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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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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주관 국제 방사선 생태 공동연구(EMRAS)를 통한 국내 환경평가기술 수출기 

반 구축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lAEA 주관 국제공동연구 EMRAS (Environment Modelling RAdiation Safety) 표 

로그램에 참여하여 국내 개발된 실험시나리오 육상생태계 영향평가코드 검증 및 

실험데이터의 국제적 공인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lAEA Tritium Working Group 주도의 국내 실 험 시 나리 오 제 공 및 평 가코드 검 
7-
。

• lAEA TRS364 Revision Group 주도의 국내 생산된 실험자료 검증 

• lAEA 기타 Group 주도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관련 자료 확보 

N. 연구개발결과 

• Soybean Scenario 제공으로 9개국 127 1 관이 참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 - lAEA 

TECDOC으로 출판될 예정 

• Foliar contamination by dry(wet) deposition에 작물에 의 한 핵 종 차단 

(interception) 관련 실험 결과를 제출 . 

• Chapter 3. 1.1.3과 3.1.1.4에는 각각 작물체로부터 핵종의 환경제거( weathering 

loss)와 가식부로의 핵종 전류( translocation )에 관한 실험 결과를 제출. 

• Estuarics 관련 평가시나리오 관련 자료 확보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IAEA를 통한 국제 여러 나라와의 코드결과 비교로 자국의 코드를 검증하고 그 

우수성을 입 증함으로서 원자력 기술수출에 일조를 담당 

• IAEA hanclbook에 국내 자료가 수록될 경우 연구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므로 원자력 후발국에 대한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의 수출 추진에 활용 가 

느
 
。

• 주민 선량 평가 및 규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종 이통계수 값을 도입함 

으로써 효율성 증진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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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요약문) 

1. Titl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ro Export of Korean Environmental Assessment 

Technology through IAEA International Radioecology Project(EMRAS) 

rr. Objectives 

Internaltional verification for Korean developed assessment code on readioecology 

and experimental data by participating EMRAS program organized by IAEA 

III. Contents 

• Provision of Korean experimental data and verification of corresponding 

assessment code organized by lAEA Tritium Working Group 

• Verificaiton of Korean experiemntal data by lAEA TRS364 Revision Group 

• Data collection for the other IAEA Groups activities 

IV. Results 

• Model calculations comparison between 12 organizations for Soybean Scenario 

wi l1 be published in IAEA TECDOC 

• Submission of experimental interception data for foliar contamination by 

dry(wet) deposition 

• Submission of weathering loss data and translocation data in Chapter 3.1 .1 .3 

and 3.1.1.4 

• Data collection for estuaries estimation scenarios 

V. Application for 

• the export of assessment code with relative technology, which is attributed to 

the verification of code by calculation comparison between several countries , 

of which program is organized by IAEA 

• the information report to public that the research results arc accepted to b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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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A handbook, raising the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 employing the verified parameters to the public dose ca1culations and relative 

regulation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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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경제 성장과 함께 국내 원자력 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보다 선뢰도 있는 시설의 안 

전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시설의 사고는 발생 가능하며， 이에 대한 

신뢰도 있는 영향 평가 기술을 확보하여야 함. 따라서 원자력 시설의 사고에 따른 영 

향 평가는 궁극적으로 인체에의 피폭량 계산이 중요하며 사고 대응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 도구 개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원자력 시설로부터 누출된 방사성 핵종들의 환경 중 거동은 매우 불확실성 

이 커서， 개발된 컴퓨터 코드들에 대한 설증이 어려우며，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유럽의 각국은 이를 통감하였다. 이에 따라 lAEA를 중섬으로 방사성 핵종들의 

생태계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국채 공동연구가 시작되어， V AMP, BIOMASS , 

BIOMOVS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01년 BIOMASS 프로젝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됨 

에 따라 IAEA에서 는 그 후속 프로젝트로 EMRAS (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를 시작하였다. 다른 분야에서 lAEA, OECD NEA와 활발한 공동연 

구를 수행한 것에 반해， 생태계 평가 분야에서는 국제공동연구가 부족한 편이었다. 새 

로이 시작하는 EMRAS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확보하고， 우 

리가 개발한 컴퓨터 코드 및 실험결과를 검증하고 비교하는 것은 원자력 선진국으로익 

진입을 위한 적기로 판단되었다. 

EMRA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2회 이상 개최 

되는 working group 회의에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협의하여야 함 또한， 

working group에서 요구하는 평가를 위하여 새로이 컴퓨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 

며， 과거 우리가 수행한 실험 결과들을 IAEA에서의 요구사항에 맞추가 위하여 전문가 

초청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보완 실험이 예상된다 

원자력 시설의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어 농경지에 오염될 경우 신뢰도 높은 

영향 평가로， 경작물의 손섣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 평가의 기본 자료가 펼요하 

다. 환경 영향 평가 방법 빚 실험결과의 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를 수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번 IAEA와의 공동연구 수행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단독으로 외국의 타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방법으로 

많은 연구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 2002년 8월 멜표한 제 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 하면 2002년 현재 건설 

중인 4기룰 포함하여 2015년까지 1271 의 원자력 받전소를 추가 건설하여 원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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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생태계를 전망이다. 따라서 증가할 말 27%에서 35%까지 비율이 2001년 날};;~-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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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정상 가동시 섭취피폭선량 평가코드인 KFOOD의 뿌리흡수 농도 평가법을 개선하 

였고 주요 작물의 생육 중 침적한 Sr-90 및 Cs-137의 작물체내 뿌리흡수 농도에 대하 

여 본 실험 측정치와 현 평가방식에 의한 계산치를 비교하였다. 섭취피폭선량 평가묘 

드의 주요 입력변수인 연령군별 1인당 식품소비량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및 전국 

평균으로 냐누어 조사하였고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전국과 4개 발전소 지역으로 

구분， 조사하였다. 원전 사고 시 사고초기 육상생태계 섭취선량 예측을 위한 코드 

ECOREA-II를 개발하였고 이 코드의 검증을 워하여 상용화된 AMBER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작성한 코드와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ECOREA-II는 동적 격실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의 성장과 관련된 모델이 포 

함되어 있어 기존의 평형모델보다는 보다 현실적얀 평가방법으로 확인되었다. 

ECOREA-II 코드는 현재 세계적 추세인 사용자 편의를 위한 VBA 사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대상 작물로는 벼 엽채류 경근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력 자료로는 

대표적인 값들이 사용되고 있다. 각 변수틀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실제 사고 시 방 

사선 영향평가에 미치는 주요 언자들이 선정되었다. 평가코드 결과표현을 위하여 고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부지를 대상으로 GIS 시스템이 구축되었냐 

온실 내에서 방사성 추적자 실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식작물인 벼， 콩， 배추， 무， 

감자， 고추， 오이 의 재 배 기 간 중 침 적 한 Mn-54, Co-60, Sr-85, Cs-137의 뿌리 흡수 및 

지하이동을 조사하였다 상기 실험들에서는 작물의 재배기간 중 사고침적에 중점을 두 

었으냐 Mn-54, Co-60, Sr-85, Cs← 137에 대해서는 작불에 따라 침적 T5년차까지의 거 

동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영향평가에 펠요한 자료를 축적하였다. 

섭취경로별 핵종 오염인자에 관한 국내 환경특성 자료보서 전국 30여 지점의 논과 

받을 대상으로 토양과 벼 빛 배추 내 Cs-137 준위분포를 조사하여 베이스라인 데이터 

를 확보하였고 또한 야외 조건에서 조사한 벼와 배추의 Cs • 137 전이계수를 온실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온실 실험에서 구한 전이계수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육상 생태겨1 방사성 핵종 사고 침적 시 주요 작물의 직점오염 경로를 해석하기 워 

하여 벼， 배추， 무의 생육 중 5-6차례에 걸쳐 Mn-54, Co-57 ‘ Sr-85 ‘ Ru-103 , Cs-134의 

혼합용액을 작물체 표면에 분사처리하고 방사성 핵종의 작묻체에 의한 차단계수， 수확 

n ‘ u 



고유의 자료를 생산하였마. 시 잔류율， 가식부 전류계수 등 각종 오염인자에 관한 국내 

TFWT(Tissue Free Water 수행하여 증기 피폭실험을 대한 HTO 등에 코
 
。또한 벼， 

배추에 해석하였고 

대해서는 Iodine 가스 피폭실험을 수행하여 피폭시기별 오염인자를 조사하였다. 

작물체내 거동을 OBT(Organically Bound Tritium) 의 Tritium)과 

기술개발 현황 2 절 국외 제 

BIOMOVS 국제적으로 10년간 1986년부터 위해 으
 

E 즈
 
。

건
D
 

전산코드의 개발된 

공동연구로 (Biospheric Model Validation Study) 공동연구가 수행되 었다. 유사한 국제 

IAEA가 주관한 V AM:F(Validation of Environment Model prediction) 공동연구가 1988 

주관한 머EA에서 2애0년까지는 1996년부터 수행되었다. 1994년까지 년부터 

적아 수행된 프로그램이 BIOMASS (Biospheric Modeling and Assessment Methods) 

있다. 

