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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목 

방사선 기기의 취급 단계별 안전요건 도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에 이르러 국가 경제 규모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선진국의 수 

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방사선 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적으 

로도 원자력산업에서 방사선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규모인 시장의 규모만큼이나 이들 방사선 기기를 설치， 사용하는데 수반되 

는 방사선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 

이고 과학적인 안전 규제의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인 위해도 정보에 근거한 

규제의 선택적 요건 개발은 국내에서도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것은 보다 합 

리적으로 각 방사선기기의 위해도를 평가하여 위해도가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규 

제 강화를 위해도가 낮은 기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방 

사선의 이용 증진과 안전 규제라는 상반된 입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장 구체적으로 위해도 분석과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NRC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현실에 적합 

한 방법론과 적용 모델을 수립하고 향후 실제적인 위해도 분석 및 규제의 선택적 

조건 도출을 위한 연구의 기저를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폭넓은 실제 사 

용자 그룹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위해도에 근거한 규제접근의 이해를 증진시키 

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입자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과 의학물리학회 및 핵의학기술학회의 

소속의 실제 사용자들로 세 그룹의 연구진을 구성하였으며， 실제적인 위해도 분석 

과 규제의 선택적 조건 도출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NRC의 연구결과 

(NUREG/CR-6642)를 토대로 방법론과 적용 모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론의 국내 적용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도출 방법을 개발을 추진하였다. 

분석결과의 전파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 대한 번역을 추진하 

였다. 입자가속기에 대해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체 방사선 관련 분야로의 활용 

--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대략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NUREG/CR-6642의 분석 및 번 역 

(1) NRC에서 검토한 위해도 분석 및 규제 조건 도출 방법론에 대한 분석 

(2) 제시된 방법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3) 원자력안전기술원측과 연합하여 보고서의 완역을 추진 

(4) 참여 연구진간의 위해도 기준 안전규제의 공감대 형성 

O 입자 가속기에 대한 적용을 통한 방법론에 대한 개념정립 

(1) 도출과정에 대한 개발단계 재정리 

(2) 대표적인 입자가속기에 대해 방법론을 적용， 규제 조건의 도출을 

시험적으로 수행 

O 구제적인 위해도 평가 및 규제 조건 도출을 위한 토대 마련 및 향후 연구 

방향 정립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전 규제를 위 

해 요구되는 위해도 기반의 규제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NRC의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위해도 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반 연구를 완료하였다.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기기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였다. 각 분야의 실제 사용자(관리자)의 참여를 통해 위해도에 근거한 규제 

접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입자가속기에 대한 

적용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 개발된 NRC의 방법론을 방사성 발생장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향후 계속될 

위해도 관련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의 현장조사등을 통한 실제적인 위 

해도 분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이 연구의 결과는 합리적인 새 규제안 

을 작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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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Developments of Radiation Safety Requirements for the Management of 

Radiation Devices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ic power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age of radiation devices have grown recently 

even though it is less than one of leading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also 

tried to give the weight to the radiation industry in whole nuclear industry. However 

the market size is small , and the radiation safety problems related to the usage 

were not considered sufficiently. Especially the evaluation of risk-informed 

regulatory options, which was the world trend to achieve the rational and scientific 

safety regulation, is requested urgently. Because this can reduce the regulation 

strength for the radiation devices of low risk and enhance it for them of high risk 

coincidently by the rational risk estimation of the devices, this is unique solution for 

both-sided goals the improvement of radiation usage and the safety regulation. 

In this regards, this study i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y 

that fits Korean situation and the basis establishment of forecasting practical 

research of risk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gulatory op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NRC’s research results, which was conducted for them in most detai l. And this 

is also aimed at leading wide interests from field users and experts and their 

joining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risk-based regulation and to secure the 

consensus.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research collaboration consisted of three expert field user groups; 

particle accelerator users, Kore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and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The analysis of the methodolog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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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tandard, based on NRC’s research results (NUREG/CR-6642), were 

conducted as a preliminary stage of risk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gulatory 

options. The fea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domestic situation was tested and the 

development of proper evaluation method was done. The translation of the report 

to Korean version has been done to spread the analysis results faster an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The scope of this study was as followings. 

o Analysis and translation of NUREG/CR-6642 

(1) To analyze the methodology of risk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gulatory 

options reported by NRC 

(2)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ology in 

Korean situation 

(3) To translate NUREG/CR-6642 with research group in KINS 

o Conceptual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by its application for particle 

accelerator 

(1) To re-establish the development procedure for the methodology 

(2) To conduct the evaluation of regulatory options by the method for the 

representative particle accelerator qualitatively. 

o To propose securing the basis and the research plan to do risk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gulatory options in a practice.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In this study, recent NRC’s research results were analyzed to develop 

risk-informed regulation approach, which was required for rational and scientific 

safety regulation of radiation devices .. The basic study of the methodology of risk 

analysis was accomplished. The evaluation tool of regulatory options for radiation 

devices was obtained. It made the field user groups secure a consensus and 

share the knowledge through their joining in this study. The methodology developed 

for radioisotopes regulation was tested to apply for particle accelerator. From this 

research results, the basis of ongoing research of risk analysis was established. It 

made to launch the study of practical risk analysis through the field questionnaire, 

the database investigation, etc. This will be a basis of new rational regulation. 

- l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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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프료 
L-

우리나라는 10여기가 넘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이거나 (2000년 현재， 총 

1671 가동) , 건설중인 원자력 선진 국가로서 원자력에 의한 전력수급 분야에서는 선진국 
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주체인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산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현실이 

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방사선 이 

용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사선이용분야 진흥책을 발표， 2002년부터 원자력 중 

장기 개발과제 등에서 방사선이용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방사선 이용은 반드시 방사선 안전문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방사선 안전 분야 및 관련 규제 정책은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장해 위협을 동반하지 않는 조건에 한해서 방사선 이용 산업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위해도를 

근거로 방사선 이용과 관련된 각각의 행위를 평가하여 규제 조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선진 제국의 정책 추진 방향에서 확인된다. 

본 연구는 위해도 정보에 근거한 규제 조건 도출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차기 년도에 이어질 위해도 평가 연구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 

의 방사성 동위원소등 사용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요 행위에 대하여 위해도 

분석을 실시하고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위해도가 높은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개입을 강화하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유도하여 결국 합리적인 규제를 유도함으로써， 방사성 동위원소등의 

효과적인 활용 및 이를 통한 이용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차적으 

로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의 현실에 맞는 규제 접근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표준 모델로서 미국 NRC의 연구보고서인 NUREC/CR -66421 )에 대 

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사선 이용 관련자들， 특히 방사선 이용 현장의 사 

용자에게 위해도 정보에 근거한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규제 접근 방식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NRC 보고서의 국역을 추진하였다. NRC 

보고서는 1 OCFR30-36, 39에서 정의되고 현재 미국내에서 사용중인 407~ 의 대표 

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에 대한 위해도 분석 결과 및 규제의 선택적 조건들 

1) "Risk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gulatory Options for Nuclear Byproduct Material 

Systems", NUREG/CR-6642, Vol. 1, 2, 3,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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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에 매우 적합 자료였다. 이 분석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 시설에 대한 위해도 분석 및 규제 조건의 도출 방법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방법론을 입자가속기에 적용 각 과정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이 

방법론의 실효성과 향후 입자가속기를 비롯한 x-선 발생장치 전반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적용 모델로서 10 MeV 이상 에너지범위의 RF형 전자선형 
가속기의 대표 모델로써 현재 가동중인 100 MeV 전자 선형가속기를 선정， 분석 
을 실시하였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가동중인 의료용 전자가속기에 대해서도 적용 

을 하여 간략하게 정성적인 결과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의학 물 

리학회와 핵의학 기술학회의 소속원들을 참여케 함으로서 각 시설의 실무자들이 

직접적으로 평가방법 및 규제 도출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NUREG 보고서중 핵심부분에 대한 국역문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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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NUREG/CR-6642 등에 나타난 위해도 

분석과 안전 규제 

제 1 절 NUREG/CR -6642의 소개 

1. 배 경 

최근 선진국의 방사선이용에 따른 안전규제는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 

용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위해도를 근거로 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규제제도를 개 

발， 시행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관점의 변화는 현실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고위해도 행위에 대한 안전 조치 강조와 

함께 저위해도 행위에 대한 감독 완화는 방사선이용 산업의 발전과 안전 확보라 

는 양면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추세이다2) 1997년이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는 NRC의 주요 임무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 향후 일반인에게 최 

대의 방사선 피폭을 유발하는 허가사용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 취급 등에 있어서 위해도 정보를 바탕으로 행위에 근거한 규제 

접근 방법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전문 자문평가기관인 SCIENTECH, Inc이 NRC 
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위해도 분석 방법론과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연구， 

작성 한 보고서 가 NUREG/CR-6642(2000) , "Risk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gulatory Options for Nuclear Byproduct Material System", 이 다. 

NUREG/CR -6642에서 천명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은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위해도 정보를 바탕으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것은 위 

해도 분석을 통해 확보되는 통찰력의 밑거름이 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 구 계 획 은 NRC의 방향설 정 안(Direction Setting Issue, DSD 12와 일 치 하는 것 

이며 전략 분석 및 기준의 재정립 노력의 일부이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방사성 동 

위원소 시스템에 대한 위해도를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이고， 가능한 포 

괄적이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량적인 개연성이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며， 시스템 

의 특성과 적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분류하고 위해도 도출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규제적용을 위한 선택적 조건 및 비용과 이득 등의 

2) H.G. Menzel, "Radiation Protection Research and Standards in the European Union", Proc. 

of 1997 Intemationa1 Conference on Radiation Dosimetry and Safety, Taiwa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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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요소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진행은 NR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설정안(DSD 12의 일 

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 및- 특수허가 대상기기에 대한 NRC의 관리능력과 허 

가사용자의 책무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평가되지 않은 방사성 기기의 위 

해도를 수치화하고， 분실된 기기， 일반인에게 피폭을 유발하지만 위해정도가 평가 

되지 않은 기기， 금속제련공정에 반입되는 기기， 용융처리 되는 기기 및 관리되지 

않는 기타 사건들과 관련한 확률평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것은 위 

해도 평가를 통한 규제의 범위가 일반인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방사 

성 동위원소등 이용의 증가와 함께 일반인의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노출이 증가 

하는 데 따른 필수적인 조치이다. 

또한 규제안을 개선하고 허가 및 방사성물질 관련 규제를 재구성하기위해 

위해도 분석 결과와 같은 기초 자료를 사용토록 요구되어졌다3)4) 위해도 분석을 

포함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다음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1) 위해도 분석 방 

법론， (2) 방어벽에 대한 기초 개념정립， (3) 방사성물질 사용허가 및 감독 담당자 

의 조사이다. NUREG/CR -6642 보고서는 (1)번 항목에 대한 위해도 분석 방법론 

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2)번 항목은 위해도에 근거한 규제를 위해서 각 시스 

템별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벽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며 (3)번 항 

목은 위해도 분석에 이용되거나 생산된 경험들로부터 확보된 정보를 비교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NRC는 SCIENTECH이란 전문 자문평가회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10CFR5) 30-36 및 39에 의해서 현재 규제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들에 

대해 (1)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과 관련된 위해도를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 

성적이면서， 충분히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확률적 도구를 사용하여， (2) 

해당 시스템을 각각 분류하기 위한 방사선 위해도 평가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3) 규제 접근 및 그것과 관련된 비용과 이득을 고려한 조건을 개발， 평가를 수행 

토록 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결론 

3) "Nuclear Byproduct Material Risk Review", SECY -99-062 (1999). 
4) "Framework for Risk-Informed Regulation in the Office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SECY -99-100, (1999). 
5) Commission of Feder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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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NUREG보고서에서 수행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 

었다 . 

• 1954년 원자력 에너지 강령의 1 1. e( 1)과 lOCFR 30.4에서 정의되고， 10 CFR 
30-36과 39에서 기술한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특수 핵물질 

(예， 플루토늄)과 원료물질(예， 자연 우라늄)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특별 협정을 체결한 주정부의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 규정을 특별히 고려하 

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결과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의해서 허가 

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과는 충분한 유사성을 유지하였다. 

• 몇몇 의료용 시스템의 경우， 환자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환자는 작업자나 일반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는 방사성 동 

위원소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범주에 해 

당하며， 연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 위해도 분석은 각 개인(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위해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집 

단 위해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은 주어진 피폭과정에 대해서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단지 한 작업자 또는 일반인들중의 한 구성원에 대한 위 

해도만 고려한다. 그렇지만 작업자 또는 일반인 개개인은 한 곳이상의 장소에 

서 수행하는 또 다른 업무， 업무상 피폭과정 또는 작업과 관련된 업무 및 관련 

업무상 피폭과정에 따라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된다. 

• 운수청 (DOT)의 규제 관리대상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송은 연구 대상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NRC 규제상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동만을 검토하 

였다. 

• 연구의 일정과 자원제한 때문에 확대연구는 배제하였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자 

료를 모았다 (a) 연구에 관련된 직원 및 자문인 (b) NRC 직원 (c) 공개된 문 

서 (d) 허가 사용자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등의 

적절한 지침과 함께， 단지 제한된 경향만 참고함) (e) 일반인의 의견， (f) 접근 

가능한 공공 자료집. 40개 시스템에 걸쳐서 필요한 일부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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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었거나 또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 

상 평가의 가정을 설정하였고 그와 같이 문서화하였다. 

• 선형-비문턱 모델은 방사선 선량과 위해도를 연관짓기 위해 사용되었다. 선량 

의 증가는 위해도(선형)의 비례한 증가를 나타내고， 얼마인지 관계없이 임의의 

선량은 얼마의 위해도를 발생시킨다. (비문턱) 

• 이 보고서가 현재 존재하는 규정(1999년 6월)을 검토하였고， 위원회이전의 계 

류중인 규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보고서의 구성은 위해도 평가 및 규제의 선택적 조건도출 방법론과 각 시 

스템별 분석 결과와 규제 조건，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선량 평가 방법등으로 이루 

어지며 각 시스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정리되었다. 

• 시스템의 개팔 :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고 위해도 분석을 위한 대표적 입력자 

료를 제시한다. 

• 시스템의 장해에 대한 기술 

• 시스템별 직무 방어벽， 피폭자， 피폭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 

• 시스템의 위해도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평가 

NRC는 구체적인 확률 변수 입력자료 및 위해도 평가 결과들을 별도의 

Database(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Access 프로그램사용)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 

고 NUREG /CR -6642 보고에서는 개념적인 결론과 조건들만 표시하고 있다. 

NUREG/CR -6642에 언급하고 있는 최종 결과는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모든 시스템과 관련된 위해도 평가 : 

이것은 작업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또한 “정상운전”과 사고 조건 모두 

에 대해서，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여 특정 시스템의 상대적인 방사학적 위해도에 

대한 이해가 가능토록 한다. 더 바란다면 이러한 평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수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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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위해도-비노출(screening) 분석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위해도 측정결과와 비교하게 함으로서 결국 더 낮은 (또는 높은)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입력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다. 

b. 방사학적 위해도 결과에 근거한 각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의 평가 

와 다른 분야의 위해도에 대한 고려: 

여기에서 사용된 대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 규제관 

점에 대한 특별한 접근 방식이다. 

• 안전 행위의 어떤 특정분야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 수용 불가능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만족된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안전 행 

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요구되는가? 

• 이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독 활동은 어떤 종류가 고려할 

만 한가? 

또한 이러한 위해도 평가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 대부분의 시스템에 대해서， 작업자의 위해도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도 일반인에 

비해서 크다. 예외는 선원강도가 매우 작은 경우나 일반인이 작업자에게는 적 

용되지 않는 위험에 노출된 경우(분실 또는 도난 선원， 너무 일찍 외출이 허가 

된 환자)에 발생한다. 이것은 명확히 예상되는 반면에 이러한 발견은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반하게 한다 : 작업자 

위해도의 규제 관리는 일반인 위해도의 비규제 관리와 연관되어 있다. 

• 정상운전 위해도는 일관되게 사고 위해도보다 높다. 이것은 사고에 대한 훌륭 

한 규제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사고빈도수의 결정에 있어 단지 작은 

역할만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의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 분실， 도난， 부적절한 폐기의 결과처럼 일반인 구역으로 유입되는 선원은 일반 

인에 대한 사고 위해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쉽게 분실되거나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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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선원강도가 높은 방사성핵종의 경우가 해당된다. 

• 제한기능의 실패에 따른 오염에 의한 방사선피폭의 경우， 훌륭한 방사선 방어 

연습이 수반되지 않는 다면 작업자나 즉각적인 영향권안에 있는 일반인중 임 

의의 구성원에게는 심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기중 생성물의 방출로 인한 오 

염으로부터 유발되는 일반적인 일반인 피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시스템 업무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원， 선원강도， 

사용 빈도수 및 상태， 그리고 방어적이고 완화된 방호벽을 반영하는 위해도의 

범위는 5승배- 7승배 범위에서 설정된다. 

제 2 절 위해도 분석과 규제의 선택적 조건 -
뚫
 

방법론 

1. 규제접근방식 

위해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피폭을 받는 대상은 작업자 및 일반인으로 구 

분되며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에 대해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위해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각 시스템별로 다른 시스템과의 상대적인 방사학적 위 

해도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위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다음 5가지 단계에 따라 개발 

되었다. 

(1) 체계적인 부석으로 밤저함 수 있는 박볍에 따라 방사성통위워소 사용허가자 

천체름 대삿으로 그룹화 하는 것. 허가자의 활동 및 기기를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40개의 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즉 

방사성핵종， 선원형태， 사용 특징， 등) 

(2) 각각의 시스텍음 직무. 작해. 방호벽 그리고 피폭자의 항목으로 기숨하는 것. 

여기서 방호벽에 대한 기술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방호벽-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 

로-은 작업자나 일반인 모두에 대해서 선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방호벽 구조는 현 행 규제 (regulatory) , 지 침 (guide) , 및 “모범 행 위 (goo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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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개발되었다. 방호벽 구조 개발은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가지 기 

초적인 안전 기능을 따르고 있다 - 방사성핵종에 대한 차폐， 방사성핵종의 제한 

기능， 방사성핵종의 선원강도 및 방사성핵종에 대한 출입관리. 

(3) 작엽 자 빛 임 반인 에 대 한 "적 상문 천 (normal ooeration)" 과 “사고( accident)" 

위해도 모두를 겸적하기 위해 40개 시스템 각각에 대화 방사선 위해도 평가를 수 

행하는 것. 분석을 위한 시작점은 포함된 방사성핵종의 방사성유독성과 수량이다. 

방사선량(결과)와 위해도(결과 및 관련된 빈도수)가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 각각의 

직무(보편적으로 5가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피폭과정 

(보편적으로 8가지)에 대해서 정량화되었다. 각각의 시스템 직무 및 전체 시스템 

에 대한 위해도를 분석하기 위해 위해도를 계수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위해도 정 

보는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고찰하기 위해 위해도 (선량 결과 및 빈도수)를 포괄 

적으로 제시하는데 활용되었다. 

(4) 연구중인 시스템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과 관련된 비 

용음 고려하는 것. 이 비용들은 실제적인 위해도 (예를 들어， 경제적 규제 부담 

위해도와 오염 위해도) 및 일반인들의 인식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도 모두를 포함 

하고 었다. 이러한 정보는 규제자(NRC) 허가사용자 및 일반인에 대한 모든 비용 

과 이득의 관점에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한다. 

(5) 햇위에 근거하고(oerformance-based) 관례에 준한(orescriotive-based) 유형을 

고려하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결적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스템의 위해도 및 시스 

템의 비용과 이득에 근거한 체계적인 접근을 적용하는 것. 현재 규제형태에 대한 

선택적 조건을 이와 관련한 방호벽 및 요구조건과 비교하라. “다이어몬드 수형도 

(Diamond tree)"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규제개선에 매우 중요한 모든 상황을 분석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가. 시스템의 그룹화 

물리적 특성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및 응용에- 대한 특정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NRC의 선행연구결과로부터 분류를 위한 약간의 시스템 정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나 NUREG/CR -6642 만의 고유한 것으로 이전까지의 보고된 다른 

연구결과의 분류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시스템은 사용 목적，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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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사능(선원강도)， 선원형태(밀봉 또는 비밀봉)， 물리적 방어벽， 

또는 장해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선원이나 기기의 일반적인 집단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분류의 기초 자료로서 일반사용허가철 (General License Data Base, 

GLDB)과 허가추적시스랩 (License Tracking System, LTS)와 같은 NRC의 자료 

를 활용하였고，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하였다. 즉， NUREG, 

NUREG/CR, 학술지， 참고도서， 허가사용자들과 면담， SCIENTECH에 의해서 수 

행된 설문조사， 전문학회， 그리고 관련 단체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시스템으로 나 

열된 방사성 핵종을 좀더 세분하고， 통용되는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나. 시스템의 특성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을 분류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은 시스템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절차， 장비 그리고 포함된 기기 

• 사용되는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범위 

• 현행 방사성 동위원소 법규 

• 내포된 장해 
•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직무 

• 장해에 노출될 수 있는 직원 

•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 직원에 대한 방어벽과 관리 

• 이러한 방어벽과 관리에 대한 규제 또는 기본 요건 

• 부적절한 직원의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이탈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시스템과 관련한 위해도를 계산하기 위한 토대 및 위해도 

정보에 따른 규제 대안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상당히 넓은 선원의 다양성을 고 

려하며 각 시스템별로 위의 특성을 정리한 뒤， 각 시스템에 대한 작업기준표에서 

나열된 특성들과 연관지었다. 이러한 표들로부터의 정보를 요약하여 각 시스템별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분류한 시스템의 종류를 허가종류에 따라 

표 l에 표시하였다. 

규제접근방법의 개발을 위한 첫 단계는 개괄적인 시스템의 설명， 이용중인 

방사성 핵종의 목록 사용기록에 나타난 선원강도 및 빈도수를 작성하는 것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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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 

시스템 번호 및 분류명칭 허가 종류 

1. 실험실용 (R&D, 개봉， 통합량) 특수 허가 

2. 실험실용 (R&D, 개봉， 완성 화합물) 특수 및 일반허가 

3. 실험실용 (R&D, 개봉， 면제 수량을 포함한 기타) 특수 및 일반허가 

4. 의료 (방출물 추출 과 준비) 특수 허가 

5 의료 (진단용 핵의약품) 특수 허가 

39. 의효용 검사기기 특수 허가 

6. 의료 (치료용 핵의약품) 특수 허가 

7. 의료 (근접 치료-영구 삽입용 선원) 특수 허가 

8. 의료 (근접치료 - 수동 후장진) 특수 허가 

9. 의료 (근접치료 - 저선량 원격 후장진) 특수 허가 

10. 의료 (끈접치료 - 고선량 원격 후장진) 특수 허가 

11. 의 화 ( 근 접 치 료 - Sr-90 eye app!icator) 특수 허가 

12. 의료 (외부치료 - 단일 선원) 특수 허가 

13. 의료 (외부치료 - 감마 입체식 처치) 특수 허가 

14. 의효 (인체 사용용) 특수 허가 

15. 핵 의 약품 (pharmacy) 특수 허가 

16. 수의학용 진단 및 치료용 특수 허가 

25. 동뀔 연구 특수 허가 

17. 최 적 기 록 (추적 자， fie!d flooding) 특수 허가 

18. 최적 기록 (밀봉 선원) 특수 허가 

19. 방사선촬영 (차폐실) 특수 허가 

40. 방사선찰영 (현장) 특수 허가 

20. 조사기 (poo!-수조) 특수 허가 

2l. 조사기 (자체 차폐 ) 특수 허가 

22. 고정형 계측기， 소형 교정기 (감마선원) 특수 및 일반허가 

23. 고정형 계측기， 소형 교정기 (베타선원) 특수 및 일반허가 

24. 이 동형 계측기 (감마/중성 자 선원) 특수 및 일반허가 

26. 측정 시스템 (x-선 형광) 특수 및 일반허가 

27. 측정 시솥랩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특수 및 일반허가 

28. 측정 시스템 (기타) 특수 및 일반허가 

29. 기탄 미량 선원 (시험용 선원， 교정선원， 메스바우어， 출구표시기등) 특수 및 일반허가 

30. 극미량 밀봉선원(시계，나침반，방전간극， 전자총관， 사격조준기， 연기감지기) 연제 

3 l. 생산자 및 분배자 (밀봉 선원) 특수 허가 

32.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봉 선원 - 고체형) 특수 허가 

33.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봉 선원 - 액체형) 특수 허가 

34.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종 선원 - 기체형) 특수 허가 

35. 폐기물 처리 (소각) 특수 허가 

36. 폐기물 처리 (압축) 특수 허가 

37. 페기물 처리 (포장) 특수 허가 

38. 폐기물 저리 (고형화 및 기타) 특수 허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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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물질의 사용기간동안 방사성 동위원소의 취급 및 

사용에 포함된 직무를 정의하고 기술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직무는 방사성 동 

위원소 및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 있는 기기의 인수， 저장， 준비， 사용， 유지보수 

그리고 폐기를 포함하고 있다. 

덧붙여서 각 시스템에 대해서 작업자나 일반인의 구성원에게 위해를 주는 

원인이 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인한 방사학적 장해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어벽 또는 관리방안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방어벽이나 관리방안이란 정상 

표 2. 물리적 방어시설 유형. 

작업자 방어시설 일반인 방어시설 
체계‘ T 。r 숭sl 

유형코드 유형코드 

WB-l PB-l C 핵종의 물리적/화학적 형태(확산이 적은 고체) 

WB-2 PB-2 C 캐슐포장 

WB-3 PB-3 C 용기/vial 

WB-4 PB-4 C Glove boxes 

WB-5 PB-5 L 원경제어시 A 템 

WB-6 PB-6 C 필터 

WB-7 PB-7 S 차폐 

WB-8 PB-8 L 물리적 접근 제어 

WB-9 PB-9 L, S 저장소 

WB- lQ PB- lQ L, S 연동장치 

WB-ll PB-ll C 보호용 옷 

WB-13 PB-13 C HVAC/제한 

WB-14 PB-14 L 시설경계 

WB-15 PB-15 C, L 방 

WB-16 PB-16 C, L 건물 

WB-17 PB-17 T 방사선 경보 

WB-19 PB-19 D 상층 방출 

WB-20 PB-20 D 혼합/회석 

WB-21 PB-21 T 피폭시간 

WB-22 PB-22 Q 방사성 붕괴 

WB-23 PB-23 C, D 액체 엎지름 관리 

WB-XX PB-XX 기타 (특정) 

m 

μ
 



표 3. 행정적 관리형태의 방어시설 유형. 

작업자 방어시설 일반인 방어시설 
체계‘ T 。「슛엉4 

유형코드 유형코드 

WC-l PC-l L 출입관리 

WC-2 PC-2 T 피폭선량 제한 

WC-3 PC-3 All 선원 수량관리 

WC-4 PC-4 T 방사선 서어베이 

WC-5 PC-5 All 서어베이/시험 

WC-6 PC-6 Q, N 물질 제한 

WC-7 PC-7 All 형상관리/설계관리 

WC-8 PC-8 All 훈련/보증 프로그램 

WC-9 PC-9 All 표식/안내판 

WC-I0 PC- lO All 비상절차/대비 

WC-xx PC-xx 기타(특정) 

.결과에 국한된 체계: 

C= degree of confinement 제 한정 도 
L=location of r~ceptor 수용자의 위 치 
S=차폐 

T=피폭시간 

D= 확산량 

Q= 선원강도 

N= 핵종 

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피폭자가 받게 될 방사선 피폭의 우의성 또는 크 

기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는 그 무엇을 말한다. 표 2와 3과 같이 방사선 피폭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방어벽 유형을 물리적 방어벽과 행정적 방어벽으로 나누어 기 

술하였다. 

직무를 정의하고， 기술한 다음으로 각 직무에 대한 예비 위해도 분석을 수 

행하였다. 작업자나 일반의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부 

터의 이탈행위를 가능한 원인， 영향， 예방용 또는 완화용 방어벽과 관리방안에 따 

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화학산업에서 개발된 장해과 가동성 (HAZOP) 

분석기법6)과 매우 유사하며 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검토된 최소 이탈행위는 다 

음과 같다. 

6)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AIChE). Guidelines for Hazard Eval띠tion 

Procedures. Second Edition.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AIChE: New Yor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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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기능의 불이행(위험 물질의 1차 제한 기능이 엎지르거나， 파열， 기계적인 

손상 등에 의해서 상실됨) 

• 물리적 관리 기능의 상실(차폐체 밖의 의도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선원 그러 

나 1차 제한기능의 실패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 비효과적인 차폐 (구조적 손상등， 임의의 이유에 의한 차폐기능 상실) 

• 행정적인 관리 기능의 상실 

이러한 것들에 직무와 관련하여 적용되어 왔던 다른 이탈행위를 추가하였다. 각 

이탈행위에 대한 원인， 영향 그리고 방어벽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특성화 

되도록 작성하였다. 장해 분석의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NMED에서 확보한 것과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로부터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위해고 평가를 위한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활용되었으며 방어벽의 유형은 

현재 규제요건의 윤곽을 잡는데 이용되었다. 

2. 위해도 분석법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을 각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 

에 따라 위해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위해도 정의 : 피폭자에 대한 피폭 측정치를 포함하는 위해도 평가를 위한 개 

괄적인 골격 

• 평가되어야 할 일반적인 피폭 결과와 빈도수 관계 

• 피폭시나리오 개발 

• 위해도 정량화 

위해도 평가 방법론의 목적은 규제목적을 위한 새로운 정보， 사실성， 그리 

고 유용성을 묶어내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우의성과 피폭 결 

과에 대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정성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수치적 입력 자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해도 원인들에 대해 

심지어 근사적인 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하 

면 현재의 자료를 포함하고，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정 또는 변수의 가정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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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여기서 개발된 골격이 임의의 한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위 

해 이상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교목적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 정의된 시스템 

들의 매우 폭넓은 다양성에 대해 조화를 도출하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 

가. 위해도 정의 

일반적으로 위해도 평가란 시스템의 가능한 상태와 관련된 빈도수와 피폭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상태란 시스템의 물리적 조건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기술이다. 또한 시스템과 그 주변 환경을 정의하는 모든 방어벽 또는 

관리의 현재 수준으로 그 상태를 결정한다. 

광의로써 위해도는 가능한 시스템 상태 및 이와 연관된 빈도수， 피폭 결과 

를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합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되며 이것은 여러 가지 방어 

벽의 중요성과 이러한 방어벽의 규제관리가 필요한지， 않는지 등을 이해하는 목적 

으로 유용하며 한 시스템을 또 다른 시스템과 비교할 때는 이러한 종합 결과를 

사용하기는 힘들다. 

위해도 =L:(빈도수 x 피폭 결과 (식 1) 

여기서 합은 모든 가능한 상태 i 에 대한 것이며 상태 i 에서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주어진다. 

빈도수= fi { (상태 i 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빈도수)，식 2) 

(상태 i 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건을 유발할 확률) , 

(상태 i 에 이르게 하는 예방용 방어벽의 실패 확률)， 

(상태 i 에 이르게 하는 저감화용 방어벽의 실패 확률) } 

여기서 fi 는 상태 i 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실패를 종합하는 함수이며， 

이 함수는 방어벽의 성질과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방어벽은 행정적인 관리 수단의 다양성의 성공여부에 달려있으며 여기서 

사용되는 “직무”란 검토중인 시스템에 대한 주어진 운전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빈도수는 단지 직무 빈도수뿐인 상태이며 안전 기능 상실의 원인을 예방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방어벽의 상황이 피폭 결과를 결정짓는다. 

상태 i에서 개별적인 피폭자에 대한 피폭 결과를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π
 μ 



같다. 

피폭 결과= gi { (상태 i의 핵종)， (상태 i 의 선원강도)，식 3) 

(상태 i에서 선원의 제한 정도)， (상태 i 의 차폐효능) , 

(상태 i에 서 수용자의 위 치 ), (상태 i 의 확산 조건)， 

(상태 i 동안의 시간) } 

여기서 gi는 용어상으로 현 상태에서의 방어벽의 역할과 관련되며 피폭 결과의 바 

람직한 측정을 제공하는 항목을 조합한 함수이다. gi에서 각 항목들은 피폭 결과 

를 결정짓는 기계적인 또는 물리적인 사실이다. 이 항목들중 일부는 설계조건이고 

(핵종， 선원강도， 차폐 등)， 일부는 내포된 운전 특성(피폭자의 위치 [즉 선원으로 

부터의 거리] , 피폭시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일부는 무작위의 물리적 조건(대기 

로의 확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1개이상의 상태에 의해 영향 받으 

며， 방어벽의 현 상태가 이 항목들중 한 가지 이상에 영-향을 준다. 앞 절의 표 3 

에서 주어진 모든 방어벽의 목록은 각각의 방어벽에 의해서 그런 체계가 영향 받 

는 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일부 항목은 확률분포상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분포는 직접 사용되 

거나 그 평균값을 대훗값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일반인들이 피폭되는 시간이 

나 공기중으로의 확산의 경우， 동일하게 적요되어 분포를 대표한 한 개의 값이 사 

용된다. 

이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피폭 결과는 rem으로 표현되는 선량을 

사용하는 전신 방사선 피폭으로 개인 선량을 결정하는 것에 국한 한다. 피폭자에 

대한 피폭 결과는 그 상태에서 가능한 흡입， 섭취， 및/또는 외부피폭에 의한 피폭 

을 포함한다. 

연구에서 피폭 결과는 작업자와 일반인중에서 대표적으로 최대 피폭을 받 

은 구성원， 두 개별 피폭자에 대해서 결정된다. 작업자는 정상적으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일반인 대표는 비록 직접 

적으로 시스템의 사용과 연관된 직무의 수행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으 

로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처에 있음으로써 피폭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 방사선 위해도는 단위 시간당 예상되는 방사선 피 

폭량 또는 mrem/year이다. “정상적” 위해도는 피폭자가 행위에 의해서 일년에 걸 

쳐 받게 될 것 및/또는 일년동안 피폭되는 조건에서 예상되는 피폭량이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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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적은 특정 사건의 정상적인 과정에 대해서 결정된다. 

사고 과정의 희소성 때문에 사고 위해도는 단지 사건들간의 시간보다 긴 시간동 

안에 걸친 또는 매우 많은 기기 및 행위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을 때， 그 평균 

또는 “예상” 선량이다. 

나. 피폭 결과의 평가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정상， 비정상 또는 사고 조건일 때와 같은 특정 

한 상태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 장해로부터 피폭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방어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피폭경로 

를 통해 주어지는 피폭의 합으로 주어진다. 다음의 경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분석되었다. 

• 선원으로부터의 외부피폭 

• 공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흡입 

• 방사성물질의 섭취 

•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구름속에 노출됨으로 입는 외부피폭 

덧붙여서 공기중 생성물의 전파 및 방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계외 지역에서의 

침착등으로 인한 지표오염으로부터의 일반인의 피폭 선량이 평가되었다. 

방사선 조사량는 외부방사선， 흡입， 섭취에 의한 조사량의 합으로 계산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였다. 외부방사선은 대개 특정한 지역에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주어지거나 또는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구름에 의해 노출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외부방사선 피폭량은 

Dext i 

r a [ 1- exp (- t1 Nt)] 
= DCF ext N x Source Stren때fDRFi× t1×τ"2 x t1

N
t
i 

(식 4) 

여기서 

Dext i 상태 i에서 외부선량 [단위 : rem] 

DCF extN = 외 부선 량 보정 계수 [reIT1l어 Ci at 1 meter] 

Source StreηgthN = 핵종 N의 선원강도 [단위 : Ci] 

n 



DRFi 

tt 

rz· 

r 
O 

= 상태 i에서 선량 감쇠 인자 (차폐 

= 상태 i에서 유효 시간 [h] 

= 선원과 피폭체간의 유효 거리 [m] 

= 기준 거리 1 m 

[ 1 - exp ( - À Nt) ] / À Nt = 상대적인 평균 선원강도 

ÀN = 핵종 N의 감쇠 상수 [l/h] 

효능) 

주어진 상태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을 흡입함으로써 받은 방사선 피폭량은 

Diηh i 

여기서 

DCF inh N x Source Strength ~ BRx ARF / RF / LPFix RPF i (xt/ Q) i 

Diηh i 

DCF inh N 

BR 
ARFl>< RFl

LPFi 

RPFt· 

(xt/ Q) i 

= 상태 i에서 흡입 선량 [rem] 

= 흡입선량 보정계수 [rerrνCi(흡입)] 

= 폐활량 [m3/h] 

= 상태 i에서 기체생성물 방출율과 호흡률 

(식 5) 

= 누출 인자Oeak path factor) (기체생성물이 피폭자 주변의 

대기로 방출될 확률) 

= 상태 i에서 호흡 

(피폭체 주변에서 

보호 인 자 (respiration protection factor) 

흡입되는 기체생성불 농도비) 

= 단위 
성물 

방출량당 피폭자 위치에서의 

희석인자 [ψm3] 

누적 농도 또는 기체생 

주어진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의 섭취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은 

Ding i = DCF ing N x Source Stγeηgth~ 액 체 방출률 i× 액 체 희 석 률 ix섭 취 체 적 i 

(식 6)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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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 i - 상태 i에서 섭취선량 [rem] 

DCF 써 N = 섭취선량 보정계수 [rem!Ci( 섭취)] 

꿇
 

바
。
 

체
 
” 해

 「 = 액상 희석물 형태로 방출되는 선원의 

= 1/(희석물 체적) D/m3
] 

분율 

액체희석률 t 

섭취체적 섭취된 희석물 체적 [m3
] 

방사성물질 구름속에 노출된 경우 방사선 조사량은 

D sub i = DCF sub NXSOμrce Strength~ARFixRFlxLPFiX (xt/ Q) 1 

x유한구름보정계수 (식 7) 

여기서 

D sub i = 상태 i에서 구름속에 노출됨으로 받는 외부선량 

= 노출 선량 보정계수 [rem/h/Cνm3] DCF sub N 

유한구름보정계수= 반무한 구름에 근거한 DCF 보정인자 

이러한 경로를 통한 중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계 영역밖의 오염으로 인 

한 일반인 피폭량이 앞에서 정의한 입력조건과 적절한 일반 분산/침착 변수 및 

선량보정계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조사 모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Dcon i = DCFcon NXSOμrce Streηgth~ARFiXRF/LPFiX (xt/ Q) coη (식 7) 

x V dN /(l .6x15x lOOOO) 

여기서 

Dcon i 오염에 의한 선량 [rem!yr] 

DCFcon N = 선 량 보 정 계 수 [rem!yr!Ci/ gm] 

(xt/ Q) con = 경계밖 특정지점에서의 단위 방출량당 집적 농도 [ψm3] 

(1.6x 15 x lOOOO) = 단위 면적당 표층 15cm 두께의 토량 무게 [g/m2
] 

선량보정계수는 해당지역에서 식물의 성장 표층수의 섭취등을 포함하는 주거 이 

m m 



공
 

가정하여 용에 대한 연간선량이다. 집적 농도는 200 m 거리와 자연평형조건을 

결과에 대한 물리 변수 분류. 

물리적 변수 분류 코드 방어시설예 

핵종 'N 물질 제한， 선원계수여부， 표지， 교육 

동위원소의 수 Q 물질 제한， 선원계수여부， 방사성붕괴 

제한 정도 C 선원형태， 포장， 필터， 건물 

차폐 효과 S 차폐 함， 차폐벽， 연동장치 

수용자의 위치 L(A) 행정적인 출입관리， 원결제어도구， 연동장치 

피폭시간 T(A) 방사선 서어베이， 교육， 

확산량 D(A) 환기속도， 상층 방출 

표 4. 피폭 

거리란 선량보정계수가 실제 지표면적에 해당하는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적으로 선정한 것 

따라 평가되었다. 200m 

기여되는 정도를 

식에 

선원으로 

이다. 

(식 8) 1.1E-3 sec/m3 (3E-7 hr/m3
) l/Cπ ðy ðz u) Cxtl Q) coη -

= 횡방향 분산 = 17 m 

= 수직 방향 분산 = 8.6 m 

풍속 = 2m/sec = 7.2E3 m!h 

o y 

여기서 

o z 

요오드 

있 

밀도 

까

T 

침착 속도는 lE-2 m/sec (3.6 m!h)로 정하였고 이것은 2 m/sec 바람에서 

분자7)에 대한 50 % 평가기준이며 입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 할 

다. 지표면의 제곱미터당 토양 무게를 결정할 때 상용되는 값 1.6 은 토양의 

이고 15 cm는 적절히 가정된 깊이이다8) 

μ 

and 

staff’s 

“Probabilistic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Uncertainty Analysis; Dispersion 

Deposition Uncertainty." NUREG/CR-6244, Vol.l, NRC, Washingon, D.C. (1994). 
8) “ Working Draft Regulatory Guide on Release Criteria for Decommissioning: NRC 

Draft for Comment", NUREG-l500, NRC, Washington, D.C.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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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분석의 출발점은 사용되는 방사성 핵종의 고유한 방사성 독성과 수량 

이다. 식 3과 세부적인 피폭 모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피폭결과에 영향을 주는 물 

리변수를 표 4와 같이 표시하였다. 

이상의 분류에서 마지막 3가지는 역으로 “출입관리”라는 한 항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주어진 핵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물리적 조건 또는 안전 기 

능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에 따른 피폭 결과를 결정하며， 방사선 피폭을 제한 

하려면 이 기능들을 관리해야만 한다. 

• 선원강도(Q) 

• 차폐 (S) 

• 제한 (C) 

• 출입 (A) 

각 과정의 빈도수는 시발 사건의 빈도수(수행할 직무의 빈도와 방어벽의 

기능 상실로 인한 시랍 사건의 우의성)에 그 피폭 과정(출입관리， 제한 및/또는 

차폐) 또는 상태 i를 유발하는 피폭 과정 i에 대한 안전 기능 상태의 확률을 곱한 

것이다. 

Freqi = Freq(Task)*Pr(IE)i*Pr(S)i Pr(C)i*Pr(A)i (식 9) 

여기서 Freqi = 과정 i의 빈도수 

Freq(Task) = 수행중인 직무의 빈도수 
Pr(IE)i = 과정 i에 대한 시발 사건의 확률 

Pr(S)i = 과정 i에 주어진 차폐안전기; 상태의 확률 

Pr(C)i = 과정 i에 주어진 제한안전기; 상태의 확률 

Pr(A)i = 과정 i에 주어진 출입안전기; 상태의 확률 

여기서 사용된 대로 피폭 과정은 특정한 최종 상태즉 특정한 피폭 결과 

를 갖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과 연관된 안전기능상태의 최종 집합이며 안전 기 

능 상태는 그 상태에서 존재하는 피폭 결과를 결정하는 안전기능의 특정한 조건 

이다. 안전기능상태의 확률은 시랍 사건의 발생정도 및 다른 안전기능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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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이다. 단， 용기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시발 사건은 안전기능(제한 기능 

등)의 실패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발 사건의 일정 

한 확률은 계속 유지된다. 

다. 피폭시나리오 개발 

이상으로 위해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수식을 개발하였으며 평가 과정의 

첫 단계는 피폭 시나리오 및 이와 관련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었던 최종 

상태의 가능한 집합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별 직무 내역， 방어벽의 정 

의， 장해 분석이 필요하다. 각 운전 직무로부터의 이탈 분석은 피폭 시나리오 또 

는 안전 기능상태를 반영하는 과정 그리고 방어벽의 기본적인 성공 또는 실패의 

집합으로 결론지어진다. 선원강도를 제외하고 앞에서 정의한 3가지 안전기능으로 

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8가지의 피폭 과정을 조합할 수 있다. 

1. 실패 없음 

2. 출입관리기능만의 실패 - 과정 A 

3. 제한기능만의 실패 - 과정 C 

4. 제한 및 출입관리 기능만의 실패 - 과정 CA 

5. 차폐기능만의 실패 - 과정 S 

6. 차폐와 출입관리기능만의 실패 - 과정 SA 

7. 차폐와 제한기능만의 실패 - 과정 SC 

8. 차폐， 제한， 출입관리의 실패 - 과정 SCA 

각 과정의 결과는 안전기능 변수들간의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피폭 과정 및 그 과 

정중에 있는 안전기능의 상태에 대한 안전기능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안전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기능 변수는 정상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어벽과 관리기능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된 위해도 

를 완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피폭 결과를 결정하는 변수사이의 관계는 

항상 명확하거나 직설적이지는 않다. 결국 방어벽이 위해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관계를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피폭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있어 핵심사항은 심각하지만 안전기능이 최 

악의 실패는 아닌 위해도 충격을 특징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집합을 정의하는 

m 

μ
 



것이다. 이 경우 NMED에 수록된 실제 경험사례들이 입력 자료로 활용되었다. 방 

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화재등이 그 한 예인데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피폭 결 

과는 방출률， 피폭자와의 거리， 피폭 시간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평균 또는 최상 

의 평가치를 사용해서 평가된다. 

라. 위해도 정량화 

다음 단계는 앞에서 정의한 각 피폭 과정의 결과 및 빈도수에 대한 정량 

화이다. 이것은 피폭 결과 또는 빈도수 관련식의 여러 가지 항에 대한 값을 정하 

고， 각 과정에 대한 결과 및 빈도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각각을 결합시킴으로서 

완성된다. 실제적인 정량적인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량화된 입력 

자료가 요구되지만 적절한 실제값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d다소 불 

확실할 수도 있고， 부실한 평가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입력값이 근사적으로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값들이 상대적으로 올바르다면 전체적인 결과는 

그 시스템의 상대적인 위해도에 대한 적절한 지시기준이 된다. 게다가 수치적인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값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급화된 위해도의 민감 

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자리수 맞춤정도의 정확성이며 이 연구의 결과들로 

구성된 사용분야를 뒷받침하기는 충분하다. 

위해도 정량화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세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작성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일반적인 시스템， 직무， 피폭자 유형자료， 정 

의가 포함된 피폭과정 자료， 유형(정상 또는 사고)， 안전기능 상태확률， 피폭시간， 

거리， 공기중과 섭취의 희석변수 및 방출률， 차폐선량저감인자， 방출률， 다른 결과 

변수， 핵종을 포함한 동위원소 자료， 사용빈도수， 허가사용자 또는 기기의 수， 선 

원강도 등이다. 또한 각 경로에 대한 방사선 피폭， 총 피폭 개인 및 산업체 위해 

도가 각 동위원소에 대한 각 피폭 과정별로 산출되었다. 결과는 작업자와 일반인， 

정상과 사고 조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작성하였다. 

NMED의 정보조차도 보고 당시에 허가취소등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불성 

실하게 보고된 경우가 많아， 단지 자리수 맞춤 정도의 정확성으로 위해도를 평가 

하였으며 안전 기능의 결과변수는 몇 몇 자료들로부터 차폐된 또는 되지 않은 선 

원 주위의 실제적인 방사선장을 평가함으로 구하였다. 

마. 시스템의 비용과 이득에 대한 고려 

계산된 선량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선량 검토만을 근거로 선택적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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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발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은 시스템 방어벽에 대한 상태들의 필요충분집합 

이다. 즉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상운전과 중대한 사고에서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이 확실한 수준이하가 될 것이라고 적절히 확신할 수 있는 규제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이렇게 제안된 규제 구조(규제， 지침， 표준， 허가조건， 구속력， 모 

범 행위)를 현재 구조와 비교할 수 있고 현재 구조내에서 또는 확대하여 가능한 

규제완화정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고려할 

때 중요한 최종 요소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비용과 손익이다. 통상적으로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이 이 연구의 범위 밖이지만， 제안된 조건을 

결정할 때 시스템 비용과 손익을 고려하여 구조가 개발되었다. 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 비용과 이득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사고의 경제적 위해도 
• 분실 또는 도난당한 선원과 관련한 경제적 위해도 

• 규제부담비용 

• 오염비용 
• 비방사학적 건강 및 안전 위해도 

• 시스템의 가치 

• 인지 위해도 

위에서 인지 위해도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규제분석에서 검토된 것들과 일치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사적인 규제해석을 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 

나지만 추후 검토를 위해 “ 비용과 이득”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만한 충분한 정 

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의 3가지 점에서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 분석이 예상되는 2가지 접근 방법 

이 선량 제한치를 (필요충분조건의 두 집합경우) 만족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 

다 점을 보여준다면 두 경우와 관련된 비용과 손익의 비교는 한 경우에서 다 

른 경우까지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방안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그것에 관련된 규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한 가지 방안이 다른 방안에 비해 좀더 심한 오염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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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 분석이， 지금까지 최상의 조건이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필요한 방어벽과 이와 관련된 부담스러운 요구조건임 

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시스템의 가치가 매우 높다면， 이 

시스템은 일반인의 선량 제한치보다 더 높은 문턱값의 후보가 되고， 그래서 

검토중인 시스템의 부담을 덜고， 실행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적 적용의 이득은 일반인 선량의 더 높은 문턱값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 

분이 클 수 있다. 

C. 규제의 선택적 조건(들)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결정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할 

조건(들)에 대한 비용과 이득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예를 

들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조건이 필요충분한 방어벽의 특정한 경우들에 대 

한 선량 제한치를 만족한다는 것과 이러한 방어벽들이 현재 요구조건의 완화 

를 유발한다는 것을 가정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한 시스템에 관한 인지 

위해도가 높다고 가정하라. 그러한 경우에 비록 선량제한치를 만족하고 부담 

을 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기에는 중요한 “판매” 도전이 될 

수 있다. 

3. 규제의 선택적 조건 도출 방법론 

위해도 평가가 제공하는 결과로부터 얻은 통찰에 근거하여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림 l에 표시되어 있다. 이 

러한 접근법의 전체적인 목적은 실제적인 방사학적 위해도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의 접근 방법은 방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어느 정도의 신뢰도로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위해도 분석결과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그림 1의 단계 1). 일반적으로 -안전에서 희망하는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 

의 방어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고려하는 높은 수준의 선택이 필요할 수 있 

다(단계 2와 3). 이러한 선택이 만들어지자마자 이러한 방어벽 종류를 지원하는 
행위(인간 업무 행위 하드웨어 행정적 관리 등)의 다양한 종류를 표시하기 위해 

“다이어몬드 수형도”가 공식화되었다(단계 4). 그리고 (단계 5) 신뢰할 만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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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선택사항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단계 6) 직접적으로 특정한 시스템의 안 

전한 운전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행동 요소의 신뢰성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규제 

적 접근 방법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NUREG/CR-53929) 

에서 제시되었던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가능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제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방어벽과 위해도 분석에 

서 개발된 방어벽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방어벽은 필요충분한 구 

성 요소이고 요구조건이 방어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한 요구조건의 

집합이 결정되며 오늘날 주어진 시스템에 부과된 요구조건과 비교할 수 있다. 따 

라서 어떤 것이 유지되어야 할 요구조건이고 제거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대상인지 

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가. 위해도 분석의 이용 및 다이아몬드 수형도 

위해도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가지이다. 즉， 첫째 어떤 사 

건이 실제 그것이 발생했을때 매우 중대한 방사선량을 유발하는가? 둘째， 어떤 사 

건이 상대적으로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긴 사용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예 

상 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이다. 규제자는 심각한 선량의 가능성이 높은 사 

건을 예방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위험선량이 증가할수록 사건의 원 

인이 빈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및 이와 관련한 신뢰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다. 

어떤 사건이 다양한 준위의 선량을 유발하는지와 예상되는 빈도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규제자는 등급화된 접근 방식을 이러한 선량을 예방 

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사건 빈도수는 방어벽의 기능에 대한 요구조건의 영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것들에 종속된다. 따라서 빈도수 정보는 어떤 요구조건이 주 

어진 시스랩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해도분석 

에서는 모델이 된 각 사건의 각 피폭 과정에 대한 “총 선량”이 계산된다. “위해 

도”는 피폭과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결과에 대응하는 시간평균선량， “특성 선량" 

을 구하기 위해서 각 과정의 빈도수로 이 총 선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특성선량은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가시화하며 위해도 결과는 그 선량이 

얼마나 잘 예방될 수 있는 지를 알려준다. 특성선량은 선원특성， 물리적절차 등 

9) "Elements of an Approach to Performance-Based Regulatory Oversight." NUREG/CR-5392, 

NRC, Washington, D.C.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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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안전) 우선순위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성 
각 기능별로 요구되는 신뢰도 준위? 

웰뀐 

규제우선순위의 종합적인 체계를 반영하는 
다이아몬드 수형도 작성 

+ 
많뀐 

안전 우선순위에 따라 
요구되는지 결정 

다이아몬드 수형도로부터 
어떤 이행 분기점이 

+ 
웰펙〕 

규제적 접근방법 작성 : 펼요한 이행 분기점(방어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이행여부를 확실허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정의 ; 위해도 분석에서 
묵시적으로 보증된 고유한 특징들을 포함한다. 

많권〕 

예방을 

개입이 

결정하 

그림 l. 규제접근방식의 개발절차. 

분명한 값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선량에 대한 인식이 최대한의 

필요로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이후에 위해도에 대한 인식은 규제 

필요한지 않은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개입이 가장 유용한지를 

는데 사용될 수 있다. 

허가사용자가 얼마나 의무를 잘 지키는지 그리고 규제자가 왜 허가라는 

절차를 정당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정의로서 “안전한 상태”라는 개념을 정립 

하였다. 즉 현 상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수립한 것이다. 안전한 상태는 다음의 

내용들에 의해서 기술된다. 

잉
 



• 시스랩 장해 
• 안전에 대한 위협(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유발하는 정상운전으로부터의 이탈) 

• 안전에 대한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예방과 저감화 장치) 

• 대략적으로 적절한 안전 행위의 구현; 물리적 행위와 시스템의 신뢰도 특성의 

구현 (물리적 해석， 정성적인(방어벽) 또는 정량적인 신뢰도 해석) 

• 안전 행위가 충족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행동인간 행동학적 측면에서의 확인 

• 개괄적인 안전한 상태를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설문조사， 훈련， 등) 

특정 시스템의 경우에 다수의 것들이 충분히 낮은 위해도를 줌으로 인해 

안전한 상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예방할 수 있음에도 사고의 우 

의성 때문에 고도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몇 몇 

시스템은 개인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고 더불어 기타 비용을 초래하는 사고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낮은 우의성의 우선적인 보장이 

보증된다. 

위해도 분석에서 사고의 정도를 특정화하기 위해 일단의 선량 지침을 적 

용하였으며 이 지침은 분석된 모든 시스템의 시나리오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규제자의 입장에서 수백 mrem 이상의 작업자 피폭 선량을 유발하는 선행 작 

업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1/10인 수십 mrem정도가 이에 

상응하는 선량 수준이다. 피폭선량별로 규제 접근 방식을 분류하고자 하여 특성 

선량이란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위해도 분석에서 각각의 사고 시나리오와 관련하 

여 각 사고에 놓인 개인이 입게 될 피폭 선량이다. 

특성 선량이 정확히 “정상적인” 사건 경로에 대한 선량 결과일 필요는 없 

다. 위해도 분석의 목적대로 몇몇 경우에 단일 사건이나 가동에 근거한 것 보다는 

일년 동안의 가동에서 “정상적인” 피폭경로를 통한 선량 피폭결과를 정량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은 또한 단지 출입관리 기능을 상실한 지극히 정상적 

인 사건 경로의 경우에 사실적이다. 위해도 분석에 대한 연구과제 지침에서 선량 

률이나 개인들에 대한 분포와는 관계없이 총 예상 선량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었 

기 때문에 이 위해도 분석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채용되었다. 표 5에서는 특성 

선량을 선량 지침과 비교하여 규제 접근 방식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들과 규제 접근 방식의 도출과정을 보다 공식화하여 쉽 

게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한 것이 “다이아몬드 수형도” 

이다. 즉 상대적인 안전 순위가 매겨지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것을 성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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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활용되었다. 이 다이아몬드 수형도는 

시스템의 각 요소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스템 행위를 제공하면서 함께 실행되어 

표 5 선량지침. 

선량제도 규제순위 
작업자 개인에 일반인에 대한 

대한 사건 선량 사건 선량 

지침보다 매우 큼 
예방에 대한 매우 높은 우선적 보장 

> 30 rem > 30 rem 
일 펼요하다 

지침보다 상당히 큼 예방에 대한 우선적 보장이 펼요하다. > 3 rem > 100 mrem 

지침 수준 예방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 필요하다. τ /‘o. llJl mrem - 10 mrem 

과정상의 문제로서 ALARA. 그러나 

지침보다 매우 작음 이 제도는 즉각적인 우선순위를 갖지 < 30 mrem < 1 mrem 

는 않는다‘ 

야 하는지(고전적인 목표수형도) 뿐만아니라， 어떻게 인적 행위， 계획된 지원 작 

용， 극단적인 제도적 인자가 시스템 요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주는 

논증된 목표 수형도이다. 다이아몬드 수형도는 계층적인 경향에서 안전이 안전기 

능을 뒷받침하는데 어떻게 관계하는지， 역으로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 

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과 순서로 작성되며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 

기 위해서 조정될 수 있다. 이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핵심은 직접적으로 안전 행위 

를 정량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규제자가 행위에 기초한 접근 방식에 대한 요건을 

개발하기 위해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체로 다른 행위， 작용과 얼마나 

서로 관계가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 수형도에는 정량화하기 어려 

운 안전 요소와 관련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방사성 동우원소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수형도에 대한 설명이다. 

높은 수준에서 대상이 되는 “요건”은 (1) “선두” 특성 (약화되는 허가사용 

자의 행위를 미리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관측을 수행하는， 또는 사실화 된 

뒤에 사건이- 있을 듯 했는지 단지 확인하는)， (2) 허가사용자에 대한 부담 (침해 

정도， 비용 등)， (3) 규제자에 대한 보장정도 (이러한 관측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행위가 안전 행위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만족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4) 핵심 행위기여와 관련하여 선택된 관측 집합의 완성， 등과 같은 

역할에 대해서 검증된 행위관측[규제 요건， 허가조건， 지침， 표준， 하부조건 부여， 

모범 행위]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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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여기서 안전은 일반인 또는 작업자에 대한 선량으로 관측된다) 

<<안전 기능>> 

(선원강도， 차폐， 제한， 그리고 출입) 

<<<<<<안전 시스템>>>>>> 

(여기서 안전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물리적 방어벽” 또는 물리적 방어벽의 집단이다 

예를 들어， 글러브박스들 및 원격조작장치) 

<<<<<<<<<<<<<<<<구성 요소>>>>>>>>>>>>>>>> 

(여기선 안전 구성요소는 더 낮은 수준의 “물리적 방어벽”이다. 

예를 들어， 방호복， 차폐， 포장) 

<<<<<인적 행위>>>>> 

(여기서 안전의 인적 행위이란 “행정적으로 조절되는 방어벽이다. 

예를 들어， 서어베이와 출입관리) 

<<<<훈련>>>> 

(여기서 훈련은 또한 “행정적으로 조절되는 방어벽”중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훈련과 정성화 프로그램) 

안전 문화 

(여기서 안전문화는 “모범 행위” 와 기타 안전 동기들을 말한다. ) 

경영 

(여기서 경영은 허가 사용자와 안전 및 시스템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병원 경영， 특히 방사학과의 책임자이다.) 

CEO 

(시스템을 운영과 허가 적용을 결재한 사람들을 총괄하는 한 사람의 권위) 

그림 2.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다이아몬드 수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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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의 선택적 조건의 정립 단계 

임의의 방향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는 작용관계도 

Onfluence Diagram)이다10)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몇몇 쟁점도 이 작용관계도를 

이용하여 적절히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정해야할 중요하면서 보편적인 쟁점은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요건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이아몬드 수형도는 단지 이런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발점이 된다. 즉， 

어떤 단계를 강조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다른 요건과의 조정을 가능케 

한다. 특정한 일련의 조건들에 대해서 작용관계도는 제안된 요구사항이 허가사용 

자 행위의 특별한 관점에서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고， 반대로 이런 특별한 행위가 

어떻게 시스템과 관련된 빈도수 가중 선량에서 스스로 명확하게 하는지 그 영향 

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동시에 허가사용자의 부담뿐만 아니라 선량에 

대한 이러한 요건의 영향， 그리고 또한 다른 지표에 대한 이러한 요건의 영향을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특정한 접근 방식에 대한 이득과 비용에 관한 

정보는 그런 요건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해도 분석 결과와 다이아몬드 수형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사고과정 

을 분류하며， 피폭 선량에 따른 규제의 선택적 요건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이 정리된다. 

• 피폭 과정 분류 
• 선량에 따른 예방 수준의 정립(상위보장， 중위보장 등의 요건) 

• 규제우선순위의 결정 

•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작성 및 이행분기점의 선정 

• 이행분기점의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규제의 선택적 조건 

방사선 피폭은 앞에서 기술한 4가지 방어벽 또는 “안전기능"(Q- 선원강도 

의 조절， s- 선원의 차폐， c-선원의 제한， A-일반대중 또는 작업자에 의한 출입 
관리)의 기능 상실에 따라 유발됨으로 기능들의 상실조건을 조합한 것이 위해도 

분석에서 개발된 각 사고 과정에 대응하며 동시에 이 분석중에 기능의 상실에 따 

른 피폭 선량도 사고과정과 함께 결정된다. 피폭과정은 선량결과 및 안전우선순 

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상실의 형태별로 분류한다. 

10) R.T. Clemen, "Making Hard Decisions, An Introductin to Decision Analysis", 2nd Ed. 

Duxbury Press, Belmont, Califomi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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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의 선량지침에 근거하여 사고과정에 대한 예밖수준은 결정하기 위 

해 “상위보장" “중위보장" “기타”등으로 규제 보장의 수준을 분류하였다. “상위 

보장”은 건강상의 위해가 예상되는 수준을 선량지침준위 이상의 피폭을 수반하는 

흔한 사건의 예방과 관련된다. 이런 사건의 경우 규제자가 중대한 위협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다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에 대한 보장 

이 요구된다. “중위보장”은 사건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경 

우， 그 사건들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흔하지 않다는 보장을 의미하며 이것이면 충 

분하다. “기타”는 중위보장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들보다 덜 심한 사건으로 전통적 

인 ALARA의 한 부분으로 취급한다. 

앞에서 정의된 사고과정을 예방하는 행위를 하는 안전 조치의 필요충분한 

사항들을 정 의 함으로써 사고과정 에 대 한 앞의 분류로부터 규제 우선 순위 를 유도 

한다. 예를 들어 높은 선량을 주는 모든 사고 과정이 차폐기능의 손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높은 수준의 차폐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 각 단계별로 예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택조건들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 기능을 단순히 차 

폐， 제한， 출입관리 만이 아닌 보다 상세한 형태로 특정지어야 한다. 특히 출입관 

리기능은 작업자에 대한 정의 인가 일반인에 대한 기준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출입관리를 해야 하는가를 구분해야 한다. (인수， 보관， 

준비， 사용， 기타등) 또한 주로 대상이 되는 차폐와 출입관리 기능은 특정한 직무 

별로 및 특정한 기능 상실 모드별로 기술되어져야 한다. 

이제 l개 이상의 기능들로 조합해야하는 안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설효 

zl릎이 필요하며 시스템별로 가장 실제적인 검토가 펼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시 

스템의 경우， 안전행위가 준비나 치료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 

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행위를 선정해야 한다. 이것이 비용과 

이득의 측면에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중의 

첫 번째 것이다. 여기서 결정된 안전기능 행위는 규제 조건결정을 위한 절차의 다 

음단계인 다이아몬드 수형도 작성에서의 행위목표가 된다. 

“높은” 또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피폭과정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안전 기능에 맞추어 안전행위 

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안전 기능으로 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대개의 경 

우 효과적이다. 즉 비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출입관리기능이 없는 곳에서는 제한기 

능에 대한 매우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게 되고 이 경우 시스템에 대한 주요 비용 

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게 되거나 가정된 목적을 다루거나 심지어 대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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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더 실제적이지 못한 경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에 이러한 사 

례가 많다) 또한 임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안전기능에 대해서 상위보장수 

준의 예방 행위가 요구된다면 두가지 이상의 안전기능상실이 복합된 피폭과정에 

대해서는 “최상위” 수준의 보장이 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제 다음 단계로서 다이아몬드 수협도를 작성하기 위해 앞에서 정의된 

핵심 안전기능을 이용하여 어떤 특정 행위요소가 각각의 핵심안전기능을 지원하 

는가를 보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수형도를 작성한다. 앞서 직무에 대한 기술에서 

정의된 방어벽과 방어벽의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요소를 기술한다. 

다이아몬드 수형도에서 사용되는 기능 시스템， 방어벽 프로그램등을 포괄 

적으로 지적하기위해 “분기점”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이 다이아몬드 수형도에는 

모든 방어벽과 규제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방어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다른 이행분기점을 표시해야 한다. 이 절차단계의 목적은 최우선목표 

인 핵심안전기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이 

행분기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최소한의 부담으로 적절한 성과를 얻을 수 있 

는 이행분기점의 조합을 선택해야하며 역시 이것은 비용과 이득의 범주에 해당하 

는 사항이다.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완성된 규제우선순위 안전 목적을 성취하도록 지원 

하는 행위요소에 대한 이해， 규제보장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행위요소의 선정 등이 

주어질 때， 규제접근방식은 앞 단계에서 선정된 이행 분기점에서 바람직한 행위 

가 성취되도록 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규제 표준들로 공식화된다. 규제접근방식은 

다음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 시스템별로 제시되는 위해도 

실제적으로 어떤 종류의 표준이 결과의 차이를 발생케 하는가? 

• 규제 부담 
“기타 위해도” 검토 (주어진 접근 방식이 시스템 기능과 간섭이 되는지， 

위해도 수용의 논의가 적절히 정리되는지， 기타) 

여기서 이행분기점의 선정과 관련된 정리를 마무리 짓기 전에 그것들이 갖는 중 

요성에 대한 가치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스랩 설계상의 고유한 안전 특정이 될 이 

러한 설계상의 과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시스템이 고유한 

기능으로서 차폐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이 차폐기능을 갖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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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면적인 요구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고 대체로 선량을 제한해야 하 

는 표면적인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량요구의 실제적인 영향 

은 ANSI 표준에 따른 차폐에 위임하도록 한다. 현재의 접근방식은 시스랩들이 

이러한 선량요구조건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거나 제작되지 않았다는 시나리 

오에 대해서 위해도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차폐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 

인 운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폭 선량을 계산함으로서 구할 수 있었다. 대개의 

경우 차폐가 실존적인 물리적 행위기능으로 인정되었다. 선량표준이 정해진다면 

이러한 주제를 정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적용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차폐를 설계해야할지를 정리한 설문방식의 공 

학적 표준이며 권장할 규제조건은 기본적으로 정상운전에서 선량 표준을 만족하 

기 위한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끝으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한다. 원리적으로 허가를 조건으로 진행하는 

규제활동과 허가기간동안의 규제 감독사이에는 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초기 확증”이라는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공식화하는 것은 허가를 추진할 때 

NRC 직원이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고， 사용기관이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요구수 
준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고 있는지를 외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 

안된 것 같다. 하지만 치명적인 선량에 예상되는 시스템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보 

장”이라는 용어는 약간의 시험을 포함하는 정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완성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감독”이란 재교육， 적한한 권위를 가진 지속적인 감 

독 등과 같이 작업자 행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안하고자 함이 

다. “선행적 보장”이란 용어는 사건이 발생되면 이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발생시기에 앞서서 분명한 사건을 예방하려는 의미에서 제안되었다. “감사” 

란 용어는 훈련과 선량측정과 같은 영역에서 허가사용자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허 

가사용자의 승인기록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검사”는 물리적 하드웨어 또 

는 심지어 운전상황관찰을 포함하는 규제활동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프로그램상의 요구사항”이란 용어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요구사항에 집 

중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이 반드시 규제자 

에 의해서 특징지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관례적인 요구사항”이란 용어는 규 

제자에 의해서 그 내용이 외형적으로 하나하나 언급된 활동을 부르는 요구사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 기기 점검의 시기 및 내용) 

이상의 절차는 각 시스템에 대해서 선량 지침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보 

장의 수준을 제공하도록 집단적으로 필요충분한 안전조사방법등을 정의하는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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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 그러면 규제 관심은 각각의 기능상실의 중요도에 따라 이러한 안전조 

사로 재조정된다. 

제 3 절 시스템별 분석 결과 및 규제요건 

NUREG/CR -6642에서 407H 의 시스템별로 분석된 위해도 및 규제의 선택 

적 조건의 결과중에서 일부를 이절에서 제시한다. 

1. 실험실 사용 방사성 동위원소 

가. 개 요 

시스템 1 :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시스템 2 :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시스템 3: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미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합성된 개봉 방사성 물질은 10 CFR Part 33 안에 정의된 것과 같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통제아래 A. B. C 면허를 취득한 연구소 또는 대학기 

구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합성은 10 CFR Part 30에서 규제한 바와 같이 특수면 

허 소지자로 허가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허가사용자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허가 아래 방사성 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한 

행동이나 과정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위임은 면허에 분명한 조건을 포함하여 요 

구되는 면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부조건부여 (tie-down)" 라고 부른다. 

시스템 1 ，2，3에서는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다량， 소량， 미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로 구분하여 방사능량에 따른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시스템 1에서 

는 C-14 웹 타이 드(peptide) 합성 과 삼중수소(tritium) 합성 등과 같은 다양한 형 태 

의 합성과정들을 다루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합성과정은 요오드화(io버na디on)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화학적인 합성은 실험실 규모의 실험과 화학적인 시험 

에 의해서 생산된다. 이런 작업들은 방사성 핵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제조 회사 

의 작은 실내의 실험대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화학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장 

비뿐만 아니라 방사선 자체에 대한 차폐도 요구된다. 차폐에는 휘발성이 강한 방 

따
 ω 



사성 핵종의 흡입을 막기 위해 여과장치가 부착되어있는 흉후드 또는 글로브 박 

스 등과 방사성 핵종을 모니터렁하기에 적합한 변형된 형태의 검출기도 필요하다. 

시스템 2에서는 소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을 다루었으며 대체적으로 시스템 1에서 

논의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Am과 같은 동위원소는 경우에 따라서 많은 양 

의 강력한 에너지 방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었다. 시스템 3에서는 미량 

의 방사성화합물을 다루었으며 특별한 위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규제의 우선순위 

(1) 시스템 1 :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이 시스템에서 다량의 1-125는 상위보장으로 피폭과정의 방어가 필요한 거 

의 유일한 동위원소이다. 고 선량 준위의 1-125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인의 접 

근 제한을 상위보장으로 하여야하고 저장과 사용하는 동안의 선원의 구속 역시 

상위보장이(예， 상위보장으로 화재방지와 억제) 필요하다. 또한 1-125 피폭과정에 
대해서 취득과 준비하는 동안에 중위보장의 확실한 차폐가 요구된다. 실험실에서 

1-125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상위보장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실험실의 

차폐도 필요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규제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 취득과 준비하는 동안의 일반인의 접근 통제는 상위보장이고 

• 저장과 사용하는 동안에 제한기능(화재방지)도 상위보장이며 

• 취득， 준비， 폐기하는 동안의 제한기능(엎지름 방지)은 중위 보장이고 

• 취득과 준비하는 동안의 차폐는 중위보장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참고할 점은 다량의 1-125의 취득과 준비 지역은 구조적으로 일반 

인들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로 화재 시에 선원 

구속의 실패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방화시설을 갖추고 화재 발생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화재사고 대응 절차서 구비 둥)들을 마련하여 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하와 엎지름이 발생되어 제한기능이 실패하더라 

도 확산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매트 둥과 같은 흡수력이 있는 일회용 종 

이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험대와 작업지역에 적정히 사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며 적절한 보고 처리 및 대응 절차를 구비하여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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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2: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미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어떤 작업자에 대한 피폭사고는 접근제한의 실패가 없더라도 특별한 동위 

원소(Am)의 많은 양의 강력한 에너지 방출 때문에 상위 보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대부분 위해가 발생되는 원인은 화재， 엎지름 또는 흉 후드의 작동불량， 접 

근제한의 실패와 연관된다. 이러한 것은 시스랩 1과 유사하다. 이 시스템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어떤 작업자의 피폭과정은 접근제한이 성공했을지라도 약간의 선 

량을 받는다; 최소한 Am의 경우에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이 상위보장으로 요구되 

기 때문이다. 또한 흉 후드의 기능장애가 후드의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발 

생될 수도 있다. 

결론을 종합해서 규제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 저장과 사용(화재 방지)하는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은 상위보장이다 . 

• 취득， 준비， 폐기하는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은 중위보장이다. 

• 취득 준비， 폐기하는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제한은 중위보장이다. 

Am과 같은 동위원소는 경우에 따라서 많은 양의 강력한 에너지 방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보장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따라 흉 후드와 글로브 박스 등 

과 같은 실험실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갖추고 화재에 대한 방호에 의해 

고 선량의 피폭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1과 유사하게 실험을 위해 취득과 

준비， 폐기를 시행하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로 화재 시에 선원구속의 실패가 초래될 수 있으므 

로 방화시설을 갖추고 화재 발생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화재사고 대 

응 절차서 구비 등)하여 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하와 엎지름이 발생되어 제한기능이 실패하더라도 확산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매트 등과 같은 흡수력이 있는 일회용 종이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험대와 작업지역에 적절히 사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며 적절한 보고 및 처 

리， 대응절차를 구비하여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스템 3: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미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이 시스템에서 상위 보장으로 방지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피폭과정은 

없으며， 단지 중위 보장으로 방지가 요구되는 피폭과정이 존재한다. 이 피폭과정 

들은 저장 동안의 화재와 제한기능(선원 구속)의 실패가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 

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저장하는 지역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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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구조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장하고 있는 방 

사성 동위원소가 화재 시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방 

화시설을 갖추고 화재 발생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화재사고 대응 절 

차서 구비 등)하여 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핵의학용 방사성 동위원소 

가. 개 요 

시스템 5: 의료 (진단 핵의학) 

시스템 6: 의료 (치료 핵의학) 

진단 핵의학은 비밀봉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하여 기관의 손상과 기능을 

측정하는 화상 진찰을 실시하는 의학 분과이다. 일반적으로 화상 진찰에는 비교적 

저 에너지 감마를 방출하는 동위원소가 이용되며 방사성 핵종은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대상 조직이나 뼈에는 충분한 방사선이 투여되면서도 환자와 작업자， 그리고 일반 

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 각 절차마다 필요한 의약품， 동위원소， 방사능 

투여량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방사성 의약품 또는 단위 의약품은 특정 

한 환자와 절차에 맞추어 제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짧 

기 때문에 절차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단위 의약품을 조제한다. 절차를 

수행할 의사나 기술자가 단위 의약품을 인수한 뒤에는 일반적으로 수 시간 이내 

에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다. 

단위 의약품은 주사(피하주사 또는 정맥주사)， 섭취(젤라틴 캡슐)， 흡입(기 

체 또는 에어로졸)을 통해 투여된다. 동위원소가 신체에 흡수된 뒤에는 진찰용 화 

상을 촬영하기 전에 목표 조직에 누적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누적은 즉시 이루어 

지기도 하고 한두 시간 또는 하루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날 화상 진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환자를 일단 퇴원시켰다가 다시 돌아와 화상 진찰을 받도록 한 

다. 대상이 되는 다양한 기관 조직 뼈의 화상을 촬영하는 데는 감마카메라가 이 

용된다. 방사성 핵종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대상 조직에 누적되고， 그런 다음 카 

메라에 검출된다.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환자를 퇴원시킨다.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하는데 사용되는 주사기는 주사기 차폐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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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 빼면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주사기와 비슷하다. 섭취용으로는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아세트아미노펜 캡슐과 크기가 비슷한 젤라틴 캡슐이 사용된다. 흡입 방 

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격막이 부착된 호흡 장치가 달린 납을 두른 약병에 기체 

를 담는다. 바늘로 격막을 뚫은 다음 기체를 산소와 함께 환자가 쓰고 있는 마스 

크로 전달한다. 치료실의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ALARA를 위해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된다. 

반면 핵의학적 치료는 암이나 종양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것들을 치 

료하기 위해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한다. 치료를 목적으로 베타선을 방출하는 동위 

원소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주위의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표적세포에 강한 

방사선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의 특수한 방사선의약품들은 종양이나 

표적 부위를 찾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기도 한다. 표적 부위에 방사선 동위 

원소가 집적되어 그 조직에 치사 방사선량을 가한다. 

주사기는 방사선의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사기 차폐 (syringe shield)를 

사용해야 한다. 경구투여 시 사용되는 캡슐은 항히스타민， 항생제， 아세타미노펜 

젤갑과 같은 유사한 크기의 젤라틴 캡슐이다. 어떤 방사성의약품은 액체의 형태로 

경구투여 되기도 한다. 비록 규제의 요구사항은 아니더라도 환자의 사생활과 

ALARA의 목적을 위해 치료병실의 접근은 제한된다.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대부 

분의 경우에 고 선량의 1-131을 환자에게 투여했기 때문에 치료실의 접근은 병원 

의 관계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소아환자의 치료에서는 예외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 중에 일부는 소아환자의 치료실에 출입할 수도 있지만 머무르는 

시간은 제한되고，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아로부터 방출되는 1-131 이 출입 

하는 가족들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방사성 요오드를 미리 투여할 수 

도 었다. 

나. 규제의 우선순위 

(1) 시스템 5: 의료 (진단 핵의학) 
본 시스템에서 검토하는 선원은 대부분 화상 진단에 사용되는 비밀봉 액 

체에 관한 것이다. 1-131은 두 개의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1-131 이 액체 

일 경우는 고체일 경우보다 휘발성이 더 강하므로 더 큰 영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핵의학과는 불필요한 피폭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 병동이나 단 

위로 존재한다. 개별 단위 선량의 방사능은 작으며， 특정한 비정규 또는 사고 피 

폭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선량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일반인의 접근 통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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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장이 필요하다. 

결론을 종합해서 규제의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 취득 구역과 검사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통제의 중위보장 

진단을 위한 핵의학과 영상 검사는 사용 선량이 비교적 적고(5 mCi -30 

mCD , 반감기가 6시간으로 짧은 Tc-99m 화합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령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일반인과 작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선량을 줄 가능성 

이 매우 낮아서 상위 보장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항목은 없다. 그러나 항상 비 

정규적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법은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필요한 일반인들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구역과 검사실에 대한 일반인들의 출입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를 위해 핵의학과에 방문하는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들과 

같은 일반인들이 불가피하게 검사실에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검사를 담당하 

는 작업자는 방사선 구역임을 일반인들에게 공지하여 최소한의 방호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시스템 6: 의료 (치료 핵의학) 

이 시스템에서는 치료적 선량과 연관된 위해를 평가하며 치료에 주로 사 

용되는 동위원소는 액체와 고체의 1-131 이고， 이것은 내부피폭에 대한 대 선량 전 

환계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물질들에 대한 제한기능(선원구속)을 왜 작 

업자와 일반인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량은 일반인의 

접근제한과 작엽자의 ALARA의 행위로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위보장은 

일반인과 작업자의 선량을 조절하기에 필요한 기능이다. 제한기능(선원구속) 통제 

의 중위보장과 함께 일반인들의 접근통제의 중위보장은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것 

으로 나타난 몇 개의 피폭사건처럼 상위보장을 만들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큰 치료선량을 받은 후 환자의 퇴원과 관계되어 있다. 시 

간과 거리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가족들의 평가된 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의 

두 배 정도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선량은 방사선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로부터 

의 선량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며 환자의 입원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을 종합해서 규제의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 일반인의 접근제한(통제)의 중위보장 

• 제한기능(선원구속) 통제의 중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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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의 ALARA 행위의 중위 보장 

1-131은 휘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높고 반감기 또한 8일로 길 

어 위해도 측면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 통제되어야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이 

다. 1-131 고선량을(lOOmCi - 200mCD 이용한 핵의학적 치료가 1990년대 초반부 

터 시작되어 국내에도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고 점차 사용 의료기 

관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131 치료병실은 보호자를 포함한 일 

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치료실의 접근은 병원의 관계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소아환자의 치료에서는 예외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 중에 일부는 소 

아환자의 치료실에 출입할 수도 있지만 머무르는 시간은 제한되고， 드물지만 경우 

에 따라서는 소아로부터 방출되는 1-131이 출입하는 가족들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방사성 요오드를 미리 투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작업 

자는 ALARA 행위가 필요하며 치료병실의 관리와 모니터링 및 서베이를 철저히 
하고 그 기록을 반드시 보존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직접 치료 병실 안에 들어가서 

치료선량을 투여하는 것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시설(예， CCTV,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교육， 훈련 절차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 

료 후 환자의 퇴원 시기를 결정할 때 투여한 치료선량에 따른 잔여 방사능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 과정을 추후에 수행한다면 치료 선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입원일수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준 선량을 

초과하는 환자 퇴원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환자격리방안， 추가적인 입원，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설명 둥의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적 

절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3.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발생기 

가. 개 요 

시스템 4: 의료용 발생기 (Generator) - 용출과 준비 

시 스 템 15 : 방사성 동위 원 소 조제 실 (Nuc1ear Pharmacy) 

현대의학의 한 분야인 핵의학은 Mo-99/Tc-99m 발생기를 사용하여 99mTc 

을 만들어낸다. 용출된 99mTc을 이용하여 방사성의약품과 표지를 시킨 뒤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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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Tc-99m이 용출되는 과정과 의약품의 준 

비사항， 필요한 양만큼의 분배， 사용 후 처리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영상을 수집하는 데에는 주로 저 에너지 감마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동위원소는 환자에게 주사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대체로 짧은 동위원소 

를 사용한다. 반면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적인 면도 고려되고 있지만 뼈나 조직의 

관심영역들과， 환자， 작업자， 일반인에 대한 최소한의 피폭은 무시할 수 없다. 그 

러므로 비교적 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고 6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99mTc을 주로 사용한다. 

99mTc의 반감기가 6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영상을 만드는 장소 

에서 이뤄진다 99mTc 동위원소는 발생기 (generator)로 불리는 장치에 의해 획득된 

다. 발생기 (generator)는 Mo-99를 모핵종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붕괴되어 딸 

핵종인 99mTc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리식염수를 Mo-997} 

담겨있는 컬럼 안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컬럼 안의 99mTc이 생리식염수에 용해되 

어 밖으로 나오게된다. 이렇게 용출된 99mTc 용액을 pertechnetate라고 부르며 용 

출된 pertechnetate는 Mo-99의 함량(농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수하게 제 

조된 방사성의약품(kit)과 결합하여 진단영상에 사용되어 진다. 각각의 방사성의약 

품(kit)은 반드시 정도관리를 하여야한다. 인체에 투여되면 각각의 원하는 장기에 

흡수되어 집적되므로 99mTc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영상화가 가능하다. 

한 kit로부터 각각을 추출해서 여러 개로 선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분주) 그 각각 

의 선량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번의 위해도 측정의 목적은 자체적인 핫 랩 (hot lab)이나 방사성 동위원 

소 조제실 (nuc1ear phannacy)을 구비한 시설이 5-10%를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와 관계된 사항을 좀더 용이하게 실행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것은 약 

2007~ 의 시설 정도 된다. 또한 나머지 90%는 자체적으로 각자 발생기 (generator) 

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대신에 허가를 받아 핵의학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상업적으 

로 판매하는 회사를 통하여 구매하고 사용한다면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은 스스로 발생기 (generator)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입하여 자 

체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만드는 것 보다 단가를 낮추는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핵의학에 종사하는 핵의학기사들이 용출이나， 의약품의 준비， 

분주에 이르는 번잡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의 병원에서는 방사선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와의 거 

리가 먼 이유로 해서 각자 발생기 (generator)를 구입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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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주로 인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배， 저장， 준비 

하는 방사성의약품 조제실이다. 방사성의약품은 인체에 투여하기에 적합한 생물학 

적 혹은 화학적 혼합물로 구성되고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지 되거나 그 혼합물로 

되어있다. 생산된 방사성통위원소는 진단 치료와 연구와 같은 다양한 의학적 목 

적을 위해 사용된다. 

이 과정의 목적에 의존하여 방사성의약품은 의사에 의해 의뢰(인체 사용목 

적에 따른)되고，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 준비된다. 인체 및 의학적 목적에 사 

용되는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짧은 반감기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인체 내에 장 

기간 방사성동위원소가 잔류하는 것은 개인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전형적으로 실험실과 같이 구성된다. 대부분 조 

제실은 실험대， 필터 달린 흉후드， 글러브박스， 검량계， 공간선량계， 다중파고분석 

기 (PHA)와 연결된 검출기 (NaI[Tl] 또는 Ge[Li]) 냉동고 항옹수조 혹은 열판(hot 

plates_ ; 항온수조 기능을 하나 보다 소량의 검체에 사용) 그리고 우물형 신틸레 

이션 카운터와 같은 공통적인 장비들이 포함된다. 납 차폐는 조제실의 중요한 구 

역이며， 저장실처럼 작업실로도 사용된다.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품목들 살펴보면 저울， 원심분리기， 배양기(무균 시험을 위한) , 고압소 

독기(살균소독을 위한) 개인 방어복이나 개인장비가 포함된다. 

방사성의약품은 ‘키트(kit)’라 불리는 특수한 의약품 혹은 혼합물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첨가함에 의해 조제된다. 임상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조제실은 매일 대 

량의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대개 아침 일찍 준비한다. 준비된 대량 

의 방사성의약품으로부터 샘플은 FDA(Food and Drug Adrninistration)에서 요구 

하는 것처럼 불순물과 발열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들 대량의 양에서 단위선량으로 환자들을 위해 분주되어지고 환자에게 투여하 

기 전에 투여량을 정량해야 한다. 모든 투여량은 환자에게 운반하여 투여하기 전 

에 조제한다. 각 투여선량은 적절한 방사능을 준비하기 위해 측정해야 하고 방사 

성의약품 투여한 시간과 날짜를 기록한다. 이것은 붕괴 계산을 위한 것이다. 

나. 규제의 우선순위 

(1) 시 스템 4: 의 료용 발생 기 (Generator) - 용출과 준비 

대부분의 방사능은 발생기 (generator)의 속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위보장 

을 통하여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선원의 분실과 도난의 방지에 힘써야한다. 만약 

의 분실이나 도난을 통해 발생기 (generator)가 일반인에게 유입되게 되면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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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로 일반 대중들은 규제하고 있는 최대한도선량 이상의 피폭을 받을 수도 

있다. 너무 빠른 발생기 (generator)의 분해로 인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발생기 (generator)의 분해는 발생기 (generator) 안에 약간의 방사능이 남아 

있게 됨으로 반드시 사용 후에 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접근 통제와 작업자에 대해 

ALARA 실행은 차폐의 실패와 방출 때문에 중위보장이 요구된다. 

결론을 종합해서 규제의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 선원 책임의 상위보장 

• 일반인의 접근통제의 중위보장 

• 작업자 ALARA 행위의 중위보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기관이 여러 가지 작업의 편의상 저장실 출입문 잠 

금장치를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향이 있으나 발생기 (generator)의 분실， 선원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실의 잠금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몇 건의 

이와 관련된 선원의 도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규제기관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발생기 (generator)를 통해 99mTc을 용출하고 준비하는 동안 작업자 

는 ALARA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발생기 (generator)는 대 

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용 시간 인력 등의 문제로 제조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폐기실 등에서 자체적으로 자연 붕괴시켜 자연방사능 이하로 되 

었을 때 자체 폐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보관비용과 장소의 문 

제들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시스템 15 :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Nuc1ear pharmacy) 

방사성의약품을 준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과정을 포함되기 때문에， 선원 

구속은 중요한 안전기능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선원구속과 작업자의 ALALA 절차에 따라， 발생기 조작은 상위보장이 요구된다. 

발생기의 조기방출， 분실， 도난으로 인해 발생기가 일반구역에 놓여진다면 그 결 

과로 인해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 

인들의 출입통제는 중위보장이 필요하다. 

결론을 종합해서 규제의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 선량의 분배 그리고 준비， 수령하는 동안에 선원구속에 대한 중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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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원관리의 상위보장 

작업자의 ALALA 숙련의 중위보장 
일반인의 출입관리의 상위보장 

국내 의료기관의 핵의학과에는 자체적인 핫랩 (hot lab)이나 방사성동위원 
λ、
J- 조제실 (nuclear pharmacy)을 구비하여 자체적으로 각자 발생기 (generator)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 일부의 의료기관은 허가를 받아 핵의학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통하여 구매하고 사용기도 한다. 

미국의 많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은 자체적으로 발생기 (generator) 

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약품의 정도관리， 발생기 (generator) 폐기 처 

리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핵의학에 종사하는 핵의학기사들이 용출이나， 의 

약품의 준비， 분주에 이르는 번잡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취약한 국내 의료수가를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는 실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소규모의 의료기관에서는 발생기 (generator)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허가 받은 상업적인 판매자로부터 필요시마다 방사성의약품을 

공급받는 것이 경제적 행정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준비된 대량의 방사성의 

약품으로부터 샘플은 KFDA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불순물과 발열성 물질이 포함 

되어 있는지 정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조제실의 출입문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사용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선원의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의 출입 

을 통제하여야 한다. 

4. 동물에 적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가. 개 요 

시스템 16 : 수의학의 진단 및 치료적 

시스템 25 : 동물실험 

이용 

수의학은 동물들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비밀봉과 밀봉 방사성동위원 

소를 사용하며 절름발이(불구) 말의 진단적 뼈 영상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고양이 

에게 치료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근접치료， 원격치료를 위한 외부조사， 그리고 

혈소판의 적용과 같은 다른 절차들은 주로 개들과 같은 동물들의 암 치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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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된다. 그러나 후자의 절차는 진단적 영상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개의 암 치료에 사용하는 근접 치료는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시설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교적 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영상화하 

는데 사용된다. 왜냐하면 동위원소가 동물에게 주사된다면 짧은 반감기를 가진 동 

위원소의 사용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두 특성은 관심조직과 뼈， 동물， 작 

업자 그리고 일반인에게 최소한의 방사선을 허용하지만 만족한다. 결과적으로 치 

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가장 바 

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위 조직에 손상 없이 목표 세포들에게 강력한 방사 

선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또는 다른 동물들의 진단적 뼈 영상은 인간과 매우 유사하다. Tc-99m 

을 사용한 화합물 투여는 진정된(수면된) 말에게 준다. 영상화는 감마카메라에서 

실행된다. 관심의 조직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은 카메라에 의해서 검출된다. 말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량은 인간에게 필요한 선량보다 약 10배 더 많다. 말 

의 뼈를 영상화했을 때 Tc-99m 화합물은 뼈에 섭취된다. 왜냐하면 말은 매우 큰 

뼈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를 거의 보호하는데 제공되어진 비교적 앓은 

층의 피부와 조직에 의해서 덮여있다. 이 사실로 인하여 말은 방사선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준위) 이내가 될 때까지 격리되어져야 한다. 

많은 고양이들이 인간과 유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다. 인간과 마 

찬가지로 고양이에게 Nal-131을 투여한다. 고양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 

량은 3-5 mCi가 처방된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내의 방 

사선 정도를 방출할 때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7-14일 이내이다. 

어떤 경우 외부조사 방사선과 근접치료는 고양이와 개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종양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지곤 한다. 그것들의 실행은 아직 널리 사용되 

기보다는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정(수 

면)시키는 것만을 제외하면 인간에게서의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치료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침구 배설물 그리고 다른 쓰레기들은 수집되어 

지고， 1-131 , Tc-99m은 짧은 반감기이므로 저장실에서 감쇠를 시킨다. 만약 두 

가지 동위원소를 통일한 시설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두 개는 Tc-99m과 관련된 

폐기물의 보다 더 빠른 방출을 허용하기 위해서 분리되어져야 한다. 고양이를 치 

료하는 핵의학기사는 주기적으로 기초적인 갑상선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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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비밀봉 및 밀봉선원을 내 

부적， 외부적으로 동물에게 노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물연구는 새로운 방사성의 

약품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물의 기관에서 생리적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방사성 

추적자로 사용， 새로운 의학적 절차를 실험하기 위하여，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살충제와 다른 화학합성제의 흡수와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추적 등을 위해 이루어지고 식품첨가제에서 첨가제의 효능을 연구하기 위한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 시에도 동물실험이 행하여진다. 동물은 또한 전리방사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외부방사선을 받게된다. 게 

다가， 방사성 물질은 동물과 동물의 서식지 환경과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 이용 

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게 될지도 모르는 연구는 반드 

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로부터 확실한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이나 방사성물질의 비밀 

봉 선원들은 보통 주사(피하주사 또는 정맥주사)에 의해 투여된다. 실험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동물은 작은 설치류(쥐， 토끼)이다. 

나. 규제의 우선순위 

(1) 시스템 16 : 수의학의 진단 및 치료적 이용 

고양이의 갑상선 기능 핫친증의 치료적 처치 

일반인에게 있어서 1-131을 이용하여 다양한 직무를 취급했을 때 제한기능 

(선원구속)이나 접근 통제를 필요로 하는 중위 보장이 필요하다. 1-131은 외부 피 

폭보다 내부 피폭의 결과가 더 크다. 게다가 측정 선량은 다른 방에 배치 받은 작 

업자에게조차도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제한기능(선원구속)의 통제는 보장의 중 

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엎지르는 것은 적절한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들은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다. 

작업자들에 있어서 제한기능(선원구속)이나 접근(작업자 ALARA)통제의 

필요가 있음을 중위 보장이 필요하다. 피폭과정의 문제에서 선량은 주로 섭취가 

원인이 된다. 섭취 선량은 미흡한 방사성 방호 행위의 결과로서 인한 것이다. 작 

업자의 행위는 훈련과 절차을 통하여 좀더 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통 

제(또는 작업자의 모범 방사선 방호 행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택되어진다. 

저 션량들은 시간 거리 차폐의 원칙을 사용하는 빠른 대응에 의해서 성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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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친단적 엿상화 

Tc-99m은 동물들의 영상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이다. 비록 Tc-99m에 의해서 방출된 감마선에너지는 I-131보다 낮지만 말에게 

투여되는 Tc-99m의 양은 고양이에게 투여하는 I-131 의 양보다 훨씬 더 많으므로 

Tc.，-99m을 포함하는 직무와 관련된 선량들은 외적 구성에 의하여 거의 다 이끌어 

진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선량은 접근 통제를 교육함으로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반면에 작업자에게 있어서는 차폐의 효과적인 사용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 

결론을 종합해서 규제의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 취득과 투여 동안에(1-131)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중위 보장 

• Tc-99m의 취득과 투여동안과， I-131의 저장과 폐기 동안의 장소는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중위 보장 

• I-131의 사용 후와 엎지름 후의 청소 시에 작업자가 모범 방사선 방호 행위 

사용의 중위 보장 

• 취득과 투여 동안에 (Tc-99m) 효율적인 차폐 사용의 중위 보장 

미국의 경우 많은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 

에 방사성동위원소가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 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그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방사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취득과 

투여， 폐기， 차폐， 사고 시 절차 등에 관한 모범행위를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에게 사용되는 Tc-99m과 I-131 등 

의 반감기와 에너지가 다른 동위원소의 폐기 처리에 있어 사용 후 적절히 분리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폐기처리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안전한 폐기처리 절 

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스템 25 : 동물실험 

이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C-14, H-3, Fe-59, I-125 

와 P-32이다. 비록 많은 다른 동위원소들이 실험실에서 사용될지라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선별분석에 바탕이 되는 이런 몇 안 되는 동위원소가 보다 많은 

영향과 위해를 낳는다. 제한기능(선원기능)의 실패 또는 접근 통제， 어떤 피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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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가적으로 선택된 차폐기능에 대해서는 중위보장이 필요하다. 관련 있는 피 

폭과정은 냉동고의 오작동 또는 화재에 의한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와 엎지름 

이다. 관련되는 유일한 동위원소는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3가의 물을 형성하는) 

는 피부를 통해 신속히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되면 내부적으로 더 큰 장해 

를 입게 된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접근을 방해하거나 접근을 통제 

(일반인에 대해)하는 것과 종사자의 ALARA사이에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섭취의 통제는 대부분이 혼자서 객관적인 성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자는 

실험실이 설치된 곳에서 더 좋을 수 있다. 엎지름을 줄이기 위한 모범행위 이상의 

규제요구는 어떠한 안전 이익에도 어울리지 않게 작업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방식에서 접근통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취 

득지역은 어떤 이유에서든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 

는 방은 피폭과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 접근이 제한된다. 

결론을 종합해서 규제의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 작업자가 모범 ALARA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위보장 

• 실험 구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중위보장 

국내의 많은 연구소와 의료기관의 부설 연구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 

용한 동물연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용 기관과 사용량 

또한 증가되고 었다. 그러나 방사선안전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방사선에 관한 전 

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연구 또는 실험은 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으며 만약의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일반적인 

실험(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은)에서 동물의 사체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하여 식용으 

로 유통시킨 국내의 몇 건의 사고도 보고 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방사선을 투여 

혹은 치료한 후의 동물 폐기에서 식용으로 유통시킨 사고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 

러나 작업자에게 방사선에 관한 의식을 주기적으로 고취시키고 또한 실험구역 안 

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제도화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5. 의료용 진단장비 

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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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39 : 의학적 진단 장비 

의학적 진단의 범주에는 골밀도 분석과 골밀도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밀 

봉선원의 사용까지 포함된다. 골밀도 검사는 약해진 뼈의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골밀도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과 골다공증의 위험군에서 매우 중요하다. 

뼈의 조직을 평가할 때 비침습적인 방사선학적인 기술들이 사용된다. 저 에너지의 

광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골밀도나 뼈의 영상을 얻는데 사용한다. 뼈를 통해서 

검출되는 감마선은 NaHTD 검출기나 형광체에 의해서 영상화된다. 골밀도 측정에 

서 뼈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감마선은 중간 정도의 감쇠가 발생하는 물과 비교될 

수 있다. 뼈조직이 퇴화되었는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다. 

광자를 사용하는 골밀도 측정기의 두 가지 형태는: 단일광자흡수계측기 

(SPA)와 양광자흡수계측기 (DPA)가 있다. 단일광자흡수계측기는 1-125와 같은 단 

일광자 선원을 사용한다. 감마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고 손， 발， 뒷꿈치， 상지 등의 

골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Lixiscope(X선 화상경)과 같은 이동형 장비는 

Lixi, inc.에서 제조한다. 이동형 장비와 크기 및 기능이 유사한 손에 컬만한 크기 

의 장비인 Lixiscope(X선 화상경)은 소아의 폼 전체와 사지의 뼈를 직접 관찰 할 

수 있다.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Lixiscope(X선 화상경) 장비에서 사용되는 동 

위 원소는 1-125이 다. 

골밀도 측정의 과정은 X-선 촬영과 매우 유사하며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 

한 장비로는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다. 고정형 장비는 검사실 또는 실험실에 위치 

하고 이동형 장비는 실험실과 치료실에 보관하여 이동할 수 있다. 의사는 형광체 

와 선원의 사이에 사지를 위치하여 선원이 뼈를 지나서 형광체에 도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나. 규제의 우선순위 

(1) 시스템 16 : 의학적 진단 장비 

다른 시스템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일반인들에 대한 

높은 피폭과정은 화재방지 기능， 접근제한 기능， 충격에 의해 셔터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일등을 통해 방지할 수가 었다. 그러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화재방어 

와 융통성 있는 접근제한의 중위보장을 할당하는 것에 의해 이런 피폭과정을 방 

지한다. 위의 기능 중에서 하나의 기능의 상위보장 보다 두 개의 기능의 중위보장 

이 더 낮은 규제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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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선량은 다양한 피폭과정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 

에서 모두 동일하고， 선원을 분실하는 사고는 이동형 장비가 더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고정형 장비와 연관된 동일한 피폭사고 보다 이동형 장비와 연관된 선원 

분실 피폭사고는 더 높은 보장이다. 

결론을 종합해서 규제의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 저장， 유지관리， 영상화 동안에 충격에 의해 셔터가 열리는 것에 대한 방지의 

상위보장 

• 보관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제한의 중위보장 

• 보관과 영상화 동안에 작업자의 접근제한의 중위보장 

• 보관 동안에 화재방지 (S2)의 중위보장 

• 유지관리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상위보장 

• 영상화 동안에 일반인 접근제한의 상위보장 

• 영상화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중위보장 

• 분실선원 피폭과정 (Al. A2. A3) 방지의 상위보장 

예전의 골밀도 장비는 1 -125, Am-241, Gd-153 등의 비밀봉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양광자흡수계측기 (DPA) Type 이었지만 최근에는 X선을 사용하는 골밀 

도 장비 (DXA)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DXA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제한기능 

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선원을 분실할 가능성도 매우 적으며 방사선학 

적 위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없다. 단 영상화하는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고장에 의한 셔터의 열림 등과 같은 기계적인 

오작동에 관한 감시와 보장이 필요하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골밀도 

측정기는 고정형을 사용하고 일부의 기관에서 이동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6. 의료용 치료장비 

가. 개 요 

시스템 10 : 근접치료장치-고선량율 원격 후장진 장치 

시스템 13 : 원격방사선치료-감마정위방사선 수술 

시스템 21 : 자가차폐조사기 

되
 



방사선학적으로 고선량율 원격근접치료 장치의 장해는 HDR-RAB 선원이 

단일 혹은 여러 개의 작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Ir-192 의 금속적인 형식을 

포함한다. 새로운 선원은 방사능이 통상적으로 10 Ci이다. 선원이 감쇠되어 대략 

4 Ci 정도가 되면 교체해야만 한다. 

정위방사선 수술의 경우에는 코발트 선원에서 나오는 감마선은 방사선 장 

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코발트 선원에서 1. 17과 1.33 MeV의 두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이 방출되며， 반감기는 5.271년이다. 2017H 선원의 총 방사능은 약 6,600 Ci 

이다. 각 선원은 36 Ci 이하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자가차폐 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선원의 재료는 ANSI N43.6의 조건에 

맞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중으로 싸여있다. Co-60선원은 금속막대의 모양으로 

되어있고 Cs-137선원은 cesium chloride의 형태로 되어있다. 두 선원은 주로 외부 

감마선의 장해를 가지고 있다. Co-60 선원의 물질은 캡슐이 부서져도 쉽게 분산 

되지 -않는다. 그러나 Cs-137은 캡슐이 부서질 경우 쉽게 분산되고 cesmm 

chloride는 물에 잘 녹는다. 허가된 Co-60 선원의 세기는_ 5 Ci부터 33,000 Ci인데， 

LTS에 의하면 9000 Ci가 일반적인 값이다. 허가된 Cs-137 선원의 최대세기는 

22,500 Ci인데， 2000 Ci가 일반적인 값으로 추정한다. 조사기는 조사기내에 선원과 

함께 운송된다. 선원의 긴 반감기로 인하여 선원의 교체는 드물고 초기설치 및 검 

사 시와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수행한다. 

미국 NRC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위해도 평가방법론(6642)의 각 선원항에 대 

한 직무， 방호벽， 피폭인 분류를 근접치료장치-고선량율 원격 후장진 장치， 체외조 

사장치-감마 정위방사선 수술， 자가차폐 조사기에 요약하였고 이 분류와 상응하 

게 의료용 가속기의 직무를 추가하였다. 

나. 직무 분석 

(1) 근접치료장치-고선량율 원격 후장진 장치 

근접치료장치-고선량율 원격 후장진 장치 (HDR-RAB)는 다음과 같은 업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원인수 (Task 10-1) 

• 선원보관 (Task 10-2) 

• HDR-RAB 기 기 에 선 원 장착 (Task 10-3) 

• 장비 의 사용대 기 (Task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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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 삽입 (Task 10-5) 

• 처 치 (Task 10-6) 

• 환자로부터 제거 (Task 10-7) 

• 선 원 폐 기 (Task 10-8) 

• 장비 의 폐 기 (Task 10-9) 

(가) 선원인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동 운반 중에 공급되는 선원은 외부방사선 준위가 1m 

거리에서 2 mrem/hr 이하가 되도록 운반용기 안에 넣어져 전달받는다. 열거된 장 

벽은 모든 직무들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section 3.10.3에 기술된 것을 참조하라. 

지난 8년 동안의 HDR 선원의 5번의 사건과 관련은 NMED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4번의 경우 운반 용기의 손상이고 다른 손상은 운반 

용기 안에 부적절하게 보관되었다. 

(나) 선원보관 

새로운 선원은(10 Ci) 운반용기에 담겨져 치료기기에 설치되기 전에 안전 

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저장시설은 선원이 사용되는 부서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저장된 선원은 허가받은 수만큼 행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장 기간은 수 

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선원 공급은 적절한 차폐와 오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 

다.[lOCFR 20.1501] 저장된 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0 

CFR 20.180] NMED 보고서 중에서 저장중인 선원의 분실과 재발견에 대하여 한 

건이 보고됨. 

(다) HDR-RAB 기기에 선원장착 

NMED 데이터베이스에서 8년 동안의 사고보고 중 2건이 HDR-RAB 장치 

에 선원을 장치하는 도중이 발생하였다. 한 사고는 운반용기의 연결관을 부적절하 

게 연결함으로서 일어났고 다른 사고는 치료기기 안으로 선원을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제거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했다. (선원의 외형 파손임) 

(라) 환장에 삽입 

근접치료실을 나와서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다.8년 

간의 NMED 데이터에서 LDR 혹은 HDR 후장진의 환자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 

가 보고 되고 있다. 

(마) 처치 

8년 동안의 NMED 데이터 중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15건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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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함 

(바) 환자로부터 제거 

8년 동안의 NMED 데이터 중에서 관련된 보고서는 없음. 

(사) 선원폐기 

선원의 수령과 설치， 선원을 제거할 때에는 특별히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 

람을 제외하고는 조정시스템에서 조정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 

황 하에서 피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뿐이다. 8년 동안의 

NMED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가운데 선원의 분배과정에서 3건의 사례가 있다. 

(아) 장비 폐기 

NMED 데이터베이스에서 오염된 HDR-근접치료기기의 정비/철거에 관한 

보고서는 없다. 

(2) 체외조사장치-감마 정위방사선 수술 

정위방사선 수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 선원 취득/선원 설치(직무 2-1) 

• 품질관리와 환자 준비(직무 2-2) 

• 치료(직무 2-3) 

• 유지보수/누설 검사(직무 2-4) 
• 선원 교환(직무 2-5) 

• 시스템 비 사용 중/대기(직무 2-6) 
• 폐기/선원 반납(직무 2-7) 

정식 허가된 사용자는 10 CFR 35.960 규정에 준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한다. 각 허가사용자는 문서화된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을 수행할 방사선안전관리자 

(RSO)를 임명한다. 각 의료기관은 동위원소의 이용을 감독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 

관리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치료실은 그 내부를 관찰하고 감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 종사자가 치료기의 

시동 시， 또는 기능 장애 발생 시 참고할 안전 지침 내용을 제어 장치 주변에 붙 

여 놓아야 하며， 치료실 입구에는 전기 연동장치와 경고등을 갖추어야 한다. 치료 

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작업종사자의 허용 선량올 넘지 않을 충분한 차폐가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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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원 취득/선원 설치 

선원은 차폐된 원격 취급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장착된다. 각각의 선원은 장 

착되기 전에 누설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장착되는 동안에 선원의 누설은 있을 수 

없다. 감마나이프는 2017~ 의 코발트 밀봉 선원을 포함한다. 각 선원은 약 36 Ci의 

방사능을 갖는다. 코발트 선원은 직경 1 mm 길이 1 mm의 펠렛 모양의 틀 안에 있 

다. 선원의 명목상 치수는 길이가 1.07 inch이며， 직경은 0.31 inch 이다. 선원의 

설치 시， 주요한 피폭자는 제조업체로부터 파견되어 선원을 설치하는 면허자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있는 정위방사선 수술팀의 일원들이다. 이러한 과정이 ‘핫 

셀’에서 진행된 이후로， ‘핫셀’은 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선원 장착 시에는 

‘핫셀’ 내부에 아무도 없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몇몇 기관에서는 치료실이 ‘핫 

셀’로서 인정되며， 치료실 벽 밖의 선량율이 시간당 2 rnrem 보다 낮아야 하는 것 

으로 되어있다. 

설치시 우려되는 주요한 사고는 누설선원의 취급이다. 이것은 선원이 운송 

되는 동안에 손상되었거나， 기기 설치 전 누설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잠재적 사고는 선원의 낙하이다. 하지만， 선원이 낙하함으로써 손상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원은 ANSI Standard N542에 기술되어 있는 검사를 받 

고 있다. 

(나) 품질관리와 환자준비 

실제 치료 과정에 앞서， 환자는 수술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에 환자의 

두개골 외부에 정위적 머리고정 틀을 부착하여， 화상을 얻고， 치료계획을 세운다. 

이 모든 일들은 치료실외의 감마나이프실 내에서 행해진다. 주기적인 점검이 매년 

마다 한번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기기， 안전성 특정， 방사선 검출기 등 

의 모든 기능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요한 방사선 피폭자는 치료실에서 품 

질관리검사를 수행하는 팀원들이다. 이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조정장치의 문 경고 

등에 대한 검사를 제외하고는 차폐 문은 닫혀져 있어야 한다. 제조업체에 의하면， 

차폐 문이 닫혔을 때 선량율은 대략 8 mrem/hour 이다. 품질관리검사 시나 치료 

실에서 환자를 준비하는 동안 차폐 문이 열리는 것은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사고 

이다. 이러한 일은 연동장치 계통의 고장이나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 할 수 있 

다-
(다) 치료 

중요 피폭자는 정위방사선 수술팀원 들이며， 주요한 사고는 치료 동안에 

감마나이프 치료기의 고장과， 특히 치료 후에 빠져야 하는 환자 테이블의 고장이 

다. 이것은 연동장치 고장， 유압 또는 전기역학 시스템 고장， 정전 등에 의해서 일 

어날 수 있다. 장치들의 대다수는 비상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 번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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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장치들은 응급 상황 대처요령을 가지고 있으 

며 이를 수행하는데 약 2-5분 정도 소요된다. 

(라) 유지보수/누설검사 

유지보수는 제조업체의 제안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10 
CFR35.647에서는 그 장치가 선원을 교체하거나 처음 설치된 후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완전하게 검사되고 서비스되는 것을 요구한다. 유지보수 및 검사 행위 

는 NRC 또는 주정부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 

며， 승인된 주기 또는 6개월 주기로 수행해야 한다. 누설시험은 선원/장치에 첨가 

된 표지 혹은 램플릿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감마나이프의 수명동안 요구되는 

모든 수리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 의해서 수행된다. 유지보수에서와 같이， 허가 

받은 사람만이 장치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주요 피폭자는 유지보수 및 수리를 하는 면허자이다. 그 방사선 피폭 시간 

은 요구된 서비스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차폐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모든 수리， 유지보수 그리고 누설검사는 치료실 또는 ‘핫셀’ 에서 행해진다. 주요 

사고는 수리 혹은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에 장치의 기능장애에 의한 부적절한 방 

사선의 피폭이다. 특별하게 허가된 사람들에게 그 장치를 유지보수 및 수리를 하 

는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허가사용자들은 방사선이 조사되는 경우에 이러 

한 기기， 기능장애， 수행하는 절차에 매우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마) 선원 교환 

선원은 일반적으로 5-8 년마다 교환되고 적어도 7-10 년 내에는 확실히 
교환되어야 한다. 밀봉 선원과 장비 등록 증명 정보에 의하면 장비의 수명이 10 

-15 년 정도이므로 그 수명 동안에 적어도 한번은 선원이 교환된다. 선원은 원 
격 취급도구와 차폐를 사용해서 다루어진다. 선원은 설치 전 6 개월 내에 제조업 
체에 의해 검사 받았다는 등록 증명서를 허가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처음 

사용 전에 누설검사를 받아야한다. 선원이 교환된 후에 그 장비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선원 교환 시， 주요한 피폭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위임받고 선원의 설치 및 

제거를 담당하는 허가사용자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있는 방사선수술팀원들 

이다.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제한구역인 ‘핫셀’에서 행해짐으로 장착할 때에는 ‘핫 

셀’내에 일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원 교환 시 주의해야 할 주요한 사고는 

누설선원의 취급이다. 이것은 선원이 장비에 설치되기 전 누설검사가 없었던지， 

운송 중 손상을 입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용기는 설치를 위해서 선 

원을 제거하기 전에 당연히 검사 받게 되어있다. 게다가 새 선원과 교환 될 모두 

선원은 제거/설치 전에 누설검사를 받는다. 또 다른 가능한 사고는 선원의 낙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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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 시스템 비사용중/대기 

감마나이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 벽의 바깥쪽 표면에서의 선량율은 

[10 CFR 20.1 302]에 따르기 위해 2 mrerrνhour 혹은 그보다 적어야 한다. 주의해 

야 할 가능성 있는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기기가 손상되는 것이다. 그 

러나， 장치 등록 증명서에서 제조업체는 그 장비의 무게가 16-18 톤 사이이며， 
주철과 주강으로 어떠한 충격에 의한 사고 건축 구조의 붕괴 또는 화재 시에도 

코발트 선원의 손상 혹은 피폭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주철， 주강， 코발트 

선원의 녹는점은 각각 대략 2100 oF. 2760 oF. 2700 OF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폐기/선원 반납 

감마나이프의 유효 수명이 끝나면， 그 장치는 해체된다. 규정에서는 허가 

사용자만이 선원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원의 제거는 원격 취급과 차폐를 

사용해서 수행된다. 일단 제거된 선원은 적합한 폐기용기에 놓인다. 제조업체는 

선원이 최종 처리 될 때까지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경우에 선원은 가능한 다른 

사용처가 있다면 재이용 될 것이다. 선원이 제거되는 동안에 주요한 피폭자는 제 

조업체로부터 위임받아 선원의 설치와 제거를 담당하는 허가사용자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있는 방사선수술팀원들이다. 선원 제거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고 

는 누설선원의 취급이다. 이러한 일은 선원의 수명과 깨짐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 

다. 그러나 위의 일이 수행되기 전에 당연히 검사가 있게 되며， 더불어 누설검사 

가 수행된다. 그리고 누설선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허가사용자는 적합한 예 

방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사고는 선원의 낙하이다. 특별한 

사고의 한 경우는 공공장소에 선원이 방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만약 장치를 무단 

폐기하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그리고 선원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후에 그 

장치로부터 제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3) 자가차폐된 조사기의 직무 분석 

자가차폐된 조사기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포함한다. 

