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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98조’

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개개의 이력관리 즉, 방사성핵종, 방사능농도, 총방사

능량 및  폐기물 형태 등 폐기물 이력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연구소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약 10,000 여개의 방사성

폐기물 드럼에 대해서도 처분장 인도를 위한 폐기물 Inventory 규명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 핵종분석 기술 및 장치에 관한 기술현황을 분석, 검토하

고 핵종분석장치 등의 설계 및 제작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에 수집, 저장되어 있는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폐기물과는 달리 몇

몇 형태의 ‘일정한 폐기물 발생형태(Waste Stream)’가 없이 다종, 소량, 불규

칙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핵종분석 시에 채택하는 간접적 평가방

식보다는 직접적 평가방식이 적합하다.

 핵종분석장치로는 계측치의 신뢰도 및 운  편이성, 분석대상 소내 폐기물

의 특성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및 처분장 운 자 등 폐기물 관련기관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TGS(Tomographic Gamma Scanner) 방식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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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ste inventory records such as the activities and radio- 

nuclides contained in the waste packages are to be submitted with 

the radioactive wastes packages for the final disposal.

 The nearly around 10,000 drums of waste stocked in KAERI now should 

be assay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waste inventory records too. For 

the successive execution of the waste assay, the investigation into the 

present waste assay techniques and equipment are to be taken first.  

Also the installation of the waste assay equipment through the 

comprehensive design, manufacturing and procurement should be 

proceeded timely.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AERI-stocked wastes are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nuclear power plant and those have no regular waste 

streams, the application of the in-direct waste assay method using the 

scaling factors are not effective for the KAERI-generated wastes.

 Considering for the versal conveniency including the accuracy over the 

wide range of waste forms and the combination of assay time and 

sensitivity, the TGS(Tomographic Gamma Scanner) is appropriate as for 

the KAERI -generated radioactive waste assa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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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2008년도에 운 예정으로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관련

하여, 방사성폐기물 발생사업자는 자체 내에서 임시저장 중에 있는 중․저준

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에 인도할 준비를 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 준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폐기물을 처분장의 인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류, 처리 및 포장을 한 후 핵종분석 및 Documentation 등을 갖

추는 일이다. 현재 연구소에서 임시 저장중인 10,000여 드럼은 발전소 폐기

물 66,000여 드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양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 현재 임시저장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도 방사성 핵종, 방사능 농도,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평가하여 타당성 있는 폐기물 이력을 제시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장 인수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첫 째 항목이다. 특히 고체폐기물

의 방사성 핵종과 방사능 농도 규명은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고

체폐기물은 방사성핵종의 오염 균일성이 없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시료의 방사능 측정은 고체의 기하학적 구조, 

도 차이 등을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98조’

에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개개의 이력관리 즉, 방사성핵종, 방사능농도, 총 방

사능량 및  폐기물 형태 등의 기록이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기준(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32호)’에 명시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방사능농

도 분석 등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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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재 우리 연구소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약 10,000 여개의 방사성

폐기물 드럼에 대해서도 이를 처분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사성핵종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핵종분석 기술 및 장치에 관한 기술현

황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 연구소에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핵종분석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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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  론

1. 관련 법규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분석은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진행될 방사성폐기물 처

분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므로 방사성폐기물 폐기물 인도기준 등의 관련법규

에 따라서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방사성폐기물 인도기준 및 핵종분석 관

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98조 :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분장으로 운송/처  

     분시에는 방사성폐기물 개개의 이력관리 즉, 방사성핵종, 방사능농도,   

     총 방사능량 및 폐기물 형태 등의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1) 

   -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88조(방사성 폐기물의 인도) ① 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다라 이를 분류하고, 처  

           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기부 고시 제01-32호 :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인도규정은 13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핵종별 농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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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사성페기물 인도규정 요약(과기부 고시 제01-32호)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 물질 등을 포함한 폐기물은 적합하게 처리, 위험성 제거

-방사분해, 생물학적/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가스, 증기 및 액체를 발생시켜 포장물

의 건전성이나 처분장의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취급/운송시 인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됨.

폭발성 물질 등

-부식성이 충분히 완화되어야 하며,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부식

- 유리수는 최대한 제한(처분방사물은 0.5Vol% 이내)유리수

-처분장요건에 따라 핵종의 침출이 적절히 제한침출율

-비가연성용깅 포장하고 육안검사시 이상이 없어야 함

-운반/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

-포장물내 기체발생으로 인한 내부압을 견뎌야 함

-포장물의 체적/중량 등은 취급/운송조건에 부합

포장물의 조건

-취급시/처분 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체형태

-균일하게 고화처리
폐기물 형태

-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

-핵종별 농도, 총방사능량 및 구성물질등은 처분장의 폐기물 처분요건에 부합

핵종별 농도의

제한

내 용관련조항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 물질 등을 포함한 폐기물은 적합하게 처리, 위험성 제거

-방사분해, 생물학적/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가스, 증기 및 액체를 발생시켜 포장물

의 건전성이나 처분장의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취급/운송시 인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됨.

폭발성 물질 등

-부식성이 충분히 완화되어야 하며,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부식

- 유리수는 최대한 제한(처분방사물은 0.5Vol% 이내)유리수

-처분장요건에 따라 핵종의 침출이 적절히 제한침출율

-비가연성용깅 포장하고 육안검사시 이상이 없어야 함

-운반/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

-포장물내 기체발생으로 인한 내부압을 견뎌야 함

-포장물의 체적/중량 등은 취급/운송조건에 부합

포장물의 조건

-취급시/처분 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체형태

-균일하게 고화처리
폐기물 형태

-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

-핵종별 농도, 총방사능량 및 구성물질등은 처분장의 폐기물 처분요건에 부합

핵종별 농도의

제한

내 용관련조항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어야 함.(과기처 고시 “방사선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부합)
폐기물의 운반

-포장물의 외부에 주요 정보가 분명하게 표시포장물의 표지

-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은 과기부 고시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에 따름선량제한

-가능한 한 표면방사능 오염은 더러운 물질, 습진·전지 및 제거성 표면오염이

없어야 함.(과기처 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부합)
표면오염

-핵분열 동위원소 농도는 임계안전이 유지되도록 낮아야 함.임계안전

-유독성, 부패성 및 전염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위험성 제거

-킬레이트제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처리과정에서 특성 제거, 0.1%이상 함유

된 폐기물은 명시되어야 하면 처분상 요건에 부합 되도록 제한

유해성 물질

내 용관련조항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어야 함.(과기처 고시 “방사선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부합)
폐기물의 운반

-포장물의 외부에 주요 정보가 분명하게 표시포장물의 표지

-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은 과기부 고시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에 따름선량제한

-가능한 한 표면방사능 오염은 더러운 물질, 습진·전지 및 제거성 표면오염이

없어야 함.(과기처 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부합)
표면오염

-핵분열 동위원소 농도는 임계안전이 유지되도록 낮아야 함.임계안전

-유독성, 부패성 및 전염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위험성 제거

-킬레이트제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처리과정에서 특성 제거, 0.1%이상 함유

된 폐기물은 명시되어야 하면 처분상 요건에 부합 되도록 제한

유해성 물질

내 용관련조항

 

