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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목 

환경방사선 관리기술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0 
J_]_ 약 문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서의 방사선 안전 

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 과제의 목적은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펄수적인 환경방사선 

관리기술을 개발하는데 있고 세부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도시환경 특성을 고려한 방사능 확산모델 개발 및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을 선정하는 기술 개발 

- 비인간종(non-human species)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기술과 장 반감기 핵종에 대 

한 작물실험 해석과 농경지 오염대책기술을 개발 

- 해체 및 처분장 시료 지표 방사성 핵종 분석기술 개발과 자동분리 시스템 구축 및 다기능 

환경 방사선량 측정/평가기술을 개발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농도 조사 평가와 수중환경에 대한 1-131 조사 평가 

및 천연방사성 물질의 최적관리 기반 확립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도시 환경에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위해 중규모 기상 예보자료를 

이용한 도시규모 바람장 생성모벨을 개발하고， 바람장 발생모델과 연계된 도시규모 

확산평가 및 입출력 GU1를 구현한 도시환경 방사선 영향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시환경에서의 여러 표면에 대한 오염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피해저감기술을 개발하 

고 개발된 모댈의 검증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민감도와 불확실성 퉁을 분석한다. 

국내 생태계 방사선 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참조 동식물을 도출하여 각 참조 동식물의 

형태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참조동물 내외부 선량환산인자 계산 및 오염 평가모델을 개발하 

고， 오염된 지표수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중저준위 처분장 주변의 지표수와 토 

양의 핵종간 화학적 거동을 평가하고， 1 빛 Tc 동위원소 전이계수 측정과 논 및 밭토양에 대 

한 용출거통 조사 및 핵종흡수 억제 효과 조사를 통해 농경지 오염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 

원자력시설 해체 및 처분장 주변의 효과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지표방사성 핵종 

분석방법 개발 및 최적화하고， 환경 지표방사능 신속분석기술 개발을 위한 지표방 

사성 핵종 자동분리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제작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원자력시설의 감시 및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다기능 환경 방사선량 측 

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한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 조사 및 라돈과 확률론적 암 발생률을 분석 

평가하고， 물 및 생물시료 중의 1-131 방사능과 수중환경중 1-131의 영향과 일반 



인의 피폭선량을 조사 평가하여 I-131의 환경방출 저감화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천연 방사성물질 NORM 및 TENORM의 최적 관리를 위한 규제 기술기준안을 개발 
한다. 

IV.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도시환경 방사선영향평가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 결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 

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고 주변 지역 경작지에 대한 사후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국가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환경 지표 방사선/농 신속분석기 

술 개발을 통한 방사선 계측기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 가능하다. 생활 환경 

중의 방사능 위해도를 평가하고 UNSCEAR 둥 국제기구에 국내 고유의 천연핵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며， 자연방사선에 대한 조사 자료 

의 공개로 인공방사선의 상대적인 안전성을 강조하여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불안 

감 해소 및 대국민 이해 중진에 기여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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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control technology 

1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ment of an urban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and data assimilation technique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 

to develope the technology for assessing the radiation impact to biota and the surface 

water transport model , to develope the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indicator 

radionuclides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and to asses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radiation impact and 

establish the optimum management bases of natural radiation 

11 1. Scope and Contents 

- Development of an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in urban environment and 

dose assessment and decision - aiding model to implement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nd data assimilation technique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redicted results using the measured data. 

- Define the domestic reference animal and plants (RAPs) and their geometric 

characteristics for assessing the radiation dose to biota and the surface water transport 
model for integrated radiation assessment code of ecosystem and analysis of the 

uptake of radionuclide of long-half lives into crop and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to lessen the contamination of crop. 
- Development of the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indicator radionuclides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and 

optim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eveloped methods by appling it to the 

ismantled concrete and groundwater samples. 

- Evaluation of radon levels in the representative public facilities , survey and 

evaluations of 1311 in aquatic environments , Establish the optimum bases of 

natural radioactive materials and develope the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environmental radiation database 

IV. Expected Contribution 

The obtained results might be used; for assessing the radiological effects 

due to and radiological incident in an urban area , for assessing radiation doses 

on biota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ionizing radi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new concept of the 1CP new recommendation , for analyzing the 

indicator radionuclides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 and for providing the natural radionuclide datab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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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SCEAR. It can be used for 

emphasizing relative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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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도시환경 방사선환경영향평가기술 개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산업은 에너지확보 차원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한다. 원자력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원자력 안전성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사선 안전성의 확보가 우선적 

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98년부터 국가 방사능방재체제를 과기 

부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았으며 ’04년에는 방사능방재법이 제정되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한 바 있다. 

현재 국가 방사능방재제체는 국내 원전부지 중심 수십 km 반경의 국지규모를 대 

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대한 영향평 

가 기능을 포함하여 광역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 건물효과， 표면조도의 영향 등 오염물질의 

확산과 침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하여 그 피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도시규모의 바람장 발생과 확산모델， 방사선영향 평가모델， 도시의 경제/사 

회적 특성을 고려한 피해 저감대책 결정 그리고 평가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 

정 자료의 동화기술 등을 동시에 개발하여야 한다. 

제 2 절 신개념 생태계 방사능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인간 및 환경 통합 방호를 위한 기초，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 

로 하는 본 세부과제는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지표수 핵종이동평가기 

술 개발，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실험 해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수행되었다.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관련 요소기술 확보를 위해 국 

내환경 생태특성을 파악하고 생태계 방사선 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참조 동식물 

을 도출하였으며， 각 참조 동식물의 형태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기하학적 구조 모 

형을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MCNP코드를 이용한 참조동물 내외부 선량환산인 

자를 계산하였다. 또한 allometric 법에 기반한 참조동식물 전이인자 예측모델을 개 

발하였고， 국내 참조동물 중 버들치의 전이인자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이인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지표수 핵종이동모델 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오염된 지표수로 작물을 재배하 

는 경우를 고려하여 처분장 주변의 지표수와 토양의 핵종간 화학적 거동을 평가하 

고 평형분배계수(Kd)를 측정하였으며 오염된 지표수로부터 토양내의 핵종이동모델 



개발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델의 검증을 위해 경주 방폐장 주변 논토양을 이용한 

99Tc 이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오염된 유입원이 있을 경우 하천의 핵종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2차원 하천 핵종 오염 평가 모벨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의 적용연 

구를 수행하였다.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실험 해석 분야에서는 장반감기 핵종에 대한 작물의 전 

이계수 및 거동 해석을 위해 국내 주요 작물인 벼， 채소류， 두류에 대한 ioidine 및 

Tc 동위원소 전이계수를 작물 재배와 함께 연차적으로 측정하고， 논 및 밭토양에 

대한 상기 핵종에 대한 용출거동을 조사하였다. 

제 3 절 환경지표 방사선/능 분석기술 개발 

원자력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민들의 방사선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방사선환경 모니터링 기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자력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핵종이 대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사능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서울 연구 

용 원자로 2호기의 해체사업이 추진되었고 경주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됨에 

따라 해제폐기물에 포함된 핵종과 처분장 부지주변 감시 핵종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이들 핵종에 대한 분석기술이 국내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시설의 사고나 방사능 테러 위 

협에 대비한 방사능방재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방사선 측정기술이나 방사능의 신속 분석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환경 지표 방사선/능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이 

며 세부 목표는 1)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 2) 환경 지표 

방사능 신속분석 기반기술 개발 3)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이 

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내용은 1) 해체 지표 핵종으로 Fe-55와 Ni-63 , H-3와 

C-14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처분장 지표 핵종으로 Tc-99와 1 -129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모의시료를 이용하여 분석법을 시료별로 최적화하고 실 

제 해체 콘크리트와 처분장 지하수에 대해 분석기술을 적용한다. 분석시 사용되는 

계측기에 대해 불확도 요인을 분석하고 최소검출한계를 평가한다. 2) 신속 분석기 

술을 위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칼럼 고정상/추출제 특성을 평가하고 핵종 자동분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자동분리 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동분리 

장치를 현장시료 분석에 적용해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3)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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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정보 동조된 환경방사선량 지도작성을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한다.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한다. 

제 4 절 생활 환경중의 방사선 영향평가 

국내 실내라돈에 대한 조사 자료는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참조준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국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라돈 

농도 조사를 보다 체계적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갑상선암 환자 

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방사성옥소 진단 및 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하였따. 따 

라서 지표수는 물론 대도시 일부 상수원수에서도 간헐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131r 핵 

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NORM/TENORM 물질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물질인 모나자이트 저어콘과 같은 원료 물질은 시급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 

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내용은 1) 지하공간 라돈 농도 조사 및 확률론적 암 발생률 

평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 라돈 실내 유입평가기술개발 

2) 국내 수중환경시료에서의 131r 검출 및 사용 현황분석， 대도시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주변 환경 정밀조사 방사성옥소 이동경로 평가 및 농축희석 모델수립， 전 

산모사 모델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실제 농도와 비교평가 3) 산업물질중 방사능 

준위자료 DB 화 CLEAN System과 연계， NORM/TENORM 종사자 피폭선량 평가 

수행， NORM/TENORM 소비제품 조사， 비정형 소비재 제품에 대한 정밀 분석법 개 

발， 한국인 체형을 반영한 복셀팬텀을 활용， 신체 밀착형 제품 사용에 대한 피폭선 

량 방법론 개발 등이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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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IAEA에서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공 

동연구프로그램 EMRAS-1 (2003-2007)을 수행하였고 최근 

EMRAS-2(2009-20011)를 발족하여 추진 중에 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몇가지 중요한 이슈에 도시환경에서 방사능오염 및 대책과 비인간종에 대한 영향평 

가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 원회 (ICRP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에 의한 환경방호 개념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평가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가능한 선량모델의 reVlew, 생물에 대한 방사선 영 

향에 대한 기존 정보의 적합성， 환경방호 시스템의 서로 다른 수준의 방사선 피폭 

에 노출된 비인간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적합성， 기존 인간에 대한 방사선방호와의 

조화가능성 등이 조사되 었다. 

일본과기청 등은 방사능 분석절차서를 수립하고 일정 기간 간격으로 수정/보완하 

고 있는 등 선진분석기관에서는 자체 분석기술개발 및 품질보증 체제(ISO 17025 

standard)를 확립하여 국제공언을 받고 있다.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는 고전적인 화 

학분리 방법을 벗어나， 핵종 선택성을 갖는 다양한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개 

발 활용하고 있다. 장반감기 방사성 핵종에 대하여 기존 분석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도 있는 극미량/극저준위 분석을 위하여 고분해능질량분석기술(HR-ICPMS)을 

이용한 동위원소 분석관련 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영국 등에서는 원자력시 

설 폐로 및 처분장 방사성 지표 핵종(C-14 ， H-3 , Fe-55 , Ni-63 , CI-36 , 

Ca-41 , Tc-99 , 1-129 , Sr-89!90 등)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 중이며 다양한 

시료에 대한 신속 분석 기술을 개발 중에 었다. 

UNSCEAR는 국가별 지각， 공기， 음식물 중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도 자료를 DB화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UNSCEAR에서는 매년 천연방사성 핵종에 관련된 자료를 한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국내 자료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라돈에 대 

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러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국 나름대로의 권고치(대책 

준위)를 설정하여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EML의 경우 

가옥 이전 시 옥내 라돈 측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고， 일본의 경우， 실내라돈 전 

국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실외 라돈 및 작업장내에서의 라돈조사 실시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 500 ， 000가구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가옥 뿐만 아니라 작업장내에서의 라돈조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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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NORM 및 TENORM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산업물질 중의 방사능 농도 조사는 기초조 

사에 머물고 있다. 또한 천연방사성 물질관리 기준은 각국마다 상이하여 IAEA는 

공통적인 규제요건의 권고하는 안전지침으로 IAEA SG No Rs-G- 1. 7을 출간하였 

다. 

제 2 절 국내 현황 

국내 원자력 시설을 대상으로 국지 및 광역 방사능 확산피해 예측모델 

이 개발되었다. 국내 원전부지 추적자 확산실험 결과와 유럽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피해 예측모델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의 영향평가의 경우 침적에 의한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도시환경 (주민 거주지역)을 표면에 따 

라 구분하여 농도와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 METRO-K가 개발되었다. 

IAEA 주관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EMRAS의 Urban Contamination Working 

Group에 2004년부터 국내모델을 활용하여 참여하고 있다. 체르노빌 인근 Pripyat 

오염시나리오에 대한 METRO-K 적용결과를 영국 등의 외국 모델과 비교 논의하 

였다. 

방사선생태 연구는 과거 약 20 년간 KAERI를 중심으로 국내 고유의 농작물 오 

염인자 자료가 일부 핵종과 농작물에 대하여 생산되었고 그 결과가 IAEA에서 발간 

하는 Handbook에 수록되었다. 비 인간종에 대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 

과를 활용하여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농작물 핵종 오염인자 측정은 동위원소 

실험온실， 재배현장 모사기술 및 방사능 분석 능력 등을 갖춘 KAERI에서 수행되어 

왔다. 

환경시료 중 고전적인 화학분리 기술과 알파스펙트로메트리 기술을 확보하여 우 

라늄， 플루토늄 동위원소 분석 및 토양시료에 축차분석기술을 적용하였다. Pu, Sr 

및 Am 순수 분리기술과 환경시료 중 베타핵종인 Sr-89/Sr-90 동시분석 기술을 

수립하였다. 품질보증 체제(ISO 17025 standard)를 환경방사능(전베타/전알파 분 

석， Pu과 U 동위원소 등 알파핵종 분석， H -3/C-14/Sr-89/Sr-90 등 베타핵종， 

감마방출핵종)분석에 접목하여 KAERI가 KOLAS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 

다. 원자력시설 해체 및 처분장 주변 환경감시를 위한 지표방사선/능 신속분석 및 

방사능 재난시 요구되는 환경지표 방사선/능의 신속분석 기반기술이 본 연구를 통 

해 일부 개발되었다. 

국내의 라돈조사는 1999년 라돈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중장기 과제에서 1999 

년부터 전국 3 ， 000여 가옥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가 착수되어 2004년 3월에 라돈조 

「[) 



사를 수행하였다. 천연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물질인 모나자이트 

(monazite) , 인광석 등의 원료 물질이 함유된 산업 소비 재 등이 시중에 많이 유통 

되고 있으며， 특히 웰빙 열풍에 따라 이들 물질이 함유된 음이옹 발생기， 음이온 발 

생 도료， 새집 증후군용 도료， 온천 욕실 용품， 건강 기구 등이 일반 가정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 O 



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도시환경 방사선환경영향평가기술 개발 

도시 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광역시의 인구， 건물 및 도 

로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 

역시 등 국내 주요 도시의 인구분포 특성， 주택의 구성，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 

였다. 조사를 통해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토지 이용 중 임야의 비율이 낮아 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도시 확산과 제염비용 산출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서 

울의 일부지역을 대상도시로 선정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예보자료는 전 지구규모를 제외하면 동북아시아와 한반 

도를 대상으로 수평해상도 30 km , 10 km , 5 km의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수치예 

보자료는 GRIB 포뱃이라는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되므로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여야 

각 기상요소의 값을 산출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 10 km와 5 km의 

수치예보자료를 해석하여 기상요소를 추출한 뒤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해 

상도 1 km의 자료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률을 개발하였다. 

도시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은 건물의 배치 및 높이， 건물의 표면 거칠 

기， 녹지의 비융， 도시 구성 성분들의 고도 (Digital Elevation Model; DEM)등을 

고려한 바람에 의해 좌우된다. 수치예보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특성을 고려한 바람 

장 모댈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바람장의 변화에 따라 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 침 

적 과정을 모사하는 확산 모델을 개발하였다.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사고와 확산 실험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핵종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 

이스를 작성하였다. 

국내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도시오염 평가모델 METRO-K를 이용하여 

EMRAS (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 도시 환경 방사능 오염 평 

가 분과에서 수행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 시나리오 

(widespread contamination)와 방사능테러와 같은 좁은 지역의 오염 시나리오 

(localized contamination)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근의 

Pripyat 시에서 토양에 침적된 핵종농도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피폭 시나리오에 따 

른 대응행위별 선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오염지역을 벗어나는 이주 (relocation) 

는 단기적으로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매 

우 큰 대응행위이며， 주민이 오염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풀，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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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깎고 제거하는 것이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오염 직후 장기간의 

이주는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주를 제외한 대응행위 중에서는 오염된 

풀， 잔디를 잘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테러분자에 의한 도시에서의 방사능분산장치 (RDD)의 사용은 방사능에 의한 살 

상보다는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혼란 동을 야기시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에 의한 급성피폭의 실제적 효과는 크지 않으며 결과 

적으로 대규모 대피나 소개와 같은 긴급한 대응행위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오염물질이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표면에 고착되어 었다면 장기간 인체에 대한 

피폭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행위를 결정하는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법이 도시오염 

대응행위 결정지원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방사성 물질의 도시 확산으로 인한 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의 측정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력， 장비 및 비용의 제약으 

로 모든 지점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절하지도 않다. 따라서 측정 

값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지구통계학 (geo - statistics)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들 간의 공간적 상 

관관계를 일반화하는 베리오 농도를델 (variogram model)이 널리 사용된다. 베리오 

농은 선형를델 (Linear model)과 구형를델 (Spherical model)로 각각 제약하여 비 

교하였으며 오염물질의 농도와 같은 변캘은 구형를벨이 선형를텔에 비 같베리오 농 

도값을 더욱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형를델을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ram mo지도를 작성하는 기법을 수립 있음을 알 수 있오염ram mo지도 

는 도시오염사고시 초기 대응책 수립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및 위해도평가(risk assessment)에도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테러와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도시 오염의 경우， 주요지점 별 시간에 따 

른 방사성물질의 농도 예측은 향후 비상대응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와 같은 원인에 의한 도시오염 발생시 사용되는 

오염물질의 확산모델에 자료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확산농도 예측의 신뢰도를 향상 

시켜 비상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오염 발 

생시 특정지점에서 모니터렁한 방사성 물질의 공기 중 농도 자료를 확산모델의 예 

측결과에 동화하여 확산모벨의 예측 신뢰도 향상을 평가하고 자료통화 기술의 적용 

성을 평가하였다. 

g 
u 



제 2 절 신개념 생태계 방사능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본 세부과제는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지표수 핵종이동평 

가기술 개발，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실험 해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수행되었다. 