• 인수 (Task 3-1) 
• 설 치 (Task 3-2) 
• 보관 (Task 3-3) 

• 유 지 보수 (Task 3-4) 
• 선원 교체 (Task 3-5) 

• 사용 (Task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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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기 (Task 3-7) 

자가차폐 조사기의 사용시 피폭자는 샘플의 장/하착을 수행하거나， 인수， 

설치， 유지보수와 선원교체의 직무를 수행하는 허가받은 사용자이다. 설치 및 선 

원교체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전문가가 수행한다. 일반 피폭자는 조사기 

가 설치된 지역과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다른 종사자나 방문객이다. 

조사기의 디자인은 예상되는 점유인자를 고려한 10 CFR 20.1201과 10 

CFR 20.1301 의 조사선량의 조건에 따르는 충분히 낮은 외부방사선 준위를 유지하 

도록 차폐 (주로 납)의 제공을 요구한다. 요구되는 선량은 조사기의 표면에서 1 

m 떨어진 곳에서 시간당 2 mrem 이하이어야 한다. 일부 디자인의 경우， 방사선 

량의 준위가 조사위치에 있을 때나 (위의 일반적인 값까지) 또는 조사구가 장착에 

서 조사위치로 이동할 때 증가한다. 조사기가 사용 중이 아닐 경우， 시간당 외부 

조사선량은 0.2 mrem이 일반적인 평균값이다. 

일부 디자인의 경우 위의 규제한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기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만 자가차폐 조사기는 반드시 제한구역에 설치할 필요는 없 

다. 제한구역이 아닌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를 감시 관리하기 위하여 허가사용자 

가 요구된다 [10 CFR 20.1802]. 방사능표시 선원 제조사 및 허가사용자에 대한 

표지가 각 장비에 부착되어야한다 [10 CFR 20.1904, 장비의 등록]. 방사능 경보기 

의 부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일부 제조사는 권장하고 있다. 

조사기의 허가받은 사용자는 적절한 방사선안전과 조사기의 운영지침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하부요건/모범행위 tie-down/good practice] , 일년에 

100 mrem 이상 조사선량의 피폭이 예측된다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10 

CFR 19.12]. 일상적으로 장비가 설치된 지역의 출입이 허가된 사람은 적절한 훈 

련을 받아야 한다. 허가사용자는 시설과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훈련되고 자격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 (RSO)의 확보가 요구된다[10 CFR 33.13 & 14 허가조건J. 

운영과 비상사태에 대한 지침서는 모범행위이고， 허가 또는 하부요건에 의해 요구 

될 수도 있다. 개인 피폭용 선량계는 조사기 사용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는 않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 인가된 허가사용자 중 많은 사람이 방사성 동위원소 

의 사용면허를 가지고 있고 개인 피폭용 선량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 인수 

자가차폐 조사기는 제조사에 의해 운송되는데 DOT의 조건에 일치해야만 

한다. 조사기는 선원이 설치된 채로 운송되는데 선원은 고정 되 있다. 인수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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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이 발견될 시) 화물을 검사하고 서베이 (survey)를 하고 [10 CFR 20.1906]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는 것이다. 방사선안전관리자나 다른 

자격 있는 종사자가 인수검사를 수행한다. 

인수작업 중 가능한 피폭자는 검수 및 서베이를 하는 방사선종사자나 근 

처의 일반인 (비 방사선종사자)이다.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의 규제 외에는 일반 

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인수작업의 빈도는 보관과 사용업무의 

빈도에 비해 매우 작고 인수작업시 생소한 장해는 없다. 이 직무에 대한 위해도 

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다. 

(나) 설치 

조사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수행한다. 이 직무는 검수， 방사능 서베이， 사용 

장소로 장비의 이동， 포장의 해체， 조립， 설비와의 연결， 작동검사， 외부선량의 검 

증 등을 포함한다[10 CFR 20.1501]. 조사기의 사용과 유지보수에 대한 훈련은 이 

때 수행되어야 한다. 설치 중 피폭자는 제조사의 전문가와 지원하는 허가사용자 

이다. 설치과정 중 방사능은 다소 모호하지만 선원을 직접 다루지 않고 선원은 경 

험이 있는 제조사의 전문가에 의해 설치완료 된다. 설치 업무의 적은 빈도， 개별 

적 경험， 사고의 제한된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 직무와 관련된 위해도는 더 이상 

평가되지 않는다. 

(다) 보관 

이 직무는 조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장비와 관련된 어떠한 

방사선조사도 일어나지 않고 이 지역의 보안이나 정기적인 청소와 같은 부수적인 

행위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피폭자는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나 종사 

자이다. 모범행위 또는 하부요건은 사용시설이 조사기의 하중에 대한 고려와 적절 

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보관 중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고는 화 

재나 지진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일 뿐이다. 위의 사건에도 장비는 견디어 내도록 

고안되어야 하고 차폐나 고정장치의 실패는 예측되지 않는다. 만일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 유지보수 

정기적인 유지보수의 업무는 청소， 윤활， 시각적 검사， 작동확인 등이 제조 

사의 권장안에 따라 허가사용자에 의해 수행된다. 시각적 검사는 매일 수행해야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나 승인 받은 사람이 매 6개월마다 안전운행에 대해 점검 

을 하여야 한다. 면허와 하부요건은 매 6 개월마다 누출검사와 정기적으로 선원의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면허와 하부요건은 사용자가 선원의 접근， 취득과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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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거를 포함하는 기기의 수리나 변경을 금지한다. 안전과 선원의 운영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조사 고유의 유지보수가 또한 수행된다. 공시 96-035는 적절한 유지 

보수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허가사용자가 제조사 권장안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 

하여 조사기의 사용조건과 최악의 조건에서 상위 수준의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평 

가하기를 권고한다. 

유지보수 중 사고 시 피폭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한 사람과 작업 시 근방에 

있던 일반인들이다. 유지보수 중 방사선량은 장비에 가까운 곳에서 사고로부터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외부방사선에 기인한다. 발생할 수 있는 사 

고는 연동장치를 우회시키거나， 차폐문이나 산란방지 용 차폐를 열거나 해제시킨 

채 선원이나 조사구를 이동시키는 부적절한 유지보수 행위에 기인한다. 조사기는 

선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조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되 있지만 선원 또는 조 

사구의 이동 시 누출이나 access port를 통한 유출로 인하여 정상보다 높은 준위 
의 방사선이 조사될 수 있다. 위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NMED에 보고하여야 

한다. 극단적인 상황은 부적절한 유지보수 중 선원에 대한 손상을 포함한다. 

(마) 선원교체 

면허조건은 선원교체작업이 특수한 면허를 가진 제조사나 계약자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선원의 교체는 선원의 세기， 설치방법에 따라 사용자， 계 

약자의 시설， 또는 hot cell에서 수행할 수 있다. 선원은 차폐된 운반용기에 내장 

되어 사용시설로 운반되는데 차폐의 결함 없이 원격조종으로 기존의 선원을 제거 

하고 새 선원을 삽입할 수 있는 선원교체기로도 사용한다. 

선원교체 작업은 일어날 수 있는 곤란에 대한 우발사고를 포함하는 지침 

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개인 피폭용 선량계의 사용과 누출검사의 수행이 요 

구된다. 작업 중 일반인의 접근은 제한된다. 위의 모든 요건은 모범행위와 혹은 

선원교체 면허소지자의 면허 또는 하부요건에 의해 요구된다. 제조사의 자료에 의 

하면 자가차폐 조사기의 선원의 교체 시 피폭은 장비 당 0.25 rnrem 이하로 매우 
작다. 

Co-60를 사용하는 자가차폐 조사기의 경우 장비의 유효수명은 주기적으 

로 선원을 교체하므로 서 연장된다. 5-10 년에 한번의 교체가 일반적이다. Cs-137 
의 경우는 선원의 교체가 거의 수행되지 않는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선원교체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선원의 이탈은 선원에의 충격 떨어트린 선원， 선원밀봉 

에 대한 가능한 손상을 포함한다. 설치과정의 드문 빈도와 낮은 가능성으로 인하 

여 이 업무와 관련된 위해도는 더 이상 평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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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용 

조사기의 사용은 원하는 시간만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구를 조사위치로 

이동， 조사구의 개문， 조사구에 방사선을 조사할 물질 배치， 조사구의 폐문， 조사 

구를 선원으로 이동 또는 선원을 조사구로의 이동을 포함한다. 장착과정은 조사가 

종료되면 거꾸로 된다. 선원과 또는 조사구의 이동은 조사기의 설치된 제어판 의 

해 조정된다. 대부분의 변허는 폭발물이나 가연성물질의 조사를 금한다. 일반적으 

로 기계적， 전기적 연동장치는 선원이 노출된 채로 문이 열리거나， 문이 열린 채 

로 선원이나 조사구가 조사위치로 이동하거나， 이동식 산란방지 용 차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인증과 등록이 요구된다. 연동장치의 실패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디자인의 경우 면허조건은 시각적 확인과 방사는 서베이 또 

는 경보기를 포함하는 선원의 차폐확인에 대해 부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피폭자는 허가 받은 사용자와 조사 작업 중 근방에 있던 일반인들이다. 자 

가 차폐 조사기는 일반적으로 제한구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작업 중 일반인 

이 접근할 수도 있다. 면허소지자는 조사작업 중 일반인위 총 유효 선량당량이 연 

간 100 mrem 또는 시간 당 2 mrem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0 CFR 
20 .1301]. 10 CFR 20. 1l01(b)의 ALARA 조건의 준수와 모범행위는 ，즉 가장 실용 
적인， 조사기 근처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은 장비의 근처 또는 접촉한 채 보낸 초과시간과 시설의 출입과 관 

련된 연동장치의 오작동， 감소된 차폐효과를 포함한다. 연동장치의 실패로 인한 

피폭에 관련된 사고기록이 NMED system에 포함 되 있다. 누출되는 선원은 가능 
하지만 매우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누출되는 선원의 중대성은 유지보수에 포 

함 되 었다. 

(사) 폐기 

초기 또는 교체된 선원을 내장한 조사기는 적절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선 

원이 조사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기로 붕괴되었을지라도 조 

사기는 여전히 중요한 방사능 장해이므로 적절하게 폐기시켜야만 한다. 일반적으 

로 폐기는 제조사나 선원의 폐기를 할 수 있는 특수면허를 가진 업체에 선원을 

반납하는 것이다. 교체된 선원은 선원교체기나 운반용기에 담아서 새 선원의 인수 

와 보관과 같은 방법으로 운송을 위해 준비하고 보관한다. 조사기의 선원은 조사 

기에 내장된 채로 제조사에 돌려보낸다. 정상적인 폐기직무는 위의 21-1 , 21-2와 

21-5의 직무를 포함한다. 

정상적인 폐기 (면허를 가진 업체로 선원의 반납)외에도， 선원이 부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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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폐기되거나 분실， 도난당할 가능성이 있다. 자가차폐 조사기는 통상적으로 수 

톤에 달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폐기는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가능성 외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일반적 선원분실 방법론 (Generic 

lost source methodology)이 이러한 상황에서 위해도를 추산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장비가 일반구역에 있을 빈도수는 이동식 장치보다 훨씬 작은 고정장치 

의 경우도 다소 드물다고 여긴다. 

7. 측정 시스템 

가. 개 요 

시스템 26 : X선 형광분석기 

시스템 27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28 : 기타 측정시스템 

시스랩 26，27，28은 X선 형광 분석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시스템 

22, 23, 24에서 다루지 않은 측정 시스템(기타로 분류)으로서 화학검출기， 정전기 

계량기， 물질 분석기 등을 다룬다. 각각의 개요에서는 각 측정시스템의 간략한 구 

조와 사용용도， 사용실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선원들은 X선 

형광 분석기에서는 Am-241. Cd-109 (저에너지 광자 방출체)， Fe-55 (베타 방출 

체)， Cm-244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H-3과 Ni-63을 사 

용한다. 기타 측정시스템에서는 화학 검출기로는 Am-241. Ni-63을 정전기계량기 

로는 Am-241 , H-3, 물질분석기로는 Cf-252나 PuBe-238의 중성자 선원과 Kr-85 

를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고정형 이동형 휴대용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lOCFR31.5에 따라 일반허가나 lOCFR30에 따라 특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직무， 방호벽， 피폭자 

이 시스템들을 취득， 저장， 유지 보수， 사용， 폐기의 직무로 구분하여 각 직 

무별 위해도를 설정하고 각각의 직무시 위해를 입는자 즉 피폭자를 일반인과 작 

업자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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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취득 

장치의 취득시 수행하는 일련의 점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때 발 

생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설명한다. 모든 장치들은 허가 받은 

판매업자로부터 장치를 제공 받는다. 선적용기는 육안으로 검사되고 인수 규정 

[lOCFR20.1906]에 따라 점검한다. 인수 점검 항목은 포장의 점검， 운반등이 포함 

되고 인수는 특수허가자 RSO 권한을 부여 받은 운전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인 
수 중 피폭 가능성이 있는 자는 검사와 점검을 수행하는 작업자와 인수 지역에서 

인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와 일반인이 된다. 취득 직무의 주기는 

저장이나 사용 직무에 비교하여 적기 때문에 취득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다 

른 업무들에 비교하여 작다. 

(2) 저장 

저장 중에 수행하는 일련의 점검 절차와 규제 요구 사항을 설명한다. 모든 

장치들은 허가 받은 시설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위치는 lOCFR20.1301의 요구사 

항이 만족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작업자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좋은 

지점이어야 한다. 선원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장치에 저장하여야 하고 선원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사용 선원은 필요할 때까지， 또는 제작자에게 반 

환될 때 까지 저장하여야 하며 선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동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사고는 셔터가 닫치지 않은 상 

태로 저장 (XRF) 되거나 선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실패(선원의 누설 등)， 화재 
등에 의한 차폐 실패 등이며 이러한 이탈은 방호벽이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사고 

의 범위에 속한다. 

(3) 유지， 보수 

셔터의 구동과 표시 장치 등(XRF)의 동작시험과 케이스의 문지름 검사등 

누설시험은 반기 혹은 NRC (lOCFR 31.5 (c) 또는 허가 조건)의 조건에 따라 주 

기적으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또는 제작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장치의 점검， 설치， 보수， 교체 등은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하여 그 

리고 장치에 부착된 표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유지/보수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선원 교체 중 선원의 손상이다. 

(4) 사용 
각각의 장치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모든 장 

치들은 일반인이나 작업자의 피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차폐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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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서와 같은 행정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용장소와 사용실에 대한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사용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1) 사용중에 사용 지점이나 사용실에 일반 

인의 출입이 허용되거나 2) 장치가 사용되는 동안 주기적인 누설 시험 사이에 선 

원이 누설되는 것 그리고 3) 외부적인 요인 (화재 폭발 파괴)으로 인하여 차폐 

혹은 선원 제한이 실패하는 경우이다. 

(5) 폐기 

장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나 폐기가 요구될 때에는 이동을 위하 

여 포장이 되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폐기 업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정상적인 폐기 

이외에 부적절한 폐기는 분실과 도난이고 특히 이동형 장치 등은 일반인의 피폭 

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다.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은 NRC 및 협정관계의 주정부 자료를 근거로 각각의 측정 시 

스템에 대 하여 장치의 수와 방사선핵종， 평균 선원의 강-도， 연간 운전 시간， 그리 

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장치들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위해도는 일반인과 작업 

자에 대하여 연간피폭량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허가장치와 특수허가 장치를 

구별하여 나타내고 있다. 각 시스템에 대한 위해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X선 형광 분석기 

장치 당 작업자의 위해도는 아주 작다. 이는 일반 허가 장치나 또는 특수 

허가 장치에서 같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XRF 선원에 의하여 방출되는 저에너지 

광자로 인한 것이다.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위해도는 비록 빈도수는 작지만 교체 

작업동안 선원을 조작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 직무에서의 위해도 만큼 높다. 개인 

의 연간 선량은 선원 교환 작업을 포함하여도 규정치 이내이고 단일 개인이 받으 

리라고 예상된다. 

사고 위해도는 정상적인 위해도 보다 훨씬 적다. 사고의 발생확률이 낮고 

금속 선원으로부터 작은 방출 분율 때문에. 최대 사고 선량은 Am-241 또는 

Cm-244의 어느 것이나 화재 또는 Am-241을 사용하는 장치에서 셔터가 열린 채 

로 있는 것에 의하여 일어난다. 최대 선량은 분명히 건강상 해로운 효과가 예상될 

만한 선량 이하이다. 한편 불확실성과 같은 다양함이 존재한다. 건강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선량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 사건들의 평가는 사고가 난 장치에 

대한 정보의 결핍과 사용 중인 장치의 수에 대한 제한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사 

고 위해도에 대한 전체적인 불확실성은 최소 1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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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 장치로 부터의 일반인의 위해는 저장 직무에서 작업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한편 사용이나 유지， 보수중에는 훨씬 작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건하에 

서 장치로부터의 낮은 선량 때문이고 사용중에 사용자에의 접근과 그리고 선원 

교체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모범 행위 때문이다. 일반인의 위해는 여러 

개인들에게 분포되리라 예상되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최고 위해도는 계산된 값의 

분율이다. 일반인에 대한 사고 위해도에 대한 중요한 기여는 저장중에 셔터가 열 

린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차폐가 손상되거나 제거된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분실， 도난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대한 부적절한 폐기 위해도는 셔터가 열 

린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받는 위해도의 3-10 배 만큼 낮다. 최대 평가 선량 

은 분명히 건강상 해로운 효과가 예상될 선량에 접근한다. 

(2)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마다 작업자와 일반인의 위해도는 매우 작으며 이것은 기체크로마토 

그래피 선원으로부터 매우 낮은 베타 에너지가 방사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체 

내에 섭취되거나 흡입되면 해로울 수 있지만 선원은 ECD 내부에 있으므로 체내 

에 섭취되거나 흡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삼중수소는 일반적인 환경 하에서 흡 

입과 섭취되는 삼중수소가스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작은 선량을 보인다. 선원교체가 

있을지라도 개인의 연간선량한도는 규제 제한치 미만이다. 특수 허가 GC와 일반 

허가 GC사이에 위해의 차이는 두 GC가 모두 같은 선원 강도로 허가된 유형의 

선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우 작다. 작업자 및 일반인에 있어서 모든 위해도에 

서， 최대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 미만이다. 여전히 다양성 

과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량은 매우 낮 

다. 이러한 사건들의 평가는 사용되고 있는 제한된 장치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해도에 있어서 모든 불확실성은 적어도 10배정도 범위이다. 

(3) 기타 측정 시스템 

작업자의 위해는 장치의 형태에 따라 변하고 일반인의 위해는 작업자의 

위해 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보인다. Am-241 , Kr-85 같은 선원들은 선원의 강도 
가 다른 시스템과 같거나 작다. Am-241이나 Kr-85를 사용하지 않는 장치에서는 

위해도는 모두 작고， 최대 선량은 보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보다 

적다. 일상적인 작업자와 일반인의 위해도는 Kr-85를 사용하는 장치의 성질 때 

문에， 그리고 Kr-85의 일부가 장치가 사용될 때마다 방출되기 때문에 (물체를 제 

거하기 위하여 시험 챔버가 열릴 때 밀봉 시험 챔버의 밀봉 부위와 그리스에 남 

아 있는 잔여 Kr-85 은) 누설 시험 장치에서 가장 높다. 일반인에 대한 위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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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관리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누설 시험 장치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 작 

업자나 일반인에 대한 사고시의 위해는 물질 분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Am-241 

에서 가장 높다. 이것은 Am-241의 생물학적인 위험 때문이다. 즉 25Ci 선원의 

봉함이 실패할 때 분명히 보건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예상된다. 손실 선원의 위해 

가 일반인의 사고 위해에 주 기여 분은 아니지만 결과는 심각한 건강상의 효과를 

이끌기에 충분히 높다. 

명백하게 허가의 형태에 따른 선원의 강도의 차이 때문에 특수 허가와 일 

반 허가사이에 위해도의 차이가 있다. 

이 시스랩은 다양한 장치와 방사성 핵종 방사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불확 

실성과 마찬가지로 변화도 크다. 그러나 섬각한 보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선량은 일반적으로 낮다. 이들 사건의 평가는 사용 중인 장치의 각 형태에 따른 

제한된 자료와， 일반 허가의 소지와 그에 따른 낮은 방사능 때문에 사고를 포함하 

는 보고가 결핍되어 있는 자료에 기초한다. 따라서 사고 위해도의 전제적인 불확 

실성은 최소 10배범위정도이다. 

라. 규제의 선택적 요건 

(1) 1 단계 : 피 폭 과정 분류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폭 과정을 일반인과 작업자로 분류하여 각 

각의 직무에 따라 해당 핵종에 관하여 상위 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피폭과정과 

중위 보장으로 방지 되어야 할 피폭 과정으로 분류한다. 

(2) 2,3 단계 : 선량 지침의 적용과 규제 운선 순위의 형성 

실제 선량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 일반인과 작업자에 대한 상위 보장 

과 중위 보장을 요구하는 기능들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각각의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얻어야만 한다 . 

• X선 형광분석기 

- 선원 손실 시나리오의 방지를 위한 상위 보장 

- 선원에 대한 화재 손상의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한 상위 보장 

- 사용 중 tu터 구동 장치의 신뢰도에 대한 중위 보장 

- 차폐 설계 성능에 대한 중위 보장 

- 손상 또는 누설 선원의 방지를 위한 중위 보장 

- 셔터가 열린 상태로 저장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중위 보장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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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수소를 포함하여 선원 제한 기능의 중위 보장 

• 기타 측정 시스템 

- 저장 기간동안 선원에 대한 손상 ( 차폐 손실의 다른 외부 적인 원인)의 방 

지에 대한 상위 보장 

- 보수 동안 일반인의 출입 관리에 대한 상위 보장 

- 저장동안 누설 방지에 대한 상위 보장 

- 저장 및 사용 동안 일반인의 출입 관리에 대한 중위 보장 

- 사용， 보수， 저장동안 작업자 출입 관리 (작업자 ALALA)의 중위 보장 

- 보수 동안 누설 방지 에 대 한 중위 보장 

- 사용 동안 차폐 손실의 방지를 위한 중위 보장 

(3) 4단계 :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개발 

상위 보장과 중위 보장으로 일반인과 작업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안 

전 기능들을 다이아몬드 수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이러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안전 시스템과 그의 세부 항목등을 다이아몬드 순형도로 개발한다. 

(4) 4, 5단계 : 핵심 이행 분기점 

각각의 시스템에 있어서 허가자의 권한 내에 있는 핵심 이행 분기점은 다 

음과 같다 . 

• x선 형광 분석기 

- 측정기， 피폭선량평가， 비정상조건을 나타내는 경보 

- 셔터 구동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 셔터가 열린 상태로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선원의 신뢰도 등 , 장치의 도난 분실 방지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화재의 방지 

• 기타 측정 장치 
- 화재의 방지와 차폐 

(5) 6 단계 : 규제 접 근 

각 시스템별 규제 접근은 다음과 같다 . 

• X선 형광 분석기 

- 일반인의 출입 제한을 포함하여 선원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 

사선감시시스템에 의한 선원 수량의 계량화가 요구된다. 규제 관점에서는 장 

치의 허가시 방사선안전 프로그램이 선원의 계량화， 주기적인 점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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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포함하여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화재의 방지와 완화에 대한 보장이 추가적인 규정 없이 요구된다 

- 선원의 제한과 차폐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허가와 품질 설계가 요구 

된다. 

- 신뢰할 만한 차폐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제작자의 권고 사항의 이행이 요구 

된다.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장치의 제작 시 선원의 강도와 제한에 대하여 선원의 강도나 온도 제어장치 

등 설계 특성상 규정하는 요구사항들이 품질 보증과 함께 수행되어야 하며 

장치의 보증서가 허가인에 의하여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만하는 장치의 특성 

을 명시해야 한다. 규제 관점에서는 판매자의 허가와 장치의 보증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 고온에 대한 선원의 보호는 화재의 방지를 요구하고 이것은 화재 방지 규정 

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될 수 있다. 

- 고온에 대한 선원의 보호는 온도， 환경 등의 요구사항에 일치하게 운전하도 

록 요구되며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장치의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 

하여 또한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자질과 장치 보호에 

책임 있는자의 임명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인가가 요구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 장치의 허가시 허가인의 프로그랩을 인증하고 그후에 감사를 

한다. 

- 일반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폐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권한을 가진 폐기업자에게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취득부터 페기까지 

선원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 기타 측정 시스템 
-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관리를 통한 방사선안전프로그 

램이 요구되며 허가시 방사선안전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주기적으 

로 검토한다. 

- 누설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행정적인관리/교육/자격자를 통안 방사선안전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허가시 방사선안전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주기 

적으로 검토한다. 

- 누설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전이나 유지 보수 지침서가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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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인관리/교육/자격자를 통안 방사선안전프로그램 

이 요구되며， 허가시 방사선안전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작업자의 출입관리에 대하여 행정적인관리/교육/자격자를 통안 방사선안전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허가시 방사선안전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주기 

적으로 검토한다. 

- 장치의 설계가 신뢰할 만한 차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4 절 가타 외국의 동향 

1. 유럽의 방사선방호 연구11) 

유럽 (EC)의 방사선 방호연구는 EURATOM 협약<1958년)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작업자와 일반인의 방사선 방호를 위해 방사선량 측정， 방사선생물학， 방 

사선생태학， 의학적 이용 및 위해도 분석 및 관리등의 분류 체계로 연구를 하고 

있다. EURATOM의 역할은 작업자와 일반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것이 잘 적요되도록 감독하며 생명체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연구하는 

데있다 . 연구 그룹중 하나인 위해도 분석과 관리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 

며 다른 방사선량측정， 방사선 생태학， 방사선 생물학등의 연구결과가 이 연구의 

입력자료를 제공한다. 확률론적 사고결과분석 방법 및 시설밖에서의 비상초치를 

위한 판단기준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위해도-이득 연구에 근거 

하고 ALARA 최적화 원리에 충실하도록 방사선 피폭을 최적화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방호의 최적화를 위한 중요한 분야는 의학계의 방사 

학적 분석방법이다. 

체르노빌 사고이후 이러한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1991년이후 다 

음 3가지를 주제에 대한 연구에 지원이 강화되었다. (1) 사고시 피폭을 최소화는 

방법의 개발， (2) 사고에서 보건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 (3) 시설밖에 

서의 비상조치.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초 안전 표준을 재개정하는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위해도에 근거한 방호량(예， 유효선량) 및 운전량(ICRU에서 도 

입)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위해도 관리 및 조절에， 특별히 외부방사선피폭， 매우 

11) H.G. Menzel, "Radiation Protection Research and Standards in the European Union" , Proc. 

of 199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diation Dosirnetry and Safety, Taiwa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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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고 적합한 기초 자료가 된다.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기타 방사선이용시설 

의 경우에는 다양한 선원이 존재하므로 중성자 혼합장에 대한 연구등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만이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 

한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 ‘방사선 체계 및 생 

태학의 이해’， ‘방사선위해도의 평가’， ‘피폭의 저감화’. 

2.IAEA의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시 스 템 

국제 원자력 기 구(IAEA)의 Safety Standard Series중의 하나로 확률론적 안 

전 해 석 (PSA) level 1 (2000) 및 level 2(2001)에 대 한 검 토보고서 가 최 근 발간되 

었다. 물론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방사선안전에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밝히듯이 PSA는 안전의 수준을 

평가하는 판단 결정기준의 일부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방법론은 점차 성숙되 

어가고 있으며 PSA로부터 얻어지는 이해도는 결정론적-해석결과와 함께 상호보 

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위해도에 근거한 규제로서 잘 나타나고 있다. 소 

개된 PSA에서 분류된 level 1, 2, 3의 개념은 앞 절들에서 소개된 NUREG의 방 

법론의 각 구성요소와 유사하다 . 

• level 1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여기서는 core damage) 시나리오를 정 

의하고 빈도수를 평가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시스템 및 절차 

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력을 제공한다 . 

• Level 2 방사성 핵종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로를 정의하고 그 강도와 빈도수 

를 평가한다. 이것은 사고 예방과 피폭 저감화를 위한 판단력을 향상시킨다 . 

• Level 3 토양과 시품의 오염등과 같은 일반대중의 보건 및 사회적 위해도에 

대한 평가이다. 

이상에서 각 단계가 NUREG의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방사선 위해도 분석단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규제 관점의 검토에 필요 

한 요구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팀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가 완료 

되는 시점에서 규제적용을 위한 실증적 검토 단계에서 참고할 만하다. 즉 검토 팀 

은 다음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 

• System analyst 사고시나리오 및 안전 시스랩 설계에 익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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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경력자 :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 경험등을 포함한 비상운전 철차에 
대한 경험자 

• 중대사고현상에 대한 전문가 : 사고 현장에 대한 학문적/원리적 검토가 가능한 
자 

• 구조 전문가 : 대형시설의 경우 구조에 따른 위험인자 및 사고 전파에 대한 검 

토가 필요 

• PSA 전문가 : 사건 수형도의 확률적 정량화를 수행하고， 사고시나리오를 개발 

하는 역할을 한다. 

3. 미국의 ANSI 개정 작업 

2001년 여름 미국 보건물리학회 정기총회에서 ANSI N43.1 "Radiological 

Safety for th Design and Operation of Paritcle. Accelerator" 에 대 한 특 별 강좌가 

개설되었다. 미국 보건물리학회에서는 미국표준국(ANSD의 위탁을 받아 ANSI 

N43 표준안에 대한 개정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12). 이 ANSI N43 위원회는 원자 

로를 제외한 것은 산업계나 비의료분야에서 사용중인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방 

사선 방호기준 및 개발 행위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는 이러한 장치의 제작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규제기관， 전문가 집단， 

정부기관， 노동연합， 일반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에서는 시안들을 작성하 

여 각종 소위원회를 거친 후 N43 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 

음은 N43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방사선 안전 관련 주제와 진행사항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러한 추세는 NUREG/CR -6642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규제요건 도출과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일본의 동향 

2000년 3월기준으로 일본내에서 방사선동위원소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사용기관은 총 4960여개에 이며 이중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1136대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분류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입자가속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사용중인 선형가속기가 709대로 가장 많고， 주목할 만한 것은 ]T-60라 

12) IARPE Newletters, Vol. 10, No.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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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NSI N43 standards and subcommittee chairs. 

Standard Subcommittee Chairs Title 

N43.1 S. Walker & J. Liu Radiological Salety in the Design & Operation 01 Particle Accelerators 

N43.2 Jeff Leavey Radiation Salety lor X-Ray Diffraction & Fluorescence Analysis EQuipment 

N43.3 1993 David Lee and Tony General Radiation Salety Standard lor Installations Using Non-Medical 

LaMastra X-Ray & Sealed Gamma Ray Sources. Eneroies Up to 10 MeV 

N43.4 2000 Gordon Lodde Classilication 01 Radioactive Sell-L니minous Lioht Sources 

N43.5 Dieter Markert Radiological Salety lor the Design 01 Radiographic & Fluoroscopic 

Industrial X-Ray EQuipment 

N43.6 1997 Jack Dukes Sealed Radioactive Sources Classilication 

N43.7 Vincent Foerst Sale Design & Use 01 Sell-Contained. Dry Source Storage Gamma 

Irradiators (Category 1) 

N43.8 2001 Jack Dukes Classilication 01 Industrial lonizing Radiation Gauging Devices 

N43.9 Richard Dicharry Radiological Salety lor the Design & Construction 01 Apparatus lor 

Gamma Radiography 

N43.10 E. Beers and V. 

Foerst 

N43. 11 (Proposed) Hoak & Morris 

N43.14(Proposed) Vacant 

N43.15 Jim Myron 

N43.16(proposed) T. LaMastra 

Sale Design & Use 01 Panoramic. Wet Source Storage Gamma Irradiators 

(Category IV) and Dry Source Storage Gamma Irradiators (Category 11) 

Sale Operating Practice lor Industrial X-Ray Radiographic EQuipment 

Manual 01 Good Salety Practices lor Industrial Gamma Radiography 

Sale Design & Use 01 Sell-Contained. Wet Source Storage Gamma 

Irradiators (Category 11 1) 

Radiation Salety in the Use 01 Radionuclide Sources to Test Scrap 

Metal Radioactive Material Monitoring Systems 

Status 

In revlsion 

Public comment 

close. 6/19/01 

In revision 

Published by HPS 

in 1/01 

In revision 

Published by HPS 

in 8/98 

In revision 

Approved by ANSI 

3/07/01 

In revision 

Publication byHPS 

Being developed 

Under review 

Approved by ANSI 

3/7101 

Being developed 

N43.17(proposed) F. Cerra Radiation Salety 01 Personnel Security Screening Systems (People Scanners) Being developed 

는 대형 TOKAMAK이 플라즈마 발생장치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고 

이온 주입기는 x-선 발생장치와 함께 방사선 발생장치의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 

고 있다. 

일본은 최근 2000년말에 동윈원소 관련법의 개정을 완료하였다13) 이것은 

ICRP60의 권고안의 반영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사선 장해방지법， 의료 

방사선방호법， 노동안전관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에 대한 구제적인 제조기준안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위해도 정보에 근거한 규제방안의 개발에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없으며 특히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의 상대적인 낮음을 감안하 

여 세부 규제안의 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 “2001년판 Isotope 법령집 1 방사선장해방지법 관계법령 일본 방사성동위원소협회， 동경， 

(2001) 

- 72 -



제 3 장 입자가속기에 대한 위해도 분석 및 규제의 

선택적 조건 도출 방법론의 적용 

앞장에서 소개한 NUREG/CR -6642의 위해도 분석과 규제의 선택적 조건 

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론을 기본 모댈로 입자가속기에 대한 위해도 분석 및 규제 

의 선택적 조건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적용하여 보았다. 이것은 차년도 연구에서 

실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도출과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먼저 규 

제 접근 방법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연구용으로 가동중인 100 MeV 전 

자선형가속기와 의료용 전자 선형가속기에 대하여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다음 

절에서 각각 기술하였다. 

제 1 절 규제 접근 방법론 

NUREG/CR -6642에 제시된 방법론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l. 시스템의 정의 및 분류 

입자가속기의 종류， 용량， 용도， 방사선 생성특성 (발생되는 방사선의 종류， 

강도， 발생각도 등) , 사용방법들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정의， 분 

류한다. 대표적인 분류기준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 바 있다14) 용도별로 

는 학술연구용/산업용/의료용， 종류별로는 전자가속기/양성자가속기/중이온가속기， 

용량별로는 1 MeV이하/10 MeV 이하/중에너지/고에너지， 방사선 생성특성으로는 

전자선 발생/X-선 발생/중성자 발생/기타중입자 발생， 사용방법별로는 조사기/입 

자생성기/방사광가속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분류기준들을 조합하여 대표적 

인 시스템 분류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스템별 직무， 장해， 방어벽 및 피폭자에 대한 분석을 통한 특성화 

방사선 안전 측면에서 업자가속기와 관련한 직무는 설계， 제작， 인수 및 

14) 이희석， 외， “입자가속기의 안전성 평가요건 도출"， KNISαffi-379， 원자력안전기술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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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운전， 사용， 폐기로 구분지울 수 있으며， 그 밖의 항목에 대한 개념은 

NUREG/CR -6642의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와 유사하다. 참고로 DOE 5480.25에 

의 하면 장해 정 도 의 분류를 Roughly accepted/Low hazarψ110derate lIazard퍼igh 

lIazard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설계 및 제작은 장해정도의 측면에서 해당 직무중 

에 실제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향후 사용중에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NUREG /CR -6642의 나타난 개념을 적용 

하면 입자가속기의 설치과정까지 제작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해도 

평가는 본 분석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3. 피폭과정 분류 

피폭과정분류에는 통일하게 선원강도(Q) ， 차폐 (S) ， 제한(C) ， 출입관리 (A) 

항목을 적용하여 조합된 경로별로 검토를 하면 되며 별도로 선원강도는 선원에너 

지 (E)를 추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피폭 경로로서는 동일하게 외부피폭， 흡 

입， 섭취， 방사성 공기중에서의 노출 등에 대하여 피폭량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방사성 동위원소와는 달리 환경의 전파가 매우 적으므로 섭취의 가능성은 매 

우 적으며， 흡입의 경우는 방사성 기체의 흡입을 제외하고는 방사화된 금속제품의 

선반 및 용접가공 등에서 흡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인 구역으로의 방사성물 

집의 유출은 역시 방사화된 금속제의 유출로만 한정되므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피폭과정 분류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피폭시나리오를 운전형태별， 직 

무별 등으로 작성한다. 

4. 위해도 평가 

앞의 가， 나， 다 단계에서 획득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위해도 평가를 실시 

한다. 여기서 각 피폭 과정별로 사고 빈도수와 피폭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입자 

가속기의 경우 장치의 오동작과 실수와 같은 인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데 

장치의 오동작은 각 기기의 신뢰도에 대한 것으로 가동시간과 11TBF (11ean 

Time to Between Failure) 및 품질 보증서상의 오동작 확률을 활용하여 사고발생 

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Occupancy와 Use factor가 빈도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기능 상실 (FaiD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위험을 증가 

시키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11TTR (11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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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Repair), 중요한 변수가 된다. 

위해도 분석을 위해서는 앞의 가， 나， 다 단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우선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표준이 되는 대상 집단이란 시스템별로 각 

대표 모델을 정해 이것을 중심으로 위해도 분석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 표준집단은 국내의 여건에 따라 외국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 

• 표준이 되 는 대 상 집 단 (System level input data) 

- 예 : Teletheraphy (Gamma Knife) 

핵종 : Co-60, 표준방사능 : 6600 Ci, 

물리 적 형 태(밀봉， 금속 펠렛)， 사용빈도(200회/ device/year) 

* 대상집단의 크기를 표시해야 상대적 정확도등을 평가가능 
• 장해 종류와 그 요인 

• 피폭과정 
- 직무별로 미리 분류한 안전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 확률적인 빈도수 

- 초기 발생확률을 표시하며， 작업자/일반인에 대한 안전기능별 확률 표시 

- 사건 발생 : 위해도 = 1.0 으로 표시 

• 피폭량 평가 
- 피폭 과정별로 피폭 시간/선원으로부터의 거리/기타 변수들(감쇠률， 공 

기중 희석률， 등)이 필요 

여기까지가 규제 접근을 위한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서 형태적으로는 피폭과정/빈도수(연간횟수)/경로별 피폭선량/총선량(rem) /위해 

도(rem!yr)등이 산출된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피폭 선량을 

유발하는지， 또 상대적으로 발생확률이 높아 장시간 사용중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 

상 선량을 차지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규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5. 선량에 따른 각 피폭과정의 예방수준 결정 

앞 단계에서 피폭과정별로 예산 선량 계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폭 선량 

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벽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예방 수준 

τ
 
ω
 



을 결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예상 피폭선량의 상대적 영향 

력이 높은 지， 낮은 지를 결정하기 위한 특성 선량 및 선량 지침을 정의한다. 이 

렇게 선량 지침은 대략적인 수치로 표현되나 예방 수준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므로 NUREG/CR -6642에서와 같이 3단계로 나누었다. 

- 고보장 (High Assurance) 

- 중보장 (Moderate Assurance) 

- 기 타 (Other Assurance) 

이러한 예방 수준은 위해도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6. 규제우선순위의 결정 

앞 단계에서 각 과정별로 피폭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벽의 수준을 결정한 

것과 함께 사고 가능성 사고시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규제를 강화해야할 것과 완 

화해야할 것과 같이 규제 접근을 위한 피폭 과정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앞에서 

고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피폭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히려 고보장의 예 

방 대책이 확실하다면 규제우선순위는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예방 수준 결정과 조 

금 다른 관점에서 결정되며 보다 자세히 세분된다. 

7. 다이아몬드 수형도 그리기 

우선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정의하고， 예방수준별로 사고과정을 분류한다 

(sheet 1) 다음 sheet부터 각 사고과정별로 예방책을 제시한다. 이것은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전적인 목표수형도에 인적행위， 계획된 지원작용， 극단적인 제도 

적 인자가 시스템 요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준다. 즉， 직접적으로 

안전 행위를 정량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자가 행위에 기초한 접근 방식 

의 요건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 행위의 작용이 얼마나 서로 관계를 갖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조적인 분석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8. 핵심이행분기점의 선정 

필요한 대로 수형도를 완성할 수 있으나 과연 어떤 대상을 어떤 수준으로 

점검하면 안전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행 분 

기점이다. 즉 이러한 기준 또는 행위를 취하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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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수형도의 각 요소들간의 상호영향관계를 작용관계도로서 표현하며， 이것은 

어떤 단계를 강조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다른 조건들과의 조정을 가능케 

한다. 

9. 규제 접근방식의 정형화 => 규제의 선택적 조건 결정 

이행분기점에 대한 보장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접근 방식을 결정한 

다. 즉， 대상(차폐， 제한， .. .)별로 요구 유형과 규제 관점의 특성을 기술하며， 규제 

조건별로 방호벽/요구사항/규제 접근의 역할들을 기술하여 정의하는데 이로서 어 

떻게 규제를 할 수 있으며 각각은 어떤 비중(역할)과 안전성을 갖는지를 보여주게 

되고 규제 조건의 당위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특성 선량의 크기에 따라 규제목적 

과 요구조건들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규제 접근 방식은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규제 대상 요구 형태 규제 관점의 특성 

안전시스템이 충분한지를 
허가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확인 

일반인의 접근 금지 안전시스템을 통한 절차수립 

또한 특정방어벽의 설정하는 방법의 예는 아래와 같다. 

C-g 

방어벽 설명 

계획대로 제작 

명세표부착 
ANSI32.74 

규제 측면의 역할 

일반인 접근 제한의 일부기능 
수량 파악 

방어벽 코드 요구조건의 근거 

제 2 절 100 MeV 전자 션형가속기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설치되어 있는 최대 에너지 100 MeV~ RF형 전자 

선형가속기를 대상으로 위해도 분석과 규제의 선택적 조건 도출 방법론을 기술하 

였다. 

η
 



1. 표준 평가 대상의 정의 

대상을 분류해 본다면 용량(에너지)별로는 10 MeV이상， 용도별로는 학술 

연구용， 가속기 종류로는 RF형 전자 선형가속기이다. 이 입자 가속기는 고휘도 

전자빔을 생성하여 가속기 자체 및 확장 설비에 대한 연구， 개발과 전자빔을 직접 

이용하는 물리연구에 활용된다. 

=띈것t:i$ji 
건물외부 -든g중二-

[~~I 
←→카 

L ~~자료g구용 타옛 

r「=11 l - *-‘~ -----------작200 

」른튼큰:二二브三三드그←→←←」 •• LJ→~ 

그림 3. 포항가속기연구소에 설치된 100 MeV 전자선형가속기의 

구조도. 

2. 장해 원인 

전자 자체는 큰 장해 원인이 되지 못하며 가속된 전자가 표적 및 가속기 

시설 구성물질과 충돌하여 방출되는 Bremsstrahlung X-선과 광핵반응에 의해 생 

성되는 광중성자에 의한 직접 피폭， 독성 기체， 잔류 방사선이 장해 원인이 된다. 

또한 고주파 증폭장치인 Klystron에서 방출되는 Bremsstrahlung X-선에 의한 외 

부피폭이 장해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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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 방호벽， 피폭자 

방사성 동위원소와는 달리 사용을 제와한 대부분의 직무에서 장해 요인이 

없다. 가능한 직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설계/제작/설치 
• 시운전(보수후 시운전) 
• 사용 

• 유지보수 

• 폐기 

방호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차폐 (콘크리트 구조물) 

• 제한 (물리적-개인안전연동시스템， 행정적-각종 절차서) 

• 출입관리 (개인안전연동장치의 출입절차서) 

피폭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작업자 (운전자， 실험자， 보수요원) 

• 일반인 (견학자， 견학안내자) 

이 전자 선형가속기의 사용으로 인해 피폭을 받는 사람들은 가속기를 운 

전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자들이며 관련된 실험을 하는 자들도 피폭의 우려가 

있고 이들은 모두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일반인으로서는 이 시설을 방 

문하는 견학자 및 주변 시설을 방문하는 견학자가 피폭될 우려가 있고， 이들을 안 

내하는 일분 안내자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전자선형가속기는 콘크리트 차폐시설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차폐시 

설 외부에서의 방사선량이 연가 10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 

용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피폭선량이 연가 20 mSv를 초과하는 지역은 방사선 관 

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차폐시설 및 개인안전연동장치는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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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게 되며 설치후 시설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점검받는다. 

차폐시설의 출입구에는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방사선 표지판이 부착되며， 운전중 

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설치된다. 차폐시설내의 출입은 운전중에는 금지되며 출입 

시 운전이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가. 설계/제작/설치 

10 MeV 이상급의 RF형 전자선형가속기는 대개의 경우 자체 설계/제작/설 

치가 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원자력법상 사전 승인신청과 허가， 설치， 시설검사의 

단계를 따라야 하지만 학술연구용의 경우 완전한 제작까지의 성공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현재의 제도상에서 허가단계를 약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사용 

되는 고주파증폭장치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agmg 단계에서 방사선 차폐 

를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고 피폭 위험이 존재한다. 고주파증폭장치， 이 경우 

Klystron의 제작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차폐장비를 설계， 설치하여 제공하며 시운전 

단계에서 방사선량을 점겸한다. 

나. 시운전 (보수후 시운전) 

시운전은 운전 기술의 습득과 장치의 안정화 차원에서 방사선에 대한 주 

의가 요망된다. 보수후 시운전 단계에서는 운전변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즉 전자총， 고주파증폭장치， 빔광학부품의 보수를 한 뒤에는 최초 시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점검된다. 

다. 사용 

운전자와 실험자 및 유지보수자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시운전단계에서 

이미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험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구조 및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 실험자의 경우는(중 

성자 전단면적 측정실험) 표적의 설치 냉각수의 공급 유지 중성자 표적의 설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운전자 등의 피폭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벽은 1차가 차폐체로서 콘크리트 

구조벽과 일부 납과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중에는 차폐시설내로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이것은 개인안전연동장치를 통해 제어된다. 따라서 잠재적 

인 사고는 1) 운전 장치와 개인안전연동장치의 기능손상으로 인하여 운전중 차폐 

시설내로 입실한 경우 2) 전자빔 광학장치 및 운전자의 실수로 전자빔이 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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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않은 장소에서 또는 설계치 이상의 빔 손실을 발생， 차폐체 외부에서 과대한 

방사선을 유발하는 것이다. 3) 장시간 운전후 표적물질의 무단 반출 및 이동으로 
인한 작업자 및 일반인의 피폭， 4) 차폐 보강용 이동형 차폐체의 무단 이동 및 제 

거로 인한 운전 국부지역의 방사선 과다누설 등이 예상된다. 

라. 폐기 

전자가속기의 특징은 방사화 단면적이 매우 작아 상당 기간 사용을 한 뒤 

에도 빔 텀프나 표적과 같은 특정 물품만이 방사화가 되고 기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폐기중에는 각 장치를 해체하며 각 부품별로 방사화정도를 측정한 뒤， 자 

체 처분기준을 넘는 것은 환경기술원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보관 장소 

에 보관한다. 

좀더 세부적으로 피폭 경로를 분류하고 피폭시나리오를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 피폭경로 분류 (피폭 최소화기능) 

- 차폐 : 설치단계에서 대부분 결정 

- 제한 : 차폐체 및 표적 등의 이동， 개인안전연도/배기시스템의 변경 

- 출입관리 : 출입절차 개인안전연동시스템 

- 선원강도 : 10 MeV 이상의 에너지 범위에서 100 MeV를 표준 값으로 

지정할 경우， 제외됨 

• 피폭 시나리오 
- 운전중 차폐시설내(가속기터널내)로 입실 

- 장치이상이나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빔 조정 실페에 따른 과대 방사 

- 선량 발생， 주변 작업자등의 피폭 

- 운전중 2.5 GeV 선형가속기 터널내의 입실 

- 독성기체의 잔류기간중에 터널출입 

- 방사화된 표적등의 무단 반출에 의한 피폭 

- 방사화된 표적등의 가공중의 내부피폭 

- 차폐체의 무단이통에 따른 방사선 과다누출에 의한 피폭 

- 운전중 관리구역 출입에 의한 피폭 

- 폐기시 방사화물질 취급에 따른 피폭 

4. 위해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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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입자가속기의 사양인 표준 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지
 --n 뻐

 
-M 빔

 -m 력
 -w 출

 -o 빔
 -2 빔 사용시간 

1200 hr/yr 

보수주기 | 고주파증폭기 출력 

2회/yr 60~VV 

실제 수년간의 사용기록에서 중대한 피폭사례가 없었으나 몇 가지 피폭과 

정에 대해서 사고 빈도수 및 피폭선량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빈도수 
- 개인안전연동시스템 기능상실 : 1 - 10만시간당 1회로 평가 

주된 피폭 원인임. 

- 배기시스템의 고장 확률 : 보증기간당 1회를 기준 

보수요원의 방사화 표적 무단이동 : 일반적인 인적 사고 확률의 적용 

(인적 요인에 의한 경우 모두 같은 빈도수 적용) 

• 피폭선량 
- 차폐체 내부에서의 피폭 100 rem/hr 이상 

- 차폐체 외부에서의 피폭 1 mrem/hr 이하 

(현재 사용중인 전자의 가속기는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접한 터 

널내에서의 피폭 선량은 10 mrem/hr이상이 된다.) 

- 방사화 표적 취급시 피폭 0.1 rem가lr (10시간이내) 

역시 몇가지 피폭 과정에 대한 표 8과 같이 위해도 평가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표 7. 100 ~eV 전자선형가속기 시설의 피폭과정 분류예 

고보장으로 예방해야 하는 피폭과정 중보장으로 예방해야할 피폭과정 

직무 피폭과정 직무 피폭과정 

설계/제작/설치 없음 설계/제작/설치 없음 

일반인 
시운전 SA 시운전 C 

사용 A 사용 AC 

폐기 폐기 C 

설계/제작/설치 없음 설계/제작/설치 없음 

작업자 
시운전 SA 시운전 C 

사용 A 사용 C 

폐기 폐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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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00 MeV 전자선형가속기 시설의 위해도 결과의 요약. 

비용과이득 
재정상위 선원분실 

규제부담 오염비용 
비방사학적 

시스템 가치 인지위해도 
해 위해 건강위해 

L L L L L M L 

고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중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기능 설명 기능 설명 

시운전동안 충분하지 못한 차폐체 
시운전동안 C 

표적 물질 등의 이동 

SA 출입금지인 터널내에 출입발생 

일반인 
사용중에 A 출입금지인 터널내에 출입발생 사용중에 CA 

표적 물질 등의 이동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 

폐기중의 C 
방사화 부품 등의 무단 

방출 

시운전동안 충분하지 못한 차폐체 
시운전동안 C 

표적 물질 등의 이동 

SA 출입금지인 터널내에 출입발생 

작업자 사용중에 A 출입금지인 터널내에 출입발생 사용중에 C 표적 물질 등의 이동 

폐기중의 C 
방사화 부품 등의 무단 

방출 

5. 다이 아몬드 수형 도의 작성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몇 피폭 과정에 대해서 서식 1에 해당하는 수형도만 

을 작성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고 세부적인 보장 방안이 마련된 서식 2에서 5까 

지는 생략하였다. 

6. 규제 접근 방법 

규제 접근 방법으로는 앞의 다이아몬드 수형도에 나타난 피폭 과정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대상별로 요구 형태와 규제 특성을 표 9, 표 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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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방지 

그림 4. 다이아몬드 수형도중 서식 1. 

표 9. 100 MeV 전자선형가속기 시설의 규제 접근 요약. 

분야 요구 형태 규제 관점의 특징 

운전중 개인안전연동장치 
점검 건전성 유지 

연동시스랩의 성능확인 

고장 
6개월 주기 

다중 점검 체계의 제안 

차폐의 건잔성 유지 
방사선 방어용품에 대한 관리절차 

표지 상태 화인 
표지부착 

표적 둥의 무단이동 
시설물 관리절차 공식적인 취급자 수를 제한 

폐기물 관리절차 방사화 조사시 A 템 강화 

일반인의 접근제한 
연동시스템의 안전성 연동시스템의 성능확인 

출입절차 6개월 주기 

표 10. 100 MeV 전자선형가속기 시설의 규제 접근에서 특수한 방어벽의 역할. 

방어벽 코드 방어벽 설명 요구조건의 근거 규제측면의 역할 

S,A 
차폐시설의 설치 

원자력법 접근제한， 선량 감소 
출입절차 

A 
고방사선구역 표지부착， 개인안전연 

원자력법 접근제한 
동장치의 설치 

방사화 부품에 대한 조사 및 표지 

접근제한， 선량감소 (일반인) I CA 부착 원자력법 

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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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대한 적용15) 

의료용 선형가속기는 4 - 18 MV의 x-선과 4-25MV의 전자선을 방출 
하는 축소형 의 가속기 이 다. 이 기 기 는 허 가사용자의 감독하에 사용가능하고， 조사 

시간의 범위는 1 - 2분에서 1 - 2시간이며， 조사빈도는 하루에 최대 80번 이상 

치료를 수행한다. 위해도 평가의 목적을 위하여 전형적인 조사시간 및 빈도수는 

주당 100000 MU (dual energies) , 60000 MU (single energy)로 가정 한다. (조사 

시간은 치료， 유지보수，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최대 방사선량은 1 

m 거리에서 약 1000 cGy /min 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직무분석 

- 입자가속기 사양과 용도， 구체적인 사용장소 조건 방사선 안전대책이 검 

토되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의료용 가속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 인 수 및 설 치 (Receipt & Installation) 
• 보 관 (Storage) 

• 유 지 보수 (Maintenance) 

• 품질관리 (Quality ControD 
• 사용 (Use) 

• 폐 기 (Disposal) 

피폭자는 기기의 설치， 유지보수， 품질관리， 치료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용 

자이고 일반 피폭자 (public receptors)는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다른 종사자나 허 

가받지 않은 방문객이다. 선형가속기는 반드시 제한구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의 

면허조건은 허가받은 사용자가 적절한 방사선안전과 선형가속기의 취급절차에 대 

한 훈련 이수， 자격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보， 기기의 인수검사 및 품질관리 

를 위해 자격 있는 의학물리사의 확보 요구되어야 한다.(미확보시 설치불가-미시 

간 주법) 

15) D.P. Well, et al., "Cabinet-safe" study of 1 - 8 MeV electron accelerators", Nucl. Instr. 

Meth., A463, (2001) pp1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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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수 및 설치 업무: 

검수는 사용 장소로 장비의 이동， 포장의 해체， 조립， 설비와의 연결， 작동 

검사， 외부선량의 검증 등을 포함하는데 가속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수행하고 기기 

의 성능과 사양은 의학물리사가 측정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임상에 

사용하기 위해 기기 고유의 Beam data를 의학물리사가 측정하는 취역 

(Commissioning) 과정을 거처야 하고 선형가속기의 사용과 유지보수에 대한 훈련 

의 수행해야 한다. 피폭자는 검수 및 측정을 하는 방사선종사자나 제조사의 전문 

가， 근처의 일반인이다 

나. 보관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보관중 장비와 관련된 방사선조 

사는 없고 부수적인 행위 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피폭자는 이 지역의 보안이나 

정기적인 청소와 같은 부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나 종사자이다. 

다. 유지보수 

청소， 윤활， 시각적 검사， 작동확인 등의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허가사용 

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면허와 설치조건은 선량 및 분포에 영향을 주는 기기의 

수리나 변경 시 의학물리사에게 통고， Beam data 측정， 확인 요구해야 하고 안전 
과 운영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조사 고유의 유지보수 수행돼야 한다. 피폭자는 유지 

보수를 수행한 사람과 작업 시 근방에 있던 일반인이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연동장치를 우회시키거나， 차폐문을 열거나 해제시킨 채， 또는 방사선을 조사한 

상태로 부적절한 유지보수 행위에 기인한다. 극단적인 상황은 유지보수 중 선량 

및 에너지의 변경을 초래하는 부품의 수리나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다. (사고례; 

유지보수 중 전자선에너지를 최대로 변경 > 통보 안함 > 환자 치료 >10일 후 
발견 > 환자 중 6명 사망) 

라. 품질관리 

시각적 검사 및 연동장치 등의 안전 검사는 매일 수행해야 하고 RSO나 

승인 받은 사람이 매월 안전운행 및 누출검사에 대해 점검을 수행한다. 피폭자는 

품질관리 (Quality ControD 수행한 사람과 작업 시 근방에 있던 일반인이다. 발 

생할 수 있는 사고는 연동장치를 우회시키거나， 차폐문을 열거나 해제시킨 채， 또 

는 방사선을 조사한 상태로 출입을 허용한 부적절한 품질관리 행위에 기인하는 

데 품질관리의 내용은 추후 보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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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용 

차폐문의 개문， 치료대에 방사선을 조사 할 환자 또는 측정기구 setup, 차 

폐문의 폐문， 방사선 조사를 의미한다. 피폭자는 승인 받은 사용자와 조사 작업 

중 근방에 있던 일반인으로서 허가사용자는 조사작업 중 종사자 및 일반인의 총 

유효 선량당량이 100 mrem/year 또는 2 mrerrνhr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은 시설의 출입관리와 관련된 연동장치의 기 

능상실이다. 

라. 폐기 

제조사나 폐기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해체하는데， 부적절한 폐기는 장비 

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도난 분실은 고려 안함 - 통상적으로 수 톤)하 

는 것이다. 

2. 규제의 선택적 조건 도출 

• 유지보수와 사용중 차폐기능의 상실에 대한 상위 보장 

• 일반인의 출입관리에 대한 중위 보장 

• 종사자의 출입관리에 대한 중위 보장 

사고 위해도는 연동장치의 기능상실 및 출입관리 기능상실의 결과로 상당 

한 양의 피폭이 가능하며， 일반인의 위해도는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상당히 작지만 

출입관리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면 허용량(100 mrem/yr)을 초과하는 피폭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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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결 론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사용 또는 내장하여 활용하는 방사선기기의 사용 

량이 증가하고 국가적으로 그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여건에서 합리적인 규제 원 

리에 입각하여 규제수준을 약화 또는 강화하면서 이용을 확산을 장려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위해도 평가에 근거한 

방사선 기기의 규제 요건도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더욱이 방사선 발생장치까지 이를 확장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위해도에 기반을 둔 규제정책의 개발을 위해 1차적으로 선 

진국의 규제 개발 모댈을 연구하였다. 미국 NRC의 관련 보고서인 NUREG/ 
CR-6642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표준개발모델을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전파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NRC 보고서의 국역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위해도 분석 및 규제의 선택적 조건 도출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켰을 뿐만아니라 미국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실태와 방사선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국내 현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병원내에서의 방사성화합물 자체제조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의 경우 대부분 

최종 완제품을 수입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 시설에 대한 위해도 평가에서는 사고 

시나리오의 비중에 차이가 예상된다. 또한 검토된 NRC 보고서에서 위해도 평가 
는 실제 10배이내의 오차범위를 갖고 있으나 방법론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실제 사고사례의 부족과 보고의 부정확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국내의 위해도 분석 작업에서도 통일한 문제가 예상된다.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 개발된 이 방법론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각 단 

계를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두가지 대표적인 전자가속기에 적용하여 각 단계별로 

위해도 결과와 규제 조건을 정성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각 분 

야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사고 시나리오의 비중차이를 고려하고 사건 빈도가 매우 

적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위해도 평가기준에서 입자빔 에너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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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소를 첨부한다면 동일한 방법론을 적 

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NRC의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비상시에 대한 고려， 장 

비보유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각 단계별 책임자와 국가간의 사회， 문화， 인습의 차 

이에서 오는 문제등을 보완한다면 국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여도 위해도에 근거 

한 방사선 기기의 각 단계별 안전요건을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결과의 활용방안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결과는 방사선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방사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원자력 규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관계 법령상에 부족하게 기술되어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사항 

을 보완하는 법안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위해도 정보를 포함하고 행위에 

근거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정립하기 위 

한 기반 연구결과로 활용가능하며 구체적인 표준개발모델로 이용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각 분야별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는 향후 위해도에 근거한 규제 법안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할 때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NUREG/CR -6642의 국역본 
은 이 같은 개념의 빠른 확산 및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국내 방사선 이용 

및 안전 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입자가속기를 포 

함한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위해도 분석과 규제 조건 도출을 위한 세부적인 지 

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의 연구 결과는 앞 절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기타국가의 위 

해도 기반 규제개발을 비교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위해도 분석 및 규제 조건 

도출 방법론을 보다 상세하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위해도 분석과 이 

에 따른 규제 조건의 도출을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 이용 실태를 파악， 사 

용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수립해야한다. 설문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사 

례확보와 학문적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시 

스템에 대한 위해도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규제 조건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안전성 평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규제 법안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향후 합리적이면서 보다 확실하게 

방사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해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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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행 요약문 

서론 

이 연구과제의 목적은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직원에게 위해도 정보를 포함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위해도 분석 

을 똥해 획득한 판단력에 따라 도출되는 조건이다. NRC의 방향설정안 12<Direction Setting 

Issue 12)와 일치하는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거한 (performance

based l" 접근방법을 분명하게 검토하였다. 여기서 이 방향설정안은 위해도 정보를 포함하고 

(risk-informed) , 행위에 근거한 (performance-based) 규제방안를 규정하기 위한 NRC의 전 

략적 분석 및 기준의 재설정 노력의 일부이다. 

이 연구의 특별한 목적은 (1) 방사성동위원소(nuclear byproduct materiaJ) 시스템과 관련한 

위해도괄 정의하고 도출하기 위해， 정성적이고 가능한 포괄적이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정량 

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2) 시스템에서 각각을 분류하기 위해 방사 

선 위해도 도출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며 (3) 규제 접근방식의 선택적 조건 및 관련 

된 비용과 이득을 개발하고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요소 및 관련 방법론 

위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다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체계적인 분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방사성동윈원소 사용허가자 전체를 대 

상으로 그룹화 하는 것. 허가자의 활동 및 기기를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40개의 시스랩으로 분류하였다. (즉 방사성핵종， 선원형 

태， 사용 특정， 등) 

• 각각의 시스템을 직무， 장해， 방호벽 그리고 피폭자의 항목으로 기술하는 것. 방호벽에 

대한 기술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방호벽-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은 작업자나 일반인 

모두에 대해서 선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방호벽 구조는 현형 규제 

(regulatory) , 지침 (guide) ， 및 “모범 행위 (good practice)" 에 따라 개발 되었다. 방호벽 

구조 개발은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가지 기초적인 안전 기능을 따르고 있다 

- 방사성핵종에 대한 차폐， 방사성핵종의 제한기능， 방사성핵종의 선원강도 및 방사성 

핵종에 대한 출입관리. 

•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정상운전 (normal operation l" 과 “사고(accident)" 위해도 모 

두를 결정하기 위해 407R 시스랩 각각에 대한 방사선 위해도 평가를 수행하는 것. 분 

석을 위한 시작점은 포함된 방사성핵종의 방사성유독성과 수량이다. 방사선량(결과)와 

위해도(결과 및 관련된 빈도수)가 주어진 시스랩에 대한 각각의 직무(보편적으로 5번) 

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피폭과정(보편적으로 8번)에 대해서 



정량화되었다. 각각의 시스멈 직무 및 전체 시스템에 대한 위해도를 분석하기 위해 위 

해도를 ”계수(tally)“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위해도 정보는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고찰 

하기 위해 위해도 (선량 결과 및 빈도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연구중인 시스템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을 고 

려하는 것. 이 비용들은 실제적인 위해도 (예를 들어， 경제적 규제 부담 위해도와 오염 

위해도) 및 일반인들의 인식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규제자(NRC) ， 허가사용자 및 일반인에 대한 모든 비용과 이득의 관점에서 규 

제의 선돼적 조건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한다 

• 행위에 근거하고(penonnance-basedl 관례에 준한( prescriptive-based) 유형을 고려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주어진 시스템의 위해도 및 시스템의 비용과 이 

득에 근거한 체계적인 접근을 적용하는 것. 현재 규제형태에 대한 선택적 조건을 이와 

관련한 방호벽 및 요구조건과 비교하라. “다이어몬드 수형도(Diamond tree)"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규제개선에 매우 중요한 모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연구는 원자력에너지조례 (Atomic Energy Actl 및 관련 규제에서 규정한 것처럼 

단지 “방사성동위원소 즉， 1954년 원자력에너지조례의 단원 l 1.eO)과 10 CFR 단원 

30.4에 현재도 규정되어 있으며 lOCFR Paπs 30-36과 39에 의해 정리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플루토늄과 같은 특수핵물질과 천연우 

랴늄과 같은 원료물질은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이 연구에서는 협정 주정부 규제 행위 (Agreement State regulatory practice)를 고려하 

지 않고 있다. 비록 그 경우일지라도， 협정 주정부 적용범위 (Agreement State 

application)에 이 연구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성동위왼소 이용방법에 

는 충분한 유사성이 있다.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내 전 산업으로부터의 위해도를 

고려할 때， 이 연구는 협정 주정부 허가사용자 (Agreement State licensee)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3. 몇몇 “의료계” 시스템의 경우에 환자는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4. 위해도 분석은 개개인에 대한 위해도를 고려한다. 집단 위해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분석은 주어진 피폭과정에 해당하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에 대해서 단지 

한 명의 작업자와 일반 대중의 한명의 구성원에 대한 위해도를 고려한다. 그렇지만， 작 

업자나 일반인 개개인은 한 장소 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른 직무 또는 직무 피폭 

과정과 비교해서 임의의 직무나 직무피폭과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볼수 있다. 그 결 

과 “개인“ 위해도는 한 개인 이상으로 확산 될 수 있다. 

5. 미국 운수성(DOT)의 규제 관리하에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운송은 이 연구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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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NRC의 관리하에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이동이 고려되었다. 

6. 이 연구의 일정과 자료 출처의 한계 때문에 확대 연구는 제외하였다. 자료들은 다섯 군 

데의 출처를 통해 구하였다. : (1) 연구참여자 및 자문인 (2) NRC 직원 (3) 공개된 문 

서 (4) 허가사용자 (단 제한된 형태로만， 관심영역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자료수집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구진의 적절한 안내가 있었음) (5) 일반인의 

의견 (6) 공공의 이용 가능한 자료집. 40개의 시스템에 걸쳐 필요한 일부 자료는 존재 

하지 않거나 정확하다고 검증될 수 없었거나， 얻기가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최상의 

평가가 가능한 가정이 작성되었다. 

7. 선형 비문턱 Oinear no-threshold) 모델이 방사선량(radiation dose)과 위해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되었다. 그러므로 선량의 증가는 위해도의 정비례한 (선형적)증가를 

낳으며， 얼마나 작은 가에 관계없이 임의의 선량은 임의의 위해도를 유발한다. (no

threshold) 단지 전신 선량만을 정량화한다. 

8. 이 보고서는 현재 존재하는 규제 (1999년 6월)를 고려하고 있으며， 위원회 (NRC)의 검 

토없이 규제를 개정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시스템 및 이와 관련한 허가종류를 표 E-l에 제시하였다. 

캅표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개의 기초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모든 시스템과 관련된 위해도 평가. 이것은 작업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또한 “정상 

운전”과 사고 조건 모두에 대해서，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여 특정 시스템의 상대적인 방 

사학적 위해도에 대한 이해가 가능토록 한다. 더 바란다면 이러한 평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수치에 대해서 위해도-비노출(screening) 분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 

한 확실한 위해도 측정결과와 비교하게 함으로서 결국 더 낮은 (또는 높은) 수준의 규 

제 완화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입력자료를 제공한다. 

2. 방사학적 위해도 결과에 근거한 각 시스랩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의 평가와 다른 

분야의 위해도에 대한 고려. 여기에서 사용된 대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 규제관점에 대한 특별한 접근 방식이다. 

- 안전 행위의 어떤 특정분야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 수용 불가능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만족된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안전 행위 

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요구되는가? 

- 이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독 활동은 어떤 종류가 고려할 

만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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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선택적 조건은 문제가 되는 실제 안전 이득과 관련된 허가사용자의 

부담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체계화하였다. 

표 E-1. 방사성동윈원소 시스템. 

시스템 번호 및 분류명칭 허가 유형 

1. 실험실용 (R&D, 비밀봉， 대용량) 특수 허가 

2. 실험실용 (R&D, 비밀봉， 선제재 화합물) 특수 및 일반허가 

3. 실험실용 (R&D, 비밀봉， 면제 수량을 포함한 기타) 특수 및 일반허가 

4. 의료계 (방사성동위원소 생성장치-용출과 제재) 특수 허가 

5. 의료계 (진단용 핵의약품) 특수 허가 

39. 의료용 진단기기 특수 허가 

6. 의료계 (치료용 핵의약품) 특수 허가 

7. 의료계 (근접 치료-영구 삽입용 선원) 특수 허가 

8. 의료계 (근접치료 - 수동 후장진) 특수 허가 

9. 의료계 (근접치료 - 저선량 원격 후장진) 특수 허가 

10. 의료계 (근접치료 - 고선량 원격 후장진) 특수 허가 

11. 의 료 계 ( 근 접 치 료 - Sr_-:90~applicat9r) 특수 허가 

12. 의료계 (외부치료 - 단일 선원) 특수 허가 

13. 의료계 (외부치료 - 감마 입체식 처치) 특수 허가 

14. 의료계 (인체 사용용) 특수 허가 

15. 핵의 약품 (pharmacy) 특수 허가 

16. 수의학용 진단 및 치료용 특수 허가 

25. 동물 연구 특수 허가 

17. 최적 기록용 (추적자Jield ~Qoding2 특수 허가 

18. 최적 기록용 (밀봉 선원) 특수 허가 

19. 방사선촬영 (차폐실) 특수 허가 

40. 방사선찰영 (현장) 특수 허가 

20. 조사기 (수조형 ) 특수 허가 

21. 조사기 (자체차폐) 특수 허가 

22. 고정형 측정기， 소형 교정기 (감마선원) 특수 및 일반허가 

23. 고정 형 측정 기， 소형 교정 기 (베타선원) 특수 및 일반허가 

24. 이동형 측정기 (감마/중성자 선원) 특수 및 일반허가 

26. 측정 시 λ 템 (x-선 형광) 특수 및 일반허가 

27. 측정 시솥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특수 및 일반허가 

28. 측정 시스템 (기타) 특수 및 일반허가 

29. 기타 미량 선원 (시험용 선원， 교정선원， 메스바우어， 출구표시기등) 특수 및 일반허가 
30. 극미량 밀봉선원 (시계， 나침반， 방전간극， 전자총관， 사격조준기， 연 

면제 
기감지기) 

31. 생산자 및 분배자 (밀봉 선원) 특수 허가 

32.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봉 선원 - 고체형) 특수 허가 

33.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봉 선원 - 액체형) 특수 허가 

34.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종 선원 - 기체형) 특수 허가 

35. 폐기물 처리 (소각) 특수 허가 

36. 폐기물 처리 (압축) 특수 허가 

37. 페기물 처리 (포장) 특수 허가 

38. 폐기물 저리 (고형화 및 기타) 특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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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학적 위해도 결과 

이 연구에서 논의되는 위해도란 각 시스템의 가능한 상태들에 대한 빈도수(연간발생건수)와 

결과(발생건당 mrem)의 곱한 값들의 합이다. 이 위해도는 또한 빈도수 가중 결과라고 간주 

할 수 있고， 많은 사건이 발생가능할 만큼 충분히 긴 시간동안에 예상되는 평균 결과 (방사 

선 피폭선량)이다. “정상” 위해도는 일년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즉 고려 

된 피폭자에게 예상되는 총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사고”위해도는 예 

상 피폭선량(mrem per year)이지만 단지 좀 더 긴시간에 걸친 평균값이다. 

이 결과들 및 평가에 사용된 가정들의 중요한 특정은 다음과 같다: 

• 위해도 결과는 작업자와 일반인중에 최대 피폭된 구성원 모두를 위해 제시된다. 후자 

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방사성 핵종 또는 기기가 사용되는 작업장에 근무하지만 허가된 

직무에는 참여하지 않는 다른 작업자를 말한다. 

• 위해도 결과는 “정상운전” 위해도와 “사고” 위해도로 분류한다. 

• 각 시스템에 대한 위해도 결과는 (1) 1 년 동안의 기기(시설 또는 운전) 위해도로서 잘 

알려진 단일 기기(또는 다수의 기기， 시설 전체， 또는 가동)의 사용과 (2) 미국내에 허 

가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시설 또는 가동들)에 대한 총합， “산업” 위해도，에 대해 

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시스템 20번， 조사기(수조형)의 경우 “기기 위해도”란 한 개 

의 수조형조사기를 1년 동안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위해도이다. 

반면에 “산업위해도”란 미국내에서 사용중인 모든 수조형 조사기 전체를 1년 동안 사 

용할 때 발생하는 위해도이다. 그렇지만 어떤 시스템의 경우는 그와 같이 “기기”에 해 

당하는 부분이 없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예를 들어， 시스템 1번， 실험실용) , 위해도는 

1년 동안의 통상적인 실험실 가동에 대해서 평가되고(운전 위해도)， 미국에서 허가된 

모든 유사한 실험실 가동에 대해 총합이 구해진다. 산업 위해도는 NRC와 협정 주정부 

가 허가한 운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 위해도 결과는 산출된 조건들에 대한 평균 결과에 근거한다.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 

로 바해거나 사용하는 날짜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때문에 평균치 주변에서 위 

해도 결과의 중대한 변동이 가능하다. 

• 위해도 결과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적어도 10배 정 

도의 불확실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정상 위해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불확실성， 

사고위해도는 상대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불확실성은 주변 여건 

속에 자료의 부족， 연구의 “범주” 특성에서 유발되는 완벽성이나 세밀함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절대치로서 큰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식해야할 반면에 상대적인 위해도 

값이 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비교할 때 중요한 도구가 된다. 상대적인 비교의 견 

실함은 위해도 방법론과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의 방법론의 전이과정에 있는 

일관성으로부터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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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도는 1년 동안의 전체 운전에 관련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최대로 피폭된 개인의 

전신 피폭선량(mrem!year)의 단위로 제공된다. 이 선량은 통상적 의미의 집단선량 

(person -rem) 이 아니며， 기기의 가동기간동안 또는 임의의 직무중에 피폭될 수 있는 

전체 집단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미 임의 시스템의 임의 직무의 경우， 평가 선량은 

필요에 따라 공유되고 몇몇 개인으로 분산된다. 그러나 결코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1 번， 실험실용(R&D， 비밀봉， 대용량)， 분석된 시설에서 제재 

및 사용 직무는 많은 작업자들에 의해 매우 많은 장소에서 수행된다. 반면에 시스템 

40번， 방사선촬영(현장)의 경우， 피폭은 방사선촬영기사 및 조수에게 분산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이 결과는 보고서의 본문에 각 기기， 각 시설， 각 운전단위별로 막대그래프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기기에서 다른 핵종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1 

년 동안 해당 핵종을 그 기기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이 위해도 결과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핵종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주어진다. 

• 5절， 결론에서 시스템들에 대해서 각 개인과 각 산업에 대해서 위해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해도 평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확인되었다. 

• 대부분의 시스템에 대해서， 작업자의 위해도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도 일반인에 비해서 

크다. 예외는 선원강도가 매우 작은 경우나 일반인이 작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위 

험에 노출된 경우(분실 또는 도난 선원， 너무 일찍 외출이 허가된 환자)에 발생한다. 

이것은 명확히 예상되는 반면에 이러한 발견은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를 가능케 한다 : 작업자 위해도의 규제 관리는 일반인 위해도의 

비규제 관리와 연관되어 있다. 

• 정상운전 위해도는 일관되게 사고 위해도보다 높다. 이것은 사고에 대한 훌륭한 규제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사고비도수를 결정에 있어 단지 작은 역할만 하는 규 

제를 완화하는 정도의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 분실， 도난， 부적절한 폐기의 결과처럼 일반인 구역으로 유입되는 선원은 일반인에 대 

한 사고 위해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쉽게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선원강도가 높은 방사성핵종의 경우이다. 

• 제한기능의 실패에 따른 오염에 의한 방사선피폭은， 훌륭한 방사선 방어 연습이 수반 

되지 않는 다면. 작업자나 즉각적으로 영향권안에 있는 일반인중 임의의 구성원에게 

심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기중 생성물의 방출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유발되는 일반 

적인 일반인 피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시스템 업무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원， 선원강도， 사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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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및 상태， 그리고 방어적이고 완화된 방호벽을 반영하는 위해도의 범위는 5승배~ 

7승배 범위에서 설정된다. 

규제의 션택적 조건 겸과 

최대선량의 변화는 규제적 접근방식에서 상당한 정량적 차이점이 분석된 가장 높은의 시스 

템과 가장 낮은 선량의 시스템사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정도이다. 어떤 시스템은 치 

명적인 선량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공학 

적 기능 및 동반되는 제도상의 권한에 대한 우선적인 신뢰가 보장된다. 기타 시스템은 너무 

낮아서 규제 조건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특성 선량을 갖고 있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호벽중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일 

반인 구성원에 대한 대부분의 피폭결과가 그 구성원이 발생한 사고 지역 근처에 있지 않았 

다연 피할 수 있었다는 단순한 고찰로부터 인지할 수 있다 사고의 예방은 논리적으로 가변 

적이다. 그러나 많은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현실적인 고찰은 많은 경우에 일반인의 출입을 조절하는 것으로 유도된 

다. 

또 다른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호벽은 선원관리이다. 즉 확실한 허가사용자의 관리를 벗어 

나서 선원이 일반인 구역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분실， 도난， 부적절한 폐기 

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시스랩의 경우 최고의 선량 결과중의 일부는 선원 관리기능 

이 실패한 시나리오에서 발생한다. 임의의 선원이 무슨 일이 발생하는 지 초기에 전혀 인식 

하지 못하는 일반인의 구성원에게 피폭을 유발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 우연을 제외하고는 

피폭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일부 발생된다. 공식적 

으로 사람이 입회한 경우라도 특성이나 위험도에 관계없이 특정 선원이 차폐되고， 한정된 

공간내에 위치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에 의지하는 것 

은 극히 어렵다. (일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체된 분실 선원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일정 선원강도이상의 특정 선원들은 단정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로 관 

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많은 방사성동위원소 시스랩에서 직무의 특성상 작업자로 하여금 매우 가까이에서 방사성동 

위원소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일부 근접치료 시스템 

(선원을 환자특성에 따라 선원을 재단하여 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이나 추적자를 사용하 

는 고성능 기록시스템에서는 실존한다. 이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방출(제한기능의 

실패) 시나리오중 일부는 일정량의 인적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흘리거나 잘못 두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함 밖으로 유출된 경우) . 이상의 경우에서 일부는 작업자 

출입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훈련， 절차， 사용기기에 대한 강조등의 예방뿐이다. 시행중인 규정등 

이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다행히도 

지침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선량이 포함된 경우도 이것이 치명적이지는 않고， 이러 

한 시스템의 일부에서는 필수적으로 행위에 근거한 체계로 이러한 범위에서 허가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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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누군가 현행의 기본 사항에 대한 선량을 감시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산업 표준내에서 선량이 유지되도록 절차와 훈련이 잘 진행되도 

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접근 방법은 감마방출체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 같고， 알파 및 베 

타 방출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 과제는 향후 좀더 논의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 결과를 낳는 또 다른 구성은 다양한 시스템에 걸쳐 보여진다. 선원이 

보관되어 있는 동안， 그 지역의 화재는 공기중 생성불 방출을 유발하고 이것은 일부 시스템 

의 경우 그 시스템에서 가능한 가장 심각한 선량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것은 화재가 불행히 

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신할 무엇윤 요구하게 한다. 즉 화재는 높은 신뢰도로 예방 

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이 반드시 이러한 영역에 대한 NRC 규제를 마 

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고도의 체제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즉 화재예 

방에 있어서 허가사용자의 이해관계는 (건물건섣 관점에서 또한 도난방지의 관점에서) 화재 

를 유발하는 원인과 관련된 선량결과에 대해 어떠한 원리적인 가치평가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이 여기서 적용되는 지침보다 높은 수준일지라도 말이다. 이것은 신뢰도에 대한 필요가 

NRC 요구안에 대한 필요로 직접 전환되지 않는 부분이다. 

혹를 

•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성이나 사용에 있어서 최대의 확장성이 존재한다. 이것의 일부가 

407H 시스템의 발상에 의해 검토된 반면에 더 많은 확장성이 시스랩 내에 유지된다. 

• 시스템에 대한 정량적인 위해도 평가의 적용은 순위가 매겨진 시스템 및 위해도에 있 

어서 중대한 사항에 관련된 더 큰 관점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적용된 각 시스템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 개발되거나 적용된 절차는 선량 지침을 만 

족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안전 행위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맞춰져 있다. 

• 많은 시스랩에서 이러한 과정은 규제 관심은 안전기능의 좁은 범주로 유도한다. 

• 현재 설정된대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위해도 분석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다르다. 규 

제의 선택적 조건의 개발은 주어진 피폭과정에 대한 선량 평가의 정확도에 매우 민감 

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시나리오구성의 완벽성에 종속된다. (적어도 지침서에 비 

해 상당한 선량을 유발하는 결과 집단에 대한 완벽성) 

•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은 그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선량 준위 및 선량을 유발하는 

도구가되는 체계 안에서 상당히 변화한다. 매우 광범위한 규제 접근방법은 이러한 영 

역의 시스템의 특성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의의 시스 

템의 경우， 심각한 규제 관심은 정당화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의 어떤 집단의 경우， 규제 관점에 대한 행동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실행가능하 

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감마방출체가 포함된 경우이고 특성 선량이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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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 분명하다. 

• 어떤 기능의 실패를 유발하지만 매우 적은 빈도수가 존재하는 경우， 규제가 그러한 분 

야에서 안전 행위에 대해 중대한 역할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확인해야만 한다. 

- IX -



머리말 

- x -



감사의 글 

- XI -



약어 및 기호 

AEOD - NRC Office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Operational Data (운전 데 이 터 

분석 평가국， NRC) 

ALARA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국립표준협회) 

AS - Agreement State ( 협 정 주 정 부) 

BDM - Bone Density Measurement 

BLSV - Bulk Liquids and Scintillation Vials 

BMA - Bone Mineral Analysis 

BTP - Branch Technical Position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연방규제기준) 

Ci - Curie (방사능단위) 

DAW - Dry Active Solid Wastes 

DIS - Decay in Storage 

DOE - U.S. Department of Energy ( 미 국 에 너 지 국) 

DOT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 국 운 전 국) 

DPA - Dual Photon Absorptiometry 

DSI - Direction Setting Issue 

ECD - Electron Capture Detector ( 전 자포 획 검 출 기 ) 

EPA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 국 환 경 보호국) 

FDA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 

GC - Gas Chromatograph ( 기 체 분석 기 ) 

GLDB - General License Data Base 

GTLS - Gaseous Tritium Light Sources 

HAZOP - Hazard and Operability 

HDR - High Dose Rate 

HEP A -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고영 향 부유미 립 자) 

HV AC -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냉난방 및 공기조화) 

ICRP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Protection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ke V - Thousand electron volts 

LDR - Low Dose Rate 

LL W - Low Level Waste (저준위폐기물) 

L TS - Licensing Tracking System 

mCi - Millicurie 

Ci - Microcurie 

MIMS - Manifes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nrem - l\Iillirem, 1O-3rem 

mSv - Millisievert, lmSv=O.l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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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HAP -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 유 해 오 염 물 대 기 

방출기준) 

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MED - Nuclear Material Events Database 

NMT -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NMSS - NRC Office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 핵 물 질 안 전 안 전 보 장조 

치실) 

NRC -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VLAP -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QA - 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 

QC - Quality Control ( 품 질 관 리 ) 

RAB - Remote Afterloading Brachytherapy 

Rad - Radiation Absorbed Dose (방사선 흡수선 량) 

RCRA - Research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D - Research and Development 

rem - Radiation equivalent man 

RSO - Radiation Safety Officer (방사선안전관리 자) 

SPA - Single Photon Absorptiometry 

SRM -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SS&DR - Sealed Source and Device Registry 

SWDA - Solid Waste Disposal Act 

TEDE -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TLD - Thermoluminescent Dosimeter ( 열 형 광선 량계 ) 

XRF - X -ray Fluorescence Analyzers (X선 형 광분석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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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 론
 

이 보고서는 US NRC의 요청에 따라 SCIENTECH사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에 대하여 기술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해도 정보를 고려한 방사성 동위원소 규제의 기술적인 근거 

를 제시하고 문서화하는데 있었으며， 위해도에 근거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규제를 등급화된 

방식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19않년판 원자 

력에너지강령 (Atomic Eenergy Act)의 1.1.eO) 절과 lOCFR 30.4절에서 정의되어 있고， 

lOCFR 30에서 36 그리고 39에서 분류한 물질에 국한한다. 

1.1 배 경 

NRC의 전략 분석과 기초재정립노력의 일환인， 방향섣정주제 12 (Direction Setting Issue, 

DSI 12)는 위해도 정보에 따른 행위에 근거한 규제로 규정된다. 1997년 4월 15일， DSI 12와 

관련된 직원지시문서 (SRM ，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에서 장래에 NRC의 주요임 

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최대한의 위해를 주는 허가사용자들의 행위에 규제 관 

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됨을 공지한 바 있다. 게다가 SRM에서는 요구되는 규제관점은 확률 

론적 위해도분석개념， 적용되는 영역， 또는 높고 낮은 위해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도 

에 따라 등급화된 접근방식을 허용하는 다른 방식을 정립함으로서 성취될 수 있음을 공시하 

였다. 부분적으로 1997년 4월 15일 SRM에서는 핵물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NRC 직원으 

로 하여금 위해도 정보를 포함하고 행위에 근거한 또는 위해도 정보를 포함하는 다소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접근 방식의 적용가능성을 시험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NRC의 전략 분석과 기초재정립노력의 일환인， DSI 7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의료 

분야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3월 20일， SRM는 방향설정주제가 당시 진행중 

인 프로그램(향상된)의 지속과 고위해도 행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저위해도 행위에 대한 감 

독완화를 위한 NRC 협조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1996년 12월 31 일， SRM은 일반 및 특수 허가 대상기기에 대한 NRC의 관리능력과 사용허 

가지-의 책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NRC 직원의 제안에 대한 것이다. SRM은 직원으로하여 

금 평가되지 않은 기기와 관련한 위해도를 수치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NRC는 직원에게 분 

실된 기기， 일반인에게 피폭을 유발하는 평가되지 않은 기기， 금속제조공정에 반입되는 기 

기， 용융되는 기기， 또는 직원들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기타의 사건들과 관련된 확률을 평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1997년 3월 3일， SRM은 삼중수소를 사용하는 시계， 다이얼， 포인터에 대한 시안정도의 시험 

요구안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에게 일반 사용허 

가 및 면제 대상 생산품 또는 물질에 대한 제조 및 분배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1998년 4월 13일， SRM은 일반 및 특수 허가 대상기기에 대한 NRC 규제안을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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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직원에게 이러한 기기의 위해도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또한 현행 허가 및 물질 관련 제도를 재구성하기 위해 물질 

위해도 분석 결과를 사용토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SRM에 대응해서 방사성동위원소 위해도 검토그룹은 lOCFR 30-36 및 39의 의해 관 
리되는 시스템들에 적합한 위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 및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 

다. 위원회 요구에 따라 SECY -99-062, “방사성 물질 위해도 검토”는 현재 상태와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위해도 분석 방법론을 물질 시스템에 적용 

하고 다양한 규제 조건의 기능을 조사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견실한 기초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1999년 3월 31 일 SECY -99-100, "핵물질 안전 

및 보호 사무국의 위해도 정보에 근거한 규제 체제“에서 기술된 것처럼 위해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물질 안전 및 보호 사무국(NMSS)으로 하여금 위해도 분석 활동의 결과가 

동시에 진행중인 노력으로 집적되도록 하는 것을 SECY -99-062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SECY -99-062는 이러한 노력의 세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위해도 분석 방법콘 

(2) 방어벽에 대한 기초 그리고 (3) 물질 사용허가 및 감독 담당자의 조사. 항목 (1)은 이 

f\JUREG/CR 보고서의 주제이다. 항목 (2)는 각각의 방어벽에 대한 기초가 되는 임의의 요구 
안에 대한 종합이다; 이 정보는 보고서의 기본 골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항목 (3)은 위해도 분석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경험들로부터 모아진 정 

보들을 비 교하거 나 보완하기 위 해 사용된다.(NUREG-1712참조). 세요소 모두는 1999년 7월 

에 일반인들의 의견들과 함께 제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위해도 검토그룹은 lOCFR 
30-36 및 39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현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들의 목록 시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나서 검토그룹은 SCIENTECH와 (1)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과 관련된 

위해도를 정의하고 평가하기위해 정성적이고， 충분히 가능하변서 합리적인， 정량적이고 확률 

적 도구를 사용하며， (2) 이러한 시스템 각각을 분류하기 위해 방사선 위해도 평가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3) 규제 접근 및 그것과 관련된 비용과 이득을 고려한 조건을 개발， 평가하 

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1.2 접근방법 

다양한 특성을 가진 행위의 폭넓은 다양함이 10 CFR 30-36과 39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모 
든 원자로-생성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물질들은 대개 고체， 액체， 또는 기 

체이다. 밀봉 또는 비밀봉 형태이다. 대상 수량은 마이크로큐리에서 메가큐리까지이다. 출입 

단계는 비제한(예， 소비자 생산품)에서 엄격한 관리(예， 대형 조사기)까지이다. 많은 다른 것 

들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 각각은 어떤 방법이든 위해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이러한 다양성에 맞추어 위해도들에 대한 의미있는 비교를 제공하는 것이다. 

lOCFR 30-36 및 39에서 규제하는 활동의 다양성에서 제시되는 도전에 맞추기 위한 접근 
방식은 이러한 행위를 각 행위 집단 또는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 정의된 

시스템들을 방어벽 분석 (Stephans ， 1993)과 고도의 정량적 위해도 분석을 연결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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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집합， 복합체를 구성하는 것들 또는 부분의 조합， 

또는 완전 단일체다. 공학적(즉 인위적인) 시스랩들의 경우， 시스템의 “부분” 또는 요소들은 

장비， 구성원훈련， 그리고 절차 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요소가 공식적으 

로 정의될 필요가 있는 범위는 그 정의에 대한 사유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의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요소들은 이런 시스템들과 관련된 (물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전체 영 

역과 사건발생동안 또는 이후의 일반인의 용인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위해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폭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 

방어벽 분석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스템 분석 도구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장해(본 연구의 

방사성 동위원소)， 방어벽(공학적인 또는 행정적인 방어벽 또는 관리를 포함하도록 이 연구 

에서 정의된)， 그리고 대상(장해로부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종사자 또는 일반인으로 구성 

된， 본 연구에서 “피폭자”로 인용된). 정성적인 방어벽 분석 자체로는 이 연구의 경우， 불충 

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방어벽 분석과 위해도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 정량적인 접근방식이 적용되었다. 

각 시스템에 대한 위해도 분석의 완성에 이어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개괄적인 목적은 가능 

한 효과적으로 실제적인 방사학적 위해도를 규정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해도 분석 결과는 예방해야할 대상과 필요한 신뢰준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검토되었다. 연구중인 정보로부터 이러한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행동방 

식을 표현하기 위해 ”다이어몬드 수형도" (Hunt, 1985)를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은 대 

응되는 행동방식이 어떤 종류인가와 필요한 정도의 행동방식을 확신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감독이 요구되는가하는 것이다. 규제의 선택적 조건의 비용 및 손익 관점이 또한 검토 

되었다. 

2.4.2.1 절에서 좀더 자세히 서술한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되는 위해도는 시스템의 가능한 상 

태에서 빈도수(연간 발생수)와 결과(발생건당 rem)의 곱이다. 이 위해도는 또한 빈도수-가 

중 결과로서 인식될 수 있고 충분히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보다 긴 시간동안에 걸쳐 예상되 

는 결과(방사선피폭)의 평균이다. “정상” 위해도는 일년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고려된 피폭자에 대한 연간 예상 총 방사선 피폭량이다. “사고” 위해도는 유 

사하게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이지만 단지 훨씬더 긴 시간동안에 대한 평균이다. 

1.3 기- 정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1954년 원자력 에너지 강령의 l 1.e(l)과 lOCFR 30.4에서 정의되고， 10 CFR 
30-36과 39에서 기술한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특수 핵물질 (예， 플 

루토늄)과 원료물질(예 자연 우라늄)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본 연구가 특별 협정을 체결한 주정부의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 규정을 특별히 고려 

? 

닝
 



표 1.4-1.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랩 

시스템 번호 및 분류명칭 허가 종류 
1. 실험실용 (R&D, 개봉， 통합량1 특수 변허 
2. 실험실용 (R&D, 개봉， 완성 화합물) 특수 및 일반면허 
3. 실험실용 (R&D, 개봉 면제 수량을 포함한 기타) 특수 및 일반면허 
4. 의료 (방출물 추출 과 준비) 특수 면허 

5. 의료 (진단용 핵의약품) 특수 면허 
39. 의료용 검사기기 특수 면허 
6. 의료 (치료용 핵의약품) 특수 면허 
7. 의료 (근접 치료-영구 삽입용 선원) 특수 면허 
8. 의료 (근접치료 - 수동 후장진) 특수 면허 

9. 의료 (근접치료 - 저선량 원격 후장진) 특수 면허 

10. 의료 (근접치료 - 고선량 원격 후장진) 특수 면허 

11. 의 료 ( 근 접 치 료 - Sr=90 eye app!icator) 특수 면허 
12. 의료 (외부치료 - 단일 선원) 특수 면허 

13. 의료 (외부치료 - 감마 입체식 처치) 특수 면허 

14. 의료 (인체 사용용) 특수 면허 

15. 핵 의 약품 (phannacy) 특수 면허 

16. 수의학용 진단 및 치료용 특수 면허 

25. 동물 연구 - 특수 변허 

17. 최 적 기 록 (추적 자， fie!d flooding) 특수 면허 

18. 최적 기록 (밀봉 선원) 특수 면허 

19. 방사선촬영 (차폐실) 특수 면허 

40. 방사선찰영 (현장) 특수 변허 

20. 조사기 (poo!-수조) 특수 면허 

2l. 조사기 (자체차폐) 특수 면허 

22. 고정 형 계측기， 소형 교정 기 (감마선원) 특수 및 일반면허 

23. 고정형 계측기， 소형 교정기 (베타선원) 특수 및 일반면허 

24. 이동형 계측기 (감마/중성자 선원) 특수 및 일반면허 

26. 측정 시스템 (x-선 형광) 특수 및 일반면허 

27. 측정 시솥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특수 및 일반면허 

28. 측정 시스템 (기타) 특수 및 일반면허 

29. 기탄 미량 선원 (시험용 선원， 교정선원， 메스바우어， 출구표시기등) 특수 및 일반면허 
30. 극미량 밀봉선원 (시계， 나침반， 방전간극， 전자총관， 사격조준기， 연 

면제 
기감지기) 

3l. 생산자 및 분배자 (밀봉 선원) 특수 면허 

32.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봉 선원 - 고체형) 특수 면허 

33.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봉 선원 - 액체형) 특수 면허 

34. 생산자 및 분배자 (비밀종 선원 - 기체형) 특수 면허 

35. 폐기물 처리 (소각) 특수 면허 

36. 폐기물 처리 (압축) 특수 면허 

37. 페기물 처리 (포장) 특수 면허 

38. 폐기물 저리 (고형화 및 기타) 특수 면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결과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의해서 허가된 방 

사성 동위원소의 사용과는 충분한 유사성이 있다. 

3. 몇몇 의료용 시스템의 경우， 환자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이유는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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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나 일반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함 

으로써 의료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범주에 해당하며， 본 연구의 대상에 

서 벗어난다. 

4. 위해도 분석은 각 개인에 대한 위해도를 고려하는 경우이다. (2.4.2.2절에서 정의한 것 

처럼 작업자와 일반인). 집단 위해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은 주어진 피폭과 

정에 대해서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단지 한 작업자 및 일반인들중의 한 구성원에 

대한 위해도만 고려한다. 그렇지만 작업자 또는 일반인 개개인은 한 곳이상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또 다른 업무， 업무상 피폭과정 또는 작업과 관련된 업무 및 업무상 피폭과정 

에서 다틀 것이다. 이 내용은 2.4.2.2 절과 4.1절에서 좀더 논의할 것이다. 

5. 운수청 mOT)의 규제 관리상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송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단지 NRC 규제상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동만을 검토하였다. 

6. 연구의 일정과 자원제한 때문에 확대연구는 배제하였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모았 

다: 0) 계약 직원 및 자문인 (2) NRC 직원 (3) 공개된 문서 (4) 허가 사용자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등의 적절한 지침과 함께， 단지 제한된 경 

향만) (5) 일반인의 의견 (6) 접근 가능한 공공 자료집. 407H 시스템에 걸쳐서 필요한 

일부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었거나 또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 

다. 그런 상황에서 최상 평가의 가정을 설정하였고 그와 같이 문서화하였다. 

7. 선형-비문턱 모델은 방사선 선량과 위해도를 연관짓기 위해 사용되었다. 선량의 증가 

는 위해도(선형)의 비례한 증가를 나타내고， 얼마인지 관계없이 임의의 선량은 얼마의 

위해도룹 발생시킨다.(비문턱) 

8. 이 보고서가 현재 존재하는 규정 0999년 6월)을 검토하였고， 위원회 이전의 계류중인 

규정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1.4 검토된 시스템 

본 연구에서 검토된 시스템들을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사용허가의 종류와 함께 표 1.4-1 
에 표시하였다. NUREG-1712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 위해도 검토 NRC와 협약관계의 주 

정부의 물질 사용허가 및 감시 직원의 조사결과”에서 표 1.4-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같은 

시스템 부류 중에서 상당부분을 사용되고 있음이 나타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러나 NUREG-1712에서 나열된 시스템들은 이 보고서의 것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NUREG-1712의 시스템 순서분류 또한 이 보고서의 것과는 다르다. NUREG-1712는 이 위 

해도 분석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NRC에 의해 수행된 조사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다. 

?\ìUREG-1712의 결과는 이 보고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방사성 동위원소관련 행위는 핵세탁， 제염작업， 그리고 기기제공(게이지， 조사 

기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선원의 설치/제거， 수리， 유지보수등과 같은)을 포함하는 이 분석의 

R ‘ 



원래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비록 이 평가의 범위가 이러한 방사 

능올 포함하도록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용된 방법론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 

해도 평가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1.5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의 방법론은 2장에서 소개된다. 3장은 4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이 절들은 

각 시스템에 대한 아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시스템에 대한 개괄 
•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장해에 대한 기술 

• 시스템 업무， 방어벽， 피폭자에 대한 기술 

• 시스템의 위해도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평가 

개괄적인 결과에 대한 논의는 4장에 기술하였다. 이어서 5장에 결론， 그리고 참고문헌 및 용 

어해석을 나열하였다. (각각 6, 7절) 부록 A에서는 2.4절에서 요약한 위해도 분석법의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기술하였고， 부록 B에서는 1999년 6월판 초고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및 반 

응을 담고 있다. 부록 C에서는 방어벽에 대한 기본사항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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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방법론 

2.1 방법론의 간략한 개팔 

방법론은 본 연구의 목표와 목표로부터 유도된 성취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개발되었다. 

특별히 목표 및 이와 관련한 성취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 이 연구과제의 목표는 NRC 직원들에게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위해도 정보에 근 
거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 즉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로 부터 형상화된 조건 

을 제시하는 것이다. 명백히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NRC의 전략분석과 기초재정립 노력 

의 일환인， 위원회의 방향설정주제 12, 위해도 정보에 따른 행위에 근거한 규제와 일치 

하는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해 “행위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제시되었다. 

• 이 연구 과제의 특별한 성취 대상들은 (1)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과 관련된 위해도를 

정의하고， 계산하기 위해 정성적이고， 충분히 가능하며 합리적으로， 정량적이면서 확률 

론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 (2) 그런 시스템 각각을 분류하기 위해서 방사선 위해도 

평가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는 것， (3) 규제 관점에서의 조건 및 이와 관련된 비용 및 

손익을 개발， 평가하는 것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은 이것들과 관련된 현실적인 

위해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 방법론은 보고서의 각 절에서 기술될 다음의 5가지 기초적인 단계에 따라 개발되었다. 

1. 체계적인 분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허가 전체를 단위화하 

였다. 허가 사용자의 행위 및 기기를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한 

특성에 따라 40개의 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2.2절) 

2. 각 시스템을 절차， 포함된 직무， 장해， 방어벽， 피폭자등의 용어로 기술하였다. 각 시스 

랩에 대해서 직무(통상적으로 5가지)가 정의되었다. 방어벽이 물리적이건 절차상의 것 

이든지 간에 작업자와 일반인 모두에 대한 선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방어벽에 대한 기 

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어벽 분류구조는 현재의 규제， 지침， 그리고 “모범 행위 

(good practice)"에 따라서 개발되었다. 방어벽 분류구조 개발은 피폭선량을 최소화하는 
4개의 기본적인 기능에 의해 진행되었다 - 방사성 핵종으로부터의 차폐， 방사성 핵종 

의 제한， 방사성 핵종의 선원강도， 그리고 방사성 핵종에 대한 출입관리. (2.3절) 

3. 40 개의 시스랩에 대해서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정상 운전” 과 “사고” 위해도 모두 
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사선 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2.4절) 이 분석의 출발점은 방 

사성 독성과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수량이다. 선량(피폭결과)과 위해도(피폭결과 및 이 

에 관련한 빈도수)가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발생되는 또는 충분히 발생가능한 몇가지 

절차들(통상적으로 8가지)에 대해서 정량화되었다. 각 시스템 직무와 전체 시스템에 대 

한 위해도를 분석하기 위해 위해도를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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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중에 시스템의 사회적， 경제적 손익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것도 

고려하였다. 검토된 비용이란 실제 위해도(예를 들어， 경제적 부담올 유발하는 위해도 

와 오염 위해도)와 일반 대중에 의해 인식되는 위해도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규제자(NRC) ， 허가사용자， 일반인에 대한 모든 비용과 손익이라는 관점에서 규제 

의 선택적 조건들이 검토되었다. (2.5절) 

5. 주어진 시스템의 위해도와 비용 손익에 근거하고 행위에 근거하면서 인지체계를 고려 

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다이아몬드 

수형도” 방법이 규제 개선에 중요한 모든 관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2.6절) 

2.2 모든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허가를 각 시스템으로 단위화함 

여기서 수행된 것처럼 물리적 특성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및 응용에 대한 특정 단위 

화는 본 연구만의 고유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착수 시점에서 NRC는 선행된 연구 때문에 단 

지 약간 수정된 시스템 정의에 대한 예비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시스 

템은 목적이나 사용법， 동위원소 방사능(선원강도)， 선원형태(밀봉 또는 비밀봉)， 물리적 방 

어벽， 또는 장해 등에서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선원이나 기기의 일반적인 집단이다 이러 

한 시스템 접근 방법은 각 시스템이 이 경우에서처럼， 위해도 분석을 해석하는 수정가능한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랩들을 특성화하는 초기 정보는 GLDB(General Licence Data Base, 일반사용허 

가 자료철)과 L TC(Licensing Tracking System, 허가추적시스템)와 같은 단지 NRC가 관리 

하는 자료집에서만 이용 가능했었다. GLDB는 lOCFR 3 1.5를 만족하는 약 5만명의 일반 허 

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LTS는 약 5900명의 NRC 특수허가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LTS에서 각 사용허가는 주요 행위 또는 허가된 주요 사용법을 계획하는 

“중요 프로그램 코드”로 명명되었다. 코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NRC 프로그 

램 코드 기술 문서 (NRC 1992)에서 확인하였다. NRC의 지침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를 검 

토중인 시스템별로 분류하기 위한 스프레드시트가 작성되었다. 반대로 이것으로 인해 허가 

된 방사성 핵종， 물리적 형태 그리고 “최대 허가된 방사능”과 같은 정보를 적절한 시스템으 

로 구분짓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단지 중요 프로그램 코드만이 검토된 것임을 주목해 

야 한다. 이것이 단지 허가사용자의 주요 기능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특수한 허가사용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타 행위들은 다른 적절한 시스템에 의해서 검토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의 숫자를 실제보다 다소 작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특별히 다중시스템 

에서 기술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소유 또는 사용하는 “넓은 범위”의 허가 사용자들에 있어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사용자들에게 허가된 모든 방사성 핵종은 중요 프로그램 코드 

에 가장 잘 맞아서 많은 시스랩의 경우 초기에 고려된 물질의 종류를 과대 평가하게 되는 

시스랩으로 분류하였다. 

선행된 연구에서처럼 각 시스템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여러 경로로 수집되었다 NUREG， 

F‘illREG/CR, 학술지， 참고서， 허가사용자들과의 면담， SClliNTECH에 의해서 수행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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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회 그리고 관련기구， 등둥. 이 정보는 주어진 시스템에 나열된 방사성 핵종을 좀더 세 

분화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거나 허가사용자들에 의해 취급되는 방사능(선원강도)을 결정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방사성 핵종들과 “일반 방사능” 이 위해도 분석에 사 

용되었다. 

2.3 시스템의 특성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특성화된다. 

• 기본 절차， 장비 그리고 포함된 기기 

• 사용되는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범위 

• 현행 방사성 동위원소 법규 

• 내포된 장해 

•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직무 

• 장해에 노출될 수 있는 직원 

•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 직원에 대한 방어벽과 관리 

• 이러한 방어벽과 관리에 대한 규제 또는 기본 요건 

• 부적절한 직원의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이탈 

이러한 정보는 각 시스템과 관련한 위해도를 계산하기 위한 토대 및 위해도 정보에 따른 규 

제 대안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선원의 넓은 다양성으로부터 정보가 수집되어 위의 특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리되었다. 

정보에 대한 아래의 출처가 사용되었다. 

• NRC 규정 및 규제지침문서 

• NRC가 후원하는 연구 및 분석들 

• 밀봉선원 및 기기 등록철 (SS & DR) 

• 사용허가 추적시스템 (LTS) 

• 핵물질 사건기록 (NMED) 

• 일반 허가 자료철 (GLDB)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허가들 

• 판매자 또는 제작자의 상품정보 
• 산업체보고서， 표준서， 지침서 

• 산업체 인터넷 웹사이트 
• :-.J'RC 간부들과의 토의 

• 허가사용자나 자문인을 포함한 산업체 직원들과의 토의 

수집된 자료는 각 시스템에 대한 작업기준표에서 나열된 특성들과 연관지었다. 그러변 이러 

한 표들로부터의 정보를 요약하여 이 보고서의 3장에서 제공하는 시스랩 내용을 작성하였고 

또는 아래의 2.4절에서 서술하는 위해도 평가에 대한 입력자료를 삼았다. 정보에 대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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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처는 3장에 인용하였다. 

방법론의 첫단계는 개괄적인 시스템 설명， 이용중인 방사성 핵종의 목록， 사용기록에 나타난 

선원강도 및 빈도수를 작성하는 것이어야만 했다. 실제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사 

성핵종 자료는 LTS로부터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면허자나 판매자의 정보 SS&DR의 

정보등을 통해 계속해서 수정되었다.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의 물질의 사용주기 Oife cyc1e) 동안 방사성 동위원소의 

취급 및 사용에 포함된 직무가 정의되고 기술되었다. 정상적으로 이러한 직무는 물질 또는 

물질이 들어 있는 기기의 인수， 저장， 준비， 사용， 유지보수， 그리고 폐기를 포함하고 있다. 

DOT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허가사용 시설밖으로의 운송은 이 연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 
아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시스템에 대해서， 작업자나 일반인의 구성원에게 위해를 주는 원인이 되는 방사 

선 동위원소로 인한 방사학적 장해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어벽 또는 관리가 정 

의되었다. 방어벽이나 관리란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피폭자가 받게 될 방사선 

피폭의 우의성 또는 크기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는 그 무엇을 말한다. 피폭자는 방사성 동위 

원소 시스템의 사용 또는 응용에 관련된 작업자 또는 일반인 될 수 있다. 이 과제에서 피폭 

자의 보다 특수한 정의는 위해도 방법론(2.4절)에서 설명한다. 환경은 “일반인”의 범주안에 

포함되었다. 결과의 큰 차이 때문에 방사선 피폭이라기 보다는 오염으로써 측정되었다. 시설 

내의 오염은 외부 또는 내부피폭에 대한 작용의 결과인 보건 영향에 직접 포함되었다. 제염 

비용과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포함한 다른 중요 요소는 “비용과 손익”항목에 포함되었다. 

방어벽과 관리는 물리적 방어벽 또는 행정적인 관리로 간주하였다. 물리적 방어벽은 기초 

물리적인 대상으로써 작용하고 항상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런 방어벽이다. 다른 한편으로 행 

정적인 관리는 일반적으로 절차， 지도교육 등등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방어벽/관리는 규 

정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또는 요구되지 않는다. 방어벽의 기본， 즉 특정 규정， 허가 조건， 허 

가사용자 또는 모범 행위에 의해 합의된 고정 조건이 정의되고 기술되었다. 

표 2.3-1a와 b에서 나열된 이 직무를 위해 활용되는 방어벽 유형들은 다른 과제를 위해 사 

용된 것들과 유사한 목록， 방사성 동위원소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규제요건，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개발되었다. 의도는 가능한 합리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 

‘ 다. 명백하게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표 2.3-1a와 b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방어벽과 관리 유형 코드를 제시한다. 방어벽의 일부는 작업자와 일반인 모두를 보호하기 

때문에 코드 설정이 접두어를 제외하고는 같다. 또한 방어벽이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에 따 

른 피폭 결과를 제한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체계 또는 기능이 방어벽 목록에 포함 

되어 있다. 기본적인 체계 또는 기능은 방어벽이 영향을 주거나 조절을 하는 기본적인 물리 

적 과정이거나 관리방안들이다. 이상의 정보가 개발되고 위해도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2.4 

절) 

직무가 정의되고， 기술된 다음으로 각 직무에 대한 예비 위해도분석이 수행되었다. 작업자나 

- 10 -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이탈행위가 가능한 원인들， 

영향， 예방용 또는 완화용 방어벽과 관리에 따라 정의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화학산업에 

서 개발된 (AIChE, 1992) 위험과 가동성 (HAZOP) 분석기술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표 2.3-1a 물리적 방어시설 유형 

작업자 방어시 일반인 방어시 
체계. -* 슛143 

설 유형쿄드 설 유형코드 

WB-1 PB-1 C 핵종의 물리적/화학적 형태(확산이 적은 고체) 

WB-2 PB-2 C 캐슐포장 

WB-3 PB-3 C 용기/vial 

WB-4 PB-4 C Glove boxes 

WB-5 PB-5 L 원경제어시스템 

WB-6 PB-6 C 필터 

WB-7 PB-7 S 차폐 

WB-8 PB-8 L 물리적 접근 제어 

WB-9 PB-9 L, S 저장소 

WB- lO PB- lO L, S 연동장치 

WB-ll PB-ll C 보호용 옷 

WB-13 PB-13 C HVAC/제한 

WB-14 PB-14 L 시설경계 

WB-15 PB-15 C, L 방 

WB-16 PB-16 C, L 건물 

WB-17 PB-17 T 방사선 경보 

\\'B-19 PB-19 D 상층 방출 

WB-20 PB-20 D 혼합/회석 

\VB-21 PB-21 T 피폭시간 

WB-22 PB-22 Q 방사성 붕괴 

WB-23 PB-23 C, D 액체 엎지름 관리 

WB-XX ‘PB-XX 기타 (특정) 

- 11 -



표 2.3-1b 행정적 관리 유형 

작업자 방어시 일반인 방어시 
체계. 