원자력시설 사고 시 방출되는 H-3과 C-14의 환경 핵종과 상 타 방사성 중 거동은 

사고에 의한 영향 평가를 위 발전소를 운영하는 각 국은 이들 핵종들의 

개발하여 사용하고 

원자력 

별도의 

이함. 

해 독일의 

TRIMOVS 등이 있다. 현재까지 

이동만 평가 

이에 

로
 

코
 

가장 대표적인 있음. 

TRITRA], 프랑스의 

국한되었으며，식물체 

댈
 

코
 

STAR, 일본의 

식물체 내에 

컴퓨터 

UFOTRI, 영국의 

삼중수소 격실 사이의 

이루어졌으나， 

모델은 개발된 

대한 모델 은
 

처
。
 

츠
 
「통해 실험을 전환도 OBT 

수행되지 않았다. 

삼중수소의 가능함. 

링은 아직 

BIOMOVS, BIOMASS 프로젝트 국제 

분야의 연구가 그 동안 소홀하여 

공동연구인 

향후 전망 

신뢰성 및 검증을 위해 

등이 수행된 바 있어 국내에서는 이 

같이 동조를 하지 

처
 

E 

코드의 

3 

이러한 국제적인 

국내 원전사업이 계속 추구되고 확대될 따라서 못했음. 연구흐름에 

따라 

대한 사고영향 평가의 경우가 발생할 수 

경우에 낮아지고 가능성이 확보할 
t:: 。

。"프 

없이 원자력시설에 

평가기술 분야의 

기술 확보 

이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분야의 

r1 Ó 
'dT 

에
 매 

이에 

중이다. 

탄소-14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IAEA 중심으로 

각국의 평가코드 비교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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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코드 개발 및 

도 있다. 

한편 삼중수소 



제 3 장 연 구개 발수행 내 용 및 결 과 

제 1 절 삼중수소 WG 피폭 시나리오 제공 및 국내평가코드 검증 

1. 시나리오 배경 

원자력시설로부터 L 걷츠느투l 느二 까、l- 2". /-- 入
걷r픽 L 口 τ，:J→ (HTO)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 석물로 쉽게 

흡수되고 식물의 대사작용을 통해 식물의 유기구성성분으로 된다. 식물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삼중수소는 대개의 경우 세포내에 비가역적으로 고착되어 작물의 추수때까지 

잔존하게 되며 사람의 섭취선량에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삼중수소 사고 유출로 인 

한 섭취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내 삼중수소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동적모델 

(dynamic tritium modeD 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삼중수소 동적모델은 여러 나라에서 다 

양하게 개발되었고， 각 모델의 검증 및 비교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여러번 수행되었 

다 (BIOMOVS II, 1996a, 1996b) 그러 나 모델의 검 증을 위 한 연구가 여 전히 부족하다 

는 인석하에 2003년 lAEA는 BIOMASS (2001) 후속으로 방사선 환경모벨의 검증을 위 

한 국제공동연구 EMRAS (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를 착수하였 

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동 국제공동연구에 “ soybean 삼중수소 단가 피폭 시나라오” 

를 Tritium Working Group (Theme 1)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나라오는 task 2로 채택 

되었다. 본 장은 EMRAS 국제공동떤구에 제출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coordinator로 

수행한 콩 삼중수소 단가 피폭 시나리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의 결과이다. 

2. 콩 삼중수소 단가 피폭시나리오 

콩은 포트에 파종하여 야외에서 표준 농법으로 재배하였다. 파종일은 5월22 일， 개 

화일은 7윌7일이었으며， 콩열매는 7월20일경부터 생기기 시작하였고， 추수는 10월5일에 

하였다. 삼중수소 피폭 실험은 콩의 생육상태에 따라 각각 7월2일， 7월 13임， 7월30일， 8 

윌9 일， 8월24일， 9월 17일 6번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피폭 실험은 아크릴호 특수하게 

제작된 피폭상자 내에 콩 포트를 놓고 밀폐된 상태에서 삼중수소 용액을 열선으로 가 

열하여 삼중수소 증기를 밥생시켜 수행하였다. 피폭시간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는 아직 9사부터 1사간 동안 지속하였다. 표1에 콩 생육단계별 피폭실험의 요약이다. 

「h 
u 



표l. 콩에 대한 삼중수소 피폭 시나리오 

Saturated 
data Mean Relative Mean activity 

alr Watcr content 
temp. humidity of air moisture 

Exposure 
during 

humidity 
during 

of plant body 
during 

date during during exposure 
exposure exposure 

(kg/m2) 
exposure 

(OC) 
exposure 

(%) (Bq/kgH20) 
(kg/m3

) 
case 

SBl July 2 39 0.056 ..- 77 0.79 77663 
' 1/ 

SB2 July 13 32 0.036 84 0.96 147428 

SB3 July 30 38 0.049 83 1.7 114135 

SB4 Aug. 9 46 0.077 66 0.98 52672 

SB5 Aug. 24 37 0.046 79 l.64 - --’ 91909 

SB6 Sep.17 31 0.034 80 .,1" 1.36 137088 

동 시나리오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1) 시나라오 1 (SB1) 의 경우 피폭 종료 후 0.2시， 1 시， 24시， 120시， 336시， 936, 1608 

시， 2280시간 후의 콩 몸체(줄기와 잎) 대한 TWFT (tissue free water tritium) 

농도 및 936시， 1608시， 2280시간 후의 열매(콩 및 짝지) TWFT 농도 

(2) 시나라오 4 (SB4) 의 경우 피폭 종료 후 0.2시， 1 시， 24시， 120시， 336시， 768, 1368 

시간 후의 콩 폼처1(줄기와 잎) 및 열매(콩 및 짝지)에 대한 TWFT 농도 

(3)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추수사 봄체와 열매의 OBT 농도 

(4) 모든 계 산에 대 한 95% confidence intervals 제 시 

3. KAERI 평가모델 

그림 1에 모델 KAERI 삼중수소 동적모델에 대한 구성격실(compartment)과 이동 

경로(pathway)를 보여준다. 대기는 2개 격실 (HTO 및 HT(g))로 구성되고， 토양은 갚 

이에 따라 다른 뿌리흡수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3개 격실로 나누었으며， 침적 

(deposition)과 증발(evaporation)은 표면토양/표면수(벼의 경우)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작물은 생육형태에 따라 곡물류(벼， 보리， 밀， 콩류) , 엽채류(배추， 상추， 시금 

지 등) , 근군류(감자， 고구마， 무우 등)로 구분하였다. 곡 물류(grain plant)는 벼 , 민 , 보 

리， 콩과 같이 알곡을 가지며 가식부가 지상에 위치하는 식물군이다. 곡물식물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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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 (body)와 알곡(grain)으로 나누어지며， 몸체와 알곡은 다시 각각 OBT 격실과 

HTO 격 실 2가지 로 구분된다. 대 기 로부터 의 HTO 침 적 과 호흡 및 증산(assimilation 

and transpiration)은 몸체 HTO 격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몸체 HTO 격실 

은 몸체 OBT 및 알곡 HTO 격실과 서로 삼중수소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l 그I 
>2 --, 

OBT 격실로 전환된 삼중수소는 세포조직에 비가역적으로 고정된다는 가정과 함께 알 

곡 OBT 격실에서 몸체 HTO격실로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토양으로부터의 뿌리 

흡수는 몸체 HTO 격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한편 고구마， 감자와 같은 

근군류 (tuber plant)는 가식부가 땅 밑에 존재하므로 식물의 폼체 뿐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도 수분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곡물류와 다르다. 따라서 근군류의 경우 격실의 

수는 곡물류와 동일하나 이동경로는 3개가 더 많다. 상추 배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leafy vegetables)는 가삭부가 전부 지상에 존재하며 열매가 없다. 이 경우 작물은 몸 

체 HTO 및 OBT 격실로만 구성된다. 

촬3월웰 

그림 1. KAERI 삼중수소 평가모델 개념도 

격실 사이의 삼중수소의 이동은 각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와 전달속도상수의 곱에 비려l 

한다는 가정과 함께 다음과같이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dA - = (K- 시 )A 
d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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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는 삼중수소 메트릭스， 전달속도상수 벡터lK는-도
 

노
 
O 격실의 삼중수소 A는 여기서 

0 도
 

노
 
O 사그까-까、 

n 걷「기→-->-전 각 격실의 시작되기 붕괴 상수( 6. 44 x 10 - 6 h - 1)이 다. 누출이 의 

일정하 누출평균농도로 는
 

도
 

노
 
。삼중수소 동안 대가격실의 누출되는 삼중수소가 이다. 

산화되는데 장기간(8 HT(g)가 HTO로 상태의 가스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대기에서 게 

상태의 가스 무시하였다. 변화는 HT(g)→HTO(l)로의 대기에서 소요되므로 ~1O년)이 

치
 

D 스
 
님
 

낮아 매우 물에 대한 용해도도 더라 0 1- O. Illl 
1;동도드 고 참가하지 직접 광합성에 샤그ζ 까-人느 

n 걷「기→-->- '--

빠르게 산 HTO로 후에도 토양 미생물에 의해 건침적된 않으며， 토양에 적이 일어나지 

토양침적만 한다고 가정 않으므로 HT(g)는 포함되지 직접 순환 사이클에 이
 카
 

물
 

화되어 

비해 상대적 형태에 삼중수소는 HTO 배출되는 HT(g) 형태로 한다.원자력발전소에서 

λ1 
E즈 

。:H:l:조L 
。 。HT(g)의 감안하면 을

 
거
〈
 

침적속도가 HTO 보다 작은 

예측된다. 것으로 。J-.Q.
l..Q 2. 