1.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가. 내 생태 특성 파악 및 국내 참조동식물 정의 

경주 처분장 부지 주변 생태계를 참조모델로 적용하여 국내 생태특성을 파악하 

였으며， rCRP 선권고 103을 참조하여 8개 종류 (소나무， 등줄쥐， 고라니， 청개구리， 

살모사， 버들치， 벌， 지렁이)의 국내 참조동식물을 선정하였다. 생태계에 방사선적 

위해를 주는 선원항으로 경주 처분장 환경감시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25개 핵종 ( 

3H, 7Be, 14C, 4OK ,51Cr, 54Mn, 59Fe, 58Co, 6OCo, 65Zn, 9OSr, 95Zr, 95Nb, 99Tc,1 06Ru, 

12건， 131I, 1%Cs, 137Cs,1 때Ba， MOLa, 1μCe， 쟁U， 239pU, 24OpU)을 선정하였다. 

나. MCNP코드를 이용한 참조동식물 내외부 선량환산인자 계산 

Monte Carlo 모사법을 이용하여 국내 참조동식물에 대한 내외부 선량환산인자 

를 계산하였다. 참조동식물을 타원형으로 가정하였으며 크기는 한국고유생물도감을 

참조하였다. 동식물의 거주 형태에 따라 수계동물， 지중동물， 지상동물， 지상식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선량환산계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내부선량환산인자는 

1O-6~ 10 • 2 (μGy/d per Bq/kg) 의 범위에 있었으며 그 값은 방사선 방출에너지가 작 

은 알파 핵종이나 크기가 큰 동식물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외부선량환산인자는 O~ 

0.035 (μGy/d per Bq/kg) 범위에 있었으며， 고려한 모든 동물에 대해 외부선량환산 

인자는 감마 방출 핵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다. 지표동물 전이인자 측정 

국내 토종 어류인 버들치에 대한 137 CS. 65Zn. 85Sr의 전이 인자를 버들치를 수족 

관에 배양하면서 30일 동안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전이인자 값 중 실험이 

종료 되 는 30일 후의 전 이 계 수는 137Cs에 대 해 4.0 l/kg , 85Sr에 대 해 14.0 l/kg , 65Zn 

에 대해 13.0 l/kg의 값을 가졌다. 

라. Allometric법을 이용한 전이인자 예측모델 개발 

실험적으로 전이인자 측정이 어려운 동물의 전이인자 예측을 위해 all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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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한 전이인자 예측모델 (K - B10T A -CR)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국 

내 참조동식물에 대한 15개 핵종(l4C， l44Ce, 58Co, 6OCo, l%Cs, l37Cs, 3H, 129I, l3lI, 

경9pu， 2때Pu， 9OSr, %Tc, 2gU, %Zr) 전이인자 계산에 적용하였다. 

마. 전이인자 DB 구축 

비인간종선량평가를 위한 핵섬 입력데이터인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 

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로 양서류를 포함한 14종류의 참조동식물에 대한 

30개 핵종에 대한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는 국내실험 

결과 및 국외문헌조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될 예정이다. 

2. 지표수 핵종이동평가기술 개발 

가. 지표수와 토양 핵종의 화학적 거동 평가 

경주처분장 주변 4개 지역에서 채취한 논토양 대상으로 12건， l37Cs, %Sr의 평형 

분배계수 (Kd)를 측정하여 부지특성이 반영된 국내 고유 Kd를 구하였다. 또한 처 

분장 주변지역 3개 논토양에 대해 오염유형별로 1291, 137 CS, 85Sr의 표면토양수 핵종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토양특성과의 관계를 해석하였다. 경주 처분장 주변 논토 

양에 대한 평균적 Kd는 iodine에 대해 3.7 rnL/g , Sr에 대해 72 rnL/g, Cs에 대해 

1200 rnL/g 으로 나타났으며 토양간의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냐. 지표수로부터 토양내의 핵종이동 모델 개발 및 핵종이동 상수 생산 

토양에서의 핵종이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2개의 핵종이동 상수를 가지는 일차원 

convective-dispersive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해석 해를 제시하였다. 모텔의 검증 및 

핵종이동 상수를 구하기 위해 경주시 양남면 구길리 논토양에 대한 99Tc 핵종이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99Tc 농도 profile의 선단 부분은 138일 동안 약 12 cm 정도 이 

동하여 낙진에 의한 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이동속도를 보여주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토양 사이를 흐르는 물의 빠른 속도와 산화상태에서 VII로 존재하 

는 99Tc(VIl)의 토양 입자와의 약한 결합력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모델과 

실험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핵종이동상수 Darcy velocity 및 확산계수는 각각 2.88 

cm/y, 6.3 cm2/y 이었다. 

다. 지표수핵종거동모델 개발 

하천(강)의 핵종 오염 농도 평가를 위한 이차원 지표수(하천) 핵종이동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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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적용 연구를 위하여 경주 처분장 주변 대종천이 지하수 

에 오염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오염평가를 수행하였다. 오염된 지하수가 하천 중 

섬부에서 유입될 때 용출 주변 지역에서의 핵종농도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제방 쪽 

으로의 오염 확산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된 지하수가 강의 제방 

쪽에서 용출될 때 하천의 핵종농도는 용출지점과 같은 방향 제방의 물의 흐름을 이 

동하고 반대편 제방까지 오염이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실험 해석 

가. 벼에 대한 129_{ 및 99Tc 전이계수 조사실험 

경주 방폐장 주변에서 채취한 세 종류의 논토양에서 쌀알과 벗짚에 대한 1~의 

전이 계수(TFm， dimensionless)는 각각 1.1xl0-3 -6.4xl0-3 및 4.2x lO- 1 -6.3x lO-1의 범 

위였다. 한편 모내기 다음날 방사성 핵종을 처리하고 조사한 1291 전이계수(TFa， m2 

kg- 1 )는 토양에 따라 쌀알은 2.8x lO-5 -7.6xl0꺼 벗 짚은 2.5x 10-3 -4.4xl0-3였다. 쌀알 

과 벗짚에 대한 WTc의 TFm 값은 토양에 따라 각각 5.4xl0-4 -2.5x lO-3 및 5.3xl0 

1- 1.3xl00의 변이를 보였다 WTc의 TFa 값은 쌀알의 경우 4.4xlO-6 -6.1 xlO-5, 벗짚 

의 경우 6.9xl0-3 -4.1 x lO-2의 범위였다. 토양별 전이계수 값의 기하평균이 대표치로 

제안되었다. 침출수 내 12안와 WTc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총 용출량을 조사 

하였다. 

나. 밭작물에 대한 1영I 전이계수 조사실험 

경주 방폐장 부근에서 채취한 두 밭 토양에서 배추에 대한 1~의 TFm 값은(생 

체중 기준)는 1.4xl0-2 및 3.lxl0-3였다. 같은 토양에서 무 뿌리의 경우 2.8xl0• 2 및 

3.6xl0-3이었고 잎사귀의 경우 8.6x lO-2 및 1.7xl0-2였다. 또 다른 두 밭 토양에서 콩 

의 종실에 대한 1291의 TFm 값(건조중 기준)은 9.lx lO-4 및 2.8xlO-3였고 TFa 값은 

3.4xlO-5 및 1.3x 10-4였다. 경 엽부의 TFm과 TFa 값은 종설에 비해 수 십 배 높았다. 

두 가지 토양에 대한 전이계수 값의 산술평균이 대표치로 제안되었다. 

다. 밭토양 대한 12칸 이동특성 조사 

콩의 TFa 실험에서 작물 수확 후 두 달 경과시 l잃I의 지하농도 분포를 조사하 

였다. 토양의 깊이에 따라 1291 농도가 급히 감소하여 토양 중 129r의 75-85 % 정도 

가 지표 1 cm 이내에 분포하였고 지하 10 cm 이하로는 거의 도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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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지표 방사선/능 분석기술 개발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개발은 해체 지표 핵종으로 

Fe-55와 Ni-63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처분장 지표 핵종으로 Tc-99와 

1-129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Fe-55와 Ni-63 분석법은 콘크리트와 물 시 

료에 적용할 수 있는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과 액체섬광계수기를 이용한 방법이다. 

철공침법으로 Fe와 Ni을 분리한 후 Fe-55의 순수분리는 DIBK 수지로 Ni-63 순 

수분리는 DMG 수지를 사용하였다. Tc-99 분석법은 TEVA 수지를 사용하여 

Tc-99를 분리하는 방법과 음이온교환수지와 용매추출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두 확 

립하고 Tc-99의 계측은 액체섬광계수기나 1CP-MS을 이용하였다. 1-129 분석법 

은 지하수중의 요오드 성분을 산화·환원법으로 화학종을 고정하고 음이온교환수지 

로 요오드 음이온을 순수분리한 후 파라듭 침전을 얻는 방법이다. 얻어진 요오드화 

파라듭의 계측은 1 -129의 낮은 감마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표 핵종 분석기 

술을 선진화하기 위해 환경 시료 및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분석 전문기관인 영국 

GAU - Radioanalytical과의 MOU를 체결하여 기술 및 인력 협 력을 도출하였다. 모의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법을 시료별로 최적화하였는데 해체 콘크리트에 Fe-55와 

Ni-63 추적자를 첨가한 모의시료를 분석한 결과 상대오차 3% 이내에서 spike한 

농도와 잘 맞음을 알 수 있었다. 처분장 지하수에 Tc-99와 1-129 추적자를 첨가 

한 모의시료를 분석한 결과 Tc-99는 상대오차 3%이내에서 1 -129는 상대오차 

10% 이내에서 spike한 농도와 잘 맞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확립된 분석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영국의 표준기관인 NPL에서 주관하는 국제 교차분석에 참여하였고 

콘크리트와 물 시료에 대한 Fe-55 , Ni-63 분석， 물시료에 대한 Tc-99와 1 -129 

방사능 분석 모두 1n Agreement의 결과를 얻었다. 각 핵종의 분석시 사용되는 계 

측기인 액체섬광계수기와 1CP-MS, LEGe 검출기에 대해 확장 불확도를 도출하고 

검출기의 최소검출한계를 평가하였다. 확립된 분석방법은 실제 해체 콘크리트와 처 

분장 지하수에 대해 적용하였는데， 서울 연구용 원자로 2호기의 해체 현장에서 가 

장 많이 방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단부 수조 내의 thermal column 주변의 

콘크리트를 채취하여 Fe-55와 Ni-63 방사능을 분석하였다. Fe-55의 방사능 농도 

는 최고 1298 Bq/g이며 Ni-63은 모두 MDA 이하 값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내외 환경조사 지점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대해 

Tc-99와 1-129를 분석하였다. Tc-99와 1-129의 경우 모두 MDA 야하의 값들이 

얻어졌는데 Tc-99를 LSC로 계측하였을 경우는 MDA 값이 68 mBq/L , 1-129의 

경우는 37 mBq/L로 얻어졌다. 고온연소로와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고체시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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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3와 C-14의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고온연소 및 산화된 H-3는 질산용액으 

로 C-14는 Carbosorb를 사용하여 동시에 포집하는 장치를 제조하였다. 연소조건은 

일반 콘크리트 시료는 500 oC 에서 biosheild 콘크리트는 900 oC 이상으로 최적화하 

였다. 그리고 spike한 시료에 대해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H-3는 상대오차가 7% 

이내에서 분석되었고 C-14의 경우는 상대오차 18% 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환경 지표 방사능 신속 분석기술 개발은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칼럼용 수지를 제조 

하여 분리능력을 평가하였는데 Fe-55와 Ni-63의 경우는 Pre-filter 물질과 

DIBK나 DMG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이들 물질이 방해 이온을 효과적으로 제거함 

을 확인하였다. 부가적으로 의료용 Mo-99/Tc-99m generator에서 불순물을 제거 

하는 방법을 찾아 추적자로 Tc-99m의 활용성을 높였다.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 Tc-99를 자동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모률식으 

로 컨트롤모율， 펌프모률， 밸브모률， 칼럼모율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칼럼모률에 

는 감마선검출기를 장착하여 Tc-99를 최소 부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 

에 4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근거로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 시제품 (MARS Tc-99)을 제작하였는데 본 개발품은 Tc-99를 1-7 

ml/min의 유량으로 분리하여 분리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최소 부피로 분리가능하고 

Tc-99에 대해 선택적이었다. 그리고 각 모률을 쉽체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작업량과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다. 모율식 자동 Tc-99 분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도 개발하였는데， 운영프로그램은 LabView를 이용하 

여 작성되었으며 한 화변에서 사용자가 모든 파라미터를 압력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는 특허출원하였으며 운영프로그 

램은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였다. Tc-99 자동분리 장치를 개선하여 모율식 자동 

Sr-90 분리기 (MARS Sr-90)도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기포 제거 칼럼을 추가하 

였고 방사선검출기는 장착하지 않았으며 핀 커넥터 방식의 전기배선을 하였다. 이 

들 자동 분리장치를 현장시료 분석에 활용하고 이들 결과로부터 장치의 성능를 확 

인하고 개선하였는데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주 

변 지하수 시료를 분석하였다. 이때 화학수율은 평균 96%로 얻어졌으며 분석시간 

은 중력흐름의 경우보다 5배 줄일 수 있었다. 모률식 자동 Sr-90 분리기는 IAEA 

에서 주관한 사고시 우유시료중 Sr-90 신속분석 프로그램에 수행에 활용하였다. 

우유중의 Sr-90을 76% 이상의 수율로 분리하였고 분석기간은 8시간으로 목표에 

달성할 수 있었다.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으로 다기능 환경방사선량률 측정 시 

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들 시스템은 상온에서 사용가능하고 소형인 3"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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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T l) 검출기를 사용하고 GPS 기능을 탑재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 

무선으로 데이터 수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동하면서 측정한 방사선량률과 지리정 

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방사선 준위 등고선 매평이 현장과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들 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위해 원자력연구원 주변과 대전시 

내 지역에 대해 실시간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방사선준위 분 

포를 매핑해 보았다. 이때 측정 지점의 위도， 경도 및 방사선량률 데이터 수는 

8,000 - 12 ， 000개 였으며 방사선량률 값들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 

으로 표시되어 환경방사선량률의 확인이 가시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졌다. 대 

전지역의 전반적인 방사선 준위는 7 uR/h - 12.5 uR/h 로 전국 자연방사선량률 

범위내였고 자연방사선량률이 약간 높은 지하차도 등을 등고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제 4 절 생활 환경중의 방사선 영향평가 

다중이용시설인 대전 지하철 전역사와， 서울 지하철 중 일부 고농도 

역사의 역무원 근무공간을 위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서울 지하철 내 거주 시간이 

가장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근무 패턴분석 

과 근무 공간에서의 라돈 농도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특히， 대전 지하철과 

서울지하철 경찰대의 경우 적극적인 협조로 근무자의 라돈흡입에 의한 연간 유효선 

량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무 현황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 

으로 가행중인 광산에 대한 항내 라돈 농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광산 근무자의 근 

무 패턴 분석을 통한 유효선량평가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대전지하철 실내 라돈농 

도 측정 결과는 평 균 34.1 :t 14.7 Bq/m3, 범 위 는 9.4 Bq/ m3 ~ 98.2 Bq/m3로 환경 

부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제안하는 148 Bq/m3을 초과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실내 공간감마선량율의 경우 산술평균， 기하평균， 중간값이 각각 132 

士 12.1 nGy/h , 131.0 士 5.0 nGy/h , 130 nGy/h의 결과를 보였다. 서울지하철 

(61.1 Bq/m3
) 의 연평균 농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전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 

향을 보였으며， 그 이유는 대전지하철은 개통 초기부터 안전문제로 인해 전 역사의 

숭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라돈의 중요한 유 

입원인 열차풍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는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역사 설계상 터널과 숭강장의 환기 설비를 별도로 구축하여 타도시의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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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였을 때 공조 설비의 구조적인 차이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의 사용기관의 분기별 보고 자료를 사용하여 ‘ 05년 이 

후 지역별 방사성옥소제의 반기별 사용량 추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갑상선암 치료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07년 이후 그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며， 전국적으로 방사성옥소 사용의료기관의 수는 100여개에 달한다. 년 간 총 

사용량도 ‘05년 약 40 TBq, ’ 06년 약 48 TBq, ’ 07년 약 57 TBq에 달한다. 대도 

시 하천수의 131 1의 농도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며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하수처리장 배수구에 

서부터 주변 10 Km 지점까지의 지표수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수 처리계통내 10 Km 지점까지거동 배공정 내 감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수처리배공정까지주요 계통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되었다. 대전광역시 소재 4개 

병원에서 고용량 치료 환자는 투약 후 병원의 격리실에서 2-3일 입원 후 퇴원하게 

된다. 20-30 mCi를 여러 번에 걸쳐 치료 날짜를 정해 투약하는 환자는 치료 후 

당일 퇴원을 하게 된다. 저용량 치료를 받는 환자가 투약한 131 1의 방사능 사용량은 

조사기간 동안 4개 병원에서 827 mCi 였다. 