 현재 과학기술부고시 제01-32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개정

인 추진 중에 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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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기부고시 제01-32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개정안(요약)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고시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인도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도규정

처분시설에 대한 인도

규정임을 명시

 구성 및

 체계
단순 열거

(1) 총칙 (2) 방사선 특성기준 

(3) 구조적 건전성 기준

내용 확충에 따른 체계

화

처분시설 

운 자 

인수기준

언급 없음 적용 근거 마련

구체요건은방사선안전

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른과기부고시로제시

폐기물 

분류 및 

농도제한

선언적 언급

처분방식과 연계하여 명시

- 동굴처분; 모든 중저준위폐기물 

- 표층처분; 다음 조건  중저준위

  ․반감기 20년 이상의 α핵종(U 

제외) 농도 400 Bq/g 이하

  ․열발생률 0.2 kW/m
3
 이하

  ․주요핵종 농도 제한(포장물 당, 

B q / g ) ; H - 3 ( 1 . 1 1 E 6 ) , C - 

1 4 ( 2 . 2 2E5 ) ,Co-60 (3 . 7E7 ) , 

Ni-59(7.4E4),Ni-63(1.11E7), 

Sr-90(7.4E4),Nb-94(1.11E2), 

Tc-99(1.11E3),I-129(3.7E1), 

Cs-137(1.11E6), 전α(3.7E3)

천층처분을 표층처분과 

동굴처분으로 명시

방사능제한치는 운 자

가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에 평가 및 

제시

핵종규명 포괄적 언급

- 18개 핵종 지정; H-3, C-14, -59, 

Co-60,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5 Cs-137, 

Pu-238, Pu-239, Pu-240, Pu- 

241, Am-241, Cm-242, Cm-244, 

전α

- 전체 방사능의 95% 이상 규명

-예상주민선량의 95%이상기여규명

-재고량 평가지침 제공

고화체 

특성요건

구조적 건전성 요건 일부 보완

- 처분환경에서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안정

성 요구

- 고건전성용기 사용시 또는 처분

방식 하향 적용시 요건 완화

특성자료 

제시요건

- 안전성평가에필요한선원항제공   

- SAR 및 RER과 관련한처분시설 

안전성평가와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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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은 

준비 및 인도절차 통해서 처리-포장-검사-운반된다. 

규제기관(MOST/KINS)

원자력법/동법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MOST고시)

안전성 요건 및 정책

WCP 작성 및 제출

SWAC/WAP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및 검사

폐기물 인도. 운반검사

폐기물 수용기준
폐기물 수용절차

WCP 지침 작성 및 검토

WCP 현장 확인

폐기물 인수 검사

처 분
이력전송

처분검사(MOST/KINS)

운반

제출

폐기물 발생자(KAERKAERI) 폐기물 처분자

제출

승인

승인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WCP : Waste Certification Program

확인

WAP : Waste Acceptance Program

   

그림 1. 방사성 폐기물 인도절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 특성에 관한 규정”(표3. 참조 ) 

및 “처분시설 단계별 폐기물 인도규정 및 인수기준” 등이 준비 중에 있다.

(표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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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 특성에 관한 현행규정 및 개발예정

처분시설 운영~폐쇄 후 관리 제반요건

- 폐기물 포장 및고형화; 인도규정인용

- 농도; 인도규정인용

- 수량; SAR 기술지침에 제시하도록 규정

- 보전구역설치

- 시설 폐쇄, 폐쇄 후관리

위탁처분시폐기물 인도관련제반규정

- 처분대상 폐기물 특성 분별 및 제한

’04 개발 예정 고시

(천층처분시설운영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01-32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79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

(방사성폐기물 인도)

처분시설 운영~폐쇄 후 관리 제반요건

- 폐기물 포장 및고형화; 인도규정인용

- 농도; 인도규정인용

- 수량; SAR 기술지침에 제시하도록 규정

- 보전구역설치

- 시설 폐쇄, 폐쇄 후관리

위탁처분시폐기물 인도관련제반규정

- 처분대상 폐기물 특성 분별 및 제한

’04 개발 예정 고시

(천층처분시설운영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01-32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79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

(방사성폐기물 인도)

   표 4. 처분시설 단계별 폐기물 인도규정 및 인수기준 수립계획

▶인증프로그램 운용/개선▶폐기물관리공정최적화

▶폐기물인증프로그램 수립

▶폐기물관리공정 검토

▶폐기물인증프로그램 검토

폐기물

발생/관리자

▶폐기물인수기준 적용/보완▶폐기물인수기준 수립

▶SAR 기술지침 작성

▶폐기물 인수기준 개발

▶부지/처분고 총방사능 결정

처분시설

건설/운영자

▶수용요건/인수기준 이행 확인

- 처분검사

- 처분시설 정기검사

▶인수기준 검토/승인

- SAR, RER 검토

-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폐기물수용요건 수립

- 인도규정

- 기타 처분요건

규제기관

처분시설운영단계처분시설건설단계처분시스템 개발단계
단계

기관

▶인증프로그램 운용/개선▶폐기물관리공정최적화

▶폐기물인증프로그램 수립

▶폐기물관리공정 검토

▶폐기물인증프로그램 검토

폐기물

발생/관리자

▶폐기물인수기준 적용/보완▶폐기물인수기준 수립

▶SAR 기술지침 작성

▶폐기물 인수기준 개발

▶부지/처분고 총방사능 결정

처분시설

건설/운영자

▶수용요건/인수기준 이행 확인

- 처분검사

- 처분시설 정기검사

▶인수기준 검토/승인

- SAR, RER 검토

-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폐기물수용요건 수립

- 인도규정

- 기타 처분요건

규제기관

처분시설운영단계처분시설건설단계처분시스템 개발단계
단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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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종분석 기술 

 

가. 핵종분석기술 종류 및 특성 

   방사성폐기물 드럼 내 핵종 및 농도의 측정은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간

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 드럼 내 폐기물의 핵종분석은 일반적인 계측장치나 

방사화학적 분석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측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간접적(비파괴적)인 분석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한 장치로써 핵종분석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드럼 내에  있는 핵

종 중에서 측정이 용이한 감마핵종을 측정한 후, 척도인자(Scaling Factor)를 

이용하여 이로부터, 측정이 어려운 다른 핵종들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다.

 (1). 직접적 평가방법 

     직접적인 평가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 파괴적 방법 (Radiochemical Analytical Method) 

         - 폐기물 포장용기를 개방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방사화학   

            분석과정을 통하여 핵종을 분석/ 측정하는 방법이다.

         - 비파괴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기 힘든 β선이나 X선 또는 약  

           한 γ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주 용도이다.

         - 강한 γ선이나 중성자를 계측하는 것과는 달리 계측이 어렵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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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른 방사선과의 구분을 위해서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야만 한다.

         -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며 계측 작업자의 피폭 위험이 수반됨  

           으로 일반적인 분석보다는 QA나 QC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 비파괴적 방법 (Nondestructive Assay Method)

         - 방사성폐기물 포장물(드럼) 외부에서 강한 γ선이나 중성자를 측  

            정, 분석하는 방법이다. 

         - 포장을 개방 또는 파괴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측정하는 방식으  

            로써, 일 회성 사용이 아닌 정규의 Routine한 계측에 사용된다.

