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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목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핵종 재고량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l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팔요성 

1) 연구 개발의 최종 목적 

인도 규정상의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관한 지침안의 개발 

-연구개발의 1단계 목표 (2001년 5월 - 2002년 3월)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의 현황 분석 및 요건방향 설정 

-연구개발의 2단계 목표 (2002년 4월 - 2003년 3월) 

요건방향에 따른 핵종분석 방법의 분석 및 검토 

-연구개 발의 3단계 목표 (2003년 4월 - 2004년 2월) 

평가 대상 핵종의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안 도출 

2) 필요성 

- 국내에서 2008년부터 처분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현황 파악의 필요 

-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보완 및 개정의 필요성 대두 

-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측면의 처분 대상 폐기물내 평가 대상 

핵종의 정의 및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관한 지침의 제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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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상 폐기물의 핵종 농도에 대한 정확한 이력의 명시 요구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I차년도 연구 내용 
* 국내 원전의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분석 
* 국외 중·저준위 처분장의 운영현황 및 특성 파악 
* 핵종 재고량 평가기술의 현황 분석 및 요건방향 설정 

’ 2차년도 연구 내용 
‘ 척도인자 프로그램의 섬층 분석 
‘ 핵종분석 시스템의 하드혜어 심층 분석 
※ 국내 핵종 재고량 평가 방안 

’ 3차년도 연구 내용 
※ 평가 대상 핵종 선정 내역 재평가 

* 핵종별 평가 방법 세부 설정 
※ 평가 대상 핵종의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안 도출 

N. 연구개발 결과 

~ 처분 대상 폐기물 특성 및 국내 핵종 분석 시스템 분석 

-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파악 

- 국외 운영중인 중 · 저준위 처분장 운영현황 및 특성 파악 

- 국내 척도인자 예측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 국내 핵종분석장치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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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핵종 선정 
- 해외 사례， 장기 안전성， RI 폐기물의 세 가지 관점에서의 핵종 선정 내역에 대한 

평가 

- 기존 선정 내역의 문제점 및 추가 고려 사항에 대한 분석 및 핵종 재선정 

’ 핵종별 평가 방법 세부 설정 및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분석 
- 핵종별 평가 방법 사례 분석 측면에서 척도인자를 활용하는 해외 사례 분석 

-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별 세부 평가 방법 분석 

- 평가 대상 핵종별 척도인자 적용 가능성 및 사례 분석 

” 척도인자 방법론의 경향성 분석 
- 기존의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척도인자의 방법론과 경향성 분석 

- 척도인자 적용 방법에 따른 척도인자의 변화 및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내 방사화학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따른 척도인자 값의 변 

화 및 전체 재고량 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평가 대상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안 도출 
-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 설정에 있어 주요 고려 사항 분석 

-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안 마련 

- 척도인자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원전 발생 폐기물에 대한 주요 지침안 마련 및 고 

려 사항 분석 

v. 연구 개발 결과 활용방안 

- 국내 평가 대상 핵종 선정의 비교 자료에 활용 

- 국내 고유의 핵종 재고량 평가 체계 설정에 활용 

- 처분장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에 활용 

- 국내 처분장 안전성 검증 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에 활용 

- 인도 규정의 개선 및 보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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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Research on the Assessment Methods of Radionuclide Inventory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I.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1) Final objective 

Development of requirement and fulfillment guideline for the assessment methods 

of radionuclide inventory in wast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acceptance requirement 

Objective of 1st year 

Status analysis of assessment methods of radionuclide inventory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requirement 

Objective of 2nd year 

- Analysis and examination of assessment methods of radionuclide inventor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quirement 

Objective of 3rd year 

- Establishment of guideline for the assessment methods of the target radionuclide 

inventory 

2) Necessity 

- Plan for the operation of a low 따l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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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of complement and revision of wast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acceptance requirement 

Establishment of the assessment methods for radionuclide inventory in 

radioactive waste 

-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guideline for the assessing of the radionuclide 

inventory in radioactive waste drum 

- Necessity of explicit statement for radionuclide concentrations and total activity 

of radioactive waste 

ID.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Contents of 1st Year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LILW radioactive waste in Korean NPPs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foreign LILW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 Analysis of status of art for assessment methods of radionuclide inventory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requirement 

’ Contents of 2nd Year 

- Analysis and assessment of scaling factor evaluation program in KORI NPP 

- Analysis of methodology in hardware of radionuclide assay system in KORI NPP 

- Analysis of assessment methods of the radionuclide inventory for domestic 

radioactive waste 

’ Contents of 3rd Year 

- Reassessment of selection criteria and final selection of target radionuclides 

Establishment of detailed radionuclide evaluation methods for each target 

radionuclide 

- Development of requirement and fulfillment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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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of the assay-target radionuclide inventory 

w. RESULTS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LILW and domestic radwaste assay system 

- Comprehension of characteristics of low 없ld intermediate level solid radioactive 

waste 

Comprehension of status of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foreign cou,ntries 

- Analysis and assessment of scaling factor estimation methods in KORI NPP 

- Analysis of methodology in domestic radionucilde assay system 

’ Selection of assay target radionuclides 

- Evaluation of selection items of radionuclides in the point of foreign precedents, 

long term safety and RI wastes 

Reassessment of selection criteria and final selection of target radionuclides 

’ Detailed establishment and radionuclide evaluation methods for each target 

radionuclide and analysis of assessment methods for radionuclide inventory 

Survey of the foreign precedents using the scaling factor in the side view of 

data analysis of evaluation methods for each radionuclide 

- Detailed analysis of each assessment method for radionuclide inventory 

- Analysis of applicability and case for scaling factor method in each target 

radionuclides 

’ Trend analysis of scaling factor method 

- Analysis of the scaling factor method based on the existing foreign database and 

its trend 

- Analysis of variation and accuracy for each scaling factor evaluation method 

- Analysis of effects on the evaluation of total inventoIγ and variation of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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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lues used the domestic radiochemistry 없lalysis da ta 

’ Derivation of evaluation method for each target assay radionuclide 

- Analysis of points to be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ssessment methods 

of radionuclide inventory 

- Establishment of the guideline for radionucilde declaration method 

- Establishment of requirement and fulfillrrtent guideline for radioactive wastes 

from power plant based on scaling factor method 

V. APPLICATION 

- Comparative information for the selection of domestic assay target radionuclides 

- Establishment of radionucilde assessment system in domestic disposal facility 

- Preliminary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afety verification system of 

disposal facility for radioactive wastes 

Complement and revision of waste classification criteria 없ld acceptance 

requu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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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학기술부령 제 17호 “방사성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 79조에 

는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 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자력 

법 시 행규칙 제88조에는 폐기물을 내용물의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할 것과 

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총 방사능량 및 구설물질 등이 처분요건에 부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았다. 이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고시 제 01-32호인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인도규정(이후 ”인도 규정“)"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 처분장 

으로 이송될 때 처분대상 폐기물의 핵종 농도에 대한 정확한 이력의 명시를 명문화하 

고 있다. 폐기물내 핵종 재고량 정보는 처분안전성 연구에 있어 선원항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처분장의 처분용량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며， 처분장의 건설， 운영 및 

사후관리 등 전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 국외의 경우 이미 운영 중 

에 있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각기 고유한 핵종분석 시스템과 척도인자 

를 이용한 핵종 재고량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규제기관에서 평 

가 대상이 되는 핵종의 선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기본 지침을 통해 사업자의 운영이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국내의 경우는 처분 대상 폐기물인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인 

도 규정에 처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 

다. 특히 평가 대상 핵종에 대한 정의와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제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른 처분 대상 폐기물내의 평가 

대상 핵종의 구체적인 선정과 선정된 평가 대상 핵종별 핵종 재고량 규명 방안에 대 

한 규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핵종의 재고량 평 

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는 현실성과 경제성을 

반영하면서 사업자가 일관되고 안전성을 고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 

업자와의 원활한 교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처분장의 안전성 

이 확보 가능하게 되며， 대중의 처분장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 

이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 규정의 보완을 위한 처분 대상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드럼내의 평가 대상 핵종의 선정과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에 관한 지침안을 

설정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3차년도에 걸쳐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의 현황 

과 기본적인 요건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국내 핵종분석 방법의 대한 분 

석 및 검토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최종적인 평가 대상 핵종의 선정과 평가 대상 핵종 

의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안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차년도에는 국내 원전의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분석과 국 

외 중·저준위 처분장의 운영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핵종 재고량 평가기술의 현 

황 분석 및 요건방향을 설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국내 핵종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 측 

면에서 기존 고리원전에서 운영 중이던 척도인자 프로그램과 핵종분석 시스템의 하드 

혜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부록 1. 2 참조] 국내 핵종 재고량 평가 방 

안을 설정하였다. 3차년도에는 평가 대상 핵종의 선정 내역을 재평가하여 최종적인 

평가 대상 핵종에 대한 정성적 선정과 평가 대상 핵종별 평가 방법을 세부 설정하였 

다. 이어서 평가 대상 핵종의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처분 대상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내의 평가 대상 핵종의 선정과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에 관한 지침안을 설정을 통해 처분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신 

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핵종 재고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이를 활용한 

처분 안전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한 평가 대상 핵종 선정을 위한 비교 자료로써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종별 국내 고유의 재고량 평가 방법 설정의 비교 자료로 

써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국내 처분 대상 폐기물의 특성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3장에 

서는 처분 관점에서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드럼내 주요 평가 대상 핵종의 정성적 

인 선정 과정을 다루었다.4장에서는 핵종별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 설정 및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5장에서는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도인자 방법론의 개념과 경향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 

는 평가 대상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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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처분 대상 폐기물 현황 및 특성 분석 

제 1 절 개 요 

본 장에서는 원전에서 발생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이하“방사성폐 

기물")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기존 드럼의 발생량 및 방사능 

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후 발전소별 보관중인 폐기물 드럼의 종류와 드럼 특성에 

대 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제2 절 중 • 저준위 고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1)2)3) 

1. 원전 부지별 팩기물 관리 현황 

2001년 말 기준으로 원전 부지별 누계발생량 및 포화 예상 시기는 표 2-1과 같으 

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여기서 산출 단위는 200리터 드럼을 기준 

으로 하였다. 2001년 말 현재의 원전 내 총 저장용량은 약 10만 드럼 규모이며， 이중 

약 절반 수준인 5만 드럼을 고리 원전이 차지하고 있다. 총 누계 발생량은 2001년 말 

기준으로 58,571 드럼에 이르며， 이는 전체 저장용량의 약 59%를 차지한다. 예상 포화 

연수는 당시 건설 중인 영광 5/6호기(현재 운영 중)， 울진 5/6호기의 저장용량을 고려 

하여 산출한 것으로 울진 원전 부지가 2008년으로 가장 가깝고 고리 원전이 2014년 

으로 예상 포화년수가 가장 먼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고리 원전부지의 경우 운전연수 

가 가장 오래됨으로 인해 가장 많은 누계발생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생량 

의 약 54.1%를 차지하는 3.2만 드럼 규모임을 알 수 있다. 

1. 1. 저장관리 및 연간 발생량 

드럼에 포장된 방사성폐기물은 전용차량을 이용， 부지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로 

운송되어 폐기물 종류별 방사능 준위별로 구분되어 저장되며， 영구처분사설이 건설되 

면 그곳으로 운반되어 영구처분하게 된다. 2001년 기준으로 가동원전 16기(경수로 12 

기， 중수로 471)에서 발생된 고체방사성폐기물은 총 3，373드럼으로 고압압축을 고려할 

q 
나
 



경우 호기당 발생량은 145드럼에 이른다. 

표 2-1 원전 부지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및 예상 포화년도 (2001년 말 기준) 

고려 (4가) 50,200 840 31744 2014 

영광<6가) 23,300 840 10,238 2011 

울찬(6가) 17,400 630 11,342 2008 

9,000 450 5,250 2009 

99,900 2,760 58,574 

(단위 : 200리터 드럼) 

쥔
 

7/ 냐
 댐
 

드
 터
 

-
리
 때

 

그림 2-1 발전소 부지별 방사성 폐기물 누계 발생량 및 저장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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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별 발생량 분석 

표 2-2는 각 발전소별 방사성폐기물 누계 발생량을 나타낸 것이다. 각 발전소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농축폐액， 폐수지， 폐필터， 잡고체로 구분하였으며， 잡고체의 

경우는 가연성 잡고체와 비가연성 잡고체로 구분하였다. 이를 각각 감용전， 압축 및 

감용량， 그리고 압축 및 감용후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각 폐기물별 총방사능량 

도 나타내었다. 이때 월성의 경우 농축폐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폐수지는 vau1t내에 저 

장 중이므로 방사능을 알 수 없다(* ). 

표 2-2 발전소별 고체방사성폐기물 드럼 누계 발생량 및 방사능량 (2001년 말 기준) 

드럼 누계 발생량 (200리터 드럼 기준) 

고리 고리 월성 월성 영광 영광 울진 울진 
합계 

1발 2발 1발 2발 1발 2발 1발 2발 

농축폐액 7779 3469 3537 321 2715 226 18,047 
폐수지 1770 1263 1090 266 1526 60 2038 0 8,013 
폐필터 464 279 147 3 100 0 429 0 1,422 
잡고체 16695 9688 3325 419 6466 1636 4975 959 44,163 

가연성잡고체 10767 7337 2767 330 4931 1443 4039 669 32,283 
비가연성잡고체 5928 2351 558 89 1535 193 936 290 11,880 
감용전 누계량 26708 14699 4562 688 11629 2017 10157 1185 71 ,645 
압축 및 감용량 6592 3071 0 0 3022 386 0 0 13,071 

압축/감용후 누계량 20116 11628 4562 688 8607 1728 10157 1185 58,671 
발생량 기준 분률 34.3% 19.8% 7.8% 1.2% 14.7% 2.9% 17.3% 2.0% 100.0% 

방사능량 (TBq) 

농축폐액 4.08 7.28 2.62 2.26 3.55 0.412 20 
폐수지 213 131 * * 59 3 38.8 0 445 
폐펼터 0.86 4.9 29.6 466 1.59 0 264 0 767 
잡고체 7.42 7.26 0.42 4E-5 1.93 0.60 3.09 0.21 20.94 

합계 (선량률) 225.36 150.44 30.02 466.00 65.14 5.86 309.44 0.62 1252.89 

2. 1. 방사능적 특성 

R 

나
 



방사능량 측면에서 폐기물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전체 총 방사능 

량은 총 1,253 TBq 정도에 이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펼터로 전체의 

61.2 %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폐수지가 약 35.5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 

지를 농축폐액과 잡고체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폐필터와 폐수지가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폐필터와 폐수지가 부피 측면에서 발생량은 적으나 단위 

드럼당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림 2-3에 폐기물별 단위 드 

럼당 방사능량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때 폐기물별 드럼은 감용전의 드럼수를 사용하 

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폐기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단위 부피(드럼)당 방 

사능량은 폐필터>폐수지>농축폐액>잡고체 순으로 높았으며 폐필터와 잡고체의 경우 

단위 부피당 방사능량의 차이가 약103배에 이를 정도의 방사능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폐기물 종류별 총방사능량(총 1 ,253TBq) 

1.7% 1.6% 

그림 2-2 폐기물 종류별 총방사능량 (2001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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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농축폐액 

톨펴|수지 

口폐필터 

口잡고체 



1.00E+OO 

1.00E-01 

1.00E-02 

1.00E-03 

1.00E-04~ 
농축폐액 폐수지 폐필터 잡고체 합계 

그림 2-3 폐기물 종류별 단위 드럼당 방사능량 비교 (단위 :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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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기물 발생량 특성 

방사성 폐기물을 부피 발생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폐기물의 발생량은 200 리터 드 

럼 기준으로 감용전 71 ，645드럼， 감용후 58，671드럼에 이른다. 이를 각 폐기물별로 구 

분해보면 다음의 그림 2-4와 같다. 여기서는 감용전의 총량인 71 ,645 드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발생된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잡고체로 전체의 61.6 

%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농축폐액이 약 25.2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를 

폐수지와 폐필터가 각각 11.2 %와 2.0 %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잡고체와 농축 

폐액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잡고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부피적인 측면에서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폐기물 종류별 드럼수 총 71 ,645 드럼 

61.6% 

그림 2-4 폐기물 종류별 총 드럼수 (2001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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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잡고체의 발생 및 관리 현황 

잡고체의 발전소별 발생 현황은 다음의 그림 2-5와 같다. 총 누적 발생량은 200리 

터 드럼 기준으로 약 44,163 드럼에 이른다. 이는 부피 발생량 측면에서 네 종류의 폐 

기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가장 많은 양으로 전체의 61.6 %를 차지하고 었다. 반면에 

방사능량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의 1.7%로 농축폐액과 함께 비슷한 수준의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잡고체는 크게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구분된다. 가연성 잡고 

체 폐기물은 전체 잡고체 폐기물의 약 3/4정도에 이르는 3.2만 드럼 규모이며 나머지 

1/4가 비가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양은 고리 원전이 가장 많아서 전체 잡 

고체 폐기물의 약 60%를 차지한다. 가연성 및 비가연성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고리원 

전이 전체 가연성 폐기물의 약 56 %, 비가연성 폐기물의 70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리 원전의 운전연수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원 

전의 초기 운영시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저감화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 

문에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별로는 고리 1발， 고리 2발에 이어 영광 1 

발， 울진 1발， 윌성 1발이 발생량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진 2발 (2.2%) 

올진 1 발 (11.3%) 

영광 2발 (3.7% ) 

영광 1 발 (14.6%) 

월성 2발(0.9%) 

월성 1 발(7.5%) 

고리 2발 (21.9%) 

고리 1 발 (37.8%) 

o 

잡고체 :44,163 
가 연 성 : (32 ,283) 비 가 연 성 : (11 , 880) 

휩가연성잡고체 

• t1/7f연정잡고체 

5000 10000 15000 20000 

그림 2-5 발전소별 잡고체 발생량 및 비율 (2001년 말 : 단위 200리터 드럼) 

- 9 -



나. 농축폐액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농축폐액의 총 발생량은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약 18,047 드럼으로， 부피 발생량 

측면에서 전체의 25.2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방사능량 측면에서는 전체의 l.6 % 

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축폐액의 경우 전체적인 양은 고리 원전이 가 

장 커서 전체의 약 6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영광 1발과 울진 1발이 각각 

19，6%와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를 그 외의 원전에서 차지하고 있다. 월 

성원전의 경우는 농축폐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분류시 농축폐액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영광 2발 
1.8% 

울진 2발 
1.3% 

농축폐액 ( 18,047 드럼) 

고리 2발 
19.2% 

그림 2-6 발전소별 농축폐액 발생량 및 비율 (2001년 말 : 단위 200리터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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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수지 발생 및 관리 현황 

폐수지의 총 발생량은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약 8.013 드럼으로 부피 발생량 측 

면에서는 전체의 11.2 %를 차지하고 있지만， 방사능량적 측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35.5%를 차지하고 있다. 폐수지의 경우 울진 1발이 25.4%, 고라 1발이 22.1% , 영광 1 

발이 19.0%의 순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이어서 고리 2발과 월성 1발이 각각 15.8% 

와 13.6%를 차지하고 있다. 

영광 1 발 
19.0% 

월성 1 발 

13.6% 

폐수지 {8，이 3 드럼) 

울진 1 발 
25.4% 

고리 1 발 
22.1 % 

그림 2-7 발전소별 폐수지 발생량 및 비율 (2001년 말 : 단위 200리터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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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필터의 발생 및 관리 현황 

폐필터의 총 발생량은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약 1,422 드럼으로， 부피 발생량 측 

면에서는 네 종류의 폐기물 중 가장 적은 양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방사능 

량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의 61.2%에 이른다. 폐필터의 경 

우 전체적인 양은 고리 1발， 울진 1발， 고리 2발 순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이 세 곳 

에서 전체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광 1 발 
7.0% 

월성 2발 
0.2% 

월성 1 발 

10.3% 

고리 2발 
19.6% 

폐필터 (1 ,422 드럼) 

울진 1 발 
30.2% 

고리 1 발 

32.6% 

그림 2-8 발전소별 폐필터의 발생비율 (2001년 말 : 단위 200리터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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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발전소별 폐기물별 드럼 종류 

1. 발전소별 방사성팩기물 포장용기의 특성 

기국내 원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의 형태는 DOT-17H 

형으로， 각 원전별， 포장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용기의 재질， 내부용량 등에 차이 

가 있다. 예를 들어， 폐수지 포장용기의 경우， 고리 1.2발전소 영광 1발전소에서는 

DOT-17H 드럼이， 울진 1발전소에서는 콘크리트 드럼 (Type 1, 11, 111) 이 사용되다가， 

폐수지 건조설비 (SRDS: Spent Resin Drying System)의 도입 이후 고건전성용기 

(HIC: High Integrity Container)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울진 발전소의 경우는 콘크리 

트드럼 Type 1, 11, 111, IV 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는데， 드럼 형태는 원형드럼이고， 

Type별로 콘크리트 두께가 다르고， 크기는 55gallon 표준 드럼보다 크다. 원전별 방사 

성폐기물 포장용기의 제작시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부터 표 2-6과 같으며， 발전 

소별 포장 용기 종류는 표 2-7과 같다. 핵종재고량 평가 측면에서 드럼에 따라 감마 

선 계측 방법 (Gamma Spectrometη) 내지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 

(DOSE-TO-CURIE method) 위주의 평가가 가능하다. 비균질성의 특성이 높아 균질 

폐기물로 가정하기 힘들면서도 자체 차폐 (self shielding)의 특성이 강한 초고압 압축 

폐기물이나 재포장드럼， 유리， 금속재 폐기물 형태의 폐기물의 경우는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보다는 감마선 계측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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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고리 1,2 발전소(#1，2，3，4)의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의 종류 및 특성 

종류 제원(mm) 형 태 재질 내부용량* 비고 

DOT-17H, 
냉간압연강판 

차폐 잡고체 ID*: 440 (드럼동체， 상하판) 
c 러 口 OD**: 615 

외부드럼-콘크리트， 
아연도금강판 103L 

(55ga1, M type) H***: 884 
내부드럼， 동체에 

(상판， 동체 결합용밴드) 
3개의 윤대 형성 

콘크리트 (두께: 6Omm) 

초고압 압축용 ID: 570 DOT-17H 
명간압연강판 

(동체， 상하판) 
잡고체 드럼 OD: 615 동체에 2개의 윤대 

아연도금강판 
209L 

(55gal, B type) H: 890 형성 
(결합용밴드) 

맹간압연강판 
ID: 570 

잡고체 드럼 OD: 615 
DOT-17H, 동체에 (동체， 상하판) 

209L 
2개의 윤대 형성 아연도금강판 

H: 890 
(결합용밴드) 

폐수지 드럼 
ID: 650 

36.6ga1 
[고리 1발 사용] 

OD: 1060 콘크리트 용기 콘크리트 (두께: 15cm) 10-540R가lr이 하 
재포장용기 I 

H: 1360 
(1 39L) 

(42드럼) 

[고리 1발 사용] 

폐수지 드럼 
ID: 660 

동체에 3개의 윤대 82g떠 
3-10R!hr 이하 

OD: 680 아연도금 강판 (20드럼)， 고리 
재포장용기 II 

H: 955 
형성 (310L) 

제2발전소 

(#3，4)와 공용 

잡고체 드럼 
ID: 660 

동체에 3개의 윤대 82gal 고리 1발에서 
OD: 680 아연도금 강판 

재포장용기 
H: 955 

형성 (310L) 관리 

DOT-17H, 
ID: 204 외부드럼-콘크리트-내 내， 외부 드럼: 탄소강판 

20.4 gal 
폐필터 드럼 OD: 570 초’3- -E--리 P , 콘크리트 

H: 884 동체에 3개의 윤대 (두께 :180 mm) 
(77L) 

형성 

ID: 570 
DOT-17H, 동체에 55ga1 

농축폐액 드럼 OD: 586 탄소강판 
H: 884 

3개의 윤대형성 (208L) 

ID: 570 DOT-1π1， 
내， 외부 드럼: 36.6g머 SRDS 도입이후 

폐수지 드럼 OD: 586 외부드럼-콘크리트-내 

H: 884 부드럼 
탄소강판， 콘크리트 (1 39L) 사용하지 않음 

폐수지 드럼 ID: 1181 Molten Meta1 Tech. 
Ferra1iurn a110y 255 

45 f년 
(HIC) H: 1290 Model No. EA -50H (1 274L) 

[고리 1발 사용] 

4-pack 용기 
W: 1460 

사각 콘크리트 콘크리트 
55gal X 4 부식 농축 폐액 

H: 1180 (833L) 드럼 처리용 

사용 (820개) 