설 유형코드 설 유형코드 

WC-l PC-l L 

WC-2 PC-2 T 

WC-3 PC-3 All 

WC-4 PC-4 T 

WC-5 PC-5 All 

WC-6 PC-6 Q. N 
WC-7 PC-7 All 

WC-8 PC-8 All 

WC-g PC-g All 

WC- lQ PC- lQ A Il 

WC-xx PC-xx 

.결과에 국한된 체계: 

C= degree of confinement 제 한정 도 

L=location of receptor 수용자의 위 치 

s=차폐 

T=피폭시간 

D= 확산량 

Q= 선원강도 

N= 핵종 

다음의 최소 이탈행위가 고려되었다: 

유형 

출입관리 

피폭선량 제한 

선원 수량판리 

방사선 서어베이 

서어베이/시험 

묻젤 제한 

형상관리/설계관리 

「훈련/보증 표로그램 
j표식/안내판 

|비상절차/대비 

[71 타(특정) 

• 제한 기능의 불이행(위험 물질의 1차 제한 기능이 엎지르거나， 피열， 기계적인 손상 동 

에 의해서 상실됨) 

• 물리적 관리 기능의 상실(차폐체 밖의 의도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선원 그러나 1차 제 

한기능의 실패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 비효과적인 차폐 (구조적 손상등， 임의의 이유에 의한 차폐기능 상실) 

• 행정적인 관리 기능의 상실 

이러한 것들은 주어진 직무에 적용이 가능 했던 다른 이탈행위에 의해서 추가된다. 각 이탈 

행위에 대한 원인， 영향 그리고 방어벽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특성화되도록 작성하 

였다. 장해 분석의 개발을 위한 입력 자료는 NMED에서 확보한 것들을 포함해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이다. 

그래서 이 장해 분석의 결과가 위해도 평가에서 평가를 위한 사고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활 

용되었다. 이것은 2.4절 이후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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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기서 서술된 방어벽은 현재 규제요건의 윤곽을 잡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윤곽은 3장에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검토하는데 사용되었다. 관련된 논의는 부록 

C를 참조할 것. 

2.4 방사선 위해도 평가 

2.4.1 서 론 

연구에서 이 부분의 욕표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 ...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 각각의 방 

사선 위해도를 평가하는 .. 비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이 그 방사 

선 위해도에 비례하는 등급으로 정해여야 한다 더욱이 “정성적이며， 충분히 가능하고 합 

리적으로 정량적이며 개연성이 있는 도구가 현재 방어벽의 효율성 및 이 기능들이 실패할 

경우와 관련된 위해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의 문장은 활용된 방사선 위해도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특별히 정의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위해도 정의， 피폭자에 대한 피폭 측정치를 포함하는 위해도 평가를 위한 개괄적인 골 
겨 
• 1 

• 평가되어야 할 일반적인 피폭 결과와 빈도수 관계 

• 피폭시나리오 개발 

• 위해도 정량화 

위해도 평가 방법론에 대한 목표 또는 바람직한 특성은 규제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정보， 사 

실성， 그리고 유용성을 묶어내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우의성과 피폭 결과 

에 대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바람직하다. 이것이 상당한 정도의 정성적인 처리뿐 

만아니라 수치적 입력자료를， 이중 일부는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은 수도 있음， 요구하는 반 

면에 다양한 위해도 원인들에 대해 심지어 근사적인 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전문성을 확보 

하는 방식의 개발은 현재의 자료를 포함하고，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정 또는 변수의 가정 

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개발된 골격이 임의의 한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이상적일 필요는 없 

다. 그러나 비교목적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 정의된 시스템들의 매우 폭넓은 다양성에 대해 

조화를 도출하는 역 량은 가지 고 있다. 

2.4 .2 위해도 평가의 골격 

2.4.2.1 위해도 정의 

일반적인 정의로써 위해도를 평가하는 것은 시스템의 가능한 상태와 관련된 빈도수와 피폭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상태란 그것의 물리적 조건과 그 주변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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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이다. 시스템과 그 주변 환경을 정의하는 모든 방어벽 또는 관리의 현재 수준이 그 

상태를 결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어벽이나 관리란 그 상태에 방사학적 충격을 주는 그 

어떤 것이다. 

그러면 광의로써 위해도는 가능한 시스템 상태 및 이와 연관된 빈도수， 피폭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이 종합은 여러 가지 방어벽의 중요성과 이러한 방어벽의 규제관리가 필요한지 않 

은지 등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유용한 반면 한 시스템을 또 다른 시스템과 비교할 때는 이 

러한 종합을 사용하기는 힘들다. 비교목적에서 가능한 상태에 대한 빈도수와 피폭 결과 쌍 

들의 곱의 합은 매우 유용하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위해도 =L:(빈도수iX 피폭 결과i ) (식1) 

여기서 합은 모든 가능한 상태 i 에 대한 것이다. 

상태 i 에서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주어진다. 

빈도수i = fi {(상태 i 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빈도수)， (식 2) 

(상태 i 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건을 유발할 확률)， 

(상태 i 에 이르게 하는 예방용 방어벽의 실패 확률)， 

(상태 i 에 이르게 하는 저감화용 방어벽의 실패 확률)} 

여기서 fi 는 상태 i 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실패를 종합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는 방어벽의 성질과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그것들이 

다중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회성 실패가 불리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방어벽은 행정적인 관리의 다양성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 

직무“라는 용어는 검토중인 시스템에 대한 주어진 운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지 

무 집합은 대개 허가사용자에 의해 방사성 핵종의 인수， 저장， 사용을 위해 방사성 핵종을 

준비하는 것， 방사성 핵종의 실제적인 사용， 선원의 폐기. 정상적인 조건에서 그 상태는 방 

어벽의 실패가 없고， 그래서 빈도수는 단지 직무 빈도수뿐인 상태이다. (다른 모든 상태보다 

덜한 빈도수) 비정상 또는 사고조건의 경우， 어떤 시발점이 되는 사건은 한가지 이상의 예 

방용 방어벽(그리고 저감화용 방어벽중의 가능한 것들)의 기능 상실의 원인이 된다. 저감화 

용 방어벽의 다양한 조합은 확실한 발생 확률을 갖고 있고 이 방어벽의 상황이 피폭 결과 

를 결정짓는다. 

상태 i에서 개별적인 피폭자(작업자 또는 일반인중 구성원)에 대한 피폭 결과는 기능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피폭 결과i = gi {(상태 i의 핵종)， (상태 i 의 선원강도)， (식 3) 

(상태 i에서 선원의 제한 정도)， (상태 i 의 차폐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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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i에서 수용자의 위치)， (상태 i 의 확산 조건)， 

(상태 i 동안의 시 간)} 

여기서 gi는 용어상으로 현 상태에서의 방어벽의 역할과 관련되며 피폭 결과의 바람직한 측 

정을 제공하는 항목을 조합한 함수이다. 

gi에서 항목들은 피폭 결과를 결정짓는 기계적인 또는 물리적인 사실이다. 이 항목들중 일부 

는 설계조건이고 (핵종， 선원강도， 차폐 등)， 일부는 내포된 운전 특성(피폭자의 위치 [즉 선 

원으로부터의 거리]， 피폭시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일부는 무작위의 물리적 조건(대기로의 

확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한 개이상의 상황에 의해 영향 받으며， 방어벽의 

현 상태가 이 항목들중 한 가지 이상에 영향을 준다. 표 2.3-1에서 주어진 모든 방어벽의 

목록은 각각의 방어벽에 의해서 그런 체계가 영향 받는 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과식에서 이 항목들중 일부는 특정값이라기 보다는 실제 가능한 분포에 속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피폭자 위치의 경우， 일반인의 한 구성원이 특정한 위치에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치에 대한 확률분포상에서는 존재한다. 이러한 분포는 분석(알려져 있다면)에서 직 

접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평균값이 그 분포를 대표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인들이 피폭 

되는 시간이나 공기중으로의 확산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분포를 대표해서 한 개의 값이 사용되었다. 

2.4.2.2 위해도 측정 및 피폭자 

본 연구를 위해서 관심에 되는 피폭 결과는 결과적으로 rem으로 표현되는 선량을 사용하는 

전신 방사선 피폭이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극단적인 영향을(사망， 암， 등) 준다면， 이것은 

방사선량의 크기와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Rem으로 표현되는 전신 방사선량은 사망， 암 등 

과 같은 피폭 결과에 대한 대용이다. 개인 또는 피폭자에 대한 피폭 결과는 그 상태에서 가 

능한 홉입， 섭취， 및/또는 외부피폭에 의한 피폭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장소에， 또 다른 개 

인이 있다면， 다른 피폭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모든 개인에 대한 피폭 결과의 합은 주민 

(또는 집단) 선량이다. 현재 연구 범위는 개인 선량을 결정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지 

만 이 개인선량은 한 사람이상의 것일 수 있다. 서로 다른 개인은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번에 걸쳐 한 가지 직무만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과제를 위해서 피폭 결과는 두 개별 피폭자에 대해서 결정될 것이다. 즉， 작업자와 일반 

인중에서 대표적으로 최대 피폭을 받은 구성원이다. 작업자는 정상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사용자를 일반인이라고 간 

주하는 연제 수량의 시스템에서 마지막 단계의 사용자는 제외하고) 이러한 정의는 lOCFR 

19.3의 작업자에 대한 정의와 일치한다. 즉 “작업자란 위원회에 의해서 허가되거나 허가사용 

자에 관리되는 ... 활동에 관계된 개인을 말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면제 수량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원회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인중 대표적으로 최대 피폭을 받는 구성원은 비록 직접적으로 시스템의 사용과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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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수행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따라서 위원회의 허가된 행위와 관련이 없음) 합리 

적으로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처에 있음으로써 피폭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 

로 일반인의 구성원은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 또는 사고 조건에서 방사선으로부터 피 

폭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원의 핵의약실로부터 사용할 환자의 방까지 분석용 방사성 핵종 

을 배달하는 기능인은 작업자이다. 그러나 사용하는 지역 근처에 위치하면서도 분석과는 상 

관이 없는 한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 또는 간호사들은 일반인이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것처럼 “작업자”는 “직업적 선량"OOCFR 20.1 003)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반면에 

“일반인” 은 일반 선량을 받은 사람이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여기서 평가된 방사선 위해도는 단위시간당 예상되는 방사선 피폭 또 

는 mrem!yr. "정상적“ 위해도는 피폭자가 행위에 대해서 일년에 걸쳐 받게 될 것과/또는 일 

년동안 피폭되는 조건에서 예상되는 피폭량이다. 개인선량기기로(더불어 선량계로서는 측정 

되지 않는 내부피폭) 인지되는 누적선량일 수 있다사고“ 위해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 

의 정상적인 과정에 대해서 결정된다. 사고과정의 희소성 때문에 사고 위해도는 단지 사건 

들사이의 시간보다 긴 시간동안에 걸친 또는 매우 많은 기기 및 행위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꼈을 때의 평균 또는 ”예상“ 선량이다. 비록 단독 피폭자가 주어진 해에 사고 위해도로 

인지되는 피폭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단독 피폭자 선량은 1년 -동안 임의의 주어진 가상적 

인 사고과정에 대해서 예상되는 선량을 받는 확률(일반적으로 l보다 매우 작음)을 가지고 

있다 .. 측정될 수 없는 것들인 반변 확률과 피폭 결과(선량)의 곱은 1년동안 수학적으로 ”예 

상되는“ 선량이고 총 사고 위해도의 유용한 척도이다. 

2.4.3 피폭 결과의 평가 

2.4.3.1 펴폭경로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정상， 비정상， 또는 사고 조건일 때와 같은 특정한 상태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 장해로부터 피폭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방어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피폭경로를 통해 주어지는 피폭의 합으로 주어진 

다. 다음의 경로가 보다 분명하게 분석되었다. 

1. 선원으로부터의 외부피폭 

2. 공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흡입 

3. 방사성물질의 섭취 

4.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구름속에 노출됨으로 입는 외부피폭 

또한 공기중 생성물의 전파 및 방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계외 지역에서의 침착등으로 인 

한 지표오염으로부터의 일반인의 피폭선량이 평가되었다. 이 “오염선량”은 향후 그 지역을 

사용하게될 거주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목자가 받는 

총 방사선량은 이러한 경로에 의한 선량들의 합이 된다. 이러한 경로 각각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수식과 변수를 부록 A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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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안전기능 

선량 분석의 출발점은 사용되는 방사성 핵종의 고유한 방사성 독성과 수량이다. 주어진 대 

로 결과는 각각의 피폭 경로에 대해서 이러한 물질로부터 받게 되는 선량에 영향을 주거나 

조절하는 물리적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식 3에 의해서 표현되는 일반적인 피폭 결과 모 

델과 부록 A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피폭모텔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래의 표 2.4-1 의 첫 번 

째열과 같이 분류하였다. 또한 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각 분류의 약자이고 각 분류에 

영향을 주는 방어벽의 몇몇 예이다. 

표 2.4-1 피폭 결과에 대한 물리 변수 분류 

물리적 변수 분류 • 구I. S 방어시설예 

핵종 N 물질 제한， 선원계수여부， 표지， 교육 

동위원소의 수 Q 물질 제한， 선원계수여부， 방사성붕괴 

제한 정도 C 선원형태， 포장， 필터， 건물 

차폐 효과 S 차폐 함， 차폐벽， 연동장치 

수용자의 위치 UA) 행정적인 출입관리， 원결제어도구， 연동장치 

피폭시간 TCA) 방사선 서어베이， 교육， 

확산량 D(A) 환기속도， 상층 방출 

앞의 분류중의 마지막 세 가지는 역으로 한 가지 부류로 묶어볼 수 있다 말하자연 “출입 

확산의 양이 표에 명시된 방어벽에 의해 영향 받는 반면에 실제로는 공기중 농도가 피폭자 

의 위치에 의해서 보다 더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방안， 건물밖， 근접 또는 원거리. 마찬가 

지로 위치와 시간은 정상 또는 비정상 조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의 검토는 주어진 핵종(그리고 그것의 고유한 방사성독성)에 대해서 4가지 물리적 조 

건 또는 안전 기능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에 따른 피폭 결과를 결정하고， 그러므로 이러 

한 사용의 방사선 피폭결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 

켜주었다. 

• 선원강도(Q) 

• 차폐 (S) 

• 제한 (C) 

• 출입 CA) 

(사고과정과 방어벽의 성공 또는 실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안전기능의 주어진 상태 

에서 피폭 결과는 방어벽 상태와 관련 있는 부록 A의 결과식 내의 변수값을 분석함으로서 

결정된다. 안전기능의 변수(즉 결과식의 항들) 각각들에 대한 값은 정상조건일 때 뿐만 아니 

라， 가능한 사고조건에서도 존재한다. 정상조건에서 차폐와 제한의 안전함수변수는 매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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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을 갖는다. (제한에 대해서 아마도 정확히 제로 또는 비방출) 그리고 비정상적인 조건 

이 발생하면 증가한다. 출입안전함수변수는 출입관리가 실패하면 증가하고， 차폐 그리고/또 

는 제한기능의 실패가 발생하며 별도의 도구， 즉 방사선서어베이， 피폭자가 방출된 물질로부 

터 멀어지거나 경로상이 있지 않으면 정상값으로부터 감소할 수 있다. 

2.4 .3.3 반도수 

각 과정의 빈도수는 시발 사건의 빈도수(수행할 직무의 빈도와 방어벽의 기능 상실로 인한 

시발 사건의 우의성)에 그 과정(출입관리， 제한 및//또는 차폐) 또는 상태 i를 유발하는 피폭 

과정 i에 대한 안전기능상태의 확률을 곱한 것이다. 

Freqi Freq(Task)*PdIE)i*Pr( S)j Pr(C)j*Pr(A), 

여기서 Freqj 

Freq(Task) 

Pr(IE)i 

Pr(S)j 

Pr(C)i 

Pr(A)j 

= 과정 I의 빈도수 

= 수행중인 직무의 빈도수 

= 과정 i에 대한 시발 사건의 확률 

= 과정 i에 주어진 차폐안전기능 상태의 확률 

= 과정 i에 주어진 제한안전기능 상태의 확률 

= 과정 i에 주어진 출입안전기능 상태의 확률 

(식 4) 

식 4는 안전기능을 변수로 하는 식 2의 특별한 형태이다. 여기서 사용된 대로 피폭 과정은 

특정한 최종 상태， 즉 특정한 피폭 결과를 갖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과 연관된 안전기능상 

태의 특정한 집합이다. 안전기능상태는 그 상태에서 존재하는 결과를 결정하는 안전기능의 

특정한 조건이다. 그것은 안전기능의 성공 또는 실패일수도 있고 또는 과정에 어울리는 조 

건의 특정한 집합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안전기능상태확률 각각은 시발 사건의 발생정도 및 다른 안전기능의 상태에 따른 것이다. 

임의의 경우에 시발 사건은 안전기능이 1의 확률을 가지고 실패하게 하는 원인일 수 도 있 

다. 다른 경우에는 독립적인 무작위적 실패확률이 적절하다. 과정을 종합할 때 이중산정을 

피하기 위해서 피폭 과정에서 안전기능의 실패하지 않거나 정상 조건일 확률은 다른 방법으 

로 정의된 과정속에서 대응하는 안전기능 실패확률의 보완사항으로 주어진다. 시발 사건의 

확률이 개인의 안전기능 확률에 대해 다중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태는 안전기능 확률만으로도 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발 사건(용기 

를 떨어뜨리는 등과 같은)이 안전기능(제한등과 같은)의 실패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 

는 상황이 허락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시발 사건의 확률은 유지된다. 

2.4.4. 피폭시나라오 개발 

이상의 절차에 의해 구조 또는 골격을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해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수식이 개발되었다. 각 시스랩에 있어서 위해도 평가 절차의 

첫 단계는 시나리오와 이와 관련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었던 최종상태의 가능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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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시스템과 직무내역， 방어벽 정의， 장해 

분석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각 운전직무로부터의 이탈분석은 피폭시나리오 또는 안전기능상 

태를 반영하는 과정 그리고 방어벽의 기본적인 성공 또는 실패의 집합으로 결론지어진다. 

이상의 과정에서 그것의 상태가 피폭 결과를 결정짓는 3가지 안전기능(선원강도와 더불어) 

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선원강도에 대해서 각 안전기능이 2가지 상태， 즉 성 

공과 실패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연 3가지 안전기능으로 8가지의 조합， 또는 8가지 가능한 

상태， 절차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그림 2.4-1 의 사건수형에 표시하였다.8가지 피폭 

과정은: 

1. 실패 없음 

2. 출입관리기능만의 실패 - 과정 A 

3. 제한관리기능만의 실패 - 과정 C 

4. 제한 및 출입관리 기능만의 실패 - 과정 CA 

5. 차폐기능만의 실패 - 과정 S 

6. 차폐와 출입관리기능만의 실패 - 과정 SA 

7. 차폐와 제한기능만의 실패 과정 SC 

8. 차폐， 제한， 출입관리의 실패 - 과정 SCA 

여기서 “실패”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검토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각 과정의 결과는 과정속에 있는 안전기능의 상태에 대한 안전기능 변수값에 의해서 결정된 

다. 정상조건에 대한 안전기능 변수값은 설계 방어벽과 관리의 효과정도에 따라 다르다. 비 

정상조건에 대한 안전기능 변수값은 임의의 예방적인 방어벽의 변수에 대한 충격정도 또는 

관리기능상실 및 임의의 완화된 방어벽 또는 피폭 결과를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기능에 따라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한 안전기능의 변화가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예를 들어， 액체 또는 기체에 대한 제한기능의 실패가 차폐효과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전기능변수 각각은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평가되고 특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 

스템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선 피폭결과는 피폭과정과 이와 관련된 각 과정에 대한 안 

전기능 변수값의 집합으로 주어진다. 안전기능 변수들간의 이러한 상호연관성 때문에 안전 

기능 변수값이 심지어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값과 다를 수 있다. 

이상의 것들은 명확하게 선원강도 안전기능(Q)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에 피폭 결과에 대해 

서는 직접적인 배수의 의미를 갖으며， 더불어 과도한 선원강도를 포함할지도 모르는 임의의 

피폭 과정은 추가적인 과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피폭 과정은 선원강도안전기능 

의 추가적인 실패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원강도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값에 

서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는 통상적인 선원강도로부터의 이탈을 포함하고 있는 사고 과정들 

이 평가된다. 안전기능에서 2가지이상의 가능한 상태가 존재한다면 또는 안전기능을 상실 

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태는 추가적인 피폭 과정을 첨가함으로써 조정된다. 

비록 여러 가지 방어벽과 관리기능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된 위해도를 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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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방어벽 또는 관리기능의 성공과 실패를 그리고 방어벽 상태(예， 

성공과 실패， 존재와 비존재)와 피폭 결과를 결정하는 변수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들은 

항상 명확하거나 직설적이지는 않다. 방어벽은 다양한 서로 다른 체계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방법들로 위험도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폐와 제한 기능이 효과적이거나 또는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반 

면에 위해도에 대한 영향력은 출입관리안전기능속에 함께 그룹을 이루는 다른 변수들의 상 

태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이러한 변수들은 특정한 상황과 개인적인 인적행동유형에 따라 

매우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방어벽과 제한기능이 물리적인 예방과 관리기능을 제 

고하는 위치에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무시하거나， 사용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또는 단순히 실패할 수 있다. 행정적인 조정은 방어벽의 효능에 대한 우의성을 증가시키는 

업무 및/또는 

시발사건 빈도수 
차폐 안전기능 제한 안전기; 출입안전기능 

Ref 
과정 

# 

S C A 

정상출입 

제한기능 손상없음 

출입관리 기능저하 
2 A 

차폐기능 손상없음 

정상출입 
3 C 

제한기능 저하 

출입관리 기능저하 
4 CA 

빈도수 

정상출입 
5 S 

제한 기능손상없음 

출입관리기능저하 
6 SA 

차폐기능 저하 

정상출입 

제한기능 저하 
7 SC 

출입관리기능저하 
8 SCA 

표 2.4-1 사건수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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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따라 결정된다. 

이상의 것들은 방어벽이 안전기능， 결국 위해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 

량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야기한다. 항상 명확한 방어벽과 

관리기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벽 또는 관리기능의 위해도에 대한 영 

향력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관리기능은 다른 방어벽 또는 관리기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위해도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 

다. 방어벽과 관리기능의 작용은 규제 조건 분석 (2.6절)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피폭시나리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지만 안전기능의 최악의 실패는 아닌 위해도 충 

격을 특정짓는 신뢰할 만한 시나리오의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목적이어야만 한다. 이경우에 

대한 입력 자료는 NMED 자료집에 문서화된 실제적인 경험사례이었다. 일반적으로 피폭시 

나리오와 관련된 몇몇 (그러나 전부는 아닌) 사항 또는 기능 상실은 실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재가 발생하였었다 그러나 시나리오에서 분석된 

차폐 또는 제한 기능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할 필연성은 없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피폭 

결과는 방출율， 피폭자와의 거리， 피폭 시간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평균 또는 최상의 평가 

치틀 사용해서 평가된다. 최대 가능한 피폭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시도는 없었다. 더 높은 

선량은 항상 피폭자가 선원에 더욱 가까이 있다고 또는 평가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라고 

가정을 함으로서 계산할 수 있었다. 

2.4 .5 위해도 정량화 

위해도 평가과정의 다음 단계는 앞에서 정의된 각 피폭 과정의 결과 및 빈도수에 대한 정량 

화이다. 이것은 피폭 결과 또는 빈도수 관련식의 여러 가지 항에 대한 값을 정하고， 각 과정 

에 대한 결과 및 빈도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각각을 결합시킴으로서 완성된다. 

위해도를 결정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정량화인데 비해 모든 필요한 입력자료에 대한 적절한 

실제값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모넬의 상세한 부분을 우회하여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우의성이나 결 

과처 럼 “존재하지 않는( unlikely )" , "가능한(veη likely)" , "심 각한(very severe)", 극도록 심 

각한(extremly severe)"등과 같은 단어 를 사용하여 단순히 정 량적 인 평 가를 하는 것 이 다. 이 

러한 항목들이 항상 빈도수 또는 결과값의 범위를 구분함으로서 정의되눈 반면에 이 접근방 

법은 비정량적이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이후에 이 보고서에서 계속 다루어지는)， 어떤 자 

료가 이용가능한지를 포함하고 있고， 한 가지 기술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항목에 대한 

근사값이나 자리수 맞춤값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필요한 곳에서는 가정과 가설을 사용하 

는 것이다. 이 값들은 위해도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숫자적인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모델을 

통해 전달된다. 

이상의 접근 방법이 위해도에 대한 숫자적인 값을 제공하는 반면에， 일부는 매우 불확실할 

수 도 있고， 입력값으로써만 더욱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단지 판정기준 

외에는 아무런 기본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럴듯한 값이다. 피폭 결과가 너무 불확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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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절대 위해도에 대한 부실한 평가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입력값이 

근사적으로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값들이 상대적으로 올바르다면 전체적인 

결과는 그 시스템의 상대적인 위해도에 대한 적절한 지시기준이 된다. 게다가 수치적인 모 

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값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급화된 위해도의 민감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자리수 맞춤정도의 정확성으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들로 구성된 사용 

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위해도 정량화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세스 자료집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다. 이 자료집에 대 

한 입력은 일반적인 시스템， 직무， 피폭자 유형자료， 정의가 포함된 과정자료， 유형(정상 또 

는 사고)， 안전기능 상태확률， 피폭시간， 거리， 공기중과 섭취의 희석변수 및 방출율， 차폐선 

량 저감인자， 방출율， 다른 결과변수， 핵종을 포함한 동위원소 자료， 사용 빈도수， 허가 사용 

자 또는 기기의 수， 선원강도 등이다. 각 경로에 대한 방사선 피폭， 총 피폭 개인 및 산업체 

위해도는 따라서 각 동위원소에 대한 각 피폭 과정별로 산출된다. 선량 및 위해도 결과는 

사용자가 정한 보고서 형태로 도표화된다. 결과는 작업자와 일반인， 정상과 사고 조건에 대 

해서 독립적으로 작성된다. 정상적인 조건들은 일년의 기간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고 출 

입관리실패가 단독적으로 적절하게 예상된 방사선 방어 실제예에 따른 실패가 유발되는 행 

정적인 관리기능의 실패 결과인 경우마다 그림 2.4-1 의 과정 l과 2를 포함하는 것들이다. 

위해도 정량화에 대한 입력자료의 최적 공급처는 이용가능할지 모르는 실제적인 역사적 자 

료이다. 이것은 핵종， 선원강도， 사용자나 제작자들로부터 확보한 사용빈도수나 완성률을 포 

함한다. 시발 사건와 안전기능/방어벽 확률들은 특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사건 보고서(예， 핵 

물질 사건자료집) 또는 일반적인 실패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시스템과 시스템간의 상관값이 일관되게 예상되는 시스템 

에 종속된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확실할 때 자료가 존재하는 유사한 상황으로부터 근거하거 

나 그로부터 외삽하여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NMED는 정량정인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그 정확성 및/또는 유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단점을 갖고 있음이 인식된다. 중요한 단점은 사건의 불성실한 보고에 대한 압력이 

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일반적인 허가사항 부주의)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보고 

가능하지만， 보고 되지 않는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 보고 수준이하라고 판단되어진 사건들 

때문일 것이다. (예， 보고제한치 선량이하의 엎지름) 각각의 개인적인 시스랩의 위해도분석 

의 입력자료를 평가하는 중에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많은 경 

우에 있어서， 이러한 불성실한 보고 때문에 단지 자리수 맞춤식의 평가가 가능했다. 

안전기능 결과변수는 밀봉선원 및 기기 등록부(the Sealed Source and Device Registry) , 방 

출율에 대한 발표된 자료(DOE.1994)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의 우선적인 위해도 및/또는 결 

과분석들(예， S tonn. 1994 또는 NRC, 1983)로부터 차폐된 또는 되지 않은 선원 주위의 실제 

적인 방사선장을 평가함으로서 얻어진다. 많은 결과변수에 사용가능한 특정한 값 및/또는 

접근방법은 부록 A에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입력자료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 자료의 질이 3장에서 보고된 위해도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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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확실도를 정할 때 고려되었다. 그 불확실도는 입력 자료의 질과 역사적인 평균피폭 

정보에 근거하여 판결하듯이 평가되었다. 정량적인 불확실도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사용된 여러 가지 값을 결정하는 중에 한 시스템에 사용된 값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직무의 또 다른 시스템에 사용된 값들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강조되었 

다. 조건 둥이 다르고 이것들이 실패 확률 또는 안전기능변수의 차이와 관련휠 수 있다띤 

이러한 차이점은 포함되었다. 

2.5 시스템의 비용과 손익에 대한 고려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에 대한 위해도를 포함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표이다. (2.6절을 보라) “일반인과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즉 2.4절에서 기술 

된 방식으로 계산된 선량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선량 검토만을 끈거로 조건들이 먼저 개발되 

었디 각각의 조건은 시스템 방어벽에 대한 상태들의 필요충분집합이다. 즉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상운전과 중대한 사고에서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이 확실한 수준이하가 

될 것이라는 적절히 확신할 수 있는 규제 구조를 말한다. 그러면 제안된 규제 구조(규제， 지 

침， 표준， 허가조건， 구속력， 모범 행위)를 현재 구조와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구조내 

에서 또는 더하여 가능한 규제완화정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고려 

할 때 중요한 최종 요소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비용과 손익이다. 통상적으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의 ”비용-손익 kost-benefit)" 분석이 본 연구의 범위 밖이지만， 제안된 조건을 결정할 

때 시스템 비용과 손익을 고려하여 구조가 개발되었다. 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 

비용과 손익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비용과 손익 목록 

1. 사고의 경제적 위해도 : 사고로 인해 허가사용자에게는 가능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 이 

러한 경제적 위해도는 사고빈도수와 그것들에 대응하는 피폭 결과들의 곱이다. 청소비 

용(제염) , 정지시간동안의 비용， 의무비용등이 포함된다.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선원과 관련한 경제적 위해도 : 분실 또는 도난당한 선원으로 인해 

허가사용자에게 또는 포함 가능한 정부단체에 대해 가능한 경제적 위해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적 위해도는 도난 및 분실의 빈도수와 그에 대응하는 피폭 결과들의 곱이 

다. 청소 및 의무비용을 포함한다. 

3. 규제부담비용 : 현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허가사용자에게 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NRC에게 부과되는 분명한 비용이 있다. 어떤 시스템에서 이러한 비용은 높고， 허 

가사용자나 NRC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NRC와 허가사용자 모두에 의해서 유 

발되는 검사비용) 규제의 선택적 조건은 규제 부담을 더하거나 덜할 수 있다. 허가사용 

자， NRC, 주정부， 지역정부， 단위정부에게는 비용이나 절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4. 오염비용 : 작업자 및/또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 항목으로 “오염”은 위해도 분석에 해당 

한다. 그렇지만 일반인에 대한 매우 적은 선량을 주지만 이미 제염을 위한 높은 비용을 

포함하는.오염 주체에 대해 추가적인 범위가 었다. 어떤 규제의 선택적 조건도 오염으 

로 인한 자연환경에 대한 결과적으로 상승되는 또는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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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조건 모두) 

5. 비방사학적 건강 및 안전 위해도 : 본 연구를 위한 비방사학적 건강 위해도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특별하게 주어진 행위에 수반되는 역사건/역 

효과들이다. 예를 들면 작업을 함으로서 모든 고유한 위해도를 갖고 있는 무거운 납괴 

(차폐물)를 들거나 운반하거나 이동시켜야만 하는 작업자이다. 비방사학적 위해도를 감 

소시키기 위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은 추가적인 관심을 갖게 한 

다. 

6. 시스템의 가치 : 검토된 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에서 오는 이득이 있다. 이것들은 사회 

에 대한 행위의 가치와 허가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득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규제변경은 이러한 가치의 현실화를 증진시키거나 역영향 

을 주게 된다. 

7. 인지 위해도 : 일반적으로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위해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때문에 비용면에서 허가사용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그리고 NRC도). 

종종 정상운전과 사고로부터 인지된 위해도는 망사성 동위원소 공장의 가치가 하락된 

토지와 관련된 비용， 선량 최소화， 일반인 관계비용，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등을 포 

함한다. 통상적으로 인지 위해도 (실제 위해도 이상의)를 규제변경과정에 맞추어 놓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후보대상이 되는 규제의 선택적 조 

건은 위해도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규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인지 위해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지 위해도와 관련한 비용을 제외하면 앞에서 다룬 비용과 이득은 통상적인 규제 분석 

(Regulatory Aoalysis, NRC, 1995a)에서 검토된 것들과 일치한다. 비록 검토된 40개의 시스 

템에 대한 통상적인 규제 해석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범위와 취지를 벗어날 지라도， 규제 

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추후 검토를 위해 “비용과 이득”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만한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3가지 출처로부터 개발되었다 : 공개된 문헌， NRC 직원 

조사， SCIENTECH 홈페이지에 접수된 허가사용자에 대한 설문. 

비용과 이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 분석이 예상되는 2가지 접근 방법이 선량 

제한치를 (필요충분조건의 두 집합경우) 만족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점을 보여준다면 

두 경우와 관련된 비용과 이득의 비교는 한 경우에서 다른 경우까지 제안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안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그것에 관련된 

규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한 가지 안이 다른 안에 비해 좀더 심 

한 오염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2.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 분석이 지금까지 최상의 조건이 다소 제한 

적이었으나 필요한 방어벽과 이와 관련된 부담스러운 요구조건임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시스템의 가치가 매우 높다면， 이 시스템은 일반인의 선량 제한치보 

다 더 높은 문턱값의 후보가 되고， 그래서 검토중인 시스템의 부담을 덜고， 실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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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적 적용의 이득은 일반인 선량의 더 높은 문턱값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이 클 수 있다. 

3. 규제의 선택적 조건(들)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결정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할 조건(들) 

에 대한 비용과 이득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예를 들어 주어진 시스템 

에 대한 조건이 필요충분한 방어벽의 특정한 경우들에 대한 선량 제한치를 만족한다는 

것과 이러한 방어벽들이 현재 요구조건의 완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가정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한 시스템에 관한 인지 위해도가 높다고 가정하라. 그러한 경우에 비록 선 

량제한치를 만족하고 부담을 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기에는 중요한 “판 

매”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적용을 감안하면서， 각 시스템과 관련된 7가지 비용과 이득의 순위가 표 

2.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순위매김은 2.6절의 위해도를 고려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 개발과정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특히， 실제로 그림 2.6-1 의 3, 5단계를 주목할 

것) 

표 2.5-1 비용과 이득 순위에 대한 내역 

비용 또는 이득 내역 

H 
허가사용자가 받는 경제적 위해도가 비방사학적 보험비용에 

사고의 결과로서 허 비해 상당히 더해진다. 

가사용자가 받는 경 1\1 
허가사용자가 받는 경제적 위해도가 비방사학적 보험비용에 

비해 적당히 더해진다. 
제적 위해도l 

허가사용자가 받는 경제적 위해도가 필요하다면， 비방사학적 
L 

보험 비용에 비해 조금 더해진다 

사고(단순한 선원 H 
정부 구성원을 포함하는 허가사용자 및/또는 산업체들이 받는 

분실 및 도난)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할 정도로 큼 

결과로 허가사용자 M 
정부 구성원을 포함하는 허가사용자 및/또는 산업체들이 받는 

중간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경우 
또는 정부기관이 정부 구성원을 포함하는 허가사용자 및/또는 산업체들이 받는1 
받는 경제적 위해도2 L 

경제적 부담이 없은 경우 

H 
시스템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허가사용자입장에서 비용이 상} 

대적으로 높다. NRC 검사와 법집행에 드는 비용이 높다. 

허가사용자와 NRC 
시스템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허가사용자입장에서 비용이 상} 

의 규제 부담3 
M 대적으로 중간정도이다. NRC 검사와 법집행에 드는 비용이 

중간정도이다. 

L 
시스템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허가사용자입장에서 비용이 상 

대적으로 낮다. NRC 검사와 법집행에 드는 비용이 낮다. 

H 1높은 제염비용이 예상됨 

오염 비용4 M I중간 정도의 제염비용이 예상됨 

L I 제염비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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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 관 H 시스템과 관련된 중대한 비방사학적 건강 위해도가 있다. 

련 행위시 수반되는 
M 시스템과 관련하여 약간의 비방사학적 건강 위해도가 있다. 

비방사학적 건강 위 

해도5 L 시스템과 관련하여 비방사학적 건강 위해도가 거의 없다. 

H 시스템은 매우 큰 이득을 갖는다.(경제적 및/또는 사회적) 

시스템 가치6 M 시스템이 적당한 이득을 갖는다.(경제적 및/또는 사회적) 

L 시스템이 적은 이득을 갖는다. (경제적 및/또는 사회적) 

H 인지 위해도가 계산된 위해도보다 크다 

인지 위해도7 M 인지 위해도는 계산된 위해도와 유사하다. 

L •• 

L 인지 위해도는 계산된 위해도보다 낮다. 

사고의 결과로서 허가사용자가 반는 겸제적 위해도 : 경제적 위해도는 개개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위해도의 합이다. 각각의 위해도는 사고빈도수와 사고의 결과의 곱에 해 

당한다. 결과는 청소비용， 정지에 따른 손실비용， 의무비용의 합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 

해도는 연간 허가된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 

고의 결과로서 허가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위해도는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High(높은) : 허가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위해도가 비방사학적 위해도비용에 상당히 많 

이 더해진다. 

Moderate(중간) : 허가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위해도가 비방사학적 위해도비용에 적당 

히 더해진다. 

Low(낮음) : 허가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위해도가 필요하다면， 비방사학적 위해도 비용 

에 조금 더해진다. 

본 연구에 유용한 이러한 구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검토중인 시스템에 대한 비 

용이라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개별적인 허가사용자의 사업 크기로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시스템에서 소규모 사업의 경제적 실용가능성을 위협 

하는 비용일 수도 있다는 점이 쉽게 많은 회사들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 순위매김은 “비방사학적 위해도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에 근거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용을 규정하는 공개된 자료에서는 본 연구의 “40 시스템” 구분으로 분 

류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문헌들은 정지에 따른 손실비용 및 의무 방어의 다소 덜 유 

형적인 비용과 비하여 사고처리 비용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순위매김의 경우， 

판단은 이전의 위해도 연구， 경제적 보장의 필요에 대한 NRC의 결정， 산업체에서 방 

사학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험 산업적인 관점에 근거하였다. 

3.x.5절에서 (여기서 “X"란 40개 시스템중 임의의 한 개를 지목함이다) 다루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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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추가 자료는 407H 시스랩에 대한 위해도 분석의 일 

환으로 계산된 사고 오염도이다. 

사용된 자료의 예는 NUREG/CR-4825 (NRC , 1987)과 부가 연구 NUREG/CR -5381 

(NRC, 1990a)에서 추출한 자료이다. 달러당， 허가 행위당， 연간0987년 달러기준)의 단 

위 로 매 우 적 은(very small)이 란 1-10정 도를 의 미 하고 적 음(small)은 10-100, 중간 

(medium)은 100-1000, 중간/큼(medium!large)은 1000-10000, 큼(Jarge)은 10000-100000 

이다. 이러한 달러가치는 위해도 숫자이다. 즉， 그것들은 사고빈도수와 평균 사고비용 

의 곱의 합이다. 실제로 발생가능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비용은 클 것이다(Jarge) 수 

백만 달러. 이러한 숫자적 구분은 가정된 사고가 발생된 이후 필요한 청소비용이다. 그 

것듭은 허가사용자의 가동 정지에 따른 손실 비용 및 의무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러한 비용이 높을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종종 청소비용보다 많다) , 그런 것들은 청소 

비용에 대략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L"은 매우 적음과 적음， 

“M"은 중간과 중간/큼， "H"는 큼과 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 설정하였다. 

사고 겸과 - 단순히 션위분설 또는 도난의 경우 - 로 인해 허가사용자 또는 적부 구 

성워이 받는 경제적 위해도 : 위의 항목 1에서처럼 경제적 위해도란 선원분실 및 도난 

과 같은 개별적인 사건의 경제적 위해도들의 합이다. 이러한 각각은 사건빈도수와 각 

사건의 경제적인 결과의 곱이다. 여기서 결과란 허가사용자 또는 청소와 의무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부과되는 청소 및 선원복구에 대한 비용들의 합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사건들의 경제적 위해도는 다음 세가지 단계로 구 

분한다. 

2 

부담이 심 High 정부 구성원을 포함하는 허가사용자 및/또는 산업체가 받는 경제적 

각할 정도로 큰 경우 

Moderate 정부 구성원을 포함하는 허가사용자 및/또는 산업체가 받는 중간정도의 경 

제적 부담이 가능한 경우 

없 부담이 Low 정부 구성원을 포함하는 허가사용자 및/또는 산업체가 받는 경제적 

는 경우 

시스템중의 몇 가지는 단순히 "L"로 정의된다. 왜냐하면 분실된 선원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 Pool irradiator, 시스랩20). 다른 시스템의 경우， 분실/도난 선원에 대한 

경제적 위해도는 시스템 위해도 분석에서 결정된 건강 및 안전 위해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도난당한 선원 문제를 다루는 공개 문헌들이 또한 순위매김을 위하여 이 

용되었다.3.x.5절에서 (여기서 “X"란 407H 시스랩중 임의의 한 개를 지목함이다.) 고려 

중인 시스템에 한정된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균젠→보뭘 :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규제 부담을 세 개의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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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gh: 허가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이 든다. NRC의 검사와 법 집 행에 드는 비용이 높다. 

Moderate 허가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비용이 든다. NRC의 검사와 법집행에 드는 비용이 중간정도이다. 

Low 허가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NRC 

의 검사와 법집행에 드는 비용이 낮다. 

이러한 구분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담이 펼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의 

규제 부담을 순위매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비록 연구들이 일반적인 방법에서 산업적 

부담을 정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었지만， 여기서 검토중인 40개 시스템의 특정한 부분 

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량적인 방법에만 사용이 한정 

된다. 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SCIENTECH 설문에 대한 답변과 NRC 직원과의 논의 

가 있었다. 비록 필수적으로 산업체 부담과 NRC 부담사이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없었지만 이러한 순위매김들이 그 차이를 구별하지는 않는다. (몇 가지 경우에 특정한 

시스템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다.) NRC 부담이 요금 회복 차원에서 허가사용자에게 반 

영되고 있는 적당한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순위매김이 허가사용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되도록 하는 시도， 즉， 모두 수 

익 기준으로 고려된다. 예를 들어 방사성동위원소 기기로 백만불의 수익과 만불의 관 

련 규제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 기기로부터 수익이 만불이 

고 관련 규제비용이 100불인 허가사용자는 동일한 등급이 매겨진다. 높은 부담은 허가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를 위태롭게 하거나 비영리기관의 경우， 주어진 시스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비용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소규모 부담은 규제적비용이 주요한 

경제적 또는 예산상 고려가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중간 규모의 부담은 두 극단의 중 

간이다.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모순되거나 주관적이기도 한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 

여 판정된다. 

NUREG/CR -6230, "핵물질 안전 및 보호사무국의 산업체 또는 의료계 허가사용자에 

대한 규제 영향 조사결과"(NRC， 1995b)는 안전에 대한 규제의 기여도와 비교하여 규 

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SCIENTECH 설문에 대한 응답 또한 사용되었으나 주어진 시스템이나 시스템 그룹에 

고유한 것은 아니며 3.x.5절의 논의에서 참고하였다. (여기서 “x"란 40개 시스템중 임의 

의 한 개를 지목함이다.) 

옥요띄l용 : 오염비용은 2.4절에서 기술된 (연간선량) 위해도 분석에서 반드시 적용되 

어야 하지는 않은 다른 “위해도”수준을 제시한다. 오염에 대한 비용은 비록 연간선량 

분석이 2.6절에서 정의되고 기술된 건강 효과를 고려한 지침수준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여 준다고 해도 높을 수 있다. 순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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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 높은 제염비용이 예상됨 

Moderate 중간 정도의 제염비용이 예상됨 

Low 제염비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 “오염비용”은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 : (1) 시설 제염에 예상되는 비용은 일 

회성비용- NUREG/CR-1754(NRC, 1981)과 NUREG/CR -1754 부록의 일부에서 결정됨 

( 이것은 정상운전 제염이다. 즉， 사고시 청소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사고에 의한 

환경배출로 인한 상당한 수준의 오염제거비용， 시스템 위해도 분석의 일부로 계산된 

오염위해도(선량 위해도)에 비례하는 비용이다. 

방샤성통위워소 관련핵위를 수바하는 비밖사학적 견각위해도 : 비방사학적 위해도는 

규제 요건의 부과를 수반하는(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위해도로 제한 된다. 예를 들 

어， 방호복 착용이 요구된다면， 비방사학적 건강 위해도는 습한/더운 환경에서 열에 의 

한 피로 위해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해도의 특성이 시스템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경우마다 다른 기준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3.x.5절의 논의사항에서 적절히 

정의된다. (여기서 “x"란 407~ 시스템중 임의의 한 개를 지목함이다.) 순위는 다음과 

같다. 

High:시스템과 관련된 중대한 비방사학적 건강위해도가 있다. 

Moderate 시스템과 관련하여 약간의 비방사학적 건강 위해도가 있다. 

Low 시스템과 관련하여 비방사학적 건강 위해도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해도는 수작업이나 방사성핵종의 운반을 요하는 및/또는 선원의 

제한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더욱 중대해지는 산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 난다. 각 시스 

템의 순위매김은 이해되는 정도에서 주관적이다. 시스템이 “high"로 판정되면， 이러한 

관점의 검토가 규제적 조건의 분석에서 종합되어야만 한다. 

시스텍 가치 : 비록 특정한 시스템이나 전적으로 핵산업체인(MIS ， 1996) 경우 약간의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거의 없다. 게다가 시스템 이득의 순위매김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회학 

적 관점의 수용이다. 확실히 연구실， 연기감지기 암치료시설등은 높은 사회적인 이득 

을 갖는다. 반면에 형광 다이얼 시계는 사회적인 가치가 의심스럽다. 각 시스랩은 다음 

의 순위가치로 정의되었다. 

High: 시스랩은 매우 큰 이득을 갖는다. (경제적 및/또는 사회적) 

l\1oderate 시스랩이 적당한 이득을 갖는다. (경제적 및/또는 사회적) 

Low 시스템이 적은 이득을 갖는다. (경제적 및/또는 사회적) 

시스템 가치순위에서는 전체 산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다. 주어진 기기 또는 개별 

적인 허가사용자가 큰 경제적 이득을 갖지 못하는 반면에 시스템의 전체 산업은 상당 

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고용과 외국의 경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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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직에 대한 기여) 

인지 위해도 : 상업화된 비행기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동안의 인지 위해도는 일반적으 

로 실제 위해도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타는 경우의 인지 위 

해도는 실제 위해도보다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실제 위해도와 인 

지 위해도간의 유사한 변동은 여기서 정의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산업체에서도 존재한 

다. 이러한 인지도에 대한 개괄적인 순위매김이 이 연구에서 시도된다. 

High: 인지 위해도가 계산된 위해도보다 크다 

Moderate 인지 위해도는 계산된 위해도와 유사하다. 

Low 인지 위 해도는 계산된 위 해도보다 작다. 

여러 가지 관심 영역에서 위해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정의하는 문서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들어 저준위폐기물의 소각을 다루는 NUREG-1393. 충분한 연구는 부족하 
다. 더욱이 이 주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일반인이 이 연구의 계산된 결과를 받아들 

일 기회를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순위매김은 일반인의 제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2.6 위해도 정보를 이용한 규제의 선택적 조건 개발을 위한 접근법 

이 절에서는 위해도 평가가 제공하는 결과로부터 얻은 통찰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그림 2.6-1은 접근 방법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확보한 정보 

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접근 방법에서 주어진 단계는 위해도 분석의 용도와 선 

량 지침의 포함을 고려하여 핵심 사항들이 결정된 뒤에 좀더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2.6.1 

절은 이러한 개요를 제시한다. 즉 2.6.2절에서 좀더 상세한 진행과정의 단계가 논의된다. 

접근 방법의 전체적인 목적은 실제적인 방사학적 위해도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 

는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의 접근 방법은 방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어느 정 

도의 신뢰도로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위해도 분석결과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한다(그립 2.6-1의 단계 n 일반적으로 안전에서 회망하는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방어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고 

려하는 높은 수준의 선택이 필요할 수 있다(단계 2와 3). 이러한 선택이 만들어지자마자 이 

러한 방어벽 종류를 지원하는 행위(인간 업무 행위， 하드웨어， 행정적 관리 등)의 다양한 종 

류를 표시하기 위해 “다이어몬드 수형도”가 공식화되었다(단계 4). 그리고나서 (단계5) 신뢰 

할 만한 행위의 종류가 선택사항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단계 6) 직접적으로 특정한 시스랩 

의 안전한 운전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행동 요소의 신뢰성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규제적 접 

근 방법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NUREG/CR-5392 (NRC，1999a)에서 

제시되었던 접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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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별로 요구되는 신뢰도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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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접근방법 작성 : 펼요한 이행 분기점(방어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이행여부를 확실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정의 ; 위해도분석에서 
묵시적으로 보증된 고유한 특정들을 포함한다. 

닮표〕 

그림 2.6.1 규제접근방식의 개발절차.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가능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제 위험을 조절 

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방어벽과 위해도 분석 (2.3， 2.4절)에서 개발된 방어벽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유도된 것과 같이 방어벽은 필요 충분한 구성이다. 

“요구조건“ (예를 들어， 규제안， 허가조건， 규제 지침， 하부조건부여 및 모범행위)이 방어벽 

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한 ”요구조건“의 집합이 결정될 수 있고， 오늘날 주어진 

시스템에 (NRC, 1999a) 부과된 요구조건의 집합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유지 

되어야 할 요구조건이고， 제거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 

하게 한다. 

2.6.1 접근 방식의 개괄 

다음의 절에서는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다 상세하게 분명한 개 

념을 전개한다. 2.6. 1.1절은 위해도 분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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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절은 “안전한 상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 2.6. 1.3절은 그 과정중에 선량 지침을 어 

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2.6. 1.4절은 다이아몬드 수형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마 

지막으로 2.6.1.5절은 “영향 구조도”의 중요한 적용을 소개한다. 

2.6.1.1 위해도분석의 이용 

위해도 분석은 다음 두 종류의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첫째 어떤 사건이 실제 그것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대한 선량을 유발하는가? 둘째， 어떤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긴 사용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예상 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규제자는 

심각한 선량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예방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위험 선량 

이 증가할수록 사건의 원인이 빈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및 이와 관련한 신뢰도에 대한 요 

구가 증대한다. 어떤 사건이 다양한 준위의 선량을 유발하는지와 예상되는 빈도수가 얼마인 

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규제자는 등급화된 접근 방식을 이러한 선량을 예방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사건 빈도수는 방어벽의 기능에 대한 요구조건의 영향을 포함하여 여러 가 

지 것들에 종속된다. 따라서 빈도수 정보는 어떤 요구조건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정당 

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해도 분석에서 모델이 된 사건의 각 과정에 대한 “총 선량”이 계산된다. 이것은 필수적으 

로 그 과정의 발생여부에 관련된 선량의 측정값이다. “위해도”는 또한 그 과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결과에 대응하는 시간평균선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 과정의 빈도수로 이 선량을 곱 

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빈도수 정보는 이후에 사용된다: 현재의 정립단계에서 처음 사용된 

양은 이 과정의 방사학적 중요성을 특정짓는 선량에서 얻어지는 “총 선량”을 의미한다. 이 

“특성 선량”이 최대 허용 선량은 아니다. 그러나 피폭 과정 또는 가정된 시나리오를 대표하 

는 것은 분명하다. 각 피폭 과정에서 이러한 정량의 크기에 대한 고려는 그 과정의 예방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데 도웅을 주는 것 같다. 

“극단의” 피폭 결과를 분석하고자 시도를 했었다면 두 개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 분석에 근거한 규제가 알맹이 없이 허가사용자들에게 부담만 주었을 것이고， 

다른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수성의 정도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얻는데 극도로 어려웠을 것 

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피폭 과정들은 최고 평가 수준의 정량화를 염두해 두고 좀 

더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분과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제시된 결과는 물질의 연 

평균량의 처리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옹한다. 

폐기물처분과 아마도 확실히 다른 시스랩에서， 비정상적인 높은 준위의 방사능을 취급하게 

된다면 피폭 결과는 수백， 수천배만큼 클 수 있다. 그 과정의 적용에 있어서 그러한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신뢰할 만한 변화가 선량 지침에서 분류된 사고 과정중 

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었다면， 규제 접근방법은 이러한 변화를 정의하는데 필요하다. 

매우 높은 선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폭 과정의 경우，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 

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높은 신뢰는 항상 규제 부담을 주는 것 

은 아니다 즉， 예를 들어 선원특성에 대한 고려에서 이러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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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성 선량은 예방에 대한 필요를 일깨워준다. 즉， 위해도 결과는 그 선량이 얼마나 잘 예방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특성 선량은 선원특성， 물리적 절차 등에 대한 분명한 것을 포함 

하고 있다: 특성 선량에 대한 영향과 함께 위해도는 선원특성， 고유한 물리적 절차， 그리고 

행정적 절차， 하드워1 어， 둥을 포함한 방어벽의 성능， 어떤 것이 규제적 측정 기능을 하는지， 

어떤 것이 못하는 지등에 대한 신뢰도를 반영한다. 특성 선량에 대한 인식이 최대한의 예방 

을 펼요로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이후에 위해도에 대한 인식은 규제 개입이 필요한 

지， 않은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개입이 가장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6.1.2 안전한 상태 

“안전한 상태”의 개념으로 규제의 여러 분야에 대한 고찰은 유용하다. 안전한 상태에 의해 

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 시스템 장해 
• 안전에 대한 위협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유발하는 정상운전으로부터의 이탈) 

• 안전에 대한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예방과 저감화 장치) 

• 대략적으로 적절한 안전 행위의 구현; 물리적 행위와 시스템의 신뢰도 특성의 구현 

(물리적 해석， 정성적인(방어벽) 또는 정량적인 신뢰도 해석) 

• 안전 행위가 충족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행동인간 행동학적 측면에서의 확인 

• 개괄적인 안전한 상태를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설문조사， 훈련， 등) 

원리적으로 안전한 상태는 반드시 허가사용자가 얼마나 의무를 잘지키는지 그리고 규제자가 

왜 허가라는 절차를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이다.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안전한 상태는 적절히 높은 수준으로 정립된다.(비록 이것이 폭넓게 

인식되는 안전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부실하게 설계되거나 가동되는 시설은 매우 극단적인 

사고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이러한 높은 수준이 개념 정립이 

정당화된다. 상당히 작은 선원항을 가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안전상 상태에 대해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정립이 보증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즉， 저수준 장해 시스템의 경우， 우리는 긍정적으로 장해가 적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쉽게 

극복될 수 있다. 등을 선언할 수 있다. 

특정 시스템을 취급하는 경우， 그것들 중의 많은 것이 충분히 낮은 위해도를 줌으로 안전한 

상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음에 반하여 그런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그것들의 우의성에 때문에 특별하며 고도의 보장을 요구하지는 않는 

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몇몇 시스템은 개인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었고 더해서 기타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시스템들 

은 낮은 우의성의 우선적인 보장이 보증된다. 이 제언은 방어벽 자체뿐만 아니라 안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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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대한 축적된 정의이고 공약이다. 이보고서의 4.2절은 이러한 정보를 요약하고 있다. 또 

한 그 절의 표들을 살펴보라. 

2.6.1.3 선량 지침의 활용 

NRC 직원과의 논의이후 사고의 정도를 특정화하기 위해 이 연구 과제를 위한 일단의 지침 
들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지침은 분석된 모든 시스랩에서 시나리오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 규제자가 이정도 수준의 선량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의 선행 작업에 관심을 두 

고 있다는 점에서 수백 mrem정도의 작업자 피폭선량이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이것은 연간 

선량 한도내에서 적절하다. 즉 지침의 의미는 그 정도 크기 또는 그이상의 선량을 방지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따르지만， 반면에 충분히 낮은 선량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의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선량 준위는 약 1/10 정도이다. 즉， 수십 

mrem이 중대한 정도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준이상의 선량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 경로는 

고보장으로 방지되어야만 한다. 즉 이러한 수준정도의 경로는 예방되어야하며， 이 수준이하 

의 피폭 경로는 아직은 방지해야할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지조치는 상당히 많은 

수고를 보장해야할 필요는 없다. 선량 피폭 결과가 매우 높은(> 수백 rem)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적용에서는 성공확률에 대한 매우 높은 보장를 포함한 특별한 방지 수단이 요구된다. 

표 2.6-1a와 2.6-1b에서 특성 선량 분류를 규제 접근의 분류와 연관지어 표시하였다. 여러 

단계의 특성 선량 범위에 따라 규제 접근방법이 정성적으로 변화한다. 극도로 높은 특성 선 

량을 갖는 피폭 경로는 우선적으로 방지해야할 대상이다. 즉 그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중간정도의 특성 선량을 갖는 피폭경로도 방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구되 

는 보장의 종류는 다르다. 즉 경로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도면 된다. 작은 특성 선량을 갖 

는 피폭경로를 방지하는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 표들이 각 십배수 단계별로 선량 준위를 구별하는 반면에 각 단계별로 분리된 규제 접근 

방식을 생성하는 것은 과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표 2.6-2에서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즉， 지침보다 상당히 작은 선량， 지침 수준의 선량， 지침보다 상당히 큰 선량， 짐침보다 

매우 큰 선량이다. 마지막 부류에 해당하는 피폭 경로를 갖는 시스템은 많지 않고 드물게 

존재하며 이러한 선량은 각 경우마다 정성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넓은 영역까지 확장된다. 

위해도 평가 결과에서 각각의 사고 시나리오와 관련된 특성 선량은 각 사고에 놓인 개인이 

입게 될 피폭 선량을 말한다. 그렇지만 정확히 “정상적인” 사건 경로에 대한 선량 결과일 

필요는 없다. 위해도 분석의 목적대로 몇몇 경우에 단일 사건이나 가동에 근거한 것 보다는 

일년 동안의 가동에서 “정상적인” 피폭경로를 통한 선량 피폭결과를 정량화하는 것이 최선 

의 방법이다. 이것은 또한 단지 출입관리 기능을 상실한 지극히 정상적인 사건 경로의 경우 

에 사실적이다. 위해도 분석에 대한 연구과제 지침에서 선량율이나 개인들에 대한 분포와는 

관계없이 총 예상 선량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 위해도 분석에서는 이러한 접 

근방식이 채용되었다. 그렇지만 규제의 선택적 조건 개발은 작업자에 대한 필연적이고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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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직업선량의 순차적인 증가나 일반 대중의 한 구성원에 대한 작은 사고 선량을 방지하 

표 2.6-1a 규제접근방식과 서로 다른 준위의 특성 선량을 받는 과정에서 작업자중에 최대 

피폭을 받는 사고 결과. 

t이 분류에서 과정에 맞1 
1 그 과정을 갖는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에서 요 

특성선량 |는 시스템에 대한 규제| 
一、 |구되는 특성 

ι=- 1l~ T "-'ì rem 

수십 rem 

rem 

.5!. ^~ 

|규제자는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이런 경우가 허가과정 l 

1 위협을 수용할 수 없다; 효과적인 예방에 대한 우선 
과 가동중에 발생하지| 

|적인 보장이 펼요하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안 
않을 것이라는 매우 높| 

l 전 사건의 분류와 아마도 실제 허가사용자의 수용의 
은 수준의 보장 (만족 1 

|어떤 결과플 의미한다. 또한 모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 
스러운 행위에 대한 명| 

1 인 확인을 제공하는 정보(선량측정 같은 것)가 필요 
백하고 지속적인 보장) 1 

j 하다. 

규제자는 이런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중대한 

1위협을 수용할 수 없다; 예방에 어느 정도 우선적인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_'J 

|보장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안전 상태는 요구되지 않| 
않을 것이라는 높은 수| 1 

I~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허가사용자의 수용이 요구될 l 
준의 보장 ~! 

1 지 모른다. 모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제공하 

는 정보(선량측정 같은 것)가 또한 필요하다. 
단일 사건에서 이러한 선량은 수용 가능한 실례로부 

1 터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건이 허가 
사건이 희박하다는 보| 

|사용자에게서 발생한다면 규제자의 손을 들어주는 식 
장; 그런 사고를 예방하| 

1 이 되어야 한다. 모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기 위한 지속적인 관측| 

’제공하기 충분한 정보를(선량측정 같은 것)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선량들과 이러한 수준에서 수용될 수 없는 사 

건의 반복되는 예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 

정한다. 그렇지만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기 
보편적으로 모범행위에「 

|능성은 이 범위의 작업자 선량의 연간 비용에서 인정 
대한 보장 ; 사건이 발l 

l 된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내포할 수 있는 규제적 부 
수백 mreml 생한다면， 그것으로부터! 

1담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또한 상업용 발전시설에서의 
학습하고 재발을 방지 l 

|일상적인 업무는 이 범위의 선량의 원인이 된다. 선량 
할만한 제도적 수용력 | 

I~ 정은 이러한 범위에서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선량 

수십 mremlALARA의 보장 

mrem 없음 

한계와 관련된 용인은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 확신하 

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일일선량이 일상적인 시스템이 있다. 

따라서 시스템에 합리적인 값을 추가했다고 가정하고， 

이러 정도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대단한 조치를 취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들의 가치보다도 거의 확실히 더 많은 비용을 요 

구하도록 실질적으로 가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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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1b 규제 접근방식과 다른 수준의 특성 선량을 가지는 시스랩에 대한 일반인 중에 

최대로 피폭되는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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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그 가치에 비해 거의 확실한 

비용상의 부담을 주는 규제요구 

표 2.6-2 선량 지침 

선량제도 규제순위 
작업자 개인에 일반인에 대한 

대한 사건 선량 사건 선량 

지침보다 매우 큼 
예방에 대한 매우 높은 우선적 

> 30 rem > 30 rem 
보장일 필요하다. 

지침보다 상당히 큼 
예방에 대한 우선적 보장이 필요 

> 3 rem > 100 mrem 
하다. 

지침 수준 
예방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 필요 

「}-‘ ~ mrem - 10 mrem 
하다. 

과정상의 문제로서 ALARA, 그 

지침보다 매우 작음 러나 이 제도는 즉각적인 우선순 < 30 mrem < 1 mrem 

위를 갖지는 않은다. 

려고 하기 보다는， 특정인에 대해 드물게 높은 선량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을 방지하 

는데 집중되어 있다. 선량 지침은 단일 사건 선량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기되었다. 피폭 경로 

분류과정은 비록 총 선량이 같을 지라도 일년동안의 정상운전과 단일 사건을 동일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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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필수적으로 수용할만한 작은 선량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피폭 경로는 주어진 수준의 

보장에서 방지해야할 피폭 경로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6.1 .4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작성요령 

작성 과정은 높은 안전 순위의 핵심이 되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언제가 이런 우선순위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펼요한 것이 무엇 

인지를 정의하는데 관심이 쏟아졌다. 다이아몬드 수형도는 그 것을 하는 수단이다. 다이아몬 

드 수형도 방식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다이아몬드 수형도는 시스템의 요소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스랩 행위를 제공하면서 함께 

실행되어야 하는지(고전적 목표수형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적 행위， 계획된 지원작용， 극 

단적인 제도적 인자가 시스템 요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여 주는 논증된 목표 수 

형도이다. (Hunt, 1985) 다이아몬드 수형도는 계층적인 경향에서 안전이 안전기능을 뒷받침하 

는데 어떻게 관계하는지， 반대로 이것은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기타 등등 

을 보여준다. 계통도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 

<<안전 기능>> 

<<<<<<안전 시스랩>>>>>> 

<<<<<<<<<<<<<<<<구성 요소>>>>>>>>>>>>>>>> 

<<<<<인적 행위>>>>> 

<<<<훈련>>>> 

안전 문화 

경영 

CEO 

이 목록은 포함되어야할 항목들을 제시하기위해 의도된 듯하다; 결과적으로 목록의 형태는 

“다이아몬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정될 수 있다. 연습의 관점은 이와 같은 차트안에는 

행동에 기초한 것， 또는 덜 관례적인 규제 접근방법의 일부분으로서 감시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행위관측을 정의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 수형도의 위쪽 반이 

다소 고전적인 오류 수형도를 닮았다하더라도， 이 수형도의 핵심은 직접적으로 안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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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규제자가 행동에 기초한 접근 방식에 대한 요건을 개발하기위해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체로 얼마나 다른 행위， 작용과 서로 관계하는지를 보이고 

자 하는 것이다. 다시 주의할 것은 이 수형도가 많은 방어 행위와 함께 쉽게 정량화하는 방 

법과 관련되지 못하는 인적 요소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수준에서 대상이 되는 “요건”은 (1) “선두” 특성 (약화되는 허가사용자의 행위를 미리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관측을 수행하는， 또는 사실화 된 뒤에 사건이 있을 듯 했는 

지 단지 확인하는); (2) 허가사용자에 대한 부담 (침해 정도， 비용 등); (3) 규제자에 대한 보 

장 정도 (이러한 관측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행위가 안전 행위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만족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4) 핵심 행위기여와 관련하여 선택된 관측 

집합의 완성， 와 같은 기여에 대해 시험된 행위관측[규제 요건， 허가조건， 지침， 표준， 하부 

조건 부여， 모범 행위]의 선택이다. 

다이아몬드 수형도가 정량적으로 많은 이런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당연한 도구가 된다. 그림 2.6-2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적용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수형도에 대한 묘사이다. 

2.6.1.5 작용관계도Onfluence Diagram)의 사용 

결정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도구는 작용관계도이다(Clemen， 1996). 본 개발과정중의 몇몇 

쟁점도 작용관계도를 이용하면 적절히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 상세하게 작용관계도 자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밖에 많은 처리방법이 이용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단지 작용관계도가 선택된 시스랩안에서 규제 요건을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본 과제의 보편 쟁점은 특별한 영역에서 특별한 규제 요건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 

한 결정이다. 다이아몬드 수형도는 단지 그런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발점이다. 그것은 

실제 행위의 한 요소가 다른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보여준다. 즉，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각 단계 항목이 그 위단계의 항목을 지원하는 행위의 관점이 되며 그 아랫단계의 항목에 의 

해서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이다. 다이어몬드 수형도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단계를 강조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표시는 다른 조건에 대한 논의를 조정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일련의 조건 

들에 대해서 작용관계도는 제안된 요구사항이 허가사용자 행위의 특별한 관점에서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고， 반대로 이 별난 행위가 어떻게 시스랩과 관련된 빈도수 가중 선량에서 스 

스로 명확하게 하는지 그 영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동시에 허가사용자의 부담 

뿐만 아니라 선량에 대한 이러한 요건의 영향， 그리고 또한 다른 지표에 대한 이러한 요건 

의 영향을 확실하게 표시할 수 었다. 특정한 접근 방식에 대한 이득과 비용에 관한 정보는 

그런 요건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용관계도는 다이아몬드 수형도로부터 선택된 행위 단계 

에 대응하는 분기점뿐만 아니라， 제안된 요구조건 및 행위을 돕거나 반하는 기타 다른 검토 

- 38 -



사항과 같이 이러한 행위 단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응하는 분기점도 포함해야 한다. 예 

를 들어， 화재 빈도수은 화재감지 및 억제와 같이， 완화된 NRC 요구조건의 결과에서처럼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필요는 없다. 즉 다른 영향들은 아마도 심각한 화재를 예방하는데 도 

웅을 주도록 작용할지 모른다. 이 영역에서 요구사항을 내포하는 제안은 임의의 경우에 그 

런 영향을 인식해야만 한다. 비용 부담과 같은 다른 영향력 있는 항목 또한 보여줄 수 있다. 

작용관계도가 작성되면서， 시나리오 빈도수와 결론(S)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생산결과를 정량화한다. (조건부 확률 동) 작용관계도는 영향 

력에 대한 논의를 기획하고， 그 계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작용관계도의 실제적용을 위해서 쉽게 적용가능하지 않았던 결정 선택의 경제적， 

위해도 충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작용관계도의 이용은 이러한 영역에서 향후 활동을 

위해 고려중이다. 

2.6.2 규제의 선택적 조건의 정립 단계 

위해도 분석이 사고 과정의 완전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모든 과정의 세부사항은 이 보고서 

에서 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3절의 각 시스템의 규제의 선택적 조건 부분에서 분류단계 

의 일부분으로서 사고 과정을 표로 제시한다(2.6.2.1 절). 그런 과정들에서 출발하여， 위의 접 

근 방식은 그림 2.6-1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다음의 단계들에 내포되어 있다. 

2.6.2.1 과정 분류 

위해도 분석에서 방사선피폭을 예방하는데 공헌하는 “방어벽” 또는 안전기능의 특정한 부문 

에서의 기능 손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고 과정이 개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방어벽”이란 

용어는 차폐와 같은 물리적인 방어벽뿐만 아니라 좀더 일반적으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행정적인 행위도 포함한다. 표 2.4-1에서 나열되고 2.4.3절과 2.4.4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위해도 분석에서 고려된 안전기능/방어벽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Q - 선원강도의 조절 

s - 선원의 차폐 
C - 선원의 제한 

A - 일반대중 또는 작업자에 의한 출입 관리 

위해도 분석에서 도출된 모든 산표 과정은 이러한 기능중에 한 가지 이상의 기능 상실에 

대웅하는 것이다. (또한 위해도 분석을 통해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정상 운전으로부터 예상 

되는 선량을 정량화한다.l “분실선원” 과정은 출입관리의 기능상실로 분류하였다. 위해도 분 

석은 각 사고과정이 그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중에 어느 것의 기능이 손상되는가에 따라 분 

류되는 식으로 수행되었다. 

각 사고과정이 그 선량결과와 안전 우선순위가 설정될 수 있는 과정에 포함된 기능손상에 

따라 분류된다. 따라서 각 시스템의 “규제의 선택적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시한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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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표는 일반인이나 작업자에게 “낮음(Low 단계)" 보다 큰 선량을 유발하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고 과정을 그 과정에 어떤 방어벽의 기능 손상 유형 (Q， S , C, A의 조합)이 포 

함되었는지와 선량 결과가 얼마나 높은가의 형태로 나열한다. 이 표는 본 보고서에서 인쇄 

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압축하여 요약한 것만 제시한 것이다. 

각 직무와 각 핵종의 경우， 사고 과정은 피폭 과정을 선량강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수백 rem, 수십 rem, rem, 수백 mrem , 기타. 위해도 분석의 큰 불확실성을 인식함으로 

서 과정이 함축적인 로그단위로 피폭 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같은 자리수정도 수준에 

서 변경될 수 있는 부류를 이용한다. 로그단위에서 낮은 값， 30대보다 큰 숫자는 그것들이 

10이 되는 것보다 100에 더 가깝다. 이것은 분류법를 반영한 것이다. 

비록 위에서 유도된 기능적인 명칭이 매우 유용함이 증명되었을 지라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는 제약 조건이 있다. 주어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러한 방법들은 직무마다 다르다. 실제 예방 관측을 선택하면 대체로 단순히 전체 안전기능 

을 확인하도록 결정하는 것보다 각 사고 과정의 세부사항으로 파고들 필요가 또한 있다. 이 

러한 점들은 다이아몬드 수형도 이행분기점에 대한 절에서 정리한다. 

2.6.2.2 선량에 따라 과정에 대한 예방 수준의 정리 

표 2.6-2의 선량 지침에 근거하여 규제 보장의 여러 가지 등급이 정의되었다. 

상위 보장(High Assurance): 

상위 보장은 건강상의 위해가 예상되는 수준을 포함하는 선량 지침이상의 피폭을 수반하는 

흔한 사건의 예방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 사건의 경우， 규제자가 중대한 위협을 극복할수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 보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선 보장에 대한 필요를 나타낸다. “우선”이란 의미는 예방관찰이 수행 

되고 허가사용자에 의해 문서화된 그리고 허가 과정의 일부로서 규제자에 의해 상세한 부분 

까지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이 분류에서 시스랩의 안전은 보수적인 공학적 설계에 의해서 

제공되고， 훈련되고 유능한 개인에 의한 운전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 어떤 높은 위해도 

시스템의 경우， 출입관리가 또한 중요하다. 적절한 행위의 보장은 성과 조사이상의 방법에 

의해서 제공되어야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즉 프로그램과 실제에 대한 정도관리가 요구된다. 

기기 공학이 요구되지만 허가사용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기기의 품지보증이 독립적인 

행위로서 보장될지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상위 보장”이 선원항 또는 특정 지역의 낮은 지 

질학적 위험등과 같은 기초적인 환경으로부터 유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런 기여도를 정의하는 관점은 그것들이 심각한 사건에 대한 방어로서 문제가 되었 

을 때 이것이 명백하고 보다 확고히 정의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위 보장(Moderate Assurance): 

사건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경우， 그것들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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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보장이면 충분하다. 사건발생들이 필수적으로 심각한 위법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 

고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사건들을 유발한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사가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사건은 체계적인 예방 관측을 보증하며， 이것이 가능한 기기 공학을 

통해서 예방을 보증할지도 모른다. 또한 여기서 보장은 기초적인 물리 상태로부터 어떤 경 

우에는 유도될 수 있을지 모른다. 

안전 

(여기서 안전은 일반인 또는 작업자에 대한 선량으로 관측된다) 

<<안전 기능>> 

(선원강도， 차폐， 제한， 그리고 출입) 

<<<<<<안전 시스템>>>>>> 

(여기서 안전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물리적 방어벽” 또는 물리적 방어벽의 집단이다 

예를 들어， 글러브박스들 및 원격 조작장치) 

<<<<<<<<<<<<<<<<구성 요소>>>>>>>>>>>>>>>> 

j여기선 안전 구성요소는 더 낮은 수준의 “물리적 방어벽”이다. 

예를 들어， 방호복， 차폐， 포장) 

<<<<<인적 행위>>>>> 

(여기서 안전의 인적 행위이란 “행정적으로 조절되는 방어벽이다. 

예를 들어， 서어베이와 출입관리) 

<<<<훈련>>>> 

(여기서 훈련은 또한 “행정적으로 조절되는 방어벽”중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훈련과 정성화 프로그램) 

안전 문화 

(여기서 안전문화는 “모범 행위” 와 기타 안전 동기들을 말한다.) 

경영 

(여기서 경영은 허가 사용자와 안전 및 시스템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병원 경영， 특히 방사학과의 책임자이다.) 

CEO 

(시스템을 운영과 허가 적용을 결재한 사람들을 총괄하는 한 사람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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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다이아몬드 수형도. 

기타(Other): 

“중위 보장” 부류에 있는 것들보다 덜 심각한 사건은 전통적인 ALARA의 한 부분으로 다 

룬다. 

앞에서 요약한 선량 지침은 작업자의 경우， 수배 mrem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선량에 대해서 

상당한 상위 보장으로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반면에 일반인의 경우는 수십 

mrem을 명백히 초과하는 선량은 역시 상당한 상위 보장으로 피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 

다. 중간 수준의 보장은 각각 작업자와 일반인에게 수백 mrem과 수십 mrem이다. 

2.6.2.3 규제 우선순위의 유도 

앞에서 정의된 사고과정을 예방하는 행위를 하는 안전 조치의 필요충분한 결합을 정의함으 

로서 사고과정에 대한 앞의 분류로부터 규제 우선순위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높은 선량을 

주는 모든 사고 과정이 차폐의 손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높은 수준의 차폐 행 

위를 요구하게 한다. 높은 선량을 유발하는 모든 사고과정이 차폐와 출입관리의 복합적인 

기능 상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원리적으로 차폐이든 출입관리든 행위는 예방에 필요한 업무 

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선택이 있다. 이 선택은 계속적인 단계마다 정 

의 된다. 현재 단계의 첫 출력을 각각의 안전 기능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보장 수준의 정의 

대로 공식화하라(선원강도의 조절 차폐 제한 작업자출입관리 일반인 출입관리); 1개이상의 

기능으로된 조합이 예방에 필요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각 조합을 나열하라. 일반인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해서 “차폐” “제한” 행위에 동등하게 신뢰감을 부여하라， 그러나 일반인과 

작업자간의 출입관리 기능 행위를 구별하라 

이 단계에서 안전 기능은 단순히 “차폐. 제한， 출입”이 아닌 좀더 상세하게 특징지어진다. 

출입 기능은 작업자에 대한 정의인가， 일반인에 대한 정의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어 

떤 직무에 대해서 출입관리를 하는가(수거， 보관， 준비， 사용， 기타)를 구분해야 한다. 차폐기 

능과 제한 기능은 또한 특정한 업무에 관해서 및 특정한 손상 모드에 관해서 인용되어야 한 

다. 

기능들의 1개이상의 조합이 필요한 안전 행위를 제공한다면 선정기준이 작성되어야 한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검토가 선정에 기술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의료 시 

스템에서 준비와 치료선량의 계획 과정이 방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방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비용과 이득 

이 규제의 선택적 조건의 공식화에 영향을 미치는 두 단계중의 첫 번째이다. (다른 단계는 

좀더 상세하고 실제적인 단계로서 아래서 논의된다) 

안전 보장의 펼요충분한 수준을 제공하는 각 기능의 행위는 이 과정의 다음 단계로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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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다이아몬드 수형도에서 행위목표가 된다. 

여 러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은 보장의 “높은” 또는 “매우 높은”단계의 확실한 피폭과정을 예 

방하기 위해 취해진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보장의 지시 수준을 개인 안전 기능으로 

정리함으로서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때때로 다중기능 영역 전반에 걸쳐서 예방 부담을 

나누는 것이 잇점이 된다. 즉， 간단하게 깊이 접근방식에 방어의 종류를 적용한다. 예를 들 

어， CA 유형의(제한 C 와 출입관리 A 모두 기능 상실) 특별한 피폭 과정이 일반인에 대한 

“높은” 선량의 원인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상위 보장을 충족하는 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유형의 과정에서 적어도 제한과 관련된 하나의 기능상실 그리고 출입관리와 관련된 적 

어도 한 개의 기능상실이 각각 별개로 상위 보장에 의해 예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특별 

한 과정은 또한 상위 보장으로 예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위 보장은 각각의 기능적 영역 

에서 시스템에 특화된 이유 때문에 특별히 실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C 기능상실의 예방에 

펼요한 자원 및 A 기능상실의 예방에 필요한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좀더 효율적 

인지) 것인지 아니면 C의 모든 자원 또는 A의 모든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생긴다. 

공식적으로 답은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행위 수준을 성취하는 비용과 관계된다. 그러나 실 

제적인 관심이 되는 많은 경우에 양쪽에 투자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나타났다. 출입관리가 

없는 장소에서는 제한 기능에 대한 매우 높은 신뢰도를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선 

원의 주요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고 가장된 목적을 다루거나 심지어 대체하려고 할 

때 덜 실제적이 되게 한기도 한다. (특별히 의료계의 적용은 이러한 경우 있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극도로 효과적인 출입관리는 특정 상황에서 실제적이 아닐 수 있다. (다시 의료 

계의 적용에서 고려된다. 즉 몇몇 시설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여러 장소에 출입하려 할 수 

있다. ) 

그러면 임의의 시스템에서 각각의 안전기능상실이 “상위” 보장에 의해서 방지된다면 2개 이 

상의 안전기능상실을 포함하는 피폭 과정이 “극 상위” 보장으로 방지되도록 고려된다. 또한 

2개의 기능상실중 각각이 적어도 “중위”보장으로 예방된다면 2개 이상의 안전기능상실을 포 

함하는 과정은 “상위” 보장으로 예방된다. 

2.6 .4.4 안전기능 행위가 어떻게 규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아몬드 수형 

도 작성 

다이아몬드 수형도 개발의 목적으로써 위에서 정의된 핵심 안전기능을 이용하여， 어떤 특정 

행위 요소가 각각의 핵심 안전기능을 지원하는가를 보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수형도를 그려 

라. 앞선 직무에서 정의된 방어벽과 방어벽의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요소를 보여라 

2.6.2.5 이행 분기점을 선정하라 

여기서 우리는.다이어몬드 수형도에서 사용되는 기능， 시스템， 방어벽， 프로그램， 등을 포괄 

적으로 지적하기 위하여 “분기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이어몬드 수형도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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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과 규제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방어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다른 

이행 분기점을 표시해야 한다. (다이아몬드 수형도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이러한 방어벽은 

2.3절에서 서술된 표 2.3-1a 와 b에서 요약 정리된 방어벽 설정법을 포함하고 있음을 주의 
할 것) 이러한 분기점의 일부는 목표를 성취하는 그 어떤 것들 보다 더 중요하다. 이 단계 

의 목적은 최우선 목표를(핵심안전기능) 성취하도록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이행 분기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최소한의 부담으로 적절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기점의 조합을 선정하라. 여기서 한번 더 비용과 이득은 이 범주에 포함된다. 

2.6.2.6 위의 단계에서 선정된 이행 분기점에 대한 바람직한 보장수준을 제공하는 규제 
접근방식을 공식화하라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완성된 규제우선순위 안전 목적을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행위요소에 

대한 이해， 규제보장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행위요소의 선정등이 주어질 때， 규제접근방식은 

앞 단계에서 선정된 이행 분기점에서 바람직한 행위가 성취되도록 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규 

제 관측들로 공식화된다. 규제접근방식은 다음에 것들에 종속된다 : 

• 시스템에 제시되는 위해도 

• 실제적으로 어떤 종류의 관측이 차이를 발생케 하는가 . 

• 규제 부담 

• “기타 위해도” 검토 (주어진 접근 방식이 시스템 기능과 간섭이 되는지， 위해도 수용의 

논의가 적절히 정리되는지， 기타) 

규제접근방식에 포함되는 이행분기점 선정을 마무리 짓기 전에 그것들의 중요성에 대한 가 

치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스템설계의 고유한 안전 특정이 될 설계상의 이런 과정을 다시 살 

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방어벽처럼 반드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유도할 필요는 없다. 사건의 합리적인 범위에 초점을 맞춘 위해도 분석은 이러한 고유한 안 

전 특징에 대해 암시적으로 신뢰를 부여하고 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불확 

실하게 검토되었다면 안전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사건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유한 

안전기능”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완성된 항목을 병원의 처치실의 벽에 설치되는 차폐로서 

의미할 수 있다. 위해도 분석중의 없었던 사건이 기능 상실을 유발하거나 이런 차폐 기능의 

상실을 줄 수 있으나 이것이 차폐요구조건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시스랩은 고유한 기능으로서 차폐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차폐를 갖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고 대체로 선량을 제한해야 하 

는 외형적인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량 요구의 실제적인 영향은 ANSI 

표준에 따른 차폐에 위임하도록 한다. 

현재의 접근방식에서 이러한 논제는 시스템이 선량요구조건에 맞도록 설계되지 않거나 제작 

되지 않았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위해도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것은 그 장소에 차폐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운전일 때 받을 수 있는 선량을 계산함으로서 수 

행할 수 있었다. 결과적인 선량이 과대한 경우마다， 현재 접근방식은 차폐문제로 적절히 위 

임했다. 이러한 연습단계를 계속하기보다는 현재 접근방식은 차폐가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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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선량을 조절기에 적절해야한다는 실존적인 물리적 행위요건을 묵시적으로 적용하 

였다. 선량 표준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논제를 정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주어진 적용대 

상에 대해 어떻게 차폐를 설계해야할지를 정리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설문방식의 공학적 

표준이다. 그러므로 권장할 규제조건은 기본적으로 정상운전에서 선량 표준을 만족하기 위 

한 요구조건을 포함할 것이다. 

원리적으로 허가조건으로 진행되는 규제 활동과 허가 기간동안의 규제 감독사이에는 적절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초기 확증”이라 불리는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공식화하는 중 

에 이러한 용어는 허가를 추진할 때에 NRC 직원이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고， 기관이 작업자 

에 적합하게 요구되는 수준을 확실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던 것 같다. 치명적인 선량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이것 자체로는 

충분하지는 않고， 일상적인 선량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에서는 심지어 보증되지 않을 수도 었 

다. 작업자에 맞는 “보증”이란 용어는 약간의 시험을 포함하는 정상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완성되도록 하는 요구를 제안하려고 했던 것 같다. “훈련/감독“ 이란 용어는 재교육， 적합한 

권위를 가진 지속적인 감독 등과 같이 작업자 행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점을 제 

안하려고 했던 것 같다우선적인 보장“이란 용어는 사건이 발생되기를 기다리다가 그 상 

황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 발생시간적으로 앞서서 확실한 사건을 예방하려는 의도 

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감사” 용어는 훈련과 선량측정과 같은 영역에서 허가사용자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허가사용 

자의 승인기록을 확인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검사”는 물리적 하드워l 어 또는 심지어 운전상 

황관찰을 포함하는 규제활동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프로그램상의 요구사항”이란 용어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요구사항에 집중되어 사용되었 

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이 반드시 규제자에 의해서 특정지어질 필요 

는 없다는 것이다. “관례적인 요구사항”이란 용어는 규제자에 의해서 그 내용이 외형적으로 

하나하나 언급된 활동을 부르는 요구사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 기기 점검의 시기 

및 내용) 

2.6.3 요 약 

이상의 단계는 각 시스템에 대해서 선량 지침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보장의 수준을 제공 

하도록 집단적으로 필요충분한 안전조사방법들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규제 관 

심은 각각의 기능상실의 중요도에 따라 이러한 안전조사로 재조정된다. 그 기능상실이 중대 

한 선량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에 주어지는 규제 관심은 거의 없다. 좀더 많은 규제 관심은 

기능상실시 중대한 선량을 유발하는 부문에 주어진다. 매우 높은 선량이 원리적으로 가능한 

지점에서는 공식적인 안전한 상황이 허가의 조건으로 요구된다. 즉， 이것은 자동적으로 지속 

적인 높은 규제 부담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효과적인 사고예방의 높은 보 

장은 운전이 허가나기 전에 있어야 한다. (위해도는 포함) 

규제접근방식은 규제접근이 삭제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현존하는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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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식으로 개발되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요구사항이 아닌 접근방식의 요소가 포함 대 

상이 되었다. 

- 46 -



3.0 시스템별 위해도 결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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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 

3.1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벼말봉， 다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3.4.1 개요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화합물의 합성은 화학적 시험이나 실험실 규모의 실험에 사용되기 위 

한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런 작업들은 방사성 합성 개발 연구실의 작은 실 

험실의 실험대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화학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뿐만 아니라 방 

사선에 대한 차폐를 만족시키고 최적의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들도 사용된다 여기에는 차폐 

를 포함하여 글로브 박스 또는 휘발성이 강한 방사성 핵종의 홉입을 막기 위한 필터를 장착 

한 흉후드 그리고 방사성 핵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검출기도 필요하다. 시 

스템 1에서는 C-14 웹타이드(peptide) 합성과 트리티움(tritium ) 합성 등과 같은 다양한 형 

태의 합성과정들을 다룬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합성과정은 요오드화(iodination) 이다. 다른 

형태의 방사능을 사용하는 실험실업무들은 시스템 2(연구&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표지 

화합물)와 시스랩 3(연구&개발 비밀봉 미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에서 논의한다. 

비밀봉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합성은 10 CFR Part 33에 정의된 것과 같이 미국원자력규제 

위원회 (NRC)의 허가 하에 광역A， B, C 면허를- 취득한 연구소 또는 대학기구들이 사용할 

수 있다. 합성은 또한 10 CFR Part 30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제한된 영역의 특수 면허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한자에게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 

회 (NRC) 규정을 준수하고 방사성 물질의 안전사용을 보장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수한 행위 

나 업무과정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위임사항은 면허에 명백한 조건을 포함함으로 

써 면허요건의 일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하부조건부여 (tie-down)" 조건 

이라 부른다. 

미국면허관리시스템(L TS Licensing Tracking System)에서는 합성을 위한 비밀봉 화합물 

사용을 위한 면허를 받은 시설의 수를 150에서 500개 사이로 나타내고 있다. 운영되는 규 

모는 기업체의 수십 내지 수백 명의 연구원에서부터 정부가 출원한 방사성 물질의 취급 훈 

련을 하기 위한 기구까지를 포함한다. 이중 합성을 위한 시설의 수는 더 적고 합성작업을 

위한 연구원의 수는 연구소 내에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원 전체에 비해 극히 적은 

일부분이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빈도는 일년에 몇 번에서 일주에 몇 번까지로 핵종과 

연구조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3.1.2 장혜 

연구시설에서 합성업무에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C-14, H-3, 1-125, P-32, P-33, 

그리고 S-35이다. 이들 방사성 핵종들은 전형적으로 베타선을 방출하거나 또는 저 에너지 

감마선올 방출한다. 방사능의 수준은 수 mCi에서 1 Ci까지도 사용되지만 주로 100에서 250 

mCi가 사용된다. 요오드화(iodination)는 전형적으로 휘발성이 있는 NaI-125를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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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오염되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피폭을 피하도록 주의가 필요 

하다 

3.1.3 직무， 방호벽， 피폭자 

비밀봉 방사성 물질의 화학적인 합성과 관계된 직무들은 아래와 같다. 

• 취득(직무 1-1) 

• 저장(직무 1-2) 

• 준비와 사용(직무 1-3) 

• 폐기(직무 1-4) 

이 직무의 관련 피폭자들은 주로 연구원과 매일 업무 중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감 

독을 받는 사람이나 방사성 물질의 취득에서 폐기까지 관리하는 보건물리학 관련직원들이 

다. 일반 피폭자들은 같은 방사성구역에서 일하는 다른 시설의 작업자나 방문객을 말한다. 

매우 다양한 성질을 갖는 방사능업무가 수행되므로 최우선되어야할 방호는 방사선방호프로 

그램이다[10 CFR 20.1101]. 모든 작업자는 면허의 형태[10 CFR 33.13 to 33.17; 10 CFR 
30.33; 10 CFR 19, 면허조건]에 따라 요구된 훈련을 받은 감독자들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가 필요하고[10 CFR 33.13] 방사선 안전 

관리자(RSO)도 필요하다[10 CFR 33.14, 면허조건] 실험복과 같은 방호복과 장갑， 납 안경， 

덧신은 있을 수도 있는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3.1 .3.1 직무 1-1 : 취득 

실험실에서의 합성은 포장된 방사선 물질을 매일 공급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한 

달에 107~ 에서 100개의 주문으로 하루에 수 개씩 포장된 방사성 물질을 공급받는다. 매우 

적은 규모의 시설에서는 한 달에 1개나 2개 또는 그이하의 포장된 방사성물질을 공급받는 

다. 

일반적으로 포장된 방사성 의약품은， DOT(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따라 단단 
한 종이상자 안에 보관되어 도착하고 안전을 위해 스티로폼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 차폐를 

위해[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납으로 안대기(안감)를 한 플라스틱 통 안의 바이얼 속에 방사 

성 물질이 들어있다. 바깥쪽 바이얼 안에는 방사성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안쪽 바이얼이 있다. 두 개의 안쪽과 바깥쪽 바이얼은 충격에 강하게 만들어져있다[모범행 

위/하부조건부여 1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후에 공급되는 패키지의 수는 공급되어지는 전체 

패키지의 수에 비해 매우 적다. 가끔 시설(기관)에 보내지는 패키지 내에서 오염이 발생되기 

도 한다. 

전체적으로 볼.때 비록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패키지 안에는 

적은 양의 방사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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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방사성물질은 부패하기 쉽고 또한 고가이므로 많은 양을 주문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 

이나 다수의 방사성물질 바이알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방사성 물질을 분 

할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순도， 정도관리， 붕괴， 화학적 붕괴 동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반감기가 긴 H-3와 C-14와 같은 부패되지 않는 화합물은 많은 양을 주문하여 실험 시에 

나누어 사용하기도 한다. 

취득하는 동안， 직접적인 방사선노출로부터의 방호는 대부분 국부적인 차폐(전형적으로 방 

사성 핵종을 함유한 패키지 안에 통합되어 있다)를 통해서 이뤄진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 

여J. 취득시의 서베이는 종종 필요하다.[10 CFR 20.1906,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J. 모든 용기 

는 함유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꼬리표를 하여야 한다[10 CFR 20.1904, 20.19051. 방사성 

물질이 도착하는 지역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J. 작업자는 안전을 

위해， 또는 어떤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 

여1. 

용기가 밀봉되어있기 때문에 패키지가 손상되지 않는 한 흡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하는 동안에 가능한 사고의 형태는 패키지의 충격과 낙하되어 엎지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고 당시에 피폭이 의심되는 사람은 사건이 일어났블 때 방안에 같이 있던 사람 

과 작업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3.1.3.2 직무 1-2 : 저장 

저장 용량은 잘 보존되어있고， 지정된 저장구역에 저장함(cabinet) 또는 냉장/ 냉동고의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합성 실험실의 경우는 중앙 저장함과 방사능을 합성하기 위해 지 

정된 장소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곳도 있다. 단기간의 저장은 작은 냉장고와 냉동고에서 

하며 또한 준비 하고 사용하는 위 치 에 서 가까운 저 장함(cabinet)에 보관하기 도 한다. 저 장시 

설은 반드시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통제하여야 하며[10 CFR 20.1801 , 20.1802] 목록을 만들 

어 적합한 기록을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0 CFR 30.51 ,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1. 

저장하는 동안에 직접적인 방사선 피폭으로부터의 방호는 대부분 국부적인 차폐(대부분 방 

사능 핵종을 함유하고 있는 패키지에 통합되어 있다)를 사용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모범행위 

/하부조건부여J. 용기는 패키지가 사고를 당해서 충격을 받더라도 흡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저장하는 동안의 사고의 형태는 패키지에 충격이 가해 

‘ 지는 것과 낙하되어 엎지르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결함이 

있는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다른 장비에 의한 실험실 내의 화재도 가능성이 있다. 사고 당 

시에 피폭이 의심되는 사람은 작업자와 사고 당시에 방안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3.1.3.3 직무 1-3 : 준비와 사용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합성된 방사능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대부분 실험실의 작업대에서 다 

루어진다. 합성하는 동안에 방사능은 화학적 추출，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솔 

벤트(so!vent) ， 컬럼 (co!umns)또는 다양한 기술이나 원십분리기를 사용한 물리적인 분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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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다른 방사능 물질 등과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 열을 포함하고 있다. 실험실 

은 실험 스케줄에 따라 하루에 24시간 동안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방사선의 서베이는 필요하고[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웅급시의 대처능력이 있어야 한다[모 

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준비하고 사용하는 동안 피폭의 대부분은 실험에 필요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는 손이 피폭된 

다. 잘 계획되고 숙련된 실험기술과 집게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피폭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직접적인 방사선방어를 위하여 베타방출은 플라스틱 유리， 감 

마방출은 납판， 납벽돌의 차폐체를 사용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대부분의 실험실에는 

여과시설이나 후드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방호복은 오염 확산을 막고 작업자를 방호하기 위 

하여 착용하여야 한다[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공기 중의 방사능은 요오드화(iodination) 입자와 같이 휘발성 물질과 사용하는 양에 관계가 

있다. 실험실 안에서의 작업은 흉 후드나 글로브 박스 안에서 이뤄진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 

여]. 흉 후드나 글로브 박스는 실험실의 공기의 압력을 낮추고 공조 시스템과 연결되어 실 

내에서 방출된 공기가 배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공기가 배기 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공기 중으로 방출하기 전에 공기 중의 방사능을 제 

거하기 위해 숨으로 활성화된 필터 또는 다른 형태의 필터들을 사용한다[10 CFR 20, 

Subpart H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공기중 방사능 감지기는 공기가 대기로 방출되기 전 

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배기 시스템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10 CFR 20.15011 

더욱이 휘발성 방사능 핵종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방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라텍스Oatex) 장 

갑과 실험복을 입는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홉수성이 있는 종이는 공기 중의 방사능과 

방사능 물질을 엎질렀을 경우에 홉수시킬 수 있는 물질로써 작업장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었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모니터링 장비는 공기 중의 방사능의 변화를 검출하고 작 

업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사용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바늘에 찔리 

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실험실에서는 작업자들이 바이얼로 부터 공기구멍과 주사기 

에 적당한 크기의 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기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용물이나 바이얼을 부드럽게 흔합하여(강하게 혼합한 데 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휘발성 

이 있는 요오드계열 방사능과 요오드화(iodination)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자가 갑상선 스캔 

(thyroid Scan)을 시 행 하여 야 한다[10 CFR 20.1502]. 

준비와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형태는 (1)물질을 엎지르거나 낙하되는 

것， (2)에너지 작용에 의한 물질의 전파 또는 퍼짐， (3)화재에 의한 방사능 핵종의 방출 등이 

다. 사고 시에 피폭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작업자와 사고 당시에 같은 방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대상이 된다. 작업자는 사고와 응급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모범행 

위/하부조건부여]. 

3.1.3.4 직무 1-4 : 폐기 

액체와 고체 폐기물들은 합성과정에서 발생한다. 액체 폐기물은 실험실에 비치한 2-5 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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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on)의 주전자 또는 유리병과 같은 용기에 모을 수 있다. 이들 용기는 방사선안전담당이 

수집하여 폐기를 위한 적정한 폐기과정을 거쳐 폐기처리 된다[10 CFR 20, Subpart Kl 폐 

기과정은 요구사항 준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10 CFR 20. 1501: 10 

CFR 20, Subpart Kl 

방사능 폐기물의 부피는 실험실에서의 합성 작엽의 양에 따라 좌우되고 연간 수백에서 수천 

리터 Oiter)의 범위이다. 수용성 물질은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한도의 수준인가를 반드시 확 

인한 후에 깨끗한 하수구를 통해 방출하여 폐기된다[10 CFR 20.2003l 액체폐기물은 깨끗한 

하수구를 통해 폐기되기 전에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여과된 액체는 탱크 안에 수집되고 방출 할 수 있는 한도의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깨끗한 하 

수구를 통해 폐기된다.[10 CFR 20.2001 (a)(2) , 20.2003] 만약 액체가 하수구를 통해 폐기되 

지 않으면 액체를 저장하였다가 농도 화학적 형태， 방사능 핵종의 함유여부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저장하고 있는 동안의 감쇠에 의한 폐기도 있을 수 있다 

고체 폐기물은 흡수성이 있는 종이， 일회용 파이멧 탑 (pipette tips) , 이와 유사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고체 폐기물은 폐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보건 물리학자에 의해 수집되어 용기에 

꼬리표를 한 후 폐기한다.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고체폐기물은 저장하여 감쇠시킨다. 반감기 

가 긴 핵종의 폐기물은 압축하고 태우는 과정으로 쉽게 저 준위 폐기물로 압축될 수 있다. 

요오드화Oodination)과정의 폐기물은 발생된 작업장소에서 대부분 포장된다. 고체 요오드화 

(iodination) 폐기물은 밀봉하여 꼬리표가 되어있는 이중의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된다. 액체 

폐기물은 완벽하게 밀봉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수집된다. 고체와 액체폐기물을 함유한 

요오드(iodination)는 꼬리표를 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처리할 수 있다. 

유리병을 엎질렀다면 작은 양이라도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잘못된 형태의 용기에 저 

장했을 경우일 것이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도 용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 고체 폐기물에 

대한 주된 위해는 화재에 의한 것이다. 

3.1 .4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의 결과를 그림 3.1-1에 요약하였다. 합성에 사용되는 주요 핵종에 대한 위해도 

분석은 이전에 논의되어있다.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l -1 에 있는 

시스템 입력 수준은 위해도 분석에 사용된다. 

작업자 위해의 대부분의 원인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능 핵종을 포함하는 실험용 방사능 

이다. 정상실험을 하는 동안의 위해의 대부분은 사용과 저장하는 직무에서 발생한다. H-3과 

C-14와 같은 베타선만을 방출하는 핵종에서 작업자의 위해는 작업자의 표면에 오염이 되거 

나 공기 중에 핵종이 방출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화재와 핵종을 엎지르는 

사고를 포함한다.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연구소에서는 단순히 많은 조작을 하는 중에 엎지 

르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중대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는 화재이다. 연구소 실험 

실 안에서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장비의 고장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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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 입력 수준 

방사선핵종 절차 당 방사능(Ci) 
허가를 받은 대략적인(약) 

1/L-

H-3 0.5 500 

C-14 0.5 400 

1-125 0.1 400 

P32 0.1 400 

실험 절차 안에서 사용되는 총 방사능 

절차는 연 당 52회 수행 

한 위해는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양에 따라 평가된다. 

일반인들의 실험실 접근은 제한되어야 하고， 저 준위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 

른 시설의 작업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작업이 제한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실험실에 접근하는 일반인은 작업자 보다 5-10배 적은 위해도를 기준으로 한 

다. 

는 10000.。

울 1000.0 
흔 100.0 
울 10.0 
~ 1.0 
잃 0.1 

그림 3.1-1 시스템 l에 대한 위해도 분석의 요약: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다량 

의 방사성표지화합물) 

3.1.5 규제의 선택적 요건 분석 

1단계 : 피폭과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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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장의 방법론적인 요약에 의해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폭과정의 분류를 

실행하여 표 3.1-2a에 작성하였다. 

이번 시스템에서，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선량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피 

폭사건 안의 선량율도， 만약에 비정상적인 에피소드 또는 하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선량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2.6.1 .3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량기준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상적인 피폭사고 

는 연간선량 한도가 고려된다하더라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방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3.1-2a 시스템 1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다량 

의 방사성표지화합물) 

상위보장으로 방지혜야하는 며폭과정 중위 보장으로 방지 혜 야하는 피 폭과정 

일반 동위 
직무 피폭과정 

동위 
~ι1-' ’므L 피폭과정 

인 왼소 원소 

1-125 l(취득) 6-SA. 8-SCA C-14 l(취득) 8-SCA 

2( 저장) 4-CA 2( 저장) 4-CA 

3(준비) 4-CA. 6-SA. 8-SCA 3( 준비) 4-CA. 8-SCA 

3( 사용) 4-CA.8-SCA 3( 사용) 4-CA, 8-SCA 

4( 폐기) 4-CA 

H-3 l(취득) 8-SCA 

2( 저장) 4-CA 

3(준비) 4-CA, 8-SCA 

3(사용) 4-CA, 8SCA 

1-125 4( 폐기) 4-CA 

P-32 l(취득) 8-SCA 

2( 저장) 4-CA 

3(준비) 4-CA. 8-SCA 

3(사용) 4-CA, 8-SCA 

4( 폐기) 4-CA 

2단계와 3단계: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 순위의 설정 

위해 결과의 함축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1-2b에 요약되어 있 

다. 표에서는 위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 

주고 있고 요약된 표들은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표 3.1-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상위 (high)와 중위 

(moderate)와 나란히 일반인들에 대한 상위 (high)와 중위 (moderate)를 나타내어 실제 선량 

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직무 안에서 방호벽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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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무와는 다르며 연관된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125는 상위보장으로 피폭과정을 방어할 것이 요구되는 거의 유일한 동위원소이다. 1-125 

는 일반인에 대해서 사용과 저장의 직무 동안에 접근 제한 또는 선원구속은 상위보장을 필 

요로 하나 그러나 작업자는 사용과 저장 직무의 동안의 선원구속만이 상위보장으로 필요하 

다. 주로 화재 시에 선원구속의 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 취득과 준비 직무 동안에 일반인에 

대한 접근제한은 상위보장이 필요하다. 

중위보장으로 방어해야 하는 피폭과정은 일반인에 대해 선원구속(제한기능) 또는 접근제한 

모두 중위보장을 만들 것이 요구된다. 작업자를 방호하기 위해 취득과 준비하는 동안의 차 

폐는 중위보장을 필요로 하고， 준비와 사용하는 동안의 선원구속(제한기능) , 취득과 저장 폐 

기 동안의 작업자의 접근제한과 선원구속(제한기능)은 중위보장을 필요로 한다. 주목할 점은 

저장과 사용하는 동안의 선원구속(제한기능)은 상위보장이 요구되어 진다고 설명하였다. 취 

득 직무 동안의 선원구속(제한기능)의 실패는 낙하되는 것의 결과이고 반면에 준비와 폐기 

직무동안의 선원구속(제한기능)의 실패는 엎지름의 결과이다. 

표 3.1-2a (계 속) 

상위 보장으로 방지 해 야하는 피 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혜야하는 피폭과정 

작양l 동위 
X-11 E ’l 피폭과정 

동위 
직무 피폭과정 

자 원소 원소 

I • 125 2( 저장) 3-C. 4-CA C-14 l(취득) 8-SCA 

3(사용) 7-SC.8-SCA 2( 저장) 4-CA 

3( 준비) 4-CA. 8-SCA 

3(사용) 4-CA, 8-SCA 

4( 폐기) 4-CA 

H-3 l(취득) 8-SCA 

2( 저장) 4-CA 

3(준비) 4-CA, 8-SCA 

3(사용) ‘ 4-CA, 8-SCA 

4( 폐기) 4-CA 

1-125 l(취득) 5-S, 6-SA, 7-SC, 8-SCA 

3(준비) 
3-C 4-CA, 5-S, 6-SA. 

7-SC, 8-SCA 

3(사용) 3-C, 4-CA 

4( 례기) 4-CA 

P-32 l(취득) 8-SCA 

2( 저장) 4-CA 

3( 준비) 4-CA.8-SCA 

3( 사용) 4-CA. 8-SCA 

4( 폐기) 4-CA 

야
 써 



표 3.1-2b 시스댐 1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실험설 사용(연구&개발， 벼멸봉， 다량 

의 방사성표지화합물) 

비용과 
재정상 위해 선원분실 위해 규제 부담 오염 비용 

비 방사선학적 시스템 지각(파악)된 

이득 건강 위해 가치(값) 위해 

τtt-~’ l L2.3 Lt H~ 1\15.6 1\1t t H' H"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일반 동위 
기능 섣명 

동위 
기능 설명 

인 원소 원소 

취득하는 동안에 C-14 
모든 직무 동안에 C 

S 또는 A; 또는 A 
폐기를 제외한 모든 

1-12 저장과 사용하는 
저장과 사용 중에 가정된 H-3 직무 동안에 C 또는 

5 동안에 C 또는 
화재에 대해 C 

A; 준비하는 
A 

1-12 폐기 동안에 C 또는 
동안에 A 

3 A 

P-32 
모든 직무 동안에 C 

또는 A 
작업 동위 

기능 설명 
동위 

기능 설명 
자 원소 원소 

저장 동안에 c; 
1-12 

사용 동안에 S 
저장과 사용 중에 가정된 모든 직무 동안에 C 저장 중에 화재에 대해 

화재에 대해 C 
C-14 

3 또는 A SC 
또는 C 

H-3 
모든 직무 동안에 C 

또는 A 
취득 동안에 S; 준비 

1-12 동안에 C와 S; 사용 중에 가정된 화재에 

5 사용동안에 C; 혜기 대해 C 

동안에 C 또는 A 

P-32 
모든 직무 동안에 C 

또는 A 

lL~low; l\.I ~moderate; H~high 5NUREG/CR-1754(NRC, 1981) t Non-citable reference HSee Appendix 묘B.2.7 

2NUREG/CR-4825(NRC. 1987} 6NUREG/CR-1754(NRC, 1989) t t Insufficient data 

3NUREG/CR-538H t'-iRC. 1앉1Oa} 70rganizations United(OU. 1997} 

4NCREG/CR-6330(NRC. 1 995b} "willis. 1998 

결론적으로 고 선량 준위의 1-125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인의 접근 제한을 상위보장으로 

하여야하고 저장과 사용하는 동안의 선원의 구속 역시 상위보장이(예， 상위보장으로 화재방 

지와 억제) 필요하다. 또한 1-125 피폭과정에 대해서 취득과 준비하는 동안에 중위보장으로 

확실한 차폐가 요구된다. 실험실에서 1-125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상위보장이 필요 

하지 않고 또한 실험실은 차폐도 요구되지 않는다.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혼합된 모형 

(hybrid scheme)을 통해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관리적)인 변과 실제 동 

위원소의 종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는 위해도 분석 결과의 핵심이다. 

차폐의 실패는 위해도 분석 시 매우 적은 선량영향을 미치므로 차폐는 높은 우선 순위로 나 

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혀 차폐를 하지 않으면 저장 시에나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량의 

사용 시에 선량으로 인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위해도 분석의 결론을 보면 때 

때로 차폐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결과를 볼 수도 있겠으나 차폐는 ALARA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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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수 사항으로 간주되어야한다. 차폐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조건은 다른 토대에서 끌어 

내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에 적용된 지침들은 수 rem 이상의 상위보장 선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자들의 선량축을 그려내는 데 었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경계를 

심각하게 초과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 1은 그렇지 않고 간신히 선량한도의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이다. 이 과제의 지침 하에， 일반인의 선량은(작업자의 선량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정 

책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수 rem정도의 한두 번의 토막적인 선량은 건 

강상의 심각한 영향은 크지 않다.(일반인은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보장의 수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조절되어야만 한다. 

위 결론을 종합한 규제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다. 

• 취득과 준비하는 동안의 일반인의 접근 통제의 상위보장 

• 저장과 사용하는 동안에 제한기능(화재방지)의 상위보장 

• 취득， 준비， 폐기하는 동안의 제한기능(엎지름 방지)의 중위 보장 

• 취득과 준비하는 동안의 차폐의 중위보장 

4단계: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 

그립 3.l -2. 서식 1에서 5까지에서 이번 시스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 수형도 

(diamond Tree) 요소들이 있다. 

시스템 1 

살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서식 2 

흥기적믿 큐애j 요구 AI !t 2!이 

유도(후튿)양 수 있는 중요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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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는잉무수혈시 

톨흥드/을로브익스 



시스템 I 

살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 표지화할물) 

서식 I 

서이 S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알， 비밀롱， 다랑의 앙사성 묘지화할울) 

잉사성힌률잉 

실때잉지 징근져|한 

6 ζi 
서식 3 서식 3 서식 Z 서식 4 

그힘 3.1-2 시스템 1 : 다이아몬드 수형도(서식 1-5) 

시스템 1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서식 3 

준비동안에 제한기능 

ÍIi때톨 감지 

!색흩기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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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I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서식 4 

취득과 준비 동안에 일반민의 접근 제한 상위 보장 

시스템 I 

살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서식 5 

허가를 맡은 40시스델의 

엄위안에없슴 

취득과준비동안에 

차펴|실패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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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작업자는엎무수행시 

훌후드Y글로브빅스 

망사선모니터는 

훌흥E글로브박스 

싫때률감지 

훌훌드/굴로브빅스 

배기는 HEPA 훌터률 

카지고있용 



위의 내용들을 보면，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에서 중요한 부 주제는 일반인의 접 

근 제한과 화재 방어는 상위보장이고， 제한기능(엎지름의 방지)은 중위보장， 취득과 준비하 

는 동안의 차폐는 중위보장이라는 것이다. 

서식 2와 3에서는 제한기능(선왼구속)의 보장에 대한 설명이다. 저장과 사용하는 동안에 제 

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는 화재 몇몇의 외부적인 사건 글로브 박스의 실패의 결과로 발생 

할 수 있다. 화재방어와 완화 보장은 이미 실험실의 설치 때부터 존재하므로 부가적인 규제 

요구 사항은 펼요하지 않다. 취득과 폐기하는 동안에 선원구속을 보장하는데 있어 용기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준비하는 동안에는 작업자의 능력과 흉 후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 

다. 

서식 4에서는 일반인들의 접근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인의 접근 제한은， 방사선 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자를 포함하여 방사선물질을 취득하고 준비하는 장소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을 의미한다. 행정적인 규제와 물질적인 방호벽은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서식 5에서는 취득과 준비 동안의 차폐에 관한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직무 동안의 차 

폐는 선원구속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호벽과 기본적인 규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용기 와 흉 후드의 완벽 함이 가장 중요하다. 

5단계: 핵심이행분기점 정의 

이제까지 언급하였듯이 이번 시스템에서 추천된 우선 순위는 “접근”과 “제한기능(선원구속)" 

의 조합을 실제 행위로 확장하는데 있어 안전수단을 전개해나가는 것이다. 화재 방지에 대 

한 보장은 추가적인 규제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 제한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작업자의 능력에는 작업 중에 엎지르거나 기타 다른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또는 정당화되지 

않은 일반인들의 피폭을 가중시키는 소지에 대한 인지의 정도와， 이런 사고에 대한 처리과 

정에서 받은 피폭선량을 결정하는 능력 둥이다. 위해도 분석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사건은 

규제 접근에서 지지하고 있듯이 가능한 중위보장으로 강조되도록 한다. 

화재는 공기 중으로 방사능물질을 방출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 선량 피폭과정 

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화재 방지 대책이 없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미 

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화재방지 보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다. 그러나 화재를 방어하기 위한 다른 이유들이 있고， 이런 이유들에 대한 선량을 

계산하여 위해도 분석 시에 꼭 표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장”은 선량 이외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다루어져야하고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필요요건으로 생각할 펼요는 없다. 

5단계의 과정은 적절한 방호벽이나 관련 구비요건들을 고려할 때 그 시스템의 질적 가치와 

소요비용(cost)간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3.l -2b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규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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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건에서 옹호하고 있는 두 가지 항목은 규제의 요건을 감소시키는 것과 합리적인 안전 

보장 과정을 취하는 것이다. 첫째， 시스템 1에 관한 현행 규제 부담이 높게 고려되었으며 

둘째， 집단(사회)의 기대치가 높게 고려되었고， 더 나아가 암 치료의 선택으로 인한 생존능 

력의 유지 등이 고려되었다. 

6단계 : 규제 접근 

표 3.1 -2c에 가능성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규제의 선택적 요건들을 열거하였다. 규제의 선 

택적 요건의 구성은 작엽자와 일반인들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규제 접근의 주요 요소는 일반인의 접근 제한에 대해 상위보장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접근 제한이 너무 강조되어 상위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연구의 시작단계부터 부담 

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위해도 분석에서 발생 빈도가 적은 사건은 그 시스템이 갖는 높은 

가치와 연계하여， 일반인의접근제한을 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 하여야한다. 