         - 고 도 폐기물이나 비균질성 매질 등에 대해서는 감마선 스펙트  

           럼 대신에 중성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2).  간접적 평가방법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실험적인 방법 또는 이론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가). 척도인자 방법 (Scaling Factor Method)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분석하고자 하는 대표시료의 방사화

학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알고자 하는 핵종들(DTM : Difficult-To 

-Measure)과 Key 핵종(Easy-To-Measure)과의 상관적비율(Scaling Factor) 

을 통계분석이나 이론적 방법을 병행하여 산정함으로써, Key 핵종만을 측정

하여 다른 핵종들(DTM)을 예측,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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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균 방사능농도 방법(Mean Activity Concentration Method)

       균질 폐기물 내에서 발생원(Source)이 핵종 농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변화가 적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시료상의 평균 방사능 농도를 전

체 폐기물의 평균 농도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다). 대표 스펙트럼 방법(Representative Spectrum, Method)

       폐기물이 다량이고 균질일 때, γ선 측정을 통하여 이 값을 전체 시료

의 농도갑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라). 방사화 방법(Activation Method)

       원자로 내와 그 주변 환경이 중성자속을 가지는 경우 중성자속에 의

한 방사화에  의한 핵종의 축적을 계산하여 핵종의 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이

다.

  (마). 붕괴 방법 (Decay Method)

       모 핵종과 딸 핵종의 붕괴 시 평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바). 연소도 방법 (Burn-up Method)

      핵연료의 연소도 계산을 통하여 핵종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핵

연료의 방사화에 의한 핵종의 생성 또는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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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파괴 분석방법 NDA(Non-Destructive Assay)

   오늘날 원자력 산업분야에서 포장용기 내의 방사능물질 양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비피괴적 평가방법(NDA)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NDA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Neutron Techniques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포장물이 bulk 

상태로 있을 때 또는 금속이나 고 도 재질의 용기 안에 있을 경우에는 감

마선을 이용하는 평가방법에 비해서 유리하다.

 

     - Passive Neutron Counting Techniques   

     - Active Neutron Counting Techniques 

     - Combined Active-Passive Neutron Counting Techniques

 (2). Gamma Techniques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감마선 평가방법들은 Passive 측정방식이다. 

  (가). Gross Gamma Techniques ;

      - Plastic scintillator는 저럼하고, 형상화 즉 measurement chamber   

        벽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 고감도 카운터를 부착할 수 있다. 

      -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 운전원의 특별한 훈련을 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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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ow Resolution Gamma Spectrometry(LRGS)

     

      - 다른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각각 별도로 측정할 수 있고,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술이며

      - 고감도 카운터를 장착할 수 있다. 또한,

      -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 작고 가벼워서 HRGS방식에 비해서 현장에서의 휴대성이 좋다.  

      - 운전원의 훈련도 비교적 간단하다.

      - 측정범위가 제한되어, 핵종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핵종 혼합물일  

        때만 가능하며,

      - 보다 복잡한 혼합물 일 때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 예측할 수 없는 핵종이 있을 경우에는 탐지되지 않거나 놓칠 수가  

        있다. 

  (다). High Resolution Gamma Spectrometry(HRGS)

     

       LRGS와 마찬가지로 검출기에 도달되는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핵종 

및 방사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검출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순도 게

르마늄(HPGe) 반도체의 것인데, 에너지 레솔루션은 122 keV에서 0.6 - 1.2 

keV 와 1332 keV에서 1.7 - 2.3 keV가 일반적이다.

      - 방사성물질의 복잡한 혼합물도 가능하고

      - 예상치 않은 핵종 또는 알려지지 않은 핵종의 혼합물도 검출할 수  

        있으며

      - 중급 감도의 검출기도 장착할 수 있다. 

      - 검출기가 액체 질소 온도 하에서 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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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까다롭고,

      - LRGS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이며

      - LRGS에 비해서 warm-up 및 cool-down 시간이 길고,

      - 장치나 데이터 해석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Gross Counting 이나   

        LRGS에 비해서 운전원의 훈련이 어렵다.

  (라). Intermediate Resolution Gamma Spectrometry(CdZnTe)

       근래에 CdZnTe 반도체 재료가 개발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NaI(Tl) 이나 기타 다른 LRGS 검출기 형식에 

비해서 에너지 레솔루션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Assay Systems

  (가). One Shot 방식

       포장물 전체를 하나 또는 일련의 검출기로 한 번에 측정하는 방식이

다. 기계적으로 가장 간단한 형식이며, 포장물을 부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측

정할 필요가 없을 때, source가 단순하거나 균질성이 좋을 때에 적합하다.

     - 측정 시간이 짧고

     - 복잡한 scanning 시스템이 필요 없으며

     - 운전원 훈련도 용이하다.

  (나). Segmented Gamma Scanner(SGS)

      가장 일반적인 스캔닝 방식으로. SGS는 드럼의 축방향으로 스캔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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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드럼의 각기 다른 수평방향의 segment로부터 나오는 감마선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HPGe나 NaI(Tl)로 측정한다.

 200리터 드럼의 경우 4- 20 segment가 보통이다. 각 segment의 감마선 감

쇠특성은 검출기 반대 측에 설치된 전송선원(Transmission source)을 이용하

여 측정할 수 있다.

 SGS 방식은 특히 저 도 폐기물 드럼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SGS는 수직 방향 비균질성에 대한 오차가 적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다.

 일반적으로는 각 segment의 측정은 검출기가 고정된 위치에서 하게 되지

만, 특별한 경우에는 드럼이 회전하면서 검출기도 상(하) 방향으로 이동하며 

측정하기도 하는데 즉, 나선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방사능이 강

한 부위(hot-spots)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스캔닝 할 때 자주 사용

된다.

 SGS의 측정기구 개념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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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tector

 Collimator

Transmission
Source

Turn Table

       그림 2. Principal Features of a Segmented Gamma Scanner(SGS)

 

 SGS 방식에서는 폐기물 드럼의 비균질성에 의한 오차 및 자기 흡수에 의

한 향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드럼을 분할하여 측정함으로써 높이 방향의 비균질성을 보완한다.

      드럼의 높이 방향 의 비균질성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

으로써, 드럼을 높이 방향으로 분할하여, 각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한다. 구간의 최적 높이는 검출

기 분해능, 드럼 높이, 검출기 효율, 콜리메이터 크기 및 드럼과 검출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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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측정함으로써 반경 방향의 비균질성을 보완한다.

   3). 각 구간의 시료에 의한 감쇠를 보정하기 위하여 전송(transmission)을 

측정한다.  

 (다). Tomographic Gamma Scanner(TGS)

      종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는 SGS의 경우에는 드럼은 계속 

회전하지만 검출기는 각 segment 마다 고정된 한 위치에서만 측정을 하게 

되므로, 측정된 감마 액티비티 데이터가 그 segment 전체의 균일한 값이라

고 하기는 어렵다. 

 폐기물 드럼 내 방사성핵종을 구하기 위해서는 드럼 내 폐기물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고, 폐기물 각 입자에 의한 자기흡수가 없다는 가정 하에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측정에 있어서 이러한 가정으로 인한 많은 오차가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개발된 방식이 TGS 방식인데, 이는 비균질성 드럼에 대한 계측의 정확

도가 SGS 보다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TGS는 SGS의 이러한 알고리즘상의 제한성을 대폭 극복할 수 있는 기법이

다. TGS의 장치구성은 SGS와 기본적으로는 같다. 그러나 검출기의 조준이

나 테이블의 회전 그리고 검출기가 드럼 축에 수직방향으로 이동되는 등이 

다르다. 

