 의해 밝혀 내고 실험 결과와 기존의 Gaussian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모댈 개선의 소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오염 물질의 대기 확산에 대한 풍동 

실험의 역할을 정리하면 첫째， 현장 실측올 수행하기 전에 지형의 영향에 따른 

유동장 및 확산에 대한 통찰력올 얻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예측 모델올 현장 실측 자료에 적용하기 전에 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었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현장 실측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정이다. 

오염 물질의 대기 확산에 관한 예록 모텔은 수학적 모델 CMathematical Model)과 

물리적 모델 CPhysical Model)로 대별할 수 있다. 수학적 모텔에는 Gaussian. 

Numerical 및 통계적 모델 등이 었으며 각각에 대해서 수많은 코드가 발표되어 

었다. 물리적 모델은 풍동， 수통 혹온 수조 내에 지형 모델올 셜치하여 유통과 확산 

특성올 규명하는 방법으로써 대표척으로 복잡 지형 내의 발전소로부터의 대기 

확산에 관한 연구나 건물 주위의 난류 유통의 연돌로부터 배출되는 플륨의 영향올 

조사할 때 이용되고 있다. 물리적 모델의 사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 CGuidel ine)는 

1981년 U.S. EPA에 의해 출판된 바 있다[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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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은 대부분 컴퓨터에 의한 수치적 방법에 의폰하고 있는데 컴퓨터의 

속도나 용량이 수십년 동안 엄청난 발전올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물질의 대기 

확산에 관련된 기본척인 유동 현상율 정확히 수치적으로 모사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난류 확산 특성 자체가 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수학적 

모델에서는 과다한 단순화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의 수학적 모텔은 비교척 편평한 

지역 내에서 오염원이 지상에서 그다지 높지 않고 확산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적 당하며 건물 주위 , 복잡 지 형 및 도시 열섬 (Urban Heat 1 s 1 and) 

등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몰리적 모델은 수학적 모델로써 현재까지 예측이 어려운 문제 축， 건물이나 언덕에 

의해 유통 또는 확산이 방해받는 경우나 도시 열섬 둥에는 상당한 성과와 잠재력올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실험 장치에서 빠르게는 수주일 

이내에 결과를 얻올 수 있다. 현장 실험이 기상 조건， 지형의 형태， 오염원의 

높이와 형태 풍의 변수로 인해 수년의 기간과 막대한 경비가 요구되는데 비하면 

물리적 모텔은 대기 경계층 내의 유동 현상을 채현하면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이 

가능하고 상기의 여러가지 변수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지형 

모델의 축소비가 대단히 커지면 대기 유통과 지형 모델간의 상사CSimilarity) 에 

필요한 모든 무차원 수를 일치시킬 수가 없으므로 요구되는 특성에 맞는 상사 

무차원 수의 선택이 중요하다. 

풍동 실험은 몰려적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연돌로부터의 플륨 

상승이나 건물 주위의 유동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것 등의 오염원과 근접거리에 

있는 것은 Near-field로 분류하고 오염 물질의 복잡 지 형으로의 확산 모사는 F;:tr

field로 구분한다. Near-field에 대한 풍동 실험은 1940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미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사 조건이나 실험 기술은 잘 확립되어 

있어서 거의 정확한 상사가 가능하다 Far-field에 대해서도 많은 실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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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축척이 대단히 커지므로 연돌의 상사 조건은 Near-field 

처럼 정교하지는 않다. Far-f ield에서는 대기 경계충의 특성이 연돌의 특성보다 더 

중요하며 이러한 기상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풍동올 기상 풍동 (Meteorological 

Wind Tunnel)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형 산지 지형의 축소 모델에 대한 풍동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중립 상태의 두꺼운 경계층 생성 및 유통의 특성 측정 

실험과 축소 모델 상의 농도 측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기 경계층과의 상사를 위한 

풍동 내의 경계층 생성은 Spire와 Fence의 조합올 이용하고 농도 측정은 추적자를 

모델상의 연돋에서 방출하여 축소모델 각 지점에서의 녹t;=.를 측정하역다‘ 

추적자로는 탄화수소를 이용하였으며 종형 산지의 형 태는 cOSlne 곡선을 

이용하였으며 모델 표면에 3007~ 의 sampl ing hole올 만들어 지표면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농도 분포를 토대로 지형이 농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ISC 및 CTDMPLUS 모델과의 비교 분석올 수행하였다. 

제 2 절 대기 유통과 홈동 실혐의 상사성 

1. 풍동 실험의 일반적 상사 법칙 (Simi lari ty Law) 

실제 대기 경계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실험실 내의 모델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사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2-1이. 유통이나 확산의 근본적인 

상사성은 모두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데 유통에 관해셔는 운통량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에서， 온도나 질량 등의 스칼라CScalar) 양은 에너지 방정식 

혹은 질량 확산 방정식에서 상사 조건올 구할 수 있다. 에너지 방정식과 확산 

방정식은 모두 스칼라 양으로 지배 방정식이 동일하다. 무차원화된 방정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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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보여지눈 바와 같으며 주요한 가청은 대기의 압력， 용도 및 밀도의 변화가 

중립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 첨도와 열전달(확산) 계수의 변화가 적다는 챔， 

그리고 경계충 내에 특별한 운동량， 열원， 질량원이 없다는 점이다. 

Conservation of Momentum: 

aJ, __ aJ 2 1 Ò8P 1 _ _ 1 앙U， 
~+u ， -_- +-=-&".U.O , =--- -=- + _-믿g’δ.+----숭 a l &j Ro I I l % &i Fr‘ jI Re &k‘ 

Cont inui ty: 

δUj = 0 
ÒX j 

Energy Equation: 

ær _. ÔÕI’ l tÝ' δT 

a -, Ø:; Pe Ø:;Ø:; 

Molecular Diffusion Equation: 

(2-1) 

(2-2) 

(2-3) 

ðzx rr ð8Z 1 éY ðx 
~+U，~=-=-’- --::-;- (2-4) a ’ Ø:; RePe ιX;‘ 

이상의 무차원 방정식에서 보여지는 무차원수는 Reynolds number Re = UII-끼， 

Froude n빼ber Fr= UïJ짧f ’ Rossby n빼ber Ro =，μ~R， Peclet number 

Pe=UtI-/k. Schmi t number Sc =Re.Pe의 다섯가지이며 이 다섯개의 무차원 수가 

동일하면 유속， 크기， 물성에 관계없이 유통， 확산의 모든 특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 현상과 모델간의 축척이 커지면 위의 무차원 수들의 통일성을 만족시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오염 물질의 대기 확산 현상의 척도(Scale)와 실험실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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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확산 척도의 비는 수백 내지 수천배에 달하고 회전 유동， 부력에 의한 유통을 

동시에 재현할 수 없으므로 위의 모든 무차원 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실험실 내에서는 재현하고자 하는 현상에 맞눈 무차원수를 선택하거나 

근사하여 실험올 수행하게 된다. 

Rossby number Ro는 지구의 회전에 의한 Corioli force에 관계된 것으로 대상 

지역이 커질수록 중요한 무차원 수가 된다. Ro를 무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길이 

척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U.S. EPA Guideline[2-9]에서는 오염 

물질의 대기 확산 실험에 대해서 최대 길이 척도를 5때로 추천하고 있다. 

Reynolds Number Re는 대기 확산의 흥동 실험에 관한한 정확한 상사가 불가능하다. 

Re를 같도록 하려면 실제 현상에서나 실험실에서 같은 공기를 사용하므로 풍속과 

길이 척도의 곱이 일정해야 하는데 모댈의 길이 척도가 수백 내지 수천배나 작아서 

배
 「

수
 
’ 오

 
E 소

 
「

Fg 
내지 수천배 빠르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음속 풍동 내에서나 R~를 

맞출 수 있지만 이때는 공기의 압축성으로 인해 유동의 특성이 전혀 달라진다. 

그러나 Townsend는 "Re가 충분히 크면 난류유동의 난류구조는 Re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Reynolds number similarity를 주장하였으며 R연’1 따른 Free Jet 의 

난류 구조를 예시하였다. 그 외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실험 자료가 

있으므로 Re의 상사가 불가한 점은 풍통 실험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Pe와 Sc는 분자 scale의 열전도， 물질 전달에 관한 무차원 수로써 그 크기는 난류 

유통의 Eddy에 의한 열전달과 확산에 비하면 수백배가 적으나 난류 확산에서 분자 

scale의 확산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Pe=Re.Pr와 Re.Sc의 값이 500 ， 000이상이 되도록 

한다. Prandtl number Pr이나 Sc는 공기나 물의 경우 보통 l 근처의 값을 가지므로 

Re의 값이 500 ,000 이상이 되면 만족된다. 

위의 상사 무차원 수 중 Fr은 관성력과 부력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모델 실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무차원 수이다. 특히 풍동이나 Towing Tank 내의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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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y Stratified) 대기에서의 확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모델 

실험에서 Fr를 일치시키려면 ôTR올 크게 하고 유속올 적게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Re가 적어져서 소위 "Reynolds number independent f low"가 되기 위해 

충분한 Re 값올 가지지 못할 수가 있다. 대기 확산에 대한 풍동 실험에서는 Fr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돌의 배기 가스의 Fr이며 또 하나는 경계층의 안정도에 관한 

Fr이다. 여러가지 실험 조건에 대해 Fr의 일치는 연돌의 경우라면 가스의 밀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외기의 Fr 경우에는 소금물 농도에 의한 

성층화에 의해 강한 안정도를 얻는 풍의 방법올 모색하여 Fr를 일치시키도록 한다. 

2. 오염 물질의 대기 확산 풍동 실험에 대한 상사 법칙 

연돌로부터의 배가스의 대기 확산에 대해서는 Near-f ield2l- Far-field 두가지로 

구분하여 풍동 실험의 상사법올 다르게 적용한다. Near-field는 주로 연톨과 건물 

배치로 인한 플륨 상승. Downwash 및 근접 지역에서의 확산에 관한 실험이며 대체로 

축척이 수백배 정도이고 Far-field는 복잡 지형 내의 오염원으로부터 수 km. 혹은 

특별한 경우에 수십 뻐1에 달하는 지역으로의 확산을 실험하는 경우로써 촉척이 

수천배 혹은 수만배에 이른다. Near-field에서의 상사는 수십년 동안 수행되어 

왔으므로 정확한 상사가 가능하고 실험 기술도 이미 잘 확립되어 있지만 Far

field의 경우는 축척이 대단히 큰 관계로 상사 법칙에 관한 논쟁점이나 실험 기술 

상 어려옹이 아직도 남아있다. 본 연구는 Far-field에 해당되며 Far-field에서는 

Near-field와는 달리 대기 경계충 유동과 풍동 내의 경계충 유동의 상사성이 더육 

중요하다. 그 상사 조건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9]. 

(1) 평균 유속과 난류 강도 및 Reynolds Stress의 수직 분포가 대기 경 계층과 

유사할 것이며 경계충의 특성이 유동 방향이나 측방향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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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 성층화된 유통에서는 평균 온도와 떨림 온도(Temperature Fluctuat ion)가 

안정도 변수(Stability Parameter)와 상응할 것 . 

(2) 난류 스펙트럼의 형상과 적분 길이 (Integral Scale or Spectral Scale) 가 대기 

경계층에 상응할 것. 

(3) 모델이 없을때 확산 특성이 재현코자 하는 대기 유통에 유사할 것， 즉 적당한 

Pasquil Stability Category를 밝힐 것 . 

경계충 외에 상사가 필요한 것은 플륨 상숭 .åh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Briggs[2-

11 , 2-12 , 2-13] 는 아래와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騎 =옳[짧짧1닿]+꿇[魔짧1잖J (2-5) 

= 꿇[활J[슬]+42[쏠1윷r 
여 기서 β1 ' β2 는 Entrainment Coefficient 이며 β'1 = 1/3+V/lVs , βι = 0.6이다 . f. rn 은 

운동량 길이 척도이며 f B 는 부력 길이 척도로써 다음과 같다. 

(m ~ ~[찮r 뽕D (2-6) 

“
많
 

n% 

Ws 

편
 

‘
프
 

4 pe 
Ru 

”
y
ι
 

(2-7) 

따라서 풀륨 상송 현상을 일치시키려면 f m 과 f B 를 상사시치기 위해서 다음 두식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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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 (없 

〔없 = (斷

제 3 철 실험 장치 및 방법 

1. 풍동(Wìnd Tunnel) 

(2-8) 

(2-9) 

본 실험에서 사용된 풍동은 Suct ion Type , 경계충 풍동(일본 Kanomax사 제작)으로 

수축 면적비 (Contraction Area Ratio)가 3: 1이다 [2-14. 2-15 1. 풍동은 15kw 가변속 

교류 모터로 가동되고 경계충 발생 장치가 없을 경우에 시험부의 최대 풍속은 10 

m/s , 최저풍속은 1 m/s 까지 균일한 풍속장을 얻올 수 있다. 록정부에서의 난류 

강도(Turbulence Intensity)는 0.5 '1> 이하로 낮은 편이며 이는 또한 평균유속이 

균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풍동 시험부 단면의 크기는 1. 2mx l. 2m. 길이는 6m 이며 

길이는 더 확장이 가능하다. 풍동 바닥은 철판으로 제작되어 있고 체인 (Chain)이나 

각목 퉁으로 표면 거철기를 조절한다. 시험부의 회전판(Turn Table)은 직경 800mm. 

두께 15mm의 철판으로 제작되어 있고 회전판의 중심부는 Tr acer Gas Y- Samp 1 i ng 

Tube 퉁 측정 센서용 Wiring이 통과할 수 있도록 25011삐의 구멍이 뚫어져 있다. 

회전판은 스랩 모터에 의해 가동되며 해상도는 0.1。이다. 삼차원 센서 이송기는 THK 

Linear Motion Guide를 사용하여 X촉 Pitch 6mm , Stoke 850mm , 축 Pitch 5mm , Stoke 

380mm. Z 축 Pi tch 10mm. Stoke 778mm 이며 최대 위치 오차 0.1mm 이다. 본 

실험에서의 장치의 개략도는 그렴 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추적자로는 일산화탄소 

99.9'1>를 사용하였고 축소 모델상의 6개의 연돌로 가스가 균퉁하게 분배되도록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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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m. 높이 200mm의 가스 분배기를 제작하였다. 분배기의 각 토출구에는 Needle 

Valve를 설치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1a) . 

2. 경계충 생성 장치 

대기 경계층은 지표면의 마찰과 현열 및 잠열에 의한 운동량 유속(momentum Flux) 의 

영향올 받는 지상 4。이n - 2.0。이n 정도의 높이의 경계충으로 혼합고 (Mixing Height) 

라고도 불리워진다. 경겨}층 내의 풍속 수직 분포는 지표연의 거칠기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강=(컸” (2-10) 

U : 유동속도 

Uh : 지상풍의 속도 

y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h 혼합고 

풍동 내의 건물이나 어떤 지역의 유동과 오염물질 확산올 연구하기 위해 대기 

경계층과 유사한 두꺼훈 경계충올 생성시킨 풍동올 경계충 풍동(Boundary layer 

wind tunne 1 ) 이라고 한다. 경계충을 생성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면 마찰만으로 생성된 경계충 (Naturally grown boundary layer) 

2. Vortex generator와 Fence의 조합 

3. 비균일 그리드(Nouniform grid) 

4. Shaped gauze(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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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ultiple horizontal jet 

대기 경계층은 지표면의 마찰과 열유속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중립 경계층은 

마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풍동 내의 경계충을 생성하는 데에는 1의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풍동 시험부 초입에 경계충 Trip을 두고 긴 

시험부에서 자연적으로 경계충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 진행 방향으로 압력 

구배가 생기지 않도록 시험부 천정올 조절한다[2-16]. 이 방법으로 두꺼운 경계층을 

얻기 위해서는 대단히 긴 시험부가 있어야 하며 풍동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되는 2차 

유동(Secondary flow)올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경계층이 짧은 거리에서 

빨리 두꺼워지도록 역압력올 조성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전단력 (Shear 

stress)의 수직 분포가 최대치를 가지는 비정상 조건이 발생하여 전단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확산 실험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2의 방법은 비교적 짧은 시험부 길이로 

(경계층 높이의 7 - 8배) 대단히 두꺼운 경계충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Vortex 

generator와 Tripping fence의 조합올 사용하는데 Tripping fence는 초기 경계층을 

발생시키며 Vortex generator는 이들을 적절히 혼합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방법으로는 평균 유속， 난류 강도와 난류 스펙트럼 또 간혈성 (Intermittency) 

까지도 자연발생된 경계층과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2-17. 2-18]. 3의 방법은 

가장 짧은 시험부 길이에서 경계충과 같은 평균 유속 분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난류 특성에 대한 상사조건올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확산장의 실험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고층 건물 주위의 속도장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3의 방법에서 발생하는 비균일 현상은 비점성의 유동의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될 수 있으며 실험치와 잘 일치한다. 4의 방법은 곡선 스크린올 여러장 겹쳐서 

경계층과 같은 평균 유속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곡션의 형상은 3의 방법처럼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 스크린을 통과한 난류는 평균 속도 구배에 의해 생성， 

소멸되며 평형에 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방법에 의한 경계충형 유동의 

특성도 3번과 유사하다. 4번까지의 방법이 유동에 피동적인 기구에 의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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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5의 방법은 분류(Jet)를 이용한 능동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5의 방법은 

여러 개의 수평 분류를 수직 방향으로 겹쳐놓고 분류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평균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다. 피동적인 방법은 평균 속도 분포가 난류 특성을 

지배하는 형태임에 반해 능동적 방법에서는 분류의 초기 난류 특성에 의해서도 

평균류가 영향을 받으므로 난류 특성이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이 피동적인 방법에 

비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 주변의 속도장은 난류에 의한 영향이 평균 유속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물 주위의 속도장의 평가만을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었다. 그러나 난류에 의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거나 확산에 관한 연구를 할 

때에는 3번 이하의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 본 실험에서는 2번 방법을 선정하고 

와류 발생기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삼각형 Spire를 제작， 설치하였다(그림 2-2) . 

Spire는 두께 3mm 철판으로 제작하였으며 • 삼각 Spire의 하부 길이 13mm. 높이 

259mm. 간격 130mm이며 진동이 없도록 풍하류(Leeside)에 길이 3어m의 버팀판을 

용접하여 고정시켰다. Spire를 거쳐 도포변을 통과한 유동은 풍동 시험부 즉， 

회전판 상에서 두께 220mm. 지수 1/7의 Power law 유속 분포를 가지는 경계층을 

형성한다. 건물 주위의 유속과 건물 외벽의 풍압을 측정하기 앞서 그 모형으로 

접근하는 연직 분포와 주류 방향과 직각 방향(y 방향)의 균일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접근류의 경계층이 Y 방향으로 균일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부차적 

유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 모형 제작 

지형에 의한 확산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축소 모델이 

선정되어야 한다. 모델 개발을 위한 풍동 실험에서는 2차원 산맥 또는 축 대칭형 

(Axisymmetric)의 종형 산지 (Be ll-shaped H i 1 J)가 사용되고 있는데 2차원 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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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 상당한 자료룰 발견할 수 있으나 축 대칭형 산지 내의 확산은 변수가 

많아서 문헌에서 충분한 자료를 얻기 힘들다. 그러나 축 대칭형 산지가 보다 

현실적이며 2차원 산지에서는 볼 수 없는 플륨 deflection 등의 복잡한 지형내의 

확산 특성올 잘 반영하고 있어서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더쭉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3차원 종형 산지 내의 확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Test sect ion 내에 셜치된 2차원 bell 형상의 scale model hi 11은 석고 성형위를 

FRP(fiber reinforced plastic)로 표면 처리하여 제작되었고 여러가지 수학적 형상， 

예를 들어 fourth-order polynomial. Witch of Agnes body. Sinusoidal ridge. 

그리고 Secant hyperbolic trigonometric function 등의 모델이 있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단순한 모댈인 sinusoidal ridge를 편의를 위해 사용하였다. 모델 

형상의 수학적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 2-4 참조) . 

z= 진 (1 + COs(훌)) 
2 ' 'L

2 

(2-11) 

Model hi II 의 높이는 약 500 - 60여1 높이의 hi 11 에 맞추기 위하여 1/2.000 -

1/3.000 scale로 120mm를 채택하였다. Blockage effet는 모델의 높이가 너무 높다면 

유통장에 영향을 미철 수 있고 너무 낮다면 roughness 요소와 구분할 수 없고 

hi 11 의 foot과 정상 사이의 속도 차이가 너무 작아서 signal 대 noise 비가 작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 대략 blockage effect는 약 1/10 보다는 

작아야 하고 본 실험에서 사용된 단면 blockage effect는 9.2%이다. Hi II 의 바람 

불어오는 방향의 기울기 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 = h / (2 L\)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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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여러가지 기하학적 형상은 표 2-1과 같다. 모델에서의 플륨 상숭 조건은 표 

2-2에 보여진 바와 같다. 표 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가보다 가벼운 

메탄가스를 추적자로 사용하는 한 플륨 상승 조건은 본 실험에서는 경계층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플륨 상숭 조건의 일치는 심각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농도 

측정점간의 간격은 50mm로서 100m에 해당된다. 

4. Instrumentation 

평균 유속과 난류 강도 측정은 표준 pitot-yube와 Dantec사의 hot-wire 

anemometer를 사용하였고 IBM/PC는 RS232C interface를 통하여 anemometer uni t올 

작동시킨다. 이 새로운 장비는 기존의 hot-wire anemometer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제약 요소들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자동화에 의해 줄여주었다. 

- Probe setup과 최 적 화 

- 온도 보상 

- 속도 cal i brat ion 

- Pi tch 와 yaw calibration 

- Data 처리 

장비 의 개 략도는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여 기 서 pitot-tube로부터 의 압력 

차이는 sine파 carrier 검출기 CValidyne model CD15)에 의해 작동되는 transducer로 

측정된다. Anemometer system은 Window의 GUI 에 의해 작동되는 streaml ine과 각 

channel 당 12bit resolution , 그리고 100Khz sampl ing rate올 가지는 A/D 

BoardCKeithley , Metabyte model DAS-1600)로 구성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Hot wire 

probe는 Dantec model 55Pl1(I형 , probe 촉에 수칙 인 straight prongs sensor) , 

55P62CX형， sens이· 면이 probe 촉에 수칙) , 그리고 55P63CX형 sensor 면이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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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평행)이었고 probe support는 single-sensor probe에 대해 55H21 , 그리고 

dual-sensor probe60 대해서는 55H25 , 55H26를 사용하였다. 

각 센서로부터의 신호는 다중절환기 (Multiflexer ， Hewlette Packard 3488)를 거쳐 

전압계 (DVM. Hewlette Packard 3470)로 직류(OC)와 교류 성분(AC. RMS)을 측정한다. 

이 값은 HP-IB(Hewlette Packard Interface Bus)를 통해 컴퓨터로 입력되어 

저장된다. 위 선호는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명균 유속과 난류강도로 변환된다[2-

19 1. 

E 2 = A+BU n 

E Anemometer output in OC voltage 

U Mean Velocity 

A.B.n Constants (n = 0.45 by Co llis and Williams Law) 

2eE 
u'=---

BnU n
-

1 

U ’ Fluctuating Velocity 

e Anemometer Output in RMS 

(2-13) 

(2-14) 

탄화 수소 가스 분석은 Thermo Environmental Instruments Inc. 의 Model 48올 

사용하였고 가스 분석기의 Analog 신호를 다충절환기로 입력하였다. 가스의 

Sampl ing은 모델 표변에 측정구를 뚫어 내경 1.3oun의 통관으로 관통시킨 후 비닐 

호스로 Scanivalve에 연결하였다. 가스 분석기의 Reading Interval은 10초이며 풍통 

실험에서의 안정된 농도를 얻기 위해 20회 측정분을 평균하여， 즉 200초 통안 

Sampling하여 농도를 산출하였다. 농도 측정 점은 각 모델당 약 300첨 이며 Sample 

Line플올 3부분으로 나누어 48 ports sccmivalve무 써 켠퓨터 문 제어되다 

Scanivalve의 Multiplexing은 Lab 8800 Digital αltput올 통해 Relay를 작통하고 이 

On-off 신호가 Scanivalve Solenoid Driver를 구통하도록 하였다. 그림 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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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모든 장비는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며 제어 프로그램은 

Microsoft-C version 6.0으로 재여져 있다. 

제 4 절 Gaussian 모댈과 풍동 실험과의 연폼성 

1. 복잡 지형의 정의 

Gaussian 모텔에서 복잡 지형이란 수용체 (receptor) 의 지형 높이가 오염원의 물리적 

높이보다 높은 경우를 지칭한다[2-7. 2-81. 미국 EPA에서 지칭하는 Gaussian 모델은 

엄밀하게 말하면 Gaussian 플륨 모델 (Gaussian plume model) 이다.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은 평균 풍속에 따라 이동하며 부력이나 운동량에 의하여 상승하고 

상하좌우로 확산된다. Gaussian 플륨 모델은 오염 물질 이동 중심선으로부터의 

확산을 Gaussian 형태의 정규 분포로 가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균일한 바람장의 

평지에 적합한 모델로써 기본형태는 아래와 같다. 

%='2繼 야+oi웰] (2-15) 

Q pollutant emission rate 

K A scaling coefficient 

V Vertical term 

D Decay term 

。y ， O'z Standard deviation of lateral and vertical concentration 
distribution 

Us Mean wind speed at release height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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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균일한 바람장의 평지는 극히 이상적 조건으로 평지에서도 시간에 따라 

평균 풍향 및 풍속이 변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형이 복잡할수독 평남 풍향 및 

풍속의 변화는 당연히 더욱 심해지고 배출된 오염 물질의 이동 경로는 지형에 따라 

굴곡을 보이게 된다. 복잡 지형의 Gaussian 모델은 최소한 국지적 풍향 변화에 

의하여 오염 물질 이동의 중심선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된다. 

Gaussian 모델의 복잡 지형에 대한 정의는 이같은 Gaussian 모델의 특성을 전제로 

매우 실제적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다. 복잡 지행에 대한 Gaussian 모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복잡 지형에 대한 Gaussian 모델의 정의를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었다. 

첫째. 오염 물질의 이동 및 확산에서 수용체의 지형 조건이 중요하지만 오염원 

상류나 부근의 지형 조건도 중요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배출의 초기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염원 상류나 부근의 지형 조건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2-15 ]， 그럼에도 수용체의 지형 조건만을 지정하여 복잡 지형올 정의한 

이유는 주로 상류의 지형 조건에 의한 이동 및 확산의 변화가 많은 경우 중심선의 

심한 이통을 통반함으로써 Gaussian 모델의 영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오염원 주변 지형 조건이나 건물 주위 와류 형성으로 인한 확산의 변화는 건물 와류 

효과 Cbuilding downwash)로 지칭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2-8 ]， 

둘째， 부력이나 운동량에 의한 플륨 상숭올 고려하지 않고 오염원의 물리적 높이를 

기준으로 복잡 지형을 정의한 것은 미국에서 Gaussian 모댈이 연구를 위한 

엄밀함보다는 행정을 위한 분명함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downwash를 별도로 고려한다고 볼 때 오염원의 물리 적 높이를 기준으로 한 복잡 

지형의 판정은 가장 보수적인 판정이다. 분명함과 보수성은 언제나 Gaussian 모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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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칙이다. Gaussian 모델 이용은 지점과 시점에 관계없이 오염원에 의한 

오염 물질의 최대 농도 예측을 목표로 시도되는 것이 보통이다[2-2이. 계산된 최대 

농도가 실제 가능한 최대 농도보다 큰 정도가 작올수록 Gaussian 모델은 정확하다. 

2. Gaussian 모댈의 이용 

복잡 지형을 위한 Gaussian 모델로는 VALLEY , COMPLEX 1. LC꾀Z/SlIORTZ . RTD~!. 

그리고 최근의 CTSCREEN. CTDMPLUS 들이 았다. 복잡 지형의 Gaussian 모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립이나 안정된 대기 조건에서 플륨의 중심선과 높은 지형 지표와의 

만남의 처리이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유선이 지형을 타고 이동하므로 중심선도 

지표와 일정한 간격올 유지하며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Gaussian 모델에서의 

지형 변화는 곧바로 중심선과 지표 사이 거리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지표의 높이가 

중심선 이상 높아지면 중심선은 지표와 마주치는 비현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ISC 등과 같은 단순 모텔에서는 지형 변화에 의하여 지표가 오염원의 높이보다 

높아지면 지표를 오염원의 높이로 가정한다 (chopped-off 혹은 truncated) . 그러나 

복잡 지행을 위한 모텔에서는 지형과 마주한 이후의 연기 흐름을 가정하게 된다. 

VALLEY에서는 지형의 높이가 연기의 유효 고도보다 높을 때 연기의 중심선이 지표와 

1야1의 간격을 두고 지형올 따라가게 되며 따라서 지표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93. 2 개정판에서는 없어졌으나 이전 판의 분류에 의하면 VALLEY는 

오염원의 영향올 평가하기 위한 1차 스크리닝 (screening) 모델이다 [2-7. 2-8J. 

동일한 분류에 의하면 COMPLEX 1 는 전원 지역의. LONGZ/SHORTZ는 도 ).1 지역의 2차 

스크리닝 모델이다. c때PLEX 1에는 VALLEY 옵션도 포함되어 있으나 보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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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조건에서만 VALLEY와 같이 계산하고， 중립과 불안정 조건에서는 연기의 

중심선이 지형 높이의 일정한 분율 만큼 높아지며 지형을 따라가는 것으로 

계산한다. 분율로는 보통 0.5롤 이용하는데 이같온 경우 지형의 변화가 있올 때 

연기 중심선과 지표의 거리는 지형 높이의 1/2만큼 가까워지게 된다. LONGZ/ 

SHORTZ는 각기 장기/단기 모델로， 지형의 높이가 높을 때 완전 반사 조건에서 

연기가 100% 지형에 부딪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2-6]. 

역시 통일한 분류에 의하면 RTDM은 3차 스크리닝 모델이다. 안정 조건에서는 지형 

높이와 Froud 수로부터 임계 높이를 계산하여 연기의 중심선이 임계 높이보다 높올 

때만 지형 위로 연기가 지나가고 낮올 때는 지형에 부딪히거나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가 지형 위로 지나가는 경우도 중심선이 지형 높이보다 높을 때는 

지형의 영향올 덜 받으나 낮올 때는 보다 많은 영향올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2-21 ]. 

CTDMPLUS는 미국 EPA에서 거의 10년간 노력하여 개발한 정밀 (ref ined) 모델이다. 

외형상 기본 개념의 많은 부분이 RTDM과 비슷하나 엄계 높이를 이론이 바탕이 된 

유동 모델로부터 산출하고 수평 방향의 확산 처리가 훨씬 현실화되는 등 개선된 

모델이다. RTDM이 CfDMPLUS 이전에 가장 정교한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이 둘올 

비교하면 표 2-3과 같다. 

C애PLEX 1. RTDM , CfDMPLUS들은 현지 측정 기상 자료들를 필요로 하나 해당 지역의 

기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 자료를 얻는 것은 보통의 경우 매우 어렵다. 

특히 CTDMPLUS와 같이 정밀한 모델의 경우 모댈 이용에 필요한 기상 자료를 얻기는 

더욱 어렵다. CfSCREEN은 CfDMPLUS의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기상 조건들올 차례로 모델링함으로써 주어진 지형 조건에서 최악의 농도 

조건을 산출하는 모델이다. 스크리닝 목적의 모델들이 그러하지만 CTSCREE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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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MPLUS에 앞서 사용함으로써 CTDMPLUS를 위한 현지 측정의 필요성을 1차 점검할 

수 있다. 

3. ISC와 복잡 지형 풍동 실험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ISC는 단순 지형을 위한 모델이다. 오염원의 물리적 

높이 이하의 지형 변화는 지형이 변하는 만큼 그대로 연기의 중심선이 지표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며 오염원의 물리적 높이 이상 지형이 높아질 때는 오염원의 

높이로 지형올 가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ISC눈 2항의 복잡 

지형 모델에서 불가능한 오염원 주변 와류 효과 퉁의 계산에 매우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EPA 모델 지침서에서는 복잡 지형 모델을 안정된 대기조건에서 지형의 

높이가 오염원의 물리적 높이보다 높을 때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ISC는 

단순지형 모델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므로 최소한 복잡 지형 

모델의 나머지 부분올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복잡 지형 풍통 실험의 모텔링은 다소 독특하다. 김영성과 경남호 [2-9]는 축소 

지형에서의 풍동 실험이 실제는 중립 조건의 실험임에도 원래의 촉척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서의 실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사한 풍동 실험의 대기 안정도 변화는 Snyder[ 2-9] 와 Stein 등 [2-22]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김영성과 경남호(2-15] 는 복잡 지형의 다양한 오염 물질의 이동 및 

확산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중심선 부근의 농도를 ISC로써 근사하게 재현하였는데 

오염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후 지형 높이가 오염원의 높이 이상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근거리의 농도가 높아지는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서 이같은 거리는 더혹 먼 

것 같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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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립 조건의 풍통 실험은 지형의 높이가 아주 근거리에서 높아지지 않눈 한 

ISC로써 모델렁이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안정된 대기 조건에서 중심선의 근접에 

의한 복잡 지형 지표의 농도 상송은 ISC로써 계산할 수 없으나 풍동 실험으로써도 

풍통내 대기를 성층화하지 않는 한 재현하기 어렵다. 쉽지 않은 실제 지형에서의 

측정을 시도하지 않는 한 복잡 지형에서의 농도 분포는 풍동 실험을 통하여 전체적 

분포를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ISC로써 단순 지형의 분포를 파악한 후 일부 지형에 

대하여 복잡 지형올 위한 모델올 샤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CTDMPLUS를 이용한 풍동 실험 근사 

플륨이 평탄한 지역에서 확산된다면 지형에 의한 영향이 무시되므로 별도의 고려 

없이도 일반적인 Gaussian 플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확산 

모델은 국내와 같이 산지가 많이 존재하는 복잡 지형의 경우 지형에 의한 기상 및 

확산 특성의 변화를 수용해 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정들올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Gaussian 플륨 모텔에서 사용되는 

대기안정도와 풍하 거리에 따른 고정 대기 확산 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기상 및 

지형의 영향을 이용하여 복잡 지형에서의 대기 확산을 모사하는 CTDM 코드가 1987년 

미국 EPA에서 개발되었다. 초기의 CTDM은 대기 상태가 안정한 야간의 복잡 

지명에서의 대기 이동올 명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일반적인 대기 확산에서와 

같은 일별 평균 확산올 계산하기 위해 주간의 불안정한 대기 조건올 고려하여 

CTDMPLUS를 개 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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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모델은 단순 지형 모델로써 해석할 수 없는 안정 대기 조건에서의 

지형의 영향， 중립 및 불안정 조건에서의 근거리에서의 지형에 의한 영향 등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모텔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발생하는 폴륨의 상·하부의 비 

Gaussian 확산 분포 특성올 Bi-Gaussian 분포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또한，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 평탄한 지역에서의 확산은 Gaussian 플륨 모델의 

해석을 수행하며 이 때 농도는 주어진 기상 조건과 플륨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일반 Gaussian 플륨 모델로써 해석할 수 없는 지 형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의 확산은 플륨의 특성올 나타내는 유적선과 지형 장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 장애물을 우회하는 경우와 넘어서 통과하는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CTDMPLVS를 이용하여 풍동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지형에서의 대기확산올 예측하고 ISC와 같은 단순 모델로써 해석할 수 없는 

지형 장애물의 근접 상황에 대한 해석올 수행하였다. 

제 5 절 질험 결과 및 툴의 

유통 및 농도 측정의 선행 조건인 대기 경계층의 상사성의 검토를 위해서 접근 유동 

CApproach f10w} 의 특성에 대한 실험올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원자력 발전소는 

대체로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륙 지방에 영향올 미치는 바다로부터의 접근 

유통은 표면 거칠기가 크지 않으므로 표면 거칠기 요소로써 10mm 높이의 인조 

잔디를 사용하여 Power Law의 n값올 116 정도가 되도록 Fence와 Spire를 

조절하였다. 그림 2-5에는 접근유동과 정상부분의 유통의 수직 분포에 대한 

측정치가 나타나 있으며 2차원 지형에서의 측방향의 균일도를 검사하기 위해 hi 11 

foot 와 hi11 crest에서 중앙으로부터 20아nm 떨어진 곳의 유속 분포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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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11 foot , 즉 접근 유통의 수직 유속 분포는 1/5.8 Power Law와 잘 일치하고 

있다. 평균 유속은 주로 standard pitot tube로 측정하였고 난류 강도는 열선 

풍속계를 사용하였다. 평균 유속의 수직 분포는 Power Law와 잘 일치하고 있다. 

경계층 상부의 평균 유속은 7.1 m/s. 경계충의 높이는 250 빼으로 축척이 2000 1 

이라면 실제 대 71 경계층 높이 500 m에 해당한다. 명균 유속이 유돈방한으르 91 

변화는 그림 2-6에 보여진 바와 같이 산 정상에서는 지표면 쪽의 유속이 빨라져서 Z 

방향의 기울기가 음으로 변화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난류 강도는 그림 2-7에 

보여져 있으며 접근 유통 경계충의 상단에서 약 10% 정도의 난류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은 다른 풍동 실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2-16]. 유동이 가속되고 있는 up-front slope에서는 난류생성항(turbulent 

production term) 인 -u; 훌 이 음으로 작용하여 난류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d뼈
’& 

back slope에서는 반대로 양이 되어 난류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올 하고 있다. 

난류 Spectrum의 형태， 특히 저주파 혹은 대형 와류는 확산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풍동에서 표면 거칠기와 경계충 생성 방법에 따라 난류 Spectrum이 달라칠 

수 있으므로 풍동에 따라 확산 특성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2-9]. 난류 Spect 1' um의 

측정값은 그립 2-8에 나타내어져 었으며 Inertial subrange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5/3 법칙 . 즉 Pao-Corrsin law와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23.， 2-

241. 

그립 2-9에는 무차원 가속변수(nondimensional specdup vclocit꾀익 정익의 걸괴 가 

다른 풍동 실험 결과와 비교되어 었으며 당 실험 결과는 B1' i tte1'의 실험 결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었다. 

연돌 출구의 유속과 연돌 끝에서의 풍속비 CRs=Ws/Us)는 플륨 상승 형태에 큰 영향을 

주어서 Rs가 1. 5 이하이면 연돌에서는 Stack Downwash가 발생하여 플륨 상숭이 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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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이하로 낮아지므로 Rs가 1. 5 이상이 되도록 가스 유속올 조절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 연돌 출구 가스 유속은 11.3 m/s이고 높이 30mm의 연톨 끝에서의 풍속은 

4.7m/s 이므로 Rs 값은 2.4이다. 연돌의 높이가 더 낮은 경우에는 연돌 끝의 풍속이 

더 적으므로 Rs 값은 더 커져서 downwash의 우려는 전혀 없다. 

그림 2-10은 지표면 오염원이 3차원 종형 산지 중앙선에서 바람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을 때 확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의 플륨 중심선은 산 정상을 

향하고 있으나 초기의 확산은 Gaussian 형태로 진행되지만 x = 200mm 정도에서 

부터는 등농도선이 바람 불어가는 방향으로 돌출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농도가 

평지에서의 같은 지점 농도보다 더 높다는 것올 의미하고 있다. 확산이 좀 더 

진행되어 산지 위로 플륨이 올라가면 초기와는 반대로 등농도선의 전면이 편평하게 

되어 나가서 결국은 중심선의 농도보다 측면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플륨이 산 정상쪽으로 오르다가 어느정도 가서는 정상의 록면으로 

split 되어서 산의 측면으로 오염 물질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 산 측면의 농도가 

오히려 중심선의 농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Gaussian 플륨의 

가정에서는 있올 수 없는 농도 분포 형태이다. 산 정상Cx=450mm) 근처에서는 

측방향으로 거의 일정한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다시 둥농도선이 

돌출하기 시작한다. 산 정상전에서 spl i t 되었던 플륨은 산의 후면으로 진행하면서 

유선 (streml ine)을 따라 다시 모여드는 현상올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ppm 

등농도선도 산 정상 위치에서보다 폭이 감소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오염원이 

중앙선에서 벗어나 있올 때의 (Ys = -50mm) 확산 특성은 그림 2-11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여기에서는 플륨이 전체적으로 산지를 우회하여 확산되어 나가는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플륨이 진행하는 방향， 즉 오염원을 지나는 유선 방향이 가장 농도가 

높으므로 등농도선이 돌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플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진행 방향은 완만한 곡선으로써 산지를 우회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x = 300mm 지점에서의 impact 현상이다. 플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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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쪽은 확산이 진행되다가 높은 산지를 만나서 ='련에서이 산지 장단으로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그 위치에서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정상에서 농도가 낮용 것용 풀륨이 split되어 산 아랫변에서 우회하고 있음올 

의미하며 산지 후변으로 진행해서는 하단쪽에서눈 농도가 급격허 높아지는 반면 

상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대단히 낮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x 지점에서의 농도 

분포는 심한 불균형 상태에 었으므로 평지에서 농도가 대청형임과 비교해 보면 농도 

분포가 서로 심한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올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2는 

오염원의 위치가 YS = -100oun에 있올 때이다. 유선의 deflection은 그림 2-11에서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산 정상쪽의 농도는 그림 2-11에서 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었다. 이는 플륨이 산지에 충돌하는 시점이 YS -50mm일 경우 

보다 늦으므로 충돌 당시의 플륨의 크기가 전자보다 커서 많은 오염 물질이 

정상쪽으로 이송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 직전에서는 측방향으로 거의 일정한 농도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산 후류쪽에는 그림 하단쪽으로 진행하는 플륨에 의해 높은 

농도 지역이 형성되고 었다. 

오염왼 자체가 고도률 가지고 있을 때 (zs = 3Omm)의 확산 특성은 그림 2-13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이 경우에도 그림 2-10에서와 유사한 형태른 나타내낀 얀다. 

착지되는 지점이 평지에서보다 더 길다는 정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며 이는 난류 

강도의 감소로 인한 확산율 저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에서 가속되는 

부분인 up front에서 난류 강도가 현격히 줄어듬에 따라 확산율도 감소하여 착지가 

늦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4와 그립 2-15는 대표적인 Gaussian model 인 ISC에 

의한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염원의 위치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어서 실제 

확산 양상과는 많은 차이가 었다. 

그립 2-16은 CTDMPLUS에 의한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염원의 위치에 따라 

뚜렷한 농도 분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ISC에서 해석할 수 없는 지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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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분포의 영향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방출원에서의 플륨의 ‘이동 방향에 지형이 

위치함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림 2-17과 2-18은 풍동실험 결과와 ISC에 의한 예측치와의 비교 결과인데 산지의 

후류쪽은 농도 차이가 섬하지 않으나 산의 전면 즉. impact 가 발생하는 위치에는 

분포의 형태가 전혀 다르다. 이 지역은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은 중요한 곳이므로 

식 (2-15) 에 다음과 Correction Factor를 적용하였다. 

i = ^x (2-16) 

A ~ f[l +t빼몫)I~ +2 -t빼e.6(~+L)}r (2-17) 

여 기 서 . L은 streamwise distance fromhill-foot to hill-crest 이 며 hc는 height of 

hi i 1 이다. 

그립 2-19와 2-20은 CI'DMPLUS와 ISC 및 풍동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나타낸다. 

그립에서 CI'DMPLUS의 결과가 ISC의 예측보다 더욱 근접함올 알 수 있으며 , 풍향의 

수직 방향의 농도 분포도 지형의 간섭에 의해 왜곡되어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

21에는 x.2l- x.’ , 그리고 실험치가 비교되어 있는데 플륨 충돌에 관한한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lume deflection은 산지 지형의 축방향 형태가 결정적인 

영향올 미치는데 이는 근접된 산지와의 상호관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유통장올 

알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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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철 훔론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지행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수학적 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종형 산지 주위에서 ground source와 stack source로부터 오염 물질의 확산 특성에 

대해 풍동 실힘을 수행하고 기존의 Gaussian model 과 비교 분석하고 개선의 소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추적자로는 탄화수소(CH4)를 사용하였고 오염원의 위치는 o ~ z ~ 

30mm. -100mm ~ y ~ 0 내에서 선정하였다. 종형 산지의 형태는 cosine 곡선을 

이용하였으며 모델 표면에 sampl ing hole을 두어 약 300 지첨에서 지표면 농도를 

측정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풍동 내에 생성된 산지 지형으로의 접근 유동에 대한 평균 유속 분포， 난류 

강도 및 스헥트럽의 측정 결과 명균 유속 수직 분포는 li :: 5.8어l 혜당하 는 

power law를 가지고 았으며 상층부 난류 강도는 10%정도이다. 스펙트럼은 000 

Hz)에서 Inertial subrange가 시작되며 Pao-Corr s i n 1 aw 와 잘 일치하고 있다. 

2. 유동이 hi 11 foot에서 hill crest로 진행하면서 지표면 근처의 유속은 증폭되어 

hill crest에서는 평균 유속의 구배가 음으로 변하며 난류 강도는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산지 후면에서는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오염원의 위치가 산정상을 통과하는 중앙 유선 (Central Streaml ine)상에 있을 

때， 즉 y :: 0 위치에 ground sour ce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산지를 만나면서 농도가 평지에서 보다 상숭한다. 확산이 좀 더 진행되면 

플륨은 spl i t 되어 산지의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산 정상 부근의 농도는 

낮아지고 산의 측면의 농도는 높아져서 결국 중앙 유선보다 록면의 농도가 더 

높은 분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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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오염원 위치에서 연돌로부터의 확산에서는 착지가 늦어지고 넓은 고농도 

지역을 가지는데 이는 유통의 가속으로 인한 난류 캉토의 +J-추무 확산 계수가 

적어져서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5. 오염원 위치가 중앙 유선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에는 플륨이 심각하게 

굴철하여 오염원의 한쪽 부분만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되어 Gaussian plume 

가정과 같이 오염원에서의 유통 방향만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6. 중앙 유선에서 오염원 위치가 가까이 있는 경우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확산 영역이 증가하는 현상도 유통 변형이 적을 때 더 확산계수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7. 산지 주위의 확산에 관한 여러가지 확산 특성을 고찰해 보면 Gaussian p!ume에 

의한 예측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지형 내의 확산에 적용할 수 없는 수학적 

모델링이므로 유동장을 고려하여 오염원을 지나는 유선을 찾아내고 그 유선 

주위의 확산을 모델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유통장에 대한 수치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대단히 긴 계산시간이 요구되므로 

현실적인 적용에는 아직 어려웅이 많다. 다만， 산지 후면은 농도가 낮아서 

비교적 중요성이 적으므로 산지 전면(Up-fronts!ope)의 고농도 영역에서는 

Gaussian 모댈에 적탕한 함수로 가중치를 주어서 예측을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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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하학적 상사 변수 

실제 지형 (m) 모델 (mm) 

풍향의 측방향 길이 2360 1, 180 

풍향의 축방향 걸이 2000 1,000 

최대 높이 240 120.0 

연돌의 높이 60/30/0 30/15/0 

연돌의 직경 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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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실제 발전소와 모델에서의 플륨 상승 조건 

Parameters Value 

For Power Plant For Wind Tunnel Model 

Stack exhaust velocity 12.00015 11.30667 

Stack inner diameter 2.6 0.0013 

Stack height 60 30 

Stack gas temperature 117 20 

Stack tip wind speed 5.5 4.7 

Stack gas flow rate 398 900 cc/min , 0.000015 m:s/s 

Air temperature 20 20 

Air Densi ty 1.207026 1.207026 

Temperature Froude Number 2.613154 

Momentum Similarity Parameter 0.225362 6. 64E-06 

Buoyancy Similarity Parameter 0.01238 8.34E-10 

Atmospheric pressure 1.02E+05 1.02E+05 

Area 1.33E-06 

Absolute temperature of stack 390 293 
gas 

Gas densi ty 0.906817 0.67057 

Absolute temperature of air 293 293 

Density Froude number 3.014834 3.6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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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CTDMPLUS와 RTDM default 의 특정 

Feature 

Stability indicator 

Plume rise 

Terraín specification 

Plume adjustment due 
to terram 

Profiling of 
meteorological 
variables 

FulI plume retlection 

CTDMPLUS 

For all stability conditions 

Monin-Obkuhov length L and mixing 
he히ight/L 

Briggs (1 973): half-plume-height 
meteorology: transitional 디se 

Inverse polynomial profile fit to 3D 
terrain feature: electrical fit to 
individual contours 

Flow model detennines adjustment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ind speed and direction profiling 
within the surface layer; 
interception between 
measurements levels of all 
variables 

From surface, mixing Iid, 
and hillside 

For unstable conditions 

Partial plume Briggs (1 984) 
penetratlon 

Vertical distribution Bi-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unction 앤DF) 

Horizontal distribιJtion Gaussian: Oy is from convective 
function scaling concepts: includes 

buoyancy and shear e佈cts

F'or Stable and neutral conditions 

Vertical distribution Gaussian: 0. is a function ofι and 
function πavel time 

Horizontal distribution Gaussian: 0. is a function of Ov and 
function travel time 

Dividing-streamline Plume split at dividing streamline: 
concept plume impacti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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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M default 

Discrete Pasquill-Gifford 
c1asses 
Briggs (1973): stack-top 

meteorology transitional rise: 
stack-tip downwash 

Terrain profiles along 10。
radials of the source 

Half-height vertical correction 
to plume location 
Stability-class-dependent 

wind-speed profiling: 
other variables not profiled 

From surface and mixing Iid 
(Iimit of crosswind
integrated concentration) 

No partial penetration 

Gaussian: 0. is from 
ASME(1979) 
22.50 sector average: no Oy 

Gaussian: 0. is from 
ASME(l 979) 
22.50 sector average 

Entire plume either above or 
below dividing streamline: 
plume impacti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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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16 CTDMPLUS에 의 한 축대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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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연돌 오염 원올 
CTDMPLU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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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창 지형이 대기 확산에 

미치는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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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 형 이 대기 확산에 미치는 영 향 평 가 

제 1 절 개훌 

원자력 발전소 둥에서 장기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Gaussian 플륨 모델에 의한 여러 가지 컴퓨터 코드로 예측，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에 의해 유출되는 방사성 핵총의 확산은 

우발적이며 단기적인 확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기상 조건이나 지형 

특성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오염원 주위의 지형이 평지라면 Gaussian 

플룸 모델을 사용하여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오염원 주외의 지현 지물 

중 오염원의 위치보다 높은 것이 많은 복잡 지형 (Complex Terrain)이라면 복잡 지형 

내 확산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평지를 기본으로 한 Gaussian 플륨 모텔로서는 

예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의한 예측은 신빙성이 적다. 

일반적으로 원전 대기 확산에는 미국 NRC에 의한 2개의 모델 분류를 사용한다. 

Class A 모텔들은 비상사고시 신속하게 비상 계획 지역(바lergency Planning Zone} 

내 방사성 물질의 이동 및 확산올 계산할 수 있는 모텔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aussian 플륨 모델이 여기에 속한다[3-1. 3-2. 3-3] , 이 모델은 선량율을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올 대상 범위로 하고 시간 의존 변수들올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모텔은 오염 물질의 방출을 

이상적인 점선원으로 취급하며 확산은 방출 순간부터 플륨이 이통합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방출 순간에 정의된 변수는 예측 동안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이상적인 조건하에서의 평지에서만 보수적인 

결과를 가지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플륨 경계 내에서 지형의 효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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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후의 기상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오차흘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달리 Class B 모델은 플륨의 분포에 영향올 미치는 실제 공간 및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해석 모델로 방출 기간 동안 폴륨에 의한 피폭 지역 및 섭취 

계획 지역 (Ingestion Planning Zone) 안에서 방사능의 상대적 농도와 침적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바랍의 공간 및 시간적 변위. 지형의 

효과 및 그 이외의 침적과 방사성 붕괴와 같은 요소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잡한 입력 자료의 필요， 대용량의 컴퓨터 및 많은 계산 시간의 

필요， 모델 검증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Class B 모웰온 위와 같은 특성에 의해 

원전 사고시의 평가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NRC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은 Class A 모델올 방출 조건 및 지형올 고려하여 사용하는 개선된 Class A 

모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70%가 산지인 지형에서는 방사성 물질 확산의 

대부분이 이러한 복잡 지형 내의 확산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예측은 많은 용용 

범위를 가지는 필수적인 것이나 아직 미국의 EPA에서 최근 개발된 CTDMPLUS 모델 

외에 유통장올 고려한 Hybrid 확산 모댈 정도 만이 지형에 의한 영향올 비교적 

근사해 줄 수 있는 모델이다 [3-4].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EPA에서 최근 개발한 CTDMPLUS모델이 가장 근접한 수정 Class A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 모텔은 단순 지형 모델로써 해석할 수 없는 안정 대기 조건에서의 지형의 

영향， 종립-불안정 조건에서 근거리에서의 지형에 의한 영향 풍올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댈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발생하는 플륨의 상·하부의 비 Gaussian 확산 

분포 특성을 Bi-Gaussian 분포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또한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 

명탄한 지형에서의 확산은 Gaussian 풀륨 모델의 해석을 수행하며 이때 농도 분포는 

주어진 기상 조건과 플륨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일반 Ga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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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써 해석할 수 없는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의 확산은 플륨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적선과 지행 장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 장애물을 우회하는 경우와 

넘어서 통과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변형 Gaussian 플륭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CfDMPLUS를 이용하여 실제 지형에서의 대기 확산을 에측하며 단순 

모델로써 해석할 수 없는 지형 장애물이 존재할 때의 대기 확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제 2 철 대기 확산 모團 

대기중의 방사성 오염 물질 농도 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염 

물질의 물리적 특성과 대기 중에서 플룸의 이동과 확산에 영향올 주는 외적 요인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외적 요인은 크게 기상적인 요인과 

지형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상적인 요인은 방사성 물질의 확산 면적과 확산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올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지형적인 요인은 플륨의 

거동에 간접적이고 2차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사성 오염 물질의 농도 분포 팽가를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이용되고 

있으나 비상 대웅 전산 모델로는 Gaussian 플륨 모델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aussian 플륨 모텔은 오염 물질의 물리적 특성과 기상 요인에 의해서 농도 

분포가 결정됨으로 국내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와 같이 주위에 맺은 구릉지나 복삼한 

지형 장애물이 근접 지역에 위치했을 경우 플륨의 역학적 거동 해석의 어려움이 

었으며 불안정한 대기조건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는 Gaussian 플륨 모델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는 표준 Gaussian 모델은 중심션을 축으로 확산 계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으나 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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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할 경우에는 플륨의 중심선올 기점으로 상하로 비대칭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폴륨 중심선에서 퍼져 나가는 방사성 입자의 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CTDMPLUS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율 보완하기 위해서 안정한 대기 조건과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여 확산 방챙식율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에서는 

현재 방사성 오염 물질 농도 명가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Gaussian 플륨 모텔 

(평지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나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신뢰도가 

높지 않은 플륨 모델의 총칭)을 기본으로 하여 지형 장애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플륨의 다양한 변화를 지형 특성(고도， 위치， 장축과 단축의 비율)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후자의 경우에서는 Bi-Gaussian 분포를 토대로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1. 대기 확산의 수학척 모헬 

대기중에서의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쫓+ ÿ' . VC = ÿ' . KVC + (3- 1) 

여기서 , v는 각 X , y, z 방향의 풍속(m/sec) ， K는 확산 계수 (di ffusion 

coefficient) (m2 Isec) , S는 오염 원의 방출량(Ci/sec)이다. 