실험실의 작업자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기술과 예방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 

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방사능의 방출로 이어질 

표 3.1-2c 일반적인 규제 접근 요약， 시스랩 l 

분야 요건유형 규제관점성격 

작엽자의 자격(능력) 보장 자격(권한) 허가 효로그램 

취뜩과 폐기하는 동안에 
수행하는 동안에 용기사용이 요구 감사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수행 

준비하는 동안에 작업자 훈련， 장비， 유지보수 등에 
감사 

제 한기 능(선원구속)의 수행 대한 요구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사용자의 자격 (권 한)과 장비 의 

방호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방호 

개인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을 
심각한 외부적 사건 초기 보증; 차후 감사 

포함하여， 프로그램 허가 
(화재， 심한 충격， 등.) 

취급에 대한 강조; NRC 요구사항 
도난， 분설， 등. 

없이 적절한 화재방호를 제시 

일반인 접근의 제한 프로그램 허가 초기 보증; 차후 감사 

취득과준비하는동안에 
표준 이하로 차폐를 수행하는 

차폐 디자인을 규정할 것을 요구 것은 명백하게 선량측정을 
효과적인 차폐 유지 

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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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 방사선 작업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포함된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모든 작업자들에게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안전한 작업 

의 수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방샤선안전관리자CRSO)로서의 개상되는 각자의 역할들을 인식 

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것은 표 3.1-2c에 요약되어 있다. 

표 3.1-2d 규제접근 안에서 특수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1 

방호벽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코드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B-7 
선량 제한 범위 안으로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차폐의 부분 
차펴l 

B-11 방호복 착용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B-21 
선원 근처에 머무는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일반인 접근의 부분 
시간 제한 

C-1 to 10 방사선 안전 표로그램 20.1 101 
적절한 접근 제한의 중위 
보장 

C-2 
바이얼과 차폐의 설계에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차폐를 포함(적용) 
의한 피폭의 제한 (20.1406) 

1) 만약 취득에 
100mrem/yr 이 상이 
기대된다면 19.12 

작업자의 자격(능력)을 
C-8 감독과 적절한 훈련 2) 만약 응급계획이 

요구되 면 30.32(i)(3)(X) 
포함(적용) 

3) 그 외 모든 다른 것은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C-9 용기에 꼬리표를 함 20.1904, 20.1905 접근제한의 부분 

1)만약 표준(기준)이 

C- lO 사고 대응 계획 
30.320)( 1)를 초과하면 

작업자의 자격(낱력)의 부분 
30.32m (3) 
2)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B-1 
물리적/화학적 형태는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방사성동위원소 방호의 부분 
엎지름을 최소화 (20.1406) 

B-3 
용기는 손상에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방사성동위원소 방호의 부분 
저항(대항) ; 차폐 안에 (20.1406) 

B-13 
방사성 핵종의 방출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제거하기 위한 HVAC 

B-6 
필터 

(20.1406); 20.1701 

C-4 적절한 검출기의 사용 20.1501 
차폐 수행 보장과 접근 제한 

의 부분 

C-4 
취득 시에 패키지에 

20.1906 차폐 수행 보장의 부분 
대한 서베이 

B-4 
흉 후드， 글로브 박스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안에서 작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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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d는 위의 일람표상의 일반적인 우선 순위를 유지하는 특별한 요건들을 보여주고 있 

다. 표의 왼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에 따 

라 규제 접근 안에 적절한 목록을 요약하였다. 오른쪽 열에 빈칸으로 구성된 부분은 위해도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구사항들은 보증할 수 

는 없지만 의문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표 3.1-2d (계속) 

방호벽 
방호벽 기술 

코드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B-8 
저장시설의 20.1801 , 20 .1802 

접근제한의 부분 
잠금장치/제한 출입가능구역 

C-3 목록의 완성 
1)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접근제한의 부분 
2) 30.51(취득의 기록 등.) 

작업자는 사고와 응급상 
1)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C-8 
황에 대한 훈련을 받음 

2) 만약에 웅급 계획이 요 작업자의 자격(능력)의 부분 
구되 었다면 30.32(i) (3)(x) 

B-13 
배기시스템은 HEPA 필터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를 가지고 있음 (20 .1406) 

배기시스템은 공기 중 방 
1)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B-13 사능 감지기를 가지고 있 
-I。j

2) 20 .1501 

B-20 
액체폐기물을 특색(특정) 1) 20.1501 
이 있음. 2)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B-20 
액체폐기물은 하수구로 

요구사항 없음， 모범행위 
방출되기 전에 저장됨 

B-20 
액체 폐기물을 허가 받은 

20 Subpart K 부분 
시설에서 폐기 

B-20 
액체폐기물을 일반하수구 

20.2003 
로 방출함 

폐기물을 저장하는 동안 
1) 20.2001(a)(2)(DIS 허 가) 

B-22 
감쇠로 인한 “폐기” 

2) 면허조건 
(절차) 

배기 방사선 검출기와 계 

C-4 
속적인 지역 모니터 또는 1) 20.1501(서 베이를 시 행) 
서베이에 의한 폐기 과정 2)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을 모니터 

19.12, 19.13, 20.2101 표 3.1-2c에서 불러올 수 

N/A 기록과 보고서 등. 
통하여 20.2110, 20.2201 있는 기능적인 수행의 감사 

통하여 20.2206, 21.21 , 에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 
30.35, 30.50, 30.51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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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 

3.2 실험실 사용(연구 및 개발 벼밀봉 소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3.2.1 개 요 

실험실 연구는 실험실 규모에 맞게 미리 표지된 방사능 화합물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를 “습식 화학” 이라고 하며 조그만 공간의 작업대 위에서 수행한다. 화학연 

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비 외에 방사선방어 장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비들이 연구 수행 

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장비로는 차폐， 휘발성이 있는 방사성 핵종의 홉입을 막는 여과 장치 

를 갖춘 흉 후드나 글로브 박스 그리고 방사성 핵종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측정장 

비들이 있다. 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곳은， 학생들의 교육 및 훈련， 연구 및 개발， 

생물， 화학， 물리 분야의 추적자 연구， C-14를 이용한 연대측정， 혼합물의 물질분석， 화학적 

변화가 없는 방사화 분석에 사용된다. 실험실 연구에 동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사능물질 

을 사용하는 동물연구는 시스템 25에서 설명한다. 

실험실 사용은 10 CFR Part 33에서 정의된 A, B, 또는 C형의 특수면허， 또는 10 CFR 30 

연구활동 허가 또는 비밀봉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실험분석에 따라서 미국원자력규제 

위원회 (NRC)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어떤 임상실험은 10 CFR. 3 1.1 1에 따라 일반면허만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방사성 핵종은 허가를 받은 판매자가 공급할 때에는 10 CFR Part 

30.1 8에 따라 다른 허가 없이 최고 1 mCi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규제의 허가 아래에서 방사성 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 

기 위한 특수한 행동이나 과정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위임은 면허에 명백한 조건을 포함 

하여 요구되는 면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부조건부여” 조건이라 부른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실험실은 주로 대학， 법인체， 기업체 연구시설， 정부기관， 병원， 

임상연구소에서 이루어진다. 연구실에서 표지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시설은 사 

용하는 동위원소에 의존하지만 150-500개가 있다. 연구 규모는 대학에 수명의 연구원에서 

정부지원기관에서 수 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용 빈도는 연구 규모나 핵종에 따라 년간 수 

회에서 천 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3.2.2 장 해 

연구분야에 사용이 허가된 방사성 핵종은 원자번호가 1번부터 83번 사이에 있는 핵종으로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원자번호가 10번 이하의 핵종이 주로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 종은 H-3, C-14, P-32, P-33, S-35, I-125 이 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 는 핵 종은 Cl-35, 

Fe-59, Rb-86, Tc-99m, I -131 이다. 이들 대부분 핵종은 베타입자를 방출하고， 저 에너지에 

서부터 고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한다. 가끔 연구분야에 Co-60, Cs-137 과 같은 비밀봉 선 

원도 사용하며 높은 에너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도 사용한다. 또한 알파입자를 방출하는 

Am-241도 비밀봉 선원으로 실험연구에 사용한다. 시스템 2에서 사용되는 방사능의 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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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Ci까지의 높은 방사능이지만 주로 사용되는 방사능은 수백 uCi 이다. 

3.2.3 직무， 방호벽 및 피폭자 

다음 아래의 직무은 방사성 핵종의 연구 및 개발 실험실 사용과 관련이 있다. 

• 취득(직무 2-1) 

• 저장(직무 2-2) 

• 준비와 사용(직무 2-3) 
• 폐기(직무 2-4) 

대단위 연구시설의 운영은 각 작업에서 수행된 업무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관계된 피폭자는 

주로 연구원과 감독 하에 매일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리고 취 

득에서 폐기까지 과정을 담당하는 보건 물리요원이다. 일반인 피폭자는 같은 구역시설에서 

일하는 작업자 또는 방문자이다. 

왜냐하면 방사능은 매우 다양한 자연 조건에서 만들어지므로 주요 방호는 방사선방호프로그 

램이다[10 CFR 20.1 101]. 모든 작업자는 면허의 형태 [10 CFR 33.13 to 33.17; 10 CFR 30.33; 

10 CFR 19, licënce condition]에 따라 요구된 훈련을 받은 감독자들의 직 접 적 인 감독 아래 

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위원회가 필요하고[10 CFR 30.33] 방사선안 

전관리자(RSO)도 필요하다[10 CFR 33.14, 면허조건] 실험복과 같은 방호복과 장갑， 납 안 

경， 덧신은 있을 수도 있는 오염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3.2.3.1 직무 2-1: 취득 

대단위 연구시설에는 매일 방사성물질을 공급받는다. 어떤 예외적인 경우의 대단위 연구시 

설에는 하루 최고 100 바이얼 씩 공급받아 매년 20.000 바이얼 이상을 공급받지만 그러나 

대부분 시설에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월 수십에서 수 백 건을 공급받는다. 매우 작은 규모 

의 시설에서는 월 하나 또는 두 개보다 적게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포장된 방사성 의약품은， DOT(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따라 단단 

한 종이상자 안에 보관되어 도착하고 안전을 위해 스티로폼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 차폐를 

위해[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납으로 안대기(안감)를 한 플라스틱 통 안의 바이얼 속에 방사 

성 물질이 들어있다. 바깥쪽 바이얼 안에는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안쪽 바 

이얼이 있다. 두 개의 안쪽과 바깥쪽 바이얼은 충격에 강하게 만들어져있다[모범행위/하부조 

건부여 1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후에 공급되는 패키지의 수는 공급되어지는 전체 패키지 

의 수에 비해 매우 적다. 가끔 시설(기관)에 보내지는 패키지 내에서 오염이 발생되기도 한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록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패키지 안에는 

적은 양의 방사능이 있다. 사용되는 방사성물질은 대부분 감쇠되고 또한 고가이므로 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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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것을 원하며， 또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바이얼 안에 보관하기를 

원한다. 방사성 물질을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순도， 정도관리， 붕괴， 화학적 붕괴 등 

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또한 계약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은 만약 연구계약이 변경되면 

폐기물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양의 방사성 핵종을 누적할 수 없다. 

취득하는 동안， 직접적인 방사선노출로부터의 방호는 대부분 국부적인 차폐(전형적으로 방 

사성 핵종을 함유한 패키지 안에 통합되어 있다)를 통해서 이뤄진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 

여]. 취득시의 서베이는 종종 요구되어 진다[10 CFR 20.1906: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모든 

용기는 함유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꼬리표를 하여야 한다[10 CFR 20.1904, 20.1905]. 방사 

성 물질이 도착하는 지역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안전을 위해， 

또는 어떤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만약 패키지에 사고가 발생하여 충격을 받더라도 흡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용 

기는 밀봉되어야 한다. 반면 취득하는 동안의 사고의 형태는 패키지의 충격과 낙하되어 엎 

지르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 있는 사건들을 말한다. 사고 당시에 피폭이 의심되는 사 

람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안에 같이 있던 사람과 작업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3.2.3.2 직무 2-2: 저장 

저장 용량은 일반적으로 보존(유지)되고， 저장구역으로 고안된 저장함 또는 냉동고와 냉장고 

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간의 저장은 작은 냉장고와 냉동고에서 하며 또한 준비하고 

사용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저장함에 보관하기도 한다. 저장실은 반드시 잠금 장치를 사용하 

고 통제하여야 하며 [10 CFR 20 .1801 , 20 .1802] 목록을 만들어 적합한 기록을 유지하고 보존 

하여야 한다[10 CFR 30.51,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저장하는 동안에 직접적인 방사선 피폭으로부터의 방호는 대부분 국부적인 차폐(대부분 방 

사능 핵종을 함유하고 있는 패키지에 통합되어 었다)를 사용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모범행위 

/하부조건부여]. 용기는 패키지가 사고를 당해서 충격을 받더라도 홉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저장하는 동안의 사고의 형태는 패키지에 충격이 가해 

지는 것과 낙하되어 엎지르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결함이 

있는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다른 장비에 의한 실험실 내의 화재도 가능성이 있다. 사고 당 

시에 피폭이 의심되는 사람은 작업자와 사고 당시에 방안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3.2.3.3 직무 2-3: 준벼와 사용 

수행할 실험의 유형은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작업화학(bench chemistrγ)"로 특성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방사능이 있고 화학적 추출， 여러 종류의 용매를 

사용하는 분류， 원심분리기나 칼럼을 이용하는 물리적 분류 또는 다른 기술이나 유사한 방 

법으로 분류 것들이 포함된다. 가열은 수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때 이용된다. 시스템 

2의 시설에서 수행되는 많은 실험은 생물학적 시료를 사용하므로 실험도중 시료가 열 때문 

에 변질되지 않도록 수조의 물을 비등점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실험실은 실험 스케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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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동안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방사선의 서베이는 필요 

하고[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1. 웅급시의 대처능력이 있어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준비하고 사용하는 동안 피폭의 대부분은 실험에 필요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는 손이 피폭된 

다. 잘 계획되고 숙련된 실험기술과 집게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피폭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직접적인 방사선방어를 위하여 베타방출은 플라스틱 유리， 감 

마방출은 납판， 납벽돌의 차폐체를 사용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대부분의 실험실에는 

여과시설이나 후드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방호복은 오염 확산을 막고 작업자를 방호하기 위 

하여 착용하여야 한다[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J. 

공기 중의 방사능이 존재하는 상황은 휘발성 물질과 사용하는 물질의 양에 따라 좌우되고 

작업은 흉 후드나 글로브 박스 내에서 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흉 후드나 글로 

브 박스는 실험실의 공기의 압력을 낮추고 공조 시스템과 연결되어 실내에서 방출된 공기를 

환기와 배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공기가 배기 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공기 중의 방사능을 제거하기 위해 숭으 

로 활성화된 필터 또는 다흔 형태의 필터들을 사용한다[10 CFR 20, Subpart H ; 모범행위/ 

하부조건부여 1 공기 중 방사능 감지기는 공기가 대기로 방출되기 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 

도록 배기 시스템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10 CFR 20.1501]. 

준비와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형태는 (1)물질을 엎지르는 것(흉 후드 

또는 글로브 박스 안쪽과 바깜쪽에서)， 그리고 (2)화재이다. 사고 시에 피폭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작업자와 사고 당시에 같은 방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대상이 된다. 작업자는 사고와 

응급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10 CFR 30.32( j) (3) 만약 30.32( j) (3) 의 기준 

이 초과면; 또 다른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1 

3.2.3 .4 직 무 2-4: 폐 기 

고체와 액체 폐기물은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연구에서 발생된다. 액체 폐기물은 실험 

실에 비치한 2-5 갤런의 주전자 또는 유리병과 같은 용기에 모을 수 있다. 이들 용기는 폐 

기업자에 의해 수거되어 폐기처리 된다[10 CFR 20, Subpart Kl 폐기과정은 모니터링을 하 

여 야 한다[10 CFR 20. 1501; 10 CFR 20, Subpart K1 

처리되는 폐기물의 부피는 실험실 작업 양에 의존하고 대개 년간 수백 리터가 발생한다. 물 

과 유사한 물질들은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한도의 수준인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깨끗한 

하수구를 통해 방출하여 폐기된다[10 CFR 20.20031 액체폐기물은 깨끗한 하수구를 통해 폐 

기되기 전에 불 용해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여과된 액체는 

저장고 안에 저장되고 방출 할 수 있는 한도의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깨끗한 하수구를 통해 

폐기된다[10 CFR 20.2001 (a)(2). 20.20031 만약 액체가 하수구를 통해 폐기되지 않으면 액 

체를 저장하였다가 농도， 화학적 형태， 방사능 핵종의 함유여부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저장하고 있는 동안의 붕괴에 의한 폐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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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폐기물은 홉수성이 있는 종이 일회용 파이멧 립 이와 유사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고 

체 폐기물은 폐기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보건 물리학자에 의해 수집되어 용기에 꼬리표를 

한 후 폐기한다.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고체폐기물은 저장하여 붕괴시킨다. 반감기가 긴 핵 

종의 폐기물은 압축하고 태우는 과정으로 쉽게 저 준위 폐기물로 압축될 수 있다. 

유리병을 엎질렀다면 작은 양이라도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잘못된 형태의 용기에 저 

장했을 경우일 것이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도 용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 고체 폐기물에 

대한 주된 위험요인은 화재에 의한 것이다. 

3.2.4 위해도 분석 

작업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위해도 분석의 결과를 그림 3.2-1에 요약하였다. 주로 사용되는 

핵종에 대한 위해도 분석은 표지화합물을 사용하는 연구소 안에서 더 쉽게 설명된다. 작업 

자와 일반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2-1 에 있는 시스템 수준 입력은 위해도 분석 

에 사용된다. 

표 3.2-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 입력 수준 

방사선핵종 절차당 절차빈의도수 연간 허가받은 시설의 수 
방사능(mCi) 

Am-241 12 50 

H-3 25 170 500 

C-14 5 30 400 

1-125 10 125 400 

P-32 10 1400 400 

작업자 위해의 대부분의 원인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능 핵종을 포함하는 실험용 방사능 

이다. 정상실험을 하는 동안의 위해의 대부분은 사용과 저장하는 직무에서 발생한다. H-3과 

C-14와 같은 베타선만을 방출하는 핵종에서 작업자의 위해는 작업자의 표변에 오염이 되거 

나 공기 중에 핵종이 방출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화재와 핵종을 엎지르는 

사고를 포함한다.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엎지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연구소에서는 다량 

의 방사능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은 아니다. 중대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는 

화재이다. 연구소 실험실 안에서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장비의 고장을 수반한다. 이런 이 

유들 때문에 화재로 인한 위해는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양에 따라 평가된다. 

일반인들의 실험실 접근은 제한되어야 하고， 저 준위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 

른 시설의 작업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작업이 제한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실험실에 접근하는 일반인은 작업자 보다 5-10배 적은 위해도를 기준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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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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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 0.1 

그림 3.2-1 시스템 2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실험실 사용(연구 및 

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3.2.5 규제의 선돼적 요건 분석 

단계 1: 피폭과정 분류 

2.6장의 방법론적인 요약에 의해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폭과정의 분류를 

실행하여 표 3.2-2a에 작성하였다. 

이번 시스템에서，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선량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피 

폭과정 안의 선량율도， 만약에 비정상적인 에피소드 또는 하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선량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2.6. 1. 3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량기준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상적인 피폭과정 

은 연간선량 한도가 고려된다하더라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방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계 2와 3: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 순위의 설정 

위해 결과의 함축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2-2b에 요약되어 있 

다. 표에서는 위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 

주고 있고 요약된 표들은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표 3.2-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상위 (high)와 중위 

(moderate)와 나란히 일반인들에 대한 상위 (high)와 중위 (moderate)를 나타내어 실제 선량 

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나의 칙무 안에서 방호벽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다른 직무와는 다르며 연관된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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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a 시스댐 2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실험실 사용(연구 및 개발， 비밀봉， 소 

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상위보장으로 방지혜야하는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혜야하는 며폭과정 

연반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인 

Am-241 l(취득) 8-SCA Am-241 3( 준비) 4-CA 

2( 저장) 4-CA H-3 I( 취득) 8-SCA 

3(준비 l 8-SCA 2( 저장) 4-CA 

3( 사용) 4-CA, 8-SCA 3( 준비) 4-CA, 8-SCA 

4( 폐기) 4-CA 3(사용) 4-CA.8-SCA 

1-125 2( 저장) 4-CA 4( 폐기) 4-CA 

3(사용) 8-SCA I • 125 1(취득) 6-SA. 8-SCA 

3( 준비) 4-CA, 6-SA, 8-SCA 

3(사용) 4-CA 

4( 폐기) 4-CA 

P-32 2( 저장) 4-CA 

3( 사용) 8-SCA 

4( 폐기) 4-CA 

표 3.2-2a (계속) 

상위보장으로 방지혜야하는 며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혜야하는 픽폭과정 

작업 
동위왼소 직무 

자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Am-241 2( 저장) 3-C. 4-CA Am-241 1( 취득) 7-SC, 8-SCA 

3(사용) 7-SC, 8-SCA 3( 준비) 4-CA. 7-SC, 8-SCA 

3(사용) 3-C, 4-CA 

4( 폐기) 3-C, 4-CA 

1-125 l(취득) 8-SCA 

2( 저장) 3-C, 4-CA 

3(준비) 4-CA, 8-SCA 

3(사용) 4-CA, 7-SC, 8-SCA 

4( 례기) 3-C, 4-CA 
---'---

이 시스템에서 논의된 것은 시스템 1에서 논의된 것과 아주 유사하다. 특히 많은 수의 피폭 

과정은 접근제한의 실패와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가 결합되어 있고， (엎지름， 심각한 영 

향， 화재 둥과 같은) 누출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피폭을 피하는 것(작업자가 사고응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반인이 누출된 부근에 있는 것)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작업자에 대한 피폭사고는 접근제한의 실패가 없더라도 특별한 동위원소(Am)의 많은 

양의 강력한 에너지 방출 때문에 “상위 (high)"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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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위해가 발생되는 원인은 화재， 엎지름 또는 흉 후드의 작동불량， 접근제한의 실패와 

연관된다. 이러한 것은 시스템 1과 유사하고 표 3.2-2b에 요약된 내용들과 아주 유사하다. 

이 시스템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어떤 작업자의 피폭과정은 접근제한이 성공했을지라도 약 

간(다소)의 선량을 받는다. 최소한 Am의 경우에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이 상위보장으로 요구 

되기 때문이다. 또한 흉 후드의 기능장애가 후드의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발생될 수 

도 있다. 

시스템 l과 같이， 제한(선원구속) 기능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과 제한기능(선원수속)의 실 

패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요구목적에 당당한 것으로써 일반인의 접근제한과 제 

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연구소 설치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법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다. 여기에서， 시스템 l처럼， 추천된 접근에서는 일반 

인의 접근제한 기능과 선원구속기능이 속한 항목이 각각 중위보장으로 배치(할당)되어 있다. 

“저장중의 화재”와 “사용 중의 화재”는 고 선량의 피폭과정을 발생시키므로 다른 수단을 통 

해 방어해야한다. 

표 3.2-2b 시스템 2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실험설 사용(연구 및 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비용과 이익 재정상 위해 
선원분실 

규제 부담 
오염 비방사학적 시스템 인지 위해 l 

위해 비용 건강 위해 가치(값) 

긴~~l L 2.3 Lt H
4 κ15‘6 ι1t t H

7 
H

R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가능 중워보장이 요구되는 가능 

일반 
동위원소 기능 설영 동위원소 기능 설명 

인 

모든 직무 
준비 동안에 C 

Am-241 동안에 C Am-241 
또는 A 

또는 A 

H-3 
모든 직무 동안에 

C or A 

취득 동안에 S 
저장과 사용 

저장과 사용하는 동안에 또는 A; 준비 
I-l25 동안에 C 

화재에 대해 C I-l25 동안에 A; 
또는 A 사용과 폐기 

동안에 C 또는 A 

저장， 사용， 폐기 
저장과 사용하는 

P-32 동안에 화재에 대해 
동안에 C 또는 A 

C 

작업 
동위원소 기능 설영 동위원소 기능 설명 

자 

저장과 사용 저장과 사용하는 동안에 
저장을 제외한 

Am-241 Am-241 모든 직무동안에 
동안에 C 화재에 대해 C 

C 

취득과 준비 
저장과 사용하는 

1-125 
동안에 C 또는 A 

동안에 화재에 대해 
; 저장， 사용， 
폐기 동안에 C 

C 

'L=low; t\!=moderate; H=high 5NUREG/CR-1754(NRC, 1981) t Non-citable reference HSee Appendix B-B.2,7 

'NL:REGiCR- -l825(NRC, 1987) 6Nl:REG/CR-1754(NRC, 1989) t t 1nsufficient data 

3NLltEGiCR-S38J( NRC, 1990a) 'Organizations United(OU, 1997) 

‘NCREG/CH-6330( 1\'HC , 1995b) '\Villi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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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올 기본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천하면: 

• 저장과 사용(화재 방지)하는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상위보장 

• 취득， 준비， 폐기하는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중위보장 

• 취득 준비， 폐기하는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제한의 중위보장 

단계 4: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 

그림 3.2-2, 서식 1- 서식 4까지 이 시스랩의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요소들을 

보여준다. 

작업자에 대해서는 저장 또는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화재를 포함하여 “상위” 보장으로 피 

폭과정올 방어해야 한다(Am의 경우도 포함하여). 서식 2에서는 비록 추가적인 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요구가 없더라도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낮다는 보장이 있다. 유사하게， 일 

반적인 화재 방어지역 안에 규제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에너지의 방출로 준비하고 사용하는 동안에 방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화재의 가능성이 있고 흉 후드의 기능이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제한(선원구속) 기능과 작업자 접근기능은 대부분 작업자에 의해 의존된다. 교육， 안전프로 

그램， 감독은 중요하다. 어떤 제한기능(선원구속) 실패의 시나리오는 화재와 같은 것들이 포 

함되고， 대부분은 홉 후드의 기능이 정상이 아닐 때 발생한 엎지르는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 중에는 여러 실수들이 복합되어 있거나(흉 후드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지름 

의 발생) 또는 아마도 매우 심한 엎지름일 것이다. 

5단계: 핵심이행분기점 정의 

서식 3에 있는 대부분의 엎지름/방출을 방어하는 분기점 (nodes)은 “키 (key)"로써 직접적으로 

제한기능(선원구속)이 위협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방어와 흉 후드의 유지 등과 같은 이 

것들의 대다수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를 준수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사용기관에 의해 

서 보증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이행분기점의 중요성은 절차， 교육， 

방사선안전프로그램 분기점 (nodes)과 같은 사항들에 의해 보증된다. 

5단계의 일부 과정은 적절한 장해벽과 관계된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이 시스템에서의 가치 

와 비용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표 3.2-2b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규제의 선택적 요 

건들에서 지지되는 두 가지의 항목은 규제 요건를 감소시키는 것과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보 

장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항목이다. 첫째， 시스템 2에 관한 현행 규제 부담이(각각의 규제) 

우선 고려되었으며 둘째， 집단(사회)의 기대치가 고려되었고， 더 나아가 치료의 선택으로 인 

한 생존능력의 유지 등이 고려되었다. 

6단계: 규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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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c 목록의 규제의 선택적 요건들은 가능성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규제의 

선택적 요건의 구성은 작업자와 일반인들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시스템 2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서식 1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외 개알‘ 비밀몽， 소랑의 방사성 묘지화합물) 

작업자 선랑 방지 

서삭 Z 서식 3 서식 3 서식 4 

그림 3.2-2 시스템 1 : 다이아몬드 수형도(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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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서식 2 

츠기적인 큐저| 요구 시양 없이 

유도(후혼)힐 수 있는 중요한 보증 

시스텀 2 

~ 

작업자는업무수행시 

훌 ~9굴로브익스 

실험살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 표지화합울) 

서식 3 

준비동안에제한기능 

일때톨갑지 

특색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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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텀 2 

싫험싫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서식 4 

중위보장 취득과 준비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 제한 

규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에 의해서 필요하다. 

• 일반적인 화재방지는 NRC의 요구사항이 없어도 중요사항이다. 

• 흉 후드 용량， 흉 후드 확실성， 그리고 흉후드의 적절한 사용은 NRC의 요구사항이 없 

어도 중요 사항이다. 이것은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양과 특수한 동작을 안내하는 것에 

따라 의존한다. 

• 통제 아래의 반응을 유지하는 것은 NRC의 요구사항이 없어도 중요사항이다. 

중요한 점은 실험실의 작업자는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응하여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비 방 

사선 작업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방사능의 방출을 조절하여야 한다. 연구소 

를 만들 때 모든 작엽자들에 대해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안 

전한 작업의 수행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mso)의 기능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인식하여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 시스템에서 상위 가치 (high value)와 

관계된 것은 발생의 빈도가 낮음을 위해도 분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추천된 규제 접근 

에서도 확인(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은 표 3.2-2c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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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c 규제 접근 요약， 시스댐 2 

분야 요건유형 규제관점성격 

작업자의 자격(능력)의 
자격(권한) 허가 프로그램. 

실험실 안에서는 “자격(권한)" 초기 보증; 차후 감사. 
보장 

방사선학적인 고려 이상으로 확장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사용자의 자격(권한)과 장비의 

방호의 모든 상황틀에 대 한 
방호 

개인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을 
심각한 외부적 사건 초기 보증; 차후 감사. 

포함하여， 쿄로그램 허가 
(화재， 심한 충격， 등 ) 

도난， 분실， 등. 
취 급에 대 한 강조; NRC 요구사항 

없이 적절한 화재방호를 제시 

일반인 접근의 제한 효로그램 허가 초기 보증; 차후 감사. 

적절한 폐기 
프로그램 허가(사용자의 자격과 

초기 보증; 차후 감사. 
능력) 

취득， 준비， 폐기하는 . 

동안에 준비 장비와 용기 수행이 요구됨 감사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수행 

표 3.2-2d는 요구되는 항목들의 일반적인 우선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왼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에 따라 규제 접근 안에 적절한 

목록을 요약하였다. 오른쪽 열에 빈칸으로 구성된 부분은 위해도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요 

하지 않은 부분이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구사항들은 보증할 수는 없지만 의문점으로 남 

아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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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d 규제 접근 안에서 특수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2 

방호벽 

코드 
방호벽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B-7 
선량 제한 범위 안으로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차폐 

1) 20.1801 , 20.1802 

B-8 용기의 잠금， 접근 제한 출입가능구역 일반인의 접근 제한의 부분 

2)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바이얼과 차폐의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20 제한기능(선원구속) 수행의 

C-2 디자인에 의한 피폭과 

오염의 제한 
.14(6) -닙「딘 님r 

C-1 to 10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20.1101 일반인의 접근 제한의 부분 

C-6 
연구소의 특징으로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사용하는 양은 제한 면허 제한 
1) 만약 취득에 

100mrem/yr 이 상 이 

기대된다면 19.12 
작업자의 자격(능력)의 

C-8 감독과 적절한 훈련 2) 만약 응급계획이 

요구되 면 30.32( i) (3)(X) 
-님「 τ 닝r 

3) 그 외 모든 다른 것은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C-9 용기에 꼬리표를 함 20.1904, 20.1905 일반인의 접근 제한의 부분 

1)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C-10 사고 대웅 계획 
2) 만약 표준(기 준)이 작업자의 자격(능력)의 

30.32 (i)(1)를 초과하면 -님「 τ 님r 

30.32(i)(3) 

B-1 
물리적/화학적 형태는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한 1능(선원구속) 수행의 1 
엎지름을 최소화 (20.1406) -님「딘 님r 

용기는 손상에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외부 사건으로부터 선원의 
B-3 

저항(대항); 차폐 안에 (20.1406) 닙。L -숭L 흐 la-ξ Li 

B-6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기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위한 HVAC 필터 (20.1406); 20.1701 

취득 지역 안으로 
1)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B-8 2) 20.1801 , 20.1802 일반인의 접근 제한의 부분 j 

물리적 접근은 제한 
출입가능구역 

C-4 검출기의 사용 20.1501 
제한기능(선원구속) 수행의 

-님「 τ 님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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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3 

3.3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선원， 미량의 방사성표지화합 

물 포함) 

3.3.1 개요 

많은 연구기관 및 임상 실험실에서는 실험실의 작업대 위에서 연구하거나 분석을 수행하기 

위 하여 1O-9Ci 또는 1O-6Ci의 미 량의 방사능 화합물을 사용한다. 방사성 핵 종을 사용하는 전 

형적인 예들로는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포함하여， 연구와 개발， 생물학， 화학， 물리 

학에서의 추적자 연구， 합성물질의 구별， 그 외에도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행하여지 

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사람들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규제에 따른 3가지의 방법으로 실험실 검사에서 미 

량의 방사성 핵종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PART 33의 추가적인 규제을 지니고 넓은 범위 

의 특수면허를 포함하고 있는 10 CFR 30에 따라 발행된 특수면허 소지 하에 방사성물질을 

취급할 수 있다. 둘째， 병원 또는 임상실험실의 의사와 수의사들은 특수한 방사성물질과 다 

량으로 포장된 키트(kit)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만약 허가를 받은 판매자로부터 취득한다 

면， 면허 없이 미량의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요구되는 하부조건부여 면허는 10 

CFR 30에 따른 특수 면허 소지자에게 알맞은 필요조건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10 CFR 

31.1 1은 일반 면허 소지자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필요조건이다 미량의 사용자들은 방사성물 

질을 가지고 그들이 취급하는 것에 대한 규제 조건은 없다. 

실험실에서의 연구와 분석에 미량의 방사능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시설의 수는， 

사용되는 동위원소에 의존하지만， 150-5007H 이다. 실험실의 운영 규모는 임상적인 방사화 

면역 연구소의 몇 명의 연구자로부터 정부의 기금을 받아 운영하는 수천명의 연구자들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다. 사전에 표지화 된 화합물질로 간헐적으로 실험하는 횟수는 수천 

의 면허중 1000분의 10 또는 1000분의 100에 이른다. 다량의 방사성동위원소로 연구할 수 

있도록 특수한 면허를 받은 많은 기관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미량 

의 방사성물질이나 일반면허에 의한 매우 소량의 방사성 키트(kit)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3.3.2 장해 

이 system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용 방사성 핵종은 C-14, H-3, 1-125, P-32, P-33 

그리고 S-35이다. 만약 매우 소량을 구입한다면 방사성 핵종은 일반적으로 키트(kit)로 포장 

되어 있고， 10-50μCi의 방사능 범위이다. 이런 방사성 핵종은 보편적으로 베타(ß)입자나 저 

에너지의 감마(v)션을 방출한다. 사용 빈도는 핵종이나 연구 기관의 규모에 따라 일년에 몇 

건에서부터 수천 건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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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직무， 방호벽， 피폭자 

다음의 직무는 실험실 연구에 관련된 매우 적은 양의 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 취득(직무 3-1) 

• 저장(직무 3-2) 

• 준비와 사용(직무 3-3) 
• 폐기(직무 3-4) 

이와 연관된 피폭자는 주로 연구자와 감독 하에서 매일 생산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자 및 대형 시설에 고용된 보건 물리 요원들이다. 일반 피폭자들은 같은 공장 내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 또는 방문자들이 될 수 있다. 

방사선방호의 접근 측면에서 보변 화학적 합성과 일반적인 실험실에서의 사용이 유사하다. 

하지만 매우 적은 소량을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과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요구 

되는 방사선 방호는 필요가 없다. 

3.3.3.1 직무 3-1 : 취득 

연구시설은 매일 소량의 방사성 물질을 공급 받을 수 있다. 큰 시설들은 해마다 약 1,000 

키트(kit)를 받을 수 있으며， 매우 작은 임상 실험실에서는 매달 l개나 2개의 키트(kit)를 

받을 수 있다. 전형적으로 방사성물질은 방호물질로 꽉 찬 마분지 박스로 포장되어 도착한 

다. 용기는 NRC [일반 면허에 대해서는 10 CFR 31.1 1과 32.71 , 특수 면허에 대해서는 

20.1904와 20.1905]의 펼요 요건에 따라 꼬리표가 요구된다. 작업자의 오염이나 오염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복을 입는다[모범행위/특수하게 허가를 받은 하부조건부여1 

취득하는 동안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형태는 엎지르거나 물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3.3.3.2 직 무 3-2 : 저 장 

일반적으로 저장고는 저장함이나 냉장고/냉동고로 구성되며 실험실 근처에 위치하게 된다. 

연구에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들은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대형 중앙 저장함에 넣어두지 않는 

다. 어떤 저장고는 준비하고 사용하는 근처 가까이에 작은 냉장고를 두고 사용할 수도 있다. 

방사성 물질은 사용될 때까지 선적 용기에 넣어 둔 채로 저장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방사성물질의 목록 기록은 특수면허와 일반면허 소지자에 의해서 유지되어 질 것이 요구된 

다[10 CFR 30.51 , 모범행위/특수한 면허에 대해 하부조건부여 1 

저장하는 동안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형태는 떨어뜨려 엎지르는 것과 포장 결함이다.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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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냉장고나 다른 장비들이 원인이 되는 실험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또한 가 

능하다. 사고 발생에 의한 피폭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작업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다. 

3.3.3.3 직무 3-3 : 준비와 사용 

실험의 형태는 매우 적은 양의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벤치 화학”으로 특정지어진다. 방호 

복은 어떤 오염의 확산 방지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게 된다[모범행위/특수한 

면허에 대해 하부조건부여 1 

준비와 사용하는 동안에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형태는 (1) 방사성물질을 엎지르거나 떨어뜨 

리는 것과 (2) 화재가 원인이 되는 방출이 었다. 

3.3.3 .4 직무 3-4 : 폐기 

실험실 연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의 액체와 고체 폐기물들은 매우 적은 양의 방사성물 

질이다. 액체 폐기물은 실험실에 비치한 2-5 갤런(gallon)의 주전자 또는 유리병과 같은 용 

기에 모을 수 있다. 이들 용기는 폐기업자에 의해 수거되어 폐기처리 하기 위하여 방사선 

안전 요원들에 의해서 수거된다[10 CFR 20, Subpart K]. 폐기과정은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 

다[10 CFR 20. 1501; 10 CFR 20, Subpart K1 

방사능 폐기물의 부피는 시스템 2, 실험실 사용(연구&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표지화합 

물)의 연구목적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더 적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물과 유 

사한 물질들은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한도의 수준인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깨끗한 하수 

구를 통해 방출하여 폐기된다[10 CFR 20.2003]. 액체폐기물은 깨끗한 하수구를 통해 폐기되 

기 전에 불 용해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여과된 액체는 탱 

크 안에 수집되고 방출 할 수 있는 한도의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깨끗한 하수구를 통해 폐기 

된다[10 CFR 20.2001 (a)(2) , 20.20031 만약 액체가 하수구를 통해 폐기되지 않으면 액체를 

저장하였다가 농도， 화학적 형태， 방사능 해종의 함유여부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저장하 

고 있는 동안의 감쇠에 의한 폐기도 있을 수 있다. 

고체 폐기물은 홉수성이 있는 종이， 일회용 파이멧 립 (pipette tips) , 이와 유사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고체 폐기물은 폐기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보건 물리학자에 의해 수집되어 용기에 

꼬리표를 한 후 폐기한다.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고체폐기물은 저장하여 감쇠시킨다. 반감기 

가 긴 핵종의 폐기물은 압축하고 태우는 과정으로 쉽게 저 준위 폐기물로 압축될 수 있다. 

유리병을 엎질렀다면 작은 양이라도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잘못된 형태의 용기에 저 

장했을 경우일 것이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도 용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 고체 폐기물에 

대한 주된 위해는 화재에 의한 방출일 것이다. 

허가를 면제받아 구입한 방사성물질의 경우 폐기에 제한이 없는 것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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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위해도 분석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위해도 분석의 결과는 그림 3.3-1에 요약되어졌다. 위해도 분석은 

연구에 일반적으로 연구에 사용되는 중요 핵종에 대해서 수행되어졌다. 결과는 작업자와 일 

반인에 대한 결과들을 나타내었다. 기대했던 것처럼 위해도는 시스템 1 ， 실험실 사용(연구& 

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과 시스템2， (연구&개발， 비밀봉， 소량의 방사성표지 

화합물)에 비교하여 낮다. 포함(언급)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접 

근 통제 한도는 최소화되어지고 일반인의 위해는 작업자의 위해 보다 휠씬 더 작다. 표 

3.3-1은 위해도 분석에 사용되는 시스템 수준 입력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표 3.3-1 위해도 분석에 대한 시스템 수준 입력 자료 

방사생핵종 
절차 당 방사능 

허가를 받은 대략적인 수 
(pCï) 

H-3 50 500 

C-14 10 400 

1-125 10 400 

방사능은 실험 절차 안의 전체 

절차는 연 당 260회 수행 

는 10000.。
m 1000.0 <l> 
~‘·、
E 100.0 
Q‘L> 10.0 E 
~ 

1.0 
(/) 

0.1 Cζ 

그림 3.3-1 시스템 3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실험실 사용(연구 및 개발， 비 

밀봉. 미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3.3.5 규제 선택적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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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피폭과정 분류 

2.6장의 방법론적인 요약에 의해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폭과정의 분류를 

실행하여 표 3.3-2a에 작성하였다. 

2단계와 3단계 :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 순위의 설정 

위해 결과의 함축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3-2b에 요약되어 있 

다. 표에서는 위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 

주고 있고 요약된 표들은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표 3.3-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상위 (high)와 중위 

(moderate)와 나란히 일반인틀에 대한 상위 (high)와 중위 (moderate)를 나타내어 실제 선량 

이 다름을 보여주고 었다. 또한 하나의 직무 안에서 방호벽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다른 직무와는 다르며 연관된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시스랩에서 “상위” 보장으로 방지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피폭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중위” 보장으로 방지가 요구되는 피폭과정이 존재한다. 이 피폭과정들은 저장 동안의 

화재， 제한기능(선원 구속)의 실패가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된 I-125를 일반인에게 방출하 

는 것은(접근 제한의 실패의 결과처럼 부적절하게 방사성 물질의 근처에 위치하면) 이 장에 

서 언급하고 있는 ”중위“ 범위의 가장 낮은 선량부근인 lOmrem 정도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암시하는 것은 “저장구역에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중위 보장이나 저장하는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중위 보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시스랩 1과 2에서 토론되 

어 언급되어진 이유에 대하서 아래에 간단히 요약하면， 저장하는 동안 제한기능(선원구속)은 

중위보장을 선택하도록 추천한다. 일반인의 접근 제한에 요구되는 보장은 이 시스템에 대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산출된 매우 적은 선량에 대해서도 이미 높은 규제(표 3.3-2b)를 가하 

고 있다. 그림 3.3-2에서는 단순한 다이아몬드 수형도 개발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다. 

4 단계 :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개발 

표 3.3-2는 이 시스랩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토론에서，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양상만 언급하였고， 제한기능(선원구속)， 저장하는 동 

안의 화재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화재 시나리오와 관련된 선량은 낮기 때 

문에， 특별한 수행지역(화재방지지역 둥 .. J안에서 비교적 세부적인 것을 다이아몬드 트리 안 

에서 보여주고 있다. 

5 단계 : 핵심이행분기점 정의 

핵심이행분기점은 화재 방지와 완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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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a 시스템 3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선원， 미 

량의 방사성표지화합물 포함) 

상위보장으로 방지혜야하는 피폭파정 중위 보장으로 방지 혜 야하는 피 폭과정 

일반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인 

없음 1-125 16-2( 저 장) 4-CA 

작업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자 

없음 없음 

표 3.3-2b 시스템 3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벼멸봉 선원， 

마 량의 방사성 표지 화합물 포함) 

비용파 이득 
재정상 선원 분실 

규제 부담 오염 비용 
비방사학적 시스템 

위해 위해 건강 위해 가치(값) 
인지된 위해 

순위 l L2,:l Lt H4 1\1",6 Mt t H ’ H8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일반 
동위원소 기능 

인 

없음 

작업 
동위원소 기능 

자 

없음 

'L=low; I\I=moderate; H=high 

~NUREG/CR-4825(NRC. 1987) 

3NUREG/CR - 5381 (NRC. 

1잊J()a) 

'N lJ R EG/C R - 6330( N RC. 

1 995b) 

5NlJREG/CR • 1754(NRC. 1981) 

"NlJREG/CR-1754(NRC. 1989) 

'Organizations United(OU. 

1997) 

"willis. 1998 

t Non -citable reference 

t t Insufficient data 

설명 

설명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동위원소 기능 설명 

1-125 저장 동안에 C 또는 A 화재로 인해 저장하는 동안의 C 

동위원소 기능 설명 

없음 

5단계의 과정은 적절한 방호벽이나 다른 구비 조건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시스템의 

질적 가치의 측면이나 경비 (cost)의 유용성에 대한 근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3-2b에 

서 참조할 수 있듯이 하나의 피폭과정만 방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규제의 선택적 요건은 없 

다. 

6 단계 : 규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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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3 
실험싫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미량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서식 I 

중위 보장 실험실에서의 사용 안에서의 선랑 앙지 -미랑의 방사성 화합울 

취득괴 저장안에서 제한기능(선윈구숙)의 실때밍지 

외루적인 시건으로부터의 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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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큐제 요구시항 없이 유도(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보증 

그림 3.3-2 시스템 3 : 다이아몬드 수형도(서식 1) 

표 3.3-2c 목록의 규제의 선택적 요건들은 가능성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규제의 

선택적 요건의 구성은 작업자와 일반인들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시스템 1과 2에서 지적한 것처럼 화재 방지와 완화는 다른 방사선 방호보다 더 중요한 이유 

가 있다. 규제를 만들고 일상적인 분실의 방지를 고려하는 것은 이 시스템의 위해도 분석으 

로부터 산출된 매우 적은 선량보다는 화재 방지와 완화에 대한 논쟁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 

다. 이 결론에 의하면 원칙으로 선원의 양은 현재 필요한 양을 초과하기 않는다는 가정하에 

있다는 점이다. 이 가정은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선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주기적인 

증명은 필수적이다. 

화재 피폭과정에 대한 선량 추정을 적당히 아래로 교정하는 것은 ”중위” 범위 아래에 위치 

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외에서는 “하위” 위의 피폭과정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규제 사항들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것은 선 

원 분실과 관련된 낮은 위해와 낮은 오염 비용에 의하여 지지된다(표 3.3-2b). 

이들의 언급은 표 3.3-2c에 요약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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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c 일반적인 규제 접근 요약， 시스템 3 

분야 요건유형 규제관점 

선원 양의 한도 면허 안에 기술된 요구사항 정기적인 감사 

화재에 대한 선원의 방호 
없음. 적절한 보장은 법에 의한 

없음 
규칙에 의해 만들어져 있음. 

표 3.3-2d는 요구되는 항목들의 일반적인 우선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왼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에 따라 규제 접근 안에 적절한 

목록을 요약하였다. 오른쪽 열에 빈칸으로 구성된 부분은 위해도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요 

하지 않은 부분이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구사항들은 보증할 수는 없지만 의문점으로 남 

아있을 수 있다. 

표 3.3-2d 규제접근 안에서 특수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3 

방호벽 

코드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B-1 
물리적/화학적 형태는 모범행위[특수 또는 

엎지름을 최소화 일반]: 하부조건부여[특수] 

B-ll 방호복 착용 
모범행위[특수 또는 

일반]:하부조건부여[특수] 

C-6 
사용의 형태에 따른 1)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면허의 요구사항은 중위보장 
적은 양 2) 31.1 H일반면허] 

사용할 때까지 용기 
1) 모범행위 

B-3 안에 방사성 물질을 
2) 31.11(c)(2)[일 반] 

보관 

C-9 용기에 꼬리표를 함 
1) 20.1904, 20.1905[특수] 

2) 31.1 1과 32.72[일 반] 
1) 모범행위[특수 또는 

C-3 목록의 완성 일반]: 하부조건부여[특수] 

2) 30.5H특수 또는 일반] 

C1 to 10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20.110H특수] 

19.12, 20.2101 

통하여 20.2110, 20.2201 표 3.3-2c에서 불러올 수 있 

N/A 기록과 보고서 등. 통하여 20.2206, 21.21 , 는 기능적인 수행의 감사에 

30.35, 30.50, 30.5H특수와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함 

어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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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4 

3.4 의료용 Generator - 용출과 준벼 

3 .4.1 개 요 

현대의학의 한 분야인 핵의학은 Mo-99/Tc-99m 발생기를 사용하여 99mTc을 만들어낸다 용 
출된 99mTc을 이용하여 방사성의약품과 표지를 시킨 뒤에 진단 영상을 만들어 낸다. 방사선 
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15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Tc-99m이 용출 

되는 과정과 의약품의 준비사항， 필요한 양만큼의 분배， 사용 후 처리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 

하기로 한다. 진단의 영상수집에 관한 내용은(선량투여， 영상수집， 환자관리 등) 시스템 5에 

서 언급한다. 

영상을 수집하는 데에는 주로 저 에너지 감마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동위원소는 환자에게 주사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대체로 짧은 동위원소를 사용한다. 반면 이 

러한 두 가지의 특징적인 면도 고려되고 있지만 뼈나 조직의 관심영역들과， 환자， 작업자， 

일반인에 대한 최소한의 피폭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교적 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 

출하고 6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99mTc을 주로 사용한다 

99mTc의 반감기가 6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영상을 만드는 장소에서 이뤄진다. 

99mTc 통위원소는 generator로 불리는 장치에 의해 획득된다. generator는 Mo-99를 모핵종 

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붕괴되어 딸핵종인 99mTc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생리식염수를 Mo-997} 담겨있는 컬럼 안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컬럼 안의 99mTc이 생 

리식염수에 용해되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용출된 99mTc 용액을 pertechnetate라고 

부르며 용출된 pertechnetate는 Mo-99의 함량(농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수하게 제조 

된 방사성의약품(kit)과 결합하여 진단영상에 사용되어 진다. 각각의 방사성의약품(kit)은 반 

드시 정도관리를 하여야한다. 인체에 투여되면 각각의 원하는 장기에 흡수되어 집적되므로 

99mTc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영상화가 가능하다. 한 kit로부터 각각을 추출해서 

여러 개로 선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분주) 그 각각의 선량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각각 

의 방사성의약품(kit)로부터 추출된 선량은 표지， 분배， 저장보관 까지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직무와 절차는 병원과 의원과 같은 임상에서 generator의 용 

출과 방사성 의 약품의 준비 를 좀 더 친숙하게 알고자 함이 며 이 러 한 generator의 용출과 단 

위 (kit로부터 분할한) 방사성 의 약품의 준비 (분주)에 관한 사항은 10 CFR 35.18에 따라 허 가 

되어야한다. 허가되어진(의사) 사람이나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일을 수행하는 사용자 

들은 용출 방볍이나 의약품의 준비에 관한 내용에 대해 10 CFR 35.920 또는 10 CFR 

35.204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Mo의 함유여부는 10 CFR 35.204에 의하여 반드시 

투여 전에 확인을 하여야 하고， 투여되는 단위 선량은 10 CFR 35.53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86 -



1993년에만 미국에서 약 820만 명의 환자가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여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85% 이상의 환자에게 99mTc을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최근에 

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0-1200만 정도의 환자가 진단이나 치료적으로 핵의학 검사를 받고 

있으며 어떤 큰 병원에서는 1997년 한해의 99mTc 검사건수가 약 5000건 이상으로 보고 되기 

도 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약 2700여명의 핵의학 전문의와 14어0여명의 핵의학기사가 

핵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SNM， 1998), 이번의 위해도 측정의 목적은 자체적인 핫 랩 

(hot lab)이나 방사의약실 (nuclear pharmacy)을 구비한 시설이 5-10%를 차지한다고 가정했 

을 때 이와 관계된 사항을 좀더 용이하게 실행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것은 약 2007ß 

의 시설 정도 된다. 또한 나머지 90%는 자체적으로 각자 generator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대 

신에 허가를 받아 핵의학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통하여 구매하 

고 사용한다면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스스로 generator를 구입하지 않 

아도 되기 때문에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만드는 것 보다 단가를 낮추는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핵의학에 종사하는 핵의학기사들이 용출이나， 의약품 

의 준비， 분주에 이르는 번잡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렇지만 일부의 병원에서는 방사선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와의 거리가 먼 이유 

로 해서 각자 generator를 구입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3.4 .2 장 해 

generator 용출과 의약품， 선량 분배와 관련된 주된 방사선의 장해는 99mTc으로부터 발생되 

는 감마선이다 99mTc은 140kev을 방출하며 6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시스템에서 언급되는 generator는 주로 중소병원의 핫랩 (hot lab)이나 의약실 

(pharmacy)에 서 사용되 는 3Ci 이 하의 Mo-99이 다. 이 보다 큰 선 량의 큰 generator(3 -

17Ci 이상)에 관한 사항은 nuclear pharmacy 시스템 15에서 언급하겠다. Mo-997} 붕괴되어 

약 24시간 후에는 대략 최초의 Mo-99 방사능의 87%까지 없Tc이 생성되어지고， 그 중에서 

용출 과정올 통해 최대 95% 정도의 99mrc를 얻게된다. 그러므로 1Ci의 generator에서는 24 

시간 후부터 최대 800-850mCi의 99mTc을 용출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99mTc의 방 
사능은 generator에 통과되는 생리식염수의 양과 남아있는 Mo-99의 방사능에 따라 좌우된 

다. Mo-99의 반감기는 2.7일로 짧은 편이어서 generator는 수명이 짧아 1주일에 한번씩 교 

체한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물질이 아닌 의약품(kit) 에 99mTc을 혼합하여 대량으로 제조된다. 이 

러한 방사성의약품의 제조과정올 “합성” 이라고도 하며， 병원에서는 첨가하는 99mTc의 양은 

수십에서 수백 mCi까지 가능하고， 대량으로 제조된 바이얼에서 환자에게 사용할 만큼만을 

분주하여 준비한다. 

환자에게 투여되는 방사선의 양은 검사방법과 생리적인 분포의 변화， 투여되는 방사성의약 

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진단 검사를 위해 99mTc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부분 30mCi 이하 

가 투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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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 직무， 방호벽， 피폭자 

진단 핵의학 영상화는 다음과 같은 직무로 구성된다. 

• Generator의 취득(직무 4-1) 

• Generator로부터의 99mTc 용출(직무 4-2) 

• 방사성의약품의 준비(직무 4-3) 

• Generator와 방사선의약품의 저장(직무 4-4) 

• 폐기(직무 4-5) 

generator의 용출과 방사성의약품의 준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핵의학기사와 약사와 같은 

피폭 가능한 사람들은 관련 규정인 10 CFR 35.25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 

의 감독 하에서 작업해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람(의사)은 10 CFR 35.920에 적합한 안 

정성을 확보하여야하며 핵의학 약사는 10 CFR 35.980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정성을 확보해 

야 한다. 

각각의 허가를 받은 사람(기관)들은 문구화 하여 지정된 틀의 방사선 방어 프로그램으로 구 

체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책임을 질만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각의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안전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내용들을 관리 감 

독하도록 되어 있다. 

3 .4 .3.1 직 무 4-1 Generator의 취 득 

Mo-99/Tc-99m generator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서 구입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한 검사와 조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0 

CFR 35.100과 200]. generator는 일반인과 작업자의 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의 

형태로 차폐되어져 있다[모범행위， 하부조건부여， 10 CFR 32.72(a)(4) (i)]. generator 컬럼은 

차폐되어 있는 용기에 위치해 있으며， 차폐의 정도는 컬럼내의 Mo-99의 방사선량에 따라 

좌우되고 아주 높은 방사선일 경우 컬럼은 차폐이외에 포장하는 차폐와 같은 추가적인 차폐 

를 하기도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또는 디자인 요구사항]. generator의 취득시의 기록 

은 10 CFR 30.51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generator의 취득 과정은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된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방사성의약품이나 generator를 취득하는 장소가 핫랩 (hot lab) 이다. 이곳 

에서 Tc-99m이 용출되고， 의약품의 준비가 이루어지며 만약 generator의 취득이 기타의 장 

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인수단계의 검사를 거친 뒤에 핫랩 (hot lab)으로 가져와야 한 

다. 그러므로 여러 i가지의 관련장비들이 핫랩 (hot lab) 에 있게 되고 핫랩 (hot lab)의 접근은 

통제되어야하며 [10 CFR 20.1801 , 하부조건부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아야한다. generator를 

취득하는 동안과 관련한 피폭자는 취득자， 검사자， 서베이와 포장을 하는 사람， 핵의학기사 

와 핫랩 (hot lab)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 모니터링 되지 않는 작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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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의 취득과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제한 기능의 상실이다. NMED의 지난 8년간의 

조사를 살펴보면 몇 건의 외부적인 오염과 높은 수준의 방사능 검출이 보고 되었다. 그러나 

generator의 손상으로 인한 방출은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염은 generator의 표면의 

잔여 오염이나 제조 당시의 차폐상의 이유인 것이 많다. generator의 취득과 관련한 위해는 

용출과 분주할 때와 비교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약하다. 

3.4.3.2 직 무 4.2 Generator의 용출 

이번 시스템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generator는 주로 3Ci 이하의 용량으로 매일 한번이상 용 

출을 한다. generator는 회사별로 여러 곳에서 생산되지만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Mo-99는 2-3 인치 (inch)의 길이로 납유리로 차폐된 알루미나 컬럼 내에 흡착되어 있다. 고 

무마개로 포장되어 있는 바이얼 내에 들어 있는 무균의 생리식염수를 컬럼 내에 통과시키면 

Na 과산화테크네습(sodium pertechnetate)가 수집 바이얼 내로 모여들게 된다. 수집 바이얼 

은 용출하는 동안 항상 차폐 하여 야 한다[10 CFR 35.611. 

용출은 플런저 장치 (p!unger assemb!y)에 부착되어진 무균의 바늘에 차폐되어 있는 바이얼 

의 진공고무마개를 뚫고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에는 자동으로 생리식염수가 저장 

소로부터 이동하여 Mo-997r 들어있는 컬럼 내로 들어오게 되고 컬럼을 전부 통과하여 수 
집 바이얼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발생되는 Na 과산화테크네슐(sodium 

pertechnetate)의 양은 제조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대략 1분에서 

수분정도 소요된다. 용출하는 동안에는 핵의학 기사는 반드시 멀리 떨어져서 피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주로 의사)의 감독 하에 핵의학기사가 용출을 하게 되며 [10 CFR 35.200, 

10 CFR 35.25]. 무균의 상태와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용출하는 동안에 반드시 장갑을 착용 

하고 작업을 시행하며 실험복을 입어야 한다[모범행위]. 작업구역 내에서 엎질렀을 경우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수성이 있는 패드khucks나 pads)‘ 등으로 바닥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모범행위] generator는 자체적으로 차폐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납 벽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차폐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피폭자는 generator를 용출하는 사람， 같은 시간에 핫랩 (hot lab)의 작업자， 핫 

랩 (hot lab) 근처에 있는 비 방사선 작업자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반인들의 선 

량이 규제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0 CFR 20.1302]. 이런 점을 고려하여 책의학 

기사와 의사는 수사로 핫랩 (hot lab) 바깥쪽의 벽에서 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핫랩(hot lab)에서는 서베이를 실시하고 내부의 오염방지를 위해 청소(swipes)를 하여야한 

다. 

용출 동안과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제한기능의 상실이다. 만약 Tc-99m이 담겨있는 바이 

얼이 깨지거나 용액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 generator는 차폐되어 있는 형태로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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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으며 용출하는 동안에 차폐를 제거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차폐의 제거는 바이얼 

안의 방사선량을 측정할 때에만 용납된다. generator의 조립이 불량이거나 오동작이 일어나 

게 되면 용액의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NMED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생가능성은 거 

의 없지만 만약 엎질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모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검사 

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시스템은 의료기관과 관련이 깊고， 의료기관에서는 작업 시 

에 엎지르는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10 CFR 20.1101 , 

10 CFR 35.21]. 

방사선의약품올 준비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엎지름 사고 때문에， 엎지름의 위해는 용 

출 직무보다는 취급 직무에서 평가된다. 

3.4 .3.3 직무 4-3 : 방사선의약품의 준비 

한번 용출 시마다 그 선량을 측정한다. 용출된 용액 내의 Mo-99의 함량(농도)은 Tc-99m 

1mCi 당 0.15uCi 이 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 CFR 35.204(a)] 그 기 록을 장부에 기 입 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10 CFR 35 .204(c)1 선량의 측정은 “L자형 차폐벽 (L block)"과 같이 납 

으로 차폐가 이루어 진 곳에서 시행하여 피폭을 최소로 방지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 

부여 1 

용출된 용액이 규정된 함량을 만족하게 되면 방사성의약품을 준비한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kit)을 준비하며 주사기 내로 Tc-99m을 뽑아낸다. 이때 주사기도 적절한 차 

폐가 요구된다[10 CFR 35.601 용액을 의약품(kit) 바이얼에 주입하면 방사성의약품이 완성 

되고 다시 각각의 개인투여선량 만큼을 주사기로 뽑아낸다. 이런 모든 작업은 납으로 차폐 

된 장소에서 실시하여 가능한 베타선의 차폐도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good practice1 

또한 각각의 주사기도 차폐가 요구된다[10 CFR 35.60]. 각 개인의 선량은 정확하게 측정하 

여 [10 CFR 35.53] 기록 보관하도록 한다[10 CFR 35.53(C)]. 작업이 진행되는 바닥의 재질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홉수성이 있는 패드(pad)나 기타 홉수가 잘 되는 

재질로 처리한다[모범행위]. 

Mo-99의 함유량 점검 개인에게 투여될 선량의 측정과 요구되는 각종 기록 등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이다. 각각의 개인에게 투여될 선량은 매일 매일의 스 

케률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피폭자는 방사선의약품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에 핫랩 안의 

작업자， 핫랩 근처에 있는 비 방사선 작업자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반인들의 선 

량이 규제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0 CFR 20.1302]. 

선량을 각각의 개인 선량으로 분주 하는 동안과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제한기능의 상실이 

다. 만약 용액을 수집하기 위한 바이얼을 엎지르거나， 방사성의약품을 준비하는 동안 바이얼 

이 낙하되어 깨지는 것， 바이얼을 끓일 때 과도한 열로 인해 바이얼이 파손되는 것이 제한 

기능의 상실을 일으킨다. 만약 엎지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모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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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시스템은 의료기관과 관련이 깊고， 의료기관에서 

는 작업 시에 엎지르는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10 CFR 

20.1 101 , 10 CFR 35.21]. 

3 .4 .3 .4 직 무 4-4 : Generator의 저 장과 방사성 의 약품 

generator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일상적으로 추가적인 납으로 차폐를 하여 보관한다[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generator는 방사성 동위원소이므로 저장하는 동안 안정성이 확보되어 

야 하고[10 CFR 20.1801], 문에 잠금 장치 하고， 저 장고의 잠금 장치 , 기 타 다른 사람들의 접 

근을 제한해야 한다[하부조건부여]. generator 자체는 차폐되어 있다[모범행위/제조회사 설 

계]. generator는 하루에 약 23시간 정도 저장된다. 약 24시간에 Mo-99의 붕괴로 인해 이용 

가능한 Tc-99m의 95%이상 얻플 수 있고 따라서 하루에 한번 혹은 두 번까지도 용출이 가 

능하며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저장되게 된다. 

Mo-99의 반감기는 2.7일 (66.6시간)로 약 2주일 후변 최초 Mo-99 방사선량의 3%만이 남게 

되므로 대략 generator의 수명은 일주일 정도이다. 대개 이 시 점이 되면 generator를 폐기하 

게 되며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generator를 구입하게 된다. 소규모의 의원급에서는 

필요할 때 구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피폭자는 핫랩에서 작업하는 허가를 받은 사용자 또는 핵의학기사， 핫랩 근처 

에 있는 모니터링 되지 않는 작업자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반인들의 선량이 규 

제 의 한도를 넘 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10 CFR 20.1302]. 이 를 위 해 허 가를 받은 사람들은 

generator를 저장하는 장소 또는 핫랩의 외벽의 표면에서 직접방사선의 선량을 측정한다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화재의 결과로 인한 제한기능의상실이다. NMED의 보고에 의 

하면 8년이 넘는 기간동안 핫랩과 유사한 시설에서 4번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한 

번은 화재로 인해 납덩어리가 녹았다. 비록 모든 화재의 원인은 아닐지라도 한번의 화재는 

전기적 단략에 의해 발생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광범위한 화재 방호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 .4.3.5 직무 4-5 : 혜기 

Mo-99와 Tc-99m은 둘 다 반감기가 65일보다 짧으므로 저장을 하여 감쇠를 시킨다. 만약 

허 가를 받은 사람이 저 장하여 감쇠 시 키 고자 한다면 10 CFR 35.92의 규정 에 따르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용 후에는 다시 제조회사로 보내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이때는 generator의 외부 선량율이 10 CFR 7 1.47에서 규정된 내용보다 낮아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generator의 차폐를 벗겨낸 컬럼내의 

방사능의 양이 자연 방사선과 같아질 때까지 감쇠를 시킨 후에 일반 폐기불과 같은 방법으 

로 처 리 하면 된다[10 CFR 35.92]. 

이와 같은 모든 작업 동안에 사용된 모든 쓰레기들은 잠재적인 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꼬리표를 하여 용기에 보관하거나 또는 “핫(hot)" 폐기물이라 표시해 둔다. 이러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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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장하여 감쇠를 시킨 다음 일반 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저장이나 폐기하는 동안과 관계된 피폭자는 핵의학기사와 핫랩 내의 근무자， 핫랩 근처의 

모니터렁 하지 않는 종사자들이다. 

이와 관련된 사고는 generator의 너무 빠른 방출로 인한 접근 제한의 실패이다. NMED에서 

는 지난 8년이 넘는 기간동안 너무 빠른 generator의 분해에(자연방사선의 선량보다 높은 

경우) 대해 조사해 왔다. 일반적인 선원의 분실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위해는 첨부 

A(Appendix A)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generator의 폐기에 기인한 위해는 (몇 반감기가 

지난 후에는) 비록 자연방사선보다 높은 선량이지만 그 위해는 낮아지며， 비교적 용출 시나， 

개인의 선량을 준비할 때， 기타， 또 다른 인자들에서의 위해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 

3 .4.4 위해도 분석 

2Ci Mo-99/Tc-99 generator 하나를 소유한다고 가정한 핫랩에서의 위해도 분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년을 52주로 생각하여 generator에서의 Tc-99m을 1주일에 5회에서 10까 

지 용출 한다고 간주하고 1주일에 한번의 generator를 교체하고 사용한 generator는 다시 

판매자에게 보낸다고 간주한다. 미국의 경우는 약 200여 개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generator룹 사용하여 Tc-99m을 용출하고 있다. 표 3.4 -1은 위해도 분석 시에 사용하는 시 

스템 입 력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표 3 .4-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 입력 수준 

방사성동위원소 단위 방사능 물리적 형태 직무의 수 

l'vlo-Tc 2Ci 고체 1 generatorl주 

Tc-99m 1Ci‘ 액체 7.5 용출/주 

추정되는 허가를 받은 시설의 수: 20071 관 

‘주의: 평균 방사능은 2Ci의 Mo-99를 함유하고 있는 generator를 기초로 추정함. 

작업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연간 위해는 그림 3.4-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일상적인 

(정규적인) 작업 하에서의 위해 기준은 사고시나 비정규적인 상황 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 

다. 작업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작업과 관련된 연간 총 위해는 작다. 그 위해의 주된 원인 

으로는 방사성 의 약품의 준비 하는 동안의 피 폭， 분주， 저 장하는 동안에 generator로부터 의 피 

폭 등이다. 반변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작업과 관련된 연간 총 위해는 매우 작고， 

그 주된 원인은 저장하고 있는 동안의 generator에 의한 피폭이었다. 본 시스템에서 언급하 

는 일반인이란 방사선작업자가 아닌 배치되어있는 작업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방법상의 문제와 각각의 설비나 장비들 간의 편차가 발생되므로 어느 

정도의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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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에 대한 사고로부터의 연간 총 위해는 작다. 이런 위해의 대부분은 방사선의약품으로 

부터의 부적절한 차폐로 야기된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위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이런 사고에 대한 위해는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부정확한 면이 있 

다. 

τ 10000.0 
m 1000.0 
〉、

E 100.0 

울 10.0 
:; 1.0 
잃 0.1 

그림 3.4-1 시스템 4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의료( Generator-용출과 준비) 

3 .4.5 규제의 선택적 요건 분석 

1단계 : 피폭과정 분류 

2.6장의 방법론적인 요약에 의해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폭과정의 분류를 

실행하여 표 3.4-2a와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2단계와 3단계 :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 순위의 설정 

위해도 결과의 함축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4-2b에 요약되었 

다. 표는 위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 

있으며 요약된 표들은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를 하여 만들어져 있다. 

주어진 결과들은 단독으로 나타내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무들과 반듯이 연관되어 었 

다는 사실을 주의해야하고 동위원소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일치되는 결과 또한 동일한 범주 

로 간주되어 질 수 있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비록 generator에는 모핵종과 딸핵종이 함유되 

어 있더라도， 모든 외부피폭은 딸핵종에 기인하고 내부피폭은 모핵종에 의해 발생한다. 

표 3.4-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상위 (high)와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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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 대한 상위 (high)를 위치하여 실제 선량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로부터 결론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선원 책임의 상위보장 

• 일반인의 접근통제의 중위보장 

• 작업자 ALARA 행위의 중위보장 

대부분의 방사능은 generator의 속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위보장을 통하여 혹시 발생할 수 

도 있는 선원의 분실과 도난의 방지에 힘써야한다. 만약의 분실이나 도난을 통해 generator 

가 일반인에게 유입되게 되면 잠재적인 결과로 일반 대중들은 규제하고 있는 최대한도선량 

이상의 피폭을 받을 수도 있다. 너무 빠른 generator의 분해로 인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generator의 분해는 generator 안에 약간의 방사능이 남아 있게 됨으로 반드 

시 사용 후에 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접근 통제와 작업자에 대해 ALARA 실행은 차폐의 실 

패와 방출 때문에 중위보장이 요구된다 

4단계와 5단계 :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과 핵심이행분기점 정의 

그림 3.4-2 , 서식 1-4까지는 의료용(Generator 용출과 준비)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서식 1은 이제까지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규제의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generator의 

분실과 도난의 방지에 관한 것은 가장(highly) 중요하며， 일반인의 접근제한과 작업자의 

ALARA 행위(동)는 중간정도(moderatelv) 중요하다. 

표 3 .4-2a 시스댐 4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의료용( Generator-용출과 준벼) 

상위보장으로 방져해야하는 며폭과정 중위 보장으로 방지 혜 야하는 피 폭과정 

일반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인 

Mo-Tc 
4 -5( 선원분 

실) 
2-AIS. 3-AISC Mo-Tc 4-4( 저장) 8-SCA 

4-5(선원 분실) 
l-Al, 5-A2S. 6A2SC, 
8-A3S, 9-A3SC 

Tc-99m 
4-3(단위 선량의 준 

6-SA, 8-SCA 
비) 

작업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파정 

자 

없음 ?이o-Tc 4-4( 저장) 8-SCA 

Tc-99m 4-2(용출) 6-SA 

4-3(단위 선량의 준 

비) 
5S. 6SA, 8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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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2b 시스탬 4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의료용( Generator-용출과 준비) 

비용파 이득 
재정상 

선원분실 위해 규제 부담 오염 비용 
비방사학적 시스템 

인지 위해 
위해 건강 위해 가치(값) 

순위 l M2.:l Lt H
4 I5.6 Mt t HB 1\1‘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일반 
동위원소 기능 설명 동위원소 1 기능 

인 

폐기/판매 저장 동안에 5C 

자에게 
χlo-Tc 

선왼의 제한(Al)은 면허의 
또는 A 

Mo-Tc 반환 
책임이며， 반연에 차폐의 

동안에 Al 
폐기/판매자에게 

기능은 제조회사의 책임 반환 동안에 A l. 
또는 S 

A2，와 A3 

Tc-99m 
준비 동안에 S 

또는 A 

작업 

자 
동위원소 기능 설명 동위원소 기능 

없음 Mo-99 
저장 동안에 SC 

또는 A 

Tc-99m 
용출과 준비 동안에 

S 

'i..; UR E(;/CR • 6330( t\ RC ‘ 

'L=low ‘ I\I=moderate: H=high _____ . 7Willis. 1998 
1995b) 

!l\lJREG/CR -4825(NRC, 1987) 에、iCREG/CR← 1754(NRC. 1991) t Non-citable reference 

3 I\lJ REG/CR -5381 (1'\ RC ’ 

1990,,) 
nNlJREG/CR-1754(NRC. 1989) t t Insuffici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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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저장하는 동안에 화재에 

1 대해 5C 

피폭과정은 선원의 

제한(분실， 도난)과 

연관됨 

하나의 피폭과정 안에서 

"5"의 부족은 차폐를 

사용하는 것의 실패이고， 

반면에 다른 피폭과정 

안에서 "5"의 부족은 

옆지룹의 결과이다 

설명 

저장하는 동안에 화재에 

대해 SC 
하나의 피폭과정 안에서 

"S"의 부족은 차폐를 

사용하는 것의 실패이고， 

반연에 다른 피폭과정 

안에서 "5"의 부족은 

엎지륜의 결과이다 

BSee Appendix ß-ß.2.7 



이 직무 동안의 잠재적인 피폭자는 폐기 처분 동안의 작업자(의사 또는 핵의학기사)와 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된 기타 작업자(가령 간호사)이다. 일반인이 진찰실/치료실 근처의 구역(가 

령 대기 구역) 내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폐기하는 동안 방안에 일반인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직무와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폐기물이 실수로 “cold( 콜드)"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일반 

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저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사기에 들어 

있는 방사능의 잔량은 미소하며(대개 1μCi 미만)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매우 짧 

다(6시간 -8일). 통상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고의 결과는 다른 직무에 비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직무의 위해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3.5.3.4 직무 5-4: 생물학적 누적/화상 진단 

단위 선량이 투여된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해당 조직이나 뼈에 응축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생물학적 누적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누적에 소요되는 시간은 절차에 따라 다양하다. 폐의 

환기를 검사할 경우에는 누적 시간이 금방 경과하기 때문에 환자가 (숨을 참음으로써) 방사 

성 동위원소를 폐 속에 유지하고 있는 동안 화상을 촬영해야 한다. 다른 절차의 경우에는 

누적 기간이 수 시간 또는 하룻밤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시간 동안 환자는 시설 주위를 마 

음대로 돌아다니거나 귀가했다가 다음날 돌아와도 된다. 즉， 환자를 일반인으로부터 격리시 

킬 필요가 없다. 하지만 0.5rem을 초과하는 총 유효 선량 당량을 사람들에게 피폭시킬 가능 

성이 있는 선량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경우에는 환자를 퇴원시켜서는 안 된다[10 CFR 

35.751. 

적절한 생물학적 누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마 카메라로 환자의 화상을 촬영한다. 일부 

진단 절차에서는 한동안 트레드밀(뛰기) 운동을 시킨 후에 화상을 촬영해야 한다. 동맥주사 

로 투여된 동위원소가 운동 과정에서 누적된다. 의사 또는 핵의학기사는 환자에게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적절한 화상을 촬영한다. 화상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절차에 따라 수분에 

서 한 시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직무 동안의 피폭자는 화상 진단에 입회하는 작업자(의사 또는 핵의학기사)와 생물학적 

누적 기간 동안의 일반인이다. 의사나 핵의학기사는 화상 진단을 위해 환자를 다룰 때마다 

소량의 방사선을 홉수할 가능성이 있다. 의사나 핵의학기사가 환자의 자세를 잡아줄 때는 

대개 환자로부터 30cm(한 발) 이내에 위치하게 된다. 환자가 자세를 취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은 짧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나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다시 자세를 잡게 될 

수도 있다. 그 밖의 경우에 의사나 핵의학기사는 화상을 촬영하는 동안 환자로부터 몇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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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4 

의료용(Generator - 용출과 준비) 

서식 3 

일반인의 

접근의 통제와 

유지관리 

8-8 , C-l 

방사성의약품의 저장 

또는 준비되는 지역의 

접근은 저|한된디 

잉사선 안전 므로그램 

중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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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5 

3.5 의료 (진단 핵의학) 

3.5.1 개 요 

진단 핵의학은 비밀봉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하여 기관의 손상과 기능을 측정하는 화상 진찰 

올 실시하는 의학 분과이다.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첨가된 생물학적 또는 화 

학적 화합물이다(시스템 15, 핵 약학 참조). 10 CFR 35.1 00에 규정된 섭취， 배설， 희석에 관 

한 연구는 시스템 14, Medical , Human Use Only에서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화상 진찰에는 비교적 저 에너지 감마룹 방출하는 동위원소가 이용된다 방사성 

핵종은 환자의 신체에 홉수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대상 조직이나 뼈에는 충분한 방사선이 투여되면서도 환자와 작업자， 

그리고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 각 절차마다 필요한 의약품， 동위원소， 방사 

능 투여량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방사성 의약품， 또는 단위 의약품은 특정한 환자 

와 절차에 맞추어 제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절차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단위 의약품을 조제한다. 절차를 수행할 의사나 기술자가 단위 

의약품을 인수한 뒤에는 일반적으로 수 시간 이내에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다. 

단위 의약품은 주사(피하주사 또는 정맥주사) 섭취(젤라틴 캡슐) 흡입(기체 또는 에어로졸) 

을 통해 투여된다. 동위원소가 신체에 흡수된 뒤에는 진찰용 화상을 촬영하기 전에 목표 조 

직에 누적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누적은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두 시간 또는 하루가 걸 

리기도 한다. 약품이 투여된 다음날 화상 진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환자를 일단 퇴원시켰다 

가 다시 돌아와 화상 진찰을 받도록 한다. 대상이 되는 다양한 기관， 조직， 뼈의 화상을 촬 

영하는 데는 감마 카메라가 이용된다. 방사성 핵종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대상 조직에 누 

적되고， 그런 다음 카메라에 검출된다.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환자를 퇴원시킨다.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진찰은 일반적으로 병원， 클리닉 및 일부 의원에서 실시한다. 화상 

진찰에 사용되는 감마 차메라는 지정된 치료실에 비치된 대형의 고정 장비이다. 방사성 의 

약품을 주사하는 데 사용되는 주사기는 주사기 차폐체가 있다는 것만 빼면 예방 접종에 사 

용되는 주사기와 비슷하다. 섭취용으로는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아세트아미노펜 캡슐과 크 

기가 비슷한 젤라틴 캡슐이 사용된다. 흡입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격막이 부착된 호홉 

장치가 달린 납을 두른 약병에 기체를 담는다. 바늘로 격막을 뚫은 다음 기체를 산소와 함 

께 환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로 전달한다. 치료실의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ALARA를 위해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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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진찰을 위해 단위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은 10 CFR 35.200에 규 

정되어 있다. 핵 진단 절차를 완성하도록 허가된 사용자는 10 CFR 35.18에 규정된 특수면 

허릎 부여받아야 한다. 

1933년에 미국에서 820만 건의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진단 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 

었다(NRC， 1997al. 이 중 85% 이상이 Tc-99m을 사용했으며， 약 5%는 Xe-133을， 약 3%는 

1-131을 사용했다. 나머지 과정에서는 입자가속기에서 생성된 (accelerator-produced) 동위원 

소가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매년 1000-1200만 건의 진단 및 치료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약 2 ，700명의 전임급 핵의학 의사와 14 ，000명의 면허를 

소지한 핵의학 기사가 있다(SNM ， 1998l. 미국에는 약 6，4007H 의 병원이 있다. 미국에는 

6，000개가량의 감마 카메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정보를 토대로 하면， 3，000개의 시 

설에서 감마 카메라를 이용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5.2 장 해 

핵 화상 진단과 관련된 주된 방사선학적 장해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 

출되는 베타 압자와 감마선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액체 형태로 된 

Tc-99m, 액체 형태로 된 1-131 , 분말이 들어 있는 캡슐로 된 1-131 , 기체 형태로 된 

Xe-133 등이다. 대부분의 화상 진단은 140keV 감마선을 방출하고 반감기가 6시간인 

Tc-99m으로 실시된다. 1-131과 Xe-133은 주로 베타 입자를 방출하지만 감마선도 방출한다 

(각각 364keV, 81keV). 

환자에게 투여되는 방사능은 절차 또는 검사의 형태， 생리학적 특성， 동위원소 등에 따라 다 

양하다. Tc-99m으로 실시되는 절차는 대부분 30mCi 미만의 방사능을 사용한다. 화상 진단 

에서 사용되는 캡슐과 액체 형태의 1-131에는 보통 lOmCi 미만의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다. 

Xe-133 기체를 사용하는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25mCi 미만이 사용된다. 

3.5.3 직무， 방호벽， 피폭자 

핵 화상 진단은 다음과 같은 직무로 이루어진다. 

• 
• 
• 
• 
• 

취득 (직무 5-1) 

선량 투여 (직무 5-2) 

폐기 (직무 5-3) 

생물학적 누적/영상화 (직무 5-4) 

환자 퇴원 (직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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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화상 진단 과정 동안과 관련된 피폭자는 단위 선량을 환자에게 투여한 다음 화상 진단을 

실시하는 의사나 핵의학기사이다.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사)는 반드시 10 CFR 35.920의 요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핵의학기사 역시 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며 10 CFR 35.25에 따라 감 

독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각각 서면으로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을 작성 

하고 개발해야 한다[10 CFR 35.201. 이와 더불어， 허가를 받은 사람 각각은 방사선 안전 프 

로그램의 실행을 책임지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10 CFR 35.21J. 의료 기관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을 감독할 방사선 안전 관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10 CFR 

35.22]. 

화상 진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실시될 수 있다. (1) 핫 랩 (hot lab)을 가지 

고 있지 않고 상업적으로 핵의학 약품을 판매하는 사람S로부터 방사성의약품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2) 핫 랩 (hot lab)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방사성 동위원소 발생기 (generator)로부 

터 용출하는 시설이다. 핫 랩 (hot lab)이 없는 시설과 관련된 절차 또는 요건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핫 랩 (hot lab)이 있는 시설에 대해 검토한다. 

3.5.3.1 직무 5-1: 취득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방사성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를 가진 제조업자로부터 

이를 취득해야 한다[10 CFR 35.200, 10 CFR 32.72(b) (1)]. 방사성 의약품을 자체 제조하는 

시설에서 화상 진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사) 또는 그로부터 직 

접 감독을 받는 개인(각각 10 CFR 35.920 또는 10 CFR 35.25에 명시)이 그 의약품을 제조 

해야 한다. 시설에서 의약품 용기를 취득하는 대로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여 검사와 조사를 

실 시 해 야 한다[10 CFR 35.21 , 10 CFR 20 .1906(b) , 10 CFR 35.22이. 외 부 방사선을 서 베 이 하 

고 오염을 제거한다. 만약 10 CFR 71.47에 기재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NRC(미 

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와 운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10 CFR 71.47, 10 CFR 71.871. 

일단 방사성 물질을 취득하고 서베이를 마친 뒤에는 필요할 때까지 저장시설로 옮긴다. 단 

위 의약품(캡슐， 주사기， 바이얼 안 등)은 일반적으로 차폐체가 있는 용기에 넣어서 수송하 

는데， 일반인과 작업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에 담아 수송한다[모범행위/하부 

조건부여， 10 CFR 32.72(a)(4)(i)]. 모든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취득 또는 소유에 관한 기 

록을 작성해야 한다[10 CFR 30.51J. 핫 랩 (hot lab)이 있는 병원 등의 시설에서는 위에 명시 

한 절차가 핫 랩 (hot lab)이나 핵의학과에서 실시된다. 화상 진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핵종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진단을 실시하는 당일에 주문이 이루어진다. 사용하기 

전에 몇 시간(또는 경우에 따라 며칠) 동안 저장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단위 의약품도 저 

장을 해야 한다. 

단위 선량을 취득한 후에는， 흔히 레드 피그Oead pig)라 불리는 차폐체가 달린 용기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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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에 의사나 핵의학기사에게 전달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주사기와 

바이얼(기체 또는 액체) 또는 그 방사선 차폐체에는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10 CFR 35.60 및 

35.61]. 의사나 핵의학기사는 반드시 꼬리표에 적힌 내용과 환자의 차트에 적힌 내용을 비교 

하여 정확한 단위 선량과 성분이 투여되는지 확인한다[10 CFR 35.32]. 1-131 캡슐은 일반적 

으로 1-131 액체의 바이얼과 마찬가지로 레드 피그 내의 투약 컵이나 바이얼에 담아 둔다. 

방사성 의약품이 들어 있는 주사기는 금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작업자에 대한 피폭 

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사기 차폐체로 보호한다[10 CFR 35.60] 흡입을 요하는 절차에서는 

차폐펀 바이얼에 단위 선량을 담아야 한다[10 CFR 35.61]. 

핫 댐 (hot lab)이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단위 선량을 취득하는 동안 핫 랩 (hot lab)에서 /
기→ 

행할 조치를 작업자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폭 시간이 약간 더 길어진다 핫 랩 (hot labl 

이 있는 시설의 경우， 랩 Oab)은 치료 구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약품을 취득하는 작업자(의사 또는 핵의학기사) 

와 그 구역에 있는 일반인(비-방사선 작업자)이다. 일반인에 대한 투여를 제한하는 규정 외 

직무 동안에 잠재적인 피폭자는 배달된 이 

에는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특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의료 기관이 환자의 프라이버 

시와 ALARA를 위해 치료 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까‘ ~ 
Tτ: 있다. 10 CFR 

20.1 802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통제 구역이나 출입 금지 구역에 있으면서 저장되어 있지 

않은 연허 받은 물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핫 랩 (hot lab) 이 있는(통상 

적으로 핵의학과 내에) 시설의 경우 이 구역은 10 CFR 20에 따라 제한 구역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요구된다[10 CFR 20, 변허 조건]. 

취득 시에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는 엎지름이다. 만약 방사선 차폐체(또는 레 

드 피그)를 낙하시키면 엎지름 또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상실이 있을 수 있다. 엎지름은 

차폐체의 실패와 비례할 수 있다. 즉， 단위 선량이 방사선 차폐체(또는 레드 피그)로부터 분 

리되면 엎지름이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자들은 엎지름이 발생할 경우 엎지름을 억제하고 처 

리하는 방법을 이미 교육받아야 한다[모범행위]. 업계 전반에 걸쳐 표준 건강 물리학의 실행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설 내에 방사선 안전 기구(또는 건강 물리학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의사 또는 핵의학기사는 즉시 이곳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관련된 방사 

성 의약품의 강도는 비교적 약하므로， 청소 시에는 보통 마스크나 호홉 장치를 착용하지 않 

는다. 엎지름을 억제하고 청소하는데 드는 총 시간은 30분 이내이다. 발생할 수 있는 또 다 

른 사고는 의약품이 손상된 채로 취득되어 오염이 발생하는 것이다. 

3.5.3.2 직무 5-2: 선량 투여 

허가를 받은 사람은 10 CFR 35.25에 따라 개인에게 정식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감독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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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처리를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의사(정식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10 CFR 35.970 또는 

35.971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10 CFR 35.920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위 선 

량은 절차에 따라 섭취(I -131 캡슐 또는 액체)， 주사(Tc-99m) ， 흡입 (Xe-133 및 Tc-99m) 동 

의 방식으로 투여된다. 의사 또는 핵의학기사는 개인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 

험복과 보호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보통이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섭취의 경우， 방사선 차폐체로부터 투약 컵을 떼어낸 다음 캡슐에 손을 대지 말고 직접 캡 

슐을 컵에서 입에 넣도록 환자에게 지시한다[모범행위]. 1-131 이 액체 형태로 되어 있을 경 

우에는 대개 차폐체가 달린 바이얼에 넣어져 있으므로， 빨대를 이용하여 차폐체로부터 액체 

를 빨아먹도록 환자에게 지시한다. 이런 방법으로 1-131을 취급하면 작업자에 대한 오염 가 

능성이 최소화된다. 이 과정에는 통상적으로 1분 미만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진단 절차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에 주사한다(절차의 85-90%에서 Tc-99m 

이 사용된다). 투여 중에는 금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주사기 차폐체로 주사기를 차폐 

해야 한다[10 CFR 35.60]. 방사선 의약품을 투여하는 데에는 수초 정도가 걸린다. 

기체 또는 에어로졸(일반적으로 Xe-133 기체와 Tc-99m 에어로졸)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절차(대개는 폐에 해당)에서는 선량 투여에 방사선 방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절차는 

저압(negative pressure)인 방에서 실시해야 한다[10 CFR 35.205(b)]. 이와 더불어， 방은 배 

기 장치를 통해 대기로 직접 배출되거나 또는 기체 또는 에어로졸 차폐 장치가 있는 용기에 

담아 붕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10 CFR 35.205(a)]. 단위 선량은 보통 바이얼에 담는데， 선량 

투여 중에는 바이얼을 차폐해야 한다[10 CFR 35.61 

Xe-133을 투여할 경우에는， 마우스피스나 얼굴 마스크가 포함된 에워싼 환기 장치(폐활량계 

또는 폐쇄 장치)가 사용된다. 크세논(Xe) 주입 장치를 부착하고 크세논을 주사한다. 주입 장 

치는 방출된 크세논을 수집하는 역할도 한다. 화상을 촬영하는 동안 환자는 지시에 따라 숨 

을 들이쉬고 내쉰다. 크세논 주입과 화상 촬영에 걸리는 총 시간은 10분 미만이다. 

마우스피 스나 마스크가 포함된 고압(positive 

또는 산소로 구동)를 활용한다. 분무기는 관을 이용한 산소 또 

공급 장치에 연결된다. Tc-99m 방사선 의약품은 고무 밸브 격막이 달린 바이얼에 

담는다. 바이얼에 바늘을 삽입하여 방사선 의약품을 주입한다. 그런 다음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하여 에어로졸을 만든다. 환자는 5-7분 동안 에어로졸을 들이마신다. 

절차에서는 이용하는 에어로졸을 

pressure) 분무기(압축 공기 

Tc-99m 

는 공기 

이 지무 

내에서 

동안에 

모니터 

잠재적인 피폭자는 선량을 투여하는 작업자(의사 또는 핵의학기사)와 구역 

된 기타 작업자(가령 간호사)이다. 일반인이 진찰실/치료실 근처의 구역(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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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구역) 내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량이 투여되는 동안 방안에 일반인이 들어와 있 

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과정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상실 또는 엎지름 

이다. 캡슐 투여 또는 액체 섭취 투여 과정에서 캡슐이 목에 걸려 환자가 캡슐을 뱉어내거 

나 도로 토해낼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주사기를 이용한 선량 투여 과정에서는 다 

음과 같은 우발사고로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상실 또는 엎지름이 있을 수 있다. (1) 의사 또 

는 핵의학기사가 주사기를 닥하시켜 피스톤이 바닥에 눌려 방사성 의약품이 분출되는 경우， 

(2) 의사 또는 핵의학기사가 카테터를 미끄러뜨려 방사성 의약품이 분출되는 경우. (3) 주사 

룹 하는 동안 IV( 정맥주사) 또는 차테터가 환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기체 또는 에어로졸 

을 투여하는 동안 주입 장치에 단위 선량 바이얼을 잘못 부착하여 선량이 방출될 수 있다. 

작업자는 엎지름 또는 방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억제하고 취급하는 방법을 이미 

한다[모범행위J. 업계 전반에 걸쳐 표준 건강 물리학 실행이 적용되고 있는 

교육받아야 

것으로 간주된 

다. 시설 내에 방사선 안전 기구(또는 건강 물리학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의사 또는 

핵의학기사는 즉시 이곳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관련된 방사성 의약품의 강도는 비교적 약 

하므로， 청소 시에는 보통 마스크나 호홉 장치를 착용하지 않는다. 엎지름을 억제하고 청소 

하는데 드는 총 시간은 30분 이내이다. 

3.5.3.3 직무 5-3: 폐기 

단위 선량이 투여된 후에， 투약 컵， 주사기， 마우스피스， 마스크， 주입 장치에 연결된 관 등 

은 즉시 방사선 폐기물로 폐기된다. 오염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사기와 주입 장치는 혼 

합 폐기물(이 경우에는 방사선과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용으로 지정된 납을 두른 폐기물 

상자(일부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을 수도 있다)에 넣는다. 투약 컵은 서베이를 실시하여 자 

연방사선 수준 이하로 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폐기물에 포함시킨다. 이와 같은 작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폐기물 중개인에 하청을 주어 폐기물을 폐기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폐기물은 또한 저장소에 저장하여 감쇠시킨 다음에， 소각하거나 매 

립지에 묻거나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폐기물로 처리하는 등의 적절한 방식을 이용하여 비一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화상 진단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모두 반 

감기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저장하여 감쇠시킨다. 허가를 받은 사람 

이 폐기물을 자신의 시설에 저장하여 감쇠시키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10 CFR 35.92에 기재 

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생성된 그 밖의 모든 오염 가능 폐기물은 

“hot{핫)" 폐기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거나 표시를 한 용기에 넣어 폐기한다. 상업적인 핵 

제약업자로부터 취득한 주사기와 방사성 물질은 허가가 있을 경우 제약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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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 동안의 잠재적인 피폭자는 폐기 처분 동안의 작업자(의사 또는 핵의학기사)와 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된 기타 작업자(가령 간호사)이다. 일반인이 진찰실/치료실 근처의 구역(가 

령 대기 구역) 내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폐기하는 동안 방안에 일반인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직무와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폐기물이 실수로 “cold( 콜드)"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일반 

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저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사기에 들어 

있는 방사능의 잔량은 미소하며(대개 1μCi 미만)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매우 짧 

다(6시간 -8일). 통상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고의 결과는 다른 직무에 비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직무의 위해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3.5.3.4 직무 5-4: 생물학적 누적/화상 진단 

단위 선량이 투여된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해당 조직이나 뼈에 응축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생물학적 누적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누적에 소요되는 시간은 절차에 따라 다양하다. 폐의 

환기를 검사할 경우에는 누적 시간이 금방 경과하기 때문에 환자가 (숨을 참음으로써) 방사 

성 동위원소를 폐 속에 유지하고 있는 동안 화상을 촬영해야 한다. 다른 절차의 경우에는 

누적 기간이 수 시간 또는 하룻밤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시간 동안 환자는 시설 주위를 마 

음대로 돌아다니거나 귀가했다가 다음날 돌아와도 된다. 즉， 환자를 일반인으로부터 격리시 

킬 필요가 없다. 하지만 0.5rem을 초과하는 총 유효 선량 당량을 사람들에게 피폭시킬 가능 

성이 있는 선량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경우에는 환자를 퇴원시켜서는 안 된다[10 CFR 

35.751. 

적절한 생물학적 누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마 카메라로 환자의 화상을 촬영한다. 일부 

진단 절차에서는 한동안 트레드밀(뛰기) 운동을 시킨 후에 화상을 촬영해야 한다. 동맥주사 

로 투여된 동위원소가 운동 과정에서 누적된다. 의사 또는 핵의학기사는 환자에게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적절한 화상을 촬영한다. 화상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절차에 따라 수분에 

서 한 시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직무 동안의 피폭자는 화상 진단에 입회하는 작업자(의사 또는 핵의학기사)와 생물학적 

누적 기간 동안의 일반인이다. 의사나 핵의학기사는 화상 진단을 위해 환자를 다룰 때마다 

소량의 방사선을 홉수할 가능성이 있다. 의사나 핵의학기사가 환자의 자세를 잡아줄 때는 

대개 환자로부터 30cm(한 발) 이내에 위치하게 된다. 환자가 자세를 취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은 짧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나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다시 자세를 잡게 될 

수도 있다. 그 밖의 경우에 의사나 핵의학기사는 화상을 촬영하는 동안 환자로부터 몇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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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게 된다. 

이 직무와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없다. 

3.5.3.5 직무 5-5: 환자 퇴원 

화상 진단 절차가 완료된 후에， 방사선의 준위가 규정 한계보다 낮으면 환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통제로부터 해제되어 퇴원할 수 있다[10 CFR 35.751 규정 안내서 8.39 “방사성 물질 

을 투여 한 환자의 퇴 원(Release of Patients Administered Radioactive Materials)" (NRC, 

1997b)에는 동위원소가 0.5rem을 초과하는 총 유효 선량 당량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도록 허 

가를 받은 사람에게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화상 진단 과정에서， Regulatory Guide(규정 안 

내서) 8.39에 기재된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의 방사능이 환자에게 투여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Tc-99m의 방사능 투여 한계는 760mCi이며， 1-131 의 방사능 투여 한계는 33mCi이다. 

이 직무 동안에 피폭자는 일반인(특히 직계 가족)이다. “일반인 선량”의 정의에는 방사성 물 

질을 투여하고 10 CFR 35.75에 따라 퇴원한 사람에게 피폭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제외 

되지만， 본 연구에는 이러한 피폭이 포함되었다. 

이 직무와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없다. 

3.5.4 위해도 분석 

Tc-99m, 1-131 , Xe-133 등을 이용한 전형적 진단 절차에 대해 위해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5-1에는 본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수준 입력 (system level input)이 나타나 있다. 

표 3.5-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 수준 입력 

방사성동위원소 단위선량(mCi) 물리적 형태 절차의 수 

Tc-99m 10 액체 2,000 

Tc-99m 30 에어로졸 333 

1-131 5 고체，캡슐 20 

Xe-133 25 기체 183 

추정된 허가 받은 시설의 수: 3,000 시설* 

‘주석: 1 ，000개 시설에서 1-131을 이용한 전신 스캔이 실시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립 3.5-1에는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연간 시설 위해가 나타나 있다. 정상적인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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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위해는 비정규적이거나 사고 상황과 관련된 위해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총 연간 일반인 위해는 작업자의 경우보다 큰데 이것은 환자의 가족에 대한 피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 환자가 퇴원할 경우， 환자 한 명이 한 개인에 미치는 위 

험은 연간 약 1mrem이 된다. 그러나 그 해에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를 합친 총 위해는 매 

우 중요하다. 위해에는 생물학적 누적 기간 중의 가족에 대한 피폭이 포함된다. 

통상적인 작업자 위해의 주된 요인은 화상 진단 과정에서의 피폭이다. 이 위해는 시설 내의 

몇몇 작업자-4-6명의 핵의학기사 또는 의사-에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의 특성 

상， 그리고 시설마다 다른 빈도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사고로 인한 작업자와 일반인 모두에 대한 총 위해는 상당히 작다.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 

는 위해의 주된 요소는 Tc-99m 단위 선량을 위한 주사기 차폐체가 없다는 것이다. 데이터 

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매우 불명확하다 

는 10000.。

딱 1000.0 
듣 100.0 

울 10.0 
; 1.O 

잃 0.1 

그림 3.5-1 시스템 5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의료(진단 핵의학) 

3.5.5 규재의 선택적 요건 분석 

1단계: 피폭과정 분류 

표 3.5-2a는 위해도 분석을 통해 드러난 피폭과정을 2.6절에 요약된 방법론에 따라 분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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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스템에서，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선량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피 

폭사건 안의 선량율도， 만약에 비정상적인 에피소드 또는 하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선량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2.6.1 .3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량기준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상적인 피폭과정 

은 연간선량 한도가 고려된다하더라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방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2단계와 3단계: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 순위의 설정 

위해도 결과의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5-2b에 요약되었다. 표는 위 

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스랩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 있으며 요 

약된 표들은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를 하여 만들어져 있다. 동위원소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일치되는 결과 또한 동일한 범주로 간주되어 칠 수 있다 이번 시스랩에서， 어 

떤 동위원소는 이와 같이 되어있다. 그러나 1-131은 2개의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것이 액체일 경우는 고체일 경우보다 휘발성이 더 강하므로 더 큰-영향이 었다. 이 시스템 

에서는 두 가지 형태와 연관된 위해 사이의 특성이 구별되어 있다. 

표 3.5-2a의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 행해야 한다. 

취득 구역과 검사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통제의 중위보장 

본 시스템에서 검토하는 선원은 대부분 화상 진단에 사용되는 비밀봉 액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의학과는 불필요한 피폭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 병동이나 단위로 존재한다. 개 

별 단위 선량의 방사능은 작으며， 특정한 비정규 또는 사고 피폭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선량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일반인의 접근 통제는 중위 보장이 필요하다. 

4단계와 5단계: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과 핵섬이행분기점 정의 

그림 3.5-2는 진단 핵의학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형도Cdiamond tree)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서식 1은 일반인의 접근 제한과 연관된 것이다. 위해도 분석은 결과적인 선량이 비교적 낮 

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피폭 위험 구역에 대한 접근을 작업자로 제한하고 검사실에 대 

한 접근을 작업자와 환자(소아과 환자 제외)로 제한하는 행정적 통제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 

이 규정 한계 아래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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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a 시스댐 5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의료(진단 핵의학) 

상위보장으로 방지 a해야하는 며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혜야하는 피폭과정 

일반 
동위윈소 직무 

인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없음 1-131 5- 1(취득) 8-SCA 

5-2U투여) 8-SCA 

Tc • 99m 5-2G( 투여) 8-SCA 

작업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윈소 직무 피폭과정 

자 

없음 없음 

표 3.5-2b 시스랩 5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의료(진단 핵의학) 

비용과 이득 
지H "'J ^J 선원 분실 

규제 부담 
위해 위해 

순위 l M".3 Lt 114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일반인 동위원소 기능 

없음 

작업자 동위원소 기능 

없음 

'L=low: l\I=moderate: I-!=high 

2NUREG/CR• 4825(NRC, 1987) 

3NUREG/CR-538HNRC, 1맛)()a) 

이UREG/CR-6330(NRC， 1995b) 

이UREG/CR- 1754(NRC, 199]) 

'NUREG/CR - 17잉(NRC， 1989) 

7Airozo, 1앤99 

"King. 1996 

t Non -citable reference 
t t Insufficient data 

설명 

설명 

오염 ul 용 
비방사학적 시스템 

인지 위해 
건강 위해 가치(값) 

L5.6 Mt t H7 MIl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가능 

동위윈소 기능 - 설명 

취득과 투여 

1-131 동안에 SC 또는 엎지름/방출로 "SC" 발생함 

!A 

기체 또는 에어로 
기체 또는 에어로졸의 투여 

Tc-99m 졸의 투여동안에 
동안에 방출로 “ SC" 발생 함 j 

SC 또는 A 

동위원소 기능 설영 

없음 

5단계의 일부 과정은 적절한 방호벽과 관계된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이 시스템에서의 가치 

와 비용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표 3.5-2b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규제의 선택적 요 

건을에서 지지되는 세 가지의 항목은 규제요건을 감소시키는 것과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보 

장을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첫째， 시스템 5에 관한 현행 규제 부담이(각각의 규제) 우선 고 

려되었으며 둘째， 집단(사회)의 기대치가 고려되었고， 더 나아가 화상 진단의 실행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작업동안의 오염은 낮고 사고로부터의 오염 

의 위해는 또한 낮으며， 환경오염과 관계된 문제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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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보장 

단계 6: 규제 접근 

시스템 5 
의료 (잔단 획의학) 

서식 l 

진단핵의학안에서 선랑 방지 

일반인선랑방지 

잃반인 접근의 통제 유지 

B-8 , C-I 

입 원 실 /검 사 실 의 짙 근 은 

행징적으로 롱제될 

C-I 에 서 10 

앙시선 안전 프로그럼 

그림 3.5-2 시스템 5 : 다이아몬드 수형도(서식 1 ) 

진단 핵의학에는 주로 주사에 의한 방사성 의약품의 단위 선량의 투여가 포함된다. 물질의 

제한기능(즉， 유출의 방지)이 실패는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취득 구역과 검사 구역으로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일은 중위보장으로 달성 

가능하다. 이것은 행정적인 제한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물질적인 제한 조치 

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표 3.5-2c에는 이 점이 요약되어 있다. 

표 3.5-2c 시스템 5의 일반적 규정 접근방식 

분야 요건 유형 규제관점성격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의 

일반인 접근 제한 
교육/절차/통제적인 행정을 

통한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입즈으 며허로 i 닝하 O "'L l.......!. 갯，-찬::-t:i， 

정기적인 검토 

표 3.5-2d는 특수한 요구사항들을 일반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표로 만들었다. 왼쪽 편은 방 

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펀은 방호벽과 일반적인 규제 접근 요약(표 3.5-2d 안에 들어있는 
적절한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오른쪽 컬럼이 어떤 방호벽에 대해 빈 

칸이면 위해도 분석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다. 요구사항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증할 수 없고 단지 의문점으로만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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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d 규채 접근 안에서 특수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5 

방호벽 

코드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C-7 
허가 받은 판매자로부터 

35.100. 35.200 
획득 

B-3 
용기 안의 주사기와 

모범행위 
바이얼은 방출을 방지 

B-7 바이얼과 주사기는 차폐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35.60, 35.61 

방사선 안전 효로그램 20.1101 , 35.20 일반인의 접근제한은 기본 

C-4 취득한 패키지의 서베이 35.21과 20.1906 

방사선의약품은 a) A) 

B-8 제한구역과 b)접근이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일반인의 접근제한의 부분 l 
C-1 제한되어 있는 곳에 B) 20 .1801 , 1802 

위치한다 출입가능구역 

B-ll 방호복의 착용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환자에게 방사선의약품의 만약 35.75에서 제한하고 

B-18 투여는 일반인과 격리 있는 것을 초과하면 일반인의 접근제한의 부분 

I (향상 그렇지는 않다) 격리가 요구됨 

B-22 
방사성의약품 폐기물의 

35.92(절차를 포함하여) 
저장을 통한 감쇠 

C-4 
교정된 장비를 사용하여 35.51 , 35.70, 35.120, 

서베이 35.220 

C-8 교육과 감독 35.25와 그 외 
방사선 안전 ￡로그램에 

의한 규칙 적용 

B-13 
요오드(iodine)와 Xe-133 

사용과 저장하기 위한 
B-15 35.90, 35.205 

배기 시 A 템과 공기 
C-4 

닝긍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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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d (계속) 

방호벽 
방호벽 기술 

코드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주사 동안에 엎지름의 

B-23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안전매트 

19.12, 19.13, 20.2101 

통하여 20.2110. 20.2201 

통하여 20.2206. 21.21. 

30.35, 30.50, 30.51. 35.14. 

N/A 기록， 보고， 등 35.22(a)(4) , 35.23, 검사/감사에 대해 필요시 

35.31(b), 35.33. 35.51(d) , 

35.53(C )35.59(dl. 35.70(hl , 

35 75(d)35 92(b) 1 

35.204(c)35.2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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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6 

3.6 의료(핵의학적 치료) 

3.6.1 개 요 

핵의학적 치료는 암이나 종양，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성의 

약품을 사용한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결합한 후에 체내로 적절하게 투여되 

는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안정된 화합물이다(시스템 15, Nuclear Pharmacy)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위 조직의 손 

상을 주지 않으면서 표적세포에 강한 방사선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의 특수한 

방사선의약품들은 종양이나 표적 부위를 찾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기도 한다. 표 

적 부위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집적되어 그 조직에 치사 방사선량을 가한다.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한 치료과정은 일반적으로 병원， 클리닉， 의사의 진료실 안에서 이루어 

진다. 방사성의약품은 주사(피하 또는 정맥주사) 또는 경구(캡슐 또는 액체)로 투여된다. 방 

사성의약품을 주사하는데 사용한 주사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기와 같다. 주사기는 

방사선의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사기 차폐 (syringe shield)를 사용해야 한다. 경구투여 

시 사용되는 캡슐은 항히스타민， 항생제， 아세타미노펜 젤갑과 같은 유사한 크기의 젤라틴 

캡슐이다. 어떤 방사성의약품은 액체의 형태로 경구투여 되기도 한다. 비록 규제의 요구사항 

은 아니더라도， 환자의 사생활과 ALARA의 목적을 위해 치료병실의 접근은 제한된다. 갑상 

선 암을 치료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고 선량의 1-131을 환자에게 투여했기 때문에 치료실의 

접근은 병원의 관계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소아환자의 치료에서는 예외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 중에 일부는 소아환자의 치료실에 출입할 수도 있지만 머무르는 시간은 제한 

되고，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아로부터 방출되는 1-131 이 출입하는 가족들에게 흡수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방사성 요오드를 미리 투여할 수도 있다. 

연간 6만-7만 건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SNM， 1997). 1994년의 연구에 따르변 75%이 

상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NRC， 1997a); 15%는 갑상선 암의 치 

료를 위 해 사용되 었고(NRC ， 1997a); 7%는 뼈 의 통증 완화를 위 해 Sr-89를 사용하였다0997 

년 대형병원에서 실행되어진 건수를 기초로 함). 매우 적은 경우(대략 1%)에서 희귀한 혈액 

질환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Polvcvthemia Vera)의 치료를 위해 P-32를 사용하였다. 전국적 

으로 대략 2700명의 전임 핵의학 의사와 1400명의 면허를 받은 핵의학 기사가 있다(SNM， 

1998). 대형병원의 자료를 기초로 하면， 치료를 시행 할 수 있는 1000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치료를 하기 위한 방사성의약품의 사용은 10 CFR 35. 300에 규제를 받는다. 핵의학적인 치 

료를 허가받은 사람은 10 CFR 35. 18 또는 정부협력규제 아래 특수 면허를 부여받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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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장 해 

핵의학적 치료와 관계된 주된 방사선의 장해는 환자에게 투여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발 

생되는 베타 입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형태의 1-131 , 분말을 포 

함하고 있는 1-131 캡슐 액체형태의 Sr-89 액체형태의 P-32 7r 있다. 치료의 대부분은 
1-131 캡슐이나 액체를 사용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1-131 의 반감기는 

8일이고 베타선과 감마션을 방출함으로서 붕괴된다 

환자에게 투여되는 방사선의 양은 치료 절차의 종류， 핵종의 불리적 특성， 동위원소에 따라 

다양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는 1O -30mCi의 방사능을 가진 1-131 이 사용된다 

갑상선 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100-300mCi의 방사능을 가진 1-131을 사용한다 뼈의 통증완 

화플 위해서는 5mCi 또는 이보다 더 작은 방사능을 가진 Sr-89 7r 사용된다. 그리고 진성 
적혈구 증다증에 대해서는 5mCi 또는 그 이하의 P-32를 사용한다. 

3.6.3 직무， 방화벽， 그리고 피폭자 

핵의학적 치료과정은 다음과 같은 직무로 구성된다. 

• 취득(직무 6-1) 

• 치료(투여)(직무 6-2) 

• 입원환자 관리(직무 6-3) 

• 폐기(직무 6-4) 

• 환자의 퇴원(직무 6-5) 

3.6.3.1 직 무 6-1: 취 득 

이 직무는 1 -131 , Sr-89, P-32의 단위선량을 고려한 것을 제외하고 시스템 5의 직무 5-1에 

서 언급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직무， 노출된 피폭자， 관련된 사고에 대한 논의는 적합한 

다른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1-131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선량을 

사용하고， 취득과 저장하는 동안에 차폐를 하여야 한다. P-32와 Sr-89는 고 에너지 베타선 

을 방출하고 다른 차폐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요오드화나트륨용액은 따뜻해지거나， 산성화 

되거나 증발하게 되면 휘발성으로 바뀌므로 저장과 취급 시에 주의해야 한다. 

3.6.3.2 직무 6-2: 치료(투여) 

이 직무는 1-131 , Sr-89, P-32의 단위선량을 고려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스랩 5의 직무 5-2 

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다. 노출된 피폭자와 사고에 관계된 사항과 관계된 논의는 적합 

한 장을 창고하기 바란다. 규제의 요구 사항 또는 투여의 방법 등의 차이점은 아래에서 언 

급하였다. 치료선량을 투여하는 의사들은 10 CFR 35. 970을 제외하고， 10 CFR 35. 930(치 

료)， 10 CFR 35.932(갑상선 기능 항진증)， 10 CFR 35. 934(갑상선 암)에 관계된 교육을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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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은 치료를 위해 1-131을 투여한다. 1-131은 액체형태이고; 그러 

나 휘발성이 강해서 저 선량이 요구될 때 사용하고 액체형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캡슐 

의 투여는 시스템 5의 직무 5-2에서 논의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1-131의 치 

료선량은 일반적으로 크고， 투여하는 동안에 차폐가 요구된다. 