 TGS에서는 공간 개념적인 감마선 방출/감쇠 지도로부터 3차원적 전송/방

출 상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로부터 측정물의 균질성 등을 매우 

섬세하게 보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실용화되고 

있는 기술로써, 아래와 같은 미비점도 가지고 있다. SGS 방식과 TGS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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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TGS 방식과 SGS 방식의 비교

 S G S  방식 T G S  방식

장점

 - 수직 방향 비균질성에 대한   

    오차가 적음

 - 계측기 구조가 간단함

   (계측기 1개, 전송선 1개)

 - 오랫동안 사용되어 이론적

   근거가 확실함.

 - 비균질성 드럼의 계측 정확도가

   SGS 보다 좋음.

 - 기존 방식에 비해 고 도 드럼

    측정 가능.

 - 매질 도 및 방사능 분포 3차원

   이미지 정보 제공.

 - 알려진 구조에 대한 1개의 절대

   효율을 용하여, 다른 매질의 

   자동 교정이 가능함.

 - 3차원적 지도를 얻을 수 있음

단점

 - 반경 방향 비균질성 및 방사

   능분포상태에 대한 향이 큼

 - 1개의 검출기만 사용할 경우

   에 계측 시간이 많이 걸림

 - Segment 반경방향의 비균질

   성에 한 계산오차 수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검출능력이 제한 적임.

 - 특정조건에서 기존 SGS에 비해 

   검출 레벨이 높음.

 - 계측시간이 많이 걸림.

 - Scanning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높음.

 - 비교적 최근에 실용화되고 있는

   기술임.

 - 복잡한 데이터분석 알고리즘

   때문에 특이현상(phantoms)이 

   발생될 수 있음.

  

  * <참고> 핵종분석장치 제작사에서는 TGS의 장점을 <부록 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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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다. 핵종분석방법 고려사항   

    핵종분석방법을 선정할 때는 측정대상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측정 드럼 내 폐기물의 특성

     - 측정 드럼의 규격

     - 계측치의 신뢰도

     - 운전 편이성

     - 계측 소요시간

3. 핵종분석 장치 

 

가. 분석장치의 종류 및 특성 

    현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핵종분석 장치는 다음과 같이 Gamma- 

Based System, Neutron Waste Assay System, Combined Neutron/Gamma 

System의 3 가지 형식이 있다.

 (1). Gamma-Based Systems

     특히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낮은 준위의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분석 소요시간이나 정확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200 L 드럼에 포장된 중

저준위 폐기물에 대하여는 드럼 내 위치별 액티비티의 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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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S 방식을 사용한 모의측정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과 같이 200 L 드

럼 내에 모의 시편을 넣고 드럼 외부에서 핵종분석 측정을 하 을 경우, 

              

그림 3. 시편 준비 및 설치모습           

그림 4와 같은 위치별 액티비티를 분석/검출하게 된다.

      그림 4. 핵종분석결과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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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Gamma-Based System에는 SGS 방식과 TGS 

방식으로 대별된다. SGS 방식의 분석장치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Segmented Gamma Assay System

TGS 방식의 분석장치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Tomographic Gamma Scann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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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그림 7, 그림 8과 같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폐기물이나 비닐 포

장물 등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Drum Monitor, Packet Monitor 장치들

도 사용되고 있다.

   

     그림 7. Low Level Waste Assay Systems                           

         

                              

그림 8. Packet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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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림 9와 같이, 다량의 폐기물 드럼을 연속하여 자동시스템에 이해서 

측정하기 위한 Automated Waste Assay System도 상용화 되어 있다.

         

      

                그림 9. Automated Waste Ass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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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eutron Waste Assay Systems

고 도 폐기물, 비균질 매질 또는 SNM (Special Nuclear Material) samples 

(heavily contaminated with fission), 및 Activation product들은 Gamma - 

based system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Neutron-based 

system이 적합하다.

 Canberra 사의  Large barrel passive neutron assay system은 TRU waste 

를 100 nCi/g 이하 수준까지 측정 가능하다.  Neutron - based system은  

Passive types 과 Activ type이 있는데 둘 다 3He proportional counters 

embedded in polyethylene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여기서 Polyethylene은 중

성자 감속을 한다.

 (3). Combined Neutron/Gamma Systems 

     복합적인 폐기물 또는 서로 다른 여러 발생처로부터의 다양한 폐기물

을 측정해야할  경우에는 어느 단일 측정기술만을 적용해서는 충분하지 못

하다. 이런 경우에는 측정결과를  cross-link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핵종분석 장치의 구성

 (1). Detector Set

      드럼 내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을 검출하는 부분으로써,

   



- 24 -

        - 검출기, 검출기 Drive, 검출기 Collimator로 구성되며,

        - 컴퓨터로 자동제어 된다.

        - 주변 방사능 환경 향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체가 필요하다.

 검출기 Drive는 검출기가 측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를 잡아 주며, PLC 

(Programmabe logic controller) 등을 통해 자동제어 된다. 위치제어 등을 위

한 비상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검출기 콜리메이터는 드럼의 일정 분할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만 입사하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입구 부분은 크기가 두 가지로 조정이 가능하여 저방

사선량율과 고방사선량율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

리하다.  납차폐부를 두어서 외부 방사선으로부터 차폐하여야 하며, 드럼 표

면의 방사선량율에 의해 콜리메이터 폭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HPGe(고순도게르마늄검출기)가 사용되며, 검출기의 

냉각을 위해 액체질소 자동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2). Transmission Set

    전송(Transmission)선원 셔터/콜리메이터와 드럼을 측정하는 동안 전송

선원의 셔터와 콜리메이터를 정해진 위치로 이동 및 유지시키는 전송선원 

Drive로 구성되어 있다. 셔터는 전송선원이 입사되도록 콜리메이터의 입구를 

여닫는다. PLC등에 의해 자동제어 되는 위치 제어장치 및 비상안전장치 그

리고 차폐체가 필요하다.   

 폐기물 드럼의 고효율분석을 위해서 적절한 선원(약 10 mCi 방사선 선원)

을 사용하며, 전송 선원은 선원을 자주 교체하는데 따른 방사성피폭 위험성

을 최소화할 수 있게 10년 이상 반감기를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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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핵종분석 장치 개요도

 (3). Data Aquisition Set 및 관련 프로그램

     핵종분석장치로 측정한 계수값을 입력, 분석, 저장하기 위한 핵종분석 

소프트웨어와 이에 수반되는 각종 파일 및 보조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드럼 내 방사성핵종의 비균질분포와 드럼 내 매질의 비균질 

분포에 의한 분석값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비균질 보정 프로그램, 핵종분

석장치의 Response 교정에 표준 감마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Certificate 파일, 측정한 감마선 스펙트럼으로부터 핵종을 판별하는데 필요한 

Nuclide 파일, 드럼 내 매질에 의한 질량감쇠 보정을 위한 Mass attenuation 

파일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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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조 설비 

      폐기물 드럼을 측정실 입구로부터 측정장치까지 운반하는 드럼 운반

장치 및 핵종분석 장치에 장착/탈거하는 장치 그리고 측정 시에 드럼을 회전

장치가 필요하다.