원자력중장기 사업 “국민방사선위해도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수행되었던 산업원 

료 물질에 대한 조사에 보완하여 국내 NORM/TENORM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조 공정 및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다.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안 

수립을 위한 2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수경정에서 수행되었던 관련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본과제의 수행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추가 시료의 

취득 가능하여 국내 주요 NORM/TENORM 원료에서 공정 제품 부산물에 이르는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였다. 추가로 조사된 NORM/TENORM 시료의 경우 유의 원 

료 물질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1 Bq/g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외부방사선 장해인자(external exposure hazard index, Hex) 값이 보오 

크사이트와 철광슬러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l을 초과하였다. 특히， 국내 장석광산의 

Waste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 TENORM이 채취 되었으며， 이 폐기물은 입도별 선별 

후에 발생하는 일부 분말 폐기물로서 광산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모나자이트 등 

의 고농도 광물이 농집되는 것이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 국내산 복합비료는 주로 

모로코 및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인광석을 사용하며 질소 및 차리 등이 추가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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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통상 원료인 인산석고에 비하여서는 우라늄 계열의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나 또 다른 원료인 염화카리에 의해 40K 방사능 농도가 증가하게 된 

다. 목걸이， 안대， 모자 동 모나자이트를 포함하는 건강 보조제품 3개종은 암석 등 

광물시료가 아니라， 섬유 및 플라스틱 동을 이용하여 가공한 인체부착 소비제품으 

로서 직접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226Ra 방사능 농도는 0.63에서 3.34 

Bq/g까지 확인되며， 232Th 및 ’Hex 동도 5.09-26.2 및 21.4-110 Bq/g 까지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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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도시환경 방사선환경영향평가기술 개발 

IAEA에서 운영하는 EMRAS-2 프로그램 중 사고시 평가 (Theme 3 

Assessment after Emergency Situations) 분과의 도시오염평가 그룹 (Urban 

WG)에서는 도시환경에 대한 방사능오염 연구를 우선적으로 확장하여 추진하고 있 

다. 도시환경 방사능오염 연구는 기 수행된 피폭선량평가 이외에 방사능테러 시나 

리오를 중심으로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거동，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대응책 

결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본 

과제의 연구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동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기술 

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아울러 국내 중장기 수행업무는 세 

계의 연구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 방사선 사고나 방사성 물질의 테러에 대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본 과제에서 연구하고 있는 도시 환경에서의 침적 및 피폭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인구집중지역에 대한 방사능테러 대응 및 방호시스템 및 

보안체계 수립을 위해서도 도시 환경에서의 침적 및 피폭평가가 필수적이다.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도시환경 방사능 확산 및 영향평가 기술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이전하여 국내 도시환경을 고려한 방사능 비상 방재 

및 방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도 도시 테러 

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중인데 향후 도시테러 시나리오의 개발과 분석이 수 

행되면 그 결과를 방사선 사고시 초동대응요원의 교육과 훈련에 활용하는 것도 가 

능하다. 

제 2 절 신개념 생태계 방사능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경주 처분장을 참조 모형으로 선정하여， 생태계 및 선원항을 파악하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8개 참조동식물 빛 25개 핵종을 도출하였다. 비인간종 

선량평가의 핵심 구성 요소인 내외부 선량환산인자를 MCNP코드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도출함으로써 국내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연구결과 생산된 선량환산인 

자 계산 컴퓨터 코드 K-BIOTA-DCC를 등록하여 관련분야 연구에 활용토록 하였 

다. 또한 IAEA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 EMRAS (Environment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내 기술의 검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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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해당분야에 국내 기술의 기여도를 증 

진시켰다. 

인간 및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해서는 환경미디움의 핵종오염농도가 필수적이 

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서의 핵종이동 모델이 필요하다. 토양 및 하천에서의 핵종 

오염 평가를 위한 국내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4개 지역 

의 논토양에 대한 1291, 139CS , 85Sr의 토양 분배계수 (Kd)를 측정하여 국내 토양 특 

성에 부합되는 대표적 Kd 값을 국내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지표수， 토양， 핵종간의 

거통 특성을 조사하여 해당 핵종의 토양 오염시 오염 확산 평가 및 대응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양에서의 핵종이동 평가를 위해 해 

석해에 기반을 둔 토양내의 핵종이동모델 (ECOREA -SM)을 개발하였으며， 모델의 

검증을 위해 경주 주변 논토양에 대한 99Tc 이동 실험을 수행하여 국내 토양 특성 

이 반영된 핵종 토양 이통 파라미터를 생산하였다. 또한 당초 연구 계획에는 없었 

지 만 국내 의 global fallout 핵 종의 장기 토양이 동 데 이 터 를 확보하여 핵종의 장기 이 

동에 대한 핵종 이통 모델 상수를 생산하였다. 이들 상수들은 국내 최초로 제공된 

것으로 앞으로 핵종 토양 장기이동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하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이 가능한 온실을 활용하여 벼에 대한 장 

반감기 핵종 1291 및 99Tc동위원소 전이계수를 작물 재배와 함께 연차적으로 측정 

완료함과 동시에 논토양에 대한 상기 핵종들의 용출 거동 측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작불안 콩， 무， 배추에 대한 1291 전이계수를 측정하였다. 생산된 자료는 

국내 토양 특성이 반영된 처분장 ODC (Off-site doe calculation)의 기본 데이터 

로 활용될 것이다. 동 분야는 25여년의 오랜 연구 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전문 

가 그룹으로 IAEA 주관 1단계 EMRAS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IAEA 공식 문서인 TRS472에 반영하여 국제 표준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 

도록 기여하였으며， 또한 관련 주제의 IAEA ‘ workshop을 유치 (2009년 4월 

KAERI 개최)하여 작물핵종이통 해석분야의 아시아 지역 리더 그룹으로서 국제협 

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험 중 생산된 오염작물체를 한국표준연구원 

에 교차분석용 표준시료의 원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 

다. 

제 3 절 환경지표 방사선/능 분석기술 개발 

해체 빛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은 해체 및 처분장 지 

표 핵종 분석 지침서의 작성 여부를 목표달성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콘크리트와 

Q 
u 



물 시료에 대한 Fe-55와 Ni-63 분석 절차서， 물시료에 대한 Tc-99 분석 및 

1-129 분석 절차서， 고체시료에 대한 H-3와 C-14 절차서가 적성되었다. 계측기 

의 불확도요인 평가는 지표 핵종 모두 상대불확도 10% 이내에서 불확도를 도출하 

였고 모의시료를 이용한 분석절차 최적화 과정은 상대오차 10% 이내에서 분석되었 

다. 그리고 영국 NPL 주관 국제교차분석에 참여하여 6개 핵종 모두에 1n 

Agreement 평가를 받았다. 지표 핵종 Tc-99와 Sr-90의 자동 분리 장치는 상세 

설계 개념도가 작성되었고 장치 시제품이 제작되었으며 운영프로그램도 개발되었 

다.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주변 지하수중 Tc-99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모률식 자동 Sr-90 분리기는 1AEA 주관 우유중 Sr-90 신 

속분석 프로그램에 활용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시제품은 특허출원으로 

운영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었다. 다기능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측정 시스템도 구축되었으며 지도작성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었다. 그리 

고 대전지역의 환경방사선량률 등고선 자료를 생산하였다. 

제 4 절 생활 환경중의 방사선 영향평가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국규모 및 산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성격의 과제로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조사 성격이 큰 과제여서 창 

의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세부 연구내용이 국내에서 최초 

로 시도되었다. 또한 관련 연구분야의 확대를 위하여 학-연 공동으로 추진하였으 

며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연방사선 

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국내 기초자료가 상당부분 확보 되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자연방사선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 

2008년 11월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됨으로서 본과제의 일부 

세부항목에 포함된 연구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수행 기간중 일본 

측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당초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제공동연구가 시작 

되는 결실을 이루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 연구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공동연구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과제의 수행 목적과 일치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기단계 연구성과를 포함해 보다 구체화 하여 아 

시아 자연방사선 연구 네트월 구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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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도시환경 방사선환경영향평가기술 개발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방사선 사고가 발생되면 직접적인 방사선 

피해 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 실제보다 과장된 오염을 주장하며 지나친 제염요구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보상 퉁 간접적인 피해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도시환경 방사선영향평가 기술은 정량적으로 도시 방사선 피해예측 평가하여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웅책 결정지원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국가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로 자 

국의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고 운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관련 분야에 일반 

상용 모벨의 단순 적용이 매우 어려워 원자로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자국에 적합 

한 방사선 평가기술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기 

술은 동남아 국가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 기 술을 수출할 때 간접 

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환경 방사선영향평가기술은 국내외 원자력시설 이용 확대와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방사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로 국가 방사능방재 

체제의 적용 대상범위를 도시를 포함하는 광역지역으로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개발되는 확산 및 영향평가， 피해저감 효과분석 그리고 최적 대응책 결정기술 

등은 도시 내부 또는 외곽에 위치한 화학공단의 위험물질 누출사고나 방사능 또는 

생물무기를 이용한 도시 테러를 대비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신개념 생태계 방사능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2007년 발표된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신권고에서는 기존 인 

간 위주의 방사선방호에 환경방호를 포함하여 언간 및 환경 통합방호를 방사선방호 

의 미래 지향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본 과제는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방호를 위 

한 기초， 기반 기술의 국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제의 이번 단계에서 얻 

은 국내 참조동식물 선량환산인자 및 전이계수는 국내 고유 생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차기단계에서 개발 중인 국내 비인간종 선량평가 코드 K-BIOTA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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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K-B10TA는 원자력 시설의 운영 및 방사능 누출 사고시 시설 주변 인간 

및 환경을 포함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방사능 위해도 평가 1CRP의 선개념인 인 

간 및 비인간종 통합 방사선 방호 국내 적용시 규제 지침개발， 국가 방사선 비상대 

응시스템 기능 확장시 생태계 방사능 중장기 영향평가용 모률로 등 다방면에 활용 

가능하다. 

지표수핵종평가기술에서 개발된 토양 핵종 분배계수 토양핵종이동모델 및 핵종 

이동상수， 하천오염평가모델은 원자력시설로부터 핵종이 누출되었을 경우， 토양 및 

하천에서의 핵종 확산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단계에서 개발 중인 비인 

간종 선량평가모델 K-B10TA의 하부 모율로 장착되어 환경미디움 농도 예측모델 

로 활용된다. 

장반감기 중 99Tc 및 1껑I는 환경이동성이 크고， 긴 반감기로 인해 환경으로 누출 

되면 오랫동안 환경에 방사선 위해를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국내 주요 

작물 벼， 콩， 무， 배추에 대한 장반감기 핵종 99Tc 및 l잃I전이계수는 국내에서 처음 

측정된 귀중한 데이터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로 인한 시설주변 ODCM 평가를 

위한 입력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해당 분야 기술 리더로서 원 

자력 후진국에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1AEA 공식문서에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국제 표준 자료로서의 위치 확보와 관련분야 기술 가여도를 증진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제 3 절 환경지표 방사선/능 분석기술 개발 

처분장 지표 핵종 Tc-99와 1-129 분석기술은 현재 경주의 방사성폐 

기물 부지주변에 대한 운영전 환경감시를 위한 지하수 시료 분석에 적용되고 있다. 

해체 폐기물중의 Fe-55와 Ni-63 분석기술 및 H-3와 C-14 분석기술도 서울 연 

구용 원자로 해체 사업시 다량 발생된 콘크리트 시료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고체 

시료중의 H-3과 C-14 분석기술은 원자력발전소 발생 고체폐기물인 폐수지， 폐유， 

페활성탄， 폐토양 등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들 적용기술 개발을 2011년에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방사능 감시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산업체에 분석기술 

을 지원하여 국가적인 감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 분석에 대한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방사능분석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 

라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능의 신속 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방사선량률 측정 시스템 

은 방사능 재난시 요구되는 필수 기술로 실시간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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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생활 환경중의 방사선 영향평가 

지하공간 근무자의 라돈에 의한 직무 피폭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으며 추후 국민 방사선피폭 통계에 보완되어 활용될 수 있다. 자연방 

사선원에의한 피폭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취약한 시점에서 본과제의 연구 결과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라돈 농도의 높고 낮음 만으로 막연한 

위험성을 강조하여 일반인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라돈 실내 유입평가기술을 통해 개발되고 축적되는 

여러 자료들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개 방식을 통하여 일반인의 자발적 방호 조치 

를 유도하여 국민의 라돈 피폭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대도시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한 감시 체계에 방사선환경감시 

항목을 추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 면적이 적어 원료물질의 자원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반대로 원료 물질 

의 처리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광물자원을 수입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생산하고 또한 이를 수출하고 있다. 산업원료 물질이 국가 경제에 

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상당한 바 이러한 원료 물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 국제적으로 NORM/TENORM 

을 기존 피폭에서 직무 피목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안전 

관리 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인데， 본과제의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 

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며 향후 동 법안의 통과 이후에도 보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생산하여 보다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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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 제목 

도시환경 방사선영향평가 기술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국가 방사능방재제체논 국내 원전부지 중심 수십 km 반경의 국지규모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원전에서 멸라 떨어진 도시에 대한 영향 

평가 기능을 포함하여 광역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 건물효과 표면조도의 영향 둥 오염물질의 

확산과 침적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그 피해를 평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도시규모의 바람장 발생과 확산모델， 방사선영향 평가모델， 도시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피해 저감대책 결정 기술 등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측정자료의 동화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환경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대기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동 

화기술은 원자력 뿐 아니라 일반 환경오염물질의 확산과 영향평가에 적용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비상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최끈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녹색 에너지 확보의 방 

안으로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국가의 원자력시설 

이 늘어감에 따라 주변국에서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영향평가 및 방재기술의 개 

발도 요구되고 있다. 

도시를 포함한 환경에서의 방사능 이동해석과 영향평가 및 피해저감 기술 등은 

국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술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들 기술 

은 만일의 방사선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기술로서 방사선 환경안전성 확보 뿐 아니 

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111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과제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하여 상세한 도시규모 

의 바람장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에서의 방사성 물질 확산 및 피폭평 

가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도시 환경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 

해를 정량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도출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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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방사선 비상시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피해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불 

필요한 경제적 지출을 줄이고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특 

히 많은 인구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대해 

만일의 방사선 비상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피해저 

감 및 최적대응전략 선정 기술을 개발한다. 

lAEA 주관 국제공동비교프로그램 EMRAS의 도시오염평가분과 (Urban 

Remediation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도시환경 방사능오염평가 프로그램 

METRO-K의 평가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EMRAS의 후속프로그램으로 2009년 초 

에 IAEA에서 새롭게 조직한 EMRAS-2의 도시오염평가 분과에 참여하여 도시환경 

에서 방사성핵종의 거동 평가 결과를 비교한다. 도시 환경에 침적된 후의 장기거동 

예측에는 국내 중장기연구를 통해 개발된 METRO- K 모델이 참여한다. 

도시 환경에서의 방사선영향 예측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기술을 

개발하며 측정자료의 공간모델링을 통한 적용범위 확장기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 

여 환경탐사를 통하여 측정된 농도자료를 사용하여 지형 및 도시 구조물을 고려한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방사성 물질의 침적과 거동에 대한 자료동화 방법론을 개발하 

여 확산모델의 예측신뢰도를 향상시킨다. 

IV. 연구개발결과 

도시 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광역시의 언구 건물 및 도로의 특성 

을 조사하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국 

내 주요 도시의 인구분포 특성， 주택의 구성，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 

를 통해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토지 이용 중 임야의 비율이 낮아 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도시 확산과 제염비용 산출 동의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서울의 일 

부지역을 대상도시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사고와 

확산 실험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핵종을 선정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예보자료는 전 지구규모를 제외하면 동북아시아와 한반 

도를 대상으로 수평해상도 30 km, 10 km, 5 km의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수치예 

보자료는 GRIB 포뱃이라는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되므로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여야 

각 기상요소의 값을 산출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 lO km와 5km의 

수치예보자료를 해석하여 기상요소를 추출한 뒤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해 

상도 1 km의 자료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률을 개발하였다. 

도시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은 건물의 배치 및 높이， 건물의 표면 거칠 



기 , 녹지 의 비 율， 도시 구성 성 분들의 고도 (Digital Elevation Model; DEM)등을 고 

려한 바람에 의해 좌우된다. 수치예보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특성을 고려한 바람장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바람장의 변화에 따라 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 침적 

과정을 모사하는 확산 모델을 개발하였다. 