갑상선 암의 치료는 1-131의 투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방사선의약품의 형태는 캡슐과 경 

구용 용액의 형태이다. 투여방법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방법과 유사하지만 요오드 

(iodine)가 캡슐이냐， 경구용 용액이냐에 따라 다르다. 특히 요오드화나트륨 용액은 휘발성이 

있고 피부를 통해 홉수 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어느 쪽 경우이든 간에， 환자 

자신이 선량을 투여한다[모범행위]. 1-131 을 200mCi이상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선량이 10 

CFR 35.75의 규제한도 아래로 된 때까지 환자는 병원의 격리 병실에서 감금된다. 이런 것 

들은 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Sr-89와 P-32를 포함한 다른 치료 과정은 피하 주사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 선량의 투여는 

진단적 단위선량의 투여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의 2개의 동위원소는 고 에너지 베타선을 방 

출하기 때문에 감마션을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보다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차폐가 필요하다. 투여하는 동안에 주사기는 주사기 차폐체에 의해 차폐될 것이 요구된다 

[10 CFR 35. 60].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 초 내에 방사선 의약품이 투여되지만 어떤 치료에 

서는 서서히 투여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3.6.3.3 직무 6-3: 업원환자 관리 

갑상선 암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자신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500rnrem의 선량을 줄 가능성 

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입원이 요구된다[10 CFR 35. 75]. 만약 입원하여 관리할 것이 요구되 

어지면 환자는 특별히 고안된 병실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 병실은 개인위생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10 CFR 35.31S(a)( 1)]. 더욱이 이 병실은 10 CFR 35.315(a)(2)에 따라 내부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선량투여 후 즉시， 면허자는 10 CFR 20[10 CFR 35.315(a)(4)]에 따라 서 

베이 장비를 이용하여 인접한 제한구역과 비제한 구역에서 선량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환자， 방문객， 오염， 폐기물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규제가 요구된 

다[10 CFR 35.310]. 환자가 머무는 동안에 보건관리직원은 식사의 제공과 환자 상태의 주기 

적인 체크 외에는 삼가야 한다[모범행위 1 보건관리직원은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 

’호복을 입어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사용 후 제거한 방호복은 나중에 제거하기 위 

해 환자병실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에 넣는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일반적으로 행정적 

인 통제는 가족의 경우라도 병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소아환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모는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요오드화 칼륨을 투여할 수 

도 있으며 이것은 방출되는 요오드(iodine) 방사능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환자가 10 CFR 35.75에 의해 퇴원한 후에 병실은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기 전에 서베이를 

하여야 한다[10 CFR 35.315(a)(7)]. 또한 선량이 투여된 3일 안에， 1-131 선량의 준비와 투여 

를 받은 사람은 갑상선 방사능 측정 을 하여 야 한다[10 CFR 35.31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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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보건의료종사자， 소아환자의 부모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사고와 관련된 것은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이다. 환자가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 

토할 수도 있다. NMED의 자료를 고찰해보면 8년의 기간동안 환자가 병실에서 구토한 것이 

2번 정도 발생했었다. 그 결과로 80일 동안(약 10반감기) 병실을 폐쇄하여야만 했었다. 주악 

할 점은 NMED의 자료는 보고 되어진 사건 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환자가 구토를 

했을 경우 병실을 제한 선량이하로 제염한 후에는 보고 되지 않았다. 위해도 분석의 목적을 

위해서는 환자의 1%가 구토를 하고 방사능의 방출이 있었다고 가정하여야만 한다. 전체치 

료절차에 대해서 1 명/시설/년 발생확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6.3.4 직무 6-4: 폐기 

1 -13H갑상선 기능 항진증)， Sr-89, P-32를 포함하는 치료를 위해서 환자는 원칙적으로 외래、 

에서 치료한다. 선량이 투여된 후에 분배용 컵과 주사기는 거의 즉시 폐기된다. 주사기와 분 

배용 컵이 오염되었다고 생각되면 납으로 차폐되어 있는 혼합 폐기용(방사능과 생물학적 위 

험폐기물) 상자 안에 넣고， 잠금 장치를 하여 둔다. 일반적으로 1-131 캡슐을 담았던 분배용 

컵은 서베이하고 만약 자연방사능 아래로 되었다면 일반적인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다. 

Sr-89의 경우를 제외한(반감기 52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치료적 핵의학 절차로부터의 폐 

기물은 반감기가 짧으므로 저장하여 감쇠시킨다. 어떤 시설에서는 이러한 저장시설을 가지 

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폐기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야 할 것이 

다. 만약 변허자가 자신의 시설의 폐기물을 저장하여 감쇠시키는 것으로 선택하였다변 10 

CFR 35.92에 명시된 규제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런 직무 동안에 발생된 잠재적인 오염 

이 있는 폐기물은 용기에 꼬리표를 달거나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페기한다. 

이런 폐기물은 저장하여 감쇠시킨 다음， 결국 매립지에서 태우든지 또는 매립，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폐기물의 폐기와 같이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된다. 

갑상선 암을 포함한 어떤 치료 절차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입원하 

고 있는 동안의 린넨류， 음식， 다른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은 병실에 수집한다. 그러 

나 생물학적인 배설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집된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되고 처리된다. 폐기물을 저장하여 붕괴시킨다면 10반감기 후에 매립지로 방출하거나 

다른 폐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린넨류는 세탁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직무동안에 잠재적으로 피폭된 피폭자는 폐기하는 동안에 같이 있던 작업자(의사 또는 

핵의학 기사)이며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보건관리 작업자도 작업자에 포함된다. 청소부가 치 

료하고 있는 환자의 병실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고，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가 병실을 서 

베이하여 안전지역으로 판명될 때까지 출엽이 금지된다. 환자의 치료 병실 주위의 지역(대 

기실과 같은)은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갑상선 암을 치 

료하고 있는 환자의 병실에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직무동안에 관계된 잠재적인 오류는 방사능 폐기물을 수집하는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 

속)의 실패이다. 폐기하는 동안의 사고의 영향과 가능성， 정상적인 피폭은 다른 직무와 비교 

- 115 -



하여 작다. 

3.6.3.5 직무 6-5 : 환자의 퇴원 

치료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방사선의 수준이 규제의 요구사항보다 아래이라면[10 CFR 

35.75] 허가를 받은 사람의 허가아래 퇴원할 수 었다. Hegulartory Guide 8.39, “방사능 물질 

을 투여 받은 환자의 퇴원"(NRC ， 1997)，는 투여된 동위원소의 전체 실효선량당량이 0.5rem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갑상선 암의 치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서 

는 Regulartory Guide 8.39에 규제 되 어 있는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투여 하고 있 

다. Regulartory Guide는 1-131의 경우 33mCi의 방사능의 투여로 제한하고 있다. 

이 직무동안에 피폭된 피폭자는 일반인(가족들)이다. “일반인(공중) 선량”의 정의에는 개인 

에게 투여된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폭으로부터의 선량은 제외하였으며 10 CFR 35.75에 따 

라 퇴원시키고， 이러한 피폭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직무와 관계된 잠재적인 오차는 과도한 방사능을 가진 갑상선 치료환자의 부주의한 퇴 

원이다. NMED의 자료를 고찰해보면 지난 8년의 기간동안에 한 번의 피폭시나리오가 보고 

되어있다. 환자가 허락 없이 병원을 떠났다. 부주의한 퇴원 또는 조기 퇴원으로부터 일반인 

에게 선량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인 선량(공중선량)의 일부분으로 중요시된다. 

이와 관련된 오차는 규정에 따라 환자가 퇴원하였으나 준수하도록 한 지시를 따르지 。1-'→
1융 τ= 

것이다. 엄신 여성 또는 수유여성임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퇴원 시에 교육받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모유에 함유된 요오드 

(iodine)에 의해 아이의 갑상선이 제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평가하지 않았 

다. 

관련된 다른 잠재적인 오차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이다. 의사의 요구로 퇴원한 환자가 

소변을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져오다가 소변 시료를 엎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위해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고려되었다. 

3.6.4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은 1-131, Sr-89, P-32를 사용하는 치료절차에 대해 완성하였다. 표 3.6-1의 목 

록은 동위원소， 방사능， 분석을 책임 맡은 면허의 수이다. 한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약 64개 

의 치료절차가 있었고 1-131 캡슐 48건， 1-131 액체 10건， P-32 액체 1건， Sr-89 5건 사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시설의 연간 위해는 그림 3.6-1에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와 일반인 

모두에 대해서 정상 동작과 관련된 위해는 사고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보다 더 크다. 주로 

1-131 큰 치료선량(200mCi)을 받은 환자에게 피폭되기 때문이다. 연간 총 일반인의 위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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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 수준 입력 

방사성동위원-소 단위션량(mCi) 물리적 형태 절차/시설/년 의 수 

1-131 200 액체 10 

1-131 20 고체，캡슐 48 

Sr-89 4 액체 5 

P-32 5 액체 1 

추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은 시설의 수: 1000시설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폭되는 것을 포함하므로 작업자보다 더 크다. 환자가 규제에 따라 

퇴원하였다면 한 환자로부터의 한 개인의 위해는 약 300mrem/년이다. 그러나 일년 동안 시 

설에서 치료하는 환자의 전체 수를 고려하면 합산된 총 위해는 중요하다. 일반인의 연간 제 

한 선량은 100mrem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적 투여로부터 제공된 선량은 

제한선량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방사선 물질을 투여 받은 사람이나 10 CFR 35.75에 따라 

퇴원한 사람뜰로부터의 피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연간 위해가 높더라도， 10 

CFR 20.1301 선량한도의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자에게 제공되는 정상적인 위해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무르는 환자에 의한 피폭이다. 

이런 위해는 하나의 시설에는 몇 명의 작업자에게 퍼질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각각의 시설 

마다 조금씩 치료절차의 특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해가 변화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하고， 그러므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_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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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α 

- 그림 3.6.1 시스템 6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의료(핵의학적 치료) 

사고로 인한 일반인의 총 위해는 작다. 위해를 주로 제공하는 것은 선량을 투여하는 동안의 

“엎지름”이다. 투여 직무 동안에 가정할 수 있는 주된 위해 요인은 치료 병실에 환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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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가족이 있는 경우이다. 방사능 물질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므로 더 높은 선량을 받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치료가 시작된 후부터 방사능 물질이 있는 

치료병실로 가족이 들어갈 수 없다. 때때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서는 예외로 한다. 

작업자에 대한 사고로부터 총 위해는 정상적일 때의 약 절반 정도이다. 위해를 주로 제공하 

는 것은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기인한다. 환자가 병실 안에서 소변을 보거나 건강이 나 

빠지게 되었다고 보고 된 몇 건의 사건이 있었다. 방사능의 “엎지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러므로 작업자는 청소하는 동안에 피폭되었다. 자료의 누락 때문에 이런 사고의 경우 사고 

위해는 높다 

3.6.5 규제의 선택적 요건 분석 

1단계 : 피폭과정분류 

2.6장의 방법론적인 요약에 의해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폭과정의 

시행한 결과 표 3.6-2a와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류
 
” 

표 3.6-2a 시스템 6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의료(핵의학적 치료) 

상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파정 

일반인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1-131 6- 1(취득) 7-SC , 8-SCA [-131 6- 1(취득) 6-SA.8-SCA 

6-2(투여) 7-SC.8-SCA 6-2(투여) 8-SCA 

6-5(환자의 퇴원) 4-CA 6-3( 입원환자관리) 4-CA 

작업자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없음 1-131 6-1(취득) 
5-S 6-SA 7-SC 

8-SCA 

6-2(투여) 7-SC 8-SCA 

6-3(입원환자관리) 3-C, 4-CA 

이번 시스템에서，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선량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피 

폭사건 안의 선량율도， 만약에 비정상적인 에피소드 또는 하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선량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2.6. 1.3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량기준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상적인 피폭과정 

은 연간선량 한도가 고려된다하더라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방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2단계와 3단계 :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 순위의 설정 

위해도 결과의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6-2b에 요약되었다. 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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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 있으며 요 

약된 표들은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를 하여 만들어져 있다. 

하나의 직무 안에서 방호벽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다른 직무와는 다르며 연관된 

결과뜰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위원소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일치되는 결과 또한 동일한 범 

주로 간주되어 질 수 있다. 이번 시스템에서， 어떤 동위원소는 이와 같이 되어있다. 그러나 

1-131은 2개의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액체일 경우는 고체일 경우보다 휘발 

성이 더 강하므로 더 큰 영향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형태와 연관된 위해 사이의 

특성이 구별되어 있다. 

표 3.6-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상위 (high)와 나란히 

일반인뜰에 대한 상위 (high)를 나타내어 실제 선량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로부터 얻어 

진 결콘을 요약하면 

• 일반인의 접근제한(통제)의 중위보장 

• 제한기능(선원구속) 통제의 중위보장 

• 작업자의 ALARA 행위의 중위 보장 

이번 시스템에서는 치료적 선량과 연관된 위해를 평가하며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 

는 1-131이고， 이것은 내부피폭에 대한 대 선량 전환계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물 

질들에 대한 제한기능(선원구속)을 왜 작업자와 일반인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선량은 일반인의 접근제한과 작업자의 ALARA의 행위로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위보장은 일반인과 작업자의 선량을 조절하기에 필요한 기능이다. 제한기능(선 

원구속) 통제의 중위보장과 함께 일반인들의 접근통제의 중위보장은 표 3.6-2a 안에 상위보 

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난 몇 개의 피폭사건처럼 “상위보장”을 만들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큰 치료선량을 받은 후 환자의 퇴원과 관계되어있다. 시간과 거리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가족들의 평가된 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의 두 배 정도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선량은 방사선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로부터의 선량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며， 

환자의 입원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단제와 5단계: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과 핵심이행분기점 정의 

그림 3.6-2, 서식 1-4까지는 핵의학적 치료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요 

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서식 1은 이제까지 언급된 사항들의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인의 접근제한， 물질 

의 선원구속과 작업자의 ALARA의 실행은 중등도(moderate)의 중요성이 있다. 

서식 2는 일반인의 접근제한과 연관된 것이다. 일반인의 선량의 규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취득구역 또는 검사실 안에서만 캡슐을 방출시키는 것을 위해도 분석에서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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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b 시스템 6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의료(핵의학적 치료) 

비용과 이득 재정상 위해 
선원 분실 

규제 부담 
위해 

J긴‘~~l M",3 Lt H4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일만 
동위원소 기능 설명 

인 

1-131 
(액제) 

취득과 투여 엎지름으로 “ SC" 발생함 

동안에 SC; 
환자의 퇴원 환자가 퇴원한 후 집에서 

동안에 C 제한기능(선왼구속)의 AE1 

또는 A 패로 “ C" 발생함 

작업 
동위원소 기능 연영 

자 

없음 

l L=low: 1\1 = moderate; H=high "See Appendix B-B .2.7 

':-.Il!REG/CR-4825(NRC, 1987) 

3NUREG/CR-닮8HNRC， 1잊뻐a) 

'NUREG/CR-6잃O(NRC， 1995b) 

。NUREG/CR-1754(NRC. 1981) 

"Nl1REG/CR-1754(NRC, 1989) 

'OU, 1994 

"OU, 1997 

9Airozo, 1999 

l '1-;RC. 1994 

t Non-citable reference 

t t Insufficient data 

tl1 
시스템 지각(파악)된 

오영 비용 방사선학적 
가치(값) 위해 

컨강 위해 

L5.6 
κft t M7,8,9,lO M

ß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가능 

동위왼소 기능 섣명 

단위 선량올 차폐로부 
1-131 

터 제거했을 때 "S" 
(캡슐) 

취득 동안에 S 또 발생함 
는 A( 액체); 엎지름으로 “ SC" 발생 

취득과 투여 동안에 합 

SC 또는 A; 
입왼환자간호 동안 환자가 퇴원 후에 집 

에 C 또는 A 에서 제한기능(선원구 

속)의 실패로 "C" 발생 

함 

동위원소 기능 설명 

단위 선량을 차폐로부 
1-131 

터 제거했을 때 "s" 발 
(캡갈) 

생함 
취득 동안에 S( 액 

엎지름으로 “ SC" 말생 
제); 취득과 투여 

함 
동안에 SC(액체와 

캡슐); 환자 간호 
환자가 퇴원 후에 집 

동안에 C 
에서 제한기능(선원구 

속)의 실패로 "C" 발생 

‘‘--
함 

있다. 이런 것들의 방지하기 위해， 취득지역은 작업자만 접근이 가능하고 소아환자의 보호자 

를 제외하고 치료/검사실은 작업자와 환자만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비록 이러한 기능에 할 

당되어 있는 중위보장은 제한기능(선원구속) 통제의 중위보장과 선량의 최소화는 결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접근제한은 환자가 퇴원한 후에 가족들이 환자와 보내는 시간과 

환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보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에서 치료의 가치는 매우 우수 하므로 가족들은 의학적인 이득을 받으며， 환자가 병원에서 

하루 밤을 지내는데 병원비가 고가이므로 환자의 퇴원이 가능하다면 퇴원을 하려고 할 것이 

다. 이 경우에서 주의할 점은 생물학적인 붕괴작용으로 인해 12시간 안에 약 70%의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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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에서 제거된다. 그러므로 가족들에 대한 피폭은 처음 생물학적 붕괴작용 이후에는02 

시간 후) 상당히 감소된다. 

서식 3은 선원구속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액체 1-131의 취득과 투여 중 

에 엎지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이행분기점이 필요하다. 투여하는 동안에 카테터; 

빨대플 가지고 있는 컵 등의 선량을 투여를 하기 위해 사용된다. 1-131 캡슐을 사용하는 것 

이 엎지름을 방지할 수 있다. 취득 시에는 바이얼의 누출이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패키지 

의 서베이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얼 차폐는 차폐 방호벽을 사용하여야 하고 바이얼이 떨어 

뜨렸을 경우에 대비한 외부 방호벽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물질은 

차폐된 바이얼 안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 4는 작엽자의 ALARA 실행의 통제에 관한 내용이다. 비록 안전기능은 단지 중위보장 

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목적임에는 틀림없다. 만약 작업자가 ALARA의 규칙을 지키 

지 않는다면 작업자의 선량은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 적절한 작업절차는 작엽자에 

게 우수한 행동을 하도록 주입하고 있다. 

시스템 6 

의료 (핸의학적 치료) 

서식 1 

핵의학적 치료로부터 선랑 방지 

그힐 3.6-2 시스템 6 : 다이아몬드 수혈도(서식 1-4) 

5단계의 일부 과정은 적절한 방호벽과 관계된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이 시스템에서의 가치 

와 비용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표 3.6-2b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규제의 선택적 요 

건들에서 지지되는 세 가지의 항목은 규제요건을 감소시키는 것과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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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텀 6 

의료 (핸의학적 치료) 

서식 4 

작업자의 
중위보장 

8-21 

투여 동안에 

만약 앙훌이 앓생하였디면 

칭소하는시간율최소화 

장을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첫째， 시스템 6에 관한 현행 규제 부담이(각각의 규제) 우선 고 

려되었으며 둘째， 집단(사회)의 기대치가 고려되었고， 더 나아가 치료의 선택으로 인한 생존 

능력의 유지 등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작업동안의 오염은 낮고 사고로부터의 

오염의 위해는 또한 낮으며， 환경오염과 관계된 문제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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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보장 

C.I 

입원싫/검사실괴 핸의학과의 

접근은 행접적으로 룡제될 

ß..21 

시스템 6 

의료 (핸의학적 치료) 

서식 2 

일반인 접근의 

통제 유지 

시스템 6 

의료 (핸의학적 치료) 

서식 4 

작업자의 

망사선 안전므로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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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흰자의 앙출 전에는 가족에게 

민드시 교육율 하여야 함 

중위보장 

6-21 

투여동안에: 

만약 앙출이 발생하였다면 



6단계 : 규제 접근 

치료적 핵의학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암과 같은 상황들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의약품올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주로 1-131 이 사용된다. 만약 1-131 이 Nal의 형태 

라면 휘발성이 있어 내부피폭 선량 전환인자가 높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잠재적인 선량은 

높아지고(비정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반인에 대한 규제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접근제한과 물질의 제한기능(선원구속)은 중위보장이 필요하다. 엎 

지름을 방지에 대해 완전한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행정적인 조절은 엎지름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조절은 다른 시행되는 일에 대해서도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표 3.6-2c는 이런 목적들과 제안된 규제의 선택적 요건이 기 

록되어 있다. 

표 3.6-2c 일반적인 규쩨 접근 요약. 시스템 6 

분야 요건유형 규제관점성격 

일반인의 접근의 제한 투여(약) 제한(통제 )1훈련을 통한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입증은 면허로 충분함， 

정기적인 검토 

방사성물질의 방출의 
투여(약) 제 한(통제 )1훈련/자격이 방사선 안전 t로그램의 

있는 개인을 통한 방사선 안전 입증은 면허로 충분합， 
방지 

프로그램 정기적인 검토 

투여(약) 제한(통저1)1훈련/자격이 방사선 안전 느로그램의 
작업자으I ALARA 실행 

있는 개인을 통한 방사선 안전 입증은 면허로 충분함， 
통제 

프로그램 l정기적인 검토 

표 3.6-2d는 특수한 요구사항들을 일반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표로 만들었다. 왼쪽 편은 방 

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편은 방호벽과 일반적인 규제 접근 요약(표 3.6-2d 안에 들어있는 

적절한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오른쪽 컬럼이 어떤 방호벽에 대해 빈 

칸이면 위해도 분석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다. 요구사항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증할 수 없고‘단지 의문점으로만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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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d 규제 접근 안에서 특수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6 

방호벽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코드 

B-1 
물리적인 형태는 액체 

없슴 
또는 고체 

C-7 
허가 받은 판매자로부터 

획득 
35.300 

B-8 
방사성물질로의 접근은 20.1801 , 1802 출입 가능지 역， 일반인의 접큰 제한의 

B-15 

C-1 
제한(통제)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님r\: 닝r 

일반인의 접큰 제한， 

20 .1 101 , 35.20, 35.310, 
방사선 물질의 

C-1 to 10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제한기능(선원구속)과 
35.315 

작엽 자의 ALARA에 대 한 

기본 

B-11 방호복 착용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B-18 
방사선의약품 또는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작업자의 ALARA의 부분 
환자와의 거리의 최대화 

B-21 
방사선의약품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작업 자의 ALARA의 부분 
근처에서의 시간을 제한 

C-3 책임 절차 30.51, 35.21 , 35.53 

방사선과 오염을 
20.1501 , 35.21 , 35.51. 35.70, 

C-4 검출하기 위한 서베이 

수행 
35.315 

만약100mrerrνyr 이상이면 

19.12 

35.21 개인 

35.25 감독을 받는 개 인 

35.75 환자의 퇴 원 시 35.310 
방사선 안전 고로그램에 

C-8 훈련과 교육 환자 간호 제공자 
의한 규칙 적용 

35.900/901 방사선 안전 

관리자 

35.930/932/934 허 가 받은 

사용자 

하부조건부여/모범 행위 

B-7 
바이열 차폐체와 주사기 

차폐체 사용 
35.60, 35.61 작업 자의 ALARA의 부분 

C-9 방함사선의 약품을 꼬리표 1 !3560, 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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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d (계속) 

방호벽 

코드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C- lO 응급상황의 계획과 절차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C-4 취득한 패키지 서베이 35.21와 20.1906 

B-6 , 13 
휘발성물질은 흉 후드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안에 저장 35.90 
A. 환자의 신체에 의한 
차폐(배타 방출) 

B-7 
B. 환자 절차 A. 없슴 

C-1 
C. 투여(약) 조절-총 B. 35.75. 모범 행위 일반인의 접근 제한의 부분 

유효 선량 당량이 C. 35.75 
500mrem 이 하일 때 
환자의 퇴원 

C-9 환자의 병실의 표시， 등 35.315 

환자에게 -
B-18 

방사성의약품을 만약35.75 한도를 
일반인의 접근 제한의 부분 

투여하는 곳은 일반인과 초과하면 격리가 요구됨 

격리됨 

B-22 저 방사장성하는의약 동품안 폐 붕기괴물의 !35.92( 절차를 포함하여) 

C-6 깨끗한 하수구로 폐기 20.2003 

C-6 
허가 받은 사람에 의한 

20 Subpark K 부분 
폐기 

주사， 합성， 분주 동안에 

B-23 엎지름의 확산을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방지하기 위한 안전매 E 

19.12, 19.13, 20.2101 
통하여 20.2110, 20.2201 
통하여 20.2206, 21.21 , 

30.35, 30.50, 30.51 , 35.14, 
35.22(a)(4) , 35.23, 

N/A 기록， 보고， 등 35.31(b) , 35.32(d), 35.33, 검사에 대해 필요시 

35.50(e), 35.51(d) , 
35.53(C), 35.59(d)와 (H)와 

(1), 35.70(h), 35.75(d), 
35.92(b) , 35.310(b) , 
35.315(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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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0 

3.10 의료용 (근접치료-고선량율 원격치료) 

3.10.1 개요 

고선량융 원격근접치료 mDR-RABl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컴퓨터 제어기를 이용하여 치료장 

치로부터 환자의 몽 안에 이동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afterloading"이란 말은 치료 

장치를 환자의 옴에 고정시킨 후 선원을 이동시킴으로서 병원 의료진들의 피폭을 감소시키 

는데서 의미활 찾는다. 근접치료장치는 바해가 장착되어 있고 외관상으로 쇼핑 수레만 한 

크기이다. 치료기기 내에는 유연성이 뛰어난 철사 끝 부분에 방사성이 강한 Ir-192 같은 동 

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선원은 일상적으로 차폐된 치료장치 안에 보관되어 있다. 철제 

보관실 주위로 차폐물질이 둘러 싸여 있는데 이것은 화재와 같은 재난에 납이 녹아서 흘러 

내려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치료기기로부터 고정장치 안으로 

선원이 치료기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관을 통하여 외부확장이 가능하다 근접치료 

기기로부터 동위원소가 기준점까지의 진행거리 그리고 그 거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시간은 

입력된 자료를 제어하는 조정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된다.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근접치료기 

기 안으로 보관되기 전에 고정장치의 내부에서 여러 지점으로 움직이고 머무는 동작을 반복 

한다. 고정장치의 사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고정장치로의 확장할 시에는 동시에 한 치료방법 

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독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일 혹은 여러 일자에 걸친 치료는 총 

치료의 일부분으로 귀속된다. 

HDR-RAB는 차폐된 방안에 환자와 근접치료기가 설비되어 있는데 외부에는 통제가 가능한 

조정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HDR-RAB의 방은 독립적인 원격장치로 통제되며 그러나 이 

것은 teletherapy장비와는 같은 치료실에 두지 않는다. 

치료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고 만약 출입문이 열리게 되면 선원은 자 

동적으로 후퇴되어 근접치료기 안으로 보관된다. 근접치료기의 방안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치료를 하는 동안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경고등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다. 

HDR-RAB동위원소는 1년에 대략적으로 4번 교체하게 된다. 교체되는 새로운 선원은 아주 

차폐가 잘 된 보관용기 속에 넣어져 전달받게 된다. 이 새로운 선원은 HDR-RAB 장치 속 

에 노후된 동위원소를 안전하게 제거한 후 새로운 선원을 연결관을 통하여 이식하게 된다. 

이 새로운 선원은 임상적으로 처음 사용하기 전에 공기 중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게 된다. 

또한 선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작동과 관계된 점검사항을 확인 받게 된다. 

동위 원소에 운반 저장 과 관련된 사항들은(법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혹시 모 

르는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계통화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근접치료 방법은 10 CFR35.400의 표준아래에 있다. 근접치료를 수행하는 시설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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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과 여건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10 CFR35.l8 NUREG/CR-6726(NRC, 1994) 일반적으 

로 70 HDR-RAB 방법은 일년에 한 장치에 한해서 수행된다. 100 HDR-RAB 치료장치는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10.2 장해 

방사선학적으로 위험도는 HDR-RAB 선원이 단일 혹은 여러 개의 작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Ir-192 의 금속적인 형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작은 금속성분들은 스테인레스 캡슐 속 

에 통상적으로 방사능이 OOCi)인 스테인레스 캡슐로 싸여있다. 새로운 선원은 방사능이 통 

상적으로 10 Ci이다. 선원이 감쇠되어 대략 4 Ci 정도가 되면 교체해야만 한다. 미국 내의 

관례는 동위원소 크기가 6.7 Ci 가 되었을 때 새로운 선원의 구입을 생각한다. 

3.10.3 직무， 방호벽， 및 피폭자 

HDR-RAB는 다음과 같은 업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원의 인수 (Task 10-1) 

• 선 원 의 저 장 (Task 10-2) 

• HDR-RAB 장비에 선원의 설치 t (Task 10-3) 

• 장비 의 사용 준비 (Task 10-4) 

• 환자의 치료 준비 (Task 10-5) 

• 환자의 치료 (Task 10-6) 

• 환자의 치료 후 정돈 (Task 10-7) 

• 선 원 의 폐 기 (Task 10-8) 

• 장 비 의 폐 기 (Task 10-9) 

(위의 각 직무에 대해서 QA 및 유지보수 집무가 첨가됨) 

위의 각각의 업무영역에 있어서 방사성 피폭 수용자들(종사자 그리고 일반인) 이들 수 

용자들은 HDR-RAB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작업자에 포함되며 그리고 다분 

화된 영역에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다. 작업자 그리고 일반인의 구분화된 업무에서 직무영역 

을 변경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작업자는 수용자중에서도 종사자 

이다. 

이러한 종사자들은 film batch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하며 그들의 선량값은 정기 

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일반인”은 수용자중에서 어떠한 위험적인 작업영역에도 속 

하지 않은 ”작업자”라 할 수 있다. 작업자에는 의사， 간호사， 관리 간부 혹은 병원방문자들 

을 포함한다. 

제한되어지는 적절한 동위원소 관리의 활동은 병원 기관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동위원 

소의 사용에 관한 법규적인(제한) 위험 제한형식은 차폐 그리고 접근에 관한 것이다. (방사 

성핵종이 정상적으로 차폐되어져 있는 방 밖으로 누출되었을 때) 특정한 상황아래에서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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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위원소에 대해서 한정한다. Table 3.10.1은 이러한 방호벽들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업 

무영역을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예시되어 있는 규제와 제한은 방호벽 기능들을 조합한 것 

표 3.10-1 시스탬 10 : 장해의 모든 직무에 대한 영향. 

장해기능 장해에 대한 설명 종사자에게 영향?I 일반인에게 영향? 요구사항 혹은 

참고사항 

제한기능 외부포장 예 예 
제조사 

요구사항 

제한기능 선원유출 예 예 10 CFR 35.59 

10 CFR 20.1801 & 

접근 선원에의 접근체한 예 예 20.1802 good 

practice/tie-downs 
(a) Good practice/ 

접근 
선원의 가까이 있 

예 (a) 예 (b) 
tie-downs 

을 때의 제한시간 (b) 10 CFR 

35.415(a)(2l&(3) 

접근 
비상사태에 대한 

예 예 
Good practice/ 

계획 및 대응 절차 tie-downs 

선원 강도 적절한 방사능표시 예 예 
Good practice/ 

tie-downs 
10 CFR 19.12 

아니오 (>0.1 rem/yrl 

모두 훈련 & 교육 예 (except 10 CFR 35.21, 35.25 

35.41O-caregiversl 35.75, 35.410 

35.900, 35.940 

모두 
측정장비에 대한 

예 여1 10 CFR 35.420,35.51j 
검교정 실시 

모두 선원의 수량 파악 예 예 

1O CFR 30513521 J 

35.59, 35.406 

[license conditionl 

이다. 

3.10.3.1 Task 10-1: 선원의 양도양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동 운반 중에 공급되는 선원은 외부방사선 준위가 1m 거리에서 2 

mremJhr 이하가 되도록 운반용기 안에 넣어져 전달받는다. 포장된 용기는 외관상으로 검사 

하고 만약 파손 등의 손상이 없다면 동위원소는 운반용기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저장 

장소로 옮겨진다.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일년에 4회 공급받게 된다. 

모든 3개의 b마디er 기능은 이 직무에 속한다. (차폐， 제한， 접근) . 특히 방사성 핵종의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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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권을 취득한 회사에서 제조하도록 해야 한다. [lOCFR 32.74 and 35.49(a)]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세기나 제한 장벽 활동에 기여하게 된다. 다른 제한 장벽은 포장 

용기의 양도， 양수이다. [lOCFR 35.21 and 20.1906] 열거된 장벽은 모든 직무들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section 3.10.3에 기술된 것을 참조하라. 

선원의 초기 취급은 대리점 (공인 받은 인원)에서 시행하며 방사성물질은 운반， 수송할 수 

있는 교육과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 책임을 RSO(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개 

인적으로는 방사성물질로부터 피폭을 받는 것이므로 방사선에 관한 교육과 취급 자격을 가 

져야 한다. RSO(방사선안전관리자)는 초기 단계에서 외관검사， 공급， 그리고 혹시 포장용기 

를 저장 시설로 옮기는 도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피폭 작업자들은 작업장에서 받는 선량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힘을 감 

안해야 되고 RSO 혹은 인정받은 사람이 일하고 있다.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출입할 수 

있는 장소. 잠재적인 피폭은 허가영역 내에서는 일반 사용 혹은 점차로 줄고 있으나， 운반용 

기에 담은 저장시설로 옮길 때에도 시설 내의 복도나 공간들에 피폭이 됨을 주의시켜야 한 

다. 단일 10 Ci 선원을 포장된 용기에 담아 시설내의 저장시설로 옮길 때 차폐가 된 외부용 

기의 방사능 수치가 2 mrerr아1r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 용기 포장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선원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는 (1)선원운반자가 방사성물질을 운반 도중에 실패하여 작업장 

내에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2)허가 영역내의 선원들이 변형 감쇠되면서 보관용기가 오 

염되는 경우 (3) 사고로 인하여 작업장내의 피폭 차폐물 파손 그리고 선원의 완전한 상태의 

유지 훼손이다. 

지난 8년 동안의 HDR 선원의 5번의 사건과 관련은 NMED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4번의 경우 운반 용기의 손상이고 다른 손상은 운반 용기 안에 부적절하게 

보관되었다. 

3.10.3.2 Task 10-2: 선 원 의 저 장 

새로운 선원은(10 Ci) 운반용기에 담겨져 치료기기에 설치되기 전에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야 한다. 저장시설은 선원이 사용되는 부서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저장된 선원은 허가받 

은 수만큼 행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장 기간은 수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선원을 교체 

하거나 분배할 때 오래된 선원은 운반용기에 보관되는 데 선적되기 전에 같은 장소에 보관 

되어 있어야 한다. 교체된 구선원의 저장횟수는 새로운 선원의 횟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선원 공급은 적절한 차폐와 오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1OCFR 20.1501] 선원 물질의 위 

치에 대하여 진술하고 [모범행위 혹은 하부조건부여] 그리고 저장시설내의 운반용기에 대하 

여 파손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모범행위 혹은 하부조건부여] : 저장된 물질에 대하 

여 적절한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lOCFR 20.1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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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용은 유효 선량 사용 중 저장하는 동안 피폭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전문기술인(작 

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소방관 그리고 기타 응급 담당 용원들도 

작엽자로 포함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화재진압 후에 절차에 위배되고 수행과정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정해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안 혹은 
개인 피폭 관리에 허점이 발생한다. 

규정된 저장 기준 내에서 선원은 운반 용기에 있어야 하고 일반 사용 시 제한 규정을 준수 

해야 함과 동시에 저장시설 내에서는 합좌접표을 해야 한다. 더욱이 안정성이 확보된 장소 

에 저장할 때 저장용기는 무겁고 견고하며 만지거나 분실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1r-192 

선원만을 저장하는 기간 동안을 포함한 일상적인 상황 하에서 저장실내에서 용기를 움직이 

거나 비록 근접치료실과 저장실이 분리되어 있어도 저장실에서 근접치료실로 용기를 옮기지 

않아야 한다. 

선원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는 (1) 다른 작업자나 직원들에게 선원 저장시설에 대하여 출입 

을 제한하지 않는다. (2)기반 저장시설의 선원유출 e.g 화재로 인한 저장중인 선원의 차폐체 

의 손상을 포함한다. 

NMED 보고서 중에서 저장중인 선원의 분실과 재발견에 대하여 한 건이 보고 되었다. 

3.10.3.3 Task 10-3: 장비에 선원의 설치 

HDR-RAB 장치로부터 구선원은 제거되고 새로운 선원이 설치된다.Oicense condition). 여기 

에는 새로운 장비에 빈 상태에서 선원을 설치하거나 HDR-RAB 장치에서 구선원을 제거 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선원의 교체나 제거는 선원 보관통이 HDR-RAB장치에 연결관을 이 

어서 비어 상태에서 실시한다. 작업자는 치료실 밖으로 나와야 하고 조정시스템 운용자는 

컴퓨터 제어판의 평형으로 HDR-RAB장치내의 구선원이 선원 보관용기로 옮겨지도록 한다. 

선원이 치료기기 내의 차폐선원보관용기 안으로 이동했음을 확인 후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 

치료기기와 구선원을 위해 연결되었던 연결을 푼다. 선원을 교체하거나 새로이 설치할 때 

연결선은 선원 보관용기로부터 확장되어 HDR-RAB장치에 부착된다. 선원 작업자는 다시 

치료실 밖으로 나오고 조정시스랩에서 제어판의 명령으로 HDR-RAB 장치 내에 새로운 선 

원이 옮겨지도록 한다. 확인 사항은 근접치료실 내의 HDR 선원에 대한 방사성 준위가 유지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허가조건) . 법적 제한 특징이 요구된다. [10 CFR 20.1802] 

선원의 설치/제거 작업은 방사선안전관리자 혹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HDR-RAB 선원 

물질을 동작하게 해야 한다. 직원은 일반적으로 이 직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저장시설로부터 Afterloader 장비가 있는 곳으로 선원용기를 운반하고 remote afterloader에 

연결한 후 운반용기로부터 afterloader에 선원이 옮겨지도록 원격으로 조정한다. 

선원을 afterloader에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문제는 (1) 운반용기에서 afterloader로 

옮겨질 때 선원의 유출 (2) 선원이 옮겨지는 동작에 이동 연결관대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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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인한 선원 파손 (3) 연결관 내에서 선원의 파손 및 유출이다. 

NMED 데이터베이스에서 8년 동안의 사고보고 중 2건이 HDR-RAB 장치에 선원을 장치하 

는 도중이 발생하였다. 한 사고는 운반용기의 연결관을 부적절하게 연결함으로서 일어났고 

다른 사고는 치료기기 안으로 선원을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제거하지 못함으로서 발 

생했다. (선원의 외형 파손임) 

3.10.3.5 Task 10-5 :환자의 치료준벼 

근접치료실을 나와서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다. 여기에는 고정장치， 

캐시터， 모의촬영， 치료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들이 순서대로 끝나면 환자는 치료실로 

이동하고 치료받을 자세를 취하게 된다 HDR-RAB장비로부터 연결관을 연결하고 각각의 

고정장치나 캐시터에 연결한다. 모든 작업자는 치료실 밖으로 나와야 하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이 닫힌다. 일년에 약 70회의 치료가 실시되면 한 장비마다 연간 70회의 연관 

직무가 있다. 

Afterloader에는 잠금장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치료실 문이 열리거나 선원이 차폐지역 밖으 

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허가조건). 여기에는 방사선 경보장치 즉， 환자는 볼 

수 없으나 빨간 등이 깜빡이면서 방사선 노출이 있음을 알리고 현재 치료실 안의 상태를 표 

시하게 된다. (양호 또는 tie-down) 근접치료기기는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있거나 그들은 

치료하는 동안에 피폭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허가조건) 

근접치료의 구성원은 치료를 준비하는 동안은 개별적인 활동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 기 

간동안 피폭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를 준비시키는데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동안 준비팀은 afterloader 장비와 

아주 가까이에서 일한다. 

환자가 afterloader 장비 치료를 준비 중일 때 잠재적인 위험은 (1) afterloader 안에서 선원 

유출 (2) afterloader 장비와 연결하고 치료를 준비 중일 때 선원의 부주의한 작동 (3) 환자 

가 afterloader 장비와 연결되는 중 선원의 유출이다. 

8년간의 NMED 데이터에서 LDR 혹은 HDR afterloader의 환자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보고 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afterloader에서 구부러진 선원에 의한 에러코드가 발생했고 

다른 하나는 파손되어 금이 간 고정장치 내에서 선원이 움직임이 잘못되어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두 사고는 모두 환자가 치료기기에 치료받을 준비가 된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치료는 실행되지 않았다. 

3.10.3.6 Task 10-6: 환자의 치 료 

환자가 치료장비에 준비완료 되었다면 치료실 내에는 환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이고 

치료는 조정시스템에서 실행명령을 하게 된다. 예로서 일년에 70회를 시행하는 병원도 있다. 

- 132 -



만약 출입문이 열리게 되면 afterloader장비에 연결된 잠금장치의 안전설계로 인하여 장비는 

즉시 선원을 afterloader내의 차폐용기에 후퇴시키게 되는데 다시 출입문이 닫히고 수동조작 

으로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 [허가조건] 치료실 내에는 페쇄회로 TV가 갖추어져 있고 환자 

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컴이 있으므로 치료받는 동안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치료실 내에는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누구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으며 치료실은 외부와 격리되는 상태가 된다. [허가조건 그리고 CFR35.415(a)(2)]. 

치료 중임을 얄리는 경고등은 환자는 볼 수 없고 치료실 앞의 구성원은 누구라도 알 수 있 

는데 방사선구역 하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모범행위 혹 

은 하부조건부여] 그러므로 만약 출입문이 열려서 선원이 후퇴하지 않는다면 치료실 내부로 

들어가는 사땀은 선원에 의해 피폭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접치료 팀(작업자)은 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치료실 밖의 조정시스템에서 기다리게 된다. 

작업자나 직원들은 누구도 치료하는 동안 출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근접치료시간 동안은 선원이 환자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환자이외에 근접치료 

시설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 소요되는 치료시간은 30분 정도이다. 

Afterloader장비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에 일어날 잠재적인 문제는 0)조정(시스템)실에 

서 개인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 못함 (2)잘 움직이지 않는 선 

원을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서 응급 절차에 따라서 선원을 제거함(이때 선원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동적인 조작이 필요함) (3)선원이 연결관 내에서 움직이지 않 

아서 선원을 안전한 영역에 놓기 위하여 수동적인 조작이 필요하다. 

8년 동안의 NMED 데이터 중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15건의 사고 발생함 

• 근접치료팀의 높은 수치의 피폭선량-원인불명 (5건) 

• 선원의 완전 후퇴 실패 (4건) 

• 선원이 움직임축(handler)으로부터 분리 (2건-그 중 하나는 환자 몸속에 선원이 남겨짐) 

(NRC, 1993) 

• 연결관을 통한 선원의 이동이 실패 (2건) 

• 조정시스템이 afterloader와의 통신에 문제o건) 

• 선원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치료실 내에 출입 o건) 

3.10.3.7 Task 10-7: 환자의 치 료 후 정 돈 

치료가 끝나면 치료실에 재출입하는 사람은 고정장치로 부터 연결장치를 푼다. 환자는 치료 

실 밖으로 나오고 근접치료기기는 stand by 상태나 다음 환자 치료를 위한 대기 상태로 놓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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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과 피폭자는 Task10-5 Connect Patient와 비슷하다. 확인할 요소는 의사 혹은 의학물 

리사가 모든 선원이 환자 몸속에서 제거 되었는지 확인 후에 혹은 연결관에 있는 가 재확인 

한다.[허가조건] 

치료 후 환자가 치료실에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30분(20-45분으로 분포)정도 재정리하는 

시간이 펼요하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팀원들은 차폐된 afterloader장비 가까이에서 수행 

하게 된다. 

after!oader장비 로부터 환자를 재 정 리 시 키 고 치 료실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1)선원을 환자 몸속으로부터 안전 영역으로 유도할 때 선원의 유출 (2)근접치 

료팀이 after!oader장바로부터 환자를 분리시킬 때 선원의 부주의한 작동 (3)근접치료팀이 

afterloader로부터 환자를 분리시킬 때 선원의 유출이다. 

8년 동안의 NMED 데이터 중에서 관련된 보고서는 없으나 환자를 분리시킬 때 말생되는 

직무를 유심히 검토 중이다. Task 10-6 Administration(Treatment)의 여러 사례 중에서 환 

자에게 근접치료를 마치고 재정리하는 시간동안 사고원인의 분실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사고 유형 중에서 “선원 제거 실패” 흑은 “팀원들의 높은 수치의 피폭선량” 

동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3.10.3.8 Task 10-8: 선 원 의 팩 기 

1r-192선원을 이용할 때 방사능이 감쇠되어 치료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임상적인 사용이 

부적절하게 되면 새로운 선원으로 교체해야 된다.(보통 일년에 4회) 운반용기는 저장시설 

혹은 치료실내에 보관하거나 afterloader 근처에 놓는다. 그리고 연결관을 연결하여 운반용 

기에 선원을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치료실 내부의 afterloader는 방 

사능 수명이 고갈된 선원을 철수시키는데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선원이 움직이도록 하여 운 

반용기 속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한다. after!oader의 선원을 운반용기 속에 넣을 때는 치료 

실 밖의 조정시스템으로 원격으로 조정한다. 

개인(작업자)， 훈련된 선원 관리자， 출입자들은 선원이 운반용기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치료실에 설치된 방사선 경고등이나 안전을 위해 지니고 있는 휴대용 계측기의 상태를 

유심 히 살펴 보아야 한다. Afterloader로부터 선원의 포장 끝부분이 잘 분리 되 어 나와서 운반 

용기에는 고갈된 Ir-192선원이(약 4Ci정도) 안전하게 위치하면 잠금장치를 한다. Task lO-3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직무는 새로운 선원이 설치될 때 동반되는 일이다. 구선원은 운반용 

기에 담겨져 폐기의 절차를 실시하고 운반용기에 담겨져 온 새로운 선원은 afterloader에 설 

치되기 위한 작업 위치에 옮겨진다. 이러한 작업들 선원이 안전한 상태로 차폐되어 있는가 

를 알 수 있도록 방사선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한다.[모범행위 혹은 하부조건부여] 방사 

선 방어복을 입도록 권장한다.[모범행위 혹은 하부조건부여] 

운반용기는 저장시설 혹은 운반 장소로 옮겨져서 선원 공급회사가 분배 혹은 재활용하도록 

한다. 방어벽과 피폭자들은 Task 10-1; 선원의 인수 경우와 유사하다. 선원의 수령과 설치， 

선원을 제거할 때에는 특별히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정시스템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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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피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안 

전관리자 뿐이다. 

Afterloader가 있는 치료실에 선원을 운반한다 운반도중 특별히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출입 

을 통제하고 선원의 실제 움직임이 진행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치료실 밖으로 나와야 한 

다，[허가조건] 방사능이 줄어서 선원의 교체가 요구될 때에도 afterloader안에는 선원의 안전 

이 보장되어야 한다， RSO혹은 특별한 관리자이외는 시설 내에 출입이 통제되고 선원을 

afterloader에서 운반용기로 옮기는 것을 원격으로 동작시킨다. 선원은 저장시설 혹은 운반 

을 위해 차폐 설계된 운반용기에 옮겨지고 폐기절차를 거쳐 선원 공급회사로 반환된다. 

선원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문제는 (1)선원이 afterloader안의 차폐공간에서 운반용 

기의 차폐공간으로 옮겨질 때 출입이 제한되지 않음 (2)선원이 afterloader안의 차폐공간에 

서 운반용기의 차폐공간으로 옮겨 질 때 선원의 유출 (3)선원이 afterloader 차폐공간에서 

운반용기로 움직이는 중 차폐되지 않은 지점에서 잘 움직이지 않음. 

8년 동안의 NMED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가운데 선원의 분배과정에서 3건의 사례가 있다. 

그 중하나는 운반용기의 파손이고 부주의한 포장운반， 그리고 저장시설 내에 수년간 방치한 

것이다. 

일반적인 분배(허가 시설기관으로의 반송)에서도 선원이 부주의 때문에 분실， 도난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도 분실이나 도난의 가능성이 있다. 선원(lr-192)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법적 규제를 받으며 피폭선량도 제한 받는다. 선원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분실， 

도난으로부터 피폭과 위험성은 참조 A4에서 잘 서술되어 있다， NMED 데이터 중에서 선원 

의 분실에 관한 공식 보고서는 매우 적다， Ir-192 선원의 기관별 분실율은 1 E-4!year이며 

통계에서 분실된 선원으로 가정하였다. 

3.10.3.9 Task 10-9: 장비 의 폐 기 

Afterloader장비의 노후 혹은 고장으로 인한 선원의 제거가 요구될 때 장비는 절차에 따라 

선원을 제거.한다. 만약 장비로부터 선원 유출이 전혀 없다면 공기 오염도와 선량 누출량을 

기록하여 증명하고 장비는 수리를 위해 기계적으로 분해 된다. 그리고 그 외의 직무에 관련 

된 사항은 방사선학적으로 더 이상의 규제가 없다. 그러나 선원이 장비 내에 있다면 반드시 

분배하기 전에 정비를 하고 오염에 대비해야 한다， Ir-192 선원은 반감기가 경과해도 1년에 

2회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비내의 선원 보관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략적으로 

근접치료기기의 교체 시기는 10년 사용 후로 예상된다，(0， 1 per year) 

선원 폐기는 적은 피폭을 의미하고 선원이 제거된 뒤에 아주 적은 가능성이 있지만 남아있 

을 방사성물질에서 기인된 선원의 유출이 있다. 높은 수치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미리 방지하게 된다， NMED 데이터베이스에서 장비의 오염제거와 

관련된 보고서는 없다. 선원유출에 관련하여 6건의 보고서와 선원의 장기간 사용에 관련된 

것이 2건， 장비의 해체와 선원 분배에 관한 사항이 2건 보고 되었다. 유출된 선원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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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 후 장비내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보고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장비내의 오염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장비를 정비하고 오염을 제거하는 전문가이다. (작업자)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방사선규제에 관련하지 않아도 선원이 장비 내에서 곧바로 제거되어 

도 방사능 오염은 거의 없다. 장비의 정비/철거와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는 (1)장비가 오염되 

어 있고 정화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해야 됨 (2)장비가 오염되어 있고 정화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다. 

NMED 데이터베이스에서 오염된 HDR-근접치료기기의 정비/철거에 관한 보고서는 없다. 

3.10.4 위해도 분석 

표 3.10-2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기초자료. 

방사성 동위원소 단위 방사능 (Ci) 물리적 형태 연간 사용회수 

Ir-192 6.7 금속 고형체(밀봉) 70 / 장비 

추정 면허수 (장비수와 동등): 103 

앞의 Table 3.10-2에서 언급했듯이 HDR-RAB의 risk는 Ir-192선원의 경우 6.7Ci를 가 

정한다. 일년에 70회 정도를 치료한 기관의 결과를 그림 3.l0-1에 나타냈다. 

모든 risk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결과에서 주요한 요인은 afterloader장비의 허술한 상 

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위험도를 가진 작업자는 겨우 몇 사람 정도이고 통상 

적인 근접치료 피폭 경험으로 보인다.(NCRP， 1990) 정상적인 일반인에 대한 위해도의 주요 

원인은 방사선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보안이나 다른 일들로 치료실에 접근한 것으로 추측된 

다. 다시 말하지만 이 위험은 몇 사람이 가져올 뿐이다. 한 개인으로부터 타인에게 부분 오 

염될 추상적인 변수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은 세 가지 상수로 정해진다. 

작업자에게 주요한 위해도는 환자를 준비시키거나 분리시킬 동안에 부주의함으로 비롯된 선 

원에 의한 피폭이다. 작업자들에게 예상되는 최대의 재난은 이러한 사건유형， 화재와 같은 

경우에 선원이 보관되지 않은 보관용기의 실패이다. 그러나 건강에 미치는 피폭선량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적게 나타났다. Public의 주요 원인은 작업자와 마찬가지로 발생요소 

에 선원의 분실， 도난， 부적절한 폐기에서 기인된다. 분실된 선원의 잠재적인 선량은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은 사고 진행의 원인 규명을 

위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러한 사고 유형임을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못한다. 

3.10.5 규재의 선택적 요건들의 분석 

Step 1: 피폭과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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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시스템 10: 의료(근접치료-고선량융 원격 후장진장치)의 위해 

도 결과의 요약 

Table 3.10-3a bins이 section 2.6의 정리 자료에서 예시된 방법론에 따르면 위해도 분 

석은 피폭과정의 출현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선량률은 만약 단일사고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선량이 축적되어서 일년간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section 2.6. 1.3에서 논의된 선량지침에는 개별적인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어 해석된다. 그러 

므로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피폭은 방해되어진 것은 포함하지 않은 즉 비록 그들의 연간 총 

선 량이 single episode에 의 해 비 롯되 어 진 제 한선 량이 될 수도 있 다. 

Step 2 and Step 3: Application of Dose Guidance and Formulation of Regulatory 

Priorities 

다음과 같은 위해도 결과의 유형들이 암시하는 내용 그리고 결과들을 표 3. 1O-3b에 정 

리하였다. 이 표 안에는 위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비용과 이익 등이 평가 

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도표로 나타낸 것은 section 2.6에서 언급된 선량지침에 따라 수 

행하였다. 표 3.10-3b에서 주요한 consequence 영역으로 구분되어지는 “ high" 그리고 

“ moderate" 는 다음에 다루어 질 공공장소에 서 의 작업 자에 게 “ high" 와 “ moderate" 하고는 

상이한 선량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적인 의미로 볼 때 어느 한 직무에서의 주어진 방호벽은 

다른 직무와는 다르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기억하면서 결과들이 조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 

하자. 

만약 사용하지 않을 때의 선원은 장비 속에 있을 것이며 잘 차폐되어 있어 누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장비사용을 한다는 것은 환자에게는 방사선원을 사용 

한다는 의미이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부주의한 작동， 차폐 혹은 누출된 선원에 손상을 주 

는 것， 선원이 전개되거나 설치될 동안의 일시적 통제 불능이 되는 단순한 실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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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폭과정은 부적절한 동작이 포함되어 상위보장의 위험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 

다. 더욱이 고선량률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요소가 모두 있으며 분실 선원에 의한 

피폭과정에도 영향을 준다. 이 시스템에서 다른 근접치료시스멈과는 상이한 즉， 특정한 환자 

에게 알맞도록 선원을 공급할 때 조그마한 바늘들을 꽂을 때 잘못 놓아서 작업자들에게 나 

타나는 잠재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삽입이 잘못된 상황이라면 피폭은 상당한 시간동 

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본질은 작은 “바늘”이 쉽게 분실되지 않는다. 

작업자에게 부주의한 동작이나 선원 결손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상황의 피폭시간은 제 

한된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방지책은 작업자나 일반인에게 표준화된 체계를 적용하는 것으 

로 한다. 접근통제는 어떠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다. (설치) 

일반인은 분실된 비차폐선원에 의해 확실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받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높은 순위로 수행한다. 일반인의 방사선구역 통제의 높은 우선순위는 분실 

선원의 상황보다 원칙적으로 강조되는 “높은 순위”이다. 대부분의 scenano 중에서 선원의 

부주의한 전개나 손상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나 접근통제에 대한 사항은 보 

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되어 있다. 일반인의 피폭감소의 한 방안으로서 공급된 선원을 신속 

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만약 방사선구역내에서 감지되지 않는 손상된 선원이 놓여있다면 피 

폭선량은 누적될 것이다. 

위의 결론들을 조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선원 수량관리에 대한 고보장 (잘못된 장소에 놓은 선원포함) 

• 출입관리에 대한 고보장 

• 차폐 행위에 대한 중보장 
• 외부 사건으로 인한 차폐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중보장 

• 작업 자 ALARA에 대 한 중보장 

Step 4: Development of Diamond Tree 

그림 3.10-2, Sheets 1에서 5는 이 시스랩에서 diamond tree의 요소들을 나타낸 것이다. 

Sheet 1은 앞부분의 이미 선정된 안전 기능들을 고안된 순위 매김과 함께 표시한다. 연속되 

는 Sheet들은 고안된 안전기능들이 실행되는 것을 지원하는 진행 연결고리이다. 

작업자 출입 관리 (Sheet 2) 

작업에는 몇 번의 출입이 반복하여 요구된다. 접근을 줄이고 통제하는 핵심은 최소의 출입 

이다. 작업 수행과정이나 좋은 실행은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한다. 만약 Sl , S, S2의 

결과들처럼 선원이 차폐 부분 밖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는 부분 방사선 경고등과 측정기가 

방사선량을 표시한다. 잠금장치 또한 동작을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과도한 규정 사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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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고 할 수 없다. 

인수 및 저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차폐 기능의 유지 (Sheet 3) 

다른 시스랩에서와 같이 몇 가지의 경우 비록 방사선원이 아닌 경우 화재예방이나 기타요소 

룹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화재예방과 같은 규칙은 명백하게 제시한 NRC 규 

정집의 내용이 아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node는 receipt survey와 
이상적으로 견고한 저장용기이다. (차폐 안전사항) 

위해도 분석에서는 운반 중에 차폐에 이상이 있거나 이와 연관하여 방사선구역내에서 작업 

자나 일반인이 차폐에 이상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선원에 의해 피폭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높은 빈도수는 아니지만 인수 검색과 함께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할 쟁점사항 

이다. 

운전， 설치， 사용 기간동안의 차폐 관리 (Sheet 4) 

장비릎 동작시키는 운영의 요소들은 피폭을 줄이는 절대적인 품직관리체계를 유지하는데 어 

려움을 준다. 위해도 분석에서는 선원의 파손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특정한 상황아래 수 

동적인 방볍으로서 선원의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원이 손상된 대부 

분의 경우 제안된 sequence가 포함된다. 비록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도 그 상 

황을 방지하는 방안은 아주 값진 목표가 된다. 선원의 현재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비 

정상적인 조건에 놓이변 경고를 표시해 주는 기능은 가치 있는 것이다. 

선원관리의 유지 (Sheet 5) 

선원의 사용횟수를 세는 일은 중요하다. 접근이 허용되는 사람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관리 (Sheet 5) 

이 부분은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비정상적인 조건에 의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피폭에 

의한 선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선량은 일반인에게는 없기를 희망한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현재의 지침적인 운용과정에서의 환자 바로 근처에서의 선량은 무시할 수 없으 

며 일반인의 접근은 제한되어야 한다. 선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일은 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근처에 머무르는 것을 통제하여 최단 시간 내에 일을 수행하고 각각의 node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치료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적합한 측정을 실시한다. 치료실은 외부에 경고 

표시를 하고 장비는 규정을 지키면서 사용한다. 

Step 5: 핵심 이행분기점의 선정 

일을 수행하는 방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선원의 분실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 사항으로 한다. 다른 수행방향은 동작하는 동안 차폐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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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중 발생하면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다. 장비에 대한 교육과 검사는 

방사선 경고， 잠금장치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런 상황이 

요하다교육， 

요구사항 또한 비용 적절한 B없TÍer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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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영향을 주고 Step5의 진행은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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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선택사양으로 규제 요건를 줄이고 

현재 규정으로는 부담스러운 systemlO이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향 

수 있는지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정상 동 

에 영향이 있다. Table 3.10-3b에 의하면 세 가지 

안정성에 관련된 체계를 진행하는 연속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에 어느 정도의 

후 암을 치료하는 일에 관리적으로 어떻게 지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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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과 사고로부터 

최소화한다. 

작에서 적은양의 

도록 문제점들을 



분리되어 요소들이다. 있는 까

T 달성할 때 정했을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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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으로 

Step 6: 규제 접근 방식 

규정집의 표 3.l0-3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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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고 있다. 

목표로 하는 것은 암 

고선량의 치료를 한다. 
논할 때 분기점들에 반영된다. 시스템이 

극단적인 손상을 주기 위해 국소적인 

있는 규정집의 사양은 작업자와 일반인에게 제한선량을 넘지 

- 145 -

결과들은 초기에 피폭과정을 

이라는 질병에 생물학적으로 



이 시스랩으로 차폐， 시간， 거리가 중요하다. 차폐에 문제가 생겨서 확실하지 않은 피폭 과 

정은 차폐에 대한 고유한 수행점의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스템에서 차폐는 수동 

적이며 닫힘과 같은 기능은 필요 없다. 접근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선원이 차폐영역 밖에 머 

무르는 사건으로 다룬다. 차폐 후 출입관리 방어벽(시간 그리고 거리)은 선원 운반이 특별히 

차폐와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요소에 좌우된다. 

직무들을 하는 동안 접근 실패에 의한 사건은 차폐 영역 밖에서의 선원의 분실， 의료진이나 

예상하지 못한 실패로 인한 선량의 누적이다. 그러므로 통제구역의 감시가 필요하고 의료진 

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측정기록이 있어야 하며 피폭 결과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선원이 작고 옮기기 쉽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이 있을 수 있어 선원의 수량 확인에 

강조하면서 결론을 진다. 

표 3.1O-c 시스템 10의 일반 규제 접근 요약 

구 1 tri 요구사항 규제의 원칙 

저장， 준비실， 치료실의 방사선안전규칙에 따른 
방사선안전규칙이 허가사항에 

포함이 상으로 유지/정 기 적 인 
접근제한 통제 

점검 

안전관리 효로그램이 장비 

에 대한 개인적인 측면뿐 

방사선선원에 대한 방어 만이 아니라 사용자 모두 
방사선안전규칙이 허가사항에 

차폐설계(화재， 충격， 에게 적용. 
포함이상으로 유지/정기적인 

흔들럼) 사용 시 안전에 주의; 
점검 

-도난， 분실 등 특히 NRC에서 요구사항 

에 명시하지 않아도 화재 

에 예방. 

방사선선원이 옮기는 도중 방사선선원을 다루는 매우 
방사선안전규칙이 허가사항에 

포함이상으로 유지/정기적인 
작업자의 접근제한 높은 수준의 자격이 필요 

점검 

통제， 점검의 정규화된 

방사선선원의 장착 시 작업 그리고 치료실 접근 장비 성적서의 보유 

정도관리가 수행되는 실행 을 포함한 장비의 보수에 정규적인 점검 프로그램 운영 

대한 계획 

매우 높은 수준의 방사선 
방사선안전규칙이 허가사항에 

종사자의 자격기준 포함이 상으로 유지/정 기 적 인 
선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 

점검 

선량측정， 방사선원의 
음성 계측/경고 계측장비; 

감독기관은 정기적으로 선량기 
상태가나타냥， 경고; 

종사자의 방사선량 관리 록을 검토， 흡수선량이 계통적 
종사자의 흡수선량을 

으로 규제수준보다 높으면 혹은 
계측해야 함 

비중 있는 수행을 줄일 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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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우선순위는 현재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표 3. 1O-3b는 앞의 일반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특별한 요소를 보여준다. 규제 접근 정리 중 방어벽과 환자 출입 간에 각각의 방 

어벽은 왼쪽에 서술되어 있고， 오른쪽 열은 그에 상응한 것이다. 만약 오른쪽 열의 특정 방 

어벽에 빈칸이 있으면 그것은 확인된 위해도분석으로부터 기능의 발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요소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문제점이 증가된 것이 

다. 

표 3.1O-3d 시스템 10의 규제 관점에서 고유 방호벽의 역할. 

방 어 현재요구사항 

C-4 
차폐효과에 대한 1)양호[장비] 

차폐 
방사선 준위 기록 2)35.4 15[치 료실 밖] 

C-4 
장비의 오염을 감지 그리 20.1501 , 35.21 , 35.51 

고 차폐의 실패 35.70, 35.404. 35.415 

C-5 선원의 유출검사 35.59 

C-5 장비의 정도관리 양호/비적합 장비수행 

19.12 > 100 mrem/yr 

35.21 개 인 35.25 감독자 
ALARA 

C-8 교육과 훈련 35.75 환자 35.410 환자보호자 
접근제한，선원수행 

35.900/901 . 방사선안전관리 자 

35.940 인증된 사용자 

C- lO 비상시 응급대응과 절차 양호/비적합 

B-ll 방사선 차폐의복 양호/비적합 

C-4 양수기록 35.21 그리 고 20.1906 차폐 

C-7 선원차폐 그리고 저장 양호/비적합 차폐 

C-3 선원 파악 
30.51 , 35.21 , 35.59 

허가조건 

C-4 저장기록 양호/비적합 선원수량 

B-7 
선원의 비사용 시 차폐 

(저장， 운송) 
양호/비적합 차폐 

B-7 치료실의 차폐된 tj[ t ι3-- -낀L1} 
양호/비적합 

B-18 위치 

A 환자의 몸밖에 있는 

선원치료실 내부에 

C-4 있는 선원 허가조건 선원수량 

B: 환자 혹은 연결선에 

선원이 있는 경우 

C-7 
캐시터 내에서 선원이 

부러지지 않도록 선원통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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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3d (계속). 

방 어 현재요구사항 

B-2 밀봉된 Ir-192선원 해당 없음 

C-3 
선원과 장비에 대한 허가 30.32(g) 

선원수량 
EQ;」표 「; 그리고 32.210 

C-7 
인허가된 사업자로부터 

35.49(a) 차폐 
구매 

C-9 제작사와 표시 32.74 
접근제한 그리고 선원 

-/「- 그τ~ 

B-7 
치료실의 차폐와 방사선 

양호/비적합 차폐 
계측 

C-4 
HDR선원의 방사선 준위 

기록 
허가조건 차폐 

설치， 교환 그리고 HDR 

C-7 장비의 점검 시 자격자 허가조건 차폐 

가 실행 

B-8 
20.1801,1802 

접근제한 그리고 선원 
물질을 운반 시 제한 비제한구역 

C-1 1 A-- 그 걷r 
양호/비적합 

ALARA 

C1- 1O 방사선안전 프로그램 20.1101 접근제한 그리고 선원 

「/A‘- 그 ‘tTL 

B-15 출입문의 제한 허가조건 ALARA 

B- lO 
출입문이 열리면 선원의 

허가조건 차폐 
안전 

C-5 출입문의 사용일 점검 허가조건 차폐 

출입문이 비정상일 때 

C-7 HDR이 수리 전까지 잠금 허가조건 차폐 

상태 

B- lO 경고/음성 표시장치의 
양호/비적합 차폐 

B-17 “사용 중”임을 표시 

B-18 선원으로부터 격리 양호/비적합 ALARA 

선원에서 가까이 있는 

B-21 
시간제한 A)양호/비적합 ALARA 그리고 접근 

A)종사자 B)35.415(a)(2) 제한 

B)일반인 

C-4 
| 종사자 오염 (밀봉선원 
사용 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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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3d (계속). 

님。L 어 현재요구사항 

C-g 치료실 내부의 출입제한 35.415 접근제한， 선원수량 

C-5 
규제된 사용외의 사용자 1)양호/비적합 

접근제한， 선원수량 
접 근을 제 한하는 “잠금” 2)20.1801. 1802 비제한구역 

B-18 
시술된 환자는 일반인들 

35.ì5를 초과 시 접근제한 
로부터 격리 

C-4 계측장비의 교정 35.420 차폐 

19.12, 19.13, 20.2101 

through 20.2110 

20.2201 through 

20.2206, 21.21 , 30.35, -
30.50, 30.51, 35.14, 

없음 기록 등 
35.22(a)(4) , 35.23 Table 3.10-3c참고 

35.31(b) , 35.33, 35.5Hd) 

35.53k )35.59( d) 

35.70(h) 

35.75(d)35.92(b) 

35.404(b) , 35.406(b) 

35.41O(b) , 35.41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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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13 

3.13 의료계(원격방사선치료-감마 정위방사선 수술) 

3.13.1 개괄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기와 외부 방사선 치료기를 포함하는 정위방사선 수술은 두 

개내의 종양에 처방된 선량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치료법이다(NRC， 1995e). 감마나이프는 

위와 같이 정위적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이며， 구성은 방사선 장치， 네 종류의 

교환 가능한 헬멧， 치료 테이블， 전기식 또는 유압식 시스템， 제어장치와 컴퓨터 등으로 되 

어 있다. 현재의 감마나이프는 크고， 두껍 게 차폐된 구형 체 내에 2017H 의 코발트 선원이 배열 

된 형태로 되어있다. 각 선원의 방사선은 구형 체의 중심에 모여지도록 조준되어 있다 

(NRC, 1995e). 

치료 시， 환자의 머리는 두개골에 부착시킨 네 개의 핀에 의해 정위적 머리고정틀에 고정된 

다. 그 고정틀은 환자의 머리가 정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이 두개내의 치 

료 부위에 집중하도록 해준다. 

이 치료는 1회 과정으로 되어있다. 즉 일시에 여러 방향에서 치료 부위에 방사선이 조사된 

다. 치료시간은 감마 나이프 선원의 수명， 치료 부위의 크기， 위치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 일반적으로 환자는 당일 퇴원 할 수 있다. 

감마나이프는 크고， 안정된 장치이다. 이 장치와 제반 과정을 위한 전용 공간이 요구된다. 

감마나이프는 치료실과 조정실로 이루어지며， 실제 감마나이프 장치가 설치된 방은 인접한 

방 또는 공간의 피폭율은 2 mrem/hour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차폐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제어장치는 치료실의 바로 밖에 위치한다. 치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연동장치에 의 

해 제어되어야 한다[10 CFR 35.6151 이러한 제어는 또한 치료기 문이 잠겨 있지 않았을 때， 

1차 방사선의 피폭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감마나이프는 광범위한 제어가 요구되는데， 

나머지의 내용이 10 CFR 35.615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그 시설 내의 일부분인 다른 분 

리된 방에서 환자는 대기한다. 

원격방사선치료를 위한 밀봉 선원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10 CFR 35.600에 명시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사용자는 10 CFR 35.18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특별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 허가사용자는 제조업체의 방사선 안전과 조작법에 맞게 선원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감마나이프에 이용되는 선원은 반드시 허가된 제조업체에서 제공받아야 한 

다[10 CFR 35.491 이러한 선원의 제조업체는 10 CFR 32.74의 규정에 의해 허가된다. 

미국에는 현재 2017H 의 코발트 선원을 이용하는 감마나이프가 49기 가동 중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연간 1 ()()()()여명의 환자가 감마나이프에 의한 방사선 수술을 시행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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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장해 

코발트 선원에서 나오는 감마선은 방사선 장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코발트 선원에서 1.17과 

1.33 MeV의 두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이 방출되며， 반감기는 5.271년이다. 201 개 선원의 총 

방사능은 약 6,600 Ci이다. 각 선원은 36 Ci 이하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3.13.3 직무， 방호벽， 피폭자 

정위방사선 수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 선원 취득/선원 설치(직무 13-1) 

• 품질관리와 환자 준비(직무 13-2) 

• 치료(직무 13-3) 

• 유지보수/누설 검사(직무 13-4) 

• 선원 교환(직무 13-5) 

• 시스템 비사용 중/대기(직무 13-6) 

• 폐기/선원 반납(직무 13-7) 

정위방사선 수술 시 구성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의학물리학자， 방 

사선사와 간호사 등이다. 모든 구성원은 치료 시， 조정실에 위치한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환자를 돕거나， 품질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할 것이다. 정식 허가된 사용자는 10 

CFR 35.960 규정에 준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한다. 각 허가사용자는 

문서화된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10 CFR 35.20, 10 CFR 

20.1 101]. 더불어，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을 수행할 방사선안전관리자(RSO)를 임명한다[10 

CFR 35.211. 각 의료기관은 동위원소의 이용을 감독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위원회를 만 
드는 것이 필수적이다[10 CFR 35.22]. 

치료실은 그 내부를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방 

사선 종사자가 치료기의 시동 시， 또는 기능 장애 발생 시 참고할 안전 지침 내용을 제어 

장치 주변에 붙여 놓아야 한다[10 CFR 35.610]. 치료실 입구에는 전기 연동장치와 경고등을 

갖추어야 한다[10 CFR 35. 615 (b)]. 방사선 치료실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방사선 감시장 

치가 필요하다[10 CFR 35.615]. 방사선이 조사되는 동안 계속해서 환자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10 CFR 35.615]. 치료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작업종사자의 허용 선량을 넘지 않을 충 

분한 차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일반인에 대한 피폭은 10 CFR 

20.1301에 의해 제한된다. 허가사용자는 치료실 외부에서 측정되는 피폭이 시간당 2 mrem 

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10 CFR 20.1302]. 

유지보수 시， 주요한 피폭자는 유지보수 및 수리를 시행하는 사람이다. 각 면허자는 약간의 

유지， 조정， 설치， 재배치， 또는 원격방사선치료장치로부터 선원을 제거하는 것 등을 수행한 

다[10 CFR 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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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검사 시， 주요한 피폭자는 검사를 수행하는 작업자이다. 누설검사는 매 6 개월 또는 

NRC와 주정부에 의해 승인된 주기로 수행하여야 한다[10 CFR 35.59]. 누설검사는 원격방사 

선치료장치가 “오프”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10 CFR 35.59]. 이 시간 동안에 선원이 노 

출되지 않으므로 피폭은 최소가 될 것이다. 

3.13.3.1 직무 13-1: 선원 취득/선원 셜치 

감마 나이프가 처음으로 설치될 때는 선원은 들어 있지 않다. 선원은 “핫셀” 또는 그와 비 

교 될 만한 곳에 수동으로 장착되어 있다 10 CFR 35.605(b)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사람만 

이 치료기의 설치， 재배치 및 선원 제거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단 하나의 제조업체 

에서 몇 대의 감마 정위방사선 치료기를 팔았다. 두 번째 제조업체가 그것의 디자인을 식 

품의약품안정청에 의하여 승인 받았지만， 그 장치들은 아직 미국에서 팔리지 않았다. 

선원은 차폐된 원격 취급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장착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각각의 선 

원은 장착되기 전에 누설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장착되는 동안에 선원의 누설은 있을 수 없다 

[10 CFR 35.59]. 

감마나이프는 2017<< 의 코발트 밀봉 선원을 포함한다. 각 선원은 약 36 Ci의 방사능을 갖는 

다. 코발트 선원은 직경 1 mm , 길이 1 mm의 펠렛 모양의 틀 안에 있다. 펠렛은 스테인레스 

스틸안에 이중으로 감싸져 있다. 선원의 명목상 치수는 길이가 1.07 inch이며， 직경은 0.31 

inch 이다. 선원 제조업체는 하나의 30 Ci 선원이 1 m 거리에서 33 R/hr, 33 Rem/hr의 외 

부 방사선 준위를 갖는다는 것을 계산했다. 

선원의 설치 시， 주요한 피폭자는 제조업체로부터 파견되어 선원을 설치하는 면허자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있는 정위방사선 수술팀의 일원들이다. 이러한 과정이 “핫셀”에서 진 

행된 이후로， “핫셀”은 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선원 장착 시에는 ”핫셀” 내부에 아 

무도 없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몇몇 기관에서는 치료실이 “핫셀”로서 인정되며， 치료실 

벽 밖의 선량율이 시간당 2 mrem 보다 낮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치료실 밖 

의 어떤 사람도 주목할 만한 선량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설치 시 우려되는 주요한 사고는 누설선원의 취급이다. 이것은 선원이 운송되는 동안에 손 

상되었거나， 기기 설치 전 누설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선원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이전 선원을 제거하기 전에 운반용기를 검사했을 것이다. 또 다른 잠재적 사 

고는 선원의 낙하이다. 하지만 선원이 닥하함으로써 손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원은 

ANSI Standard N542에 기술되어 있는 검사를 받고 있다. 감마 원격방사선 치료기의 선원 

은 그 선원의 1 m 거리 위에서 5 kg 물질의 낙하 충격 시험을 받는다. 

판매자 또는 그것의 청부업자에 의하여 이 일이 수행된 이후로， 그 빈도수는 다른 위험요소 

에 비하여 적으며， 이 요인에 의한 위해도는 분석되지 않았다. 

3.13.3.2 직무 13-2: 품질관리와 환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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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치료 과정에 앞서， 환자는 수술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에 환자의 두개골 외부에 정위 

적머리고정틀을 부착하여， 화상을 얻고， 치료계획을 세운다. 이 모든 일들은 치료실외의 감 

마나이프실 내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여러 방들의 모든 영역에서 치료기의 차폐 문이 닫혔 

을 때， 선량율은 무시해도 좋다. 

환자 치료에 앞서， 다양한 품질관리검사가 팀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심 있는 것은 치 

료실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두껍게 차폐된 감마 기기를 통해 나오는 방사선을 위의 

팀원이 받게 되는 시간 동안의 일이다. 

주기적인 점검이 매년마다 한번 수행되어야 한다[10 CFR 35.6341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 

서는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각각의 치료 전에 유사한 검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사는 기 

기， 안전성 특징， 방사선 검출기 등의 모든 기능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단 그 환자의 영상을 얻으면， 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검사를 수행한 후에， 환 

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준비한다. 팀원들은 환자를 치료대 위해 눔힌다. 환자의 머리에 씌 

어져 있던 정위적머리고정틀은 조준기 헬멧내부에 놓이고 감마나이프 자체에 장착된 프레 

임 고정을 위한 고정축들을 매개로 하여 헬멧에 부착된다. 특정 부분에 대해 조정이 가능함 

으로써 환자 눈의 렌즈가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피폭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검 

사가 완료되면， 모든 팀원들은 치료실을 나온다. 

주요한 방사선 피폭자는 치료실에서 품질관리검사를 수행하는 팀원들이다. 이 검사를 수행 

하는 동안 조정장치의 문경고등에 대한 검사를 제외하고는 차폐 문은 닫혀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를 수행하는 일원들은 검사가 수행되는 동안 후방 차폐 문을 열고 방에는 아무 

도 없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체에 의하면， 차폐 문이 닫혔을 때 선량율은 대략 8 

mren야l0ur 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태에서 작업종사자의 피폭은 극미할 것으로 기대된 

다.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실 주변의 어떠한 공간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치료받는 어 

린아이의 부모가 조정실이나 환자준비실에 있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품질관리검사 시나 치료실에서 환자를 준비하는 동안 차폐 문이 열리는 것은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사고이다. 이러한 일은 연동장치 ‘계통의 고장이나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3.13.3.3 직 무 13-3: 치 료 

치료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되어있고， 거의 모든 과정이 치료실 밖에서 행해진다. 이 모든 

과정에 의한 실제 치료만이 감마나이프가 위치한 치료실에서 이루어진다. 

환자의 자세가 정해지고， 그 치료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검증되는 후에， 치료가 시작된 

다. 여기에서부터 치료 과정은 전산화된다. 치료 시간은 치료 부위와 상태， 코발트 선원의 

수명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선원을 사용하면， 치료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차폐 문이 열 

리면 환자가 누운 테이블이 치료기 안으로 들어간다. 예정된 치료 시간이 끝나면， 테이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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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나오고 차폐 문이 닫힌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차폐 문이 닫힌 것이 검증되면(조종실 

의 표시둥， 카메라를 통한 직접 확인) 팀원은 치료실로 들어가서 환자를 테이블에서 내리고 

치료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둡는다. 

주요한 피폭자는 정위방사선 수술팀원 들이다. 일반적으로， 차폐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의 조

정실에서의 선량율은 제조엽체에 의해서 또는 조절 요구에 의해서 2 mrem/hour 보다 적 

다. 그러므로 그 값은 한번 치료에서 중요한 값은 아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실 주위에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어린아이라면， 그 부모가 치료 조정실이나 

환자 준비실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인들이 받는 선량은 방사 

선 구역 내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비 종사자가 받는 선량의 일부이다. 일반인들에 대한 그 

피폭은 위해도 분석에 의해서 고려해야 한다. 

주요한 사고는 치료 동안에 감마나이프 치료기의 고장과 특히 치료 후에 빠져야 하는 환자 

테이블의 고장이다. 이것은 연동장치 고장， 유압 또는 전기역학 시스템 고장， 정전 등에 의 

해서 일어날 수 있다. 장치들의 대다수는 비상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 번째의 경 

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의 테이블이 빠져 나오지 않고， 환자를 수동적으로 내려야 

할 경우에 대한 것이 공시 95-25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장치들은 응급 상황 대처요령을 가 

지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약 2-5분 정도 소요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3.13.3.4 직무 13-4: 유지보수/누설검사 

유지보수는 제조업체의 제안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10 CFR35.647에서는 

그 장치가 선원을 교체하거나 처음 설치된 후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완전하게 검사되 

고 서비스되는 것을 요구한다. 유지보수 및 검사 행위는 NRC 또는 주정부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10 CFR 35.605(b), 35.647(b)]. 현재는 감마나이프 

와 엘렉타의 제조업체， 그리고 그것의 청부업자 등에 위의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2명의 면허자가 있다. 

누설검사는 NRC 혹은 주정부에 의해서 숭인된 주기 또는 6개월 주기로 수행해야 한다[10 

CFR 35.59(b)(2)]. 누설시험은 선원/장치에 첨가된 표지 혹은 팽플릿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 

다[10 CFR 35.59(b)(2)]. 

감마나이프의 수명동안 요구되는 모든 수리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 의해서 수행된다. 유 

지보수에서와 같이， 허가 받은 사람만이 장치의 수리를 할 수 있다[10 CFR 35.605(b)]. 

주요 피폭자는 유지보수 및 수리를 하는 면허자이다. 그 방사선 피폭 시간은 요구된 서비스 

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차폐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모든 수리， 유지보수 그리 

고 누설검사는 치료실 또는 ”핫셀“ 에서 행해진다. 감마나이프는 크고， 무거운 고정 장비이 

고， 그것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위치에 남아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한구역으로 통제 

되는 치료실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인들은 이 구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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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명되었듯이 치료실 벽 밖에서의 선량율은 사람이 1 시간에 2 mrem보다 많은 선량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실 밖에 있는 일반인은 주의할 만한 방사선의 선량 
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주요 사고는 수리 혹은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에 장치의 기능장애에 의한 부적절한 방사선의 

피폭이다. 특별하게 허가된 사람들에게 그 장치를 유지보수 및 수리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 

었기 때문에 그 면허자들은 방사선이 조사되는 경우에 이러한 기기， 기능장애， 수행하는 절 

차에 매우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현재， 오직 제조업체와 그것의 청부업자 등이 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된다. 

이 일이 판매자 혹은 그것의 청부업자에 의해서 수행됨으로써， 이 일들에 대한 위해도는 이 

시스템에서 분석하지 않았다. 

3.13.3.5 직 무 13-5 : 션 원 교환 

선원은 일반적으로 5-8 년마다 교환되고， 적어도 T lO 년 내에는 확실히 교환되어야 한다 

밀봉 선원과 장비 등록 증명 정보에 의하면， 장비의 수명이 10-15 년 정도이므로， 그 수명 

동안에 적어도 한번은 선원이 교환된다. 

10 CFR 35.605 (b)는 특별히 허가 받은 사람만이 밀봉선원이 포함된 원격방사선 치료장치 

및 밀봉선원의 설치， 재배치， 제거를 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미국에는 단지 

2명의 면허자가 선원의 설치와 제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선원은 원격 취급도구와 차폐를 사용해서 다루어진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선원은 설치 

전 6 개월 내에 제조업체에 의해 검사 받았다는 등록 증명서를 허가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다면， 처음 사용 전에 누설검사를 받아야한다[10 CFR 35.59]. 선원이 교환된 후에， 그 장비 

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수행되어져야 한다[10 CFR 35.632(a)(2)(ii)]. 

선원 교환 시， 주요한 피폭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위임받고 선원의 설치 및 제거를 담당하는 

면허자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있는 방사선수술팀원들이다.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제한 

구역인 ”핫셀”에서 행해짐으로， 장착할 때에는 ”핫셀”내에 일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몇 

몇 기관에서는， 그 치료실이 ”핫셀“로 여겨지며， 한 사람이 치료실 벽 밖에서 받는 선량율은 

시간당 2 mrem 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치료실 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주목 할만 한 

방사선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선원 교환 시 주의해야 할 주요한 사고는 누설선원의 취급이다. 이것은 선원이 장비에 설치 

되기 전 누설검사가 없었던지， 운송 중 손상을 입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용기 

는 설치를 위해서 선원을 제거하기 전에 당연히 검사 받게 되어있다. 게다가， 새 선원과 교 

환 될 모두 선원은 제거/설치 전에 누설검사를 받는다[모범행위， 10 CFR 35.59]. 또 다른 가 

능한 사고는 선원의 낙하이다. 그러나 선원이 떨어졌다 해서 손상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선 

원은 ANSI Standard N542의 기술 내용에 근거하여 검사된다. 충격 시험에서， 감마 원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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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치료 선원은 선원 위쪽 1 미터 거리에서 5kg 이 되는 물체의 낙하를 견뎌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판매자와 그 청부업자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그 빈도수는 다른 일들에 비 

해 훨씬 적으므로 위의 일에 대한 위해도는 분석하지 않았다. 

3.13.3.6 직무 13-6 : 시스템 버사용 중/대기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지 않을 때， 감마나이프 ”오프” 이거나 또는 ”대기” 상태일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차폐 문은 닫혀 있고，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치료실은 안전하다. 한번 

의 치료에 4 시간이 소요되고， 기관 당 일년에 200건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때 연간 7960 시간이 대기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감마나이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 벽의 바깔쪽 표면에서의 선량율은 [10 CFR 20 .1302] 
에 따르기 위해 2 mrem/hour 혹은 그보다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인 혹은 작업 종사자 

들이 받은 방사선량은 무시해도 된다. 

주의해야 할 가능성 있는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기기가 손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치 등록 증명서에서 제조업체는 그 장비의 무게가 16-18 톤 사이(모델에 의존)이며， 주철 
과 주강으로 어떠한 충격에 의한 사고， 건축 구조의 붕괴， 또는 화재 시에도 코발트 선원의 

손상 혹은 피폭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주철， 주강， 코발트선원의 녹는점은 각각 대 

략 2100 oF, 2760 oF, 2700 oF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주강 구조 그 자체가 내열성 

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규모와 열을 가진 화재는 

있을 수 없다.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그 육중한 장치는 그 자체의 구성과 디자인에 기초하여 

지붕 붕괴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다. 

3.13.3.7 직무 13-7 : 혜기/선원 반납 

감마나이프의 유효 수명이 끝나면， 그 장치는 해체된다. 20l >H 의 코발트 선원은 제거되고， 

제조업체로 돌려 보내진다. 규정에서는 면허자 만이 선원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10 CFR 
35.605(b)]. 선원의 제거는 원격 취급과 차폐를 사용해서 수행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일단 제거된 선원은 적합한 폐기용기에 놓인다. 제조업체는 선원이 최종 처리 될 때까지 소 

유권을 갖는다. 이런 경우에， 선원은 가능한 다른 사용처가 있다면 재이용 될 것이다. 

선원이 제거되는 동안에 주요한 피폭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위임받아 선원의 설치와 제거를 

담당하는 면허자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있는 방사선수술팀원들이다. 이 과정이 일반적 

으로 제한구역인 ”핫셀”에서 행해짐으로， 선원의 제거 시 ”핫셀” 내에는 일반인들이 있어서 

는 안 된다. 몇몇 기관에서는， 그 치료실이 ”핫셀”로 여겨지며， 한 사람이 치료실 벽 밖에서 

받는 선량율은 시간당 2 mrem 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치료실 밖에 있는 일반인 

들이 주목 할만 한 방사선을 받지는 않는다. 

선원 제거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고는 누설선원의 취급이다. 이러한 일은 선원의 수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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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짐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일이 수행되기 전에 당연히 검사가 있게 되며， 

더불어 누설검사가 수행된다. 그리고 누설선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면허자는 적합한 예 

방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사고는 선원의 낙하이다. 그러나 선원이 떨 

어졌다 해서 손상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선원은 ANSI Standard N542에 기술된 근거에 의 

해 검사가 이루어진다. 충격 시험에서， 감마 원격방사선 치료 선원은 선원 위쪽 1 미터 거리 

에서 5 kg 이 되는 물체의 낙하를 견뎌야 한다. 특별한 사고의 한 경우는 공공장소에 선원 
이 방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만약 장치를 무단 폐기하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그리고 

선원윤 즉시 제거하지 않고 후에 그 장치로부터 제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2017H 의 

선원의 길이는 대략 1 인치이다. 그러나 선원의 제거는 몇몇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C2 명의 사람들에 의해 제한된 상황에서 수행된다 게다가， 선원은 원격 취 
급되어 폐기용기에 직접 놓여진다. 

일반적으로인 분실 선원에 대한 대처 방법론이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 

된다. 이 장치가 매우 크고， 매우 무겁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들어갈 빈도수는 고정된 측정기 

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 그리고 휴대용 측정기에 대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적다. 

3.13.4 위해도 분석 

렉셀 감마나이프를 사용한 전형적인 과정에 대해 위해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시스템을 

위해 입력된 시스템 준위는 표 3.13-1에 보여 진다. 

표 3.13-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뱀 준위 입력 

방사성동위원소 단위 방사능 물질 형태 ‘ 「그!"Í""‘ 
코발트(Co-60) 기기 당 6,600 Ci I 밀봉선원， 금속 펠렛 연간 기기 당 200건 

허가사용자 수 : 현재 49기의 감마나이프 기기가 가동 중 

작업 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한 연간 시설 별 위해도는 그림 3.13-1 보여진다. 정상작동 상태 
에서의 위해도가 비정상 또는 사고 상태의 위해도 보다 높다. 정상작동상태에서 작업종사자 

에 대한 총 연간 위해도는 종사자 허용 선량인 5 rem의 10분의 1이다. 이러한 위해도에 2가 

지의 기여 요인이 있다. 그 첫번째는 치료실에서 환자가 준비하는 동안의 피폭이 원인이다. 

그 피폭은 치료 전 품질보증검사를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 두 번째 기여 요인은 조 

정실에서 치료 상황을 주시할 동안에 받는 피폭이다 

정상작동상태에서 일반인에 대한 총 연간 위해도는 작다. 이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감마 

정위방사선 수술실 주변의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원은 일반인이다. 주의해야 할 몇몇 상황은 

코발트 선원의 수명에 의한 치료 시간의 변화와 각 치료 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 준비 시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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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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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 0.1 

그림 3.13-1 시스템 13에 대한 위해도 결과 요약 : 의료계 

(원격방사선치료-감마 정위방사선 수술) 

사고에 의한 종사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총 위해도는 작다. 사고에 의한 일반인의 총 위해도 

는 종사자 보다 조금 더 크다. 위해도의 주요 증가 요인은 기기가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여 

차폐된 체로 공공장소에 방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 결 

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종사자 사고 위험은 치료 후 환자 테이블이 끝까지 빠져 나오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고， 

그러므로 팀원들은 수동으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다. 몇 차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보고 되었다. 응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면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종사 

자가 받을 수 있는 산란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최소화 할 수 었다. 사고에 의한 위해도는 

응급상황 하에서 큰 불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3.13.5 규재의 선택적 요건 분석 

단계 1 : 피폭과정 분류 

표 3.13-2a는 2.6절에서 요약된 방법론에 의해 분석된 위해도를 분류해 놓은 표이다. 

이 시스템에서， 정상작동 피폭과정에서의 선량율은 각각의 단일비정상에피소드가 일어났을 

때를 충분히 고려한 준위에 따라 일년에 걸쳐 축적될 수 있는 정상적인 선량과 같다. 그러 

나 2.6. 1.3절에서 논의되었듯이， 그 선량 지침은 각각의 에피소드를 적용함으로써 설명된다. 

그러므로 정상 피폭과정은 총 연간 선량이 단일 에피소드에 의해 주의할 만한 상황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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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할지라도 예방되어야 할 세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3.13-2a 시스탬 13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 의료계(원격방사션치료-감마 정위방사 

선 수술) 

피폭파정 빼방을 위한 상위보장 피폭과정 예방을 위한 중위보장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2-AlS * 

Co-60 
13-7 3-AlSC * , 

Co-60 13-7( 폐기) 1-A1 , 7-A3 
일반인 (폐기) 5-A2S * 

6-A2SC *, 
8-A3S *, 

9-A3SC *, 
1Q-A4SCA * 

동위원소 z-11 E ’L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13-2(치료 

종사자 
CO-60 실에서의 6-SA 

없음 
준비) 

13-3( 치료) 5-S, 6-SA 

13-6( 대기) 5-S , 6-SA 

단계 2와 3: 선량 지침의 적용과 규제 우선순위의 공식화 

위해도 결과들이 암시하는 것은 아래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들은 표 3.13-2b에 요약되어 있 

다. 그 표는 위해도 결과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스템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아래의 요약한 표들은 2.6절에서 논의된 선량 지침에 기초한다. 

• 선원이 공공장소로 방치되는 것에 대한 최상위보장 

• 연동장치 이상에 대한 중위보장 

이 시스템은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감마 정위방사선 수술과 연관된 위해도를 평가한다. 사용 

된 선원은 쿄발트이다. 공공장소에서 선원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일 

이 일어났었고， 차폐가 제거된 상태라면 그 결과로서 충분히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남미에서 일어났던 유사 장비관련 사건 

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원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상위보장이 요 

구된다. 단， 중위보장은 연동장치 이상에 대해 필요하다. 그 장치가 80 cm의 주강과 주철로 

써 차폐되어 있고， 충분히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핫셀 내에 보호되어 있으므로 연동장치 

이상을 막을 수 있다. 벽의 밖에서의 선량은 시간 당 2mrem을 초과할 수 없다(그 영역은 

통제되지 않는 영역으로 가정). 이것은 기기가 동작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연 

동장치 이상과 차폐 문에 문제가 생겨 열렸을 때와 비교된다. 그러므로 치료실 외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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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2b 시스댐 13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관계 : 의료계(원격방사선치료-감마 정위 

방사선 수술) 

비용과 경제적 선원 분실 
규제 부담 

이익 위해도 위해도 

순위 l M2.3 Mt H4 

상위보장을 요하는 기능 

동위 
기 능 -

:z

「 λ-41 
원소 

최상위보장은 원격 

폐기 동안 방사선치료 선원이 
일반인 

S 또는 공공장소로 방치되 
Co-60 

[A1 , A2 , 든 아니든 선원 차 

A3와 A4] 폐는 실패하지 않 

아야함 

동위 

원소 

종사자 

없음 

lL=low M=moderate H=high 
2NUREG/CR-4825 (NRC, 1987) 

-ζ

「

3~uREG/CR-5381 (NRC, 1990a) 

4NUREG/CR-6330 (NRC, 1995b) 

에illREG/CR-1754 (NRC, 1981) 

~UREG/CR-1754 (NRC, 1989) 

7Nuclear News, 1999a 
8C1arion Health. 1999 
t Non-citable reference 
t t Insufficient data 
BSee Appendix B-B.2.7 

A-14 

비 방사 
시스템 인지 

오염 비용 학적 건강 
가치 위해도-

위해도 

L5
‘
6 Lt t H7.8 MB 

중위보장을 요하는 기능 

동위 
기능 -ζ

「 λ-41 
원소 

A1과 A3은 선원이 공 
폐기 동안 

Co-60 
A1과 A3 

二。5- Àd-~까、:~ 가는 경로 

임. 

동위 
기능 -

:1

「 λ-41 
원소 

S는 차폐문을 열지못 

하거나， 치료테이블의 

준비， 치료 
원위치로의 이동 실패 

에 따른 연동장치 이 
Co-60 와 대기동 

상의 몇몇 유형을 나 
안 S 

타낸다. 대기상태에 

서는 화재가 연동장치 

이상의 원인이다. 

서 일반인과 종사자가 받는 선량은 미미한 양이다. 단， 종사자가 치료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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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폐 문이 적절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의 선량은 중요하다. 

단계 4와 5: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과 핵심 이행 분기접 정의 

그림 3.13-2, 서식 1-3은 원격 방사선치료-감마 정위방사선 수술에 대한 다이아몬드 트리의 

요소뜰 보여준다. 

서식 1은 위에서 추론하여 규정한 우선순위들을 반영한다 최상위보장은 선원의 통제를 위 

해 필요하고， 중위보장은 연동장치 이상을 막기 위해 요구된다. 

서식 2는 선원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 주요한 사고는 원격치료 선원(장치) 

의 제어불능상태이다. 원격 치료 선원은 고 선량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것이 적절 

히 처리되지 않거나(또는 판매주에게 돌아감)， 포기된다면， 그것은 공공장소에 방치될 가능 

성이 있다. 만약 그 후에 차폐가 손상되면 그 결과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상위보장은 이 선원이 그 수명 동안에는 언제라도 공공장소에 방치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관리는 오직 엄격한 근접 제어와 공인된 사람들에 의한 철거로 이어지는 선원책임 

프로그램을 통해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만약 장치를 더 이장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장 

치가 있는 방의 문을 잠그던가， 선원을 처리할 때에 판매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서식 3은 연동장치 이상에 의한 차폐문의 손상에 대해 말한다. 연동장치 이상은 장비의 기 

능장애 또는 화재에 의해서 기인될 수 있다. 장비 기능 장애는 막을 수 없지만 주기적인 성 

능검사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 감마나이프의 디자인 특성상， 연동장치 이상의 주원인은 

차폐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이다. 환자가 치료받고， 그 치료 테이블이 빠져 나오지 못했을 경 

우에 팀원들은 환자를 꺼내고 차폐 문을 닫기 위하여 응급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사람 

의 실수가 차폐 문이 부주의하게 열리게 되는 원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동장치 이상이 합쳐져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장비 기능장애 

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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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3 
의료계(원격방사선치료-감마 정위방사선 수술) 

서식 1 

감마 정위 방사선 수술에 대한 예방 선량 

일반인 선량 예방 종사자 선량 예방 

선원의 유지보수 보장 연동장치 이상 예방 

A A 
서식 2 서식 3 

, , 
최상위 보장 중위 보장 

그림 3.13-2 시스템 13 : 다이아몬드 수형도 (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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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3 

의료계(원격방사선치료-감마 정위방사선 수술) 

서식 2 

선원의 유지보수 보장 

(부당한 폐기 방치 예방) 

(Al , A2, A3, A4) 

C-3 
C-g 

치료실 그리고/ 
또는 장치의 

꼬리표 부착 

허가 받은 사람에 

의한 선원 설치/제거 
、
서
 

에
”
 

8 

여
 「
1
口

R 

구
 잠
 

꾀
씨
 

토
。
 

유지보수 선원 책임 ; 
수행 목록 

。
1
제
 

B 

통
 

1

피
 근
 

[L

처
님
 

C-8 

훈련과 교육 

C-1 to 10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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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3 

의료계(원격방사선치료-감마 정위방사선 수술) 

서식 3 

중위 보장 연동장치 이상 예방 

시스랩 디자인 특성 
C-5 

요구되는 유비보수 수행 

시스템 13 허가사용자의 

관리 범위 아님 

C-5 

주기적 서비스 수행 

C-5 

매 치료 전 품질 보장 검사 

수행 

련
 

훈
 

C 

과
 랩

 

C-1 to 10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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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확실한 장비의 성능은 각 치료 전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유지보수， 주기적인 서비 

스， 풍질 관리 둥에 달려있다. 유지보수와 서비스는 제조사 또는 그 청부업자에서 위임받은 

면허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품질보장 검사는 면허 받은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 검사들은 컴퓨터 시스템 검사뿐만 

아니라 장비의 시각 준수를 포함한다. 모든 연동장치는 일반적으로 각 치료 전에 검사를 받 

는다. 이러한 모든 성능노드는 그 장치가 디자인된 데로 작용하도록 하는 필수 보증을 제공 

함으로써 연동장치 이상은 줄어들 것이다. 

장비 기능의 한 양상은 고유한 디자인이다. 현재， 사용 중인 환자 테이블은 취급상 2개의 다 

른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유압식이고，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다른 것은 전기역학 시스템이 

다. 각각은 오류에 의한 몇몇 유형에 민감하다. 그러나 시스템 13 면허자의 범위에는 없는 

특성이 었다. 

단계 5 과정은 적절한 벽과 관계된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값과 다른 비용의 영향 

을 평가할 것이다. 표 3.13-2b의 언급에서， 선택규정을 받쳐주는 3 항옥들은 규정 요구사항 

을 감소시키고， 안전 보증 과정을 합리화 할 것이다. 첫째로， 현재 시스템 13에 대한 규정 

취지는 높게 고려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사회적인 가치는 더 나아가 암 치료 조건의 실용성 

을 유지하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과정에서의 오염성은 낮으며， 

사고에 의한 오염 위해도 또한 낮게 고려되며， 환경오염과 연관된 문제들은 최소화된다 

단계 6: 규제 접근 

표 3.13-2c의 항목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선택규정이다. 이 선택규정이 합해짐으 

로써 종사자와 일반인의 허용선량이 확실히 초과되지 않을 것이다. 

* 위해도 분석은 치료 영역의 디자인과 차폐 구조에 기초를 둔다. 작동의 중요성은 통용되 
고 있는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방 차폐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러므로 치료 영역의 차폐는 우선의 일이다. 

표 3.1 3-2d는 최근의 특별한 요구조건들이 어떻게 위의 표에 있는 일반 우선순위를 유 

지시키는 지를 보여준다. 각 벽은 왼쪽 열에 열거되어 있고， 오른쪽의 열은 일반규정접근요 

약(표 3.13-2c)에서 벽과 환자명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만약 오른쪽 열이 특별한 

벽에 대해 공란이라면 그때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고， 위해도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능을 유지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 벽이 보증되지 않았음을 암시하지는 않지만， 의문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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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2c 일반 규제 접근 요약. 시스템 13 

분야 요건 유형 규제 관점 성격 

선원에 대한 
목록작성， 출입통제， 제거는 면허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에 의한 확 

책임 
받은 사람만이 방사선안전 효로 

인은 허가 시나 주기적으로 시행. 
그램의 과정에 의해 시행. 

장치의 기능장애 주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 
방사선 안전 표로그램에 의한 확 

/연동장치 이상 보장 검사는 방사선 안전 프로그 
인은 허가 시나 주기적으로 시행. 

예방 램의 과정에 의해 수행. 
품질관리에 의거한 몇 가지 디자 판매자에 의한 장치의 증명， 허가 

인 특성에 관해 규정하는 요건. 시. 

선원 차폐의 장치 보증은 시 A 템 13의 허가사 (주석 : 시스템 13 허가사용자는 

디자인과 제작 용자에 의해 보호/유지보수 되어 오직 보증된 장치만을 사용해야 

야 한다는 장치 특성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시스템 13 

하여야함. 허가사용자의 요건이 아님.) 

치료 영역 
치료실 차폐의 디자인과 건축에 

차폐의 디자인과 
관해 규정하는 요건 

회의 사항과 그 후에 감사의 보증. 

~그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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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2d 규제 관점애서 고유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13. 

방호벽 코드 방호벽 종류- 현행 관련 규정 규제 관점에서의 역할 

C-7 선원과 장치를 등록 30.32(g) 와 32.210 제조에 포함 

B-8 
20.1801,1802 

선원의 책임에 관한 

C-1 
물질의 출입 통제 출입가능구역， 

부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C-1 to 10 방사선 안전 고로그램 20.1101 
선원 책임과 장치 기 

능장애 예방의 연계 

C-7 
정식 허가 받은 공급 

35.49(a) 
자로부터 구매 

B-10 
비 ;ζ 꺼 켜(j..J..τl~。 

(시각적) 
하부조건부여 연동장치 함수와 관계 

B-18 선리원으로부터 최대 거 I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치료영역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 

B-21 
선원 주변에서의 시간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제한 

B-8 선원과 방사선으로의 
20.1801 , 1802 

선원의 책임에 
출입가능구역， 

C-1 일반인 접근 제한 부분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C-4 
누설에 대한 차폐 검 

모범행위 
사 

C-5 선원의 누설 검사 35.59 

19.12 > 100 mrem/yr 

78 -9--

35.12 : 전원 

35.25 : 감독자 

훈련과 교육 
하부조건부여 : 환자 보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C-8 
호자 에 관한 부분 

35.900/901 방사선 안 

전 관리자 

하부조건부여 : 허가 받 

은 사용자 

C- lO 응급 계획과 과정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연동장치 기능 관련 

사용하지 않을 때， 선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선원 책임 관련 B-7 

원의 차폐 (제조업체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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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2d (계속). 

방호벽 코드 방호벽 종류 현행 관련 규정 규제 관점에서의 역할 

C-4 
A) 용기 인수 검사 A) 35.21 과 20.1906 

B) 설치 검사 B) 하부조건부여 

C-7 
보호를 위한 선원 차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치료영역의 디자인에 

폐와 저장 형태 (제조업체의 디자인) 관한 부분 

B-7 
이용하지 않을 때의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차폐 (저장， 운송) 

C-3 선원의 책임 
30.51 , 35.21 , 35.59 

선원 책임에 대한 기초 
허가조건， 모범행위 

C-5 
적절한 조작을 위한 

하부조건부여 
연동장치 기능에 관한 

장치의 감독 -H「 τHr 

C-9 용기에 꼬리표 부착 20.1904 

C-4 주기적 검사 
20.1501 과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C-5 
무허가 사용을 막기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연동장치 기능에 관한 

위한 감독 -님「 τ 닝r 

치료실의 차폐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치료영역의 디자인에 

B-7 
관한 부분 

조정콘솔에서 지침 
하부조건부여 

연동장치 기능에 관한 
C-9 

계시 부분(사람의 실수 양상) 

면허 받은 사람에 의 
하부조건부여 

연동장치 기능에 관한 
C-5 

한 유지보수와 수리 -닙「 τ 님r 

C-4 교정 받은 검사 장비 하부조건부여 

20.2110을 통한 19.12, 

19.13, 20.2101 , 

20.2206, 21.21 , 30.35, 

30.50, 30.51 , 35.14, 

N/A 기록， 보고 등 
35.22(a)(4), 35.23, 

정밀 검사의 의무 
35.3Hb), 35.33, 35.5Hd) , 

35.53(C), 35.59(d) , 

35.70(h) , 35.75(d) , 

35.92(b)을 통한 20.2201 , 

허가조건 

방사선 안전 프로그 
20.1101 

일반인 접근 통제에 관 
C-1 to 10 

램 한부분 

B-8 
20.1801 , 1802 

일반인 접근 통제에 관 

C-1 
접근 통제 출입가능구역， 

한 부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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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5 

3.15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 (Nuclear pharmacy) 

3 ‘ 15.1 개요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주로 인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배， 저장， 준비하는 방사성의약품 

조제설이다. 방사성의약품은 인체에 투여하기에 적합한 생물학적 혹은 화학적 혼합물로 구 

성되고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지 되거나 그 혼합물로 되어있다.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진 

단， 치료와 연구와 같은 다양한 의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이 과정의 목적에 의존하여 방사성의약품은 의사에 의해 의뢰(인체 사용목적에 따른)되고，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 준비된다， 인체 및 의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일반적 

으로 짧은 반감기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인체 내에 장기간 방사성동위원소가 잔류하는 것은 

개인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사성의약품은 필요에 의해 조제된다. 몇몇 

방사성의약품은 수일 전에 조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사성의약품은 미리 날짜와 시간이 

맞추어진 스케줍 의해 진행된다.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전형적으로 실험실과 같이 구성된다. 대부분 조제실은 실험대， 필 

터 탈린 흉후드， 글러브박스， 검량계， 공간선량계， 다중파고분석기 (PHA)와 연결된 검출기 

(NaI[T l1 또는 Ge[Li]) , 냉동고， 항온수조 혹은 열판(hot plates 항온수조 기능을 하나 보다 

소량의 검체에 사용) 그리고 우물형 신틸레이션 카운터와 같은 공통적인 장비들이 포함된 

다. 납 차폐는 조제실의 중요한 구역이며， 저장실처럼 작업실로도 사용된다.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품목들 살펴보면 저울， 원심분리기， 배양기(무균 시험을 위 

한)， 고압소독기(살균소독을 위한)， 개인 방어복이나 개인장비가 포함된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사성동위원소는 Tc-99m이고， 이것은 발생기 

(Generator)è} 불리는 장치에서 얻어진다. 전형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 (Nuclear 

ph따macy)에서 매주 새로운 Generator를 세 번에서 다섯 번 용출 한다. 발생기 (Generator) 

에 포함된 모핵종 Mo-99 선원이 붕괴되어 딸핵종인 Tc-99m 이 생산된다. 생리식염수는 

Mo-99를 함유한 컬럼을 통과하면， Tc-99m 이 포함된 생리식염수가 용출된다. Tc-99m 용 

액( pertechnetate 라고 불려지는)이 Mo-99 용액에서 추출한 후 임상검사를 위하여 특정한 

의약품과 결합된다. 여러 가지 의약품들은 Tc-99m과 결합하여 관심영역으로 특이한 섭취를 

보인다. 영상은 조직에서 섭취가 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방사성의약품은 ‘키트(kit)’라 불리는 특수한 의약품 혹은 혼합물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첨가함 

에 의해 조제된다. 임상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조제실은 매일 대량의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 

을 조제하는데 대개 아침 일찍 준비한다. 준비된 대량의 방사성의약품으로부터 샘플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불순물과 발열성 물질이 포함되 

어 있는지 실제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들 대량의 양에서 단위선량을 환자들을 위해 추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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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투여량을 정량해야 한다. 모든 투여량은 환자에게 운반하여 

투여하기 전에 조제한다. 각 투여선량은 적절한 방사능을 준비하기 위해 측정해야 한다. 측 

정은 방사성의약품 투여한 시간과 날짜를 기록한다. 이것은 붕괴 계산을 위해 해야한다. 

상업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비록 그들의 설치 

(setting)장소가 사업소 내에 위치하게 되나， 조제실 접근은 통제되어진다. 전형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조제실은 다양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방과 구역을 가진다. 대부분 조제실에 

존재하는 하나의 영역이나 방은 휘발성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거나 조제한다. 이 방은 엽 

은 판혐 연기 후드 혹은 공기 필터를 가지고 가스나 휘발성 물질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 

어지는 글러브 박스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전형적인 방은 발생기 (Generator)를 위한 저장 

실이다. 이 구역은 전형적으로 외벽에 존재할지 모르는 일반인과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납 차폐를 구비한다. 작업실과 작업대 구역은 방사성의약품과 투여 

선량의 분석과 측정을 위해 설치된다. 이 구역은 전형적으로 L-block이 함께 설치되고 다른 

차폐 방법을 가진다. 

전형적으로 임상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매주 1000에서 4000 절차를 시행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Tc-99m이고， 1-131 은 매주 10 에서 30 절차 정도이고 Sr-89는 매주 많아야 

10 절차 정도 포함된다. P-32를 포함한 투여선량은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는 거의 조제 

되지 않는다. 

의료용으로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혹은 조제는 10 CFR 32.72에 의해 규제된다. 방사성의약 

품을 제조， 조제， 분배 혹은 이송하기 위한 권한이 있는 면허는 10 CFR 30.33에 일치하여 

발행되는 특수연허가 요구되어진다. 

L TS(Licensing Tracking System)로부터 정보에 기초하여， 대략 50 NRC-허가된 방사성동 

위원소 조제실이 있다. 그러나 어떤 면허는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나 오직 하나이다. 이 

것을 고려하기 위해 주 협약에 의해 발행된 면허들을 고려하기 위해 전국에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3257>>로 추측되어진다. 

3.15.2 장해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 (Nuclear pharrnacy)에서 일반적인 방사선학적 장해는 베타 입자와 

감마선인데， 이것은 방사성의약품을 준비할 때와 관련이 었다. 

발생기 (Generator) 용출과 계속적인 투여선량을 조제하는 동안， 주요 방사선학적 장해는 

Tc-99m으로 생산되어지는 감마선이다. 140KeV 감마선은 Tc-99m에 의해 방출되고 이것은 

6시간의 반감기를 가진다. 모핵종인 Mo-99는 차폐된 발생기 (Generator)내에 보관되기 때문 

에 정상적인 조작 시에는 작업종사자가 어떤 선량도 받지는 않는다. 

이 런 시스템으로 고안된 발생기 (Generator)는 lOCi 에서 16Ci의 Mo-99 초기 방사능을 가진 

다. 어느 시점에서 Mo-99 붕괴의 약 87%에 해당하는 Tc-99m을 얻는다. Mo-99의 붕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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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후에는， 생산된 Tc-99m 최고 량의 약95%가 용출되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5Ci 

발생기 (Generator)로부터 용출된 Tc-99m은 12에서 13Ci의 방사능을 가진다. 추출된 

Tc-99m의 실 제 방사능은， 얼 마나 많은 생 리 식 염 수가 발생 기 (Generator)를 통과하는 지 와 

Mo-99의 남은 방사능에 좌우된다. Mo-99의 반감기 (2.7일)가 비교적 짧은 관계로 발생기 

(Generator)는 짧은 유효반감기를 가지고， 자주 교체되어야 하므로， 대략 매주 혹은 2주에 

한번 교체되어야 한다. 검사절차에 따라서， Tc-99m의 투여선량(unit dose)은 수백 마이크로 

큐리 (uCi)에서 30mCi 정도가 이용된다. 

1-131 캡슐과 구강 용액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로 연관된 방사선학적인 장해는 감마선의 방 

출로 인한 외부 피폭이다. 두 번째 연관된 것은 용액내의 소융 아이오다이드의 휘발성으로 

인한 호홉에 의한 섭취가 있다. 캡슐과 액체형태 모두 적절한 보관이 필요한데， 이것은 호흡 

이나 피부오염에 따른 홉수로， 불펄요한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부가적으로 1-131 방 

사성물질의 높은 비방사능으로 1-131에 의해 방출되는 고에너지의 베타 입자들은 피부에 심 

각한 표피피폭을 초래한다. 핵의학검사에 따라 1-131 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사용 방사능량 

은 몇 ~Ci(진단목적)부터 수백 mCi(치료목적) 범위를 가진다. 

P-32와 Sr-89는 거의 상엽적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는 거의 조제되지 않으나 독립적 

제공자로부터 중앙처리 시설로부터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투여 선량으로서 약국에 접수된 

다. 이들 물질로부터 생기는 주요 방사선학적 장해는 높은 비방사능 물질과 높은 에너지인 

베타 입자들로부터 생기는 천층 외부 선량의 결과를 초래한다. Sr-89는 0.009%의 주기로 

감마선을 방출하고 따라서 중요한 방사선학적 관심사는 아니다. 주요 방사성동위원소조제실 

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포장되어지기 전 물질로 나가고 P-32와 Sr-89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들 물질은 방사성동위원소조제실 작업자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받지 않는다. P-32 

와 Sr-89은 둘 다 비교적 짧은 반감기를 가진다. 각 핵종의 단위 선량은 평균 5mCi 정도이 

다. 

폐 이미지를 얻는데 사용되는 Xe-133가스는 다른 기부자 혹은 제조자로부터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주문되어진다. 조제실은 그것이 고객에게 분배되어질 때까지 연기 후드에서 가스를 

보관한다. 그것은 조제실 종사자에 의해 직접 취급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종사자에게 전반 

적인 선량에 영향이 없다. 기본적인 방사능학적인 관심은 81KeV의 에너지를 가지는 감마선 

방출이다. Xe-133의 반감기는 5.2일이다. 