 드럼 회전장치는 드럼 회전은 물론 드럼의 무게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회전장치 역시 PLC에 의한 자동제어를 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

한 크기의 폐기물 드럼을 측정할 수 있도록 취급용량은 1 ton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사고 예방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핵종분석장치 운 실이 필요하며 운 실에는 원격운전 제어반을 설치

한다.

 (5). 이동식 핵종분석 장치(In-Situ Object Counting System(IOCS)

    일반적인 핵종분석장치에는 표준드럼이 아닌 대용량 폐기물 드럼이나 

HIC 용기 등의 방사성핵종 분석을 함께 하기에는 부적합함으로 별도의 이동

식 핵종분석 장치(In-Situ Object Counting System : IOCS)를 사용한다.

다. 국내외 현황

 (1). 국내 현황

   (가). KAERI의 핵종분석 장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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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에서는 기존의 SGS 방식의 성능을 보완, 개선한 핵종분석장

치를 연구개발한 바가 있다. 그 내용 및 특성 등은 표 6 및 그림 11과 같다. 

표 6. 핵종분석장치 사양(KAERI) 

용 도 
- 방사성페기물드럼내 감마핵종별 방사능량 및 총방사능량 파악

- 규격화 방사성드럼(100-300 L)의 핵종분석
- 방사성폐기물 핵종별 재고량(inventories)의 장기관리

크 기
- 전체크기 : 길이 x 폭 x 높이 = 4,000 x 2,500 x 2,000(mm)

- 총 중량 : 약 3 tons

구 성

가) 방사선 계측기 구동장치(Detector and Collimator) 
- Detector 와 collimator구동 platform
- 150 R/h의 선량율을 취급할 수 있는 Collimator
- 외부선원 발생장치와 일렬로 정렬 동작
- 100, 200, 300 L드럼 측정시 configuration의 재배치를 위한     
  Mover 

나) 드럼 회전/상하 구동장치(Drum Rotation/Lifting Mechanics) 
- 용량 100 - 300리터(최대 중량 900kg) 드럼을 상하 및 회전 구
동장치
- Load Cell & Digital Weight Indicator(±1 kg의 정밀도) 장착 
- 드럼취급장비의 입출입 용이

다) 외부방사선원발생 장치(Transmission Source) 
- 외부선원은 10 mCi의 Eu-152사용
- 선원은 납(Lead)으로 차폐(표면선량율은 50 μSv/h 이하)

라) 구동장치 제어(Mechanism Controller) 
- 방사능측정장치의 각 구동제어기, 전원공급장치, PLC 등으로 구
성
- Cabinet형 control unit(mechanism control panel)
- PLC와 computer간에 serial communication device(RS-485)를 
설치

마) 제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Computer & Software)
- 제어용 컴퓨터 : 80586-100MHz (32MB RAM)
- 표면선량측정기와 운영프로그램}

바) MCA System과의 Interface (Interface S/W, H/W) 

- 핵종분석프로그램 및 구동장치 운영프로그램은 OS/2 운영체제하
- 주변장치와의 interface 통신프로그램(Rs-232, RS-485, 
Ethernet) 

활 용
- 소내 발생고화체 이력관리 

- 국내원자력발전소 표준모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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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he Waste Drum Assay System(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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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원전에서는 이미 기존

의 SGS방식 핵종분석장치를 도입하여 운 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전체 원자력발전소에 각각 설치, 운 하고저 

현재 종합적인 설계 및 제작이 진행 중에 있다.

 설치 예정인 핵종분석장치는 SGS 방식보다 그 성능 및 운 성이 좋은 

TGS 방식으로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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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한수원 핵종분석장치 설치운 계획3)

 (2). 외국의 현황

  (가). 일 본 :  - 드럼 내 총 γ 방사능을 플라스틱 섬광계수기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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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를 이용하여 간접측정. (Co 60/ Cs137, α β 핵종을    

                 포함한 드럼 내 총방사능을 구함. HPGe 계측)

  (나). 독 일 :  - KFA Julich 연구소에서 개발, MAB社에서 상용화

               - 드럼 무게를 측정하는 평균 도 보정방법을 채택

               - 저선량율 드럼에 주로 사용함.

  (다). 미국, 국 :  - 거의 비슷한 핵종분석장치를 사용

                    - 계측기를 1∼ 4개 사용하기도 함.

4. KAERI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분석 방안

가. KAERI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고체폐기물의 연평균 발생량은 350드럼이며 액체 폐기물의 발생특성과 마

찬가지로 연도별 발생량이 불규칙적인 특성을 지닌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설은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과 각 연구실로 전체 발생량의 반 이상

을 차지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체폐기물의 방사성 핵종과 방사능 농도 규명은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각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실험은 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내역은 고체폐기물에 포

함된 방사성 핵종의 종류를 밝히는데 가장 타당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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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발생부서별 폐기물 발생량

 그 외에 HANARO, PIEF, RIPF, IMEF 시설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은 각각 14.1%～7.2% 이다. 이들 시설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의 

핵종은 각 시설의 액체폐기물에서 유래하므로 각 시설별 발생핵종의 이력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은 현재연구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10,000여 드럼에 대한 종류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 발생 폐기물은 표 8에서 보인 

바와 같이 특별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처분장 인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핵종분석 등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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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폐기물 종류별 분포

 즉,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폐기물의 일정한 형식(Waste Stream)이 없기 때

문에 척도인자(Scaling Factor)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비교적 보다 용이

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간접적 핵종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표 8. KAERI 발생 폐기물의 특성 

 구  분 특  성

  1. 방사성 핵종

  2. 폐기물 형태

  3. 폐기물 발생량

  4. 폐기물 발생주기

   함유 핵종이 매우 다양

   여러종류로 매우 다양

   핵종별, 형태별로 소량씩 발생

   불규칙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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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종분석 대상핵종의 선정

   연구소 내에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도 과기부고시 제01-32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개정안에 명시된 핵종에 대하여 핵종분석

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9. 과기부고시 제01-32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개정안에 제시된  핵종분석 대상핵종

 

 고시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도규정

핵종 

규명

 - 18개 핵종 지정; H-3, C-14, -59, Co-60,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5, Cs-137, Pu-238, Pu-239, 

Pu-240, Pu-241, Am-241, Cm-242, Cm-244, 전α

 - 전체 방사능의 95% 이상 규명

 - 예상주민선량의 95% 이상 기여분 규명
 

다. 폐기물 분류기준의 설정

 

    과기부고시 제01-32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개정안에 따

르면 다음 표 10과 같이 폐기물의 분류 및 농도제한을 하고 있다. 즉, 표층

처분에 대하여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들(우라늄 동위원소는 제외한다)의 총 농도가 

400 Bq/g 이하이고 다음 표에 주어지는 표층처분 농도제한치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율의 합이 1 이하이며 열 발생률이 0.2 kW/m
3 이하f 하고 있다.