국내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도시오염 평가모델 METRO-K를 이용하여 

EMRAS (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 도시 환 경 방사능 오 염 평 

가 분과에서 수행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 시나리오 

(widespread contamination)와 방사능테러와 같은 좁은 지역의 오염 시나리오 

Oocalized contamination)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체르노벌 원전 사고로 인끈의 

Pripyat 시에서 토양에 침적된 핵종농도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피폭 시나라오에 따 

른 대응행위별 선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오염지역을 벗어나는 이주 (relocation) 

는 단기적으로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매 

우 큰 대응행위이며， 주민이 오염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풀， 잔디 

둥을 깎고 제거하는 것이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오염 직후 장기간의 

이주는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주를 제외한 대응행위 중에서는 오염된 

풀， 잔디를 잘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테러분자에 의한 도시에서의 방사능분산장치 (RDD)의 사용은 방사능에 의한 살 

상보다는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혼란 등을 야기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에 의한 급성피폭의 실제적 효과는 크지 않으며 결과 

적으로 대규모 대피나 소개와 같은 긴급한 대응행위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오염물질이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표변에 고착되어 있다면 장기간 인체에 대한 

피폭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웅행위를 결정하는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법이 도시오염 

대웅행위 결정지원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방사성 물질의 도시 확산으로 인한 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의 측정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력， 장비 및 비용의 제약으 

로 모든 지점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절하지도 않다. 따라서 측정 

값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지구통계학 (geo-statistics)을 이용하여 측정자료들 간의 공간적 상관 

관계를 일반화하는 베랴오그램 모델 (variogram mod리)이 널리 사용된다. 베리오그 

램은 선형모델 (Linear model)과 구형모델 (Spherical model)로 각각 계산하여 비교 

하였으며 오염물질의 농도와 같은 변량은 구형모댈이 선형모텔에 비해 베리오그램 

값을 더욱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형모텔을 이용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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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 오염물질의 확산지도를 작성하는 기법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의 확 

산지도는 도시오염사고시 초기 대응책 수립뿐만 아니라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및 위 해 도평 가 (risk assessment)에 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테러와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도시 오염의 경우， 주요지점 별 시간에 따 

른 방사성물질의 농도 예측은 향후 비상대응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와 같은 원인에 의한 도시오염 발생시 사용되는 

오염물질의 확산모델에 자료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확산농도 예측의 신뢰도를 향상 

시쳐 비상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오염 발 

생시 특정지점에서 모니터랭한 방사성 물질의 공기 중 농도 자료를 확산모델의 예 

측결과에 동화하여 확산모델의 예측 신뢰도 향상을 평가하고 자료동화 기술의 적용 

성을 평가하였다. 

v. 연구개 발결과의 활용계획 
원자력 시설의 만일의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이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거나 방 

사성물질의 누출 사고 또는 방사능 테러의 경우 인구와 주요시설이 밀집된 도시지 

역에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의 다양한 건물효과， 표면조도의 영향 등 오 

염물질의 확산과 침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한 도시 환경 방사선영향평가 

시스템이 개발되면 정량화된 피해 예측을 통해 주민보호 대책과 피해저감을 위한 

최적 대응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복잡한 도시환경 특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는 측정자료 

를 이용한 자료동화기술은 토양이나 해양 오염평가 둥 비 원자력분야 환경영향평가 

에도 활용될 수 았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국가 방사선 안전성 확보얘 기여하는 기술로 자 

국의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고 운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관련 분야에 일반 

상용 모델의 단순 적용이 매우 어려워 원자로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자국에 적합 

한 방사선 평가기술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기 

술은 동남아 국가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할 때 간접 

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환경 방사선영향평가기술은 국내외 원자력시설 이용 확대와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방사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로 국가 방사능방재 

체제의 적용 대상범위를 도시를 포함하는 광역지역으로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개발되는 확산 및 영향평가， 피해저감 효과분석 그리고 최적 대응책 결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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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도시 내부 또는 외곽에 위치한 화학공단의 위험물절 누출사고나 방사능 또는 

생물무기를 이용한 도시 테러를 대비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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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assessment of the radíological effects in the 

urban environment 

11. Objectives and Necessities 

A national radíological emergency system is being operated at the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which is for a local scale, or around dozens 

of kilometers centered a radíus of nuclear facilities.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the enlargement of scale includíng the function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cover an urban area long~dístanced from the nuclear facilities. 

When radíoactive materials are released into the urban environment, the risks 

should be assessed reflecting urban characteristics affecting díspersion and 

deposition, such as buildíng structures and surface roughness. To satisfy those 

points, wind field model, díspersion model, radíological impact assessment model, 

and countermeasure models considered economical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for an urban have to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Moreover, the data 

assimilation techniques using measurements should be developed to make higher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for environment assessments. This data assimilation 

technique will be used not only for nuclear science to estimate the amount of 

the radí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but also be applied to 

general environmental pollutants for calculating díspersion and environrnental 

impact. 

In case of radíological emergency situations, the nation has a responsibility to 

take actions for the people’s safety. Nowadays, many countries worldwide have 

been enforcing policies to the enlargement of nuclear energy as an altemative 

for providíng environmentally friendly green energy to m밟e a promis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cordíngly, techniques for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nd radí이ogical preparedness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with the 

increasing nuclear facilities near Korea. 

Techniques to transport analysis, impact assessment and countermeasur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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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materials in the environment including urban area are in the public 

interest, and these have to be developed on the initiative of the govemment for 

the people’s safety. These techniques as for the preparedness to the unlikely 

emergency take contribute to the radiological environment safety, and improve 

the public acceptance for nuclear energy as well. 

11 1. Scope and Contents 

The research team has developed the sophisticated wind fields using the 

numerically forecasted data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gency, and 

dispersion and dose assessment models for radioactive materials from the urban 

environment have been developed using the sophisticated wind fields in this 

project. Also, countermeasure model to quantify and minimize the radiological 

consequences from the deposited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urban environment 

has been developed and it will be reduce unnecess따y economic expenses in a 

radiological emergency by providing reliable radiological consequence analysis. In 

preparation of unlikely radiological emergency in an urban area located many 

important facilities and many people alive, a countermeasure model has been 

developed based on cost and benefit analysis by considering technical availability 

to an urban environment. 

METRO- K, an assessment program for radiological dose was compared to 

other models in the urban remediation working group in EMRAS (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 organized by 머EA (Intem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intemational comparison of the developed models worldwide. 

And, METRO-K will be extensively compared to other models in EMRAS-2 

newly organized by IAEA in the beginning of 2009. 

Data assimilation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for 

activity impact assessment in an urban environment, and expansion techniques 

of data assimilation have been developed for spatial modeling to measured data. 

The radiological pollution map is drawn up considered terrain and building 

structures in the urban area using measurements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methodology to data assimilation for deposition and transport will be used to 

improve the forecasting ability of the disper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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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Population, building and roads of metropolitan area were exarnined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or the urban area. Characteristics on 

population distribution, compositions on housing, present conditions on land use 

for Seoul, Incheon, Daegu and Ulsan were investigated. A section of Seoul was 

selected as a study area,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ower woods and 

fields. These kinds of area could be applied various scenarios related to the 

urban di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the calculation of decontarnination 

cost.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gency has a resolution of 30 km, 10 km, and 5 km horizontally in the domain 

of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except for global earth scale. The 

forecasted data has the form of the gridded binary. This has to be analyzed 

correctly to produce meteorological elements. The program for producing 1 km 

resolution has been developed for more detailed analysis using meteorological 

elements obtained after analyzing numerically forecasted data with the resolution 

of 10 km and 5 km. 

Di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ls occurred in an urban area is dependent on 

the wind field aftected by arrangements and heights of building , surface 

roughness of building, ratio of green belt, and DEM (digital elevation model) of 

urban components. Wind fields are generated considering urban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numerically forecasted data, and dispersion model simulated 

transport, dispersion and deposition for radioactive materials with the variation 

of the wind fields. 

Accidental events and dispersion experiments were examined to select the 

radioactive materials which may be potentially used by radiological terrorists, 

and their results were summarized.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was performed 

for widespread contamination such as Chemobyl accident and the localized 

contamination such as radiological terrorist attack using METRO-K developed 

by considering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nationwide in participation of the 

urban remediation working group of EMRAS. Dose variations by with and 

without countermeasures were assessed using the data measured at soils 

deposited for radioactive materials in Pripyat near Chemobyl. Relocation,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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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from the contaminated area was most effective to lower the dose in the 

short term, but it was a big response behavior in need of great ripple effect 

economically and sociologically. Removing plant and mowing lawn near the 

contaminated area could be the most effective to reduce the dose in case of 

people living in the area. Long-term relocation was most effective to lower the 

dose after the accident immediately and removing plant and mowing lawn of the 

contaminated area were the most effective except for the relocation. 

The main objective of the RDD C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is to make 

social chaos caused by a phobia, rather than kill people using radioactivity. 

Accordingly, acute exposure causey by radioactivity would not be much in 

reality, and large scaled relocation and evacuation, or fast response behavior 

would not required as a result. But long-termed human exposure can happen 

when the radioactive materials adhere to the surface of the components on the 

urban environment. There are many techniques to determine the response 

behaviors for minimizing long-termed consequences, but cost-benefit approach 

which is widely used can be the most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supporting 

for countermeasures. 

Measurements for radioactive materials are of importance when development 

of response polic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required due to 

the urban di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ls. But measurement for all points is 

impossible and not appropriate because of the lirnited manpower, equipments and 

cost. Therefore, radioactivity map covering the urban of interest are required by 

using measurements, and a variogram model called geo- statistics can be used to 

generalize the spatial correlation of the measurements.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linear and spherical model, spherical model was superior to linear model 

to map the concentration unit. Mapping technique using spherical variogram was 

developed, and the radioactivity map will be helpful to make early response 

policies,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nd risk assessment as well. 

Temporal radioactivity forecasting in the important sites has a key role to 

determine emergency responses, in case of urban radiological polIution caused by 

urban terrorist attack. Emergency preparedness can be effectively supported by 

the improved reliability of dispersion model as a result of joining dispersion 

model and data assimilation technique. Reliability improvement of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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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nd the applicability of data assimilation were tested using air 

concentrations for radioactive material measured at a specific point assuming 

radiological urban pollution. 

V. Plan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Urban area concentrated important facilities and population would be damaged 

by radioactivity when unlikely radiological accidents such as accidental releases 

and radiological terrorist attacks occur and radioactive materials are dispersed. 

The policies to protect the local residents and the determination of optimal 

responses can be supported by the urban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system 

developing in the project, while the system is to reflect factors affecting 

dispersion and deposition for radioactive materials such as building displacement 

and surface roughness. To minimize the uncertainty caused by complex urban 

environment, the data assimilation technique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apply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non-nuclear science, for 

example the impact assessment of soil and ocean pollution. 

The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project are to contribute for securing the 

national radiological safety, therefor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have to be considered when the system is developed and operated. The 

countries who want to buy reactor plant would require the support for the 

techniques of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apply 

commercial models. Accordingly, the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ack up the exporting of standardized Korean nuclear reactors or research 

reactors indirectly. 

With an increase of nuclear facilities and industrial utilization of radioisotopes, 

the techniques for radiological impact analysis in the urban environment can be 

applied to the global area including an urban. Moreover, the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project such as di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l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of countermeasure effectiveness 

for decision-making can be utilized in the accidental release of toxic materials at 

chemical complexes and in bi이ogical terrorist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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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산업은 에너지확보 차원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한다. 원자력 산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원자력 안전성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사선 안전성의 확보가 우선적 

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98년부터 국가 방사능방재체제를 과기부 

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04년에는 방사능방재법이 제정되어 원자력시설의 방 

사선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한 바 있다. 

현재 국가 방사능방재제체는 국내 원전부지 중심 수십 krn 반경의 국지규모를 대 

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대한 영향평 

가 기능을 포함하여 광역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 건물효과 표면조도의 영향 등 오염물질의 

확산과 침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하여 그 피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도시규모의 바람장 발생과 확산모텔， 방사선영향 평가모델， 도시의 경제/사 

회적 특성을 고려한 피해 저감대책 결정 그리고 평가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 

정자료의 동화기술 퉁을 동시에 개발하여야 한다. 

이 과제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하여 상세한 도시규모의 

바람장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에서의 방사성 물질 확산 및 피폭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환경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입을 수 있 

는 피해를 정량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도출하는 모델을 개발 

함으로써， 방사선 비상시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피해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경제적 지출을 줄이고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인구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시설이 밀 

집되어 있어 만일의 방사선 비상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피해저감 및 최적대응전략 선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대기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 

동화기술은 원자력 뿐 아니라 일반 환경오염물질의 확산과 영향평가에 적용하여 평 

가결과의 신뢰도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비상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녹색 에너지 확보의 방 

안으로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국가에서의 원자력 

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주변국에서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영향평가 및 방재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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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도시를 포함한 환경에서의 방사능 이통해석과 영향평가 및 피해저감 기술 등은 

국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술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들 기술 

은 만일의 방사선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기술로서 방사선 환경안전성 확보 뿐 아니 

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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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 역사상 가장 큰 사고인 체르노빌 원전사고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을 중심 

으로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시설의 비상시 피해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결정을 지원하 

기 위한 방사능 방재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유럽의 관련 연구기관이 연합하여 개 

발한 방사능 방재시스템 RODOS[2-1, 2-2]는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NARAC[2-3]시스템과 SPEEDl[2-4]와 WSPEEDI[2-5, 2-6] 시 

스템을 개발하여 방사능 비상을 대비하고 있다. 이들 방사능 방재시스템들은 자국 

내 원자력시설 뿐 아니라 주변국가의 원자력시설의 비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지/ 

광역 범위의 확산 및 피해평가가 가능한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최근 

에 댄마크를 중심으로 도시지역 방사능 사고를 대처하기 위한 대옹기술 개발이 추 

진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8년 국가 방사능 비상시 대응책 결정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방사능 방재체제 CARE 시스템 [2-7] 이 개발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다. CARE 시스 

템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정보와 부지 기상자료 환경방사선 감시자료 등 방사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만일의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경우 대기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확산과 주 

변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피해를 신속히 평가할 수 있는 방사능 확산평가 시스템 

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CARE 시스템에는 국내 원전부지의 지형과 기상조건 등 

의 환경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지 실시간 피폭해석모델 FADAS[2-8]가 활용되 

고 있다. 지난 단계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지 범위를 벗어나는 광역에서의 방사선 

피폭해석모델인 LADAS[2←9]가 개발되었고 광역모델의 검증연구가 진행되었다. 

관련기술은 주로 체르노빌 사고 경험이 있으며 여러 국가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 

한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의 개발은 주변에 중국， 일본， 대만， 

북한 등 원자력 시설의 사고로 인한 영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측정결과 

의 자료동화를 이용한 모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lAEA에서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 안전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V AMP (1988-2003)[2-1이와 최근에 EMRAS (2003-2007)[2- 11]를 추진하 

였는데， 이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도시환경에서의 방 

사능 오염 및 대책이다. EMRAS의 도시환경 방사능 오염 및 대책 분과에는 영국의 

HPA (구 NRPB)의 EXPURT[2-12]를 포함하여 총 4개 모델이 참여 하였다. 본 연구 

팀은 전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한 도시 침적 후 선량평가용 프로그랩 MET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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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설정된 시나라오에 대한 선량 계산 및 바교에 참여하였다.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고 뿐 아니라 주변 국가 

에서의 사고를 대비한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RODOS , 일본의 

WSPEEDI, 미국의 NARAC,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LADAS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이라한 장거리 확산 모텔에 대한 검증은 주로 체르노빌 사고결과의 모사나 

확산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델의 계산결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한 실험 

은 유랩을 중심으로 몇 차례 수행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 

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장거리확산실험이 계획된 적이 있다. 2006년 한국과 

미국에서 워크숍을 갖고 실험 준비를 논의하였으며 2007년 후반기에 중국에서 추적 

자를 방출하고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동해안， 일본 등지에서 포집하여 분석하는 계 

획을 수립하였으나 중국 측의 사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 

방사선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거동해석과 피 

해예측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국가 방사능방재체제 

CARE 시스템이 구축되어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만일의 방사선 비상을 대비하 

여 환경과 주민 피해를 예측하고 최소화 하기위해 운용 중에 있다. 현재 국가 방사 

능방재체제는 국내 환경을 고려한 국지규모 확산/피해 예측， 안전변수， 환경감시 및 

기상자료 관련 모률 둥으로 구성되어 독자 기술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분 

야의 기술은 유럽공동체， 미국， 일본 등 원자력 기술 선진국과 비교할 때 80% 이상 

의 기술 수준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방사선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피해를 예측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과 

체계가 상당부분 갖추어졌다. 그런데 체르노빌 사고이후 오랜 기간의 피해분석 결 

과와 또 최근의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도시 지역에서의 방사능 테러 위협 

동을 고려하면 도시지역에서의 방사선피해 평가기술의 확보가 요구된다. 

체르노빌과 브라질 Goiania 사고 이후 도시환경에서 지표에 침적된 핵종 거동에 

대한 상세 연구가 본격화되어 도시환경을 대표하는 각기 다른 표면에서 두 사고 이 

후의 측정결과와 핵종거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았 

다. 대표적 모델로는 EXPURT (영국 Health Protection Agency (HP A) 구 

NRPB) , CHERURB-95 (캐나다， AECL) [2- 13], PARATI (독일 GSF, 브라질)[2-14] 

둥이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단계의 중장기 연구를 통해 침적 후 방사선량 평가모 

델 METRO-K를 개발하였다. 