토양 

제로는 크게 나타나지 

작고， 매우 으로 

이동 농도와 삼중수소 작물의 

구분되는데 

양이 변화하므로 

가식부와 비가식부로 

함유수분과 유기질의 식물이 성장하면 

二그 
1•-

여 nUλ1 E.. f 그1 디 E 
근 μM /--'i 걷~ \ -=j 긍f ìT， 미친다. 작물은 영향을 플럭스에 

몸체이 등) , 비가식부는 식물의 D 0 
기→기→ 고구마， 열매(콩， 벼， 보리， 가식부는 7cl 。

/dT 군류)의 

7 1- 7 1- 도리 
--. --. --. 디 

1.2.. 
D 고려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성장속도와 성장시점， 성장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적인 성장방정식을 

열매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S자 형태의 성장방정식을 

효과를 성장 /、1 프그L 
• 1 ~므 것이 합리적이다. 적용하는 

다. 가식부와 비가식부는 

(2) 

몸체 

B bod\'. max B bod\' , 
B써'v( t) = ••• b. I 

u. μY" (B body. max • B κdy)e • Khe/e + B ιxiy ， l 

제와 

(3) 

열매 

B fruif. max B f써?꺼1l‘“씨i“t. l 
B 1:꺼?η?낀"…áf( 

B I1βyηu…ω‘μ씨i“fι’J끼끼rn뼈na값 -B Ir…ul“ιf’ )e - k ιμrι'+ B Irnil,' 

여기서 

봄제 의 생 체 량 (kg/m2
) B jiAx1 

body , max • TT/、|

수확량 (kg/m2
) 

n O 

열매의 

초 기 생 처1 량(kg/m2 ) 

7:-까- } 1 
기→기→/、| 

B bodJ' , i 몸체의 

B frω 



B fml!, 1 열매의 초기 생체 량(kg/m2 ) 

k bg : 봄체의 성장상수 (h -) ) 

k
fg 

: 열매의 성장상수 (h -) ) 

tg 성장시점으로부터의 시간 (h) 

엽채류(상추， 시금치， 배추 등)는 열매가 존재하지 않고 봄체가 바로 가식부이므로 식 

(2)만이 성 장함수로 적 용된다. 식 (2) 및 식 (3) 에 포함되 어 있는 상수들은 식 물의 고유 

특성인자이며 입력데이터이다 

격실 사이의 삼중수소 전달속도상수는 국부평형 Oocal equilibrium)을 가정하여 격실간 

물질 수지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전달속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격실의 수 

소함량(inventory )을 알아야 한다 단위 면적당 공기 및 토양 격실의 수소 함량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Ma(kg/ m 2 ) = H m( m 3
/ m 2)xp(kg/ m 3)x 11% (공 기 격 살 ) 

Mss(kg/ m2
) = lOOO(kg/m 3)xd[ (m) x8 xll% (표면토양격 설) 

M s2 (kg/m 2 ) = lOOO(kg/m3)xd2(m)x8 x ll% (토양2격 실 ) 

M엉(kg/ m 2 ) = lOOO(kg/ m3)xd3(m) x8 xll% (토양3격 실 ) 

여기서 

Hm 삼중수소 대기 plume의 높이 또는 대기의 혼합영역 높이 (m) 

p 공기의 절대습도 (kg/m3
) 

d[ , d 2 • d 3 각각 표면토양， 토양2 및 토양3 의 두께 (m) 

8 토양의 평균 수분 함수율 (-- ) 

(4) 

(5) 

(6) 

(7) 

식물의 봄체와 열매(콩， 벼， 보리， 고구마， 감자 등)의 생쳐1 량이 수분을 포함한 무게로 

주어칠 때 HTO 및 OBT 격실의 수소함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M bh(kg/m 2
) = Bbody(t) xfbl,x ll% (봄체 HTO격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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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BT격실) M bo(kg/ m2) = B /xxIy(t) x (1 - Ibh)x 10갱 (몸 체 

(10) 

(11) 

(열매 HTO격실) 

Mψ(kg/m 2 ) = B fruJt) x (l -j끼)xlo영 (열매 OBT격 실) 

M껴(kg/m2)=BflηJ 

수소함량 수분 함량비 ， !org는 유가불의 열매의 수분 함량비 ， ffh는 여기서 fbh는 봄체의 

농작물의 해당 함량비는 즈=꺼、 
I --'--유기물의 일반적으로 가진다. 7l-~ 

w、 든프 다른 작물별로 비로 

탄수화 함량비 (지 방:12% ， 즈:까、 
I --'--유기물의 각 탄수화물)구성비와 단백질 유가물(지방， 

유기물의 평균적으로 연구에서는 보 
1 •-

있으나 구할 

가정하였다. 

까-

1 
그l 。 τÒ ~!=-~ 
l=l ←→고二T t:-l 물 :7% ， 단백 질 :6%)의 

λ、L 도즈 a 。작물의 이용하여 식 (8) ~ 식 (11)을 있다고 구성되어 수소로 약 8%가 

본 모텔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삼중수 

있다 

함량을 성장단계별로 구하기 때문에 

장점이 예츠하 수 01 느 
l •-, ;=츠 1 λλ'--효과를 

수소의 

소 오염 

9개국 127꺼 보듯이 표 2에서 

4. KAERI 평가 결과 및 타 연구기관과의 바교 결과 

시나리오의 평가에 참여한 기관은 

매우 

KAERI가 제공한 

기관으로 국제적으로 공기중 

물질수지식으로 이루어져있 

하지만 일부 

동화작용으로부터 생겨나는 유기물을 산출하는 모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모델은 대부분의 얻었다. 일반적으로 은
 

노
 
고
 

으로부터 의 삼중수소 흡입 과 다시 

계산하는데 HTO와 평형모델을 사용하기도 

배출에 관련된 공기로의 

도
 

。

-
。

-
호
 

탄소 모텔은 OBT를 다. 한편 

기관들의 평 SB1에 대한 각국의 평가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모든 ιJ <'>1 
t二 D 

실 。 1 l=l '=-
21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게 평가되었으며 실험치와 비교할 때 가결과가 

예측치가 초기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ù즈~ 
?''-• 

。1 l=l '= 
21L 나타내었고， 결과를 뇨二~ 

드]ζ l • 험치보다 

시간 

선진국의 평가모델들이라 할지라 

판단된다. 때문으로 도
 

오
 

L 

이 지 남에 따라 104-105 정 도의 

도 이와 같은 정도의 편차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glove box내 의 

보인다. 차이를 

/、1 동~8- λ1 
2 b 0' Î 

。1 김-느 
I 11 '-• 

뇨二죠L 
드I. '-• 실험치보다 

실험결과보 초기에는 3은 SB4의 경우에 대한 각국 각 기관의 평가결과이다. 역시 그림 

벌어지 

기 불확실성에 

더 점점 각 기관간의 차이는 

데이터의 

모
 
「수1

 

르
 

E -
호
 불확실성， 그리고 사용되는 

시간이 

口 더101 
--'-- 2-1 

계산하였으며 

있다. 이는 각 기관틀의 

예측지를 뇨二.2-
드〕ζ 1 다 

고 

인한다. 

실험지 

가까 추수기에 

예측한 결과이다. 

마지막 추수기에 감소하였는데 

n U 

OBT 농도를 종실에서의 냥 냥'_01 
T~c 

증가하다가， 

가장중요한 

시간에 따라 

r1 。
'01 4의 

r1 。
끼j ， 

그림 

의 



워져올수록 종실로의 삼중수소 전달이 늦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추수가 가까울수 

록 잎 등이 줄어들고， 가상조건 등에 의하여 광합성 율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 soybean scenario 참가국 및 기 관 

뼈
 

때
 

Affiliation Iεsignation used in the text 

Phil Davis AECL, Canada AECL 

Yves Belot O:msultant, France I3elot 

Francoise Siclet EDF, France 터JF 

Wolfgang Raskob FzK 

Masahiro Saito SRA 

Japanet 

KAERI 

IFIN 

Alexei Golubev VNIIEF 

Darren Cutts FSA 

Paul Marks GE 

Ring Peterson LLNL, United States LLNL 

1.00E -I{) 1 r 

.)0( 。

x xx • • '. '. * 
0 , 1 10 100 1000 10000 

Tìme after exposure(hours) 

• AECL 
o KAERI 

L즈브인L 

• 8elot ... EDF 
• IFIN 6 VNIIEF 
- Japanet 톨← obs 

口 FzK 
。 FSA

:;( SRA 
• GE 

그림 2. SBl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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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모델 결과들을 살펴보면 식물의 성장함수를 고려한 KAERI의 결과를 포함한 

다른 모델들은 비교적 실험치를 잘 예측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렇지 않은 모델들은 설 

험치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OBT가 생 

성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도입한 모델들은 실험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모델의 결함을 발견할 수 

도 있고， 문제점이 생긴 부분을 집중 토론하여 그것에 대한 해결을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비교검증 프로그램은 매우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12 -



100E+01 

빌 OOE-01 때좋맏슨좋'"， 느 • 
l f ÷ : rF : 

$ mE:@ ( l J : ; 二 ;: ￡:二 I l iL;: 끽 
l 씨 업 없 〉、g

효 OOE-06 f 으→ 。 용 

z l 。 tg 
1 QOE-08 

0.1 

• AECL 

• IFIN 

‘ EDF 

10 100 10얘 1αXlO 

끼me afler exposure(hours) 

口 FzK ;t SRA - Japanet 0 KAERI 

t:, VNIIEF 0 FSA • GE X LLNL 

• Belot -.• Obs 

3. SB4 경우에 대한 각국의 평가 비교 결과 

10E-02 

-g 1.0E-03τ • 

a 
c 

둠 10E-04 
。

。

~ 1.0E-05 
m 

10E-06 z 

Iu 

를
〉g
 

팩
캔i
 

• 

샤느
 ) 

• 

F
τ→×
→
 

-
률
l
훌
。
 × 

× 

10E-07 

10E• oe 
×. 