- 35 -

        표 10. 과기부고시 제01-32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개정안에 제시된  폐기물 분류 및 농도제한

 

 고시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도규정

폐기물 

분류 및 

농도제한

 처분방식과 연계하여 명시

 - 동굴처분; 모든 중저준위폐기물 수용가능

 - 표층처분; 다음 조건 충족하는 중저준위

  ․반감기 20년 이상의 α핵종(U 제외) 농도 400 Bq/g 이하

  ․열발생률 0.2 kW/m3 이하

  ․주요핵종 농도 제한(포장물 당, Bq/g); H-3(1.11E6), 

C-14(2.22E5), Co-60(3.7E7), Ni-59(7.4E4), Ni-63(1.11E7), 

Sr-90(7.4E4), Nb-94(1.11E2), Tc-99(1.11E3), I-129(3.7E1), 

Cs-137(1.11E6), 전α(3.7E3)

       표 11. 과기부고시 제01-32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개정안에 제시된  폐기물 분류 및 농도제한 (요약)

핵 종 표층처분 농도제한치 (Bq/g)

H-3 1.11E+6

C-14 2.22E+5

Co-60 3.70E+7

Ni-59 7.40E+4

Ni-63 1.11E+7

Sr-90 7.40E+4

Nb-94 1.11E+2

Tc-99 1.11E+3

I-129 3.70E+1

Cs-137 1.11E+6

알파선 방출 핵종 (총합) 3.70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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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은 분류기준 안에서, 현재 연구소 내에 수집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

에 대한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그림 14와 같은 절차로 저

장 중인 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처분대상 폐기물과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을 우선 분류하게 된다.

          

    

   그림 14. 수집/저장 중인 폐기물에 대한 재분류 흐름도   

   이어서, 처분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분류 종목에 따라 압축처리 등 적절

한 감용 및 고화처리 등을 실시한 하여, 향후 처분장에 인도할 때까지 소내 

저장고에 임시 저장한다. 그림 15는 잡고체 폐기물에 대한 분류 및 처리, 포

장, 저장 절차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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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잡고체 폐기물 분류 흐름도 

 상기와 같은 제반 관련법규 및 기준 그리고 소내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소내 폐기물에 대한 분류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소내 폐기물

에 분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에서 진행 중에 있다.

라. 핵종분석 방법/장치의 선정

    

    핵종분석 방법/장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한다.  

                  - 폐기물 특성  

                  - 계측치 신뢰도

                  - 운  편이성

                  - 계측 소요시간

                  - 드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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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AERI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

     방사성 폐기물 인도규정(제1996-10호) 및 그 내용의 일부가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는 ‘평가지침’에 따르면, 

          - 직접방법 → 방사화학분석, 감마선 계측, 선량율 측정

                        (농도제한치의 1% 측정 능력 요망)

          - 간접방법 → 척도인자 (예측치가 실측치의 0.1-10배 이내이고,

                        주기적인 신뢰성 확인 요망)

          - 간접방법과 이론적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4.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KAERI 내에 수집, 저장되

어 있는 폐기물은 발전소의 것과는 달리 연구소라는 업무의 특성상 발생 폐

기물도 일정한 성향이 없이 불규칙하게 발생되므로, 척도인자를 이용한 간접

적 평가방법으로는 핵종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KAERI 폐기물은 비파괴적 방법(Nondestructive Assay Method)에 

의한 직접적 평가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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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 폐기물의 특성

 1. 핵종의 다양성   

 2. 형태의 다양성

 3. 소량다종 발생

 4. 불규칙적 발생

▼

     Waste Stream 없음

▼

       직접 평가법 (핵종, 농도)

그림 16.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고찰

 (2). 계측치 신뢰도 및 운  편이성

     ‘제 2장, 2.나.(3)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파괴적 평가방식에 따르면

현재 주종을 이루는 것은 TGS 방식과 SGS 방식인데, 동항에서 비교해 본

바와 같은 장단점이 있다. 비교 결과에서와 같이 계측치의 신뢰도 및 운  

편이성 면에서는 TGS 방식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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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KAERI 폐기물은 잡고체 드럼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수직방향 및 반

경방향의 비균질성이 커서 TGS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주 발생자인 원자력 발전소(한수원(주))에서는 

원전 Site 당 TGS 1 대씩을 설치, 운 하기로 이미 확정하고 현재 핵종분석

장치를 설계, 제작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분장 운 자의 검

증방식도 TGS 방식과 연동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KAERI 폐기물은 계측치의 신뢰도 및 운  편이성 그리고 한수원

(주) 이나 처분장 운 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TGS 방식이 적합하다.  

      (핵종분석장치)

     계측치 신뢰도 및 

     운  편이성 양호

       (한수원)

      TGS방식 확정

▼

       (처분장 운 자)

    TGS방식 연동검증 유력  

▼

          (KAERI)

         TGS 방식 유리

그림 17. 계측치 신뢰도 및 운  편이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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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척도인자 및 운 프로그램 의 개발

   척도인자 개발을 위한 원전 폐기물중 방사성핵종 Data base 구축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SAIC 등 화학분석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방대한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EPRI를 통하여 DB를 구축하게 하여 

각 발전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척도인자를 확보하 다.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원자력 선진국들도 자국 내 실정에 맞는 척도인자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도 중반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고리 원전 방사성폐기

물 중 일부 방사성 핵종의 화학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이론적 척도인자를 검

증한 바가 있었다.
4)

 미국의 경우 US NRC의 10CFR61.55에서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인 방법 특히 

척도인자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척도인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 있어서 적용된 방법론이 실제적인 측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척도인자 적용시 정확성이 1 order 내에서 만족해야 하고, 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척도인자를 쓰기보다는 각 발전소 고유의 척도인

자를 쓸것과 독립된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우에 독립된 

척도인자를 활용할 것 그리고 시료의 주기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척도인자

의 지속적인 보정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5), 6)

 소내 폐기물에 대하여도 장차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비록 매우 세분

되어 효용성이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의 Waste Strea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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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해서 척도인자를 활용함으로써, 핵종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및 편

이성 등이 유리한 간접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핵종분석장치의 설치 및 운  

가. 설계 및 제작요건

 (1). 일반 요건

      - KAERI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포장물(드럼) 내의 핵  

        종 및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 편의를 위하여 시스템을 자동화 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고장에 대비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드럼 분할

      - 높이 방향의 비균질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할하여야 하며,  

        그에 합당한 크기의 검출기 콜리메이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드럼 회전

      - 반경 방향의 비균질성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드럼을 회  

        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드럼과 검출기와의 거리는 충분한 계수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  

       여야 한다.

 (4). 검출기 콜리메이터

      - KAERI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선량범위를 다 측정, 분  

        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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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출기의 불감시간을 고려하여 고선량율 범위와 저선량율 범위의 2  

        단계로 구분 측정할 수 있게, 검출기 콜리메이터의 입구크기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출기 및 검출기 콜리메이터는 주변 방사선량율 등에 의한 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차폐하여야 한다. 

 (5). 드럼 내 매질에 의한 감쇠보정

      - 드럼 내 매질에 의한 감쇠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쇠보정을 하기 위한 전송선원은 드럼 내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핵종으로써, 충분한 감마선 에너지, 반감기 및 방사능 세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전송선원에 의한 감쇠보정을 할 수 없는 고 도 드럼의 경우에는,   

        드럼 내 함유 핵종인 60Co 등에 의한 Differential Peak Absorption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6). 드럼 무게측정 장치

      - 취급할 수 있는 드럼의 무게는 1,000 Kg 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7). 드럼 내 매질 비균질성 보정

      - 드럼 내 매질의 비균질 분포 및 선원의 비균질 분포에 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드럼의 비균질성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  

        다.