유럽공동체 22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도시지역에서의 방재를 목적으로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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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FUMAPEX (lntegrated System for Forecasting Urban Meteorology, Air 

Pollution and Population Exposure)[2-15]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 

시규모에 적합한 기상예보와 오염예측 기술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원자력방재체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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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 발 수행 내 용 및 결과 

제 1 절 도시규모 방사능 확산모델 개발 

1 . 도시확산 계산 대상도시 설계 

가. 국내 주요도시 의 특성 조사 

도시 규모 바랍장 전처리 모률 개발을 위해 국내 광역시의 인구， 건물 및 도 

로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인구분포 특성， 주택의 구성， 토 

지이용현황 둥을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대상도시는 1개의 특별시와 4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3.1 -1 ]， 부산광역시 [3.1 -2] ， 인천광역시 [3.1 -3] ， 대구광 

역시 [3.1-4]， 울산광역시 [3.1-5]가 이에 포함되며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공표 

하는 조사자료의 형식이 타 도시와 다른 점이 있어 제외하였다. 

표 3.1 -1에는 국내 주요 도시의 주택 분포를 나타내었다.5 개 도시 모두 총주택 

수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독， 다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25.12 %로 단독주택 15.47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는 국내 주요도시의 인구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해 

에 가장 민감할 것으로 판단되는 연령 그룹인 4 세 이하 비율은 서울 4.56 %, 부산 

4.28 %, 인천 4.87 %, 대구 4.29 %, 울산 4.98 %로 나타나 전체인구의 5% 이내에 

해당되었다. 5 개 도시의 4 세 이하 유아 비율의 평균은 4.60 %로 서울과 가장 근 

접하였다. 

표 3.1-3은 토지이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5 개 도시 모두 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야의 비율은 서울 24.94 %, 부산 47.84 %, 인천 

41.32 %, 대구 54.71 %, 울산 65.39 %로 나타났다. 한편， 도로 포장률은 각각 서울 

99.87 %, 부산 97.05 %, 인천 94.01 %, 대 구 98.83 %, 울산 97.17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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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국내 주요도시의 주택분포 

파ξ:L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단독주택 443,806 256,766 112,911 196,725 63,435 

아파E 1,217,308 525,269 412,324 379,528 168,512 

연립주택 140,016 54314 21220 8,757 7,691 

다세대주택 412,187 72 ,415 183,347 114,203 16,988 

비거주용주택 28.832 21 ,280 5.935 

겨l 2.242.149 908,764 729,802 720,493 262,561 

표 3.1-2 국내 주요도시의 연령별 연구 분포 

앓j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0-4 463,557 156,902 127,147 107.096 54,501 

5 - 9 578,797 213,050 176,979 153.103 75,832 

10 - 14 663,415 247,034 207,263 189,261 92,345 

15 - 19 630,120 245.440 82.240 179.063 82,463 

20 - 24 824,971 332,764 193.301 178,389 74,572 

25 - 29 980,110 295,214 207.246 99,831 86,364 

30 - 34 1,024,794 301.868 228.337 98,470 89,787 

35 - 39 914,758 300,200 253.291 29,967 109,826 

40 - 44 858,105 332,125 251.459 221 ,592 107,544 

45 - 49 870.098 336.556 242.667 227,286 104,613 

50 - 54 670,564 252.426 157,928 172,677 73,139 

55 - 59 531 ,898 197.543 110,212 130.165 48,187 

60 - 64 424,808 169,296 86,471 95.190 31,642 

65 - 69 308,160 122,594 71 .179 87.018 25,720 

70 - 74 192,761 77,447 51.329 61 ,681 17,477 

75 - 79 118.455 48.304 32,125 35.946 10,813 

80 이상 111,973 37,582 29.236 29,538 9,814 

계 10,167,344 3,666,345 2,608,410 2,496,273 1.0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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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3 국내 주요도시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 m2
) 

갚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저1....:. 14,101 ,451 24.310.036 86,l86,l63 49.776.782 37.856.106 

답 16,924,460 96.132.521 189,848,900 94.967.444 113,l97,413 

과수원 118,921 1,816,252 1,298,l25 2.229.845 11,445,211 

목장용지 2,742 2,377,630 2,554,207 1.404.126 7,485,997 

임야 150,965,249 365.165.683 414.017.891 483,875,717 691 ,228,040 

광천지 390 6 6 

염전 2,742 147,354 7,929,636 -
대지 215，없4.419 96,397,371 82,878,213 76,889,851 39,533,321 

공장용지 3，l 11，없8 17.394.832 20,927,224 18.512.671 43,712,606 

학교용지 22,875,215 10,l08,l72 8.071 .412 9.015.669 3,302,520 

도로 74,598,798 42,723,614 59.819.487 47.816.508 33.563.329 

철도용지 6,932,099 1,454,516 2,040,471 1,809,101 

주차장 671.090 370,833 293,l90 246,427 217,700 

주유소용지 569,634 없8，481 535,900 459,809 291 ,152 

창고용지 53,056 627.630 1,616,306 602.636 515,306 

하천 52,l33,153 3.259.470 5.966.354 44,446,722 30.455.208 

제방 3,875,986 43,056,558 4,143,224 3.796.641 1.841.190 

구거 4,286,938 2,341,993 21.923.941 13,316,474 13,070,l61 

유지 1,467,843 14,571,243 15,887,085 6.216.259 8,009,867 

수도용지 1.808.495 2,849,132 665,624 1.974.871 1,206,219 

공원 10,642,050 5,657,847 6.352.107 6,346,935 911 ,996 

체육용지 746,876 2,325,160 2,833,569 2.085.565 1,529,952 

유원지 217.876 1,649,689 1,276,582 192,007 

종교용지 1,514,956 1,296,748 977,870 958.289 424,892 

사적지 1,468,529 184,873 338.429 20.693 30.170 

묘지 2,681 ,259 2,686,302 2.940.314 4,611 ,703 4.426.738 

잡종지 17,983,851 23.962.709 61.017.029 12.636.054 10,929,555 

양어장 1,390,482 313,967 15.334 14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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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도시확산 계산 대상 도시 선정 

이상과 같은 조사를 통해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토지 이용 중 엄야의 비율이 

낮아 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도시 확산과 제염비용 산출 등의 다양한 시나라오 적용 

이 가능한 서울의 일부지역을 대상도시로 선정하였다 (그림 3.1 - 1 참조). 표 3.1 • 4 

와 3.1-5에 건물과 도로에 대한 3차원 GIS 자료의 속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3.1 -1 3차원 GIS로 표현한 서울 일부지 역 그림 

표 3.1-4 도로의 3차원 GIS 자료 속성 

레이어 명 도로 

파일 명 SeouLRoad.shp 

컬럼 명 테이블 명 PK FK Null 타입 길이 세부 설명 

일련변호 OB]ECT_ID PK 숫자 

도로이름 ROAD NAME Null 문자 20 

도로구분 ROAD_TYPE FK 문자 2 
m 도로 
02 인도 

m 아스팔E 

재절 MATERIAL FK 문자 2 
02 콘크리 E 

03 흙 
04 보도블럭 

포-1L WIDTH Null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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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5 건물의 3차원 GIS 자료 속성 

레이어 명 건물 

파일 명 Seoul_Building. shp 

컬럼 명 테이블 명 PK 

일련번호 OBJECT_ID PK 

건물이름 BLDG_NAME 

높이 HEIGHT 

프-E1 AREA 

f드ir:-까「‘ STORY 

용도 BLDG TYPE 

지붕형태 ROOF_TYPE 

2. 도시환경 바람장 모델 개발 

가. 수치얘보자료 수선 

FK 

FK 

FK 

Null 타입 길이 세부 설명 

숫자 

Null 문자 20 

Null 숫자 

Null 숫자 

Null 숫자 

01 주거 
02 사무 

문자 2 
03 복합 
04 상업 
05 교육 
06 기타 

01 슬라브 
문자 2 02 기와 

03 유리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예보자료는 전 지구규모를 제외하면 동북아시 

아와 한반도를 대상으로 수평해상도 30krn, 10krn, 5krn의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각각의 수치예보자료에 대한 특성은 표 3.1-6에 비교하였다. 수치예보자료는 GRIB 

[3.1-6, 3.1-7] 포뱃이라는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되므로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여야 

각 기상요소의 값을 산출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krn, 5krn의 수치예보자료 

를 해석하여 기상요소를 추출한 뒤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해상도 1krn의 

자료를 계산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2와 3.1-3 

에 각각 제시하였다. 

도시에서의 세밀한 확산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더 고해상도의 입력자료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40m x 40m의 해상도를 갖는 지형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계산 범위에 대한 land-use 자료도 확보하였다. 그림 3.1-4와 3.1-5에 

각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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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6 수치예보자료의 해상도에 따른 특성 비교 

투영법 Lambert Conformal Conic Projection 

격자수 191 x 171 178 x 160 141 x 141 

격자 거리 30 krn 10 krn 5 km 

계산 범위 5,700 krn x 5,100 km 1,770 krn x 1,590 km 700 krn x 700 krn 

시간 간격 3 시간 1 시간 1 시간 

Analysis Data 1 set 1 set 1 set 

Forecast Data 16 set 24 set 24 set 

총 예보시간 48 시간 24 시간 24 시간 

등압면의 높이 (m) , 바람의 U 성분 (m!sec) , 바람의 V 성분 
수록 자료 (m!sec) , 온도 (K) , 혼합비 (g/kg) , 바람의 W 성 분 (m!sec) , 

해 면 기 압 (hPa) , 강수 (mm)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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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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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해상도 5 krn의 수치예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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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해상도 1 km로 계산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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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지형높이로 표현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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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Land-use로 표현한 지도 

냐. 도시환경 미가상 현상 분석 

도시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은 건물의 배치 및 높이， 건물의 표면 

거칠기， 녹지의 비율， 도시 구성 성분들의 고도 등을 고려한 바람에 의해 좌우된다. 

도시에서의 미가상현상은 미기상학 (rnicrometeorology)의 한 분야로 대기 규모 스 

펙트럼의 가장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대기현상과 그 과정들을 다루며， 도시의 형상 

이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환경 미기상의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도시에서 방사성 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패턴은 도시의 공간 배치 

구조에 따라 측정 지점별로 큰 변동을 나타낼 수 있다. 장애물의 물리적 영향에 따 

른 지 표 조도 (surface roughness)의 증가는 마찰력 을 증가시 켜 에 너 지 의 손실을 

가져와 풍속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공기 순환률 (air exchange rate)을 작 

게 함으로써 방사성물질로 인한 도시오염 사고시 확산을 급격히 저해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성피폭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도시에서의 에너지 전달은 주로 지표면보다는 건물의 지붕 고도 혹은 그 이상의 

레벨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에서의 복사에너지 분산은 오염물질의 

비율이나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데 이것은 오염물질이 장파의 열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도시 열섬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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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을 밤 동안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해뜨기 전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도시의 건축물이 많을수록 복사에너지의 축적 

도가 높아지며 다른 지역에 비해 온도의 변동범위가 적다 (그림 3.1-6). 

도시지역의 풍향은 종관기상의 영향권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변지역을 포함해 

서 종관 규모의 풍향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구조물의 영향으 

로 도시 내에서의 풍향은 도시 상부의 풍향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도시환경내 

에서 바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풍속분포 및 난류성분의 분포 등 분석대상 지역의 

대기경계층 내 기류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대기경계층 이론이나 경계층 모 

텔은 모델링 대상지역을 일반적으로 균질평탄지형으로 가정하는데， 균질평탄지형이 

란 일정 공간 범위내에서 기상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높이나 형상인자， 

지형변화 등이 통계적 측면에서 일정하다고 간주되는 지형을 말한다. 도시 환경의 

경우 개별 건물의 형상은 다르지만 건물의 평균높이나 높이분포가 바람을 계산하고 

자 하는 일정 공간범위에서 균질한 경우 균질 평탄 지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실 

제 대부분의 도시바람 모델이 경계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균질평탄지형을 가정하고 

있다. 

so빼r radlalloo 
IshOrtWavel 

convecllve 때nsport 

01 perceDtlble 
lI1d latent warmth 

ι3 

그림 3.1-6 도시에서의 열수지 모식도[3.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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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나타낼 지수함수로 다음과 같이 평균풍속은 대기경계층의 균질평탄지역에서 

있다. 

(3.1-1) v(z)= Voo (슴)" 

연직고도이며 ， H는 대기경계층의 높이 ， V∞와 v(z)는 각각 

임의의 고도 z에서의 평균 풍속을 의미한다. 여기서 

조도의 크기 (roughness length)와 대 기 안정 도에 따라 

Z는 지면으로 부터의 

대기경계층 고도 (at, z=H) 

지수 n은 

q .l 
^ 

지표 무차원으로 

달라진다. 중립안정도 조건 (neutrally stable or adiabatic condition)에서 n은 0.1 

0.6의 범위를 지난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과 같이 지표 조도가 매우 큰 지역 

이에 대한 경험식을 제안하고 Counihan[3 .1-9] 은 있으며 에서는 약 0.3을 추천하고 

있다. 

다. 도시환경 특성을 고려한 바람장 생성모렐 개발 

운동법 

칙， 열역학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는 유체의 흐름방정식을 이용하는 모델을 ‘보편모 

델’이라 하며， 경험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모델을 ‘경험모델’이라 한다. 

계산한 모댈 가운데 질량보존의 법칙， 뉴턴의 으
 근
 

르
 
n 흐

 
도시에서 바람의 

MM5 (Mesoscale Model 5)[3.1-1이와 같은 기 상수치 

델이 혼합된 형태이다. 예보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예보모델과 진단모델로 구분하기 

하는데 hα115의 경우 예보모델이며 도시오염 모델렁에 많이 이용되는 

CALPUFF의 기상분석 모률인 CALMET은 진단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체의 

보편모델과 경험모 모델은 

도 

전산유체모델 (CFD; computa 모텔링하기 위해 세밀하게 을
 

르
 
n 흐

 
한편， 

한다. CFD모델은 유체 

형상 (geometry)을 구성하여， 초기조건과 경 

구하는 과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합리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건물효과나 난류 등을 고려한 바 

CFD모 

tional fluid dynamics model)[3.1-11 , 3.1 -12] 이 사용되 기 도 

계산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설정하여 지배방정식의 해를 

정확성은 지배방정식의 정확성이나 난류가정의 

을
 

흐
 

의 

계조건을 

델의 

없다. 그러나 CFD모텔은 소규모지역에서 수밖에 

단계에서도 효츠 
L-연구의 본 있다. 사용되고 많이 있어 쉽게 해석할 수 비교적 을

 
라
 
口

흐름을 계산하였다. 도시환경을 고려한 바람의 CFD모델을 이용하여 가상의 

비압축성 흐름방정식은 유체의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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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해석하기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E 
E 
E 흐

 
바람의 도시환경에서 



ðu ðu ðu ðu 1 ð P 
+ u ~= + v ~~ + w :~ =- --=:- -~-:_ + f:c 

at ðx aν az p ðx 
(3.1-2) 

av. ðv av. ðv 1 ðP 
+ μ +v..::....::...+ ψ--= ---+f” 

ðt ðx ay ðz p ðν g 
(3.1-3) 

(3.1-4) 
r
l‘ 세

뜨
 

@ 
-
-
二nr 

--ω
 
-z 

nO 

-r 

C ψ
 

ψ二
밍
 

gu; 

r C 

U 뻐
 
않
 

u 삐
「
%
 

속도이며 ， p와 P는 각각 공기의 밀도와 

제외하고 유체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바람의 

점성을 

여기서 U , v , ω는 x , ν ， z에서의 

압력을 나타낸다. f는 압력과 중력 u] 

^ 
나타낸다. 한편， 공기에 대한 질량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1-5) 쁘+ 강E묘+ 효pv +~얀므=0 
at ðx ðν ðz 

밀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이용하면 다음과 같 

흐름은 각 지점별 온도 차이에 의해 

에너지보존법칙은 열역학 제 1법칙을 

바람의 

온도에 대한 

도시에서의 

있다. 이러한 

이 냐타낼 수 있다. 

(3.1-6) 『7
캐
 

π
v
 

1 

E
드
다
 

‘ 
i 

-nr 十

T 
-2 

2 

-z a
쓰
 a 

TF2 2 

-u 
aL 
a 

T)2I a--a k 
-CP -nF = 

T 
-z 

a 
-a 

ψ
 

TL 

ν
 

aL 
a U T

二-
8
二a u g「

야
 

계산하고자 하는 도 k와 깐，는 각각 공기의 열전도계수와 정압비열， SE는 

공급되는 발열량， ? • JR는 복사에 의한 열 플럭스를 나타낸다. 

여기서 

메인 내에서 

높이는 임의로 설정한 도시의 형상을 나타낸다. 건물의 

경계로 하여 

그림 3.1 -7은 본 연구에서 

불규칙하며 으
 
E 

E 
E -

흐
 

나타내며， 

10 %에 해당하 

바람의 

경우를 

x , ν방향으로 1,200 m, z방향으로 500 m를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경계에서 입력되는 풍속의 

열 도시에서의 

열 발생으로 

3.1 -8a는 그림 계산하였다. 

그림 도시에서의 3.1 -8b는 

가정한 것이다. 건물 것으로 전달되는 ν방향으로 발생하여 도시에서 에너지가 '
L一

있다. 