ID: 570 
냉간압연강판 

[고리2발 사용] 
비닐 가열 압축 DOT-17H, 동체에 (동체， 상하판) 
잡고체 드럼 

OD: 615 
2개의 윤대 형성 아연도금강판 

209L 잡고체드럼 

H: 890 
(결합용밴드) 

(일반용) 사용 

us. 19a1= 3.785L ID*: 내부 반지름， OD**: 외부 반지름， H***: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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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영광 1.2 발전소(#1.2.3，4)의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의 종류 및 특성 

초근 
ö -rr 제원 (mm) 형태 재질 내부용량* 비고 

냉간압연강판 
ID: 440 DOT-17H, 

(드럼동체， 상하판) 
영광 1발 95년 차폐 잡고체 OD: 615 외부드럼-콘크리트， 

아연도금강판 103L 
이전 6개뿐엄 E 러 H: 884 내부드럼，동체에 

(상판， 동체결합용밴드) 
- 口

3개의 윤대 형성 (내부: 68이 
콘크리트 (두께: 60mm) 

냉간압연강판 
ID: 570 

DOT-17H, 동체에 (동체， 상하판) 
209L 잡고체 드럼 OD: 615 

2개의 윤대 형성 아연도금강판 
H: 890 

(결합용밴드) 

냉간압연강판 
과거 차폐 ID: 440 DOT-17H, 

(드럼동체， 상하판) 
잡고체 드럼을 OD: 615 외님 c 러-코크리 E 

아연도금강판 103L 
현재 폐필터 

, -==-p -"C"~ L-1":=, 
폐필터 드럼 

H: 884 내부드럼， 동체에 
(상판， 동체결합용밴드) 

드럼으로 사용 (내부: 680) 3개의 윤대 형성 
콘크리트 (두께: 60mm) 

외부 드럼 

ID: 570 : 탄소강판 
55gal DOT-17H, 동체에 

내부 드럼 
(208L) 

농축폐액 드럼 OD: 586 
3개의 윤대형성 

: 저밀도 폴리에틸렌 H: 884 

(두께: 1.2mm) 

외부 드럼: 탄소강판 
ID: 570 

DOT-17H, 동체에 내부 드럼: 저밀도 55gal 
폐수지 드럼 OD: 586 

3개의 윤대형성 폴리에틸렌 (두께: (208L) 
H: 884 

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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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울진 1.2발전소 (#1.2，3，4)의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의 종류 및 특성 

종류 제원(mm) 형태 재질 내부용량* 비고 

ID: 570 
냉간압연강판 95년 10월 이후 

잡고체 드럼 OD: 615 
DOT-17H, 동체에 (동체， 상하판) 

200L 
농축폐액 

2개의 윤대 형성 아연도금강판 드럼으로도 
H: 890 

(결합용밴드) 사용 

내부탄소강판 

ID: 1080 
콘크리트 드럼(원형) (두께: 3 mm) 

콘크리트 드럼 내부탄소강 라이너， wire mesh 농축폐액드럼， 
OD: 1400 950L 

Type 1 
H: 1300 

하부， 측면에 보강 (직경: 6mm) 폐수지 드럼용 

wire mesh 콘크리트 

(두께: 160mm) 

내부탄소강판 

ID: 778 
콘크리트 드럼(원형) (두께: 3 mm) 

농축폐액드럼， 
콘크리트 드럼 내부탄소강 라이너， wire mesh 

OD: 1400 
하부， 측면에 보강 (직경: 6mm) 

350L 폐수지드럼， 
Type II 

H: 1300 폐필터 드럼용 
wire mesh 콘크리트 

(두께: 31Omm) 

내부탄소강판 

콘크리트 드럼(원형) 
(두께: 3 mm) 

콘크리트 드럼 
ID: 590 

내부탄소강 라이너， 
wire mesh 

OD: 1400 (직경: 6mm) 140L 폐수지 드럼용 
Type m 

H: 1300 
하부， 측면에 보강 

콘크리트 
wire mesh 

(측면두께: 4050mm) 

(바닥두께: 400mm) 

콘크리트 드럼(원형) wire mesh 

콘크리트 드럼 
ID: 780 

내부탄소강 라이너， 
OD: 1100 

(직경: 6mm) 
폐필터 드럼용 500L 

Type IV 
H: 1300 

하부， 측면에 보강 콘크리트 

wire mesh (두께: 16O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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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월성 1.2발전소 (#1.2，3，4)의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의 종류 및 특성 

τ;Z5-T ET 제원(mm) 형태 재질 내부용량* 비고 

-
냉간압연강판 

ID: 440 DOT-17H, 
(드럼동체， 상하판) 차폐 잡고체 

OD: 615 외부드럼-콘크리트， 
아연도금강판 103L E 러 

H: 884 내부드럼，동체에 
(상판， 동체 결합용밴드) 

-p 

(55gal, M type) 
(내부: 68이 3개의 윤대 형성 

콘크리 E (두께: 60mm) 

명간압연강판 
ID: 570 

DOT-17H, 동체에 (동체， 상하판) 
209L 잡고체 드럼 OD: 615 

.2개의 윤대 형성 아연도금강판 
H: 890 

(결합용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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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소별 포장 용기 종류 

다음의 표 2-7은 발전소별 포장 용기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 유형별에 따라 드럼 종류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드럼을 다른 드럼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럼 종류는 고리 발전소가 가장 다양하며， 월성의 경우 

드럼 처리된 것은 잡고체 위주로 드럼 종류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2-7 발전소별 포장 용기 종류 

폐기물 
드럼 종류 고리 울진 영광 월성 드럼 공식 명칭 

유형 

차폐잡고체(103 L) O O O 차폐잡고체드럼(M type) 

잡고체드럼 (209 L) O O O O 잡고체드럼 

잡고체 
초고압압축용 잡고체 드럼 (55gal 209 

O 
초고압압축용(전)잡고체드럼 (B 

L) type) 
비닐가열압축용 잡고체 드럼 ( 209L) O 비닐가열압축잡고체 드럼 

재포장드럼(아연도금강판 82gal 310L) O O O 강재재포장드럼 

농축폐액드럼 (탄소강판 55 gal, 208 L) O O O 농축폐액드럼 

농축폐 농축폐 액용기 (C 1) (950 L) (Type I) O 농축폐액용기 (C 1 ) 

액 농축폐 액용기 (C II) (350 L) (Type II) O 농축폐액용기 (CII ) 

4 pack 용기 (833 L) O 4 Pack 용기 

폐수지드럼(탄소강판 55gal, 208 L) O O 폐수지드럼 

차폐폐수지드럼 (110 L) (36.6gal 139 L) O 차폐폐수지드럼 

폐수지용기 (R 1 ) (950 L) (Type I) O 폐수지용기 (R 1 ) 

폐수지용기 (R II) (350 L) (Type II) O 폐수지용기 (RII ) 

폐수지 
폐수지용기 (RH) (140 L) (Type llI) O 폐수지용기 (RH) 

고건전성용기(합금 45ft^3) O 강재고건전성용기 

고건전성용기(폴리에틸렌 1400L) O O O 폴리에틸렌용기 

재포장용기 1 (콘크리트 36.6g머 139L) O 재포장용기 I 
재포장용기 II (아연도금강판 82ga1 

O 재포장용기-II 
310L) 

차폐폐필터드럼 (20.4gal, 77 L) O 차폐폐필터드럼 

폐필터 
차폐폐필터드럼 (103L) O 차폐폐필터드럼 

폐 필 터 용기 (FII) (350 L) (Type II) O 폐필터용기 (FII ) 

폐필터용기 (FN) (500 L) (Type IV) O 폐필터용기 (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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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폐기물의 증감 요언 분석 

폐기물은 통상(경상)적인 과정 또는 계획정비 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폐기물 

의 증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 직접적 비교가 수월하지 않지만7 2000 

년과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한 폐기물 발생량의 비교 및 폐기물 처리에 근거하여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8과 같다. 직접적인 발생량 증감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철저한 노력과 발생량 저 

감화 시설의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9에서도 알 수 있 

듯이 호기당 연간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드럼수도 줄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2-8 폐기물의 주요 증감 요인 

고라 월성 영광 

감소 요인 

잡고체 폐기물 저감대책 시행철저 O 

선택성 이온교환설비 운영 O 

농축폐 계획예방정비횟수 감소 O 

액 계획예방정비시 계통폐액 발생 저감대책 시행철저 

바닥배수 발생 저감대책 시행철저 

폐필터 
폐필터 저장 용기 개선 O 

계획예방정비시 폐필터 저감대책 시행철저 

폐수지 폐수지 건조설비 운영 O 

증가요인 

사용후연료 저장대 교체공사 O 

잡고체 
계획예방정비 수행 O O 

관리구역 정비 O O 

특별작업 증가 O 

농축폐액 
농축폐액탱크 정비에 따른 액체폐기물 발생량 증가 O 

조밀저장대 교체에 따른 액체폐기물 발생량 증가 O 

폐필터 계획예방정비시 계통 수질 향상을 위한 순환운전 강화 O 

폐수지 
C-14 제거 증가율 향상을 위해 탈염기 운전주기 단축 O 

장기저장중인 폐수지 처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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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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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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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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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그림 2-9 연도별 호기당 고채방사성폐기물 발생량 (200 리터 드럼 기준) 

제5 절 논의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부피 발생량 측면에서 잡고체， 농축폐액， 폐수지， 폐필 

터의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고， 방사능량 측면에서는 폐필터， 폐수지， 농축폐액， 잡고 

체의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폐기물 드럼 분석 관점에서 볼 때 부피 발생량 측 

면에서 가장 많은 잡고체 중심의 발생량 현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방사능량 

측면을 고려할 경우에는 폐필터와 폐수지 위주의 높은 방사능량을 지난 폐기물을 우 

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석 대상 발전소로는 그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고리 1발， 고리 2발， 영광 1발， 울진 1발의 순서로 그 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노 

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월성 원전 특히 1발에 비중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폐기물 분석 관점에서 기존 드럼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뒤에서 다룰 감마선 

계측 장치와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기존 드럼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고， 폐기물 발생 시점의 노심내 핵연료의 건전 

성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 등이 얼마만큼 기여하며 이를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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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평가 대상 핵종 전정 내역 재평가 

제 1 절 개 요 

본 장에서는 평가 대상 핵종 선정과 선정 내역에 대한 재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이미 이루어진 평가 대상 핵종 선정 내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 작업을 수 

행한 후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정성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 대상 핵종 선정이 이루어 

졌다. 

제2 절 평가 대상 핵종 선정 내역 재평가 및 최종 내역 설정 

1. 기존 핵종 선정 기준 및 핵종 선정 내역 

기존의 핵종 선정 기준은 최종적으로 1)해외 사례， 2) 장기 안전성， 3) RI 폐기물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 해외 사례 

해외 사례의 경우 이미 처분장을 운영중이거나 이와 관련된 규제 요건이 설정된 

국가를 중심한 6개국의 사례와 IAEA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그림 

3-1)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IAEA를 제외한 6개 국가의 경우 공통적으로 

중요 핵종으로 선정된 핵종들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국외의 사례 결과에 대한 주요 공 

통 핵종을 취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통 핵종을 선정 

함에 있어 그 가중치를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4개국 이상에서 공통되 

는 핵종을 선정하였다.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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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성 측면의 주요 대상 핵종 규제 그림 3-1 국외의 

규제 및 안전성 측면의 주요 공통 핵종 

국가 국외사례 주요 공통 핵종(177R) 

미국， 쓰랑스 

스페인， 〈왜멘 
H-3, C-14, Ni-59, Co-60, Ni-63, Sr-90, Nb-94, , Tc-99 , ~4 ~~， ~.~ ~4， ~~ ~~， 

벨기에，일본 
1-129, Cs-135, Cs-137, Pu-238, Pu-239, Pu-240, Pu-241 , 

IAEA 
Am-241 , Cm-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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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외의 처분 대상 폐기물내의 



1. 2. 장기 안전성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 고려된 주요한 핵적 특성을 1)장수명 핵종， 2) 이동성이 큰 

핵종， 3)알파방출핵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안전성 측면에서 고 

려해야 하는 핵종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 있어서 중요한 

핵종의 경우 장수명 및 이동성 측면뿐만 아니라 알파방출핵종 측면 등의 여러 요인들 

이 서로 복합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핵 

종의 경우 최종적으로 다음의 8개 핵종이 선정되었다. 

표 3-2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핵종 

장수명 및 이동성이 큰 핵종 알파 방출 핵종 

C-14, Tc-99, 1-129 Th-232, U-238 
(OECD!NEA) (U.s. NRC) 

H-3, C-14, Tc-99, 1-129 Np-237, Pu-239 
(U.S. NRC) (U.S. NRC) 

장기 안정성 측면의 중요 핵종 (8개) 

H컨 C-14, Tc-99, 1-129, Th-232, Np-237, U-238, Pu-239 

1. 3. RI 폐기물 [부록 3 참조] 

국내 RI 폐기물의 경우 1)장반감기 핵종 2)발생량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 핵종을 선정하였다. 

표 3-3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내의 평가 대상 핵종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내의 고려 대상 핵종 (7개) 

H-3, C-14, CO-60, Cs-137, Pm-147, Ra-226, Am-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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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핵종 선정 

앞서 언급한 바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준에 따른 대상 핵종을 비교하면 다음의 

Pm-147과 Ra-226의 경 우 RI 폐 기 물을 

따라 핵종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선정 기 

그림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중 

고려했을 경우 평가 대상 핵종에 포함되며，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를 

표 3-4와 같다. 

RI 폐기물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발생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정리하면 

| Co~601 

| Cs~1371 

| Am-241 I 

--
| Ni-59 I 

| Ni-63 1 

| Sr-ßO I 

l Nb-94 ...• 1 

| Cs-135I 

| pu~2a81 

| PU←잃fi.El .1 

| Pu~2힘 l 

|Cm一2441

l-톨톨l 

l-톨-
톨톨톨톨톰톨 

그림 3-2 평가 대상 핵종 선정안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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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평가 대상 폐기물에 따른 평가 대상 핵종 선정 내역 (2차년도) 

대상 폐기물 평가 대상 핵종 

H-3, C-14, Ni-59, Co-60, Ni-63, Nb-94, 

원전+RI 
Sr-90, Tc-99, 1-129, Cs-135, Cs-137 

Pm-147* , Ra-226* 

Th-232, Np-237,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 m-241 , Cm-244 

H-3, C-14, Ni-59, Co-60, Ni-63, Nb-94, 

원전 Sr-90, Tc-99, 1-129, Cs-135, Cs-137 

Th-232, Np-237,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 m-241 , Cm-244 

* : RI 폐기물 고려시 추가 핵종 

2. 기존 선정 내역의 제한점 검토 및 반영 

2. 1. 기존 선정 내역의 제한 사항 및 고려 방안 

기존 선정 내역에서 TRU 핵종의 경우 다양한 핵종들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드럼내에는 TRU 핵종이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실제 폐기물내 TRU 핵종의 재고량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고량이 많지 

않은 핵종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TRU 핵종에 대한 재고량을 

평가한 사례를 조사하고4) 이를 근거로 하여 재고량 측면에서 상대적인 양이 많은 핵 

종만을 선택하였다. 평가 대상 핵종의 종류 및 반감기를 다음의 표 3-5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핵종의 선택 기준 및 선정된 핵종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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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TRU 핵종 방사능 핵종 방사능 비율 

Pu-241 , Cm-242 저|외 EPRI-5Uη** 
핵종 반감기 0/0 (A)* 

(0/0) (8)* (unit : llCi/g) 

Pu-236 2.8 Y 0.4 6.2 

Pu-238 88 Y 2.9 47 0.50/0(2.69E-3) 

Pu-239 2.4E4 Y 0.3 4.2 1.90/0(9.29E-3) 

Pu-240 6.5E3 Y 0.4 6.2 

Pu-241 13.2 Y 81 .4 - 93.1 0/0(466.5E-3 ) 

Pu-242 3.8E5 Y 0.001 0.02 

Am-241 432y 0.13 2.1 0.4 0/0(2.1 OE-3 ) 

Am-242 152 Y 0.003 0.05 

Am-242m 16 h 0.003 0.05 

Am-243 7.4E3 Y 0.01 0.2 

Cm-242 162.8 d 12.7 1.1 0/0(5.76E-3 ) 

Cm-243 28.3 Y 0.003 0.04 

Cm-244 18.1 Y 2.1 34 2.90/0 (14.8E-3 ) 

** SF[Pu241/Pu239]를 기준으로 Upper & Bottom Boundary 3% 제외한 것의 산술 

평균농도 

참고적으로 10CFR61에 언급된 TRU 핵종에 대하여 EPRI-5077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된 핵종에 대한 재고량을 비교하였다. 이때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EPRI-5077에 

존재하는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Pu241/Pu239의 비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하위 

3%를 제외한 핵종 재고량의 산술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TRU 핵 

종에 대한 선별 기준으로 두 가지 안을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핵종을 선정하였다. 

표 3-6 핵종 선정 기준 및 선정 내역 

(A) 안 1% 이상 핵종 
전체 재고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1% 이상이고 반감기가 5년 이상인 핵종 

(B) 안 (A)안에서 각각 81.4%와 12.7%를 차지하는 Pu-241과 Cm-242를 

제외한 핵종 중 1% 이상을 차지하면서 반감기가 긴 핵종 
(A) U (B) Pu-238, 239, 240, 241 , Am-241 , Cm-24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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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TRU 핵종의 경우 가장 많은 Pu-241의 경우 붕괴시 99%이상이 P선을 방 

출하며， 그 외의 대부분 TRU 핵종은 Q 방출 핵종으로 각 핵종별 반감기 및 방출 방 

사선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TRU 핵종의 붕괴에 따른 에너지 

TRU 핵종 반감기 (yr) 주요 방출핵종 

Pu-238 87.8 Q 

Pu-239 2.41E4 Q 

Pu-240 6570 Q 

Pu-241 14.4 pure beta-emitter (>99%) 

Am-241 432 Q 

Cm-242 0.446 Q 

Cm-244 18.1 Q 

3. 기타 고려 대상 핵종 

앞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핵종이외에도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핵종이 있 

다. 이에는 Fe-55와 주요 Key 핵종으로 사용되는 Co-60, Cs-137 이외의 감마방출핵 

종이 있다. 또한 선정된 핵종 중 중요하지 않은 Cs-l35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개 

별 핵종의 선택 여부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1. Fe-55 

Fe-55의 경우 발전소 발생 폐기물 중 가장 높은 방사능 농도값을 보이는 핵종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폐기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핵종 재고량 평가 사례가 없음 

으로 미국의 사례 (EPRI -5077)를 들어 설명하면 표 3-8에 정리한 바와 같이 Fe-557r 
가장 많은 비를 차지하여 전체의 절반 정도인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Fe-55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반감기가 2.7년이면서 

5.89keV의 낮은 에너지의 X선을 방출함으로써 방사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핵종 재고량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Fe-55도 평가 대상 핵종 

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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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EPRI-5077 All PWR에서의 규명 대상 핵종 조성비 

핵종 기하평균 % 

H-3 2.90E-03 1.613% 

C-14 5.70E-04 0.317% 

Fe-55 8.10E-02 45.043% 

Co-60 5.20E-02 28.916% 

Ni-63 1.90E-02 10.566% 

Sr-90 2.60E-04 0.145% 

Tc-99 2.ooE-05 0.011% 

1-129 6.10E-06 0.003% 

Cs-137 1.90E-02 10.566% 

Ce-l44 4.30E-03 2.391% 

Pu-238 5.70E-06 0.003% 

Pu-239 5.40E-06 0.003% 

Pu-241 7.50E-04 0.417% 

Am-241 2.90E-06 0.002% 

Cm-242 5.70E-06 0.003% 

Cm-244 2.90E-06 0.002% 

SUM 1.80E-01 100.000% 

3. 2. 기 타 감마 방출 핵 종 

Key 핵종으로 활용되는 Co-60과 Cs-137 이외에도 기타 감마 방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감마 방출 핵종의 경우， 작업자의 외부 피폭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계측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Ge 계측기와 같은 감마선 계측 장치를 이용하여 발전소 

현장에서도 다른 DTM 핵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계측할 수 있다. 따라서 

Co-60, Cs-137 이외에도 발전소내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내에서 주로 계측되는 

Mn-54, Co-57, Co-58, Zn-65, Cs-l34, Ce-144 등의 감마 방출 핵종을 감마 

spectrometry를 통해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반감기 0.1년 이상이면서 

방출 감마 에너지가 0.1-2MeV인 감마 방출 핵종을 계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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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Cs-135 

Cs-l35와 Cs-137 모두 단일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생성핵종이면서 거동특성이 거 

의 동일하여 폐기물내에서의 핵종 농도가 선형 관계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Cs-l35의 

경우 원전 발생 폐기물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미국과 일본의 경우 규제 대상 핵종 

이 아니지만 유럽의 경우 상당수의 국가에서 평가 대상 내지 규제 대상 핵종에 해당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록 규제 대상 핵종은 아니지만 Cs-135의 척도인자를 평가한 

사례가 있다. SAIC에서 5개의 시료로부터 Cs-135와 Cs-137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본 사례가 있다 [NUREG/CR-41 01 , 표 3-9]. 

SAIC에서 방사화학 분석 후 질량분석법 (mass spectrometric analysis)을 사용하였 

다. Westinghouse Hanford laboratory에서는 Cs에 대한 동위원소 분석을 질량분석 방 

법 (thermal emission mass spectrometry)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Cs-l35 

의 경우 다른 핵종에 비하여 핵종 농도가 매우 낮았으며 ( -10-5 μα:/gram)， 분석 

결과를 이론적인 방법 즉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구한 값과 비교하여 본 결과 상 

당히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Cs-l35의 경우 Cs-137을 Key 

핵종으로 사용하는 척도인자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Cs-135의 경우， 방 

사능 농도가 매우 낮으면서 방사선학적 영향이 적으므로 고려대상 핵종에서 배제해도 

무관할 것이다. 