 (8). 드럼 회전 테이블

      - 드럼 장착 및 회전이 용이하고, 정지 시에는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정지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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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송선원 장치

      - 운전자의 과피폭 방지 및 안전을 위한 충분한 차폐 및 안전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 설치 요건

 (1). 설치 장소

     - 방사성 폐기물 드럼의 반입, 반출이 용이한 곳으로 한다.

     - 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공간이 충분한 곳으로 한다. (최소 6m W x  

       6m L x 7m H 이상)

     - 주변 환경의 방사능 향을 충분히 차폐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방사선 방호 기준

     - 차폐설계 선량율은 과기처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 설계자는 핵종분석장치가 설치될 위치의 방사선원과 차폐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폐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소요 예산

   소내 폐기물의 재분류 및 처리, 포장, 핵종분석 등에 필요한 소요 장비 

및 예산은 아래와 같다.

 (1) 표면오염도 측정 : 휴대용 오염도 측정기

      *  Measurement of contamination (2대)

        - GM detector with entrance window  

              * 1.5 mg/cm2 thin mica window

              * 15 cm2 detection area

        - Range: 0.1 to 999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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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surement of  and/or contamination (2대)

          - SAB-100: thin plastic with ZnS(Ag) layer

 (2) 표면방사선량률 측정 : 휴대용 저준위선량률 측정기

      * Measurement of ambient gamma Dose Equivalent  (2대)

          - Rate H*(10) according to ICRU 39

          - Doserate range:  0.01 mrem/h to 9.99 rem/h 

                             0.1 µSv/h to 100 mSv/h

          - Energy range: from 30 keV to 2 MeV

          - Internal detector:  에너지  보상형 G-M tube

 (3) 분류 설비용 ; 

      * Waste Assay(Packet Monitor : 1대) 

         - Screening and sentencing wastes Two NaI detectors      

        measure gamma isotope peaks

         - Container size  :  < 90L Packets/cans

         - Detection Limit  :  Cs-137 : 0.25 pCi/g

         - Measurement time : ~ 5 minutes

 (4) 핵종분석장비 : 드럼 스캔너 (TGS : 1대)

      * Complete quantitative gamma analysis for fission/activation   

    products 

      * Safeguards and Waste Assay applications 

      * Los Alamos NIS-6 based tomographic analysis algorithms 

      * Non-Destructive Assay Software provides extensive setup    

    analysis, calibration, and QA capabilities 



- 46 -

 (5) 핵종분석장비(자체처분용)

    * 자체처분 대상물 감마 핵종 분석장치(상대효율 30~40%) : (1대)

        - 분석 시간 : ~ 5,000초/샘플

        - 시료량 : 1,000 cc(g)

        - 교정 주기 : 6개월(KRISS 인증물질 사용)

    * 폐수지 및 폐오일의 H-3 및 C-14분석용 액체섬광검출기(LSC) :  

   1대

  (6) 기 타

     * 고체폐기물 처리시설의 Radiation Monitoring System (RMS) :  

    1 Set

     * 전신오염 감시기  : 1 Set

     * Low Backgroung / Counting System  : 1 대        

표 12. 핵종분석장치 소요 예산

장       치 수 량 금  액

  1. 휴대용 저준위/고준위 선량률측정기

  2. 휴대용 오염도측정기(α, β ,γ 용)

  3. Bag(Packet) Monitor

  4. γ 핵종분석기(HPGe)

  5. 액체섬광검출기

  6. γ 핵종분석기 (ISOCS) 

  7. 핵종분석장치 (TGS 드럼스캔너)

2

2

1

1

1

1

1

       10,000 ＄

       13,000

       37,000

       80,000

       90,000

      180,000

     1,100,000 

                            합 계  : 9 종
      1,510,000 ＄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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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 일정계획

표 13. 소내 폐기물 핵종분석 수행일정(안)

추진 내용 2005 2006 2007 2008 2009

 1. 분석대상 핵종 선정

 2. 폐기물 분류기준 확립

 3. 분석 방법/장치/장소 결정

 4. 소요 예산확보

 5. 분석장치 설계/제작/설치

 6. 핵종분석장치 운

 7. 분석방법 타당성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개발 등 

 8. 폐기물 분류/처리/포장

---

---

---

    ----

  

       

-------

----

--------

--------

--------

---

    ----

--------

--------

--------

--------

--------

------ ▶

 

------ ▶



- 48 -

제 3장   결  론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98조에 의하면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분장으로 운송/

처분 하기 위하여는 방사성폐기물 개개의 이력관리 즉 방사성핵종, 방사능농

도, 총 방사능량 및 폐기물 형태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연구소 내에 임시저장 중에 있는 10,000 드럼의 방사성폐

기물을 향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완료된 시점에 차질없이 인도하기 위해

서는 핵종분석 등 제반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연구소 내에 수집, 저장되어 있는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폐기물과는 달리 몇몇 형태의 ‘일정한 폐기물 발생형태(Waste Stream)’가 없

이 다종, 소량, 불규칙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핵종분석 시에 채택

하는 간접적 평가방식은 곤란한 형편이다. 즉, 소내 폐기물에 대한 핵종분석 

은 직접적 평가방식이 적합하다.

 핵종분석장치로는 종래부터 사용되어 오던 Segmented Gamma Scanner 

(SGS)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Tomographic Gamma 

Scanner (TGS)가 핵종분석결과치의 신뢰도 및 운  편이성, 그리고 비균질

성 잡고체 폐기물이 대부분인 소내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TGS 방식이 

유리하다.

 또한,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주 발생처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미 TGS 방

식을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장 운 자의 검증방식도 TGS 방식과 연

동될 전망이 크므로, 이러한 처분관련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소내 폐기물의 

핵종분석장치도 TGS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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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TGS - Review 

■ What:

 HRGS based radioassay of drums and other containers.  Uses low 

spatial resolution Transmission (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 and 

Emission Imaging to obtain improved accuracy over non imaging gamma 

ray techniques and to retain the accuracy of traditional methods over a 

wider density range.  Data is acquired by scanning hardware.  Matrix 

mapping is performed by applying Beers Law to rays from the center of 

each voxel to the center of the detector face.  Special image 

reconstruction software and graphics presentation is applied.

■ Why:

 Greater accuracy for high density highly heterogeneous and non-uniform 

waste

■ Who: 

 Safeguards where greater accuracy is valued;  SNM assay in the DOE 

weapons complex and other NWS;  waste assay for miscellaneous 

heterogeneous and high density matrices with a non uniform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eg NPP

■ Benefits:

              - Can assay anything that emits detectable gamma-rays   

                 (FPs 
137Cs, 52Eu...; Activation Products, 58Co, 60Co...;      

                 S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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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GS image +RTR+Independent Tech Review -> QC

                  archive+confirmation of AK

- Is is a flexible work bed for future scanning 

protocols.  For eg may scan boxes as easily as drums 

or can run as an SGS).  Deals with overpacks and 

liners.