、 . • 
10E-OS 

3 Pot number 
4 

r .----Oi)-serv굶 X LLNL :1: SRA t:, VNIIEF - Japanet 
I • GE o FSA ‘ EDF 。 KAERI • IFIN 
j 디 FzK • AECL • B에。l 

그림 4. 각기관의 OBT 평가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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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TRS 364 개정을 위한 국내 실험자료 검증 

1994 년에 발간된 lAEA의 Technical Reports Series No. 364 "Handbook of 

Parameter Values for the Prediction of Radionuclide Transfer in Temperate 

Environmen ts" 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IAEA의 EMRAS 프 

로그램 내에 당 분과가 개설되어 약 15 개국 20 명 정도의 연구자들이 2003 년부터 

지금까지 셰 번의 분과회의를 가졌다. 상가 handbook은 주로 온대 지방에 있어서 섭취 

경로 내 핵종 이동계수에 대한 대표치를 수록하고 있으나 선량평가 모텔에 이용하가에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그 간에 새로운 연구결과가 많이 생산되었으며 한편 

으론 구미 위주에서 벗어나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표 3과 같은 체제로 handbook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열한 

관련 연구가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KAERI)도 1980 년대 후반부터 과기처 특정연 

구사엽 및 원자력중장기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핵종 이동계수에 대한 많은 자료를 축적 

하였음. 이에 셰 번의 분과회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개정판에 수 

록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차 분과회의에서 "Asian Food 

chain"이라는 chapter를 지정 받아 원고를 작성 · 저1 출하였으나 2차 분과회의 

(Aix-en-Provence, France, June 2004) 에 서 아 시 아만 별 도 로 취 급 하는 것 이 적 절 치 못 

하다는 중론에 따라 연구결과를 경로 가작별로 이름붙인 각 해당 chapter(표 1 참조)에 

나누어 저l 출키로 결정하였다. 

위의 결정에 따라 Chapter 3.1.1.1(2). "F01iar contamination by dry(wet) 

deposition"에 작물체에 의한 핵종 차단(interception) 관련 실혐 결과를 제출하였고 

Chapter 3 .1.1 .3과 3.1.1.4에는 각각 작물체로부터 핵종의 환경제거 (weathering 10ss)와 

가식부로의 핵종 전류( translocation) 에 관한 실험 결과촬 제출하였다. 한편 Chapter 

3.1 .4 .3. 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자로 지정되어 벼에 대한 온실실험 및 야외조사 결과에 대 

한 원고를 작성 ·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들은 chapter별 집필책임자를 중심으로 분과 

참여자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 또는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국내 연구결과가 개정판에 수록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개최될 분과회의에 사 

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참여코자 한다. 

A 

아
 

1 



Table 3. Draft structure of the future Technical Report 

Sectiα1 TκIe Technκal c어뼈nts Comments ContJiαJt어· 

INTRODUCTION Santucci 

1.1. PUπ>OSe 
genera| purrupsotsoe「， some words 
ãþoul Ihe . hislory and ralionale 
of the revision 

Rasasdei。sesnco1e|얘~flα· 앓fety 
Some words aboul concepls in 

1.2 radlOeco|0Wgylth (lformer 1 ‘ 2 in 
TRS364) wìlhin Ihe safely 
assessmenl conlexl 

2‘ BASIC CONCEPTS 

Main components of the d|agram or InteractlOn rnatrlX 
2.1 wilFí main compartmenls and Santucci 

bios때1ere inleraclions 

Definitions (lIsSee |CRU 651 SRS plus exlra annex 
2.2. Definitiα15 and units fq 1e9ec)nhe anninCcda. un on|y the most ce~lransing nolalions, Santucci olher def pul in definilions - and some 

I seclions expresslons 

Data ana|s’yes e|lexscphe modne ltuh adongddmO|。gy ，rules for 

deel에srlCtv-uaentslyotln t。 ent 
2.3 lsslies relamted of @ da dtea difficulty. topropose Santucci 

mar딩geme best-esíir떼gs and ranges 

concIfsgoedrrqanulanentnyc/ceveas orlfa obf a| un~rtainly/vari~bilily on Ihe 
perfomnance of assessmenls 

Tt1e lse of annI딩tle|Cs맹uesfor Genenlnraa| to|elugceuhsensl cc,ao sn|pc seeecrcnl6ti,cnogn ass thpee use 
Leclerc-Cessac, 

2.4. de꺼ving 마a 
of analoaues: specífic -aspecls êa.~clough’ 
pul Cíffroy 

3 AGRICULTURAL 1 
ECOSYSTEMS j 

3.1. ExcOl1aSPIXt1Ieerse bem,een Asutmb。ssypshteemre / plant / SOl| should addre.ss tropicalelc f 
atmospllere, plants and soil systems as far as 'possible 

lwtnaetenar잉tc1αeepn3tn&。onx a1 bnyd vege@뻐1， what about pdba1er taAm o|ue,tt we lnrast such as vield. LAI. waler 3.1.1. content?-y> lteo p a 

k prelimínary seclion 

3.1.1.1 Foliar .c;onlamination by dry '1' 맨;J Pπ>ehl deposilion 

3.1.1.2 Foliarconlamination by wel i\엇~. should address spray Pπ>ehl deposilion irrigation 

3.1.1.3 Losses from leaves by R、붓f Leclerc-Cessac wealhering I 
Translocation of 

‘ RK 3.1.1 .4 conlaminalion Ihrough planl Leclerc-Cessac 
10 edíble organs 

3.1.2. Assessment 0' available Soil processes contamination in soil 

Partition of contamínalion 
、 f Vídal 3.1.2.1 between solid and liquid Kd concepl 

phases 

E"olulion of bioavailabilily Dynamics in soi|s 
(uaeevHnaeIlclatb|e 3.1.2.2 wílh líme fràclion for subseq Vidal 

exchanges: ageing' effecl) 

3.1.3. Vertical migratilα1 through localion 10 be checked Sb|「eChbn|. Gerzabeck 
뼈아S여l (oulside agricullural?) Kirchner 

3.1.4. Plant uptake frαn soil 

3.1 .4 .1 Root uplake Reference Iransfer faclors values IUR dala and CRP on Sanzharova Iropical syslems 

Conlaminalion of planls by 
3.1 .4 .2 

a 
「edshuessp，enslon and SOl| Strebl, Gerzabeck 

on 

Choì, Uchida on 
Roodedd oy|a flines|d fboded pastu 「es

nce: 
3.1 .4 .3 Inundaled syslems 냐èJeπ-Cessac， rice paddy fields Vidal start on 

floods 

3.1.5. Evolutiα10' 때'ant Ecological half-lives in planls Sanzharova 

「h 
]



contamination with time 

3.1.6. Se∞iUS때oearsql cα1Ia mination by Secondarv10 contarnlnatlOn location to be checked 
Jou여ain resuspenslon pathway for atmosphere (outside agricultural?) 