그림 3.1 -9는 건물의 전후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흐름을 계산한 것이다. 건물과 건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바람방향의 

인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알수 。-E 。-n 있
 

약간 증가하고 톡E죠::'01 
。-， I 경우보다 。.]-..Q_

l.<) 2. 고려하지 열 발생을 표면에서 

거 
l一인해 바람의 

좁아지는 바람길로 

건물의 차폐로 

후면에 비해 

물사이에서는 

물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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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2(ψ

,J_. 

그림 3.1-7 도시형상을 고려한 도시의 지오메트리 구성 

Slice: Velocity fi eld [m/sl Arr ow : Vel∞ity field 

0 

4 • 

그림 3.1-8a 도시환경에서의 3차원 바람장 

(도시에서의 열 발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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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Slice ‘ Velocily lield [m/sJ Arr ow: Veloci ly lie ld 

그림 3.1 -8b 도시환경에서의 3차원 바람장 

(도시에서의 열 발생을 고려한 경우) 

Slice: Velocily field [m/sl Arrow: Ve l∞ily field Slreamline: VeI∞ily field 

~용$ 

----600-....그m 

그림 3.1-9 건물 전후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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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구조물 영향을 고려한 확산모델 개발 

가.대가확산모텔 

본 연구에서는 random walk 방법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확산 과정 

을 계산한다. Random walk 방법에서는 격자간 농도의 구배에 관계없이 각 업자들 

이 독립적으로 확산되므로 계산 시간간격마다 각 격자내의 농도를 구할 펼요가 없 

다. 따라서 컴퓨터의 기억용량과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계산과정이 간단하 

다. 또한 유한차분법을 사용할 때 겹게 되는 가상적 Eulerian 수치 확산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Random walk 방법 에 는 M밟ov→chain[3.1 -13] 방법 과 Monte-Carlo[3.1-14] 방법 

이 있는데， 여기서는 계산방법이 간단하며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받 

고 있는 균등확률의 난수분포를 사용한 Monte-Carlo 방법을 사용하여 입자의 변위 

를 계산하였다. 

3차원 공간에서 입자는 평균풍에 의한 이류 (advection)와 난류에 의한 확산 

(diffusion)으로 주어진 시간간격 동안에 초기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 따라 

서 공간에서의 변위는 이류와 난류에 의한 변위의 합으로써 표시된다. 

염의의 시간간격 동안에 X, ν， z 축에 대한 변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t2, ν't2> Zt2) = [xt1 + (u+2μ u)f1t , ν'n + (v+ 21/ V)f1t, zt1 + (ω +2ç W)f1t] (3.1-7) 

여기서 μ， 1/, ç는 각 방향에 대한 등가난수 (uniform random number)로 0.5에서 

0.5의 값을 갖는다. 

u, κ M쓴 각각 아래의 식들로 계산된다. 

u= v'6과7~t (3.1-8) 

v= v'6힘7~t (3.1-9) 

w= v'6과7~t (3.1-10) 

따라서 확산도 힘 ， ky ' kz를 구함으로써 3차원 공간에 대한 입자의 변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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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향에 대한 확산도 kj는 대기안정도 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1-11) 
썩
 -
바
 이는 풍하거리와 대기안정도 표준편차이다. 여기서 의는 각 방향에 대한 플륨의 

실험 

식으로부터 얻었으며 식 3.1← 11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거리에 대한 미분으로 바꾸 

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식은 Briggs[3.1 - 15]의 %(=까)와 o"z의 둥급의 함수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 

(3.1-12) 
l dT dd‘ do걱 
고효고E= ugj dT kj = 

구한 값이 

므로 지표고 방출 (elevated release)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를 낳는다. 오차를 줄 

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야외확산 실증실험을 통해 얻어진 변수를 사용하여야 

실험으로부터 여 기 서 , O"j는 지 표면 방출 (ground release)로 생 각하여 

한다. 

대기중에 확산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각 격자공간에 포함된 입자의 

결정된다. 방출되는 입자는 모두 동일한 질량을 갖는다고 가정하므로 입자의 

은 업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입자의 수를 셈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 

나 3차원 격자모델에서 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수의 업자를 이용해야 

있는 결과를 얻게 되므로 단순히 업자의 수를 세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입자를 하나의 부피방출 

원으로 가정하는 방법과 kemel density 방법 둥이 있다. 

Yamada와 Bunker[3.1 -16]는 각 업자를 하나의 방출원으로 보고 그 위치로부터 

Gaussian 분포를 가정하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Chino[3.1-17J 등 

은 이 방법을 발전시켜 kemel density 함수를 사용하여 각 격자점에서의 농도계수 

와 선량계수를 미리 계산한 library를 사용함으로써 계산시간 절감을 꾀하고 있다. 

본 모텔에서는 매 시간간격마다 업자의 확산범위가 제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범위내에 입자가 균퉁한 확률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농도계산에 이를 이용하였다. 

위치를 p(x， y， z)라고 

질량으로 

질량 

현실성 

다. 

3.1-9 3.1-8, 식 가정하면 입자의 효L 
L. 추정된 시간에 

3.1-10으로부터 

임의 

세 방향 각각 

세 변의 길이가 각각 2Uf1t , 

육면체는 농도계산을 위해 나누어진 여러 개의 

$士 Uf1t , 범위는 확산 업자의 의한 난류에 

범위는 느
 」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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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존재할 

。1

업자가 

2 Vf1t , 2 Wf1t인 육면체가 된다. 

ν土 Vf1t, z 土 Wf1t로 



격자에 걸칠 수 있고 이렬 경우 격자에 걸친 만큼의 부피를 계산하여 이를 입자가 

그 격자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 추정한다. 이 확률만큼 입자의 질량을 나누어 

각 격자에서의 농도분포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구조물 사이로 확산되는 오염물질을 모사하기 위하여 가상의 

구조물을 설계하였는데 그 구조와 위치는 그림 3.1-10과 같다. 

3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움직인 입자의 위치는 두 점을 

지나는 선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선분을 지나는 직선이 구조물과 만나는 점들 

을 계산하여 그림 3.1-11과 같은 좌표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좌표들 중 선분이 

나 구조물의 표면에 포함되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업자가 구조물에 충돌 

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침적을 계산하고 구조물을 벗어나는 위치로 입자의 다음 위 

치를 수정한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여 엄의의 지점에서 방출된 입자의 확산을 

모사한 결과를 그림 3.1-12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0 3차원 도시 구조물의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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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입자의 진행방향과 구조물의 충돌 좌표 

그림 3.1-12 구조물 사이로 확산되는 입자의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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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건/습침적 모텔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이류와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침적과정을 

통해 지표로 떨어진다. 침적과정은 중력과 분자의 Brownian 운동 등에 영향을 받 

는 건침적과 강우에 의한 습침적으로 구분된다. 

건침적 과정은 입자의 크기， 밀도， 화학적 성질， 지표의 특성 및 기상변수 등에 

좌우되므로 정확히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입자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중력， 

Brownian 운동 등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며 지표의 습도나 경작지의 특성 등은 

침적된 물질의 재부유 (resuspension)에도 영향을 준다. 

건침적된 양을 계산하기 위해 건침적 속도 (Vd)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건 

침 적 속도개 념 은 Charnberlain[3.1- 18]과 Chadwick[3.1-19]에 의 해 입 자와 가스에 

대하여 침적속 (deposition flux) F와 공기중 오염원의 농도 X의 비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F 
V ,=--

x 
(3.1-13) 

이 개념은 오염물질의 지표 침적률이 지표 부근의 공기중 업자나 가스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공기중 농도는 약 1-1.5 

m 높이에서 측정된 값이 사용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물질과 환경에 대한 건침적속 

도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침적 속도 결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저항 (resistance)모텔로 Slinn[3.1-20]는 다음 식과 같이 건침적 속도를 정의 

한다. 

1 
Vd =Vg 十 (R

a 
+뀔) (3.1-14) 

여 기 서 Vg는 중 력 에 의 한 하강속도 (gravitational settling velocity) , Ra는 공 기 역 

학 적 저 항 (aerodynarnic resistance), 그 리 고 Rs 는 지 표 저 항 (surface resistance)을 

나타낸다. 

지표면 농도 띠는 다음과 같이 공기중 농도 C에 건침적 속도를 곱하여 계산된다. 

ω(x， y ， Z)= Vd C(X, y ,O, t)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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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방사성핵종의 경우 대기중 거동 특성과 언제 영향을 고려하여 불활 

성기체， 원소형 요오드， 요오드의 유기화합물 그리고 Cs을 포함한 입자의 4가지 군 

으로 구분하여 건침적 속도를 사용한다. 사고로 인해 생성되는 방사성 입자의 경 

우 크기와 특성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나 IAEA에서는 일반인의 입자 흡입에 

따른 선량환산인자 계산시 입자 직경을 lμm로 가정한다. 불활성기체의 경우 건침 

적에 의한 영향은 무시되고， 원소형 요오드에 대해서는 1 cm/sec, 요오드 유기화합 

물에 대해서는 0.01 cm/sec, 그리고 입자에 대해서는 0.1 cm/sec의 값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입자가 지표면이나 구조물에 충돌하였을 때를 건침적이 일 

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충돌의 횟수로부터 건침적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을 시도 

하고 있다. 그림 3.l -13a는 엄의의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류하면서 확산될 때 업자의 위치와 구조물과 지표면의 충돌횟수， 즉 상 

대적인 건침적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 그림은 입자의 운동을 수평， 수 

직관찰자의 입장에서 나타낸 것이고， 오른 쪽 윗 그림은 각각 구조물 #1 , #3, #4의 

전개도로서 측면과 지붕의 침적 농도를 나타내었다. 오른 쪽 아래 그림은 지표면에 

서의 침적농도를 나타낸다. 

그림 3.l -13b는 확산계수를 4 배로 크게 하였을 때 즉， 난류 혼합이 활발하여 대 

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를 모사한 것으로 지표면에 대한 침적량도 증가하 

지만 낮은 구조물의 경우 입자가 지붕을 타고 넘어가 지붕에까지 침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잘 모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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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l -13b 입자의 확산과 지표면， 구조물에 대한 상대적인 침적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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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침적은 주로 강우율에 좌우되므로 건침적에 비하여 단순하게 모사가 가능하여 

scavengmg 상수 A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A는 대략 10-4 S - 1을 쓰기 

도 하나 또 강우율에 따라 아래의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A=CR'" (3.1-16) 

여기서 상수 C는 기상조건이 안정한 경우에는 10 4, 불안정한 경우에는 10-3 값을 

갖는다 R은 강우율 [mm가lr]을 나타내며 원소형 요오드의 경우 C = 8.O x 10-6, 

a = 0.6, 그리고 업자의 경우 C = 1.2 X 10-4, a = 0.4 의 값을 적용한다. 

다. 재부유 과정 

방사성물질로 인한 도시오염은 바람， 지표변에서 빗방울의 뒤김 둥과 같은 물 

리적인 힘에 의해 재부유 (resuspension)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부유을 일으키는 에 

너지와 재부유 과정을 제어하는 요소는 아주 복잡한 메카니즘을 가진다. 재부유에 

관여하는 대기관련 변수로는 바람 난류 밀도 및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또한 재부유는 토양 조성 및 흡착력， 수분함유도， 멸도 및 토양의 거칠기， 토 

양의 식생분포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도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측정된 재부유율은 1010 배 이상의 편차를 나타내어， 하나의 결정론적 

(deterrninistic) 값을 취 하는 것 은 매 우 어 렵 다. 

재부유를 추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은 재부유 물질부하 (mass loading) 방 

법으로， 재부유가 기여하는 공기 중 방사성물질 오염농도， CQl「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C따:r=~ι:sER (3.1-17) 

여 기 서 , Md : dust load in air or mass loading factor [g m -3] 

c.. : concentration of contaminant in the soil surface [Bq g -1] 

ER enrichment factor 

강화계수 (enrichment factor)는 공기 중 호흡가능한 입자의 방사능밀도[Bq g -1]와 

토양에서의 방사능밀도[Bq g-1]의 비를 나타낸다. 강화계수는 일반적으로 1-5의 범 

위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가장 일반적으로 재부유를 추정하는 방법 

은 재부유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재부유 계수， Fr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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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F =-二」

S 
(3 .1 -18) 

여기서， S는 표면 침적량[Bq m-2]으로 Cair와 같은 장소에서 추정된 값을 나타내 

며， Fr은 m 1의 단위를 가진다. 따라서， Fr과 S가 알려진 값이라면 공기 중 농도는 

위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ù> = F, . • s (3 .1 -19) 

한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적되는 양이 감소하면 재부유도 감소한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부유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R (t) = R (0)e-AJ(t) +E(∞) (3.1-20) 

여 기 서 , Àr weathering rate constant describing the decrease in 

resuspension over time [day-1] 

F ,.( 0) initial resuspension factor [m -1] 

F，.(∞) : long一term resuspension factor [m -1] 

f( t) : time function 

도시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선원에 대하여 침적된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한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시간에 따른 농도는， 재부유 함수와 침적량 (deposition flux) 함수 

를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미국 NRC[3.1 -21]는 재부유량에 따라 달라지는 토양층 

으로부터의 유효손실률 (effective removal rate) 개념을 도입하여 재부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5 1 - exp[-(K十씨 )(t- a)] , "，-!l~(.\ exp[- K(t- a)]- exp( - Rì) c;,i l' (t) = ψ10- V 
- - Tf l 、 + 1O-98(t)~ 

여 기 서 , ψ : annual deposition flux [Bq m-2 yr-1] 

K: effective removal rate constant from soil [yr-1] 

a : t-1.82 for t> 1.82 yr, and 0 for t 드1.82 yr 

8(t) : zero for t 르1.82 yr and 1 for t > 1.82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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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ime from the start of operations [yr] 

유효손실률 계수 (effective removal rate constant)는 토양에서의 침출과 방사능 

붕괴를 포함하는 값으로 위 식에서 도심에서의 선원항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비 

정상 선원항이라 가정하면， 재부유에 의한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다음과 같 

은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qz, (t) = Eψ(T)L(t-T냈-샤바 (3.1-22) 

여기서 ， L(t-T)는 토양에서 방사성 핵종의 손실함수이며， (t -T)는 침적년수를 

나타낸다. 

라. Washout 효과 

비 나 눈과 같은 강우 (precipitation)는 업 자나 가스상 물질 에 대 한 침 적 의 중 

요한 메카니즘 중 하나이다. 도시 오염 사고시， 강우가 발생하면 건침적보다 습침적 

이 전체 침적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습침적의 전 과정을 강우에 의한 

제거 (precipitation scavenging) è} 하며， 이러한 강우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 

는 과정은 rainout과 washout으로 구분할 수 있다. Rainout은 구름 내부에서 빗방 

울에 흡착되어 제거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washout은 빗방울이 구름 아래로 떨어지 

면서 공기중의 물질을 제거하게 되는 과정이다. 입자의 크기가 1 jlm 보다 크면 

washout이 방사성 업자의 제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washout의 효율은 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하게 된다. Washout에 기인한 침적률 (R
l1XJ

, Bq m - 2S -1)은 다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AEX(z)dz (3.1-23) 

여기서 ， À는 washout 계수[sec-1 ]를 의미하며 X(z)는 높이에 따른 지표면의 공기 

중 농도를 나타낸다. 높이별 공기 중 농도 X(z)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면， 

washout에 의한 총 침적량 (8, Bq m-2)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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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J"t J"Z X(z， t)dz빼 (3.1-24) 

Washout 계수는 강우강도， 방사성 물질 입자의 크기냐 화학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0.01에서 10 S-l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았다. 위 식의 X(z，t) 는 

대기확산 모텔에 의해 예측된 값이 사용될 수도 었다. 

한편， washout에 의한 습침적을 예측하는 보다 실질적인 방법은 volumetric 

washout 계수 (~)를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G, ai w. = ~~ ... 
〔깅;， 

(3.1-25) 

여기서 ， Crain과 Cair는 각각 비와 공기에서 단위체적당 측정된 방사성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낸다. Wu에 대한 적절한 값이 주어지면 침적률 (Rd)은 다음과 같이 추 

정될 수 있다. 

뀔 = C:ir ~~ain (3.1-26) 

여기서， 퍼m은 강우율[m S-l]을 나타내며，~와 f싫a을 곱한 값은 습침적 속도 

Vd(tæt)와 같다. 또한， 총침적률 S는 시간에 따른 강우의 적분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αt mE묶ain (t)dt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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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시환경 방사선량 평가 

1 . 도시 오염 사고 및 도시 확산실험 사례분석 

가. 체르노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러시아 (구 소련)의 체르노빌 [3.2- 1] 애 1986년 4월 발생한 방사능오염 사고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중지 터빈을 시험하던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원 

자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보름간에 걸쳐 방사능물질이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 

된 방사능물질은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함으로써 폴 

란드 국경을 거쳐 핀란드 남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검출되었으며， 현재도 대기 

순환에 의해 방사능물질의 배경농도 기여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고로 원자로 노섬에 있던 핵연료와 반웅 생성물이 다량으로 누출되었으며， 

감속재인 흑연 1,200 톤이 발화하여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노섬에 있던 총량의 3.8 %-20 % 정도로 보고되었으며， 당시 노섬에는 200톤 

가량의 우라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출된 방사성 원소의 종류는 40 종 

이상이라고 보고되었으나， 100여 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누출된 핵종 중 1-131, 

Cs-137이 다량 누출되었으며 Xe은 거의 전량이 누출되었다. 전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서 방출된 양의 약 400 배 정도에 해당된다. 