표 3-9 Cs-l35의 농도 (from NUREG/CR-4101) 

Calculated 
Measured Measured 

sample 
plant sample type Cs-135/Cs-137 

Cs-135/Cs-137 
135Cs activity 

# atom ratio 
μα/gram atom ratio 

(ORIGEN2) 

T-77 Ginna Evaporator bottoms 0.44:t0.01 1.98E-6 

T-126 Monticello Filter sludge 0.42:t0.01 3.78E-5 
T-173 Quad Cities Filter sludge 0.43:t0.01 0.25 2.95E-5 
T-175 Quad Cities Filter sludge 0.43:t0.01 5.57E-5 

Connecticut 
0.43:t0.01 T-258 Evaporator bottoms 2.31E-5 

Yan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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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 종 평 가 대 상 핵 종 선 정 

정성적 기준에 따른 핵종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1)기설정 국가의 

사례와 2) 장기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핵종을 선택한 후 여기에 TRU의 재고량을 

반영하여 재고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기여가 큰 핵종을 선정하였다. 정성적 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핵종 선정 내역은 다음의 그림 3-3과 같다. 이중 Cs-135의 경우 전체 

적인 방사선학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제하는 것과 Fe-55 및 

기타 감마 방출 핵종의 추가를 포함할 경우 표 3-10과 같아진다. 

l CO-Q() I 

| Cs~13T I 

| Ni-S9 I 

| Ni~63 I 

| 8r'"'""90 I 

| Nb-94 I 

| Cs""*135 I 

| Pu~2381 

| PU-240 I 

| Pμ-241 I 

| Am.~2411 

| Cm-242I 

|Cm-244I 

| Pu-239.1 

t TO .... 232.1 

I Np~237 •. 1 

I μ-238 I 

、_____________ L- 一l

그림 3-3 정성적 기준에 따른 평가 대상 핵종 선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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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선정된 평가 대상 핵종별 방사선학적 특성 

핵종 반감기 (yr) 방사선 종류 에너지 (kev) 

H-3 12.3 18.6 

C-14 5730 p 156 

Ni-59 75000 X 6.92 

Co-60 5.27 Y 1330, 1170 

Ni-63 100 p 65.9 

Sr-90 28.6 p 546 

p 471 
Nb-94 20,300 

Y 703, 871 

Tc-99 2.13E5 p 294 

1-129 1.57E7 p 152, 39.6 

Cs-137 30.17 Y 0.66 

Pu-238 87.8 Q 5436, 5499 

Pu-239 24100 Q 5105, 5143, 5155 

Pu-240 6570 Q 5123, 5168 

Pu-241 13.2 p 20.8 

5443, 5385 Q 

Am-241 432 
v 59 

Cm-242 0.446 Q 6069, 6113 

Cm-244 18.1 Q 5763, 5805 

기타 고려 대상 핵종 (Cs-l35 배제) 

Fe-55 2.70 X 5.89 

Y방출핵종 > 0.1 Y 100-2000 

제3 절 논 의 

정성적 기준에 따른 평가 대상 핵종의 선정은 기설정 국가의 사례와 장기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핵종이 선정되었다. 여기에 TRU의 핵종의 실제 폐기물내의 핵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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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재고량 측면에서 중요한 핵종을 선별하여 상대적으로 기 

여가 큰 핵종을 선정하는 선별 과정을 거쳤다. 결국 정성적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18개의 핵종이 선정되었으며 총알파가 개별 TRU 핵종재고량 정보 측면에서 대상 핵 

종에 추가되었다. 이중 Cs-135의 경우 전체적인 방사선학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제하였으며 방사성 폐기물내 핵종 재고량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Fe-55, 그리고 주요한 Key 감마 방출 핵종이외 계측 가능한 감마 방출 핵종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핵종의 선정이 이루어졌으나， 

해외 사례 및 장기안전성에 따른 사례 중심의 핵종 선정과 개별 핵종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평가 대상핵종이 선정되었으며， 국내 방사성폐기물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핵종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선정된 핵종들은 장기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인 핵종에 대한 국내 핵종 재고량의 평가와 이를 선원항으로 한 처분장 

운영 및 폐쇄 관점에서 처분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통한 핵종별 중요도 평가시 비교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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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핵종별 평가 방법 세부 절정 

제 I 절 개 요 

본 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해 설정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 이는 2년차에 수행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해 

외의 적용사례를 참조하여 각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 절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1.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측정 방법과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 나뀐 

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들을 나열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주로 직 

접 측정 방법을 통하여 주요한 Key 핵종을 계측하고， 방사화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핵종간 상관관계 및 척도인자 값을 이용하여 DTM 핵종의 방사능을 예측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여기에 핵종별 척도인자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더 신뢰할 수 있 

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척도인자 방법이외의 핵종재고량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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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방법 개요 특정 

벼꽉괴분석 
c 럼 외부에서 계측기를 이용하여 강한 Routine 

(Nondestructive 
7선이나 n 측정 Co-60, Cs-137 

직접적 Assay) 

방법 방사화학 분석 

(Radiochemical 시료의 방사화학 분석 Q/A, Q/C 

Analysis) 

대표시 료의 방사화학분석 • 

척도언자 
상관성 을 지 닌 DTM nuclide/Key 

통계적 접근 
nuc1ide의 비 율산정 • 

(Scaling Factor) (상관성 검토) 
외부에서 Key nuc1ide의 측정으로 DTM 

nuc1ide 예측 

Mean Activity 균질 폐기물에서 발생원의 변동이 적을 때 발생 선원의 

Concentration 시료상의 평균 방사능 농도 변동성 

간접적 
Representative 폐기물이 많고 균질폐기물일때 7 선 

방법 시료의 대표성 
Spectrum 측정을 통해 전체시료를 대표 

연소도 
핵연료의 

핵연료 연소도 계산 연소도에 따른 
(Bum-up) 

핵종 축적 

방사화 
방사화에 의한 축적 계산 

(Activation) 

붕괴 모 핵종과 딸핵종의 붕괴시 평형 (Transient 

(Decay) 또는 Secular)을 이 용 

2. 직접적언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핵종의 방사능량을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기물 자체 또는 폐기물이 담긴 

용기를 직접 계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은 크게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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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적인 방법과 방사화학분석방법으로 대표되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나뀐다. 

2. l. 비파괴분석 방법 

비파괴적인 분석 방법은 드럼 외부에서 계측기를 이용하여 강한 7선이나 중성자를 

측정하거나 선량률을 계측함으로써 대상 폐기물 내지 드럼을 파괴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정기적 (Routine)으로 분석하는데 주 

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 감마선 계측 방법 

비파괴적인 직접 측정 방법 (Direct Assay Method)에는 감마선 내지 중성자를 측 

정하는 방법이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내에서는 TRU 핵종이 많지 않기 때문 

에 주로 감마선 계측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감마선 계측 방법의 경우， 대표 시료의 

선정과 샘플링 자체가 어려운 초고압 압축 폐기물， 유리 내지 금속 폐기물과 같이 비 

균질성과 자체 차폐 효과가 커서 다음에 언급될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을 사용하 

기 어려운 경우 더 유용하다. 특히 감마선 계측 방법의 경우 전체 폐기물 용기를 스 

캐닝하거나 방사선 계측기로 용기를 둘러싸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대표 

시료를 얻기 어려운 드럼에 특별히 유용한 방법으로 용기내 방사선 핵종의 비균질성 

의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유용하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핵종 재고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직접적인 감마선 계측 방법 (Direct Gamma-ray Spectrometry) 

이 방법은 드럼을 스캔하여 폐기물내의 감마방출 방사능의 평균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계측기의 형태， 스캐닝 방법， 평균 농도를 구하는 해석적인 계산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이 방법의 주요한 장단점을 기술하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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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감마선 계측 방법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시료의 대표성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줌 
• 높은 단가 (장비의 비용과 설치비) 

으로써 평가 결과의 정확성이 증가함 
•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및 기술 

지원이 필요 
• 샘플링을 할 필요가 없음 

• 용기 크기에 따른 검교정이 필요 

나.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 (DOSE-TO-CURIE Method)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5)의 경우 선량률에 근거하여 폐기물 용기내 감마 방출 

핵종의 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폐기물 용기로부터 특정 거리와 기하학적 위치에 

근거하여 선량률을 계측하고 이를 폐기물 시료로부터 감마 핵종 분석을 통해 결정된 

감마선 방출 핵종의 상대적인 조성비와 연계하여 차폐 해석을 한 후 최종적인 핵종 

농도를 계산하게 된다.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A =--.!2 
ε따￡ 

여 기 서 A = 총 방사능 (total activity) 

D = 특정거리에서 측정한 선량률 

fi = i번 째 방사성 핵 종의 조성 비 (fractional abundance) 

di=주어진 폐기물 용기에서의 특정 핵종의 선량 대 방사능 환산비 

여기서 특정 핵종에 대한 선량 대 방사능 환산비는 일반적으로 차폐 해석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구한다. 계산은 개별 핵종의 단위 농도에 대해 폐기물 용기내 밀도와 

기하학적 구조 및 구성을 정의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적용 가능한 코드로는 차폐 

코드와 Waste Tracking Program을 활용할 수 있다.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에 사 

용되는 코드에는 다음의 4-3에 정리한 것과 같은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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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차폐 해석 표로그램 Waste Tracking Program 

• ISOSHIELD 

• MEGASHIELD • DOSCON (PAKRAD) 

• MICROSHIELD • RADMAN (RAMSHP) 

• WISE & SIMPLE • WASTETRAK 

• QADMOD-G 

차폐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측 데이터 

를 토대로하여 벤치마크가 이루어져 있다. 특정핵종에 대한 선량 대 방사능 환산인자 

의 경우 그 값이 클수록 핵종 재고량의 보수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선량 대 방 

사능 환산 방법의 경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핵종 조성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특히 Key 핵종에 있어 중요하다. Cs-137의 경우 전체 

감마방출핵종의 조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Co-60보다 적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 

측을 필요로 한다. 선량 측정의 경우 여러 번의 계측을 통해 구한 값의 평균값을 이 

용하며， 방사능이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은 경우 보수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측정치를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낮은 선량률 값을 보이는 폐기물의 경우 선량률이 계측되는 

거리에 따라 선량률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측정거리에 대한 신 

중하고 정확한 반영이 펼요하다.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이 주로 쓰이는 것은 크게 

다음과 같다. 

CD DAW나 필터 (C따ridge filter)와 같은 대표성을 지닌 정량적언 샘플을 얻기 힘 

우
 
· 경

 
드
 」

@ 폐기물이 매우 높은 방사능을 띄어서 샘플링을 하는데 있어 높은 작업자 피폭 

이 예상되는 경우 

특히 폐기물내의 절대 농도보다는 두 핵종간의 상대 농도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농 

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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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의 장단점 

장점 단점 

• 비균질성이 강한 경우 여러 번의 선량률 측 

정이 필요 (작업자의 피폭량 증가) 
• 방사성핵종의 절대 농도보다는| 

,- 폐기물 용기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해 차폐 
상대적인 존재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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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핵종 재고량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 

친다. 

2.2. 방사화학분석 방법 

비파괴분석 방법과 달리 파괴분석 방법은 시료의 파괴 후 방사화학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폐기물 내지 폐기물을 수용하고 있는 용기를 파괴하여 폐 

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방사화학 분석 과정을 거쳐 폐기물내의 핵종 재고 

량을 분석하게 된다. 이는 비파괴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기 힘든 G선， Q선， X선 내 

지 약한 7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분석하고자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강한 7선이나 중 

성자를 계측하는 비파괴적인 방법과는 달리 계측이 용이하지 않고 다른 방사선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석 과정에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 방법은 비용이나 작업자의 과다 피폭 등의 문제가 있어 정규적인 폐기 

물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Q/A나 Q/C에 사용된다. 

3. 간접적인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간접적인 핵종 재고량 분석 방법에는 직접적인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비해 보 

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간접적인 방법의 경우 크게 실험적인 방법 또는 결과를 활용 

한 반실험적인(Semi -empirical) 방법과 순수하게 이론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뀐다. 방사화학 분석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기물 및 포장된 폐기물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적 

- 38 -



인 측정 방법으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반실험적인 방법을 이에 접목한 간접적 

인 핵종 재고량 결정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1. 척도인자 방법 (Scaling Factor Method) 

척도인자 방법은 간접적인 핵종 평가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척도인자 

방법은 분석하고자하는 대표시료의 방사화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하여 알고자 하는 

DTM (Difficult-To-Measure) 핵종과 Key (Easy-To-Measure) 핵종간의 통계 분석 

내지 이론적 방법의 병행을 통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여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하면 드럼 외부에서 Key 핵종을 측정하여 DTM 핵종의 재고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기본 개념은 동일한 선원으로부터 발생되고 폐기물내로의 이동에 있어서 동일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이는 방사성핵종쌍의 경우는 방사능 농도가 일정한 비율을 보인 

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직접적인 파괴 방사화학 분석을 거 

친 후 이를 토대로한 계산을 통하여 평균값을 구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상호 비교 

가능한 핵종 중의 하나가 계측이 용이하다면 미리 결정된 비율에 따른 계산을 통하여 

일정 비율을 지닌 다른 핵종의 방사능을 결정할 수 있다. 

3. 2. 평균 방사능 농도 방법 (Mean Activity Concentration Method) 

이 방법은 균질 폐기물내에서 발생원(Source)이 핵종 농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변 

화가 적을 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시료상의 평균 방사능 농도를 전체 폐기물의 평 

균 농도로 간주하는 방법 이 다. 

특히 이러한 개념은 H-3나 Tc-99처럼 다른 적절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이 없는 

경우 사용된다.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는 폐기물내의 수분함량에 의존적인 특성이 었 

다. 삼중수소의 경우 냉각재로부터 핵종 농도를 측정한 후 폐기물내의 삼중수소 농도 

를 같은 시기의 냉각재 농도와 연관지어주고， 폐기물 스트림내의 수분함량을 폐기물 

내의 삼중소소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6) 일례로 몇 가지 전형적인 폐 

기물에서의 수분 함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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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폐기물내 수분 함량 사례 

폐기물 스트림 수분 함량 

Bead Resin 50 

Powdered Resin 50 

Cartridge Filter Media 25 

DAW 0.1 - 0.001 

C Waste = C Coolant X M Waste 

여기서 CWaste 폐기물내 삼중수소의 농도 

CCoolant 냉각재내 삼중수소의 농도 

MWaste 폐기물 스트림내 수분 함량 

냉각재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냉각재 내 삼중수소 농도와 폐기물내 삼중 

수소의 농도의 비의 사용을 신중해야만 한다. 

3.3. 대표 스펙트럼 방법 (Representative Spectrum Method) 

폐기물이 많고 균질폐기물일때 측정된 7선 방출 핵종의 농도값이 전체시료의. 농도 

값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시료는 동일한 배치 (batch)에 속하는 폐기 

물이나 동일한 포장 과정을 거치는 방사성폐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다수의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스펙트럼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전체 배치， 

동일한 포장 과정 또는 이와 상응하는 폐기물의 방사능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실질 

적으로， 이 방법은 방사능 농도가 모든 폐기물에 있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전체 Y선 

방사능이 각각의 폐기물 포장물로부터 측정되며 대표 스펙트럼의 상대적인 분포는 방 

사성핵종별 재고량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이때 개별적인 

방사성핵종의 폐기물내 생성과 이동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적은 수의 

시료만을 채취하여 직접 계측하게 된다. 따라서 계측은 폐기물내에 방사능의 분포가 

균일하다는 가정이 만족해야지만 그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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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소도 계산 방법 (Bum-up Calculation Method) 

핵연료의 연소도 계산을 통하여 핵종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핵연료의 방사 

화에 의한 생성 또는 핵분열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상관성을 

지닌 두 개의 핵종이 발생뿐만 아니라 이동 특성까지 유사할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 

어 낼 수 있다. 주로 알파 방출 핵종이나 핵분열 생성 핵종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측정가능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은 직접적인 측정 또는 반실험적인 방법(예를 들어 

“Key nuclide"를 이용)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은 연소 

도 계산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전형적인 예로써， 

Q 방출핵종 또는 고 방사능의 actinide의 경우 U-238, Pu-239, Cm-244 또는 전체 a 

방출핵종과의 연관성을 통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Ru-l03의 경우 Ru-l06으로 

부터 결정하기도 있다. 

3.5. 방사화 계산 방법 (Activation Calculation Method) 

원자로 내와 그 주변 환경이 유사한 중성자속을 지니는 경우 중성자속에 의한 방 

사화에 의한 축적을 계산하여 핵종의 농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부식 생 

성 핵종 내지 냉각수내 존재하는 핵종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e-55로부터 

Fe-59, Zr-95로부터 Zr-93의 핵종 농도 결정이 가능하다. 

3.6. 붕괴 계산 방법 (Decay Calculation Method) 

붕괴에 대한 계산을 통하여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측 

정가능한 모핵종이 있고 그 딸핵종이 계측이 어려울 때 사용하게 된다. 이때， 모핵종 

과 딸핵종 사이의 평형 (transient 또는 secular equilibrium)을 이용한 계산이 가능하 

다. 모핵종과 딸핵종의 상관성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모핵종의 반감기가 딸핵종의 반 

감기보다 길어야 하며， 두 핵종의 거동 특성이 유사해야 한다. Ra-224(Th-228)와 

Nb-95(Zr-95)이 붕괴 계산 방법이 적용 가능한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4.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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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적용 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종 재고량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선택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을 방사능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정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요건이 었다. 예를 들어， 척도인자 방법의 경우， 통계적인 방 

법을 통한 척도인자 값의 도출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시료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한 

다.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은 경험적으로 결정하거나 전문가의 결정을 통해 결정 

된다. 실질적으로 이는 상당한 양의 방사화학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통계적으로 만족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로 척도인자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상관성( correlation) 이 존 

재하여야 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지금까지 가정한 것으로， 다음의 표 4-2의 일련의 방 

사성핵종은 독일에서 “Key nuclide"에 대해 상관성을 지닌 핵종으로 언급된 것을 나 

타낸 것이다. 이 목록은 비록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핵종별 척도인자 방법의 적용 여 

부 및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6 “Kev nuclide"에 상관성을 지니는 핵종 

C-14, Mn-54, Fe-55, Co-58, Ni-59, Ni-63, Sr-90, Nb-94, Tc-99, Zr-95, Ru-106, 

Ag-110m, Sb-125, 1-129, Cs-l34, Cs-135, Ce-l44, Eu-l54, Eu-l55, U-234,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 Am-241 , Cm-242, Cm-243, Cm-244 

네 번째로， 이러한 특성에 관한 상관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예로써 척도인자 방법에 회귀 분석 방법 

을 사용할 경우，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관계수와 같은 통계 분석 변수를 통 

해 그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상관계수의 경우 그 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로 

0은 상관성이 없는 것이고 1인 경우 이상적인 상관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게다가， 산란 계수(scatter coefficient)와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척도인자 방법을 적 

- 42 -



용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간접적 분석은 적용된 상관성 

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4.2. 선정 절차 

원전에서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 및 드럼내 핵종별 재고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대상 원전별 노형이나 적용 대상 폐기물 및 평가 대상 핵종이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 

가 있어서 일관된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히 국가마다 평가 대상 핵종 

이 다르고， 방사화학분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차이 등에 기인한 면도 있다. 다만 

엘반적으로 고려되는 절차와 순서가 있으며， 핵종재고량 평가 방법 선정 절차를 일반 

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일반적으로 정규화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된 계측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방사능을 알고 

자 하는 핵종 내지 상관성을 지닌 핵종의 방사능을 계측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원 

전 발생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한하여 살펴보면， 드럼 외부에서 감마선 내지 

표면선량률 계측과 같은 비파괴 분석 방법을 통하여 Key 핵종과 같이 지속적이고 정 

기적으로 계측 가능한 핵종의 방사능 정보를 평가한 후 방사화학분석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전에 이미 구축된 핵종간 상관성을 토대로 계측된 Key 핵종 정보와의 연관성 

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핵종(DTM 핵종)의 방사능을 예측하게 된다. 즉 

우선적으로 정규화된 분석을 요하는 평가 대상 폐기물과 폐기물 드럼이 선정되면 이 

를 파괴적인 방사화학 분석을 거치게 된다. 이어서 방사화학 분석을 통하여 대상 폐 

기물내에 존재하는 알고자하는 핵종별 방사능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 

하게 된다. 구축된 핵종별 방사능 자료를 중섬으로 상관성을 살펴보게 되며， 정규화된 

방식을 통해 예측이 용이한 핵종과 힘든 핵종을 구분해야 하며 핵종간 상관성의 존 

재 유무를 판단하여 상관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상관 계수를 통계적 내지 이론적 

방법을 통하여 핵종별 상관관계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척도인자 방법이 

라 하며， 척도인자 방법은 순수하게 통계적이거나 이론적인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때 척도인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관성을 정의하기 위한 기본 요건 

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척도인자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원하는 정확도의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척도인자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척도인자 방법보다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이에는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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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제한된 범위에서 핵종 농도가 일정한 값을 보인다는 가 

정 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뀐다. 이론적인 접근 방법에는 연소도， 방사화， 붕 

괴를 이용하는 방법이 었다. 제한된 범위에서 핵종의 농도가 일정한 값을 보인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방법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 

기 힘들 경우에 활용하게 된다. 이에는 폐기물 스트림의 평균 방사능 농도를 활용하 

거나 감마선의 대표 스펙트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물질 수지 방법을 활용 

하여 핵종 농도를 예측할 수도 있다. 

세부적인 재고량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근소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 

적으로 방사화학 분석 결과를 통하여 척도인자를 구하게 되고 이에 이론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Key 핵종과 DTM 핵종간의 상관성을 규명한 후 비파괴적인 방식인 감마선 

이나 표면선량률 계측을 통해 Key 핵종 방사능을 파악한 후 알고자하는 DTM 핵종 

의 방사능을 평가하게 된다. 

대표 시료의 방샤화학분석 

핵종간 상관성 고찰 

r - -=.:: ~ =-:--=-~-:- ~ ..;;.;::::;:::::: ...;.. -
DTM 핵종과 Key 헥종간의 

l 상관성평가기준설정 

그림 4-1 일반적인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선정 절차 

- 44 -



특히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 대상이 되는 원전 발생 방사성폐기 

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척도인자 방법을 중심으로 한 핵종 재고량 평가 체계의 경우 

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직접적인 방사화학 분석을 통해 계측이 용이한 감마 방출핵종과 계측이 어려운 베타 

및 알파 방출 핵종의 방사능을 분석하여 계측이 용이한 핵종과 계측이 어려운 핵종간 

의 상관 계수 내지 관계(척도인자)를 설정하고， 핵종분석시스템을 통해 감마 방출핵종 

의 농도를 계측하여 이를 척도인자와 연계하여 베타 및 알파 방출 핵종을 예측하게 

된다. 결국 합리적인 핵종 재고량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사화학 분석과 Key 

핵종을 계측하는 핵종분석시스템의 구성 그리고 척도언자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그림 4-2 방사화학분석에 근거한 척도인자 방법론 중심의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5. 핵종별 평가 방법 사례 

5. 1. 척도인자 적용 사례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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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평가 대상 핵종 및 평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11) 주로 척도 

인자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 4-7에 국외의 척도인자 적용 사례를 주요 

Key 핵종과 DTM 핵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국가마다 평가 대상 핵종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Co-60, Cs-137을 Key 핵종으로 사용하여 DTM 

핵종의 재고량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미국 

3Ii!J-까、 
- ~'I-

독일 

일본 

캐나다 

스왜멘 

주요 Key 핵종 

[Co-60, Cs-137] 

Ce-144, 

Pu-239+240 

[Co-60, Cs-137] 

Pu-239+240 

[Co-60, Cs-137] 

Pu-239+240 

[Co-60, Cs-137] 

[Co-60, Cs-137] 

Pu-239+240 

Ce-l44, Sb-125, 

Ru-126 

표 4-7 국외의 척도인자 적용 사례 

DTM 핵종 (평가 대상 핵종) 

[C-14, Mn-54, Fe-55, Ni-59, Ni-63, Nb-94]/Co-60, 

[Sr-90, Tc-99, 1-129]/Cs-137 

[Pu-239+240]/[Co-60, Cs-137, Ce-144] 

[Pu-238, Am-241 , Cm-243+244, Cm-242, Pu-241 , Pu-242, 

Am - 243]/[Pu - 239+ PU - 24이 

[C-14, Fe-55, Ni-59, Ni-63, Sr-90, Nb-94]/Co-60, 

[Tc-99, 1-129]/Cs-137 

C-14, Mn-54, Fe-55, Co-58, Ni-59, Ni-63, Sr-90, Nb-94, 

Tc-99, Zr-95, Ru-106, Ag-110m, Sb-125, 1-129, Cs-134, 

Cs-135, Ce-l44, Eu-l54, Eu-155, U-234,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 Am-241 , Cm-242, Cm-243, 

Cm-244 

[C-14, Ni-63, Nb-94, Tc-99 ]/Co-60 

[Sr-90, 1-129, Total a ]/Cs-137 

C-14, Fe-55, Ni-63, Sr-90, H-3/(C-14) [Possibility] 

Pu-239+240/(Co-60, Cs-137, Ce-144, Sb-125, Ru-126) 

Actinide (Pu-238, Pu-241 , Am-241 , Cm-242, Cm-244) / 

(PU - 239+ 240) 

TRU (Pu-238+Am-241 , Pu-239+Pu-240, Cm-242, 

[Co-60, Cs-137] I Am-243, Cm-244) 

Pu-239+240 I Pu-241/(Pu-239+Pu-240) , 

[C-14, Fe-55,Ni-59,Ni-63]/Co-60, [Tc-99, 1-129]/Cs-137 

5.2. 핵종별 평가 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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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일본과 미국에서의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재고량 평가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Co-60과 Cs-137의 핵종의 경우 감마 

선 계측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그 외의 DTM 핵종의 경우 Co-60, Cs-137을 이용하 

여 핵종 재고량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국가별로 대상 핵종에 따라서 다른 평가 방법 

을 적용하기도 한다. 우선 H-3의 경우 척도인자 방법보다는 평균 방사능 농도 방법을 

사용하고 었다. 일본의 경우 Tc-99에 대해 평균 방사능 농도 방법을 사용하거나 

Nì-59 핵종에 대해 연소도 방법을 활용하여 Nì-63과의 상관 계수를 미리 결정한 후 

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표 4-8 평가 대상 핵종별 평가 방법 

핵종 상관 핵종 미 국 (EPRI 4037,5077, 5677) 일본 (JGC) 

Co60 Garnma Spectroscopy Measurement Method 
Cs137 Garnma Spectroscopy Measurement Method 
H-3 Mean Activìty Concentratìon Method 

C14 
Co-60 Cl4!Co60 C14/Co60 
Cs-137 C14/Cs137 

(Fe55) Co-60 Fe55/Co60 
Nì59 Co-60 Nì59/Co60 Nì59/Nì63(Burnup Calculatìon) 
Nì63 Co-60 Nì63/Co60 Nì63/Co60 

Sr90 
Co-60 Sr90/Co60 
Cs-137 Sr90/Cs137 Sr90/Cs137 

Nb94 Co-60 Nb94/Co60 Nb94/Co60 
Co-60 Tc99/Co60 TC99/Co-60* 

Tc99 
Cs-137 Tc99/Cs137 

Mean Activìty Concentratìon 

Method** 

1129 
Co-60 1129/Co60 
Cs-137 1129/Cs137 1129/Cs137 
Cel44 Pu239/Ce144 

Pu239 Co-60 Pu239/Co60 
( +Pu240) Cs-137 Pu239/Cs137 

Pu238 Pu-239 Pu238/Pu239 Total Alpha!Cs-137 

Pu241 Pu-239 Pu241/Pu239 (Total Alpha!Co-60) 
Am241 Pu-239 Am241/Pu239 
Cm242 Pu-239 Cm242/Pu239 
Cm낌4 Pu-239 Cm244/Pu239 

* Encapsulated Solìdìfìed DAW Packages(Phase-1 1992-2001 =>130,000 drums) 

** Homogeneous Solìdìfìed Waste Packages (Phase-2 2000-2001=> 1,000 d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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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평가 대상 핵종별 특성 

대부분의 핵종이 척도인자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척도인자가 적용되는 평가 대 

상핵종의 경우， 크게 부식 생성핵종 핵분열 생성핵종， 초우라늄 핵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대상 핵종 중 Key 핵종과 DTM 핵종을 핵종별 종류에 따라서 구 

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 감마 방출 핵종의 경우 주요 Key 핵종만을 다루도 

록 하겠다. 