Transfer to animals and pjana pdre|0|lmln |a。「gyl sechon on 
3.2. anirnal products non-radioecoloaical Beresfo며 

parameters 

3.2.1. Mα'leJ/ing assumptions 

3.2.2. Transfer from feed to milk 

3.2.2.1 Referencevalues for steady 
state conditions 

3.2.2.2 Biological half-lives 

3.2.3. Transfer from feed to meat 
and e앉15 

3.2.3.1. Reference. yalues for steady 
state conditions 

3.2.3.2 Biological half-lives 

RADIONUCUDES / 4. TRANSFER IN 
L Calmon SEMI-NATURAL 

ECOSYSTEMS 

씬「 lntrof genera|ltl aetse,d |nc|ud 
4.1. I ntroduction use ot aegrgs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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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타 관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확보 

Estuary 관련 평가그룹에서는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수상 시스템내 방사성물질의 농 

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크게 4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동 회 

의에서 채택된 시나리오 및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시나리오 1 : 홍수시 체르노빌 원전 근처에 침적한 방사성 물질이 근처에 위치한 

Pripyat 강과 흑해로 유입되는 시나리오로 강과 흑해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 

를 계산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Hydrometeology 연구소에서 제안한 시나리오 

로 이 기관에서 soil-water 시스템으로 방사성 물질의 이동 변수를 추정하는 기 

법을 제안하였다. 2005년 3월말 경에 이들의 결과를 보고서로 lAEA에 제출할 

예정이다 

2) 시나리오 2 : 러시아에 위치한 Techa 강에서 원전 사고로 유입된 방사성 물칠의 

농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유역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음 갖고 있어 주변 환경 

적 요인을 면빌히 검토하고， 참여 모델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우선 수 

행될 예정이다 

3) 시나리오 3 : 프랑스 Loire 강 유역에는 4개의 원전이 위지하고 있다. 가상의 사 

고를 대비하여 숭의 tritium 농도를 계산하는 blind test가 수행되었다 참여 모 

텔은 RODOS , CASTEUR, MOIRA, MASCARET 코드이며， 계산결과는 프랑스 

의 EDF에서 취합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4) 시나리오 4: 체르노빌 원전 근처의 Dniepr 하구에서 Sr-90과 Cs-137 농도 값을 

추정하는 것으로 과거에 이러한 하구(estuary)에서의 겨1 산훈령이 없었기에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n O 4 , . , 



제 4 장 연구개발 프2..J.L -, --1L 
I:!I c l- A-I 1:::;:::: 
:;;oc 11:프 〈그 -L-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IAEA 주관 국제공동연구 EMRAS (Environment Modelling 

RAdiation Safety)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내 개발된 실험시나리오와 육상생태계 영 

향평가코드의 검증 및 실험데이터의 국제적 공언을 얻는데 있었으며 세부 연구 목표 

별 달성 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J 

1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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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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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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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되
L
 
즈
〈
〕
 

주
 
산
 
검
 

주요 연구개발 실적 

Soybean Scenario 제공으로 9개국 

1271 관이 참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 

- lAEA TECDOC에 출판될 예 정 |‘ 

I 50 

l κτ ?/ 

「

τFo1iar contamination by dry( wet) 

deposition에 작물체에 의한 핵종 

차단(interception) 관련 실험 결과 

를 제출. 

100 

soybean 
scenano 제출 
및 국제 

결과비교자료 

확보 

회의주재 및 

보고서 

작성주체로 

지정 
Handbook내용 

의 Chapter 
3.1.4. 3.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자로 

100 I 지 정 Chapter 3.1.1.3과 3.1.1.4에 는 각각 I 30 

작물체로부터 핵종의 환경제거 

(weathering 10ss)와 가식 부로의 핵 

종 전류(translocation) 에 관한 실 험 

결과를 제출. 
IAEA 기타 IEstuaries 관련 평가시나리오 관련 

Group 주도의 프 |자료확보 

로그램에 펼요한 

관련 자료 확보 

20 
m 
M 

각 시나라오 

확보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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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EMRAS 국제 공동 연구에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coordinator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동 분야에 세계 leader 전문가 그룹의 일원으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 

다. 국내 자체 개발 평가 모델이 선진 외국 기관의 코드보다 우수한 예측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동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 되었다. 한편 Estuary에 관련된 

기타의 정보 확보를 통해서 외국의 환경 평가 대상에 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lAEA를 통한 국제 여러 나라와의 코드 결과 비교로 우리나라의 

코드를 검증하고 그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서 원자력 기술 수출에 일조를 담당하였고 

lAEA Handbook에 국내 자료가 수록될 경우 연구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므 

로 원자력 후발국에 대한 국내의 환경 영향평가 기술의 수출 추진에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주민 선량 평가 및 규제에 았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종 이동 계수 

값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 증진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국내 원자력 환경 안전 연구의 우수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 자 

료로 활용하여 원자력의 환경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선회 확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원자력의 환경 안전성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모델 및 코드 개발에 대한 검증을 획득함으로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모델 입력 변수에 대하여 과도한 보수성을 지양함으로써 합 

리적인 섭취 선량 평가 빚 규제 기술을 수립할 수 있고 원자력 시설 건섣을 위한 ER 

작성이나 최적 노형 선정 등에 았어서 공선력 확보를 위한 공인된 모델 입력 변수 자 

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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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3.1.1.1 (2) 제 출 자료 

Foliar contamination by deposition 

I nterception 

In order to measure interception, the whole aerial parts of the crop plants growing in 
culture boxes were sprayed with a solution containing the mixed radionuclides of 54Mn, 
57Co, 85Sr, lO3Ru and l34Cs [l-4]. This spraying was to simulatc a 、wν6앉t deposition by 、very
light rain (= 0.0어J’~‘~O. 

pos잉it디1\、ve리ly c야ha따rg양ed radionuclides. The experimental results about interception are summarized 

in Table 1. The 、ralues of the interception fraction f and biomass-normalized interception 

fraction f/B (m2/kg-dry) , both of which are not element-dependent, are given against 

different times of deposition. 

The interception fraction f rapidly increases with the increasing plant biomas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growing period and thereafter it is almost constant or even decreases. 

Particularly in soybean, the f 、ralue decreases markedly during the late seed-filling stage 

because of a severe physiological defoliation. In contrast to f, the biomass-normalized 

interception fraction f/B decreases as plants grow from the beginning. The f/B 、ralues at the 

early growth stages are conspicuously high. It is because most of the young leaves are 

directly exposed to deposition with comparatively low mass-to-area ratios. 

The above-mentioned tendencies and 、ralues of f/Bare rather comparable to what are 

shown in Table II in the previous Handbook but very different from, or even contradictory 

to, what are shown in Table III in it. The biomass-normalized interception fraction f/B is 

introducεd because the interception fraction f and the standing biomass B are strongly 

correlated [5]. Accordingly, the f/Bis a useful parameter in estimating the initial plant 

concentration after an accidental deposition but it is ineffective during a normal operation 

for which such an initial concentration cannot, and need not, be calculated. For assessing a 

routine releasζ instead, it is important to derive an f value averaged over the whole 

growing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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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εrcεption fractions (f) and biomass-normalizεd intεrcεption fractions (jIB) for 

thε mlXεd radioisotopεs of Mn, Co, Sr, Ru and Cs appliεd in thε form of spray 

at diffìεrεnt growth stagεs of various food crops 

Plant Reference 
Time of deposition 

F 
Biomass (B) f/B 

(DAP) (DTH) (kg-dry!m2
) (m2!kg-dry) 

37 112 0.48 0.079 6.03 
65 84 0.79 0.387 2.05 

Rice 
87 62 0.88 0.928 0.95 

100 49 0.87 1.037 0.84 [1 , 2] 

114 35 0.94 1.698 0.55 
132 17 0.94 1.914 0.49 
25 105 0.34 0.021 16.62 
46 84 0.83 0.126 6.57 
64 66 0.93 0.436 2.13 
81 49 0.88 0.741 1.1 8 

Soybean [1 , 3] 

96 34 0.84 0.792 1.06 
113 17 0.45 0.629 ~"'"ι-~ ’ 0.71 

26 51 0.16 0.005 30.19 
38 39 0.59 0.032 18.67 

Chinese cabbage 49 28 0.77 0.099 、κ 7.79 [1 , 4] 
60 17 0.83 0.148 5.63 
70 7 0.87 0.293 2.97 

29 55 0.18 0.011 ‘t 16.07 
42 42 0.67 0.044 15.25 

Radish 53 31 0.82 0.089 R 9.25 [1 , 2] 
64 20 0.86 0.146 5.91 
72 12 0.86 0.166 “ 5.18 ‘’‘-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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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pter 3.1.1.3 제 출 자료 

Loss from leaves by weathering 

The activity loss from plants by weathering was also investigated for those mixed 
radionuclidcs of 54MI1, 57Co, 85Sr, lO3Ru and l34Cs [l-4]. One half of thc plants in thc 

culture box were removed about 3 hours after the spraying to measure the initially-retained 
activity and the rest was removed at norrnal harvest time to measure the remammg activity 

in the whole aerial part. Based on these activity data, weathering half-lives were calculated 

on thε assumption that activity is lost with a constant half life over the whole period. 
Table 1 gives the weathering half lives of 54Mn, 57CO, 85 Sr, 103Ru and 134CS for rice, 
soybean, radish and Chinese cabbage plants. 

In most assessment models, the value for the weathering half life of the particulate is 

generical1y 14 or 15 d regardless of time of deposition. In Table 1, the half lives for rice, 
radish and Chinese cabbage are mostly longer than, or equal to, those generic values. In 

addition, they are generally longer after the earlier deposition. These facts indicate that the 

use of 14 or 15 d as the weathering half life may result in a considerable underestimation 

if deposition occurs at the early to middle growth stages. However, the present data came 

from a greenhouse experiment in which, although all the windows werε removed and the 

plants were periodically treated with a simulated precipitation, the effects of wind and rain 

might be more or less limited. Thus, the results may correspond to weathering losses that 

are less than those which would typically occur in fields. 