위의 대기 확산 기본 관계식은 특수한 가정 조건이 주어졌올 경우에는 해석적 해가 

존재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치해석척 방법올 이용하여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청을 도입하면 정상 상태 모델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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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공간에 독립적으로 풍속과 확산 계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 

(2) 연속적인 점선원 (continuous point source) 

(3) 바랑에 의해서 이동하는 풀륨 내에서 오염 물질의 질량 보폰 

u좋=용(Ky 종)+옳(KZ 쫓〕 (3-2) 

위 식에서 만약 K,. = Kz 이면， 다음과 같은 해를 갖게 된다. 

이x，y， z) = 요exp| - y - l 
\ 4Kv{x / u) 4K:{x / u)) 

(3-3) 

만약 Fickian Approach에 의해서 플륨의 진행 시간이 충분히 길다면 

σ= (2Ky떤 낀 = (2Kzt)U2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식 (3-3)의 관계식을 정리하면 일반적인 Gaussian 플륨 모델 관계식이 

된다. 이 Gaussian 플륨 모텔은 일반적으로 대기 확산 모텔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관계식이다. 

c=2mg견없~-앓잖 (3-4) 

2.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의 기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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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원에서 방출된 플륨은 결정된 기상 조건인 풍향과 풍속에 의해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이동 및 확산을 한다. 그러므로 임의의 지점 (x ， y , z)에서의 오염 물질의 

농도는 확산 계수(dispersion coefficient)9} 스택의 높이 그리고 방출량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5] . 

이x，y， z) ="2싫ü exp( -짧)(exp(-戀) +eXp(짧~)) (3-5) 

여기서， Q눈 오염 물질 방출량(C i)， H는 풀륨의 유효 높이 (m) ， Ü 는 평균 

풍속(m/sec) ， C(x ， y ， z)는 임의의 x , y , z 지점의 오염 농도(μCi 1m3
) , Ov눈 수평 방향 

확산 계수(m) ， Oz는 수칙 방향 확산 계수(m)이다. 

3. 불안정한 대기 훌건에서의 기본식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는 수칙 방향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Gaussian 농도 분포를 

보이기 보다는， 비대칭적인 Bi -Gaussian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표준 Gaussian 

분포에서 사용되는 확산 계수의 개념올 이용할 수 없다 [3-6 1. 그러므로 수칙 방향 

확산 계수를 기폰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고 풀륨 내의 입자의 수칙 속도를 

이용하여 농도 분포를 계산한다. 그러나， 수평 방향의 확산 농도는 플륨 농도가 

수평 방향으로 표준 Gaussian 분포를 보이 기 때문에 표준 Gaussian 플륨 모델에 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Bi-Gaussian 분포는 최고 확훌을 보이는 지점올 중심으로 일정한 비율로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불안정한 대기 조건처럼 플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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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척인 놓도 분포를 보이는 현상을 해석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비대칭척인 모습을 보이는 상수 값은 그때의 대기 조건과 플륨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상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현재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예상 지역에서 실험을 통해서 구한다. 

일반척으로 기상 조건은 오염 물질의 거동에 직접객인 영향올 주는 경우로 취급되며 

지형적인 영향은 2차적인 경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기상 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조건과 안정한 조건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한다. 

ι
 -
새
 

} 
·x 

xP 

-u 
BI 

(3-6) 

여기서 Xp는 방출 지점에서 농도 계산 지점까지의 거리 (m) . IT 는 플륨 모텔에서 

이용되는 평균 풍속(m/ sec) . Xtlh는 혼합충(mixing layer)의 고도(m) . w.는 수직 

방향의 오염 입자의 이동 속도(m/sec) 이다. 

4. 혼합충과 플륨의 일반척 거통 

대기 확산 물질은 흔합충 내에서 결정된 풍향을 따라 일정한 용속으로 이동 및 

확산해 나간다. 이때 Y축 방향과 Z축 방향의 확산은 대기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X축 

방향의 확산은 플륨이 이동하는 속도에 비해 확산 속도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시한다. 만약 일정한 비율로 플륨이 성장한다면 플륨은 지표면과 역전충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표면에서 흡수나 침적이 없다면 반사 현상(플륨이 

지표면에서 완전 반사가 이휘진다고 가정)이 일어나는데 이는 대기중의 농도 증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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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서 배출된 플륭은 주로 혼합충 내에서 이동 및 확산이 얼어나기 때문에 

대기중의 농도 분포에 많은 영향율 준다. 즉 혼합충 밖에 존재하눈 확산 불질늘이 

다시 혼합충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표면의 측정 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혼합층의 특성을 알아내야만 정확한 놓도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혼합층의 고도는 관측올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와 표면충(Surface Layer)과 

교환충(Interfacial Layer)의 특성올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h O.3u. 1 
L fL 1 + 1.9(h I L) 

(3-7) 

여기서 , h는 혼합충 고도(m) ， L은 Monin-Obukhov length(m) , f는 지표면 위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파라미터， u.은 지표면의 마찰 속도(m/s) 이다. 

플륨이 혼합충 내에서 이통 및 확산할 때， 대기가 안정한 경우에는 상송된 플륨이 

혼합충의 경계면(또는 역전충)에서 일반적으로 완전 반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혼합층 경계면이 안정 조건보다 약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혼합충을 빠져나간 풀륨은 지표면의 농도 분포에는 영향올 주지 못한다:1.러F로 

이 투과량 만람의 농도 감소를 보이 며 이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었다[3-7] . 

Q = ~J (1-P) (3-8) 

여기서， ~J 는 방출 오염 물질의 초기 량， p는 불안정 대기 조건에서 역전층올 

투과하는 플홈의 비율이다. 

5. 기상 변수 

-82-



CTDMPLUS 모델에서 사용되는 기상 변수는 농도 분포를 산출하는 통안에 지형적인 

영향과 같은 외적 요인이 없다면 초기에 결정된 값올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출 지점 부근의 기상 탑에서 결정한 값올 이용한다. 기상 자료는 플륨이 이동하는 

거리와 이동 방향 그리고 확산 면척 등과 같이 일차적인 플륨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한 값올 얻어야만 한다. 

가. 풍속 

풍속은 플륨 모텔에서 플륨의 이동 속도를 확산 거리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도값과 관련된다. 이러한 풍속은 Gaussian 플륨 모델의 특성상 최소한 

lm/s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lm/s 보다 적은 풍속은 lm/s로 가정하여 사용한다. 

CTDMPLUS 모델에서는 백터 (vector) 풍속과 스칼라(scalar) 풍속을 기본 변수 값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빽터 (vector) 풍속이 각 방향의 난류량(turbulence intensity 

value)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백터 풍속 값을 얻을 수 

없다면， 스칼라(scalar) 풍속 (u)와 풍향 표준편차(0'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α
 

‘ 

다
 

. --J … -
v 

u 

E = sin( 1 - 0.07380'0) 2 (3-9) 

여기서. O' a 는 고도에 따른 풍향의 표준 분산값이다. 

나.풍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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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은 풍속 결정 방식과 유사하다. 풍향의 흑정 준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플륨의 높이가 판측 지정들의 사이에 존재할 경우에는 내삽법을 이용하며 

관측 지정 위에 폰재하는 경우에는 외삽법을 사용한다. 만약 내삽법을 사용할 

경우에 플륨의 최종 높이가 대기 표면충 안에 존재한다면 아래의 식올 통해서 

풍향을 결정하며 내삽법을 사용하는 가운데 플흉의 높이가 표면충 높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표면충 최상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풍향을 결정한다. 

Il a = t없-{옳웬 (3-10) 

여기서 . B는 Melgarjo와 Deardorff에 의해서 작성된 h/L의 값. ug 는 표면충의 최고 

지정에서의 풍속(또는 Geostrophic 풍속) (m/s). u. 는 표면 마찰속도(m/s) 이다. 

다. 대기 안정 동급 

폴륨 모델에서 대기 안정 둥급의 결정은 여러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결정된 안정 둥급에 따라서 확산 계수의 처리 방법과 플륨 거통 처리 방법올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와 관련되는 둥급 구분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3-8] . 

CTDMPLUS에서 사용되는 대기 안정 둥급은 일반적인 Gaussian 플륨 모델에서 

사용하는 방법 (Pasquill Gifford Method) 인 표면 마찰속도(u.)와 Monin-Obuhkov 

Length{ L) 그리고 지표 조도(Surface Roughness Length; zo)를 이용하는 대기 안정 

둥급 결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지표 조도가 0.01에서 0.5m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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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0.01보다 적은 값에 대해서는 0.01올 취하고 0.5보다 곤 

경우엔 0.5로 하여 계산한다. 

A 등급: 
-70.0 

XL = 
뼈zO)-4.3 5 

(3-lla) 

B 퉁급: 
-852 

XL = 
l때zO)-0.502 

(3-llb) 

C퉁급: 

X. -245 
L-
뼈zO)-0.050 

C3- l1c) 

D등급: 

X. = -327 
L-
뼈zO)-0.627 

(3-1ld) 

E등급: 

X. = -70.0 
L-
뼈zO)-O깅95 

(3- l1e) 

F등급: 그91 

라.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 

CfDMPLUS에서는 지형 장애물에서 발생하는 플륨의 변화롤 예측하기 위하여 엄계 

고도를 구해야 하는데， 이 값은 플륨의 운동량과 플륨 자체가 가지는 포텐살 

운동에너지와의 상관 관계식에 의해 결정됩으로 수직 포탠살 온두구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관측된 용도를 이용하여 높이에 따른 변화를 선형 

내삽법올 이용하여 구해낸다. 만약 판측 자료가 없다면， 기본 값으로써 대기 안정 

등급이 A에서 D얀 경우앤 0.0 oK/m를， 대기 안정 퉁급이 E인 경우엔 0.02 oK/m를， 

F퉁급인 경우엔 0.035 oK/m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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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난류량 

기상탑에서 관측을 통해서 얻어지는 난류량은 플륨내의 풍속을 이용하여 수직과 

수명 방향의 입자 이통 분산값올 구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반대로 수평과 수직 

난류량(i" ， iJ은 C1v 와 C1w 와 벡터 풍속올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난류량과 입자 

이통 속도의 분산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no g V 
} 

V 

w 
-v 

g 
-u 

g 
g 

u 

v‘ 

z (3-12) 

여기서 , u" 는 벡터 풍속(m/s) 이다. 

6. 풀륨 상숭과 유효 높이 

정확한 플륨 상숭 높이의 예측은 플륨 내의 농도 분포를 알아내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Gaussian 플륭 모텔에서 취급하는 오염 물질은 그 자체가 

지니는 물리적 톡성과 운동량， 온도， 방출 속도 그리고 대기 안정도， 방출 고도 

풍의 영향을 받아 물리척 평형 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계속적인 상승 현상올 

보인다. 이러한 플홈의 상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있어 왔지만 그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식은 찾기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8riggs와 Rupp에 의해서 제안된 관계식올 뜰 수 있는데 

8riggs는 방출 당시의 폴륨이 가지는 열적 상숭에 주안정올 두는 반면 Rupp는 

운동량을 주안점으로 두었다. CfDMPLUS에서 사용하는 8riggs의 풀륨 상송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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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hs +åh (3-13) 

여기서， åh는 플륨 상숭 높이 (m) , hs 는 스택의 높이 (m) 이다. 

가. 부력이 없는 풀륨의 상숭 

부력 Flux가 없는 경우에는 8riggs가 제안한 관련식을 이용할수 있다. 포탠살 온도 

구애의 양， 음에따라 

d_w_ 
åh=3~ 

U s 

/ 、 1/3 

h ’5s-1/61 w;d;Ta 1 åh = 15s .. V I ~ ~ ~ I 
l 4Tsus J 

(3-14) 

여기서， ds 는 스택에서 플륨의 방출 직경 (m) ， W、 는 플륨의 방출 속도(m/s) , '-
U,<="" 

스택 최고점에서 풍속(m/s) ， Ta는 플륨 방출시의 주변 대기 온도(K) ， Ts는 방출 

당시의 플륨 온도( OK) 이다. 

나. 불안정 기상 조건에서 최종 풀륨 상숭 

혼합층 내에서 대기가 불안정한 조건일 경우는 안정한 대기 조건보다 플륨 상승이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플륨의 최종 

상숭 높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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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1 6F펀)'~~ 
(3-15) 

여기서， F 는 Buoyancy Flux (m4/s~). xr 는 플륨의 높이가 져고7t 되는 푼차 

거리 (m) 이다. 

플륨 상승이 발생하는 풍하 거리는 부력 플릭스(F) 가 55보다 클 경우에는 Xr = 

49Fo.fi2;; 를 사용하고. 55보다 적은 경우에는 Xr = 119F0
.1 를 이용한다. 또한 불안정 

기상 조건에서는 플륨의 거통 특성에 의한 플륨의 상승은 3가지로 분류하여 표현할 

수 있다. 

7t. Unstable Breakup Rise: 

llh = 4.3(F / Ü)3/5 H-2/5 

나 . Touchdown Rise: 

llh =싫(1+혈)2 

다. Neutral Breakup Rise: 

llh = 댈( 1+씌2/3 
ÜU‘ \ llhJ 

(3-16) 

(3-17) 

(3-18) 

여기서 E 는 hs+ðh/2 높이에서의 명균 풍속. F 는 부력 플릭스(Buoyancy F 1 ux) 

(m1/s3
). F 리T. -τII~_ n. AI __ 31' u1 는 O.25w sd 2 ð\ A땀 . Hτ -O.4u~L. Wd = O.4W. 는 평균 빼draft 

속도이다. 

다. 안청환 경우의 폴륨의 상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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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한 대기 조건에서는 풍속이 강하지 않는 경우와 중립일 경우를 구분하여 

관계식을 셜정해야 한다. 

가. 강한 풍속인 가운데 중립 조건: 

개
 

l 
s 

I n 
m 

펴
 

” 
찌
 

/ 
| 

씨
 끼 

\ 

5 --왜
 

(3-19) 

나. Bent-over stable 

ð.h = 2繼113 (3-20) 

다. 풍속이 적은 안정 조건일 경우 

ð.h = 4F 113 S318 (3-21 ) 

라. 플륨 최고첨의 풍하 거리 

최종 플륨 높이가 되는 풍하 거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f = 2.07uS 112 (3-22) 

7. 대기 확산 계수 

확산 계수는 농도 분포를 알아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상적인 요건의 불확실성과 그 외의 지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Gaussian 

플륨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확산 모델은 실험 자료를 토대로 얻어지는 극히 

제한적인 식을 사용하여 왔었고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그러나 플륨의 확산에 있어서 대기 조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설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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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는 확산 계수눈 실제 대기 거동을 나타낼 수 없다. 플륭이 대기 중으로 

확산하는 경우는 보통 낮에 일어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만큼 기흔 방법을 

이용한 확산 계수 계산 방법에 회의를 많이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보통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는 확산 계수가 좌우 대칭 값을 가지게 되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기상 조건에 의해서 강한 상승력 또는 플홈 중심부의 상부의 입자가 더욱 

활발하게 운동함으로 비대칭 현상올 보이게 되며， 따라서 안정 조건에서의 확산 

계수의 상하 대칭 가정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가. 확산 계수의 특성 

대기 확산 계수는 기상 조건에 의해서 많은 영향올 받는다. 특히 수직 방향의 확산 

계수는 대기 조건이 불안정 할수록 많은 영향올 받는다. Venkatram은 1984년에 매우 

짧은 시간 또는 매우 긴 시간에 대한 확산식 Taylor의 방법을 이용했다. 이론적으로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대해서 

Oz=Ow t 로 표현 할 수 있으며， 긴 시간에 대해서는 U= =(2κt)갚 표현할 수 

있다[3-6]. 만약 혼합충 고도 개념올 사용한다면 매우 긴 시간에 대해서 다음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일 = (ζ1)1/2 (3-23) 

일반적으로 대기 확산은 매우 짧은 시간과 매우 긴 시간 사이에서 일어남으로 위의 

두식을 내삽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얀 =UW{l+ 꿇f'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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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L은 Lagrangian Time Scale이다. 

나. 혼합충과 Lagrangian time scale 

확산 계수를 구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획힌 초?} 조건을 설검하는 

것이다. 이 초기 조건은 각 방향의 풍속과 혼합층 고도에 따른 Lagrangian t ime 

scale이다. 혼합층은 지표의 열 복사나 그 밖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혼합층의 

경계면올 기점으로 하여 대류 현상올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혼합층 내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이 균일하게 섞임올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플륨의 거동 

해석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모델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합 현상을 보이게 되는 시간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러한 

현상이 한번 일어냐는 시간 또는 입자가 방출 지첨에서 출발하여 다시 방출 

지점으로 돌아오는 이론적인 시간올 Lagrangian time scale이라 한다. 

잉
 

n 

τ
 

n J 

새
 

「, l 
l ·--------, 

」

N 

-
닝

w
 

-v 
/ 

/ ’ ---‘ 
‘ 
、

+ -z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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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l 
l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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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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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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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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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f 은 혼합고도 (mixing length , m) , N2 =용쁘 은 Brunt-Vaisala 
9 dZ 

Frequency , y2 = (a 2 、rPt 르 0.27 ， r = ka-2 츠 0.36 ， a = Ow / U. = 1.3 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혼합 고도(f)는 중립 조건과 안정 기상 조건에 따라 두 가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의 혼합 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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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y26w - e 

N " 
(3-26) 

위 식에서 z값이 크다는 것은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폴촬 내의 입자가 활발한 

수직 운동 현상올 보이지 않게 됨에 따라 입자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혼합충 안에서 이통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Z값이 크게 되는 

현상올 보이기 때문이다. 

중립 조건에서는 안정한 조건에서의 입자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z에 

영향올 받게 된다. 그러나. Brunt-Vaisala Frequency 값은 중립 조건의 특성상 거의 

0이기 때문에 식 (3-25)는 다음과 같이 축약 시킬 수 있다. 

e = rz = en (3-27) 

따라서 확산계수에서 사용되는 혼합충의 고도는 중립 조건과 안정 조건에서 

사용됨으로 식 (3-26)과 (3-27)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jls 
+ 

4 
tn --I 

-e (3-28) 

다. 수칙 방향 확산 계수 

수직 방향의 확산 계수는 식 (3-27)과 (3-28)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안정 및 중립 

조건에서의 수직 방향 확산 계수 관계식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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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헥탔+議Jf (3-29) 

라. 수명 방향 확산 계수 

Lagrangian time scale (TL) lOkm는 플륨 내의 입자가 진행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으로 플륨의 중심에서 수평 방향으로 

오염물질이 각 방향으로 lOkm까지 진행 할 경우엔 플륨의 선형적인 성장에 의해서 

플륨 중심선의 농도에 비해 무시할 만큼의 비율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lOkm 

이상의 거리에서는 플륨 농도 계산에서 무시가 가능하며 수직 방향과 같이 플륨 

물질이 확산 가능한 플룸의 폭은 약 20km 정도 된다. 따라서， 수평 방향의 확산 

계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 a 111+•• -1 
y v \ 2U.UUUJ 

(3-30) 

마. 방출 초기 플륨 확장 

최초로 플륭이 스택에서 배출될 경우엔 스택의 칙경과 그에 따르는 플륨과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서 플륨의 확산이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플룸의 입자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확산할 경우엔 플륨의 

중심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는 플륨이 상송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플륨 확산 법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폴륨 내의 오염 물질의 입자는 각 

방향으로 일정 거리까지 확산하여 이통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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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상 시간을 알아내어 확산 계수 방정식에 고려해야 

한다. 

O'J = 01(1 +짧f' (3-31) 

여기서， TL은 Lagrangian t ime scale , t 는 가상 시간이다. 

제 3 협 안정함 기상 조걷에서의 훌훌훌훌 거톨 

안정한 기상 조건에서 플륨이 스택에서 방출되어 풍하 방향으로 이동 및 확산할 

경우에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팽탄한 지역에서의 플륨 거동은 일반적인 

Gaussian 플륨 모델 거통과 같다[3-9] ， 즉， 이러한 조건에서 농도 분포는 주어진 

기상 조건과 플륨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또한 플륨의 이동은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충류형 흐름올 보이게 된다. 

그림 3-1은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 지형 장애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상적인 플륨의 

거동올 나타낸 것이다. 그립 3-2는 플륨이 지형 장애물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수직 

단면으로 나누어지는 플륨의 모습올 이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 방향으로 

진행하는 플륨의 이러한 현상은 입계 고도와 플륨이 가지는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탄한 지형에서와는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풀륨의 거동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플륨의 이동현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적선의 

선정 [3-1이과 확산 톡성올 지형 장애물의 높이， 폭 그리고 장애물의 위치 및 플륨 

-94-



방출원으로부터의 거리 동의 변화에 대한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의 지형의 영향을 

알아본다. 

1. 풀륨내의 유적선 

플륨의 지형적인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플륨의 거동 특성올 결정하는 유적선의 

위치를 가능한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형 장애물 위에 폰재하는 플륨의 질량 중심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질량 중심의 결정 방법은 수직과 수평 방향의 플륨 거동 

특성을 묘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형 장애물 위의 유적선의 위치는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3-6] . 

빠
 

H M + 歡j
擺

m 
-

f

떼
 
-

O 

R 

M 
(3-32) 

여기서 ERF=e세-驗환J +e껴-繼첼J ， Hc눈 플륨의 거동 특성을 결정하는 
엄계 고도(111) ， Hp는 플륨의 높이 (111) ， O"zO 는 플륨의 충돌 지점에서의 수직 방향 확산 

계수 (111) 이다. 

이렇게 결정된 유적선은 그립 3-4와 같이 지형 장애물의 표변을 따라서 거동하게 

되는데 그 변동 폭은 크게 지형 장애물과 주위 기상 조건의 Froude Number와 지형 

특성올 나타내는 지형 대칭 인자(Hill Asyrnmetry Factor)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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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 장얘물파 임계 고도 

안정한 기상 조건에서는 플륨의 확산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충류 흐름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플륨은 풍하 방향을 따라서 지형 장애물에 접근하게 

된다. 이때 플륨은 지형의 특성(높이， 폭， 경사도)과 자체의 진행하는 힘 즉，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지형 장애물올 넘어서 통과하는 경우， 지형 장애물올 우회하는 

경우. 지형 장애물 전면에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동 특성올 구분하는 높이를 입계 고도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u 2(HJ = 뭘 N2 (z빠z)dz (3-33) 

2 g d8 
여기서 N'" 이다. 

8 dZ 

가. 지형 장얘물을 넘어가는 경우 

지형 장얘물올 넘는 플륨의 변화를 취급하는 방법올 LIFTè}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해석하며 그에 따르는 Hc 위의 플룸 흐름은 성층화 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상층의 

특성은 Lee 파통과 같은 것에는 충분한 영향올 주지만 플륨의 수직 운동올 

억제하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기초로 하여 

플륨의 거통올 해석하는데 보다 쉽게 풀륨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임계 고도를 

지표면과 통일하고 그리고 단지 임계 고도 이상의 Hi 11 에서 플륨이 영향올 받는다고 

가정하여 모델을 취급했다. 

-96-



나. 지형 장애물올 우회하는 경우 

지형 장애물올 우회하기 때문에 플륨의 수직적인 변형보다는 수평적인 변형이 

우세하게 나타내며 뻐AP이라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이론적인 

배경은 Hunt와 Mulhearn의 2차원적인 유적선 해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 장애물의 영향올 확산 계수의 변형과 플륨 내의 유적선 변형올 

통한 상대적인 수용체의 위치 변화를 중점적으로 취납한다. 

3. 지형 장애물에서 풀륨 특성 

평탄한 지역 위를 이동하던 플륨이 지형 장애물과 부딪혔올 경우에는 그때까지 

적용해오던 플륨의 특성이 많은 영향올 받는다. 즉 평탄한 지역에서 사용된 대기 

확산 계수， 지표 특성， 그에 따르는 기상 변수들은 더이상 지형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하여야만 한다. 

가. 충돌 지첨에서 놓도 

플륨의 충돌 지점( So)에서의 농도를 확산 방정식에서 계산하여， 그 값을 하나의 

점선원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그 점을 기점으로 지형 장애물에서 적용되는 확산 

방정식을 세워 놓도를 계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올 방출 선원의 재초기화라 

하며， 이것은 균일한 평탄한 지역의 균일 흐름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원래의 

방출원에서 발생한 플흉이 지형 장애물에 부딪혀서 파생된 모든 농F 분포 지전이 

각각의 점선원이 된다. 이때 임의의 점선원은 

-97-



dQ(so'y,z) = 이so ， y ， z까dydz (3-34) 

나. 점선원의 확산 계수 

지형 장애물에 충돌하기 전에 적용했던 확산 관계식은 점선원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확산 계수를 결정하는 기상 변수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돌 이전까지의 확산 계수(。이)， O"zo)를 알고 있으므로 분기점에서부터 

수용체까지 적용되는 확산 계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림 

3-3에서와 같이 재정의된다. 

σ.2 σ:(s) - 쉽 (so) = σ1 - 패 

히2 쉰 (s) - 0': (sO) = 쉰 - 패 

여기서 , O"zO는 점선원 분기점에서의 수직 방향 확산 계수(m )， 6 느 
7.'-

(3-35a) 

(3-35b) 

임의의 수용체 

지점에서의 수직 방향 확산 계수(m) ， O"vO는 점선왼 분기점에서의 수평 방향 확산 

계수(m) ， 0""는 임의의 수용체 지점에서의 수평 방향 확산 계수(m) 이다. 

4. 임계 고도 이상의 풀륨 거동(LIFT) 

CTDMPLUS에서는 안정한 기상 조건에서 지형 장애물과 플륨간의 상호 작용은 그 

해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플룸과 지형 장애물과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올 이용한다. 그림 3-5는 LlFT 플륨의 전형적인 모습올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형 장애물과 부딪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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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플륨이 가지고 있는 내부 운동 에너지가 지형 장애물올 넘어가기에 충분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스태의 높이가 높거나 플륨이 상송하는 높이가 

높올 경우. 플륨의 높이가 지형 장애물의 최고점보다 높올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발전소 주위에 낮은 구릉지가 있는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가. 지형 장애물에서 플륨의 거통 

임의의 지점에서의 농도 계산은 (So , y , z) 인 지점의 점선원이 기여하는 오염 

물질의 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d繼2exp[-뿔J} 

{e때[- ~(혔)}e때H(펀r]}φ& 

그러나 지점 (S ， I. h)에서의 농도 증가에 기여하는 정선원은 플륨의 분기캠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이 되기 때문에 (S , 1. h) 지점의 농도는 이 모든 점선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선원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분기정 화표와 같은 값올 

가지는 수평과 수직 성분을 가지는 평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선원들의 집합인 

평면 선원은 수평 방향으로 무한의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수직 방향은 지표면에서 

무한한 크기를 가질 수 있으나 LIFT 플륨에 대해서는 보통 임계 고도에서 혼합층의 

경계변까지의 거리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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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형 인자(terrain factor)와 확산 계수 

Hunt 와 Mulhearn(973)은 지형 장애물에 의한 폴륨의 변형올 Axi-symmetric 변형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올 제안했다. 주어진 변형 함수를 알고 었다면 

전체 플륨이 지형 장애물올 통과하는 시간 동안의 확산 계수의 변화는 와류 

확산력에 영향올 받는다는 것이다. 

0" 2 (t) = 영~." [β2 (t’)K(t’)dt’ (3-37) 
μ< (t') JO 

여기서. 플륨이 지형 장애물올 통과하는 시간은 플륨이 지형 장애물의 충돌 

지점에서부터 농도를 계산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플륨 

모댈에서는 초기에 설정된 풍속과 풍향이 농도 계산하는 동안 일정하기 때문에 진행 

거리는 진행 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변형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z (t) = exp[ - 윷(ζ (t))] (3-38) 

여기서. Ôz( t)는 수칙 방향의 유적션 변형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의 지형 

장애물에서 실험올 통해서 구하는 방법과 이론적으로 유추하여 수치 해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3-6은 플륨이 지형 장애물 위를 통과할 경우에 발생되는 

유적션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형 함수를 토대로 높이가 Zm 인 

유적션의 변형 인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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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z싸 (3-39) 

여기서. 높이가 ZII인 유적선은 지형 장애물 위의 플륨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간을 통한 플륨 내의 유적선 평균 변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껴z， t) = z긴 (zm ， t) (3-40) 

그러므로 이식은 지형 장애물에 의해서 일어난 변형 거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Z는 

지형 장애물 표면에서의 임의의 유적선의 높이다. 만일 지형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높이에 따른 유적선의 변형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식 (3-39)와 (3-4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져 (t)= exp[-(낀 -1)] (3-41) 

유적선이 지형의 영향올 받아 절대적인 높이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수함에 

수용체의 고도가 상숭하는 것과 같으며 유적선의 절대고도가 낮아진다는 

。1 느; 
λA.'--

7J 。
xτ: 

수용체의 절대고도가 낮아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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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여기서 . ZR 은 수용체의 높이이다. 

그러므로 이식을 Hunt 와 Mulhearn(1973)의 Ax i-symmetric 변형 확산 계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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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rzp는 유효 플륨 확산 계수로 지형에 의한 왜곡이 없는 것으로 단지 지형의 

높이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플륨의 확장이다. 즉， 지형 장애물이 존재함에 따라서 

플륨이 동선을 따라서 확장될 때 일어나는 전체적인 고도 성장에 의한 플륨의 

확장이다. 그러므로 식 (3-38)과 (3-4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 인자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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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여기서， 와류에 의한 확산은 지형 장얘물 위에서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식 (3-

44) 의 오른쪽 분자 항올 다음과 같이 변형 함수로 대치하여 계산올 한다. 

ftf 2Kz(t ’)ex에-2(Th {Zm ， t ’}-l)rt ’ = 혈{tm앓{t2}-cr싫 (t.) (3-45) 

따라서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Lagrangian time scale과 지형 

장애물에서의 Lagrangian time scale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된다. 

NO crwO -----
TT f\ ..2 ‘ rz LO y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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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바m. t)) l/ 2 
‘ rzs Th(zm. t ) 

(3-47) 

이는 초기에 설정된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이 지형 장애물 위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상대적인 혼합층의 고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수평 방향의 지형 인자는 수직 방향의 지형 인자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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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sy ,, (t) 는 T"ycsyot 이다. 따라서 플륨의 변형 성장률 o;’ 와 。; 는 유효 

지 형 인자(Terrain-Effect Factor) Tv 와 T, 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z 
-z 。-T --* 

Z 
6 

* 
VJ 

-vl 

6 

-T --* 
Vt 

6 (3-49) 

다.LIFT 플륨의 농도 계산 

지형 장애물올 넘어가는 플룸에 대한 일반적인 확산 분포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c{s,y/ ,hR
' ;so) ="4싫랬[-~(機)}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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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z는 수직 분포 인자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κ ~ ex{~(hR -뒀H'rXl웰Z_-κ{텐2 +hR 작]} 
+빼[- ~(~R 웹r]{l웰Z_-κ{웰

2 

-hR 작]} (3-51) 

+ex{~(~R'+렐)']{l쐐Z_+κ>(띈 -hR 혀]} 

+없{~(h"-따H'r]{l쐐Z_- κ>(텐 +hR 따]} 

여기서 A, ~(Fz"za6ze6:)-I 。l 다 

위의 식 (3-51)은 Hi 11 위로 진행하는 플륨의 농도 분포 i멍가를 외한 71 본사시 되며 

또한 이것은 지표면의 농도 분포 변형에 영향을 준다. 수직 분포 인자 F，가 4가지의 

항을 가지는 이유는 수용체가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플륨의 

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가상 선원의 기여는 최초의 

선원으로부터 기여와는 같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플롬 전체의 분포보다는 임계 

고도 이상의 폴륨 segment 에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결과는 so에 영향올 받는 가상 선원이 보존됨을 보여준다. 에러 합수는 

so에서 임계 고도 이상의 플륨 부분을 취급할 경우에 생기는 오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04-



5. 임계 고도 이하의 폴륨 거동(WRAP) 

플륨의 거동 특성중 임계 고도 이하에서 일어나는 플륨의 역학적 변형올 취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앞에서는 LIFT 플륨의 처리 범위에 미치지 몫하논 플륙의 

거동올 다루기 때문에 플륨이 지형 장애물올 넘어가는 경우는 없으나 플륨은 지형 

장애물올 우회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플륨의 거동 보다는 

수평적인 거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플륨 내에서도 LIFT 플륨처럼 

수평과 수직 확산 계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취급하는 방법은 그것과 유사하다. 

그립 3-7은 뻐AP 플륨의 일반적인 유형올 보여주고 있다. 이는 플륨이 충돌이 

일어났올 경우 그 지점을 중심으로 플륨이 두개로 나눠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고립된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초기의 플륨의 양은 지형 장애물의 WRAP 

타원체가 플륨 중심선과의 교각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림 3-8은 플륨이 

갈라지는 현상올 수평 단면적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수평 방향으로의 플륨 변화는 

지형 장애물의 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돌 지점은 LIFT에서 

취급하는 방법처럼 방출 선원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정부터 뻐AP 플륨의 지배 영역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지형 장애물올 만나기 전에 플륨의 

확산에 적용하였던 확산 방정식은 더 이상 지형 장애물 위에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충돌 지점을 기점으로 가상의 방출 선원의 설정올 통해서 확산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림 3-9는 흐름이 타원 축과 같올 때 타원 주위의 흐름에 대한 전형적인 유척선 

특성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는 지형 단면적의 장축의 길이를 의미하며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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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결정된 지형 단면적이 가지눈 상대적인 특성을 각 

높이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지형 장애물에 적용시킨다. 

매우 낮은 난류에서 정상적인 플륨의 흐름은 유적선 형태에 따라서 진행하며 서서히 

인접 유적선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수평적인 관점에서 유적선 안의 플륨의 

크기는 같은 크기로 확장되거나 수축된다. 확산이 없는 가운데 플륨 수평 성분에서 

운동 역학적 변화들은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와 관련되지 않는다. 즉 플륨의 수평적 

변화들은 유선의 흐름 속도의 변화에 의해 안정올 찾기 때문에 플륨의 플릭스는 

변하지 않는다. 만일 작은 확산을 생각한다면 수명 성분의 플륨 성장률은 유적선 

간격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Hunt and Mulhearn. 1973) , 

그러나. CCB와 Tracy Field Sites에서의 관측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WRAP 플륨에서의 

작은 규모 확산의 농도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 이 관측들은 낮은 빈도의 난류와 

Meander들로 이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수평 방향 플륨 성장을 제어하는 

평균시간 밖에 없다. 

가. 때AP 풀륨에서 Potential Flow 

Batchelor는 1970년에 엄계 고도 이하의 지형올 단순화된 실린더 단면적으로 

표현하여 그에 따르는 플륭의 역학쩍 거동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지형 

장애물올 하나의 수평 단면으로 표현하여 각 고도에 따른 지형적 특성올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에 따르는 지형 장애물에 대한 상대쩍 풍향 결정 범위는 보통 

-1800 
- 180。 범위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ng = 싹 -κ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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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9t，는 Hi 11 의 Orientation. 9w는 임의의 플륨 높이에서 빽터 평균 풍향이다. 

만약 지형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 지형 장얘물의 단면의 특성을 가지는 타원체가 

있다면 유적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ψ =s∞ (a +b)sinh(μ)sin(v + a",) (3-53) 

여기서， s∞는 인접 흐름Oncident Flow)의 속력 Uw는 인접 흐름Oncident Flow)의 

방향 이다. 

나. 뻐AP 풀륨의 특성 및 농도 계산 

복잡한 지형에 있어서 임계 고도 이하의 농도 분포를 효과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언급했던 타원 주위 정상적인 2차원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평 확산은 유적션의 흐름 속도와 부관하며 평균 기간 동안의 

흐름(Meandering과 난류를 포함)은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가정을 한다. 

즉， 임계 고도 이하의 높이에서는 플륨 자체가 지니는 내부에너지가 지형 장애물을 

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자체 내부 에너지가 

충분하더라도 플륨의 높이가 지형 장얘물보다 훨씬 적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플륨의 

특성은 포텐살(Potent i al) 흐름을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임계 

고도 이하이다. 플륨 거동 특성 해석 방법은 LIFT 플륨과 유사하다. 즉， 플륨이 

지형 장얘물 충돌 지점에서 파생되는 정선원은 다시 재정의된 확산 계수와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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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서 수용체의 위치에서의 농도롤 결정하게 된다. 다음 관계식은 그에 

따른 정선원의 정의롤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 웠걷혔l2exP[-H윌J} 

{exp[-H철)}exp[ -~(첼)']}짜 

LIFT 플륨의 점선원과 다른 점은 플륨이 지형 장애물을 우회하여 진행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선원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두 배로 책정한다. 그러므로. LIFT 

플륨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선원이 포함된 가상적인 평변의 크기률 설정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보통 수명 방향으로는 무한의 크기를 가지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지형 장애물의 표면에서 임계 고도까지가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올 

사용할 수 있다. 

C(S O h; so) = IHc frz:%X펴r짧-H뿔J} 

{ex{-H藝)}exp[- ~(편r]}dydz 

여기서， 사용되는 선원은 초기 방출원에서 확산 및 이류되어 결정되는 점선원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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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y ,z) = '2싫ü 2exp[ -H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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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여기서 플륨이 어느 방향을 택하여 진행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되는 것은 sign 함수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위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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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 헥bl -k -b3) +eif(~l -t2 -ι) 

B2 = eif(~l -k +b3) +eif(~l +k -ι 

bo = ..fiuzuzo바 , 

b. =Hc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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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Z RU;O • 

b3 = ZsO?2 

일반적으로 LIFT 플룸에서는 지형 장애물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형에 의한 유적선을 

고려해야 하지만 뻐AP 플륨에서는 그 영향올 유적션의 간격올 통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LIFT 플륨처 럼 복잡한 역학적 거동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2 
m 6 

,‘ 
z 6 --,‘ * 

Z 
6 nU 

,‘ 
VJ 

0 
,‘ 
VJ 

@ --,‘ * 
V-

6 (3-58) 

만약 플륨의 거동 특성상 LIFT 플륨이 존재하지 않올 경우는 확산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鐵exp[-짧J} 

{ex+ ~(펀)}exp[- ~(헐r]} (3-59) 

제 4 혐 뿔안정함 기상 조건에서 폴흩 거동 

대기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는 표준 Gaussian 플륭 모멜로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표준 Gaussian 플륨 모멜은 중심선올 축으로 확산 계수값이 일정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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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방향으로 비대칭적인 농도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표준 Gaussian 

플륨 분포는 임의의 지점에서의 최대 농도는 플륨 중심선(지표변 및 역전층의 

반사가 없는 경우)에 있으나 실제의 분포에서는 플륨이 풍하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그 중심선이 지표변에 접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중심선에서 

확산하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상층부로 향하는 경우와 하층부로 향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대기에서는 일정 높이보다 상승하는 기단의 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단열팽창올 보인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엔 단열압축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상부 확산 계수와 하부 확산 계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입자의 이동 속도는 하향보다는 상향인 경우가 더 

크게 되므로 농도 분포는 수직 방향으로 비대칭올 보이게 된다. 또한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플륨 자체가 가지는 상승력으로 역전층을 투과하는 현상올 

보이기 때문에 하충부에서 일어나는 지표면(여기서는 완전 반사가 일어난다)에 비해 

농도 분포가 낮게 설정되어 전체적으로 비대칭올 보이게 된다 Willis 2.} 

Deardorft 의 풍동 실험 . Lamb의 수치 해석 모델링 , 그리고 Briggs와 Donald를 

통해서 이와 관련 사항올 충분히 입증하였다. 따라서 불안정 조건은 보통 다음 식올 

만족시킨다. 

X w. 
B ---• 

U X mh 

(3-60) 

여기서 . Xp는 풍하 거리 (m) . 표는 플륨 모델에서 이용되는 평균풍속 (ml sec). Xmh 는 

혼합층의 고도(m). w.는 방출된 입자의 수칙 방향의 속도(m/se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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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와 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자 거동을 폴륨 중심선에서 수직 

방향 속도를 기반으로 하여 확률론적 해석율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농도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온 수칙 분포 함수와 수평 분포 함수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 

CTDMPLUS에서는 수직분포 함수를 Bi-Gaussian 분포를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수평 

방향의 농도 분포는 안정 기상 조건에서 사용한 수평 방향의 농도 분포에 비해 큰 

영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표준 Gaussian 분포 함수를 채 택할 수 있다. 

1. 수직 방향의 플륨 거통 

불안정한 대기처럼 혼합충의 폭이 충분히 큰 경우는 Lagrangian time scale의 값이 

크기 때문에 방출 선원에서 방출된 플륨 내의 입자가 역전충이나 그에 준하는 

혼합충의 높이까지 초기의 례적을 유지하며 이동 및 확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입자가 플륨의 중심선 또는 방출 지점에서 멀어지는 속도와 방출 지점의 

평균 풍속에 의해서 오염 물질 내의 입자 특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직 분포는 표준 Gaussian 분포를 따르기 보다는 Bi-Gaussian 

분포 함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비대칭 인자(asyn뻐etry factor)의 값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값이 Briggs에 의해서 0에서 1까지 값을 가진다고 

밝혀 졌다， 특히 그 값이 0.7일 경우에 가장 근사한 분포를 보인다[3-6] . 

가. 비대칭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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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Gaussian 확률 분포는 표준 Gaussian 분포와 같이 최고점올 기첨으로 대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비대칭 인자는 다음과 같다. 비대칭 인자는 폴륨 내의 

방출 입자가 역전층과 지표면으로 진행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관계식을 표현하면 

ß= 훌1:.. -1 , 
(Jw 

ß = 1- 휩; 
(Jw 

여기서(Jw 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입자들의 평균 속도의 분산Cm/sec) , 

(3-61) 

‘(J w-τ: 

지표면으로 이동하는 입자들의 분산(ml sec) , (J w+ 는 역전층으로 이통하는 입자들의 

분산(m/sec) 이다. 

즉， 비대칭 인자 P는 플륨 중심선에서 역전층 방향으로 이동하는 입자와 지표면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0.7이며 이는 지표 

방향의 입자 속도가 상부 입자 속도의 0.7에 해당함올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표준 Gaussian 분포에서 사용하였던 상하 대칭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상층부의 확산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나. 플륨 내의 입자 수칙 방향 속도 

불안정 조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각 입자들의 속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입자들의 거동올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상탑 측정을 통해서 구해지는 값이 적당하나 이러한 실험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 (3-62)에서 보여주듯이 폴륨의 이동과 확산에 영향올 주는 평균 풍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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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되는 방출 지점과 수용체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플륨 

중심선에서 퍼져 나가는 입자의 수직 성분 속도는 

κ =풋(z -z.) (3-62) 

여기서. Z는 수용체의 높이 (m). Zs는 방출 스택의 높이 (m) ， Xp는 풍하 거리 (m). 핀는 

풍하 방향의 평균 풍속(m/sec) 이다. 

다. 혼합충 내의 입자 거동에 따른 방출 높이 변화 

불안정한 기상 조건에서 해석하는 모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각 방향으로의 입자 

속도는 정확한 방출 지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기상 조건의 

특성상 스택에서 방출된 입자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상숭 효과를 가지고 안정한 기상 

조건보다 많은 상숭 현상올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송 현상을 적절하게 

규명하여 실제적인 유효 플륨 높이를 계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강한 상승 효과에 의해서 스택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혼합충 안에서 역전충이나 

지표변에 충돌하여 여러 가지 경로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확한 해석 또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로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정 

경로 이상은 그것이 혼합층 내의 농도 분포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그립 3-10은 그에 따른 혼합충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자들의 거동을 

표현한 것이다[3-11] .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입자 유통 현상이 보이는 것은 풍하 방향으로 진행하는 

플륨의 속도에 비해 역전층이나 지표면으로 진행하는 입자의 속도가 안정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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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수용체의 높이가 지표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형 장애물 위에 존재하는 수용체는 지형 높이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유통을 3가지의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번째 입자가 방출 지점에서 직접 수용체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방출 초기의 

플륨 유효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플륨의 높이가 혼합충 Lid 보다 더 높을 

경우엔 Lid의 0.9 값을 취한다. 두번째는 방출된 입자가 혼합충 Lid에 반사되어 

수용체로 가는 경우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Z_ = 2X._L -h nh "pl (3-63) 

여기서. Xmh는 혼합충의 깊이 (m )， hp)는 플륨의 방출 유효 높이 (m) 이다. 

세번째 경우는 방출된 입자가 지표면에 반사되어 수용체로 가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Z.< = 2xmh + hpl (3-64) 

라. Bi -Gaussian 분포 함수 

이러한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플륨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상충부로 향하는 

입자의 분포와 하충부로 향하는 입자 분포를 나누어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하 방향의 값이 같은 경우엔 표준 Gaussian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안정한 

기상 조건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비대칭적인 분포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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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움 최대 확률로 Gw =(ow흡)-I , 5w 는 입자 수직 속도의 평균값으로 

Ow =~(Ow+ +Ow_)' ow+ =ow (l +ß) , ow+ =Ow뼈) 파 =-Ow짧 

이다. 

2. 지형 장얘불의 영향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는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폴륭내 입자 거동을 통해서 대기중의 

농도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은 플륨내 입자의 궤적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업자 궤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유추가 매우 어렵다. 즉， 초기 방출 지점과 

수용체의 위치는 알고 있을지라도 입자 궤적에 영향을 주는 지형적인 교란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법을 이용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알아낸 수 있다. 

만일， 초기 수용체가 있는 부분이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부분에서 입자 속도는 식 (3-67a)을 만족하게 된다. 이러한 초기 입자의 속도는 

지표면에서 수용체의 높이가 지표면과 통일할 경우엔 다음식을 이용하며， 

Z_ 
w = u ---''--

x_ -x S '-r 
(3-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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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높이에 수용체가 폰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올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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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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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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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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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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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es 
--s 

7‘ 
-vA 

-u = w (3-67b) 

여기서 Zs는 유효 스택의 높이며， Zr는 수용체의 높이다. 

이렇게 구해진 입자 속도를 기본으로 두번째 입자의 위치를 지형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 위치를 구해나간다. 이렇게 구해진 위치가 싣제 자행 장얘물 상에 

존재하더라도 그 지점은 지형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입자가 흘러왔던 방향과 반대로 방출원까지 반복하여 그 위치를 가정하여 

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지형에 영향올 받는 입자의 속도를 계산해 낸다. 

임의의 지형 장애물 위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높이는 Gauusian Hi 11 함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높이를 구할 수 었다. 

Z, = z, + H, exp{-(갚+짧+2껴]} (3-68) 

여기서 Z~는 지형 장애물 표면에서 수용체까지 높이， Hh은 Gaussian Hi11 의 높이， 

X , Y는 수용체의 좌표이다. 

3. 수명 방향 농도 분포 

불안정한 조건에서 수평 확산 분포는 대기 조건에 크게 영향쓸 받지 않기 때운에 

일반적인 플륨 확산식올 수평 방향 부분에 적용 시킬 수 었다. CTDMPLUS에서는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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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성분인 VDF와 수명 방향 성 분인 HDF로 나누어서 확산 방정식올 사용하였다. 

따라서 농도 분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Xr'Y r ’ Zr) =CWICx HDF (3-69) 

여기서， C(Xr• Yr. Zr)는 임의의 지챔인 (Xr. Yr. Zr) 에서의 농도값(Ci/m:l ) • 

Oy는 수평 방향의 확산 계수(m). Y는 플륨 중심에서의 
1 ( y2 1 

HDF=-즐=-1 - -!--::;- 1 
.J2πU，_ \. 2u.:) 

거리 (m) 이다. 

만약 지형 장애물이 폰재한다면， 수평 방향 유효 거리는 장애물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변화 정도는 안청 조건의 LIFT Component Wv ( i) 의 변화에 의폰한다. ::L 

이유는 수평적인 움직임이 지형 형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Y pdf = Y s - w Y (i) 

불안정 조건에서 농도가 고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드E 

•• 

영향올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일반적인 

고도에 따른 풍향의 

확산도 부력 변수값에 

관련된 부력 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 
F ’ =-~-:-

UZ;W; 

변화와 

영향을 

(3-70) 

일반적인 확산 

부력에 의한 

받는다. 이와 

(3-71) 

여기서 F"는 Plume Buoyancy Flux. W.는 Convective Scaling Veloc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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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결론적으로 부력 플릭스는 지형의 특성올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대류 크기의 개념과 수학적 모델 및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나 Wills의 

발전소의 기상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정량화한 것이다. 

(1) 무차원 풍하 거 리 (Dimensionless Downwind Distance) 

x 
-z κ

 
--u x 

(3-73) 

(2) 부력 플럭수(Fh ) 가 0.1보다 큰 경우 

σ1， = 1.6ZiX2/3El/1 (3-74) 

로 표현할 수 있으며 . u/w. 값이 1. 5보다 적은 경우에는 

σ‘ =O.6zj X (3-75) 

로 표현할 수 있다. 

(3) 부력 플릭스(Fb ) 가 0.1보다 적은 경우(Passive Plume) 

방출시 플룸이 갖는 부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Barad. Cabauw , Kaimal 둥의 

자료와 Lab에 의해서 제안된 수학적인 모엘링올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σ‘'a = O.6z j X (l + 2X)-1/2 (3-7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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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력에 의한 확산을 고려한다면， 

Ilh 
σ，rb a (3-76b) 

여기서， ð.h는 스택에서 상숭하는 폴륨의 고도， a는 상수 값으로 3.166227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올 종합해 볼 때 확산 계수는 무차원수 x에 비례하여 명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플륨의 높이에 따른 풍향의 변화에 의한 확산 

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rc =Sf xBxllhxxp (3-77) 

여기서 • Se는 풍향력 계수(Wind Shear Coefficient) , e는 풍향(Wind Direction)이다. 

따라서， 수평 방향의 확산 계수 최종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_2. _2 . _2 u;' = U:a + U:b + u;'c (3-78) 

제 5 절 릎로그햄 셜행 및 쩔과 

cr때PLUS는 Gaussian 플륨 모델을 기본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지형 

장애물이 폰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농도톨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상 변수와 

선원함에 대한 기본적인 입력 변수들은 일반적인 Gaussian 폴륨 모텔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Gaussian 플륨 모델로 해석할 수 없는 지형이 존재하는 지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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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에 대해서는 수정 플륨(Modified Plume) 모델을 

적용하게 되며 이를 위해 평탄한 지역에 비해 상세한 자료의 입력올 요구한다. 

CTDMPLUS는 크게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판련 변수의 처리 및 자료 입출력을 

제어하는 주 프로그램 부분， 지형 및 기상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 물질의 대기중의 

농도를 계산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았다. 특히 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상 자료 및 지형 자료의 입력 값올 받아들이며 이와 관련된 

변수값올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수행시 필요한 입력 변수값을 

관리한다. 