3.15.3 직무， 방호벽， 피폭자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 (Nuclear pharmacy) 의 과정은 다음 직무로 구성된다. 

• 수령 (직무 15-1) 
• 발생기 (Generator) 용출 (직무 15-2) 

• 투여 선량의 준비 (직무 15-3) 

• 정도관리 QC (직무 15-4) 

• 저 장 (직무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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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직무 15-6) 
• 폐기 (직무 15-7)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 주요 피폭대상자는 방사성의약품조제사 혹은 그들의 감독자， 고 

객에게 방사선의약품을 전달하는 운반종사자 그리고 방사성의약품조제실에 근접할지 모르는 

일반 대중들이다. 그러나 허가받은 자는 일반인들에 대해 한계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 

되어진다[10 CFR 20.1302]. 허가받은 조제자들(the nuclear pharmacy)은 FDA 혹은 주 기관 

으로부터 약품 제조업자로서 등록되거나 허가된 것을 보여줌에 의해 10 CFR 32.72 의 규제 

에 충족이 되어야하고， 주(state) 제약협회에 의해 조제실로 허가되어지거나， 연방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면허가 있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사(핵의학 약사)들은 10 CFR 35.980과 35.972에 설명된 것처럼 자격을 얻어야 한다[see 

10 CFR 32.72(b)(2)]. 

3.15.3.1 직무 15-1: 수령 

방사능 물질을 담은 포장물이 도착하면， 수령 후 가능한 빨리 검사가 필요하나， 정상 근무시 

간 내 배달 후 3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하거나 혹은 만약 정상 근무시간에 도착하였다면 다 

음 작업 시간 시작부터 3시간 이내에 검사해야한다[10 CFR 20.1906]. 검사는 외부 방사능과 

제거 가능한 오염 여부를 측정한다. 만약 10 CFR 7 1.47(규정)의 어느 것이라도 초과한다연 

NRC 와 운반자에 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10 CFR 71.47 , 10 CFR 71.87 ]. 일단 물질이 도 

착하고， 측정(외부방사능 세기 및 오염여부) 및 확인이 된 후 일반적으로 그 물질이 필요할 

때까지 저장실로 운반되어진다. 방사능물질들의 저장은 직무 15-5 저장에서 논의되어있다. 

수령하는 동안 주요 잠재적인 사고는 노출 혹은 누설이다. 이것은 물질이 만약 포장에서 누 

설이 일어 날 수 있고， 운송 중에 손상이라든지 저장 이동시 낙하사고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누설이 발생한다면 작업종사자는 어떻게 누설을 제어하고 처리할지를 미리 교육받아야 한다 

[모범행위]. 모범적 보건 물리적인 절차들이 산업체에 널리 사용되고 적절한 방어조치가 취 

해진다고 가정한다. 전형적인 누설을 억제하고 제염하는데 소요되는 총시간은 약 30분 미만 

으로 추정된다. 

3.15.3.2 직무 15-2: 방사성동위원소 생성장치의 용출 

이러한 직무에 의해 고려되는 실제적인 용출 과정은 시스템 -4 의료용 (진단 핵의학， 발생기 

부분) , 직무 4-2에 기술되어 있는 과정과 동일하다.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 사용되는 발 

생기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더 많은 방사능을 가진다. 가능한 한 용출 과정의 논의를 위해 

적절한 부분을 참조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실은 하루에 3번에서 5번의 발생기를 용출 하는 

경향이 었다. 그리고 아마도 작업량에 따라 하루에 1회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발 

생기는 최소한 1주의 유효반감기를 가지나 2주까지 용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당 발생 

기들의 한 묶음은 새로운 것으로 대치된다. 2주 동안 사용된 발생기는 자연붕괴를 위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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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소로 이동되거나 판매자에게 반환된다[ see Task 15-5, 저장1 

하루에 한번 용출한 발생기들은 냥아있는 모핵종 방사능의 약 80%에 해당하는 테크니습 방 

사능을 생산한다. 하지만 만약에 발생기가 약 6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루에 두 번 용출 한다 

면， 전체 수집되는 딸핵종의 방사능은 모핵종의 105% 에서 120% 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대 

규모 상엽적인 동위원소 조제실들은 하루에 각 발생기에서 여러 번 용출 할 수 있다. 

발생기가 용출된 후， 퍼테크네이트(Tc-99m이 포함된 용액)는 분석이 요구된다[ 10 CFR 

30.34(g) ]. 이 분석은 전형적으로 납에 의해 차폐되거나 우라늄이 없는 상태의 우물형 선량 

측정기를 가지고 행해진다 몰리브데늄 누설， 알루미늄 누설과 같은 다른 분석을 하고， 농도 

(pH)나 방사화학적 순도를 일반적으로 수행한다.(FDA 요구사항) 

용출하는 동안 관련 있는 사고는 선원구속 실패이다. 이것은 수집된 용액유리병이 떨어졌거 

나 유리병이 깨졌을 때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발생기들의 설계는 정상적인 사용 시 

에는 Mo-99 컬럼에 접촉할 수 없도록 되어있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밀봉 차폐 처리되어 

있고， 용출하는 동안 발생기 차폐의 부적절함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용출 시 

선원관리실패에 따른 위해도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발생치의 어떤 형태들은 수집되 

어지지 않고 정확히 작동되지 않는다면 용액은 발생기 내부로부터 방출될 것이다. 만일 용 

액이 엎지름이 발생한다면， 모든 작업종사자들은 규정에 따라 보건 물리적인 조치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상엽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은 엎지름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포함한 방사선안전 절차서[10 CFR 20.1 101]가 필요하다[허가규정/하부조건부여]. 

투여선량의 준비동안에 엎지름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서는 더욱 상세한 

과정이 요구된다. 엎질러짐으로 인한 위해는 그 직무에 대해 평가가 될 뿐 용출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아니다. 

3.15.3.3 직무 15-3: 단위선량 준벼 

테크네습이 포함된 방사성 의 약품은 ‘키트(cold kit)'로부터 조제된다. ‘cold kit’란 방사성 이 

포함 안 된 의약품이다. 진행시간 동안 원하는 방사능에서 인원수에 맞게 만들기 위해 충분 

한 방사능이 kit에 첨가될 것이다. 어떤 방사성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성분들이 요구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열이 필요하고， 만약 가열이 필요하다면 항온수조나 핫플레이트 

(heating block)이 사용된다. 테크니숨(Tc-99m)방사성의약품을 준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작업대에서 수행되어지고 바이알 차폐， 주사기차폐， 그리고 L-block들이 전형적으로 

개인의 피폭을 최소화하는데 사용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방사성의약품이 조제되어지 

면‘ 일반적으로 Tc-99m 방사능량과 측정일시 그 물질의 유효기간이 기록된다[10 CFR 

32.72]. 방사성의약품이 단위선량까지 분배되면 보통 납 바이알에 저장되거나 필요시에는 냉 

장고에 보관된다[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1 

1-131을 함유하는 방사성의약품은 흔히 좀더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캡슐의 형태로 조제되어 

진다. 1-131의 캡슐이나 용액의 준비는 필터들이 준비되어있는 흉후드나 글로브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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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진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J. 부가적으로 후드 안에서의 작업구역은 과도한 개인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되어진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J. 캡슐은 캡슐 내측 불활성운반체에 

1-131 용액올 흡수함으로 조제되어진다. 1-131은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캡슐 안쪽에 비방사 

능을 주입함으로써 추가된다. 이 캡슐은 다른 캡슐과 같이 저장된다. 캡슐이 조제되고 난 후 

그것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송되어질 때까지 덮개나 glove 상자 안에 차폐되어 저장되어 진다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J. 간혹， 쇼륨 아이오다이드의 경구용액이 조제되는데， 그것 또한 조 

제되어 덮개나 글로브 상자 안에 저장된다. 

P-32와 Sr-89를 함유한 방사성 의약품은 액체형태이다. P-32는 인산염 완충제를 가진 등장 

액으로 구성되어진 소륨 인산염의 형태이다. Sr-89는 strontium chloride의 형태이다. 이러 

한 방사성 핵종들은 일반적으로 조제사들에 의해 취급되지 않고 판매 전 포장된 선량 상태 

로 수령한다. 만약， 조제가 요구된다면 차폐된 플라스퇴 유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핵종들에서 

나오는 고에너지의 베타선으로부터 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무관심은 선원구속 실패로 이어진다. Tc-99m-kit들에 열을 가해 준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다. 대략 25%의 kit가 가열이 요구된다. 선원구속 실패는 바이알 차폐가 적절하지 못하거 

나 바이알 뚜껑이 휘거나 링겨 나가서 결과적으로 틈들이 생긴다면 바이알이 차폐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1-131 의 캡슐이나 경구용액의 준비동안에 선원관리 실패는 주사기의 피스 

톤이 사고로 눌러졌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그 누설은 후드나 글로브 상자에 제한되는데 모 

든 조제와 저장이 일반적으로 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131 이 바닥과 같은 훔후드 

외부에 엎질러졌을 때 방사능 오염제거는 완전히 한 후 그리고 납 차폐는 만약 오염 잔재 

물들이 고착된다면 그 구역을 넘어서 제염을 해야 하고 잔여오염물들이 자연방사능 수준으 

로 낮추어야 한다. 게다가， Sr-89와 P-32의 방사성의약품들의 제조하는 동안에 선원구속 실 

패는 만일 주사기의 봉이 눌러졌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구역 내 바닥 위의 안전 

매트와 마찬가지로 작업대 위의 흡수성 종이들도 전형적으로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사용 

된다. NMED( Nuclear Materia1 Events Database ) 자료를 살펴보면 방사성동위원소 조제 

실내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NMED는 주로 기록할 가치 있는 

사건은 포함하고， 보고할 가치가 없는 것은 오염발생빈도는 조정이 된다. 

3.15.3.4 직무 15-4: 정도관리 

조제과정 동안의 여러 시간대에 있어서， 정도관리 확인은 용출， 시약， 단위선량에 대해 수행 

된다. Mo-99 분석과 누출시험은 각 발생기 용출 후에 수행이 요구된다[lOCRF 30.34(g)]. 이 

것은 차폐된 검량계에 용출 유리병을 넣고 측정한다. 작업종사자는 유리병을 한 차폐체에서 

다른 차폐체로 이동할 때에만 신체 말단부에 피폭을 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용출액은 알류 

미늄 오염에 대해 측정하고， 표지된 약품은 표지율을 측정한다[FDA 요구J. 작은 량은 (일반 

적으로 3mCi 혹은 그 이하) 정도관리 시험에 사용되는데， 수행하는데 단지 몇 분밖에 걸리 

지 않는다. 만약 정도관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방사성의약품은 버려진다.[FDA 요구사항J. 

각각의 단위선량(주사기， 캡슐， 경구투여용 용액)이 조제되면[직무 15-5 참조J ， 그것들은 계 

측이 필요하다[1OCRF 32.72J. 단위선량은 취급하는 동안 주사기 차폐나 바이알 차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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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된다. 그러므로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방사선부터 차폐된다. 하나의 단위선량을 

검측하는 시간은 10-15초 정도 소요된다. 이 소요시간은 Tc-99m 시약으로부터 만들어 질 

수 있는 10-15 선량을 곱하거나 또는 매일 조제되는 200-300 선량을 곱한다. 

잠재적인 부주의는 사고로 유리병을 떨어뜨린다거나 주사기 피스톤에 압력을 가한다거나 또 

는 옥소 캡슐의 분해로 인한 선원관리(구속) 실패가 있다. 바닥에 안전매트와 같이 작업대위 

에 홉착지는 작업구역의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모범행위J. 1-131 이 후드 

밖에서 오염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바닦 위에 엎질러졌을 경우에는， 방사능을 제염한 후에， 

만약 고착된 오염이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오염이 자연방사능 수준으로 자연 붕괴될 때까 

지 오염부위에 납 차폐체를 올려 두어야 한다. 

3 .1 5.:J.5 직 무 15-5: 보관 

일반적으로 방사성 물질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장소는 접근통제가 요구된다[10 CRF 20.1801 , 

10 CHF 20.1802J. 접근통제는 일반적으로 허가구역에 글로 명시되어 있다[하부조건부여] ; 이 

러한 통제는 문을 잠그는 것， 캐비넷을 잠그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관찰 등이 포함된다. 

발생기는 그 자체적으로 납으로 차폐가 되어있거나 우라늄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으로 추가적으로 차폐된 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내에 일반적으로 보관한다. 

Tc-99m이 표지된 시약은 일반적으로 차폐된 vial에 보관된다[모범행위J. 몇몇 시약은 변질 

되기 쉬워서 차폐된 vial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모범절차서J. 

1-131과 갈은 휘발성 물질인 Xe-133 가스는 후드 안에서 보관되는 것이 필요하며[모범행 

위J. 차폐는 일반적으로 후드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보관 장소 밖의 방사선 피폭수준을 최소 

화한다. 

잠재적인 관련 사고는 화재로 인한 선원관리 실패가 있다. NMED의 조사에 따르면 8년 간 

4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었고， 그 사건들은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과 유사하게 평가되는 실 

험실에서 발생했다. 보고된 것 중의 하나는 화재로 인하여 여러 개의 납덩어리가 녹았다고 

보고되었다. 모든 화재의 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사고는 전기적인 누전으로 발생 

했다. 그래서 설비는 화재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15.3.6 직무 15-6: 분배 

Tc-99m 시약이 조제된 후에， 품질을 점검하고 개인적인 단위선량을 기록하거나 분배한다. 

Tc-99m 시약은 요구된 방사능에 따라 5-157~ 의 선량으로 만들 수 있다. 각 단위선량 주사 

기에 주입을 한다. 유리병과 주사기는 작업하는 동안에 차폐가 되어있어야 한다. 각 단위선 

량이 분배가 된 후， 선량 투여시점에 펼요로 하는 적절한 방사능인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10 CHF 32.72J. 유사하게 1-131 캡슐이나 경구투여선량이 조제된 후에도， 선량의 정확도를 

측정한다. 어떤 방사선의약품에서는 1회 단위선량을 분배하는 평균시간은 1분이다. 이것은 

선량이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포함된다. 단위선량을 분배를 하는 시간동안 “L-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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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사기 차폐체나 유리병 차폐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모범행위/ 하부조건 

부여]. 그러므로 전신노출은 아주 작다. 조제실 종사자가 받는 주요 선량은 신체말단부위이 

고 이 위해도 평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분배하는 동안의 염려되는 사고는 선원구속 실패이다. 이것은 만약 유리병이 떨어뜨리거나 

깨뜨리거나， 또는 주사기 피스톤이 잘못하여 누른다거나， 또는 1-131 캡슐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만약 누출이 발생했다면， 모든 종사자들은 표준화된 보건 물리적인 조치에 따라야 

한다. 허가사용자는 제염처리 절차서를 포함한 방사선방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펼요가 

있다[10 CFR 20.1 101]. 작업구역 바닦에 안전매트와 같은 것을 작업대위 흡수지로 사용하면 

오염확산을 방지하는데 사용한다[모범행위J. 1-131 용액이 바닥 같은， 흉후드 밖에서 엎질러 
졌다변， 방사능 제염을 완료한 뒤 그래도 고착된 오염이 있는 부위는 납차폐를 하고， 낮은 

수준의 자연방사선으로 될 때까지 납 차폐체를 두어야 한다. 

3.15.3.7 직 무 15-7 : 폐 기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에서 취급하는 모든 방사선 동위원소는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관에 있어서 얼마정도 붕괴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조제실이 보관에 있어서 

폐기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허가의 적용은 허가상황에 따라야 한다[10 CRF 20.2001(b) , 허가 

규정， 하부조건부여J. 일반적인 폐기물의 폐기에 앞서서 허가사용자는 보관함 표면에서 방사 

선 물질을 측정할 펼요가 있다. 낮은 자연방사능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자연방사능으 

로 측정되어야 한다. 허가사용자는 공간 선량계로 차페되지 않은 상태로 가장 민감한 눈금 

으로 맞춰서 방사능을 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표지(표식)은 제거하거나 

지워야 한다. 발생기에 있어서， 허가사용자는 일상적인 폐기흐름과정에서 폐기 전에 자연방 

사능 수준인지 확인하고 방사선차폐체내 발생기 컬럼들을 각각 측정해야한다[허가규정J. 하 

지만 대부분의 면허자들은 발생기를 제조회사에 돌려보내기 때문에， 발생기 컬럼들은 측정 

하지 않는다. 

모든 작업 중에 생산된 폐기물은 잠재적 오염물이 될 수 있고， 어떠한 폐기물은 “핫” 폐기 

물로 기록되거나 용기 인식 표가 붙여져 폐기된다. 이 폐기물도 역시 일반적으로 저장붕괴 

를 위해 보관을 하고， 낮은 선량률이 되면 측정하고 그런 후 매립지에서 태우거나 지하 봉 

입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잠재적으로 염려되는 사고는 자연방사선보다 높은 수준의 방사성 페기물이나 발생기의 조기 

방출로 인한 선원구속 실패이다. NMED의 조사는 자연방사선보다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포 

함하는 발생기나 방사성폐기물올 방출하는 사례에 대한 몇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중에 

대한 위해는 부록A 에서 기술되는 선원분실 방법론학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자연방사선보 

다 높은 방사선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또는 발생기를 방출시키는 위해는 단위선량 조제와 

관련된 위해를 비교하면 최소한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평가하지는 않는다. 

3.15.4 위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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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에서 기술된 방법론을 이용한 위해도 분석은 위의 직무와 활동에 따라 수행되어 진다. 

표 3.15-1은 위해도 분석에서 시스템 입력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5-1은 방사성동위 

원소 조제실에서 Mo-99/Tc99m 발생기， 1-131 , Sr-89, Xe-133등을 취급하는 개인 종사자나 

일반인에 대한 위해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5-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댐 단계 입력 

방사성동위원소 단위방사능* 물리적인 형태 년간 피폭선량 

1-131 20 mCi 고체， 캡슐 500 

1-131 200 mCi 액체 100 

Mo I Tc 15 Ci 고체 5 new generators/week 

P-32 5 mCi 액체 10 

Sr-89 5 mCi 액체 50 

Tc-99m 20 mCi 액체 2,000 

Xe-133 1.1 Ci 가스 52 

허가사용자의 추정수 : 3257R 시설 

* Note: 위해도 분석에서 사용된 단위방사능은 직무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위의 방사능은 직무분석에서 사용된 량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 

는 10000.。

울 1000.0 
E 100.O 
밑 10.0 
~ 1.0 
윌 0.1 
α 

그림 3.15-1 시스템 15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 

정상적인 조작과 관련된 위해도는 비정상적이거나 사고 상태일 때보다 더욱 위해가 크다.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정상 조작과 관련된 모든 위해는 년간 500mrem 보다 적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 위해도는 개개인적으로 폭넓을 것으로 예상한다. 설비시설에서 직무를 종사하 

는 작업종사자수는 전형적으로 5명이다. 주된 위해도에 기여하는 요인을 보면 다양한 방사 

성동위원소의 보관과 수령 시 피폭과， 발생기 용출과 Tc-99m을 사용한 방사성의약품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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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따른 피폭이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조작으로 인한 연간 총 위해도는 매우 작 

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저장하는 동안 피폭이 주된 원인이다. 이 시스템에서 말하는 일반인 

들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선정된 작업자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작의 자연스러움과 설비에서 설비로의 빈번한 변화로 인해 다양

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약간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사고 위해도는 대단히 작다. 사고 위해도의 주 요인은 1-131 이나 

Tc-99m 방사성의약품의 분배하거나 조제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엎지름이다. 다시 말 

해서 이 시스템에서 일반인들이라 함은 선정된 근무자를 말한다. Mo-99/Tc-99m 발생기의 

도난이나 분실은 일반인의 사고 위해도에 의미 있는 기여는 하지 않는다. 근무자에 대해서 

는， 사고 위해도는 Tc-99m 방사성의약품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동안 엎지름에 의한 피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매주를 근거로 하여 조제되는 Tc-99m 단위선량의 많은 원인이 

된다. 사고 위해도는 통계상의 자료 부족으로 인해 매우 불확실하다. 

3.15.5 규제의 선택적 요건 분석 

1 단계: 피폭사건 분류 

2.6장의 방법론적인 요약에 의해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폭과정의 

실행하여 표 3.1 -2a에 작성하였다. 

1=l 2 프 
ï.rìT2" 

이번 시스템에서，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선량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피 

폭사건 안의 선량율도， 만약에 비정상적인 에피소드 또는 하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선량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2.6. 1.3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량기준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상적인 피폭사고 

는 연간선량 한도가 고려된다하더라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방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단계와 3 단계: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 순위의 설정 

위해도 결과의 관계는 아래에 논의되고 그 결과는 표 3.15-2b에 요약되었다. 표는 위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의 비용과 편익의 평가를 포함한다. 아래의 표는 2.6장에서 논의 

된 선량한계에 기초를 둔다. 동위원소는 같은 범주 안에 일치하는 피폭과정에 해당된다면 

결합될 수 있다. 이 시스랩에서， 이것은 약간의 동위원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 

지만 1-131은 두 가지 물리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액체상태로 존재할 때는 고체(캡슐) 

상태 일 때 보다 휘발성이 있고 약간은 더 높은 피폭과정이 존재한다. 만약 특이하게 두 가 

지 형태간에 차이점이 었다면 관련된 위해도에서 지적된다. 표로부터 결론에 기초를 두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선량의 분배 그리고 준비， 수령하는 동안에 선원구속에 대한 중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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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관리의 상위보장 
• 작업자의 ALALA 숙련의 중위보장 
• 일반인의 출입관리의 상위보장 

표 3.15-2a 시스템 15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 (Nuclear 

pharmacy) 

상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파정 

일 
반 동위왼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왼소 '3J드 ll 피폭과정 

인 

1-131 
15-1( 수령) 8-SCA 

1-131 
15- 1(수령) 7-SC 

(액체) (액체) 

15-3b( 단위 선 
8-SCA 

15-4 
8-SCA 

량 준비) (정도관리) 

15-5( 저 장) 8-SCA 15-6( 분배) 
7-SC 
8-SCA(고체) 

15←6( 분배) 8-SCA l\1o-Tc 15-1(수령) 7-SC 

Mo-Tc 15-1(수령) 8-SCA 15← 7( 폐기) 5-A2S. 6-A2SC 

15←5( 저장) 8-SCA Sr-89 15-5( 저 장) 8-SCA 

2-A1S. 

15-7( 폐기) 
3-A1SC, 

Tc-99m 15-2(용출) 8-SCA 
8-A3S 
9-A3SC 

작 

엽 동위원소 :;<.1 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자 

1-131 15-1(수령) 8-SCA 
1-131 

15- 1(수령) 7-SC 
(액체) 

15-3 
5-S, 6-SA, 

15-5( 저장) 8-SCA 
(단위선량 준비) 

6-SA( 고체)， 

8-SCA 

Mo-Tc 15-1(수령) 8-SCA 
15-4 

8-SCA 
(정도관리) 

15-5( 저장) 8-SCA 15-6(분배) 7-SC.8-SCA 

Mo-Tc 15- 1(수령) 7-SC 

15-5( 저장) 7-SC 

Tc-99m 15-2( 용출) 7-SC.8-SCA 

Xe-l33 15-5( 저장) 8-SCA 

방사성의약품을 준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과정을 포함되기 때문에， 선원구속은 중요한 안 

전기능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위의 기록된 과정 중 어떠 

한 한 과정이라도 부주의하게 조작을 한다면 선원구속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선원구속과 

작업자의 ALALA 절차에 따라， 발생기 조작은 상위보장이 요구된다. 발생기의 조기방출， 분 
실， 도난으로 인해 발생기가 일반구역에 놓여진다면 그 결과로 인해 일반인의 년간선량한도 

를 초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의 출입통제는 중위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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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2b 시스댐 15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 (Nuclear 

oharmacy) 

선원분실 
규제 부담 비용과 이익 재정상 위해 

위해 

솔워 1 M/L2.3 Mt It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일반 동위원 
기능 

인 
-
ι4‘-

수령， 준비， 저 

1-131 
장과 분배하는 

동안의 SC 또 
는 A 

수령 또는 저 

장하는 동안 

SC 또는 A 

Mo-Tc 폐기하는 동안 
/판매업자에게 

반환하는 동안 
[Al 그리고 

A3f 또는 S 

작업 동위원 
기능 

자 」까、-

수령 그리고 

1-131 저장하는 동안 
SC 혹은 A 

끼~’‘ 3‘창4 그리고 

l\1o-Tc 저장하는 동안 
SC 혹은 A 

'L=low; i\I=moderate; H=high 
'NlJREG/CR-48?...5(NRC. 1987) 
"NUREG!CR-538J( NRC. 1잊)()a) 
'I'CREG/CR-6330(NRC. 1 995b) 
~l'’REG/CR-1754U'\RC. 198U 
"l'lJREG/CR-1754(KRC. 1989) 
7 Airozo. 1999 
@‘W’ illis. 1998 

t Non-citable reference 
t t Insufficient data 

성명 

수령， 분배 그리고 준비하는 동 
안， “ SCA" 사건은 힐반인의 출 
입통제의 실패와 더불어 엎지릎 

으로 인항이다- 저장에 대하여， 

"SCA" 사건은 일반인의 출입통 
제 실패와 더불어 화재로 인함이 
다 

“ SCA" 사건은 일반인의 출입통 
제 실패와 더불어 엎지름으로 인 

함이다 

선원(Al 그리고 A3)관리는 허가 

사용자의 책임이다. 이에 반하여 

선왼차폐 직무는 제조업자의 책 

임이다 

설명 

수령하는 동안， “ SCA" 사건은 
접근통제 실패와 더불어 엎지름 
으로 인함이다 

저장에 대하여， “ SCA" 사건은 
접근통제 실패와 더불어 화재로 

인함이다 

“ SCA" 사건은 일반인의 출입통 
제 실패와 더불어 엎지름으로 인 

함이다 

선원(Al 그리고 A3)관리는 허가 

사용자의 책임이다. 이에 반하여 

선원차폐 직무는 제조업자의 책 
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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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비방사학적 시 A 템 
인지 위해 

비용 건강 위해 가치(값) 

L5.6 Mt t H ‘ H8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가능 

동위원소 기능 설명 

수령‘ 정도관리 
엎지름을 나타내는 

1-131 및 분주하는 동 
“ SCA" 

안 SC 

수령하는 동안 엎지큼 을 나타내는 “ SC 

S C A" 

Mo-Tc 펴l 기하는 동안/ 선왼 관리는 허가사용자 
판매업자에게 반 의 책임이다. 이에 반하 
환하는 동안 A2 여 선원차례의 ~~.c 
E표논 S 제조업자의 책임이다 

저장하는 동안 
일반인의 접는통제 실패 

Sr-89 와 더불어 화재발생에 
SC 혹은 A 

따른 “ SCA'’ 밥생 l 

일반인의 접근통제 실패 l 
Tc-99m 

용출하는 동안 
와 더불어 엎지름에 따 

SC 혹은 A 
른 “ SCA" 발생 

동위원소 기능 설명 

엎지름올 나타내는 
수령， 정도관리， 

“ SC" 
분주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바이얼 1-131 
SC 

이나 주사기차폐를 사용 
준비하는 동안 S 

함올 의미하는 S 

수령하는 동안， 엎지름 

4-~， 저장하는 을 나타내는 “ SC" 
Mo-Tc 

동안 SC 저장하는 동안， 화재발 
생을 의미하는 “ SC" 

수령 그리고 용 엎지름을 나타내는 “ S 
Tc-99m 

출하는 동안 SC C" 

Xe-l33 
저장하는 동안 저장하는 동안， 화재발 

SC 혹g. A 생을 의미하는 “ SC" 



4 단계와 5 단계: 다이아몬드 수형도 개발과 핵심이행분기점 정의 

그림 3.15-2, 서식 1에서 6까지에서 이번 시스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 수형도 

(diamond Tree) 요소들이 있다. 

서식 1은 위에서 추론된 규제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발생기의 조작과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는 매우 중대하고， 반면에 선원구속과 ALALA 절차는 중등도로 중요하다. 

서식 2는 발생기의 분실이나 도난과 정상적인 폐기물의 조기 방출의 방지를 보여준다. 만약 

측정 가능한 방사능이 있는 발생기가 일반구역에 노출된다면 그 결과 선량으로 이어진다 

Mo-99의 반감기는 3일이고 Tc-99m의 반감기는 단지 6시간이다. 발생기가 도난당하거나 분 

실하기 가장 쉬운 시간은 허가사용자가 운송하거나 배달하는 시간이다. 운송은 여기서 위해 

도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가지 최고 수준의 수행분기 목록은 발생기가 허가받은 

사람의 소유인 동안의 절도나 분실이 없도록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식 2는 또한 발생기 조기 방출이 일반인에게 피폭 원인이 될 수 있음(규제된 한계를 넘어 

선 방사능) 을 보여 준다. 허가사용자는 발생기를 저장실에서 붕괴할 때까지 가지고 있던지 

아니연 인가된 공급자에게 되돌려 보내던지 간에 발생기 column을 서베이 하거나 전체를 

서베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량률은 일반인이 허용한계 보다 큰 선량을 피폭 받지 않을 

정도로 받는 선량한계를 정하고 있다. 

서식 3은 화재의 예방을 보여준다. 몇 가지 피폭과정을 볼 때 선원방출의 원인은 화재이다. 

화재는 궁극적으로 차폐의 상실과 제한기능의 상실의 원인이라고 입증될 수 있다. 만약 차 

폐가 화재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면 제한기능의 상실은 문제될게 없다. 그러나 차폐설 

계는 이 시스템의 허가사용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조사되지 않는다. 

최근 사용되는 차폐체는 납이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이 있다. 납의 용융점은 약 327.5C 또는 

621F이다. 차폐체로서 붕괴된 우랴늄을 사용하는 발생기의 경우에는， 용융점이 약 1132C 또 

는 2069F 보다 더 높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에서 고려되는 설비는 임상에서의 동위원소 조제실이다. 그러므로 화재방어와 화재진압 조 

치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방출， 건축물 보호， 화재보험 등과 같은 핵물질과 관련 없는 다 

른 이유에서 필요하다. 추측된 결과인 잠재선량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우려되는 충 

분한 선량이 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선량은 종사자에게 모범적인 ALALA 지침에 의해 관 
리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위보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서식 4는 엎지름의 예방과 경감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이알 차폐， 깨어지지 않는 물 

질들， 작업대위에 홉수지 그리고 바닥의 안전매트를 이용하면 누설을 예방과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해도 평가를 위해 엎지름은 차 

페가 제대로 되어있는 장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될 수 있다. 만약 조제실에서 바 

이알이 차폐가 제대된 상태에서 낙하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바이얼 차폐체는 바이얼이 외부 

로 유출을 방지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게다가 아크릴 바이알 사용하면 바람직한데 그 이유 

는 바이얼이 떨어져도 충격에 의해 잘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선원구속 실패(엎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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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식 3 

시스텀 15 
핸약학 
서식 1 

핵약학 작업으로부터 선랑방지 

서식 4 

서식 6 

그림 3.15-2 시스템 15 : 다이아몬드 수형도(서6j 1-6) 

시스템 15 

핵약학 
서식 3 

l 중위 보장 f 

/\ 
ι 

c靜쫓f}고] 

추가적 인 규제 요구사항 없이 유도(추론) 할 수 있는 중요한 보증 

서싣 5 

가 발생하면 홈수지와 안전매트는 유출된 선원의 확산을 경감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서식 5는 일반인들의 출입통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시스랩은 임상 동위원소 조제실내에서 

단위선량을 분주하고 방사성의약품의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비방사성의약품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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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보장 

시스템 15 
핸약학 
서식 2 

선원의 통제 유지 관 èl 

허기 맡은 공급자에게 

앙시선 인진 

므로그램 

선원의 떼기톨 위해 

보편적으로 일반대중에게는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방사성동위원소 조제실 접근 

제한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되어진다. 일반인 출입통제는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중요하다 

서식 6은 종사자의 ALARA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몇 가지 순서들은 상위보장이 요구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위보장만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순 

서들의 대부분에서， 측정된 선량은 종사자가 모범도구인 ALARA 절차를 잘 준수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특히 선량은 작업자가 방호복을 입지 않았거나 혹은 자신의 손을 입에 

가져간다든지 하는 이유로 “체내섭취”가 유발되어진다. 드문 사례(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의 

경우， 부적절한 ALARA 절차는 관심을 끌지 못한다.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전형적으 

로 엎지름 사례이다. 이 엎지름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며， 

중위보장이 작업자의 ALARA 절차를 위해 선택되었는지 와 관련이 있다. 엎지름 방지와 경 

감의 중위보장은 작업자가 최소한의 피폭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과 직 

결된다. 

단계5 과정의 부분은 장비와 관련된 적절한 방호벽이 고려될 때， 시스템의 가치와 다른 비 

용들의 효과를 평가한다. 표 3.15-2b에 언급한대로， 규제의 선택적 요건을 지원하는 세 가지 

항목은 규제요건을 줄이고 안전보장절차를 간소화한다. 첫째로 시스템 15 에 대한 현재 규 

제부담은 높다. 둘째 사회에서 그 가치는 상당히 높게 고려되고 더 나아가 이런 의학적 능 

력선택의 보존능력을 유지하는데 지원된다. 보존부가성의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지원한다. 마 

지막으로 정상적인 작업으로부터 오염은 낮고， 그리고 사고로부터 오염 위해도 또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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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바이앓과 주사끼 치며1 의 

사용이 요구월 

상위 보장 

8-7 

시스템 15 
핸약학 
서식 6 

작업자의 

작업징소.홈흥드 인 

시스템 15 
핵약학 
서식 5 

그리고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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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잉훌율 청소g 때 

잉효륙을 ~용 

중위보장 

8-21 

~재짙화，엎지릉의 

칭소의 시간을 최소효l 



중위보장 

사용/바되어IS수때드 사용 

과정6: 규제접근 

시스템 15 

핸약학 
서식 4 

작업자의 훈련 

CI 에서 10 

망시선 안전 

므로그헐 

이 시스템은 동위원소생성장치의 방사능이 매우 크다든가 또 다른 동위원소(1-131)를 함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스템 4, 의료용(동위원소생성장치-용출 및 준비)과 유사하다 이 시 

스템을 위한 행위목적은 시스템 4와 유사하며 일반적인 규제접근의 요약을 표 5.15-2c에 

나타내었다. 

표 3.15-2d는 요구되는 항목들의 일반적인 우선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왼쪽 편의 열 

은 각각의 방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에 따라 규제 접근 안에 적절 

한 목록을 요약하였다. 오른쪽 열에 빈칸으로 구성된 부분은 위해도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 

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구사항들은 보증할 수는 없지만 의문점으로 

남아있을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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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2c 일반적인 규제접근 요약. 시스댐 15 

분야 요건유형 규제관점 특성 

선원관리 유지 

* 분실 혹은 도난 방지 방사선안전요로그램 통한 
방사선안전부로그램 E 허가 

* 조기방출 방지 관리된 선원책임표로그래 
시， 정기 검사 시에 충분히 

口

증명할 수 있다. 

화재방지 
중요한 보장 E 추가적인 규제 

속박없이 추론할 수 있다 
행정관리/훈련/자격 있는 개 방사선안전표로그램 ε 허가 

방사성물질 방출 예방/경감 인을 통한 시， 정기 검사 시에 충분히 
방사선안전효로그램 증명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통제 
행정관리를 통한 방사선안전 

방사선안전요로그램은 허가 

관리표로그램 
시， 정기 검사 시에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행정관리/훈련/자격 있는 개 
종사자의 ALARA 절차 

방사선안전￡로그램은 허가 

관리 
인을 통한 시， 정기 검사 시에 충분히 

방사선안전효로그램 증명할 수 있다. 

표 3.15-2d 규제접근에서 특정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15 

방호벽 코드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B-1 B-3 
고체(보통 알약 혹은 캡 

N/A 
슐)， 액 체， 가스일수도 

B-8 B-15 20.1801 , 1802 제 한 

B-16 C-1 
접근제한 없은 분야， 일반인 출입통제의 일부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B-ll 방어복 착용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종사자 ALARA의 일부분 

B-18 
선원과 거리를 최대한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종사자 ALARA의 일부분 
으로 

B-21 
선원부근에서는 최소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종사자 ALARA의 일부분 
시간으로 ; 20.1301 

B-21 
일반인에 대한 피폭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시간 최소화 ; 20.1301 
선원책임을 위한 근거 

C-1 to 10 방사선안전프로그램 20.1101 
，방사성물질 구속， 일반인 

접근통제，그리고 종사자 

ALARA 절차 
C-3 책임절차 30.51 선원책임의 일부분 

C-4 오염 서베이 수행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 20.1501 
1) 20.1904, 20.1905 

C-9 방사성의약품 표지 
2) 32.72(a)(4) 유통 
업자를 위한 방사성 
약품 

C- lO 비상시에 계획 및 절차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방사선안전프로그램 
내에 보통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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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2d (계속). 

방호벽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코E 

1) 19.12 가 가‘E 하다변 
> 100 mrem/yr 

방사선안전고로그램에 보통 2) 32.72(a)(2) 자격 있는사람 
C-8 훈련과 교육 

3) 32.72(b) 핵 의 학조 제 사 포함된다. 
4) 기타: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B-7 
선원은 사용하지 않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종사자의 ALARA와 관계 
때는 차폐한다. 

C-4 
취득한 패키지의 

20 .1906 
서베이 

선원 E 사용하지 않을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종사자의 ALARA와 관계 B-3 

때는 용기 내에서 차폐 ; 32.72(a)(3) 
B-4 B-6 휘발성물질과 가스는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B-13 흉후E 에 저장 

B-7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종사자의 ALARA와 관계 
않응 때는 차폐 

B-6 흉후드는 필터와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B-13 차폐를 갖출 것 

C-5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32.72(C), 하부조건부여 
장비 감독 

1) 20.1501(b) 
C-4 측정장비의 검교정 2)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빈도수) 

19.12, 19.13, 20.210, 통 하여 

기록， 보고 등 
20.2110, 20.2201 통하여 

필요하면 검사를 유지한다. N/A 
20.2206, 21.21 , 30.35, 30.50, 
30.51.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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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6 

3.16 수의학의 진단 및 치료적 이용 

3.16.1 개 요 

수의학은 동물들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비밀봉과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다. 그 

두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의 실행은 절름발이(불구) 말의 진단적 뼈 영상과 갑상선 기 

능 항진증 고양이에게 치료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근접치료， 원격치료를 위한 외부조사， 

그리고 혈소판의 적용과 같은 다른 절차들은 주로 개뜰과 같은 동물들의 암 치료에 있어서 

사용된다. 그러나 후자의 절차는 진단적 영상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는 자주 사용되 

지 않는다. 개의 암 치료에 사용하는 근접 치료는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시설에서 사용된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교적 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영상화하는데 사용된다. 왜 

냐하면 동위원소가 동물에게 주사된다면 짧은 반감기를 가진 동위원소의 사용이 더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 이 두 특성은 관심된 조직과 뼈， 동물， 작업자 그리고 일반인에게 최소한의 

방사선을 허용하지만 만족한다. 결과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베타를 방 

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위 조직에 손상 없이 목표 

세포들에게 강력한 방사선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또는 다른 동물들의 진단적 뼈 영상은 인간과 매우 유사하다 Tc-99m를 사용한 화합물 

투여는 진정된(수변된) 말에게 준다. 영상화는 감마카메라에서 실행된다. 관심의 조직으로부 

터 방출된 방사선은 카메라에 의해서 검출된다. 말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량은 인 

간에 게 필요한 선 량보다 약 10배 더 많다. 말의 뼈 를 영 상화했을 때 Tc-99m 화합물은 뼈 에 

섭취된다. 왜냐하면 말은 매우 큰 뼈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폼체를 거의 보호하는데 

제공되어 진 비교적 앓은 층의 피부과 조직에 의해서 덮여있다. 이 사실로 인하여 말은 방 

사선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준위) 이내가 될 때까지 격리되어져야 한다[모범행위/하부조건 

부여J. 시스템 5는 의학(진단 핵의학)에서의 진단적 영상화 과정이 논의되어져 있다. 

많은 고양이들이 인간과 유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같은 방 

법으로 치료받게 된다. 고양이에게 NaI-131을 투여한다. 고양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량은 3-5mCi가 처방된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내의 방사선 정 

도를 방출할 때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7-14일 이내이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시스템 6은 의학(치료적 핵의학) 치료 방사성의약품의 사용이 논의되어져 있다. 

어떤 경우 외부조사 방사선과 근접치료는 고양이와 개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종양치 

료를 위해 사용되어지곤 한다. 그것들의 실행은 아직 널리 사용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정(수면)시키는 것만을 제외하변 인간에게 

서의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시스랩 8은 의학(근접치료-수동 후 장착)， 그리고 시스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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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학(원격치료-단일 선원) 종양치료 과정에 대하여 논의되어져 있다. 

치료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침구， 배설물 그리고 다른 쓰레기들은 수집되어지고， 1-131, 

Tc-99m은 짧은 반감기이므로 저장실에서 감쇠를 시킨다. 만약 두 가지 동위원소를 동일한 

시설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두 개는 Tc-99m과 관련된 폐기물의 보다 더 빠른 방출을 허 

용하기 위해서 분리되어져야 한다. 고양이를 치료하는 핵의학기사는 주기적으로 기초적인 

갑상선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었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수의학에서 방사선 물질의 사용은 특수 면허에 의하여 허가되어진다. 어떤 넓은 범위에서의 

면허는 수의학에서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여 동물들의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가진 사 

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급되어 진다. 10 CFR 35.2에 정의된 것과 같이 

“의학적 사용”의 정의에 비록 수의학에서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절차들은 수의학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진단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더 큰 동물에 대한 수의학에서 실행되 

고 있다. 영상화의 대부분은 세 계절-운동 계절에 실행된다. 바쁜 계절의 한달 동안에서 20 

마리의 말이 영상화되어진다， 말들이 마상구기나 경주와 같은 운동에 출전하기 위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에서 진단적 영상화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고양이들의 치료는 전문화된 진료소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된다. 치료를 위한 가격은 대부분 

비싸고 미국에서는 치료를 하기 위한 진료소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치료를 하기 위한 진료 

소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의 큰 수의학 기관은 여러개의 주안 

에 5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약 12마리의 고양이들이 매주 각각의 시설에서 치료되고 

있다. 

3.16.2 장 해 

핵 진단 영상화와 관련된 주된 방사선학적 위험은 동물에 투약된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해서 

생성된 감마선이고， 치료를 있어서는 베타업자와 감마선이다 근접치료와 원격치료의 경우 

주된 위험은 밀봉 선원에서 나오는 감마선이다. 

동물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반적 인 방사성동위원소는 Tc-99m이고， 이 

것은 140keV 감마선을 방출하고 6시간의 반감기를 가진다. 한 마리 말에 투약하는 방사능 

은 5O -200mCi 이상의 범위이고， 동물의 체중에 의존한다. 만약 개를 영상화한다면 8-

lOmCi이다.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된 동위원소는 1-131 이고， 이것은 8일의 

반감기를 가진다. 액체 형태에서， 1-131은 휘발성이고， 그러므로 흉 후드에 저장해야만 한다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고양이에 투여되어지는 방사능은 3-5mCi이다. 근접치료와 원격치 

료에 대해서 Co-60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Cs-137 또한 원격치료에 사용될 수 있 

다. 

3.16.3 직무， 방호벽， 피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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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진단적 영상화와 치료적 투여는 다음과 같은 직무들로 구성된다. 

• 취득(진단 치료)(직무 16-1) 

• 저 장(치 료)(직 무 16-2) 

• 선량투여(진단 치료)(직무 16-3) 
• 말의 영 상/말의 간호/고양이 의 간호(직 무 16-4) 
• 동물의 방출(진단 치료)(직무 16-5) 

• 폐기(진단 치료)(직무 16-6) 

핵 진단 영상화와 치료적 투여 동안에 관련된 피폭자는 동물에게 선량을 투여하고 그리고 

동물들은 영상화하거나 간호하는 수의학자나 핵의학기사이다. 

수의사는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하는 절차동안 했던 것처럼 같은 절차를 사용할 것이다. 그 

러므로 방호벽을 사용하는 것도 유사할 것이다. 동물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것과 관련된 수 

의학자， 핵의학기사， 그리고 개개인들은 방호복， 말끔히 같은 어떤 형태의 방어복을 입는다 

[모범행위]. 투여하는 동안 주사기의 차폐체가 필요하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왜냐하면 

치료되는 동물은 애완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사선 방출이 허용할만한 수준이 될 때까 

지는 치료 후에도 방출되지 않는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그러므로 애완동물 주인들(일반 

인들)은 규제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않을 것이다. 보유하는 동안 그들은 

동물을 최소한으로 취급한다[모범행위]. 배설물과 침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는 모아지고 일 

반적으로 저장하여 감쇠시킨다[변허조건/하부조건부여].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방출하기 이전 

에 쓰레기는 서베이가 필요하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 쓰레기는 

소각되어진다. 

3.16.3.1 직 무 16-1 : 취 득 

시설에서 취득할 때 그 패키지는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서베이 할 필요가 있다[10 CFR 
20.1906(b)]. 서베이는 외부 방사선을 측정하고 오염을 제거한다. 만약 10 CFR 71.47의 어떤 

제 한을 초과했다면 NRC와 운반자는 보고하여 야 한다[10 CFR 71 .47, 10 CFR 71.87]. 방사성 

물질을 취득， 서베이 그리고 검사되어진 후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까지 저장실로 옮겨진다. 

단위 선량(일반적으로 주사기에 분주)은 일반적으로 차폐된 용기에 넣어지고 그리고 일반인 

이나 작업자의 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반용 용기로 옮겨진다[모범행위， 하부조건부여， 10 

CFR 32.72(a)(4) (i)]. 모든 방사선의약품의 취득 또는 보유 기록은 유지되어져야 한다[10 

CFR 30.51]. 왜냐하면 관심의 두 방사성 핵종은 비교적 짧은 반감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절차(검사) 일자보다 다소 앞서서 몇 일전에 주문되어지고 저장은 사용되지 않은 단위 선량 

과 사용하기 몇 일전에 대해서 요구된다. 

이 직무를 하는 동안 잠재적인 피폭자는 취득을 하는 작업자(수의사나 핵의학기사)와 그 지 

역 내 있을지 모르는 일반인(비작업종사자)이다.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어 

지는 특별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반인의 선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엄상에서는 

ALARA 목적을 위하여 치료 지역에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한다. 허가 받은 방사성물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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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감시하는 10 CFR 20.1802 상태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입가능구역 또는 저장실에 있지 않으면서 통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방사성동위원소가 

사용되는 임상 수의학의 치료 지역은 일반적으로 10 CFR 20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간주되 

어진다. 그러므로 통제가 요구되어진다[10 CFR 20, 면허조건]. 

취득하는 동안 관련된 잠재적인 주요한 사고는 엎지르는 것이다.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 

나 엎지르는 것은 만약 방사선 차폐체(또는 납덩어리)를 떨어뜨렸다면 발생한다. 엎지르는 

것은 차폐의 실패를 남긴다. 다시 말하면 단위 선량은 방사선 차폐체(납덩어리)로부터 그것 

을 엎질렀을 때 분리된다. 작업자는 만약 한 개의 선량이 엎질러졌다면 어떻게 억제하고 처 

리하는지 사전에 교육올 받는다[모범행위]. 마스크 또는 호흡장치는 청소하는 동안 보통 착 

용하지 않는다. 엎질러졌을 때 억제하고 처리하는 총 시간은 아마 30분 이내일 것이다. 관계 

된 또 다른 사고는 손상되고 오염이 존재하는 패키지를 취득하였을 때이다. 

3.16.3.2 직무 16-2 : 저장 

Tc-99m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도착한 후 즉시 사용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것의 사용이 요구되어질 때까지 그것은 다소 큰 단위 선량(-

200mCD이므로 차폐된 용기에 저장되어질 것이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일반적으로 고양이과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주어지는 1-131의 형태는 휘발성이므로 방사 

성의약품을 포함하는 주사기들은 일반적으로 흉 후드에 저장되어진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 

여]. NaHsodium iodine)을 취급할 때에는 이 물질이 따뜻해지거나 산성화되면 휘발 또는 증 

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단위 선량은 일반적으로 용기 

에 넣어 저장하거나 어떤 형태의 차폐되는 장소에 저장된다(납덩이， 납블록 뒤)[모범행위/하 

부조건부여1 

이 직무 동안 잠재적인 피폭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고에 넣거나 그것들은 제거하는 작 

업자(수의사나 핵의학기사)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방사성 물질의 통제에 있어 

서 제한 지역에 저장하거나 출입가능구역을 정하도록 10 CFR 20.1801에 요구되어 있다. 방 

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임상 수의학에서 치료 지역은 일반적으로 10 CFR 20에 따른 제 

한 지역으로 간주되어진다. 그러므로 접근 통제가 요구되어진다[10 CFR 20, 면허 조건1 

저장하는 동안 관련된 중요한 잠재적 사고는 엎지르는 것이다.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나 

엎지르는 것은 만약 단위 선량을 떨어뜨림으로서 방사선 차폐체로부터 분리되거나 그리고 

엎질러졌을 때 발생할 수 있다. 1-131의 경우 엎지르는 것은 방사성동위원소가 저장된 흉 

후드에서 발생할 것 이다.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방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작업자는 만약 하나의 단위 선량이 엎질러졌다면 어떻게 억제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모범행위]. 마스크 또는 호흡기구는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동안 착용하지 않는다. 엎지른 것을 억제하거나 청소하기 위한 총 시간은 30분 이내일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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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 직무 16-3 : 선량 투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영상화 목적의 경우 선량은 피하주사와 정맥주사에 의해 투여되어진 

다. 투여되는 동안 주사기는 주사기 차폐체에 의하여 차폐되어질 것이다. 방사성의약품은 

투여하기 위하여 수초간 취급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J. 

이 직무 동안 잠재적인 피폭자는 선량을 투여하는 동안의 작업자(수의사나 핵의학기사)이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을 수 있는 다른 모니터 된 작업자이다. 이것은 검사실/치료실 근처 

에 있는(대기실과 같은) 지역 내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선량을 투 

여하는 동안 일반인들은 방안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구역들은 보통 제한구역으로 통제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잠재적인 사고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나 엎지름이다 이것은 주사 

하는 동안 동물이 움직인다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엎지르는 것은 수의사나 핵의학기사 

가 주사기 떨어뜨리고 플런져를 놓침으로서 방사성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다. 만약 선량은 

엎지르게 되었다면 작업자는 엎지른 것은 어떻게 억제하고 처치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 지침 

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모범행위J. 보건 물리요원은 산업체 전체에 걸쳐서 이것은 실행하고 

있다고 추측되어진다. 마스크 또는 호홉기구는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동안 착용하지 않는다. 

엎지른 것을 억제하거나 청소하기 위한 총 시간은 30분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3.16.3.4 직무 16-4 : 동물의 취급/관리 

직무 16-4a : 말의 영상화 

단위 선량이 투여되어진 후 생체 누적 기간은 방사성동위원소가 관심 있는 뼈에 누적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말들은 갇혀 있게 된다. 적당한 생체 누적 기간 이후 말은 감마카메 

라로 영상화되어진다. 이 영상들은 뼈에 Tc-99m이 증가되어 섭취된 어떤 부위를 보여준다. 

또한 “열소(hot spot)" 로 언급되어진다. 

직무 16-4b : 말의 관리 

영상화 과정이 완성되어진 이후 말은 1미터에서 2mrem/hr 아래의 선량율이 될 때까지 갇혀 

있게 된다[모범행위J. Tc-99m은 단반감기(반감기 6시간)이기 때문에 말은 대부분 2일이면 

방출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작업자는 먹이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말 

을 관리한다. 이것은 작업자의 일상적인 직무의 한 부분으로서 매우 적은 호흡 선량이 분비 

물/배설물 등의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분비물， 배설물의 처리로 나타날 

것 같은 방사능의 양은 투여되어진 수량의 매우 적은 부분일 것이다.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작업자는 동물 가까이에 접근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모범행위 1 

직무 16-4c : 고양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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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1-131을 주사한 후 절차들이 완성된다. 고양이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격리하여) 

제한된 지역의 우리에 놓아두어야 한다. 고양이는 보통 5일을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 시간동안 작업자는 먹이를 주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을 포함하여 

고양이를 관리한다. 이것은 작업자의 일상적인 직무의 한 부분으로서 매우 적은 호흡 선량 

이 분비물/배설물 등의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할 수 었다.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동물 가까이에 접근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모범행위 1 하지만 작 

업자한 우리에서 그것들을 치우고 고양이를 취급하는 매우 적은 시간을 보낼 것 같다. 

1-131로 치료하는 것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주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1 

이와 연관된 피폭자는 영상화를 수행하고 임상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작업자들이다. 비록 이 

들은 특수화된 엄상에서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몇몇 작업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렇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순번대로 배치되고 노출된 피폭자로서 간주되어진다. 

전형적으로 소유주는 임상에서 고양이가 머무르는 동안 그들의 애완동물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위해도 분석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다. 

이와 연관된 사고는 모범 ALARA 행위와 동물에 근접하고 취급하는데 초과 시간을 보내는 

작업자들의 실패이다. 무엇보다 머무르는 것은， 작업자의 일상적인 피폭의 한 부분으로서 분 

비물/배설물 쓰레기로 오염되어진 먼지/쓰레기/건초들의 호흡으로 기인한 매우 적은 가능성 

의 선량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작업자가 폐기물의 취급과 폐기를 할 때 모범 ALARA 행위 

를 하지 않는 다면 이것 또한 관련된 사고이다. 

3.16.3.5 직무 16-5 : 동물의 방출 

방사성동위원소가 투여되어진 동물들은 사람에서와 같이 선량이 약 1미터에서 2mrem까lr 

이상이 아닐 때까지 동물의 주인에게 방출할 수 없다[10 CFR 20.13021 Tc-99m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말들은 약 2일이 소요될 것이다. 1-131의 반감기는 약 8일이므로 고양이들은 

거의 일주일이 소요될 것이다. 몇몇 엄상에서는 방출을 위하여 힘든 자격 요건을 강요하기 

도 한다[하부조건부여1 그런 경우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방출된 후 임상에서는 동물들을 어떻게 돌보고， 배설물의 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 

에 대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모범행위1 인간에게 있어서 1-131의 생물학적 반감기 

는 약 130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12시간 이내에 감소되어진다. 고양이들의 

생물학적 기능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1-131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처리할 것으로 가 

정된다. 그러므로 방사능의 대부분은 고양이가 임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감소되어진다. 

주된 피폭자는 방출된 애완동물을 돌보는 소유주들이다. 비록 소유주에게 ALARA 행위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교육을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소유주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은 보 

증할 수 없다. 게다가 동물에 있어서 잔류 방사능은 본래 투여된 선량과 비교할 때 최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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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연관된 사고는 일반인의 영역에 동물을 너무 빠르게 방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만약 서 

베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발생될 것이다. 하지만 동물에게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방사능의 양은 적으며， 그리고 동물들올 너무 빠르게 방출할 가능성도 거의 적으며， 이 

직무와 관련된 위해는 더 이상 분석되지 않았다. 

3.16.3.6 직 무 16-6 : 혜 기 

단위 선량으로 투여되어진 후 주사기는 방사성폐기물로서 즉시 폐기되어지거나 또는 판매자 

에게 반송되어진다. 판매자는 반송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절한 용기에 저장하게 된다. 

치료적 사용에 있어서 모든 침구류와 쓰레기들은 이중 포장되어지고 그리고 냉장고에 저장 

붕괴하기 위하여 보관한다[모범행위]. 폐기물을 저장하여 감쇠시키기 위한 저장실의 재원이 

없는 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 업자와 계약을 할 것이다. 이들 폐기물 

들은 또한 단 반감기라면 저장붕괴를 위하여 보관된다. 결국 소각 또는 매립지 매장과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비 방사선 폐기물처럼 폐기된다. 

진단적 사용에 있어서 모든 침구류와 배설물/분비물들은 수집되어지고 일반적으로 저장붕괴 

를 위하여 보관되어진다. Tc-99m의 반감기는 6시간이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폐기물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해 방출 전에 서베이 되어질 것이다. 

이 직무 동안 잠재적인 피폭자는 작업자들이다. 치료/진료실 근처에 있는 그 지역(대기실과 

같은)에 위치한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가능성이 있다. 방(폐기하는 장소)안에 위치할 것 같은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진단적 사용에 있어서 Tc-99m은 단 반감기 통위원소이기 

때문에 이 직무에 참여하거나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자는 순서대로 배치된다. 

이 직무와 관련되는 잠재적인 사고는 초과 방사능 폐기물을 너무 빠르게 방출하는 것이거나 

제한기능(선원구속) 실패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 있다. 

3.16.4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수의학에서 진단/치료적 사용에 대하여 완성하 

였다. 표 3.16-1은 위해도 분석 시에 사용하는 시스템 수준 입력을 포함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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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댐 수준 입력 

방사성동위원소 단위 선량 물리적 형태 절차의 수 

1-131 5mCi 액체 주사 300/시설 

Tc-99m 200mCi 액체 주사 180/시설 

추정되는 허가받은 기관의 수 : 30(1-131 치료)과 20(Tc-99m 진단) 

그립 3.16-1에는 작엽자와 일반인에 대한 연간 시설 위해가 나타나 있다.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작업자의 위해는 3rem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수의사와 말의 진단적 영상화를 실시하는 수의사의 위해의 합이다. 이들의 두 특 

성들은 같은 수의사들에 의해서 실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므로 치료와 관련된 종사자 

의 위해도는 거의 2rem/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진단적 영상화에 있어서는 

1rem/년 이하로 경미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위해의 주된 이유는 (치료 경우에 있어서) 

고양이를 관리하는 동안의 피폭이고. (진단 영상화에 있어서) 말의 영상화하고 관리하는 경 

우이다. 고양이는 사육하고 그들의 우리를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정상적인 피폭의 

부분으로서 핵의학기사들은 이러한 직무 동안 피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단적 영상화에 있 

어서 비교적 큰 선량이 말에게 주어지고 주로 뼈에 누적된다. 말들은 뼈에 섭취된 Tc-99m 

으로부터 거의 차폐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수의사나 핵의학기사들은 이 직무 동안 

직접적인 피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상화를 할 때 말의 다리쪽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정상 

운영에서 기인하는 일반인의 연간 위해도는 매우 적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 일반인의 

수는 작업자 즉， 방사선작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작업자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시설마다의 빈번한 다양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다양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 

떤 찰확실성이 존재한다. 

작업자나 일반인에 있어서 사고로 기인한 총 위해는 적다. 위해의 주된 원인은 “엎지름”의 

결과로 인한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의 피폭이다. 다시 이 위해도 평가에 의하여 고려된 일반 

인의 숫자는 작업자로 배치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임상이나 동물병원으로부터 방출될 때까지 애완동물의 방문은 허용 

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해는 매우 불명확하다. 

3.16.5 규재의 선택적 요건 분석 

1단계: 피폭과정 분류 

표 3.16-2a는 위해도 분석을 통해 드러난 피폭과정을 2.6절에 요약된 방법론에 따라 분류하 

였다 

2단계와 3단계: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 순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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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시스템 16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수의학의 진단 및 치료적 

이용 

위해도 결과의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16-2b에 요약되었다. 표는 위 

해도에 영향올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 있으며 요 

약된 표들은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를 하여 만들어져 있다. 

표 3.16-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상위 (high)와 나란 

히 일반인들에 대한 상위 (high)를 위치하여 실제 선량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로부터 결 

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취득과 투여 동안에(1-131)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위 

보장 

• Tc-99m의 취득과 투여동안과， 1-131의 저장과 폐기 동안의 장소는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중위 보장 

• 1-131의 사용 후와 엎지름 후의 청소 시에 작업자가 모범 방사선 방호 행위 사용의 중위 

보장 

• 취 득과 투여 동안에 (Tc-99m) 효율적 인 차폐 사용의 중위 보장 

이 시스템에서 평가되는 위해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수의학과 관련되어 있다. 주로 사 

용된 방사성동위원소는 고양이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를 위한 1-131과 말들의 진단적 

영상화를 위한 Tc-99m이다. 비록 다른 동물들이 또한 영상화되지만 말들은 좀더 많이 자주 

영상화 되어지고 말의 크기 때문에 큰 선량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말들의 영상화는 이러한 

위해도 평가의 모델로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위해도 평가에 의해서 고려된 수의학 치료는 특별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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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특성들은 분리되어 논의되어진다. 그 특성들의 구분은 요구되는 보장 수준을 성취하 

기 위한 필요한 방호벽의 토론을 촉진시킬 것이다. 

고양이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적 처치 

일반인에게 있어서 표 3.16-2b는 1-131을 이용하여 다양한 직무를 취급했을 때 제한기능(선 

원구속)이나 접근 통제를 펼요로 하는 중위 보장을 시사하고 있다. 1-131은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의 결과가 더 크다. 게다가 측정 선량은 다른 방에 배치 받은 작업자에게조차도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제한기능(선원구속)의 통제는 보장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명 

백하다. 

엎지르는 것은 적절한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들은 위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다. 

표 3.16-2a 시스템 16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수의학적 진단 및 치료적 사용 

상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일반인 동위왼소 직무 피폭과정 통위원소 ~! 디「 피폭과정 

없음 1-131 16- 1(취득) 7-SC. 8-SCA 

16-2( 저 장) 4-CA.8-SCA 

16-3(투여) 7-SC.8-SCA 

16-6( 폐기) 8-SCA 

Tc-99rn 16- 1(취득) 6-SA.8SCA 

16-3(투여) 8-SCA 

작업자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없음 1-131 16- 1(취득) 8-SCA 

16-2( 저장) 8-SCA 

16-3(투여) 8-SCA 

16-6( 폐기) 8-SCA 

Tc-99rn 16- 1(취득) 6-SA. 8-SCA 

16-3(투여) 8-SCA 

작업자들에 있어서 표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이나 접근(작업자 ALARA)통제의 필요가 있음 

을 중위 보장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피폭과정의 문제에서 선량은 주로 섭취가 원인이 된 

다. 섭취 선량은 미홉한 방사성 방호 행위의 결과로서 인한 것이다. 작업자의 행위는 훈련과 

절차을 통하여 좀더 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통제(또는 작업자의 모범 방사선 방 

호 행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택되어진다. 저 선량들은 시간， 거리， 차폐의 원칙을 사용 

하는 빠른 대응에 의해서 성취되어진다. 

말의 진단적 영상화 

Tc-99m은 동물들의 영상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사성동위원소이다. 비록 

Tc-99m에 의해서 방출된 감마선에너지는 1-131보다 낮지만 말에게 투여되는 Tc-99m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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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2b 시스댐 16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수의학적 진단 및 치료적 사용 

비용과 이득 재정상 위해 
선원 분실 

규제 부담 
오염 비방사학적 시스템 

인지 위해 
위해 비용 건강 위해 가치(값) 

τtt-~ 1 L2.3 Lt H
4 L5.6 Mt t M 7 M ß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일반 
동위원소 기능 설명 동위원소 기능 설명 

인 

1-131 
취득과 투여 동안 엎지름으로 “ SC" 발생함 

에 S 또는 C 

없음 저장 동안에 C 흉 후드에서의 엎지름과 화 

또는 A 재로 인한 방출로 인한 “ C" 

발생함 

폐기 동안에 S 화재로 인해 폐기 동안의 방 

또는 C 또는 A 출 

Tc-99m 취득 동안에 S 차폐가 안된 상태에서의 엎 

또는 A 지름과 차폐 안된 경우 “ S" 

투여 동안에 S 발생함 

또는 C 또는 A 이러한 사건은 엎지름 

작업 
동위원소 기능 설명 동위원소 기능 설명 

자-

없음 취득， 저장， 투연 취득과 투여 동안에 엎지릉 

I-l31 와 혜기 동안에 으로 “ SC" 발생함 

S 또는 C 또는 저장과 폐기하는 동안에 화 

A 재로 인해 "SC" 발생함 

취득 동안에 S 차폐가 안된 상태에서의 엎 
Tc-99m 

지릅과 차폐 안된 경우 “ S" 또는 A 

투여 동안에 S 발생함 

)뚱능 C 또는 A 이러한 사건은 엎지름 

‘NUREG/CR -6330( NRC , 
IL;low; l\I =m‘xlerale; H;high 

1 995b) 
'Nuclear New , 1999 BSee Appendix B• B.2.7 

5 NUREG/CR-1754(NRC , 
2NUREG/CR-4825(NRC. 1987) t Non-citable reference 

’ 198]) 

6NUREG/CR -1754( NRC , 
3NUREG/CR-538l(NRC. 1잊뻐a) t t Insufficient data 

1989) 

은 고양이에게 투여하는 1-131 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Tc-99m을 포함하는 직무 

와 관련된 선량들은 외적 구성에 의하여 거의 다 이끌어진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선량은 접 

근 통제를 교육함으로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반면에 작업자에게 있어서는 차 

폐의 효과적인 사용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 

4단계와 5단계 :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과 핵심이행분기점 정의 

그림 3.16-2, 서식 1-4까지는 수의학에서 진단 및 치료적인 사용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형 

도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서식 1은 이제까지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규제의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1-131 물질 

의 제한기능(선원구속)， 일반인의 접근 통제， 작업자의 모범 ALARA 실행， 그리고 효과적인 

차폐의 사용 대해서는 중위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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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는 작업자의 ALARA와 일반인의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이다. 모범 방사선 방호의 행 

위는 제한기능(선원구속)(1-131포함)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선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 

요하다. 이것은-시간을 제한하고 거리를 최대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소할 때 글러브와 

같은 방호복을 착용함으로서 성취되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의 모든 것들은 응급 절차， 훈련 

그리고 확실한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통제되어진단. 저장과 폐기지역 

의 일반인 접근은 특히 통제되어진다. 엎지르는 것은 흡입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 

고 엎지르는 것은 항상 방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접근 통제함으로서 일반인의 선량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서식 3은 Tc-99m의 취득과 저장하는 동안의 효과적인 차폐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계된 사 

항이 다. 비 록 Tc-99m의 선 량이 높은 감마에 너 지 를 방출하지 않는다 할지 라도 말에 있어 서 

투여되는 방사능의 양은 인간에게 투여되어진 양과 비교하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외부 

선량은 차폐를 사용하지 않은 피폭과정에서 발생한 선량이다. 선량을 최소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 및 투여 직무 동안에 바이얼이나 주사기 형태의 차폐 

체를 사용한다. 만약 방사성동위원소가 저장되었다면 그것은 차폐된 용기에 저장되었을 것 

이다. 

작업자의 ALARA 

서식 2 

시스텀 16 

수의학 (진단과 치료사용) 

서식 I 

수의학적 사용안에서 선랑 앙지 

그림 3.16-2 시스템 16 : 다이아몬드 수형도(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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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시스템 16 

수의학 (진단과 치료사용) 

서식 2 

C-2 

밑반민에대한 111쪽은 

시스델 16 

수의학 (진단과 치료사용) 

서식 3 

중위보장 

8.7 

휘읍하논 동안에 바이앓고i 

추시기 차며|처l톨 사용 

보증된 차펴|는 

효과적으로사용 

8.7 

잉사성의약용은 차퍼|된 

바이얼 안에저장 

서식 4는 엎지르는 것의 억제와 방지와-제한기능(선원구속)과 관한 사항이다. 선량은 엎지 

름에 의한 사건에 의해서 대부분 호홉/섭취로부터 일어나는 원인과 사건 후 청소로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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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보장 

시스템 16 
수의학 (진단과 치료사용) 

서식 4 

앙사성의약품의 

흩수흥미/흩수비닥ÃH. 

홈흥드주워에 사용 

느 정도 원인이 된다. 엎지르는 것은 완전히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소 조치는 엎지름으 

로 선량이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취득하는 동안 패키지의 결함 또는 실패의 감 

지 그리고 저장하는 동안의 흉 후드， 홉수지의 사용은 감소 조치의 역할을 한다. 동물들은 

억제시키거나 진정시키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훈련되었거나 자격이 있는 요원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예방적인 조치들은 선량을 투여하는 동안 이익을 제공할지 모른다. 

5단계의 과정은 적절한 방호벽이나 다른 구비 조건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시스템의 

질적 가치의 측면이나 경비 (cost)의 유용성에 대한 근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6-2b 

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규제의 요건들에서 지지되는 세 가지의 항목은 규제의 요건을 감소 

시키는 것과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보장을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첫째， 시스템 16에 관한 현 

행 규제 부담이(각각의 규제) 중위 (moderate)로 고려되었으며 둘째， 집단(사회)의 기대치가 

중위 (moderate)로 고려되었다. 어떤 동물 소유주들은 이런 이익을 위해 순위를 정한 것에 

대한 논쟁을 할지 모른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운영으로부터 오염 

은 낮고 사고로부터의 오염 위해 또한 상당히 낮으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은 최소화 

될 수 있다. 분석되어진 동위원소는 짧은 반감기이기 때문에 방사능은 90일 이내에 감쇠 되 

어질 것이다. 

6단계 : 규제 접근 

이 시스템에서 심각한 선량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고는 한 건도 없다. 그러나 선량의 누 

적을 발생시키는 방사능의 몇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선량 가이드라인의 

- 201 -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에 있어서 선량은 접근 통제에 의해서 대부분 방 

지할 수 있다. 작업자는 동물과 같이 있으며， 방사선 피폭을 발생시키는 배설물과 같이 접촉 

하는 간단한 방사능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단지 시간과 거리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장하는 동안의 선량은 적당한(차폐된) 저장에 의해서 쉽게 방지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엎지름을 예방하는 것은 훌륭한(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예방 조 

치에도 불구하고 엎지름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감소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변 매우 훌륭 

한 것이다. 

표 3.16-2c의 규제의 선택적 요건 목록은 성취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것들로 간주된 

다. 규제 선택적 요건의 조합은 작업자나 일반인의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보증 

할 것이다 

표 3.16-2c 규재 접근 요약， 시스댐 16 

분야 요건 유형 규제관점성격 

작업자 
방사선 안전 효로그램에서 요구하고 있 

훈련/ALARA 
는 작업자 훈련의 확립과 방사선 방호 

최초의 정기적인 감사 동안에 적 

(엎지름 방지 
실행에 따른 행정적 통제 

절한 표로그램 입증 

포함) 

일반인 접근의 방사선 안전 효로그램에서 요구하고 있 
최초의 면허 동안의 적절한 ￡로 

제한 는 일반인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확립 
그램 입증; 그 후에 정기적인 감 

사 

효과적인 차폐의 
방사선 안전 ￡로그램에서 요구하고 있 최초의 면허 동안의 적절한 ￡로 

는 차폐 사용(감마선을 방출하는 대 선 그램 입증; 그 후에 정기적인 감 
사용 

량에 대해)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확립 사 

방사선 안전 ￡로그램에서 요구하고 있 

엎지름의 
는 휘발성 액체의 저장에 대해 흉 후드 최초의 면허 동안의 적절한 프로 

방지/억제 
의 사용， 동물에게 선량 투여， 방사성 그램 입증; 그 후에 정기적인 감 

의약품의 취득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사 

확립 

표 3.16-2d는 요구되는 항목들의 일반적인 우선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왼쪽 편의 열 

은 각각의 방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에 따라 규제 접근 안에 적절 

한 목록을 요약하였다. 오른쪽 열에 빈칸으로 구성된 부분은 위해도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 

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구사항들은 보증할 수는 없지만 의문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선원 분실은 이 위해 평가의 부분으로써 분석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 이유는 통제와 책임의 

목록이 피폭과정 분류 절차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록과 보 

고는 필요조건에 따라 지지되어지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단지 “중위” 보장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 요점은 방사선학적인 손해로부터 가능성을 가볍게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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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2d 규제접근 안에서 특수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16 

방호벽 코드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B-1 
수의학에서는 대부분 액체 

없음 
방사성의약품을 사용 

B-3 
바이얼 안의 용기는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효과적인 차폐의 

차폐하여야 함 사용의 부분 

B-8 
B-15 접근 한도 

20.1801,1802 출입가능구역， 일반인의 

C-1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접근제한의 부분 

B-11 방호복의 착용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작업자의 훈련/ 

ALARA의 부분 

B-21 선원근처에서의 시간 한도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작업자의 훈련/ 

ALARA의 부분 

B-21 지속된 피폭의 일반인의 한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일반인의 접근 제 

한의 부분 

C-1 to 10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20.1101 
작업자의 ALARA 
실행에 대한 기초 

C-3 책임 절차 30.51 

C-4 방사선과 오염 서베이의 실행 
1)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엎지름 억제의 

2) 20 .1501 -닙「 τ 님r 

만약100mrem/yr 이 상이 면 

C-8 훈련과 교육 
19.12 작업자의 훈련/ 

그 외 : ALARA의 부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1) 20.1904 용기 
C-g 허가된 방사선 물질에 꼬리표 2) 32.74(a)(4) 상업 적 으로 

배포되는 방사능 약품 

작업자의 

C- lO 웅급 계획과 절차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훈련/ALARA의 
-닙「 τ Hr 

1)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B-7 
사용하지 않을 때 방사성 2) 만약 상업적인 배포에 차폐된 저장의 

동위원소의 차폐 의한 방사성의약품이라변 -업「 τ Hr1 

32.72(a)(3) 

B-15 
허가된 방사성 물질의 지역은 20.1801,1802 출입가능구역， 일반인의 
일반인들이 접근이 불가능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접근제한의 부분 

C-4 취득한 패키지의 서베이 20.1906 
엎지름 억제의 
-닙「 τ 닝r 

B-7 
사용하지 않을 때 추가적 인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차폐 

방사능 선원/동물로부터 
작업자의 

B-18 
작업자의 거리를 최대화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훈련/ALARA의 
-님「던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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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2d (계속) 

방호벽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활 

코드 

작업자가 동물의 관리하는 
B-21 동안에 동물근처에 접급/취급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시간의 한도 

B-6 흉 후드의 필터 설치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엎지름 억제의 부분 

B-13 흉 후드의 차폐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엎지름 억제의 부분 

B-7 
방호를 하기 위한 차폐를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영상화 시스랩에서 구성함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을 
B-7 동물에게 주사하는 동안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효과적인 차폐의 사용 

주사기 차폐 

20.1801 , 1802 
B-18 동물을 일반인과 격리 출입가능구역，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1) 20.1301 
C-2 

일반인의 선량한도까지 
2) 

동물을 소유주에 게 방출 못함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폐기물， 침구 등의 폐기에 
20 Subpark K 부분 

C-6 요구되는 것은 
1) 20.2003 

C-6 1) 청결한 하수구 
2) 20.2ool(a)(1) 

일반인 접근 제한의 부분 
C-6 2) 허가된 과정에 따라 

3) 20.2ool(a)(3) , 20.2002, 
3) 소각 

20.2004, 20.2005 
1) 

C-3 목록 완성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2) 30.5H취 득 기 록 등] 

C-4 서베이 기구의 교정 
1) 20.150Hb) 

엎지름 억제의 부분 
2) 하부조건부여(종종) 

19.12, 19.13, 20.2101을 
통하여 20.2110, 

없음 보고， 기록 등 20.2201을 통하여 

20.2206, 21.21 , 30.35, 
30.50,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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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1 

3.21 조사기 (자가차폐 ) [Irradiators (Self-shielded)] 

3.21.1 개론 

자가차폐 조사기는 작동 시 요구되는 차폐가 부착 되 있고 작동 중 조사구 (irradiation 

chamber)에 접근할 수 없는 선원이 내장된 장비이다. 다양한 산물이나 재료를 조사하기 위 

하여 주로 고 방사능 선원인 Co-60이나 Cs-137을 사용하는 데 혈액， 화장품과 다른 산물의 

방사선 조사에 사용한다. 또한 열형광선량계 (TLD)나 서베이 미터 (survey meter)같은 방 

사선측정장비의 교정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장비의 주사용 처는 대량의 조사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검사실이나 연구개발 목적을 위한 시설에서 사용한다. 

조사할 재료는 장비 의 조사구 (sample chamber)에 놓는다. 선원은 연동장치 (jnterlock)가 

있는 차폐문 뒤에서 완전히 차폐된 ’off’ 상태에서 조사위치로 이동하는 차폐된 조정대에 장 

착되거나， 선원은 고정 되 있고 조사구가 근접할 수 있는 장착위치에서 근접할 수 없는 선 

원 옆의 조사위치로 움직인다. 이 장비의 경우 외부차폐는 필요하지 않다 

일부의 작은 자가차폐 조사기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가 달려있으나， 대부분의 조사기는 

무게가 수천 파운드에 달해 이동할 수가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자가차폐 조사기는 되도 

록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에 설치한다. 조사기 근처에서의 다른 업무의 경우 예상되는 

작업시간에 따라 출입관리 (또는 추가차폐)가 요구될 수도 있다. 

조사기는 10 CFR 30과 10 CFR 20에 따라 동의한 주나 NRC의 특수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 

에 사용할 수 있다. 선원과 조사기는 10 CFR 32.210에 따라 면허와 둥록을 해야만 한다. 관 

련된 조사기의 최대선원세기， 제조사， 모델번호는 조사기의 면허에 명시되어야 한다. 

LTS는 180대의 조사기에 대하여 약 130개의 면허가 NRC에 의해 교부되었음을 보여준다. 

제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미합중국 내에 약 400대의 조사기가 설치된 걸로 추산된다. 조사시 

간과 사용빈도는 매우 다양하다. 조사시간의 범위는 1-2 분부터 연속적인 사용까지 있다. 조 

사빈도는 한 달에 한번부터 하루에 60번 이상 일어날 수 있다. 위해도 평가의 목적을 위하 

여 전형적인 조사시간 및 빈도는 일년에 250일， 하루에 20번， 한번에 10분 조사로 가정한다. 

3.21.2 장해 (Hazard) 

방사성동위원소 선원의 재료는 ANSI N43.6의 조건에 맞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중으로 싸 

여있다. Co-60선원은 금속막대의 모양으로 되어있고 Cs-137선원은 cesium chloride의 형태 

로 되어있다. 두 선원은 주로 외부 감마선의 장해를 가지고 있다. Co-60 선원의 물질은 캡 

슐이 부서져도 쉽게 분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Cs-137은 캡슐이 부서질 경우 쉽게 분산되고， 

cesium chloride는 물에 잘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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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Co-60 선원의 세기는 5 Ci부터 33,000 Ci인데， LTS에 의하면 9000 Ci가 일반적인 

값이다. 허가된 Cs-137 선원의 최대세기는 22,500 Ci인데， 2000 Ci가 일반적인 값으로 추정 

한다. 조사기는 조사기내에 선원과 함께 운송된다. 선원의 긴 반감기로 인하여 선원의 교체 

는 드물고 초기설치 및 검사 시와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수행한다. 

3.13.3 직 무， 방호， 피 폭자 (Tasks, Barriers, and Receptors) 

자가차폐 된 조사기는 다음과 같은 직무 (task)를 포함한다. 

• 인수 (Task 21-1) 

• 설 치 (Task 21-2) 

• 보관 (Task 21-3) 

• 유지 보수 (Task 21-4) 

• 선원 교체 (Task 21-5) 

• 사용 (Task 21-6) 

• 폐 기 (Task 21-7) 

자가차폐 조사기의 사용 시 피폭자 (exposure receptors)는 샘플의 장， 하착을 수행하거나， 

인수， 설치， 유지보수와 선원교체의 직무를 수행하는 허가 받은 사용자이다. 설치 및 선원교 

체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전문가가 수행한다. 일반 피폭자 (일반 피폭자:public 

receptors)는 조사기와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다른 종사자나 방문객이다. 

조사기의 디자인은 예상되는 점유인자를 고려한 10 CFR 20.1201과 10 CFR 20.1301의 조사 

선량의 조건에 따르는 충분히 낮은 외부방사선 준위를 유지하도록 차폐 (주로 납)의 제공을 

요구한다. 요구되는 선량은 조사기의 표면에서 1 m 떨어진 곳에서 시간당 2 mrem 이하이 

어야 한다. 일부 디자인의 경우， 방사선량의 준위가 조사위치에 있을 때나 (위의 일반적인 

값까지) 또는 조사구가 장착에서 조사위치로 이동할 때 증가한다. 조사기가 사용 중이 아닐 

경우， 시간당 외부조사선량은 0.2 mrem이 일반적인 평균값이다. 일부 조사기의 경우， 본체 

와 연결된 전기， 액체(냉매)의 공급관이 있는데 이 통로 (access paths)는 지역적인 방사선 

을 막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부분산란에 대한 차폐를 갖고 있다. 

일부 디자인의 경우 위의 규제한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기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 

지만， 자가차폐 조사기는 반드시 제한구역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제한구역이 아닌 경우， 방 

사성 동위원소를 감시， 관리하기 위하여 허가사용자가 요구 된다 [10 CFR 20.18021. 방사능 

표시， 선원， 제조사 및 허가사용자에 대한 표지가 각 장비에 부착되어야한다 [10 CFR 

20.1904, 장비의 등록1. 방사능 경보기의 부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일부 제조사는 권장하고 

있다. 

조사기의 허가 받은 사용자는 적절한 방사선안전과 조사기의 운영지침에 대한 훈련을 받아 

야 하고 [하부요건/모범행위 tie-down/good practicel, 일년에 100 mrem 이상 조사선량의 

피폭이 예측된다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10 CFR 19.121. 일상적으로 장비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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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출입이 허가된 사람은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허가사용자는 시설과 운영을 감 

독하기 위하여 훈련되고 자격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 mso)의 확보가 요구된다[10 CFR 

33 .13 & 14 면허조건J. 운영과 비상사태에 대한 지침서는 모범행위 이고 면허 또는 하부요 

건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다. 개인 피폭용 선량계는 조사기 사용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 

되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 인가된 허가사용자 중 많은 사람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 

용면허를 가지고 있고 개인 피폭용 선량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21.3.1 Task 21-1: 언수 (Receipt) 

자가차폐 조사기는 제조사에 의해 운송되는데 DOT의 조건에 일치해야만 한다. 조사기는 선 

원이 설치된 채로 운송되는데 선원은 고정 되 있다. 인수업무는 (파손이 발견될 시) 화물을 

검사하고 서베이 (survey)를 하고 [10 CFR 20.1906]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는 것이다. 방사선안전관리자나 다른 자격 있는 종사자가 인수검사를 수행한다. 

인수작업 중 가능한 피폭자는 검수 및 서베이를 하는 방사선종사자나 근처의 일반인 (비 방 

사선종사자)이다.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의 규제 외에는 일반인의 출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인수작업의 빈도는 보관과 사용업무의 빈도에 비해 매우 작고， 인수작업 시 생소한 장해는 

없다. 인수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과 영향 그리고 전형적인 방사선량은 다른 

직무의 것과 비교하면 작다고 간주된다. 이 직무에 대한 위해도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다. 

3.21.3.2 Task 21-2: 설치 (Installation) 

조사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수행한다. 이 직무는 검수， 방사능 서베이， 사용 장소로 장비의 

이동， 포장의 해체， 조립， 설비와의 연결， 작동검사， 외부선량의 검증 등을 포함한다[10 CFR 

20 .1501]. 조사기의 사용과 유지보수에 대한 훈련은 이때 수행되어야 한다. 

설치 중 피폭자는 제조사의 전문가와 지원하는 허가사용자 이다. 설치과정 중 방사능은 다 

소 모호하지만 선원을 직접 다루지 않고 선원은 경험이 있는 제조사의 전문가에 의해 설치 

완료 된다. 설치업무의 작은 빈도， 개별적 경험， 사고의 제한된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 직무 

와 관련된 위해도는 더 이상 평가되지 않는다. 

3.21.3.3 Task 21-3: 보관 (Storage) 

이 직무는 조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장비와 관련된 어떠한 방사선조사도 일 

어나지 않고 이 지역의 보안이나 정기적인 청소와 같은 부수적인 행위 외에는 출입이 제한 

된다. 피폭자는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나 종사자이다. 모범행위 또는 하부요건은 

사용시설이 조사기의 하중에 대한 고려와 적절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보관 중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고는 화재나 지진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일 뿐이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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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도 장비는 견디어 내도록 고안되어야 하고 차폐나 고정장치의 실패는 예측되지 않는 

다. 만일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연 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21.3 .4 Task 21-4: 유지 보수 (Maintenance) 

정기적인 유지보수의 업무는 청소， 윤활， 시각적 검사， 작동확인 등이 제조사의 권장안에 따 

라 허가사용자에 의해 수행된다. 시각적 검사는 매일 수행해야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나 승 

인 받은 사람이 매 6개월마다 안전운행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한다. 면허와 하부요건은 매 

6 개월마다 누출검사와 정기적으로 선원의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면허와 하부요건은 사 

용자가 선원의 접근， 취득과 차폐의 제거를 포함하는 기기의 수리나 변경을 금지한다. 안전 

과 선원의 운영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조사 고유의 유지보수가 또한 수행된다. 공시 96-035는 

적절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허가사용자가 제조사 권장안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 

하여 조사기의 사용조건과 최악의 조건에서 상위 수준의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평가하기를 

권고한다. 

유지보수 중 사고 시 피폭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한 사람과 작업 시 근방에 있던 일반인들이 

다. 유지보수 중 방사선량은 장비에 가까운 곳에서 사고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 

적인 수준의 외부방사선에 기인한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연동장치를 우회 시키거나， 차 

폐문이나 산란방지 용 차폐를 열거나 해제 시킨 채 선원이나 조사구를 이동시키는 부적절한 

유지보수 행위에 기인한다. 조사기는 선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조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 

계 되 있지만 선원 또는 조사구의 이동 시 누출이나 access port를 통한 유출로 인하여 정 

상보다 높은 준위의 방사선이 조사될 수 있다. 위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NMED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극단적인 상황은 부적절한 유지보수 중 선원에 대한 손상을 포함한다. 

3.21.3.5 Task 21-5 : 선원교쳐q (Source Change) 

면허조건은 선원교체작엽이 특수한 면허를 가진 제조사나 계약자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요 

구한다. 선원의 교체는 선원의 세기， 설치방법에 따라 사용자， 계약자의 시설， 또는 hot cell 

에서 수행할 수 있다. 선원은 차폐된 운반용기에 내장되어 사용시설로 운반되는데， 차폐의 

결함 없이 원격조종으로 기존의 선원을 제거하고 새 선원을 삽입할 수 있는 선원교체기로도 

사용한다. 

선원교체 작업은 일어날 수 있는 곤란에 대한 우발사고를 포함하는 지침서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한다. 개인 피폭용 선량계의 사용과 누출검사의 수행이 요구된다. 작업 중 일반인의 접근 

은 제한된다. 위의 모든 요건은 모범행위와 혹은 선원교체 면허소지자의 면허 또는 하부요 

건에 의해 요구된다. 제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자가차폐 조사기의 선원의 교체 시 피폭은 장 

비 당 0.25 mrem 이하로 매우 작다. 

Co-60를 사용하는 자가차폐 조사기의 경우， 장비의 유효수명은 주기적으로 선원을 교체하므 

로 서 연장된다. 5-10 년에 한번의 교체가 일반적이다. Cs-137의 경우는 선원의 교체가 거 

의 수행되지 않는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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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교체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선원의 이탈은 선원에의 충격， 떨어트린 선원， 선원밀봉에 

대한 가능한 손상을 포함한다. 설치과정의 드문 빈도와 낮은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 업무와 

관련된 위해도는 더 이상 평가되지 않는다. 

3.21.3.6 Task 21-6 : 사용 (Use) 

조사기의 사용은 원하는 시간만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구를 조사위치로 이동， 조사구의 개 

문， 조사구에 방사선을 조사할 물질 배치， 조사구의 폐문， 조사구를 선원으로 이동 또는 선 

원을 조사구로의 이동을 포함한다. 장착과정은 조사가 종료되면 거꾸로 된다. 선원과 또는 

조사구의 이동은 조사기의 설치된 제어판 의해 조정된다. 대부분의 면허는 폭발물이나 가연 

성물질의 조사를 금한다. 

일반적으로 기계적， 전기적 연동장치는 선원이 노출된 채로 문이 열리거나， 문이 열린 채로 

선원이나 조사구가 조사위치로 이동하거나， 이동식 산란방지 용 차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장비의 인증과 등록이 요구된다. 연동장치의 실패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디자인의 경우， 면허조건은 시각적 확인과 방사는 서베이 또는 경보기를 포함하는 선원의 

차폐확인에 대해 부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피폭자는 허가 받은 사용자와 조사 작업 중 근방에 있던 일반인들이다. 자가 차폐 조사기는 

일반적으로 제한구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작업 중 일반인이 접근할 수도 있다 면허소 

지자는 조사작업 중 일반인의 총 유효 선량당량이 연간 100 mrem 또는 시간 당 2 mrem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10 CFR 20.1301]. 10 CFR 20. 1l0 1(b)의 ALARA 조건의 

준수와 모범행위는 ，즉 가장 실용적인， 조사기 근처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 

한다.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은 장비의 근처 또는 접촉한 채 보낸 초과시간과 시설의 출입 

과 관련된 연동장치의 오 작동， 감소된 차폐효과를 포함한다. 연동장치의 실패로 인한 피폭 

에 관련된 사고기록이 NMED system에 포함 되 있다. 누출되는 선원은 가능하지만 매우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누출되는 선원의 중대성은 유지보수에 포함 되 있다 (Task 

21-4). 

3.21.3.7 Task 21-7 : 혜기 (Disposal) 

초기 또는 교체된 선원을 내장한 조사기는 적절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선원이 조사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기로 붕괴되었을지라도 조사기는 여전히 중요한 방사 

능 장해이므로 적절하게 폐기시켜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는 제조사나 선원의 폐기를 할 

수 있는 특수면허를 가진 업체에 선원을 반납하는 것이다. 교체된 선원은 선원교체기나 운 

반용기에 담아서 새 선원의 인수와 보관과 같은 방법으로 운송을 위해 준비하고 보관한다. 

조사기의 선원은 조사기에 내장된 채로 제조사에 돌려보낸다. 정상적인 폐기직무는 위의 

21-1 , 21-2와 21-5의 직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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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폐기 (면허를 가진 업체로 선원의 반납)외에도， 선원이 부적절하게 폐기되거나 분 

실， 도난 당할 가능성이 있다. 자가차폐 조사기는 통상적으로 수 톤에 달하기 때문에， 부적 

절한 폐기는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가능성 외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고 간주한다. 일반적 선원분실 방법론 (Generic lost source methodology)이 이러한 상황에 

서 위해도를 추산하기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장비가 일반구역에 있을 빈도수는 이동식 장 

치보다 훨씬 작은 고정장치의 경우도 다소 드물다고 여긴다. 

3.21 .4 위 해 도 분석 (Risk Analysis) 

었다.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기초자료 Oevel input)가 표3.21-1에 요약 되 

표 3.21-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기초자료 

방사성동위원소 단위 방사능 물리적 형태 장비 수 

Co-60 9000 Ci 밀봉선원 100 

Cs-137 2000 Ci 밀봉선원 300 

조사회수/연/장비: 5000300 

장비 당 개개 종사자의 연간 위해도는 10 CFR 20에 명시된 규제한도 내에서 잘 만족된다. 

사용빈도는 한명의 종사자가 모든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선량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 

다. 연간 선량이 500 mrem보다 작기 때문에 선량의 감시는 필요하지 않다. 종사자에 대한 

정상적인 선량에 대한 대부분의 기여는 종사자가 장비의 근처에서 하루에 20회의 조사를 수 

행한다고 가정할 때 조사작업 중 받는 선량이다. 또한 이 분석의 자세한 결과는 좋은 방사 

선방어 치침을 따르지 않거나 종사자가 필요이상 조사기 근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사 

용량이 많은 경우 연간 규제한도의 상당량에 근접하는 선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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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b 시스템21의 위해도 결과의 요약: 자가차폐 조사기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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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a 시스템21의 위해도 결과의 요약: 자가차폐 조사기 (Co-60) 

종사자의 사고 위해도는 정상적인 위해도에 비해 작다. 하지만， 일부 장비에 내장된 상대적 

으로 큰 세기를 가진 선원으로의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는 연동장치기능 상실의 결과로 상 

당한 양의 선량을 받을 수 있다. 접근을 막기 위하여 연동장치의 디자인이 요구되지만， 일부 

디자인은 고장방지장치가 있지 않다. 연동장치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종사자의 기만한 대 

처가 피폭량을 허용량까지 줄일 수 있다. 더 강한 선원의 세기로 인하여 Co-60 장비의 사 

고위해도가 Cs-137 장비의 위해도 보다 크다. Cs-137의 선원은 둘러싼 캡슐이 실패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기 쉽지만 위해도의 주요 요인은 아니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일반인에 대한 방사능의 위해도는 상당히 작지만， 출입에 대한 주의 

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허용량 (10 mrem/연)을 초과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위해도에 대한 

주요한 기여는 작업 중 조사기 근처에 있는 것이다. 방사선종사자가 일하는 구역에 조사기 

를 설치하므로 서 이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사고 위해도는 대부분 조 

사기가 방치된 결과로서 선원이 일반인 구역에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작다. 이러 

한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그 중대성은 매우 심각하다. 다른 직무와 관련된 

일반인의 위해도는， 모두 희귀한 경우이지만 심각한 자연재해나 연동장치의 기능 상실로 인 

한 조사기의 손상이 주요 원인인 것과 함께， 선원을 분실한 경우보다는 백배 이상 작다. 

위해도 분석은 매우 한정된 역사적 자료를 근간으로 한다. 정상적인 위해도는 타당하지만 

계산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역사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기를 포항하는 두 

개의 N1v1ED 사건이 사고의 위해도를 결정한다고 간주된다. 정상적인 위해도의 전체 불확실 

도는 아마도 +j- 3 배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 큰 사고에 대한 위해도의 불확실도는 적 

어도 열 배이다. 위해도와 중대성의 다양성은 선원세기의 넓은 범위， 장비의 디자인， 설치 

환경， 그리고 사용빈도로 인하여 매우 넓다. 

3.21.5 규제의 선태적 요건에 대한 분석 (Regulatory Option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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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피 폭과정 분류 (Sequence Binning) 

표 3.21-2a는 2.6절에 요약된 방법에 따라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야기된 피폭과정의 분류이 

다. 

이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운영 중 피폭과정의 선량률은 한번의 사고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상당한 양으로 간주되는 일년 동안 축적 되는 정상적인 선량범위 이상이다. 그러나， 

2.6.1.3절에서 언급한 선량의 지침은 개인별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일 

년간 총선량이 단일 사건에서 초래된 주의를 야기할지라도， 정상적인 피폭과정은 궁극적으 

로 방지하기 위한 세트에 포함하지 않는다. 

Steps 2 and 3: 선량기준의 적용과 규제우선순위 설정 (Application of Dose Guidance and 

Formulation of Regulatory Priorities) 

위해도 결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그 결과는 표 3.21-2b에 요약되었다. 이 표는 

위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의 비용과 혜택의 추산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요약표 

는 2.6절에서 논의된 선량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표 3.21-2b는 실제 선량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종사자의 상위와 중위의 안전보장 

옆에 일반인에 관한 상위와 중위의 안전보장에 대한 각각 중요한 결과를 분류하였다. 또한 

한 직무에서 주어진 일반인에 대한 방호 (baπier)의 실제적인 의미가 다른 직무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마치 결과가 합쳐진 것처럼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의 결과들을 결합시키므로 서，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예를 들변 화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처럼 보관 중 차폐기능의 상위와 중위의 

안전보장. 

• 유지보수와 사용 중 차폐기능의 실행에 대한 상위의 보장. 

• 일반인의 출입통제에 대한 중위의 보장. 

• 종사자의 출입통제에 대한 중위의 보장 

이 장비의 성질로 인하여 차폐가 보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드러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 출입이 덜 중요한 (단지 중위의 보장)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출입을 포함하는 

최대 선량의 피폭과정이 모두 차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지 출입관리의 실패를 포함한 

피폭과정은 하찮은 선량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선량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안전문제는 차폐 

에만 치중해서는 안 될 뿐， 거의 같은 정도로 출입을 단속할 필요는 없다. 제한기능은 차폐 

와 출입기능의 상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지 선량위주의 피폭과정 때문으로 보이지 
L • 。l- '---_ïl
τ"효 τ=- "'í 

이 특별한 시스템의 경우， 표 3.21-2b에 제시된 ”비용과 혜택”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해 

도 분석의 직접적인 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장비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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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a 시스댐 21의 피폭과정 분류: 자가차혜 조사기 

상위 보장의 방호 피 폭과정 중위 보장의 방호 피 폭과정 

일반인 방사성 방사성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CO-60 21-3 (보관) 7-S2, 8-S2A* , CO-60 21-4 (유지보수) 4-CA, 6-SA, 

9-S2C, 1O-S2CA* 7-SC 

21-4 (유지보수) 8-SCA 
」

21-6 (사용) 5-S , 6-SA 21-7 (폐기) 1-A1 

21-7 (폐기) 2-A1S* , 3-A1SC*, 

5-A2S* , 6-A2SC* , 

8-A3S*. 9-A3SC*. 

10-A4SC* 
Cs-137 

21-3 (보관) 
7-S2, 8-S2A*. 

Cs-137 21-4 (유지보수) 6-SA, 7-SC 
9-S2C*. 10-S2CA* 

21-4 (유지보수) 8-SCA 21-6 (사용) 5-S 

21-6 (사용) 6-SA 21-7 (폐기) 1-A1 

21-7 (폐기) 2-A1S* , 3-A1SC* , 

5-A2S*. 6-A2SC* , 

8-A3S* , 9-A3SC*, 

lO-A4SC 
종사자 llJλ~ <̂l 방사성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CO-60 
21-3 (보관) 

7-S2*, 8-S2A*, 

9-S2C* , 1O-S2CA* 
CO-60 21-4 (유지보수) 6-SA, 7-SC 

21-4 (유지보수) 8-SCA 

21-6 (사용) 5-S, 6-SA* Cs-137 21-4 (유지보수) 6-SA 

Cs-137 21-3 (보관) 
7-S2. 8-S2A, 

21-:-6 (사용) 5-S 
9-S2C*. 1O-S2CA* 

21-4 (유지보수) 7-SC, 8-SCA 

21-6 (사용) 6-SA 

* 최상위보장의 방호 피폭과점을 나타낸다. 

인하여， 기본적인 방호를 위반할 경우 높은 선량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Step 4: 다이 아몬드 수형 도의 개 발 (Development of the Diamond Tree) 

그림 3.21-2와 1부터 6까지의 서식은 이 시스템의 다이아몬드 수형도 (Diamond Tree)의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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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b 시스댐 21의 위해도 결과의 관계: 자가차혜 조사기 

비용과 이익 
경제적 선원분실 

규제 부담 오염 비용 
비방사학적 시스템 인지 

위해도 위해도 건강 위해도 가치 위해도 

순위 M2.3 L L4 L5.6 M’* H M++ 

상위보장올 요구하는 기능 중위보장을 요구하는 기능 

일반인 
동위원소 기능 

보관 중 S2; 유지보수 

중 S 또는 C 또는 A; 

사용 중 S 

Co-60 최상위 보장 

보관 중 S2 또는 A; 폐 

기 중 (A1과 A2와 A3 

와 A4l 또는 S 
보관 중 S2; 유지보수 

중 S 또는 C 또는 A; 

사용 중 S 또는 A; 폐 

기 중 A4 또는 S 또는 

Cs-137 C 
최상위 보장 

보관 중 S2 또는 A; 폐 

기 중 (A1과 A2와 A3l 

또는 S 
종사자 방사성 

기능 
동위원소 

유지보수 중 S 또는 C 

또는 A; 사용 중 S 

Co-60 최상위 보장 

보관 중 S2; 사용 중 S 

또는 A 
보관 중 S2; 보수유지 

중 S 또는 c; 사용 중 
Cs-137 S 또는 A 

최상위 보장 

보관 중 S2 또는 C 

lL= 하위 M= 중위 H = 상위 

2 NUREG/CR-4825 (NRC, 1987) 

드f1i λ -41 동위원소 기능 

S: 연동장치와 기본 

차폐 수행 S2: 차 
유지보수 중 S 

폐손실을 야기시키 
Co-60 와 (C 또는 Al; 

는 외부 사건 
폐기 중 A1 

S: 연동장치와 기본 

차폐 수행 S2: 차 
유지보수와 사 

폐손실올 야기시키 
Cs-137 용 중 S; 폐기 

는 외부 사건 
중 A1 

주석 
방사성 

기능 
통위원소 

S: 연동장치와 기본 

차폐 수행 S2: 차 

폐손실을 야기시키 
Co-60 유지보수 중 S 

는 외부 사건 

S: 연동장치와 기본 

차폐 수행 S2: 차 
유지보수 중 S 

폐손실을 야기시키 
Cs-137 또는 A; 사용 

는 외부 사건 
중 S 

3 NUREG/CR-5381 (NRC, 1990a)4 NUREG/CR-6330 (NRC, 1995b) 

:> NUREG/CR-1754 (NRC, 1981) 

6 NUREG/CR-1754 (NRC , 1989) 

‘ 인용할 수 없는 참고문헌 

+ 불충분한 자료 

- 214 -

주석 

주석 



(자가차폐) 조사기의 선량 방지 

그립 3.21-2 사스템 21: 다이아몬드 수형도 (서식 1- 6) 

서식 1은 위에 언급한 규제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일반인과 종사자의 출입관리는 중위 정도 

로 중요한 반면에， 차폐의 보장은 치명적이다. 

서식 2는 차폐에 대한 피폭과정을 보여준다. 위해도 분석의 결과는 보관 중 일지라도， 심각 

한 충격， 지진， 화재와 같은 외부요인의 결과로서， 차폐기능 상실의 결과가 높은 선량을 초 

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류의 사고를 방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 

법은 이러한 사고에 견디도록 장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디자인 고안은 시 

스템 21 허가사용자의 범위 밖이다. 다른 방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 

는 것이다.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중 약간의 결과는 방지할 수 있다 장비를 지진에 

견디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측정이 높은 지진피해가 높은 지역에서 보장할 수 있다 화재나 

폭발의 방지 또한 중요하다 폭발물이나 인화물질의 조사 금지가 이중의 하나이다. 화재예방， 

감지， 진압은 물론 더 중요하다. 

최상위의 보장이 서식 2의 윗부분의 분기점에 요구된다. 차폐와 디자인에 대한 수행 부담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만일 디자인이 매우 견고하게 되었다면， 차폐분기점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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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심한 화재가 결과적으로 차폐의 완전한 붕괴를 야기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불행할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이 정당화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방어적인 주장이다. (말하자면， 디자인이나 차폐에 각각 의존하기 보다는 화재예방에 
대한 디자인 요구를 보완하는 것). 

장비의 개봉이 

특히 강조하는 

변조 금지는 

이 서식에서 

대부분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명백한 요구와 함께， 

서식 3은 차폐수행의 실시간 보장의 
나 선원을 제거하지 않는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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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의한 유지보수， 그리고 검사， 감독， 압
 

대한 수행에 분기점이다.다른 

프로그램이다. 

중요한 

훈련과 

서식 4는 종사자의 출입관리를 보여준다. 출입관리만으로는 그러한 피폭과정의 영향을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차폐에 대한 피폭과정의 실패를 개선할 수는 없다. 출입관리에 대한 주 

질적 효과는 정상적인 운영일지라도 불필요하게 높은 선량을 방지하는 것이다.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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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상태일 때 종사자의 주의가 이것의 한 부분이고， 운영절차가 다른 부분이다. 훈련과 방 

사선안전 프로그램이 운영절차의 적용을 지지한다. 

서식 5는 일반인의 출입관리를 보여준다. 일반인이 받는 선량의 경우 중요성의 역치가 다르 

기 때문에， 이 실행구역은 종사자가 일하는 유사한 구역보다 낮은 선량을 유지하도록 목표 

로 삼는다. 출입관리는 높은 선량의 피폭과정을 막을 수 없다: 차폐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출입관리는 현 시도의 목표인 10 mrem 이하로 일반인의 선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하 

다. 이것은 다음의 수행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인이 방사선구역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장비를 사용하는 방에 일반인의 출입 제한， 장비에 표지 부착， 일반인이 주의하도 

록 구역에 경고 표시， 그리고 선원의 분실과 도난의 방지를 포함하는， 제한구역에 보관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의 관리. 

서식 6은 선원구속의 책임을 보여준다. 선원구속의 책임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구 

역의 출입통제나 재고조사를 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선원의 운영은 승인된 사람만이 사 

용하는 것이 역시 주요 분기점이다. 저장함이나 잠긴 구역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나 선원의 

저장은 장비의 부주의한 방출이나 분실을 방지하게끔 도와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분기 

점의 하나는 특수면허 소지자가 아닌 임의인에게 또는 임의인에 의해서 방치， 이동， 또는 폐 

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의 모든 사항은 방사선방호와 선원구속 책임 프로그램에 의해 지 

원된다. 

Step 5: 주요 수 행 분 기 점 의 판정 (Identify Key Performance Nodes) 

이러한 결과의 잠재적 위험 때문에 여러 수행분기점이 최상위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판 

정되어 왔다. 이 시스템에서， 이들 수행분기점에 대한 실수의 결과는 실제 (임상)상황이지， 

단지 관리상의 상황이 아니다 실수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행분기점과 관련된 심각한 부담의 필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사용자가 이 분 

야에서 수행을 책임지고 이러한 분기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수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상위 보장의 제공과 관련된 특정한 프로그램의 행위로 바꾸어야 

한다. 이들이 다음 분기점에 적용된다. 

서식 2: 

폭발물이나 인화성물질에 대한 방사선조사 금지 

장비하중을 견딜 수 있는 시설 

화재 감지와 진압장비를 갖춘 시설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면허시설 

서식 3: 

장비의 변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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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연동장치에 대한 검사와 유지보수 

서식 4: 

분실이나 도난방지책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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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c 일반적인 규제관점의 요약， 시스댐 21. 

분야 요건유형 규제관접 

디자인 특성상 규정요구 (차폐수 
제조사의 면허， 장비의 인증 

행， 절대 안전한 연동장치， 둥l. 품 

장비 제조사: 선원의 세기， 질보장의 배려， 장비의 인증은 허 
주: 시스템 21의 연허가 인증된 장 

차폐，구속 가사용자가 시스템 21을 유지보수 
비만을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하고 방호해야 하는 장비속성을 
한 연허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상술해야만 한다. 

장비의 방호: 

- 공인된 사람 (e.g .• 제조사 
사용자의 자격 과 장비 방호의 모든 

의 전문가)을 제외한 변조 
양상을 책임지는 사람의 확인을 초기에 검증 후 재고 

- (화재 •... ) 심각한 외부의 
포함하는 규정요구 

사건 

- 도난， 분설 

일반인의 출입제한 
요구된 연동장치와 함께 절차서 

초기에 검증 후 재고 
비치 요구 

종사자의 선 량: 사용자의 자 요구된 연동장치와 함께 절차서 
초기에 검증 후 재고 

격보장 비치 요구 

선량이 체계적으로 목표를 초과하거 

나， 인지할만한 수행의 감소 시 중재 

종사자의 선 량 (ALARAl 감시 요구 그러나 선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대 

부분 실시하지 않는， 부가적인 감사 

프로그램 

차폐효과의 유지: 주기 적 유 요구된 연동장치와 함께 절차서 표준이하의 차폐수행은 선량측정으 

지보수 비치 요구 로 증명해야 함 

적절한 폐기 일반인이 보호 

되도록 논리적으로 요구 된 엄격히 규정한: 제조사에 반납 초기에 검증 후 재고 

다 

이러한 수행의 할당은 신중하고 매우 견고한 디자인을 전제로 한다. 이 절의 가정은 이 목 

표의 이행이 시스템21 허가사용자 영역이 아니라， 제고사의 면허 영역이다. 

업무과정， 훈련， 그리고 방사선안전 프로그램이 위의 요소들을 뒷받침한다. 

차폐기능의 방호보다는 럴 필요하지만， 출입관리 또한 중요하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이 분 

야에서는 충분하다. 차폐기능이 작동하고， 프로그램， 훈련， 그리고 업무과정에 대해 허가사용 

자가 수행하는 한， 원칙적으로는 종사자의 선량 추적에 의해 출입을 감시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 이는 훈련된 선량측정 업무의 고수를 요구한다(현행 규제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 

니다) . 

일반인의 출입관리는 일반인의 출입이 적절하게 통제되는 선량계에 의해 검증할 방법이 없 

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엄격하고 프로그램된 관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다. 그러나 차폐기능이 작동하는 한， 심각한 피폭이 거의 예상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출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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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출입관리의 강화가 다른 문제가 없는 시설에서 출입관리의 실패로 인한 낮은 피폭 가 

능성의 인식에 의해 경감될 수 있지만， 요구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Step 6: 규 제 관 점 (Regulatory Approach) 

표 3.2 1.2c는 달성 및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제의 선택적 요건을 열거한다. 이 

러한 규제의 선택적 요건의 구체화가 조사자와 일반인의 선량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보장 

할 것이다. 

시스템 21 허가사용자의 안전한 상황은 차폐가 원리적으로 효과적이고 매우 튼튼하다고 인 

정된 제조사의 안전 분석을 근거로 한다. 외부 충격， 분실， 또는 도난으로부터의 장비의 보 

호는 (아마도 직선적인) 중요하다. 감시와 유지보수가 만족스러운 실시간 차폐기능의 실행을 

확립한다. 허가사용자의 디자인 변조의 위반 (장비의 불법적인 변형)은 차폐기능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심각하다. 시스템 21의 허가사용자는 제조인의 안전한 상황을 위협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이 외에는 개봉이나 극단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차폐기능이 위협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게다가， 마치 펼요한 것처럼 유지보수와 주기적인 서베이로 실시간 차폐기능을 보 

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 21 의 허가사용자는 일반인과 종사자의 장비출입에 대해 신중한 관리가 중요하다. 

종사자의 선량측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중요하다: (1) 이러한 종류의 시설에는 

십각한 피폭을 받을 잠재성이 있고， (2) 시설에서의 실시간 측정은 모범행위로서의 유용한 

측정이다. 

일반인에 대한 출입관리는 중요하다. 일반인에 대한 출입관리의 효율은 일반 구성원이 선량 

계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확인은 프로그램의 재고와 감사에 

의해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차폐기능이 작동한다면， 피폭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 

로， 이점을 검사 방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가 표 3.21-2c에 요약 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현행규제요건에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는 논리적으로 포함한다. 