당시 사고로 실험 중이던 2 명의 연구원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그 후 화재 진 

압과 사고처리를 담당했던 사람 중 28 명이 5 개월 이내에 사망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60여 명이 사망했으며 WHO는 주변 지역 0-17 세 사이의 소아 중에서 

5,000 건 가량의 소아 갑상선암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50 년간 5,000-45,000 건 정 

도의 사례가 더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백혈병， 유방암 등 

의 발생 사례가 많았으나 실제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o 사고유형 : 원자로 화재 

o 누출된 방사능 총량 : 약 1,018 Bq 

o 화재진압 : 액체질소를 이용한 원자로 온도 강하 

0 대피 : 발전소 반경 4krn내 프리피아트 주민 45,000 명 대피 

0 소개 : 발전소 반경 30 krnLll 12만 명 소개， 1995 년까지 21만 명 추가 소개 

o 방사능 낙진 피해 : 발전소 주변 15만 krn2

’ 
대부분이 벨라루시에 집중됨 

o 벨라루시의 경제적 피해 규모 : 약 2，35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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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호수 및 지하수 오염 : 미량이기는 하지만 오염사례 보고됨 

냐. 브라절 고이아니아 방사션원 분설 사고 

브라질 고이아니아[3.2-2] 지방의 한 보건소에서 의료기 도난사고로 발생한 

Cs-137에 의한 방사능 도시오염은 1987년 9월에 발생하였으며， 산업일반에서 쓰이 

는 방사성물질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료기를 분해하는 과 

정에서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캡슐을 깨뜨리게 되었고， 깨어진 캡슐은 고물상에 

팔리게 되었다. 고물상 주인은 이 캡슐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며 

찰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위장장애 증세를 보였다. 브라질 당국은 비상대책위원 

회를 구성하고 방사능 물질 유출과정과 고이아니아 지역 약 67 km2를 대상으로 오 

염상태를 조사하였다. 오염 지역과 오염가구에 대한 제염작업은 당해 12월 말까지 

계속하여 3,500 m2 지역에서 Cs-137로 오염된 물질이 수거되어 격리 보관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고이아니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화장이나 매장의 방법 사 

용시 체내에 축적된 Cs-137이 자연생태계로 오염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납관 

을 사용하여 주거지역과 격리 처리하였다. 

o 원인물질 : Cs-137 

0 분실사고 확인 :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 

o 사고처리 방법 : 방사능 오염지역 폐쇄， 피폭자 격리치료， Cs- 137 수거 및 제거， 

환경영향평가 실시 

o 방사능 모니터링 : 고이아니아 지역 67 km2에 대해 방사능 조사 후 8 곳 방사 

능오염 확인 

0 오염가구 :85 가구 

o 심각 오염가구 : 41 가구 

o 대피 : 심각 오염가구 중 200여 명 대피 

o 사망자 :4 명 

o 질병발생자 : 249 명 

0 초기 대응 시기 : 의료기 해체 후 16 일 경과 후 

0 오염양상 : Cs-137이 수용성이고 당시 지역이 우기였으므로 피해지역이 확대 

다- 체코 프라하 폭발 질혐 사례 

방사능분산장치의 폭발에 대한 확산은 체코의 프라하 근교인 차메나 

(Kamenna)에 소재한 국립연구소 (Nationa1 Institute for Nuclear, Chem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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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Protection)에서 수차례 수행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2007년 12 

월에 첫 실험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실시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실험으로 

는 EMRAS-2 도시오염평가분과의 중간회의기간 (2009. 7. 13~ 2009. 7. 17)에 실시 

되었다. 액상의 단반감기핵종 (Tc-99m)을 함유한 재래식 폭약을 사용하여 구조물 

이 없는 개활지와 구조물이 있는 개활지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Tc-99m은 계측기에 

감지가 잘 되는 감마에너지를 가지며， 6시간의 짧은 반감기와 실험하기 적절한 액 

체형태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폭약은 대략 Tc-99m 1 GBq의 방사능 

에 폭약은 300 g 이하의 분말형태로 구성된다. 관측항목은 선량율， 지표와 구조물의 

표면 농도， 공기농도， 입자크기분포， 공기에서 분진입자의 시간에 따른 분포 등이다. 

실험조건은 일반적 기상조건하에서 풍향이 안정될 때 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측 

정장치는 다음과 같다. 

o 폭발 전후 시간에 따른 영상기록을 위한 적외선 차메라 

o 선량율의 볍핑을 위한 이동식 선량율 계측기 

0 표면 방사능 측정을 위해 수집되는 필터 측정을 위한 스팩트로메트리 

o 공기내 방사능측정을 위한 공기채집기 

o 업자크기 측정을 위한 DustTrak 레이저 

o 기상상태 (풍향， 풍속， 습도， 온도)을 측정하기 위한 기상측정기기 

그림 3.2-1은 폭발물의 폭발 전후에 대한 사진， 그림 3.2-2는 폭발후 시간에 따른 

확산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동 실험의 조건 및 결과는 EMRAS-2의 도시오염분과에 

서 수행예정인 단거리확산의 예측결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라. 마국 BNL의 확산 설험 사례 

미 국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3.2-3]에 서 는 Perfluorocarbon 

tracer를 이용하여 안전과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누 

출시킨 tracer를 감지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양상을 평가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은 BNL이 Empire State Electric Energy Research Corp. (ESEERCO)와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D 와 더 불어 1987년 에 서 1990년 사이 에 

진행한 실험으로 유류수송관의 Le뼈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한 실험이었다 (그림 3.2-3). 이러한 대기 오염물질 확산실험의 추적자로는 

Perfluorocarbon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 그 적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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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luid transport and dispersion 

Atmospheric tracing 

Oil and gas reservoir tracing 

Tracers for building ventilation studies 

o Leak detection and location 

Cable fluid leak detection 

Condenser air leakage 

그림 3.2-1 폭발물의 폭발 전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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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CATS 8/3 - 8/1 1/88 (fUL of OcPDCH) 

r、J

그림 3.2-3 BNL의 확산실험도 

마. ETEX 확산 설험 사례 

1986년 Chernobyl 원전사고 이후 각국은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부터 자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장거리 대기 확산모델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모텔은 수치기법， 기상자료의 이용， 확산항의 처리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개발된 모델의 검증 및 선뢰성 향상을 위하여 IAEA, WMO, EC 

(European Commission), 미 국 DOE (Department of Energy)는 1992년 도시 간 장 

거리 대기 확산실험인 ETEX (European Tracer Experiment) [3.2-4, 3.2-5, 3.2-6]를 

실시하였다. 이 실험은 비상시 대응능력의 확보， 공기중 추적자 농도자료의 DB구축， 

대기 중으로 방출된 오염물의 확산특성 평가 및 확산모델 검증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것이었다. 

실험은 총 2회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1차 실험은 1994년 10월 23일 16시부터 시 

작하여 10월 24일 3시 50분까지 11시 간 50분 동안 프랑스 Monterfil에 서 추적 자 가 

스를 방출하였다. 추적 자 가스는 PMCH (Perfluoromethylcyclohexane)가 사용되 었 

고 지표 8m 높이에서 시간당 28 kg , 총 340 kg이 방출되었다. 방출된 추적자 가스 

는 유럽의 17 개국에 걸쳐 총 168 개 지점에서 포집되었다. 추적자는 포집기에 장 

착된 흡착물질로 구성된 금속 튜브내로 포집되어 가스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해 분석 

되었다. 지상에서 포집된 약 4.000 개의 추적자 튜브 가운데 32 %에 해당하는 약 

1,300 개 샘플튜브에서는 추적자 농도가 확인되었고， 46 %에 해당하는 약 1,9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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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튜브에서는 배경 Cbackground) 농도에 해당하여 추적자 농도지도 작성시 “0" 

값으로 처리되었다. 두 번째 실험은 1994년 11월 14일 15시부터 11월 15일 2시 45 

분 까지 수행되었는데，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지점의 지상 8m 높이에서 시간당 

41 kg이 방출되었다. 포집장소 및 포집시간과 분석방법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였 

다. 1회 실험과는 다르게 약 13 %의 포집튜브에서 추적자가 검출되었다. 

그림 3.2-4a 측정된 추적자 PMCH의 공간적 분포 (방출 24시간 이후) 

그림 3.2-4b 측정된 추적자 PMCH의 공간적 분포 (방출 36시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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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방사선 사고 시나리오별 주요 핵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용이 중단되고 보안이 허술한 일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방사선원이 사회 혼 

란을 목적으로 탈취될 위험이 있다. 1987년 브라질 고이아니아 시에서 치료용 방사 

선기기가 탈취되어 방사선 피해 뿐 아니라 경제 ·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를 경 

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에서의 9/11 테러는 치멸하게 계산된 접근을 통 

해 방사성물질을 탈취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 시키는 방사능 테러의 가능성을 인식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끈 방사선 방호측면에서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RDD)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만일의 경우 RDD 사고 발생 시 직 · 간접적 피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RDD로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다. 

가. 도시 방사선사고 시나리오 분석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 공격과 달리 소수의 인원이 사 

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RDD가 테러 공격에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 

는데， 대상으로 이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충분한 방사능， 이송이 쉽도록 가벼움， 주 

변으로 쉽게 확산 그리고 취득이 쉬워야 함 등을 들 수 있다. IAEA에서는 이들 조 

건을 만족하는 핵종과 방사선기기를 위해도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 

도록 지원하고 있다 (TECDOC-1344, 1355)[3.2-7, 3.2-8]. RDD로 이용되기에 적합 

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로는 감마선 조사장치， 의료용 원격치료기， 방 

사선촬영 기 둥에 이 용되 는 Sr-90, Cs-137, Co-60, Ir-192, Pu- 238, Am-241 , Cf-252 

등이 있다. 주요 피폭경로로 Co-60은 지표 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Pu-238과 

Am-241은 호홉에 의한 내부피폭 그리고 Sr-90과 Cs-137은 확산장치 설계에 따라 

지표 침적에 의한 외부피폭과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등이 있다. 

실제 도시에서 방사능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핵종을 얼마나 확산시켰는지 초 

기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위해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고이아니아 시의 사고와 지금까지의 사례를 

토대로 크게 3 가지 유형의 시나라오를 생각할 수 있다. 

(1) RDD를 이용한 방사성 핵종의 광범위한 확산 

테러로 인한 경제 · 사회적 혼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냐리오이다. 

방사성 핵종을 재래식 폭약과 함께 지하철 환승역이나 도심에서 폭발시켜 확산시키 

는 경우와 비행기나 풍선을 이용해 도심 상공에서 확산시키는 경우 동을 설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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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에는 숨겨서 목표 지점까지 방사성핵종을 운송해야 하고 또 확산이 

잘 되어야 하므로 주로 방사선기기에 이용되는 베타와 감마 핵종이 이용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1AEA에서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행위 시 사용되는 방사능 

의 양과 각 핵종의 위험도값 (D-value)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를 고려할 때 

Cs-137, Co-60, 1r-192, Sr-9Q 등의 핵종이 주요 대상 핵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개봉 선원을 숨겨 외부피폭 유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숭강장이나 좌석 아래 감마 개봉 선원을 숨겨 

두어 외부피폭을 유발시키는 시나리오이다. 방사선피폭의 경우 피폭직후 바로 영향 

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피해 

를 입을 가능성이 었다. 숨겨둔 선원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이동한 다수의 

사람들이 방사선피해에 대한 공포를 느껴 검사 요구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고려 대상이 되는 핵종으로 Co-60, Ir-192, 1-131 동을 생각할 수 있다. 

Pu-238과 같이 일반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널이 알려진 알파 선원을 이용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체 내부로 흡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방사 

선피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상 핵종의 탐지와 제거가 매우 어렵 

고 또한 일반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 

될 가능성이 있다. 

(3) 특정인 암살을 목적으로 내부피폭 유발 

2006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전직 러시아 정보부 요원이 Po-21O 오염으로 

사망하는 방사능을 이용한 최초의 암살 사건이 발생했다. 매우 작은 양의 핵종을 

이용하여 특정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는 있으 

냐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테러와는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주요 핵종 데이터베이스 

앞에 언급한 시나리오별 주요 핵종과 미국과 러시아 둥 외국에서의 연구결과 

를 고려하여 도시 사고 시 고려해야 할 방사성 핵종을 표 3.2-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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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도시 사고시 고려 대상의 주요 핵종 및 일반특성 

핵종 l6- i1πHr~영1 반감기 주요사용처 

Am-241 a, 'ð 458 y smoke detector, thickness gauge 

Pu-238 a, 'ð, n 86.4 y radioisotope heater unit (RHU) 

Pu-239 a, 'ð, n 24,400 y calibration source 

Ra-226 a, β，'ð 1,602 y medical therapy 

Cm-244 a, 'ð, n 18.1 y heavy metal detector 

Cf-252 a, 'ð, n 2.65 y conveyor gauge, well logging 

Sr-90 13 28 y RTG, calibration source 

Co-60 β，'ð 5.26 y teletherapy , radiography 

Ir-192 β，'ð 74.2 d radiography 

Cs-137 β，'ð 30 y level gauge, sterilization 

1-131 β，'ð 8 d medical therapy 

Tc-99m β，'ð 6 h medical diagnosis 

3. EMRAS-2 프로그램과 도시오염 평가 

국제원자력기구 (1ntem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에서는 변화하는 

방사선환경방호의 새로운 관심사에 대한 회원국의 모델평가 능력향상과 결과에 대 

한 상호조화 도모 등을 위해 2003년부터 약 5 년간에 걸쳐 EMRAS (Environ• 

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 프로그램을 발족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동 기구에서는 EMRAS 프로그램의 수행결과로부터 얻은 교훈과 그동안 방사선 

환경방호체제의 변화 등을 반영한 후속프로그램 EMRAS-2 [3.2-9]를 2009년부터 

새롭게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파EA의 이러한 노력은 EMRAS 프로그램이 시초 

가 된 것은 아니며，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V AMP (1988~ 1994)[2-10]와 

B10MASS (1996~2002)[3.2-1이를 수행한 적 이 있다. 

EMRAS 프로그램 (현재 수행중인 EMRAS• 2 프로그램과 구분하기 위해 2003년 

에 수행된 프로그램을 EMRAS-1으로 명명한다)은 그동안 각기 여러 나라에서 수 

행된 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의 거동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지식을 집대성하기 위해 

1) 환경에서 핵종거동에 대한 모델←모델 예측값 간의 비교 또는 측정값이 유용한 

경우에는 모델 예측값 측정값 간의 비교를 통해 예측결과에 대한 선뢰도를 향상시 

키며， 2) 그 결과로부터 향후 연구에 대한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3) 각 나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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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둥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한다. 통 프로그램은 

40여 개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며， 수행내용에 따라 EMRAS-1과 EMRAS-2 프 

로그램에서는 각각 7 개와 9 개의 분과 C working group)로 나눈다. 일 년에 2 회의 

기술회의 Ctechnical meeting)가 열리며， 그 중 한번은 각 분과별로 개최되는 중간기 

술회의 다른 한번은 모든 분과에서 수행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토의하기 위해 IAEA 

본부에서 총회가 개최된다. 각 분과에서 수행된 결과는 lAEA 기술보고서 

CTECDOC)로 발간되 며 이 러 한 보고서 는 IAEA의 TRS CTechnical Report Series) 

나 SRS CSafety Report Series) 등의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가. EMRAS-2의 구성 

프로그램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EMRAS-2는 EMRAS-1의 후속프로그 

램으로 EMRAS-1에서 수행한 결과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2009년 초에 파EA에서 새롭게 조직하였다. EMRAS-2의 수행내용은 EMRAS-1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새롭게 포함된 내용으로는 ”대표개인 Crepresentative 

individual)"과 같은 국제방사선방호위 원회 O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Protection ; ICRP)의 신권고[3.2-11 ， 3.2- 12]를 반영한 규제이행을 위한 국제지침 

(표준지침) 정립이다. 그림 3.2-5는 EMRAS-2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여주며， 3개의 

주제와 각 주제에 대한 3 개씩의 분과로 세부화되어 있으며 각 분과당 약 15-20 

명 정도가 활동한다. 동 프로그램의 약 3 년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며， 각 분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채 1 : 방사성유흩를 표훈평가방법 철릴 .................. . 

재엌피를표준홍가방법 

기존띠를 g훈용기방법 | 
: : 고훌위 저톨시엄용기 표훌모톨 | 

추체 2 : 비인간훌 표훈평가방법 정링 ‘ ............ .. 