On the other hand, therε are some rεports showing that the weathering half lives of 

radiocesium and radiostrontium even in field-growing grasses were longer than 25 d [5 ,6]. 
Aarkrog (1 969) [7] reported that the weathering half lives of 54Mn, 85Sr, 134CS and 141 Ce in 

grains were several weeks in a field experiment. Based on these data, Mueller and Proehl 

(1 993) [8] employed 25 d as a generic value in their Ecosys-87 model. Even for a routine 

release , therefore, a generic half life longer than 15 d may be more appropriate except for 

Mn, Co, Sr and Ru in soybean. The particularly short half lives in soybean compared to 

the other crops, are attributable to the almost entire defoliation near harvest. Of the 

radionuclides, Cs has the longest half life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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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athering half lives of Mn, Co, Sr, Ru and Cs applied simultaneously in the 

form of a radioactive spray at different growth stages of several crop species 

Crop 
Time of deposition Weathering half life (d) 

(DAP) (DTH) Mn Co Sr Ru Cs 

37 112 47 43 47 53 36 
65 84 45 34 40 50 44 

Rice 
87 62 42 41 40 41 42 

100 49 33 32 32 46 49 
114 35 28 27 27 35 39 
132 17 16 14 14 24 32 

25 105 11 15 13 11 31 
46 84 15 7 24 11 12 59 

Soybean 
64 66 15 24 

역 
10 10 53 

81 49 9 16 7 8 28 
96 34 7 9 5 7 15 

113 17 5 6 4 6 6 

Chinese cabbage 26 51 17 16 19 19 32 
38 39 20 15 

~ .. 
35 、“ 22 29 

49 28 19 ，ι 검/ 15 17 32 31 
60 17 15 13 

“‘ 
14 26 22 

70 7 9 10 9 17 12 

29 55 꺼f 20 29 21 20 ‘X 37 
42 “ 42 25 25 20 21 34 f ~、

Radish 53 31 19 17 16 23 25 
64 

/ 
20 15 13 11 22 21 

72 12 11 
i ••--- 9 

R 

9 /' 26 16 /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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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pter 3.1.1.4 제 출 자료 

Translocation 

It seems reasonable to divide the crop plants into two groups in terms of translocation. 

One group (Group 1) refers to the plants whose edible parts contain not only the 
translocated activity but also the remammg activity on their surfaces. Most fruits such as 

strawberry, tomato , and apple belong to Group 1. The other group (Group 11) refers to the 

plants whose edible p따ts contain only the translocated activity. Hulled grains, shelled 
legumes and nuts, potatoes and roots belong to Group 11. 

Translocation in three Group 11 plants was also measured in the above-mentioned 

weathering loss experiment [1-3]. Translocation factors (TLF), defined as the ratio of the 

total activity in the edible p따t at harvest to that in the whole plant at the time of 

deposition (TLF-A) or at harvest (TLF-B), are given in Tables 1 and 2, respectively. 

Weathering loss is implicitly considered in the TLF-A. If it is employed , therefore , the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edible part can be directly estimated from the initial 
deposition without using the weathering half life , which is another source of uncertainty. 

Translocation can be quantified with another kind of translocation factor (TLFconc , m2 

kg- 1
) , that is, the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edible part (Bq kg- 1

) related to the total 

plant activity in unit area (Bq m치. Tables 3 and 4 give the values for the TLFconc-A and 

TLFconc-B , respectively. If the TLFconc is used ,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a model 

parameter representing plant yield. 

Deposition at the actively-developing stages of the edible parts produced , on the whole, 
the highest translocation factors. The largest value generally comes from Cs followed by 

Co, Mn, Sr and lastly Ru. These tendencies are similar to the experimental resu1ts reported 

by Aarkrog [4] and Voigt et al. [5]. For the assessment during a normal operation, a value 

representing the whole growing period should be derived from the present time-dependen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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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nslocation factors (TLF-A) of Mn, Co, Sr, Ru and Cs applied simultaneously 
in the form of a radioactive spray at different growth stages of rice, soybean 
and radish 

Time of dep. 
a TLF-A (dimensionless) b 

Crop 
(DAP) (DTH) Mn Co Sr Ru Cs 

37 112 5.2E-04 5.9E-04 2.4E-04 5.5E-05 1.2E-02 
65 84 3.9E-04 2.0E-03 2.1E-04 4.9E-05 3 .4E-02 

Rice Grain 
87 62 2.5E-04 1.6E-02 2.0E-04 2.1E-04 4 .3E-02 

100 49 5.7E-03 4.0E-02 5.6E-03 1.2E-03 8 .4E매2 

114 35 1.6E-02 6.6E-02 I .3E-02 3.8E-03 I.l E-Ol 
132 17 7.2E매3 8.2E-03 9.7E-03 3.5E-03 2.2E-02 

25 105 6.6E-04 5.2E-03 6.0E-04 5.7E-05 6.4E-02 
46 84 1. 1 E-02 6.8E-02 1.2E-03 2.3E-04 2.6E-Ol 

Soybean Seεd 
64 66 3.0E-02 l.3E-0 1 2.5E• 03 6.8E-05 3.0E-Ol 
81 49 8.2E-03 9.6E-D2 6.3E-04 1.0E-04 1.9E-0 1 
96 34 I .3E-03 5.1E내2 5.4E-05 6.0E-05 1.1 E-O 1 

113 17 8.3E-05 3.3E-03 4.5E-05 7.1E-05 4.5E-03 
29 55 2.6E-03 1.2E-Ol 3.6E-03 4.2E-03 9.2E-02 
42 42 1.9E-03 1.2E-Ol 2.9E-03 l.3E-03 1.3E-Ol 

Radish Root 53 31 2.0E-03 7.8E-02 3.0E-03 1.2E-03 1.OE-Ol 
64 20 2.4E-03 6.0E-02 2.IE-03 l.3E-03 9 .3E-02 
72 12 3.6E-03 4.9E-02 2.0E-03 9.0E-04 8.6E• 02 

a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t. 
b total activhyj만얄 벨뀔맨aπs of t만 plants at harvest (Bq m치 

total activity initially retained by the plants (Bq 퍼잔 

TABLE 2. Tanslocation factors (TLF-B) of Mn, Co, Sr, Ru and Cs applied simultaneously 
in the form of a radioactive spray at different growth stages of rice. soybean 
and radish 

“ .. 

a J γ 

TLF-B (dimensionless) b 
Crop 

Time of dep. 
(DAP) (DTH) Mn Co Sr Ru Cs 

37 112 2.7E-03 3.6E-03 I.2E-03 2.4E-04 I.lE• 01 
65 84 1.5E-03 l.l E-02 8.7E-04 1.6E-04 I .3E-Ol 

Rice Grain 
87 62 6.9E-04 4.8E-02 5.8E-04 6.1E-04 1.2E-01 

100 49 1.6E-02 1.2E-Ol 1.6E-02 2.4E-03 1.7E-Ol 
114 35 3.8E-02 1.6E-Ol 3.2E-02 7.6E-03 2.0E-Ol 
132 17 1.5E-02 1.9E-02 2.3E-02 5.6E-03 3.2E-02 

25 105 4.8E-Ol 7.3E-Ol 2.0E-Ol 4.2E-02 6.5E-Ol 
46 84 6.1E-Ol 7.9E매 1 2.0E-Ol 2.6E-02 7.0E-Ol 

Soybεan Seed 
64 66 6.5E-Ol 8.6E-Ol 2.8E-Ol 7.7E-03 7.2E-Ol 
81 49 3.3E-Ol 8.2E-Ol 1.2E-Ol 9.0E-03 6 .4E-Ol 
96 34 4.2E-02 6.3E-Ol 4.5E-03 2.2E-03 5.6E-Ol 

113 17 7.3E-04 2.8E-02 6.5E-04 4.9E-04 3.0E-02 

29 55 l.7E-02 4.7E-D l 2.2E-02 2.8E-02 2.6E-Ol 
Radish Root 42 42 6.2E-03 3.8E-Ol 1.2E-02 5.3E-03 3.1E-Ol 

53 31 6.1E-03 2.7E-Ol 1.2E-02 3.1E-03 2.4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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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2 

20 
12 

6.0E-03 1.8E-이 7.9E내3 2.4E-03 1.8E-Ol 
7.5E-03 1.2E-Ol 5.4E-03 1.2E-03 l .4E-Ol 

a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t. 

total activity remammg in the plants at harvest (Bq m-ι) 

TABLE 3. Tanslocation factors (TLFconc-A) of Mn, Co, Sr, Ru and Cs applied 

simultaneously in the form of a radioactive spray at different growth stages of 

rice, soybean and radish 

때
 

C Time of dep. a 

(DAP) (DTH) 

Rice 

37 
65 

Grain 87 ram 100 

114 
132 

25 
46 
64 
81 
96 

113 

Soybean Seed 

Radish Root 

m2 

”% 

선
끄
 

% 

η
 

U 

W어
 잉
 껴
 π끄
 η
 -% 

% “ 
껴
 
”” 
n 
-”

n 
”% ” 
m 
n 

l 

---

Mn 

5.4E-04 
4.8E-04 
4.2E-04 
9.4E-03 
2.2E-02 
1.0E-02 
l.l E-03 
1.8E-02 
5.8E-02 
2.6E-02 
3.5E-03 
2.6E-04 

6.1E-03 
4.6E-03 
8.5E-03 
1.6E-02 
2.0E-02 

TLFconc.-A (m2 kg-1_dry) 