L 부식 생성핵종 

부식 생성핵종들은 원자로 맹각재나 원자로 내 구조물 부식 생성물 또는 원자로 

냉각재내의 불순물이 중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다. 각각의 핵종에 대 

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60은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 (5.26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에너지의 Y선을 방출 

함으로 측정이 비교적 수월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방사성 폐기물 내에 가장 흔하게 존 

재하기 때문에 부식 생성핵종의 Key핵종으로 사용되고 었다. NUREG/CR-410112)에 

제시된 부식 생성핵종 관련 척도인자들을 SAIC 데이터와 NRC 데이터 중심으로 다음 

의 표 4-9와 4-9에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부식 생성핵종에 대한 Key핵종으로 Co-60 

을 사용하여 척도인자 방법을 적용할 수 었다. 그러나 H-3의 경우는 Co-60이나 다른 

핵종과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척도인자 방법아 아닌 별도의 핵종 농 

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표 4-9 부식 생성핵종에 대한 척도인자(SAIC데이터 -All PWR) 

핵종 척도 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Fe-55/Co-60 5.38E-1 8.69E-2 99 103 

Ni -59/Co-60 l .l6E-2 4.50E-3 97 111 

Ni-63/Co-60 3.27E-1 2.99E-2 99 300 

Nb-94/Co-60 2.33E-4 8.32E-5 99 25 

C-14/Co-60 6.51E-2 1.78E-2 99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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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부식 생성핵종에 대한 척도인자(NRC데이터 -All PWR) 

핵종 척도 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Fe-55/Co-60 * * * * 
Ni -59/Co-60 2.93E-2 1.21E-2 99 32 

Ni -63/Co-60 4.09E-1 7.60E-2 99 77 

Nb-94/Co-60 1.91E-4 1.85E-4 * 2 

C-14/Co-60 1.41E-1 6.40E-2 99 60 

1. 1. Co-60 

Co-60은 주로 Co-59의 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Co-59 (n,V) Co-60] 

Co-59는 스텔라이트 인코넬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침식 내지 부식에 의해 발생 

한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Co-60은 반감기가 5.26년으로 베타 붕괴에 의해 

Ni-60이 된다. 방출된 베타선의 99%가 최대 에너지 0.314MeV을 지니며， 약 0.12%가 

1. 48MeV의 최대 에너지를 지닌다. 각각의 붕괴는 1.173MeV와 1.332MeV의 두 가지 

감마선 방출을 동반한다. Co-60은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와 높은 에너지의 V선을 방출 

함으로 측정이 비교적 수월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방사성 폐기물 내에 가장 흔하게 존 

재하기 때문에 부식 생성핵종의 Key핵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1. 2. H-3 

H-3은 중·저준위 폐기물에 가장 흔히 존재하는 핵종이다. U-235의 삼중핵분열 

(temary fission)후， 파손된 핵연료 피복관을 통한 맹각재로의 확산 또는 중수소의 중 

성자 포획 반응이나， Li-6의 중성자 포획반응 후 붕괴 [Li-6 (n,a) H-3]을 통해서 생 

성된다. 핵연료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PWR의 경우 대략 

1%만이 피복관을 통하여 냉각재로 확산하게 되고 대부분의 삼중수소는 지르코늄과 

화학적 수소화 반응을 통해 피복관 내에 존재한다. PWR에서는 농축 LiOH의 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중성자 포획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의 발생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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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10 (n,2-a) H-3J 

[B-10 (n,a) Li-7 (n,n-a) H-3J 

[Li-7 (n, n-a) H-3J 

생성된 H-3는 반감기가 12.3년으로 P붕괴에 의해 He-3이 된다. 방출되는 P입자의 

최대 에너지는 O.Ol86MeV이며 다른 방사션은 방출하지 않는다. H-3는 일반적으로 

삼중수소수 (Tritiated Water-HTO)형태로 존재하는데 생성 및 누출 메커니즘과 화학 

적， 물리적 특성이 다른 핵종과 크게 다르며， 거동 특성이 냉각재 및 감속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주요 Key핵종과 상관성을 지어주기 힘들다. 따라서 H-3은 척도인자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폐기물 

스트림내의 삼중수소의 평균 농도를 통해 삼중수소의 방사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일차냉각수내의 삼중수소로부터 폐기물 스트림으로의 전달인자 

( transfer factor)를 이용하여 삼중수소의 농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전달인자는 처리 

및 정화 과정(예를 들어 원자로 맹각수 정화계통，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에서의 삼중수 

소의 전달률을 나타낸다. 

1. 3. C-14 

C-14는 다음과 같이 N-14나 0-17의 중성자 포획반웅에 의해 생성된다. 

[N-14 (n, p) C-14; 0-17 (n,a) C-14J 

C-14는 반감기가 5730년으로， 붕괴할 때 P선을 방출한다. 방출되는 P입자의 최대 

에너지는 O.l56MeV이며 다른 방사선은 방출하지 않는다. C-14는 생성 및 누출 메커 

니즘과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다른 핵종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상관성을 지닌 Key핵 

종을 선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C-14의 일부 방사능은 불용성 메탄의 형태로 존재하 

기 때문에 불용성인 Co-60과 이송 특성이 비슷하여 척도인자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상대적으로 Cs-137보다는 Co-60을 Key 핵종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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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Fe-55 

Fe-55는 Fe-54의 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Fe-54 (n, v) Fe-55J 

Fe-55는 반감기가 2.7년으로 전자 포획 반응에 의해 Mg-557} 된다. 이때 5.89keV 

와 6.4η(eV의 낮은 에너지의 X선을 방출한다. Fe-55의 경우 폐기물내의 존재량은 많 

은 편이나， 매우 낮은 에너지와 상대적으로 짧은 반감기로 인해 방사선학적 영향은 

적은 편이다. 척도인자 관점에서 Fe-55의 경우 Co-60과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1. 5. Ni -59 & Ni -63 

Ni-63은 Ni-62의 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Ni-62 (n,v) Ni-63J 

Ni-63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니켈 합금으로부터 생성된다. Ni-63의 반감기는 92년 

으로 P붕괴하여 Cu-63이 된다. 방출되는 P업자의 최대 에너지는 O.067MeV이며， 다른 

방사선은 방출하지 않는다. Ni과 Co는 모두 경수로의 구조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핵종들이다. Ni-59, 63과 Co-60은 모두 열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되며，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진다. 또한 중성인 수용액 내에서 불용성이며， 콜로이드 형태로 존재한 

다. 결국 Ni과 Co-60 핵종 사이의 생성 메커니즘과 이송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 

족할 만한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Ni-59의 핵종 농도는 거의 민감도 값에 근접 

할 정도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Ni-63에 비해 불확실성이 큰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Ni-59와 Ni-63 모두를 방사화학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Co-60과 상관 

계수를 구하기보다는 Ni-59와 Ni-63에 대한 상관계수를 이론적인 방법 (연소도 계산 

방법)에 의하여 구하고 이를 Ni-63과 Co-60의 상관계수와 연계시켜 Ni-59의 핵종 농 

도를 구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Ni-59, Ni-63은 Co-60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1. 6. Nb-94/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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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는 스테인리스강의 미량 원소이고 탄소강과 니켈을 포함한 복합소재에 포함된 

원소이다. Nb-94는 안정한 Niobium의 열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다. Co-60 역시 

철 구조물 내에 존재하므로 발전소 구조물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좋은 상 

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Nb-94의 농도가 매우 낮고， 대부분의 

샘플이 계측 하한치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한된 분석 데이터에 근거해서 척도인 

자를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핵분열 생성핵종 

원자로 맹각재내 핵분열 생성 핵종은 핵연료봉에 존재하는 tramp 우라늄 업자들로 

부터 원자로 냉각재로 직접 누출되거나 핵연료봉 내의 핵분열 생성 핵종들이 핵연료 

피복관의 파손 부위를 통해 누출됨으로서 생성된다. 

Cs-137은 용해성 핵분열 생성 핵종으로서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대부분 나 

타나며，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며， Y선을 배출하므로 쉽게 분석될 수 있다. 따 

라서 Y선을 배출하지 않고 냉각재 계통에서 용해성인 다른 핵분열 생성 핵종의 Key 

핵종으로 Cs-137를 사용할 수 있다. 예시로써 NUREG/CR-4101에 제시된 핵분열 생 

성핵종들의 척도인자들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4-11 핵분열 생성핵종에 대한 척도인자(SAIC데이터 - ALL PWR) 

핵종 척도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Sr-90/Cs-137 2.73E-2 7.56E-3 99 259 

Tc-99/Cs-137 3.44E-3 3.14E-3 65 22 
1-129/Cs-137 1.68E-3* 1.41E-3 65 22 

8.00E-5** 

* 모든 데이터들을 이용한 척도인자 

** 고준위 데이터들만을 이용한 척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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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핵분열 생성핵종에 대한 척도인자(NRC데이터 - ALL PWR) 

핵종 척도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Sr-90/Cs-137 4.20E-2 3.08E-3 66 62 

Tc-99/Cs-137 6.23E-3 NA~‘ NA 2 
I-129/Cs-137 6.81E-3 NA NA 1 

* NA 해당되는 데이터 값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움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핵분열 생성 핵종들에서 모든 폐기물에 대해 도출된 

일반적인 척도인자( Generic scaling factor)는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발전소별 

또는 폐기물 스트림별 척도인자를 도출하여 보았다. 특히 핵분열 생성 핵종들의 폐기 

물 스트림별 척도인자와 발전소별 척도인자를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폐기물 스트림의 

경우 폐수지， 잡고체， RCS의 경우만을 보았으며， 발전소별 척도인자 값은 Sr-90에 대 

한 값을 통해 비 교하여 보았다. 

표 4-13 핵분열 생성핵종에 대한 척도인자(ALL PWR RESIN) 

핵종 척도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Sr-90/Cs-137 2.13E-2 1. 16E-3 91 114 

Tc-99/Cs-137 1.08E-4 8.78E-5 92 13 
I-129/Cs-137 7.74E-6 3.01E-6 95 9 

표 4-14 핵분열 생성핵종에 대한 척도인자(ALL PWR DA W) 

핵종 척도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Sr-90/Cs-137 5.50E-2 3.01E-2 65 20 

Tc-99/Cs-137 NA NA NA NA 
I-129/Cs-137 2.26E-3 1.48E-4 NA 2 

잉
 나
 

R 

녕
 



표 4-15 핵분열 생성핵종에 대한 척도인자(ALL PWR RCS) 

핵종 척도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Sr-90/Cs-137 1.18E-2 8.82E-3 <20% 58 

Tc-99/Cs-137 NA NA NA NA 
1-129/Cs-137 1.77E-3 1.17E-3 NA 4 

l • 

표 4-16 발전소별 Sr-90/Cs-137에 대한 척도인자 

발전소 척도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Moticello 3.01E-2 1.12E-2 99 24 

Oyster Creek 1.63E-1 6.80E-2 98 41 
Verrnont Yankee 3.21E-3 2.06E-3 92 4 

Brunswick 3.41E-2 8.62E-3 99 36 

Pilgrim 3.76E-2 2.19E-2 88 12 
Big Rock Point 1.92E-2 1.26E-2 89 4 

Maine Yankee 3.81E-3 1.76E-3 95 12 

Farley 6.96E-2 4.41E-2 93 4 

Ginna 4.28E-3 3.28E-3 82 30 
Zion 1.19E-2 1.01E-2 66 44 

폐기물 스트림별 발전소별 분류를 통해 척도인자의 신뢰수준을 일정 수준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c-99, 1-129의 경우 실제 샘플에서 거의 계측이 되지 않아 데이 

터 개수가 다른 핵종에 비해 매우 적으며， 데이터 개수의 부족이 척도인자의 신뢰도 

저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c-99, 1-129의 경우 대부분 계 

측하한치의 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냉각재내 요오드의 동위원소들을 활용한 이론적 

인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2. 1. Cs-137 

Cs-137은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다. Cs-137의 반감기는 30년으로 P붕괴에 의해 

Ba-137로 된다. 방출된 P입자 중 약 6%는 1. 176MeV의 최대 에너지를 가지고， 나머지 

는 0.511MeV의 최대 에너지를 가진다. ß붕괴 중 약 85%는 Ba-137m으로 붕괴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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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0.662MeV의 에너지를 가진 Y입자가 같이 방출된다. 또한 0.624MeV와 

0.656MeV의 에너지를 가진 Ba x선과 conversion electron을 방출한다. Cs-137은 용 

해성 핵분열 생성 핵종으로서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대부분 나타나며， 상대적 

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며 Y션을 방출하므로 계측이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Y선을 방 

출하지 않고 냉각재 계통에서 용해성 인 다른 핵분열 생성 핵종의 Key핵종으로 

Cs-137을 사용할 수 있다. 

2. 2. Ce-l44 

Ce-144는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다. Ce-l44의 반감기는 285일로 Pr-144로 P붕괴한 

다. 방출된 P입자의 약 76%는 최대 에너지 0.309MeV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24% 

의 P입자는 최대 에너지 0.175 MeV를 가지고 있다. ß붕괴의 약 11%는 0.133MeV의 

에너지를 가진 Y입자가 같이 방출된다. 

2. 3. Sr-90 

Sr-90은 핵분열 생성 핵종이다. Sr-90은 반감기가 28.1년으로 P붕괴하여 Y-90이 

된다. Y-90은 반감기가 64시간으로서 P붕괴에 의해 Zr-90이 된다. Y-90에 의해 방출 

되는 P입자의 최대 에너지는 2.27MeV으로， 다른 방사선은 방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폐기물 계통에서 Sr-90은 입자 형태보다는 이온 형태의 수용성으로 존재하고， 냉각재 

의 화학적 조건에 따라 일부의 Sr-90은 불용성 탄산염의 형태로서 존재한다. Sr-90의 

경우 Key 핵종으로 Cs-137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기물 처리 계통에서 

Cs-137과 Sr-90은 필터나 수지에서 제염 계수에 있어 차이가 큰 편으로 척도인자 값 

의 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Sr-90의 경우는 이후의 Tc-99. 1-129처럼 척도인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별 폐기물 스트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2. 4. Tc-99 

Tc-99는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거나 Mo-98의 중성자 포획 반응으로 생성된 

Mo-99의 P붕괴에 의해 생성된다. 

닮
 



[Mo-98 (n,V) Mo-99 (ß) Tc-99] 

Mo-99의 반감기는 66시간이다. Tc-99는 반감기가 2.12x105년으로 P붕괴에 의해 

Ru-99 (Ruthernum-99)가 된다. 이때 방출되는 P입자의 최고 에너지는 O.292MeV으로， 

다른 방사선은 방출하지 않는다. Tc-99의 경우 Key 핵종으로 Cs-137을 주로 사용한 

다. Tc-99는 Cs-137과 같은 용해성 핵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c-99는 측 

정되는 값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측정된 Tc-99의 데이터는 대부분 계측 하한치 

(LLD) 부근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낮은 Tc-99의 농도는 계측 데이터 

값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이에 따른 척도인자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게 된다. Sr-90 

과 마찬가지로 Tc-99의 척도인자는 통계적으로 구할 경우 발전소별 폐기물 스트림별 

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5. 1-129 

1-129는 핵분열 생성 핵종인 Te-129가 붕괴되면서 생성된다. 1-129의 반감기는 

1.57x107년으로 P붕괴를 통해 Xe-129로 된다. 방출된 P입자의 최대 에너지는 

O.150MeV이다.ß붕괴 시， Xe X-ray와 conversion electron이 같이 방출된다. 1-129는 

방사선 조사가 멈춘 후， 1-129의 모핵종인 Te-129m, Te-129가 붕괴함에 따라 생성되 

므로， 1-129의 농도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리다. 따라서 원자로 가동 후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최대 농도값을 가진다. 1-129의 경우 Key 핵종으로 Cs-137을 주로 사용한다. 

1-129와 Cs-137은 냉각재 계통에서 비슷한 이송 특성을 지니며， 핵연료에서의 누출 

메커니즘이 비슷하지만， 두 핵종의 필터 계통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서로 다르다. 또 

한， Cs-137은 보통 양이온으로 1-129는 음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지와 필터에서 

두 핵종의 제염 계수는 다르게 된다. 1-129는 Tc-99와 마찬가지로 계측치가 낮기 때 

문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1-129의 척도인자는 중 • 저준위 샘플들과 

고준위 샘플들로 나누어 도출할 경우 그 값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농도에 

따라 Cs-137의 제염계수가 달라지고， 낮은 농도에서는 1-129를 계측시 간섭현상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3. 초우라늄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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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라늄핵종들은 대부분 핵연료봉의 표면과 냉각재 계통에 존재하는 tramp 우라 

늄 입자의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생성되며 흔하지는 않지만 피복관이 파손된 상태에 

서 핵연료 자체의 파손 내지 침식에 의한 핵연료 파편의 누출과 중성자 조사에 의해 

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TRU 핵종은 Ce-144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 

나 Ce-l44를 Key 핵종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Ce-144의 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e-144는 폐기물의 농도가 매우 낮으며 방출 Y선의 에너지 또 

한 낮기 때문에 방사화학분석 과정 없이 폐기물 시료에서 Y선 계측을 통해 직접 계측 

하기 힘들다. 따라서 척도인자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Key 핵종으로 다른 계측이 용이 

한 핵종인 Co-60 혹은 Cs-137을 사용하여야 한다. Cs-137은 Ce-144와 같이 핵분열 

생성 핵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TRU 핵종과는 달리 수용성 핵종이기 때문에 다른 

이송 특성을 나타내므로 Key 핵종으로 Cs-137를 사용할 경우 척도인자 값의 정확성 

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부식생성 핵종인 Co-60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Co-60과 TRU 핵종의 생성 메커니즘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불용성이기 때문에 폐기 

물 처리계통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에 EPRI-4037과 EPRI-5077에 제시된 Pu-239+240의 Ce-l44, Cs-137, 

Co-60에 대한 척도인자를 예시하였다. 

표 4-17 Co-60. Cs-137. Ce-l44에 대한 Pu-239+240의 척도 인자(All PWR : EPRI-4037) 

핵종 | 척도인자 LMD* 데이터 개수 
Pu-239/Co-60 1E-4 27 383 
Pu-239/Cs-137 4E-4 50 303 
Pu-239/Ce-144 3E-3 10 190 

* LMD Log Mean Dispersion 

표 4-18 Co-60. Cs-l37. Ce-l44에 대 한 Pu-239+240의 척 도 인자(All PWR : EPRI-많77) 

핵종 | 척도인자 LMD* 데이터 개수 
Pu-239/Co-60 9.0E-5 21 382 
Pu-239/Cs-137 2.0E-4 36 288 
Pu-239/Ce-144 6.0E-3 7 216 

다음의 표는 다른 TRU 핵종과 Pu-239+240 사이의 척도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상관 

- 57 -



관계가 좋지만， 실제로 척도인자 도출시 Pu-239+240을 직접 계측하여 Key핵종을 사 

용하기 보다는 Key핵종으로 Co-60을 사용하여 Pu-239+240의 농도를 도출한 후， 다 

른 TRU 핵종과 Pu-239+240 사이의 척도인자를 사용하여 다른 TRU 핵종의 농도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표 4-19 초우라늄 핵종의 측정된 척도인자(All PWR : Pu-239+24이 

핵종 척도 인자 불확실성 신뢰수준(%) 데이터 개수 

Pu-238/Pu-239+240 8.41E-1 4.58E-2 99 498 
Pu-241/Pu-239+240 2.97E+1 2.94E-3 99 265 
Arn-241/Pu-239+240 4.77E-1 2.95E-3 99 474 
Crn-242/Pu-239+240 8.31E-1 7.52E-3 99 434 
Crn-244!Pu-239+240 5.32E-1 3.69E-3 99 446 

3. 1. PU - 239+ 240 

Pu-239는 U-239의 딸핵종인 Np-239의 P붕괴에 의해 생성된다. U-239는 U-238의 

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U-238 (n,Y) U-239 (ß) Np-239 (ß) Pu-239] 

Pu-239는 반감기가 24，400년으로 Q붕괴에 의해 U-235로 되며， 악티늄 계열로 분류 

된다. 방출된 Q입자의 약 88%는 5.16MeV의 에너지를 가지며， 약 11%는 5.11MeV의 

에너지를 가진다. Pu-239와 Pu-240와 방출 Q 업자의 에너지가 비슷하여 계측시 핵종 

간 구분이 어려워 두 핵종의 방사능을 합쳐 Pu-239+240으로 계측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u-239+240의 Key 핵종으로는 Ce-l44를 활용하는 방법과 Cs-137 또는 

Co-60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TRU 핵종간의 상관관계는 핵연료의 조사 시간 

이나 연소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Pu-239+240을 활용하여 다른 

TRU 핵종을 예측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 Pu-239+240/Ce-144 

Ce-l44와 Pu-239+240의 경우 모두 불용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좋은 상관관계 

를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e-14471- 상대적으로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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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붕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Ce-l44의 계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규적인 계측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나. Pu-239+240/Cs-137과 Pu-239+240/Co-60 

Ce-144의 계측이 힘들기 때문에 Key핵종으로 핵분열핵종인 Cs-137을 사용하거나， 

부식 생성핵종이지만 불용성 핵종인 Co-60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2. Pu-238 

Pu-238은 Np-238 (반감기 2.1 일)의 P붕괴와 Cm-242 (163 일)의 Q 붕괴에 의해 생 

성된다. 이 모핵종의 경우 U-238의 중성자 포획에 의해 생성된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 

해 생성된다. Pu-238은 Q붕괴에 의해 반감기 86.4년인 U-234로 붕괴되며， 우라늄 붕 

괴 계 열 에 해 당한다. 방출되 는 Q 입 자의 72%는 5.50MeV. 28%는 5.46MeV의 에 너 지 

를 가진다. 또한 0.02MeV의 Uranium X-ray와 0.039MeV의 conversion electron도 방 

출한다. Pu-238은 Pu-239+240를 이용하여 척도인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3. Pu-241 

Pu-241은 U-238과 Pu-239 및 관련된 동위원소의 다중 중성자 포획 (multiple 

neutron capture)에 의해 생성된다. Pu-241의 반감기는 13.2년으로， Am-241로 P붕괴 

하지만， 0.0023%는 U-237로 Q붕괴한다. 방출된 P업자는 0.021MeV의 최대 에너지를 

가진다. a 입자는 4.90 MeV와 4.85 MeV의 에너지를 가지며 이때 x-ray도 방출된다. 

Pu-241는 넬티늄 붕괴 계열이다. Pu-241은 Pu-239+240을 이용하여 척도인자를 구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Pu-241 핵종은 TRU 핵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TRU 핵종의 경우 Pu-241을 Key 핵종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3. 4. Am-241 

Am-241은 Pu-241의 P붕괴에 의해 생성된다. Am-241의 반감기는 458년으로 Q붕 

괴를 거쳐 Np-237이 된다. 방출된 Q 입자의 85%는 5.49MeV의 에너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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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는 5. 44MeV의 에너지를 가진다. Am-241은 렘티늄 붕괴 계열에 속한다. Am-241 

은 Pu-239+240를 이용하여 척도인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m-241와 Pu-238핵 

종의 경우 방출 Q 에너지가 근사한 값을 지녀 핵종간 구분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두 핵종을 합쳐서 평가하기도 한다. 