- In principle a simple calibration procedure (most 

users still demonstrate performance using limited 

surrogates).

- NDA2000 integrates across techniques+industrial 

platform+BEGe technology.

- The TGS is at the end of an evolutionary chain 

extending from simple far field detector systems  with 

optional rotator and matrix correction through the SGS 

and variants

- The extra accuracy adds value to some applications

■ Drawbacks:

- Tighter collimation means 2 to 3 times longer assay 

time AND 2-3 times LLD

- Somewhat more expensive and complex

- Truncation errors (end effects and matrix 

inhomogeoneity) lessened but 2" voxellation is still an 

approximation

- Self absorption in lumps remains problematic 

although the improved matrix correction means that in 

principle the SAC algorithm may give better results 

than the SGS for non uniform cases.

■ Parameter-Free Operation (P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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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 calibration obtained using any reasonable source       

in any position

- e.g., PDP standards at center of an empty drum are 

used at LANL (TA-54)

- A one-time efficiency curve (from 152Eu or other 

standards) is sufficient to cover all isotopes measured 

in all containers, for the life of the detector

- With other methods, pillow standards or matrix-specific 

standards are a major part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al cost, procedure documentation, etc.

- One mass calibration applies to all sample/container 

sizes

○ Matrix corrections are parameter-free and require no 

surrogate drum studies

- Neutron methods require extensive studies of surrogate 

drum responses and these must be repeated for every 

sample size

- SGS is simpler than neutron methods in this regard, 

but does require some parameterization for the best 

matrix corrections. Some sites go to as much effort 

for SGS surrogate drum studies as for neutron method 

(e.g., Y-12)

○ Feedback shows that users like the PFO feature most of all

- At all sites currently using TGS, the costs and time for 

setup and implementation have been significantly less 

with TGS than for other methods.  [Canberra do all 

calibrations in the factory for this reason (eg AAS or 

multi-curve) so that only a validation is needed in the 

field]  

- Surrogate drums studies, special calibr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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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are very costly because of documentation effort 

required as well as actual time spent on the 

procedures

■ TGS images add value: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 TGS images of the matrix and radionuclides generate user 

satisfaction far beyond the actual quantitative value of 

these images to the user

- Potential users who have never seen TGS images tend 

to be more logical and will likely discount the value of 

having visual images, 

- But once they have seen an assay performed and the 

images of the contents displayed, they become less 

rational even discounting its weak points (such as the 

trade-off penalties, difficulty with lumpy Pu etc.)

-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images giving the user 

a greater sense of control over the assay, in the same 

way that software user interface elements can increase 

user satisfaction without any real performance benefit. 

Example: having an hourglass or status bar displayed 

during lengthy software operations makes the user 

much happier than when there is no indication of what 

is happening. 

 

○ The TGS images may add actual value for some 

applications 

- No one is currently using the images, but there is a 

long list of potential uses for the images (locating hot 

spots, confirming check calibration drum conformation, 

Safeguards, detection of pigs inside larger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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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These uses may become important as use of 

tomography spreads

○ User feedback shows visual images to be the second 

greatest source of satisfaction with TGS

■ TGS has high accuracy over a wide range of waste forms and is     

   complementary to other techniques:

○ Competing methods also have their strong points, but tend 

to be limited.

- SGS is as accurate as TGS with low-density or 

homogeneous waste, but with higher density 

heterogeneous waste TGS is the better choice for 

accuracy.

- Q2 is far more sensitive but can have larger matrix 

uncertainties.

-  PNCC with AAS handles lumpy Pu at gram levels 

and dense metallic waste  better than TGS, but in 

other situations, such as high alpha waste may be 

either less accurate or unusable (non-Pu waste).  For 

DOE Pu waste the HENC & WM3100 have passed all 

PDPs except 0.1g at high altitude.  Generally will out 

perform TGS in the 50mg to 500mg range.  Assay 

time shorter at 20-30min.    

- DDT assays are always either less accurate than the 

TGS or unusable (non-fissile waste).  The nominal 

MDA of the  DDT and speed of waste screening are 

however better than TGS.

- Calorimetry can be very accurate, but only under 

limited circumstances (Pu waste of measurable iso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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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Very slow in comparison hence SGS 

can at Hanford.

○ The versatility - i.e., accuracy over a range of waste forms 

- has been a primary source of user satisfaction at Rocky 

Flats because of their strict Safeguards accuracy 

requirements (but this application is steeped in expert 

differences in opinion).

○ WIPP accuracy requirements are so lenient that TGS does 

not have a realizable advantage in that arena. Even so, 

most users would prefer a more accurate system, 

everything else being equal.

■ TGS has a reasonable combination of assay time and sensitivity:

○ Experience shows that the 1 hour TGS assay time is often 

acceptable in terms of maintaining a high throughput

- At most sites, the ability to move drums through the 

facility matches the TGS throughput well

- Fast enough to have assayed 8000+ samples at RFETs 

in a relatively short time  [Mostly small sample cans 

with 30min assay time]  Consider a 220d year, 1 shift 

/d, 7 drums per shift (allowing for QC & Cal. Checks) 

=1540drums/yr.  SGS is as good or better for this 

application however matching both accuracy and 

throughput!

○ With faster systems (e.g., CTEN's 20 minute assays) the 

throughput is not much higher, due to time spent staging 

samples, loading and unloading, etc. 

○ But with slower systems (e.g., TA-54's 3-h PNCC assays 

or the Livermore TGS) the assay time becomes a 



- 55 -

bottleneck.  Assays that routinely require 2 h or generally 

result in user complaints.

○ The Pu/U sensitivity of TGS (and SGS) is second only to 

DDT and Q2 variants

- The 0.4 g Pu sensitivity quoted for TGS (0.2 g Pu for 

the SGS) has proven conservative and exploitable.

- A large fraction of TRU drums fall within the 0.5 g to 

5 g Pu range which, BY DESIGN,  is a good match 

to the TGS performance.  The Canberra-HENC is also 

well match to this regime being used down to 0.25g 

WG Pu (MDA about 0.1g) with a 30min total assay 

time at LANL altitude.

■ System (Indicative) Trade-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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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위탁기관 계 약 번 호

초     록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98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개개의 이력관리 즉, 방사성핵종, 방사능농도, 총방사능량 및  폐기물 형태 

등 폐기물 이력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연구소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약 10,000 여개의 방사성폐기물 드럼

에 대해서도 처분장 인도를 위한 폐기물 Inventory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핵종

분석 기술 및 장치에 관한 기술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핵종분석장치 등의 설계 및 제작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에 수집, 저장되어 있는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폐기물과는 달리 몇몇 형태의 

‘일정한 폐기물 발생형태(Waste Stream)’가 없이 다종, 소량, 불규칙하게 발생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핵종분석 시에 채택하는 간접적 평가방식보다는 직접적 평가방식이 적합

하다.

 핵종분석장치로는 계측치의 신뢰도 및 운영 편이성, 분석대상 소내 폐기물의 특성 그리

고 원자력 발전소 및 처분장 운영자 등 폐기물 관련기관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TGS(Tomographic Gamma Scanner) 방식이 적합하다.

주제명 키워드 방사성폐기물, 폐기물이력, 처분, 핵종분석, T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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