대기 확산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올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 사항과 지형 

정보의 선 처리와 기상 정보의 선처리 동의 과정올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선택 사항은 크게 3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주 프로그램과 관련 

사항， 두번째는 지행 정보 선처리 과정， 세번째로는 기상 정얻- 션처리 과정 

선택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주 프로그램은 Gaussian 플륨 모텔에서 사용되는 대기 안정도와 방출 지점으로 

부터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기 확산값올 사용하기 보다는 기상 조건과 플륨의 

이동 거리에 의해서 결챙하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기본적인 기상 자료 외에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 대한 플륨 내 물질의 입자 이동 속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지형 장애물이 폰재함으로써 발생되는 폴륨과 지형간의 역학적인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형 자료 습득이 중요하다. 선처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지형 정보는 농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지형 장애물의 영향에 

의한 수용체의 높이와 플륨 내의 유적선의 변형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자료로써 

이용된다. 방출 물질이 초기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될 때의 방출 특성(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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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 방출 속도， 방출률)윤 Gaussian 풀륨 모헬올 기본으로 이용하눈 모델에서 

플륨 거동 특성율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방출 선원과 처리된 기상 및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용제에 내한 농s:.값을 안성 

조건과 불안정 조건의 부함수롤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정 플륨 (Mod i f i ed P 1 ume ) 

모델을 사용하여 대기중 농도 분포를 계산한다. 

주 함수에서 선처리된 기상 자료와 지형 자료를 토대로 임계 고도를 결정하여 지형 

장애물에서 임계 고도와 플륨의 높이를 비교하여 두개의 부함수로 나누어 처리한다. 

즉， 플륨 높이가 지형 장애물에서 결정된 임계 고도보다 높은 경우는 LIFT 

함수(플륨이 지형 장애물을 넘어서 진행하는 현상)를 사용하며 임계 고도보다 낮은 

경우엔 WRAP 함수(플륨이 지형 장애물을 우회해서 진행하는 현상)를 이용하여 농도 

분포를 계산한다. 대기 조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대기중으로 방출된 플륨이 

불규칙적인 현상을 나타내므로 주 함수에서 선처리된 기상 변수인 수칙 방향의 업자 

속도를 이용해서 대기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값을 계산한다. 특히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입자 역추적 방법올 사용하여 입자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기중 확산 농도를 계산한다. 

1. 프로그햄 구성 

CT때PLUS는 크게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 변수의 처리 및 자료 입출력을 

제어하는 주 프로그햄 부분， 지형 및 기상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 물질의 대기중 

농도를 계산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1은 이와 관련된 CTDMPLUS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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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프로그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기상 자료 및 지형 자료의 입력값을 받아들이며 이와 

관련된 변수값을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그램 수행시 필요한 입력 변수 

값을 관리한다. 주요 변수 및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혼합층 높이를 계산할것인가 또는 측정값을 이용할 것인가 

2) 최소풍속 1 m/s를 이용할 것인가 

3) 기상탑의 위치 

4) 방출원의 위치 

나. 지형 및 기상 처리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지형 자료를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형 장애물의 최고 높이와 그와 관련된 플륨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계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LIFT와 뻐AP으로 나누어서 지형 정보를 

처리하며 기상 자료는 24시간올 기준으로 하여 초기 방출 지점에서 결정된 기상 

변수틀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를 한다. 

다. 농도 계산 프로그램 

방출 선원과 처리된 기상 및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용체에 대한 농도값을 

안정 조건과 불안정 조건의 부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1) 안청한 기상 초건의 농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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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플륨 모델올 사용하여 대기중 농도 분포를 계산한다. 주 함수에서 선처리왼 

기상 자료와 지행 자료를 토대로 임계 고도를 결정하여 지형 장애물에서 임계 

고도와 플륨의 높이를 비교하여 두개의 부함수로 나누어서 처리한다. 즉， 플륨 

높이가 지형 장애물에서 결정된 임계 고도보다 높은 경우는 LIFT 함수(플륨이 지형 

장애물올 넘어서 진행하는 현상)를 사용하며 임계 고도보다 낮은 경우엔 뻐AP 함수 

(플륨이 지형 장애물올 우회해서 진행하는 현상)률 이용하여 농도 분포를 계산한다. 

2) 불안청한 기상 조건에서의 농도 계산 

대기 조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대기중으로 방출된 플륨이 불규칙적인 현상을 

나타내므로 주 함수에서 선처리된 기상 변수인 수직 방향의 입자 속도를 이용해서 

대기중의 농도값올 계산한다. 특히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입자 역추적 

방법을 사용하여 업자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올 통해서 대기중 농도를 계산한다. 

2. 입력 자료 

가. 기상 

CTDMPLUS는 Gaussian 폴륨 모델에서 사용되는 대기 안정도와 방출 지캠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기 확산값올 사용하기 보다는 기상 조건과 풀륨의 이동 

거리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기본적인 기상 자료 외에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 대한 플륨 내 물질의 입자 이동 속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일반적인 대기 확산 모텔에서 사용되는 대기 확산 계수를 고정된 값올 

사용하기 보다는 실제 지역에서의 확산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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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형 

지형 장애물이 폰재함으로써 발생되는 플륨과 지형간의 역학적인 변통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특성올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형 자료 습득이 중요하다. 선처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지형 정보는 농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지형 장애물의 영향에 

의한 수용체의 높이와 플륨 내의 유적선의 변형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자료로써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모델 개발을 위한 모델에서는 2차원 산맥 또는 축 대칭형의 

종형 산지 (Bell-Shaped Hill)가 사용되고 있다. 보편적인 모델 개발올 위해서는 축 

대칭형 산지가 보다 현실적이며 2차원 산지에서는 볼 수 없는 플륨 def I ect ion 등의 

복잡한 지형 내의 확산 특성올 잘 반영하고 있어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더묵 필요하다. 지형의 기하학적 형상으로는 모델의 편의를 위해 가장 

단순한 모델인 sinusoidal form올 이용하였다. 모렐의 수학적인 형태는 

z= ~(l+CO繼) (3-79) 

여기서 z는 지형 표면의 높이 (m) ， X는 지형 표면의 x 좌표(m) ， h는 지형의 최고 

높이 (m) 이며 지형의 높이는 약 500 - 60여l 높이의 산지에 맞추기 위하여 1/2 ,000 -

1/3 ,000 scale로 12뻐삐를 채택되었다. 모델의 여러가지 기하학적 형상은 표 3-1과 

같으며 플륨 상승 조건은 표 3-2의 값으로 셜정된다. 

다. 방출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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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방출될 때의 방출 특성(방출 높이， 방출 속도， 방출률)은 Gaussian 플륨 

모델을 기본으로 이용하는 모텔에서 플륨 거동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라. 수용체 정보 

농도를 임의의 위치에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용체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체 정보는 X , y , z 좌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수행 결과 

주어진 입력 변수들을 토대로 대기중의 농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고 

결말 해석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어려운 기상 조건의 변화는 최소화 하였지만 지형 

장애물이 대기 확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지형올 

변화시켜 가면서 그 결과를 통하여 지형 인자， 확산 계수 그리고 농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기상적인 조건과 플륨이 받는 지형적인 영향올 고려하여 확산 계수를 

계산하였다. 확산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기 안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확산 

계수와 지형 특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지형 장애물의 국지적인 확산 계수를 

알아야 한다. 

그립 3-12와 3-13은 대기 안정도와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확산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다. 수평 방향의 확산 계수 값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Pasquill -G ilfford 

곡선과 유사하지만 수직 방향의 확산에 있어서는 플륨 내의 수직 방향 입자 속도 

개념이 도입 되었으며 그 결과 Pasquill-Gilfford 곡선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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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안정 등급이 안정(0， E)일 때는 확산 계수 값이 일치하였으며 대기 안정 

등급이 불안정(8， C)할 때는 보다 많은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립이나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는 통일한 확산 방정식올 사용함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안정한 기상 조건에서는 또 다른 확산 방정식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4와 3-15는 방출 지점으로부터 2.5 km에 위치한 지형 장애물의 높이에 대한 

지 형 인자CTerrain Factor)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 형 장애물이 높을수록 수직 

방향 지형 인자가 큰 값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평지의 경우앤 1에 근접한 값올 

보이며 지형 최고점에서는 각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1. 24 - 2.31 값을 보인다. 이는 

지형 인자에 대한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형이 높아짐에 따라 확산 계수 값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형 장애물 후반부에서는 지형의 전면부 보다 큰 

지형 인자 값올 가지게 됨에 따라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낮은 

농도 분포를 보이게 된다. 그와 반대로 수평 방향의 지형 인자 값은 지형 장애물이 

높올수록 작은 값올 갖는다. 그립 3-16과 3-17은 지형 장얘물의 높이에 따른 확산 

계수의 영향올 보여주고 있다. 수직 확산 계수는 대기 조건이 안정할수록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륨의 방출원으로부터 거리가 5.6 삐이고 높이가 60여l인 지형 장애물이 존재할 때 

플륨 중심선에서 수평 방향으로 거리가 50여l인 수용체를 풍하 방향으로 0부터 8 

km까지 수용체들의 위치가 변화할 때 대기 안정도에 따른 농도를 보여준다. 

그림 3-18은 대기 안정 등급이 불안정일 경우 지형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3-19는 안정 둥급이 안정일 경우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대기중의 농도 

분포는 대기가 안정할수록 지형에 의한 지형 후면부에서의 왜곡 현상이 크게 

나타남을 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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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은 지형 장애물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의 농도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형 장애물의 높이가 낮고 거리가 가까울 때 평지에서의 확산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방출 기준 위치에서 지표 도달 거리 이내에 지형이 폰재하기 

때문이다. 

그립 3-21은 지형 장애물이 5.6km에 위치할 때 대기중의 농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22는 CTDMPLUS에 의한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오염원의 

위치에 따라 뚜렷한 농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ISC에서 해석할 수 없는 

지형에 의한 농도 분포의 영향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방출원에서의 풀륨의 이통 

방향 위에 지형이 위치함에 따라 비대청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림 3-23과 3-24는 CTDMPLUS와 ISC 및 풍동 실험과의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CTDMPLUS에 의한 결과가 ISC보다 더욱 결과에 근사하며 풍하의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의 확산이 지행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제 6 철 혐폼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대 사고사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율 평가하는 

모델로 Gaussian 폴륨 모벨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확산 모멜은 

복잡한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잘 적용할 수 있으나 국내와 

같은 산악 지형의 경우에는 그 적용성이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해 

Gaussian 플륨 모텔에서 적용하는 대기 안정도와 풍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정된 대기 확산 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기상 조건과 지형 장애물에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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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계수를 이용하는 CT때PLUS는 국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 정확하게 대기 

확산올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된다. 

CTDMPLUS는 안정한 기상 조건의 경우 플륨이 이동하는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지형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임계 고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플륨과 지형 높이에 

의한 거동을 현실적인 지형을 넘어서 전진하는 경우와 우회하는 경우로 나눠서 대기 

확산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안정한 대기 조건에서 임계 고도보다 높은 

플륨은 지형을 넘어서 통과하는 확산 모댈올 단순 지형과 복합 지형에 적용한 결과 

일반적으로 장애물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불규칙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상 

조건과 지형 장애물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형 인자 값이 대기 확산 계수 

값을 계산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형 장애물의 위치， 

높이， 그리고 각 고도에서의 지형 장애물 수직 단면의 장축과 단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폭과 지형의 전체적인 경사도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인자의 

특성 중에서 확산과 관련되는 인자들은 수평 방향 인자보다는 수직 방향 인자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형의 최고점이 높올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갖는 지형 인자는 확산 계수 값에 비례하여 나타났다. 따라서 지형의 전면부 

보다 낮은 지형 인자 값을 가지는 지형 장애물 후반부에서는 지형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다. 

지형 장애물은 수직 방향의 지형 인자보다 수평 방향의 지형 인자에 더 많은 영향올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직 확산 계수는 대기 조건이 안정할수록 많은 영향올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기 조건이 안정 상태로 유지되거나 지형이 방출 

지점에서 근거리에 위치했을 경우 지형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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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에 지형의 영향올 고려해줄 수 있는 모델이 

원전의 대기 확산 해석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으며 CTDMPLUS 모델이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용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개발 및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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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모멜 지형의 기하학적 상사 변수 

실제 지형 (m) 모 텔( I00I) 

풍향의 측방향길이 2360 1,180 

풍향의 축방향길이 2000 1,000 

최대 높이 240 120.0 

연돌의 높이 60/30/0 30/15/0 

연돌의 직경 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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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실제 발전소와 모텔에서의 플륨 상숭 조건 

Parameters Value 

For Power Plant For Wind Tunnel Model 

Stack exhaust velocity 12.00015 11.30667 

Stack inner diameter 2.6 0.0013 

Stack height 60 30 

Stack gas temperature 117 20 

Stack tip wind speed 5.5 4.7 

Stack gas flow rate 398 900cc/min. 0.000015 m3/s 

Air temperature 20 20 

Air Density 1.207026 1.207026 

Temperature Froude Nurnber 2.613154 

Momentum Similarity Parameter 0.225362 6. 64E-06 

Buoyancy Similarity Parameter 0 ‘ 01238 8 ‘ 34E- 1O 

Atmospheric pressure 1.02E+05 1. 02E+05 

Area 1.33E-06 

Absolute temperature of stack 390 293 
gas 

Gas density 0.906817 0.67057 

Absolute temperature of air 293 293 

Density Froude nurnber 3.014834 3.6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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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Domain 

~ 

WRAP Domain 

L~ 
L←←→一.L..__ ~ 

~: ~L 

그립 3-1 지형 장애물 근처에서 플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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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풀륨 충돌시 수직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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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형 장애물과 충돌 지점에서의 플륨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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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EFLECTlON + DISTORTION 

-

\. PLUME CENTERLlNE 

B 
DEFLECTlON + DISTORTION REMOVED 

그림 3-4 지형에 의한 유적선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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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그림 3-5 낮은 지형 장애물의 존재나 플륨 상송력이 클 경우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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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 지행 장애물의 존재시 발생하는 플륨의 분할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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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at-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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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TDomain 

x.+So 

그렴 3-7 높은 지형 장애물의 폰재나 폴홈 상숭력이 낮올 경우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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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8 지형 창애물화 흘흉 훈혈의 수행 g.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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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Line 

Stragπation Stream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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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9 지형 장애물 단면에서 본 유적선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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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0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의 입자의 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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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관련정보 

확산예상지역의 지형정보 기상탑을통한 기상정보 

지형관련자료의 선처리 기상관련자료의 선처리 

안정 불안정 

방사성물질농도계산 

그렴 3-11 CTDMPLUS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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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대기 안정도에 따른 수직 방향의 확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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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3 대기 안정도에 따른 수평 방향의 확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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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지형 높이에 따른 수직 방향의 지형인자CTerrain Facto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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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지형 높이에 따른 수평 방향의 지형 인자(Terrain Facto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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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3-16 지형 높이에 따른 수평 확산 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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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영광 원챔 촉변의 걷강 영향 평가 

제 1 절 개훌 

RSSCReactor Safety Study)는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사고에 의한 일반 대중의 위해도 

및 결말 분석을 수행한 최초의 연구이다[ 4-1]. 이 연구의 일부로써 사고에 의한 

방사능 핵종의 대기 방출에 의한 건강 및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CRAC 코드가 

개발되었다. 결말 분석 모델은 RSS 이후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코드들 중에서 1982년에 발표된 

CRAC2는 기상 자료 표본과 비상 대응 모댈에 있어 CRAC을 보완한 코드로써 널리 

사용되 어 왔다[4-2] . 

지난 10여 년간 결말 분석은 중대사고시 위해도 평가， 비상 대웅， 입지 선정， 

안전성 목표 셜정 , 셜계 대안 평가 둥에 사용되어 왔으며 모률화된 구조，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모사할 수 있는 기능， 방사능 피폭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의 모델， 각 모델 변수의 사용자 특성에 따른 입력 가능성 및 코드의 실행 

결과와 관련된 불확실성 및 민감도에 대한 해석 능력 등이 개선되었다[4-3]. 

MACCSCMELCOR Accident Consequence Code System)는 미국의 SNL( S:mdia Nat ional 

Laboratories)에 의해서 미국 NRC(Nuclear Regulatory Conunission)의 중대사고 

위해도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다[ 4-4 ]. MACCS는 방사능 핵종의 대기 방출에 의한 

발전소 주변에서의 결말 분석을 수행한다. 

MACCS 개발은 모률화된 구조와 여러 지역에 대한 결과에 수반되는 데이타베이스 및 

다른 모델들과의 민감도 및 불확실도의 추정 등을 목표로 한다. 이식성을 지원하기 

위해 MACCS 코드는 ANSI 표준 FORTRAN 77로 작성되어 있으며 불확실성과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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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올 위해 모든 인자들은 사용자가 명기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4-5]. 코드의 

주된 특정으로는 Gaussian crosswind 농도 분포의 개선된 근사， 개선된 건강 영향 

모텔， 개선된 기상 표본의 추출， 다상 방출의 처리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직선 

Gaussian 플륨 확산 빛 이동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MACCS의 활용도는 광범위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성 및 

경제적 영향을 모두 포함하는데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는 확률론적 위해도 평가 

(PSA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PSA 수행사 주요 변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감도 분석， 경제성에 근거한 비용·효과 분석 풍이다. 

주된 결과로는 관심 있는 건강 영향의 척도를 확흩론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로 CCDF(Comple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주어진다. MACCS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모텔 자체의 복잡함과 입력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enchmark 연구가 진행 중이며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자 그룹도 구성되어 었다[4-6 ， 4-7]. 

제 2 협 MACCS의 쥬I조와 사용볍 

MACCS 코드는 CRAC2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올 소91 

결말 분석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러한 방사능 핵종의 방출이 

발생하면 플륨 내의 방사능 가스와 풀륨들은 바람에 의해 이송된다. 풀륨에서 

챔적되는 방사능 핵종들에 의해 주변의 환경은 오염되며 주민들은 피폭 받게 된다. 

방어 수단 둥의 영향올 고려한 방사능 피폭에 의한 건깅 영향칙 범위 및 확률과 

환경의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파 손실 둥의 추정이 MACCS 코드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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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다[4-8]. 고려할 수 있는 주요 현상은 대기 이동， 선량 예측에 의한 완화 

수단， 음식과 물의 섭취 경로에 따른 선량 축적， 급성 및 지발성 건강 영향， 경제적 

비용 등이다. 

MACCS 코드의 구조는 크게 시간 및 공간의 2 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시간의 

관점으로 사고 이후의 시간은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공간적으로 극좌표 격자로 

발전소 주변 지역이 구분된다. 사고 이후의 시간대는 비상 단계， 중간 단계， 장기 

단계의 세 가지 시간대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시간대 중에서 비상 단계의 

정의만이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코드 실행에 있어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비상 단계는 사고 직후부터 사고후 약 7일 정도까지의 시간올 의미하며 MACCS에서는 

이 기간은 EARLY 모률에 의해 계산된다. 이 기간에는 방사성 구름과 오염된 

지표로부터의 피폭이 모두 고려되며， 소개， 선량에 따른 이주， 차폐 퉁의 가능한 

여러 가지 방어 수단들이 제시될 수 있다. 

중간 단계는 취해져야 할 방어 수단의 유형 퉁올 고려한 사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수행되는 시간이다. 이 단계는 MACCS에서 CHRONIC 모률에 의해서 계산되며 이 기간 

동안 방사성 구름은 사라지고 지표 오염에 의한 피폭만이 고려된다. 이 기간 동안 

취할 수 있는 방어 수단으로는 임시 이주가 해당된다. 

장기 단계는 중간 단계 이후의 시간대를 총칭한다. MACCS에서는 이 시간대가 중간 

단계와 같이 CHRONIC 모률에서 계산되며 중간 단계쳐럽 오염된 지표에 의한 

피폭만이 고려된다. 피폭 선량올 허용 가능한 준위로 감소시키기 위해 제염， 

금지구역 설정， 자산 몰수 퉁의 방어 수단들이 취해진다. 이 단계 동안의 피폭은 

무한 시간에 의한 피폭으로 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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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구분은 발전소률 중앙에 셜정한 극좌표 계에서의 격자 

분리로 설정된다. 반경 방향으로의 구분은 9 ,999 때 이내에서 35 개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원주 방향으로는 16 개의 구분이 설정된다. 

비상 단계 동안의 계산에 사용되는 조기 사상에서의 조사 선량-반웅 관계가 매우 

비선형적이므로 이 때의 계산올 더욱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단계 보다 

세밀한 격자 구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MACCS 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비상 단계 

동안에 각 원주 방향 격자는 3 , 5 또는 7 개의 부격자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1. MACCS 코드의 업 출력 

MACCS 코드의 수행올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입력 자료롤 필요로 한다[4-8 1. 

φ 소외 방사션 결말 분석에 중요한 영향올 끼치는 핵종들의 사고시의 초기량， 

예를 들면 , 주기 말의 경우 1018 Bq 의 1-131. 

@ 사고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선원항 관련자료로써， 플륨 수， 방출 플륨의 열함량， 

시간， 간격 및 고도， 비상 대웅 시까지의 시간， 각 폴륨 단편 내에 존재하는 각 

핵종 그룹의 분률. 

@ 시간별 풍속， 대기 안정도， 부근 기상대 측정 강수량 등과 같은 부지 기상 특성 

자료. 이는 1 년간 8,760 개의 시간별 기상 자료가 폰재하지만 MACCS에서는 약 

1507ß 의 대표 기상에 대하여 계산이 수행된다. 대표 기상은 시간별 기상 자료를 

풍속， 대기 안정도， 강우 거리 및 강도 동애 의해 정의된 기상 bin으로 정렬한 

후 이롤 바탕으로 표본 추출 된다. 

@ 발전소 주변의 인구 밀도에 관한 자료로 분포 자료는 약 500 mi le 까지 의 

반경에 대해 16개의 각방향 구역에 대한 인구 조사를 기본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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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대응에 대한 가정들에 관한 자료， 예를 들면 소개 구역， 유보 시간， 평균 

소개 속도， 소개 거리 등 소개에 관한 자료， 대피 구역과 같은 대피에 관한 

자료， 사고후 이주시 필요한 방사능 준위 기준 및 이주 시간에 관한 자료， 대웅 

행동 지침 (PAG)에 따른 장기간의 대웅 방안으로써 제염， 일시 이주， 오염 농 

축산물의 몰수， 경작 금지 퉁에 관한 자료 퉁이 포함된다. 

@ 거주지 분율， 경작 분율 퉁과 같은 토지 이용에 관한 자료 

@ 작물， 토지， 건물의 가격 퉁과 같은 발전소 부근의 경제력에 관한 자료 

이러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MACCS에서 계산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j) 풍하 이통 거리， 발전소 사고에 의해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핵종들의 확산 및 

침적 

@ 직접 (방사운 피폭， 플륨 호흡， 지표 피폭， 재 부유 호홉) 또는 간접 (섭취) 

경로에 따른 단기 및 장기 피폭 

@ 방어 행통 (대피， 소개， 사고 전 주민 이주， 우유， 육류， 작물의 처분， 제염， 

토지， 건물의 몰수 또는 사용 제한 퉁)에 의한 피폭 저감 

@) 1년 이내에 발생하거나 피폭자의 수명 이내에 발생하는 조기 또는 잠재 사상율 

@ 작물， 우유의 처분과 제염， 건물이나 토지의 몰수 또는 사용 금지에 의한 단기 

비상 대응의 소외 비용 

가. 대기 확산과 이동 

MACCS는 서로 다른 조성， 방출 시기， 방출 기간， 방출 고도， 에너지를 가지는 

별도의 플륨의 대기 방출을 계산할 수 있다. 플륨 단편의 길이는 해당 플륨의 방출 

기간과 방출 동안의 플륨 속도의 곱으로 계산된다. 초기 플륨의 수직 및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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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사용자의 입력 사항이다. 만약 방출이 빌딩 wake 내부로 발생하면 wake의 

크기가 풀륨의 초기 크기를 지정하는데 사용되며 wake로의 방출 상황이 아닐 때는 

점선원 방출로 가정된다. 상송 기준(플륨의 부력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임계 풍속)은 

부력이 있는 플륨의 상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인자이다. 방출 위치에서의 풍속이 

임계 풍속 이상이면 플륨 상숭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 플륨의 상숭은 

일어날 수 었고 이때 부력올 가진 플륨의 상숭 높이는 Briggs가 제안한 식올 

이용하여 결정한다. 방출 이후 풍속은 풍하 거리로의 플륨의 방출 속도를 결정하고 

방출시의 풍향이 방출 방향올 결정한다. 대부분의 결말 분석 코드에서와 같이 

MACCS에서도 플륨의 궤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16 개의 방위각에서의 인구 분포가 

풍하 거리에서의 노출 인구를 대표한다. 각 방위각에서의 피폭 확활은 발전소에서 

해당 구역으로 불어오는 바랍의 빈도 수에 의해 주어진다. 이동 동안 총 횡촉에서의 

플륨의 확산은 실험적인 직선 Gaussian 풀륨 모델 (Straight Line Gaussian Plume 

Model)로 계산된다. 따라서 확산율은 풍속과 대기 안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수평 방향의 대기 확산은 제한되지 않지만 수직 방향의 지표와 혼합층 높이 

(연간 또는 계절별 고도로 주어지며 전반샤 충으로 간주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동 

거리 증가에 따라 반사 회수도 증가함으로 각 플륨 단편의 수직 분포는 일정해지며， 

이후의 구역에서의 모텔은 일정 분포로 간주된다. 

나.첨적，풍화， 재부유，붕괴 

MACCS에서 방사성 플륨은 방사성 붕괴， 감손(강우율에 따라 변화) • 확산. 밀착， 

중력 강하(gravitational settling) 둥에 의해 제거된다. 확산， 밀착， 중력 강하 

풍에 의한 복합적인 제거 효과는 건 침척 속도라는 실험적인 인자를 이용하여 

고려해 준다. 만약 플용에 입자 분포가 폰재하면 건 침적 속도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각 입도에 따른 침적 속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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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강， 호수， 바다)는 건 침적 또는 습 침적에 의한 직접적인 침적， 기 침적물의 

세척으로 인한 유입 풍에 의해 오염된다. 풍화， 재부유， 세척 그리고 방사성 용괴 

퉁이 토양에 오염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풍화는 Gale의 수식을 

사용하고 재부유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각종 재부유 과정들의 영향을 평균한 대표 

값인 재부유 계수를 이용한다. 세척은 초기 침적 이후의 시간 동안 적분한 1차 제거 

반웅으로 모델 된다. 방사성 봉괴에 의한 방사능의 감소는 1차 딸 핵종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다. 기상 자료 

플륨 상숭， 확산， 풍하 이동， 침적 등은 우세한 기상 조건 (풍속， 대기 안정도. 

강수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ACCS에서 이것들은 고정 값을 가지거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올 가진다. 변수로써 이 값들은 기상 파일에서 입력되거나 사용자에 

의해 특정 값으로 고정된다. 유통 기상 자료가 다중 플륨 단편의 방출을 모델 

하는데 사용될 때 가장 위해도가 높은 플룸 단편이 지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위해도가 높은 플흉으로 지정되는 것은 가장 높은 조기 사상율을 

가지는 급성 조사 선량의 플륨이다. 위해도가 높은 플륨이 지정된 후 MACCS는 

자동적으로 이 플륨의 처음이 유동 기상 자료 배열에 있어 처음에 오도록 

배열시킨다. 

라. 선량 측청 

MACCS의 선량 측정 모렐은 3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 

@ 사용자에 의해 주어진 시간 동안의 7 가지 피폭 경로 모텔에 대한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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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의한 개인 피폭 

@ 방어 수단에 의한 피폭의 감소 

@ 방어 수단에 의해 발생한 실제 피폭 선량 계산 

MACCS는 각 경로에 대해 경로 피폭을 저감시키는 수단에 의해 각 피폭의 값이 

저감되도록 모델 한다. 각 장기에 대한 총 피폭 선량은 각 경로에서의 해당 장기의 

피폭량올 통합하여 계산한다. 

1) 션량 완화 

MACCS는 사고후의 시간대를 비상 단계， 중간 단계， 장기 단계의 3 단계로 구분한다. 

약 7 일 통안의 시간 간격올 가지는 비상 단계 통안 선량은 소개， 대피， 일시 이주 

등의 방법에 의해 감소된다. 중간 단계 통안 피폭은 일시 이주에 의해 감소되며 

토양 제염을 위한 연구가 수행된다. 장기 단계 통안 비상주 자산의 제염. 상주 

자산에 대한 금지， 몰수， 작물 폐기， 오염토지에 대한 경작 금지 등에 의해 선량 

완화가 일어난다[4-4]. 

MACCS 코드에서는 인구의 이주는 일정 준위의 선량 기준올 초과하는 선량에 (만약 

7일간의 피폭이 0.25 Sv 를 초과할 때) 조사될 때 발생한다. 일시 이주와는 달리 

소개 및 대피는 투과된 선량에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다. 경고 이후의 연기 

기간 이후 부지 조건올 반영하여 선정된 풍하 방향으로 소개가 이루어진다. 소개 

지역 외부의 풍하 방향에서의 소개자들도 미래의 피폭올 피하기 위해 소개가 

발생한다. MACCS의 대피 모델 역시 경고와 대피 사이에 지연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일단 대피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대피소에서 일정 대피 기간동안 더 

이상의 피폭을 피하기 위해 잔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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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S는 사고후 장기 단계의 시작 시첨에서 복구 수단이 행해지지 않았올 때에 

대중에게 투과되는 선량올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PAG와 비교한다. 미국 EPA의 거주 

조건으로 지정된 사고후 최초 1년간 0.02 Sv 이하， 이후 연간 0.05 Sv 이하이다. 

이는 MACCS에서 5년간 0.4 Sv 이상일 때 이주를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만약 장기 

선량 기준올 충족시키지 못할 때. MACCS는 기준 충족올 위해 다옴과 같은 계산올 

수행한다: 

<D 제염올 통한 기준 충족 

@ 제염올 통해 7]준올 만족시커지 못할 때 제염후 풍화와 방사능 봉괴에 의한 

핵총 감소를 위한 일정 기간의 금지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성이 있을 때에만 수행된다. 즉， 복구 가능한 자산이 

제염， 자산의 금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산의 이득 수익의 손실， 일시 금지에 의해 

자산 유지롤 수행하지 않음에 의해 발생하는 자산의 보수 비용 퉁과 같은 복구 

비용의 합보다 적을 때에만 수행된다. 

장기 단계 동안 선량은 오염된 식료품의 생산과 소비를 조철학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사고가 작물의 발육 기간에 발생하고 작물과 목초가 직접 침적에 의해 

오염되면 작물과 우유는 섭식 경로의 토양 핵총 농도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기준이나 식료품이 생장한 지역에서의 거주 PAG를 초과할 때 폐기된다. 영농은 거주 

가능할 때까지(거주 기준올 초과하지 않는 정도) 제한되며 경작은 섭식 경로의 핵총 

농도가 사용자에 의해 셜정된 최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제한된다. MACCS 

표본 추출 입력 파일에 지정된 최대 허용 토양 선량은 최대 노출된 개인의 섭취량을 

제한함으로서 계산된다. 일반적인 영농에 있어서의 제염 방법인 깊은 갈이는 표충에 

있어서의 핵총 제거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MACCS에서는 제염이 

지표에서의 피폭이나 재부유에 의한 피폭을 감소시카기는 하지만 표층부의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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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초근에 의해 흡입되는 것을 줄일 수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농작지의 

제염은 음식물의 섭취 선량을 감소시커지 못한다. 

따라서 농작지에 있어서의 섭취 선량 감소는 일시 금지에 의하여 방사능이 붕괴나 

풍화에 의해 감소되도록 수용함으로써 이뤄진다. MACCS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경작하지 못한 작물의 가격이 농작지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금지 기간이 8 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 허용된다. 

2) 피폭 청로 

MACCS에서는 모두 7개의 피폭 경로가 설정되어 있다: 

(1) 이동하는 플륨에 의한 피폭 (cloudshine) 

(2) 지표에 첨적된 물질에 의한 피폭 (groundshine) 

(3) 표피에 침적된 물질에 의한 피폭 (skin deposition) 

(4) 이동하는 플륨의 호홉에 의한 피폭 (cloud inhalation) 

(5) 자연. 기계적 과정에 의해 지표에 침척된 물질의 재 부유 물질의 호홉에 의한 

피폭(resuspension inhalation) 

(6) 오염 된 작물의 섭 취 (food ingestion) 

(7) 오염된 식수의 섭취 (water ingestion) 

섭취에 의한 피폭은 비상 단계의 모텔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와 (5)의 과정에 

의한 피폭만이 중간 단계에서 고려된다. (2) , (5) , (6) 빚 (7)의 과정들이 강기 

단계에서의 피폭에서 고려되어진다. (6)과 (7)에 의한 피폭은 계산되는 공간 격자 

이외의 이주에 대해서도 피폭을 유발시킨다(soc ia 1 dose). 플륨 피폭은 무한 크기의 

폴륨에 의한 피폭과 유한 크기의 플륨에 의한 피폭을 대웅하는 수정 인자 

(correction factor)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표피 피폭은 건 침적과 입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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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으로 모델된다. 섭취 선량온 오염된 물과 음식의 소모에 의해 발생된다. 식수 

경로는 오염된 물의 일정 부분이 사람에 의해 소모된다고 가정한다. 물의 순환은 

고려되지 않으며 즉， 바다는 방사능의 영구 소멸원으로 설정된다. 섭취 선량은 

오염된 우유， 육류， 작물의 섭취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작물은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MACCS의 기본 입력 파일에서는 작물을 다음의 7 가지로 분류한다: 목초， 

저장 목초， 곡물， 녹엽 야채， 종자， 구근， 기타. 표층간， 작물의 표변에서 식생 

부분， 수확 중의 유실， 우유나 육류에의 혼합， 처리， 저장， 가공 중인 육류， 우유， 

섭취 부분 등에의 잔류 등 방사능 물질의 이통이 이동 인자(transfer factor)를 

이용하여 고려된다 

3) 차혜 언자 

MACCS는 사람들을 소개자， 능동적으로 대피하는 사람， 욱내외 및 차량 등에서 

일상적인 활동올 하는 사람의 3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며 소개자의 선량은 운반 차폐 

인자 CVehicle shielding factor)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능동적으로 대피하는 

사람에 대한 차폐 인자는 대피자가 출입구를 닫으며 공기 순환을 차단하고 실내나 

지하로 대피하기 때문에 일상 활동자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진다. 즉， 보다 더 차혜된 

값을 가진다. 이러한 차빼 인자는 외부 코드들올 이용하여 계산되어지거나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마. 건강 영향 

건강 영향은 특정 장기에 대한 선량으로부터 계산된다. 특정 장기에 대한 선량은 

선량 변환 인자 CDose conversion factor)에 의해 계산된다. 조기 사상 (사고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은 비선형 선량-반응 모델올 이용하여 계산한다. 최근의 방사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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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건강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장기 i의 손상에 의한 조기 사상율을 

계산할 때 , 위해도 함수(Hazard function)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이 

조기 건강 영향을 받는 위해도 r은: 

r = 1 - exp {-L H i } 

단， 

Hi = (ln2)[4-DJDso .i] 

Hi = 0 i f Di ~ Dth . i 

여기에서 Di는 손상된 장기가 받은 선량이며. Dth . i 는 손상 발단치 (선량 발단치는 

거의 알려진 게 없고， 임의의 인구 집단에 따라 값이 다르다 . ). D~，(). i 는 피폭된 

인구의 절반에게 명시된 건강 영향올 야기시키는 선량 (사망인 경우엔 LD:;()). J3는 

선량 대웅 곡선의 모양올 결정하는 변수이다. Hazard Hi 는 (1) 피폭 기간에 따라 그 

값이 현져하게 변하는 D50 값을 갖는 임의의 건강 영향을 모델화하기 위해 시간에 

대하여 (2) 여러 장기들의 손상 기능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초기 치사성을 모델화 

하기 위해 장기에 대해서 그 합을 구하게 된다. 초기 치사성과 상해성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낮은 선량율로써 표현된 선량의 감소된 유효성 (Dose protract ion) 

은 ”유효” 급성 선량 변환 인자를 사용해 모델화 된다. 

최근의 여러 문헌에서 권고된 것처럼 MACCS는 선형 2차. 0의 발단치， 선량 대옹 

모델을 사용해서 방사션 유발 암으로 인한 사상을 계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말 

분석에서 그렇듯이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피폭선량이 임의의 피폭선량 기준 (예， 

사고 직후 처음 5년간 0.04 Sv)에 미달될 때 모델의 2차 항은 거의 무시된다. 

따라서. MACCS에서는 암치사성을 선량과 선형적인 관계로 계산한다. 옥물 처분， 

제염， 일시적인 출입 통제 및 토지， 가옥의 볼수 등을 통해 선량이 감소되므로 

계산이 항상 선원항과 선형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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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제척 영향 

경제적 영향은 다음올 모두 합산함으로써 평가된다: 

@ 소개비용 

@ 임시 이주비용 (음식， 숙소， 손실된 수입) 

@토지 및 가옥의 제염 비용 

@ 방사성 핵종의 붕괴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일시적 출입 제한 토지에서 투자 

회수분의 손실 

@ 일시적 출입 제한 토지의 복구 비용 

@ 직접 침적으로 인한 오염 또는 토양으로부터의 흡수로 인한 오염 때문에 

파기되거나 여물지 못한 농산물의 가격 

@ 농지， 개인， 대중 및 몰수된 비농업용 상업 토지에 대한 가격 

발전소의 손상， 대체 전력의 구매， 의학적 치료， 수명 단축 및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MACCS 에서 평가되지 않는다. 

2. MACCS 의 계산 구조 및 해석법 

가. 계산 구조 

계산은 입력 자료의 처리와 유효성 검증， 현상 모델링， 출력 자료의 처리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한편， MACCS에서의 평가는 ATMOS , EARLY , CHRONC의 세 모율로 

나뉘어서 수행된다. ATMOS 모률은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 및 이동，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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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의 침적을 다룬다. EARLY 모률은 비상 단계 동안의 직접 피폭 경로， 선량 

측정 • 완화 행동 및 건강 영향을 다룬다. CHRONC 모률은 바상 단계후 중·장기 단계의 

직·간접 피폭 경로， 선량 측정 , 완화 행동올 다루며 또한 비상， 중·장기 단계 동안의 

완화 행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다룬다. 각 모률에서 수행되는 현상 모델령은 

다음과 같다. 

1) ATMOS 모률 

- 기상 조건의 결정 

- 플륨 차원의 초기화 

- 방출 전의 방사성 붕괴 계산 

- 플륨 상숭 여부의 결정 

- 플륨 도달 시간의 계산 

- 습 침적후 잔류 물질의 양 계산 

- 플륨의 확산 계산 

- 이동중 방사성 붕괴의 계산 

- Buoyant plume 의 플륨 상송량 결정 

- 침척을 무시한 예상 x/Q의 계산 

- 건식 침적후 잔류 물질의 양 계산 

- 건 침적 및 습 침적으로 동시에 유실되는 물질의 양 계산 

- 대기 및 지표에서의 명균 농도 계산 

- 침적으로 인한 폴륨 양의 제외 

- 제거를 위한 입자 크기의 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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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RLY 모률 

- 정규 분포를 근사하는 막대 그래프의 계산 

- cl oudsh i ne 교정 인자의 계산 

- 이주 지역에서의 선량 계산 

- 정지된 상태에서 대피자와 피신자가 받는 선량 계산 

- 이동중인 대피자가 받는 선량 

- 건강 영향 위해도의 계산 

- 사용자가 요청 한 EARLY 결과의 출력 

3) C뻐ONC 모률 

- 공간 격자에서의 지표 농도 계산 

- 첫 해의 경작 식품 경로의 효율성 결정 

- 재이주나 대피로 사람들이 이동한 거리의 계산 

-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의 결정 

- 중간 단계에서 발생한 선량의 결정 

- 제염의 효율성과 비용 결정 

- 선택한 조치의 비용 - 효율성 결정 

- 모든 경로와 조치로 인한 선량과 비용의 합산 

- 사용자가 요청한 CHRONC 결과의 출력 

냐. 계산 결과의 해석 

중대 사고에 따라 선원항의 양이 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TMI 에서는 무시할 

정도였으나 체르노벌에서는 상당한 양) 방출이 일어난 때의 기상 조건이 중대성 

-175-



정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방출시 또는 플륨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때의 폭우는 건강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근처의 풍하 도시로 플륨이 

이동할 때는 건강 영향올 크게 증대시킨다. 

중대성이 선원항의 양， 일기， 인구 밀도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대상 

발전소에 대한 중대성의 확륨 및 범위를 묘사하기 위한 중대성 측정 (선량， 건강 

영향， 비용)의 통계적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성 평가는 일단의 선원함， 기상 

연속 및 피폭 집단 등에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기와 인구 분포에 따른 중대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분포는 각각의 

대표적 선원함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산된다. 그 뒤 중대성의 전체적인 평가는 위의 

선원함에 따른 분포의 가중치를 적용시킨 합을 구함으로써 얻어지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분포는 잠재 선원의 발생 절대 확률로써 가중치가 구해진다. 

주어진 선원함에 대해 MACCS의 결말 분석으로써 대표적인 기상 연속 j 보통 150 

연속)와 대표적인 흉하 피폭 인구 분포. k(보통 16)의 가능한 모든 조합이 

만들어지며， 이에 따라 수행되는 각각의 중대성 측정에 대해 대략 2 ,400 개의 

결말이 생긴다. 각각의 기상 연속 발생 확률， p.j와 각 인구 집단에 대한 피폭 확률， 

Ppk가 주어졌으므로 2 ,400 결말의 일기와 인구에 따른 변화성은 중대성 정도 이상의 

중대성을 가질 확률올 도시함으로써 나타내질 수 있다. 나중의 도표를 CCDF라 한다. 

CCDF로부터 다음의 통계적 결과를 알 수 었다: 

- 임의의 결말이 일어날 확률 (y-절편) 

- 예흑된 (평균) 결말 정도. E(X) = VjXj 

여기에서 Pj 는 확률 (Pj = P.lnk ) 이며， Xj 는 각각의 2,400 결말의 정도 

- 주어진 분위수(quantile)에 대응하는 결말 정도(예， 임의의 결말에 대해 9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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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수(quantile)는 조건부 확률이 0.1 이상인 중대성 정도이다) 

- 임의의 기상 조건에 대해 계산된 최대 중대성 정도 (ccdf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중대성 정도) 

3. 기상 자료와 표본 추출 

일반적으로 결말 분석 코드들은 Gaussian 풀륨 모델올 사용함에 따라 분석 대상 

지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별로 측정된 기상 자료들올 요구한다. 통상적으로 

관측점은 방출 위치와 가까워야 하며 플륨 궤적 상의 기상 조건과 유사한 다른 관측 

점에서의 기상 자료들도 이용된다 Gaussian 모델 이외의 대기 확산 모델올 

사용하는 결말 분석 코드들은 추가 자료의 입력올 요한다. 이러한 코드들은 추정 

대상 지역에서의 등간격의 기상 자료를 필요로 하거나 사용 가능한 기상 자료들올 

이용하여 보간하여 사용한다. 

시간대별 기상 자료 데이타베이스에서 매 시간은 하나의 새로운 방출시간이 되며 

시간별 기상 자료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1년에는 총 8.760 개의 가능한 기상들의 

순서가 배열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상 배열올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러한 비효융성을 줄이기 위해 1 년 또는 수년간의 기상 자료들올 

표본 추출하는 방법들올 사용한다. 이때 각 기상의 배열은 발생 확률 분포를 

가진다. 

초기의 결말 분석 코드에서는 임의 (random) 또는 주기적 (cyc 1 iC) 표본 추출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주요 기상 배열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올 보완 

해주기 위해 계층 추출(stratified sarnpling) 또는 중요도 추출 ( i mpor t ance 

sarnpl ing) 방법을 사용한다. 계층 추출에서는 기상 배열이 여러 개의 기상 범주들로 

그룹화된다. 이러한 기상 자료들의 범주화는 주어진 방출에 대하여 높은 방사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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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올 유발할 수 있는 기상 조건들올 그룹화하고 기상 조건의 분포에서 발생하는 

모든 consequence set들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어진 방출 조건에 대하여 근거리에서 중대한 방사능 노줄쓸 일으킬 수 있는 

기상 조건들의 그룹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방출원이 아닌 지역에서의 기상 자료의 

표본 추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가. MACCS 

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은 사고 시점에서의 기상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사고 특성과 사고 직후의 기상 조건이 대기중 이동과 확산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사고 결말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전소 입지에서의 기상 조건에 의한 대기 이동올 

반영해 주기 위해 대표 기상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표 기상 자료의 선정 

과정은 발전소에서의 연간 시간별 기상 특성 자료를 이용해서 선정된다. 

1) 기상 자료의 쳐리 

기상 bin의 표본 추출은 연간 시간별 기상 자료 처리의 기본 과정이 된다. 이러한 

처리 과정올 통해서 자료에 포함된 기상 연속과 기상 유형의 상대적인 도수 분포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 기상 연속의 대표성과 실제 

기상 자료의 중요성 및 가장 중대한 사고 결말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다. 

기상 자료의 처리는 기상 자료들을 정렬하여 기상 bin으로 배열한다. MACCS에서 

기상 자료들을 기상 bin.으로 정렬하는 과정은 CRAC2 방법에 기초한다. MACC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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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2 에서의 기상 정렬 방법의 중요한 차이점은 기상 자료들의 범주에 대한 정의의 

차이점이다. MACCS에서 사용되는 기상 bin은 다음의 2 가지 종류이다: 

- 주어진 거리 간격에서의 강우 조건과 관련된 사항 

- 초기 풍속 및 대기 안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비강우 조건과 관련된 사항 

가) 강우 사건 bin의 갱의 

대기 안정도와 풍속에 의한 167fl 의 초기 조건 bin (비강우 조건) 이외에 제공되는 

강우 bin은 사고 지점에서의 강우 조건을 나타낸다. 강우 bin을 정의하는 강우 

강도와 거리 간격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강우 

강도 범주(NRINTN 변수)에 의해 2-3개의 강우 강도를 지 정 한다. 만약 NRINTN = x (x 

= 2 - 3) 일 경우 강우 강도에 의한 간격 그룹의 수는 x+l 개가 된다. 

강우 지역의 개념은 CRAC2와 유사하나 MACCS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지역올 지정할 수 

있다 (NRNINT 변수). 만약 NRNINT = y (y = 4 - 6) 이라면， 강우의 정도와 구역에 

의한 기상 bin의 개수는 y • (x+ l) 개가 발생하며， 비강우 조건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16 + Y • (x+l) 개의 기상 bin이 발생한다. 

MACCS 코드에서의 기상 자료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명시되어 었으므로 발전소에서의 

강우 조건은 전역에서의 강우로 간주한다. 초기 기상 조건으로는 167fl 의 고정된 bin 

이 폰재하며 , 따라서 총 기상 bin의 개수는 24 - 40 (16+(8-24)) 개가 된다. 

각 기상 연속은 시작 시간에서의 기상 자료와 그 후의 시간대별 자료로 기술된다. 

기상 자료를 기상 bin으로 정렬하는 데 있어서 MACCS는 각 시간대별 기상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의 알고리즘에 의해 bin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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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시점에서 강우가 발생하면 그 시간부터의 기상 연속은 가장 가까운 거리 

간격의 강우 bin으로 이전되며 강우 강도는 그 시간에 적합한 것으로 변화한다. 

@ 주어진 시간에 강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MACCS는 사용자에 의해 주어진 거리 

내에 강우가 폰재하는지를 이후 시간 기상 자료를 통해 찾아본다. 이는 최근 

거리에서 원거리까지 이동하면서 수행한다. 만약 강우가 있으면 그 곳의 기후 

순서는 최초 강우 지점의 기후 순서로 변화한다. 

@ 만약 시간대별 기상 자료에 강우가 주어진 거리 이내 (풍속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이 시간대별 자료는 비강우 조건으로 

변화한다. 

발견척 판단법은 자료가 저장되는 32개의 기후 bin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올 

수행한다. CRAC이나 CRAC2 동에 의한 실험 결말 사고의 결말 정도에 대한 기후 

사건의 영향이 모사 되었다. 주어진 중대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조기 사상이 

일반적으로 낮은 확률을 가진 사건들， 예를 들면， 도심， 부도심권 (부지에서 약 40 

km 정도 거리)에서의 강우의 경우， 방출 초기의 중간 정도 풍속과 안정된 기후 

자료의 경우 동에서 발생하였다. 

위의 3단계 방법에 의해 MACCS는 기후 연속에 배당된 기후 bin올 결정한다. Bin 

처리 과정 이후에 각 기후 연속의 시작 시간은 1이 되며 1 개의 기후 범주에 

할당된다. 따라서 각 기후 범주는 대웅하는 기후 유형올 나타내는 기후 연속올 

포함한다. 기후 유형의 발생 확륨은 기상 연속의 수와 일치한다. 

나) 표혼 추출 기법 

표본 추출 과정에서는 각 기상 연속의 기상 bin과 각 기상 bin의 발생 확률이 주요 

인자들로써 작용한다. 정상적으로 4개의 연속이 LHS에 의해 기상 bin에서 표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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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방법론에 의해 무작위 표본들이 균일하게 분포된 기후 bin에서 추출된다. 

이는 균일한 연간 전 데이터에서의 추출올 나타낸다. 기후 bin에 있어서 . Ni 의 기후 

연속， Ki 의 표본이 각 기후 bin에서 선택될 때 Ni 기후 연속이 Ki 의 균일한 공간 

set 에 분포한다. 

S1 S2 ...... SKi 

set Sj 에 포함된 기후 연속의 개수는 

INT[4-(j)(Ni/Ki)] ~ INT[4-(j-1)(Ni/Ki)] 

기후 bin의 기후 연속 Ni 는 각 기후 연속의 초기 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균일 

배열된 Si - SKi가 배열된다. 따라서 Sl은 i 범주의 ([4-2(Ni/Ki)] - [4-Ni/Ki J) 

번째 항이 된다. 1 개의 기후 연속은 각각의 set에서 부터 임의로 선정된다. 만약 

bin 에서 Ki ~ Ni 일 경우 기후 bin 에서의 모든 기후 연속 Ni가 선택된다. 

기후 bin 에서 선택된 기후 연속의 총수가 Ki 이므로 32개의 기후 bin에서 모든 

연속의 개수와 기후 bin 에서 표본 추출된 기상 자료의 확률이 구해진다. 여기에 

기술한 중요도 추출 기법은 기후 자료에서 기후 연속의 범주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가후 연속올 선택한다. 이러한 방법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표본 추출하는 기법을 

제공한다. 

냐. CRAC2 

기상 자료의 처리는 자료들을 기상 법주로 정열함으로써 수행된다. 총 29 개의 기상 

범주가 CRAC2에서는 설정되어 었다. CRAC 모텔에 의한 결말은 발생 빈도는 낮지만 

높은 조기 사상융은 강우나 30 mi le 이내에서 풍속 감화가 존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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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1 년 8 ,760 시간에 대한 자료가 29 개 기상 범주로 구분되며 각 연속은 

발전소 30 mi le 이내에서 최초의 강우 발생， 발전소 30 mi le 이내에서 최초의 풍속 

감소 발생， 각 연속 시작 시의 대기 안정도와 풍속 둥이다. 

다. 細T않M: 일반적인 계충화 기상 추출 방법론 

1) 개론 

METSAM은 사고에 의한 방사성 핵종의 대기 방출시 확률론적인 분석을 위한 기상 

연속 추출을 위한 program package이다. 확률론적 결말 분석에 언어서 사간에 의한 

방사능 방출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말의 예측올 위해서는 수백 가지의 기상 

연속올 반복적으로 계산하여야만 한다. 이상적으로는 결말 분석 코드들CMACCS ， 

UFOMOD , CRAC 둥)은 매 기상 자료가 제공되는 시점에서의 계산올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산 시간 및 기타 컴퓨터의 제약 조건들에 의해 많은 

양의 기후 조건들에 의한 연속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수의 연속들은 

유사한 방사능 확산과 사고 결말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 기상 자료들로부터 대상 

지역에서의 방사능 확산 특성올 잘 나타낼 수 있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상 연속 표본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기상 자료는 풍향， 풍속， 강우량， 대기 안정도로 이루어지며 이는 대상 

지역에서의 관측 자료나 기상랍에서의 관측 자료들로 구성된다. 이때 높은 조기 

위해도를 줄 수 있는 빈도가 낮은 기상 연속의 폰재에 유의해야 한다. 결말 분석올 

확률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기상 연속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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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 자료의 션택 

원자력 발전소에서 장기간의 연속적인 기상 자료의 습득올 위한 기상 관측소의 

위치는 지형 및 국부 기상의 특성올 고려해야 한다. 

3) 추출 기법 

기상 연속은 시간별로 연속적으로 수록된 데이타베이스에서 초기 시점을 지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초기 시챔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random cyc! ic 

sampl ing 기법이 사용된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비슷한 결말을 나타내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해도를 가져올 수 있는 낮은 발생 빈도의 연속을 무시할 수 

있어 중대 사고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론보다 더육 세련된 방법으로 계충화 표본 추출 기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가상 자료 전역에서 기상 연속올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발생 빈도와 근사한 

값올 가진다. 이 방법론은 기상 데이타베이스에서 유사한 컴맘옴 가지는 모듀 

결발올 그룹화한다. 수록된 기상 연속을 분류함으로써 각 분류별 발생 확륨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초기 시점으로 표시되는 기상 연속은 각 분류로부터 

무작위로 선택됨에 따라 가능한 기상 상황 전역을 포괄한다. 