표 3.21-2d는 특별히 명시된 현행요구가 어떻게 위에 도표화된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지지하 

는지를 보여준다. 왼쪽 열에 열거된 각 방호벽의 경우， 오른쪽 열은 방호벽과 규제관점의 요 

약에서 적절한 기재와의 대응을 나타낸다. 만약에 오른쪽 열이 특정 방호벽의 경우 비어있 

다면，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야기되지 않은 기능을 지원한다. 이것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요구가 보장되지는 않는 것을 자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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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d. 규제관점에서 특정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21 

방호 
방호의 설명- 현행 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코드 

선원형태:밀봉선원，일반적으로 

B-l Co-60 또는 Cs-137; 일부는 다른 N/A 제조사의 규칙 적용 

방사성 동위원소 

C-3 선원과 장바는 동록이 요구 된다 30.32(g)와 32.210 선원구속의 일부 

선원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외부 

B-2 캡슐과 질코늄 합금의 내부 캡슐로 모범행위/등록 제조사의 규칙 적용 

싸여 진 순도 99.9%의 니 켈판이 다 

전혀 또는 부분적인 추가 차폐 없이 

B-7 장비를 이동， 보관할 수 있도록 모범행위/둥록 제조사의 규칙 적용 

적절한 차폐 디자인 

B-8 선원은 장비로부터 제거할 수 없다 모범행위/동록 제조사의 규칙 적용 

B-21 
장비의 조사 제한시간 (디자인으로 

모범행위/하부요건 
일반인의 출입제한， 

인하여 보통 펼요하지 않다) ALARA, 종사자의 훈 련 

C-l - A) 방사선안전 프로그램 B) 보안 
A) 모범행위/하부요건 

적절한 출입관리의 중위 
A) 20.1101 [명 세]8) 

10 프로그램 
20.1801 , 1802 일반구역 

보장 

일반인과 종사자의 피폭은 
A) 30.32(g)와 32.210 8) 출입관리의 일부， 

C一2 a) 디자인 b) 운영절차에 의해 제한 

된다 
모범행위/하부요건 ALARA, 운영 절차 

서베이는 공지에 필요하고 외부 
출입관리와 적절한 

C-4 
선량율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 한다 

20.1501 , 20.1902/1903 차폐기능의 유지보수와 

관련 

C-7 디자인 요구 32.210 등록 제조사의 규칙 적용 

1) 100 mrem 이상일 

C-8 훈련과 교육 
경우 19.12 2) 면허조건 

종사자의 훈련 
3) 그 외: 

모범행위/하부요건 

C-9 장비에 표지 부착 20 .1904; 둥록 

C- lO 비상사태의 절차서 모범행위/하부요건 

연허조건 
ALARA의 일부와 

C-8 운영 절차서 
모범행위/하부요건 

종사자의 선량관리 

유지보수실행의 관리 

방사선구역에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 20.1801 , 1802 일반구역， 
저장고를 포함한 모든 

C-l 구역의 일반인 
된다 20.1802 

출입관리의 중위 보장 

방사선구역에 방사능 경보기 

B-17 (감사자의 경험에 의하연 자가차폐 모범행위/하부요건 

조사기의 경우 보통은 없다) 

C-4 물품인수 서베이 20 .1906 차폐수행의 일부 

C-3 선원구속 30.51 거론 

C-3 선원구속 30.51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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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d. (계 속) 

방호 
방호의 설명 현행 관련규정 

코드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C-3 6 개월 재고조사 
모범행위/하부요건 면허 

선원구속의 일부 
조건 

C-2 
선원이 조사기에 내장되지 않고 설 

모범행위/하부요건 
장비 의 방호， 일반인의 출입 

치가 필요할 경우 방사선안전 절차 제한 등 

C-7 
숭인 받은 사람만이 선원의 설치/제 

연허조건 장비의 방호 
거 

C-9 조사기 에 방사능 경 고표지 부착 모범행위/하부요건 등록 

8-7 장비의 선원은 차폐되어야 한다. 모범 행위/하부요건 등록 제조사/디자인의 규칙 적용 

C-4 교정된 기기가 요구 된다 20.150Hb) 

C-9 
운영 중 경보는 대개 청각적이 아니 

모범행위/하부요건 등록 
출입관리， ALARA 동의 일 

라 시각적이다. -a「

C-5 숭인 받은 사람만이 유지보수 면허조건 장비 방호의 일부 

C-1 사용목적의 출입도 제한된다 
20.1801 , 1802 일 반구 역 

출입관리의 일부 
모범행위/하부요건 

조시가 끝나거나， 전원이 끈 겼을 

8-10 
때， 수동으로 끌 때 완전히 차폐된 모범행위/하부요건 등록 상위 디자인과 제조사와 유 

위치로 선원이 복귀하는 시스템의 요구 가능 지보수의 일부 

디자인 
C-9 공시 20.1902, 20.1903 ALARA의 일부 

C-3 선원구속/물리 적 재고조사 30.51 , 면허조건 선원구속의 일부 

C-4 주기적인 서베이 실행 모범행위/하부요건 차폐수행의 일부 

C-5 누출검사 실행 면허조건， 등록 

C-5 검사와 유지보수의 확인 모범행위/하부요건 차폐수행의 일부 

C-6 
승인되지 않는 한 폭발물과 인화성 

면허조건 장비 방호의 일부 
물질의 조사 금지 

C-2 조사 중 선원의 교체 금지 모범행위/하부요건 유지보수절차의 일부 

C-7 
장바로부터 선원의 개봉 또는 제거 

변허조건 장비 방호의 일부 
금지 

C-7 장비의 변조 금지 면허조건 장비 방호의 일부 

C-7 
사용자는 장비 하중을 견디고， 화재 

모범행위/하부요건 장비 방호의 일부 
감지와 진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C-3 반드시 허가된 폐기 10 CFR 20 Subpart K 
적절한 폐기의 상위 보장 

펼요 

C-8 
JL Shepard Mark 1조사기는 특별한 

면허조건 
조심 

19.12, 19.13, 
3.21-2c에 명시된 기능수행 

20.2101-20.2110 , 
N/A 기록， 보고 등 

20.2201-20.2206, 20.21‘ 
의 감사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 
30.35. 30.50.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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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5 

3.25 동물실험 

3.25.1 개 요 

동물실험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비밀봉 및 밀봉선원을 내부적， 외부적으로 

동불에게 노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물연구는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물의 기관에서 생리적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방사성추적자로 사용 새로운 의학적 절차를 

실험하기 위하여，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살충제와 다른 화학합성제의 홉수와 효능을 입증 

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추적 등을 위해 이루어지고 식품첨가제에서 첨가제의 

효능을 연구하기 위한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 시에도 동물실험이 행하여진다. 동물은 또한 

전리방사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외부방사선을 받게 된 

다. 게다가， 방사성 물질은 동물과 동물의 서식지， 환경과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게 될지도 모르는 연구는 반드시 연구를 시 

작하기 전에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로부터 확실한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이나 방사성물질의 비밀봉 선원들은 보통 

주사(피하주사 또는 정맥주사)에 의해 투여된다. 이러한 연구의 형태는 보통 시스템 1, 2, 3 

(이 보고서의 3.1장 -3.3장)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게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실험실 

환경의 토론을 위해 위의 장을 참조하면 된다. 실험실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동물은 작은 

설치류(쥐， 토끼)이다. 

방사선조사의 결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의 이용은 외부 빔 (beam) 조사， 자체 차폐 

된 조사기나 밀봉선원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외부 빔 (beam) 조사와 자체 차폐된 조사 

기는 시스템 12, 의료(원격치료기-단일선원)와 시스템 21 조사기(자가 차폐)에서 각각 언급 

되었다. 이러한 연구도 역시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의 연구를 위해 쓰이는 

동물들은 설치류(쥐， 토끼)에서부터 원숭이까지의 크기와 형태를 지닌다. 위해도 분석은 이 

러한 특별한 사용에 대해서는 행하여지지 않았다. 

동물실험을 포함하여 방사능을 사용하는 허가 받은 사람은 10 CFR P따t 30에 따라 발행된 

특수면허에 연구의 허가된 행위에 대한 명 백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 CFR Part 
33.13, 33.14 또는 33.15 기준에 따라 발급된 Broad scope 면허도 역시 동물실험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와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연허자들의 수 

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대략 수백에서 수천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보통 동물실 

험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Broad scope 면허(학문， 연구와 개발)를 소지하고 있다는데 

바탕을 둔다. 현재， :N"RC의 허가를 받은 약 7007H 시설들이 Broad scope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 224 -



3.25.2 장 해 

밀봉 및 비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된 주된 방사선 장해는 붕괴하는 동안의 감마 

선， 베타입자， 알파입자이다.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동물은 사람의 체중보다 더 적기 때문 

에 사람보다 더 적은 방사능 양이 투여된다. 방사능은 수 μCi에서 수십 mCi이다. 결정적 영 

향을 실험하는 연구의 경우. multicurie 정도의 많은 방사능이 사용될 수 있는데 동물은 방 

사선 피폭으로 죽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다른 실험연구에서도 동물은 연구의 한 부분으로 

회생된다. 이러한 경우에 또는 만일의 경우 부주의하게 체내의 잔류 방사능 때문에 동물이 

죽게 되면 방사능 폐기물로서 적절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만일， 반감기 120일 이하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사용되었다면 10 CFR 20.2001 (a)(2)과 면허조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쇠시키기 

위해 저장할 수 있다. 동물사체들은 보통 태워 없앤다 비록 반감기가 긴 방사능물질을 함유 

하고 있는 일부 사체들은 저준위 폐기시설로 선적되어 폐기처분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체 

들은 10 CFR 20.2005 권고에 의한 폐기기준에 따른다. 

3.25.3 직무， 방호벽， 피폭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동물실험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다 

• 취득 (직무 25-1) 

• 저 장 (직무 25-2) 

•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직무 25-3) 

• 실험 실 분석 (직무 25-4) 

• 폐기물의 폐기 (직무 25-5) 

연구 절차 동안에 연관된 피폭자는 여러 단계의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원이다. 동물 관리와 

관련 있는 다른 작업자도 피폭될 수 있다. 과도한 방사선 준위를 지닌 폐기물 지역을 일반 

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일반인은 피폭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실험실 근처의 사무 

실에 근무하거나 수시로 실험실에 들어가는 상시 작업자는 저준위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 

다. 

동물실험은 보통 실험실이 설치된 곳에서 실행되는데 어쩌다 수의학 클리념과 농장과 농원 

같은 개방된 지역에서도 시행되기도 한다. 실험실 기술자와 연구자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 

해 보통 실험복과 장갑을 착용한다. 만일 방사성 동위원소의 주사가 요구된다연 주사기 차 

폐체를 이용할 수도 었다[면허조건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J. 실험실에 있는 진열대나 작업 

대는 일회용 홉수용지로 덮어놓는다. 이것은 어떤 것이 엎질러져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바닥 위의 패드도 역시 동일한 목적이다. 

반감기가 짧은 통위원소를 이용한 동물실험 연구와 관련된 폐기물은 보통 붕괴될 때까지 저 

장한다[연허조건，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동물은 실험실에서 죽기 

때문에 동물사체 역시 방사능 폐기물로 폐기할 수 있다. 동물사체 역시 생물학적 유해물질 

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통 불에 태워서 폐기한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동물은 가루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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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쓰레기 처분기를 이용하여) 하수를 통해 폐기되기도 한다. 동물을 폐기하기 전에는 서베 

이가 요구된다[면허조건，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J. 

대부분의 폐기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폐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동물의 사체와 액 

(체)을 고형화시킬 뿐만 아니라(액체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냄새를 줄이기 위해 

보통 냉동시킨다. 

3.25.3.1 직무 25-1: 취득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을 하는 연구시셜(학교， 연구소， 의료기관)은 사용을 위해 특수면허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은 방사선 안전관리위원회나 방사선 안전 관리자를 두어 기 

구를 이끌게 한다. 이런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는 연구자가 사용을 위해 들고 갈 때까지 취 

득， 확인， 서베이와 일시저장을 목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사무실에 운반된다. 방사성동위원 

소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에게 운반될 때까지 운반을 위해 차폐된 용기에 놓이게 된다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J. 일단， 방사성동위원소가 실험실에 도착되면 도착 후 바로 사용되 

어지거나 사용할 때까지 저장된다. 

이러한 직무 동안 잠재적인 피폭자는 운반물을 취득하는 작업자(방사선안전작업자， 연구자， 

기술자)이다. 10 CFR 20.1801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람은 비 허가자에 의한 이동 또는 허가 

를 받은 물질의 접근은 제한구역 또는 출입가능 구역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방 

사선 안전 기구를 두고 있는 시설에서는 취득하고 저장하는 구역은 보통 10 CFR 20에 따 

라 제한구역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접근 통제가 요구된다[10 CFR 20, 면허조건J. 

취득하는 동안과 관련된 잠재적인 주된 사고는 엎지르는 것이다. 만일， 용기나 바이얼을 떨 

어졌을 경우에 엎지름과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엎지름은 차폐의 실 

패를 초래한다. 이를테면 방사성동위원소 바이얼은 방사선차폐(또는 납 용기)로부터 분리된 

다음 엎질러진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자가 엎질러진 것을 처리하고 유지하 

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받아야 한다[모범행위J. 표준 보건 물리학 업무가 산업 전반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방사선 안전기구(또는 보건물리학 기구)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라면 

연구자나 기술자는 바로 그 기구들과 연락해야한다. 엎질러졌을 때 억제하고 처리하는 총 

시간은 아마 30분 이내일 것이다. 관계된 또 다른 사고는 손상되어 오염이 존재하는 패키지 

를 취득하였을 때이다. 

3.25.3.2 직 무 25-2: 저 장 

저장 용량은 일반적으로 보존(유지)되고， 저장지역으로 고안된 저장함(cabinet) 또는 냉동고 

와 냉장고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간의 저장은 작은 냉장고와 냉동고에서 하며 또한 

준비하고 사용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저장함(cabinet)에 보관하기도 한다. 저장구역은 반드시 

잠금 장치 를 사용하고 통제 하여 야 하며 [10 CFR 20.1801 , 20 .1802] 목록을 만들어 적 합한 기 

록을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0 CFR 30.51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휘발성 액체는 보통 

흉 후드 안에 저장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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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동안에 직접적인 방사선 피폭으로부터의 방호는 보통 부분적인 차폐(보통 방사성 

동위원소가 함유된 바이얼을 편입시켰을 경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하다. 바이열은 

밀봉되기 때문에 바이얼이 사고로 손상을 입지 않는 한 홉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장하는 동안 가능한 사고의 형태는 바이얼을 떨어뜨려 야기되는 엎질러지는 것을 포함한 

다. 

3.25.3.3 직무 25-3: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절차에 따라， 방사성의약품은 피하 또는 정맥으로 주사된다. 피하 투여는 작은 실험동물을 

위해 더 많이 이용된다. 투여하는 동안 주사기는 주사기 차폐체에 의해 차폐되어야 한다[모 

범행위 1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하는 데에 대략 수초가 걸린다. 다른 연구를 위하여， 혈액 검 

체는 차후 연구를 위해 방사표지항체를 쓸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이얼 차 

폐는 피폭을 줄이는데 사용될 것이다[모범행위 1 

이 직무 동안에 관련 있는 잠재적인 피폭자는 작업자(연구자나 기술자)이다. 검사/치료실 근 

처 지역에 있는 일반인도 가능성이 있으나， 선량이 투여되는 동안 실험실에 일반인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실험실 근처 지역의 사무실에 배치된 작업자 또는 연구하는 실험실 

의 옆방의 작업자들은 가능성이 있다. 

관련된 주된 잠재적인 사고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나 엎지르는 일이다. 주사기를 이용 

하여 선량을 투여하는 동안 연구자나 기술자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선원구속의 실패 

또는 엎지름이 발생한다. (1) 주사기를 떨어뜨려 플런저가 빠짐으로써 방사성의약품을 배출 

하는 경우나 (2) 동물을 놓쳐서 방사성의약품올 배출하는 경우이다. 표준화된 보건물리학 업 

무가 산업전반에 이용되리라 생각된다. 방사선 안전기구(또는 보건물리학 기구)를 갖추고 있 

는 시설에서는 연구자나 기술자는 바로 그 기구들과 연락해야한다. 작업대는 엎지름의 확산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수지로 덮는다[모범행위1. 마찬가지로 패드도 같은 목적으로 

바닥에 이용된다. 방사성의약품에 포함된 방사능은 비교적 소량이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하 

는 동안 마스크 또는 호홉장치는 보통 착용하지 않는다. 엎질러졌을 때 억제하고 처리하는 

총 시간은 아마 30분 이내일 것이다. 

3.25.3.4 직 무 25-4: 실 험 분석 

동물들에게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한 후에， 연구자는 요구되는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이 일 

은 혈액 검체를 추출하거나 심지어 다양한 목적 때문에 동물을 해부하기 위해서 안락사 시 

키는 것까지 포함된다. 혈액 검체는 다음 분석을 위해서 파이멧을 통해 분리되어진다. 보통， 

연구자는 오염방지를 위해서 앓은 고무장갑을 끼고 방호복을 입게 된다[모범행위 1 

이런 직무 동안에 피폭자는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자(연구자나 기술자)이고 실험 

실 근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배치 근무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험실에 주기적으로 출 

입하는 일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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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잠재적인 사고는 체액 검체의 엎지름으로 인한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이다. 일 

부 분석들은 검체를 재 분주하거나 희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파이멧은 자주 사용된다. 일부 

파이멧은 매우 민감하여 만일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으연 엎지르는 일이 발생한다. 

3.25.3.5 직무 25-5: 혜기물 처리 

결정적 영향을 실험하기 위한 연구소의 경우， multicuries와 같은 많은 방사능이 사용되어 

지면 동물은 방사선 피폭으로 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다른 연구소에서， 동물은 연구의 일부 

분으로써 희생된다. 이러한 경우나 만일의 경우 체내의 잔류방사능 때문에 동물이 부적절하 

게 죽게 된다면 방사성폐기물로 적절하게 폐기되어야만 한다. 일단 동물에게 방사성동위원 

소가 주사되었다면 나중에라도 그 동물은 인간에게 소비될 수 없다[면허조건]. 만일， 반감기 

120일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가 사용되었다연 10 CFR 20.20ü1(a)(2)의 권고와 면허조건에 

따라 저장에 의해 감쇠시킬 수 있다. 몸집이 큰 동물은 분할하여 자루에 넣어 큰 냉동고에 

냉동시킨다. 몸집이 작은 동물도 역시 자루에 넣어 냉동고에 냉동시킨다. 모든 잠자리와 배 

설물은 수집하여 자루에 넣어 냉동고에 저장하여 감쇠시킨다. 

동물사체들은 보통 태워 없앤다. 비록 반감기가 긴 방사능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일부 사체 

들은 저준위 폐기시설로 선적되어 폐기처분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체들은 10 CFR 20.2005 

권고에 의한 폐기기준에 따른다. 

폐기물을 저장하여 감쇠시키기 위한 저장실의 재원이 없는 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 업자와 계약을 할 것이다. 이들 폐기물들은 또한 단 반감기라면 저장붕괴를 

위하여 보관된다. 결국 소각 또는 매립지 매장과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비 방사선 폐기물처 

럼 폐기된다. 

이런 직무 동안의 잠재적인 피폭자는 작업자이다.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냉동고를 지니고 

있는 실험실 근처에 배치된 작업자도 피폭이 가능하다. 그러나 폐기를 수행하는 곳에 일반 

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는 냉동고에 저장해둔 사체가 녹아서 야기되는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이다. 이런 일은 전력의 손실(누전 정전)이 있거나 냉동고의 오동작으로 일어나는 화재 

가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과거에 냉동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 

패가 일어났다는 사례가 보고 되었다. 보통 냉동고는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10 CFR 

20.1801]. 따라서 피폭가능한 대상자는 대부분 엎어진 것을 청소하는 작업자이다. 이 직무와 

관련된 또 다른 잠재적인 사고는 과도한 방사능을 지닌 폐기물이 너무 빠른 시간에 방출하 

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위해도는 폐기 시스템에서 분석되어 진다(시스템 35, 폐기 

물 폐기-소각과 시스템 37 폐기물 폐기-포장 참조). 

3.25.4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은 동물에게 비밀봉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 방사능에 

대해 수행되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수준 입력은 표 3.25-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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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 수준 입력 

방사성동위원소 단위 방사능 물리적 형태 절차의 수 

C-14 100\lCi 액체 년 당 100 

Fe-59 lmCi 액체 년 당 50 

H-3 lOmCi 액체 년 당 100 

1-125 loo\lCi 액체 년 당 12 

P-32 lmCi 액체 년 당 50 

추정되는 허가 받은 시설의 수: 3,000 시설.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연간 시설 위해도는 그립 3.25-1에서 제시하고 있다. 정상 

적인 작동에서 작업자의 위해도는 loomrem/연간 이하로 나타난다. 이 위해도는 무엇보다도 

동물에게 Fe-59를 주사하고서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기인한다. 정상적인 작동 

에서 일반인의 위해도는 lmrem/연간으로 나타난다. 이것 또한 Fe-59의 피폭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 언급하는 일반인이란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아닌 배치되어 있는 작업 

자를 의미한다. 

,..... 10000.。

$ moo-。
〉、

듣 100.0 

웅 10.0 

.::s::. 1.0 

쪼 0.1 

그림 3.25-1 시스템 25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동물 실험 

연구실의 특정과 시설들 간의 편차로 어느 정도의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 연간 발생되는 

동물 실험의 양의 부족한 정보가 공공연히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정확성이 존재한 

다. 

사고로 인한 작업자의 총 위해도는 lmrem/연간으로 나타나고 배치작업자는 더 적게 나타난 

다. 작업자의 위해는 실험실 분석 중에 H-3의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에 의해 발생한다. 

삼중수소는 피부를 통해 쉽게 홉수되고 따라서 다른 방사성동위원소보다도 더 큰 위해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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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킬 수 있다. 일반인의 위해도는 주로 실험실 분석 중에 Fe-59의 제한기능(선원구속) 실패 

에 의해 발생한다.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해는 매우 불명확하다. 

3.25.5 규제의 선택적 요건 분석 

1단계: 피폭과정 분류 

표 3.25-2a는 위해도 분석을 통해 드러난 피폭과정을 2.6절에 요약된 방법론에 따라 분류하 

였다. 

2단계와 3단계: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순위의 설정 

위해도 결과의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25-2b에 요약되었다. 표는 위 

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 있으며 요 

약된 표들은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를 하여 만들었다. 

표 3.25-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상위 (high)와 나란 

히 일반인들에 대한 상위 (high)를 위치하여 실제 선량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로부터 결 

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작업자가 모범 ALARA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위보장 

• 실험 구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중위보장 

이 시스랩에서 평가되는 위해도는 동물실험과 연관이 었다.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는 C-14, H-3, Fe-59, 1-125와 P-32이다. 비록 많은 다른 동위원소들이 실험실에서 사용될 

지라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선별분석에 바탕이 되는 이런 몇 안 되는 동위원소가 

보다 많은 영향과 위해를 낳는다. 표 3.25-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중위 (moderate)와 나란히 일반인들에 대한 중위 (moderate)를 위치하여 실제 

선량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로부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5-2b에서 보여주듯이 제한기능(선원기능)의 실패 또는 접근 통제， 어떤 피폭과정， 부 

가적으로 선택된 차폐기능에 대해서는 중위보장이 필요하다. 관련 있는 피폭과정은 냉동고 

의 오작동 또는 화재에 의한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와 엎지름이다. 관련되는 유일한 동 

위원소는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3가의 물을 형성하는)는 피부를 통해 신속히 흡수될 수 있 

기 때문에 섭취되면 내부적으로 더 큰 장해를 입게 된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접근을 방해하거나 접근을 통제(일반인에 대해)하는 것과 종사자의 ALARA사이에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섭취의 통제는 대부분이 혼자서 객관적인 성취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후자는 실험실이 설치된 곳에서 더 좋을 수 있다. 엎지름을 줄이기 위한 모범행위 이 

상의 규제요구는 어떠한 안전 이익에도 어울리지 않게 작업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방식에서 접근통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취득지역은 어떤 이 

유에서든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방은 피폭과 오염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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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 접근이 제한된다. 일반인이 존재하는 곳과 엎지름의 가능성과 

의 상호관계가 없다면 합리적으로 엎지름의 빈도가 낮은 것과 조화롭게 일반인이 존재할 가 

능성이 합리적으로 낮은 것은 실제 피폭되는 시나리오의 빈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나타낸 

다.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가지 이유로 인해 실험실을 드나드는 배치 근무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와 연관된 매우 낮은 선량은 “중위” 보장에 대한 프로젝트에 적용될 

선량기준은 거의 만날 수 없고 그와 같은 예외는 정말 관련이 없어 보인다. 

표 3.25-2a 시스템 25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동물 질혐 

상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일반인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없음 H-3 25-)( 취득) 8-SCA 

25-3(투여) 8-SCA 

25-5( 폐기) 4-CA‘ 8SCA 

작업자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없음 H-3 25- 1(취득) 8-SCA 

25-3(투여) 8-SCA 

25-5( 폐기) 4-CA 

4단계와 5단계 :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과 핵심이행분기점 정의 

그림 3.25-2, 서식 1과 2는 동물실험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서식 1은 이제까지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규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물질의 제한 

기능(선원구속)， 일반인의 접근 통제， 작업자의 모범 ALARA 실행， 그리고 효과적인 차폐의 

사용 대해서는 중위보장이 필요하다. 

서식 2는 작업자의 ALARA와 일반인의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이다. 모든 피폭과정은 제한 

기능(선원구속)의 실패에서 야기되는 화재를 포함한 요구되는 중위보장으로써 발생한다. 심 

지어 제한(선원구속)의 실패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선량은 모범 ALARA 행위를 이행하기 위 

한 작업자의 실패에 의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 만약 작업자가 ALARA 원칙을 준수하지 않 

으면 작업자의 선량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절차와 방호복 같은) 현장에서의 행정적인 통 

제와 훈련은 모범 ALARA 행위를 주입시키기 위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에 대해 

서도 동일하게 실제 선량이 접근 통제의 실패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실험실과 

같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여 사용하고 접근하는 것은 방사선 작업자에게 한정된다. 일 

반인의 접근통제는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5단계의 과정은 적절한 방호벽이나 다른 구비 조건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시스템의 

질적 가치의 측면이나 경비(cost)의 유용성에 대한 근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5-2b 

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규제의 요건들은 없다. 지시하는 규제 요구로부터 진전은 일부나마 

규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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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b 시스템 25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동물 설험 

비용파 이득 재정상 위해 
선원 분실 

위해 
A 위 l L2.3 Lt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일반인 
동위원 

;::ι、-
기능 

없음 

작업자 
동위원 

기능 :::: 

없음 

」

IL=low; M=moderate; H=high 

2NUREG/CR-4825(NRC. 1987) 

3NUREG/CR-538 l< NRC. 1990a) 

'NUREG/CR-6330(NRC. 1995b) 

5NUREG/CR-1754(NRC. 1981) 

~UREG/CR-17딩(NRC. 1989) 

'Nuclear News. 1앉)9a 
t Non-citable reference 
t t Insufficient data 

6단계: 규제접근 

설명 

설명 

규제 부담 

H4 

오염 비용 
비방사학적 시스법 

인지 위해 
건강 위해 가치(값) 

M5,6 Mt t M7 Ht t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동위원 

-까4、-
기능 설영 

H-3 취득과 투여 동안에 

취득과 투여 사고로 인한 엎지름 

동안에 S 또는 

C 또는 A 폐기하는 동안에， 화재 

또는 냉동고의 오작동a 

폐기 동안에 C 
EE.즈L二 A 제한기능(선왼구속)의 

실패 사고 

동위원 
기능 설명 

4 까、-

H-3 
취득과 투여 

취득과 투여 동안에 

동안에 S 또는 
사고로 인한 엎지름 

C 또는 A 
폐기하는 동안에， 냉동 

폐기 동안에 C 
고의 오작동으로 인한 

EE .þ:- A 
제한기능 

(선원구속)의 실패 사고 

표 3.25-2c의 규제의 선택적 요건 목록은 성취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것들로 간주된 

다. 규제 선택적 요건의 조합은 작업자와 일반인의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보증 

할 것이다 

표 3.25-2d는 요구되는 항목들의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왼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편의 열은 각각의 방호벽에 따라 규제 접근 안에 적절한 

목록을 요약하였다. 오른쪽 열에 빈칸으로 구성된 부분은 위해도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요 

하지 않은 부분이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구사항들은 보증할 수는 없지만 의문점으로 남 

아있을 수 있다. 

- 232 -



4 
서 식 2 

시스템 25 

동물 셜험 

서식 1 

동물실험안에서선랑앙지 

그 림 3.25-2 시 스 템 25 : 다 이 아 몬 드 수 형 도 (서 식 1-2) 

시스델 25 

동물 살험 

서식 2 

중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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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c 규재 접근 요약. 시스댐 25 

분야 요건유형 규제관점성격 

일반인의 접근 통제 
행정적인 통제/훈련을 통한 면허된 기간동안에 적절한 효로그 

방사선 안전 효로그램 램의 입증; 정기적인 검토 

작업자의 ALARA 행 정 적 인 통제/훈련/자격 있 
면허된 기간동안에 적절한 효로그 

행위의 통제 
-‘;::一- 사람을 통한 님〔샤”λH‘」 

램의 입증; 정기적인 검토 
안전 효로그램 

표 3.25-2d 규제접근 안에서 특수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25 

방호벽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코드 

동물 연구에서는 대부분 

B-1 베타선을 방출하는 액체 없음 -
방사성의약품을 사용 

B-3 
바이얼 안의 용기는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차폐하여야 함 

B-8 20.1801 , 1802 

B-15 접근 한도 출입가능구역， 일반인의 접근제한의 부분 

C-1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B-11 방호복의 착용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작업 자의 ALARA의 부분 

B-21 
선원근처에서의 시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작업자의 ALARA의 

한도 부분과 일반인 접근 제한 

B-21 
지속된 피폭의 일반인의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일반인의 접근 제한의 

한도 -님「 τ Hr 

C-1 to 
작업자의 ALARA와 

방사선 안전 효로그램 20.1101 일반인 접근제한에 대한 
10 

기초 

C-3 책임 절차 30.51 

C-4 
방사선과 오염 서베이의 1)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실행 2)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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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d (계속) 

방호벽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코드 

만약100mrem/년 이 상이 면 
방사선 방호 

C-8 훈련과 교육 
19.12 

프로그램에 의한 
그 외 : 

규칙을 적용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허가된 방사선 물질에 
1) 20.1904 용기 

C-9 2) 32.74(a)(4) 상엽 적 으로 
꼬리표(동물의 우리를 포함하여) 

배포되는 방사능 약품 

방사선 방호 

C- lQ 웅급 계획과 절차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프로그램에 의한 

규칙을 적용 

1)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B-7 
사용하지 않을 때 방사성 2) 만약 상업적인 배포에 

동위원소의 차폐 의한 방사성의약품이라면 

32.72(a)(3) 

허가된 방사성 물질의 지역은 
20 .1801 , 1802 

일반인의 접근제한의 
B-15 출입가능구역， 

일반인들이 접근이 불가능 부분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C-4 취득한 패키지의 서베이 20.1906 

선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B-3 제조회사의 용기 안에 넣어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차폐 

B-7 
사용(저 장， 운반)하지 않을 때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추가적인 차폐 

B-18 
작업자의 방사능 

선원/동물로부터 거리의 최대화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작업자가 동물을 관리하는 

B-21 동안에 통물의 취 급/주위 에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머무는 시간의 한도 

B-6 흉 후드는 필터를 가지고 있음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B-13 흉 후드의 차폐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동물에 게 주사하는 동안의 

B-7 감마선 방출에 대해 주사기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차폐체를 사용 

20.1801 , 1802 

B-18 동물을 일반인과 격리 출입가능구역，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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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d (계속) 

방호벽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코드 

방사성의약품은 차폐를 하고 

B-3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얼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안에서 폐기 

동물의 사체， 폐기물， 침구 등의 20 Subpark K 부분 

폐기에 요구되는 것은 

B-22 1) 저장중의 감쇠 1) 20.2001 (a)(2l 

C-6 2) 위생적인 하수구 2) 20.2003 

C-6 3)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 3) 20.200Ha) (1) 

4) 상관하지 않고 4) 20.2005 

(사체， 동물 조직) 5)20.2001 (a)(3) , 20.2002, 

C-6 5) 소각 20.2004, 20.2005 

C-3 목록 완성 
1)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2) 30.51[취 득 기 록 등] 

서베이 기구의 교정 
1) 20.150Hb) 작업자의 ALARA의 

C-4 
2) 하부조건부여 (종종) -닙「 τ 닙r 

19.12, i9 .13, 20.2101을 

없음 보고， 기록 등 
통하여 20.2110, 20.2201을 

필요할 경우 조사/감사 
통하여 20.2206, 21.21 , 

30.35, 30.50,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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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6 

3.26 측정시스템 (X션 형광 분석기) 

3.26.1 개요 

X선 형광 분석기 (XRF)는 금속 원소와 그 밖의 원소들의 양과 질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이 

설비는 많은 산업 시설에서 사용한다. 이 설비는 시료를 10초에서 60초 정도 주사(scan) 하 

여 거의 1분 이내로 원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분석기는 Am-241 , Cd-109와 같은 저에너 

지 광자 방출체 또는 Fe-55와 같은 베타 방출체를 이용한다. 제동복사선의 넓은 에너지 대 

역의 광자를 생성하기 위하여 stopping 물질 (target)을 사용한다. 선원은 전형적으로 nng의 

형태이며 스테인레스강， 세라믹， 금속 등에 봉함되어 있다. XRF는 고정 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동 형으로도 사용할 수 었다. 이동형 XRF는 선원， 검출기， 분석 전자장비가 일체로 

되어 휴대가 가능하도록 된 것도 있고 분석 전자 장비에 선원과 검출기를 연결하여 사용하 

는 것도 있다. 이들은 모두 무게가 6파운드 이하이다. 방사선안전에 대한 고려사항은 적절하 

게 교육을 받은 운전자만이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방사선원의 샤터 구동 부위에 

서 방사선 누설이 없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만 한다. (Bradley, 1983) 

설계에 따라 XRF는 시험되는 시료의 표면에 위치할 수도 있고， 시료를 구조물에 설치된 시 

료대에 놓고 측정할 수도 있다. XRF가 동작되면 시료를 X선에 조사할 수 있도록 셔터가 

열리고， 산란되는 X선을 측정하여 물질의 구성 성분을 분석한다. 

XRF의 사용은 lOCFR31.5에 따라 NRC에 의 하여 일 반 허 가를 받거 나 lOCFR30에 따라 특 

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lOCFR31.5에 따른 사용에서， XRF를 제작하거나 초기에 

XRF를 이동하기 위한 특수 허가의 적용은 lOCFR32.51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선원 

과 장비는 1 OCFR30.32(g)와 32.210에 따라 등록하도록 요구된다. 

LTS는 XRF에 대하여 NRC가 53종의 특수 허가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XRF에 사용되 

는 가장 공통적인 방사성동위원소는 Fe-55, Cd-109, Am-241과 Cm-244이다. 일반 허가를 

취득한 장비의 수， 사용 방사성핵종， 선원의 세기 등은 NRC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3.26.2 위해도 

XRF의 방사선 위해도는 시료를 조사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원에서 방출되는 저에너지 

광자로부터 기인한다. 방사선원은 금속 디스크 위에 세라믹 또는 전기 도금되고 밀봉 방사 

선원의 형태를 지니기 위하여 앓은 금속창으로 럽힌다. Fe-55, Cd-109, Am-241이 가장 공 

통적인 선원이고 5-500mCi의 강도를 갖는다. 선원은 고정용과 이동용 XRF 모두에게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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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직무， 방호벽， 피폭자 

XRF 운전은 다음과 같은 직무로 구성된다. 

• 취 득 (Task26- 1) 

• 저 장 (TASK 26-2) 

• 유지 보수 (TASK 26-3) 

• 사용 (TASK 26-4) 

• 폐 기 (TASK 26-5) 

XRF 장치에서 중요한 피폭자는 장치를 운전하거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작업자이다. 장치 

를 운전하는 작업자는 XRF 장치에 대하여 교육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이다. OOCFR19.12에 

서는 연간 lOOmrem 이상의 피폭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요구한다.) 

유지 보수 직무는 특수 시험 또는 절차[10CFR31.5(c)(3)]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개 

인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구된다. 일반인으 

로서 피폭을 받는 자는 XRF 장치가 고정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저 일하는 다른 시설의 작 

업자이거나， 이동용 XRF가 사용되고 있는 작업지역 근처에 있는 작업자이다. 

XRF 장치는 케이스의 표면에서 방사선준위가 Fe-55선원에서는 검출될 수가 없거나， 이 이 

외의 선원에서는 매우 낮게 (lmrem/hr 이하)되도록 차폐가 설계되었다 [lOCFR32.14(b) (3)]. 

일반 허가를 받은 장치의 제작자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떤 개인이 lOCFR 

20.1201( a)(2)의 연간 한도의 10% 이상의 피폭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도록 

요구된다.[lOCFR32.51(a)(2)( ii)] XRF 장치는 예상되는 사고 조건과 정상 사용 조건에서 보 

관함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이 누출되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다. 

그것은 불필요한 피폭[모범행위와 등록; 일반 허가를 위한 lOCFR32.51(a) (2)( ii ) 그리고 특 

수 허가를 위한 허가 조건]을 방지할 수 있다. 표지는 각 장치마다 NRC[lOCFR32.51 (a)(3) 

또는 모범행위] 관련 규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지시와 주의사항 시험요구사항을 기술하도록 

요구된다. 운전지침서와 절차가 또한 제공된다.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장치에 대하여 보 

관 또는 관리에 책엄을 지는 사람이 보통 임명되고 그리고 주기적인 확인이 수행된다.[모범 

행위 혹은 허가 조건) 

특수와 일반 허가 사이의 방호벽의 차이는 자연적으로 행적적이다. 특수 허가는 다음의 3가 

지의 주요 방호벽을 갖는다. (1) 적용 과정， 그것은 NRC 검토를 요구하고 물질을 소유하거 

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앞서 허가인의 경험， 교육，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의 인정이 요구된 

다. (2) 적용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 (3) 허가인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NRC의 주기적인 예고되지 않은 점검. 

일반 허가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제작자의 특수 허가에 따 

라 물품을 제조하고 분배하는 인정된 배포자로부터 물질을 인수하는 것 이외의 몇 가지 방 

호벽이 있다. 이 차이는 일반 허가 보다는 특수 허가에서 출입 관리의 실패에 대한 낮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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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반영할 것이다. 

3.26.3.1 직무 26-1 : 취득 

XRF는 허가 받은 공급자로부터 공급된다. 선적용기는 육안으로 검사되고 취득 시에 점검된 

다.[특수 허가인에 대한 lOCFR20.l906, 모범행위] 어떠한 손상도 검출되지 않는다변 XRF는 

선적 포장을 제거하고 저장하거나 사용할 실내 혹은 실험실에 설치할 수 있다 이동형 장비 

에서 초기 선원은 운반용 용기로서 보호되는 장치 내부에 설치되고 그것은 요구 사항을 만 

족해야 한다. 

취득 직무는 점검 그리고 가능한 한 포장의 서베이 그다음에 고정 장치가 운전될 위치 혹은 

저장 위치로 이동올 포함한다. 취득은 자격 있는 운전자， 특수 허가인， RSO에 의하여 정상 

적인 인수 지역에서 시도된다. 

이 행위 동안 잠재적으로 피폭을 받는 사람은 검사와 점검을 하는 작업자와 인수 지역에 있 

어야만 하는 취득 직무이외의 일을 하는 작업자와 일반인이다 제작자의 지시에 따라 장치 

를 운전하고， 일반인의 피폭을 제한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의 설계 이외에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다. 

취득 직무의 주기는 저장이나 사용 직무에 대한 것보다 훨씬 적다. 선원은 장치의 내부에 

선적되고 장치는 일반적인 운반 수단을 통하여 적절한 포장 용기에 선적된다. 취득 관련 조 

작은 어떠한 비정상적인 위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피폭과 취득동안 발생할 수 있 

는 일련의 사고는 다른 직무의 그것과 비교하여 작다고 고려된다. 이 직무의 위험은 더 이 

상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3.26.3.2 직무 26-2 : 저장 

이동용 XRF는 고가의 시험 장비와 마한가지로 허가인의 시설에 저장한다. 저장지역의 위치 

는 위에서 구별된 피폭 요구 사항과 lOCFR20.1301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업자나 일반인의 출입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정된 XRF는 허가받은 시설이나 

사용자의 시설내의 내부 , 실험실에 설치한다. 부당 변경， 불법적인 사용，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모범 행위로 고려된다. [특수 허가를 위한lQCFR20.180l] 

선원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장치에 저장된다. 저장 기간은 사용빈도， 직무 26-4에서 논의된 

사용 기간으로 평가된다. 덧붙여서 교체 선원， 기 사용선원 (XRF 장치로부터 제거된)은 필 

요할 때까지 또는 제작자에게 반환될 때 까지 저장될 수 있다. 이 선원들은 선적 요구 사항 

을 만족 시키는 용기에 저장된다. 

저장 동안 우선적 고려할 잠재적인 사고는 (1) 샤터가 닫치지 않아 발생되는 검출 되지 않 

은 차폐의 실패 (2) 선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실패(선원의 누설 등)， (3) 화제에 의한 

XRF 장치에 대한 손상이다. 샤터가 닫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NMED 데이터 베이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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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8년 동안 2건 보고된 것으로 관찰 되 었다. (2)항의 사고는 NMED에 따르면 연간 2번 

의 누설이 일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의한 누설은 NMED 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탈들은 방호벽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의 범주에 속한다. 

3.26.3.3 직 무 26-3 유지 보수 

XRF 장치는 on-off 구동과 표시 장치가 적절히 운전이 되는지 시험되어야 한다. 누설 시험 
과 덧붙여서 반기 혹은 NRC [lOCFR31.5(c) 또는 허가 조건]에 의하여 명시된 빈도로， 

누설 검사는 XRF의 외부 케이스를 문지름 점검에 의하여 수행된다. 주기적인 보수 또한 제 

작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XRF의 선원 강도는 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준위까지 붕괴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선원은 교 

체가 요구되는 붕괴 준위 까지 감소하기 위하여 2-4년이 필요하다. XRF 장치의 수명에 걸 

쳐 3-4회 선원을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시험과 기타 다른 시험， 설치， 보수， 

교체 동은 특별 허가를 받은 개인에 의하여 그리고 부착된 표지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구된 

다.[10CFR31.5 (c )(3)] 

우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중요한 사고나 이탈은 선원의 교체 동안 발생할 수 있 

는 선원에 대한 손상이다. 이것은 이 직무에서 양적으로 평가된다. 일상적인 유지 보수 업무 

와 관련된 중요한 사고(선원 누설， 샤터가 닫히지 않은 채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 화재)는 

직무 26-2의 저장， 직무 26-4의 사용 등에 포함된다. 

3.26.3 .4 직 무 26-4: 사용 

XRF 분석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하여 수행된다. 첫 번째 방법은 분석할 물체를 

장치로 가져와서 방사선원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시료대에 시료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시료 

대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고 연동 장치가 통작한다. 두 번째 방법은 물체의 표면에 이동형 

XRF를 놓는다. 그다음 운전자가 샤터 구동 장치로 샤터를 열고 요구되는 시간동안 선원에 

물체를 조사시킨다. 조사가 끝난 후 샤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닫힌다. 고정 XRF에서는 

시료는 다음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서 제거된다. 이동형 장치에서 XRF는 

분석될 다음 물체의 표면에 재 위치하게 된다. 설정치의 설정과 조사 시간은 여러 가지 인 

자에 따라 크게 변한다. 

고정형과 이동형 XRF 모두 장치의 케이스가 작업자나 일반인의 피폭을 제한하기 위한 차 

폐를 제공한다. 사용 장소 또는 내부에의 출입은 일상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한된 

다.[모범행위] 특수 허가를 받은 자는 장치에 대한 일정한 감시를 유지하고 관리하거나 장치 

를 잠그도록 요구된다. [lOCFR20. 1801 , 1802] 일시적인 작업 사이트에서 손실과 손상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보통 여분의 주의나 절차가 보통 취해진다. [ 모범 행위 혹은 부대조건]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탈이나 중요한 사고는 (1) 정상 

적이거나 필요에 의하여 신체에 근접하여 장치를 사용하는 것， 혹은 시험동안 실내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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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일반인을 허용하는 것에 의한 모범 행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실패 (2) 차폐 실패( 

선원 제한의 실패로 피폭 후 선원이 완전히 차폐되지 않거나 선원 제한의 실패 없이 선원이 

완전히 차폐되지 않는 것) (3) 장치가 사용 중일 때 누설 점검 사이에서의 선원의 누설이다. 

피폭은 케이스로부터의 누설 물질， 혹은 샤터 잠금 장치의 구동 불량으로 장치에 인접한 사 

랍에게 나타난다. 

NMED의 8년간의 검토(XRF에서 사용되는 방사성핵종의 형태， 게이지， 형광분석기의 특성 

하에서)는 XRF에 사용되는 선원의 불량(누설)이 l년에 2번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XRF에서 샤터의 열림을 포함하여 두 번의 사고가 NMED data에서 발견되었다. 불충분한 

data가 이 사고들의 피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3.26.3.5 직무 26-5 : 폐기 

XRF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혹은 그것의 폐기가 요구될 때 XRF는 이동을 위하여 포 

장이 요구되고 폐기를 위하여 위한 허가 받은 상업적인 시설로 보내진다. [일반 허가를 위 

하여lOCFR30.4 1 그리고 31.5(C) (6), (7), (8)] 유사하게 교체된 선원도 폐기를 위하여 허가된 

특수 시설로 보내진다. 정상적인 폐기 직무는 직무 26-1의 취득. 직무 26-2 저장에 포함된 

다. 

정상적인 폐기(허가 받은 시설로 선원을 반환하는 것)이외에 선원이 부적절하게 폐기 (분실， 

도난)될 가능성이 있다. 후자는 다른 운영 직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XRF 장치는 특히 이 

동형 장치일 경우 일반인에게 유업되면 일반인의 피폭으로 이끌 것이다. 분실이나 도난 선 

원으로 인한 부적절한 피폭이나 위험은 Secssion 부록 A.4에서 논의된 모텔에 기초한다. 

NIMED 자료(게이지， 형광 분석기의 특성)의 검토 결과， 8년 동안에 7개의 게이지가 특수 

허가자에 의하여 분실되었고， 일반 허가자는 2개를 분실 하였다. 그리고 허가가 명시되지 않 

은 것이 7개 있었다. 이것은 le-4/년의 분실률로 이끈다. 만일 특수 허가를 받은 게이지에 

관하여 보고 되지 않은 분실을 가정하고， 일반 허가자에 의하여 하향 보고가 된다고 손실률 

을 조정한다면 평가되는 손실률은 일반 허가를 받은 장치들에서 장치 당 3e-4/년으로 평가 

된다. 

3.26.4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은 표 3.26-1에서 주어진 장치의 수와 사용되는 방사선 핵종， 평균 선원 강도를 

사용하여 고정형과 이동형 모두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이 정보는 방사성핵종과 선원 강도에 

따라 일반 허가를 받은 장치의 NRC 통계표에 기초한다. NRC와 Agreement States에 의하 

여 허가 받은 총 수량을 얻기 위하여 3배수를 하였다. 특수 허가 받은 장치의 수는 NRC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정리된 일반 허가 장치 수의 1/2이다 여러 가지 핵종을 

사용하는 특수 허가 받은 기관의 알려지지 않은 수 또한 LTS에 의하여 주어진 53개의 허 

가자와는 분리되어 XRF 장치를 사용한다. 선원의 세기는 SS&DR로 부터의 자료와 정보에 

기초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반감기를 갖는 선원은 매 2년에서 4년 마다 교체할 필요가 있 

다. 그 외에 다른 것들， Am-241, Cm-244, 등은 보통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각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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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시간 사용을 가정하고 나머지는 저장시간으로 간주하였다. 그림2.26-1은 특수 허 

가를 받은 Am-241 XRF 장치에 대하여 개인 작업자나 일반인의 연간 피폭량(mrem/yr)으 

로 위해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26-2는 일반 허가를 받은 장치들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다른 핵종들에 대한 위해도는 더 낮다. 

표 3.26-1 위해도 분석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 시스템 

방사성핵종 방사능단위 (mCi) 물리적 형태 
장치의수 

일반 허가 특수 허가 

Fe-55 40 밀봉선원 6300 3150 

Cd-100 20 밀봉선원 5200 2600 

Am-241 30 밀봉선원 9200 4600 

Cm-244 50 밀봉선원 1500 750 

연간 평가 운전 시간 :500 시간 

장치 당 작업자의 위해도는 그림 3.26-1과 3.26-2에서 아주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 

반 허가 장치나 또는 특수 허가 장치에서 같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XRF 선원에 의하여 방 

출되는 저에너지 광자로 인한 것이다.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위해도는 비록 빈도수는 작지 

만 교체 작업 동안 선원을 조작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 직무에서의 위해도 만큼 높다. 개인 

의 연간 선량은 선원 교환 작업을 포함하여도 규정치 이내이고 단일 개인이 받으리라고 예 

상된다. 

사고 위해도는 정상적인 위해도 보다 훨씬 적다. 사고의 발생 확률이 낮고 금속 선원으로부 

터 작은 방출 분율 때문에. 최대 사고 선량은 Am-241 또는 Cm-244의 어느 것이나 화재 

또는 Am-241을 사용하는 장치에서 샤터가 열린 채로 잇는 것에 의하여 일어난다. 최대 선 

량은 분명히 건강상 해로운 효과가 예상될 만한 선량 이하이다. 한편 불확실성과 같은 다양 

함이 존재한다. 건강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선량의은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 사건들의 평 

가는 사고가 난 장치에 대한 정보의 결핍과 사용 중인 장치의 수에 대한 제한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사고 위해도에 대한 전체적인 불확실성은 최소 10배이다. 

XRF 장치로부터의 일반인의 위해는 저장 직무에서 작업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한펀 사 

용이나 유지， 보수 중에는 훨씬 작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장치로부터의 낮은 선량 

때문이고 사용 중에 사용자에의 접근과 그리고 선원 교체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모범 행위 때문이다. 일반인의 위해는 여러 개인들에게 분포되리라 예상되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최고 위해도는 계산된 값의 분율이다. 일반인에 대한 사고 위해도에 대한 중요한 기여 

는 저장 중에 샤터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차폐가 손상되거나 제거된 상태로 일반 

인의 접근이 가능한 분실， 도난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대한 부적절한 폐기 위해도는 샤터가 

열린 채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받는 위해도의 3-10 배 만큼 낮다. 최대 평가 선량은 분명히 

건강상 해로운 효과가 예상될 선량에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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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c 3.26-1 Summ:uγ of Risk Rcsults for a SpccificaIly Licenscd Dcvicc, Systcm 26: 
I\leasuring Systcms (X-Ray Fluorescence Analyzcr) (Am-2 -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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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2 Summary of Risk Rcsults for a Gcnerally Licensed Device, System 26: 
l\leasuring Systems (X-Ray Fluorescence Analyzer) (Am-241) 

3.26.5 규제 선택을 위한 분석 

피폭 과정을 나 발생되는 요약된 방법에 따라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1단계 : 피폭 과정 

표 3.26-2a는 2.6장에서 

타낸다. 

비 단일의 선량이 정상적인 연간의 중의 피폭 과정에서 선량율은 시스템에서 정상 운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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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사고가 발생한다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준위까지 누적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그 

러나 2.6. 1.3에서 논의한 것처럼 선량 지침은 개개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설명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피폭과정은 총년 간 선량이 단일 사고가 일어나 주목 받을 정도가 되더 

라도 방지되어야 할 일련의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단계 : 선량 지침의 적용과 규제 우선순위의 형성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선원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피폭을 일으 

킬 수 있는 화재나 선원 손실 같은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에서는 피폭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고” 로서 규정되는 대부분의 피폭 과정들이 거의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턱값 

이상은 드물다. 그리고 어떠한 피폭 과정도 작업자에 대한 ”고”에 속하지 않는다. 

비록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카드융에 대하여 적합한 제 

한을 완화하는 것 보다는 모든 선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피폭과정을 방해하는 상황을 다루기 전에 중위 보장으로 방지되 

어야 할 피폭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유용하다. 기능의 어떠한 것t차폐나 제한)의 실패가 이 

범주에 선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러므로 중위 보장이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얻어 져야 한다. 

고 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피폭 과정은 화재나 선원의 손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 들 조 

차 고 선량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차폐나 선원의 제한이 중간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결론 지어 졌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조차 선량이 높지 않는 것이 나타났지 

만 우리들은 차폐 그리고 누설이나 손상된 선원의 실패를 포함하는 상황에서의 피폭 과정의 

방지를 위하여 고 보장이 획득되어야 만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화재나 선원의 손실을 

고 보장으로 방지되어야 것으로 남겨둔다. 일반 허가와 특수 허가 사이의 위해도 분석의 차 

이는 3.26.4에서 간단하게 논의 되었다. 위해도 분석에 있어서 일반 허가와 특수 허가의 차 

이는 주로 선원의 강도와 출입관리의 차이에서 발생된다. 선원의 강도는 주어진 시나리오에 

관련된 선량에 영향을 미친다. 출입 관리의 특성은 출입관리 실패의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빈도수 X 선량) 여기에서 사용되는 범주는 특성 선량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범주는 특 

별히 선원의 강도가 크게 다를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과 특수허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다. 규제의 접근에서의 차이는 출입 관리의 보장이 어떻게 유도되는가에 의하여 이끌어 질 

것이다. 

표 3.26-2b는 위해도 결과를 실제 선량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 일반인에 대한 고 위해도 

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고 위해도를 각각의 범주별로 기술하였다. 표로부터의 결론에 기초하 

여 다음 사항을 얻어야만 한다. 

• 선원 손실 시나리오의 방지를 위한 고보장 

• 선원에 대한 화재 손상의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한 고보장 

• 사용 중 샤터 구동 장치의 신뢰도에 대한 중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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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a 시스탬 26에서 피폭 과정 : 측정 시스템 (XRF). 

고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26G-2( 저장) 
6-S1A ,9-S2C2,10 

26G-2(저장) 
3-Cl,4-ClA,5-S1 

-S2C2A ,8-S2A 

26G-4(사용) 6-SA,8-SCA 26G-3(유지) 3-C, 4-CA 
26G-4(사용) 4-CA,5-S ,7-SC 

26G-5( 폐기) 
2-AlS ,3-AlSC ,6- 5-A2S ,8-A3S ,lO 

26G-5( 폐기) A2SC,9-A3SC -A4SCA 
Am-241 

6-S1A ,9-S2C2 ,10 
Am-241 

3-Cl ,4-ClA,5-S1 
26S-2( 저 장) 26S-2( 저 장) 

S2C2A ,8-S2A 

26S-4(사용) 6-SA,8-SCA 26S-3(유지 ) 3-C,4-CA 
26S-4(사용) 4-CA,5-S ,7 -SC 

26S-5( 폐 기) 
2-AlS ,3-AlSC ,6- 5-A2S ,8-A3S ,10 

26S-5( 폐 기 ) A2SC,9-A3SC -A4SCA 

26G-2( 저장) 6-S1A 26G-2( 저장) 
4-CIA,5-S1 ,8-S2 

A,1O-S2C2A 

26G-4(사용) 6-SA,8-SCA 26G-3(유지) 4-CA 
26G-4(사용) 4-CA,5-S,7 -SC 

일반 26G-5( 폐기) 2-AIS ,3-AlSC 26G-5( 폐기) 
5-A2S ,6-A2SC ,8 

인 Cd-109 Cd-109 - A3S ,9-A3SC 

26S-2(저장) 6-S1A 26S-2( 저장) 
4-CIA,5-S1 ,8-S2 

A,10-S2C2A 

26S-4(사용) 6-SA,8-SCA 26S-3(유지) 4-CA 
26S-4(사용) 4-CA 

26S-5(폐기) 2-AlS ,3-AlSC 26S-5(폐기) 4-CA,5-S,7-SC 

26G-2( 저장) 
6-S1A,9-S2C2,lO 

26G-2( 저장) 
3-Cl ,4-ClA,5-S11 

S2C2A ,8-S2A 

26G-4(사용) 6-SA,8-SCA 26G-3(유지) 3-C,4-CA 
26G-4(사용) 4-CA,5-S,7-SC 

26G-5( 폐기) 
2-AlS ,3-AISC ,6- 5-A2S ,8-A3S ,lOI 

26G-5(폐기) A2SC,9-A3SC -A4SCA 
Cm-244 

6-S1A,9-S2C2,lO 
Cm-244 

3-Cl,4-CIA,5-S1 
26S-2(저장) 26S-2(저장) 

-S2C2A ,8-S2A 

26S-4(사용) 6-SA,8-SCA 26S-3(유지) 3-C,4-CA 
26S-4(사용) 4-CA,5-S,7-SC 

26S-5( 폐기) 
2-AlS ,3-AlSC,6 5-A2S ,8-A3S ,lO 

26S-5(폐기) A2SC,9-A3SC -A4SCA 

• 차폐 설계 성능에 대한 중위 보장 

• 손상 또는 누설 선원의 방지를 위한 중위 보장 

• 샤터가 열린 상태로 저장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중간 보장 

4단계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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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a (계속). 

고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26G-2(저장) 
6-S lA,9-S2C2, 

1O-S2C2A 
26G-3(유지) 3-C,4-CA 

26G-4(사용) 
4-CA,5-S ,6-SA,7-

SC,8-SCA 
Am-241 

6-S1A,9-S2C2,lO-
26S-2(저장) 

S2C2A 
26S-3(유지) 3-C,4-CA 

26S-4(사용) 
4 -CA,5-S ,6-SA, 7-

SC,8-SCA 
26G-2( 저장) 6-S1A 
26G-3(유지) 4-CA 

26G-4(사용) 
4-CA,5-S,6-SA,7-

작업자 해당사항 SC ,8-SCA 
없슴 

Cd-109 
26S-2( 저장) 6-S1A 
26S-3(유지) 3-C,4-CA 

26S-4(사용) 
4-CA,5-S,6-SA,7-

SC,8-SCA 

26G-2( 저장) 
6-S1A ,9-S2C2 , 

1O-S2C2A 
26G-3(유지) 3-C,4-CA 

26G-4(사용) 
4-CA,5-S ,6-SA,7-

SC,8-SCA 
Cm-244 

6-S1A,9-S2C2,lO-
26S-2( 저장) 

S2C2A 
26S-3(유지) 3-C,4-CA 

26S-4(사용) 
4-CA,5-S,6-SA,7-

SC.8-SCA 

그림 3.26-3 sheetl-4는 이 시스템의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sheetl은 

그들의 셜계 우선순위에 따른 위에 선택된 안전 기능을 보인다. 연속된 sheet는 설계된 안 

전 기능의 수행을 지원하는 성능 분기점을 나타낸다. 

sheet2는 차폐의 효과를 설명한다 기능성， 차폐의 신뢰도， 그리고 화재로부터의 방호의 보 

장. 화재는 고 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하는 피폭 과정을 발생시키는 몇 개의 시나리오 중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시나리오조차 여기에서 적용되는 문턱값에 관하여 중요하다. 즉 이 

특별한 시스템에서 금전적인 투자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화재 방지 수단은 선량을 고려하는 

것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화재 방지 수단을 초과하는 것과 같다. 

차폐의 실패는 여러 가지 피폭 과정을 일으킨다.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은 여기에서 적용 

되는 지침 당 많은 일반인에 대하여 “고”로 고려된다. (수백 mrem 정도) 이들 시나리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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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빈도수를 얻기 위한 장치들의 신뢰도가 정당화된다. 

sheet2는 누설 선원의 방지를 설명한다. 위해도 분석에 따라 누설 선원은 일반인에 대한 피 

폭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문턱값을 초과한다. 제작자는 이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요점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오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요구된 

다. 

SHEET3은 샤터가 열려 있는 채로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 등급 

은 선량이 그러한 조건이 검출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동안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별도의 SHEET로 설명되었다. 자연적으로 선량률이 상대적으로 검출하 

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그러한 조건이 검출되고 적절한 반응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하여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 요점은 그러한 조건을 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측정， 경보， 선량측 

정)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SHEET4는 선원을 분실하는 시나리오이다. 차폐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으면 일반인의 활동 

지역으로의 이 장치의 방출은 일반인에게 고선량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 

에 단지 중위보장이 차폐의 훼손 (샤터가 열린 채로 유지되는 것)의 방지를 위하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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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b 시스탬 26에 대한 위해도 결과들의 영향(XRF). 

1 비용과 | 경제적인 | 선원 분실 I _" ~ _. I _ ~.， _ I 비방사학적 I " ,, 1 
l | l 규제 부담 | 오염 비용 시스랩 가치 l 인지 위해도 

이득 | 위해도 | 위해도 I " " ，~ I - ~ '0 I 건강 위해도 I ,- 0 "'" I 
순위 L L2

.3 L' M ‘ L5
.
6 L" M ’ M “ 

고 보장을 요구하는 기능 | 중위보장을 요구하는 기능 
동위원소 l 기능 | 요점 |동위원소| 기능 | 요점 

일반과 

특수허가에서 같은 

저장동안51과 |내용 

52C2: 사용동안 151은 샤터 가 열 린 

S혹은 A 상태로 유지 

폐기동안A1과 152C2는 화재 

IA2,A3 
Am-241 I 

Al，A2，A3는 선원의 
Am-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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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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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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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C 

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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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안
 

안
 Z 

수
 
동
 

동
 S 

보
 
요
。
 
‘, 

장
 
과
 

지
 사
 
깎
 

저
 

잉
 

유
 C 

C 분실 시나리오 

A3, A4 

S는 사용동안 샤터가 

열린 채로 유지되는 것 
폐기동안 A2, I~_~ ，-，~ 

A2，A3，A4는 선원 분실 

시나리오 

일반과 특수 허가에 

저장 동안 C1과 1 대하여 같은 내용 
얼반 혹은 Sl과 S2 C1은 선원의 누설 

특수허가를 위한 S1은 샤터가 열린 

저장동안51혹은 같은 내용 상태로 유지 

A 51은 샤터가 열린 52는 화재로 인한 

일반인 I Cd-109 I 사용동안 S 상태로 유지 
Cd-109 

유지 보수동안 차례의 손상 
d-1 혹은 A S는 사용동안 C; 사용동안 C는 유지 보수동안 

혜기동안 샤터가 열린 상태로 C와 S 선원의 손상 

A1 혹은 S 유지 C는 선원의 누설 

A1은 선원의 분실 S는 사용동안 샤터가 

시나리오 폐기동안 A2, 열린 채로 유지되는 것 

A3, A4 A2，A3，A4는 선 원 분실 

시나리오 

일반과 특수 허가에 

저장 동안 C1과 대하여 같은 내용 

일반 혹은 S1과 52 C1은 선원의 누설 

특수허가를 위한 51은 샤터가 열린 

저장동안 같은 내용 상태로 유지 

51혹은 A 51은 샤터가 열린 52는 화재로 인한 

244 I 사용동안 S혹은 상태로 유지 Cm-244 
유지 보수동안 차폐의 손상 

Cm 
S는 사용동안 c; 사용동안 C는 유지 보수동안 A 

폐기동안 샤터가 열린 상태로 C와 S 선원의 손상 

A1혹은 S 유지 C는 선원의 누설 

Al은 선원의 분실 S는 사용동안 샤터가 

시나리오 폐기동안 A2, 열린 채로 유지되는 것 

A3, A4 A2，A3，A4는 선원 분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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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b (계속). 

고 보장을 요구하는 기능 

동위원소 기능 

작업자 해당사항 

없음 

lL= 저， l\I =중， H=고 

"NUREGICR -4825(NRC,l987) 

3NUREGICR -538l(NRC，l잊:lOa) 

4NUREGICR-6330(NRC ,l995b) 

~UREGICR -1754(NRC,l981) 

''NUREGICR -1754(NRC ,l989) 

'Non 

“불충분한 자료 

요점 

중위보장을 요구하는 기능 

동위원소 기능 요점 
일반과 특수에 대한 

같은 내용 

51은 샤터가 열린 

저장동안 51그리 
채로 유지되는 것 

고 52C2 
52C2는 저장동안 화 

Am-241 
유지보수동안 C 

재 

사용동안 C와 S 
C는 유지보수동안 

선원의 손상 

S는 사용동안 샤터 

가 열린 채로 유지 

되는 것 

일반과 특수에 대한 

같은 내용 

51은 야터가 열린 

저장동안 51그리 
채로 유지되는 것 

고 52C2 
52C2는 저장동안 화 

Cd-109 
유지보수동안 C 

C는 유지보수동안 
사용동안 C와 S 

선원의 손상 

S는 사용동안 샤터 

가 열린 채로 유지 

되는 것 

일반과 특수에 대한 

같은 내용 

51은 샤터가 열린 

저장동안 51그리 
채로 유지되는 것 

고 52C2 
52C2는 저장동안 화 

Cm-244 
유지보수동안 C 

재 

C는 유지보수동안 
사용동안 C와 S 

선원의 손상 

S는 사용동안 샤터 

가 열린 채로 유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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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2 

시스템 26 

-측정시스템 (X선 형광) 

Sheet 1 

구조의 신뢰도보장 

(샤터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흥것 방지) 

피폭 방지 

그립 3.26-3 시스랩 26 : 다이아몬드 수형도 ( sheets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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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4 



시스랩 26 

측정 시스템 (X선 형광) 

Sheet 2 

선원의 보호 

시스랩 26 허가인 I I 시스템 26 허가인의 

의 권한 이외 I I 권한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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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방지/ 

검출/ 

억제 

일상적인 화재 

방지를 통하여 

얻으 스 이느 Z 
2 ^λ 」

합한 보장 



샤터 구동 장치의 

신뢰도 보장 

(샤터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것 방지) 

sheet2 

시스랩26 

측정시스템(X선 형광) 

Sheet 3 

샤터가 열린 상태로 저장되는 

현상 방지 

중 보장 

샤터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의 완화 

C-4 

unretracted 조건 을 검 출 

하기 위한 서베이를 수행 

C-1- C-10 

방사선안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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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6 

측정 시스템 (X선 형광) 

Sheet 4 

선원의 유지 관리 

(분실， 도난， 부적절한 폐기 방지) 

(Al ,A2,A3) 

C-3 

선원 계량화 

유지 : 

물리적인 재고 

뾰앞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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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장치의 

물리적인 

보안 

분실 방지의 중요 

한 보장은 선원의 

금전적인 가치에서 

허가자의 이해관계 

포함함 



된다. 선원의 수량 파악에 대한 고 보장이 필요하다. 선원의 수량 파악은 장치가 사용 중인 

지역에의 출입을 관리하고， 재고 파악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사용 중이 아닐 때 잠금장 

치가 있는 지역이나， 캐비넷에 선원이나 장치를 보관하는 것이 장비의 분실 또는 부주의하 

게 반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위의 모든 것이 방사선 방호와 책임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원 된다. 

STEP5 : 주요 성능 분기점의 구분 

여러 영역에서 “어떤 기능의 적절한 보장은 허가인 운영하는 조건에서 고유한 것이다” 라고 

결론지어 진다. 이것은 선원 분실의 방지나 화재 방지에 적용된다. 모든 시나리오 형태가 위 

해를 입는 피폭의 통계적인 가치를 초과하여 허가인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만일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현재의 결론이 재고되 

어야 만 한다) . 이것은 단지 중위 보장을 요구하는 성능 영역을 떠난다. 

시스템26의 허가인의 권한 내에 있는 차폐기능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분기점은 설계나 

제작 동안 장치로 귀속되는 차폐성능의 신뢰도의 유지와 관련된다. 적절한 설계와 제작이 

제작 시 반영되어야 만 한다. 

요약 : 시스템26의 허가인의 권한 내에 있는 이 시스랩에서의 주요 성능 분기점은 다음과 

같다. 

• 측정기， 피폭선량평가， 비정상조건을 나타내는 경보 

• 샤터 구동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 샤터가 열린 채로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선원의 신뢰도 등 , 장치의 도난 분실 방지 

위에 언급된 논의가 차폐의 손실을 검출하기 위한 측정이 현재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그러한 측정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적절하다. 표 3.26-2b는 선량의 지침과 위해도 분석 결과의 적용에 기초하여 고 

보장은 비차폐된 선원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의 방지를 정당화한다. 위해도 분석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문제가 되는 피폭 과정이 고 선량 범주의 낮은 선량 쪽으로의 끝 

에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폭과정에서 선량은 수백 mrem 수준이다. 지침은 작업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피폭과정은 작업자에 대해서 고 보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선량이 심각 

하지 않고， 차폐되지 않은 선원 시나리오의 방지에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선원이 차폐되지 

않는 사고의 빈도가 낮다고 하면 이 영역에서 피하여야 할 피폭의 일상적인 평가에 기초하 

여 추가적인 부담은 가치가 없다. 

6단계 규제 접근 

위해도 결과는 일반 허가나 특수 허가에 대한 규제 접근에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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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표로 정리된 주요 성능을 지지하는 규제 수단은 표 3.26-2C에 요약되어 있다. 

표 3.26-D는 현재 특수 요구사항이 위에 표로 정렬된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원하 

는 지를 보인다. 

좌측 열에 제시된 각 방호벽에 대하여 우측 열은 그 장벽과 규제 접근 내용에서 적합한 항 

목들 사이에 연결을 나타낸다. 우측 열이 특별한 장벽에 대하여 비어 있다연 장벽은 단지 

간접적으로 주 기능을 지원 하거나 혹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위해도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능을 직접 지원한다. 이것은 요구사항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의문을 일으킬 수 있다 

는 것을 내포하지 않는다. 

표 3.26-2c 일반적인 규제 접근， 시스템 26 

분야 요구 형태 규제 관점 

이 목적을 위하여 일반인의 
방사선 안전 ￡로그램에 의하 선원 계량화에 대한 규정， 주 

출입 제한을 포함하여 선원 
여 취급되는 선원 계량화 고 기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허가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로그램 시 방사서아처표로그래이 i 

L • 1...:. '-• ---'----"""'0 연，. 

분한지를 확인 

화재의 방지/완화 
추가적인 규제 없이 중요한 

보장 유도 

제한이나 차폐를 보장하기 위 시스템 26의 허가인의 권한 

한 품질 설계나 제작 이외 

신뢰할 만한 차폐 성능의 유 
제작자의 권고에 따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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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d 규제 접근에서 특수 방호벽의 역할 

방호벽 코드 방호벽 
현재 요구 사항에 

규제 접근에서의 역할 
대한 근거 

밀봉선원， Fe-55,Cd-109; 기 
제한과 차폐를 보장하 

B-1 N/A 기 위한 제작 및 설계 
타 방사성핵종 

의 품질관리 

B-1 선원과 장치의 등록 
30.32(g)와 32.210 

31.5(b)[GLJ 
선원은 스틸로 밀봉된 금속 모범 행위/등록 기준 제한과 차폐를 보장하 

B-2 이나 세라믹. 선원이 선원 이 최소 설계 범주로 기 위한 제작 및 설계 

하우정에 놓임. ANSI 적용 서 사용될 수 있음 의 품질관리 
장치가 최소의 추가적인 차 

제한과 차폐를 보장하 
폐나 흑은 차폐 없이 움직이 모범 행위/등록; 

B-7 기 위한 제작 및 설계 
거나 저장될 수 있도록 설계 32.l4(b)(3) 

의 품질관리 
시 적절한 차폐 

일상적인 사용에서 연간 최 

대 500mrem을 만족시키기 
제한과 차폐를 보장하 

위한 GL 장치의 적합한 설 
C-7 32.5l(a)(2)[GLJ 기 위한 제작 및 설계 

계; 어떠한 방사선방호교육 
의 품질관리 

없이 사용자에게 사고 당 최 

대 15rem 

C-9 
방사선 경고 표지가 장치와 모범 사례/ 하위 조건; 

함께 제공 32.51(a)(3)( ii ) 

A) 선원이 장치로부터 제거 
A)l) 모범 행 위/ 등록 

2) 32.51 (a)(2)( ii ) 
B-8 될 수 없음 

[GLJ 
B) 선원 제거 금지됨 

B) 허가 조건 [특수] 

모범행위/ 하위조건 
작업 자선 량(ALALA); 

개인이 장치로부터 거리 유 [특수] 
또한 선원 분실을 방 

B-18 
지 제작자의 지침서 

지하기 위하여 저장이 

나 작업 지역에 일반 
[특수 혹은 일반] 

인의 출입 제한 

모범행위/하부조건 

B-21 장치의 조사 시간제한 
[특수] 

제작자의 지침 

[특수 혹은 GLJ 
A,B) 모범 행 위/하부조 

건 선원 계량화와 사용이 

A) 방사선안전효로그램 A) 20.llOH특수] 나 저장동안 샤터 고 
C-1-C- 1O 

B) 보안 프로그램 B) 20.1801 ,1802 장의 방지를 위한 근 

비제한 구역 거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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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d (계속). 

방호벽 코드 방호벽 
현재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제 접근에서의 역할 l 
근거 

A) 30.32(g) 와 32.210 
A) 설계 A) 32.5Ha)(2)[GL] 
B) 운전절차에 의한 일 B) 모범행위/하부조건 

C-2 
반인과 작업자의 피폭 [특수] 

제한 B) 제작자의 지침 
[특수 혹은 GL] 

C-6 선원/장치의 수량 제한 모범 행위/등록 

C-7 설계 요구사항 등록 31.5와 32.51[GL] 

1) 년간 100mrem 이상의 
가능성이 있으면 

19.1 2 

C-8 교육과 지침 
2) 허가조건[특수] 방사선안전표로그램에 

3) 모범 행위/ 의하여 규정 적용 

하부 조건부여 

4) 제작자의 지침 
[특수， 혹은 GL] 

1) 등록[특수.GL] 
2)20.1904[특수] 

C-9 장치에 표지 부착 
3)31.5(C) 그리 고 

32.5Ha)(3)[GL] 
1) 모범 행위/ 하부 .3ζ-

건부여[특수] 
방사선안전프로그램에 l 

C- lO 비상절차 2) 31.5(c)(5)[GL] 
의하여 규정 적용 

3) 제작자의 지침 
[특수， 일반] 
1) 허가 조건 

방사선안전쿄로그램에 l 
C-8 운전 절차-특수 허가 

2) 모범 행위/하부 
조건부여 의하여 규정 적용 

3) 제작자의 지침 
1) 31.5(c)(1) 그리 고 

C-9 운전 절차-일반 허가 32.51 (a)(3) 
2) 제작자의 지침 

C-4 
장치는 인수 시 누설 점 

모범 행위 
검 

인수 시 서베이 수행[특 

C-4 수 형태의 물질에는 요 20. 1906[특수] 
구되지 않음] 

선적포장용기에 저장된 

B-7 장치는 적절한 차폐를 DOT 선적 제한 
갖는다. 

B-8 
인수 지역에서의 일반인 20.1801.1802 

1 의 접근 제한 비제한구역(단지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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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d (계 속). 

방호벽 코드 방호벽 
현재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제 접근에서의 역할 
근거 

1)20.1801 ,1802 
비제한 구역 

선원의 분실을 방지하 
저장지역 잠금장치; 

2)모범 행위/하위조건부여 
기 위하여 저장과 작 B-8 

샤터 잠김 
[특수] 

업지역의 일반인의 출 
3) 모범행위 [GL] 

4)제작자의 지침 
입제한 

[특수 혹은 일반] 

C-3 
6개월마다 물품 목록 조 1) 면허조건[특수] 

선원계량화의 일부 
사 2)모범 행위[일반] 

C-4 
6개월마다 누설시험 혹은 1) 면허조건[특수] 
인정된 기간 2) 31.5(c )[GL] 

선원의 분실을 방지하 

C-1 사용지역의 출입관리 
모범행위/ 기 위하여 저장이나l 
하위조건 부여 작업 지역에 일반인의 

출입 제한 

C-3 선원의 계량화 30.51[특수， 일반] 
선원분실을 방지하기 j 

위한 근거 
1차 빔의 상태를 나타내 

모범행위/ 
C-9 기 위하여 부착된 on/off 

하위조건 부여[특수] 
장치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 1)면허조건[특수] 

C-5 여 누설 시험， 개폐 시험 2)3 1. 5(C)(I i )그리 고 선원누설 방지의 일부 
등의 유지 보수 31.6[GL] 

C-5 
6개월마다 개폐 구동 시 1) 면허조건[특수] 
스템의 점검 2)31.5(c)(2)[GL] 

1) 20.1801,1802 선원의 분실을 방지하 

C-1 사용실의 출입 제한 
비제한 구역[특수] 기 위하여 저장이나 
2)모범 행 위/하위 조건부여 작업 지역에 일반인의 

3)모범 행 위/지 침 [GL] 출입 제한 
장치가 불필요한 피폭으 

모범 행위/하위조건부여 

B-7 
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 

[특수] 설계의 일부 
기 위하여 공학적 안전 

등록[특수， 일반] 
설비를 갖는다. 

C-3 보관관리담당자 지정 
모범 행위/하위조건부여 

선원분실방지의 일부 
[특수] 

C-1 표지부착 20.1902，20.1903[특수] 

일시적인 작업지역으로 
모범 행위/하위조건부여 

C-3 장치 반출입시 선원/장치 
[특수] 

선원분실방지의 일부 
의 수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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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d (계속). 

방호벽 코드 방호벽 
-현재 요구 사항에 

규제 접근에서의 역할 
대한 근거 

C-8 
일시적인 작업지역에서 손상 모범 행위/하위조건부 

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여[특수] 

C- lO 
일시적인 작업지역에서 선상 모범 행위/하위조건부 방사선안전프로그램에 
의 경우에 비상 절차 여[특수] 의한 규정 수행 

일시적인 작업지역에서 장치 20.1801 ,1802 
선원의 분실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저장이나 

B-8 의 저장을 보장할 수 없다면 비제한 구역 
작업 지역에 일반인의 

계속적으로 감시하여야한다 [특수] 
출입 제한 

1)10CFR20 K 
선원 분실 방지의 일 

C-3 권한이 부여된 자에게 폐기 [특수] 

2) 31.5(c )(8)[GL] 
-님「 

C-7 장치의 변경 불가 
면허조건[특수] 

제작자의 지침 [GL] 

특수 허가를 받은자를 제외 1l30.41[특수， 일 반] 
선원 분실 방지의 일 

C-3 하고는 이송， 폐기를 할 수 2)31 .5(c) (6) , (7), (8) 
-님「 

없다. [GL] 

C-7 
제작자의 환경 조건 제한 내 면허조건[특수] 

에서 게이지의 운전 제작자의 지침 [GL] 

19.12,19.13,20.2101-20. 

N/A 기록， 보고 등 
2110,20.2201-20.2206,2 

점검에 대한 필요 
1.21 ,30.35,30.50,30.51 
[특수] 

20.20.2201 
사고의 보고， 

20.2202도난의 보고 

30.34(b) 허 가의 양도 
30.34(C) 사용권한등 
30.34(e) 기타요구사항 

N/A 기록 보고 등[GL] 30.41 물질의 양도 점검에 대한 필요 

30.50 보고할 요구사 
항 
30.51 기록 
31.5(c )(4) 누설 점 검 

기록 

31.5(c)(5) 보고 

N/A 
GL의 제작자나 분배자에게 

32.52; 32.56 점검에 대한 필요 
요구되는 기록1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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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7 

3.27 측정시스템 (GC， Gas Chromatography) 

3.27.1 개 요 

유기화합물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친화적 성격에 의하여 유기화합물들의 정량적 분석을 위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가 사용된다. GC에 부착된 전자포획검출기(ECD)는 이온화 선 

원과 화합물들에 의하여 포획된 전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를 제공한다. 이온화 선원은 

호일형태의 베타 방출 방사성 물질이다. 전자 친화성을 지니는 화합물이 이온화 챔버를 지 

나면서 전자들이 제거 혹은 포획되고 외부 회로에 의하여 검출된다. 다양한 신호 처리 기술 

들이 1E14-1E16의 1의 농도를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CD와 조합된 GC들은 많은 산 

업 연구소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GC들은 고정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동형 형태 

의 GC-ECD도 사용되고 있다. 

GC들은lOCFR31.5에 따르는 NRC에 의 하여 보장된 일 반 허 가로 사용되 기 도 하고 혹은 

lOCFR30에 의하여 허가되는 특수 허가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lOCFR31.5에 따라 사용 

하기 위하여， 초기에 GC를 인도하거나 혹은 제조하기 위하여 특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GC가 10CFR31.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선원들과 장치들은 lOCFR30.32(g) , 32.210 

에 따라 둥록되어야 하고 일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lOCFR31.5(6)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LTS는 GC사용만을 위하여 NRC에 의하여 대략 161 종의 특수 허가가 발급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GC장치들에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사성동위원소는 H-3과Ni-63이다. 이러 

한 정보는 방사성핵종과 선원강도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허가된 장치들의 NRC 표를 기초로 

한다. 

3.27.2 위해도 

GC의 방사학적 위해는 기체 시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원에 의하여 방출되는 베 

타업자이다. 방사성 선원은 방사성 핵종의 앓은 층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시료 기체가 흐르 

는 원통형 슬리이브 형태로 된 금속 호일에 존재한다. ANSI N542-1977 의 요구사항은 최 

소 설계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H-3과 Ni-63이 가장 일반적인 GC 선원 물질이고， H-3 

의 경우 최고 500 mCi, Ni-63에 대해서는 10에서 20mCi까지의 선원 강도를 지닌다. 이러한 

선원들은 고정형 GC 혹은 이동형 GC장치들에 모두 사용된다. 

3.27.3 직무， 방호벽， 피폭자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운전은 다음과 같은 직무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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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직무 27-1) 

• 저장(직무 27-2) 

• 유지보수(직무 27-3) 

• 사용(직무 27-4) 

• 폐기(직무 27-5) 

GC장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피폭자는 장치를 운영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작업자이다 

장치를 운영하는 작업자는 방사선 종사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GC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 

여 훈련을 받는 것은 개인에게는 모범 행위이다.( 연간 100mrem을 넘을 것이 예상되면 

lOCFR19.12) 유지보수 직무는 장치에 부착된 표지에 따라 수행되거나 혹은 특수한 시험 혹 

은 절차(lODFR31 .5(c) (3))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인 피폭자는 고정형 GC장치가 설치된 동일한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시설 작업자 

이거나 혹은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동형 GC장치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다. 

GC장치는 차폐체가 제공되어 기기의 표면에서의 방사선준위가 모든 방사성물질들에 

대하여 검출한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된다. (시간당 1mrem이하)[lOCFR32.14(b)(3)] 제조업자 

는 일반적인 사용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lOCFR20.1201 (a) 연간한도의 10% 이상의 피폭 

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요구된다. [lOCFR32.5Ha)(2)(ii)] 장치들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조건이나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선원 제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선원의 변 

경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할 수 있다.[모범 

행위/등록; 특수 허가 시 허가조건， 일반 허가 시 lOCFR32.5Ha)(2)( ii)] ECD는 또한 잦은 

서비스를 요하거나 혹은 호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표지들은 

각각의 장치들에 대하여 조작지침， 주의사항， 점검사항 및 NRC[32.5Ha)(3) 또는 모범행위] 

의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작지침서와 운영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장치에 대한 보관책엄자가 보통 임명되며， 주기적인 재고조사가 수행된 

다.[모범 행위 또는 허가 조건] 

특수 허가와 일반 허가 사이의 방호벽의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행정상의 차이다. 특수 허가 

는 3가지의 주요 방호벽을 지니고 있다. (1) 신청 절차， 그것은 NRC의 검토와 그 물질을 사 

용하고 소지하기 위한 권한을 갖기 이전에 허가자의 경험， 훈련， 설비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숭인을 요구한다. (2)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된다. (3)허가 

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NRC로부터 공고되지 않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허가에 대한 

요구 사항은 유동적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단지 제작자의 특수 면허에 따라 제품들 

을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제품들을 공급 받아야 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방호벽은 없다. 이러한 차이가 일반 허가 기관보다는 특수 허가된 기관에서 접근 관리의 낮 

은 실패 확률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3.27.3.1 직무 27-1 : 취득 

GC장치는 허가 받은 판매업체로부터 제공을 받는다. 선적용기는 육안검사를 받으며 송장을 

검사한다.[특수허가를 위한 lOCFR20.1906] 만약 손상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GC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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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된 포장을 제거하며 사용될 장소인 실험실에 놓여지게 된다. 이동형인경우에는 초기의 

선원은 운반 용기로부터 제공받는다. 

취득 직무는 포장상태와 그 기기가 운반되어 사용될 곳에 대한 검사와 확인을 필요로 한다. 

취득은 권한을 지니고 있는 운영자 혹은 특수 면허를 지니고 있는 자에 의하여 일반적인 접 

수지역에 놓여지면 된다. 취득은 그 기기의 수명이 다하는 동안 한 번 수행된다. 

이러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잠재적인 방사선 피폭자들은 검사를 하는 작업자와 그 지역에 있 

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공중선량을 제한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장치의 설계 

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 장치의 조작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다. 

취득 직무의 빈도수는 저장 및 사용 직무 빈도수에 비하여 훨씬 작다. 선원들은 내부적으로 

장치에 장착되며 그 장치는 적당한 포장과 운송 수단에 의하여 수송된다. 취득 작업은 어떤 

특이한 장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 직무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사선 피폭 혹은 다른 사고 

의 가능성은 다른 작업들에 비하면 매우 작다. 이 직무에 대한 위해도는 더 이상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3.27.3.2 직무 27-2 : 저장 

이동형 GC는 다른 고가의 시험 장비와 마한가지로 허가받은 기관의 실험실에 저장된다. 이 

동형 GC의 저장 장소는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방사선 노출 요구조건과 lOCFR20.l30l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만족함을 확신하기 위하여 작업자들과 일반대중들의 접근기간들을 고 

려하여야 된다. 고정되어 사용하는 GC는 허가받은 기관의 실험실내 또는 사용자 실험실내 

에 위치하게 된다. 기기의 부당한 변경， 비 권한자의 사용 또는 도난[특수면허에 대한 

lOCFR20.l801)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모범행위로 간주된다. 

선원들은 사용 중이 아닐 때에는 장치 내에 보관된다. 선원의 사용기간은 사용되는 정도와 

직무27-4에 언급되어있는 사용기간으로부터 추정된다 또한， 선원교체 또는 사용 완료된 선 

원은 제조업체에 재 반송되기 전까지 보관될 수 있다. 이러한 선원들은 선적 요구조건에 만 

족하는 운반용기에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 중에 주로 잠재적인 이탈사고 및 걱정되는 사고들로는 1. 선원 제한의 실패 2.화재에 

의한 GC장치의 손상 등이다. GC장치에서 발생하는 선원 제한 실패는 NMED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8년 동안 9가지 의 선원 누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장치에서 8년 

간 4건이 화재에 의한 누출올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호벽을 제공하여야 하는 

심각한 사고의 범위에 속한다. 

3.27.3.3 직 무 27-3 : 유지 보수 

GC장치는 삼중수소 선원 또는 베타방출 선원 강도[lOCFR31.5(C) (2) (ii)J에 대한 예외 규정 

이 없다면. 반기마다 혹은 NRC[lOCFR31.5(C)(2) 또는 면허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주기로 

누설시험을 받아야 한다. 몇몇 Ni-63 선원들은 반년에 한번씩 누설시험을 받아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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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다른 제조업체의 장치들은 3년 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설시험은 장치의 외부 케 

이스 표면을 문지름 시험에 의해 수행한다. 주기적인 예방 차원의 유지보수 또한 통상적으 

로 제조업체의 권고에 따라 수행된다. 

GC들에서의 선원강도는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준위까지 반감될 수 있 

다. 통상적으로 선원이 제거되어야 할 정도로 감쇄되는 데는 대략 5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따라서 GC 장치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자주 선원이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 
한 시험 그리고 다른 시험들， 설치， 유지보수 및 선원의 교체들은 특별하게 허가된 개인 혹 

은 기기에 부착된 표지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lOCFR31.5(c )(3)]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는 선원의 교체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선원자체의 손상이다. 

NMED 데이터베이스는 GC에 있는 ECD가 작업자에 의하여 8년 동안 3번이상의 손상을 받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직무와 관련된 사고(선원 누설과 화재)들은 

Task27-2 저장 및 Task27-4 사용을 포함하여 내용이 동일하다. 

3.27.3 .4 직 무 27-4 : 사용 

GC를 사용한 시료 분석은 고정형 모델과 이동형 모델이 동일하다 시료는 제조업체의 조작 

지침에 따라 준비된다. 시료의 분자들은 헬륨， 아르곤 및 질소와 같은 운반기체가 끌고 들어 

간다. 이러한 시료를 동반한 운반기체들은 ECD를 통과하게 된다. 저에너지 베타 입자 선원 

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들은 운반기체에서 활성화되고 다른 분자들에 대한 전자포획 단면적 

에 비례하여 시료로부터 음이온들을 발생시킨다 시료 기체가 통과함에 따른 전류의 변화가 

감시되고 농도 측정으로 변환된다. 시료를 포함한 운반기체는 ECD를 빠져나가고 GC의 배 

출구를 통하여 실험실의 배출구로 빠져나간다. 노출 시간의 설정 등은 변수의 수에 따라 매 

우 유동적이다. 

고정형과 이동형 GC장치 모두 장치의 케이스는 작업자와 일반인에게의 방사선 피폭을 제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폐를 설치하고 있다. 사용 장소나 사용실에 대한 접근은 일상적인 행 

정적인 관리(지침서)에 의하여 규제된다.(모범행위) 특수 허가 장치는 장치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제어를 위해서 시건장치를 요구한다. 보통 일시적인 사용 장소에서 사용될 때 분실 

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와 절차가 요구된다.[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는 1)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범행위를 따르는데 있어서 

의 실패 또는 일반인들을 시험 분석 시 분석기기 근처에 있도록 방치하는 일 2) 기기 사용 

중 누설 점검사이에 선원이 누출되는 일이다.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장치의 케이스 표면으 

로 누출되었을 때 신체의 일부분을 장치에 매우 근접시킨 자에게서 발생한다. 직무27-1에 

언급되어 있듯이， NMED의 8년 검토에서 GC에서의 선원누출이 9번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들에 대한 누출정도를 판단하기에는 기존 데이터들이 불충분하다 

27.3.5 직무 27-5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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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가 더 이상 필요치 않거나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동을 위하여 포장을 해야 하 

고 폐 기 를 위 해 허 가[일 반허 가에 대 한lOCFR30.41 and 31.5k )(6) , (7)과 (8)]받은 상업 적 인 

회사로 보내진다. 유사하게 교체된 선원은 폐기를 위하여 특수 허가된 업체에 보내져야 한 

다. 일반적인 폐기직무는 Tasks27-1취득과 27-2 저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폐기(허가된 실험실로 선원의 반납)방법 이외에도 선원이 분실 혹은 도난과 같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작업과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동형 GC인 경우는 일반 공유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 일반인의 피폭을 유도할 

수 있다. 선원의 부적절한 폐기，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인한 피폭과 위해는 section A.4에서 

논의된 일반적인 모델에 근거한다. NMED 자료 (ECD의 특징적인 사건)의 검토에서 8년 동 

안 특수 허가 장치에서 43건의 관리대상 물질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보고 되었다. 이것은 

대략 연간1E-4의 손실률을 뜻한다. 한편 일반 허가 장치들에 대해서는 매우 드물게 분실사 

고가 보고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분실율이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보고를 실제보다 적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허가된 장치에 대하여 가정된 손실률은 연간 3E-4 이다. 

3.27.4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의 수행은 표 3.27-1에서 주어진 평균선원강도와 방사성핵종을 사용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GC를 모두 망라하여 고려된다. 이러한 정보는 방사성 핵종과 선원의 세기에 의하 

여 일 반 허 가된 장치 에 대 하여 NRC 표를 바탕으로 한다. NRC와 Agreement States에 의 하 

여 허가된 총 기기수를 얻기 위하여 NRC 자료에서의 장치 수의 3배를 사용하였다. NRC 

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특수 허가된 기기들은 일반 허가 기기들의 반 정 

도이다. 선원의 강도들은 이러한 자료들과 SS&DR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선원들 

은 5년에서 10년마다 한번씩 교체해 주어야 한다. 각 기기들은 매년 1000시간 사용된다고 

가정된다 그림 3.27-1은 위해도를 요약한 것인데， 삼중수소를 사용하고 특수 허가된 기기로 

부터 작업자와 일반인의 피폭량을 mrem/year로 나타내었다. 그림 3.27-2는 일반 허가 장치 

의 결과이다. 장치마다 작업자와 일반인의 위해도는 매우 작아 보인다. 이것은 GC선원으로 

부터 매우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이 방출되고 그리고 낮은 선원 강도 때문이다. 이것은 체내 

에 섭취되거나 홉입되면 해로울 수 있지만. 선원은 ECD 내부에 있으므로 체내에 섭취되거 

나 홉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삼중수소는 일반적인 환경 조건하에서 홉입과 섭취되는 삼 

중수소가스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작은 선량을 보인다. 선원교체가 있을지라도 개인의 연간선 

량한도는 규제 제한치 미만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 허 

GC와 일반 허가 GC사이에 방호벽의 차이는 두 GC가 모두 같은 선원강도로 허가된 유형의 

선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우 작다. 작업자 및 일반인에 있어서 모든 위해도에서， 최대선 

량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 미만이다.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량은 매우 낮다. 이러한 사건들의 평가는 사용되고 

있는 제한된 장치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해도에 있어서 모든 불 

확실성은 적어도 1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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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1 위해도 명가 기초자료 

단위 방사능 장치의 대수 
핵종 물리적 형태 

(mC i) 일반허가 특수허가 

H-3 300 Foil 57000 28500 

Ni-63 20 Foil 23000 11500 

산출된 연간운영시간 : 1000시간 

H.3 

ro 10000.0 
윌 1000.0 
E 100.0 
밑 10.0 

-::.. 1.0 
영 0.1 
Cζ 

Figurc 3.27-1 Summary of Risk Results for a Specifically Liccnscd Dcyice, System 27: 
Mcasuring Systems (Gas Chromatograph) 

H.3 

ro 10000.0 
웅 1000.0 
E 100.0 
믿 10.0 

...!::- 1.0 
0.1 

>
im 
-
α
 

Figurc 3.27-2 Summaη’ of Ri.sk Rcsults for a Gencrally Licensed Dcvicc, Sys‘em 27: 
Mcasuring Systcrus (Gas Cbroruatogra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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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규제의 선태적 요건 

단계 1 피폭과정 

표3.27-2a는 2.6절에서 요약된 방법을 바탕으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폭과정을 

나타낸다. 

단계 2 와 3 선량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우선순위의 설정 

위해도 결과에 대한 설명 아래에서 논의되며 그 결과들이 표3.27-2b에 요약되어있다. 그 표 

는 시스랩의 비용 및 수익성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위해도 결과들에 영 

향을 준다. 아래의 요약 도표는 2.6절에서 논하고 있는 선량지침을 기초로 한다. 

Table 3 .27-2b는 실질적으로 선량이 다를 수 잇다는 것을 인식하여 일반인에 대한 상위 보 

장， 중위 보장으로 주요 결과 범주를 설명하고 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상위 보장과 중위 보 

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직무에서 주어진 방호벽의 효과적인 의미는 또 다른 직무 

에서는 다를 수 있다. 이것은 결과들이 서로 결합되도록 유지되어야 만 한다. 

표 3.27-2a 시스템27에 대한 피폭과정분류 : 측정 시스템 (GC). 

상위 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중위 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피폭과정 

피폭과정 

핵종 직무 피폭과정 핵종 과제 피폭과정 

27G-2(저장) 5-C2, 6-C2A 
일반인 

None H-3 
27G-5(폐기) 3-AlSC 
27S-2(저장) 5-C2, 6-C2A 
27S-5( 폐기) 3-AlSC 

작업자 
핵종 직무 피폭과정 핵종 과제 피폭과정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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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7-2b 시스템 27에 대한 위해도 결과들의 영향 : 측정 시스템 <GC) 

비용 대 재정 분실선원 

편익 위해도 위해도 
규제부담 

순위 l L2.3 
Lt M4 

고보장이 요구되는 기능들 

핵종 기능 

일반인 
None 

작업자 
핵종 기능 

None 

I L=low, M=moderate, H=high 

2NUREGICR-4825(NRC , 1987) 

3NUREGICR-538HNRC, 1990a) 

4NUREGICR -6330(NRC, 1995b) 

'NUREGICR-1754(NRC , 1981) 

6NUREGICR-1754(NRC, 1989) 

tNon-citable reference 

ttlnsufficient data 

비고 

비고 

오염 
비방사학 

시스템 인지 

비용 
적건강위 

가치 위해도 
해도 

L5.6 
Ltt Mt Lt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들 

핵종 기능 비고 

저장은 C2, 
일반과 

특수허가사이에 
H-3 폐기는 A10r 

중대한 차이점은 
C 

없다 

핵종 기능 비고 

None 

위해도 분석에 의하면 이런 시스템으로부터의 선량은 사고시의 경우에서 조차도 매우 작다. 

이것은 장치에 사용되는 선원의 본질 및 선원의 방사능에 따른 피폭결과이다. 그러나 지침 

서에 의하면， 기기의 보관(화재로 인한 선원구속의 손실)중에 선원 제한의 실패로 인한 특성 

선량은 이러한 실패를 규제 측면에서 가치 있게 한다. 일반인 및 작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피폭 과정들 또한 선원구속의 실패를 포함한다. 그것들은 규제에 관심을 갖도록 통기 

를 부여하지 않는다. (작업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고 선량일지라도 다른 시스템들에 

서는 직업적인 기준 이내 이다.) 그러나 비록 선원 제한 기능이 선원 분실 시나리오에서 

상상될 수 있는 가설적인 가능성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선원 제한의 성 

능을 알리는 것은 가치가 있어 보인다. 

다이아몬드 수형도에서 개발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삼중수소를 포함하는 GC에 대한 선원구속기능의 중위보장 

단계 4: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개발 

표3.27-3， 서식 1과 2는 이 시스템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요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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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본질 대한 핵심 기능은 선원구속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 내용은 분석에서 가정 

되는 선원강도와 형태에 따라 조건적이다. 그러나 다른 요구조건들과 같이， 선원 특성은 제 

조자 고유의 관심이다.) 이러한 가능의 성취에 있어서 2단계로 분리하는 것이 유용하다. 단 

계 1은 어떤 기능적 속성이 기기 내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 기기를 생산한다. 단계2는 선원 

제한 기능을 보존하는 지침서에 따라 기기를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단계 1은 시스템 

27의 허가 기관의 권한은 아니다. 의미 있는 선원 항 생산하기 위하여， 선원은 화재와 같은 

상태로 과열되어야 한다. 서식2에서 다이아몬드 수형도(tree)의 왼쪽에 나타나는 이행 분기 

점 (방호벽)은 직접적으로 고온을 방지하거나 간접적으로 장치를 비권한자의 사용으로부터 

제한하여 고온을 방지한다. 서식2의 오른쪽에 있는 이행 분기점은 기기로부터 선원을 유지 

하는 목적이다. 

단계 5: 핵심 이행 분기점 

분실선원의 피폭과정을 제외하고， 위해도 분석에 있어서 중위 보장으로 방지되어야 할 사고 

시 피폭과정은 저장하는 동안 화재로 인한 것이다. 화재 예방， 겁출， 금지는 논할 수 있는 

핵심- 이행 분기점이다. (선량들이 너무 낮아지면， 이 내용의 핵심은상대적이라는 것을 기억) . 

이 장에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이행분기점은 선원을 잘 사용하고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관리 하에 선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떠한 이행분기점도 핵심으로 간주될 수 없는 

데 그 이유로는 그들의 실패가 어떠한 중요한 피폭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대 

체로 선원을 비 권한자의 영역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Step5의 절차는 

적당한 방호벽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가치와 다른 비용의 영향력을 평가 

하는 것이다. 표 3.27-2b를 참조하는 것이 규제의 선택적 요건을 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그림 3.27-3 시스템27 : 다이아몬드 수형도(Sheet 1-2) 

시스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Sheet 2 

sheet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작업자의 중위보장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she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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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규정된 규제 요구 조건의 평가는 약간의 규제의 부담을 덜어줄지도 모른다. 

단계 6: 규제-접근 

표3.27-2c는 달성가능하고 유망한 규제의 선택적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선택적 요건들을 종합해보면 종사자와 일반인의 선량한도는 초과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 

다.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일반 허가에 대한 권고와 특수 허가에 대한 권고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러한 기기의 형태는 단순히 장해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위해도 분석에 의하면， 단지 니켈 선원만을 갖추고 있는 GC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펼요가 

거의 없다. 일반인의 중위 선량 범위의 하한 선량조차 니켈을 포함하는 피폭과정은 포함하 

지 않는다. 

삼중수소를 포함한 GC의 경우， 시스템27의 허가 기관의 안전 사례는 필수적으로 선원이 제 

한될 것이라는 논지이다. 이러한 선원들에 대해서는 차폐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선원 

의 분실에 대한 주의를 제외하고는 접근 제어가필요하지 않다. 선원 제한의 보증은 제조업 

체의 안정성 분석의 일부분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적당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기기의 

선원 제한은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외부 조건(특히 온도)으로부터 기기의 보호는 선원 제한 

중위보장 

화재예방 

돼
 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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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
 

에
 

캘
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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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
경
한
 

C
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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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규제 요구조건 
없이 

유도하는 중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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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선원의 분실과 도난의 예방은 중요하다. 허가된 기관 

에 의한 설계 목적의 변경(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기기의 변경)은 선원 제한 기능의 효과 

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system27에서의 허가자는 무단 변경이나 고온의 어떠한 

것도 차폐기능을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제조업체의 안전 사례를 손상시켜서 

는 안 되는 임무가 있다. 

화재예방이 핵심이행분기점으로 위에 언급되었다. 허가된 기관에 대하여 어떤 수준의 화재 

예방이 펼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화재로부터의 선량은 매우 낮아서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그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위해도 평가에 비하여 훨씬 타격이 크 

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화재 예방 수단으로 충분하다. 선원이 포함된 화재 사고에서 일반인 

이 인식하는 문제와 허가자나 NRC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같을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실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추가적인 화재 방지 요구 사항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그 

러나 허가자가 화재 위해의 관리를 위하여 신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 

은 가치가 있다. 

만약 과열이 누출의 원인이라면， 규제는 과열을 예방하는 쪽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출의 미미한 영향은 단지 프로그램적인 형태(사용자의 자격)의 요구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사용자의 자격은 요구 사항의 불이행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고려되지는 않 

지만 장치를 해체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장치가 분실 또는 도난 된다면， 선원 제한 기능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분실 또는 도난， 계량화에 대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정당화된다. 

이 분야에 있어서 한번의 변경은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선원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의 기본 자격을 문서화하고 선원 계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기록 보관에 관한 정당성이 매우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 방사선 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비록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그러한 보고 요구조건올 보장하지만 선원의 완전한 방출에 대해 

서조차 보고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어 보인다. 특별한 접근 요구 사항에 대한 방사선 정당 

성이 거의 없다. 표지 부착은 아마도 이행하기가 쉬우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언급들 

이 표 3.27-2c에 요약되어있다. 

표 3.27-2d는 특수한 요구사항들이 위에 정리된 일반적인 선결 조건들을 어떻게 지지하는 

지 보여준다. 좌측 열에 나열되어 있는 각 방호벽들에 대해서 우측 열은 각 방호벽과 규제 

접근 요약서의 적절한 내용의 일치를 나타낸다. 만약 우측 열이 특정한 방호벽에 대하여 내 

용이 비어있다면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되지 않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것은 요구사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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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7-2c 일반적인 규제접근， 시스템 27 

; 닙r 야 요건유형 규제관점 

설계특성에서 규정하는 요구듣 
판매 허가함， 장치의 증명 

(선원 강도， 온도 제어 장치 ). 
장치 제조 품질 보증에의 주의. 

시스템27 허가된 기관들이 

선원강도， 선원구속 장치증명서가 시스템27 허가된 
단지 증명된 장치들의 사용을 

기관에 의해 보호되거나 보수 
요구하는 것을 외에는 이것에 

유지되야 하는 장치의 특성을 
대해 시스템27 허가된 기관에 

자세하게 언급하여야 합니다.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화재코드에 의하여 

고온에 대비한 선원의 보호 화재 보호 
대개 만족할 수 있는 화재 

보호 기준들을 유지할 질적인 
요구 

고온에 대비한 선원의 보호 
온도/주위환경의 요구에 운영자들(Iî:로그램의 요구)의 

일치하게 장치 를 관리하는 것 기본적인 낱력 확립할 것. 

- 보증된 요원을 제외한 
장치 보호와 사용자 스랩의 

(e.g. 제작자) 변경 능력 등의 모든 관점들에 대해 처음에 허가된 기관의 

- 도난， 손실， 기타 
책임을 가진 개별적인의 쿄로그램을 증명하고， 그 

에 대비한 장치의 보호 
신분확인을 포함하는 고로그램 후에 감사 

인가 
적절한 폐기 : 논리적 。로 

규정함 : 공인된 수납자에서 
취득부터 폐기까지 선원에 대 

요구된다. 대중이 보호되게 

된다는 것 
인도하는 것 

한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표3.27-2d 규제접근에서 특수방호벽의 역할， 시스템 27 

방호벽 
방호벽내용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코드 
여하 
-, ~즈 

B-1 밀봉된 선원들 N/A 
장치제작 · 

일반적으로 Ni-63 또는 H-3 선원 강도， 선원구속 

C-7 선원과 장치들은 등록이 요구된다. 
30.32(g) 및 적당한 처분의 

32.210 31.5(b)[일반] -님「 τ 님r 

Ni-63 선원들은 도금한 박막들입니 
다 H-3 선원들은 박막위에 홉착됩 
니다. 선원들은 GC내에서 사용이 가 

장치제작: 
B-2 능한 선원함위에 놓여집니다. 모범행위/ 등록 

선원 강도， 선원구속 
적용 가능한 ANSI 표준들은 최소의 
디자인(설계) 기준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ECD장치들은 간단한 분해를 예방하 

B-3 
기 위하여 특수한 나사들로 일반적 

모범 행 위/ 등록[일 반] 
장치제작: 

으로 허가된 GC를 안전 하게 보관합 선원 강도， 선원구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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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7-2d (계속). 

방호벽 
방호벽내용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코드 역할 
일반적인 사용 시 연간 500 mreín 
(최대)을 만족하는 GC 장치들의 

장치제작: B-7 충분한 디자인; 방사선학적 보호， 32.51(a)(2) [일 반] 
훈련을 받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선원 강도， 선원구속 

사고시 (최 대) 15rem 
ECD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저 에 

B-7 너지 베타선이라서 최소한의 차폐 N/A 
를 요구합니다. 
A) 선원들이 장치에서 제거될 수 A) 1) 모범 행위/등록 

B-8 
없습니다 A) 2)32.51(a)(2)(Ii) 장치제작: 

B) ECD로부터 의 선원 이 동이 금 [일반] 선원 강도， 선원구속 
지됩니다. B) 허가조건[특수] 

B-20 
ECD에서의 누설은 실내에 퍼져 

N/A 
공기 중의 농도를 감소시컵니다. 

B-20 
H-3을 포함한 ECDs는 후드 또는 허가조건; 모범행위/ 

외부로 배기한다. 하부조건부여[특수] 

H-3을 포함한 ECDs는 
1) 20.1801 , 1802 

C-1 출입가능구역[특수] 
제한합니다. 

2) 모범행위[일반] 
C-1 
to 방사선 안전 효로그램들 20.1101 [특수] 

C- lO 

C-3 6 마다 재고조사 
1) 허가조건[특수] 
2) 모범행위 [GL] 

C-1 사용 지역에의 접근통제 
모범행위/ 적당한 처분의 

하부조건부여 -님「 τ tri 

1) 허가조건[특수] 

C-7 공인된 사람들에 의한 유지보수 2) 31.5(C)(3)(Ii) 및 
31.6[일반] 

1) 20.1801. 1802 출입 

C-1 사용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가능구역，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특수] 

2) 모범행위/지침 

특수한 장치들은 불필요한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는 

장치제작: 

B-7 노출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할 
둥록이 요구된다. 

선원 강도， 

공학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다 선원구속 

C-3 지정된 사람에게 보관상의 통제를 모범행위/ 적당한 처분의 

부여했습니다. 하부조건부여[특수] -닙「 τ 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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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7-2d (계속). 

방호벽 
방호벽내용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쿄드 역할 

게이지와 교정기에 대한 선원/장치 
모범행위/ 적당한 처분의 

C-3 기록책임은 임시작업장소에서 
수행합니다. 

하부조건부여[특수] 「님-딘 님r 

C-8 
임시 작업장소들에서 피해를 모범행위/ 

최소화할 절차들 하부조건부여[특수] 

C- 1O-
임시 작업장소에서 손상이 있을 모범행위/ 

경우 비상절차들 하부조건부여[특수] 

대중과 종사자들에 대한 노출은 
A) 30.32(g) 및 32.210 

B-8 
A) 디자인(설계) 

[특수 및 일반] 
장치제작: 

C-2 
B) 운영 절차들에 의해서 

32.51(a) (2)[일반] 
선원 강도， 선원구속 

제한된다. 
B) 제작사 설명[특수 및 
일반] 

C-3 책임 30.51 [일반 및 특수] 
적당한 처분의 
-H「 τ닝r 

C-5 
6월 또는 그 밖의 A) 허가조건 [특수] 
승인된 간격에서 누설시 험 B) 31.5(2) [일 반] 

C-6 선원/장치의 수량이 제한된다. 모범행위/등록 
장치제작: 

선원 강도， 선원구속 

C-7 디자인(설계) 요구들 
등록[특수 및 일 반] 3l.5 및 장치제작: 
32.5H일반] 선원 강도， 선원구속 

1) 19.12 100mrem/yr 
이상일 경우 

C-8 훈련과 지도 허가조건， 모범행위/ 

하부조건부여[특수] 

2) 모범 행위[일반] 
1) 20.1904[specific] 

C-9 장치가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2) 31.5(C)( 1) and 

적당한 처분의 부분 
32.51(a)(3)[GL] 

3) 등록 
1) 모범행위/ 

C-10 비상 절차들 A) 특성과 B ) GL 하부조건부여[특수] 

2) 3l.5(C )(5)[일 반] 

C-8 
운영절차서들 - 특수 허가된 허가조건， 모범행위/ 

기관들 하부조건부여[특수] 

C-8 
운영 교육과정들 - 특수 허가된 3l.5(c)(1) 및 

기관들 32.51( a)(3)[일 반] 

C-4 측정은 취득 시 수행한다. 20.1906 [특수] 

취득지역으로 접근하는 대중이 20.1801 , 1802 출 입 
B-8 

제한된다. 가능구역[특수만] 

A) 20.1801, 802 출입 

B-8 저장 지역이 시건 장치됨 
가능구역， 모범행위/ 

하부조건부여[특수] 

-.l효) 모범 행위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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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8 

3.28 측정 시스템(기타) 

3.28.1 개요 

시스템 22에서 시스템 24의 게이지 이외에 덧붙여서， XRF 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외의 

측정 시스템이 이 장에서 고려된다. 이것은 표 3.28-1에서 나타내진 것처럼 넓은 범위의 장 

치들을 포함한다. 이 표에서의 정보는 기타로 분류되는 일반 혹은 특수 허가 장치들에 대하 

여 SS&DR의 조사로부터 얻어진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장치들을 제거하 

기 위하여 편집되었다. 이 장치들은 양적인 분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면서 베타 입자， 중성 

자， 저에너지 광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밀봉선원을 포함한다. 

Am-241 , Ni-63의 밀봉 선원을 포함하는 화학적인 검출기가， 다양한 증기와 유해 기체를 감 

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검출기의 주된 부품은 검출기 셀(전자 포획 검출기， 기체크로마토 

그래피 장치에서 발견되는 ECD)이다. 그것은 Am-241 , Ni-63을-포함하고 있고， 방사성 면 

이 안쪽으로 향하여 원기둥형태로 감아져 있다. 공기가 내부 펌프를 통하여 공기 관을 통하 

여 검출기로 주입되고 검출기 셀 앞에서 가열된다. 가열된 공기가 방사선원 앞을 통과할 때 

전자와 양전자가 형성되고 검출기 셀에 전류가 발생된다. 자유 전자들이 기체나 증기에 의 

하여 포획되면서 검출기 셀의 전류의 감소를 일으킨다. 전류가 기 설정된 준위 이하로 감소 

되면 경보 장치가 동작된다. 선원은 인간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tamper-resistant 나사 

로 설치되어 있다. 검출기는 고정 감시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이 

동 형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정전기계량기 (static electricity meter) 는 여러 종류의 제조 시설에서 정전기의 준위를 측정 

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Am-241 혹은 H-3 foil의 밀봉 선원을 

포함한다. 검출기는 전형적으로 이동형이나 휴대용이다. 방사선은 전리함에서 일정한 선량율 

을 생성한다. 측정될 전기장은 전기장의 세기와 비례하는 전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리함의 

전하와 작용한다. 이 전리함으로부터의 비례 전류가 계량기에 표시된다. 

물질 분석기는 여러 가지 물질의 구성 성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성자 방사화 분석에 따른 

다. 그것들은 석탄， 시멘트， 비료， 다른 화학물질과 같은 물질들을 연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산업 공정의 일부로서 사용될 수 있고， 작은 시료를 시험하기 위하여 실험실에서도 사용 

될 수 있다. 이 등급의 모든 물질 분석기들은 대부분 Cf-252를 사용한다. 그러나 

Pu-238IBe, Am-24l/Li와 같은 다른 선원들도 중성자 선원으로 사용된다. 밀봉된 물질의 누 

설 시험기는 밀봉된 물체가 놓이는 챔버가 펼수적이다. Kr-857} 챔버 내로 주입되고 설정 

된 시간과 압력으로 유지된다. 물체가 밀봉에 결함을 가지면 Kr-85는 물체를 투과한다. 

Kr-85는 다음에 저장 탱크로 다시 들어가고， 공기가 유입되고， 챔버는 비워진다. 그리고 물 

체는 제거된다. 물체는 다음에 Kr-85에 대한 시험을 위하여 검출 장치에 놓이고 Kr-85가 

발견되면 물체의 밀봉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 장치들은 2Ci-2어디까지의 Kr-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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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s 장치는 이동형일 수 있고 실험실 혹은 산업 환경에서 사용된다. 그것들은 

lOCFR31.5에 따라 NRC에 의하여 보장된 일반 허가로 사용되기도 하고 lOCFR30에서 언급 

되는 특수 허가로 사용되기도 한다. LTS는 “측정 시스템-기타”가 우선적이거나 혹은 단지 

프로그램 코드인 NRC에 의하여 발급된 39개의 특수 허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장치 

들은 다른 특수 제한 허가 혹은 넓은 범위의 허가에서 나열된다. 