3. 5. Cm-242 

Cm-242는 Am-242의 P붕괴 또는 U-238, Pu-239와 관련된 동위원소의 다중 중성 

자 포획에 의해 생성된다. Cm-242의 반감기는 163일로 Q붕괴를 거쳐 Pu-2387} 된다. 

방출된 Q입자의 약 74%는 6.12MeV의 에너지를 가지고 26%가 6.07MeV의 에너지를 

가진다. 이 때 O.022MeV의 PU X-ray와 O.039MeV의 conversion electron도 같이 방출 

한다. Cm-242는 우라늄 붕괴 계열에 속한다. Cm-242은 Pu-239+240를 이용하여 척도 

인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m-242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짧은 반감기(163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료 샘플의 이력을 안다면 보다 정확한 척도인자를 도출할 수 

있다. 

3. 6. Cm-244 

Cm-244는 U-238. Pu-239. Am-243 및 이와 관련된 동위원소의 다중 중성자 포획 

에 의해 생성된다. Cm-244의 반감기는 17.6년으로 Q붕괴를 거쳐 Pu-240가 된다. 방출 

된 Q입자의 약 77%는 5.81MeV의 에너지를 가지고 23%는 5. 77MeV의 에너지를 가진 

다. O.022MeV의 PU X-ray와 O.038MeV의 conversion electron도 같이 방출한다. 

Cm-244는 토륨 붕괴 계열에 속한다. Cm-244은 Pu-239+240를 이용하여 척도인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7. total a 

초우라늄 핵종의 경우 핵종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아 개별 핵종으로 구분하기 어 

려울 경우 핵종간 구분 없이 총 알파 방출 핵종에 대한 척도인자를 적용하여 초우라 

늄 핵종의 농도를 예측할수도 있다. 이는 핵연료의 건전성의 향상과 더불어 TRU 핵 

종의 개별 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Total a를 사용을 용인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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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해외의 척도언자 벼교 분석 

다음의 표 4-20과 표 4-21에 해외에서 적용되는 척도인자 값을 정리하여 비교하여 

보았다1l)13) 여기서 척도인자 값은 대부분 LMA (Log mean average)값이며， 정확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LMD(Log Mean Dispersion) 내지 20 dispersion이 사용된 경우 

이를 같이 정리하였다 1)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척도인자(Generic Scaling Factor) 관 

점에서 모든 PWR 발전소에 대한 값으로 대부분의 핵종에 대하여 척도인자 값의 변 

화가 10배 이내의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단 1-129의 경우 핵종 방사능 농도가 

photon measurement를 통해서 계측하기에는 매우 낮아서 통상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 

기 보다는 질량 분석기법과 같은 계측하한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척도인자 값이 -103배 이상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c-99나 1-129의 경 

우 질량 분석법을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TRU 핵종의 경우 대부분의 TRU 핵종에 대한 척도인 

자 값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많은 양을 차지 

하는 Pu-241의 경우 비교적 근사한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해외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TRU 핵종에 대한 척도인자 값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1) 5장 척도인자의 경향성 분석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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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해외의 척도인자 사례 (1) 

Key DTM NP-4037 I‘~UREG CR-4101 
NP-5077 NP-5677 

핵종 핵종 (1984) 
(1985) 

(1987) (1989) 
SAIC NRC 

계산방법 LMA LMD LMA LMD LMA 

대상 폐기물 All PWR AllPWR All PWR DAW 

Co-60 C-14 1.00E-02 18 6.51E-02 1.41E-01 1.20E-02 18 

Co-60 Ni-59 1. 16E-02 2.93E-02 

Co-60 Ni-63 3.ooE-01 6 3.27E-01 4.09E-01 3.70E-01 4 1.00E-01 

Co-60 Nb-94 2.33E-04 1.91E-04 

Co-60 Sr-90 1.70E-03 

Cs-137 Sr-90 5.ooE-03 23 2.73E-02 4.20E-02 4.80E-03 15 2.50E-03 

Cs-137 Tc-99 8.00E-04 37 3.44E-03 6.23E-03 7.80E-04 50 

Cs-137 1-129 2.ooE-04 100 1. 68E-03 6.81E-03 3.10E-04 104 2.00E-07(a) 

Cs-137 Cs-135 1.98E-06(b) 

Co-60 Pu-239* l.OOE-04 27 9.00E-05 21 3.90E-05 

Cs-137 Pu-239* 4.ooE-04 50 2.00E-04 36 9.10E-05 

Ce-144 Pu-239* 3.ooE-03 10 9.98E-03 6.00E-03 7 

Pu-239 Pu-238 1.20E+00 3 8.41E-01 9.80E-01 4 1.10E+OO 

Pu-239 Pu-241 1.30E+02 3 2.97E+01 1.10E+02 3 

Pu-239 Am-241 6.00E+00 5 4.77E-01 4.30E-01 4 

Pu-239 Cm-242 1.80E+00 7 8.31E-01 8.10E-01 7 

Pu-239 Cm-244 5.00E-01 6 5.32E-Ol 3.80E-01 7 

Pu-239* Total Q 

Pu-239 Pu-240 1.30E+02 3 

Co-60 Fe-55 NC NC 5.38E-01 not ana1yzed 8.90E-01 6 

Pu-239* = Pu-239+Pu-240 ( 이 후 동 일 ) 

(a) NP-5077(잡고체 Surrogate sampling)의 경 우 photon measurement 

technique을 사용한데 반하여， NP-5677(잡고체 actual waste)에서는 mass 

spectrometry technique을 사용 

(b) SAIC에서 방사화학 분석 후 질량분석법 (mass spectrometric analysis)을 사용 

Westinghouse Hanford laboratory에서는 Cs에 대한 동위원소 분석을 질량분 

석 방법 (thermal emission mass spectrometry)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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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해외의 척도인자 사례 (11) 

DTM 
EPRI (998)14) ]apan(a) Belgium(b) Canada (OPG) (c) Key nuclide 

nuclide 

20 
계산방법 LMA G.M LMA 

dispersion 

대상 폐기물 
Solid 

AllPWR DAW DAW 
Waste 

Co-60 C-14 1.30E-01 2.82E-02 6.70E-02 

Co-60 Ni-59 1.4E-02 5.6 7.79E-03(d) 6.16E-03 9.10E-05 

Co-60 Ni-63 4.9E-01 7.6 9.50E-01 7.28E-01 2.60E-02 

Co-60 Nb-94 2.70E-04 1.57E-05 

Co-60 Sr-90 3.60E-02 

Cs-137 Sr-90 2.50E-02 1.97E-02 1.30E-01 

Cs-137 Tc-99 4.06E-04 1.30E-04 

Cs-137 1-129 2.50E-08 3.34E-06 2.90E-07 

Cs-137 Cs-135 3.58E-05 1.00E-06 

Co-60 Pu-239* 1.10E-03 

Cs-137 Pu-239* 5.42E +00 (e) 8.40E-03 

Ce-144 Pu-239* 5.8E-03 9.3 9.10E-03(f) 

Pu-239 Pu-238 1.0E+00 5.6 2.23E+OO 2.10E-01 

Pu-239 Pu-241 1.1E+02 5.4 3.11E+02 1.35E+01 

Pu-239 Am-241 5.5E+01 6.5 4.34E-01 8.20E-01 

Pu-239 Cm-242 1.5E+00 9.4 1. 35E-03 9.40E-02 

Pu-239 Cm-244 5.73E-01 3.00E-01 

Pu-239* Total a 3.5E+어 4.1 3.70E-03 

Co-60 Fe-55 1.5 14.4 7.67E+OO 3.40E+OO 

Cs-137 Cs-134 2.32E-01 

(a) Low Level homogeneous Solid Waste (solidified liquid/stabilized s이id waste) 

(b) Deposited activity on the piping 

(c) All DAW 

(d) Ni-59INi-63 = 8.2E-3 (ORIGEN-2) 

(e) Pu-239/Pu-137=3.35, Pu-240/Pu-137=2.07 

(f) compacte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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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절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 절정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 대상 핵종에 대하여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을 설정하여 보았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원전 발생 중 · 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용기내 핵종별 재고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척도인자 방법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평가 대상 핵종에 대한 방사화학분석을 통하여 핵 

종간 상관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Key 핵종과 DTM 핵종간 상관관계， 즉 척 

도인자를 이끌어 내게 된다. 이렇게 이끌어낸 척도인자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펑가 

가 가능하도록 감마선을 방출하는 Key 핵종을 감마선 계측 장치로 계측하고 이를 통 

해 다른 DTM 핵종을 평가하게 된다. 방사화학분석 결과를 토대로 척도인자를 도출 

하기 힘든 일부 핵종의 경우는 이론적인 방법을 활용한 코드 해석 등을 통해 핵종간 

상관성을 분석하거나 방사화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평균 방사능 농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표 4-22은 평가 대상 핵종별 방사선학적 특성과 방사선 계측 방법을 정리한 것 

이다. 참고로 lOCFR61.55에 언급된 핵종 농도제한치를 바탕으로 u.s. NRC의 MDC 

설정치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표 4-23에 최근의 해외의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 

사례 중심으로 평가 대상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예상안을 직접 측정 방법 

과 간접 측정 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그림 4-3은 발전소 형태별 평가 

대상 핵종의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을 척도인자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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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평가 대상 핵종별 방사선학적 특성 및 방사선 계측 방법 

핵종 반감기 (yr) 방사선 종류 에너지 (kev) 
주요 

MDC*(nCi/g) 
방사선계측 

H-3 12.3 p 18.6 LSC 400 
C-14 5730 p 156 LSC 80 
Fe-55 2.70 X 5.89 LSC 80 
Ni-59 75000 X 6.92 LSC, NaI 2200 
Co-60 5.27 Y 1330, 1170 Ge 7000 
Ni-63 100 p 65.9 LSC, NaI 35 
Sr-90 28.6 p 546 GPC, 13-13 0.4 

p 471 GPC 
Nb-94 20,300 0.4 

y. 703, 871 y spec 
Tc-99 2.13E5 p 294 GPC 30 
1-129 1.57E7 p 152, 39.6 GPC 0.8" 

Cs-137 30.17 Y 0.66 Ge 10 
Pu-238 87.8 Q 5436, 5499 a spec 1 
Pu-239 24100 Q 5105, 5143, 5155 a spec 1 
Pu-240 6570 Q 5123, 5168 a spec 1 
Pu-241 13.2 p 20.8 LSC 35 

Q 닮43， 5385 a spec 
Am-241 432 1 

Y 59 Y spec 
Cm-242 0.446 Q 6069, 6113 a spec 200 
Cm-244 18.1 Q 5763, 5805 a spec 1 

Y방출핵종 > 0.1 Y 100-2000 Ge 7000 
LSC :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NAI: Thin NAI Counter 

GPC Gas proportiona1 Counter 

13-13 : Dua1 Plastic Scintillation Detector 

Y spec: Gamma Spectrometry 

a spec Alpha Spectrometry 

MDC* : 10 CFR 61의 핵종 농도 제한치의 1%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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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핵종별 재고량 펴가 방법 사례 

평가방법 세부평가방법 대상 핵종 

감마선 
Co-60 

Cs-137 
계측방법 

(+ 기타 감마선 방출 핵종) 
직접측정 Co-60, Cs-137, 기타 감마선 방출 핵종 

방법 H-3, C-14, Fe-55, Ni-59, Ni-63, Nb-94 

방사화학분석방법 Sr-90, Tc-99, 1-129 

Pu-238, Pu-239, Pu-240, Pu-241 , Am-241 , 

Cm-242, Cm-244 and gross a 

Key 핵종 
H-3*, C-14, Fe-55, Ni-59* , Ni-63, Nb-94 

(Co-60) 

통계적인 Key 핵종 
Sr-90, Tc-99* , 1-129, Cs-135 

Pu-238, Pu-239, Pu-240, Pu-241 , Am-241 
척도인자 방법 (Cs-137) 

Cm-242, Cm-244 and gross a (TRU) 
방법 Key 핵종 간접측정 Pu-238, Pu-241 , Am-241 , Cm-242, Cm-244 

방법 (Pu-239** 
and gross a (TRU) 

Ce-l44) 

이론적인 Key 핵종 

방법 (Cs-137) 
Tc-99, 1-129 

기타 평균 농도 방법 H-3, Tc-99 

방법 연소도 계산 방법 Ni-59/(Ni-63) 
'----- ---

H-3*, Ni-59, Tc-99* : 사례에 따라 다른 간접 평가 방법이 적용되는 핵종 

Pu-239** 핵종간 구분이 어려워 Pu-239+Pu-240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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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핵종별 합리적 재고량 평가 방법 (발전소 형태별) 

제6 절 논 의 

본 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 대상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의 사례를 분 

석하고 예상안을 설정하여 보았다. 주요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분석과 핵 

종별 평가 방법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평가 대상 핵종별 특성을 살펴본 후 주요 

한 평가 방법인 척도인자 방법에 근거하여 부식 생성핵종， 핵분열 생성핵종， 초우라늄 

핵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핵종들이 Co-60, Cs-137을 Key 핵종으로한 

척도인자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척도인자의 도출은 그 근거 

가 되는 방사화학분석에 수반되는 대상 핵종별 평가의 정확성과 시료의 대표성， 시료 

의 수에 따라 그 값과 신뢰도가 변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척도인자의 

적용 사례와 해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척도인자 평가 과정을 통해 척도인자 방 

법의 전반적인 특성과 경향성을 살펴보고， 척도인자 평가 방법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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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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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척도언자의 경향성 분석 

제 1 절 개 요 

기존의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척도인자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 

의 방사화학분석 데이터의 경우 고리의 폐기물분석장치를 개발하면서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분석 데이터 수가 척도인자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함으로 해외 데이터를 토대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데이터의 경우는 분 

석 결과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는 척도인자 평가 방법 

에 대한 비교와 분석 대상 핵종별 척도인자 값의 사례 비교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2 절 데이터베이스 분석 

1. 자료의 구성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EPRI-5077에 수록된 10CFR61.55에 언급된 미국의 

규제 대상 핵종별 방사화학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료별 발전소별 샘플의 구성과 

핵종별 농도 범위를 PWR에 국한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H-3의 경우 

EPRI-5077에서 핵종 농도는 언급되어 있으나 척도인자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 

으므로 H-3은 고려 하지 않았다. 

1. 1. 시료별 발전소별 샘플수 

분석된 총 샘플의 수는 4817H 로， PWR 발전소의 경우 34개의 발전소로부터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발전소별 수집된 데이터의 개수를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EPRI-5077 

내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잡고체， 농축폐액， 폐필터， 폐수지， RCS 5개로 구분하였으나， 

여기서는 폐기물의 분류에 있어 슬러지를 별도로 취급하고， 주요 폐기물의 범위를 유 

사한 것과 묶음으로써 각 폐기물별 유사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그 외의 폐기물을 기 

타로 묶어 폐기물 종류를 7개로 보다 세분하였다. 7가지로 세분된 폐기물의 종류별 

샘플수와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의 그림 5-2와 5-3에 나타내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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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폐기물의 구성은 폐수지 (1397~ ， 28.9%) 세분된 폐기물에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잡고체 (977~ ， 20.2%), 폐필터 (937~ ， 19.3%), 

기타(74개， 15.4%), RCS(45개， 9.4%), 슬러지 08개， 3.7%) ， 농축폐액 057~ ， 3.1%) 순으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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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번호) 

그림 5-1 EPRI 5077 : 발전소별 시료 분석수 

EPRI-5077 며|기물 종류월 갯수 
(갯수. %) 

I걸측치 포함 총 481 개] 

며|수지 잡고체 뼈필터 기타 농축며|액 RCS 슐러지 

며l기몰 풍류 

그림 5-2 폐기물 종류별 샘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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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74.15.4% 

1. 2. 핵종별 농도 범위 

EPRI-5077 폐기물벌 총류 전체 481 개 
(폐기물 총휴， 갯수， %) 

슬러지.18.3.7% 

그림 5-3 폐기물 종류별 샘플수 

핵종별 농도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4에 표시된 농도 범위는 핵종 

농도의 중간값(median: 배열상 가운데 있는 값)과 1/4분면(25%) 그리고 3/4분면 (75%) 

에서의 값 그리고 전체 농도 범위의 1%에서 99%값의 범위를 표시하였다. Co-60이 

가장 높은 농도값을 보이며 이어서 Fe-55, Ni-63 둥이 높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 질량당 방사능 측면에서는 방사화부식생성 핵종의 농도가 다른 유형 

의 방사성 핵종(핵분열생성핵종， TRU 핵종)보다 높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핵분 

열 생성 핵종의 경우는 Cs-137의 농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이어서 Ce-l44, 

Sr-90, Tc-99, 1-129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TRU 핵종의 경우에는 Pu-241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그 외의 TRU가 10-2-10-3의 차이로 낮은 농도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결국 Co-60은 부식 생성 핵종에 대해 Cs-137은 핵분열 생성핵종에 대해 상대 

적으로 높은 농도값을 보이면서 동시에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함으로 계측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척도인자의 사용시 주요 Key 핵종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Ce-144의 경우 감마 방출 핵종이긴 하나 Cs-137보다 농도도 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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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에너지도 낮기 때문에 Key 핵종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기타를 제외 

한 폐기물별 핵종 농도의 산술 및 기하평균과 최소 최대 그리고 데이터 

5-1에서부터 표 5-7까지 정리하였다.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잡고체， 폐필터， 농축폐액， 폐수지이므로 폐기물의 

종류를 이에 국한하고 각 폐기물별 대상 핵종에 대한 농도 범위를 도식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의 그림 5-4와 같다. 핵종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폐펼터와 폐수지에서 핵종 

농도가 높은 편이며， 잡고체와 농축폐액에서 낮은 편이다. 낮은 농도를 보이는 잡고체 

와 농축폐액 폐기물내에서도 잡고체가 농축폐액보다는 농도가 높게 나타남을 

았다. 각 폐기물 종류별 핵종별 농도 범위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최근에는 

로 및 계통내 재질의 변화와 핵연료의 건전성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폐기물의 핵종 농 

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농축폐액보다 잡고체내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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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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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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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EPRI-5077 핵종별 방사능 농도 범위 

* * Outlier : Extreme 자료의 중심으로부터 일정조건 이상 크게 벗어난 값 [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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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EPRI-5077내 모든 PWR 폐기물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포 

All PWR 
uCνcc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소 최대 # 

C14 1.315E-01 4.402E-04 7.100E-09 1.400E+01 462 
FE55 3.215E+01 2.326E-02 7.l00E-08 2.900E+03 380 
Co60 3.272E+01 2.426E-02 8.500E-09 3.600E+03 470 
Ni63 9.979E+00 1.270E-02 1.600E-07 1.700E+03 462 
S버O 3.237E-01 9.452E-05 8.500E-09 1.200E+02 461 
Tc99 4.310E-04 1.472E-05 1.500E-09 5.500E-02 455 
1129 6.224E-03 7.965E-06 1.600E-09 2.000E+00 454 

Cs137 5.732E+00 4.506E-03 7.000E-09 1.200E+03 464 
Cel44 1. 463E+00 6.615E-04 l .l00E-08 2.700E+02 442 
Pu238 2.456E-03 3.156E-06 1.600E-11 4.500E-01 472 
Pu239 8.904E-03 3.078E-06 3.l00E-11 7.500E-01 472 
Pu241 6.523E-01 4.403E-04 6.α)()E-11 9.000E+01 460 
Am241 2.020E-03 1.542E-06 4.300E-11 1.300E-01 469 
Cm242 5.727E-03 2.376E-06 1.900E-11 1.200E+00 462 
Cm244 1.427E-02 1. 189E-06 4.800E-11 6.000E+00 466 

표 5-2 EPRI -5077내 농축폐액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포 

농축폐액 

uCνcc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소 최대 # 

C14 5.56E-02 1.54E-04 1.70E-06 7.90E-01 15 
FE55 3.68E+OO 7.49E-03 5.70E-06 5.50E+01 15 
Co60 8.13E-01 4.76E-03 1.50E-06 1.20E+01 15 
Ni63 6.47E-01 3.09E-03 5.80E-07 9.50E+OO 15 
Sr90 2.33E-04 1.03E-05 6.10E-08 3.20E-03 15 
Tc99 9.00E-06 1.30E-06 4.80E-09 5.80E-05 15 
1129 1.53E-06 2.96E-07 1.60E-09 1.30E-05 15 

Cs137 2.69E-02 l .l8E-03 4.80E-08 1.50E-01 14 
Cel44 6.66E-05 1.06E-05 1.30E-07 5.10E-04 12 
Pu238 5.89E-05 1.16E-07 1.20E-10 8.80E-04 15 
Pu239 3.83E-05 9.60E-08 l.OOE-10 5.70E-04 15 
Pu241 6.16E-03 1.60E-05 1.10E-08 9.20E-02 15 
Am241 4.40E-06 6.07E-08 9.00E-11 6.30E-05 15 
Cm242 7.37E-05 1.95E-07 1.30E-09 1.10E-03 15 
Cm244 8.78E-06 5.13E-08 2.50E-10 1.30E-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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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EPRI -5077내 잡고체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포 

잡고체 

uCνcc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소 최대 # 

C14 1.60E-02 7.58E-04 l.90E-05 4.80E-01 95 
FE55 4.45E+01 1.02E-01 2.50E-05 2.70E+03 66 
Co60 6.81E+OO 4.27E-02 1.60E-04 5.70E+02 97 
Ni63 1.82E+OO 2.05E-02 1.50E-04 1.40E+02 96 
Sr90 3.63E-03 1.49E-04 l.00E-06 2.40E-01 97 
Tc99 3.66E-04 4.60E-05 4.90E-07 8.30E-03 97 
1129 2. 15E-02 3.44E-05 4.00E-07 2.어E+OO 95 

Cs137 8.57E-02 9.26E-03 5.50E-07 9.80E-01 96 
Ce14L1 1.58E-01 9.39E-04 2.00E-06 1.10E+01 93 
Pu238 3.82E-04 8. 87E-06 2.00E-08 1.40E-02 97 
Pu239 5.25E-04 8.65E-06 2.30E-08 3.70E-02 97 
Pu241 4.79E-02 1.08E-03 1.80E-08 3.30E+OO 97 
Am241 4.42E-04 4.94E-06 1.00E-07 2.10E-02 97 
Cm242 2.08E-04 4.00E-06 1.00E-08 8.90E-03 97 
Cm244 6.27E-02 3.87E-06 2.20E-08 6.00E+OO 96 

표 5-4 EPRI-5077내 폐필터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포 

폐필터 

uCνcc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소 최대 # 

C14 3.93E-01 1.54E-03 6.90E-08 9.10E+00 87 
FE55 7.40E+01 4.75E-01 2.20E-07 2.90E+03 69 
Co60 6.94E+01 2.94E-01 2.60E-06 3.60E+03 89 
Ni63 2.93E+01 1.56E-01 4.60E-07 1.70E+03 84 
Sr90 9.80E-02 2.89E-04 1.30E-08 2.60E+OO 88 
Tc99 1.15E-03 4.20E-05 6.50E-09 5.50E-02 83 
1129 8.61E-03 1.42E-05 1.40E-08 7.00E-01 83 

Cs137 4.79E-01 7.68E-03 7.80E-08 8.00E+OO 86 
Ce144 6. 12E+OO 5.45E-03 2.10E-07 2.70E+02 87 
Pu238 1.l5E-02 3.26E-05 4.60E-10 4.50E-01 87 
Pu239 4.42E-02 3.94E-05 3.90E-10 7.50E-01 88 
Pu241 2.21E+OO 4.46E-03 3.70E-08 2.70E+01 86 
Am241 9.23E-03 1.90E-05 1.40E-10 1.30E-01 87 
Cm242 2.21E-02 3.76E-05 1.90E-11 1.20E+OO 88 
Cm244 4.75E-03 1.21E-05 9.70E-11 1.60E-0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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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EPRI-5077내 폐수지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포 

폐수지 

uCνcc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소 최대 # 

C14 3.01E-02 1.91E-03 2.00E-07 4.00E-01 138 
FE55 4.59E+OO 7.57E-02 1.80E-07 1.50E+02 125 
Co60 3.03E+01 2.36E-01 2.10E-08 9.00E+02 139 
Ni63 6.96E+OO 1.06E-01 1.60E-07 1.00E+02 139 
Sr90 1.45E-01 5.90E-04 8.50E-09 4.00E+00 137 
Tc99 2.57E-04 3.00E-05 2.90E-07 5.30E-03 139 
1129 6.89E-05 1.38E-05 1.90E-08 2.00E-03 139 