사고 결말은 기상 조건 이외에도 발전소 부근에서의 인구 분포에 의해서도 영향올 

받는다. 따라서 CRAC2나 MACCS 코드 퉁에서는 기상 표본 추출시에 인구 분포를 

고려한 구간 설정올 반영한 표본 추출올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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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협 영광 웹챔에의 적용 

1. 대상 발전출의 개요 

영광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부지 관련 일반 사항은 다읍과 같다l4-9 J. 

가. 주요 구성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흥농면 계마리 

북워 35 도 24 분 29 초 

동경 126 도 24 분 55 초 

면적 99 ,000 m2 0 , 2 호기 total) 

형식 :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연료 : 농축 우라늄 

냉각재 : 경수 

열 출력 2 ,815 MWt 

증기 발생 기 4 대 , 수직 U 튜브형 

제한 구역 : 노심에서 700 m 

나. 기상 자료 

영광 부지 기상탑에서 측정되는 기상 자료는 1 일 단위 15 분 간격으로 측정되는데， 

이를 MACCS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기상 자료로 변환하여 1시간 단위의 연간 기상 

자료로 별도의 처리 과정올 거쳐 계산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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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자료의 준비 

본 연구에서는 MACCS의 PC Version올 사용하였는데 TEMP23.INP에 수행에 필요한 

입력 및 출력 파일이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IN1X.INP , IN2X.INP , IN3X.INP , 

DOSDATA.INP , YGNSIT.INP , 뾰TYGN.INP ， YGN.OUT로 지정되어 있는데 파일의 확장명이 

INP인 경우는 모두 입력 파일이고 YGN.아π만 출력 파일이다. 따라서 , MACCS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이들 입력 파일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각 파일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INIX 

ATMOS 모률의 수행에 필요한 입력 자료의 파일이며 여기에서는 대기중에 방출된 

물질의 확산과 침적을 바람부는 방향에서의 거리에 관한 함수로 계산하게 된다. 

ATMOS에서 다루는 현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 건물의 wake 영향 

- Buoyant 플륨의 상숭 

- 이동중 플륨의 확산 

- 건식과 습식 침적 

- 방사성 붕괴 

여기에서 사용자가 제공해야할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먼저 기하학적 자료로서 

발전소 주변 지역을 극좌표로 나타낼 때 필요한 방사상 공간 요소의 수， 그리고 

km로 표시되는 각 요소의 종점이 요구된다. 

분석 대상의 핵종은 총 60 개이며 최대 150 개까지 포함할 수 었고 각 핵종은 그 

물리적 특성에 따라 9 개의 그룹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노심내 존재하는 핵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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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계산에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영광 3 & 4 호기에 대한 ORIGEN2 코드의 수행 

결과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이 때 사용한 가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섬 : 영광 3 & 4 호기 (평형 상태) 

- 연소 기간 4 년 

- 출력 100 , (2.815 MWt) 

- 발전소의 이용륨: 80 .., 

- 초기 농축도: 5.0 ri 의 U-235 

- 노섬내 총 우라늄의 양: 85.699 MTU 

- 노심내 핵연료 집합체의 수 177 개 

계산 결과는 방사화 생성물. Actinìdes + Daughters. 그리고 핵분열 생성물로 

나누어 진다. 

MACCS에서는 동시에 60 개 까지의 서로 다른 선원함으로 인한 결말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 발전소에 대한 IPE 보고서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IPE 보고서에서는 내부 사건에 의한 선원항을 모두 19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발생 빈도와 핵종의 방출 분율을 계산하ι 쳐다. ùl 부갚이 

MACCS와 Level-2 PSA 코드와의 결합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립 4-1에는 내부 

사건에 대한 선원항의 논리도를 보여주고 었으며 각 선원항의 범주에 따른 기여도는 

표 4-1과 그립 4-2를 통해 비교할 수 었다. 그립에 따르면 STC-2의 발생 빈도가 

가장높다. 

각 범주별 방출 분율은 표 4-2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각각 단일 플륭으로 간주하고 

계산을 하였다[4-1이 . 방출 분율은 9개의 때총 그롭에 대하여 주어진다. 

한편， 기상 조건에 대해서도 사용차가 다른 대안올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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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 파일에서 고정된 시작 시간의 사용 

(2) 기상 bin 표본 추출 

(3) 사용자가 제 공하는 120 시 간의 기 상 

(4) 일정한 기상 조건 

(5) 1 년중 하루에 의한 계충화 무작위 표본 추출 

이 중에서 (2)와 (5)가 표본 추출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특히 위해도 i영 7~른 

위해서는 (2)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도 bin 표본 추출올 적용하였다. 

그밖에도 방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로 동시에 방출되는 플륨의 수， 열용량， 방출 

높이， 입자의 크기 분포 둥이 추가로 필요하다. 

나. IN2X 

EARLY 모률의 수행에 필요한 입력 자료로 원자로의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시간올 

모사한다. 여기에서는 최대 3 개 까지의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결과를 낼 

수 있다. 비상 대웅 기간중의 피폭으로 인한 건강 영향과 선량올 계산한다. 입력 

자료는 모사에 필요한 부분과 사용자가 지정한 출력올 상술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별한 자료 파일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각 대안올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다. IN3X 

EARLY에 의 해 모사된 비 상 상태 이 후의 시 간에 서 발생 하는 사상을 모사하는 CHRONC 

모률의 수행에 필요한 입력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오염된 토양， 재부유 물질의 

홉입으로 인한 직접 피폭과 오염된 음식과 물의 섭취로 인한 간접적 건강 영향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 영향을 계산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방어 조치와 비상 

대응 조치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계산한다. IN2X 파일과 마찬가지로 입력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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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에 필요한 부분과 사용자가 지정한 출력올 상술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었다. 

라. OOSDATA 

선량 변환 인자를 수록한 파일로 60 개의 핵총과 12 개의 장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선량 인자에 대한 값들이 주어진다: 

- Cloudshine [4-Sv-m3/Bq-sec] 

- 8 시 간 동안 누적 된 groundshine [4-Sv-m2/Bq] 

- 7 일 동안 누적 된 groundshine [4-Sv-m2/Bq] 

- groundshine 선량활 [4-Sv-m2/Bq-sec] 

- 홉입으로 인한 내부 선량 (조기 건강 영향) [4-Sv/Bq] 

- 흡입으로 인한 내부 선량 (lifetime exposure) [4-Sv/Bq] 

- 섭취로 인한 내부 선량 [4-Sv/Bq) 

마. 뻐TYGN 

고정된 기상 조건을 쓰지 않는 경우 기상 자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이 

파일에는 1 년 동안의 매 시간당 기록으로 풍향， 풍속， 대기 안정도， 누적 강수량 

퉁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광 발전소 주변의 기상 측정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MACCS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였는데 측정 시기는 1992 

년으로 1 년 동안이다. 

바. YG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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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자료 파일에서는 인구 분포와 부지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L4-11J: 

- 부지에 대한 기하학적 자료 

- 인구 분포 

- 육지 인 지 역 의 분율 (Land fraction) 

- 수중 경 로를 위 한 유역 (watershed) 자료 

- 농지 사용과 경작 계절에 관한 정보 

- 지역별 경제 자료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o - 80.0 km를 대상으로 하였고 10 개의 

공간 간격올 셜정하였다. 부지에 관한 기하학적 자료는 영광 3 & 4 호기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참조하였다. 인구 분포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로부터 1992 

년도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4-12 ], 그러나，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서 제외하였다. 

제 4 절 협과 및 논의 

OUTPUT 모률은 EARLY와 CHRONC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결과의 CCOF를 생성한다. 

이것은 단일 혹은 복수의 기상 시도 수행에 공통된다. 그러나. ATMOS에서의 대기나 

지표 농도， 오염 지역 둥의 결과에 대한 CCOF는 고려하지 않는다. 각 CCOF에 

대해서는 l 줄의 요약과 전체 CCOF 표가 출력된다. 또한， 결과는 각 비상 대웅 

전략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가중치를 고려한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 때， 

가중치는 인구나 시간의 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189-



MACCS 코드 내에서는 사고의 빈도 즉 각 사고의 발생 기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된 모든 결말은 특정 사고의 발생에 조건적이다. 따라서， 위해도를 최총적으로 

계산할려면， 결말과 Level-2 PSA에서의 사고 빈도의 곱으로 구해야 한다. 단일 

수행시 복수의 선원함올 이용한 경우 결과는 순서에 따라 각 선원함 별로 출력이 

된다. 

기상 범주의 표본 추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각 기상 표본 추출의 bin으로 인한 

상대적 기여도를 표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상 조건의 분석에 매우 

효과적이다. 

결말 분석의 척도는 건강 영향의 경우 조기 사망 및 상해와 암 사망， 조기 사상률 

거리， 선량올 초과하는 인구， 명균 개인 위해도， 인구 선량， 인구 가충 위해도 둥의 

6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총 조기 사망치， 조기 부상치， 총 암 

사망치 , 0-48.0 뻐 구간에서의 인구 선량， 0-80.0 삐 구간에서의 인구 선량. 0-8.0 

km 구간에서의 총 조기 사망 위해도， 0-16.0 때 구간에서의 총 조기 사망 가중 

위해도 퉁에 대해서는 CCDF가 계산된다. 

먼저， 그림 4-3에서는 조기 사망치의 평균값올 난수의 초기치를 변화시켜 가며 구해 

보았다. 10 번의 시도를 통해 구한 명균값은 10-4에서 10-3 사이에 분포하여 Log

uni form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10 

개 이상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림 4-4 - 4-8은 각 선원항의 범주별로 명균값올 도시하였는데 조기 사망치 , 암 

사망치 , 조기 사망의 위해도. 16.0 km 까지의 인구 선량， 8.0 뻐1 까지의 조기 

사망에 의한 인구 위해도의 5 가지 척도에 관한 결과를 비교히기 칩게 막대꾀 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모든 경우에서 STC-3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70 % 

정도) , 그 다음으로는 STC-147~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사건에 의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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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경우 STC-3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 참고로 STC-3는 18 번의 연속에 

기인하며 조기의 격납 방출 실패의 특정올 가진다. 평균값의 자세한 내용은 표 4-

3에 제시하였다. 

그림 4-9 - 4-15에서는 각 건강 영향의 척도별로 CCDF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MACCS 수행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그림은 Log-Log 도표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 의하면 조기 사망치(그림 4-9) , 조기 부상치(그림 4-10) , 총 조기 

사망 위해도(그림 4-14) 및 총 조기 사망 가중 위해도(그림 4-15) 의 경우， 완만한 

경사를 보여 광폭의 확률 밀도 분포를 가진다. 또한， 암 사망치 (그림 4-11). 0-48.0 

때1 에서의 인구 선량 (그림 4-12) , 그리고 0-80.0 때1 에서의 인구 선량(그림 4-

13)의 경우는 급한 경사를 보여 협폭의 확률 밀도 분포를 가진다. 

이상에서의 결과는 모두 결말 분석에 속하므로 최종적으로 위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원항의 발생 빈도률 곱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연구를 진행사켜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옴과 같다: 

- 난수의 초기 치를 변화시켜 100 내지 200 번 정도의 반복 수행에 의 한 결과의 

통계적 처리 및 분석 

- PRA 분석의 일환으로 중요 변수의 파악을 위한 민감도 분석 

- 다 년간의 자료 확보를 통한 기상 자료 표본 추출의 향상 

- 부지 주변의 경제성 관련 자료의 확보를 통한 비용 - 효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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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선원항 범주에 따른 핵종의 누출 분올 

Rank STC Frequency Percent of 7.579E-006 

1 STC 2 3.838E-006 50.64 

2 STC 1 2.084E-006 27.49 

3 STC 19 7. 847E-007 10.35 

4 STC 13 3.362E-007 4.44 

5 STC 8 2. 194E-007 2.89 

6 STC 12 1.396E-007 1. 84 

7 STC 6 7. 290E-008 0.96 

8 STC 10 4. 639E-008 0.61 

9 STC 15 2. 554E-008 0.34 

10 STC 14 1. 144E-008 0.15 

11 STC 3 7. 250E-009 0.10 

12 STC 4 5. 824E-009 0.08 

13 STC 18 5. 51OE-009 0.07 

14 STC 16 2. 370E-009 0.03 

15 STC 17 5.304E-OI0 0.01 

16 STC 7 1. 607E-011 0.00 

17 STC 11 1.023E-011 0.00 

18 STC 5 O.OOOE+OOO 0.00 

19 STC 9 O.OOOE+OOO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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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선원항 범주에 따른 핵종의 누출 분율0/2) 

Nucl ide STC 1 & STC 3 STC 4 STC 6 & STC & 11 STC 8 & 
Group 2 10 12 

Noble O. 1. 0 1. 0 1. 0 1.0 1.0 
Gases 

Iodine O. 6. 77E-02 2.22E-01 8.01E-03 8.41E-04 2. 58E-02 

Cesium O. 8. 82E-02 2. 23E-01 6.33E-03 1. 14E-03 3.36E-02 

Tellurium O. 1. 07E-02 3. 49E-02 1. 71E-03 6. 12E-04 3. 71E-02 

Barium O. 1‘ 00E-03 3. 29E-03 4.31E-05 1. 08E-06 1. 57E-03 

Strontium O. 7 ‘ 71E-04 2. 52E-03 3. 22E-05 8.05E-07 3. 87E-03 

Rutheni때 O. 1. 38E-03 4. 51E-03 2.30E-05 5. 75E-07 2.30E-05 

Lanthanium O. 4.87E-04 1. 59E-03 5.04E-07 1. 30E-08 5.04E-07 

Cerium O. 4.88E-04 1. 60E-03 7. 56E-07 1.90E-08 7.56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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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선원항 범주에 따른 핵총의 누출 분융(2/2) 

Nucl ide STC 13 STC 14 STC 15 STC 16 STC 17 STC 18 STC 19 
Group 

Noble O. 1. 0 1. 0 1.0 1. 0 1. 0 7.41E-01 
Gases 

Iodine O. 6.95E-01 0.97E-01 5.02E-03 6.02E-02 3.59E-01 1. 13E-01 

Cesium O. 5. 85E-01 1. 29E-01 3. 29E-03 3.95E-02 2.35E-01 9. 24E-02 

Telluri빼 O. 1. 96E-01 3. 59E-02 9. 12E-04 1. 09E-02 6. 53E-02 9. 27E-02 

Barium O. 6. 45E-03 1. 18E-03 3.01E-05 3.61E-04 Z.1 :JE-03 1.4GE-03 

Strontium O. 4.02E-03 7. 36E-04 1. 87E-05 2. 24E-04 1. 34E-03 1. 15E-03 

Ruthenium O. 2.04E-03 3. 74E-04 9. 52E-06 1. 14E-04 6. 79E-04 8.21E-04 

Lanthanium O. 1.00E-04 1. 83E-05 4. 66E-07 5. 59E-06 3. 33E-05 1.80E-05 

Cerium O. 1. 50E-04 2. 75E-05 6.99E-07 8. 39E-06 4.50E-05 2.55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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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출력의 평균값 

ERL FAT CJ에 FAT Risk Pop. Dose Pop. Risk I 

(ERL FAT) (0-16.0 km) (0-8.0 km) 

ST(-3 3.40 3. 85E+3 1.31E-3 6.50E+3 1. 31E-4 

ST(-4 1. 14E-1 2.37E+3 4,90E-5 4.58E+3 4.37E-6 

ST(-6 & 10 0.0 4.90E+2 0.0 7.63E+2 0.0 

ST(-7 & 11 0.0 1. 29E+2 0.0 4.24E+2 0.0 

ST(-8 & 12 0.0 1. 32E+3 0.0 1. 34E+3 0.0 

ST(-l, 2 & 13 0.0 0.0 0.0 0.0 0.0 

ST(-14 1. 22 3.33E+3 4. 56E-4 4.61E+3 4.68E-5 

ST(-15 9.07E-2 1. 74E+3 4. 84E-6 2. 11E+3 3.49E-7 

ST(-16 0.0 3.08E+2 0.0 6.86E+2 0.0 

STC-17 0.0 1. 27E+3 0.0 1, 43E+3 0.0 

STC-18 9.34E-2 2. 15E+3 4.51E-5 2. 69E+3 3.58E-6 

STC-19 1. 6E-3 1.62E+3 8. 89E-7 1. 90E+3 6. 16E-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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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1 내부사건에 대한 방사선원항 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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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선원항 범주에 따른 조기 사망치의 명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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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선원항 범주에 따른 조기 사망 위해도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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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10 조기 부상치의 C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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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창 결말 분석 프로그램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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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밥 환석 릎폴그램 쪼텔 

제 1 협 개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 셜계 개념부터 발전소와 공공 대중의 안전을 생각한다. 따라서 

설계 기준 사고라고 지칭되는 모든 가능한 사고에 대하여는 다양하고 다중 방어적인 

안전 장치들올 이용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 즉 

섣계 기준 사고를 벗어나는 사고는 비록 발생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사고 발생시 

결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현상 및 사고 전개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선원 방출 특성 등이 연구되었고. 1979년의 TMI 사고나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사고는 발전소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직접 방출되어 유럽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친 큰 사고였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기준 사고 범위를 넘는 노심 손상 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안전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명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안전성 팽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법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고 

특성 및 사고 해석 범위에 따라 1단계 PSA. 2단계 PSA. 그리고 3단계 PSA로 

구분한다. 1단계 PSA에서는 노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찾아내어 노심 

손상 빈도(Core Damage Frequency)를 구하며. 2단계 PSA에서는 이러한 노심 용융 

사고로부터 격납건물 파손 및 방사선원 방출 특성을 규명하며， 이때 격납건물 파손 

확률이 정량화 된다. 격납건물이 파손되면 격납건물 안에 갇혀있던 방사성 물질들은 

파손 부위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며 이로 인해 농작물 및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는데. 3단계 PSA에서는 방사능 물질의 대기 방출로 부터 이통 및 확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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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결말 분석 (Consequence Analysis)올 수행하고 그 결과가 조기 및 후기 , 상해 

및 사망등의 발생 확률로 계산된다. 

현재 1단계 PSA는 전출력 (Full Power) 인 경우 수행 기술이 이미 확립되어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 및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으며， 저출력 및 운전 정지의 

경우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PSA는 기술의 일부가 확립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제한적인 2단계 PSA로 영광 3.4호기에 대하여 개별 원전 안전성 

점검(IPE) 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3단계 PSA는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5개 

발전소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이외의 몇 개 발전소에 대하여 3단계 PSA가 수행중에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PSA 수행 경험올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 보완에 힘쓰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 도입 단계에 있고 원전에 

활용한 경험은 전무한 형편이다. 

실제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리스크 (risk)라고 할 수 있으며 , 이는 발생 확률에 사고로 인한 결말 효과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재I 같은 사고는 중대 사고 부류에 속하지만 대기로의 방사능 

방출이 없으므로 주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지만， 체르노벌에서의 

사고는 곧 바로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으므로 리스크 측면에서 훨씬 위험한 

사고로 명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크를 정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3단계 

PSA는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아칙 국내에 기술 자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3단계 PSA는 격납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대기나 수계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의 대기내 이통 및 확산 모델올 이용한 

농도 계산， 방사션 피폭 경로 분석을 통한 피폭 선량 계산， 조기 및 후기 피폭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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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한 건강 영향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한 각총 위해도(Risk) 계산. 그리고 

경제적 영향 평가 둥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3단계 

수행시 필요한 필수적인 모델들에 대하여 계산 방법론들올 정리하며 경제적 영향 

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다. 

제 2 절 대기확함 모헬 

1. 2단계 PSA와의 연계성 

3단계 PSA를 통한 사고결말 분석올 위해서는 2단계 PSA 결과들이 입력으로써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방사선원 자료가 그룹이나 방출 범주(release category) 별로 

필요하다. 이 방출 범주별 방사선원 자료는 발생 확륨과 함께 분석 대상 발전소의 

잠재 방출을 나타내며 이들 그룹이나 방출 범주는 2단계 PSA에서 정의된다. 비록 

PSA에서는 수백개의 사고경위를 다루지만 이틀 사고경위를 방사선원이나 이로 인한 

방사성 결말이 유사한 작은 수의 그룹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들 그룹이나 방출 

범주별 발생 빈도는 그 방출범주에 속하는 사고 경위 발생 빈도의 합이다， 각각의 

방출 범주별로 3단겨11 PSA가 필요로 하는 방사선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 양 

방사선원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방사성 핵총들은 보통 유사한 특성을 지닌 그룹으로 

구분된다. NUREG-1150에서는 원소들올 Inert gases , Iodine , Cesium , Tellurium. 

Strontium , Ruthenium , Lanthanum , Cerium , Bari때1 둥으로 구분한다. 이들 원소들의 

환경으로 방출되는 양은 각 그룹별로 환경으로 방출되는 노심 재고량의 분용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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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는데， 이 방출 분율은 시간에 대한 함수이다. 대부분의 결말 분석 코드는 

발전소 내에서의 방사성 용괴와 이로 인한 자핵종의 증가는 원차로 정지 이후부터 

평가한다. 

불활성 기체나 1 2나 CH31 형태로 존재하는 기체 요오드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격납건물 안에서의 이동 동안이나 환경으로 방출된 이후에 웅축되어 에어로졸올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에어로졸 업자의 retention이나 침적은 주로 입자 크기. 

shape factors. 입자 밀도， 그리고 에어로졸 농도에 의폰하며 반면에 에어로졸의 

구성성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격납건물 안이나 환경으로 방출된 이후의 

방사성 동위원소 거동의 계산은 불활성 기체， 기체 형태의 요오도(수용성 

반웅성 기체) .에어로졸 입자 등의 가지 형태에 대하여 수행된다. 

효으 
-, '-

왼론적으로 방사선왼올 완전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의 누출 직후 누출된 

에어로졸의 물리적 크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정보를 

2단계 PSA에서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기체 상태가 아닌 방사성 

동위원소는 1μ의 빼AD(Activity Median Aerodynamic Diameter)을 가지고 누출된다고 

가정하며 MACCS 코드에서도 이 가정을 사용하였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결말 분석 코드는 방출 방사성 동위원소의 물리， 화학적 형태의 고려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출 에어로졸의 물리적 크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나. 방출 시간 

결말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입력으로 이용되는 시간은 방출 이전의 시간.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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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간， 경고시간이다. 3단계 PSA 관점에서 방출 이전의 시간은 원자로 정지후 

환경으로의 방출시작 까지의 시간이며 이 기간 통안에 방사성 붕괴는 고려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결말 분석 코드는 실제로 단계별 방출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엄의의 방출범주에 있어서 방출 방사능의 총양은 각각의 방출 분율로써 특정 

지워지는 많은 독립된 방출로 나누어진다. 경고시간(warning time)은 다양하게 

정의되는 변수이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환경으로 방출되기 이전에 비상대응책이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이다. 

다. 방출 고도(Release Height)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결말 분석 코드는 알려진 고도로부터의 첨선원 방출을 

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 만약 2단계 PSA 분석 결과에 의하여 이러한 방출이 

예상된다면 방출 고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방출이 잘 정의된 선원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거나， 선원이 원자로 건물 상부의 일부분에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원자로 건물 wake 때문에 방사능 물질의 혼합이 잘 이루어진다고 가정된다. 이 경우 

원자로 건물의 크기 즉， 고도나 평균 넓이가 필요하다. 

라. 방출 에너지 

플륨 상승은 초기 건강 영향과 같은 부지 주변의 사고결말 영향올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써 방출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수반되는 

에너지 방출율이며， 이는 물리적 작용의 모델링으로부터 나온다. 이상적으로는 

운동량 효과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트 방출의 위치， 크기， 그리고 

운동량을 예측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플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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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제트 방출의 위치나 방위는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다. 

2. Gaussian 플륨 모웰 

Gaussion 플륨 모델은 기체 분자냐 에어로졸 입자들이 이동 중에 모든 방향의 

대기내 농도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풍속과 

온도가 고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수직 및 수평 방향의 플륨분포의 차이가 

크게냐며 ,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되어야 한다. 수직 및 수평 방향의 Gaussian 

플륨의 크기는 각각의 방향에서의 농도의 정규 분포의 표준편차로 정의된다. 

지표면이나 역전층에 의해 제한올 받지 않을 경우 Gaussion 플륨식은 다음과 같다: 

x(x,y ,z) = 싫즙빼(짧+잖] (5-1) 

여기서 . x(x.Y.z)는 (x.Y.z) 지점에서의 시간 적분된 대기내 농도(Bq.s/m3 ). Q는 

선원 강도(Bq). ii'는 평균 풍속(m/s). <1v. <1，는 수명 및 수직 방향의 플륨 물질 

분포의 표준 편차. (x=O. y=o. z=h)는 선원위치 . h는 방출 고도이디 . 

일단 플륨이 수직 방향으로 충분히 팽창하고 더 이상의 수칙 팽창이 지표면이나 

역전충에 의해 제한올 받는다면 식 (5-1)은 더이상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수직 

방향의 팽창 억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표면이나 역전총은 불투수 반사경계로써 

취급된다. 수학적으로 반사는 역전층이나 지표면 아래에 영상선원 (mirror source)올 

추가함으로써 다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다음의 식 (5-2)가 되는데， 이는 플륨 

철편이 방출된 시첩부터 지표면과 역전충 사이에서 균일하게 되는 시챔까지 폴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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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의 대기내 농도 x(x. y=0. z=H)와 플륨 중심선 아래의 지상 농도 x(x. y=0. 

z=O)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Q l z-H 2 l z+H 
x(x,y = O,Z) = ,.. __ ~ _ [exp[ -~( _ ~~)2] + exp[ -~( ~ ~~)2] (5-2) 

2πfiarav L---.-L 2 σi 2 

응 1 z -H-2nL ~ _ 1 z +H-2nL ~ + L {exp[ - ~ c -- - -- )'" ] + exp[ - ~ c . -- - -- )'" ] 
뜸ï L σ L a: 

1 z -H+2nL ‘ 1 z +H+2nL ‘ 
+ exp[-~( )‘ ] + exp[ --;:( )‘]}] 

L az ι π: 

여기서 . x(x. y=O.z)는 (x.y=O.z) 지점에서 플륨 중심선을 따라 시간 적분된 대기내 

농도(Bq.s/m3). Q는 선원 강도(Bq). u는 평균 풍속(m/ s). cry, crz는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플륨 분포의 표준 편차 . H = h+L\h는 플륨 중심선 고도. h는 플륨 상승 전의 

초기 방출 고도. L\h는 플륨 상승. L은 역전층의 고도(m) 이다. 

플륨궤적의 각각의 거리 구간에서 수직 방향의 농도는 균일해야 되는데 일단 농도가 

균일하게 되면 다음식에 의해 중심선 농도의 계산이 이루어진다[5- 1] : 

x(x,y = O,z) = IQ 
、12πïia~.L

(5-3) 

플륨이 지표면과 역전충 사이에서 균일 농도를 이루는가를 검사할 때에는 다음의 

두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l) cr z 가 플륨 중심선 고도 H보다 커야 한다 . 2) 식 (5-3)에 

의해 계산된 지표면 중심선 농도가 식 (5-2)에 의한 농도보다 커야 한다. 일단 균일 

혼합이 이루어지면 식 (5-2)는 더이상 이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더이상 cr z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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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산 계수 

분산 계수는 일반적으로 대기안정도 등급의 함수식으로 표현되는데 Pasqui11[5-2]은 

대기안정도를 A에서 F까지 6가지로 구분하고 플륨의 확산올 이 대기안정도의 

함수로써 제안하였다. 대기 안정도는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풍속. dayt ime 

insolation. nighttime cloudiness의 함수이다. 대기 안정도의 정의는 난류 장도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변수는 수평 방향의 풍향의 변이(0'9 )이다. 

미국 NRC는 Reg. Guide 1. 23[5-3]을 통하여 대기 안정도를 정의하였으며 이 값의 

사용을 권장하는데 이들 값과 대기 안정도와의 관계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기상학회는 이 0'9를 수직 방향의 분산 계수를 결정하는 데는 이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대기 안정도를 분류하는 또다른 방법은 NRC Reg. Guide 

1. 23[5-3]에서 권장하며 Reactor Safety Study[5-4]에서 이용된 방법으로 대기 

안정도를 대기 온도 구배의 함수로써 나타내는 방법이며 이는 표 :;-3애 해시되이 

었다. 그러나， 이 두 방법 모두 약간의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풍속과 대기 온도구배률 이용하여 대기 안정도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는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산계수는 일정한 확산도의 함수로 주어지며 주어진 풍속에서 방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 x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이 분산 계수는 또한 대기 안정도 상태에 따라 

변하므로 좀 더 현실적인 확산 모텔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와 ￠에 대한 실험값을 이용하게 된다. Pasqui 1 1[ 5-1]은 풀륨의 수명 및 수직 

확산에 대한 정보를 6개의 대기 안정도 둥급의 함수로 나타냈으며 Gifford[5-5]는 

플륨 확산 자료를 플륨 농도 분포의 표준편차， α와 。z의 곡선군으로 나타냈는데 

이를 P-G 곡선군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수평 분산 계수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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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대기 안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작다. 그러나 수직 분산 계수는 불안정한 

대기 상태하에서는 거리에 따라 굽격하게 증가하며 안정한 대기 상태하에서는 

증가도가 감소한다. 

。y(x) exp[syo + sy]ln(x) + sY21n(x)2] (5-4) 

。z(x) exp[szo + sz]ln(x) + sZ21n(x)2] (5-5) 

이 함수식에서의 상수들은 표 5-5에 나타난 바와 같다. 

Reg. Guide 1.145[5-6]에서 정의한 극히 안정한 대기 상태 즉， 대기 안정도 등급 

G의 분산계수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z(G) = 3/50z(F) (5-6.a) 

。 y (G ) = 2 / 30 y ( F) (5-6.b) 

4. 건 침적 (Dry deposition) 

침적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근사식올 이용하게 되는데， 건 침적을 다루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에서는 만약에 시간 적분된 지표면의 농도가 X(X.y.O) Ci-sec/m“ 

이라면 지나가는 방사성 구름에 의한 침적된 총 방사능을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XIl(X.Y) = Vo X(x.y.O) (5-7) 

여기서 VD는 침적속도(m/sec)로 불리는 비례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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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은 중력에 의한 강하， 난류 및 분자 확산， 관성 영향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또한 입자들의 크기나 모양， 화학적 특성， 지표면 굴곡도， 작물의 특성， 대기안정도 

등과 같은 여러가지 인자들에 의해 영향올 받는다[5-7]. 일반적으로 원자로 사고로 

인한 방출의 경우 Vd는 대략 0.001 - 0.1 m/sec의 범위를 가지며 RSS[5-4]에서는 

0.01 m/sec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회유기체에 대해서는 건침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Vu 

= 이라고 가정한다. 

바람 방향으로 충분한 거리가 지난 다음에는 대기내 농도에 관한 식은 침적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손실올 보상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x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원항에 다음의 식올 곱해 주어야 한다. 

fd exp(걷량) 
uz 

여기서， 둥는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지는 플륨의 유효고도이다. 

z 짜5 gz exp(#:r) 
LO; 

따라서， 지표면의 농도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1X , y2 h2 x = _ exp[-(물- + af + *껴-)] 
πUO yO z . ii z 20~ 20 ‘ 

5. 습 첨객 <Wet deposition) 

(5-8) 

(5-9) 

(5-10) 

플륨이 이동해 나가는 과정 중에 비를 만나면 rainout 또는 washout 과정올 통해 

지표면에 침적되게 되는데， 폴륨으로부터 제거되는 물질의 분율， μsec -!)늠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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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식으로 표현된다[5-8] . 

A = CR (5-1 1) 

여기서. R은 강수율(mm/hr). C는 비례상수이다 A는 10-5 
- 1O-~ sec- 1의 값을 

가지며 C는 안정이나 중립의 대기상태 하에서는 lO-4 hr /mm-sec. 불안정한 대기상태 

하에 서 는 1O-3 hr/mm-sec의 값올 갖는다[5-8]. 

건 침적과 습 침적을 결합하면 지표면 농도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d X . •••• y2 h2 x = _ exp[-(느윤 + Mt + _J_τ +-τ)] 
πiïo yO z ' u Z 2o~ 2o~ 

(5-12) 

건 침적과 습 침적에 의해 지표면에 침적된 총 방사능(CiI m 2 )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XD (Vd + vwh (5-13) 

여기서 Vw 는 습 침적 속도로 다음과 같다. 

(5-14) 

6. 방사성 붕괴 및 자빽총 누적 

사고시 노심 내에 방사성 통위원소 I의 양이 이라면 환경으로 방출 가능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통위원소 I의 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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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 = f(Oi (5-15) 

이 방사선원항은 다음 식에 의해 방사성 붕괴를 하게 된다. 

짜
엑
@
 

이
 

(5-16) 

이 식의 해는 다음과 같다. 

F( (t) = Fje-λ1 I (5-17) 

따라서 , 격납건물 파손 (t = tc) 이후 환경으로의 방출 선원은 다음과 같게 되며 , 

Q/ = f/Qïe- kll, (5-18.a) 

플륨 방출 후 바람 방향으로의 임의의 거리 x에서의 방사성 동위원소 I 의 양은 

다음과 갚다. 

Q/ f/Qïe-kl(lc + xl피 (5-18.b) 

만약， 모때종의 붕괴로 인하여 자핵종이 생성되면 이 자핵종의 환경으로의 방출 

가능한 격납 건물 내의 양은 다음과 같다. 

FD = fDOÕ (5-19) 

여기서. Q~는 노심 내의 자핵종 D의 양이다. 이는 다시 다음 식을 따라 방사성 

붕괴와 모핵종의 붕괴로 인한 생성올 병행하게 된다. 

dFn 
-=.!스 = λ_F_ - λr、F，、

dt t' t'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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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의 해는 다음과 같다. 

‘ λ_ F.。 “ , . 
Fn(t) F~e-J. o! +. "" (e- J. o! - e-"P') 

λp λD 
(5-21) 

격납용기 파손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자핵종의 양은 다음과 같다. 

λpfpQL -A i -k t 
Qo = foQ~e-Ào’‘ + 

λP λD 
(5-22) 

플륨 랑출 후 염의의 거리 x에서의 자핵종 D의 양은 다음과 같다. 

e -Ào (t‘+씨Qo foQõe-Aoll, "X/U} + ~ ~ -~ [e-AOl1,""U}_e 
λP λD 

、
.
，
.
，

u U 4 
e u 

ν
 

nu 
4 

p‘ 

Ip 

-D 

4 

-
e 
--

。

nv 
-

「1
J

‘
→-
n
Y

p 
--+ 

(5-23) 

식 (5-23) 의 처음 두 항은 거리 x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초기 자핵종의 붕피로 

인한 양이며 마지막 항은 이통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핵종의 붕피에 의해 추가되는 

양이다. 

식 (5-12)는 이러한 방사성 붕괴를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x Q(X) VdX y2 h2 
= τ--‘exp[ -(ττ + Mt + ~ + -::=-=--:,)] 

πUO' yO' z U z 2 0'~ 2 0'~ 
(5-24) 

여기서. Q(X)는 자핵종의 경우에는 식 (35-23) . 모핵종을 포함한 다른 방사성 

통위원소는 식 (5-18)올 따른다. 이 식 (5-24)는 기상 상태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선원으로부터 임의의 거리 x에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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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 반류 영향(Building wake effect) 

이 전의 확산 방정식은 점선원 (point source) 가정하에 유도되었는데 실제로는 방출 

플륨이 원자로 건물로부터 방출될 때 대기로의 확산은 반류지역에서의 난류에 의해 

증가한다. 이는 다음 식에서와 같은 분산계수를 보정함으로써 고려하게 된다[5-9]. 

2 , CA , 1/2 
; = (6y + 」)

π 

2 , CA , 1/2 
따 (cr~ + ..::...::.) 

π 

(5-25) 

(5-26) 

여기서， e; 과 e;은 보정된 수평 및 수직 분산 계수. A는 바람 방향과 수직 방향의 

건물 단면적 c는 0.5 - 2.0의 범위를 갖는 shape factor 이다. Reg. Guide 1.45[5-

6] 에 의하면 방출시작 후 8시간 이내에 shape factor 0.5와 원자로 건물 단면적의 

최소값을 이용하여 이 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었다. 

8. 플륨 상숭 

식 (5-24)에 포함되어 있는 방출고도 h는 부력에 의한 플륨 상숭을 고려하기 위해 

수정 되어야 하는데 보정된 방출고도 h’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h’ = 2.6(투)1/3 + h 
us 

여기서. F는 다음 식으로 주어지는 부력속(buoyancy flux) 변수이다. 

F = 8.79 x 10냉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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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 는 열방출양(watts). u는 흘륨 상승 동안의 평균 풍속 s는 주위 온도와 

기온저하율 (Iapse rate)에 의존하는 안정도 변수이다 s의 값온 CRAC2 [ 5-10 ] 

코드에서는 대기안정도 E의 경우에는 8.7 x 10-4 대기안정도 F의 경우에는 

1. 75 x 10-3 의 값이 이용되었다. 

중립이나 불안정한 대기상태 (A - D)에서는 다음 관계식이 이용된다[5-11 1. 

h’ 1.6F I13 x213 U -1 + h (5-29) 

여기서 x는 플륨 이동거리이다. 

건물 반류지역에서의 난류의 증가로 인하여 부력에 의한 플륨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하여 임계속도를 정의하고 이 속도 이상에서는 플륨 상승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임계 속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09F '" u ’ = (gf-)l/3 

여기서， L은 원자로 건물의 높이이다. 

제 3 절 펴폭선량 계산 방법론 

1. 개요 

(5-30) 

원자력 발전소나 기타 방사성 물질 취급시설의 사고로 인한 위험도의 총합적인 

평가를 위해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인체의 피폭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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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따라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다음 주변 지역의 대기나 지표 

등에 확산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들 확산된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하여 

방출되는 방사선으로부터 주변 인구집단에 미치는 흡수 선량올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변수로써 피폭 경로， 피폭시간， 피폭을 당하는 

신체의 조직， 방사성 때종의 농도， 그리고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둥올 들수 

있다. 본절에서는 임의의 인체 장기가 받는 피폭량 즉 흡수 선량올 경로별로 

평가하는 제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본다. 

2. 피폭 경로 분석 및 홉수 선량 정의 

본 절에서는 피폭 경로， 피폭 시간， 피폭자의 위치， 피폭을 당하는 신체의 장기. 

방사성 때총， 그리고 방사선의 총류별로 피폭에 관련되는 모든 개념들을 정의한다. 

가. 청로별 피폭 

일반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정상 가동시나 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누출에 의한 인간의 

피폭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포와 피폭자와의 관계에 따라 외부 피폭(external 

exposure) 및 내부 피폭(internal exposure)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좀더 살며 

보면 다음의 여섯가지 경로로 세분할 수 었다. 

<D 방사성 물질율 포함한 구름에 의한 외부 피폭 (Cloudshine) 

@ 침적된 지표상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 (Ground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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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과 피부에 침적된 방사성 불질에 의한 외부 피폭 (Skin and clothing) 

@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 (Air Inhalation) 

@ 재부유된 방사성 물질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 (Resuspension 

Inhalation) 

@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 (Food Ingestion) 

실제적인 피폭은 방사성 핵총의 붕괴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전반 호으 ,'-

특정 조직에 흡수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하며 이 값은 흡수 선량(absor bed dose)으로 

정의된다. 

외부 피폭에 의한 흡수 선량 계산은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인체 외부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 분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인체 

외부의 혜종 분포라 함은 위의 분류에서 보다시피 공기중에 부유하거나 지표면 혹은 

피부나 의복 둥에 침적된 핵종의 농도 분포를 말한다. 이 분포를 알게 되면 다음 

과정으로 흡수 선량올 계산하게 된다. 

내부 피폭에 의한 흡수 선량 계산은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첫째 

방사성 핵종의 누출 선원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인간이 음료나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게 되는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Cact ivi ty) 양이며， 둘째 인체 내부에서의 여러 

경로를 통한 핵종의 분포， 세째로 핵총의 붕괴로 인한 특정 장기의 흡수 선량 

계산이다. 

나. 시간별 피폭 

또한 방사선 피폭은 시간에 따라 조기 피폭 (early exposure) , 장기 피폭(l 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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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과 전생애 피폭(Iifetime exposure) 등으로 나눌 수 있눈 데， 조기 피폭은 

사고 직후 및 비상 대웅 시점 전후에서의 피폭올 말하며， 장기 피폭은 사고 후부터 

수년 이내의 피폭올 그리고 전생애 피폭은 사고후부터 사망시 까지의 피폭의 

누적치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피폭 경로의 분류롤 피폭 시간과의 관계에 의해 살펴보면， 

<D 방사성 물질올 포함한 구룹에 의한 외부 피폭은 방사성 구름이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만 일어나므로 주로 조기 피폭에만 관련된다. 

@ 침적된 지표상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은 방사성 구름 속의 핵종이 

지표면에 침적된 후에서 시작하여， 침적된 핵종이 피폭자 주변의 지표면에서 

지하로 이동해 들어가거나 풍화 작용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기 

전까지는 계속되므로 조기 피폭과 장기 피폭에 공히 관련된다. 

@ 의복과 피부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은 조기 피폭에 관련된다. 

@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은 방사성 구름이 폰재하는 

동안 만올 고려하므로 조기 피폭과 관련된다. 

@ 재부유된 방사성 물질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은 조기 피폭은 물론 

지표면의 핵종이 계속 폰재하는한 재부유되므로 장기 피폭에도 관련된다. 

@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음료나 음식물 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은 조기 피폭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었으므로 장기 피폭에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 (5), @의 경우는 내부 피폭이므로 인체 내에 흡입된 방사성 핵종이 

소멸되거나 피폭자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피폭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핵종의 인체 내에서의 유효 반갑기 (effective biological half-life)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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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다면， 보통은 홉입 시첨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인 70세까지의 피폭올 계산한다. 

내부 피폭의 경우는 방사성 핵종의 흡입 시간과 방사선 피폭 시간올 구별하여야 

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 경로에 따라 사고후의 시간올 피폭 시간 및 흡입 시간과의 

관계로 나타내면 표 5-6과 같다. 

피폭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효과는 크게 피폭 직후 나타나는 급성 효과와 암 

발병과 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지연성 효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급성 효과는 조기 피폭의 결과로 나타나며， 만성 효과는 조기 피폭， 장기 피폭 

그리고 전생얘 피폭에 공히 관련된다. 

다. 거리별 피폭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시 피폭의 정도는 사고 시점으로부터의 피폭자 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지형 및 풍향. 풍속 퉁과 같은 기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보통 사고의 전체 규모 분석시는 보통 사고 지점으로부터 2000 

때 거리까지의 계산올 수행한다. 또한 발전소나 기타 원자력 시셜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전산 코드들의 상호 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보통 lkm 떨어진 지점과 30 km 

떨어진 지점에서의 피폭의 계산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라. 신체 장기별 선량륨 

시간 t에서 피폭경로 p를 통해 방사성 핵종 j가 내는 특정 방사선 j가 위치 roll 

위치한 피폭자의 신체장기 배l 미치는 홉수 선량률(absorbed dose rate)ol 

b{p.k, i , j , t) 라면， 모든 가능한 피폭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핵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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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장기 k가 홉수하는 등가 선량률 (equivalent dose rate) 

(5-31) 

Ht(r , t) 는 아래와 같다. 

H(k ,r , t) = LLL κD(p， k ， i ， j ， r ， t) 

k가 장기 신체 피폭자의 위치한 버l 지점 t에서 시간 H (k,r, t)는 여기서， 

경로를 여섯가지의 만일 변수로 경로 피폭 p는 선 량륨(Sv/sec) • 등가 흡수하는 

수
 
’ 핵종 변수로 고려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고려하면 P=6 이 된다 / 는 방사성 

가중치 방사선 - ~"J '-스
 
’ 종류의 방사선 핵종이 방출하는 그 변수로 방사선 J -C: 

(radiation weighting factor)로 방사선의 LET에 의해 결정된다. 베타선과 감마선에 

경로 p를 통해 b(p ,k , i , j ,r, t)는 시간 t에서 피폭 또한， 대해서는 l을 사용한다. 

미치는 흡수 선량훌(Gy/sec) 핵종 j가 내는 륙정 방사선 j가 신체장기 JíOII 방사성 

이다. 

적분하면 누적된 H(k,r, t)를 피폭 시간 1로 위 식에 외해 계산되는 퉁가 선량률， 

방사선 피폭에 값은 퉁가 선량(equivalent dose). M.k，r)를 계산할 수 있으며 , 이 

효과를 지연성 같은 발생과 암 장기별 및 효과 생물학적 급성 장기별 의한 

(5-32)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즉 아래의 식이 된다. 

H(k ,r) = r 제k， r ， t)짜 

감소를 전반에 걸친 피폭 효과를 평가하거나 암피폭에 의한 평균 수명 또한 인체 

선량 퉁가 선량올 모든 장기에 대해 가중 평균한 실효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기별 

(effective dose) 이란 개념이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정의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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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r) = 훌WkH(k ， r) (5-33) 

여기서 . E( r)는 피폭자의 실효 선량(Sv). k는 신체 장기 변수로 고려하는 신체 

장기의 수， 싼는 신체 장기별 암발 생확률 및 치사율올 고려하여 정해지는 조직 

가중치 (tissue weighting factor) 이다， ICRP 60의 권고에 의한 조직 가중치는 표 

5-7에 나타나 있으며，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K 

X그κ =1 (::i-3~) 

마. 핵종별 선량률 

일반적으로 방사선의 선량률은 핵종별로 계산되므로 아래식과 같이 핵종별 선량률올 

정의한다. 

J 

Hψ， k ， i ， r， t) = LκD(p， k， i ， j， r， t) 
<1=1 

(5-35) 

여기서 . H(p， k ， i ， r， t) 는 피폭 경로 p를 통해 시간 t에서 방사성 핵총 j로부터 신체 

장기 k가 흡수하는 둥가 홉수 선량롤(Sv/sec) 이다. 위의 핵종별 등가 선량률은 

핵종의 농도와 비례하므로 아래와 같이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비례 상수를 

선량률 환산 인자 (dose rate conversion factor) 라 정의한다. 

H(p ,k , i ,r , t) '7 Rk,p ,i x Q(p, i ,r ,t) (5-36) 

여 기 서 , 싸，p， i는 경 로별 선 량률 환산 인자(Sv/방사능 농도)， ~p， i .r. t)는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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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에서의 핵종 j의 경로 p에 관계되는 농도(Bq/물질)이다. 선량률 환산 인자는 단위 

농도의 방사성 핵종 j가 경로 p를 통해 신체 장기 kOll 주는 흡수 선량륨을 

의미한다. 위 농도는 경로별로 단위가 다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공기중으로부터의 

피폭 계산시는 공기중 농도인 QaC Bq/m3 ) 가 사용되며， 지표면 침적에 의한 피폭의 

경우는 지표면의 농도인 째Bq/m2 ) 가 사용된다. 또한 내부 피폭의 경우는 방사능량인 

IlBq)가 사용된다. 

위 식은 방사선원과 신체 장기 사이에 차폐체가 없는 경우이며， 차폐체가 존재하는 

경우는 차폐 계수 (shielding factor)를 위식에 곱해 주어야 한다. 즉 

H(p ,k ,i ,r ,t) = S p ,i X Rp.k.i x Q(p ,i ,r ,t) (5-37) 

여기서 Sp， i‘는 경로 p에 폰재하는 차폐체에 의한 차폐 계수이다. 

공기중이나 지표면에서의 외부 피폭의 경우， 공기에 의한 차폐 효과는 보통 

무시되며 건물이나 차량 퉁이 주요 차폐체가 되며 의복 오염에 의한 외부 피폭의 

경우 의복이 차폐체가 된다. 내부 피폭의 경우 방사성 핵종이 누적된 장기와 

피폭받는 장기 사이의 모든 신체 조직이 차폐체가 된다. 또한 외부 피폭의 경우라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장기가 피부에서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는 피부로부터 

장기까지의 모든 신체조직이 차폐체가 된다. 

바. 방사선의 종류별 피폭 

위에서 언급한 차빼체의 효과 및 피폭의 생물학적 효과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방사선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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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방사선은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직접 전리 방사선 및 

간접 전리 방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접 전리 방사션 

전하를 갖고 있는 알파나 베타와 같은 하전 입자 방사선은 물질 속올 이동할 때 

이동 경로 주위에 위치하는 원자나 분자들의 궤도 전자들과 전기적인 상호 작용 

(Coulomb interaction)을 하게 된다. 즉 이들 궤도 전자들올 밀치거나 당겨 

여기시키거나 전리시키고 자신은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앓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멈추게 된다. 하전 입자 방사선이 멈추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비정이라 하고 5 MeV 

알파나 1 MeV 베타 입자의 생체조직 내에서의 평균 비정은 각각 6 μm와 0.5 cm 

정도이고 공기속에서는 각각 4 cm와 4 m 정도이다. 여기 또는 전리되는 궤도 전자의 

분포는 하전 입자의 진행 방향으로는 어떤 평균값올 중심으로 무작위한 분포를 

이루고 진행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올 보여준다. 이상의 

설명에서 하전 입자 방사선은 인체 내의 특정 장기에 누적된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경우 이들 입자들의 에너지 전부가 그 장기에 홉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인체 외부의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경우 대부분이 공기층에서 차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베타 입자의 경우 피폭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나 피폭자의 옷이나 피부에 오염된 동위원소의 경우 이들에 의한 외부 

피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간껍 전리 방사션 

중성자와 같은 비하전 입자나 X선， 감마선과 같은 전자파 형태의 광자는 전기적으로 

충성이므로 물질을 직접 전리시키지는 못하나 물질 내부의 원자핵이나 궤도 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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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충돌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고속의 전자나 핵자와 같은 직접 전리 능력올 가진 

이차(secondary) 하전 입자들을 방출하게 된다. 광자의 경우는 광전 효과， 콤프톤 

효과 그리고 썽생성 (pair-production) 동의 방식에 따라 고속 전자를 방출하고， 

중성자의 경우 핵반웅을 일으켜 그 부산물인 알파나， 양자， 혜분열 생성물들올 

방출하거나 수소나 헬홈과 같이 가벼운 원자핵과 충돌하는 경우 그들 원자핵들을 

직접 방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간접 전리 방사선들도 총국적으로눈 고속 전자나 

중이온 입자들을 만들어 내어 물질율 이온화 시킨다. 

직접 전리 방사선이 물질을 통과할 때 방사선 궤적의 단위 거리닦 물질이 홉수하논 

에너지를 선형에너지 전이 (LET) 혹은 정지능(stopping power) 이라 하는데 신체 어느 

한 조직이 LET가 다른 두 종류의 하전 입자로부터 같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였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ICRP 60에서는 방사선 총류에 따른 

방사선 가중치 M;· 를 사용하여 퉁가 선량을 계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외부 피폭 계산 

혜종이 인체 외부에서 붕괴하여 인체 내부의 조직 kOll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체 외부의 혜종의 농도 분포， 혜총과 인체와의 차폐체， 핵종의 인체 

투과 정도 및 인체의 노출 시간 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혜종의 3차원 

분포를 고려하여 해종의 농도를 Qa.;(X ,y , z , t) 로 표현하면 

아 ;(t) = JH St.;(x ,y ,z ,t) x Rμ (x ， y ， z) x Qo ,; (x , y ,z ,t)dxdydz (5-38) 

여기서 ， (x,y , z)는 핵총 j와 피폭자와의 상대적 위치 좌표 ， Ðk ，i(t) 는 시간 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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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외부에 분포하는 핵종 j가 조직 k에 미치는 흡수 선량률(Sv/sec} . 

Rk,j (x ， y ， z) 는 (x.Y. z)에 위치한 핵종 j의 인체 조직 k에 대한 선량률 환산 인자(Sv 

m3
/ 8Q sec}. Sk.j (X，y， z， t) 는 (x.y.z)에 위치한 핵종 j의 방사선이 인체 조직 kOIl 

피폭되는 과정에서 시간 t에 존재하는 모든 차폐체에 의한 차폐 계수이다. 

감마선의 경우 공기에 의한 차폐는 보통 무시될 수 있으며 오히려 산란 감마선에 

의한 증대 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이 두 현상올 무시한다면. 위 차폐 계수는 

외부 차폐체에 의한 차폐 계수와 내부 차폐에 의한 차폐 계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J 

S .. ,j(x ,y ,z,t) = 훌그작(j， x ， y， z， t) X 81η (j) x 짜 s,j (j) (5-39) 

여기서 , Sj (j， x ，y ， z， t) 는 지정 (x.y.z)에 위치한 핵종 j의 방사선 j가 피폭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시간 t에 존재하는 모든 차폐체에 의한 차폐 계수. 