3.28.2 위해도 

측정 장치의 방사학적 위해도는 베타 입자. 중성자， 그리고 저 에너지의 광자， 혹은 장치에 

사용되는 선원에 의하여 방출되는 감마선과 그리고 초우란 원소의 알파 붕괴로부터 발생한 

다. 방사선원은 밀봉선원， foil 혹은 기체 형태일 수 있다. 선원은 방사성물질[ANSI 

N542-1977]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그리고 등록이 요구된다. (일반 허가를 위 

하여 lOCFR30.32(G) 그리고 32.210, 10CFR31.5(B)]. 베타 선원은 전형 적으로 Kr-85를 제외 

Tablc 3.28-1 Systcm 28: Othcr Mcasuring Dc、.iccs

Dcca\' 
Typc of Dctcctor or Dc\'ice lsotopc Particlc(s)1 Typical Acti\'ity 

Static Ch3.fgc Detector .인n-24 1 A, G 0.1 uCi 

Static Elcctricity Mcasuring Mctcr Am-24 1 A ‘ G -500 μCi 

Surf김ce Contamination T estcr Am-24 1 A, G 40μCi 

Fissile Material Assay System Am-24 1 A, G 25 Ci 

Gravity Meter Am-241 A, G 6μCi 

Dcw Point Gau!!e Am-241 A , G 50 uCi 

Elcctronics Monitor Am-24 1 A, G 1 uCi 

Chemical Agent Detector .인n-241 A, G 250 uCi 

Particulate Mass Analyzer C-14 B 100 μCi 

Sourcc Material Assay System Cf-252 N Not listed (30 μgm) 

Bulk Materials Elemental Analyzer C[-252 N 108 mCi 

Bulk Materials Elemental Analyzer Cs-137 G 25 mCi 

Dcpletcd Uranium Collimator Cs-137 G 300 mCi 

Static Electrici안，. Measuring Meter H-3 B 1 Ci 

Leak T esting Device Kr-85 B, G 20 -100 Ci 

Chemical or Explosives Vapor Detector Ni-63 B 10 mCi 

Histogram Current Meter Pm-147 B 995 μCi 

Ca떠libr，뎌a따ator Pm-147 B 14 mCi 

Berylliurn Analyzer Sb-124 B 100 mCi 

Faú믿le 、.\larning System Sr-90 B 100 mCi 

Remote AreaMonitoring Sensing Element Sr-90 B 1.5 mCi 
I A-alpha, B-beta, G-gamma or photon, and N-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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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분말 형태이다. Kr-85는 기체 형태이고 베타 입자의 투과가 가능하도록 마일러 혹은 

이외의 앓은 물질로 밀봉된다. 감마와 중성자 선원은 밀봉 용기에 설치된 금소이나 세라믹 

이다. 보통 이중으로 봉해진다. 위해도와 일련의 스크린절차에 근거하여 단지 Am-241 , 

Cf-252, H-3, Kr-857} 이 시스템의 위해도 분석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었다. 

그것은 흡입， 섭취， 그리고 외부 피폭으로 인한 선량과 위해도를 고려한다. 다른 방사성 핵 

종으로부터 결과되는 선량과 위해도는 비교할 때 분명히 더 적거나， 혹은 다른 시스랩의 위 

해도 분석에 포함 된다. 

3.28.3 직무， 방호벽， 그리고 피폭자 

일반적으로 장치의 운전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 취득(항목 28-1) 

• 저 장( 항목 28-2) 

• 유지 보수( 임 무 28-3) 

• 사용 (엄무 28-4) 

• 폐기(임무 28-5) 

이 시스템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피폭자는 장치를 운전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는 작업자이 

다. 누설 시험은 선원의 방사능이 lOCFR31.5(c) (2)에 제시된 제한치 보다 작으면 요구되지 

않는다. 작업자는 장치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교육 받아야 한다. 유지 보수 업무는 제작자 

의 지침 [lOCFR 3 1.5(C )(3)] 에 따라 특수 시험이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 받은 사람 

에 의하여， 혹은 장치에 부착된 표지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구된다. 일반인이 피폭을 받는 것 

은 장치가 설치된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설비의 작업자일 수 있다. 

일반 허가 장치의 제작자는 일상의 사용에서 lOCFR20.120(a) [lOCFR31.5(c )(3)( ii )]의 연간 

제한치의 10%이상의 피폭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이도록 요구된다. 장치는 케이스의 표면 

에서 방사선 준위가 검출 가능 한도 보다 작거나 매우 낮도록 차폐가 설계된다. ( 

lmrem써r 이하) (lOCFR32.14(b)(3)) 장치는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조건과 정상 사용 조건하에서 오염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방사선원이 함부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치된다. [특수 허가에서는 모범 행위와 등록이 허 

가 조건이고 일반 허가에서는 lOCFR 32.5(a)(2)( ii )이 허가 조건이다] 표지는 NRC의 규제 

에 대한 기술， 시험요구사항， 지침서， 주의사항과 함께 요구된다.[lOCFR32.5(a)(3)혹은 모범 

행위] 운전 지침서， 절차서 또한 제공된다. [모범 행위/혹은 하위 조건] 개인은 보통 장치에 

대한 관리 책임의 임무가 있고 그리고 주기적인 재고 파악이 수행된다. [모범행위 혹은 면 

허 조건] 

일반 허가와 특수 허가 사이의 방호벽에서의 차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이다 특수 허가는 3 

가지의 주된 방호벽 갖는다. (1) 웅용 절차， 그것은 NRC 검토를 요구하고 허가자의 경험， 

훈련， 설비， 물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 받기 전 프로그램의 인정을 요구한다. 

(2) 적용 볍규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된다. (3) NRC에 의하여 허가인의 프로 

그램의 주기적인/불시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일반 허가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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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제조자의 특수 허가에 따라 생산물을 배포하거나 제조하 

는 권한을 부여받은 배포자로부터의 요구사항 이외에 몇 가지 방호벽이 있다. 이 차이는 일 

반 허가에서 보다 특수 허가에서 출입 관리의 실패에 대한 낮은 확률로 반영될 것이다. 

3.28.1 직무 28-1 취득 

장치는 허가를 가진 상업적인 물품 공급자로부터 취득한다. 선적 용기는 육안으로 검사되고 

인수 규정에 따라 점검된다.[특수 면허에서 lOCFR20 .1906] 어떠한 손상도 검출되지 않으연 

장치는 선적 포장으로부터 제거되고 저장 또는 사용될 실험실 또는 사용 장소에 놓여진다. 

이동용 장비는 초기 선원이 장치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은 운반용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킨다. 

취득 직무에는 포장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과 고정 설치될 장비가 운전될 위치 혹은 저장 

장소로의 운반이 포함된다. 인수는 특수 허가인 RSO 혹은 자격이 있는 운전원에 의하여 

정상적인 인수 장소에서 수행한다. 

이 직무동안 잠재적으로 피폭 가능성이 있는 피폭자는 점검이나 서베이를 수행하는 작업자 

와 이 지역에 있어야만 하는 일반인 또는 다른 직무의 작업자들이다. 일반 허가 에서는 일 

반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설계， 일반인에 대한 선량을 제한하고 제작자의 지침 

서에 따라 장치를 운전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다. 

특수 허가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방지되도록 요구된다. [lOCFR20. 1801 , 

20.1802] 

취득 직무의 빈도수는 저장이나 사용 직무 보다는 적다. 선원이 장치에 내부적으로 선적되 

고 그리고 장치가 일상적인 운반 기기를 통하여 적절한 포장으로 선적된다. 장치의 인수 시 

어떤 비정상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피폭과 인수동안 일어나는 사고의 결과 

는 다른 직무와 비교하여 작다고 생각된다.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직무 28-3 유지 보수 에 

포함되거나 직무 28-2 저장이나 직무 28-4 사용의 중요한 사건의 일부이다. 

3.28.3.2 직 무 28-2 저 장 

이동형 장비는 고가 시험 장치의 전형적인 형태로 허가인의 시설에 저장된다. 이동형 장치 

의 저장 지역의 위치는 1OCFR20.1301에서 명시한 요구사항과 위에 제시된 피폭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를 확신시키는 동안 작업자나 일반인의 출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정 장비는 허 

가인 또는 사용자의 시설에서 운전될 장소(실험실 동)에 설치된다. 저장 지역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 또는 도둑 퉁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를 보유할 때 잠금 장치를 하여 

야 한다 [특수 허가에서 10CFR20.180 20.182, 일반허가에서 모범 행위] 

선원은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장치에 저장된다. 저장 기간은 사용의 빈도와 직무 28-4 사용 

에서 논의되는 기간으로부터 평가된다. 덧붙여서 선원 교체 혹은 기 사용 선원(장치로부터 

제거된 선원)은 다시 사용될 때까지 또는 제작자에게 반환될 때까지 저장될 수 있다.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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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선적 요구사항을 따르는 저장용기에 저장되어야 한다. 

저장동안 걱정할 만한 사고 혹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이탈은 (1)선원 제한의 

실패 (2) 화재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장치의 손상 이다.8년 동안 한번의 Kr-85의 

누설/누출이 있었다는 보고와 Am-241 밀봉 선원의 누출이 의 1 회 있었다는 NMED 데이터 

베이스와 함께 선원 제한의 실패가 이 장치에서 발생되었다. NMED data에는 화재로 인한 

사고가 보고된 것이 없다. 이 어긋남은 방호벽이 제공하는 모든 사고의 범위를 기술한다. 

3.28.3.3 직 무 28-3 : 유지 보수 

만일 장치가 삼중수소 선원 혹은 베타 방출체의 선원의 세기에 대하여 예외가 아니라면 장 

치는 반기마다 혹은 NRC [lOCFR 31.5(c )(2) 혹은 허가 조건]에 의하여 명시된 주기로 누설 

에 대 한 시 험 이 요구된 다[lOCFR31.5'<c)(2)( ii )J. 누설 시 험 은 장치 의 외 부 케 이 스를 문지 름 
에 의하여 수행된다. 주기적인 방지 유지보수 또한 제작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선원의 강도는 장치의 성능에 적합하지 않는 준위까지 감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치의 

수명 동안 선원을 때때로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장치에 

서는 선원의 세기가 작기 때문에 선원을 교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장치가 폐기되고 

새로운 장치가 주문되고 설치된다. 이러한 시험 그리고 다른 시험들， 설치， 보수， 선원의 교 

체 둥은 특수 허가를 가진 개인 혹은 부착된 표지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구된다. [ 특수 허 

가를 위한 허가 조건 그리고 일반 허가에서는 lOCFR31.5(c) (3)( ii ) 와 31.6] 

염려할 만한 사고나 우선적 고려해야 할 이탈은 누설 선원으로부터의 피폭 혹은 제작자가 

요구하는 유지 보수 동안 선원의 손상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장치의 다양한 형태 때문에 주 

기적으로 보수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선원과 직접적으로 접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H-3 foil 

선원의 정전기미터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매우 작거나 전혀 없는 장비 자체에 선원이 포함 

된 장치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수가 요구된다. 누설 시험 장비나 물질 분석기 같은 다른 

장치들은 시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를 시료 용기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리 

고 샤터 구통이나 기체 전달 장치 등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샤터 구동 장치나 기체 전 

달 장치들은 관심 핵종들에 직접적으로 조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탈 혹은 사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봉함 용기의 (밀봉 혹은 foil 선원) 파괴로 인한 누설 선원 혹은 

기체 선원 (Kr-85)의 부주의한 방출 (2) 차폐의 손실이나 구역 제한의 손실을 일으키는 외 
부적 요인 (떨어뜨림， 부적절한 유지 보수의 수행) 

직무 28-2에 묘사된 것처 럼 NMED 자료의 8년간의 검토에서 밀봉 선원의 누설이 1회 발생 

하였고 Kr-85의 누설 사건이 1회 있었다. 차폐나 봉함의 파괴를 일으키는 손상에 대한 보 

고는 NMED 자료a에는 없다. 불충분한 자료가 이들 사건에 대한 피폭을 결정할 수 있다. 

3.28.3.4 직 무 28-4 사용 

이 시스템에서는 장치의 다양한 설계 때문에 영구 사이트( 실험실 처리 시설 동)에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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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 원격 사이트에서( 영구적으로 장치에 부착된 혹은 임시적인 분석실) 고정된 게이지， 

혹은 임시적인 작업 사이트에 설치되어 이동되는 게이지등 모든 것들이 사용에 있어서 유사 

하다. 표 3.28-1에 거의 모든 장치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나열하였다. 예외는 Kr-85를 

사용하는 누설 시험 장치이다. 누설 시험 장치는 필수적으로 밀봉 물체가 시험될 챔버로 

이동되고 Kr-857} 챔버로 주입되어 지정된 시간동안 존재한다. 다음에 Kr-857} 저장 탱크

로 회수되고， 공기가 유입된 후 물체가 제거된다. 물체가 밀봉에 결함이 었다면 Kr-85가 그 

것을 투과한다. 다음에 물체는 Kr-85에 대한 시험을 위하여 검출 장치에 놓인다. Kr-857} 
발견되면 밀봉은 결함이 있다. 

고정과 이동용 모든 장치에서 장치의 케이스는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피폭을 제한하기 위 

하여 펼요한 차폐를 제공한다[모범 행위]. 사용지점이나 사용실에 대한 출입은 일상적인 행 

정적인 관리에 의하여 통제된다[모범 행위J. 특수 허가자는 그것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10CFR20.1801 , 20.1 802]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장치를 잠그도록 요구된다. 보통 일시 

적인 작업 장소에서는 손상이나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주의와 절차가 주어진 

다. [모범 행위 혹은 하부 조건부여] 

Kr-85 누설 시험 장치에서는 여러 가지 연동 장치가 있고 시험 후에 챔버가 열렸을 때 개 
인에게 비상( 배기구에서의 공기 흐름을 감소시키는 것， 배기구에서의 고 방사선， 그리고 저 

장 탱크의 압력 손실 둥) 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잔여 기체로 인한 피폭과 

Kr-85의 누설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시각적， 청각적인 경보 ( 면허 조건) 가 잇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잠재적인 이탈 혹은 염려 되는 사고는 (1) 사용 중에 사용 지 

점이나 사용실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거나 혹은 정상 혹은 필요 이상 신체에 밀접하여 

사용하여 지침서를 따르는 것에 대한 실패 (2) 장치가 사용되는 동안 그리고 누설 시험 사 

이에 선원이 누설 되는 것 (3) 외부 적인 요인 (화재， 폭발， 파괴)으로 인하여 차폐 혹은 봉 

함의 실패이다. 어떤 사람이 Kr-857} 누설되는 방에 존재 하던가 장치에 사람의 신체의 일 
부가 매우 근접하여 있다면 케이스에서 누설되는 물질로부터의 피폭이 존재한다. 

직무 28-2에 언급된 것처 럼 8년간의 NMED의 자료에서 선원의 누설은 밀봉 선원에서 1회 

발생하였고 Kr-85의 누설이나 방출에 대하여는 1번의 보고가 있었다. 차폐나 봉함의 실패를 

일으킬 수 있는 손상에 관하여는 보고 된 경우가 없었다. 불충분한 피폭 자료가 이러한 사 

고로 인한 피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3.28.3.5 직무 28-5 : 혜기 

장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혹은 폐기가 요구될 때 장치는 이동을 위하여 포장이 요 

구되고 폐기를 위하여 허가를 받은 상업적인 회사로 보내진다. [특수 허가를 위한 10 CFR 

20 subpart K와 일반 허가를 위한 lOCFR30.41과 31.5(C) (8)] 유사하게 선원이 교체되면 폐 

기에 관하여 허가 받은 특수 허가자에게 교체 선원을 보낸다. 정상 적인 처분 직무는 직무 

28-1 인수， 직무 28-2 저장에 포함된다. 

허가 받은 설비로 선원을 반환하는 것에 의한 정상적인 처분 이외에 분실， 도난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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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가능성이 었다. 후자는 다른 직무의 수행동안 일어날 수 있다. 특 

히 이동용 장치들은 일반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일반인의 피폭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분실 도난 등 부적절한 폐거로 인한 피폭과 위해는 Section A4에서 논의되는 일반적 

인 모텔에 근거한다. 8년간의 NMED의 자료에서 Am-241 250uCi를 포함하는 화학적인 검 

출기에서 거의 907H 의 손실이 있었다. 이 결과는 거의 장치 당 년 간 5e-4의 손실률이었고 

특수 허가 장치 (시스템 24) , 이동용에서 같게 평가되었다. 장치 당 년 간 3e-4의 손실률이 

일반 허가 장치에서 가정되었고 장치 당 년 간 3e-5의 손실률 (시스템 22의 기반위에서)이 

핵분열 물질 분석 시스템과 물질 분석계에서 가정되었다. 

3.28.4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의 수행은 표 3.28-2에 주어진 평균 선원의 강도와 일반/특수 허가 장치의 수， 

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고정용， 이동용 장치 모두가 고려된다. 표 3.28-1 (다른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핵종) 에서 주어진 방사성핵종이 위해도와 일련의 정리 절차에 근거하여 위 

해도 분석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베타 방출 핵종을 사용하는 장치는 배타에 대한 낮은 평균 

이동- 거리 때문에 매우 낮은 위해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타 방출 핵종을 사용 

하는 장치들은 홉입이나 섭취로부터 큰 위해도를 갖는 한편 방출에 대한 위해도는 마찬가지 

로 낮다. 시스템 23에서 논의된 고정 게이지에서 사용하는 선원의 강도 보다 분명히 크기 

때문에 Kr-85를 사용하는 장치들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Am-241이 3.22(고정 게이지) 

3.24 (이동형 게이지)에서 위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 시스랩에서 사용되는 

Am-241 선원의 세기가 Am-241을 포함하는 다른 시스템의 선원의 세기도보다 크기 때문에 

Am-241로부터 분명히 위해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 허가 장치에서 사용되는 선원의 세기 

는 일반 허가에 사용되는 선원의 세기보다 좀 더 크다. Cs-137로부터의 위해는 System 22 

와 24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위해도 분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Cf-252가 중 

성자의 방출로 인하여 분석된다. 이 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장치는 단지 특수 허가를 받은 

자 만이 사용할 수 있다. 

표 3.28-2의 장치의 수는 다른 시스템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방사성핵종과 선원 강도에 의하 

여 일반 허가를 받은 NRC 자료에 기초한다. NRC와 Agreement state에 의하여 허가 받은 

총 장치의 수를 설정하기 위하여 NRC 자료의 3배를 장치의 수로 사용하였다. 특수 허가 장 

치는 NRC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하여 그리고 LTS , SS&DR 혹은 다른 자료(화학 물질 검 

출기에 대한 Depaπment of Army 등 )에서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일반 허가의 1/2로 책정 

하였다. 선원의 강도는 SS&DR로부터의 정보와 이들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그림 3.28-1a, b, c, d (Am-241 ,H-3, Kr-85, Cf-252)는 특수 허가 장치에 대하여 일반인과 

작업자에 대한 위해도를 년 간 mrem으로 계산하여 요약하였다. Am-241을 사용하는 일반 

허가 장치에 대한 결과는 그림 3.28-2에 나타내었다. 장치 당 작업자의 위해는 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장치의 형태에 따라 변한다. 한편 장치 당 일반인의 위해는 작업자의 위해 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의 예외가 말하자면 Am-241 , Kr-85 같은 것들은 선원의 
강도가 다른 시스템 (시스템 11 ， 23-27)과 같거나 작다. Am-241이나 Kr-85를 사용하지 않는 

장치에서는 위해도는 모두 작고， 최대 선량은 보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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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다. 

Tab1c 3.28-2 - Systcm Level Input for Risk Analysis -
Typeof 

Unit Physical Numbcr of 
Radionuc\ide Detector or License 

Dcvice 
Activity Form Dcviccs 

Static 
Electricitv 

General 500μCi Foil 500 
Measuring 
Mctcr 

Am-24 1 
FissiJc Materi31 
Assay System 

Specific 25 Ci Sealed Source 250 

Chemical 
Specific 250μCi Foil 30,000 

Agent Detector 

Bulk Materials 
Cf-252 Elemental Specific 108 mCi Sealed Sourcc 100 

Analyzcr 

Static 

11-3 
EJcctlÍ cit、-

Spccific 1 Ci Foi1 10 
Meas따111으 

Metcr 

Le하‘ Tcsting 
Kr-S5 Specific 100 Ci Gas 100 

Dcvice 

1 Estimated average time of operation pcr 야하 1000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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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 10000.0 
잊 1000.。
흔 100.0 
믿 10.0 
트 1.0 
농 0.1 
0:: 

Figurc 3.28-1c Summarγ of R.isk Rcsults for SpecificaIly Licensed Dcviccs, Systcm 28: 
Mcasuring Systcms (Oth떠 (Kr-8S: Leak Testing Dcvicc) 

눔 10000.0 
웅 1000.0 
E 100.0 
얻 10.0 
.:::.. 1.0 
않 0.1 
α 

Cf-252 

Figurc 3.2S-1d Summary of R.isk Rcsults for Spccifically Liccnscd Dc\'iccs, Systcm 28: 
Mcasuring Systcms (Othcr) (Cf-2S2: Bulk Matcrials Elcmcntal Analyzcr) 

일상적인 작업자와 일반인의 위해도는 Kr-85를 사용하는 장치의 성질 때문에， 그리고 

Kr-85의 일부가 장치가 사용될 때마다 방출되기 때문에 (물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험 챔 

버가 열릴 때 밀봉 시험 챔버의 밀봉 부위와 그리스에 남아 있는 잔여 Kr-85)누설 시험 장 

치에서 가장 높다. 일반인에 대한 위해도는 출입 관리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누설 시 

험 장치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 작업자나 일반인에 대한 사고시의 위해는 물질 분석 시스템 

에서 사용되는 Am-241에서 가장 높다. 이것은 Am-241의 생물학적인 위험 때문이다. 즉 

25Ci 선원의 봉함이 실패할 때 분명히 보건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예상된다. 손실 선원의 위 

해가 일반인의 사고 위해에 주 기여 분은 아니지만 결과는 심각한 건강상의 효과를 이끌기 

에 충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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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8-2 Summarγ of Risk Results for GeoeraJly Licenscd Dc\'ices, Systcm 2X: 
Mcasuring Systems (Otber) (Am-2.H: Static Elcctricity J\1casuring ì\1cler) 

특수 허가와 일반 허가 사이에 위 명백하게 허가의 형태에 따른 선원의 강도의 차이 때문에 

해도의 차이가 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장치와 방사성 핵종， 방사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마찬가지로 

변화도 크다. 그러나 심각한 보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선량은 일반적으로 낮다. 이들 

사건의 평가는 사용 중인 장치의 각 형태에 따른 제한된 자료와， 일반 허가의 소지와 그에 

따른 낮은 방사능 때문에 사고를 포함하는 보고가 결핍되어 있는 자료에 기초한다. 따라서 

사고 위해도의 전제적인 불확실성은 최소 10배이다. 

조건 분석 3.28.5 규제 선택적 

발생되는 피폭과정을 나타 요약된 방법에 따라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1단계 : 피폭 과정 

표 3.28-3a는 2.6절에 

낸다. 

이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운전 중의 피폭과정에서 선량율은 년 간 정상 선량이 단일 사고 혹 

은 비정상정인 사건에서 발생하여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준위 까지 누적될 수 있는 선량 

과 같다. 그러나 2.6. 1.3에서 논의된 것처럼 선량에 대한 지침은 개별적인 사고에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피폭과정은 총 년 간 선량이 단일 사건으로 인하여 영 

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방지되기 위한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없 

사용하 

그룹의 

장치 

2,3 단계 : 선량 지침의 응용과 규제 우선순위의 형성 

시스템 28에서 수집된 장치들은 다양성으로 인하여 서로 유사한지 정당하게 분석될 

다. 따라서 논의를 위하여 특수 시스템이 선택된다. 즉 누설 검출을 위하여 Kr-85를 

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Kr-8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상 위해가 이 

다른 시스템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앞 장의 결론) 시스템28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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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Kr 기체 분석된다. 즉 사고의 들은 Am-241을 포함한다. 그것은 많은 다른 시스템에서 

의 누설)는 이 시스랩에서 다르다. 

따라서 표3.28-3b는 Kr-85 누설 검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표는 시스랩의 비용， 

이점의 평가를 나타내고， 그것은 위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 요약표는 2.6장에서 논 

의된 선량 지침에 기초한다. 이 표에서 나타내는 대부분의 피폭과정은 그것이 장치의 오동 

작의 결과( 밀봉의 실패， 에러)이던지 화재와 같은 사고의 결과이던지 간에 Kr-85의 누설 

을 포함한다. 장치는 또한 수동적인 차폐를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위해도 분석에 따라 모든 일반인과 작업자에 대한 출입 관리는 중요하다 (보수 

동안 일반인에게는 높게， 작업자에 대해서는 중간정도) 

방 저장 중 누설의 일으키는 한 가지 과정은 

- 284 -

범주의 피폭을 저장 동안 일반인에 대한 “고” 



지 혹은 출입관리로 방지될 수 있다. 저장동안 엄격한 출입 관리는 단순히 방출을 방지하는 

것보다 좀더 번거롭게 나타난다. 발생한다면 그것은 떠한 작업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여기에 

서 선택은 방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표 3.28-3b는 일반인과 작업자에 대한 실제적인 피폭량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일반인에 

대하여 고 보장， 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고 보장을 표시하면서 각각의 주된 결과 범주를 나 

타낸다. 표로부터의 결론에 기초하여 다음이 얻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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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에 대한 적인 원인)의 손실의 다른 외부 저장 기간동안 선원에 

고보장 

보수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 관리에 대한 고 보장 

저장동안 누설 방지에 대한 고 보장 

대한 손상 ( 차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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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및 사용 동안 일반인의 출입 관리에 대한 중위 보장 

• 사용， 보수， 저장동안 작업자 출입 관리 (작업자 ALALA)의 중위 보장 

• 보수 동안 누설 방지에 대한-중위 보장 

• 사용 동안 차폐 손실의 방지를 위한 중위 보장 

4단계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개발 

그림 3.28-3, sheetl-5는 이 시스템의 다이아몬드 수형도의 구성 요소를 보인다 sheet1은 

설계 우선순위에 따라 위에 선택된 안전 기능을 보인다. 일련의 sheet등은 설계된 안전 기 

능의 수행을 지지하는 성능 분기점을 나타낸다. 

sheet2는 작업자의 출입 관리를 말한다. 위해도 분석에 따라 저장， 사용， 보수 동안 출입관 

리의 실패는 작업 선량의 척도로 중요한 선량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중위 보장은 그러므로 

출입 관리에 할당된다. 

sheet3은 차폐 효과의 보장을 나타낸다. 즉 차폐의 기능의 보장과 누설의 방지. 감마 방사선 

의 차폐에 대한 필요성에 덧붙여서 시스랩은 시험 probe로서 사용되는 Kr-85 기체의 제한 

(confinement)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를 나타낸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Kr-85가 장치의 차폐 

부위 내에서 이탈하는 동안 차폐는 본래대로 유지가 되지만 위해도 분석은 차폐의 손실로서 

Kr-85의 방출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검사될 장치가 어떤 압력으로 Kr-85에 조 

사되고， 챔버가 채워지고， 정화되고， 방출되기 때문에， 빈번하고 매우 작은(정상) 양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양까지의 방출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그것들의 어떤 것은 50mrem의 

선량을 준다. 물리적인 장치의- 차폐가 손상된다면 Kr-857} 방출되지 않아도 근사적으로 비 

교할 수 있는 피폭의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피폭은 중위 보장이 불분명하다. 

sheet4는 일반인의 출입 관리를 설명한다. 위해도 분석에 따라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서 일 

반인이 그 밖의 어떠한 것이 실패되지 않아도 장치에 대한 부적절한 출입이 수행된다면 

l00mem 정도의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피폭 지침 당 이 선량은 고 보 

장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이 논의는 유지 보수 직무에서 특별히 적용되고 불연속적이고 특 

수한 행위이다(저장과는 반대로) . 특별한 관리가 실제적이고 적절하다. 

sheet5는 저장 중에 방출로 인한 선량의 방지를 설명한다. 두 종류의 시나리오가 이 sheet에 

서 설명된다. 하나는 저장 중에 방사성 물질에 영향올 주는 설비에서의 화재이다. 

어떤 시스템에서 화재는 이론적으로 매우 큰 흡입 선량을 유도하는 공기 선원 항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화재로부터 일어나는 선량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선량 기준 당 

“고” 이다. 그러나 다른 시스템에서의 화재 시나리오와 비교해서는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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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분석은 사건에 대한 낮은 빈도수를 할당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화재 시나리오 

조차 여기에서 적용되는 문턱값에 관하여서만 단지 중요하다. 즉 원래의 화재 방지 수단은 

이 특별한 시스템에서 선량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화재 방지 수단을 초과하는 금전적 

인 투자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이 시스템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종류의 시나리오는 저장 동 

안 Kr의 누설이다. 이것은 일반인과 작업자 모두에게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인의 경우에 선량은 고 보장으로 방지될 가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전략은 

일반인을 부적당한 행위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출을 방지하 

고 완화시키는 것이다. Kr-85의 보유가 시스템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방출에 대한 잠재성은 

가설은 아니다. 즉 방출을 피하기 위하여 밀봉이나 밸브가 적절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저장 시나리오가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검출되지 않는 조건이 오랫동안 피폭의 누적을 일 

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해야할 선량 제한 수단의 또 다른 종류는 주기적인 감시를 통 

하여 Kr-857} 누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5단계 : key 주요 성능 분기점의 구별 

화재 방지의 적절한 보장은 허가자가 운전하는 조건에서 고유적인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다른 시스템처럼 장치 설계는 안전 사례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이것은 시스랩 허가자의 권한 이상이다. 주요 설계 요인은 차폐와 가장 강력하게 기체 

의 누설에 영향을 주는 기체 조작 시스템의 특징이다. 

위해도 분석과 피폭 기준에 따라 장치를 보수하는 동안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제한하는 것 

은 특별히 정당화 된다. 이것은 이 행위가 주기적이고 유한한 기간 동안 수행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얻어질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중위의 관리는 또한 다른 직무에서 보장된 

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기체 누설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체 누설， 무엇보다 

도 기체 조작 설비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 즉 누설은 원칙적으로 설계， 운전 실습， 

보수에 의하여 최소화될 수 있고 덧붙여서 검출과 반응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다. 

정상적인 작업자의 ALARA 적용 또한 저 선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6단계 규제 접근 

위의 표에 제시된 중요 성능 양상을 지지하기 위한 규제 수단이 표 3.28-3C에 요약되어 있 

다. 

표 3.28-3d는 지금 현재 명시된 요구사항이 위의 표에 나열된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지하는지를 보인다. 좌측 열에 나열된 각 방호벽에 대하여 우측 열은 해당되는 규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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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cr of Rcgulato l") 

Arca Rcquirement Type Ovcrsight 

당ntrol of public access: Radiation safety program Verify that radiation safety 
nonnal during most tasks, through administrative program is sufficicnt at time 
enhanccd controls during controls of licensing, pe디odically 
rnaintenance on device revlcw 

$urveys for leaks Radiation 앓fety program Verify that radiation safety 
through administrative program is sufficient at time 
contro이Is잇Itraining/qualified of licensing, periodically 
personnel revlew 

Operational and maintenance Radiation safety program Verify that radiation safct) 

practices to reduce through administrati\'e program is sufficient at time 
likclihood of leaks controls1training/qualified of licensing, periodically 

personnel revlew 

Control of worker access Radiation safety program Verify that radiation safety 
through administrative program is sufficient at time 
controls1training/qualified of licensing, periodicaIly 
personnel revle、v

Device design to incIude Beyond purview of System 
reliable shieJding as 281icensee 
appropriate, and manufactu:e 
to follow through 

Gcncral H.c섭ulatory Approach, System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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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약을 나타낸다. 특별한 방호벽에 대하여 우측 열이 비어 있는 경우에 그것은 단 

지 방호벽이 간접적으로 중요 기능올 지지하거나 혹은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특별히 중요하 

다고 나타나지 않는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구사항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Tablc 3.28-3d Rolc of Spccific Barricπ in Rcgulatorγ Approach, System 28 

Barrier Basis for Currcnt Role In Regulatoη’ 

Codc Barrier Dcscription Rcquirement Approach 

B-1 Sourccs and devices arc 30.32(g) and 32.210 
required to be registered 31.5(b) [G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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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hlc J.2~-Jd (Contillucd) 

lklI I icr ! llasis for Currcnt Rolc In Rcgulatory 
Codc Barricr Description Rcquircment Approach 

-
C-7 Adequate design ofGL 32.51(a)(2) [GL] 

devices to meet 500 
mremJyear (max) 
ordinary use; 15 rem per 
accident (max) to users 
、vith no radiological 
protect lOn trammg 

8-7 Sufficicnt shiclding of N!A Part of 
sourcc in device to allo\\' des Í!:mJmanufacture 
storage and handling 

C-9 Radiation warning label Good practice/tie-do씨rn 
is provided 펴th the [specific] 
dcvice 32.51 (a)(3)(I i) 

B-21 Limitcd time of exposure Good practice/tie-do씨'TI 

to dcvice 

C-l Public access is limiteå 1) 20.1&01 , 1802 Part of public access 
unrestrictεd areas control 
[specific] 
2) Good practice [GL] 

C-l to 10 Radiation safety 20.1101 [specific] Basis for public access 
programs control, worker ALARA ‘ 

survcys and maÎntenance 

C-2 Exposure to public 뻐d A) 30.32(g) and 32.210 Part of access control 
workers limitcd bv A) 32.51(a)(2) [GL] 
A) Design B) Good practice/tie-
B) Operating proced따cs dO\\11 

C-3 Accountability 30.51 [spccific and GL] 

C-4 Le하~ testing at 6-month A) Licensc condition Part of surveys for Ieaks 

or other approvcd [specific] 
interval B) 3 1.5(c)(2) [GL] 

C-6 Quantities in Good 
sourcc/dc\'ice arc Iimited practicelregistration 

[sp;;!cific and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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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c 3.28-3d (Conlinucd) 

ßarrier 8arrier Description Basis for Currcnt Role In Rcgulalory 
Code Requiremen‘ Approach 

C-7 Design requirements Registration [specific and P때arto아fd바d야e따e design, not 
GL] within p띠viewof 
3 1.5and32.51 [GL] System 28 Iicensee 

C-8 Training and instructions 1) 19.12 iflikcly > 100 Subsumed by radiation 
mremlyr, safety program 
License condition, .good 
practiceltie-down 
[specific] 
B) Good practice [GL] 

B-8 Emergency procedures 1) Good practicel니c- Subswned by radiation 
down [specific] saf농q’ program 
2) 31.5(c)(5) [GL] 

C-I0 Operating procedures - License condition, good . Part of leak prevention 
specific licensces practice!tie-down 

[specific] 

C-4 Survey pcrformed on 20 .1 906 [specific] Part of ongoing ass따킹lce I 
receipt (not required for ofno Kr leaks during 
speci외 form materials) storage 

8-8 Public access to thc 20.1801 , 1802 Part of control of public 
rcceiving arca is limited unrestricted areas access 

[specific only] 

C-9 Device is labeled 1) 20.1904 [specific] 
2) 31.5(c))(I) and 
32.51(a)(3) [GL] 

B-8 Storagc area locked 1) 20.1 801 , 1802 Part of public access 
unrcstricted ar않s， good control 
practiceltie-do"M1 

[specific] 
2) Good practice [GL] 

C-3 6-month inventory 1) License condition 
[specific] 
2) Good practice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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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hlc 3.2S-2d (Continucd) 

ßarricr Basis for Currcnt Rolc In Rcgulatorγ 
Codc Barricr Dcscription Rcquircmcnt Approach 

C-s Maintenance by . 1) Liccnse condition Part of special controIs 
authorizcd pCfSOnS only [specific] on public acccss during 

2) 3 1.S(c)(3)(I i) and 31.6 maintcnancc task 
[GL] 

C-I Access to room of use is 1)20.180 1. 1802 Part of general controI 01 ’ 
Iimitcd unrestricted areas, good public and workcr acces'. 

practicc/tie-do、vn during use, and enhanccd 
[specific) control of public access 
2) Good during maintenance 
practiccJinslruclions [G니 

8-7 Deviccs have engineering Good practiccJtic-down P하t of device design, nol 
features to protecl users [specific ]; 、찌Ihin purview of 
from ωmecess하y Registration [specific and System 28 licensee 
cxposurc GL] 

C-3 Dcsignated person Good practice/tie-do、1111 Part of public access 
assigned custodial [spccific) control 
control 

C-I Posting 20.1902, 20.1903 
[spccific) 

C-3 Disposal to authorized 1) 10 CFR 20 Subpart K 
pcrsons [spεci fic] 

2) 3 1.S(c)(8) [GL] 

C-7 No alteration of dcvicc Liccnse condition 
[specific] 

C-3 Cannot abandon., transfer 1) 30.4 1 [specific] 
or disposc except to 2) 31.5(c)(6), (7), (8) 
spccifically licensed [GL) 
pcrsons 

C-7 Opcralion of dcviccs on\y License condition P앙t of operating 
within úle manufacturer’s [specific) practlccs to nummlzc 
tcmperature and potcntial for gao; \eak~ 

cn\'irOlUllental conditions 
\imits -

- 295 -



Tahlc 3.28-2d (Conlinucd) 

ßarricr ßasis for Currcnt Role In Rcgulalory 
Codc ßarricr Description Requircmcnt Approach 

’ 

N/A Records, rcports, etc 19.1 2, 20.210Ilhrough As necdcd for inspcctions 
20.2110, 20.2201 
lhrough 20.2206, 21 .2 1, 
30.35, 30.50, 30.51 
[specific] 

N/A Rccords, reports, etc 20.20.2201 reports of As needed for inspections 
[GL] incidents 

20.2202 reports of thefts 
30.34(b) transfer of 
license 
30.34(c) authorized use 
etc 
30.34(e) other 
reqU1rements 
30 .4 1 transfcr of material 
30.50 reporting 
requuements 
30.5 1 records 
31.5(c)(4) 1eak test 
records 
31.5(c)(5)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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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39 

3.39 의학적 진단 장비 

3.39.1 개 요 

의학적 진단의 범주에는 골밀도 분석과 골밀도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밀봉선원의 사용까지 

포함된다. 골밀도 검사는 약해진 뼈의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골밀도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과 골다공증의 위험군에서 매우 중요 

하다. 뼈의 조직을 평가할 때 비침습적인 방사선학적인 기술들이 사용된다. 소아의 몸 전체 

또는 사지의 뼈 구조를 초기에 평가하는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다. 신속한 진단절차를 

바탕으로 하여 환자의 질병을 평가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더욱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저 에너지의 광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골밀도나 뼈의 영상을 얻는데 사용한다. 뼈를 통 

해서 검출되는 감마선은 NaI(TD 검출기나 형광체에 의해서 영상화된다. 골밀도 측정에서 

뼈를 통과하면서 감약된 감마선은 중간 정도의 감약이 발생하는 물과 비교될 수 있다. 뼈조 

직이 퇴화되었는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다. 

광자를 사용하는 골밀도 측정기의 두 가지 형태는: 단일광자흡수계측기 (SPA)와 양광자흡수 

계측기<DPA)가 있다. 단일광자홉수계측기는 1-125와 같은 단일광자 선원을 사용한다. 감마 

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고 손， 발， 뒤꿈치， 상지 등의 골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Lixiscope(X선 화상경)과 같은 이동형 장비는 Lixi, inc.에서 제조한다. 이동형 장비와 크기 

및 기능이 유사한 손에 쉴만한 크기의 장비인 Lixiscope(X선 화상경)은 소아의 몸 전체와 

사지의 뼈를 직접 관찰 할 수 있다.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Lixiscope(X선 화상경) 장비 

에서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1-125이다[10 CFR 35.50이. 

골밀도 측정의 과정은 X-선 촬영과 매우 유사하다. 진단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병원과 클리닉이다.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는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 

다. 고정형 장비는 검사실 또는 실험실에 위치한다. 이동형 장비는 실험실과 치료실에 보관 

하고 이동할 수 있다. 의사는 형광체와 선원의 사이에 사지를 위치하여 선원이 뼈를 지나서 

형광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단을 목적으로 밀봉선원을 사용하는 것은 10 CFR 35.500에 의해 규제된다. 핵의학적 진 

단의 완성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10 CFR 35.18에서 부여되어 있는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방사선 안전교육과 취급교육을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상을 위한 장비는 면허가 있는 제조회사로부터 구입을 하여야 한다 

[10 CFR 35.491 이들 장비의 제조회사는 10 CFR 32.74 규정에 따른 면허가 있다. 

사용이 허가된 장비도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관심 있는 장비의 절차도 쉽지 않다. 

또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스랩과 지역 조사자들의 토론에도 있듯이 이런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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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는(Agreement States를 포함 

하여) 1000개 또는 더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조사는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 

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LTS(Licensing Tracking System) 안의 면허의 수를 기초로 한 

자료이다. 

3.39.2 장 해 

감마선의 방사선학적인 장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밀봉선원에 의해서 발생한다. 현재 

1-125, Am-241 , Gd-153의 사용은 규제를 받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일광자홉수계측기와 이동 

형 장비 에 서 1-125가 사용된다. 양광자홉수계측기 는 Gd-153이 사용된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1-125는 약 29kev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반감기는 60일이다. 1-125는 150-800mCi 정도의 

방사능을 사용하고 평균 500mCi 정도를 사용한다. 1-125의 짧은 반감기 때문에 일년에 수차 

례 선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Gd-153은 44와 100kev 광자를 방출하고 반감기는 242일이다. 

Gd-153은 일년마다 선원을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Gd-153은 0.5-2Ci 정도의 방사능 

을 주문하여 사용하고 평균 1Ci 정도의 방사능이다. 

3.39.3 직무， 방호벽， 피폭자 

밀봉선원을 사용한 핵의학 진단 영상은 다음과 같은 직무로 구성된다. 

• 취득(직무 39-1) 

• 보관(직무 39-2) 

• 유지관리(직무 39-3) 
• 영상화(직무 39-4) 

• 폐기/선원을 제조회사로 반납(직무 39-5) 

핵의학 진단영상과 관계된 작업 피폭자는 개인 또는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 

가 받은 사람에 의해서 관리된다. 허가를 받은 사람(전형적으로 의사)은 10 CFR 35.950에 

요구되어 있는 교육과 훈련올 받은 인증된 사람이다. 또한 핵의학 기사도 10 CFR 35.25에 

의한 교육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일반 피폭자란 이동형 진단장비의 근처에 있는 사람 

또는 고정형 진단 장비의 주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의료작업자 또는 다른 시설의 사람을 

말한다. 

장비는 케이스 표면의 방사선의 수준에 따라 차폐가 고안되어 있고(고정형 진단 장비) 방사 

선 조사지역 바깥쪽은 방사선의 준위가 매우 낮다(1mrem씨our)[lO CFR 32.14(b)(3)] 진단형 

장비의 제조회사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용 하에서 어떤 사람이 10 

CFR 20.1201 (a) 연간 한도의 10%이상의 피폭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10 CFR 

32.5Ha)(2) (iD 1 장비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사 
고의 조건에서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도 방사능 선원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을 유지하여 

야 하고，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여야 한다[모범행위/면허조건 또한 기입 1 각각의 장비에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 예방책， 요구되는 검사를 명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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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CFR 32.5Ha)(3) 또는 모범행위]. 작동방법과 절차 또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모범행 

위/하부조건부여]. 장비의 보호와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고 목록을 만들어 주기 

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각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사선 방어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방법과 도구의 개발을 하여야 

한다.[10 CFR 35.20,20.1101]. 또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방사선 안전관리자<RSO) 자격을 

임명한 사람에게 방사선방어프로그램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요구하여야 한다[10 CFR 

35.900과 35.901]. 의료기관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방사선안전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10 CFR 35.22].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선량율을 검출할 수 있는 

이동형 방사선 검출 서베이를 이용하여야 한다[10 CFR 35.520]. 서베이 장비는 10 CFR 

35.51 에 따라 교정되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선원의 누출 검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39.3.1 직무 39-1 : 취득 

진단용 장비는 허가를 받은 상업적인 판매자로부터 공급을 받는다[10 CFR 35.491. 취득 작 
업에서 선적된 용기는 시각적인 외부검사와 서베이를 하여야 한다[모범행위; 또한 10 CFR 

20.19061. 만약 충격이 없었다면 장비를 이동하여 저장하고 사용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 
다. 이동형 장비에서는 처음부터 선원을 장비 안에 설치하여 공급받을 수도 있고 이동형 용 

기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취득의 직무에는 조사와 패키지의 서베이， 저장장소로의 이동， 고정형 장비가 작동할 곳으로 

의 이동까지를 포함한다. 취득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특수 면허자， 방사선안전관리자 

<RSO)에 의해서 정상적인 취득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취득의 직무는 장비의 정상 생명주 

기(수명) 동안에 한번만 발생한다. 

이러한 직무 동안의 잠재적인 피폭자는 조사와 서베이를 하는 작업자와 일반인들 중의 몇 

명 또는 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작업자이다. 제조회사의 교육에 따른 장비의 작통 

과 일반인의 선량 한도를 초과하는 것보다는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비의 개발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취득하는 직무의 횟수는 저장과 영상에 관한 직무보다는 적다. 선원은 장비의 방사선을 외 

부와 차단하게 하기 위해 내부에 장착되어 있고 교체선원을 위해 특수한 패키지로 되어 있 

다. 취득 작업은 특별한 위험이 없다. 취득하는 동안의 사고의 확률과 피폭의 가능성은 다른 

직무들과 비교할 때 매우 적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직무 39-3, 유지관리， 직무 39-2 

의 중요한 사건의 한 부분， 저장， 직무 39-4, 영상화에 포함되어 있다. 

3.39.3.2 직 무 39.2 : 보관 

고정형 진단 장비는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사용자 시설의 검사실에 위치해 었다. 이동형 

장비 는 허 가를 받은 사람의 시 설 안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는 10 CFR 20.1301에 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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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작업자와 일반인들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도난， 비 허가자 

의 사용， 함부로 만지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수면허 

에 대해서 10 CFR 20.1801]. 

선원은 진단 장비 안에 보관된다. 보관의 지속은 사용횟수와 선원의 수명에 따라서 결정된

다. 더욱이 교체선원， 수명을 다한 선원(진단장비로부터 제거)은 제조회사로 보내질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원은 용기 안에 보관된다. 

보관하는 동안에 관계되는 사고 또는 잠재적인 오차는 첫 번째 (1)셔터가 닫히지 않음으로 

인한 차폐의 실패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고I (2)제한기능(선원구속)의 실패(선원누출 등) I 

(3)화재로 인한 진단 장비의 손상이 있다. 두 번째 오차로는 년 당 2번의 선원의 누출이 

NMED 자료에서 보고 되어 있고 진단용 장비 안에 사용되는 선원의 형태에서는 년 당 4번 

이 선원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진단용 창비의 충격을 받은 셔터가 열리거나 

화재 등은 NMED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중대한 사건에서 이런 오 

차들을 감수하기 위한 방호벽은 만들어져 있다. 

3.39.3.3 직 무 39-3 : 유지 관리 

진단용 장비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 규정된 횟수[10 CFR 35.59 또는 연허조건] 또 

는 반년마다 누출을 포함하여 “ON-OFF"의 적절한 작동을 검사하여야 한다. 진단용 장비의 

누출검사는 외부 케이스에 충격을 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사전보수유지의 기간은 제조 

사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진단용 장비의 선원의 강도는 점차 감쇠되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된 

다. 1-125는 60일， Gd-l53은 일년과 같이 감쇠의 정도에 따라서 선원의 교체가 요구된다. 따 

라서 선원은 진단장비의 수명이 다할 동안 여러 차례 교체해야하고 유지보수의 직무 안에 

포함된다. 선원의 고정기구는 선원에 대해 차폐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자가 선원의 

교체를 수행할 때에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검사 다른 검사， 설치， 서비스와 선원의 교 

체는 제조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특수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작업하는 것이 요구된다[면허조 

건1 

사고와 관계된 주된 잠재적인 오차는 셔터가 충격을 받아 열려있거나， 밀봉되지 않은 선원 

을 취급하는 동안이나， 교체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유지보수의 직무 안에서 

정량적으로 평가된다. 정규적인 유지보수 직무의 중요한 사건과 연관된 것은 직무 39-2, 보 

관과 직무 39-4, 영상화에 포함된다. 

3.39.3.4 직무 39-4 : 영상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의 작동의 절차는 유사하다. 스캔하기 위한 환자의 부위는 선원과 검 

출기의 사이에 위치한다. 고정형 진단 장비의 경우 직선형의 형태로 스캔이 이루어진다. 스 

캔의 형태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과 검출기의 이동과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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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스캔은 20-40분 정도 소요된다. 이동형 진단 장비의 경우 선원의 셔터는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열리고 환자의 뼈를 검사한 후 영상의 맨 끝까지 나타난 후 셔터가 

닫힌다. 이동형- 진단 장비를 이용한 스캔은 약 1분 정도 소요된다. 

진단을 하기 위한 스캔을 하는 동안의 피폭자는 절차를 완성하는 공인된 사용자 또는 개인 

에 의해서 관리된다. 공인된 사용자(의사)는 10 CFR 35.94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 

을 받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핵의학기사는 10 CFR 35.25에 의해서 교육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고정형과 이동형 진단용 장비 모두， 작업자와 일반인들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스의 

차폐가 요구된다. 사용구역과 사용지역의 접근은 관리상의 조절에 의해서 조절된다[모범행 

위]. 특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거나 장비의 고정을 위해 

요구된다[10 CFR 20.1801과 20.1802]. 이들은 충격과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방책 

둥을 시행하여야 한다[모범행위 또는 하부조건부여]. 

주된 잠재적인 오차나 사고는 (1)스캔하는 동안 장비의 옆에 서있거나， 필요이상의 장시간 

동안의 스캔， 진단 과정 중에 검사실 내에 일반인을 출입시키는 것 등에 의한 모범행위를 

추구하는 것의 실패， (2)선원의 누설， (3)셔터 닫힘의 실패 등이다. 검출기와 방사선 조사야 

사이에 사람의 -몸의 한 부분이 위치하거나 셔터가 닫히는 것의 실패， 케이스의 누설 등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선량올 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NMED 8년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선원의 실패(누설) 둥이 4번 발생하였다. 셔터가 충격을 

받아 열리거나 진단용 장비로부터의 과도한 노출사건 등은 NMED 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 

다. 

3.39.3.5 직무 39-5 : 폐기/재조회사얘 션원을 반납 

진단용 장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그것을 폐기할 것을 고려한다. 장비는 허가 받은 시 

설로 보내지기 위해 포장한 후 운반， 폐기한다[10 CFR 30.41]. 동시에 교체된 선원은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특수시설 또는 제조회사로 보내지게 된다. 정상적인 

폐기 직무는 직무 39-1, 취득과 39-2, 저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정상적인 폐기(선원을 허가 받은 시설로 되돌려 보내는 것)와 비교하여 분실과 도난에 의한 

부적절한 선원의 폐기 가능성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른 동작의 직무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 진단용 장비 특히， 이동형 장비의 경우는 일반인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일반인들에게 피 

폭을 줄 수 있다. 선원의 분실과 도난， 부적절한 폐기에 의한 피폭과 위해도는 첨부 A.4장에 

서 설명되어 있다.8년 동안의 NMED 자료를 고찰해 보면 의료분야에서 이동형 장비의 4개 

의 선원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동형 장비는 연 3-4개의 선원 분실율을 가지 

고 있으나 고정형 장비의 선원 분실은 보고 되지 않고 있다. 1-125를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 

에는 장비 당 연 1-4개， Gd-153을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장비 당 연 1-5개의 분실율 

이 있으나 선원의 교체율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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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위해도 분석 

위해도 분석은-표 39-1에서 주어진 1-125와 Gd-153에 대한 선원의 평균 강도에 의해서 완 

성된다. 선원의 평균강도는 SS&DR(Sealed Source and Device Registry)로부터의 자료와 

정보에 기초를 둔다. 년 당 치료를 하는 수와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의 수는 Aggreement 

State 면허자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전체의 수에 기초하고 장비와 관계된 사람의 

토의에 의해 기초된다. 왜냐하면 투과 방사선 선원을 X선 발생기로 교체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므로 장비의 수와 절차의 수는 표 3.39-1 보다 약간 클 수 있다. 

표 3.39-1 위해도 분석을 위한 시스댐 입력 수준 

장비 방사성핵종 평균 방사능(mCD 물리적 형태 장비의 수 

고정형 Gd-153 720 밀봉선원 1000 

고정형 1-125 360 밀봉선원 500 

이동형 1-125 360 밀봉선원 1500 

고정형 장비: 2000건/년/장비， 0.5시간/건 

이동형 장비: 1800건/년/장비， 1분/건 

그림 3.39-1a, b와 c에서 3개의 장비에 대한 mrem/year로 위해도 결과를 요약하였다. 평상 

시에 장비 당 작업자와 일반인의 위해도는 동일하고 매우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의 

위해도와 일반인의 위해도는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고 작업자와 통일한 조건 하에 검사실 안 

에 있는 다른 의료작업자로 가정하였으므로 동일하다. 

Gd-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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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1a 고정형 장비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요약， 시스템 39: 의학적 진단 

장비 (Gd-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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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절차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선량에 의해서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사고의 위해도의 불확실성은 최소 10 배이다. 

3.39.5 규제의 선태적 요건 분석 

1단계 : 피폭과정 분류 

2.6장의 방법론적인 요약에 의해서 위해도 분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폭과정의 분류를 

시행한 결과 표 3.39-2a와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표 3.39-2a 시스템 39에 대한 피폭과정의 분류: 의학적 진단 장벼 

상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일 

반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인 

Gd-l53 39F-2( 저장) 
5-S1 , 6-S1A, 8-S2A. 

Gd-l53 
1Q-S2C2A 39F-2(저장) 4-C1A. 7-S2. 9-S2C2 

39F-3(유지판리) 3-C, 4-CA, 5-S, 6-SA 

39F-4(영상화) 
4-CA, 5-S, 6-SA, 

39F-4( 영상화) 3-C 
7-SC, 8-SCA 

39F-5(폐기) 
2-A1S, 3-A1SC, 

8-A3S. 9-A3SC 
39F-5(폐기) 5-A2S. 6-A2SC 

1-125 39F-2(저장) 
5-S l, 6-S1A, 8-S2A, 

1Q-S2C2A 
1-125 39F-2( 저장) 4-CIA, 7-S2, 9-S2C2 

39F-3(유지 관리 ) 3-C, 4-CA, 5-S, 6-SA 

39F-4(영상화) 4-CA, 6-SA, 8-SCA 39F-4( 영상화) 3-C, 5-S, 7-SC 

2-A1S. 3-A1SC 

39F-5(폐기) 6-A2SC , 8-A3S , 39F-5(폐기) 5-A2S 

9-A3SC 

39P-2( 저장) 
5-S1, 6-S1A, 8-S2A, 

39P-2(저장) 4-CIA, 7-S2, 9-S2C2 
1Q-S2C2A 

39P-3(유지관리) 3-C, 4-CA, 5-C, 6-SA 

39P-4(영상화) 
5-S, 6-SA, 7-SC, 

8-SCA 
39P-4(영상화) 4-CA 

2-AlS, 3-A1SC, 

39P-5( 폐기) 6-A2SC, 8-A3S , 39P-5( 폐기) 5-A2S 

9-A3SC 
작 

업 통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동위원소 직무 피폭과정 

자 

Gd-l53 39F-2(저장) 6-S1A Gd-l53 39F-2( 저장) 
5-S1 , 7-S2, 8-S2A, 

9-S2C2, 1O-S2C2A 

39F-3(유지 관리 ) 4-CA 39F-3(유지관리) 3-C, 5-S, 6-SA 
」

2단계와 3단계 : 선량기준적용에 따른 규제 우선순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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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2a (계속) 

상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중위보장으로 방지해야하는 피폭과정 

작 
4-CA, 5-5, 6-SA, 7• 5C, 

업 1-125 39F-2( 저장) 6-51A Gd-l53 39F-4( 영상화) 

자 
8-5CA 

39P-2(저장) 6-51A 1-125 39F-2(저장) 
5-51, 7-5~ 8-52A, 
9-52C2. 1Q-52C2A 

39F-3(유지관리) 3-C, 4-CA, 5-5, 6-5A 

39F-4(영상화) 
4-CA, 5-5, 6-5A, 7-5C, 
8-5CA 

39P-2( 저장) 
5-51, 7-52, 8-52A, 
9-52C2. 1Q-52C2A 

39P-3(유지관리) 3-C, 4-CA, 5-5, 6-5A 

39P-4(영상화) 5-5, 6-5A, 7-5C, 8-SCA 

위해도 결과의 의미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으며 그 결과는 표 3.39-2b에 요약되었다. 표는 위 

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비용(cost)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 있으며 요 

약된 표는 2.6장에서 논의한 선량기준에 근거를 하여 만들어져 있다. 

표 3.39-2b는 주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작업자에 대해 상위 (high)와 중위 

(moderate)와 나란히 일반인들에 대한 상위 (high)와 중위 (moderate)로써 실제 선량이 다름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직무 안에서 방호벽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다른 

직무와는 다르며 연관된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시스템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일반인들에 대한 높은 피폭과정은 

화재방지 기능， 접근제한 기능， 충격에 의해 셔터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일등을 통해 방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화재방어와 융통성 있는 접근제한의 중위보장 

을 할당하는 것에 의해 이런 피폭과정을 방지한다. 위의 기능 중에서 하나의 기능의 상위보 

장 보다 두 개의 기능의 중위보장이 더 낮은 규제의 책임이 있다. 위의 내용을 결론으로 요 

약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 저장， 유지관리， 영상화 동안에 충격에 의해 셔터가 열리는 것에 대한 방지의 상위보장 

• 보관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제한의 중위보장 

• 보관과 영상화 동안에 작업자의 접근제한의 중위보장 

• 보관 동안에 화재방지 (S2)의 중위보장 

• 유지관리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상위보장 

• 영상화 동안에 일반인 접근제한의 상위보장 

• 영상화 동안에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중위보장 

• 분실선원 피폭과정 (Al ， A2, A3) 방지의 상위보장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의 적용에 관한 우선순위는 위에 제시되어 있다. 비록 선량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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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과정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에서 모두 동일하고， 선원을 분실하는 

사고는 이동형 장비가 더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고정형 장비와 연관된 통일한 피폭사고 보 

다 이동형 장비와 연관된 선원 분실 피폭사고는 더 높은 보장이다. 

표 3.39-2b 시스댐 39에 대한 위해도 결과의 함축: 의학적 진단 장비 

비용과 이득 
재정상 선원 분실 

위해 위해 
순위 l L2,3 Mt 

상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작 

업 동위원소 기능 

자 

저장 동안에 S1과 (A 또는 

S2) ; 유지 관리 동안에 S과 

Gd-153 c 영상화 동안에 S와 A; 

폐기 동안에 (A1와 A3) 

또는 S 
저장 동안에 S1과 (A 또는 

S2) ;유지관리 동안에 S와 

1-125 c; 영상화 동안에 A와 S; 

폐기 동안에 (A1과 A2와 

A3) 또는 S 
작 

업 동위원소 기능 

자 

저장 동안에 A 또는 S1; 

Gd-153 유지 관리 동안에 A 또는 

C 

1-125 저장 동안에 A 또는 S1 

'L=low; M=moderate; H=high 

'NUREG/CR-6잃O(NRC， 1앉15b} 

t Non -citable reference 

2NUREG/CR 4앓5(NRC， 1987} 

'NUREG/CR-1754(NRC, 1981) 

t t Insufficient data 

3NUREG/CR-538HNRC , 1잊Xla} 

'NUREG/CR-I754(NRC, 1앉혔) 

BSee Appendix ß-8.2.7 

규제 부담 

H4 

설영 

설명 

4단계 :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개발 

오염 비방사선학적 시스템 

비용 건강 위해 가치(값) 
L5.6 Lt t H“ 

중위보장이 요구되는 기능 

동위원소 기능 

저장 동안에 A와 S2; 

Gd-153 영상화 동안에 c; 례기 

동안에 A2 또는 S 

저장 동안에 A와 S2; 

1-125 
영상화 동안에 S와 c; 

례기 동안에 A2 또는 

S 

동위원소 기능 

저 장 동안에 S1과 S2; 

유지관리하는 동안에 S 
Gd-153 

와 c;영상화 동안에 S 

와 A 

저 장 동안에 S1과 S2; 

1-125 
유지관리하는 동안에 S 

와 c;영상화 동안에 S 

와 A 

인지 위해 

MB 

설명 

설명 

그림 3.39-2, 서식 1-5까지는 이 시스템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형도(diamond Tree)의 요소 

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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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은 이제까지 언급된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지하는 동안의 선원의 

구속， 작동하는 동안의 차폐， 선원의 통제， 영상화하는 동안의 일반인의 접근의 통제는 매우 

(high) 중요하다. 또한 영상화하는 동안의 제한기능(선원의 구속)， 일반인의 접근의 통제， 보 

관하는 동안의 차폐와 작업자의 접근의 통제는 중등도(moderate)의 중요성이 있다. 

서식 2는 작업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접근 통제의 중위보장은 영상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특히 중요하다. 좋은 방사선학적 작업은 스트레스적인 작업을 수용 

하고， 작업자에게 작업을 부여하고， 적절한 감독과 교육과 훈련내용을 적용시키는 동의 일들 
을 통해 개발되었다. 

서식 3은 적절한 차폐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보관하는 동안의 차폐는 중위보장이 

다. 화재의 충격으로 인한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 차폐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재 

의 방어， 검출， 진압능력에 대한 표준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상위보장으로는 작동하는 동 

안의 차폐에 대한 조절을 하여야 한다. 위의 보장은 장비의 제조회사와 장비를 사용하고 유 

지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서식 4는 선원구속(제한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상위보장으로는 유 

지하는 동안 선원을 구속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수한 교육 훈련과 절차를 만드는 것 

서식 3 서식 3 

시스템 39 
의학적 진단 장비 

서식 I 

실험실에서의 사용(연구와 개발， 비밀봉， 다량의 방사성 묘지화합울) 

4 
서식 4 서식 4 서식 5 

그립 3.39-2 시스템 39: 다이아몬드수형되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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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중위보장으로는 영상화하는 동안에 선원의 구속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 

의 일부분은 제조회사의 책임이고 또 일부분은 영상을 획득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교육은 

중요하다. 

서식 5는 일반인의 접근 통제에 관한 내용이다. 작업자와 비교하여 일반인의 선원의 역치 

(출발점)가 더 낮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 통제는 보장으로 요구된다. 영상화하는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은 상위보장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상위보장으로는 선원의 분실과 도난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원에 대한 책임 있는 절차와 허가받은 사람에 

의한 선원접근의 통제， 적절한 표지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 더욱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위보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물질(체)을 사용한 

방호벽과 투여의 조절은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유지하는데 사용 

된다. 

중위보장 

5단계 : 해심이행분기점 정의 

시스템 39 

의확적 진단 장비 

서식 2 

작업자 접근 통제 

B-15 

밍의 일겨|는을정 

거리톨띄어서 설계 

설명한 위해도 분석의 함축적인 의미는 일반인에게 선원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인 

의 접근통제， 작업자의 접근통제， 효율적인 차폐의 수행을 확인하는 것과 선원구속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작업자의 접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기점 (nodes)은 프로그램적인 분기점 (nodes)(교육과 감 

독을 포함하여)， 작동절차， 비정상적인 차폐조건에 대해 작업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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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는동안에 

추기적인 규저| 요구 시힘 없이 

유도(후혼 )11 수 있논 홍요한 보증 

시스템 39 

의확적 진단 장비 

서식 3 

시스템 39 

의학적 진단 장비 

서식 4 

제한기능(선원구속) 유지관리 

시 스텔39 힘 기알은 사람의 

영위만에서는없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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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위 안에서는없슴 



시스템 39 

의학적 진단 장비 

서식 5 

일반인 접근의 

된 분기점 {nodes}이다. 몇 개의 확대된 시나리오의 방어에서 중요한 것은 서베이와 모니터 

를 사용하여 상황을 적시에 진단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인의 접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기점 {nodes}은 보관하고 있는 장비의 접근을 제한하 

고， 제한지역올 알리는 것과 같은 절차의 측정과 프로그램적인 것과 더불어 선원의 통제와 

책임과 관계된다. 

시스템 39의 범위 안에서 차폐의 기능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분기점 {nodes}은 확실한 차 

폐를 유지하도록 장비의 설계초기에 디자인하고 제조해야 한다. 적절한 디자인과 제조는 제 

조단계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 장비를 유지하는 것은 충격을 받아서 셔터가 열리는 것을 방 

지하고， 적절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 

{nodes}이 된다. 매우 중요한 화재방어는 건물 코드 표준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요약 : 시스템 39의 면허자의 범위 안에서 중요한 분기 점 {nodes}은: 

• 선원 책임， 저장시설의 잠금 장치를 포함하여， 기타 등등; 

• 정상동작과 사고 응답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여 훈련과 자격 분기점; 

• 비 정상조건을 알리기 위해 계수율계， 선량계， 알람이 필요; 

• 일반인 접근의 제한; 
• 셔터 기구의 확실함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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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가능구역의 보관과 관계된 방호활동(서베이 등). 

5단계의 일부과정은 적절한 방호벽과 관련된 요구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용과 시스템의 

값의 영향을 평가한다. 표 3.39-2b에서 규제 요건의 어떤 주된 고려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명령하고 있는 어떤 규제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평가는 규제의 어떤 것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단계 : 규제 접근 

표 3.39-2c에는 작업자나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사항 

들을 그 합당성과 달성 가능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나타내었다. 

표 3.39-2d는 특수한 요구사항들을 일반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표로 만들었다. 왼쪽 편은 방 

호벽의 목록이고 오른쪽 편은 방호벽과 규제 접근 요약 안에 들어있는 적절한 항목들 사이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오른쪽 컬럼이 어떤 방호벽에 대해 빈칸이연 위해도 분석 

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다. 요구사항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증할 수 없고 단지 의문점으로만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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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2c 규제 접근 요약， 시스댐 39 

분야 요건유형 규제관점성격 

선원의 취급에 대한 교육이 

작업자의 자격(능력) 요구; 
초기 보증; 차후 감사. 

보장 작업자의 자격(능력); 

훈련/감독 

저장시설과 영상시설로 
프로그램 허가 초기 보증; 차후 감사. 

일반인의 접근의 제한 

일반인에게 부적절하게 
선원책임， 저장시설의 잠금 등의 

감사 선원이 방출되는 것을 
절차의 규정과 기록유지가 요구 

방호 

제한기능(선원구속)의 
유지관리 절차와 영상 절차 초기 보증; 차후 감사. 

유지관리 

규정하는; 테스E 와 유지관리 
피폭을 최소화하기 

활동과 연관된， 명령 선량계， 감사 
위한 측정 장비의 사용 

계수율계， 알람， ... 

서베이/알람 하E 워l 어 감사 

규제자가 선량 기록을 검사. 만약 

작업자 선량 모니터를 위한 
규칙적인 목표의 초과라면 

중재하고， 그리고/또는 현저한 작업 자 선 량(ALARA) 
요구 

수행의 하락. 임의로， 어째든 감사 

프로그램，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증가한다. 

신뢰할 수 있는 차폐 
제조회사의 권고사항을 부착 감사 

수행의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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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2d 규제접근 안에서 특수한 방호벽의 역할， 시스탬 39 

방호벽 

코드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B-1 
캡슐 안에 들어있는 

없음 제조아래에서 규칙을 적용 
선원은 고체 

C-7 
선원과 장비는 둥록이 

30.32(g)와 32.210 제조아래에서 규칙을 적용 
요구됨 

B-2 선원은 캡슐 안에 장착 35.500 제조아래에서 규칙을 적용 

C-7 
허가를 받은 

35.49 제조아래에서 규칙을 적용 
공급자로부터 구입 

C-7 제조와 꼬리표는 요구됨 32.74 제조아래에서 규칙을 적용 

C-1 
방사성물질의 접근은 20.1801 , 1802 

일반인 접근 제한의 부분 
제한(통제)됨 출입가능지역 

C-1 to 10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 20.1 101 일반인 접근 제한의 부분 

B-7 
선원은 용기 안에서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차폐 수행의 부분 
차폐 

차폐되지 않은 선원의 

B-21 근처에 있는 시간은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작업자 ALARA의 부분 

제한됨 

장비가 비허가자에 
모범행위;아마도 

B-7 의해서 선원의 차폐를 차폐 수행의 부분 
제조회사의 요구사항 

제거하는 것의 방지 

사용하지 않을 때 

B- lO 선원의 노출을 방지하는 모범 행 위/하부조건부여 차폐 수행의 부분 

잠금장치 

사용지역으로의 20.1801 , 1802 

C-1 일반인의 접근은 출입가능지역， - 일반인 접근 제한의 부분 

제한(통제)됨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B-18 
선원으로부터 거리를 

최대화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작업자 ALARA의 부분 

차폐되지 않은 선원의 

B-5 이동을 위해 길이가 긴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도구(집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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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2d (계속) 

방호벽 
방호벽 기술 현행관련규정 규제관점에서의 역할 

코드 

제조회사로 선원을 반납 

C-3 또는 저 준위 방호벽 없음 선원 책임의 부분 

폐기물로의 폐기 

C-5 선원의 누설(출) 검사 35.59 
제한기능(선원구속) 수행의 

「H-τ님r 

만 약 100mrem!yr 

이상이면 19.12 

35.21 개인들 
작업자의 자격(능력)의 

C-8 교육과 훈련 35.25 감독 받는 개인들 

35.900/901 
부분 

방사선안전관리자 

35.950 허 가 받은 사용자 

C-4 
취득 시에 패키지의 

35.21과 20.1906 
서베이 

C-3 선원 책임 
30.51, 35.21, 35.59, 

표 3.39-2c에 서 토론 
면허조건， 모범행위 

C-5 
장비의 적절한 동작을 

모범행위/하부조건부여 
제한기능(선원구속) 수행의 ) 

위한 감독 「닙-;: 님!:' 

C-9 용기에 꼬리표 20.1904 일반인 접근 제한의 부분 

C-1 
비허가자의 사용을 

모범 행위/하부조건부여 일반인 접근 제한의 부분 
방지하기 위한 감독 

C-5 서베이 장비의 교정 35.520 
제한기능(선원구속) 수행의 

-님「 τ 님r 

19.12, 19.13, 20.2101 

통하여 20.2110, 20.2201 

통하여 20.2206, 21.21 , 

N/A 기，록 ., -얻-고 ’ 묵 “ 
30.35, 30.50, 30.51, 35.14, 표 3.39-2c의 기능 수행의 

35.22(a)(4), 35.23, 필요시에 감사 

35.3Hb), 35.33, 35.5Hd), 

35.53(C), 35.59(d), 

35.70(h. 35.75(d), 35.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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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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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
 

1 부
 

방사선 피폭 해석 

A-l 



부록 A: 방사선 조사량 분석 

A.l. 방사선조사 모텔 

방사선조사량는 외부방사션， 홉입， 섭취에 의한 조사량의 합이다. 외부방사선은 대개 특정한 

지역에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주어지거나 또는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구름에 의해 노출되 

는 경우이다. 

주어진 상태에서 직접적인 외부방사선 피폭량은 : 

r 20 [ 1- exp( - ÀNt,.)] 
D ext j DCF ext N X Source StreηgthN〉〈 DRFlx tl× 「f융 x 

2 ÀNti (식 A-l) 

여기서 

Dextj = 상태 i에서 외부선량 [단위 rem] 

DCF extN = 외부선량 보정계수 [reITli어 Ci at 1 meter] 

Source Streη~gthN 핵종 N의 선원강도 [단위 : CiJ 

DRFj 상태 i에서 선량 감쇠 인자 (차폐 효능) 

t j = 상태 i에서 유효 시간 [h] 

ri = 선원과 피폭체간의 유효 거리 [m] 

ro 기준 거리 1 m 

[1 -exp( -À에)]/À써 = 상대적인 평균 선원강도 

ÀN = 핵종 N의 감쇠 상수 [1!h] 

주어진 상태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을 홉입함으로써 받은 방사선 피폭량은 : 

D inh j DCF inh NxSource StrengthNxBRxARFixRF ,.x LPF ,.x RPFi (xt/ Q) i 

여기서 

(식 A-2) 

Dinh i 상태 i에서 홈입 선량 [rem] 

DCF inhN 홉입선량 보정계수 [remlCi(홉입) ] 

BR 폐활량 [m3!h] 

ARFjxRFj 상태 i에서 기체생성물 방출율과 호홉률 

LPFj 누출 인자Oeak path factor) (기체생성물이 피폭자 주변의 

대기로 방출될 확률) 

RPFj = 상태 i에서 호홉 보호인자 (respiration protection factor) 

A-2 



(피폭체 주변에서 흡입되는 기체생성물 농도비) 

(xt/Q) i 단위 방출량당 피폭자 위치에서의 누적 농도 또는 기체생성물 
희석인자 [h/m3

] 

주어진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의 섭취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은 

Ding i DCF ing NXSOUγce Strength ~액체방출률 tx 액체희석률 lx섭취체적식A-3) 

여기서 

Dingi 

DCF inh N 

액체방출률 l 

액체희석률 l 

섭취체적’ 

= 상태 i에서 섭취선량 [rem] 

= 섭취선량 보정계수 [rem!Ci( 섭취) ] 

= 액상 희석물 형태로 방출되는 선원의 분율 

= 1/(회석물 체적 ) [11m3
] 

= 섭취된 희석물 체적 [m3
] 

방사성물질 구름속에 노출된 경우 방사선 조사량은 

D sub i = DCF sub NXSOμrce Strength~ARFixRFixLPFix (Xt/Q)i 

x유한구름보정계수 

여기서 

D sub i 

DCF sub N 

= 상태 i에서 구름속에 노출됨으로 받는 외부선량 

= 노출 선 량 보정 계수 [rem/lνcνm3] 

유한구름보정계수= 반무한 구름에 근거한 DCF 보정인자 

(식 A-4) 

이러한 경로를 통한 중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계 영역밖의 오염으로 인한 일반인 

피폭량이 앞에서 정의한 입력조건과 적절한 일반 분산/침착 변수 및 선량보정계수를 이용하 

여 각각의 조사 모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Dcon ’ DCF con N X Source Streηgth~ARFiXRFiXLPFiX (xt/ Q) con (식 A-5) 

X V dN /C1 .6x15x10000) 

여기서 

Dcon i = 오염에 의한 선량 [rem!yr] 

DCF con N = 선 량 보 정 계 수 [rem!yr/Ci/ gm] 

(xt/ Q) con 경계밖 특정지점에서의 단위 방출량당 집적 농도 [tνm3] 

(1. 6x 15 x 10000) 단위 면적당 표층 15cm 두께의 토량 무게 [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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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보정계수 (NRC, 1994a)는 해당지역에서 식물의 성장 표층수의 섭취등을 포함하는 주거 

이용에 대한 연간선량이다. 집적 농도는 200 m 거리와 자연평형조건을 가정하여 공식에 따 

라 평가되었다. 200m 거리란 선량보정계수가 실제 지표면적에 해당하는 선원으로 기여되는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xt/ Q) con = 1/(π ðyðzU) l.lE-3 sec/m3 (3E-7 hr/m3
) 

여기서 

Oy = 횡 방향 분산 ::: 17 m 

Oz = 수직방향 분산 ::: 8.6 m 

U 풍속 ::: 2m/sec ::: 7.2E3 m!h 

침착 속도는 1E-2 m/sec (3.6 m!h)로 정하였고 이것은 2 m/sec 바람에서 요오드분자 

(NRC, 1994b)에 대한 50 % 평가기준이며 입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표면의 제곱미터당 토양 무게를 결정할 때 상용되는 값 1.6 은 토양의 밀도이고 15 cm는 

적절히 가정된 깊이이다.(NRC 1994a에서 인용) 

최종 결과식에서 사용된 각종 변수들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언급된다. 

A.2 최종 변수 

A.2.1 선량 보정 계수 

앞의 식들에서 사용된 선량보정계수들은 직적 구하거나 다음의 발표된 자료들로부터 계산된 

것이다. 요주의 대상 핵종에 대한 값은 표 A-1에 제시하였다. 

점선원으로부터의 외부 박사서 

1 m 거리에서 선량률은 UPPHS (1970)과 Shleien(1992)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감마 

선 방출 핵종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핵종이 방사성핵종이 되는 핵종에 대해서는 두가지 다 

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 (1) 자핵종이 다른 핵종으로 붕괴한다면， 이것은 선량률 계산에 포 

함되었다. 그리고 (2) 자핵종이 세 개 이상의 방사성 딸핵종을 갖는다면， 그 자핵종의 경우 

한가지 경우만이 선량률 계산에 사용되었다. 양전자 방출체에 의한 쌍소멸 방사선도 계산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양전자의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에너지 베타입자의 기여 또한 

ICRP 38 CICRP，1983)의 평균에너지를 기준으로 포함하였다. Am-241/Be 중성자 선원의 경우 

는 유효외부선량 보정계수를 밀봉선원과 기기 규제 (Sealed Source and Device Registry, SS 

& DR)에 있는 자료로부터 구하였고 이 것은 감마와 중성 자 선 량 모두를 의 미 한다.(ORN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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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 Dose ConversÎon Fadors 

Nuclide Half-L.lfe External 
(hr) (rem/hr/Ci at 1 m) 

Ag-IIOm 6.00E+03 3.14E-OI 

Am.24 I 3.79E+06 2.03E-OI 

Au-198 6.47E+OI 2.90E-OI 

Ba-133 9.22E+04 4.60E-OI 

C-14 S.02E+07 O.OOE+OO 

Ca.4S 3.9IE+03 2.99E-08 

Cd.109 1.I 1E+04 1.84E-OI 

Ce-141 7.80E+02 7.32E-02 

Ce.144 6.83E+03 2.33E-02 

Cf.252 2.3 I E+04 1.40E-OI 

CI-36 2.64E+09 O.OOE+OO 

Cm.244 l.59E+05 6.40E-02 

Co.60 4.62E+04 1.32E+OO 

Cr-51 6.6SE+02 1.60E-02 

Cs-134 1.81E+04 9.99E-OI 

Cs-137 2.64E+05 3.30E-OI 

Fe-55 2.39E+04 O.OOE+OO 

Fe.59 1.07E+03 6.40E-OI 

Gd-153 5.80E+03 I.72E-OI 

Inhalation Ingestion Submerslon Contamlnatlon 
(rem/Ci Inhaled) (rem/Ci Ingested) (rem/hr/Cilm l

) (rem/y r/Cilgm) 

8.03E+04 I.08E+04 1.8 I E+03 3.72E+09 

4.44E+08 3.64E+06 I.09E+OI 8.20E+09 

3.28E+03 4.22E+03 2.S8E+02 9.72E+06 

7.8 I E+03 3.40E+03 2.37E+02 O.OOE+OO 

2.09E+03 2.09E+03 2.98E.03 1.80E+07 

6.62E+03 3.16E+03 1.1 SE-02 2.S7E+07 

1. 14E+OS 1.3 IE+04 3.92E+OO 5.66E+07 

8.9SE+03 2.90E+03 4.57E+OI 1.70E+07 

3.74E+OS 2.10E+04 1.1 4E+OI 9.87E+07 

1.57E+08 I.08E+06 6.74E-02 2.30E+09 

2. 19E+04 3.03E+03 2.97E-Ol 8.9IE+09 

2.48E+08 2.02E+06 6.S4E-02 4.40E+09 

2.19E+05 2.69E+04 1.68E+03 5.06E+09 

3.34E+02 1.47E+02 2.0IE+OI O.OOE+OO 

4.63E+04 7.33E+04 I.OIE+03 3.06E+09 

3.19E+04 5.00E+04 1.03E-OI 1.40E+09 

2.69E+03 6.07E+02 O.OOE+OO 1.3SE+06 

1.48E+04 6.70E+03 7.95E+02 4.69E+08 

2.38E+04 1.1 7E+03 4.94E+OI 6.14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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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 (Continued) 

Nudide Half-Life 
(hr) 

H-3 1.088+05 

1-125 1.448+03 

1-129 1.388+11 

1-131 1.938+02 

Ir-192 1.778+03 

Kr-85 9.408+04 

Mn-54 7.498+03 

Mo-99 6.598+01 

Mo-Tc. 6.598+01 

Nb-95 8.398+02 

Ni-59 6.668+08 

Ni-63 8.76E+05 

P-32 3.43E+02 

P-33 6.07E+02 

Pb-210 1.95E+05 

Pd-103 4.088+02 

Pm-147 2.30E+04 

Po-210 3.32E+03 

Ex‘ernal 
(rem/hr/Ci at I m) 

0.008+00 

2.708-01 

1.258-01 

2.808-01 

5.80E-。’

4.008-03 

4.70E-01 

O.OOE+OO 

1.238-01 

4.808-01 

O.OOE+OO 

O.ooE+OO 

O.OOE+OO 

O.OOE+OO 

2.52E-01 

2.308-01 

3.00E-06 

O.OOE+OO 

Inhalation Ingeslion Submerslo l1 Contaminatlon 
(rem/Cllnhaled) (rem/Cllnges‘ed) (rem/h r/Cilm J) (rem/yr/Cilgm) 

6.408+01 6.408+01 0.008+00 3.628+07 

2.428+04 3.858+04 6.958+00 3.608+07 

1.748+05 2.768+05 5.068+00 3.558+10 

3.29E+04 5.33E+04 2.42E+02 2.76E+07 

2.828+04 5.74E+03 5.218+02 4.938+08 

0.008+00 0.008+00 1.598+00 0.008+00 

6.70E+03 2.178+03 5.458+02 1.238+09 

3.968+03 5.03E+03 9.708+01 5.888+06 

3.998+03 5.098+03 1.758+02 6.118+06 

5.818+03 2.578+03 4.988+02 2.4 18+08 

2.7 1 E+03 2.108+02 0.008+00 7.358+05 

6.29E+03 5.17E+02 O.OOE+OO 2.0 1 E+06 

1.55E+04 8.17E+03 1.32E+OO 1.12E+07 

2.32E+03 9.188+02 1.108-02 3.19E+06 

1.36E+07 5.37E+06 7.5IE-01 1.61E+10 

1.57E+03 7.88E+02 1.02E+00 1.14E+04 

3.928+04 1.05E+03 9.23E-03 2.06E+06 

9.40E+06 1.90E+06 5.548-03 1.36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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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 (Continued) 

Nucllde Half-Life External Inhalation Ingestion Submersion 
(hr) (rem/hr/Ci at I m) (rem/Ci ‘nhale‘J) (rem/Ci ingested) (rem/hr/Ci/ml

) 

Rb-86 4.48E+02 5.40E-02 6.62E+03 9.36E+03 6.4 IE+01 

Ru-106 8.94E+03 1.70E-0 I 4.77E+05 2.74E+04 O.OOE+OO 

S-35 2.09E+03 O.OOE+OO 2.48E+03 7.33E+02 3.24E-03 

Sb-124 1.44E+03 9.80E-01 2.52E+04 1.0 1 E+04 1.22E+03 

Sb-125 2.42E+04 O.OOE+OO 1.22E+04 2.81E+03 2.69E+02 

Sc-46 2.0 1 E+03 1.09E+OO 2.96E+04 6.40E+03 1.33E+03 

Se-75 2.88E+03 8.60E-01 8.47E+03 9.62E+03 2.46E+02 

Sm-151 7.88E+05 O.OOE+OO 3.00E+04 3.89E+02 4.81 E-04 

Sn-113 2.76E+03 O.OOE+OO 1.07E+04 3.08E+03 5.09E+OO 

Sr-85 1.56E+03 7.60E-01 5.03E+03 1.98E+03 3.22E+02 

Sr-89 1.21E+03 8.00E-05 4.14E+04 9.25E+03 l.03E+OO 

Sr-90 2.55E+05 O.OOE+OO 1.30E+06 1.43E+05 l.OOE-O 1 

Sr-90Bb 2.55E+05 1.00E-03 O.OOE+OO O.OOE+OO O.OOE+OO 

Tc-99 1. 87E+09 4.60E-07 8.33E+03 1.46E+03 2. 16E.02 

Tc-99m 6.0IE+OO 1.23E.OI 3.26E+OI 6.22E+01 7.85E+OI 

TI-204 3.3IE+04 I.OOE.03 2.4 1 E+03 3.36E+03 7.45E.01 

Xe- \33 1.26E+02 l.OOE-OI O.OOE+OO O.OOE+OO 2.08E+01 

Y.90 6.4IE+01 O.OOE+OO 8.44E+03 1.08E+04 2.53E+OO 

Zn-65 5.85E+03 2.70E-OI 2.04E+04 1.44E+04 3.86E+02 

a. Combine DCFs for TC.99m in equilibrium with Mo.99 
b - Effective external dose conversion factor including Bremss‘rahlung radiation. See Section 3.11 .4. 

Contamination 
(rem/yr/Cilgm) 

1.7 I E+07 

3.74E+08 

1.07E+07 

9.48E+08 

7.76E+08 

1.39E+09 

3.27E+08 

9.30E+05 

O.OOE+OO 

2.78E+08 

5.90E+06 

1.32E+09 

O.OOE+OO 

2.86E+08 

2.30E+05 

O.OOE+OO 

O.OOE+OO 

1.02E+05 

1.23E+09 



홈엽과 섭취 

홉입과 섭취에- 대한 선량변환계수는 최대 선량을 유발하는 폐의 배기수준에 대한 미국환경 

보호국(EPA) 주정부 지침 보고서 11호 (EPA, 1988)로부터 구하였다. 

코효논출 

구름노출에 대한 선량보정계수는 EPA 주정부 지침 보고서 12호 (EPA, 1993)에서 구하였다. 

외곽지역 오혐 

위에서 언급한데로 오염된 대지로 부터의 연간 선량은 NRC 1994에서 구하였고 이것은 대 

지를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외부 쪼임， 홉입， 섭취， 물섭취등의 모든 경로로부터 오는 선 

량을 포함하고 있다. 

A.2.2 공기중 방출율(airborne release fraction) 

공기중 생성물이 되어， 사고시 호홉가능한 크기로 존재하는 선원의 비율은 식 A-2의 ARF 

x RF 항이다- 이 결합된 형태의 곱에 대한 문헌들로부터 얻어진 값들을 표 A-2에 선원별 

로 선원 종류와 방출 원인이 대한 범주에 따라 표시하였다. 중간 또는 최상으로 평가된 수 

치는 제시되었다. 

A.2.3 누셜 경로 인자(Leak path factors) 

1.0 이란 값은 포장이나 용기이외에 다른 방어벽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방출이 발생한 

방밖에서의 피폭의 경우 HVAC/필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 역시 1.0 이란 값이 사용되었 
다. HVAC/펼터가 존재한다면 시스템만의 값이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된다. 고체선원에 대 

한 제한기능설정이 유실되거나 누설이 되지만 용기나 운반 포장내에 남아 있고 그 물질을 

배출할 만한 알려진 어떠한 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0.01 이란 값이 사용된다. 

A.2 .4 공기중 농도와 확산 

식 A-2의 xνQ 항은 피폭자에 의해 흡입되는 시간에 따라 누적된 공기중 농도이다. 여기서 

x 농도 (Ci/m3
) 

t = 시간 (hr) 

Q = 방출된 량 (Ci) 

방사능이 체적， V(m3)의 방안으로 방출되고 피폭자가 T(hr), 시간동안 방에 있는 다는 단순 

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계수를 산출하는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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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기 체 방출분율 

선원형태 

방출원인 산개된 부서지기 HEPA 폐 기 jni1- -τil 

기체 액체 二D그 「각? 
τtrj n 己L 쉬운 고체 펼터 i I그~ 

단순 흘림/ 
1.0 3E-51 2E-42 1E-43 0 lE-24 1E-45 3m이하의 높 

강t느~g 이에서 

핵종의 증기 

압에 따라 다 

화재 1.0 1E-26 2E-37 lE-3 1E-4* lE-48 8E-59 름. 비휘발성 

및 무반응성 

물질에 대한 

것임 

가압 액체 
lE-41O 가압파이표의 

의 배출 파소L--c 。

흘린뒤에 4E-7새r(내부 )11 

부유상태 9E-5/hr(토양층밖)13 

로 유동 4E-6(웅덩 이 밖)14 

발열반웅 가압액체의 배출경우 3E-415 

파손이나 
단순 흘림 경우 적용 

단순흘 
1E-316 1E-6‘ 

긁힘 
1.0 

립 적용 
」

* - 초기에 사용된 기본값. 기여한다연 보다 확장된 연구사 필요하다 
a - 방출율은 비밀봉 선원 또는 포장이 손상될 정도로 방출 원인이 심각한 곳의 밀봉선원. ANSI N43.6 (ANSI, 

1997)의 최소요구조건올 만족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3m 높이에서 낙하에 손상되지 않는다. 

1 - 중앙값 mOE, 1994) p. 3-4. 

2 - 중앙값 mOE, 1994) p. 4-9 

3 - mOE, 1994) 3 m 높이 대한 식 4-9 

4 - 경 계 값 mOE, 1994) p. 5-8. 

5 - 경 계 값 mOE, 1994) p. 5-4 

6 - DOE (1994)의 경계값올 근거로 평가한 것 : 2E-3 (끓는 수용액) p. 3-1 , 2E-3 (가압 용액의 배출) p. 3-3, 

6E-2 (수용액 또는 금속위에서 대기중에 건조된 소금) p. 3-6 

7 경계값 - 저압에서 압축분말의 배출 mOE, 1994) p. 45-8 

8 경 계 값 mOE, 1994) p. 5-7. 

9 중앙값 mOE, 1994) p. 5- 1. 

10- 경 계 값 mOE, 1994) p. 3-2 

11 - 경계값 mOE, 1994) p. 3-5 

12 - 경 계 값 mOE, 1994) p. 4-10. 

13 - 경 계 값 mOE, 1994) p. 3-5. 

14 - 경 계 값 mOE, 1994) p. 3-5. 

15 - DOE (1994)의 경계값을 근거로 평가한 것 : 3E-4 (Pu의 자기유지 산화물) p. 4-20, 1E-3(u 금속산화물) 

p. 4-3. 

16 - 단일 얄갱이 형태로 3m 닥하한 경우의 10배 (즉 30 m에서 낙하) 이 충격에너지는 4,5 둥급 밀몽 선원에 

대한 ANSI N43.6 (ANSI. 1997)의 행위시험요건을 초과한다 

xt/Q = T/V (hr/m3) (식 A-6) 

이 식은 시간 T， 동안 환기율이 작은 경우등 임의의 상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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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반적인 관계식은 

xtlQ = (1- e kηIVk 

여기서 k는 배기분율(l재r)이다. 

대표적인 체적과 배기율은 다음과 같다. 

창고 

저장소 또는 화물하적장 

실험실 

주택 

체적 (m3
) 

3000 

300 

180 

450 

(식 A-7) 

배기율 (/hr) 

4 

6 

l 

방출체에 근접해 있는 작업자의 경우 그들이 피폭되는 초기 농도는 선원 알갱이를 둘러싸 

고 있는 피폭자의 위치 함수인 높이와 반경으로 표현되는 실린더 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자가 선원알갱이에 “근접"(주변 1 m이내)해서 그 지역을 범어날 때까지 1분 

간 머물렀다면 유효집적농도는 

xtl Q = l( min)1 60( min I hr)x πx1 2(m2)x2(m) = 2.7E-3 hγ1m3 

선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경우， 대기의 확산이 농도를 결정한다. 하류쪽의 농도는 표준 

대기 확산 방식 (AEC， 1968 과 EPA, 1970)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원으로부터 

중심축， 지상 높이에 있을 경우(AEC， 1968, p404) 시간적분농도(또는 피폭량)는 

xtlQ = 1/π (Jy (Jx μ 

여기서 (Jy (Jx = 배기 구름의 수평 및 수직방향의 표준 편차 (m2
) 

u = 평균 풍속 (nvhr) 

(식 A-8) 

방이나 제한된 공간으로 보기는 부적절한 중간 거리에서는 확산에 대한 자리수 매김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대체로 점선원보다는 

초기 크기를 갖는 낮은 농도를 갖는 선원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한 방식으로 가상선원기 

법(EPA， 1970, p39-40)은 가상적인 점선원 방출이 초기 실제 방출의 구름크기를 형성하기 

까지 진행해야만 하는 거리를 평가하는 것과 횡방향 확산변수를 평가할 때 이 거리를 실제 

거리에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의 적용 예는 인용된 참고문헌을 보기 바란 

다. 

또 다른 기법은 방출이 되는 중인 건물 크기의 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NRC,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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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Q = 1/(π O'y O'x + A/2) μ (식 A-9) 

여기서 A = 건물의 단면 크기 (m2
) 

이 관계식에서 단면적을 방출되는 방사능의 개방된 면적 또는 임의의 초기 크기에 대해 가 

정된 앞 면적으로 설정된다면， 결과는 시간적분농도에 대한 평가가 된다. 

A.2.5 섭취 

선원물질의 섭취는 방호 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또는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 주 

의조치의 실패로 인한 제한조치의 실패와 출입관리의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식 A-3 

에서 섭취에 대한 항이 액체 방출에 대한 것이었던 반면에 경로가 반드시 액체의 섭취를 내 

포하지는 않는다. 섭취는 입으로 자주가는 손에 있는 먼지 또는 가루에 의해서 가능하다. 

용액을 엎지르는 것은，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가 섭취할 수 있는 정도로 가 

정할 수 있는 엎질러진 선원의 정도는 1E-4 (IAEA, 1990)이다. 식 A-3에서 액체 부피를 다 

소비한 경우를 1.0 그리고 액체희석율을 1E-4로 하면 수정된 결과를 얻을 것이다. (?) 모든 

선원을 엎지르지는 않거나 수용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경우라면 가정된 분율은 액체 방출율 

의 입력자료로 충분하다. 

틈새를 통한 누설이 발생한 밀봉선원이나 망가진 밀봉선원의 경우 섭취된 용량은 방출되어 

작업환경을 오염시킨 용량의 1E-4 정도이다. 밀봉된 선원이 기기， 용기， 및 임의의 포장내에 
보관되어 었다면 액체 방출율의 수치는 ARF와 같다고 가정한다. 차폐 및 제한 모두 몇가지 

화력적인 사건에 의해 파괴된다면 선원이 고체금속이고 쉽게 확산되지 않는 선원일 경우에 

액체방출율은 ARF의 100배라고 가정한며 선원이 쉽게 확산이 된다면 1.0으로 설정한다 

일반인들이 섭취에 의한 피폭을 입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다. 일반인 수용자로 하 

여금 오염된 물질의 섭취가 가능한 지역에 위치할 수 있는 출입관리의 실패 및/또는 적합한 

방사선방어훈련을 따르지 않는 상황의 경우， 섭취율을 1E-5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와 같은 접근 방식이 사용된다. 

A.2.6 구름노출선량 유한구름보정언자 

분석에서 사용되는 구름노출 선량보정인자는 반무한 구름(EPA， 1993)에서 단위체적 (m3)당 
Ci에 대한 피폭시간당 rem으로 표시된다. 실제로 수용자와 대부분의 관심있는 피폭 시나리 

오에서 구름은 확장된 무한공간보다 매우 작다. Slade 보고서 “기상학과 원자력 에너 

지 "(AEC， 1968)의 그림 7.16에서 감마에너지와 구름 크기(횡방향 표준편차)의 함수로서 무 

한 구름 선량에 대한 유한 구름 선량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다음의 가정 

된 유한 구름 보저인자를 산출하였다. 

구름 크기(직경) 

1 to 2 meters 

A-ll 

Correction Factor 

0.01 



3 to 7 meters 

8 to 13 meters 

14 to 25 meters 

0.04 

0.07 

0.16 

구름노출 선량이 항상 총 선량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 

다. 위의 인자는 근사적이고 보수적인 값이다. 

A.2.7 오염된 물웅덩이로부터의 선량 

확실한 상황은 선량이 물웅멍이안에 흩어져 있는 선원으로부터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웅덩이 가장자리의 선량을 평가하기위해 점선원 계산에 적용할 유효 

선량 감소인자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정부 지침보고서 12호 (EPA, 1993)은 무한 깊 

이로 오염된 토양에 노출되는 선량 계수를 제공한다. 이러한 계수와 물과 흙의 밀도비 0.6) 

을 곱하면 물웅덩이 위에서의 피폭을 알 수 있다. 이 값의 반은 웅덩이 표면 가장자링서의 

피폭이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몇몇 핵종에 대한 외부 피폭계수의 값들은 다음과 같다. 

핵종 선 량 계 수 (DCFp∞，) 

(rem/hr )/( Ci/m3
) 

1-131 0.124 

Co-60 0.928 

Cs-137 0.206 

Am-241 0.0025 

Au-198 0.133 

유효 DRF (웅덩이 전체의 선원강도와 등가한 선원으로부터 1m 거리에서의 선량에 대한 웅 

덩이 가장자리에서의 선량의 비로 정의된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DRF = DCF POOI /( VxDCF ext) 
여기서 v = 웅덩이 부피 (m3

) 

A.3 방사성 핵종 스크린 

평가된 이차생성물시스템중의 많은 것들이 넓은 범위의 선원강도를 가지는 상당수의 핵종을 

활용하고 있다. 많은 경우들 중에서 다른 것들이 무시할 만 하더라도 단지 한 피폭경로 (외 

부， 홉입 또는 섭취)도 중대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 핵종과 위해도발생의 중요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 경로를 정의하는 어떤 방법을 갖는 것이 유용하다. 사용된 방 

법을 아래 기술하였다. 

위에서부터 결정된 것처럼， 특정한 핵종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해도는 핵종의 방사학적 

성질(경로에 선량 보정계수) 그리고 사용횟수당 선원강도와 연간 사용횟수로 표시되는 그 

용도 또는 유사한 빈도수 및 수량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사당히 많은 핵종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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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곳에서 주어진 시스템에서 핵종의 중요도는 실제적인 최대 선원강도 그리고 사용 빈도 

수를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피폭 가정을 이용하여 경로에 따른 선량에 따라 등급이 매 

겨진다. 피폭 가정은 Storm (1994)이 보고서에서 기록한 역사적인 이차 생성물 사건의 분석 

에 근거한다. 이 분석은 사고로부터 피폭의 95에서 99%가 관련된 선원으로부터 1 m 지점 

에서 100 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외부피폭 그리고 고체 선원의 경우 선원의 1E-4에 해당하 

는 정도를 섭취한 것과 같은 내부피폭과 같음을 알려주고 있다. 기체 형태의 선원의 경우， 

최대 섭취는 2E-2 이었다. 

선량은 각 시스템에서 정의거나 사용된 핵종들 각각에 대한 앞에서의 가정을 이용하여 계산 

되었다. 각 시스템에 대해서 핵종과 경로에 의해 결정된 결과는 사용빈도수 가중선량을 고 

려하여 위해도 발생에 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고 사용빈 

도수에 관계없이 최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을 정의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 

서 시스템 위해도는 위해도중심의 핵종과 결과중심의 핵종에 대해서 계산되었다. 

A.4 부적절하게 폐기되거나 분실， 도난된 선원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해도 

A .4.1 모텔 

이차생성물질-선원은 면허자의 부적절한 폐기 또는 분실， 도난등에 의해 일반인 구역에 그 

것들이 유입되도록 한 결과로서 일반인에 대한 피폭을 유발할 수 었다. 일반인 구역에 유입 

되는 선원의 우의성은 선원과 사용된 기기의 물리적 특성 및 적절한 폐기에 대한 면허자의 

관심，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하지 못한 주의， 선원 및/또는 기기의 명백한 가치등의 함수이다. 

결과가 매우 심각한 각 시스챔에 대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평가되었다. 

일반인 구역에 선원이 유입된다고 하면 엄청난 장소에서 발견될지 모르며 많은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 방사선피폭을 유발할지 모른다. 그림 A-1는 일반인 구역으로 유입되는 서로 

다른 방사선 피폭 시나리오를 묘사한 사건 수형도이다. (각 가지와 결과에서 그 숫자는 사 

건 및 결과의 확률이고 A4.2절에서 논의된다. ) 

일반인구역으로 선원이 유입될 때 네 가지 가능한 귀착점이 있다. 

a.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상태 

b. 매립지 

C. 지방도시 소각로 

d. 재활용을 위한 야적장 

b에서 d까지로 귀착되는 경우는 방사선 감시가 적어도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되어 왔고 검 

출을 통해 선원을 발견 허가자 또는 대웅한 기관에 반화 되었다. 발견되지 않고 위험한 것 

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변， 선원이 그것의 차폐， 존재하는 경우， 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이러 

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한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오염의 확산이 발생한다. 차 

폐가 유실되기 전에는 제한 기능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재활용 시나리오 

에서는 선원이 고칠 수집상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는 다면 용광로로 들어가지 전에 제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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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분실 초기 목적지 
발견 및 

차폐 보전 제한보전 
제련소에서 

Ref 
회수 발견 결과 

# 
To Disc S C DiscD 

차례보전 
0.04 

.8 

출입가능 선원보전 
2 O 어99 

05 차폐기능상실 .99 

.2 제한기능상실 
3 oα)(J.l 

.01 

발견 4 0.3 
.5 

매립지 차폐보전 5 0.27 

.6 발견안됩 .9 

.5 선원보전 6 0.0297 

차폐기능상실 .99 

제한기능상실 7 0.0003 

.01 

발견 8 0.24 

1 .8 

소각로 차폐보전 9 0.054 

.3 발견안됩 .9 

.2 선원보전 10 0.00594 

차폐기능상실 99 

.1 제한기능상실 11 0.00006 

.01 

발견 12 0.045 

.9 발견 

재활용 차례보전 8 13 O.αXl8 

.05 .2 용해 

.2 14 0.0002 

발견안됨 발견 

1 선원보전 .95 
15 0.00342 

.9 용해 

차폐기능상실 .05 
16 0.00018 

.8 발견 

제한기능상실 .95 
17 O.αXl38 

.1 용해 
18 0.00002 

.05 

그림 A-1. 일반인 지역으로 유입된 선원에 의한 다양한 방사선피폭 시나리오 

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귀착점의 경우에도 검출이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모델은 

단지 최소한 초기 검출이 없었거나 방사선 위험의 존재가 인식된 상황만올 고려한다. 

그림 A-l에서 과정 모두는 출입관리기능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선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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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곳에서 주어진 시스템에서 핵종의 중요도는 실제적인 최대 선원강도 그리고 사용 빈도 

수를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피폭 가정을 이용하여 경로에 따른 선량에 따라 등급이 매 

겨진다. 피폭 가정은 Stonn (1994)이 보고서에서 기록한 역사적인 이차 생성물 사건의 분석 

에 근거한다. 이 분석은 사고로부터 피폭의 95에서 99%가 관련된 선원으로부터 1 m 지점 

에서 100 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외부피폭 그리고 고체 선원의 경우 선원의 1E-4에 해당하 

는 정도를 섭취한 것과 같은 내부피폭과 같음을 알려주고 있다. 기체 형태의 선원의 경우， 

최대 섭취는 2E-2 이었다. 

선량은 각 시스템에서 정의거나 사용된 핵종들 각각에 대한 앞에서의 가정을 이용하여 계산 

되었다. 각 시스템에 대해서 핵종과 경로에 의해 결정된 결과는， 사용빈도수 가중선량을 고 

려하여 위해도 발생에 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고 사용빈 

도수에 관계없이 최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을 정의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 

서 시스템 위해도는 위해도중심의 핵종과 결과중심의 핵종에 대해서 계산되었다. 

A .4 부적절하게 폐기되거나 분설， 도난된 선원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해도 

A .4.1 모텔 

이차생성물질-선원은 면허자의 부적절한 폐기 또는 분실， 도난등에 의해 일반인 구역에 그 

것들이 유입되도록 한 결과로서 일반인에 대한 피폭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인 구역에 유입 

되는 선원의 우의성은 선원과 사용된 기기의 물리적 특성 및 적절한 폐기에 대한 면허자의 

관심，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하지 못한 주의， 선원 및/또는 기기의 명백한 가치등의 함수이다. 

결과가 매우 심각한 각 시스챔에 대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평가되었다. 

일반인 구역에 선원이 유입된다고 하면 엄청난 장소에서 발견될지 모르며 많은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 방사선피폭을 유발할지 모른다. 그림 A-1는 일반인 구역으로 유입되는 서로 

다른 방사선 피폭 시나리오를 묘사한 사건 수형도이다. (각 가지와 결과에서 그 숫자는 사 

건 및 결과의 확률이고 A4.2절에서 논의된다.) 

일반인구역으로 선원이 유입될 때 네 가지 가능한 귀착점이 있다. 

a.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상태 

b. 매립지 

c. 지방도시 소각로 

d. 재활용을 위한 야적장 

b에서 d까지로 귀착되는 경우는 방사선 감시가 적어도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되어 왔고 검 

출을 통해 선원을 발견 허가자 또는 대웅한 기관에 반화 되었다. 발견되지 않고 위험한 것 

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선원이 그것의 차폐， 존재하는 경우， 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이러 

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한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오염의 확산이 발생한다. 차 

폐가 유실되기 전에는 제한 기능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재활용 시나리오 

에서는 선원이 고철 수집상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는 다면 용광로로 들어가지 전에 제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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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분실 초기 목적지 
발견 및 

차폐 보전 제한보전 
제련소에서 

Ref 
회수 발견 결과 

To Disc S C DiscD 
# 

차폐보전 
1 0.04 

.8 

출입가능 선원보전 
2 0.0099 

.05 차폐기능상실 99 

.2 제한기능상실 
3 0.0001 

.01 

발견 
4 0.3 

.5 

매립지 차폐보전 5 0.27 
.6 발견안됨 .9 

.5 선원보전 6 0.0297 

차폐기능상실 99 

제한기능상실 7 0.0003 

.01 

발견 8 0.24 

1 .8 

소각로 차례보전 9 0.0딩 

.3 발견안됩 .9 

.2 선원보전 10 0.00594 

차폐기능상실 .99 

.1 제한기능상실 11 0.00006 

.01 

발견 12 0.045 

.9 발견 

재활용 차혜보전 8 13 0.0008 

.05 .2 |용해 
.2 14 oα)()2 

발견안됨 발견 

.1 선원보전 .95 15 0.00342 

.9 용해 

차폐기능상실 .05 
16 0.00018 

.8 발견 

제한기능상실 .95 
17 oα)떠8 

.1 용해 
18 0.00002 

.05 

그림 A- l. 일반인 지역으로 유입된 선원에 의한 다양한 방사선피폭 시나리오 

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귀착점의 경우에도 검출이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모텔은 

단지 최소한 초기 검출이 없었거나 방사선 위혐의 존재가 인식된 상황만을 고려한다. 

그림 A-l에서 과정 모두는 출입관리기능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선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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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절차없이 접근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정 1에서 3는 고유한 것이고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안전 함수 상실 용어를 사용하여 그것들이 과정 Al , AlS와 AlSC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Al은 출입관리기능 상실모댈이고 S는 차폐기능상실， C는 제한 기능상실이다. 

표 A-3 가능한 피폭 시나리오 

과정 설계 (그림 A-l의 과정) 

수용자(피폭체) 
차폐 및 선원보전， 출입관리 및 차폐기능 출입관리， 차폐， 선원 
출입관리기능상실 상실， 선원보전 보전기능상실 

공공 기기/선원 Al AlS AlSC 
수령인 0) (2) (3) 
폐기물/재활용 A2 A2S A2SC 
수집인 ( 4,5,8,9.12) (6,10) (7,11) 

야적장 작업자 
A3 A3S A3SC 
(3) (5) (7) 

제련소 작업자 
A4SC 

04.16.18) 

과정 4, 8, 12와 5, 9는 각각 선원이 즉 많은 양의 다른 물질과 함께 초기에 작업자에 의해 

잘 유지되고 그리고 발견된다면 선원을 다시 분리시키거나， 또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 매립 

지 또는 소각로로 폐기된 상황을 말한다. 폐기물 수집상에 대한 피폭은 매립지 및 소각로 

가동시 이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피폭보다 클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가동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가지 과정은 과정 A2로 한데 묶어， 함께 분석할 것이다. 유사하게 과정 

6과 10도 과정 A2S로 묶여 지 고 과정 7과 11은 과정 A2SC로 묶여 진다. 

마지막으로 과정 14, 16, 18은 결국 제련소에서 선원이 녹게되어， 모두 비슷한 결과가 된다. 

그것들은 과정 A4SC로 부르기로 한다. 

위의 논의에 따라 분실된 선원에 대한 107ij 의 가능한 피폭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 이것들 

은 표 A-3에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A .4 .2 확률 

그립 A-l은 선원을 분실했을 때 각 과정별 확률 결과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가정된 확률을 포함하고 있다. 이 확률들은 선원분실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과 매우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다. (Lubenau, 1995, Lubenau, 1998, Stonn, 

1994) 10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관계된 결과변수에 따라 표 A-3에 요약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선원에 대한 분율은 합리적이지만 거의 보수적인 값이다. 재활용 

율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기기 2957ij 중어11 167ij 가 (5%) 최종적으로 고철이 된다고 보고한 

Lubenau( 1995)의 관찰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근거로 하였다. Lubenau(998)는 1993년부터 

1997년 6월까지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발견된 18127ij 의 사건중에 127ij 의 경우가 방사성물 

질을 녹이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확률 0.007은 표 A-4와 그림 A-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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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확률 요약 

과정 확률 
피폭 기간 선원으로부터 기체생성물 섭취부피와 액체 J 

(hours) 거 리 (meters) 희 석 계 수 (hr/m3
) 희석계수의 곱 

A1 0.04 740 3 

A1S 0.01 740 3 

A1SC 0.0001 740 3 2E-3 1E-4 

A2 0.91 4 2 

A2S 0.036 4 2 

A2SC 0.00036 4 2 2E-4 1E-4 

A3 0.0008 12 2 

A3S 0.0034 12 2 

A3SC 0.00038 12 2 2E-4 1E-4 

A4SCA 0.0004 25 15 (DRF=0.07) 
3E-6. 3E-5 

(ARF * LPF=1E-3) (LRF=lE-3) 

0.008 (0.0004/0.05)와 적 절히 맞는다. 

차폐의 경우， 조각내고 찌그러뜨리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차폐기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되는 재활용 작업을 제외하고는 상태를 유지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사건보고서에 근거하여) 고철을 조각내고 찌그러뜨리는 과정중에도 대부분의 경우 선원은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련소로 옮겨진뒤에는 차폐 및 제한 기능 

이 완전히 손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러 가지 선원분실과정의 조건부 확률이 실제 시스템에 관련되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선원 

이 분실되는 확률이 각 시스템별로 결정되는 반면에 표A-4의 조건부 확률은 각 시스템에 

대해 모두 같다. 그것들을 시스템에 따른 개별적인 값으로 만드는 것은 손쉽게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이런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A.4.3 결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방사선피폭량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는 분실선원에 대한 선행 분석 

및 방사성물질의 재활용 영향등에 (Stonn 1994 Hill 1995) 근거한다. 사용된 포괄적인 변수들 

이 각 시나리오별로 표 A-4에서 포함되어 있다. 다른 변수들은 시스랩별 기초자료에서 결 

정되었다. 

첫 3개의 과정들의 경우， 시간과 거리는 분실 선원으로 인한 사고피폭에 대한 Stonn의 자료 

에 근거한다. 이 자료에서 1 m 지점에서 최대 등가피폭시간의 평균인 82시간이고 10 m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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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1년동안 또는 3m 지점에서 740 시간과 같이 먼거리 긴 시간동안에 가능한 평가된 

피폭에 근거한 평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3 m 지점에서 740시간은 좀더 실제적이라고 

분석되었고 활용되었다. 더 긴시간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진 핵종에 비해서 

짧은 반감기를 갖는 핵종에 의한 피폭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한 기능이 상실된다 

연 심각한 홉업이나 섭취를 동반하는 방출율은 표 A-1에서 특화되고 선정된 선원항이타. 

공기중 회석률은 450 m3 크기의 공간에 대해서 한시간에 공기간 한번씩 교체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다. (A2.4절 참조) 섭취에 관한 기본 사항은 A2.5절에서 주어진다. 

수집과 운송을 포함하는 과정들의 경우， 4시간의 소요시간 설정은 Hill 보고서에 의한 것이 

다. 반면에 작업자가 이 시간동안 트럭안에서 선원으로부터 위치할 평균 거리는 2m이다. 

공기중 희석은 초당 3m의 풍속과 1 m2 전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련소 작업자의 경우， 25시간의 소요시간 과 15 m의· 거리가 설정되었고 이것은 Hill 보고 

서에서 슬래그 작업인부에 대한 것이다. 게다가 Hill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로부터 슬래그(또 

는 飛散까)의 자체 차폐 효과가 0.07이란 값을 산출하였다. 이 것은 Co-60에 대한 경우이고 

더 낮은 에너지의 감마선에 대해서는 더 작은 값을 갖는데 평가된 모든 핵종에 대해서 이 

값이 적 용되 었다. 유사한 방식 으로 Hill 보고서 로부터 총 흡입 및 섭 취 변수를 각각 3E-9와 

3E-8로 채용하였다. 이러한 값들은 이미 적절한 방출률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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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NUREG/CR -6642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 

내용 

개론 

B.l 일반 제안 

B.2 특정 제안 

B.2.1 목적 및 범위 

B.2.2 문서작성 

B.2.3 용어 
B.2.3.1 선량분석 또는 위해도 분석 

B.2.3.2 방사성위해성 

B.2.4 방법론 

B.2.5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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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단어 내 외 ) 

방사선 기기의 취급 단계별 안전 요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위해도 정보에 근거한 

규제 요건의 도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미국 NRC의 보고서인 NUREG/CR-6642를 

중심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시스템의 직무분석， 피폭량， 사고시나리오， 위해도 분석， 

규제의 선택적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을 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를 위 

해 NUREG/CR -6642의 중요 부분을 번역하였다. 이 도출과정에서는 일반 사건수형 

도에 인적요인등을 첨가한 다이아몬드 수형도가 사용되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연 

구용 및 의료용 전자 선형가속기에 대한 위해도 평가 및 규제의 선택적 조건의 도 

출을 시도하여 정성적인 결과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각 분야별 사용자 중심으로 

수행되어 위해도에 근거한 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제적인 참여를 확보함으 

로서 향후 위해도에 근거한 규제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계속연구를 위한 세부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10단어 내외) I 방사선 기기， 안전 요건， 

NUREG/CR -6642, 직무분석， 위해도 분석， 규제조건，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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