Co Sr Ru 

6.1E내4 

2.4E-03 
2.7E-02 
6.6E내2 

9.3E-02 
1.2E-02 
8.6E-03 
l.l E-Ol 
2.5E-Ol 
3.0E-Ol 
I .4E-Ol 
1.0E-02 

2.8E-Ol 
2.9E-Ol 
3.3E-Ol 
4.1 E-Ol 
2.7E-Ol 

2.5E-04 
2.6E-04 
3.4E-04 
9.2E-03 
1.8E-02 
I .4E-02 

1.0E-03 
1.9E-03 
4.8E-03 
2.0E-03 
1.5E-04 
I .4E-04 

8.4E-03 
7.1 E-03 
I .3E-02 
I .4E-02 
1. 1 E-02 

5.7E-05 
6.0E-05 
3.5E-04 
2.0E-03 
5.3E-03 
5.0E-03 

9.5E-05 
3.7E-04 
l.3E-04 
3.2E-04 
1.6E-04 
2.2E-04 

9.8E• 03 
3.2E-03 
5.1E-03 
8.8E-03 
5.0E-03 

Cs 

1.2E-02 
4.2E-02 
7.3E-02 
I .4E-Ol 
1.5E-O 1 
3.1E• 02 

I.lE-01 
4.2E-Ol 
5.8E-Ol 
6.0E-Ol 
3.0E-Ol 
1.4E-02 

2.1E-Ol 
3.2E-Ol 
4.3E• 01 
6.3E-Ol 
4.8E• 01 

a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t. 
b r때ionuclide co띤맺tra깐on in 댄F렌iÞl~Eaπs of판운핀핸갤견~harvest (Bq kg-l_dry ) 

total activity initially retained by the plants (Bq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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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anslocation factors (TLFconc-B) of Mn, Co, Sr, Ru and Cs applied 
simultaneously in the form of a radioactive spray at different growth stages of 
rice, soybean and radish 

Time of dep. a TLFconc.-B (m2 kg-l_dry) 
Crop 

(DAP) (DTH) Mn Co Sr Ru Cs 

37 112 2.8E-03 3.7E-03 1.2E-03 2.5E-04 I.\E-01 
65 84 1.8E-03 1.3E-02 l.J E-03 2.0E-04 1.6E-01 

Rice Grain 
87 62 1.2E-03 8.1E-02 9.8E-04 1.0E-03 2.0E-01 

100 49 2.6E내2 2.0E-01 2.6E-02 3.9E-03 2.8E내 1 

114 35 5.3E-02 2.2E-Ol 4.5E-02 l.l E-02 2.8E-01 
132 17 2.1E-02 2.7E-02 3.3 E-02 8.0E-03 4.6E-02 
25 105 7.9E-Ol I.2E+ 00 3.3E-Ol 7.0E-02 l.lE+ 00 
46 84 9.7E-Ol 1.3E+ 00 3.2E-Ol 4.1E-02 l.lE+ 00 

Soybean Seed 
64 66 1.3E+ 00 1.7E+ 00 5.5E-Ol l.5E-02 I .4E+OO 
81 49 1.0E+ 00 2.6E+ 00 3.7E-01 2.9E-02 2.0E+ 00 
96 34 1.1 E-O 1 1.7E+ 00 1.2E-02 5.8E-03 1.5E+ 00 

113 17 2.2E-03 8.7E-02 2.0E-03 1.5E-03 9.4E-02 
29 55 4.0E-02 1.1 E+ 00 5.1E-02 6.5E-02 6.1E-Ol 
42 42 1.5E-02 9.3E-Ol 2.9E-02 l.3E-02 7.6E-Ol 

Radish Root 53 31 2.6E-02 1.2E+ 00 5.1E-02 1.3E-02 1.0E+ 00 
64 20 4.1E-02 1.2E+ 00 5.4E-02 1.6E-02 1.2E+ 00 
72 12 4.2E-02 6.7E-Ol 3.0E-02 6.7E-03 7.8E-01 

a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t. 
b radionuclide conce~tratiorÎ in the edibie parts of the plants at harvest (Bq kg-l_dry ) 

total activity remammg in the plants at harvest (Bq 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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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apter 3.1.4.3 제 출 자료 

lnundated system 

Characteristics of P때뾰핀랜 

In f100ded soils, oxygen is depleted more or less rapidly by the respiration of soil 

microorganisms and plant roots. After the disappearance of molecular oxygen, various 

degrees of anaerobiosis occur and the reduction of mineral nutrients takes place [1]. 

Paddy soils are under water for several months every year. In f100ded rice fields , the 

amounts of methane and molecular hydrogen increase gradually because of anaerobic 
microbial activity [2]. The nitrate is reduced ultimately to molecular nitrogen (N2), which 

escapes easily to the air. In submerged soils, therefore, ammonia is the major form of 

nitrogen available for rice. Although relatively low concentrations of ammonia are toxic to 
many upland crops, rice tolerates and uses ammonia efficiently at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2]. Manganese (mainly Mn(IV)) and iron (Fe(III)) are reduced to 

water-soluble Mn2
+ and Fe2

+, respectively [1]. The increase in Fe2
+ concentration is often 

excessive, inducing iron toxicity in rice. The sulfate is reduced to H2S, which is one of the 
common toxic substances produced in highly reductive soils [1 ,2]. 

In order to survive such a reductive change, rice plants have a highly efficient oxygen 

transport system in which molecular oxygen moves from shoot to root through 
well-developed air passages. This oxygen transport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the 

roots' oxidizing power. For example, ferrous iron and hydrogen sulfide can be oxidized by 

molecular oxygen diffused from root surfaces [2]. 

Upt핸e of radionuclidεs by rice 

Rice plants are normally grown in flooded fields so the plant bases are immersed in the 

standing water. Thus, some amounts of radionuclides may be transferred from the standing 

water to rice plants via the plant bases if the radionuclides are dissolved in the standing 

wate r. It was demonstrated by Myttenaere et a1. [3] that the plant-base uptake of 

radiocesium by rice plants is much more efficient than the root uptake from soi1. 

If rice fields are f100ded by irrigation, some fractions of the radionuclides in soil may 

diffuse into the standing water. On the other hand, the standing water can be directly 

contaminated if released radionuclides are deposited to it or if paddy fields are supplied 

with contaminated water. In the case of a direct contamination of the standing water, the 

plant-base uptake may be much more important than in the indirect case. Either case, 
transfer factors for rice are to re f1ect the root uptake and plant-base uptake simultaneously. 

The traditional mass-based transfer factor (Bv , dimensionles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activity conccntration in the plant material (Bq kg-l) to that in the associated soil (Bq 

kg- I
) , is applicable when radionuclides are well mixed with the topsoil before plant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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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can be met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a nucIear installation or in the case of 

an accidental release occurring before agricultural seasons. It leads to an indirect 

contamination of the standing water in rice fields. 

On the other hand, the activity acutely deposited in growing seasons would norrnally 

be localized with respect to the soil surface until before plowing for the next culture. For 

this type of the soil activity profile, it is physically irrelevant to use the Bv and it may be 

required to introduce the areal transfer factor (TFa, m
2 

kg") defined as the ratio of the 

plant activity (Bq kg'l) to unit-area deposition (Bq m깅) [4-8]. Since the physiological 

activity and organ development of a plant species changes with time, the TFa may greatly 

depend on the growth stage that deposition occurs. 

An accidental deposition during the rice-growing season causes a direct contamination 

of the standing water, possibly leading to a significant plant-base uptake. The plant-base 
uptake and root uptake can then be covered together by the single parameter TFa , If the 

initial deposition per unit area is known, the TFa can be measured regardless of the depth 

profile. It is, therefore, also applicable to the activity deposited acutely and mixed with soil 
before planting. 

- Mass-based transfer factor (Bv) 

The Bv、ralues of Mn, Co , Zn, Sr and Cs for rice, measured in various soils through pot 

experimentsand a field study, are summarized in Table 1 [9-13].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pot soils are given in Table 2. 

In general, the Bv values for hulled rice seeds are similar to those for grains given in 

Table VI in the previous Handbook. This may indicate that the contribution by the 

plant-base uptake to the Bv for rice seeds was not so significant. It is likely that flooding 
makes only small fractions of the soil-adsorbed radionuclides diffuse into the standing water. 

The Bv values of fallout 137Cs in real fields are generally a few times lower than those 

of radiocaesium in the pot experiments. Thiscan be attributed mainly to the irreversible soil 

fixation of radiocaesium through aging [14, 15]. On the other hand, the smaller the medium 

is, generally the higher the Bv becomes because the roots are more densely distributed in 

the contaminated soil [16, 17]. 