55. j(j)는 핵종 j의 붕괴시 방출되는 방사선 j의 피부 조직엑 꾀한 차폐 거!수， 

rk. j(j)는 핵총 j의 방사선 j에 의한 신체 조직 k의 피부 조칙에 대한 흡수 

선량비이다. 여기서， 피부조칙에 의한 차폐계수는 D. C. Kocher에 의해 표 5-9와 

같이 제시되었다[5-12] ， 

만일 인체 외부의 방사성 핵종의 분포가 시간 r 동안 불변하고 핵종의 분포 범위가 

외부 차폐체의 크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다면， 시간 T 동안 받는 총 피폭선량은 

Dk./Ú) 는 

·@ 

爛
” ” x n 

ι
 

x 치
 

” ” x t ‘ , 
、

h R M 
x 

μ
 

e 
나
 

x f 
i 

-꺼
 

·’ ” a D 
(5-40) 

여기서. 't는 피폭자와의 방샤능에 대한 노출시간(sec). 5k. j는 시간 r 동안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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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꽤계수 . Dk. j(.r) 는 시간 t 동안 받는 흡수 선량(Gy) 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Dk. j(.r) 는 둥가 선량(equivalent dose)이나 외부 방사선의 경우 감마나 베타선만 

고려하므로 홉수 선량은 동가 선량과 같은 크기의 값율 갖는다. 

감마선의 경우 외부 차혜 계수는 격자로부터 피폭자를 향쾌 방출된 감n] 션의 

공기층과의 흡수 및 산란에 의한 차폐， 격자로부터 타방향으로 방출된 감마선이 

공기와의 충돌로 인하여 산란된 다음 피폭자에 도달하게 되눈 증대현상 (bui ld-up 

effect). 그리고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외부 차폐체에 의한 차폐 동의 영향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k,i (X ,y ,z,t) = Sk.i (t) x B(μ， μ a ,r) x exp[-μ xr] (5-41) 

여기서 . Sk, j( t)는 방사성 핵종과 피폭자 사이의 차폐체에 의한 차폐 계수 r은 

방사성 핵종과 피폭자와의 거리 (m) ， D-μ ， μa .r)은 방사성 핵종과 피폭자 사이의 

공기에 의한 중대 계수 (build-up factor) , μ는 공기에 의한 감마선 감소 계수 

(at tenuat ion coefficient , m-1
). μa는 공기에 의한 감마선 흡수계수 (absorption 

coefficient. m- 1 ) 이다. 보통은 공기에 의한 차폐나 증대는 무시한다. 만일 외부 

차폐체가 유한한 시간 E 동안만 존재하고 감마선과 베타선에 대한 외부 차폐 

계수가 같다면， 유효 차폐 계수는 

T- 1'.. 1'.._ ~ 
Sr，tAT)=[~+SoX~]X ) ‘ s.<J(j) X 다 i (j) (5-42) 

T T J 

이며 여기서， 15는 외부 차폐체가 폰재하는 시간(sec). So는 외부 차폐 계수이다. 

외부 차폐 계수는 Burson 과 Prof io에 의해 표 5-10에 제시되었다[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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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성 물질올 포함한 구름에 의한 외부 펴폭 

1) 준무한대 근사(semi-infinite approximation)의 경우 

만일 대기내 핵종의 농도 분포가 균일하며 핵종이 무한히 폰재하고 핵종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외부 차폐체가 없다고 가정하면 피폭자의 흡수 선량은 

피폭자의 위치에 무관하며 아래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Dk.j(r) = r x Dk.a.∞，i = r x Rk，a，∞.i XQa ，∞」

여기서 ， Dk.i(t)는 피폭자의 장기 k가 시간 t 동안 받는 등가 선량(Sv) , 

(5-43) 

D" _ _, f= -
k.n.∞'-

피폭자의 장기 k가 무한 공간의 핵종 j로부터 받는 퉁가 선량률(Sv/sec)， t는 

피폭자의 장기 k가 방사성 구름에 노출된 시간(sec) , Rk， a ， ∞， i는 무한 공기에 의한 

흡수 선량륨 환산 인자(Sv.m3/Bq.sec) ， Qa ∞ i는 무한 공기중의 핵종 i의 시간 평균 

농도(Bq/m3 ) 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실재하지 않으나 방사성 구름의 분포가 매우 곤 공간을 차지할 

때는 위 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준무한대 근사(semi-infinite cloud 

approximation) 2} 한다. 여기서 피폭자는 지상 1m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부 차폐체는 없으나 피부 조직이나 인체 내부 조직에 의한 내부 차폐는 

고려하여야 하는데， D.C. Kocher 등은 내부 차폐 계수까지 포함하여 흡수 선량률 

환산 인자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핵종별로 도표화되는 홉수 선량률 환산 인자는 

방사선별 선량률 환산 인자의 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J 

Rk.a ∞，i =QX훌Xa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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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J는 핵종 j의 붕괴사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 변수 . J는 핵종 j의 봉괴시 

방출되는 감마선과 베타선의 총 가짓수 . Xa ∞ j(j)는 핵종 j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J의 공기충이 홉수하는 평균 홉수 선량 밀도 a는 선량 에너지 변환 상수(1. 6x lO- 1O 

Gy.g/MeV). rk. aU‘)는 방사선 j에 의한 신체 조직의 공기에 대한 흡수 선량비， 

55. j(j)는 핵종 j의 붕괴시 방출되는 방사선 j의 피부 조칙에 의한 차폐 계수， 

rk. 5. j(j)는 핵총 J의 봉괴시 방출되는 방사선 j에 의한 조직 k의 피부에 대한 

흡수 선량비이다. 

준 무한 근사에 의해 모든 공간이 균질한 방사선원이므로 임의의 위치의 공기가 

홉수하는 에너지도 역시 균질하게 된다. 단위 질량의 공기가 홉수하는 에너지는 

같은 질량 내의 공기 부펴 내의 방사선원 농도에 비례하므로 평균 공기 내의 

홉수선량은 

간.jEj 
Xa•∞.i (j)=~ 

f' a 

(5-45) 

여기서， 셔，∞• j(j)는 단위 부피의 방사성 핵종의 붕괴에 의한 공기내의 흡수에너지 

밀도(MeV.cm3/g) ， rj.j는 핵종 j의 단위 붕괴당 방사선 J’의 방출비 . Ej는 방사선 

j의 에너지로서 감마 봉괴의 경우 감마션의 에너지， 베타 붕괴의 경우 베타선의 

평균 에너지 (MeV) , Pa는 공기의 밀도(g/cm3 ) 이다. 또한 방사선 j에 의한 신체 조직의 

공기에 대한 흡수 선량비 , rk.a(j)는 감마선의 경우 다음 식이 된다. 

rk.a (r) =센L 
rm,D 

(5-46) 

여 기서 , μ!m.k는 인체 조직의 질량 감마선 흡수 계수(mass absorption coefficient. 

cm2/g) , μm， a는 공기의 질량 감마선 홉수 계수(mass absorption coefficient. c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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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빼타선의 경우는 

S_ ‘ 
다.a (β)= 당'." 

-m,a 

(5-47) 

이고， 여기서 Sm， k는 인체 조직의 질량 정지능(mass stopping power , MeY.cm2/g). 

Sm， a는 공기의 질량 정지능(mass stopping power , MeV-cm2/g) 이다. 위의 질량 

갑마선 흡수 계수나 질량 정지능은 모두 방사선 에너지의 함수이다. 

2) 핵총의 유한 공간 분포 챔우 

핵종의 공기 중의 분포가 유한하고 비균질하다면 흡수 선량률 계산올 위해서는 

핵종의 3차원 농도 분포를 알아야 하며， 설사 이를 안다 하더라도 핵종이 위치하는 

전공간에 대해 3차원 적분올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오랜 계산 시간올 필요로 

하므로 많은 경우에 근사식올 사용하게 된다. Gaussian 플륨 모델의 경우. D. H. 

Slade는 방사능 구름의 중섬이 고도 Z에 있고 수직 표준편차가 Oz일 때의 준 무한대 

근사식에 보정계수 f( z， oz)를 곱해주어 흡수 선량률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5-14] . 

ÐIc •j ( T) = T x ÐIc,i = T x RIc .a.∞，i x Qa.j(Z) x f(z , U z ) (5-48) 

여기서 Qa , i(Z)는 방사성 구름의 중심선 높이 .zoIl 서의 핵종 j의 농도 • t( Z ， UZ)는 

중심선이 높이 z이고 수칙 분산이 (jz인 Gauussian 방사성 구름에 의한 보정계수， 

O，는 방사성 구름 내의 핵종의 수직 방향 농도 분포의 표준 편차이다. D. H. 

Slade의 보정계수 f( z， oz)는 표 5-11에 주어져 있으며， 이는 RSS와 CRAC2에 

사용되었다. MACCS 에서는 위의 Oz 대신에 (OYX(jz)0.5 률 고도 Z 대신에 (; + })0.5 

를 사용하여 보정 상수를 위 표에서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5-15]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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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도 유한한 구름 동에 웅용할 수 있는 기하학적 보정상수를 계산하였다[5-16]. 

3) 차빼체가 혼재하는 정우 

공기층 자체에 대한 감마션의 차폐는 무시해도 좋지만， 피폭자가 자동차나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건물벽에 의한 차폐로 인해 피폭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정하여 

주어야 한다. 

Dk ,j{r) = r x Skir) x Dk ,j (5-49) 

여기서 ， Sk， /Ú)는 외부 차폐체에 의한 유효 91 부 차폐계수 (effect ive external 

shielding factor) 이다. 이 유효 차폐 계수는 단일 차폐체의 존재의 시간 변화를 

고려한 값으로써 다음과 같다. 

Ei 
a 

r 
x o 

eu + 살
 

r 
--、

η
/
’
·
、

l‘ 
eu 

(5-50) 

여기서， 자는 차폐체가 폰재하는 시간(sec). So는 외부 차폐 계수이다. 

Muller 와 Prohl 은 ECOSYS-87에서 피폭받는 장소에 따른 차폐 계수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5-17) . 

Sk ,l (r) =훌So x ro (5-51) 

여기서 • So는 피폭받는 장소에 따른 보정계수 • rO는 피폭받는 장소에 거주하는 시간 

분율이다. 위 식은 식 (5-50)율 보다 일반화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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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RC는 인간의 평균 활동및 건축물 내의 거주시간 통계에 근거하여 유효 차폐 계수 

0.75를 사용하였으며 [5-18]. Legrand 둥도 건물 종류에 따른 차폐 계수를 

제시하였다[5-19] . 

4) 이통하는 방사성 구롬의 청우 

방사성 구름이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외부 피폭 계산은 첫째 방사성 구름 내의 

방사성 핵종의 농도 변화를 시간과 3 차원 공간의 함수로 구해 낸 다음 피폭자와의 

거리 및 차폐체를 고려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적분올 수행하여야 한다. 즉， 

Drþ;,i = J:dtJJJ Sk ,i(X,y ,z,t)xRk ,i (x ,y ,z) 씨 (X，y， z， t)값械 (5-52) 

여기서 • Tc는 방사성 구름이 폰재하는 시간(sec)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앞부분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가) Gaussian 플륨 모웰 

계산의 첫 단계로 시간에 따른 방사성 구름의 공간 분포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지형이나 풍속， 기후 조건 둥에 따라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원론척으로는 공기와 

방사성 물질의 3차원 유체 방정식올 다루어야 하나 정확한 해는 구할 수 없으므로 

많은 가정과 단순화가 필요하다. 보통은 매우 간단하고 비교적 잘 맞는 Gaussian 

플륨 모댈올 사용하여 플륨의 중심선이 바람에 따라 x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고 이때 

플륨의 다른 두 방향의 분산강 (Jy와 (Jz 강을 풍속 및 기상 조건에 따른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여 방사성 핵종의 공간 분포를 구하게 된다. 지형이 매우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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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는 미시적으로 이 모델의 적합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구름의 3차원 

공간 분포가 구해져 있다는 가정하에 비균질 분포로부터 지표면의 한 피폭자가 받는 

흡수 선량 계산 방법을 다룬다. 이 문제 역시 단순하지는 않으며 , 몬테카를로와 

같은 확률적 방법을 통해 계산하기도 하지만 계산 시간의 절약 및 경제성을 위하여 

여러가지의 단순화가 이루어진다. 

나) Spherical Approximation 

KAERI 의 연구는 3차원 공간올 작은 입방형 격자로 세분화하고 다시 입방형 격자를 

균질한 농도를 갖는 구형으로 단순화하였다[5-20] . 이때 구형으로부터 거리 r 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피폭자가 받는 선량은 

아 i (t) = & i (t) X Rk i x fmg ut sk i 끼d (5-53) 

여기서 . (Ja ， j(t)는 격자내 방사성 구름의 평균 농도(Bq/m2 ) ， Rk, j는 방사성 핵종 

j로부터 받는 장기 k의 홉수선량률 환산인자(Sv.m3/Bq.sec) ， Sk. j(r)는 격자와 

펴폭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에 의한 차뼈 계수 r은 격자내 방사성 핵종 

위치와 피폭자와의 거리 (m) ， rmin은 피폭자와 구형격자 표면과의 거리의 최소값(m) • 

rmax은 피폭자와 구형 격자 표면과의 거리의 최대값(m) ， Bmax눈 구형 격자의 중심 

및 표면의 경계가 피폭자와 이루는 각도(rad) 이다. 위 계산은 격자의 크기가 격자와 

펴폭자와의 거리에 비해 작을 수록 첨선훤 근사(Point source approximation)에 

접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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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척된 지표상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펴폭 

일반적으로 한 시점 t에서 지표상의 한점 (x.Y)에 위치한 어느 피폭자가 지표면에 

분포한 핵총 j로부터 받는 외부 피폭에 의한 장기 k의 흡수 선량률은 지표상의 농도 

분포를 고려한 2차원 척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통상 장기 k의 위치는 지상 1 m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표상의 농도는 방사성 핵총을 포함한 구름에서 

지표면으로 침척되어 눈이나 비와 같은 기상 변화와 토양의 성질 둥에 따라 

지표면에서 이동해가거나 지표면 밀으로 침적해 들어가는 현상들을 고려하여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여야 한다. 지표면 한지점 (x.y)에서의 핵종 j의 농도 Qg, jCr ,y , t)의 

변화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 

d'Q"J(x,y ,t) 
ð" dt . = Vj(t)- À. e,g,j X Qg,j(x ,y , t) (5-54) 

여기서 . Qg. j(x,y , t) 는 지표면에 침척된 방사성 핵종 j의 농도(Bq/m2 ). Vj(t)는 

공기중 방사성 핵총 j의 지표면으로의 침적 속도 (Bq/m2.sec) , λe ， g， j는 방사성 핵종 

j의 지표면상의 유효 제거 상수O/sec ， λg， j + λ j) ， À.g , j는 방사성 핵종 j의 지표면 

상의 혹은 지표밑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제거 상수0/ sec), À. j는 방사성 핵종 j의 

자연 붕괴 상수O/sec) 이 다. 

여기서 공기중 방사성 핵종 j를 포함한 물질의 지표면 침적률 κ( t)는 

κ (t) = vj X ra,g,j X Qg.j(x,y ,z = O,t) (5-55) 

이며， 여기서 Vj는 공기중 방사성 핵종 j의 침적 속도(m/sec). ra ,g , j은 공기중 

방사성 핵종 j 농도의 지표면으로의 이동분율 ， Qg, j(x,y ,z=O, t)는 지표면 위의 

공기중 방사성 핵종 j의 농도(Bq/m3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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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중 방사성올 포함한 미진의 침적 속도는 입자의 무게 및 크기에 따라 중력과 

부력이 같게되는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를 갖게 되며 이를 하강 속도라 한다[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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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7 
.j 

nr 
g 

n7 
시
 

-mm 
oa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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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 ----v (5-56) 

여기서 . d는 방사성 핵총 j를 포함한 미진의 직경 (cm). g는 중력 가속도 ， pj는 

방사성 핵총 j를 포함한 미진의 멸도(g/cm3 ) ， Pa는 공기의 밀도(g/cmJ) ， ”는 공기의 

점도 (viscosity. 185x10~ poise = g/cm-sec) 이다. 

만일 모핵종이 폰재하지 않고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가 칩적시간에 비해 충분히 

길다면， 

,.T. 
Qg,i(X ,y ,t) = κ x ra g i X L Qa i (x, y , z = 0, t엉t (5-57)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자는 방사성 핵종 j를 포함한 공기 혹은 구륨이 

존재하는 시간이다. 또한 만일 방사성 구름이 폰재하는 시간 동안은 핵종의 공기중 

농도가 일정하다면 지표면에 첨적되어 누적된 방사성 핵총 j의 농도는 시간 t > Tf 

에서 

Qg ,i (x ,y ,t) = κ x ra ,g,i x Qa ,i x π x exp(-À. j t) X/. .. "g ,i(t) (5-58) 

가 된다. 여기서 f .. ,g , j( t)는 지표면 상에 침적된 방사성 핵총 j의 풍화 인자 

(weathering factor) 이다. 풍화 인자란 방사성 핵종의 바랍에 의한 제거 , 물에의 

용해， 토양으로의 침투， 식물에 의한 홉수 둥을 고려한 감소 인자융로써 각각의 

동위원소별로 그값이 다르지만， 실제로 알려진 풍화 인자는 Cs-137 밖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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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값은 아래 와 같다[5-22] . 

fw ,g.i (t) = 0.63 x exp( -1.l 3 x t) + 0.37 x exp(-0.0075 x t) (5-59) 

여기서 시간의 단위는 year 이다. 

1) 준무한대 근사의 갱우 

만일 지표면의 핵종의 분포가 무한히 계속되며 농도가 균질하다고 가정하면， 

Qg. i(X.Y) = Qg. ∞. I 이고 흡수 선량률도 피폭자의 위치에 무관한 값올 갖는다. 시간 

r 동안 받는 장기 k 의 흡수선량은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다.j('r) = r x Dk•j = r x Rk.g.∞，; xQg‘∞.1 (5-60) 

여기서 . Dk, j(-r)는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 핵총 j에 의해 장기 k가 시간 r 동안 

받는 흡수 선량(Sv). 't는 피폭자의 장기 k가 지표면에 노출된 시간(sec). Dk‘g‘∞J 는 

무한 지표면에 균질하게 침적된 방사성 핵종 j에 의해 장기 k가 받는 흡수 선량률 

(Sv). Rk， g， ∞， j는 무한 지표면에 의한 흡수 선량률 환산 인자 (conversion factor) 

(Sv m,l/Ci sec). Qg， ∞， j는 무한 지표면상의 핵종의 농도(Bq/m2 ) 이다. 

선량률 환산인자 • Rk.i는 공기중의 피폭의 경우와 같이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 

Rk.g ∞ j=a x 훌 Xg페 (5-61) 

여기서 j는 핵총 j의 붕괴시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 변수 ， J는 핵총 j의 붕괴시 

방출되는 감마선과 베타선의 총 가짓수 ， Å강，∞， i(j)는 핵총 j에석 방출되는 방 1，) 선 

J를 공기충이 홉수하는 평균 홉수 선량 밀도(MeV/g). a는 선량 에너지 변환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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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x10-W Gy.g/MeV) , rk.a(j)는 방사선 j에 의한 신체 조직의 공기에 대한 홉수 

선량비 ， 5s , i(j)는 핵종 i의 붕괴사 방출되는 방사선 j의 피부 조직에 의한 차폐 

계수 ， rk, s, i(j)는 핵종 j의 붕괴사 방출되는 방사선 i에 의한 조직 k의 피부에 

대한 흡수 선량비이다. 

Jacob 등은 일기 둥에 의해 방해받지 아니한 지표면에서의 선량활 환산 인자를 

제시하였고 [5-23] 최근에는 C1 ick 둥에 의해 여러 종류의 다른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에 의한 선량롤을 계산하기 위해 보다 더 복잡한 모델들이 

제 시 되 었다[5-24] . 

2) 차빼률 고려한 갱우 

지표면으로부터 피폭받는 경우 55. j(j)는 베타선의 경우는 공기중의 경우와 같이 0.5 

이지만， 감마선의 경우 피부 조직에 의한 차폐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게되므로 l 

이 된다. 이 값들은 공기에 의한 피폭의 경우와 함께 표 5-8에 나타나 었다. 또한， 

실제로 지표면은 평탄하지 않고 기복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차폐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 k의 홉수 선량은 

Dk.i(T) = T x 14.g•∞ iXQg.∞.i XSg.i (5-62) 

이고， 여기서 5g， j는 지표면 방사성 핵종 i의 차폐 인자이다. 

비교적 평탄한 면이라도 차혜인자는 0.7 정도가 되고 도시의 경우 건축물에 의한 

차혜인자는 0.4 - 0.6 정도로 알려져 있다 Burson과 Prof io에 의해 제시된 차폐 

인자는 표 5-12와 같으며 [5-13] Hasemann 둥도 COSYMA 코드를 통해 건물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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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피폭자의 건물벽에 의한 차폐계수를 제시하였다[5-25] . 

3) 이풍하는 방사성 구름의 갱우 

지표면의 핵종 침적을 유발하는 방사성 구름이 진행하는 동안 혹은 직후의 피폭은 

공기중의 핵종의 농도에 따른 지표면의 핵종 농도가 시간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므로 

조기 피폭의 계산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계산 방식은 지표면올 

격자화하고 각 격자 공간에 플륨이 진입， 통과하는 시간들올 변수로 하여 지표면의 

농도를 계산한 다음 피폭자가 같은 격자에 진입한 후부터 진퇴할 때까지 받는 

피폭올 계산하는 형태를 취한다. 

가) CRAC2 모웰 

CRAC2에서는 플륭이 통과하는 시간의 지표면 농도를 플륨 통과 직후 농도의 반을 

취한 값으로 보고 흡수 선량률올 계산한 다음 여기에 시간올 단순히 곱하여 

흡수선량을 계산하였다[5-26] . 

DJc AT,.) 
다，;( T) =파감XT (5-63) 

이고， 여기서 r는 피폭자가 지표면의 방사능에 노출된 시간(sec) • 자는 방사성 

플륨이 격자를 떠나는 시간(sec). Dμ(깐)는 시간 자 에서의 장기 k의 흡수 선량률 

(Sv/sec) 이다. 

나) MACCS 모렐 

MACCS 모텔에서는 통과하는 플륨의 크기가 격자에 비해 작다면 시간에 따른 피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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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c.i (t) 는 풀륨이 진입한 후 진퇴할 때까지는 중가 할 것이며， 진퇴한 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한다라는 가정하에 지표면의 농도를 플륨이 통과하는 시간에서는 

선형적으로 중가하며， 풀륨이 통과한 후에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5-

27]. 플륨이 통과하는 시간의 지표면의 오염에 의한 신체장기 k가 받는 피폭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k.i(1') = 다 j(깐) xEz숲짜 (5-64) 

이고， 여기서 r는 피폭자가 지표면의 방사능에 노출된 시간((2 -(}' sec). Tc눈 

방사성 플륨이 격자를 떠나는 시간(sec). (}은 피폭자가 격자연에 진입하는 시간 

(sec) . t2는 피폭자가 격자연을 떠나는 시간(sec) 이다. 만일 피폭자가 플륨이 

통과하는 전시간 동안 격자 내에 위치해 있었다면 그 결과는 CRAC2의 결과와 

일치하게 된다. 플륨 통과후 선량 계산은 아래와 같이 선량률이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D /C .j (t) =Dμ(깐) x exp[-λ c x t] (5-65) 

이고， 시간 T 통안 지표면으로부터 받는 흡수 선량은 

다 j( 1') = ÐIc •j (깐)xrexp싸 xt짜 (5-66) 

이다. 여기서 λc는 플륨이 격자면올 통과한 후 선량의 지수적 감소 계수(sec -})이며 , 

이는 폴륨 통과후 8 시간 후 및 일주일 후의 총누적 선량올 계산한 값들로부터 

구해진다. 만일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가 Gaussian 플륨의 중심선으로부터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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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위 계산식들에 비중심선 보정 인자를 곱해 주어야 한다. 즉， 

Dk ,i = Dk ,;(T)xfG (5-67) 

여기서 fG는 Gaussian 플륨의 비중심선 보정 인자 (off-centerline correction 

factor) 이다. 

4) 풍화 작용에 의한 지표면상의 농도 변화 

조기 피폭 이외에 장기 피폭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표변에서의 핵총의 농도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때 풍화 인자를 핵종의 농도에 단순히 곱하여 시간에 따른 

핵종의 농도 변화를 표현한다. CsI -137에 대한 실험자료를 근거로 하여 1975년 

NRC에서는 풍화인자를 식 (5-59)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 의복과 피부에 첨적된 방사생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 

이 경우는 감마선 외에 베타선을 내는 핵종의 오염에 의해서도 피부나 피부에 

가까이 위치한 장기는 피폭올 받게 된다. 

다，i = Rk ，시 XQs,i (5-68) 

여기서 짜.s.i는 피부나 의복에 침적된 방사생 핵종에 의한 수 선량활 환산 인자 

(conversion factor , Sv.m2
/ 8q.sed. Qs. i는 피부나 의복에 침적된 핵종의 농도 

(Bq/m2
) 이다. Henr ichs 등은 환산 인자 Rk.s.i를 유도하였다[5-28] . 피부나 의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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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된 핵총의 농도 Qs.i는 총총 지표면의 침척에 대한 분율로서 계산되나 

MACCS에서는 공기중의 농도에 피부에의 첨적속도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Qr,i = &,t xjh x κ (5-69) 

여기서 . fG는 Gaussian 플륨의 비중심선 보정 인자， 감는 피부로의 침적 속도(1 

m/sec). Qa, j는 핵종 j의 공기중의 농도(Bq/m3 ) 이다. 또한 MACCS에서는 피부에 

오염된 방사성 원소는 8 시간 동안 누적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베타 입자의 경우 의복에 침적된 경우는 의복에 의한 차폐를 고려하여야 한다. 

Dk.i = Rk.s.i X Qs.i X SS.β (5-70) 

여기서. 55 ，β는 의복에 의한 베타 입자의 차폐 인자이다. 만일 베타 봉괴 입자가 

피부에 누적된 경우 피부 자체는 베타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피부밑의 0.09mm 

지점의 세포들이 주로 손상올 받게된다. MACCS에서는 이들 세포의 흡수 선량 환산 

인자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4 l-exp(-ιη R.D=5.4xlO-'''x- ---.-, --, 
>.p λt 

(5-71) 

여기서 Rs.β는 0.2-2 MeV의 베타선에 의한 피부밑 0.09 mm 위치의 세포의 선량 

환산인자 (beta-skin dose conversion factor. Sv m2
/ Bq)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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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피폭 계산 

핵종이 인체 내에 흡입되는 경로는 공기의 흡입에 의한 경우와 물이나 음식물의 

섭취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체 내에 홉수된 핵종은 호흡계나 

순환계를 통해 여러 조직이나 장기로 분배되거나 배설되는데 이는 입자의 크기나， 

생화학적 성질 그리고 피폭자의 건강 정도나 개연적 체질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평가는 매우 어려우며 보통 통계적인 표준 성인의 모델과 방사 생물학적으로 

주요한 몇개의 장기에 대해 동적 모델이나 구간 모델로써 계산한다. 반감기가 극히 

짧은 몇몇의 핵종을 제외하고는 장기에 홉수되는 시간은 피폭 시간에 비해 비교적 

빠른 편이므로 핵종의 홉입과 동시에 장기에 배분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내부 피폭의 경우 핵종별. 장기별 홉수 선량룰 및 전생얘 홉수 션량올 계산하기 

위한 방법올 설명하고자 한다. 

만일 핵종 j의 시간 t에서의 총 흡수율이 Kh ， /Ü)라 하고 이충 fn , j 분율의 핵총이 

장기 애l 흡수된다면， 

Ka. i( t) = rn , i x f(( t) (5-72) 

이다. 여기서 Kj( t)는 피폭자가 흡수하는 핵총 j의 총 방사능 흡수율(Bq/sec) ， 

μ . j( t)는 장기 애l 누적되는 핵종 j의 방사능 누적륨(Bq/sec)， rn , j는 장기 애l 

누적되는 해종 j의 분율이다. 만일 핵종이 N 개의 신체 조직에 분배되었다고 

가정하면 

훌rnJ :5; 1 (5-73) 
n 

이다. 여기서 합이 1 보다 작게 되는 이유는 배셜올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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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핵종의 흡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냐는 경우 시간에 따른 흡수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dQ"At) 
R따= Kn ,j(t)- À. n,j X Qn,j(t) (5-74) 

여기서 ， Qn , i(t)는 시간 t에서의 조직 n에 쌓인 핵총 j의 방사능량(Bq)， λn ， i는 

조직 n에서의 핵총 j의 유효 봉괴 상수O/sec)이다. 유효 봉괴 상수는 다음 식에서 

구할 수 있다. 

À. n,i = À. i + À. n,b ,i (5-75) 

여기서， λ /는 핵종 j의 물리적 봉괴 상수O/sec) . λn.b.i는 조직 n<>ll 서의 핵총 j의 

생물학적 봉괴 상수O/sec)이다. 

만일 사고로 인한 흡수 이전의 핵종 j의 조킬 n<>ll 서의 방사능량이 0이고 홉수가 

시간의 함수로 지속적이면 다음 식이 된다. 

Qn.i(t) = exp( -À.n,;l) X J;κ i(t ’) x exp(À.n.jt ’ )dt ’ (5-76) 

또한 핵종의 홉수가 단지 시간 T 동안만 일어났다면， 시간 t > T 에서의 장기에 

누적된 방사능량은 

,.T 

Qn ,; (t) = exp[ -À. n,i (T + t)] x L Kn.i (t ’) x exp(À. n.jt ’ )dt ’ (5-77) 
0 

이고 여기서 1는 방사성 물질율 홉수한 시간이다. 

만일 핵종의 흡수 시간 T가 피폭의 계산 시간 t보다도 매우 짧고. 핵종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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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보다도 짧다면， 윗 식으로부터 근사적으로 

(5-78) Q",i(l) ~ exp( -À.n,it)xttn ,i x Q 

이다. 여기서 Qj는 시간 T 동안의 인체가 홉수한 핵총 j의 총 방사능량(Bq/sec)으로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t5-'/닝) Q= κx 낀 

흡입과 일시적 시설의 사고로 인한 홉입은 방사능 구름이 진행하는 동안의 원자력 

식품 섭취로 인한 장기적 흡입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붕괴시 방사능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내에서 조직 입자는 중하전 같은 알파와 

같은 베타나 감마선과 누적된 장기에만 피폭을 주지만 고에너지 알파 붕괴 핵종이 

분포한 특정 인체의 여러 장기에 있다. 따라서 경우 다른 장기에도 피폭을 줄 수 

계산할 때는 홉수 선량을 누적된 미치는 흡수 선량률 및 j가 특정 장기 얘l 핵종 

써1 조직 핵종이 분포된 고려하여야 한다. 영향을 장기로부터의 

주는 홉수 선 량률을 Ðk ,i(l) 라 하면 

모
 

내의 인체 

(5-80) 
N N 

다，;(1)= 훌 4 nJ >< Qn i(t) = g ><훌 Rk ,n ,i 짜 x exp( -À.n ,i x t) 

쌓인 핵총 j의 조직 fíOll 미치는 홉수 선량률 환산 인자 

(Sv/Bq.sec) 이다. 시간 r 동안 방사선 붕괴로 인한 신체 조직 k의 누적 홉수 선량은 

no!l Rk，ιj는 조직 여기서 

(5-81) Ðk ,i (T) = 1싹i (l녔t= α xRk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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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k, j는 핵종 j의 단위 농도 흡수시 조직 k에 미치는 홉수 선량률 환산 인자 

(Sv/Bq) 이다. 

RL' 당 & - a [l-exp(-À.n,i x 1')] æ 7 J(‘ _, xr_ , x 
‘’‘ 뻗 … n ,. À.n,; 

(5-82) 

여기서 T는 방사선 피폭의 계산 시점이다. 일시적 피폭으로 인한 전생얘 피폭 

계산을 위해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올 70으로 보면 t는 70에서 방사성 물질의 흡입 

시점의 피폭자의 나이를 감하면 된다. 참고로 ICRP는 피폭기간 t를 50년으로 보았올 

때의 흡수선량을 예탁선량 (commitment dose) 이라 정의하고 있다. 

가.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호홉으로 인한 내부 피폭 

공기중의 방사성 물질 홉수로 인한 와부 피폭 계산은 크게 두단계로 나뉘는데， 

첫째는 외부 경로로써 공기의 홉입으로 인한 방사능량의 계산이 주가되고 둘째는 

앞에서 언급한 인체 내부에서의 여러 경로를 통한 특정 장기의 홉수 선량 계산이다. 

만일 어느 시점 t에서의 핵종 j의 공기중의 농도를 Qa. j(X ,y , z , t) 라 하면， 지표상의 

한점 (X ,y , z) 에 위치한 어느 개인이 홉입하는 총 방사능량은 아래와 같다. 

Kh.i (t) = Ba x Qa ,i(X ,y ,z, t) (5-83) 

여기서 Ba는 공기 홉입롤(m3/sec)， Qa.j(x，y， z，t)는 지표면의 한챔 (X， y， z)에서의 

공기중 핵종 j의 방사능 농도(Bq/m3 ) ， Kh. j(t)는 피폭자가 홉입하는 핵종 j의 방사능 

홉입률(Bq/sec) 이다. 평균 성인의 경우 공기홉입률 & 는 2.66x10-4 m3/se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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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중 농도가 일갱한 갱우 

공기중의 농도가 호흡하는 시간 자 동안 불변하다고 가정하면， 시간 자 동안 인체가 

호흡하는 방사능량은 

QI = Ba x Qa.i X 깐 (5-84) 

이다. 여기서 Th는 오염된 공기를 홉입한 시간(sec). Qa. j는 공기중 핵종 j의 평균 

방사능 농도(8q/m3 ) 이다. 따라서 공기 홉입후 't (~ 자) 동안에 받은 장기 k의 흡수 

선량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다.i(r) = Q x Rk,i = Ba x g ,i x 1i x Rk,i (5-85) 

여기서 Rk.i는 핵종 j의 단위 농도 호홉시 조직 kOll 미치는 흡수 선량률 환산 인자 

(Sv/8q) 이다. 

ICRP는 피폭기간 r를 50년으로 보았을 때의 흡수 선량을 예탁선량(commitment dose) 

이라 정의하고， 이에 대해 환산 인자 싸 I를 주요 핵종과 주요 장기에 대해 계산하여 

표로 제시한 바 있다. ICRP는 위 계산을 위해 인간의 폐플 세개의 구간으보 나눈 

TGLM (Task Group Lung Model)을 제안하였으며 , 폐 속에서의 입자의 거동을 입자의 

성질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하고 다사 업자의 크기(빼AD. Ac t i v i t Y Med i an 

Aerodynamic Diameter) 에 따라 혜에서의 제거 상수를 결정하였다. 입자의 빼AD가 1 

μm 인 경우 몇개의 핵종과 주요 장기에 대한 환산인자는 표 5-13에 제시된 바와 

같다[5-29]. 표 5-13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홉입된 경우인데 전신에 고루 

같은 영향을 주며， Sr의 경우 미진 입자의 종류에 따라 장기별 피폭이 다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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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또한 요오드는 주로 갑상선에 피폭올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방사션 구롬이 이동하는 갱우 

원자력 시셜의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구름은 바랍 둥에 의해 흘러 가므로 이에 

의한 호흡 경로를 통한 내부 피폭량 역시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흡수 

선량 계산올 위해서는 피폭자 위치에 있어서의 핵종의 농도는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시간 적분하여야 한다. 

Qi =Ba XEQa」 (t엉t (5-86) 

여기서 ， Qa. iC t)는 시간 t에서의 공기중 핵종 j의 방사능 농도(Bq/m:l ) 이다. 

3) 차빼체가 있는 청우 

공기중의 핵총 농도는 옥내와 옥외가 다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Read와 Goddard는 

건물에 의한 영향을 필터인자(filtering factor) , Sh라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이용하였다[5-3이 . 

Qi = Ba X Qa.i X 깐 X Se." (자) 

여기서 유효 차폐 계수 Se， h( 재)는 

(T" - T,) . c' .• T, 
Se,,, (자) = 1 x.!.:!!.운μ+4 xfE 

(5-87) 

(5-88) 

이고 여기서 Se， h( 자)는 유효 호홉 차폐 계수， 자는 건물 내부에 촌재한 λl 간(s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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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건물 내부의 필터 인자 (filtering factor < 1) 이다. 

나. 재부유된 방사성 물질의 호홉으로 인한 내부 피폭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은 자연현상인 바람이나 인간 활동 등에 의해 

지표면으로부터 공기중으로 재부유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방사성 구름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되므로， 채부유 물질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은 시간 적분이 

필수적이다. 시간 t ’에서의 지표면의 핵종 j의 농도를 알 수 있을 때， 시간 t 

에서의 공기중에서의 농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Qo,i (t) = Ui (/, 1 ’)XQg,i(1 ’) x exp[ -À. i x (t - t ’ )] (5-89) 

이다. 여기서 앓， j (t ’)는 핵종 j의 시간 t ’에서의 지표면 평균 농도(8q/m2 ) , 

Qa. j(t)는 핵종 j의 시간 t에서의 지표면 바로 위의 공기중 녹도(Ra /m:l )， {.간( {. {’)유 

시간 변화형 재부유 인자(resuspension factor. m- 1 ) 이다. 위의 재부유 인자는 

일반적으로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RSS에서는 실험자료를 분석하여 재부유 인자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5-31]. 

U(t ,1’) = 10-5 x exp[ --0.67 x (t - t’)]+ 10-9 (5-90) 

이다. 여기서 {-{’는 시간 t 에 재부유된 후 경과한 시간( sec). U <t , t ’)은 모든 

핵총의 평균 재부유 인자이다. 만일 채부유된 공기를 홉입하는 시간 자 가 재부유 

시간 (t-{ ’) 보다 매우 짧다면， 홉입하는 통안의 방사능 붕괴에 의한 감소를 무시할 

수 있다. 시간 자 통안의 평균 공기중 농도를 Qa , i라 하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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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i =용xE&I(t)찌 (5-91) 

이다. 여기서 (}a , j는 핵종 j의 시간 T 동안의 명균 공기중 농도(Bq/m，1) 이다. 

공기중에서의 핵종의 평균 농도를 알게되면， 시간 자 동안 호흡으로 인하여 흡수한 

방사능량은 

Q; =Kh‘ i X 자 = Ba X &,I X 자 = Ba x 다 XQg.i X 자 (5-92) 

와 같다. 여기서 

Uj =α t ， tD) xexp[-λ j(t -tD) ] (5-93) 

이다. 따라서 장기 k의 예탁 선량은 

Dk ,;Cr) = Ba x Ui X Qg ,i x T" X Rk.i (5-94) 

이다. 

MACCS에서는 재부유로 인한 내부 피폭의 계산올 장기 피폭과 단기 피폭으로 나누고 

장기 피폭의 경우， 비나 바랍에 의한 감소를 고려하여 시간 변화형의 풍화 인자 

(weathering factor)를 곱하여 흡수 선량올 계산하였다[5-32]. 즉， 

Dk.i(r) = Ba x Ui X Qg.i X 져 X Rk.i X !w.r {to) (5-95) 

이다. 여기서 t。는 침적이 일어난후 재부유된 공기를 흡입하기까지의 시간이고， 

재부유 풍화 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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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r (/) =훌r써 (5-96) 

이고， 여기서 fw，r{t)는 재부유 풍화 인자 (resuspension weathering factor) , 

rw，r， oi는 재부유 풍화 계수(resuspension weathering coefficient) , Åw， r ， m는 

재부유 풍화 봉괴상수 (resuspension weathering decay constant , sec- 1 ) 이며 ,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 

다.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 

방샤성 핵총에 의해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는 경우， 신체 장기의 흡수 선량 

계산은 사고후 누출된 방사성 핵종이 음식물에 흡수될 때 까지의 외부 경로 및 

이들이 소화기관과 순환기관올 통해 신체 각 장기로 분산되어 홉수되는 과정의 내부 

경로로 나누어 계산된다. 외부 경로는 식물의 성장， 추경， 유통， 조리， 섭취로 

이어지는 긴 시간이 요하는 과정이므로 피폭의 계산시 시간의 단위를 한 달이나 일 

년으로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부 경로는 앞절의 호흡기관 - 순환기관 경로와 

마찬가지로 장기의 구간 (compartment) 모델이 척용된다. 

91 부 경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방사성 혜종의 방출 시첨 

부터 핵중이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의 동물이나 식물에 흡수되는 경로로 

이를 섭식 경로(Food chain pathway)~ 하고， 둘째는 음식물의 유통 과정 및 대중의 

식생활 패턴 및 기호에 따른 수요 과정으로 이를 분배 경로 (distribution pathway) 

라 할 수 있다. 이중 전자는 다시 방사성 핵종의 초기 방출 형태에 따라， 육상 

경로와 수상 경로로 나뉘는데， 육상 경로라 함은 기체 상태나 미진 형태의 방사성 

핵종이 플륨에 의해 방출되어 동식물이나 음료수에 홉수되는 경로이며 수상 경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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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액체 상태로 방출되는 핵종이 지표수나 지하수를 통해 식수나 동식물에 의해 

흡수되는 경로이다. 원자력 사고로 인한 피폭의 경우 육상 경로를 통한 피폭이 

대부분올 차지하고 었다. 

육상 경로에 의한 피폭은 일차척으로 식물올 오염 시키는데 이 역시 식물의 잎에 

침적 된 핵종이 식물로 전이되는 경로와 토양에 침적된 핵종이 뿌리를 통해 식물로 

전이되는 경로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육상 경로에 의한 피폭 계산은 두 

경로 모두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의 단위 농도당 작물 내부로 흡수된 

방사능량올 계산한 다음 분배 경로를 통한 개인의 섭취량올 계산하여 피폭량을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함수 관계로 표현하면， 

Qm,f,i = f{Qgλt)， tf ， (x， y)} (5-97) 

여기서 Qg, j (X ,y , t)는 핵종 j의 시간 t에서 지표면 혹은 작물 표면 (x， y)에서의 

농도(Bq/m2) ， 4%， f， I·는 수확한 작물 n뀌부에 있는 핵종 j의 방사능 농도(8Q/g). tl는 

작물 f를 경작하는데 걸리는 시간(sec) , (X ， y)는 작물 f가 경작되는 위치이다. 

만일 한 개인이 섭취하는 오염작물의 양올 안다면， 작물 섭취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섭취율은 

Kf, j( t) = Bf (t )X Qm,!, j (5-98) 

여기서 Bf t)는 작물 f의 시간 t에서의 섭취율(g/sec). Kf. j( t)는 작물 f로부터 

피폭자가 섭취하는 핵종 j의 방사능 섭취율(Bq/sec) 이다. 만일 오염된 작물올 

비교적 짧은 시간 Tf 동안 일정하게 섭취하였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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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m[ xQm./J =B[ xT[ XQm,f,i (5-99) 

이고， 여기서 Qf. j는 작물 f의 섭취로 인한 방사능 흡수량(벼)， mf는 작물 f의 

섭취량(g) ， Qm. f , j는 수확한 작물 f의 내부에 있는 핵종 i의 방사능 농도(Bq/g) . 

Bf는 작물 f의 시간 T 동안의 평균 섭취율(g/sec)， Tf는 작물 f의 섭취 기간(sec) 

이다. 이로 인한 향후 시간 t 동안의 장기 k의 예탁 선량은 

Dt.i (r) = Q[,i x Rk,f.i (r) (5-100) 

이다. 여기서 r는 작물 f의 섭취 후로부터 피폭의 계산 시점 까지의 시간(sec) . 

Dk. j( r)는 작물 f의 섭취로 인한 핵종 j로부터 받는 장기 k의 흡수 선량， 싸. f. j( r) 는 

작물 f의 섭취로 인한 핵종 j의 단위 방사능 섭취당 장기 k의 흡수 선량율 환산 

인자(Sv/Bq)이다. 만일 같은 토양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한다면， 시간 r에서 이들 

작물의 섭취로 인한 핵총 j가 장기 k에 미치는 홉수 선량은 

F 

다 i(r) = L휘 X Q[.i X 깐 x Rt.[,i(r) 
rf 

(5-101) 

여기서 F는 같은 토양에서 재배하는 작口갓口 종류 . Dk. j( r)는 같은 토양에서 

재배하는 모든 작물의 섭취로부터 피폭자가 섭취하는 핵종 j로 인한 생애 t 동안의 

흡수 선량(Sv) 이다. 

일반적으로 한 토양에서는 한가지의 작물을 재배한다고 셜 수 있으므쿄 f는 1이다. 

위식에서 보다시피 피폭량은 섭취한 동위원소의 양에 비례하므로 문제는 어떻게 각 

식품별로 와.f. j를 계산하느냐， 그리고 한 피폭자가 얼마나 많은 오염 작물을 

섭취하느냐 즉 ， mr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중 첫번째 문제는 경로의 문제로써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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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오염된 작물올 인간이 칙접 섭취하는 경우에는 

업취하는 식물이 방사성 핵종을 홉수， 분배， 보유하는 모델이 필요하며. 둘째로 

오염된 작물을 소와 같은 가축이 섭취하고 인간이 다시 가축의 우유나 고기를 통해 

섭취하는 경로로써， 이경우는 가축의 내부 경로를 통한 방사성 핵총의 흡수， 분배， 

보유， 배셜 둥의 모델이 필요하다. 다음에 두번째 문제로써 한 피폭자가 얼마나 

많은 오염작물올 섭취하느냐 하는 것은 음식물의 유통 과정 및 대중의 식생활 형태 

그리고 개인의 기호에 따른 조리 및 섭취 과정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 

1) 표면 첨척에 의한 작물의 칙캡 오염 

작물의 직접 오염 경로는 다시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장기에 있는 

작물의 표면에 침적된 상태로 인체에 섭취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작물의 잎사귀와 

같은 곳에 침적된 다음 작물 내부로 홉수되어 인체에 섭취되는 경우이다. 첫번째의 

경우는 바람이나 비와 같은 자연 현상 혹은 음식물의 세척 과정에서 상당량이 

세척이 될 것이다. 두번째의 경우는 일단 식물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외부의 세척 

현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오염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사고로 인한 핵종의 침적은 일시적이지만 작물의 재배 시기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곡물류(crop)는 일년에 한 번 재배하여 수확하지만 채소류나 

목초류는 재배 시기 동안 연속해서 수확이 가능하므로 작물 내의 핵종의 농도는 

시간의 함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방사성 구름으로부터 작물로의 침적량은 지표면에로의 침적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표면 침적 방정식과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만일 모핵종이 폰재하지 

않고 작물표면의 시간에 따른 증가 함수가 p/ t)로 주어진다면， 작물 표면의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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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방사능 농도 변화는 

dQ".U(I) 
-뚫-= η (1) x κ (1) - À. e,/.i (1) x QgJ .i (1) (5-102) 

여기서 Qg, 1, j(t)는 작물의 표면이나 잎에 침적된 핵종 j의 단위 지표 면적당 

방사능 농도(8q/m2 ) ， Vj( t)는 공기중 방사성 핵종 j의 지표면으로의 침적 속도(8q/ 

m~sec) ， r 1( t)는 작물의 표면이나 잎이 지표면을 가리는 면적 비율， À.e , 1, j( t)는 

방사성 핵종 j의 작물 표면의 유효 제거 상수O/sec ， = λr. j (t) + λ 1 .f， j (t) + λ j)， 

À.r , j(t)는 비나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한 작물 표면으로부터의 물리적 제거 

상수O/sec) , À. 1, [, j( t)는 방사성 핵종 j의 작물 표면으로부터의 작물의 섭취 

부위로의 전이 상수0/ sec), ). i는 방사성 핵총 j의 자연 붕괴 상수(l/sec) 이다. 

위에서 r 1< t)나 À.[, j( t)는 작물의 성장에 따라 . ).r，i(t)는 비나 바랍과 같은 기상 

조건에 따라 각각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사고로 인한 핵종의 

표면 침적 시간 ， Td 는 작물의 재배 기간에 비해 매우 짧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핵종의 침적이 끝난 시점에서의 작물 표면의 방사능 농도는 위 방정식의 각종 

매개변수를 상수로 취급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따라서， 

,. T., 

Qg，l.i(자) = exp[-).e,/,i X 자 ]Xη X J
o 
낀 (1 ’) x exp[). e.I.i x t ’싸’ (5-103) 

이고， 나아가서 핵종의 반감기가 사고로 인한 침적 시간 Td 보다 매우 길다고 

가정하면， 더욱 간단히 

I'L I'L 
Qg，/，;(자 )=η X J

o
' V; (t ’ )dt ’ =η xVI >< rag,I XL Qai(x,y,o, t ’)dt' (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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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여기서 Td는 원자력 사고로 인하여 때종의 침적이 계속되는 시간(sec) , 

rl는 사고 시정의 작물의 표면이나 잎이 지표면올 가리는 면적 비율 ， À.e.l.i는 사고 

시점의 방사성 핵종 j의 작물 표면의 유효 제거 상수(l!sec) 이다. 

위의 농도를 초기 조건으로 하여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종류의 작물에 대해 

방사능의 농도 변화를 작물의 성장 시간에 따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작물의 잔여 성장 시간 동안에는 핵총의 집적이 없다고 가정한다. 

가) 잎사귀톨 섭취하는 식물의 청우 

채소와 같이 잎사귀를 섭취하는 경우는 작물의 표면에 칩적된 방사능을 직접 

흡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작물 표면으로부터 벼나 바랍과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한 

변화와 방사성 봉괴로 인한 감소만올 고려하면 되므로 단위 지표 면적당 잎사귀 

표변에서의 때종의 농도는 

dQ".u (t) 
@똘-' -' = -À. e.U 갱g.l.i (1) (5-105) 

이고 그 해는 단순히 

Qg,l,i (1) = Qg.l.i (자 ) x exp[-μ，I，i x t] (5-106) 

여기서 À.e.l.i는 방사성 핵종 j의 작물 표면의 유효 제거 상수O!sec. = λr.i + λ i) , 

À.r .í는 시간 t 통안의 평균 물리적 제거 상수O!sec) , t는 침척 이후 작물의 잔여 

재배 기간과 섭취 시점 까지의 시간의 합(sec)이다. 섭취 시점에서의 작물의 단위 

무게당 방사능 농도 ， Qm.f.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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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QgJJ(t) - Qg.l.i(Td)xexp[-À. e.l,i xt] 

m,/,i 주I(t) PI (t) 
(5-107) 

이고， 여기서 Qm.f. j는 작물의 잎에 침적되어 섭취되는 핵총 j의 방사능의 농도 

(Bq/g). P/( t)는 성장한 작물의 잎의 단위 지표면적당 무게 (g/m2 ) 이다 . P /( t)는 

작물의 성장에 따른 시간의 함수 이다. 

나) 작물의 껍취 부위가 표면이 아닌 갱우 

곡식이나 과일과 같이 작물의 섭취 부위가 작물 표면으로 깊숙이 존재하거나 인간이 

섭취하지 않는 표피에 의해 쌓여져 있는 경우는 작물 표면으로부터 섭취 부위로의 

방사능의 이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핵종의 침적이 끝난 이후 시간에 따른 섭취 

부위의 방사능 농도 변화는 

dQuAt) 
해::....:....:... = À. f ,i (t) x Qg.l.i (t) - À. i x Qg,f.i (t) (5-108) 

이고， 여기서 잃.f. j( t)는 작물의 섭취 부위에 침적된 핵총 j의 단위 지표 면적당 

방사능 농도(Bq/m2 ) 이다. 여기서 À.r. j( t)는 작물 표면으로부터 섭취 부위로의 전이 

계수로써 작물의 성장에 따른 시간 함수이다. 초기 농도， 잃.f. j(t=이는 O 이므로 위 

방정식의 해는 

Qg.f,i(t) = exp따 xt]x J;À. 1싸 

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섭취되는 섭취 부위의 방사능의 농도는 

Qm.f.i = Qg./.i(t) =-----
m.J.1 P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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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여기서 Qm,!, j는 작물의 섭취 부위에 침적된 핵총 j의 단위 무게당 방사능의 

농도(Bq/g) , pj{t)는 성장한 작물의 섭취 부위의 단위 지표 면적당 무게 (g/cm2 ) 

이다. 

2) 뼈리롤 흉한 작물의 오염 

방사성 해종이 지표면에 침적된 다읍 토양과 혼합이 이루어진 다음 비나 눈，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과 지표 토양의 흡착률과 확산 계수 둥과 같은 지질학적인 조건 등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물의 뿌리를 통하여 일부가 홉수되는 데 

그 양은 일반적으로 방사성 구름으로부터의 작물 표면의 오염에 비해 매우 작은 

양이다. 이와 같은 경로을 통한 피폭은 사고 이후 수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 만일 지표면에서의 핵종의 농도를 Qg， j(t) 라 하고. 

뿌리를 통하여 흡수되어 식물의 섭취 부위까지 이동하는 전이 상수를 λg，f， j(t)라 

하면， 섭취 부위의 농도 변화는 

dQ"rAt) 
해:륙= À. g.f.; (t) x Qg.; (t) - À.; x QgJ ,i (t) (5-111) 

이고， 여기서 Qg, j( t)는 작물의 뿌리 주변의 지표에 침척된 핵종 j의 단위 면적당 

방사능 농도(Bq/m2 ) ， Qg,f, j( t)는 작물의 섭취부위에 침적된 핵종 j의 단위 지표 

면적당 방사능 농도(Bq/m2 ) ， À.g ,!, j( t)는 방사성 핵종 j의 지표면으로부터의 작물의 

섭취 부위로의 전이 상수(1/sec) 이다. 여기서 전이 상수는 작물의 성장기를 통해 

흡수 정도가 변화하며， 뿌리를 통한 홉수에 중요한 지하에서의 수분 농도 퉁도 

계절적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일반적으로 시간의 함수이다. 초기 

농도 ， Qg,f, j(t=이는 0 이므로 위 방정식의 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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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f.j (/) = exp따 x 1] x J~Å. g.J,i (t ’)xQgJ (t ’) x exp[Å. j x γ] (5-112) 

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섭취되는 섭취 부위의 방사능의 농도는 

QmIi =효길있 
….J,O P f (/) 

(5-113) 

이고， 여기서 Qm,!, j는 작물의 섭취 부위에 침적된 핵종 j의 단위 무게당 방사능의 농도 

(8q /m2
). PÁ t)는 성장한 작물의 섭취 부위의 단위 지표 면적당 무게 (g/m2 ) 이다. 