Cs137 1.86E+01 7.62E-02 5.30E-08 1.20E+03 139 
Cel44 1.65E-01 2.52E-03 1.00E-07 7.50E+00 136 
Pu238 2.48E-04 1.13E-05 7.00E-09 4.00E-03 139 
Pu239 1.09E-03 1.08E-05 5.00E-09 3.60E-02 139 
Pu241 4.17E-02 1.30E-03 1.90E-06 1.50E+00 139 
Am241 1.47E-04 5.10E-06 3.70E-09 5.70E-03 138 
Cm242 2.95E-04 7.12E-06 3.40E-09 3.40E-03 138 
Cm244 7.65E-05 3.39E-06 4.20E-09 1.30E-03 139 

표 5-6 EPRI -5077내 슬러지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포 

슬러지 

uCi/cc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소 최대 # 

C14 2.84E-01 1.73E-03 5.60E-08 3.30E+OO 18 
FE55 1. 85E + 02 7.42E-01 3.00E-06 1.90E+03 15 
Co60 2.24E+02 5.14E-01 1.40E-06 2.50E+03 18 
Ni63 4.37E+01 1.10E-01 1.40E-06 4.70E+02 18 
S버O 6.68E+OO 4.10E-04 1.20E-07 1.20E+02 18 
Tc99 1.43E-03 6.96E-05 1.60E-07 9.60E-03 18 
1129 2.37E-03 1.45E-05 4.00E-08 2.40E-02 18 

Cs137 2.89E-01 9.09E-03 9.80E-07 1.80E+OO 17 
Cel44 1.71E+OO 6.23E-03 1.90E-07 2.00E+01 18 
Pu238 4.02E-03 1.90E-05 1.50E-08 5.90E-02 18 
Pu239 3.22E-03 1.65E-05 3.60E-09 4.70E-02 18 
Pu241 4.42E-01 1.89E-03 2.60E-07 5.30E+OO 18 
Am241 4.05E-03 1.03E-05 2.20E-09 6.70E-02 18 
Cm242 4.56E-03 1.45E-05 1.30E-09 6.50E-02 18 
Cm244 1.42E-03 6.94E-06 1.20E-09 1.90E-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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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EPRI-5077내 RCS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포 

RCS 
uCνcc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소 최대 # 

C14 1.83E-02 3.11E-05 1.80E-08 6.60E-Ol 43 
FE55 2.21E+Ol 3.46E-04 2.40E-06 4.70E+02 35 
Co60 5.83E+OO 1.89E-04 1.10E-06 2.30E+02 45 
Ni63 4.90E+OO 7.02E-05 2.00E-07 1.90E+02 43 
S펴O 3.52E-03 3.05E-06 1.어E-08 7.00E-02 42 
Tc99 2.76E-05 8.57E-07 1.50E-09 3.20E-04 42 
1129 1.52E-04 1.36E-06 4.40E-09 5.어E-03 42 

Cs137 3.25E-Ol 4.61E-04 1.10E-07 1.40E+Ol 45 
Cel44 1.22E+OO 1.90E-05 7.50E-08 2.70E+Ol 38 
Pu238 2.62E-04 3.39E-08 2.60E-I0 7.20E-03 45 
Pu239 1.24E-03 3.57E-08 2.어E-I0 3.20E-02 44 
Pu24l 2.19E+OO 4.98E-06 6.00E-ll 9.00E+Ol 42 
Am241 1.91E-04 1.73E-08 1.20E-IO 4.30E-03 44 

6 

4 t-

2 

o 

-2 

-4 

-6 

-8 

-10 

-12 

Cm242 1.32E-02 4.1 1E-08 1.80E-I0 
Cm244 2.50E-04 1.33E-08 1.10E-I0 

EPR15077-빼기물벌 핵총밟 농도 분포 [uCi/g] 
Median; Box: 25%, 75%; Whisker: 1 %, 99% 

잡고체 펴|필터 농축펴|액 폐수지 

Waste Type 

5.00E-Ol 42 
7.70E-03 43 

-0- log10(C14) 
-<>- log10(Fe55) 
---6-- log10(Co60) 
..... log10(Ni63) 
-• :- log10(Sr9이 

。 Outliers

-;::- log10(Tc99) 
/:,. Outliers 
;::-- log10(1129) 
• Outliers 

-0- log10(Cs137) 
-0- log10(Ce144) 

Outliers 
.-<>- log1이Pu238) 

Outliers 
-<> log10(Pu239) 

Outliers 
-<>- log10(Pu241) 
。 Outliers

•• 안-- log10(Am241) 
。 Outliers

..... log10(Cm242) 
口 Outliers 

-• :- log10(Crrα44) 

。 Outliers

그림 5-5 EPRI -5077 핵종별 방사능 농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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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종깐 상관성 분석 

척도인자 방법에 있어서 Key 핵종을 이용하여 DTM 핵종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핵종간의 상관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량적인 판별의 

경우 상관계수 등의 통계적인 수치를 주로 활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핵종간 상관성 

존재 유무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그림5-6은 10CFR 61.55에 언급 

된 모든 PWR 폐기물에 대한 핵종간의 농도 상관성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 

기서 핵종의 순서는 C-14, Fe-55, Co-60, Ni-63, Sr-90, Tc-99, 1-129, Cs-137, 

Ce-144, Pu-239로 되어 있으며， 전체 데이터의 95%를 차지하는 구간을 타원으로 표 

시하였다. 각각의 핵종에 대해 log scale의 농도값의 쌍을 표기하였다. 선형적인 관계 

가 더 뛰어날수록 핵종간의 상관성이 높다고 불수 있다. 일례로 Co-60과 Ni-63, 

Fe-55의 경우 방사화부식생성 핵종으로 다른 핵종쌍에 비해 핵종간 상관성이 높음을 

알수 었다. 

그림 5-7의 경우， 핵종간 상관성을 10CFR61.55 내의 TRU핵종 중심으로 주요 Key 

핵종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핵종의 순서는 Co-60, Cs-137, Ce-144, Pu-238, 

Pu-239, Pu-241 , Am-241 , Cm-242, Cm-244, Total a로 되어 있으며， 전체 데이터의 

95%를 차지하는 구간을 타원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TRU 핵 

종간에는 매우 좋은 상관성을 보임을 도식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Pu-239를 다른 

TRU 핵종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인자로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Key 

핵종으로 Co-60, Cs-137, Ce-l44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Ce-1447t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상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Co-60, Cs-137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핵분열생성핵종인 Cs-137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맹각재 내에서 용해성 

을 보이는데 반하여， Co-60은 방사화부식 생성핵종이나 TRU 핵종과 같은 불용성이 

라는 거동 특성의 유사성 때문으로 비교적 상관성이 좋은 편이다. 이는 핵종간 상관 

성은 생성뿐만 아니라 거동 특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우 좋은 상관성을 보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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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EPRI 5077 All PWRs-핵종간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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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EPRI 5077 All PWRs-핵종간 상관성 (II) (TRU 핵종 중심) 

- 78 -



제3 절 척도언자의 계산 방법 

1. 척도언자의 기본 개념 

척도인자 방법은 간접적인 핵종 평가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척도인자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은 동일한 선원으로부터 발생되고 폐기물내로의 이동시 동일 

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이는 방사성핵종 쌍의 경우， 핵종별 방사능 농도가 일정한 

비율(척도인자 값)을 보인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이 척도인자 값은 비교적 많은 횟수 

의 직접적인 파괴 분석 과정.을 수행한 후 이를 토대로 평균값을 구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상호 비교 가능한 핵종 중의 하나가 계측이 용이한 핵종(Key 핵종)이라면 미 

리 결정된 척도인자 값에 따른 계산을 통하여 일정 비율의 상관관계를 지난 다른 계 

측이 어려운 핵종(DTM 핵종)의 방사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계측 가능한 

방사성핵종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Co-60과 Cs-137이다. 이러한 

상관성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RN = CxAKN 

여기서 ， AKN : Key 핵종의 계측된 방사능 

A RN : Key 핵종과 연관성을 지닌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C: 미리 결정된 비율(constant ratio) = 척도인자 값 

계측된 결과는 일반적으로 산술적 평균과 같은 통계 분석의 적용을 위한 선결 요 

건인 정규 분포(Norrnal Distribution)를 따르지 않는다. 이는 실제 시료샘플의 방사화 

학 분석 데이터의 경우， 방사능 농도값이 1011 만큼 차이가 날 정도로 핵종 농도의 

값이 넓은 분포를 지니면서 핵종농도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 

석 데이터의 스케일 변환 없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lognorrnal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lognorrnal하게 분포된 자 

료로부터 기하학적인 평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하학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척도인자 값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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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측정된 방사능 농도의 log scale에서 선형회귀 방식을 통해 구할 수 았다. 

실례로써 EPRI-5077내의 폐수지 중 Co-60과 Ni-63의 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8의 경우 두 핵종간의 농도 분포를 스케일 변환 없이 적용한 핵 

종 농도 쌍의 산포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핵종간의 상관성을 찾 

아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5-9는 두 핵종간의 농도 분포를 log 스케 

일로 변환한 경우(여기서는 핵종별 농도값에 log를 값을 취한 값을 사용)의 산포도이 

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핵종간 선형성이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10의 경우처럼 log 스케일 변환후에 핵종의 농도 데이터가 통계 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인 정규분포를 보여야만 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이 될 수 있 

다. 척도인자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의 추세는 Scale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 방사화학분석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중 하나는 핵종의 농도 분포가 

Log-Nonnal Distribution을 따른다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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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Log 스케일 변환의 영향 (변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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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Log 스케일 변환의 영향 (변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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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Log 스케일 변환 이후의 정규 분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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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도언자 계산 방법별 벼교 분석 

척도인자 계산 방법은 앞서 언급한 스케일 변환의 유무와 평균값을 사용하는가 아 

니면 선형회귀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4-8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뀐다. 

특히， 통계처리 방법 측면에서 스케일 변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척도인자 예측방법 측면에서 로그 스케일 변환이 핵종간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었다. 따라서 기하학적 평균 방법 

(Geometric mean or LMA)과 Log Scale의 선형 회귀 방법이 척도인자 예측 방법으 

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5-8 주요한 척도인자 계산 방법 

계산 방법 수학적 표현 Comments 

산술평균 ARN=axAKN 
a= Average 

Linear ratio [SF] 

선형회귀 
relation 

ARN=a+bxAKN a , b=const. 

기하평균 ARN=CxAKN 
c=Average 

Linear ratio [SF] 

logarithm의 
relation of 

Log(ARN)=C’+dxlog(AKN) 
c,c ’ =const. 

선형회귀 
Logarithm 

ARN=C X (AKN)d 
d= Regression 

~ QeL 

* ARN Key핵종과 연관성을 지닌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 AKN 계측된 Key핵종의 방사능 

2. 1. 산술평균 

SF 계산방법 

척도인자의 

산술평균 

핵종간 선형회귀 l 

척도인자의 

기하평균 

Logarithm을 취 한 l 
핵종간 선형회귀 J 

척도인자 계산방법 중 스케일 변환 없이 데이터간 선형성을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핵종쌍간의 개별 척도인자 값의 산술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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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η

S패
 

1-% C 

여기서， n 측정된 시료 수 

ARNi 시료 i내에 Key 핵종과 상관성을 지난 방사성핵종의 측정된 방사능 

A KNi : 시료 i내의 Key 핵종의 측정된 방사능 

2. 2. 선형 회귀 

선형 회귀 방법은 최소자승화 방법 Oeast squ따e method)에 의해 두개의 파라미터 

를 산출한다. 특히 선형회귀 방법의 경우 척도인자 계산방법 중 스케일 변환 없이 데 

이터간 선형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RN=C+dx (AKN) 

ε(X-X)(y- y) 

ε (x - X)2 

여기서 d = 선형 회귀 모형의 기울기 

c = 선형 회귀 모형의 y절펀 

x= AKNi 

y= ARJVi 

x= 움찮A따 

y= 움찮ARJVi 

c== Y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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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기 하학적 평 균(Geometric Mean) 

기하학적 평균 방법의 경우， 수학적 모델이 단순하여 방법론의 적용이 용이하고，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 (parameter)가 하나이므로， DTM핵종과 Key핵종간의 농도 

관계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기하평균의 경우 기하학적 평균 방법을 평가하는 척도 

로는 Log Mean Dispersion (LMD)을 활용할 수 있다. LMD의 개념은 log sca1e상의 

표준펀차 개념이다. LMD값이 작을수록， 도출된 척도인자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LMD값은 두 핵종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뿐만 아니라， 척도 

인자의 통계적 불확실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LMD값이 높다고 하 

여， 두 핵종간의 상관관계가 적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하학적 평균(Geometric 

Mean Log-Mean Average (LMA))을 구하는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ASF의 값이 척도인자로써 기하학적 평균값을 의미한다. 

ARN = ASFxAKN 

ASF = antilog {움될log (짧 ) } 

여기서 ARN Key핵종과 연관성을 지닌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AKN : 계측된 Key핵종의 방사능 

ASF : 미리 결정된 방사능비 (constant ratio) 척도인자 

n 측정된 시료 수 

ARNi 시료 i에서 계측된 Key핵종과 연관성을 지닌 핵종의 방사능 

AKNi 시료 i에서 계측된 Key핵종의 방사능 

N 

εLn {(ARN/AJ<M) -Ln (ASF)}2 

I강~-때[ N 

여 기 서 , D SF : 1 sigma (a)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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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SF내에서의 1 0 dispersion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새로운 

측정값이 기하평균의 분산값내에 있을 확률이 68.3%인 것을 말하며， 2 0 일 경우 

95.5%인 것을 의미한다. LMD 개념을 적용할 경우， US NRC의 정확성 요구 조건인 

within a factor of 10 accuracy 측면에서 20값이 10이내를 보여야 한다. EPRI 

NP-4037과 EPRI NP-5077에서는 일반적인 척도인자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구한 LMD 

값을 구했으며 LMD 값이 10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NRC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il (generic) 척도인자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략 20값 

이 4 정도이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폐기물에 대해 동일한 척도인자값을 적용하는 

generic 개념이 적용되며， 5이상일 경우 다른 폐기물 스트림에 대해서는 다른 척도인 

자 값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20값이 10이상일 경우에는 위에 

서 구한 상관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4. Log Scale의 선 형 희 귀 (Linear regression) 

로그 스케일의 선형 회귀 방법 또한 선형회귀 방법과 같이 최소자숭화 방법 Oeast 

square method)에 의해 모형의 계수들을 산출한다. 다만 데이터를 log scale 변환 후 

선형회귀 방법을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모형의 파라미터가 기하학적 평균 방 

법보다 하나 많은 두 개로， 모델의 설명력이 기하학적 평균 방법보다 일반적으로 뛰 

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log(ARN)=c' +dxlog(AKN) 

ARN=CX (AKN)d 

c'=log(c) 

c ’, d 미리 결정된 parameter 

d = 선형 회귀 모형의 기울기 

c ’ = 선형 회귀 모형의 y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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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y- y) 

ε(조 _X)2 

X=log(AKM ) 

Y= log(ARM ) 

X= 움찮log (A댔 ) 

y= 움 i] log (ARM ) 

c' = Y-dX 

질측 데이터를 이용한 척도언자 계산 방법별 벼교 분석 2.5. 

각각의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EPRI-5077내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비교 평가해 보았다. 비교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구성정보를 다음의 표에 정 

리하였다. 

표 5-9 척도인자 계산 방법별 입력 데이터 

Data set EPRI-5077 

폐기물 종류 폐 수지 (Spent resin) 

데이터 개수 139 

Key 핵종 Co-60 

DTM 핵종 Ni-63 

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따른 실측치와 예측치에 대하여 각각 

핵종 농도에 대한 개수를 그림 5-11에서 5-14까지 도시하였다. 그림을 통해서 

있는 것과 같이 선형회귀 방법의 경우 실측치와 예측치의 개별 데이터가 잘 

않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잘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법의 경우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실측치와 예측치가 근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알 

맞지 

방 

- 86 -

의
 

수
 



산술평균 방법보다는 로그스케일상의 계산 방법(기하평균 로그 스케일의 선형회귀 방 

법)이 데이터의 근사성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측치와 

예측치에 대한 총방사능값에 대한 비교 결과(예측치의 총방사능값/ 실측치의 총방사 

능값) 산술평균 방법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로그스케일상의 선 

형회귀 방법의 경우 실제 방사능에 비해 과소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기하 

평균의 경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Measured Concentration Vs Es’'im이ed Concentr이ion 
[Ar헤hmetical Mean (NI-63 Vs Co-60)] 

Ratio of Total Actlv해y = 5.20 

23% 

30 ~ 톨톨 Log10(Ni63)-: 뿔22%- - -- -----------, 23% 
Measured 

25 r 置 Logl0(Ni63}: 톨á-----.톨훌훌. 뿔 -{19% 
Estimated 

응~ 20 r / 톨톨 ‘ .훌훌 .. 끓.--.훌톰 -{15% 

‘。-

.1-.를뿔 톨훌훌훌 l훌훌 .훌훌훌 g짧 -{11% 

10 8% 

5 4% 

00/.0% 
o 0% 

-8 -7 -6 -5 4 -3 -2 -1 o 2 3 4 5 

그림 5-11 척도인자 계산 방법 (1) : 산술평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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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Concentration Vs Estimafed Concentration 
[Unear Regression (NI-63 Vs Co-60)] 

Ra에。 o'Total Ac애vity = 1.00 
280 21 Z'1o 

260 197% 

240 182% 

220 167% 

200 152% 

보aaE 18O 
136% 

160 121% 

‘Õ 140 106% 

z휠그z 12。 91% 

100 76% 

80 61% 

60 45% 

40 30% 

20 15% 
OO/J)% 20/cO% 20/00% 

o 0% 
-8 -7 -6 -5 4 -3 -2 -1 o 2 3 

그림 5-12 척도인자 계산 방법 (2) : 선형회귀 방법 

Measured Concentration Vs Estimated Concentration 
[Unear Regression of Logar헤hm(애1-63 Vs Co-60)) 

Rafio of Tota' Actlvity = 0.65 
35 27% 

24% 

30 “ 23% 

25 ‘““ “‘ 19% 

뭉1 20 ~ ............ ........... ... . ..................................... ~lilllliì.~ 15% 

‘。-

g응 15 1-- 톨톨훌-톨 .톨 l톨톨--.톨- ------~ 11% 

10 8% 

5 4% 

00/00% o 0% 
-8 -7 s -5 4 -3 -2 -1 0 2 3 

그림 5-13 척도인자 계산 방법 (3) : 로그 스케일 선형회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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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Concentr이lon Vs Estlmated Concentr이lon 

[Geometrlcal Mean (NI-63 Vs Co-60)] 
Ratlo 0' Total Actl애ty = 1.50 

35 27% 

22% 23% 

25 19% 
뿔觸 

.ff.톨훌 .톰흩톨.톨 l톨훌훌 .................. ~ 15% 

‘。·

용응 15 ~ ι.‘· ‘ ι 흩틀뿔 l톨훌 .톨흩 톨홉홉 .톨훌聊- ~ 11% 

10 8% 

5 4% 

O뻐% 
o 0% 

-8 -7 -6 -5 4 -3 -2 -1 o 2 3 4 

그림 5-14 척도인자 계산 방법 (4) : 기하평균 방법 

그림 5-15부터 5-18까지는 각 척도인자 계산 방법별 실측치와 예측치에 대한 로그 

스케일의 선형회귀 모형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술 

평균의 경우 전체 핵종 농도 범위에 걸쳐 예측결과가 과대평가됨을 알 수 있다. 선형 

회귀 방법의 경우 실측치와 예측치 각각의 개별 데이터의 상관성이 적음을 알 수 있 

다. 로그스케일의 선형회귀 방법의 경우 저방사능에서는 예측치가 실측치보다 높게 

평가됨으로써 보수적으로 나오는데 비하여 고방사능에서는 예측치가 실측치보다 낮게 

평가됨으로써 과소평가되어 보수성이 결여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하평균 방법의 

경우 계측치와 예측치가 매우 근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19에 각각의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따른 계측치와 예측치에 대한 회귀식을 도시하였다. 여기서 이 

상적인 회귀식， 즉 예측치와 계측치가 같은 값을 보이는 회귀식에 가장 근접하는 것 

이 기하평균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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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ted Log10(Ni63)] = 1.0101*[Measured Log10(Ni63)]+O.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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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방법별 예측의 정확성 비교 평가 : 산술평균 방법 

[Predited Log10(Ni63)] = O.0607*[Measured Log10(Ni63)]+O.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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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방법별 예측의 정확성 비교 평가 : 선형회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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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ted Log10(Ni63)] = 0.8648*[Measured Log1 0(Ni63)]-0.1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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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방법별 예측의 정확성 비교 평가: 로그스케일 선형회귀 방법 

[Predited Log10(Ni63)] = 1.0101*[Measured Log10(Ni63)]+O.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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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방법별 예측의 정확성 비교 평가 : 기하평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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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 비교 

각각의 척도인자 계산 방법별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통계 

적인 신뢰도를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만 구해진 변수를 토대로 비교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각 데이터에 logarithm을 취하여 계측치와 예측치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회귀식을 비교해보면 기울기 (A)와 y절편 (B) 측면에서 이상적인 경우(A=1 ， B=O)에 가 

장 근접하면서 보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울기가 1에 근접하면서도 커야 하며， y절편 

은 0에 근접하면서 O보다 커야 한다. 반면에 기울기가 1보다 작거나 y절편이 O보다 

작은 경우는 비보수적인 결과를 낮게 된다. 따라서 선형회귀 방법의 경우 기울기가 1 

보다 매우 작은 값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log scale의 선형회귀식의 경우 기울기가 1 

에 근접하기는 하나 1보다 작다는 측면에서 비보수적인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다. 

산술평균의 경우 y절편 값이 커서 예측치가 설측치보다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생긴다. 

결과적으로는 기하평균 방법이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인 결과에 근접하면서도 

합리적인 보수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총방사능비 (예측치의 총방사능/설측치의 

총방사능)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상적인 경우는 1로써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1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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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1보다 커야만 한다. 산술평균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예측치가 과대평가됨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log sca1e의 선형회귀 방법의 경우 과소평가됨을 알 수 있다. 

선형회귀 방법의 경우 1의 값을 보이므로 총방사능량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경우에 가 

장 근접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핵종 농도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함으로 적 

절한 방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하평균 방법의 경우 총방사능량 측면에서 과대평 

가되었으나 다른 방법에 비해 합리적인 보수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0 척도인자 계산 방법별 비교 평가 

계산방법 
예측치 Vs 실측치 총방사능 

방사능 예측 능력 
Y=A*X+8 [예측치/실측치] 

산술평균 A= 1.01 01 , 8=0.5481 5.20 
총 방사능 및 개별 방사능 

의 과대평가 

선형회귀 A=0.0607 , 8=0.8343 1.00 방사능 구분 능력 딸어짐 

총방사능에 대한보수성 

기하평균 A= 1.01 01 , 8=0.0081 1.50 뮤지 및 개별 방사능의 예 

측 정확성 유지 

저준위:과대평가 

Log A커|일의 A=0.8648, 8=-
0.65 

고준위:과소평가 

선형회귀 0.1080 총방사능의 과소평가 

(비보수적 평가 결과) 

Idea1 : A=l , B=O // 보수적 : A>=l & B-O // 비보수적 A<l ,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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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도언자 계산 방법 적용시 고려 사항 

앞서 언급한 척도인자 계산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사 

항이 DTM 핵종과 Key 핵종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핵종 

간 상관성을 판별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기준으로는 상관계수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척도인자 계산시 전체 폐기물보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척도인자를 구해줄 경 

우 도출된 척도인자의 값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관성 판별 

과 폐기물간 구분시 척도언자의 신뢰성 향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1. 상관성 판별 기준 

두 개의 양적 변수가 있어서 한쪽 변수의 데이터가 변화했을 때에 다른 한쪽 변수 

의 데이터도 그것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 이들 두 변수 간에는 상관계수가 있다고 

한다. 일례로 신장이 큰 사람은 체중이 무겁고， 신장이 작은 사람은 체중이 가볍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신장과 체중 사이에는 상관계수가 있다고 한다. 상관관계의 정도 

를 재는 지표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상관계수는 보통 r로 표시한다. 