- Areal transfer factor (TF,J 

Table 3 gives the TFa values of Mn, Co, Sr and Cs for rice seeds and straws. Rice 

plants were grown in an acidic sandy soil (Table 4) contaminated at 6 different growth 

stages [4, 9, 18]. A mixed-radionuclide solution was applied to the water surfaces in culture 

boxes. Following the pre-transplanting application (expressed in negative values for DAP as 

the time of deposition) only, the applied activity was mixed with the topsoil under water to 

simulate plowing in the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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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Fa varies more or less widely with radionuclides and deposition times. It 

decreases in the order of Mn > Sr > Co > Cs, whereas the decreasing order in upland 

crops is Sr > Mn > Co > Cs in general. Comparatively high uptake of Mn by rice plants 

is likely to result from the reduction of Mn by flooding. Mn is known to be easily 

reducible and highly soluble in the waterlogged soil [l, 19]. Deposition during rice growth 

generally gives rise to a higher TFa than the pre-planting deposition does. It is, however, 
not the case with the upland crops. This may be due partly to the plant-base uptake by 

rice plants [3 ,20] and partly to their high root density near the soil surface [2 ,21]. Rice 

straws are often supplied to catt1e for feeding in some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TFa values for rice straws are up to two orders of magnitude higher than those for 

nce grams. 
An HTO solution was applied to the standing water in rice culture boxes at different 

growth stages and the measured TFa values for the seed and straw OBT are given in Table 

5 [22]. The soil is the same as mentioned above (Table 4). The TFa values of HTO for 

OBT in rice grains and straws are highest following the HTO application perforrned at the 
most active growth stage of each part. The TFa values for rice straws are generally several 

times higher than those for rice seeds,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when HTO is applied 

at the active seed development stage. 
The TFa values of Sr and Cs for rice grains and straws, measured in various paddy 

soils carried to a greenhouse, are summarized in Table 6 [8 ,9,23]. The values of Sr applied 

around the start of the ear emergence (83 days after transplanting) are only about two 
times higher than those following the pre-transplanting application. Much greate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lications are shown in the Cs TFa 、raluε. This may be indicative of a 

much easier plant-base uptake of Cs by rice plants compared to that of Sr as found by 

Tsumura et a l. [24]. 

Following an acute deposition during plant growth,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Fa 

to the translocation factor (TLη will depend on radionuclide and plant species, soil type 

and time of deposition. On the other hand, the TFa will almost entirely contribute to the 

plant concentrations in the case of the radionuclide entry via the surface irrigation, a widely 

adopted agricultural practice for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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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ss-based transfer factors (Bv) of Mn, Co, Zn, Sr and Cs for hulled rice seeds 

Ele-
N 

Expected Uncertainty 
95% con f. range Conditions a References 

ment value factor 

Mn 2.6E-OI 3 8.8E-02 7.5E-OI Soil A~E [9, 10] 

Co 4 4.3E-03 3 1.7E-03 l.l E• 02 Soil A,B,D,E [9, 10] 

Zn 4 l.7E+OO 4 4.0E-OI 6.8E+00 Soil B~E [9, 10] 
Sr l.2E-Ol Soi1 A [9, 1]] 

Cs 7 3.1E-02 5 6.6E-03 1.5E-Ol Soil A~G [9,10,12] 

Cs 12 4.5E-03 5 9.9E• 04 2.IE-02 Rεal fiε1ds [9, 13] 

N is the number of observations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a 1. See Table 2 for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s. 

2. In real fields (pH = 4.3~6.4， sand = 23~66% and c1ay = 14~26% for rice 

and 4.2~6.8 ， 31 ~ 74% and 8~20%， respectively, for Chinese cabbage), the transfer of 

fallout 137CS was investigated.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s used in the rice Bv experiments 

“ I J~‘ 「갚\ 
Soil PH O.M. Exch. cation (cmoVkg) CEC Sand Silt Soi1 
code (1:5) (%) K Ca Mg (cmoVkg) (%) (%) Tεxture 

A 6.4 0.42 0.36 4.5 0.29 7.5 78.9 16 .4 SL 

B 4 .4 0.94 0.16 1.8 0.12 6.7 71 .4 20.6 SL 

C 6.1 0.68 0.18 3.3 0.12 4.7 81.9 15.3 LS 

D 5.6 0.93 0.16 3.9 0.42 5.4 71.9 20.9 SL 

E 4.6 2.43 0.11 3.2 0.25 7.2 67.3 26.7 SL 

F 7.7 2.60 0.36 1. 12 10.1 46.9 38.6 L 

G 5.5 2.00 0.25 3.2 1.32 10.5 6.2 63.1 SiCL 

O.M. Organic matter,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SL Sandy loam, 
LS Loamy sand, L Loam, SiCL Silty c1ayey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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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l transfer factors (TFa) of Mn, Co, Sr and Cs for rice seeds and straws in 

an acidic sandy soil 

Time of deposition a 2 /1 ,,\ b TFa (m
L /kg-dry plant) 

Plant 

(DAP) (DTH) Mn Co Sr Cs 

-2 140 1.2E-03 1.6E-05 1.7E-04 5.9E-05 
13 125 2.9E-03 3.6E내5 3.9E-04 I .4E내4 

Hulled rice seeds 
40 98 2.6E-03 4.9E-05 4.7E내4 2.0E-04 
67 71 2.0E-03 3.0E-05 5.5E-04 7.0E-04 
89 49 5.0E-03 4.6E-05 7.6E-04 5.4E-04 

112 26 1.2E내3 2.6E-04 l.l E-04 5.2E-05 

2 140 5.7E-02 3.4E-04 6.2E-03 l.7E-04 
13 125 1.2E-OI 6.4E-04 I .3E-02 3.2E-04 

Rice straws 
40 98 8.8E내2 6.2E내4 1.2E-02 4.6E-04 
67 71 2.0E내 l I.3E내3 1.7E-02 I .4E-03 
89 49 7.6E-02 9.4E-04 9.8E-03 8.IE-04 

112 26 4.3E-02 I. IE-03 6.2E-03 2.3E-04 

a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t 

TABLE 4.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in the TFa experiments 

pH O.M. 
Exch. cation (cmollkg) 

CEC Sand Silt Clay Soil 
(1 :5) (%) 

K Ca Mg 
(cmollkg) (%) (%) (%) Texture 

5.2 0.91 0.1 2 1.84 0.69 4.2 79 17 4 LS 

O.M. Organic matter,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LS Loamy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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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real transfer factors (TFa) of HTO for OBT in rice seeds and straws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deposition 

Plant 
(DAP) (DTH) 

Time of deposition a TFa for OBT 
(m2/kg-dry plant) 

Hulled rice seeds 

5 
57 
79 
98 

113 

Rice straws 

5 
57 
79 
98 

113 

138 
132 
80 
58 
39 
24 

a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 t. 

2.6E-05 
l.3E-05 
3.3E-05 
1.6E-04 
3.2E-04 
2.5E-05 

8 .3 E-05 
4.1E-05 
2.0E-04 
1. 5 E-04 
8.4E-05 
8.8E-05 

TABLE 6. Areal transfer factors (TFa) of Sr and Cs for rice grains and straws in various 

paddy soils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deposition a 

E1e- P1ant Time of dep. a ~， Expected Uncertainty 
95% con f. ran 2:e 

Ment part (DAP) (DTH) Value factor 
Conditions b Re f. 

이
1
 
% 

때
 

G 160 12 2.5E--04 
62 5 5.7E--04 

2 
3 

1.5E-04 4.4E--04 4.7-6.1 , 18-81 & 5-25 [9, 23] 
1.8E--04 1.8E--03 4.9-6.1 , 21-61 & 9-25 [9, 23] 

Sr 
N
피
 
여U
 

때
 

t p3 160 12 l.3E-02 
62 5 2.0E-02 

2 
2 

7. 1 E-03 2.3E--02 4.7-6.1 , 18-81 & 5-25 [9, 23] 
1.0E-02 3.9E--02 4.9-6.1 , 21-61 & 9-25 [9 , 23] 

15 160 18 l.2E--04 
Grain 12 133 3 2.5E-04 

83 62 8 2.0E-03 

〈
」
AaT 

〈
」

2.3E-05 6.2E--04 4.7-6 .4, 18-81 & 5-25 [8 , 9] 
7.2E-05 8.7E--04 4.8-5.2, 27-54 & 7-18 [8, 9] 
3.9E.• 04 1.0E--02 4.8-6.1 , 21-61 & 7-25 [8, 9] 

Cs 

15 160 18 2.3E一04

Straw 12 133 3 5.2E-04 
83 62 8 2.9E-03 

，
、
〕
A

에
 
「
l

4.8E-05 1. 1 E--03 4.7-6 .4, 18-81 & 5-25 [8 , 9] 
1.2E一04 2.2E--03 4.8-5.2, 27-54 & 7-18 [8 , 9] 
4.1E-04 2.0E--02 4.8-6.1 , 21-61 & 7-25 [8 , 9] 

a DAP days after planting, DTH days to harvest. 

b ranges of soil pH , sand content (%) and clay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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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AEA 주관 방사선 생태 국제공동연구 EMI{AS(Environment Modelling RAdiation Safety) 

에 참여하여 국내 개발된 실험사나라오， 육상생태계 영향평가코E 및 실험 데이터의 국저l 적 공인을 얻읍 

으로써 향후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1) EMRAS Tritium 

Working Group에서 국내 실힘 시나라오 제공 및 평가코드 건증， 2) IAEA TRS364 Revision Group에 

국내 생산 실험 자료의 제출 및 검증， 3) 타 W orking Group의 활동 자료 수집이다 우리나라가 제출하 

여 채택된 삼중수소 콩 피폭 시나라오에 대한 9개국 127] 판의 평가 결과 및 상호 비교 (IAEA 

TECDOC에 출판될 예정) 및 IAEA TRS364 update를 위한 작물 잎에 대한 핵증자단계수， 핵종 환경제 

거 (weathering Ioss) 계수와 가식부로의 핵종 전류(translocation)에 판한 국내 실험 데이터 제공 및 검증 

이 주요 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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