3) 방사생 물철에 오염된 작물의 칙첩 섭취로 인한 홉수 션량 

만일 오염된 작물이 A 면적에서 단위 면적당 p t< g/m2
) 생산되고， 이중 N 명의 인간이 

섭취한다면， 한 사랍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은 다음 식이 된다. 

mr 갑쓰 f-
N 

(5-114) 

여기서 A는 경작지 면적 (m2 ) , }I.은 작물 f를 섭취한 인구이다. 따라서 섭취 이후 시간 

1 동안의 장기 k 의 예탁 흡수선량은 아래 식이 된다. 

Dk.i(r) = Qf,i x Rk.μ (r)=mf xQm.J,i (O)xR Ic,f,i (r) (5-115) 

4) 우유나 육큐를 흉한 방사성 물철의 간첩 섭취로 인한 홉수 션량 

오염된 식물로부터 인간이 방사성 핵종을 섭취하는 또다른 경로로써 가촉을 통한 

간접 섭취를 들 수 있다. 이 경로는 세단계로 가축이 오염된 식물을 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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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가축이 섭취한 방사성 물질이 가축의 고기 부위나 우유， 달갈과 같은 

부위로 전이되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이들올 섭취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로의 

계산은 시간에 따른 핵총 농도의 변화 빛 이동을 고려한 동적 구간 모렐을 통해 

계산하거나 평형 상태를 가정한 정적 구간 모델올 통해 계산하게 된다. 

5) MACCS 모웰 

MACCS 코드에서는 위의 각경로를 종합하여 오염된 식물의 섭취로 인한 피폭을 단위 

지표 면적당 방사능의 농도에 비례한 값으로 표현하였다. 이 값을 바탕으로 작물의 

표면 침적을 통한 조기 피폭과 뿌리를 통한 장기 피폭의 경우로 나누고 이를 정적 

구간 모넬로써 계산하였다. 

가) 작물의 표면 챔척용 통한 조기 피폭 

작물의 표면 침적을 통하여 오염되는 경로를 통하여 피폭받는 인구 집단의 예탁 

선량은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었으며 

ÐN，k，J끼r) = Rk ,f.i (r) x Qg,i x A x rg,J x fg,f (5-116) 

여기서 ， DN.k. f. j(.)는 작물 f의 표변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 j를 여러 섭취 경로를 

통하여 섭취하는 인구 N의 장기 k의 조기 피폭 혹은 집단 풍가 예탁 선량(Sv-man) • 

A는 방사성 핵종이 침적된 총 면적 (m2 ). rg. f는 작물 f의 경작지가 핵종이 침적된 

전체 지표면을 가리는 면적 비용， 찮;1논 지표면에서 작물의 섭취 부위로의 총 전이 

계수이고 총 전이 계수는 다시 세 항의 합으로 표현 하였다. 

fg.f = η (1 f) x훌fp (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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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l (t f)는 작물의 표면이나 잎에 침적된 핵종이 음식물로 섭취될 때까지 

존재할 전이 계수 . tf는 방사성 핵종의 작물표면 침적이후 추수하기 까지의 시간 

(sec). {1은 작물을 직접 섭취하는 경로에서의 작물에서 인간으로의 전이 계수. {2는 

작물에서 가축의 우유를 거쳐 인간으로의 전이 계수. (3는 작물에서 가축의 고기를 

통하여 인간으로의 전이 계수이다. 여기서 작물 표면을 통한 전이 계수 r l (t f) 는 

작물의 성장이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하여 

η (tf ) = f 옳 {ι l m x jr exP[-A w l m X t싸} (5-118) 

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t(는 작물 f를 경작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sec). t f는 침적 

이후 작물 F를 경작하는데 걸리는 시간(sec). rw.l.m는 작물 표면상에 침적된 방사성 

핵총 j의 풍화 계수(weather ing coef f i c i ent) . À.w.l.m는 방사성 핵종 j의 작물 

표면의 풍화 제거 상수이다. MACCS 코드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정상 

모델이며 나머지 세개의 전이 계수는 사용자가 엄의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나) 작물의 후리를 통한 장기 피폭 

뿌리를 통하여 작물이 지표로부터 방사성 물질올 흡수하고 이를 인간이 섭취하는 

장기 피폭의 경우 역시 MACCS에서는 평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즉，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rg.[(까 (5-119) 

여 기 서 rw， g.m는 지 표면상에 침 적 된 방사성 핵종 j의 풍화 계수 (weathering 

캔
 



coefficient) , Àw， g， m는 방사성 핵총 j의 지표면의 풍화 제거 상수이다. 

6) KORFOOD 모멜 

우리나라의 13개의 대표척인 음식물에 대한 식물의 성장기， 토양의 특생， 계절적 

강수율 둥과 같은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올 고려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모델로써 환경 요소를 여러 구간(compartment)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의 농도 

변화를 방사성 물질의 유입률과 유출률의 차로 나타내는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다음 이들을 연립하여 13가지 음식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생산된 음식물은 생산 시점으로부터 1년 내로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여 우리나라 명균 성인의 평균 음식물 섭취량올 고려하여 연간 방사성 핵종 

섭취율을 계산한 다음 그로 인하여 일생 동안 받게되는 전생얘 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5-33]. 

제 4 철 위해물 쩨잠 방법롤 

1. 개요 

앞절에서는 피폭 경로별， 방사선별， 특정 조직의 흡수 선량 계산올 수행하기 위한 

기본식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 사고의 종합적 결말 평가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생물학적 영향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생물학적인 효과는 피폭자 개인에게 발생하는 급성 효과， 암발병과 

같은 만성 효과， 그리고 피폭자의 후손에게 발생하는 유전적 효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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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효과는 피폭당하는 신체 장기， 피폭 선량， 그리고 피폭자의 나이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원자력 사고의 건강 영향 평가 역시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구 집단올 대상으로 위의 세분류에 따라 그 영향올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물학적 영향을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증세를 나타내게 될 피폭자 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2. 생물학적 효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생물학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관점에서 분륜를 해볼 

수 있다. (1) 발생 시기 및 개체에 따라 급성 효과(earlyeffect). 만성 효과Oate 

effect) 그리고 유전적 효과( gene t i c e f f ec t )로 나눌 수 있으며 . (2) 피폭 선량에 

대한 효과의 발생 여부 확률에 따라 크게 결정론적 효과(deterministic effect)와 

확롤론적 효과(stochastic effect)로 나눈다. 또한 (3) 관계되늠 신체 장시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며 (4)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서 경상으로부터 중상， 사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양태를 갖는다. 

급성 효과는 원자력 사고 직후의 외부 피폭이나 호홉에 의한 내부 피폭과 같은 조기 

피폭의 결과이며 주로 피폭후 수 주일부터 일년 이내에 나타냐는 생물학적 증상으로 

크게 사망과 상해로 나눌 수 있다. 급성 효과는 결정론적인 현상으로 신체의 특정 

장기가 임계 선량치 (threshold) 이상의 높은 선량을 받았을 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장기가 받는 누적 선량값이 층가할수록 생물학적 영향의 심각성도 

층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만성 효과는 피폭후 수년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며 작은 선량의 피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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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얼어나는 음식물 섭취의 경우 역시 발생확활이 증가한다. 대표적인 만성 

효과로써 암발병올 들 수 있다‘ 만성 효과와 유전적 효과는 확롤론적 효과의 두 

범주로써 그 특정은 아무리 작은 선량에 대해서도 효과의 발생 확률이 유한하다는 

점이다. 또한 장기가 받는 선량치의 양과 증상의 심각성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표 

5-14에서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여러 관점에 의해 분류하였다. 

가. 굽성효과 (Early Effect) 

급성 효과는 신체 장기의 많운 세포가 방사선에 의해 사망함으로써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정지되어 신체적 손상이나 개체를 사망케 하는 현상이다. 원자력 사고후 

급성 효과로 인한 사망자 수나 상해자 수를 예측할 시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에 의한 

피폭운 고려하지 않고 조기 피폭 즉 방사선 구름이나 지표면 혹은 피부에 침적된 

핵총에 의한 외부 피폭과 호홉에 의한 내부 피폭만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피폭을 

받는 신체 장기에 따라 중상이 나타나지만 같은 신체 장기라도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 각 증상의 발단 선량치가 다르므로 피폭 선량의 계산은 증상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급성 효과는 결정론적인 현상으로 신체의 특정 장기가 발단 선량치 이상의 높은 

선량을 받았을 때 일어나지만 발단 선량치가 개인마다 차이가 었기 때눈에 보풍운 

50% 확률 선량치라는 개념올 사용하게 된다. 50% 선량치 즉 DSO은 특정 생물학적 

효과에 대해 같은 양의 피폭올 받은 피폭자의 50%가 증세를 보이는 통계적 

선량치이다. 또한 50% 선량치는 증상이 얼어나는 시간에 따라 DSO.t처럼 세분되어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D50. Ói。이라면 피폭자의 50%가 60일 이내에 증세를 일으기는 

선량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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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 사망 

조기 피폭으로 인한 급성 생물학적 효과로서의 사망은 크게 골수， 혜， 소화기관 및 

신경 계통의 네가지 신체 장기와 관련되어 있다. 

가) 골수 (Bone Marrow) 

조혈 기관인 골수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는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이의 계산을 

위해서는 모든 외부 피폭 선량과 사고 직후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 선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RSS에서는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 선량 계산옴 사고 후 천 

일주일 동안 호흡한 양에 제 8일 부터 제 30일 동안 호흡한 양의 50%를 합산하여 

계산하기를 제시하였다[5-34] . 

60일 이내 50% 사망 선량치 (lethal dose 50. 60)는 치료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골수에 대한 치료는 세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최소 치료(minimal treatment)는 의료 

시설 미비로 피폭자에게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보조 치료 

(supportive treatment)는 항생제 (ant i biot i C)의 사용， 역고립 (reverse isolat ion) 

그리고 혈액이나 혈구들의 수혈 (transfusion) 등을 의미하고， 골수 치료(Heroic 

treatment)는 보조 치료에 골수 이식 수술을 말한다. 이상의 세가지 경우에 대한 

50% 사망피폭치는 표 5-15에 나타나 었다. 

나) 혜 (Lung) 

폐의 피폭으로 인한 사망은 외부 감마선의 피폭과 베타 입자 방출 원소의 호흡으로 

인한 피폭량을 계산하여 예측할 수 있는 데 대AC2에서는 유효 호흡 기간을 일년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50% 사망 선량치를 제시하기 위해 RSS는 폐의 피폭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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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효과 관계를 Y-90과 Y-91을 이용한 동물 실험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다) 위장판 (Gastrointestinal tract) 

위장관 즉 위나 소장， 대장 동의 피폭으로 인한 효과는 이들 장기의 내벽에 

존재하는 재생 세포들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으로부터 유발되는데 처음에는 

설사Cdiarrhea)와 출혈 Chemorhage) 퉁이 나타나며 최후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피폭량의 계산에는 외부 피폭 선량에 일주일 간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 선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라)선정계 

방사선에 의한 일시적 피폭 선량이 매우 높은 경우는 위의 세가지 경우에 

부가적으로 신경 세포막의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대략 15 Gy 이상의 전신에 

균일한 피폭의 경우 5 일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양의 방사선 

피폭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신이 방사선원에 노출된 경우이며， 표 5-16은 

전신 피폭량의 정도에 따라 샤망을 당하게 되는 주요 영향을 보여 준다. 

2) 굽생 상혜 

급성 상해 Cear ly morbidi t ies)라 하변 사망에는 이르지 않으나 최소한의 치료가 

요구되는 증세를 말하는데， 주요증세는 표 5-17에 나타나 었다. 급성 상해는 급성 

사망과 달리 증세가 쉽게 정의되지 않으므로 주관성이나 불확실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278-



나. 만생 효과 (Late Effect) 

만성 효과는 사고 직후의 조기 피폭 뿐만 아니라 음식물 풍의 섭취로 인한 장기 

피폭에도 영향올 받으며 이는 유전적 효과와 마찬가지로 확륨론적인 효과이므로 

아무리 적은 양의 피폭이라도 발생 확률이 0이 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는 피폭후 

수 년이 경과한 다음에 발생하며 암발병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증세가 발현되는 

시점에서는 암발병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암은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특정 장기의 세포가 세포 분열올 거쳐 유한한 크기로 

성장하면서 해당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현상올 말한다. 따라서 암에 의한 

중상을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잠복기 Oatent period)라 한다. 

잠복기 이후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암발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발현기가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의 암발병 확률은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선량 외에도 피폭자의 

나이나 성에 관계된다. 같은 장기에 발생하는 암이라도 죽음에 이르는 치사암(fatal 

cancer) 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비치사암(non-fatal cancer) 이 었다. 

다. 유전척 효과 

방사선에 의한 유전적 효과는 방사선 피폭을 받은 개체는 느끼지 못하나 2세나 혹은 

더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자나 난자의 셰포해 

내의 DNA가 방사선에 의해 손상됨으로써 염색체의 구조적인 손상을 가져오는데 그 

종류로는 염색체의 부분적인 결손과 복제， 그리고 염색체간의 환절 교환 퉁이 있다. 

이러한 염색체 손상은 후혼에게 유전될 경우 돌연변이흘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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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별 위험도 

원자력 사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의 규모를 엄밀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고 지점 주변의 인구에 대한 장기별 피폭량올 피폭자의 

연령과 성에 따라 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굽성 효과 및 만성 효과 풍의 여러 

중상에 대한 개인별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 효과의 경우 피폭자의 

선량 관리를 위한 생물학적 유효 선량올 정의할 수 있다. 

가. 개인별 위험도의 정의 

개인별 위험도란 동일한 장기에 동일한 피폭 선량올 여러사랍이 받았을 때 임의의 

한 개인이 피폭받은 장기에 관련된 특정 증상올 나타낼 확률이다. 이 개념은 

확륨론적 효과 뿐만이 아니라 결정론적 효과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이유는 발단 

선량치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통계적 개념치인 50% 확률 선량치를 사용하여 

개인별 위험도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증상 h 에 대한 개인별 위험도 . rh 는 

N‘ r. =-_ .. -
N t .Dt 

(5-120) 

로 정의되며， 여기서 rh는 증상 /JOll 대한 개인별 위험도， 사는 증상 h를 보이는 

피폭자 수 • Nt•Dt 는 신체 장기 kOll 선량 Dk를 받은 피폭자 수이다. 만일 한 개인이 

어느 시점 t에서 그의 신체 장기 kOll fJ JI.. t) 의 선량올 홉수한다면， 시간 T 동안 

받는 장기 k 의 누적 홉수 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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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t = 1: ÍJk (t)dt (5-12 1) 

이다. 여기서 Dk는 시간 r 동안 신체장기 k가 받는 홉수선량(Sv). ÍJ k< t)는 시간 

t에 신체장기 k가 받는 흡수 선량률(Sv/sec). 't는 증상 JJoIl 관련된 장기 k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시간(sec) 이다. 

급성 효과의 개인별 위험도 계산을 위해서는 피폭 시간 r가 방사선 사고후 수 주일 

내가 되며 만성 효과의 개인별 위험도 계산올 위해서는 피폭시간 r가 전생얘가 

된다. 

나. 급성효과의 개인별 위험도 

앞에서 설명한 임계 선량치 개념을 포함하여 급성 효과에 대한 개인별 위험도와 

누적 선량값과의 관계는 다음 세가지의 Sigmoid 형태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1) leibull 함수모웰 

Scott 등에 의해 개인별 위험도는 다음과 같은 위험함수로서 제시되었다[5-36]. 

r" = l-exp[-H,,] (5-122) 

이다. 여기서 야는 증상 JJoIl 대한 누적 위험 함수(cumulat ive hazard)로써 만일 

누적 선량값이 임계치를 넘지 않는 경우， 즉 DJ!.. 't) < Dk. thr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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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O (5-123) 

이고， 누적 선량값이 임계치 이상이 되는 경우， 즉 싸ct} "2Dk. t hr 이면， 다음과 같이 

두개의 매개변수를 갖는 Weibull 함수를 사용하도록 J. S. Evans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5-37]. 

κ =0.693 X (싫β (5-124) 

이다. 여기서 ~，h는 같은 양의 피폭올 같은 신체 장기에 받았올 때， 증상 h를 

일으기는 사랍수가 50'가 되는 홉수 선량(Sv). b는 위험 함수의 shape factor이다. 

위 식은 피폭 시간 r 동안 선량륨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같은 양의 

누적 흡수 선량에 대해서도 낮은 선량률로 장기간 피폭이 된 경우와 높은 선량으로 

일시적으로 피폭이 된 경우에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 이를 선량률 효과 

(dose rate effect) è} 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선량률로 일시적으로 피폭이 되는 

경우가 생물학적으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만일 한 피폭자의 장기 k가 받는 선량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위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규격화된 생물학적 선량(normalized bi이 ogically 

effect ive dose) 개념올 사용하여야 한다. 

rr f)I<(t 
X아 (r)= '- _ -K" .. dr 

‘ 애 D50.h (f)k (/)) 
(5-125) 

이다. 여기서 사Cd는 시간 r 동안 신체 장기 k가 받은 규격화된 생물학적 유효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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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i zed biologically effect i ve dose) , DSO.h (Dk (1)) 는 선량륭 Dk(t) 로 신체 

장기 .kótl Dk의 피폭을 받은 사랍의 50%가 증상 h를 일으커는 선량값(Sv)이고 이 

값을 사용하여 위험 함수를 계산하면 다음 식이 된다. 

Hh = 0.693 x [Xk (1')]β (5-126) 

실제 계산을 할 때는 홉수 선량을 시간의 함수 형태로 구하여 적분하기 보다는 

시간을 차분화하고 각 구간에서의 평균 선량물을 계산하여 합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즉. 다음의 식이 이용된다. 

H, ~ 0.693<[ ~앓)β (5-127) 

표 5-18은 MACCS 코드[5-38] 에서 사용한 조기 피폭의 증상들과 관련 신체 장기 

그리고 개인별 위험 함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가지 변수들 즉 모양변수， 임계치， 

DSO.h 를 보여준다. 

2) Probi t 모댈 

Probi t 모델은 초창기에 쓰이던 모델로서 정규 분포의 척분 형태이다. 

rD 
r 1 ,(X- D'iO >'2 

η =록얘 I exp[ -7 x r-- - .>1.1' }‘ # 
、12π6 ι-∞ '2 u 

(5-128) 

여기서 s는 선량-반웅의 분포에서 50% 선량치 주변의 표준 편차(Sv)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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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istic 함수 모웰 

또 하나의 sigmoidal 함수로서 logistic function이 사용되기도 한다. 

n” 
D 
-% 

I 

찌
 

(5-129) 

여기서 a는 위험 함수의 모양변수(shape factor) 이다. 

위의 세가지 함수는 모두다 실험치를 잘 묘사한다고 밝혀져 있다[5-37] . 

다. 만성 효과의 개인별 위험도 

암과 같은 생물학적 만성 효파는 장기의 피폭이 일시적인 경우와 지속적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 

1) 조기피폭의 갱우 

신체장기 쩨 Dk의 홉수 선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피폭되는 즈가 피폭의 경우는 

반응 함수， 즉 증상 JJoIl 대한 개인별 위험도(risk). rh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linear-quadratic 형태로 가정하는 것인데， 즉 

다 =ah xDk +bh xD; (5-130) 

로 여기서 ah , bh 둥은 암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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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션형 모웰 

OECD NEA는 반웅 함수를 선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개인별 위험도를 정의하였는데， 

r" = a" x Dk (5-131) 

이 때 ah를 위험도 계수(risk coefficient. 1/Sv) 라 한다. 

선량률이나 누적 선량이 작은 경우에는 위험도 계수 3h를 선량 빗 선란륜 유효 인자 

(DDREF Dose and dose rate effectiveness factor)로 보정하기도 한다. 

나) RSS 모웰 

RSS[5-39]에서는 위험도의 세가지 준위를 결정하였다. 첫째는 상한치로서 BEIR의 

자료를 이용하여 발단치가 없고 위험도가 선량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 둘째는 중간치로써 선량 유효인자(DEF. dose effectivenss factor)를 

고려한 분할형 I inear-quadrat ic 모델올 사용하였다. 사용된 선량 유효인자는 표 5-

19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하한치로써 암발병 확률의 계산시 저선량， 저선량률 

자료의 불확정성올 감안하여 10 - 25 rem의 발단 선량치를 가정하였다. 

3) MACCS 모웰 

MACCS 코드에서는 신체 장기 k의 증상 h에 대한 개인별 위험도 rh를 다음과 같이 

근사하였다. 

(a) 조기 피폭의 경우 . Dk가 1.5 Sv 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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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 ah x Dk x [bh + Ch x Dk ] (5-132) 

(b) 조기 피폭의 경우 • f)k가 1.5 Sv 보다 큰 경우 

rh = a h x Dk (5-133) 

(c) 장기 피폭의 경우 

rh = a h x bh x Dk (5-134) 

이다. 여기서 상수 8h. bh, ch 동은 피폭받는 장기의 총류와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 값올 갖는 모델 변수들이다. 표 5-20에 MACCS 코드의 예제 문제에 대한 

수치들이 주어져 있다. 위 식의 각 계수 즉 8h' bh' ch 등올 결정하기 위해 두가지 

모델이 제시 되었다. 첫번째 모델윤 절대 위험도 모댈(absol ute r i sk mode) 혹은 

가산 위험도 모텔(additive risk model)로써 방사선에 의한 암발병 확률이 자연적인 

암발병 확률에 단순히 더해진다고 가청하는 모텔이고， 두번째 모델은 방사선에 의한 

효과가 자연적인 암발병 확률에 곱해진다고 보는 상대 위험도 모델(r e 1 a t i ve r i sk 

mode I) . 혹은 숭산 위험도 모탤(multiplicative risk mode I)이다. 어느 모델이 더 

적합한지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절대 위험도 모텔은 백혈병의 

경우에， 상대 위험도 모텔은 기타 고체 형태의 암에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두 모델을 사용하여 암발병 확률올 피폭 후 시간(혹은 연령)의 함수로 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두가지의 인구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피폭 인구 집단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이고 두번째는 연령별 사망륨 분포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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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피폭의 갱우 

만일 음식물 섭취에 의한 피폭과 같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겸우， 사고의 전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인구 자료의 분포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미래의 연령별 연구 분포를 구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 중의 한 가정이 사용된다. 첫째는 출산률의 변화를 예측한 다음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단순하게 미래에도 현재와 마찬가지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 중 첫번째 방법은 사고후 수년 내의 초기 기간에는 잘 

맞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잘 맞지 않올 가능성이 크다. 

라. 유전척 효과의 개인별 위험도 

유전적 효과 역시 확률론적인 효과로써 앞에서 언급한 만성 효과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다. 

4. 암발병에 의한 사망 위험도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발병의 발생 확률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만성 효과의 개인별 위험도는 연령별， 성별 평균치를 의미한다. 또한 

암발병은 장복기가 지난 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나므로 암발병에 의한 명균 사망 

위험도의 정확한 계산은 인구의 연령별， 성별 사망 확률올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만성 효과로써의 암발병에 의한 사망의 겸우 위험도 계수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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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수명 손실의 예측치를 계산하는 방법올 설명한다. 

가. 기저 사망 확률 

성이 S인 사람이 방사선 피폭을 제외한 모든 원인에 의해 연령이 U일 때 죽을 

확률을 총연간 사망 확률이라 한다. 이 확률은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의 연간 

사망률 분포 자료로부터 도출되며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10여세가 될때까지 

감소하다가 연령이 높아 갈수록 증가한다. 그 이유는 10여세의 경우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Gompertz와 Makeham는 연령에 따라 단조증가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표현하였다. 

G 0 (u , s) = A(s) x eB(.， )~u + c(s) (5-135) 

여기서 . A, 양t c는 인구 통계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언자이다. 

또한 방사선을 제외한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도 암에 의한 사망과 기타 이유로 인한 

사망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Go(u ,s) = Gc(u ,s) + G,, (u ,s) (5-136) 

여기서 Go( u, 5)는 성이 s~ 사랍이 연령 앤11 서 방사선 피폭올 제외한 모든 원인에 

의해 사망할 확률， 아(U， s)는 성이 S인 사랍이 연령 뻐l 서 암에 의해 사망할 확륭， 

ι(U， s)는 성이 s~ 사랍이 연령 뻐l서 암을 제외한 원인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다. 

방사선의 피폭에 의한 암발생 확률은 히로시마와 나가사커의 원폭 피해자의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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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므로 일본인 경우의 기저 사망올을 살펴보면. WHO 보건국에 게제되어 있는 

1986년 일본 남녀별 기저 사망률 자료 중에서 암에 의한 사망을 백혈병과 

비백혈병으로 나누고 이들 암에 의한 사망확률을 다음과 같이 역함수로 근사하면 그 

계수들은 표 5-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c(u ,s) = G/(u,s)+ Gs(u,s) 

G/ (u ,s) = a(s) x Ub
(.<) + C(s) 

(5-137) 

(5-138) 

이고， 여기서 Glu, s)는 성이 S인 사람이 연령 얘l 서 백혈병에 의해 사망할 확률， 

GsC u. s)는 성이 S인 사람이 연령 앤lJ 서 백혈병을 제외한 암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다. UNSCEARoJJ ̂ i 는 위 두가지 암에 대해 잠복기와 발현기 즉 플라토(plateau) 

를 표 5-22와 같이 가정 하였다. 

냐. 방사선 유발 치사암 발병에 의한 절대적 사망 확률 

방사선 피폭에 대한 치사암 발병 확율 계산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모델 즉 

가산 모델과 승산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연령 u。에서 장기 k01J Dk의 선량올 받은 후 연령 

앤1 서 사망할 확활을 Gh(U, s)라 하면， 

(a) 가산 모델에 의해 llO + TJ ~ u ~ Uo + Tp 에서 

Gh (U,S) = K /r (u,s) x Dk (5-139) 

이고 그 외의 기간에는 Gh(U，S) = 0 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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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승산 모델의 경우에는 ， Uo + η ~ U ~ Uo + Tp 에서 

Gh(u,s) = Ch(U,S) X Dk X Gc(u,s) (5-140) 

이고 그외의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아(u.s) = 0 이다. 

위의 선형 모델에서는 선량-선량률 효과를 2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의 사망 확률을 기저 사망 확률에 더하면， 성이 S인 한 개인의 연령 얘1 서의 

사망 확률은 

G{ (u ,s) = G(J (u,s) + Gh (U ,S) (5-14 1) 

이다. 이때 , 아(U. s)를 절대적 사망 확률이라 한다. 

가산 모델 및 숭산 모텔에 의한 연간 암사망 위험도 계산이 일본의 왼폭 피폭 

생존자에 관하여 엄밀하게 적용되었으며 연령별， 성별 위험도 계수는 표 5-23과 

같다. 

다. 방사선 유발 치사암 발병에 의한 상대적 사망 확률 

한 개인에 있어서 모든 연령을 포함한 총사망 확률은 1을 념을 수 없다. 축 

방사선에 의한 위험은 총사망 확률올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분포를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망 확률은 적합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어느 개인이 연령 

얘}서 사망한다면 그는 연령이 u가 되는 시점에 반드시 생존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올 고려하여 원자력 사고로 인하여 연령 u。에서 피폭올 받은 사람의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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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사망 확롤을 계산하여야 한다. 만일 연령 앤11서 생존해 있올 확률을 

S( ll.S) 라 하면， 그는 사고 시점에는 살아 있으므로 

S(u" ,s) = 1 (5-142) 

만일 그가 연령 앤1] 서 사망한다면， 그의 연령이 u가 되는 시점에서 생존해 있을 

확률은 

S(u,s) = S(U -1,s) x {1- G, (u ,s)} (5-143) 

이고 연령 1I 에서 방사선에 의한 암발현으로 사망할 확률은 

R(u,s) = S(u,s) x Gh (u ,s) (5-144) 

이다. 여기서 R( ll , s)는 성이 S인 사람이 연령 얘l 서 방사선에 의한 암으로 사망할 

상대적 확률 . S( ll ， S) 는 성이 S인 사람이 연령 얘l 살아 있을 생존 확률이다. 따라서 

전생애를 거쳐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으로 사망할 확률은 다음 식이 된다. 

RlOr 싸 s) = 똘 R(u,s) = 뚫 S(u,s) x Gh(U,S) (5-145) 

만일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의 성별 연령별 인구 밀도 함수를 R. llO' S) 라 하면， 

일시적 피폭에 의한 만성 치사암 유발의 성별 위험도는 

뚫 P(uo's) x Rκμtotι(μ써t 
rηi. (s) =~ 0 u_.. = ah (s) x Dk (5-146) 

훌 P(u"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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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여기서 ai5)는 성별 위험도 계수 (risk coefficient. %/Sv) 이다. 

(5-147) 
D X 

껴
/
i
 

? 

Ln 
-

a 
i 

+ 
g 2 

n” -a 
-

만일 양 성올 종합하여 평균 위험도를 구하면， 

L L P(uo ,s)x Rtot(uo ,s) 

마 =ah x Dk =릎필프2 U
m 
.. 

쩔싶P(uo ， s) 

이고 일본자료의 경우 위험도 계수는 표 5-24와 같다. 

손실 예측 라. 명균 수명 

수명 한 피폭자의 UO인 UaC s) 라면， 연령이 성이 S인 인구 전체의 평균 수명이 만일 

(5-148) L“(ωu사o끼싸찌’J찌s야암)= 훌 (ωUaμ싸(s씨s야)-껴u띠)x새R(ωuι잉， s 
U=1j。

손실 L( UO• 5)는 

소실， 수명 평균 사람의 UO인 연령이 피폭시 501 고 성이 L( UO• 5)는 여기서 이다. 

이용하여 이를 손실이다. 수명 평균 u。인 사람의 연령이 피폭시 501 고 성이 느
 」

a U 

(5-149) ~으쁘꿇갚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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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 감소를 계산하면， 

$그 훌 P(uo ， s) x L(uo's) 

L=팩헥P(U 



이다. 여기서 L은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 손실 ， L(1)은 남성 인구 전체의 평균 수명 

손실 ， L(2)는 여성 연구 전체의 평균 수명 손실이다. 

5. 방사선 사고의 보건 영향의 명가 

원자력 사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의 규모를 엄밀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고 지정 주변의 인구에 대한 장기별 피폭량을 피폭자의 

연령과 성에 따라 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종상에 대한 개인별 위험도를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주변 인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가. 집단 유효 선량 

만일 원자력 시설 주변의 지역올 사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까개의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 내의 인구를 Pc라 하면， 사고로 인하여 피폭받는 총 인구수 P 는 

p=훌R (5-150) 

이다. 여기서 만E 원자력 시설 주변의 총 인구수(tota! popu!ation) , c는 격자의 

번호(cell parameter), 까는 총 격자의 수(number of cell~) ， PC~ 격 자 r 내의 연구 

수이고， 각 격자 내의 인구를 연령별， 성별 인구밀도 함수로 표현하면， 

κ =훌훌Pc(u， s)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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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u는 연령 변수(age parameter) , Ni1는 최고령자의 연령 s는 성 변수(sex 

parameter)로 남성의 경우는 1. 여성의 경우는 2 , Pc(u ， s)는 격자 C 내의 연령별， 

성별 인구 밀도 함수이다. 

만일 격자 C 내의 연령이 u이고 성이 s~ 사랍들 중 장기 k의 홉수 선량이 4인 

사람들의 수가 κ， u ， sCÐk) 라 하면， 연령별， 성별 인구 밀도 함수는 다음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Pc(u,s) = 훨~.u.s(Dk )뻐k (5-152) 

ICRP에서는 신체 여러 부위에 피폭을 당하는 경우 개인의 종한적 션향 제한치를 

제시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자료 동을 근거로 각종 암의 위험도 계수를 

구한 다음 상호 비교하고 단순화하여 조직 가중치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피폭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생물학적 유효 선량 6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K 

E=훌%다 (r) (5-153) 

이고 여기서 따{r)는 피폭자의 장기 엠l 시간 r 동안 누적된 홉수 선량(Gy) ， E는 

피폭자의 생물학적 유효 선량(effect ive dose , Sv) , k는 신체 장기 변수로 만일 

열개의 신체 장기를 고려하면 K = 10이 된다. 또한， 얘는 신체 장기별 암발생 확륨 

및 치사율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조직 가중치이다. 

유효선량은 개인별 피폭의 확률적 효과를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만일 위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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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사고 주변 전체 인구의 집단 피폭량(collective dose)은 계산하면， 

E때t =짧쩔쯤x 건 u.s (E)뻐 (5-154) 

이 된다. 여기서 pc.u. S<E>는 격자 C 내의 연령이 u이고 성이 S인 사람들 중 유효 

선량이 안1 사람들의 수이다. 

나. 중상별 피해자 수 

만일 장기 k가 피폭올 당하여 사망 혹은 상해 등의 증상 IJOlI 대한 위험도가 rh인 

경우， 각 격자 내의 사망 혹은 상해자의 수 pc. h는 다음과 같다. 

Pc,h = 깨 Xfh X Pc (5-155) 

이다. 여기서 h는 방사선 피폭의 급성 증상의 종류(symptom parameter) , Pc.h는 

방사선 피폭으로 증상 h를 보이는 격자 C 내의 사람수 . rh는 방사선 증상 lJOll 대한 

개인별 위험도(individual risk factor). fh는 방사선 증상 h를 겪을 수 있는 흡수 

선량을 받은 격자내의 인구 분율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 집단 중의 각 종상별 피해자 수 깨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껴 = LPC•h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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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이용하여 원자력 사고로 인한 주변 인구 집단에 대한 영향 평가를 .;+).'1 
닝 。

사망자 수， 급성 상해자 수， 치사암에 의한 만성 사망자 수， 비치사암에 의한 만성 

상해자 수. 그리고 유전적 효과에 의한 상해자 수를 각각 계산하여 표로 제시할 수 

있다. 

다. 인구 집단 전체에 대한 보건 영향의 정량화 

연령이 u이고 성이 S인 사람이 장기 k에 DJc9-l 선량을 흡수한 생물학적 결과가 

Cu, s ，Jl.. Dk)라 하면， 이 개인이 받는 총 손상의 양은 각 장기별로 손상의 정도를 

정량화하고 여기에 각 신체 장기에 대한 위험도를 곱한 다음 피폭받은 모든 장기에 

대하여 합산올 하면된다. 즉 

c=훌 rh x Cu.s.k (Dk ) (5-157) 

이다. 여기서 C는 개인별 손상 ， rh는 증상 h가 일어날 확활 ， Cu, s ，Jl.. Dk)는 장기 k에 

피폭 Dk를 받아 증상 h 가 일어났을 때의 손해량이다. 따라서， 방사선 사고로 인한 

주변 인구 전체의 총 생물학적 결과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다t 헥옳『훌다 xα s.k (Dk ) X pc.u •. , (다)뻐k (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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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혐 껄말 촬석 프프중그램의 개훌 

결말 분석 코드인 KACAPCKAERI ð,ccident çonsequenc ð,nalysis erogram) 의 주요 

특정으로는 MS Visual Basic[5-41]올 이용하여 PC의 Windows 환경하에서 작통함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으며 이용이 쉽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말 분석에 필요한 모든 모델들이 모률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기가 용이하여 모델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계산 결과를 파일 형태로 볼 수 있올 뿐만 아니라 특정 부지 주변의 미리 

저장된 지도상에 도시함으로써 결과를 가시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 모든 지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리 정보 시스템 CGis. Geometr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다면 가시화의 효율성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수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입력 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프로그램 

수행 전 미리 정해진 형태의 파일로 존재해야 한다. 

1) 노심 재고량 자료 CCore Inventory Data) 

2) 가 상 자료 CMeteorology Data) 

3) 인구통계학 자료 CPopulation Data) 

4) 경작물 자료 CAgricultural Production Data) 

5) 경제 비용 자료 (Economics Data)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모률은 방사성 물질의 대기내 이통 및 확산， 피폭 선량 계산， 

조가 사망， 조기 부상， 암 사망 둥과 같은 건강 영향 평가， 소개， 차폐， 이주 퉁과 

같은 선량 완화 조치들의 이행으로 인한 피폭 감소， 이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기 부상， 조기 사망， 암 사망 등에 대한 리스크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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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의 Flow Diagrm은 그렴 5-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은 그립 5-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그립 5-3에 나타난 각종 Menu를 

선택하여 필요한 입력 파일의 선택(그립 5-4) , 부지의 선택(그텀 f)-5) , 계산 석자의 

선택(그립 5-6) , 중요한 60개 방사성 동위원소별 누출율이나， NUREG-1150의 

연구에서와 같이 9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방사선원의 환경으로의 방출 분율의 입력올 

통한 방사선원의 입력(그림 5-7 5-8 , 5-9) , 방사선원 방출 변수의 입력(그림 5-10) 

등을 쉽게 할 수 있다. 예제로 계산된 울진 원전 주변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분포는 

그림 5-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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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asquill 의 난류 형태를 정의하는 기상 조건 

Surface wind Daytime Insolation Ni~htime Cloudiness 

speed Cm/sec} Stron~ Moderate SI jght ~ 4/8 $ 3/8 

<2 A A - 8 B 

2 A - 8 B C E F 

4 B 8 - C C D E 

6 C C - D D D D 

'-- 6 C D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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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Pasquill-Gifford 대기안정도 등급에 상응하는 (Ja. ðT의 범위 

Stabi 1 i ty (Ja (10m) ðT 

Category de~rees CK/ lQOm) 

A >22.5 <-1. 9 

B 17.5 to 22.5 -1. 9 to -1. 7 

C 12.5 to 17.5 -1. 7 to -1. 5 

D 7.5 to 12.5 -1. 5 to -0.5 

E 3.75 to 7.5 -0.5 to 1. 5 

F 2.0 to 3.75 1. 5 to 4.0 

G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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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용도 차이와 풍속에 의해 정의된 대기안정도 둥급 

ðT / ðz (oC / 100m) 

-1. 9 to -1. 7 to -1. 5 to -0.5 to 

Wind Speed <-1. 9 -1. 7 -1. 5 -0.5 1. 5 1. 5 to 4 

{m/sec} Stabilitv as defined bv NRC Regulatorv Guide 1.23 

<2 A B B B E F 

2 to 3 A B C C E F 

3 to 5 B B C D E F 

5 to 6 C C C D D D 

>6 C C C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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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P-G 곡선군 함수식 계산에 필요한 상수 

Stabi 1 i ty Class sYn Sy, Sy? 

F (moderately stable) -3.559 1.160 -1. 71ge-02 

E (slightly stable) -2.817 1.066 -1. 147e-02 

D (neutral) -2.546 1.077 -1.252e-02 

C (slightly unstable) -1. 969 1.022 -8.377e-03 

B (moderately unstable) -1. 961 1. 111 -1.405e-02 

A (extremely unstable) -1. 790 1.151 -1.733e-02 

Stabi 1 i ty Class ~Z() SZl SZ2 

F (moderately stable) -4.539 1.412 -5. 450e-02 

E (slightly stable) -4.213 1.443 -5/471e-02 

D (neutral) -3.162 1.197 -3. 45ge-02 

C (slightly unstable) -2.981 1.212 -2. 538e-02 

B (moderately unstable) 2.693 -0.781 0.158e+00 

A (extremely unstable) 9.430 9 .430 0.425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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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동위원소 그룹 및 구성 원소둡 

동위원소 그룹 동위원소 

NG Kr-85 , Kr-85m. Kr-87. Kr-88. Xe-133. Xe-
135 

1-131. 1-132. 1-133. 1-134. 1-135 

Cs Rb-86. Cs-134. Cs-136. Cs-137 

Te Sb-127. Sb-129. Te-127. Te-127m. Te-129 , 
Te-129m, Te-131m , Te-132 

Sr Sr-89. Sr-90 , Sr-91. S .. -92 

Ru Co-58. Co-60. Mo-99 , Tc-99m. Ru-103 , Ru-
105. Ru-106. 맘1-105 

La Y-90. Y-91. Y-92 , Y-93. 2r-95 , 2r-97 , Nb-
95. La-140 , La-141. La-142 , Pr-143 , 
Nd-147 , 뻐1-241， Cm-242 , Cm-244 , 

Ce Ce-141. Ce-143 , Ce-144. Np-239 , Pu-238 , 
Pu239. Pu-240 , Pu-241 

Ba Ba-140 , Ba-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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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각 경로별 사고후의 방사선 피폭 시간 및 방사성 물질의 

흡입 시간의 분포 

exposure pathway hours - days - months months - years 
type days 

Cloudshine exposure 

External Groundshine exposure exposure 

Skin and exposure 
Clothing 

Ai r Inhalat ion absorption exposure exposure 
/ exposure 

Internal Resuspension absorption absorption / exposure 
/ exposure exposure 

Food Ingestion absorption / absorption / 
exposure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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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ICRP 60에서 권고하는 신체 주요 조직의 조직 가중치 

조직 가중치 0.2 0.12 0.05 0.01 

조직 / 장기 생식선 결장 방광 골표면 

폐 유방 피부 

적색물수 간 

위 식도 

갑상선 

나머지 s.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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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에 따른 방사선 가중치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 범위 방사선 가중치 

광자 모든 에너지 1 

전자， μ 중간자 모든 에너지 

중성자 < 10 KeV 5 

10 KeV - 100 KeV 10 

100 KeV - 2 MeV 20 

2 MeV - 20 MeV 10 

> 20 MeV 5 

양성자 (반조양자 제외) > 2 MeV 5 

a 입자， 핵분열편， 20 
중하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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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cloudshine과 groundshine의 경우 감마선과 빼타선에 

대한 피부 조직의 차폐 계수， 55. j (j) 

찌
킹
 
때
·
 

獅
짧
 

cloudshine 

0.5 

0.5 

.m ·m 

5 

뺑
 

l 
* 

α
 

m 
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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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감마선에 대한 외부차폐계수.5.。 

structure or location shielding range 
factor 

outside 1.0 

vehicles 1.0 

wood-frame house (no basement) 0.9 

basement of wood-frame house 0.6 0.1 to 0.7 

masonry house (no basement) 0.6 0 .4 toO.7 

basement of masonry house 0.4 0.1 to 0.5 

large office or industrial 0.2 0.1 to 0.3 
bui 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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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D. H. Slade의 보정 계수 

수직 분산계수 방사능 구름의 중심선 고도 ， Z/az 

az (m) 0 1 2 3 4 5 

3 0.020 0.018 0.011 0.007 0 ‘ 005 0.004 

10 0.074 0.060 0.036 0.020 0.015 0.011 

20 0.150 0.120 0.065 0.035 0.024 0.016 

30 0.220 0.170 0.088 0.046 0.029 0.017 

50 0.350 0.250 0.130 0.054 0.028 0.013 

100 0.560 0.380 0.150 0.046 0.016 0.004 

200 0.760 0.511 0.150 0.024 0.004 0.001 

400 0.899 0.600 0.140 0.014 0.001 0.001 

1000 0.951 0.600 0.130 0.011 0.001 0.001 
L- .. 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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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지표면 오염에 의한 감마선 차폐 계수 

Structure or Location Shielding Factor Representative 
Range 

1 m above and infinite smooth 1. 0 
surface 0.7 0.5 to 0.8 
1 m above and ordinary ground 0.4 0.2 to 0.5 
one- and two-story frame house 0.2 0.04 to 0 .4 
one- and two-story block or brick 0.02 0.001 to 0.08 house 

Office or large apartment building 0.5 0.2 to 0.7 

Cars on road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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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빼AD가 1 μm인 핵종의 몇 신체 장기에서의 단위 방사능 호흡당 

예탁 선량 환산 인자(Sv/Bq) 

Nucl ide Gonads Breast R. Marrow Lung Thyroid 

14C (C02) 6.36E-12 6.36E-12 6.36E-12 6.36E-12 6.36E-12 

137Cs (0) 8. 76E-09 7. 84E-09 8.30E-09 8.82E-09 7.93E-09 

90Sr (D) 2. 64E-09 2. 64E-09 3.36E-07 3.73E-09 2. 64E-09 

90Sr (Y) 2. 69E-1O 2.69E-10 3. 28E-08 2. 86E-06 2.69E-10 

1311 (D) 2. 53E-ll 7. 88E-ll 6.26E-ll 6. 57E-10 2.92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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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방사선 피폭에 의한 생물학적 효과의 분류 

발병시기 개체 발생확률 피폭시간 예 

사망 상해 

급성효과 피폭당사자 결정론적 조기피폭 GI Syndrome 구토 

만성효과 피폭당사자 확률론적 조기+장기피폭 Leukemia 비치사암 

유전적효과 자손 확률론적 조기+장기피폭 사산 de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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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조혈기관 피폭으로 인한 60일 50% 사망 피폭치 

짜8
 

% 

뼈
 

돼
 

& 

뼈
 

치
 -D-

340 450 1070 

minimal supportive her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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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전신에 균일하게 저 LET 방사선 피폭올 받았을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량의 범위에 따른 제 증상 및 사망 시간 

전신흡수선량 사망을 유발하는 주 영향 사망 기간 (일) 

3 - 5 골수의 손상 30 - 60 

5 - 15 폐 및 위장관의 손상 10 - 20 

> 15 신경계의 손상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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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주요 급성 상해 및 중세 

급성상해 증세 

Respiratory impairment scarring of lung tissue. decreased lung capacity 

Temporay changes of GI slughing of epithelial lining 
tract 

Hypothyroidism decrease in thyroid function 

Thyroditis inflammation of thyroid 

Temporary sterilìty usually not noticed , males more susceptible 

Congenital malformation growth impairment , microcephaly , mental retardation. 
prenatal exposure 

Cataract 200-500 rad 

Prodromal vomiting temporary GI u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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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MACCS 코드에서 사용한 급성 생물학적 영향의 종류 및 모델 변수값 

Early Health End result Impaired b Dth.h DSO.h [Sv] for time period 
Effect. h Organ [Sv] end point (days) 

Death Injury 1 7 10 14 21 30 200 365 

Hematopoi et i c x Red Marrow 5 1. 5 3.8 7.6 15 
Syndrome 

Pulmonary Syndrome x Lungs 7 5 10 160 370 920 

Gastro-intestine x Lower Large 10 8 15 35 
Syndrome Intes. 

Pneumonitis x Lungs 7 5 10 160 370 920 

Prodromal vomiting x Stomach 3 0.5 2 5 

Diarrhea x Stomach 2.5 1 3 6 

Skin eryth해la x Skin 5 3 6 20 

Transepidermal x Skin 5 10 20 80 
InJury 

Thyroiditis x Thyroid 2 40 240 

Hypothyroidism x Thyroid 1.3 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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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선량 유효 인자 (Dose effectiveness factor) 

Total dose (rem) Dose rate (rem / day) 

< 1 1 - 10 > 10 

< 10 0.2 0.2 0.2 

10 - 25 0.2 0.4 0 .4 

25 - 300 0.2 0 .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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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MACCS코드에서 사용한 만성 생물학적 영향의 종류 및 모델 변수값 

Late Effect End Result lmpaired Organ Model Parameters 

Cancer Death Total Fatal Both , bh Both , 
Cancer , ah Cancer , ah ch 

Leukemia x x Red Marrow 3.7E-3 3.7E-3 0.39 0.61 

Bone Cancer x x Bone Surface l. 5E-4 1. 5E-4 0.39 0.61 

Breast x x Breast l. 7E-2 6.0E-3 1 0 
Cancer 

Lung Cancer x x Lungs 5.7E-3 5.1E-3 0.39 0.61 

Thyroid x x Thyroid 7.2E-3 7.2E-4 0 
Cancer 

GI Cancer x x Lower Large 2.5E-2 1.5E-2 0.39 0.61 
lntestine 

Other Lower Large 1. 3E-2 7.5E-3 0.39 0.61 
Cancers lnt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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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1986년 일본인의 성별 암사망율 

암의 종류 성별 a b c 

백혈병 남자 4.4 X 10-10 3.00 1. 5 X 10-5 

여자 3.0 X 10-10 2.90 1. 5 X 10-5 

비백혈병 남자 3.0 X 10-10 5.14 1. 5 X 10-5 

여자 3.9 X 10-10 4.90 1. 5 Xl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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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UNSCEAR 1988에서 가정한 암의 시간적 특성 

암의 종류 잠복기， η (years) 발현기 (pl ateau). Tp 

(years) 

백혈병 2 40 

비백혈병 10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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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UNSCEAR 1988에 서 사용한 위 험 도 계수 

암의 종류 피폭시 연령 가산모델 ， Kh (lO-2/Sv- 승산모델， 아 (/Sv) 

yr)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백혈병 0-9 0.0384 0.0300 18.7 19.5 

10 - 19 0.0203 0.0104 4 .4 4.6 

20 - 29 0.0434 0.0249 5.6 5.8 

30 - 39 0.0631 0.0196 3.9 4.1 

~ 40 0.0472 0.0318 3.3 3 .4 

비백혈병 0-9 0.0148 0.0407 1.06 2.06 

10 - 19 0.0526 0.0707 0.65 1. 27 

20 - 29 0.126 0.137 0.57 1. 11 

30 - 39 0.114 0.137 0.24 0 .48 

~ 40 0.164 0.186 0.18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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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방사선 피폭에 의한 평균 사망 위험도(확률) 계수 ， ah 

성별 남자 여자 전체 

위험도 계수 ， ah 0.048 0.056 0.052 
(l/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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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 KACAP의 전체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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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KACAP 수행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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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KACAP의 Main Form 및 각종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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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re Inventor, Data : C:‘KACAP、SA빼PlE\UC삐-CORE.DAT 

2. MeteoroloW' Data File : C:、KACAP、SAMPLE、UC빼-빼E T.DAT 

3. Population Dala File C:、KACAP、SA삐PLE\UCN-POP.DAT 

4. Agricultural Pro갱uction 0 ata File : C:、KACAP、SAMPLE、UC삐-AGR I. DAT 

5. Economic~ Data File: C:、KACAP、SA삐PLE、ECONOMIC.DAT 

그립 5-4 자료 파일 선택 화면 

-331-



반홈: 5.7 k뼈 

‘ >-1"'" .. ‘ 
‘ r ‘tι;，‘/ 

l"" ι , I ‘ 

“’‘’ -
r ‘;.... , •.• 
‘ν ，ι ."' 

‘ι , 、‘

니 .'힌‘ ' .• 
i “ ',", 

,; .. • “-’‘ 
‘、 ~;P~~~응 • 

•• - ‘ <

“‘ t *'- ‘ ..• -
.",, '1 ‘ .~ jj ,i .... :.f:-. “ e ‘ 

' ...... ,'!;.; "1 
.~... ;!-、응._/~， “、 ‘~~Ä‘; τ ‘ -
경; 、 ~"l，~， ...... ’ 

i 

" :;.-

..... 거 ‘ /ιιiι →，.-~ ." ’ ‘- ’ “~. 
'" ‘ "I!' ",0:' ’iJ;''..J.‘ .,- ’ ‘ / • ι ~ ‘!., . .，."，，"~ ••• “’ 

‘ ιτ‘-ι잉 ιι ‘ e 

‘ :것it1.til"'" ‘ι ~ • ‘" 
!ι -‘ -“샤 .. :......- ‘ 

경~:;::::~ “ ‘f썩; 、“‘ •• ~. 
、 .-. ..-.>-. “ ‘ i ': ... ‘” γ ι x• i 

쉰 ; 형열선‘L휴ε 낀1):ι 
“?ζ‘ε”“ 잉상; ‘ • _.ν ~-

’”‘’r ‘ ‘; ‘홀‘，~?" ~“t~ ‘. ~J 
‘’‘· “’ Rν~' ••• '‘ ‘ 

r용3;ι ; ε ‘ γ 

• ,. (~-갓 ‘성 한각 .tι R1 r / , 
‘ . ..--'~ '. '; ‘ l ‘ i 

” ‘ :j~;‘~‘ ι ‘ f '\ ., ‘· 견‘-
’‘ υ 

’ “ 깐갚‘.~.:’?’ 1:' :: .. ν}~ ，::~f~' .1 ' ' .... i 
‘ ,'-,,? :ä'.~~ ‘ , 

!‘ ·ζ~.:.:ιζ::i.~ ， ‘ ~~-"， ... ' ~~~;::γ ‘ ι : ιä ‘ 

f형짤Y “사~널‘:-:. ，.~τ ‘ ’? ‘".:-: .. ~ ... “’ ‘ l.i짧삼 -ιι .. ~:z‘~‘ ~~:::?ι 、장·찬 :::'1 “ 
강용 ...... 상 tf:~τ “ ‘; ‘.~~.~.~、l e: f ‘ F이 ‘ 

~: '、 -ν ‘ ι ‘’，-.. -ðO-_ --‘ 좁".o.Ìoo← ~J:::‘요“ι .... ‘ .'i_ ‘ . "‘ ' .... ~.“ 、~ ..... 
‘;를" ’""，~. f ‘ • , "", 'H 싸 x::;:;:.:~ ..... ::.:,::.. .•.•. ;.;.;.:.:.;.:.:: .• '" ‘ .. ~.t ~. 
‘ ’“ ‘ ’ ‘ i ‘ ι ~;~;:':ι~~<"" ~L ~~. ι 

i에‘ τ …>1'"’ 

‘ 1 ’‘ ~.애“· 、~~ ‘ 
i 

ι T 

.{\'"“/ 
“ iν ‘、

ι “ "' •• 
.).1 닝 / 

,.).(' 

그림 5-5 발전소 부지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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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distance bands 빼 k .. 