상관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확률변수 X, Y에서 상관계수 r 

r Cov(X,Y) 

σ'x. O"y 

여기서 -1 드 r 드 +1 

ax > 0, ay > 0는 각각 X, Y의 표준편차 

Cov(X,Y) 는 X와 Y의 공분산 

- 94 -



Cov(X,Y)= 잖L(χ -X)(Y; -y) 

σx=~갚권i퓨필zε(짝Xχ객-껴f 
σ아y-앓L(Y; _y)2 

상관계수는 ( -1)에서 (+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의 절대치 혹은 상관계수의 

자숭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 

일 때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 때에는 그 두 변수 간에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념적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Y Y 

X X 

r 프 +1 r 츠 -1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림 5-1 상관계수값에 따른 상관관계 

X 

r 프 O 

상관관계 0-1::::느 
닙AC그 

이러한 관계 중 특수한 경우로써 r = 1(또는 r=-l)인 경우， 이는 X와 Y의 관계에 

서 y = aX + b (a，b는 상수 a =;t!; 0)와 같은 선형식으로 표현될 때 구하여진다. 이 

경우 a>O이면 r=l이고 a< 0이면 r = -1 이 된다. 따라서 선형 관계 내지 선형 회귀 

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된다. 

EPRI-5077내의 데이터에 관하여 모든 폐기물에 대한 상관계수를 스케일 변환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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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스케일로 변환후의 값으로 구분하여 구해 보았다. 표 5-11는 변환전 각 핵종간 

의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고， 표 5-12는 변환 후 각 핵종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 

다. 핵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핵종간 종류에 따라(방사화부식생성핵종， 

핵분열생성핵종 TRU 핵종) 상관계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케일 변환 이후 

핵종간 선형관계의 향상으로 인해 상관계수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 

환 이후의 경우 핵종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선형 

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상관계수의 특성상 샘플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관관계 값 자체 

가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척도인자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상관계수만 

을 놓고 보았을 때 상관계수 값이 0.6 이상인 경우 상관성이 존재하며， 척도인자 값의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5-11 상관성 판별 기준 : 상관계수 (r) 95% 신뢰도 (변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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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상관성 판별 기준 : 상관계수 (r) 95% 신뢰도 (변환후) 

3. 2. 폐기물별 구분적용 

척도인자를 도출할 경우 전체 폐기물(All waste)에 대한 척도인자 값을 적용하기 

보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척도인자 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다음 

의 경우와 같이 Key 핵종이 Co-60이고， DTM 핵종이 Ni-63인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 

로 핵종간 상관성이 좋은 핵종쌍의 경우에서도 폐기물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 

다 정확한 척도인자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은 Co-60과 Ni-63에 대하여 앞 

서 구분한 7개 폐기물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평가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 

해 log scale 선형 회귀 방법을 적용하였다. 폐기물간 구분하였을 경우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핵종간 상관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폐기물간에도 회귀식내의 기울기와 절편을 살펴보았을 때 폐기물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3의 비교 자료를 통해 기울기 측면에서는 폐 

수지와 잡고체， 그리고 농축폐액， RCS , 슬러지가 비슷한 값을 보이는데 반하여， y절편 

에 있어서는 폐기물별로 다른 값을 보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폐기물간 척도인자 값 

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핵종간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Co-60과 C-14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o-60과 C-14 같이 폐기물간 구분 없 

이 척도언자 값을 도출할 경우보다는 폐기물간 구분하는 경우 핵종간 상관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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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Co-60과 C-14에서도 기울기 측면에서 폐수지， 잡고체와 기 

타 폐기물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폐필터， 슬러지， 농축폐액이 비슷한 결과를 보임 

을 알 수 있다. (표 5-14) 

결국 전체 폐기물 관점에서 핵종간 상관성이 높은 Key 핵종과 DTM 핵종쌍이라 

하더라도 폐기물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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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척도인자 계산시 폐기물별 구분 적용 사례(1) (EPRI-5077 Co-60 vs Ni-63) 

주요 변수 (Co-60 Vs Ni-63) 

폐기물 구분 
Log10(Ni63)=A*log10(Co60)+B 

기울기 (A) y절편 (B) 

폐수지 0.78 -0.48 

잡고체 0.80 -0.60 

폐필터 0.89 -0.63 

농축폐액 1.05 -0.06 

슬러지 0.98 -0.67 

RCS 1.01 -0.43 

기타 0.6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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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척도인자 계산시 폐기물별 구분 적용 사례 (11) (EPRI-5077 Co-60 vs C-14) 

표 5-14 log scale 선형 회귀 분석에 따른 폐기물별 주요 변수 (Co-60 Vs C-14) 

폐기물 구분 
Log10(Ni63)=A*log10(Co60)+B 

기울기 (A) y절편 (B) 
폐수지 0.47 -2.44 
잡고체 0.47 -2.48 
폐필터 0.77 -2.55 
농축폐액 0.73 -2.11 
슬러지 0.75 -2.54 
RCS l.54 -2.55 
기타 0.49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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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기존 폐기물스트럼별 핵종방사능 분석자료 분석 

1. 분석 대상 혜기물 

앞서 국외 자료를 토대로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비교 

적 적은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기존 고리원전에 설치 운영되어온 척도인자 운영 

프로그램 구축 당시 이루어졌던 국내 방사화학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척도인자 값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당시 이루어졌던 방사화학분석은 폐수지， 폐필터， 농축폐액， 잡 

고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잡고체의 경우 비균질성이 크고 대표성 있는 시료 

채취가 어려워 시료 채취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면류 고무류 비닐류에 대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표 5-15에 정리한 바와 같이 각 폐기물 종류별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는 총 4차례의 시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대상 핵종은 

척도인자 적용 대상 핵종과 감마 방출핵종으로 이는 표4-16과 같다. 분석 결과를 토 

대로 각 핵종(H-3， C-14, Ni-63, Co-60, Sr-90, Tc-99, Cs-137, Total a)에 대한 폐기 

물 종류별 핵종 농도(Iog(uCi/cc) ) 범위는 그림 5-22과 같다 핵종 농도 범위는 핵종별 

폐기물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폐필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이어서 

폐수지와 농축폐액이 높은 값을 보이며 잡고체가 가장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5-15 폐기물 종류별 시료 채취 방법 및 분석 데이터 수 

폐기물 종류 시료 채취 방법 
총 분석 

데이터 수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내에 시료채취구가 있어 저장 

농축폐액 탱크 내의 용액을 충분히 섞어주어 균질화시킨 후에 적 4 

당량을 직접 분취 

자체 제 작한 resin column(혼상이 온교환수지 사용) 과 
폐수지 

filtration filter( 원 자로 냉 각재 필 터 의 filter 내 용물 사 
4 

폐필터 
용)를 수처리 계통의 by pass line에 연결후 강제 순환 

4 
시킴 

잡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드럼에 담기 전 시료를 종 

12 
류별로 적당량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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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 .... 

-6 ~ ....... . 

-7 

표 5-16 분석 대상 핵종 

C-14 Sr-90 Tc-99 Ni-63 Co-57 Co-58 

Cs-137 Cs-134 Mn-54 Zr-65 Gross a 

폐기물 종류별 핵종 농도 범위 

Box: Mean (+ -) 5E; Whisker: Mean [+ -] 50 

Filter Resin Concentrate 

폐기물종류 

낸]- Log10(H3) 
。 Out\iers

._<). ‘ .log1.()(C14) ..... 
。 Out\iers

•• {}.. Log10(Ni63) 

........ '。‘ ... Out1iers ....... . 

8. I -* Log10(Sr9이 
8. I 0 Out\iers 

DAW 

~ ::=.Log10(Tc99.)“--_._." 
-• ::.. Log10(C060) 

8. Outliers 
... 서‘:~~ .. Log1.()(C$137} ..... 

• OutJiers 
-<r Log10(GrossAlphþ) 

그림 5-22 폐기물 종류별 핵종 농도 범위 (Log Scale) 

기존 고리 원전의 폐기물별 핵종 조성비는 4차에 걸쳐 측정된 시료데이터를 토대 

로 평균값을 산정하여 핵종별 존재량을 구하고， 핵종별 존재량에 따라 계산된 일반적 

인 척도인자 값 즉 산술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존 고리 원전의 방사화학분석에서는 

광범위한 분석과 다양한 핵종에 대한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Fe-55와 Ce-l44의 존재량은 해외의 EPRI데이터를 참고로 적용하였다. 즉 Fe-55와 

Ce-144는 해외 데이터를， 나머지 핵종은 국내 원전의 시료 측정값을 적용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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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핵종 조성비를 결정하였으며 시료 샘플수가 적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척도인자 적용 방법으로는 Key핵종으로 Co-60과 

Cs-137이 사용되었다. 부식 생성핵종은 Co-60을 핵분열 생성핵종과 초우라늄 핵종은 

Cs-137을 Key핵종으로 사용하였다. 당시에 이루어진 Key 핵종에 따른 평가 대상 핵 

종 종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7과 같다. 

표 5-17 기존 척도인자 프로그램의 적용 척도인자 적용 대상 핵종의 분류 

부식 생성핵종 핵분열 생성핵종 초우라늄 핵종 

H-3/ Co-60 

C-14/ Co-60 Sr-90 / Cs-137 

대상 핵종 Ni -63/ Co-60 Tc-99/ Cs-137 Gross-a/ C.s-137 

Nb-94/ Co-60 1-129/ Cs-137 

Fe-55/ Co-60 
」→←←←~-

2. 분석 대상 핵종별 척도언자 계산 결과 벼교 분석 

실제적인 방사화학분석을 수행한 평가대상 핵종 중 척도인자 방법 적용이 가능한 

핵종에 한하여 척도인자를 계산하였다 15)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척도인자 

계산 방법인 산술평균 방법과 앞서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고려되는 기하평균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 계산한 후 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다음의 표 5-18은 폐기물 종류별 구분 없이 전체 폐기물에 대한 척도인자를 

구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핵종의 농도 정보가 결측이 된 부분이 있어 이를 

나타내고자 유효시료수를 표시하였다. 핵종별로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산술평균 방법 

보다는 기하평균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척도인자 값이 낮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통계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아 기하평균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모두 보수적인 

값을 보이면서， 산술평균값이 기하평균 값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임으로 지나 

친 보수성을 막고 합리적인 DTM 핵종에 대한 재고량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술 

평균 방법보다는 기하평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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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척도인자 값을 비교한 그림 5-29를 통해 살펴보았 

을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폐수 

지내의 Tc-99의 경우는 5배 이상의 척도인자 값의 차이로 인해 최종적인 DTM 핵 

종의 재고량 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8 전체 폐기물에 대한 척도인자 계산 방법별 척도인자 

H3/C060 
H3/Cs137 
Cl4/Co60 
Ni63/Co60 
S버O/Cs137 

Tc99/Cs137 
Gross a/Co60 
Gross a/Cs137 

산술평균 기하평균 평균비** 유효 시료수 

1. 14E+OO 3.35E-01 3.41 24 
3.66E+OO 1.75E+OO 2.æ 24 
4.63E-Ol 2.65E-01 1.75 24 
1.10E+OO 8.78E-01 1.25 22 
5.08E-02 1.83E-02 2.77 20 
6.91E-03 1. 67E-03 4.13 16 
4.95E-04 3.62E-04 1.37 14 
1.08E-02 2.77E-03 3.89 14 

**평균비=산술평균/기하평균 

표 5-19 폐기물 종류별 척도인자 값 비교 

DTM 핵종 H3 C14 Ni63 Sr90 Tc99 TRU* 

Key 핵종 Co60 Cs137 Co60 Co60 Cs137 Cs137 Co60 Cs137 

폐 
산술평균 3.85E-02 4.39E+00 3.69E-01 1. 06E + 00 1.21E-01 2.36E-02 2.44E-04 3.66E-0 

필 
기하평균 3.00E-02 3.37E+00 2.31E-01 9.08E-01 1. 17E-01 2.16E-02 2.00E-04 3.13E-0 

평균비** 1.28 1.30 1.60 1.17 1.04 1.09 1.22 1.17 
터 
유효시료 4 4 4 4 3 3 2 2 

폐 
산술평균 5.15E-01 5.19E+OQ 9.97E-01 3.80E-01 1. 27E-01 5.27E-03 6.72E-04 2.53E-0 

기하평균 3.93E-01 1.26E+00 4.25E-01 2.51E-01 9.58E-02 9.16E-04 3.94E-04 9.58E-0 
-까「‘ 

평균비** 1.31 4.12 2.35 1.52 1.33 5.75 1.70 2.64 
지 
유효시료수 4 4 4 3 3 3 3 3 

농 산술평균 2. 14E+OQ 2.03E+00 1.04E-01 1.64E+OQ 6.35E-03 8.02E-05 2.34E-04 5.64E-0 

죽 기하펑균 1.61E+00 1.91E+00 9.58E-02 1.55E+OQ 3.39E-03 7.61E-05 1.95E-04 3.07E-0 

폐 평균비** 1.33 1.07 1.08 1.05 1.87 1.05 1.20 1.84 

액 유효시료수 4 4 4 3 3 3 3 3 

잡 
산술평균 1.39E+OQ 3.45E+OQ 4.36E-01 1.16E+00 2.28E-02 3.37E-03 6.20E-04 1.13E-0 

기하평균 4.22E-01 1.53E+00 3.32E-01 1.03E+OQ 1. 12E-02 2.73E-03 5.75E-04 6.28E-0 
고 

평균비** 3.29 2.26 1.31 1.13 2.04 1.24 1.08 1.81 
체 
(유효시료수 12 12 12 12 11 7 6 6 

」

*TRU Total a ** 평균비 = 산술평균/기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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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별 며|기물별 평균비(산술/기하) 비교 

6 

5 - 톨. __ filte_~ 
農짧 Resih 
醫뿔 Concentrate 
鍵짧 DAW 

4 

3 

η
 
4 

0 
H3/Co60 C14/Co60 Sr90/Cs137 GrossAlpha/Co60 

H3/Cs137 Ni63/Co60 Tc99/Cs137 GrossAlpha/Cs137 

그림 5-23 핵종별 폐기물별 계산 방법에 따른 척도인자 값의 비 (산술평균/기하평균) 

제5 절 논 의 

기존의 해외 데이터베이스인 EPRI-5077을 활용하여 척도인자의 경향성 분석올 수 

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폐기물 종류별 주요 핵종별 농도 범위와 평균값을 

산출하여 폐기물내 핵종 농도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핵종간의 상 

관성과 TRU 핵종 위주의 상관성 파악을 통해 핵종간 척도인자의 적용 가능성과 경 

향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요한 척도인자 계산 방법에 대한 개념 및 평가 방법 그 

리고 농도 분포의 특성에 의한 데이터의 스케일 변환의 펼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EPRI-5077을 이용한 비교 분석을 통해 척도인자 계산 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보았으며， 

개별 방사능 및 총 방사능량에 대한 정량적 비교 분석을 통해 기하평균 방법이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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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계산 방법에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척도인자 계산 방법 적 

용시 고려 사항으로 상관성 판별 기준에 대한 개념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관 

계수 분석을 수행했으며， 폐기물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 

로하여 기존 고리원전에서 수행된 방사화학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척도인자 계 

산 방법인 산술평균 방법과 기하평균 방법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기하평균 

두 가지 계산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방법에 따른 핵종 재고량 

평가에 미치는 정량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척도인자 방법에 있어 기존 평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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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평가 대상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환 지침안 

절정 

제 1 절 개 요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핵종재고량 평가 관련 분석 내용을 토대로 평가 대상 핵 

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안을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각각의 규명 대상 핵종 

의 정의 및 규명 대상 핵종의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크게 직접적인 

측정 방법과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에서 척도인자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서 핵종 농도 평가 기준과 이를 준수함을 보여줄 품질 보증 · 관리 및 

이행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 절 규명 대상 핵종의 정의 

규명 대상 핵종의 경우 앞서 사례 중심의 분석을 통해 선정된 핵종과 기타 핵종에 

대한 고려를 통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사례 조사를 통해 규명 대상 핵종이 된 Cs-135의 경우 폐기물내 핵종 농도가 

매우 낮으면서 방사선학적 영향이 매우 작으므로 이를 배제하도록 한다. 

2. Fe-55의 경우 사례 조사를 통해 규명 대상 핵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방출 

방사선이 낮은 에너지의 x선이지만，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내 존재하는 핵 

종 농도가 타 핵종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한다. 

3. 언급된 주요 Key 핵종인 감마 방출핵종이외에도 감마 스펙트로미터를 통해 계 

측 가능한 핵종의 경우 이를 핵종 정보로써 표시하여야 하며 O.1-2MeV내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규명해야 한다. 

4. 알파 방출핵종의 경우 개별 방사능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 total a에 대해 계 

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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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별표 1의 규명 대상 핵종 각각에 대하 

여 핵종 농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에 따라 추가적 인 핵종의 평가가 펼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나. 초우라늄 핵종의 경우 개별 핵종별 농도 규명이 어려운 경우 Total Q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주요 감마 방출 핵종 외의 감마 방출 에너지가 O.1-2MeV인 감마방출 

핵종를 평가해야 한다. 

별표 1. 원자력발전소 발생 폐기물내 최소 규명 대상 핵종 

H-3, C-14, Fe-55, Ni-59, Ni-63, Co-60, Sr-90, Nb-94, Tc-99, 1-129, 
Cs-137. Pu-238. Pu-239. Pu-240. Pu-241. Am-241. Cm-242 
Cm-244, Total Q, 기타 감마 방출핵종 

제3 절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1. 직접적언 평가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1. 1. 방사화학분석 방법 

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측 하한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활용해야 한 

다. 

나. 분석 결과는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1. 2. 감마선 계측 방법 

가. 주요 감마 방출 핵종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1. 3. 선 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 

가. 감마선 핵종 조성비에 대한 합리적이면서 보수적인 가정이 주어져야 한다. 

나. 주요한 Key 핵종의 방사능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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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그 외의 직접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간접적언 평가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을 활용할 수 았으며， 평가에 적용되는 

가정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절정되어야 한다. 

2. 1. 척도인자를 활용한 방법 

가. 핵종별 척도인자는 발전소별로 적용해야하며 가능한 폐기물 종류별로 설정해야 

한다. 

나. 일반적인 척도인자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별 폐기물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보여야 한다. 

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표 시료의 샘플링과 분석 데이터의 구축을 통하여 척도인 

자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모든 규명 대상 핵종에 대하여 주기적인 직접 측정을 통해 척도인자에 대해 지 

속적인 검증과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연소도 계산 방법 

가. 핵연료의 방사화에 의한 생성 또는 핵분열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를 예측하기 위 

해 핵연료의 연소도 계산을 통해 핵종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2.3. 방사화 계산 방법 

가. 유사한 방사화 환경을 지니는 경우 중성자속에 의한 방사화에 의한 축적을 계산 

하여 핵종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2.4. 붕괴 계산 방법 

가. 모핵종의 붕괴에 따른 모핵종과 딸핵종의 평형관계를 이용하여 딸핵종의 농도 

를 구할 수 있다. 

2.5. 평균 농도 방법 

가. 핵종 농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변할 경우， 합리적인 가정 하에 핵종 농도 

를 폐기물의 부피나 질량에 대하여 평균하여 구할 수 았다. 

2.6. 물질 수지 방법 

가. 초기 방사능량과 그 방사능량의 손실 측면의 변화 요인을 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물질 수지 계산을 통하여 핵종 농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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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의 그 타당성이 검증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았다. 

@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개별 핵종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방사화학분석을 활용한 파괴 분석 방법 

나. 감마선 계측 내지 선량률 계측을 활용한 비파괴 분석 방법 

@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개별 핵종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척도인자를 활용한 방법 

나. 연소도 계산， 방사화 계산， 붕괴 계산， 물질 수지 계산을 활용한 방법 

다. 평균 농도를 활용한 방법 

@ 그 외의 타당성이 검증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4 절 핵종 농도 평가의 정확성 요구 조건 

핵종 농도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정확성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핵종재고량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각 평가방법은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 및 검증 방법 

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방사화학분석 또는 감마선 계측 내지 선량률 계측 둥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방법 

의 경우， 해당 계측 방법 내지 시스템은 평가 대상 핵종에 대하여 표층처분 농도제 

한치의 1%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즉 계측하한치 값이 

표층처분의 농도제한치 값의 0.01 이하이어야 한다. 

4. 감마선 계측 장치의 경우 반감기가 0.1년이상이면서 0.1-2MeV 사이의 감마선 

을 방출하는 감마 방출 핵종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5. 간접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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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예측의 정확도는 예측값이 실측값의 0.1 내지 10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5.2. 척도인자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평가방법의 경우， 

가. 설정된 척도인자 내지 상관계수 값에 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그 횟수는 핵 

연료 교체 주기당 최소 1회 이상이어야 한다. 단 PHWR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주요 개별 핵종의 농도 내지 척도인자 값이 10배 이상 변할 수 있는 운영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5. '3. 연소도 계산 • 방사화 계산 • 붕괴 계산 · 물질수지 계산， 평균 농도 계산을 포 

함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된 이론적인 평가방법의 경우， 

가. 주기적으로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횟수는 핵연료 교체 주기당 최소 1회 

이상이어야 한다. 

CD 방사화학분석 또는 감마선 계측 내지 선량률 계측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방법. 이 경 
우， 해당 계측 방법은 주어진 핵종에 대하여는 표층처분 농도제한치의 1%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타 핵종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는 측정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O.l -2MeV사이의 감마 방출 핵종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 척도인자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평가방법. 이 경우 예측의 정확도는 예측값이 실측 

값의 0.1 내지 10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척도인자의 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그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하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그 확인 주기는 PWR의 경우 핵연료 교체주 

기 당 1회 이상 PHWR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 연소도 계산 · 방사화 계산 · 붕괴 계산 · 물질수지 계산 평균 농도 계산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된 이론적인 평가방법. 이 경우， 예측의 정확도는 예측값이 실축값 

의 0.1 내지 10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적로 그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하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그 확인 

주기는 PWR의 경우 핵연료 교체주기 당 1회 이상， PHWR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이어야 한다. 

제5 절 품질 보증 • 관랴 맞 아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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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자 동의 일련의 핵종 재고량 평가 관련 프로그램은 개별 발전소별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규제 기준을 충족하며 이와 관련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살펴볼 수 있는 

품질 보증 및 관리 프로그램 (Quality Assurance & Control Program)을 마련 
해야 한다. 

3. 품질 보증 및 관리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행 

프로그램(Implementation Program)을 마련해야 한다. 

4. 각각의 프로그램에는 각 평가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1. 직접적인 방법 

- 평가 방법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법 

- 오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주요 기기에 대한 보정 방법 

4. 2. 간접 측정 방법 

- 시료 분석 자료의 구축을 통한 대표성 근거 자료의 마련 

- 정확성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 

- 적용된 방법이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 

- 적용된 방법의 신뢰도 유지 및 향상 방안 

@ 규제 기준을 충족하며 이와 관련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살펴볼 수 있는 품 

질 보증 및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품질 보증 및 관리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행 프 

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품질 보증 및 관리 프로그램과 이행 프로그램은 발전소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 절 언도규정 상의 핵종 재고량 평가 관련 지참(안) 

앞서 언급한 평가 대상 핵종에 대한 핵종 재고량 평가 방안에 관한 기본 원칙을 

토대로 인도 규정 상의 핵종 재고량 평가 관련 항목에 지침안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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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명 대상 핵종의 정의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별표 1의 규명 대상 핵종 각각에 대하여 

핵종 농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에 따라 추가적인 핵종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추 

가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나. 초우라늄 핵종의 경우 개별 핵종별 농도 규명이 어려운 경우 Total a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주요 감마 방출 핵종 외의 감마 방출 에너지가 0.1-2MeV인 감마방출 핵 

종를 평가해야 한다. 

별표 1. 원자력발전소 발생 폐기물내 최소 규명 대상 핵종 

H-3, C-14, Fe-55, Ni-59, Ni-63, Co-60, Sr-90, Nb-94, Tc-99, 1-129, 

Cs-137, Pu-238, Pu-239, Pu-240, Pu-241 , Am-241 , Cm-242, 

Cm-244, Total a, 기타 감마 방출핵종 

(2)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개별 핵종의 농도를 결정할 수 었다. 

가. 방사화학분석 을 활용한 파괴 분석 방법 

나. 감마선 계측 내지 선량률 계측을 활용한 비파괴 분석 방법 

@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개별 핵종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척도인자를 활용한 방법 

나. 연소도 계산， 방사화 계산， 붕괴 계산， 물질 수지 계산을 활용한 방법 

다. 평균 농도를 활용한 방법 

@ 그 외의 타당성이 검증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핵종 농도 평가의 적확섣 요구 조건 

CD 방사화학분석 또는 감마선 계측 내지 선량률 계측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방법. 이 
경우， 해당 계측 방법은 주어진 핵종에 대하여는 표층처분 농도제한치의 1% 수준 
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타 핵종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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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0.1 -2MeV사이의 감마 방출 핵종을 계측할 수 있 

어야 한다. 