1) 000.0 2) 뻐0.0 3) 000.0 4) 000.0 5) 000.。

6) 000.0 7) 뻐0.0 8) 000.0 9) 000.。 10) 000.。

11) 000.0 12) 뻐0.0 13) 000.0 14) 000.。 15) 000.0 

16) 000.0 17) 뼈00.0 18) 000.。 19) 000.。 20) 뻐O.。 

22) 000.0 23) 000.0 24) 000.0 25) 000.0 

27) 뻐0.0 

그림 5-6 계산 격자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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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60 
K.-85 
K.-85빠 
K.-87 
K.-88 
Rb-86 
5.-89 
5.-뼈 

1-91 

그림 5-7 통위원소별 누출률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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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동위 원소별 누출률 입 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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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Release Fraction 입 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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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방사선원 변수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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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1 예제 계산된 농도 분포의 지도상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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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창 중대사고시 경제척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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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중대사고시 경체적 영향 평가 

제 1 챔 개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발전소의 

사고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비용이라는 하나의 인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발생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결합된 평가가 가능하다[6- 1] . 또한 경제적 영향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시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여러 가지 대응 

조치들의 비용을 고려할 수 있고 실시된 조치들의 경제성올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 정도를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평가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융용이 가능하다. 

CD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외에서 발생하는 영향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외 방사선 관리 계획올 수립하게 된다. 소외 방사선 관리 계획의 

수립에 있어 궁극적 목표가 되는 주민 보호와 사업자의 경제적 이해 관계는 서로 

상반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용-이득 분석 (Cost-Benefit Analysis) 

방법올 사용할 수 였다. 비용-이득 분석 방법을 사용한 최적화를 통하여 환경의 

복구 및 보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선량 완화가 최대로 되는 

경제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올 사고의 발생 빈도와 결합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실제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위해도 명가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록면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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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발생시 소내 및 소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조치의 

실시에 따른 비용 인자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발전소의 정상 운전에 

영향올 미친 결과들에 대한 비용 인자를 도출하여 명가 대상 인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비용 인자들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사고 완화 조치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소외 영향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 방법들은 기존의 사고 영향 평가 

코드에서 부분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렇지만 소외 발생 영향과 소내 발생 영향올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수행된 바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존의 외국에서 고려된 소외 경제적 영향 평가 모델올 사용하더라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국가에 따라 비용 항목의 평가에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자료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외국에서 적용한 예를 

그대로 국내의 경우에 적용시커기는 어렵다. 적용을 시커더라도 현재 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드에서는 소내 비용에 대한 평가 모델이 

고려되지 않아 전체적인 영향 명가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구조에 적합하고 소내 비용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영향을 경제적 측면에서 

명가하는데 필요한 모델을 개발하고 수행된 평가를 바탕으로 사고 완화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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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고의 경제적 영향 평가의 수행에 있어 

일반적인 사고보다는 소내외 영향올 동시에 유발시커는 중대사고의 경우에 대하여 

주 관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젤정한다. 비용 항목을 젤정한 후에 각 항목의 

평가에서 고려되는 비용 인자를 선택하여 비용을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용 평가 과정을 거쳐 사고의 영향 완화를 위해 실시되는 조치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각 대안별 경제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협 경제적 영향 명가륨 위함 비용의 훌훌뽑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제적 영향 팽가를 위해서 사고의 

발생에 따른 소내 비용 항목Consite cost term)과 소외 비용 항목Coffs i te cost 

term)들올 평가하고 평가된 비용 항목들올 특성별로 그룹올 지어 그룹간의 비용올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 평가를 위해 각 비용 항목들올 우선 

발생 장소에 따라 소내 비용과 소와 바용으로 나누며 나누어진 비용 항목들은 

항목별 특성에 의해 다시 일반적 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 중대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 주민 관련 소와 비용 그룹， 면적 판련 소와 비용 그좁 둥으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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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내 비용 항복 

소내 비용 항목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 발생시 소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비용 

항목으로 대부분 발전소의 허가， 발전 사업， 원자력 발전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거나 비용의 발생 장소가 소내이기 때문에 소내 비용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소내 비용 항목들 중 비용 

항목의 특성 및 명가 방법 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들을 설정하였다. 

@ 대체전력 비용(replacement power cost) 

@ 발전소 제염 비용(plant onsite decontamination cost) 

@ 작업자 보건 영향 비용(worker health effect cost) 

@ 발전소에 대한 투자비의 손실에 따른 비용(reactor plant capital investment 

loss) 

@ 조기 혜로로 인한 비용(cost due to early decommissioning) 

@ 기타 소내 비용: 원자력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비용， 소내의 

문제로 인한 소송 비용 둥 

가. 일반적인 사고에 판련된 소내 비용 그룹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다양한 소내 비용 중 대체전력 비용， 소내 

제염 비용， 작업자의 보건 영향에 의한 비용 둥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사고일 때도 고려되지만 중대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고려된다. 이러한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의 형태로 사고의 영향이 심각하지 않고 노심이나 냉각수에서 소량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발생할 경우 또는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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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의 사고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은 이러한 

사고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다. 

이러한 비용 항목들은 중대사고시 고려되는 발전소 투자비의 손실이나 조기 폐로로 

인한 비용과는 달리 비용 평가 측면에 있어서 사고 발생이 발전소의 운전 시작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한 시점인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용 항목들올 중대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Non-severe Accident Onsite Cost Group)으로 분류하였다. 

1) 대체천력 버용 

대체전력 비용(Replacement Power Cost)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운전정지 기간에 대하여 

고려하는 비용이다[6-1]. 대체전력 비용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력량올 원자력이 아닌 대체 발전원으로 발전할 경우 발생하는 전력 

생산 비용의 증가를 운전정지 기간 동안 고려하여 명가할 수 있다.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원자력에 의한 발전 단가가 석탄이나 석유 둥의 타 발전원으로 인한 발전 

단가보다 저렴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고려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단기간의 운전 정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 비용( r ep 1 acemen t ener gy 

cost)올 계절별 단기 비용으로써 자국내 11671 의 훤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연도별로 

평가한 경험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pooled ut i 1 i ty system operat ion의 확률론적 

발전 비용에 대한 모사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대체에너지 비용의 평가에서 

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 인자로는 임의의 고장(random uni t fai lure). 유지 및 

연료 교체 요건 외에도 부하의 변통(load variation)등이 고려되었다[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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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력 비용의 평가시 고려 대상 발전소의 훈전정지에 따른 발전용량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일 대체 발전원이 아닌 여러 대체 발전원이 전체 

발전량을 일정량 나누어 발전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올 단일 발전소가 전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한 가정이다. 

그리고 고려되는 운전정지 기간이 사고에 따라 적어도 수년이 걸린다는 가정하에 

장기간에 걸친 비용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전력 비용의 평가에서는 훈전정지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올 평가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고려되는 비용 외에도 원자력이 아닌 타발전원들의 발전량 

증대에 따라 간접 비용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 비용으로는 대체 발전윈의 

채굴， 수송 동에 의한 추가 비용， 화석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 영향에 의한 

비용 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용의 정의 자체가 추상적이고 팽가 방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 

2) 발전소 소내 채염 비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원자로나 원자로 냉각수 계통 내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경우 소내에서 방사성 물질의 확산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발전소 소내 제염 비용(Plant Onsite Decontamination Cost)이란 발생한 

오염을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정도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으로 정의된다[6- 1] .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 정도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눈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중대사고에서는 그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 지는 풍 사고의 총류나 영향 정도에 따라 

오염의 분포와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제염에 필요한 작업이나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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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요구되는 시간과 작업자의 수 등이 사고의 총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제염 작업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작업자 보건 앵향 비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냐 고온 고압의 냉각수 

누출 등의 이유로 인해 작업자에게 부상 또는 사망 둥의 보건 영향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6-13]. 발생한 작업자의 보건 영향과 의료 조치에 의한 비용은 사고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보건 영향의 경우가 많지 않게 되므로 

전체 비용에서는 작업자 보건 영향 비용(Worker Health Effect Cost)보다 다른 비용 

항목들이 지배적이 된다. 

그렇지만 소외 지역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고의 경우 작업자 중에서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대사고에서는 격납용기의 파손이 고려될 수 

있으며 원자로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환경으로 방출될 정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발전소 셜비에 대한 오염이나 작업자들의 오염 역시 광범위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비용에 대한 작업자 보건 영향 비용의 기여도는 크지 않게 된다[6-

I1. 

나. 중대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사고시 발생하는 소내 비용 항목중 투자비의 손실에 따른 비용 

및 조기 폐로로 인한 비용 둥의 비용 항목은 사고의 영향이 심각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발전소의 혜로가 결정되었을 경우 고려되는 비용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용 항목들을 중대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severe accident onsi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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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group)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비용 항목들은 사고의 영향이 심각하더라도 

폐로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의 비용 항목들은 발전소 수명의 경과 정도에 따라 비용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소의 수명 중에서 폐로가 결정된 시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발전소의 정상적인 예상 수명 후에 꽤로가 실시될 경우 중대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은 그 크기가 무시할 정도가 된다. 

1) 발천소에 대한 푸자비의 손실에 따른 비용 

사고의 영향 평가 결과로써 발전소의 폐로가 고려될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예상 

수명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전소 투자비의 일부분이 손실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 비용은 중대사고 발생시 폐로가 결정될 경우에만 고려하게 되며 이 때의 손실은 

발전소의 조기 Shutdown에 의 해 복구되 지 못한 발전소의 남아있는 장부가격 (book 

value)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표준 회계 장부 가격 (standard accounting book 

value)은 발전소의 잠재적인 미래 이익에 대한 손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는 발전소의 감가상각이 실제 고려되는 발전소의 수명에 비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에 대한 투자비의 손실에 따른 비용(reactor plant capi t a.1 

investment Ioss)의 평가에 있어서 공엽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가상각법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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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 혜로로 인한 비용 

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로는 발전소의 보수 및 사고 발생 이전 

상태로의 발전소 복구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발전소의 사고에 따른 

영향의 결과로 고려되는 폐로는 정상적인 발전소 예상 수명의 마지막에서 고려되는 

폐로와 그 과정 및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6- 1] . 따라서 초기 폐로로 

인한 비용은 발전소의 예상 수명 뒤 소모될 비용이 앞당겨져서 사용됨으로써 

발생되는 벼용으로 가정된다.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 발전소가 폐로된다면 발생하는 비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올 경우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잔폰 수명 동안의 발전량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혜로 시기가 앞당겨져서 자본 비용이 발생하게 됨다 이러한 비용 

중 잔폰 수명 동안의 발전량에 대한 비용은 앞 단락에서 이미 언급한 대체전력 

비용의 평가에서 고려하게 되고 조기 폐로에 따른 비용은 자본 비용을 평가해서 

고려하게 된다. 조기 폐로에 따른 비용은 발전소의 수명중 폐로가 결정된 시기와 

혜로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폐로의 방법에는 다음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고려되며 각 접근 방법에 따라 폐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다르게 

평가된다[6-5]. 

(j) DECON: 잔폰 방사능의 수준이 허용 수준 이상인 모든 물질에 대해 발전 

시설에서의 즉각적인 제거가 이루어지며 발전소의 부지는 제한되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즉각적인 비용은 많이 소모되지만 작업 종료 후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선 감시 등의 유지에 소모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ø SAFTOR: 이 경우의 접근 방법은 대중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가 허용 한계 내에 

유지되도록 방사성 시설의 조건올 유지시켜 주는 대안이다. 즉 안전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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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을 준비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즉각적인 폐로 비용을 

절약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부지에 대한 방사선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 ENTOMB: DECON에서 고려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정화 작업과 제염 작업이 

병행되어진 후 잔폰하는 오염 부품들을 부지 내에 한정시킨다. 즉 방사능 오염 

구역올 밀봉하는 방식으로 반감기가 긴 물질들을 제한시키고 제한되지 않은 

방사능 누출이 허용 수준이 되는 시점까지 방사능이 용괴되도록 한다. 즉각적인 

비용의 소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시셜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다. 기타 발생 소내 비용 

다양한 소내 발생 비용 중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용으로 소내 보수 

비용(onsi te repair cost)을 고려할 수 있다[6-1]. 소내 보수 비용 항목은 사고 

발생시 오염되거나 고장난 기기의 보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정의된다. 

심각한 사고에 따른 발전소 기기들의 보수 비용은 제염이 끝난 뒤에 발전소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된다. 소내 보수 비용은 일반적인 

발전소 기기 들의 유지 보수 비용과 사고에 의한 보수 비용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소 사고나 운전정지에 대해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내 비용 항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발전소에서의 사고 영향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소내 비용 항목틀 외에도 소내 소송 비용， 원자력 발전 사업에서 생기는 손실 비용， 

원자력이 아닌 대체 발전원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의한 비용 둥의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발전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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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비용으로써 발생하며 비용 자체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의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비용 평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소외 비용 항목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이 예상됨에 따라 방사선 방호 조치가 실시된다. 추민둡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방사선 방호 조치는 실시되는 시기에 따라 초기 단계와 장기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방호 조치에 따라 고려되는 비용 항목이 

달라지게 된다[6-4].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분에 따라 초기 방호 조치 비용과 장기 비용으로 소와 비용을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호조치의 성격에 따라 주민들에게 관련된 소외 

비용 항목 그룹(populat ion related offsi te cost group)과 방호 조치가 실시되는 

지역의 면적에 관련된 소와 비용 항목 그롭(area related offsite cost group)으로 

구분하여 그 크기를 명가하고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 비용 항목들로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을 고려한다. 

@ 주민 소개 빛 이주 비용(population evacuation and relocation cost) 

@ 주민의 보건 영향에 대한 비용(population health effect cost) 

@ 농산물 처분 비용(cost due to disposal of agricultural product) 

@ 소외 지역의 제염에 따른 비용(offsite decontamination cost) 

@ 기타 바용: 소외 발생 소송비， 사고의 발생에 다른 2차적 영향으로써 고려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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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기료의 상송， 환경적 영향에 따른 비용 퉁 

가. 주민 관련 소외 비용 그룹 

주민 소개， 주민 이주， 주민들의 보건 영향에 대한 비용 둥을 주민 관련 소외 비용 

그룹(population related offsite cost group)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들은 비용 평가시 실시되는 방호 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보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가 평가의 주관점이 된다. 따라서 고려되는 

지역의 면적보다는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평가에 고려된다. 

1) 주민 소개 비용 

중대한 원자로 사고시 실시되는 여러 가지의 방사선 방호조치 충 가장 중요한 

조치로써 발전소 인접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소개 또는 대피를 고려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방사성 플륨으로부터 방사성 불질이 지표면으로 침전되고 침전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발생한 고준위 방사능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폭이 발생활 수 

있다. 주민 소개란 이러한 경우의 주민 피폭을 저감시커거나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을 거주지로부터 즉각적으로 이동시카는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민 소개는 발전소 내의 상태가 더쭉 악화될 징후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될 수도 었다. 주민 소개는 방사선 피폭올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사생 플륭이 도달하기 전에 주민 소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이 완전히 차단된다. 

실제 주민 소개가 이루어진 예로 재1-2 사고 경우를 살펴보면 1979년 3월 28일의 

사고 발생에 따라 1979년 3월 30일 주민의 소개가 이루어졌는데 소개된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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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마일 이내 주민의 509;. 반경 10마일 이내 주민의 359;가 각각 소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주민 소개의 실시에 따른 효과로 TEC(Techno!ogy for Energy 

Corporation)에 따르면 약 80 person-rem의 주민 집적 선량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6-14] ， 

2) 임시 이주 벼용 

주민 소개와 달리 이주(re!ocation)는 측정， 평가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정도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민 소개와 구별이 된다. 주민 

이주는 주민 소개의 경우처럽 사고에 따라 즉각적으로 실시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보다 더 선택적인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왼자력 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임의의 지역이 오염될 경우 오염된 지역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여 주민의 

피폭 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주가 고려될 수 있다. 

주민의 이주는 소개된 주민들올 대상으로 소개 기간을 연장시카는 경우와 주민 

소개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커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주가 실시된 뒤 침전된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폭 선량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고 주민들의 귀가 조치가 가능할 정도라는 평가하에 주민들의 

귀가가 실시된다[6-4 1. 주민들의 임시 이주에 따른 비용의 명가는 주민 소개 H12 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숙식비， 교통비， 주민들의 손실된 수입에 따른 

비용 퉁이 고려된다. 

3) 주민들의 보건 명향에 의한 비용 

중대사고의 발생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로 인해 한계 선량 이상의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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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올 경험한 주민에게 보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주민 보건 

영향에 의한 비용(population health effect cost)올 명가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의 

접근 방법이 일반적으로 고려된다[6-4 ]， 

첫번째의 보건 영향 비용 평가 방법은 보건 영향의 위해도를 줄이거나 기피하려는 

개인이나 사회적 성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보건 영향올 감소시커려는 성향은 위해도를 갖는 활동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러한 개인이나 사회적 성향올 이용한 보건 영향의 평가는 

직접적으로 정량화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질환 둥이 개인의 성향에 쏘함닐 수 

있다는 장점이 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회적 성향을 통한 비용 평가 과정에서는 

위해도를 감소시키려는 성향을 유도하기 위한 첼문조사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작업의 수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두번째의 접근 방법은 보건 영향의 발생으로 인한 인적 차본(human capital , human 

weal th)의 손실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보건 영향의 발생으로 

인한 개인의 생산성 손실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특정 보건 영향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된 수입의 손실올 예측되는 개인의 수명 손실 기간에 대해 

할인 (discounting)해서 명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비용 명가가 수월하다는 장캠이 

었지만 순수한 비용만 고려하므로 개인의 고통 같은 감정적인 면올 비용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나. 면척 관련 소외 비용 항목 그룹 

소외지역올 대상으로 하는 제염의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첨전으로 인한 곡물이나 우유 풍의 놓산물 폐기 처분에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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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들 평가할 경우에는 각 지역의 면적당 단위 비용으로써 해당 지역 내의 전체 

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비용 항목을 면적 관련 비용 

항목 그룹(area related offsite cost group)으로 분류하였다. 

면적 관련 비용 항목 그룹에 속하는 비용 항목 중 곡물의 폐기나 우유의 처분에 

따른 비용 등의 농산물 폐기 처분 비용은 연중 고려되지 않고 곡물의 성장기에만 

고려된다[6-4]. 한편， 소외 제엽 비용의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외 지역의 

표면을 그 특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각 표면에 각각의 다른 제염 방법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비용을 평가하게 된다. 

1) 농산물의 빼기 처분에 의한 벼용 

방출된 방사능 핵종의 침전으로 인해 경작지에서 재배되던 다양한 곡물들이 오염될 

수 있다. 오염된 농산물의 섭취로 인한 예상 체내 피폭이 허용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처분을 고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곡붉의 처분에 따른 비휴유 

곡물의 성장기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되므로 곡물의 성장기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곡물 처분 비용을 따로 평가하지 않게 된다[6-4]. 

목장의 위치와 침전된 방사성 핵종의 양에 따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는 방사성 

핵종의 효율적인 수집체 (c이 lector) 역할올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유의 섭취로 인한 

체내 피폭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오염된 우유는 처분된다. 곡물의 성장기 

외엔 저장된 사료로 소를 사육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우유의 처분 비용 역시 곡물의 

성장기에만 고려된다[6-4]. 

2) 소외 지역의 째염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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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해 임의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피폭선량이 허용 수준올 

초과할 것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소외 제염을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되는 소외 제염 비용(offsite decontamination cost) 평가에 있어서 

소외 지역을 표면 특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여 그 비용을 평가하게 된다. 

충분한 제엽의 실시로 선량이 허용 수준 이하가 된다면 주민들의 영구 이주가 

필요치 않고 주민들이 원래의 활통 지역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소외 제염을 

실시하여 오염되었던 구역에서의 토지와 자산에 대한 사고 이전의 경제적 가치와 

경제 활동을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다. 기타 발생 소외 비용 

앞 절에서 언굽한 다양한 소외 비용 항목들 외에 주민들의 이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려되는 장기 이주 비용이나 방출된 핵종으로 인한 오염의 정도가 심한 

토지나 다양한 사회 자본의 폐기에 의한 비용 둥올 고려할 수 있지만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방대한 반면 용용할 수 있는 국내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소외에서 손해가 발생한 집단의 소송으로 발생하는 소송 비용， 직접적인 

주민 방호 조치가 적용 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물가 상숭， 주민의 고용， 피해 

지역에서의 생산성 감소 등의 영향이 비용 항목으로 .iL 려될 수 있지만 」 성의가 

불명확하고 평가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 비용 평가 측면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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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제캠 영향 명가률 위혐 비용 산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평가하는 모델로써 본 연구에서는 소외 

비용 항목 평가에서는 COCo- l 모델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을 응용하게 

되며 소내 비용 항목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SNL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올 고려하게 된다. 

각 모델 개발국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 나라의 경제적 현실과 다르므로 COCo- l 

모델과 SNL에서 제안한 방법을 그대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각 비용의 평가에 있어서 고려되는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용한 

평가 모텔에 수정이 가해진 모델로 각 비용 항목의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1. 경제적 영향 명가를 위한 비용 산출 방법 

가.할인율 

현가 할인법을 사용하면 다른 시정에서 발생한 금전의 모든 흐름을 공통의 

시간(common t ime basis)에 대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분석에서는 금전에 

대한 시간적 가치 (time-value)를 고려해주는 방법의 하나로써 현가 할인법 (present

value discount ing method)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자본 소모와 미래 시점에서의 자본 소모에 대한 상호 가치 비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비용 항목올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첨이 서로 다른 자본 소모에 

의한 비용 평가에 대하여 통일 시정에 대한 명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였는데 소내외 전체 비용 항목을 통하여 동일한 할인율(discounting rat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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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게 된다. 

나.감가상각 

대부분의 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니는 가치가 초기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며 

점차 그 가치가 하락된다. 감가상각(depreciation)은 자산의 초기 가치에 대한 미래 

가치의 차를 일걷는다.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모든 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기 

가치에 비해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예상 수명이 다한 시점에서 지니는 

가치는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된다.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방법에는 공업경제에서 일반척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액법 

(Straight-Line Depreciat ion Account ing)과 SOYD(Sum-Df-Years-Digits) 법 이 있다. 

정액법의 경우는 감가상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초기의 가치를 전체 예상 수명으로 나눈 가치 만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고 가정하며 • SOYD법에서는 감가상각이 초기에는 많이 발생하고 수명이 

다하는 후반부에서는 감가상각이 적게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감가상각을 평가하게 

된다. 

2. 비용 명가 모헬 

가. 소내 비용 명가 모멜 

소내에서 고려되는 비용 항목들은 소내에서 발생한 오염， 기기의 손상 둥을 

복구하는 비용과 운전정지， 폐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항목들이다. 이러한 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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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항목으로 대체전력 비용， 소내 제염 비용， 작업자 보건 영향 비용， 투자비의 

손실에 따른 비용， 조기 혜로로 인한 비용 퉁의 평가 방법이 고려된다. 

1) 대체전력 비용 

대체전력 비용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발전소 운전정지 (plant 

outage) 기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로 정의된다. 대체전력 

비용은 원자력에 의한 발전 단가가 석탄이나 석유 등의 타 발전원을 이용할 경우의 

발전 단가보다 저렴하다는 가정 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대체전력 비용의 평가는 

운전정지가 발생한 발전소에 해당하는 발전 용량을 대체할 만한 전력 여유분이 

폰재한다는 가정 하에 평가하게 된다. 운전정지에 따른 비용은 단순 모델을 

사용하여 식 (6-1)처럼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전력 생산비의 증가분에 대한 

현재 할인 비용을 운전정지 기간에 대하여 적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운전정지된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올 단일 발전원이 

전부 대체할 정도의 여유 전력량올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정지 기간 동안에 해당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을 여러 대체 발전원이 나누어 

발전한다고 가정하여 대체전력 비용을 평가하게 된다. 

비용 평가에서 고려된 각 발전원의 발전량은 우리 나라의 연간 전체 발전량에 대한 

각 발천원의 기여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올 사용하고 각 발전원의 

발전 단가와 원자력의 발전 단가간 차이를 이용하여 운전정지 기간 동안의 대체전력 

비용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경우 대체전력 비용은 운전정지가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과 운전정지 기간이나 각 대체 발전원의 발전비율에 따라 그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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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운전정지가 장기화 훨 경우에는 각 기간별 할인용올 

고려해 전체적인 대체전력 벼용을 평가할 수 었다. 

Crep = P C Itlz {(훌 FI(t，ψ -exp(-rt) }dt (6-1) 

여기에서. 

Crep = 운전정지 기간 동안의 증가된 전력 생산비에 대한 현재 할인 비용， 

P = 운전정지 기간에 대하여 가정된 발전소의 발전량， 

C = 운전정지 기간에 대하여 가정된 발전소의 운전율， 

Fi ( t) = 운전정지 기간(t)에 대한 발전원 i 와 원자력간의 단위 발전 비용 

증가 함수， 

= 발전원 i 에 의한 발전량의 전체 발전량에 대한 비율 

r 실질할인용， 

t 1 • t 2 = 발전소 운전정지가 시작한 시각과， 끝난 시각. 

단순 비용 명가를 위해 발전 비용 증가 함수가 운전정지 기간 통안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적용되는 할인율이 운전정지 기간 동안 일정하다는 가정을 이용하면， 단위 

발전 비용 증가 함수는 발전원간의 비용차와 각 발전원의 발전 비율 만을 고려하게 

되고 식 (6-1)은 아래의 식 (6-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Cr _, I~ __ 1 
C,ep = τ~[exp( -rt l ) - exp(-까 )] -1 點 -ÞI (6-2) 

또한 발전 비용 증가 함수 Fi는 단순화하여 다음의 식 (6-3) 처럼 원자력과 비원자력 

발전원과의 발전 단가의 차이만을 고려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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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fi - C nuc (6-3) 

여기에서 

Cri 발전원 i를 이용할 경우의 단위 발전 비용， 

Cnuc = 원자력을 이용할 경우의 단위 발전 비용. 

이 경우의 평가 모텔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포함되어 었다[6-1]. 

@ 화석 연료에 의한 발전 비용이 원자력에 의한 발전 비용 보다 높다. 

@ 발전 단가 비용의 증가를 추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정지가 장기간이 

된다. 

@ 연료의 농축도， 초과용량 부하곡선(Excess Capaci ty Load Curves) , 발전소의 

위치 둥과 같이 발전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원자력이 아닌 타발전원을 사용한 발전량이 중가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체 발전원의 채굴이나 수송 둥에 의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비용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2) 발전소 소내 채염 비용 

발전소 소내 제염 비용윤 일상적인 운전정지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영향이 소내에 국한되지 않고 

소외까지 파급될 경우는 소내에서의 오염도 심각하게 된다. 이 경우 발전소 제염 

비용을 고려할 때에는 발전소의 수리， 정화， 제염 비용 외에도 발전소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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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된다. 

계통의 제염 및 정화에 따른 비용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중대사고시 소내 오염의 정도가 커지면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소모되므로 사고의 

종류나 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비용의 크기가 달라진다. 소모되는 소내 제염 

비용은 작업 일정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나뒤어져서 평가할 수 있으며 아래의 

식으로 전체 소내 제염 비용을 평가할 수 었다[6- 1]. 

Cdec = 훌Cn (6-4) 

” 

여기에서， 

Cd .. c =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순수 제염 탄가의 현재가， 

Cn = Cleanup program의 작업 n의 수행 또는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3) 작업자의 보건 명향애 의한 버용 

작업자의 보건 영향과 의료 조치에 의한 비용은 사고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작업자의 보건 영향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작업자의 보건 영향에 의한 비용 

보다는 다른 비용 항목들이 전체 비용에 대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소외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경우에는 작업자 중에서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고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셜비에 대한 오염이나 작업자들의 오염이 광범위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보건 영향에 의한 비용이 적절하게 평가된다면 전체 비용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게 된다. 

방사선의 피폭으로 인해 유발된 소내 작업자 보건 영향에 대한 비용은 각 유형별 

-362-



보건 영향의 평균 비용과 발생한 보건 영향의 수를 고려하여 식 (6-5)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Cwo야 = N hLon .HCj 

여기에서， 

ιork = 방사선으로 인해 유발된 보건 영향 비용， 

NhLon = 보건 영향 j로 인한 평균 비용， 

HCj = 소내에서 발생한 전체 보건 영향 j 의 발생수. 

4) 원자력 발천소 투자버의 손실 

(6-5) 

사고의 영향 평가 결과 발전소의 폐로가 결정될 경우 발전소의 수명이 단축됨에 

따라 발전소의 초기 투자비 일부분이 손실로 발생하게 된다. 투자비의 손실에 따른 

비용의 평가는 감가상각 평가 방법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때의 손실은 발전소의 

조기 운전정지에 의해 복구되지 못한 발전소의 남아있는 장부 가격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러나 표준 회계 장부 가격은 발전소의 운전에 따른 잠재적인 미래 

이익에 대한 손실올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는 발전소의 감가상각이 

실제 고려되는 발전소의 수명에 비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투자비의 손실은 고려되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업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감가상각법을 사용하여 

투자비의 손실을 평가한다. 각 감가상각법에 대해서는 식 (6-6) - (6-10)에 

나타내었다. 

<D 정액법 (Straight-line Depreciation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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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Pcost /1 

닮 =P%l-nD 

CD Sum-Of-Years-Digits Depreciation Accounting 

SOYD; = 1(1 +1)/2 

c = P cosI / SOYDj 

Ccap = P
COS1 

- C(SOYD n - SOYD n_
1

) 

여기에서， 

C때 = 투자 자본 비용의 손실， 

Pcos t = 발전소의 초기 비용， 

= 예상 발D純口수명， 

n = 발전소의 수명에 대한 사고의 발생 시점. 

5) 조기 혜로로 인한 비용 

(6-6) 

(6-7) 

(6-8) 

(6-9) 

(6-10) 

중대사고의 영향 평가에 따른 결과로 발전소의 펴1로가 고려된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발전소 잔폰 수명 기간에 대한 발전량 대체 비용과 폐로 시기가 

앞당겨져서 자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의 잔존 수명 동안의 발전량은 

앞에서 언급한 대체전력 비용의 평가로써 고려되며 시기가 앞당겨진 폐로로 인한 

비용은 식 (6-11)올 사용해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운전뒤 발전소 예상 수명의 마지막에서 고려되는 혜로와 

발전소의 중대사고의 결과로써 고려되는 폐로가 그 과정 및 비용이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조기 폐로로 인한 비용올 평가하게 된다. 폐로가 앞당겨져서 발생하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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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앞당겨진 기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조기 폐로로 인한 비용은 혜로가 결정되는 

시기에 따라 비용의 크기가 결정된다. 

C
ear 

= 8(1.0 - e-{I-t.lr) (6-11) 

여기에서 

CPM = 조기 폐로로 인한 비용， 

s = 발전소의 생산수명이 다 했올 때의 혜로 비용， 

발전소의 수명， 

td = 폐로가 개시된 시기. 

나. 소외 비용 평가 모웰 

소외에서 고려되는 비용 항목들은 사고의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방사선 방호 조치에 따른 비용이다. 소와 비용 항목들 중에서 주민들의 

소개 비용， 임시 이주로 인한 비용， 농산품의 처분에 의한 비용， 오염된 소외 

지역의 제염 비용 퉁의 평가 모멜이 고려된다. 

1) 주민 소깨 비용 

원자로 사고시 소외에서 실시될 수 있는 방호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전소에 

인접한 주민들에 대한 소개 또는 대피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주민 소개는 사고 

발생시 발전소 내의 상태를 평가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사성 물질의 소외 누출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실시될 수도 있는데 방사선 

피폭을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사성 물질의 플륨이 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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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주민 소개가 이루어 질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올 완전히 차단시킨다. 

주민 소개에 따룬 비용 평가에서는 소개된 주민의 숙식비， 교통비， 주민들의 수입 

손실 분에 대한 비용 둥이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소개는 짧은 기간 

실시되므로 주민들의 수입 손실 분은 고려하지 않는다[6-4]. 

다v = Pev .tev .(E +1) (6-12) 

여기에서， 

Cpv = 주민 소개에 따른 비용， 

P .. v = 소개되는 주민의 개체수， 

t .. v = 소개기간， 

E = 숙식， 이동 비용， 

= 소개되는 주민에 대한 개인의 명균 수입. 

2) 임시 이주 비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임의의 지역이 오염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주가 고려될 수도 었다. 주민의 이주는 소개된 주민들올 대상으로 소개 기간올 

연장시키는 경우와 주민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주민들올 이주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임시 이주에 따룬 비용 평가에서는 주민 소개 비용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숙식비， 

교통비， 주민들의 손실된 수입에 따른 비용 퉁이 고려된다[6-4]. 

Cep = P，매 .tep .(E +1)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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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Cpp = 임시 이주에 의한 비용， 

PPP = 이주 조치 대상 주민수， 

t pll = 임시 이주 기간. 

3) 주민 보건 명향 비용 

인적 자본(human capital) 방법올 사용하면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로 인한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고 피폭된 주민들에게 발생한 보건 영향으로 인해 

야기된 인적 자본의 사회적 손실올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 보건 영향 

비용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방사선으로 인해 유발된 전체 보건 영향의 

비용올 평가하기 위해서 보건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비용올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보건 영향 비용은 방사선으로부터 야기된 각 유형별 보건 영향으로 

인한 평균 사회적 비용과 보건 영향의 발생수를 고려하여 아래의 식처럼 평가할 수 

있다. 

CW = 훌N비_off • HCj (6-14) 

여기에서， 

Cpoll = 방사선으로부터 유발된 보건 영향의 총 비용， 

NhLorr = 보건 영향 j에 대한 평균비용， 

HCj = 보건 영향 j 에 대한 개체수. 

4) 농산물의 쳐분에 따른 손실 비용 

방사능 혜종의 침전으로 인해 오염된 농산물을 섭취하여 그로 인한 체내 피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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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가 결과가 허용수준을 초과할 경우 곡물의 처분을 고려하게 된다. 곡물의 

처분에 따른 비용은 곡물의 성장기에만 고려하게 된다. 또한 우유의 섭취로 인한 

체내 피폭선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유의 처분을 고려하는데 콕물의 

성장기 외엔 저장된 사료로 소를 사육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우유의 처분 비용 역시 

곡물의 성장기에만 고려된다. 

가) 곡물의 쳐분에 따른 손실 비용 

곡물의 처분에 따른 손실 벼용 평가는 처분 대상이 되는 지역의 전체 곡물 

생산량에서 각 곡물의 생산 비율을 고려하고 각 곡물의 판매에서 얻는 이익올 

고려하여 명가할 수 었다. 독물의 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은 곡물의 성장기에만 

명가되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계절 인자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연 아래의 식과 같다. 

다 = Pcmp ·S·훌 CRi ·ζ 

여기에서， 

Ccc = 곡물의 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 

PCrOD = 곡물의 생산량， 

s = 계절인자 (0 또는 1), 

CR j = 전체 곡물 생산량 중 곡물 i가 차지하눈 비율， 

Cj = 곡물 i 의 단위 비 용 . 

나) 우휴의 쳐분에 따롤 손실 비용 

(6-15) 

우유의 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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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생산량과 우유의 판매가격을 고려하였다. 우유의 처분도 곡물의 성장기에만 

고려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계절 인자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법올 식으로 

나타내면 식 (6-16)과 같다. 

Ccm = Cm ·PM·S 

여기에서， 

CCII = 우유의 처분에 따론 손실 비용， 

Cm = 우유의 판매에 따른 이익， 

PM = 우유의 생산량， 

s = 계절인자. 

5) 소외 채영 바용 

(6-16)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침전으로 인해 소외 지역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폭선량이 허용 수준율 초과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고 주민들의 피폭선량을 허용치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소외 제염을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 제염 비용 평가를 위해 각 지역올 표면 특성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때의 구분으로 소외의 임의의 지역은 농경지， 산립지. 

주거지， 포장 도로 및 호수나 강 동의 물로 덮인 표면으로 세분화된다. 각 지역에서 

소모되는 제염 비용은 각 지역 내의 특성 표면 비율과 각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제염 방법올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지역내 주민들의 피폭선량을 고려해서 

형가하므로 물로 덮인 표면에는 제염이 척용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전체적인 소외 

제염 비용올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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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제염은 해당 지역의 오염 정도에 따라 한번 이상 실시할 수 있는데， 식 (6-

18)올 사용하여 각 단계별 소외 제염 비용올 명가할 수 었다. 

Cdec/ = A훌SUj .DCj 
(6-18) 

여기에서， 

Cdecl = 한 지역에서의 제염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 

A = 제염 효로그램에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 

SUj = 전체 면적에서 표면 i 가 차지하는 비율， 

OC j = 표면 i 에 대한 제염비용. 

다. 통합척인 비용의 명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소외 영향을 평가하는 코드로써 뻐ANO. CONOOR , 

COSYMA , MACCS 퉁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드들에서는 사고의 

발생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션량의 명가가 주 관챔이 된다. 반면 

사고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는 코드 내에서 소와 주민의 피폭 감소 조치에 

관련된 비용 항목들이 제시되어 부수적으로 명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들을 

사용한 경제적 영향 평가는 소외의 제한된 비용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소내의 

경제적 영향 명가가 필요한 전체적인 영향 명가에 웅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제적 영향올 소외의 경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소내 경제적 영향의 경우에도 비용 항목별로 평가하게 된다. 이률 

위해서 본 철에서는 앞 철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비용 항목들올 이용하여 전체적인 

사고의 경제적 영향올 평가하는 모델올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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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사고 발생시 발천소 내외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비용 항목의 

명가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다양한 비용 항목들을 항목들의 특성에 따라 다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 중대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 주민 관련 소외 비용 그룹， 면적 관련 

소외 비용 그룹으로 분류가 되며 각 비용 그룹이 가진 특성에 따라 통합적인 비용의 

평가를 위한 모델을 수식으로 간단히 식 (6-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tot = Cnoll_Sev + C짜 +C’pop + C 

(Crep + Cdec + C’w짜 ) + (Coreo + Ceor ) 

+ (Cev + Cep + Cpop) + (Ccc + Ccm + Cdec'r) 

= 훌ζ +훌ζ f/td) +훌Nk .자 (t). Uk +훌 A， .S.u， 
"on sev .fe'V pop 

여기에서， 

c 비용 함수， 

td = 발전소의 생산 수명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시정. 

u = 단위 비용 함수， 

f = 시간 인차， 

N = 개체수， 

A = 영향을 받은 면적， 

s = 계절인자 (1 또는 0), 

3. 최척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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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서술한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경제적 영향 팽가 모텔올 이용하여 사고의 

영향에 대한 완화 조치의 경제성올 평가할 수 있고 대안이 다양하게 폰재하는 완화 

조치의 경우에는 각 대안별 비교를 통한 보다 나은 대안올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올 위해서는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 각 대안별 비교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을 비교하며 ICRP에서 권고하고 

있는 비용-이득 기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적화에 이용되는 기법은 산업공학이나 경제학 풍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어떤 기법올 사용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최적화가 가능한 목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최적화의 기법은 의사 결정 

분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50년대 이후 많은 의사 결정 보조 기법이 개발되어 

왔으나 일반적인 해법은 폰재하지 않으므로 각 연구마다 관련 정보량， 문제의 

복잡성 및 목적에 따른 가장 적당한 기법올 선택해야 한다. 여러 그룹에 속한 

최적화 기법들과 기법들간의 상호 관계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6-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 효용함수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는 고려 대상이 되는 기준의 수가 적고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 

변수에 대한 부분 효용성올 우션적으로 정의하고 대수적 합이나 가중적 CWeighted 

Product)올 사용하여 이들 부분 효용성의 총계를 평가하게 된다. 

나. 비용-이득 분석 

m 



가장 널리 쓰이는 기법으로 모든 관련된 영향올 금전적 가치로 통합시킬 수 있다. 

비용-이득 분석 (cost -bene f i t analys i s)에 있어서 각 기준의 가중치는 그 기준올 

특정짓는 단위의 금전 가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기법의 기본 개념은 만약 어떤 

대안의 도입에 따른 순 이득이 다른 대안보다 많다면 그 대안은 최적 대안으로써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원라는 매우 단순하지만 기법의 성공에 영향올 

미친다. 그렇지만 관련된 영향의 평가를 수반하므로 실제걱인 측 1낀얘서 불 때 그 

적용은 제한적이다. ICRP-37에서 제시된 과정올 대표적인 적용 예로 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방사선 방호의 최적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인 

비용-이득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완화조치의 각 대안별 비교를 수행하게 된다. 

다. 비용-효슐성 분석 

비용-효율성 분석방법 (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고려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실시에 따른 비용과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과정올 수반하는 최적화 방법이다. 

방사선 피폭 최적화에 관련된 해를 구하는 경우， 우선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대안틀올 비용의 증가와 선량의 감소에 따라 배열한다. 이에 따른 미분비용과 

미분선량， 그리고 결과적인 비용과 대안의 선택에 따른 효율성을 평가한다. 평가의 

결과에 대해 미리 결정된 비용-효율성의 기준올 적용하여 최척의 대안올 선택한다. 

라 . ELECTRE 기 법 

직접적으로 총계적인 비용-이득 분석과는 달리. ELECTRE 기법은 대안의 비교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i 가 j보다 우선한다는 식의 우선 순위 관계를 결정하고 다음 

이 관계를 이용하여 대안의 순위를 가장 우세한 퉁급에서 가장 열퉁한 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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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퉁급으로 결정한다. 다기준 기법은 여러 차원올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우선 순위를 이용하여 모든 기준에 대한 1차적인 선택을 행할 수 있다. 

마. Cross Impact Matrix 기 법 

다음에서 언급되는 De lphi 기법과 달리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질문의 상호 영향올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주어진 사건의 발생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각 

사건의 발생 예정일 외에도 다른 사건의 발생으로서 주어진 사건이 미치는 

영향까지도 제시하게 된다. Delphi 기법에서 구한 초기 확률과 상호 영향올 

이용하여 조건부 확률로부터 새로운 확활이 도출되고 합의가 이룩될 때까지의 수행 

결과가 제시된다. 

바. De lphi 기법 

1960년대에 Helmer와 Gordon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합의를 얻기 위해 전문가들이 

반복되는 논의를 통하여 다수 의견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었다. 처음에는 각 

전문가들이 논의의 여지가 있는 질문들에 대해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 모든 정보가 

모아지변 의견들의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극단론올 제시한 사랍들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여서 필요하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합의에 도달시킨다. 

사. ICRP에서의 비용-이득 환석 

방사선 방어 측면에서 볼 때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이 연간 

선량제한치 이하에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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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임계 선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이 누적된다는 것올 의미한다. 위와 같은 가정 하에서 기본적인 비용-

이득 방정식은 ICRP Publication 37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B = V - (P + X + Y) 

여기에서， 

B = 행위에 따른 순이익， 

v = 행위에 따른 총이익， 

P = 방사선 방어를 위한 비용올 제외한 모든 생산 비용， 

x = 선정된 준위의 방사선 방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y = 그 방사선 방어의 준위에 부수되는 손해 비용. 

(6-20) 

한편， 방사선 방어의 최적화는 행위의 도입에 따른 순이익올 최대화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데 집단 선량 S를 관련 독립변수라 하면 최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를 미분 비용-이득 분석이라고 한다. 

짧 -(짧+짧+옳.) = 0 (6-21) 

그런데， 주어진 행위에 대해 V와 P는 S에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최적화의 조건은 

다음의 S = So인 챔에서 만족된다. 

짧’.'f=애 = 찮L"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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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X와 손해비용 Y는 모두 방어변수 w로 표현되는 방어 준위에 의하여 

변화하는데 최적화의 최종 목적은 집단선량 S와 관련훤 변수 w의 최적치를 구하는데 

있으므로 해당 식올 w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방어변수의 예로는 차폐의 

두께， 피폭 시간， 통풍 유량 퉁올 고려할 수 있다. 

방사선 방어의 준위에 관한 최적화룰 수학적 표현을 써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CD 목적함수 

u=x+y= 최소 

9 구속함수 

x = X(w) 

y = y(w) 

@ 제한식 

Hz(w) ~ HL 

여기에서， 

Hz(w) = 방어준위 w얘셔 개인 z가 받는 실효 션량당량， 

HL = 해당 선량 한도， 

제 4 철 청제척 영향 명 7t.파 경햄용 

(6-23) 

(6-24) 

(6-25) 

(6-26) 

이 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비용 헝J쭉풀의 제안훤 빼i용 평가 모델율 

적용하여 가정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의 경우에 대하여 명가한다. 경깨11;척 명:향의 

평가에 앞서 평가에 필요한 발전소의 특성 자료를 가정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376-



몇가지 가정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위해도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수행된 경제적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대안의 비교를 수행하고 사고시 실시되는 주민 피폭 감소 

조치의 최적화를 실시하게 된다. 

1. 명가를 위한 입력 자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발전소 특성 자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경제적 자료의 양이 방대한 

반면 국내 관련 연구가 미홉한 관계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자료가 충분치 못한 자료의 경우는 외국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 적용 대상 발전소의 부지 특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따른 영향은 발전소의 특성 및 

발전소의 부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서 

임의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정하고 가정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소와 지역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이 크지 않아 소내 비용 항목 만이 고려될 

경우에는 발전소의 부지가 경제적 영향 평가에 고려되지 않고 발전소의 경제적 영향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따른 소외 

경제적 영향은 부지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었다. 특히 소외 비용 항목의 경우 

각 항목의 크기는 사고 발생시의 기상 조건， 소외 지역의 주민 수， 우유나 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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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각 지역내 특성 표면의 비율 같은 자료에 의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사고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서 평가 대상 발전소 부지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가정하였으며， 영광 5.6호기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형꽤， 발전소의 건섣 

비용， 발전 용량， 수명 둥의 발전소 특성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노심내 방사능 

재고량과 중대사고의 발생에 따른 소외 핵종 그룹 방출 자료는 영광 3.4호기의 

IPE(Individual Plant Examination) 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 

고려된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는 그립 6-4에 도시하였다. 소외의 환경 영향 

평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80km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경제적 영향 명가도 이 범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들은 

표 6-1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셜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광 

5.6호기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66개월과 78개월이 소요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10년이 소모된다고 가정하였다. 

나. 경제척 영향 명가를 위한 입력 자료 

사고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자료가 필요하게 

되고 전체적인 비용도 고려된 자료에 의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률 위해서 사용된 경제 및 소외 특성 자료들은 일팔적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발전원별 발전 단가 및 발전 비율， 

농산물 및 우유의 가격 외에도 할인율 풍의 자료를 고려하였고 국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료들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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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된 사고에 따른 경제척 위해도 명가 

앞 절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제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설정된 부지에서의 가정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의 대안이 

고려될 수 있는 조치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 대안별 비교를 실시한다. 금전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경제적 영향 명가는 평가 기준이 되는 시첨과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금전 

가치의 기준 연도를 1990년도로 가정하였고 적용되는 할인융은 8.5'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 사고 1: 냉각재 상실사고(1) 

1) 샤고의 가청 

사고가 진행됨에 따라 비상 냉각 계통이 작동하여 노심이 냉각되면서 방사능의 

누출이 제한된다. 약간의 연료 피복관 손상이 발생하지만 핵연료의 용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사고 결말의 시나리오에서 격납용기의 오염이 발생하지만 

건물과 기타 설비에 대한 몰리적 손상은 심하지 않을 정도라고 가정한다. 

작업자에게 보건 영향은 발생하지 않으며 방사성 물질의 환경 유출은 없다고 

가정한다[6-5]. 

2) 갱쩨객 영향 명가 

이 경우의 사고에서는 사고의 영향이 소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소외 역향이 발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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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영향 평가에 소외 비용 항목은 고려되지 않으며 소내 비용 

항목들 중에서도 중대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팽가 

대상이 되는 소내 비용 항목은 일반적인 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인 대체전력 

비용과 소내 제염 비용으로 국한된다. 발생한 사고의 결과로 평가되는 전체 경제적 

영향의 크기는 소내 오염의 복구에 필요한 제염 기간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소내 제염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발전소의 운전쟁지 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대체전력 비용이 중가하기 때문이다. 제염 기간은 사고에 따른 영향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2-3년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가정된 사고에 대한 제염 비용은 105.2 

mi 11 ion 1981-dollar로 주어져 었으며 [6-5) 이 비용을 각각의 할인율과 dollar/won 

간의 환율올 적용하여 소내 비용의 평가에 웅용하였다. 

발전소의 운전정지에 따른 대체전력 비용올 그림 6-5에 나타내었으며 전체 비용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6-6에 3가지 경우의 할인슐과 기간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소내 

제염 비용에 관한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운전정지 기간의 경과에 따른 비용간의 

비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평가 결과에 의하면 훈전정지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대체전력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다. 사고에 따른 오염의 

복구률 위한 제염 기간은 약 3년으로 가정한다[6-5]. 가정된 기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4.0%. 8.5%. 12. 0%의 3가지 할인율에 대해서 약 2x101O원에서 3x10J()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6-5에서는 할인율의 변화에 대한 대체전력 비용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림에서와 같이 할인율이 낮올수록 대체전력 비용이 높아지며 주어진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비용이 30% - 40%씩 변화하는 것으로 명가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영향 

평가는 적용 할인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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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 2: 냉각채 상실사고(11) 

1) 사고의 가정 

비상 노심 냉각의 작동이 지연되어 약 50'11의 연료 피복관과 소량의 연료에서 용융이 

발생하게 된다. 사고 결말의 시나라오에서는 격납용기에 대한 폭넓은 방사성 오염 

및 보조 건물에서 중간 정도의 오염이 발생하게 되며 구조물과 기타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방사성 오염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6-5]. 

TMI-2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가 가정된 사고 2와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갖는다. 

TMI-2 사고에서는 보건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작업자에게서 초기 

부상Cearly morbidity)과 치사 암Cfatal cancer) 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작업자의 보건 영향에 의한 비용을 고려한다. 

2) 정쩨척 영향 명가 

방사성 물질의 환경으로의 누출이 없으므로 이 경우의 사고에서도 소외 비용 항목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복구작업으로써의 제염 작업이 끝난 뒤 손상된 발전소의 

재사용에 대한 대안으로써 발전소의 폐로가 고려될 수도 있다. 발전소의 폐로가 

결정된다면 투자비의 손실에 따른 비용과 조기 폐로로 인한 비용 등의 중대사고 

관련 비용 그룹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발전소의 잔여 수명에 따라서 

변화하므로 사고 시점에 따라 그 비용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가) 빼로가 고려되지 않융 갱우의 갱제척 영향 

제염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전소의 폐로가 고려되지 않올 때의 경제적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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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7에 나타나 있다. 폐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대사고에 

관련된 비용 그룹은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 사고 관련 비용 그룹만이 평가된다. 소내 

제염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용의 중가가 

대체전력 비용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부상과 치사 암 풍의 보건 영향올 가정했을 때의 

경제적 위해도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영향과 같이 나타내었다. 평가 결과는 보건 

영향 비용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명가될 수 있지만 초기 부상과 

치사 암이 다섯 명씩 보건 영향으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실제 경우의 사고에서 전체 발생 비용은 사고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나) 빼로가 고려펼 정우의 갱쩨척 명향 

다음의 그림 6-8에서는 폐로가 고려되는 경우의 사고 2에 대한 경제적 명향을 볼 수 

있다. 이 그립에서는 3명에게 치사 암이 발생했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과 보건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올 경우의 경제적 결말을 함께 나타내었다. 또한 폐로가 

선택되었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3가지의 폐로 대안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 경우 고려되는 폐로의 방법이 전체 비용에 큰 영향올 미치지 않음올 

볼 수 있다. 폐로의 실시가 고려됐기 때문에 충대사고 관련 비용 그룹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사고가 발전소의 수명 기간 중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5.3년의 제염 

작업 기간과 대체 발전소를 건셜하는데 소요되는 10년의 기간을 합쳐 15.3년의 

발전소 운전정지 기간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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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수명에 대한 잔여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중대사고 비용 그돕의 크기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사고가 발전소 예상 수명의 마지막 해에 발생된다면 

중대사고 비용 그룹은 그 크기가 무시할 정도가 되고 일반적인 사고에 관련된 비용 

그룹만이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고려된다. 

다.사고 3: 중대사고 

1) 사고의 가쟁 

비상 노심 냉각의 지연으로 100%의 연료 피복관 용융이 발생하고 심각한 핵연료의 

용융과 노심 손상을 유발시킨다. 결말 시나리오로써 격납건물에서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고 구조물 및 여러 기기에서 심각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6-5]. 

중대사고시의 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영광 3 ， 4호기의 노심 재고량과 IP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의 방사선원항 목록올 사용하였다. 방사선원항 

복록은 그림 6-9의 상단에 제시된 8개의 방출목록 매개변수 (발전소 손상군 

매개변수)에 대한 사고진행 과정에 따라 19개로 분류된다. 8개의 방출목록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6-15]. 

<D Containment 어pass (C애PASS) 

GD Containment Isolation Status(CONlSOLAT) 

@ Core Melt Progression Stopped Be fore RV Failure (MELTSπ)p) 

~ No Alpha Mode Containment Failure (TIME-CF) 

CD Time of Containment Failure (TlM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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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of Containment Failure (MODE-CF) 

중대사고시 노심 내의 방사능 재고량은 영광 3 ， 4호기 발전소에서 평가된 양을 

인용했으며 방출되는 핵종의 그룹별 방출비 역시 영광 3 ， 4호기 IPE 결과물에서 

인용하였다. 각각의 사고에 대한 방출비는 표 6-3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갱쩨척 영향 명가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각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원항을 

이용하여 사고의 시점이 매월 중순이 된다고 가정하여 명가에 이용하였다. 같은 

기상조건이라 하더라도 연중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소외 비용 항목 중 농산물의 처분 비용이 곡물의 성장기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고려되기 때문이다.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율 발전소 운전시작 후 20년으로 가정하고， 3명의 

치사 암이 보건 영향으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소내에서는 제염 비용 및 18년간의 

대체전력 비용 등으로 인해서 대략 1. 648x10 12원의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STC-3. STC-4 , STC-6&10 , STC-7&11 , STC-8&12 , STC-14 , STC-15 , STC-16 , STC-

17 , STC-18 , STC-19에 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결과는 각각의 

방사선원 방출군에 대해 표 6-5 - 6-15 및 그림 6-7 - 6-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농산물의 가격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반경 80km 내의 모든 지역이 영광군과 

같은 비융로 곡물을 재배한다는 가정하에 평가한 것이다. 주민들의 소개와 이주 

비용은 구분을 두지 않고 함께 평가한다. 

경제적 영향 평가의 결과는 연중 발생 시점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있는데 이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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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정의 소외 기상 조건， 소외로 방출되는 핵종그룹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역시 해안에 위치하므로 풍향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각 선원항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경제적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소외 발생 경제척 영향이 지배적임올 알 수 있다. 또한 소외 발생 경제적 영향 

중에서도 면적 관련 비용이 대부분의 경우에 지배적엄을 알 수 있다. 소외 경제적 

영향 중 주민 관련 소외 비용 그룹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보건 영향 비용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면객 관련 소외 비용 그롭은 곡물의 성장기 여부에 

따라서도 그 비용이 많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평가된 비용들은 척절한 자료의 선택에 따라서 그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인용한 자료에서 고려되는 단위 비용의 변화에 따른 전체 비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전체 경제적 영향에서 소외 경제적 영향이 지배적이고 소외 

경제적 영향에서 소외 제염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소외 제염 비용의 변화에 

대한 전체 경제적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 영향 비용의 변화에 대한 전체 경제적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소외 제염 비용의 변화에 따른 전체 경재척 명향의 변화 

사고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 소외 경제적 영향이 전체 경제적 

영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외 경제적 영향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면적 관련 

비용 그룹이 전체 경제적 영향을 화우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면적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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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속하는 비용 항목 중에서 농산물의 처분에 따른 비용에는 별 다론 대안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소외 제염 작업에 의한 비용의 변화에 따른 전체 경제적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 경제적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외 제염 작업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별 비용을 평가하였다. 표 6-14에 임의로 선정한 STC-18의 핵종그룹 방출비에 

대한 소외 제염 작업의 대안별 비용을 나타내었다. 소외 제염 정도는 사고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곡물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8월 중순올 사고 발생 

시첨으로 셜정하였다. 

셜정된 가정을 사용하여 소외 지역의 오염에 대한 제염 작업올 평가하기 위해 소외 

지역의 구분된 표면별로 요구되어지는 비용올 작업 대안별로 평가하여 나타내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표면별로 어떤 작업올 션택하여 수행하는 가에 따라 

소외 제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각 대안별 비교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최소의 소외 제염 비용은 6.9x10 12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최대의 소외 제염 비용은 

1. OX10 14원으로 평 가되었다.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소외 제염 작업 비용에서 몇 가지 경우를 이용하여 

소외 제염 작업 비용의 변화에 따른 전체 경제적 영향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림 

6-21에 소외 작업의 변화에 대한 전체 경제적 영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체 

경제적 영향은 소외 제염 비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최대 10 11원 정도로까지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표 6-17에 평가에서 고려한 여러 가지 소와 제염 작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나타내었다. 각 번호에서 고려한 작업을 표면별로 나타내어 이를 바탕으로 소외 

제염 비용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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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 명향 비용의 변화에 따른 전채 정째척 명향의 변화 

소외 발생 경제적 영향 중에서 주민 관련 비용 그룹의 크기를 좌우하는 주민 보건 

비용의 변화에 대한 전체 경제적 영향의 변화를 평가해 보았다. 주민 보건 영향 

비용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국내에서 아직 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모든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인용한 보건 영향 비용올 기준으로 보건 영향 

비용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인용한 보건 영향 비용에서는 방사션으로 유발된 부상의 경우 치사 암이나 초기 

사망에 비해 그 비용이 1/ 10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 비율올 유지하면서 보건 영향 

비용의 변화에 대한 전체 경제척 영향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보건 영향 비용이 전체 

경제적 영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보건 영향 비용이 기준값으로 인용한 

값의 10배가 되는 경우에도 전체 경제적 영향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중때사고의 확훌륜척 갱째척 위혜도의 명가 

중대사고에 따른 경제척 영향은 그 크기가 일반척인 사고에 비해서 상당히 크지만 

사고의 발생 확률이 10-6 - 10-11 정도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대사고가 

갖는 위해도는 평가된 경제척 영향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다. 따라서 중대사고의 

경제척 영향 평가에서는 이러한 확률론적 개념을 도입하여 원차력 발전소에서 

고려되는 중대사고의 실제적인 위해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확롤론적 경제척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6-9에 주어진 방사선원 논리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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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건 빈도를 사용하여 각 방사션원항에 적용하였다. 그립 6-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률론적 경제적 위해도는 대부분 그 크기가 108원 /RY로 작아지며 STC-16의 

경우에는 경제적 위해도가 103원 /RY 이하로 평가되었다. 확롤론적 경제적 위해도의 

평가 결과로는 다른 핵종 방출 그룹의 위해도 보다도 STC-3의 경제적 위해도가 크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3. 청제척 영향 명가의 웅용 

앞서 수행한 경제적 영향 평가의 용용으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조치에 대한 

최적화롤 수행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적화 중의 하나로 주민 소개의 

실시에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주민 소개 속도와 주민 소개 지연 시간에 대한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최적화는 주민 소개 비용올 비용으로， 주인 보건 영향의 발생 

감소률 이득으로 가정하여 비용-이득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가. 주민 소개 속도의 최척화 

주민 피폭선량의 완화를 위해 실시되눈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주민의 소개와 임시 

이주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올 실시하여 주민 소개 속도를 최적화 하였다. 

1) 최척화훌 위한 가갱 

중대사고의 발생에 따른 핵종의 소외 방출올 가정하기 위하여 STC-6 & 10올 

사용하였다. 사고의 발생 시점에 따라 풍속， 풍향， 대기 안정도 풍의 기상조건이 

-388-



변화하므로 사고의 발생 시점은 8월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율 이용하여 주민의 

소개가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16km에 대해 실시된다는 비상계획서의 셜정에 따라 

경제적 영향올 평가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주민의 소개 및 이주 비용은 약 3.631x101O원으로 명가되었다. 

비용-이득 분석올 위하여 소개 속도의 변화에도 평가된 주민 소개 및 임시 이주 

비용은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소개 속도의 변화에 대하여 주민 보건 영향올 

제외한 다른 소외 비용 항목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소개 속도의 변화에 대한 

주민 보건 영향 발생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 소개 속도를 1x10-6m/sec로 가정하여 시간이 지나도 주민의 이통 

거리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가정하였다. 

2) 주민 소개 속도의 최척화 

우선 비용-이득 분석올 위하여 주민의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올 경우에 보건 영향이 

발생한 경우와 영광의 비상계획서 및 Surry 1에서 제시한 주민 소개 속도를 

고려하여 보건 영향의 발생올 명가하였다. 그림 6-29에 나타난 결과처럼 소개 

속도가 느린 경우에도 주민 소개의 실시 결과로 주민들의 보건 영향의 발생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각각의 소개 속도에 따라 냐타내였고 

이를 비교하여 최척의 소개 속도를 제안하였다. 

평가의 결과는 표 6-18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 고려한 보건 영향은 초기 사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부상과 치사 암의 발생 빈도를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영광 원전에서는 사고의 발생에 따른 주민 소개를 실시할 경우 각 

지역에 적용되는 주민 소개 속도가 다르다고 가정하였는데 평가의 결과 영광 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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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민 소개 속도의 명균값인 0.33m/sec가 최적화된 

결과 범위 내에 속함을 알 수 있다[6-15]. 

주민 소개의 실시 초기에는 소개 주민이 많지 않으므로 소개 속도가 빠르지만 많은 

주민들이 일시에 소개될 경우 그 속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주민의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의 통제 기준으로써 0.3찌/sec의 소개 촉도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Surry 1에서 고려한 소개 속도는 속도에 비해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읍을 알 수 

있다. 

나. 주민 소개 지연 시간의 최척화 

주민 소개가 결정된 후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소개가 실시되기까지 지연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러한 주민 소개 지연 시간(evacuation delay time) 에 대한 최적화를 

평가해 보았다. 

1) 최척화톨 위한 가갱 

본 연구의 평가에서는 주민들의 소개가 실시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일상적인 

일(normal work)을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주민들의 소개 속도는 영광에서 

가정한 0.33m/sec를 사용하였다. 사고의 발생 시점 및 고려된 방사선원항은 소개 

속도의 최적화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소개의 

지연에 따론 비용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여 지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보건 영향의 변화를 명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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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소재 져연 시간의 최척화 

주민 소개 지연 시간올 10분 간격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의 보건 영향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림 6-28에서와 같이 지연 시간이 40분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보건 

영향의 발생수가 최고치를 보이고 었다. 이는 주민 소개가 실시될 때 방사성 플륨이 

소개가 이루어지는 구역올 지나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보건 영향의 발생이 

중가한 것이다. 

최대 보건 영향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건 영향의 감소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립 6-29에 도시된 결과에서 보듯이 방사성 플륨의 도착 전에 소개가 

이루어질 경우 B/C율( t:I]용대 이득 비율)이 1보다 커짐올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민 소개 속도의 최적화와 주민 소개 지연 시간의 개별적인 최적화에서는 

B/C율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소개 속도와 지연 시간을 동시에 최적화할 경우 

B/C율이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다. 

4. 모댈의 적용 범위 및 한계 

실시되는 경제적 영향 평가는 입력 자료 값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경제적 영향 평가가 절대적인 평가로써 응용되기에는 사용된 

자료의 한계로 인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된 각 사고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영향올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벼상 계획올 수립하는데 있어 그 응용 분야는 

충분히 많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모벨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 평가에 웅용한다면 

사고의 발생으로 인환 경제적 위해도를 대략적으로 명가하는 도구로써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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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여러 대안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각 대안별 경제성 명가가 

가능하므로 비용-이득 분석 (Cost-Benefit Analysis) 풍의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사고 완화 조치를 제안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고려된 비용 항목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자료 측면에서 사용된 자료의 고려 시점이나 실제적 적용면에서 

신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방대한 양의 

경제적 자료 및 기상 자료， 소외 자료 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입력 가능한 

자료에 따라 경제적 영향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경제적 영향 평가에 비해 좀 더 정확하고 영향 평가의 활용 

측면올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륙면에서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게 

된다. 

@ 사고 발생시 사고의 진행 과정 및 소내 방사능 물질의 분포 

@ 소내에서 실시되는 사고 완화 및 복구 조치의 비용 및 기간 

@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있올 경우 소외에서 방사성 물질의 거동 

@ 80km 이외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자료 

@ 사고 영향의 완화 및 복구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실시 계획 

@ 사고의 영향이 장기화 될 경우 고려해야할 시간에 따른 경제적 자료의 변화 

제 5 철 철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올 평가할 때 경제적 영향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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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 사고의 여러 가지 영향올 비용이라는 하나의 척도로써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며 다양한 영향의 결합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사고 발생시 그 영향올 완화시커기 위해 실시되는 여러 가지 대응 조치들의 비용올 

고려해 줄 수 있으며 각 대응 조치에서 고려되는 대안들의 비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고 관련 자료 및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자료를 사용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내외 영향올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였으며 특히 중대사고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수행된 바가 미흡하다. 외국에선 소와 영향 평가 코드에서 부수적으로 소외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소내 경제적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단일 소내 비용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경제적 영향 평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사고의 영향 평가는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하여 우선 외국에서 수행한 바가 있는 경제적 영향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 항목 평가 모델올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여 대체전력 비용， 발천소 소내 제염 비용， 작업자 보건 영향 

비용， 발전소에 대한 투자비의 손실， 조기 뼈로로 인한 비용 둥의 소내 비용을 

평가하였고 소외에서 발생활 수 있는 비용 항목들 중에서 주민 소개 비용， 주민 

임시 이주 비용， 주민들의 보건 영향에 의한 비용， 농산물의 폐기 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 소외 지역의 제염에 따른 비용 퉁에 대한 평가 모멜을 제안하여 평가하였다. 

제안한 평가 모댈에 대하여 영광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한 부지 주변의 인구 

분포， 농산물의 생산 현황， 발전소 주변의 부지 특성 둥을 고려하여 발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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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었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영향올 평가하였다. 특히 소외 제염 비용의 

평가 모텔에서 소외 지역의 표면 특성을 이용하여 전체 소외 지역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도록 되어 었는데 소외 제염 비용의 평가률 위하여 영광 주변 80km에 

대한 소외 지역의 표면 특성을 직접 산출하였다. 

발전소의 운전정치 및 폐로에 의한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는 영광 5.6호기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노심내 방사능 재고량 및 핵종그룹별 방출비에 대한 자료는 영광 

3.4호기에서 고려할 수 었는 자료롤 사용하였다. 평가 대상의 주관점으로 

중대사고를 대상으로 하여 중대사고시 발생할 수 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연중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그 크기를 평가하였다. 

가정된 소내 규모의 소규모 사고에 대하여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사고의 

복구를 위한 제염기간이 3년이 된다는 가정 하에 2x10\O원에서 3xl01O원의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규모 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고려되눈 할인율에 따라 평가된 경제적 영향이 크게 파궐 수 었눈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내 규모의 사고 중 그 규모가 비교적 커서 약 501J의 연료 피복관과 소량의 

연료에서 용융이 발생한 경우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영향올 명가하였다. 이 경우의 

사고에 대한 작업자 보건 영향 비용을 명가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보건 영향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사고의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로 폐로가 고려될 경우와 

그렇지 않올 경우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가 수행되었다. 명가 결과에 의하면 

작업자 보건 영향의 발생에 따라 전체 경제적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작업자 보건 영향 비용이 전체 경제적 영향에 큰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로가 고려휠 경우에는 중대사고에 관련된 소내 비용 그룹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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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발전소 수명에 대한 사고 시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되며 발전소의 

수명이 다한 시점에서는 그 크기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평가되었다. 

비상 노심 냉각의 지연으로 10001의 연료 피복관 용융이 발생하고 심각한 핵연료의 

용융과 노섬 손상이 발생할 경우의 중대사고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경우의 평가 결과는 중대사고시 경제적 영향이 핵종 그룹의 각 

사건에 대한 방출비， 소외 지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풍속， 풍향，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대사고의 경제적 영향은 약 1013 -10 14 원의 범위로 

평가되었다. 소외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민 관련 비용 그룹과 면적 관련 비용 

그룹의 비교가 이루어졌는데 중대사고의 경제적 영향은 주로 면적 관련 비용 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면적 관련 비용 그룹 내에서는 소외 제염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전체 경제적 영향에서는 

대부분 소내 비용 보다는 소외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소내 비용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내 경제적 영향 평가도 중요성올 갖게 된다. 

중대사고의 경우， 사고의 발생 확률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의 실제적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개념올 도입하여 그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중대사고가 10억원/RY 미만의 경제적 영향올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103원 /RY 청도의 무시 가능할 

정도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 소외 제염 비용의 방법 변화 및 비용의 변화에 따라 

중대사고시 경제적 영향은 최대 1014원 정도의 경제적 영향올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값올 제시하지 않은 주민들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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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비용이 전체 경제적 영향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였는데 전체 경제적 영향에 

대해 보건 영향 비용이 차지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음올 볼 수 있었다. 

사고의 경제적 영향 명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소개 속도와 소개 지연 시간의 

변화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을 통한 최적화롤 명가하였다. 명가 결과 영광의 

비상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개 속도의 평균속도인 O.33m/sec의 소개 속도가 

최적화된 결과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들의 소개 지연 시간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방사성 플륨의 도착전 주민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플륨이 소개 대상 지역을 완전히 통과한 뒤 소개가 이루어져야 소개의 

효과가 커짐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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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평가 대상 발전소의 특성 

경제적 영향 평가 관련 자료 영광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 형태 PWR 

건셜 비용 - 1조 5.500억원 /1기 

발전 용량 1000Mwe/1기 

이용율 0.8 

수명 40년 

건설 기간 10년 

부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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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영 광 3 , 4 호기 발전소의 노섬 방사능 재고량(6년 가통) 

r\ucl ide Activìty r\uclide Activity r\ucl ide Activity r\ucl ide Activìty 
(Bq) (Bq) (Bq) (Bq) 

C0-58 4. 717E+13 ZR-95 3.086E+18 TE-131M 3.474E+17 LA-141 3. 365E+18 

C0-60 6.404E+14 ZR-97 3.455E+18 TE-132 3. 195E+18 LA-142 3. 189E+18 

KR-85 5.521E+16 r\B-95 3.080E+18 1 -131 2.312E+18 CE-141 3.376E+18 

KR-85M 3. 748E+17 빼}-99 3. 996E+18 1-132 3.262E+18 CE-143 2. 977E+18 

KR-87 6.652E+17 TC-99M 3. 499E+18 1-133 4.379E+18 CE-144 2.593E+18 

KR-88 9.225E+17 RU-103 4. 253E+18 1-134 4. 765E+18 PR-143 2.952E+18 

RB-86 1.401E+16 RU-105 3.449E+18 1-135 4. 145E+18 r\D-147 1.443E+18 I 

5R-89 1. 182E+18 RU-106 2.468E+18 XE-133 4.421E+18 r\P-239 5. 840E+19 

5R-90 4.429E+17 RH-105 3. 117E+18 XE-135 8. 577E+17 PU-238 4.636E+16 I 

5R-91 1. 690E+18 5B-127 2.999E+17 C5-134 1. 665E+18 PU-239 8.448E+14 I 

5R-92 1. 978E+18 S8-129 8.102E+17 CS-136 3.664E+17 PU-240 1. 621E+15 

Y-90 4.709E+17 TE-127 2. 991E+17 C5-137 9.051E+17 PU-241 5. 343E+17 

Y-91 1. 693E+18 TE-127M 4. 142E+16 BA-139 3. 759E+18 AM-241 5.647E+14 I 

Y-92 1. 992E+18 TE-129 8.102E+17 BA-140 3. 592E+18 CM-242 3.695E+1ï ’ 

Y-93 2.517E+18 TE-129재 1. 201E+17 LA-140 4.019E+18 CM-244 2. 436E+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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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영 광 3 ， 4호기 핵종그룹별 방출비 

핵총그룹 STC-3 STC-4 STC-6&10 STC-7&1l STC-8&12 STC-
1&2&13 

Noble 1. 0 1. 0 1. 0 1. 0 1.0 O. 
Gases 

Iodine 6. 77E-02 2.22E-01 8.01E-03 8.41E-03 2.58E-02 O. 

Cesium 8.82E-02 2.23E-01 6. 33E-03 1. 14E-03 3. 36E-02 O. 

Tellurium 1.07E-02 3. 49E-02 1. 7lE-03 6. 12E-04 3.71E-02 O. 

Barium 1.00E-03 3. 29E-03 4.31E-03 1.08E-06 1. 57E-02 O. 

Strontium 7.71E-04 2. 52E-03 3. 22E-05 8.05E-07 3. 87E-03 O. 

Rutheni때1 1.38E-03 4.51E-03 2.30E-08 5. 75E-07 2.30E-05 O. 

Lanthanum 4. 87E-04 1. 59E-03 5.04E-07 1. 30E-08 5.04E-07 O. 

Cerium 4. 88E-04 1.60E-03 7. 56E-07 1.90E-08 7. 56E-07 O. 

핵종그룹 STC-14 STC-15 STC-16 STC-17 STC-18 STC-19 

Noble 1.0 1.0 1. 0 1.0 1. 0 7.41E-01 
Gases 

Iodine 6.95E-01 1. 97E-01 5.02E-03 6.02E-02 3. 59E-01 1. 13E-01 

Cesium 5. 85E-01 1. 29E-01 3. 29E-03 3.95E-02 2.35E-01 9. 24E-02 

Tellurium 1. 96E-01 3.59E-02 9. 12E-04 1.09E-02 6. 53E-02 9. 27E-02 

Barium 6. 45E-03 1. 18E-03 3.01E-05 3.61E-04 2. 15E-03 1. 46E-03 I 

Stronti때 4.02E-03 7. 36E-04 1. 87E-05 2. 24E-04 1. 34E-03 

Ruthenium 2.04E-03 3. 74E-04 9. 52E-06 1. 14E-04 6. 79E-04 8.21E-04 

Lanthanum 1.00E-04 1. 83E-05 4. 66E-07 5. 59E-06 3.33E-05 1. 80E-05 

Cerium 1. 50E-04 2. 75E-05 6. 99E-07 8. 39E-06 4.50E-05 2.55E-05 

• STC 5 ， 9는 총빈도가 0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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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중대사고시 소내 발생 비용(1990년 10억원) 

대체전력 비용 소내제염 투자비의 보건 영향 비용 조기 폐로로 
08년간) 비 용 손실(정액법) (3 fatal cancer) 인한 비용 

268.3 596.5 778.1 5.15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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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STC-3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에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른 비용 비용 

l 2. 15E+10 3.08E+12 O.OOE+OO O.OOE+OO 2. 93E+13 

2 2. 15E+10 2.37E+12 O.OOE+OO O.OOE+OO 2. 93E+13 

3 2. 15E+10 4. 76E+12 O.OOE+OO O.OOE+OO 2.93E+13 

4 2. 15E+10 3.02E+12 O.OOE+OO 7.52E+08 2.93E+13 

5 2. 16E+10 1. 00E+12 O.OOE+OO 7.52E+08 1. 48E+13 

6 2. 15E+10 4.51E+12 O.OOE+OO 7. 52E+08 2. 93E+13 

7 2. 31E+10 7. 69E+11 9.08E+07 4. 89E+09 2. 93E+13 

8 3. 63E+10 2.06E+12 1.26E+08 8. 26E+09 3. 71E+13 

9 2. 65E+10 2.51E+12 1. 26E+08 8. 26E+09 4.50E+13 

10 2. 16E+10 1. 80E+12 O.OOE+OO O.OOE+OO 2. 93E+13 

11 3. 63E+10 1. 61E+12 O.OOE+OO O.OOE+OO 4.50E+13 

12 6.46E+10 1. 09E+11 O.OOE+OO O.OOE+OO 1. 10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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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STC-3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명가(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1 3. 11E+12 2.93E+13 3. 24E+13 3 .40E+13 

2 2. 39E+12 2.93E+13 3. 17E+13 3. 33E+13 

3 4. 78E+12 2.93E+13 3.41E+13 3.57E+13 

4 3.04E+12 2. 93E+13 3. 23E+13 3 .40E+13 

5 1. 03E+12 1. 49E+13 1. 59E+13 1. 75E+13 

6 4.53E+12 2.93E+13 3. 38E+13 3.55E+13 

7 7.92E+11 2.93E+13 3.01E+13 3.17E+13 

8 2.09E+12 3. 72E+13 3.92E+13 4.09E+13 

9 2. 53E+12 4.50E+13 4. 75E+13 4.92E+13 

10 1. 82E+12 2.93E+13 3. 11E+13 3.28E+13 

11 1. 65E+12 4.50E+13 4.66E+13 4.83E+13 

12 1. 73E+11 1.1OE+12 1. 27E+12 2. 92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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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STC-4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명가( 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론 비용 비용 

1 2. 15E+10 7.20E+12 O.OOE+OO O.OOE+OO 2.94E+13 

2 2. 15E+10 5.70E+12 O.OOE+OO O.OOE+OO 2.94E+13 

3 2. 15E+10 1.09E+13 O.OOE+OO O.OOE+OO 2. 94E+13 

4 2. 15E+10 7.12E+12 O.OOE+OO 7. 52E+08 2.94E+13 

5 2. 16E+10 1.08E+12 O.OOE+OO 7. 52E+08 2. 27E+13 

6 2. 15E+10 1. 01E+13 O.OOE+OO 7. 52E+08 2. 94E+13 

7 2.31E+10 1. 91E+12 O.OOE+OO 7. 52E+08 2. 94E+13 

8 3. 63E+10 2. 69E+12 9.61E+07 5.04E+09 4.44E+12 

9 2. 65E+10 5. 13E+12 1. 34E+08 1. 97E+10 

10 2. 16E+10 3. 64E+12 O.OOE+OO O.OOE+OO 2.94E+13 I 

11 3. 63E+10 3.94E+12 O.OOE+OO O.OOE+OO 5. 36E+13 

12 6 .46E+10 2.45E+11 O.OOE+OO O.OO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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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STC-4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l 
1 7.22E+l2 2.94E+l3 3.66E+13 3. !;2E+ l:j 

2 5. 72E+l2 2.94E+l3 3.51E+l3 3. 67E+l3 

3 1.09E+l3 2.94E+l3 4.03E+13 4. 19E+l3 

4 7. 14E+l2 2.94E+l3 3. 65E+13 3.81E+l3 

5 1. 10E+l2 2. 27E+l3 2. 38E+l3 2. 55E+l3 

6 1. 02E+l3 2.94E+13 3.95E+13 4. 12E+l3 

7 1. 93E+l2 2.94E+l3 3. 13E+l3 3. 29E+l3 

8 2.73E+12 4.45E+l2 7. 18E+l2 8.83E+l2 

9 5. 16E+l2 9. 25E+l3 9. 77E+l3 9.93E+13 

10 3.66E+12 2.94E+l3 3.30E+l3 3.47E+l3 

11 3.97E+l2 5. 36E+13 5. 76E+l3 5.92E+l3 

12 3.10E+ll 2.67E+l2 2. 98E+l2 4. 63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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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STC-6 & 10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른 비용 비용 

1 2. 15E+lO 1. 13E+l2 O.OOE+OO O.OOE+OO 7. 42E+09 

2 2. 15E+lO 1. 13E+l2 O.OOE+OO O.OOE+OO 5.01E+09 

3 2. 15E+lO 1. 23E+l2 O.OOE+OO O.OOE+OO 7.42E+09 

4 2. 15E+lO 1. 15E+l2 O.OOE+OO 7.52E+08 7.42E+09 

5 2. 16E+lO 3. 49E+11 O.OOE+OO 1.88E+08 O.OOE+OO 

6 2. 15E+lO 1. 31E+l2 O.OOE+OO 7.52E+08 7.42E+09 

7 2.31E+lO 5. 73E+ 11 O.OOE+OO 7. 52E+08 OO.OOE+O 

8 3. 63E+lO 5.75E+11 4. 19E+07 1. 91E+09 6. 63E+08 

9 2. 65E+lO 9.50E+11 9.61E+07 5.04E+09 9. 65E+09 

10 2. 16E+lO 1. 29E+l2 O.OOE+OO O.OOE+OO 5.01E+09 

11 3. 63E+lO 7.71E+11 O.OOE+OO O.OOE+OO 3. 21E+09 

12 6.46E+lO 2.61E+lO O.OOE+OO O.OOE+OO O.OO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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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STC-6 & 10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명가(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재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1 1. 16E+12 7 .42E+09 1. 16E+12 2. 81E+12 

2 1. 15E+12 5.01E+09 1. 16E+12 2.80E+12 

3 1. 26E+12 7.42E+09 1. 26E+12 2.91E+12 

4 1. 17E+12 8. 17E+09 1. 18E+12 2. 83E+12 

5 3.70E+11 1.88E+08 3.70E+11 2.02E+12 

6 1. 33E+12 8. 17E+09 1. 34E+12 2.99E+12 

7 5. 97E+11 7. 52E+08 5.97E+11 2.25E+12 

8 6. 11E+11 2.61E+09 6. 14E+ 11 2. 26E+12 

9 9. 76E+11 1. 48E+10 9.91E+11 2. 64E+12 

10 1. 31E+12 5.01E+09 1. 32E+12 2.97E+12 

11 8.07E+11 3.21E+09 8.11E+ 11 2 .46E+12 

12 9.07E+10 O.OOE+OO 9.07E+10 1.74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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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STC-7 & 11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팽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91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른 비용 비용 

1 2. 15E+10 3. 89E+11 O.OOE+OO O.OOE+OO O.OOE+OO 

2 2. 15E+10 3. 13E+11 O.OOE+OO O.OOE+OO O.OOE+OO 

3 2. 15E+10 4. 42E+11 O.OOE+OO O.OOE+OO O.OOE+OO 

4 2. 15E+10 3. 79E+11 O.OOE+OO 7. 15E+08 O.OOE+OO 

5 2. 16E+10 7.86E+10 O.OOE+OO O.OOE+OO O.OOE+OO 

6 2. 15E+10 4. 65E+11 O.OOE+OO 7. 15E+08 3.27E+12 

7 2.31E+10 1. 75E+11 O.OOE+OO O.OOE+OO O.OOE+OO 

8 3.63E+10 1. 96E+11 2. 19E+07 1. 47E+08 O.OOE+OO 

9 2.65E+10 3. 76E+11 4. 19E+07 1.91E+09 O.OOE+OO 

10 2. 16E+10 2. 95E+11 O.OOE+OO O.OOE+OO O.OOE+OO 

11 3.63E+10 1. 98E+11 O.OOE+OO O.OOE+OO O.OOE+OO 

12 6.46E+10 8.00E+09 O.OOE+OO O.OOE+OO O.OO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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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STC-7 & 11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명가(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1 4.10E+11 O.OOE+OO 4.10E+11 2.06E+l2 

2 3. 35E+11 O.OOE+OO 3.35E+11 l. 98E+l2 

3 4. 64E+11 O.OOE+OO 4.64E+11 2. 11E+l2 

4 4.01E+11 7.15E+08 4.02E+11 2.05E+l2 

5 l. OOE+11 O.OOE+OO l.OOE+11 l. 75E+l2 

6 4. 87E+11 3. 27E+l2 3. 76E+l2 5.41E+l2 

7 l. 98E+11 O.OOE+OO l. 98E+11 1. Rf5 E+ 12 

8 2.32E+11 l. 69E+08 2. 32E+11 l. 88E+l2 

9 4.03E+11 1.95E+09 4.04E+11 2.05E+l2 

10 3. 17E+11 O.OOE+OO 3. 17E+11 l. 97E+l2 

11 2.35E+11 O.OOE+OO 2. 35E+11 l. 88E+12 

12 7. 26E+lO O.OOE+OO 7. 26E+lO 1.72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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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STC-8 & 12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른 비용 비용 

1 2. 15159E lO 1.45134E12 O.OOE+OO O.OOE+OO 2.57959E13 

2 2. 15159E lO 1. 29044E12 O.OOE+OO O.OOE+OO 2.57959E13 

3 2. 15159E lO 1. 93518E12 O.OOE+OO O.OOE+OO 2.57959E13 

4 2. 15159E lO 1. 45823E12 O.OOE+OO 7. 52492E8 2.57959E13 

5 2. 15867E lO 1. 17428E12 O.OOE+OO 7. 52492E8 3 .48317E12 

6 2. 15159E lO 2.01686E12 O.OOE+OO 7. 52492E8 2. 57959E13 

7 2.31438E lO 9.21911E11 9.0818E7 1.7603E9 1.79125E13 

8 3.63081E lO 1. 29524E12 9.61324E7 5.03935E9 1. 88732E13 

9 2.6541E lO 1.5262E12 1. 25762E8 8. 26132E9 3. 11064E13 

10 2. 15867E lO 1.23952E12 O.OOE+OO O.OOE+OO 2.57959E13 

11 3.63081E lO 1.20128E12 O.OOE+OO O.OOE+OO 2.5896E13 

12 6.46185E lO 5.03017E lO O.OOE+OO O.OOE+OO 3.9045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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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STC-8 & 12에 대한 연중 경제척 영향 평가(1990년 웬)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1 1.47286E12 2. 57959E13 2. 72688E13 2. 89169E13 

2 1. 31196E12 2. 57959E13 2.71079E13 2. 8756E13 

3 1.95669E12 2. 57959E13 2. 77526E13 2.94008E13 

4 1. 47974E12 2. 57967E13 2. 72764E13 2. 89246E13 

5 1. 19586E12 3. 48392E12 4. 67979E12 6. 32796E12 

6 2.03837E12 2. 57967E13 2.7835E13 2. 94832E13 

7 9.45055E11 1.79144E13 1.88594E13 2.05076E13 

8 1. 33154E12 1. 88783E13 2.02099E13 2. 1858E13 

9 1. 55274E12 3. 11148E13 3. 26675E13 3. 43157E13 

10 1. 2611E12 2. 57959E13 2.7057E13 2. 87052E13 

11 1.23759E12 2. 5896E13 2. 71336E13 2.87818E13 

12 1. 1492E11 3.9045E11 5.0537E11 2. 15354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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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STC-14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바용 따른 비용 비용 

1 3.04E+07 1.08E+13 O.OOE+OO O.OOE+OO 1. 67E+10 

2 4. 54E+07 8. 55E+12 O.OOE+OO O.OOE+OO 1. 67E+10 

3 3.04E+07 9. 25E+12 O.OOE+OO O.OOE+OO 1. 67E+10 

4 4. 54E+07 8. 26E+12 O.OOE+OO 7. 52E+08 1. 67E+10 

5 3.05E+07 2.42E+12 O.OOE+OO 7. 52E+08 1. 91E+10 

6 3.04E+07 1. 23E+13 O.OOE+OO 7. 52E+08 1. 15E+10 

7 3. 27E+07 3. 89E+12 9. 55E+07 5.02E+09 3. 11E+10 

8 5. 13E+07 4. 69E+12 1. 34E+08 1. 97E+ 10 n.78E+ IO 

9 3. 75E+07 6. 14E+12 1. 26E+08 8. 26E+09 9.05E+10 

10 3.05E+07 3.47E+12 O.OOE+OO O.OOE+OO 1. 67E+10 

11 5. 13E+07 6. 57E+12 O.OOE+OO O.OOE+OO 6.78E+10 

12 9. 13E+07 4. 58E+11 O.OOE+OO O.OOE+OO 3.91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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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STC-14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1 1.08275E13 1.67238E10 1.08442E13 1. 24924E13 

2 8. 54798E12 1. 67238E10 8. 5647E12 1. 02129E13 

3 9. 25317E12 1.67238E10 9. 26989E12 1. 09181E13 

4 8‘ 25858E12 1. 74763E10 8‘ 27606E12 9. 92423E12 

5 2.42069E12 1. 98841E10 2.44057E12 4.08874E12 

6 1. 23461E13 1. 22682E10 1. 23584E13 1.40065E13 

7 3 ‘ 89335E12 3. 62393E10 3. 92959E12 5. 57776E12 

8 4. 69247E12 8. 76049E10 4. 78007E12 6.42824E12 

9 6. 13787E12 9. 89229EI0 6. 2368E12 7. 88497E12 

10 3.46793E12 1. 67238E10 3.48465E12 5. 13282E12 

11 6.57305E12 6. 77609E10 6. 64081E12 8. 28898E12 

12 4. 5774E11 3.90675E9 4. 61647E11 2.10982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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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STC-15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명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른 비용 비용 

1 2. 15E+10 3.65E+12 O.OOE+OO O.OOE+OO 2.93E+13 

2 2. 15E+10 3.09E+12 O.OOE+OO O.OOE+OO 2. 93E+13 

3 2. 15E+10 5. 25E+12 O.OOE+OO O.OOE+OO 2. 93E+13 

4 2. 15E+10 3. 59E+12 O.OOE+OO 7. 52E+08 2. 93E+13 

5 2. 16E+10 7. 28E+11 O.OOE+OO 7. 52E+08 1. 92E+13 

6 2.15E+ 1O 5. 39E+12 O.OOE+OO 7. 52E+08 2. 93E+13 

7 2.31E+10 9.97E+11 9.08E+07 4. 89E+09 3. 11E+13 

8 3. 63E+10 1. 92E+12 1. 34E+08 1.97E+ I0 4. 15E+13 

9 2.65E+I0 4.21E+12 1. 26E+08 8. 26E+09 5. 36E+13 

10 2. 16E+10 2. 49E+12 O.OOE+OO O.OOE+OO 2.93E+13 

11 3. 63E+10 2.00E+12 O.OOE+OO O.OOE+OO 4.50E+13 

12 6.46E+10 1. 50E+11 O.OOE+OO O.OOE+OO 1. 96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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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STC-15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3.67E+12 2.93E+13 3.30E+13 3.46E+13 

2 3. 11E+12 2.93E+13 3. 24E+13 3.40E+13 

3 5. 27E+12 2.93E+13 3.45E+13 3.62E+13 

4 3.61E+12 2.93E+13 3. 29E+13 3. 45E+13 

5 7.50E+11 1. 92E+13 1. 99E+13 2. 16E+13 

6 5.41E+12 2.93E+13 3.47E+13 3. 63E+13 

7 1.02E+12 3. 11E+13 3.21E+13 3.37E+13 

8 1. 96E+12 4. 15E+13 4.35E+13 4.51E+13 

9 4. 24E+12 5.36E+13 5. 78E+13 5.95E+13 

10 2.51E+12 2. 93E+13 3. 18E+13 3. 34E+13 

11 2.04E+12 4.50E+13 4.70E+13 4.87E+13 

12 2. 15E+11 1. 96E+12 2. 18E+12 3.83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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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STC-16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론 비용 비용 

2. 15E+10 7.96E+11 O.OOE+OO O.OOE+OO 3. 27E+12 

2 2. 15E+10 7. 16E+11 O.OOE+OO O.OOE+OO 3. 27E+12 

3 2. 15E+10 8.39E+11 O.OOE+OO O.OOE+OO 3. 27E+12 

4 2. 15E+10 7. 74E+11 O.OOE+OO 7. 52E+08 3.27E+12 

5 2. 16E+10 1. 91E+11 O.OOE+OO 3. 76E+07 O.OOE+OO 

6 2. 15E+10 7. 73E+11 O.OOE+OO 7. 52E+08 6.81E+12 

7 2.31E+10 3.07E+11 O.OOE+OO 7. 52E+08 O.OOE+OO 

8 3. 63E+10 3. 79E+11 4. 19E+07 1. 87E+09 1. 95E+11 

9 2. 65E+10 8.98E+11 9.61E+07 1. 91E+09 4. 17E+12 

10 2. 16E+10 7. 69E+11 O.OOE+OO O.OOE+OO 3.27E+12 

11 3. 63E+10 4. 72E+11 O.OOE+OO O.OOE+OO 1. 95E+11 

12 6.46E+10 1. 40E+ 1O O.OOE+OO O.OOE+OO O.OO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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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STC-16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명가(1990년 원) (계속) 

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1 8. 18E+ll 3. 27E+l2 4.09E+l2 5. 74E+l2 

2 7. 37E+ll 3. 27E+l2 4.01E+l2 5. 66E+l2 

3 8.61E+ll 3.27E+l2 4. 13E+12 5. 78E+l2 

4 7. 95E+ll 3. 27E+l2 4.07E+l2 5. 72E+l2 

5 2. 12E+ll 3. 76E+07 2. 12E+ll 1. 86E+l2 

6 7.94E+ll 6.81E+l2 7.61E+l2 9. 26E+l2 

7 3.30E+ll 7. 52E+08 3.31E+11 1. 98E+l2 

8 4. 16E+ll 1. 97E+11 6. 13E+ll 2. 26E+l2 

9 9. 24E+11 4. 18E+l2 5.10E+l2 6. 75E+l2 

10 7.91E+11 3.27E+l2 4.06E+l2 5.71E+l2 

11 5.09E+11 1. 95E+11 7.04E+11 2. 35E+l2 

12 7.86E+lO O.OOE+OO 7.86E+lO 1.73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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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STC-17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룬 비용 비용 

2. 15E+10 3.05E+11 O.OOE+OO O.OOE+OO 2.58E+13 

2 2. 15E+10 1. 53E+12 O.OOE+OO O.OOE+OO 2. 58E+13 

3 2. 15E+1O 2.33E+12 O.OOE+OO O.OOE+OO 2. 58E+13 

4 2. 15E+1O 1.75E+12 O.OOE+OO 7. 52E+08 2.58E+13 

5 2. 16E+10 8.24E+11 O.OOE+OO 7. 52E+08 7. 83E+12 

6 2. 15E+10 2.45E+12 O.OOE+OO 7.52E+08 2. 58E+13 

7 2.31E+10 1. 08E+12 9.08E+07 4. 89E+09 1. 79E+13 

8 3. 63E+10 1. 48E+12 1. 26E+08 8. 26E+09 1. 89E+13 

9 2. 65E+10 1. 12E+12 1. 26E+08 8. 26E+09 4.50E+13 

10 2. 16E+10 8. 14E+11 O.OOE+OO O.OOE+OO 2.93E+13 

11 3.63E+10 1. 43E+12 O.OOE+OO O.OOE+OO 2.68E+13 

12 6.46E+10 5. 55E+ 1O O.OOE+OO O.OOE+OO 3.90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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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STC-17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명가( 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객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3. 26E+11 2.58E+13 2.61E+13 2. 78E+13 

2 1. 56E+12 2 ‘ 58E+13 2. 74E+13 2.90E+13 

3 2. 36E+12 2. 58E+13 2. 82E+13 2.98E+13 

4 1. 78E+12 2.58E+13 2. 76E+13 2.92E+13 

5 8.46E+11 7. 83E+12 8. 67E+12 1.03E+13 

6 2.47E+12 2. 58E+13 2. 83E+13 2. 99E+13 

7 1. 11E+12 1.79E+13 1. 90E+13 2.07E+13 

8 1. 52E+12 1. 89E+13 2.04E+13 2.20E+13 

9 1. 14E+12 4.50E+13 4. 61E+13 4.78E+13 

10 8. 35E+11 2.93E+13 3.01E+13 3. 18E+13 

11 1. 47E+12 2. 68E+13 2. 82E+13 2.99E+13 

12 1. 20E+11 3.90E+11 5. 11E+11 2. 16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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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5TC-18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평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른 비용 비용 

1 2. 15E+ 1O 6. 12E+12 O.OOE+OO O.OOE+OO 2.93E+13 

2 2. 15E+ 1O 4.91E+12 O.OOE+OO O.OOE+OO 2.93E+13 

3 2. 15E+10 8.49E+12 O.OOE+OO O.OOE+OO 2. 93E+13 

4 2. 15E+10 5. 95E+12 O.OOE+OO 7. 52E+08 2. 93E+13 

5 2. 16E+10 1. 07E+12 O.OOE+OO 7. 52E+08 2.27E+13 

6 2. 15E+10 7. 96E+12 O.OOE+OO 7. 52E+08 2. 27E+13 

7 2.31E+10 1. 79E+12 9. 55E+07 4. 89E+09 3. 11E+13 

8 3. 63E+10 2. 38E+12 1.34E+08 1. 97E+10 4.50E+13 

9 2. 65E+10 4. 82E+12 1.26E+08 8. 26E+09 9.21E+13 

10 2. 16E+10 3.61E+12 O.OOE+OO O.OOE+OO 2.93E+13 

11 3. 63E+10 3.51E+12 O.OOE+OO O.OOE+OO 5.36E+13 

12 6. 46E+10 2. 29E+11 O.OOE+OO O.OOE+OO 2.67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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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STC-18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형가(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1 6. 14E+12 2.93E+13 3. 54E+13 3. 71E+13 

2 4. 93E+12 2.93E+13 3.42E+13 3.59E+13 

3 8. 52E+12 2.93E+13 3. 78E+13 3. 94E+13 

4 5. 97E+12 2. 93E+13 3. 53E+13 3. 69E+13 

5 1. 10E+12 2. 27E+13 2.38E+13 2. 55E+13 

6 7. 98E+12 2.27E+13 3.07E+13 3. 24E+13 

7 1. 81E+12 3. 11E+13 3. 29E+13 3 .45E+13 

8 2.42E+12 4.50E+13 4.74E+13 4.91E+13 

9 4. 84E+12 9. 21E+13 9.70E+13 9. 86E+13 

10 3. 63E+12 2.93E+13 3. 29E+13 3.46E+13 

11 3. 54E+12 5.36E+13 5. 71E+13 5. 88E+13 

12 2. 93E+11 2. 67E+12 2. 96E+12 4.61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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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STC-19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평가(1990년 원) 

월 주민 소개 및 보건 영향 우유의 처분에 곡물의 처분에 소외 제염 
이주 비용 비용 따른 비용 따른 비용 비용 

1 2. 15E+10 3.03E+12 O.OOE+OO O.OOE+OO 2. 93E+13 

2 2. 15E+10 2.38Et12 O.OOE+OO O.OOE+OO 2. 93E+13 

3 2. 15E+10 4.46E+12 O.OOE+OO O.OOE+OO 2.93E+13 

4 2. 15E+10 2.95E+12 O.OOE+OO 7. 52E+08 2.93E+13 

5 2. 16E+ 1O 1. 04E+12 O.OOE+OO 7. 52E+08 2. 27E+13 

6 2. 15E+10 4. 34E+12 O.OOE+OO 7. 52E+08 2. 27E+13 

7 2.31E+10 7.66E+11 9. 55E+07 4. 89E+09 3. 11E+13 

8 3. 63E+10 2. lOE+12 1. 34E+08 1. 97E+10 4.50E+13 

9 2. 65E+10 2. 52E+12 1. 26E+08 8. 26E+09 9.21E+13 

10 2. 16E+10 1. 87E+12 O.OOE+OO O.OOE+OO 2.93E+l3 

11 3. 63E+10 1. 60E+12 O.OOE+OO O.OOE+OO 5. 36E+13 

12 6.46E+10 1. 11E+11 O.OOE+OO O.OOE+OO 2.67E+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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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5TC-19에 대한 연중 경제적 영향 명가(1990년 원) (계속) 

월 주민 관련 비용 면적 관련 비용 소외발생 경제적 영향 전체 경제적 영향 

1 3.05E+12 2. 93E+13 3. 23E+13 3.40E+13 

2 2.40E+12 2.93E+13 3. 17E+13 3. 33E+13 

3 4.48E+12 2.93E+13 3.38E+13 3. 54E+13 

4 2. 97E+12 2.93E+13 3. 22E+13 3. 39E+13 

5 1.06E+12 2. 27E+13 2.38E+13 2. 54E+13 

6 4. 36E+12 2. 27E+13 2. 71E+13 2. 87E+13 

7 7. 89E+11 3. 11E+13 3. 18E+13 3. 35E+13 

8 2. 13E+12 4.50E+13 4. 71E+13 4. 88E+13 

9 2. 55E+12 9. 21E+13 9.47E+13 9. 63E+13 

10 1. 89E+12 2. 93E+13 3. 12E+13 3. 28E+13 

11 1. 63E+12 5. 36E+13 5. 52E+13 5. 69E+13 

12 1. 76E+11 2. 67E+12 2. 84E+12 4.49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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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STC-18의 경우의 각 소외 표면얘 대한 제염 작업별 비용(8월) 

제염작업 비 용(원) 제염작업 비 용(원) 

Agricultural Field Vacuum 4. 67E+12 

Water 1. 74E+13 Low-pressure Water 4. 67E+12 

Leach , FeCI J 1. 47E+13 High-pressure Water 4. 67E+12 

7 Plow 10-12 inches 6.87E+13 Wet Sandblast 1. 21E+12 

Deep plow 4.04E+13 Foam 4. 67E+12 

Clear 4. 39E+12 Strippable Coating 4. 67E+12 

Wooded Land Remove and Replacement 1. 38E+12 

Fixative and clear 2.05E+13 Aspha I t Road 

Fixative and hand scrape 3.23E+ 11 Vacuum 2.46E+12 

Fixative , defoliate and 1. 61E+11 Low-pressure water 7.40E+12 
hand scrape 

Fixative , hand scrape 4. 84E+11 Fo때 4.90E+12 
and cover 

Roof Surface Strippable coating 1. 22E+12 

-425-



표 6-17 소외 제염 작업의 변화얘서 고려한 소외 제염 작업 

Agr icultural Wooded Land Roo f Surf ace Asphalt Road 
Field 

I Clear Fixative , defoliate Wet Sandblast Strippable 
and hand scrape coatlng 

2 Leach , FeC13 Fixative and hand Wet Sandblast Low-pressure 
scrape water 

3 Water Fixative and clear Vacuum Vacuum 

4 7 Plow 10-12 Fixative , defoliate Remove and Foam 
inches and hand scrape Replacement 

5 Deep plow Fixative , hand High-pressure Foam 
scrape and cover Water 

6 7 Plow 10-12 Fixative and clear Str ippable Low-pressure 
inches Coat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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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주민 소개 실시로 인한 보건 영향의 변화 

소개 속도(m/sec} 초기 부상 치사 암 보건 영향 비용의 감소(10억원) 

1e-6 16.286 350 0 

0.005 9.445 344 11.48 

0.01 8.023 341 16.87 

0.05 7.64 336 25.52 

0.1 7.64 335 27.24 

0.33 7.64 334 28.96 

0.5 7.64 334 28.96 

1.0 7.64 334 28.96 

1. 5 7.64 334 28.96 

1. 8 7.64 334 2ts. 닝6 

2.0 7.64 334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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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gmatic Approach 

Welfare Theory Utility Functions 

Econometrics CostlBenefit Function 

Optimization 

Consultation of 
Experts 

그립 6-3 최적화 기법과 기법들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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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반경 80km 이내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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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개 

그립 6-27 주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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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PSA의 여러 수행 내용 중 풍통 실험을 통해 지형이 방사성 물질의 이통에 
미치는 영향을 팽가하였으며 이들 결과는 앞으로 수행될 모댈 개션에 기초자료률 
채공해 줄 것이다. 또한 기존의 Gauss i an P 1 ume 모웰이 산지가 많은 복잡지형에서눈 
실제 농도와 많용 차이를 보이기 때문얘 cr때PLUS률 이용하여 지형이 대기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명가하였다. 이롤 홍하여 방사생 물질의 대기 확산에 지형의 영향올 
고려해줄 수 있는 모옐이 원전의 대기 확산 해석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으며 CTDMPLUS 모옐이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훨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훌 홍하여 모웰의 개발 및 철험캠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P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혈과와 부지 자료훌 이용하여 영광 완전 주변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척도에 대한 CCDF 계산 결과에 의하면， 
조기 사망치， 조기 부상치， 총 조기 사망 위해도 및 총 조기 사망 가중 위해도의 
정우， 완만한 경사를 보여 광폭의 확률 밀도 분포률 가진다. 또한， 암 사망치， 0-48.0 
때1 에서의 인구 선량， 그라고 0-80.0 삐 에서의 인구 션량의 경우는 급한 정사를 보여 
협폭의 확률 밀도 분포를 가진다. 웰전의 사고사 철말 분석에 필요한 모웰 즉， 방사성 
물질의 대기내 이통 및 확산， 피폭션량 계산， 건강 영향 및 이로 언한 라A크 계산 
둥에 관한 팽가 방법론을 정 립하였으며 PC의 Windows 화정하에서 수행되는 결말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휩 철말 분석 프로그댐 KACAP(뼈ERI Accident 
Consequence Program)의 주요 톰징은 보롤확， 윈도우 기반 프로그햄， 결과와 지도상의 
도시를 통한 가시화 흉을 툴 수 있으며 야 효로그햄은 앞으로 보완올 홍하여 사고 
판리 총합 소표돈왜어 개발 중 소외 리A크 감소 방안 개발 과채애 활용철 혜정이다. 

마청지제적막으 영로향 원 평전가의에서 중대 필사요고한시 비 마용치 항는목 경별제 i적명가 영모향웰올 팽가 채를시하 수였행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명 3단계 PSA , 대기확산 및 이동， 풍동싫험， 피폭선량， 위해도 평가， 
키워드 건강영향， 경제적 영향 평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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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be various research areas of tbe Level 3 PSA, tbe effect of terrain on the transp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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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때1 insight in the development of a new dispersion mode1. Because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be results from Gaussian plume model and tbose from field test, tbe effect of 
terrain on tbe atmospheric diseprsion was investigated by using CTDMPLUS αIde. Through this 
study we find that tbe m여el which can π'eat terrain effi않t is essential in tbe atmospheric ω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1s and tbe CTDMPLUS m여el can be 뾰ed as a useful too1. And it is 
suggested that m때ification of a m여el and experime때1 study should be made through the 
continuous effort. The healtb effect assessment near tbe Yonggwang site by using IPE(In며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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