@ 척도인자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평가방법. 이 경우， 예측의 정확도는 예측값이 실측 

값의 0.1 내지 10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 

가 되지 않도록 척도인자의 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그 신뢰성 

을 확인하도록 하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그 확인 주기는 PWR의 경우 핵연료 교 

체주기 당 1회 이상 PHWR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 연소도 계산 · 방사화 계산 · 붕괴 계산 · 물질수지 계산 평균 농도 계산을 포함하 

여 그 타당성이 입증된 이론적인 평가방법. 이 경우， 예측의 정확도는 예측값이 설 

측값의 0.1 내지 10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적로 그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하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그 

확인 주기는 PWR의 경우 핵연료 교체주기 당 1회 이상， PHWR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4) 품짐 보증 • 관리 및 이행 프로그램 

@ 규제 기준을 충족하며 이와 관련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살펴볼 수 있는 

품질 보증 및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품질 보증 및 관리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행 프 

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품질 보증 및 관리 프로그램과 이행 프로그램은 발전소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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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 규정의 보완 측면에서 처분 대 

상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내의 평가 대상 핵종의 정성적 기준에 따른 선정과 

선정된 핵종을 평가하기 위한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에 관한 지침안을 설정하는데 

있다. 

2장에서 다룬 국내 처분 대상 폐기물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부피 발생량 측면과 

방사능량 측면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폐기물 및 대상 발전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였다. 특히 이러한 기존에 발생되어 장기 보관중인 드럼에 대한 핵종 재고량 평가를 

위해서는 감마선 계측 방법과 선량 대 방사능 환산 방법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며， 

척도인자 값의 적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올 알 수 있었다. 

3장에서 다룬 처분 관점에서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드럼내 주요 평가 대상 핵 

종의 정성적 선정에는 해외 사례와 장기 안전성 측면의 중요 핵종 및 실제 폐기물내 

재고량이 반영된 TRU 핵종의 선정과 일부 개별 핵종에 대한 고려를 통해 최종적인 

평가 대상 핵종의 선정이 이루어졌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인 핵종에 대한 국내 

핵종 재고량의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처분장 운영 및 폐쇄 관점에서 처분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근거로 한 핵종 선정과 핵종별 중요도 평가의 비교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 다룬 핵종별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 설정 및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에 

서는 주요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분석과 핵종별 평가 방법 사례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척도인자 방법론에 근거한 부식 생성핵종， 핵분열 생성핵종， 초우라늄 핵 

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핵종들이 Co-60, Cs-137을 Key 핵종으로한 

척도인자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척도인자의 도출은 그 근거 

가 되는 방사화학분석에 수반되는 대상 핵종별 평가의 정확성과 시료의 대표성， 시료 

의 수에 따라 그 값과 신뢰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 

사화학분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평가가 뒤따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도인자 방법론의 개 

념과 경향성 분석을 통해 PWR에서 발생된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내 핵종 농도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핵종간 척도언자의 적용 가능성과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척도인 

자 계산 방법에 대한 정량적 비교 분석과 방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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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핵종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핵종이 척도인자 방법론 중심의 핵종 재고량 평가 방 

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정량화된 척도인자 값의 산출은 국내 데이터베이 

스를 근거로 하여 산출해야 하며 도출된 척도인자 값의 신뢰성과 정확성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6장에서는 평가 대상 핵종에 대한 핵종 재고량 평가 방안에 관한 기본 원칙을 토 

대로 인도 규정상의 핵종 재고량 평가 관련 항목에 대한 주요 설정 방향을 정리한 후 

주요 지침안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도 규정상의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평가 

대상 핵종의 선정과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규제 

측면의 핵종 재고량 평가와 관련되어 최소한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 

하였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국내 핵종 재고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처분 안전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한 평가 대상 핵종 선정을 위한 비교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종별로 국내 고유의 재고량 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고시안의 보완을 통해 국내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과 처분 연구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대국민의 신뢰성 향상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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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고라 원전 핵종분석 시스템 개요] 

제 1 절 핵종분석 시스템 구성 및 원라 

비파괴적인 방법을 이용한 핵종분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드럼내 방사성물질이 

비균질하게 분포된 경우에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드럼을 분할하여 측정하는 것 

(Segmented Gamma Scanning Method)으로 드럼을 상하 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분할하고 측 

정 시에는 드럼을 회전시키며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방사성물질을 드럼 회전축 방 

향에 대하여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상하 회전 축방향으로 일정한 높이로 드럼을 균등 

하게 분할하고 각각의 분할영역에 대해 감마핵종 농도를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드럼 

의 상하 회전축 방향의 불균일성과 드럼의 한 분할영역내의 불균일성에서 오는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 세그먼트를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는 duaI multi - scaIing 

storage 방식을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방사능 측정 원리와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폐기물 드럽의 방사능 측정방법 

폐기물 드럼의 방사능 측정방법은 방사성폐기물 드럼내 방사성핵종에 의해 방출되는 감 

마선을 HPGe 검출기로 측정하고 감마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드럼내 방사능을 구하게 

된다. 그 기하학적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HPGe 
I Deleclor 

Colllmalor 

Drum 

그림 1 고순도 Ge 검출기로 측정시 폐기물 드럼의 기하학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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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한 선형감쇠계수는 폐기물드럼내 매질에 대한 감쇠를 보정하는 방법인 전송선 

원을 이용하거나 드럼의 평균무게로 드럼의 밀도를 구해 평균밀도로 드럼내 매질의 감쇠계 

수를 구하는 방법 및 differential peak absorption 방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폐기물 드럼 

내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드럼에 채워진 시료가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 

으며 시료의 각 입자에 의한 자기흡수(se!f-absorption)7} 없다는 가정 하에 측정이 이루어 

지는데 실제 폐기물 드럼의 측정 평가시에는 이러한 가정에 의해 많은 오차가 발생하게 되 

므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 및 평가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폐기물 드럼에 대한 감 

마선 측정을 통해 평가를 하는 방법 중 하나인 감마선 분할측정 방법 (segmented gamma 

scanning SGS)이 적용되었다. 이 방법은 특히 저밀도 폐기물 드럼 분석에 적합하도록 개 

발되었다. SGS 방법에서는 폐기물드럼의 비균질성에 의한 오차 및 자기홉수 

(self-absorption)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높이에 따른 비균질성을 보완하기 위해 구간별로 나누어 측정한다. 

드럼의 반경방향으로의 비균질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구간의 측정시 드럼을 회전시킨 

다. 

각 구간의 시료에 의한 감쇠를 보정하기 위해 transmission을 측정한다. 

가. 드럼 분할 측정 

드럼 분할 측정은 폐기물드럼내 방사성물질의 축방향 분포의 비균질성에 대한 측정오차 

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럼전체를 축방향으로 균등하게 분할해 각각의 분할면내에 분포된 방 

사성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후， 드럼 전체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각 분할면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합산하여 구하게 된다. 

나. 드럼회전 

방사성폐기물드럽의 반경방향의 비균질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측정 

을 실시한다. 

다. 드럼내 매질의 감쇠보정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비파괴적 평가방법에서 시료에 의한 감마선의 자기흡수로 

인해 감마선을 이용한 분석시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감마선의 자기홉수 값은 감마선 에 

너지， 시료물질의 원자번호， 시료의 크기 및 밀도， 그리고 드럼내 시료 분포의 균질성 여부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방사성폐기물 드럼에 대한 방사선 측정은 시료 크기가 크고， 시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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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홉수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이 반드시 펼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에 의한 

자기흡수를 어떻게 보정하느냐 하는 것이 정확한 방사능 평가를 위한 관건이라 하겠다. 

선형감쇠계수 측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 

표준시료와의 비교법 

직접계산법 

두개의 감마선 세기 비교법 

전송선원을 이용한 방법 

방사성폐기물 드럽에 대한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드럼내 방사성핵종에 대한 농도 

를 구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측정오차， 감쇠보정인자 값의 오차 등에 기면해 드럼내 방 

사성물질의 측정값은 큰 오차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오차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해 가능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드럼에 

대해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으로 방사능을 분석시 수반되는 각종 오차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측정오차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측정 장치에 의한 오차 

감쇠 보정인자에 의한 오차 

드럼내 폐기물 충전상태에 의한 오차 

2. 핵종분석 시스댐 통합재어 

가. 통합제어 하드혜어 구성 

방사성 폐기물 드럼내에 방사성핵종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핵종분석 시스댐은 운전절차 

와 제어 기능에 따라 상위 레벨과 하위레벨로 구분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상위레벨인 중앙감시 및 제어시스템， 하위 레벨언 크레인， 핵종분석장치， 잉크켓프린터 

둥으로 구분된다. 상위레벨과 하위 레벨은 동일한 통신방식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며， 통신은 

RS-232C 포트를 사용한다. 통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구성된 통신 시스댐으로 하위 레벨 

의 운전과정은 상위 레벨인 중앙의 PC에 의해서 감시되고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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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시 및 체어 

(3') 프린트 끓 

(2)분석시작 

(2’}운석꿀 (3) 프린트 명령 

그립 2 핵종분석 제어시스템 구성도 

통합 제어되는 하드웨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중앙감시 및 제어시스템 

하위 레벨인 핵종분석장치 시스램의 동작 상황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며， 

PC(Personal Computer)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및 프린터로 구성된다. 

통신시스템 

PC 통신으로 사용되는 RS-232C를 사용하며， 모템 이외의 단말기와의 인터페이스를 비 

교적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제어 신호를 생략한 인터페이스로 구성 

되어 았다. 

크레인 장치 

크레인 운전 장치는 드럽을 운전하는데 사용하는 스택커 크레인(Stacker Crane)과 크레 

인을 제어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크레인 운전은 중앙제어 PC에서 스택커 크레인의 제 

어 장치에 동작명령을 보내주고， 크레인 제어기는 크레인을 가동시켜서 드럼을 인출하여 핵 

종분석장치로 이동하게 한다. 이때 크레인 운전 상황은 광센서와 CCTV에 의해 중앙 제어 

실에서 감시된다. 크레인과 중앙 제어실의 통신은 RS-232C 포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핵종분석장치 

드럼이 크레인 운전에 의해서 측정 위치에서 준비 완료가 되면 중앙제어 PC는 핵종분석 

부분의 PLC에 핵종분석을 수행하도록 명령한다. 이어서 핵종분석 과정의 제어는 자체 PLC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계측기 위치， 드럼의 속도 등을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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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대상 드럼의 측정이 완료되면 측정 완료 신호를 중앙제어 PC에 전송하게 되며，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영크셋프린터 장치 

탄소강 재질의 드럼통에 자동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종분석 부분의 측정완료에 

이어 중앙제어 PC는 잉크셋 제어 부분에 분석 측정일， 표면 방사선량， 총방사선량， 발전소 

명 등의 핵종분석 자료를 자동 표시하도록 명령하면 잉크셋 프린터는 드럼표면에 인쇄하게 

되며 정확한 위치 설정과 정확한 드럼 속도제어 및 프린트 헤드 위치 제어가 중앙의 PC와 

잉크셋 프린터 제어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나. 통합제어 소프트혜어 구성 

핵종분석 시스템의 감시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로는 초기에 

Turbo C(최근에 인터페이스 향상을 위하여 Visual Basic으로 Visual화하였다.)를 사용하였 

다. 그래픽 개발용 도구로는 Dr. HALO의 그래픽 파일과 HALO의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여 개발하였다. 대략적인 시스템 운전흐름도는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이 운전 흐름도 

에 의해 동작되는 소프트웨어는 중앙에서 하위레벨(크레인 운전 부분， 핵종분석 부분， 영크 

셋 프린트 부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직접 제어하는 PC는 RS-232C 통신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시스템의 접목 부분으로 사용자는 여러 사항을 업력하게 되며(사용자 업력 항 

목 : 데이터 프린트 시간 교정계수 경보값 등) 핵종분석장치 통합제어에서는 드럼 정보 업 

력사항으로 발전소 호기와 드럼종류가 사용자 압력사항으로 되어 있다. 

중앙감시 및 제어 

중앙의 제어실에서 핵종분석 시스템의 운전 상황 감시는 CCTV화면과 중앙제어 및 감시 

용 PC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CCTV에 의해서 감시되는 대상은 중준위 드럼을 이송할 

때 사용되는 크레인과 핵종분석을 수행하는 핵종분석장치이다. CCTV 화면은 전용 모니터 

와 중앙감시용 PC와의 인터페이스에 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 감시 및 제어용 

PC는 rack의 드럼 입력 상태， 드럼 출력 상태 핵종분석장치 상태 스택커 크레인 상태 및 

영크셋 프린트 상태 둥을 파악하며 이러한 동작은 중앙의 PC와 연결된 PLC에 의해 수행된 

다. 

핵종분석시스템 감시 및 제어 표시화면 

핵종분석시스템의 표시화면은 운전상황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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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정상시 운전자가 상태를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문자형식， 심벌， 공정기호， 색상 등의 표준화 및 화면표시 설계기준을 고 

려해야 한다. 

3. 핵종분석장치 

가. 검출기 드라이브 구성부 

드럼내 방사능올 검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출기 드라이브 

검출기가 방사성폐기물드럼을 측정활 때 정해진 측정위치로 검출기를 이동시키고 유지시 

켜 주는 기능을 한다. 

검출기 콜리메이터 및 차폐체 

검출기를 외부의 방사선으로부터 차단하여 백그라운드 방사선량률을 낮추고 측정하고자 

하는 드럼의 일정분할면만 업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검출기 

동축(同輔) 형태의 HPGe 검출기로 되어 았다. 

액체질소 자동공급장치 

고순도 Ge검출기의 냉각을 위해 필요한 액체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나. 전송선원 드라이브 구성부 

전송선원 드라이브 

드럼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는 동안 전송선원의 셔터와 콜리메이터를 일정위치로 이동시 

키고 고정하는 기능올 수행한다. 

전송선원 셔터 및 콜리메이터 

납차폐체는 전송선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검출기로 업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전송선 

원에 의한 방사선피폭을 줄이는 차폐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송선원 셔터는 전송선원이 검출 

기에 입사하도록 콜리메이터의 입구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 

다. 드럼 회전테이블 구성부 

- 124 -



드럼에 대한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시 드럼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드럼의 무게를 측 

정 할 수 있는 load cell이 장착되 어 최 대 909kg까지 측정 이 가능하다 . 

. PLC 캐비닛 

.AC 전원 

핵종분석장치의 전원제어 캐비닛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며， 220V AC, 60Hz 단상에 최대 

전류 20A를 공급한다.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는 기계적， 인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기계구동부의 동작을 일시 

에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PLC 콘트롤러 

장치의 모든 기계적 구동을 하는 PLC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적 구동을 수행하도 

록 해준다. 

상황둥과 수동제어 

- 상황둥 : 장치의 전원 여부 장치의 운전 여부， 에러 등의 이상 상태， 셔터의 열 

린 상태 등을 표시해준다 

- 수동제어 : 기계적 구동을 컴퓨터에 의하지 않고 수동으로 수행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라. 컴퓨터와 Nucleonics 

컴퓨터 

핵종분석장치에 사용된다. 

Nucleonics 

고순도 Ge 검출기에 연결시켜 감마선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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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척도안자 프로그램 개요 몇 사용자 환경 개선 사항I 

국내의 경우 척도인자 운영 프로그램이 고리원전에 설치되어 운영된 경험이 있다. 앞서 

척도인자의 개념 및 계산 방법을 다루었음으로 여기서는 고리원전에서 운영되어온 척도인 

자 계산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제 1 절 프로그램 SFCALW의 초기화면 

고리원전에서 사용되던 척도인자 계산 프로그램인 SFCALF는 Fortran 언어로 작성이 되 

어 있으며 DOS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었다. DOS 환경에서 실행 중인 

SFCALF의 초기화면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SFCALF는 그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상 그 단계 별 순서에 의해서 척도인자 계 

산 작업 및 데이터 추가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SFCALF의 프로그램 단계를 그림 2에 나타 

내었다. SFCALF에서는 척도인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크게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데이터 파 

일의 추가되는 부분과 척도인자를 계산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는 그림 2에 나타난 단계들을 한 단계씩 거치면서 수행하여 나가게 된다. 

이러한 DOS 환경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Windows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그 초기화면을 그림 3에 나타내었 

다. 또한 국내 발전소의 적용을 위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발전소에 한하여 그림 3 화면에 

서 발전소 선택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발전소 선택화면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럼 1 프로그램 SFCALF의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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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시쪽 

프로그형 시작화면 

초기메뉴션택 

월현소션헥 발전소섣택 

• 1 쳐 데이터 부류션택 

유효기간입력 

2~ 테이터 셰후션팩 

유효기간확인 

댁이터 입력작엉 

데이터 밍력확인 척도민자계션 

프로그햄플 

그림 2 프로그램 SFCALF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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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FCAL 

KEPCO-NETEC , 2000 
그럼 3 프로그램 SFCALW의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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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 프로그램 SFCALW의 발전소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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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그램 SFCALW의 구성 

윈도우 환경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SFCALW의 메뉴(툴바)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종 

류로 나눌 수 있다. 

(가) 윈도우 프로그램 일반 

- 파일 : 파일 메뉴에는 척도인자 계산을 위한 데이터의 입출력과 저장에 관한 작업올 

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었다. 

- 펀집 : 척도인자 계산을 위한 데이터의 복사， 찾기 그리고 바꾸기를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었다. 

- 보기 : 도구모음 상태표시줄 확대 축소 등 윈도우즈 작업에 필요한 항목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창 : 사용중인 윈도우즈의 관리와 데이터 파일들의 관리 둥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 

되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작성되었다. 

- 도움말 : 척도인자 및 선량 - 농도환산 작업을 위한 도움말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검 

색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 척도인자 데이터 관리 - 데이터 (D) 

척도인자를 계산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의 데이터 종류들이 있으며 이들 데이터는 특정 

발전소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야 한다. 특정 발전소가 정해지고 해당 발전소에 대한 척도인 

자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 발전소 데이터 시료채취 데이터와 원자로 냉각재 데이터들의 

수정 및 추가작업을 위해서 작성이 되었다. 

- 발전소 데이터 업력 : 척도인자 계산을 위한 특정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재의 총부펴 

와 원자로 맹각재 정화유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 시료채취 데이터 입력 : 특정 발전소에 대하여 계산된 척도인자의 검증을 위하여 실 

시되는 시료채취 결과를 입력하는 작업을 위해서 사용된다. 업력을 위한 윈도우즈를 그림 5 

에 나타내었다. 업력된 핵종들의 단위는 폐수지， 폐필터 그리고 잡고체의 경우는 uCi/g에 

해당되면 농축폐액의 경우는 uCi/ml를 사용한다. 

- 원자로 냉각재 데이터 입력 : 척도인자 계산을 위해서 원자로 냉각재 내에 7가지 핵 

종 0-131 , 1-132, 1-133, 1-134, 1-135, Co-60, Cs-137)의 농도를 원자로 정화유속과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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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과 함께 사용된다. 이들 농도들의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며 별도의 입력창 대신 데이 

터 파일을 열게 함으로서 직접 업력하도록 작성하였다. 그림 6에 원자로 냉각재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내었다. 

(다) 척도인자의 계산 - 척도인자(p) 

척도인자의 메뉴는 선택된 특정 발전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척도인자를 계산하기 위하 

여 작성되었다. 척도인자의 계산을 위한 화면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는 선택된 

해당 발전소의 이름과 해당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재의 총부피 (gal) 그리고 원자로 맹각재 

의 정화유속 (gpm)이 나타난다. 

척도인자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의 전체 원자로 냉각재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을 

취해서 계산하게 된다. 이때 데이터들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맹각재 내의 7가지 핵종농도 

의 측정 날짜로 입력을 하도록 작성하였다. 이러한 데이터의 선택을 위한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선택올 확인하게 되면 선택된 데이터의 개수가 표시되며 선택된 데이터들을 직접 확 

인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선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척도인자의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Cs-137을 척 

도인자의 기준핵종으로 사용하는 핵분열 생성핵종과 TRU 항목 등 7가지 핵종파 Co-60을 

기준핵종으로 하는 부식생성핵종 5가지를 척도인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핵분열 생성핵종과 초우라늄 핵종들은 이론적인 과정을 원자로 냉각재 데이터내의 7가지 

핵종들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부식생성핵종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된 데이터를 평균 

하여 계산하게 작성하였다. 

(라) 선량-핵종농도 환산 - 선량-농도환산(C) 

표면선량율을 이용한 방사성폐기물 내의 핵종농도 계산을 위하여 작성된 메뉴이다. 프로 

그램 SFCALF에서 고려한 5가지 방사성폐기물의 포장용기로 잡고체 드럼， 폐수지 드럼， 폐 

필터 드럼， 농축폐액 드럼과 고건전성 용기에 대하여 프로그랩을 실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량-핵종농도 환산을 위한 과정은 해당드럼의 일련번호와 측정일을 입력 한 후 측정된 

표면선량을 mR;br의 단위로 상중하 및 전좌우후의 12개의 값을 입력하여 계산한다. 그림 9 

에서 이러한 계산과정을 나타내었다. 

이 과정의 계산결과에는 드럼의 평균 표면선량율과 드럼내의 예측된 총 방사능을 비롯하 

여 감마， 베타 그리고 알파핵종에 대한 핵종별 농도를 볼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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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 프로그램 SFCALW의 시료채취 데이터 입력창 

그림 6 프로그램 SFCALW의 원자로 냉각재 데이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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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프로그램 SFCALW의 척도인자 계산을 위한 화면 

(척도인자 계산의 시작) 

척도인자계산결과 

그럼 8 프로그램 SFCALW의 척도인자 계산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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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프로그램 SFCALW의 선량-농도환산 계산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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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반영안] 

국내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은 크게 개봉 선원과 밀봉선원으로 나쉰다. 부피 측면에 

서는 개봉선원이 대부분이고 기관으로는 병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봉선원과 밀봉 

선원 각각의 주요한 용도 및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별 주 용도 및 특성 

개봉선원 밀봉선원 
악성종양 치료 

비파괴검사 
주용도 질병의 진단과 치료 

생산업체의 품질관리업무 

자동조절장치 
비교적 반감기가 길고 방사;이 높 E 

단반감기 
핵종을 선원으로 이용 

~三누^à 상대적으로 많은 양 
폐기시 통상 수 mCi에서 수천 Ci 

비방사능은 매우 낮은편 
수준 O 로 다양 

주요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산업체， 비파괴 등 

사용기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핵종 구성이 단순하여 대 

부분이 단일 선원으로 구성되어 았다.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내의 평가 대상이 되는 핵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 곧 선정기준이라고 판단할 수 었다. 본 

과제에서는 폐기물내의 평가 대상이 되는 핵종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장반감기 핵종일 것 

• 발생량적 측면에서 많올 것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내의 핵종별 양적 측면을 방사선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 

리적이나 현재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관리상 핵종별 방사능량에 대한 정보를 대한 체계 

적인 분석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수거 및 관리량 즉 수거현황 단위 측면의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정보는 개봉선원의 경우 드럼 및 개수로 집계되고 있으며 밀봉선원의 경우 개수로 집 

계되고 있다. 

개봉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의 수거현황과 밀봉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수거 현황에 

대하여 1990년부터 2001년도까지 집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 2와 같다. 개봉 방 

사선 동위원소 폐기물의 경우 200리터 드럼 환산시 약 4430 드럼 정도가 되며， 밀봉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의 경우 200리터 드럼 환산시 약 152드럼 정도의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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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밀봉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수거현황 (1990-2001) 

이에 근거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내의 평가 대상으로 고려되는 핵종을 선정한 것을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주요 개봉선원과 주요 밀봉 선원에 사용되는 핵 

종들과 핵종별 반감기를 표시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중 내장기기에 사용되는 주요한 핵종 

들은 주요 밀봉 선원에 포함이 된다. 이중 반감기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핵종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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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내의 평가 대상 핵종 선정 내역 

표 2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내의 평가 대상 핵종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내의 고려 대상 핵종 (7개) 

H-3, C-14, CO-60, Cs-137, Pm-147, Ra-226, Am-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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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이상을 크게 벗어난 값 중심으로부터 일정 Extremes Values 자료의 

data point value > UBV + 2*o.c. * (UBV - LBV) 조건 : 

data point value < LBV - 2*o.c.*(UBV - LBV) 

UBV : the upper value of the box in the box plot 

(또는 75th percen피le). 

LBV : the lower value of the box in the box plot 

mean - 표준편차 ( 또는 25th percentile). 

the mean + 표준편차 

o.c. : the out1ier coefficient = 1.5 

H :box length range from the upper and lower Value of the box 

1 extreme valuesl <평 균값土(표준편차+ 3*H) 

평균값:t(표준편차) <1 Out1iners 1 <평균값土(표준편차+1.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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