야생동석를전이계수 

비민간훌모앨링 

선앙-RjJt보월링 

추빼 3: 비상시 핑가 정릴 

‘ 도시오명g가 

비도시오염톰가 i 
H-3 시고용기 -_._--- j 

그림 3.2-5 EMRAS-2 프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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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획 피 폭 (planned exposure) 표준방법 정 립 분과 

동 분과는 원자력시설의 승인과 운영단계에 필요한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방출 

로 언한 영향평가를 위한 표준방법과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IAEA는 원자력시설의 방사성유출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모델을 제시 

(IAEA Safety Report Series No. 19)[3.2-13]하고 있지만 평가모델 및 방법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고 있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보수성이 요구되는 규제이행 

을 위한 목적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동 가구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동 분과의 주요 

엄무로는 1)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제철학으로 방법론과 기준치 등이 다양하며 

각기 다른 규제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며， 2) 원자 

력발전소 뿐 아니라 원자력시설 또는 방사선이용시설 (실험실， 병원 등) 등에 대한 

피폭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3) 동 분과에서 설정된 시나라오에 대해 각기 나라에서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상호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기 존피 폭 (existing exposure) 표준방법 정 립 분과 

동 분과는 이미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표준방법 

과 모델 정 립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수행내용으로는 1) 자연발생 방사성물질 

(NORM) , 과거 원자력관련시설과 군사용으로 사용된 방사능오염부지， 체르노빌 원 

전사고로 인한 오염부지 등에 대한 피폭시나라오를 정립하고， 2) 각기 다른 나라에 

서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상호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고준위 처분시설 표준모델정립 분과 

동 분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규제이행 준수를 위한 표준모델 

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지질계에서 핵종이동과정과 피폭경로를 정 

립하고， 2) 지질계 생태계간 핵종이동 연계모델을 정립하며， 3) 기후， 토지이용， 경 

작활동 등의 장기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4) 각기 다른 나라에 

서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상호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동 내용은 과거 BIOMASS 프로그램에서도 수행한 바 있으며， 동 프로그램 

의 내용을 수정， 확장하여 이번 EMRAS-2 프로그램의 한 중요한 분과로 역할을 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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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식물 전이계수정립 분과 

동 분과는 비인간종 (야생동식물) 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방사선방호체계는 인체 피폭과 직접 관련된 생태 

계 관련변수 (예로 농작물 잎의 표면에서 가식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잎 흡수인자， 

오염된 토양에서 농작물의 뿌리를 통한 가식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뿌리 흡수인 

자， 인간의 최종 소비를 위해 공정과정에서 핵종의 손실을 나타내는 식품공정인자 

등)에 국한하였으며 이들은 IAEA TRS- 364와 EMRAS-1에서 많은 자료를 수정， 

보완한 TRS-364 개정본 (발간예정)에 잘 정립되어 있다. 동 분과에서는 TRS-364 

와 유사하게 야생통식물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관련변수자료 발간이 주요 결과물 

이다. 

• 비인간종 모델령 분과 

동 분과는 분과명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인간종에 대한 선량평가모델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나라에서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결과를 비교하 

고 논의한다. 최근 국제원자력관련기구에서는 인간 뿐 아니라 비인간종에 대한 영 

향평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권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가중장기연구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비교를 

위해 동 분과에 제공될 예정이다. 

• 선량 효과 모텔링 분과 

동 분과는 비인간종의 방사선에 의한 영향 이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사능 위해도 (risk) 지원을 위한 선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예측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위해방지를 위한 기준치를 정립할 예정이다. 

• 도시오염평가 분과 

동 분과는 도시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의 거동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환경 

은 인공표면과 복잡한 인공구조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확산뿐 

아니라 표면의 종류 (지붕， 벽， 나무， 토양， 도로 둥)에 따라 침적 또는 오염의 정도 

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오염지역의 주변환경 (예로 평가하고자 하는 위치 

에 공원 또는 건물이 위치)에 따라， 그리고 피폭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예로 건물 

의 1층 또는 맨 위층에 거주) 등에 따라 피폭영향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도시환경 

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1) 원전사고로 인한 

도시 거주민의 피폭， 2) 도섬에서 사회적불안감 조성 등을 위한 방사능테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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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으로 구성된다. 동 분과는 이미 EMRAS-1에서도 수행한 바 있으며， 대기확산 

을 포함하여 내용을 수정， 확장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방출 또는 폭발지점으로부터 

100 m 이내의 단거리 확산 및 침적， 수 십 km까지의 장거리 확산 및 침적을 이번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포함된 부분이다. EMRAS-1에서 수행한 도시환경에서 침적후 

핵종의 장기거동 및 대응행위에 따른 선량저감효과는 당시 결과에 대한 상당한 이 

해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EMRAS-2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침적후 핵종의 장기거동 예측은 국내 중장기연구를 통해 개발된 METRO-K 모델 

이 참여할 예정이다. 동 시나라오 구성을 위해 서울중심가로부터 반경 5krn까지의 

건물 및 표면에 대한 GIS 속성 (건물높이 및 넓이， 벽의 재질， 지붕의 재질 및 모 

양， 차도 및 인도의 폭， 표면의 종류 둥)이 제공될 예정이다. 

• 비도시오염평가 분과 

동 분과는 도시환경과 대조적으로 농업지역， 극지방， 산림지역 둥과 같은 비도 

시지역에 대한 핵종거동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환경에 대한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하고 각기 다른 대응행위에 따른 효과를 비 

교 분석한다. 

• H-3 사고평가 분과 

동 분과는 사고 등으로 인해 삼중수소가 환경으로 대량 방출되었을 때， 환경 

중 거동 평가를 위한 표준 동적모델 (dynamic model)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야간에 사고방출에 따른 유기결합 삼중수소 (OBT; Organically 

Bounded Tritium) 생성의 메차니즘 고찰과 아울러 강우도중 누설시 삼중수소의 변 

환과정을 고찰한다. 각 나라에서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그 예측결과를 비교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다. 

냐. 수행절차 

EMRAS-2의 각 분과에서는 먼저 방사능오염 시나라오를 구성한 후 평가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 (평가자)에게 수집 가능한 자료가 주어진다. 평가자는 자신이 

개발한 모델의 예측결과를 분과장 (leader of working group)에게 제출한다. 분과장 

은 각 모델의 예측결과를 상호 비교하며， 만일 측정치가 유용한 경우에는 측정치와 

도 비교한다. 결과의 비교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써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재평가하여 결과를 다시 제출한다. 분과장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부터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IAEA의 기술보고서로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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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행절차를 그림 3.2-6에 나타냈다. 

다. 도시오염평가 분과 중칸회의 

동 분과의 첫 중간회의가 2009년 7월에 체코의 프라하에 위치한 SURO 연구 

소에서 개최되었으며 3가지 시나리오 (단거리 확산， 장거리 확산， 침적후 핵종거동) 

에 대한 초안이 검토되었다. 침적후 핵종거동에 대한 시나리오는 서울 중섬가를 대 

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하여 작성 (참고자료 참조)하였으며， 동 중간회의에 

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를 섬도있게 논의하였다. 2010년 초 

EMRAS-2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성될 예정이다. 

r---긴i다리호 구성 

톨 
모댈-모댈결과 비교 
[모댈결과-측정치 비교I 

톨 

l 

l [-_. ~-_._.-펴ii작성 

그림 3.2-6 EMRAS-2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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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도시오염 피해저감기술 개발 

1 . 도시환경 오염대책 결정기술 

가. 도샤 오염표면별 적용 가능한 대응책 효과분석 

대응행위의 효율 (effectiveness)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대응행위에 대해 다 

음 속성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펼요하다. 

。 표면오염 또는 농도의 저감 

0 표면선량율의 저감 

o 재부유의 저감 

0 회피선량 

0 대응행위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받는 추가적 션량 

0 대응행위의 기술적 유용성 

0 대응행위의 경제적 비용 

。대응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 

。대응행위로 언한 폐기물 발생 등 부수적 영향 등 

대응행위의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피 

폭선량의 저감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자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3.3- 1]. 

(1) 제 염 인자 (decontamination factor ; DF) 

대응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표면 농도의 저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제염 

인자로 나타낼 수 있다. 

F α‘，jolc (Bq/ m
2

) 

〔강ft cl' (Bq/ m2 
) 

(3.3-1) 

여기서 CíejOl'e와 αijter는 각각 대응행위를 수행하기 전과 후의 표면의 방사능 농 

도를 나타낸다. DF가 2이 면 50 %, DF가 10이 면 90 %, DF가 100이 면 99 %의 표 

면 방사능 농도의 저감 효율을 나타낸다. 제염인자는 표면 오염후 대응행위를 처음 

으로 수행했을 경우와 두 번째로 수행했을 경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물 

세척에 의한 제염은 더욱 더 차이가 난다. 또한 제염효율은 오염 후 경과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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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표면과 오염물질 간의 물리적 화학적 결속력 때문이 

다. 따라서 대응행위는 오염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이다. 

(2) 선량률 감소인자 (dose rate reduction factor ; DRF) 

대응행위를 수행한 직후 감마와 베타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의 감소는 선량 

율감소인자 (DRF)에 의해 표현된다. 

해
 -
떠
 

때
 -
때
 

7
-

따
 

디
 -·D

‘ 뾰
 

(3.3-2) 

여기서 Dbef07.e 와 Dafter는 각각 대응행위를 수행한 전과 후의 선량률을 나타낸다. 

선량률 저감인자는 토양 내부까지 오염물질이 침투해 있는 경우에 보다 유용하며， 

높은 선량률 저감인자를 갖는 강한 감마에너지보다는 베타에너지와 약한 감마에너 

지 방출체로 오염된 경우에 보다 정확하다 

(3) 재부유 감소인자 (resuspension reduction factor ; RRF) 

대응행위을 수행한 직후 표면에서 흡입 가능한 방사성물질의 저감은 재부유 

감소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뼈
 -뼈
 

4 

-
p체
 

破 (3.3-3) 

여기서 ~fore와 Rafter는 각각 대응행위를 수행하기 전과 후에 흡입 가능한 방 

사성물질의 농도이다. 

(4) 선 량 감소 인 자 (dose reduction factor ; DR) 

방사성물질로 인한 외부피폭 뿐 아니라 흡입경로 등을 고려한 가능한 모든 

피폭에 대한 선량의 감소를 나타낼 때는 선량감소인자가 유용하다. 

w= ~before (mBu) 
- D after (짜9v)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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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ejol'C 와 Dajtel 는 각각 대응행위를 수행하기 전과 후 가능한 모든 경로에 

의한 피폭선량을 나타낸다. 선량감소인자는 다양한 대응행위 중에서 이주 

(relocation) Y- 접 근제 한 (access control) 등의 효율성 을 기 술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으나 특정 환경이나 인구 등의 특성에 따라 값의 차이가 많아 일반화하기 어려워 

잘 사용하지 않는다. 

체르노빌 원전 인근 도시지역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제염된 적용된 11가지 대 

응행위에 대해 개요 설용성 선량저감효과 폐기물 및 부수적 효과 등을 도표화하 

였으며 오염토양의 표면제거와 고압수를 사용한 외벽세척에 대한 대응행위 결정을 

위한 속성 등을 표 3.3-1에 각각 나타냈다[3.3→2]. 

냐. Pripyat 도시지역에 대한 대응행위의 적용 

1986년 체르노벌 원전사고와 그 이듬해 브라질 Goia띠a에서 일어난 Cs • 137 방 

사선원 분섣사고는 많은 인공 구조물 또는 인공 표면으로 이루어진 도시환경에 대 

한 핵종 거동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제르노 

빌 원전 사고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북유럽 국가를 중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방사선 

환경안전에 대한 7가지 최선 이슈 (issue)를 선정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EMRAS 프로그램을 조직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o 환경에서 핵종거동에 대한 모델 예측값 간의 비교 또는 측정값이 유용한 경우 

에는 측정값과 예측값 간의 비교를 통해 모델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시키며， 

0 그 결과로부터 향후 연구에 대한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o 각 국의 실험， 정보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았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7가지 이슈에 대한 분과 (working group)를 조직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시환경 방사능 오염평가 분과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도시환경에서 인 

체에 대한 피폭을 평가하고 비교함으로써 현재까지 얻어진 과학적 지식에 대한 상 

호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도시오염 평가모델 METRO-K[3.3-3, 3.3-4]는 

도시환경 방사능 오염평가 분과에서 평가모델로 선정되어 체르노별 원전사고와 같 

은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 시나리오 (widespread contamination)와 방사능테러와 같 

은 좁은 지 역의 오염 시나리오 (localized contamination)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3.3-5, 3.3-6,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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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대응행위 결정지원을 위한 속성 

오염토양의 표면제거 

·대기부유물 Cs의 토양 침적은 일반적으로 수년동안 토 
양의 표면에서 수 cm 부근에 대부분 분포 

·감마스펙트로메트리를 사용한 토양의 핵종 수직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토양의 비옥도 손상과 폐기물 발생량을 

개요 l 최소화하고 선량저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토양의 깊이 

실용성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제외) 

선량저감효과 

폐기물/부수효과 

결정 

l표면의 제거작업은 불도저 또는 유사 장비로 수행 
l방사능오염 이후 땅을 경작하지 않았다면 효과를 극대 

화할수 있음 

.불도저， 폐기물 매립지 또는 저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트럭， 폐기물 매립지를 만들기 위한 각종 장비 필요 

.연료 (경유 동)， 매립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도로시설이 
필요 

·기술을 갖춘 작업자가 필요하며 최적 깊이를 제거하고 
오염토양이 바오염토양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 요 

함 
.먼지가 일어나는 곳에는 마스크와 방호복 착용 권고 

.장비 : 소형 불도우저 (Bobcat) 56,000 천원/대 
대 형 불도우저 126,000 천원/대 

.소모품 : 석유 0.04 L/m2 (=56 원1m2) 
(주) 1 EURO= 1400 원， 경 유 1 L=1400 원 기 준 

.작업 소요시간은 5~10 man-days/10000 m2 (=1 ha.) : 
폐기물운반과 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시간은 제외 

·영향을 주는 요소 : 비용은 제거되는 동원되는 장비， 
토양층 깊이， 기타 소모품， 매립장까지 거리， 제거되는 

토양의 종류， 조건， 면적， 지형 둥 

.토양오염분포에 근거하여 최적화하는 경우 DF (선량 
저 감언자) 또는 DRF (선 량율저 감인자)=10~30 

l영향을 주는 요소 : 제거토양의 최적깊이 (작업자의 숙 
련도)， 표면의 면평도， 핵종의 수직분포， 대응행위 수 
행시점 (토양내 핵종이동에 기인) 등 

·제한된 작업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자의 외부 피폭 
선량은 오염지역 거주자의 외부 피폭선량보다 2~3배 

까지 높을 수 있음 

.토양의 표면총 5 cm 제거시 폐기물발생량 70 kg/m2 

.토양의 비옥도 및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적 손 

설， 토양침식을 야기 

·제염작업 이후 거름을 주는 작업이나 식목이 필요 
.구 랴시아 지역 여러 지점에 중간규모 (2애o m2)로 실 
시함 

1-48 



표 3.3-1 계속 

고압수를 사용한 건불의 외벽 세척 

·약 150 bar의 고압세척장비를 이용하여 벽에 고착된 
방사성물질을 물세척하여 제거 

.물세척은 벽의 상부부터 시작 
개요 1 .대체방법으로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이용할 수 있으 

냐 효과는 다소 떨어점 
l많이 오염된 건물의 외벽에 적용 
.오염후 수행시점까지 시간경과가 길수록 효과는 저감 

l호스， 터보노즐， 이동식 가압세척기 (대표적 무게 80 
kgl대)， 수송차량이 요구되며 고층의 경우 비계나 이 
동식 리프트가 추가로 필요 

.물공급 및 전기공급 계통이 필요 

설용성 1.장비수송을 위한 연료 (경유 등) 펼요 
·지역의 제염업체와 소방대의 경험 활용이 가능하며， 
미숙련자도 약간의 교육만으로 수행이 가능 

.고층의 경우 구명 맛줄이 필요하며， 분진발생은 적음 

·외벽은 방수여야 함 

·터보노즐을 가진 이동식 가압세척기 : 4,200 천원/대 
또는 소방호스장비 1，400천원/대 

비용 1. 1:1 1 계， 리프트의 비용은 필요에 따라 가변적 
(폐기물처리비용제외) 1 .물소모량 : 20 L/m2 

선량저감효과 

폐기물/부수효과 

l전기료 : 380 V, 12 A (경유 4 L!hr) 및 장비수송비 
.작업자 소요시간:1~2 분1m2 (소방호스 0.1~0.2 분1m2) 

.DF=1.5 (소방호스)~4 (가압세 척 기 ) 

.영향을 주는 요소 : 절차， 사용된 수압과 시간， 물의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높음 ; 일반적으로 60 
~80 "C)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페인트가 칠해진 부 

분에는 효과가 높음 

·벽의 재질에 따라 효과의 큰 차이는 없음 
l작업자의 외부피폭선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외부피폭 
선량보다 2~3 배까지 높을 수 있음 

.세척시 오염물질의 지표로 이동과 벽으로 전이되지 않 

도록 주의 (세척으로 인한 지표면 오염은 별도로 취 

급) 

.액체폐기물 20 L/m2, 고체폐기물 0.4 kg/m2 발생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l배수구가 없는 경우 지하실에 피해를 줄 수 있음 
.구 러시아의 많은 단독주택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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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개요 

실용성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제외) 

선량저감효과 

폐기물/부수효과 

도로 오염표면의 연마 

.연마기계 (폭 2 m)를 사용하여 아스발트 도로의 표면 
(1 cm)을 제거 

·아스발트 내로 방사성물질의 이동은 무시 가능하며 콘 
크리트 도로도 유사함 

.교통량이 많은 곳은 차량효과로 오염 첫해에만 농도는 
약 1/3로 감소 

l교통량이 적은 곳은 오염 후 15년 이내에 수행된다면 

농도 저감효과를 볼 수 있음 

.도로연마기， 폐기물 매립지로 운반비용 및 매립지 건설 

벼용 
.경유와 매립지까지 도로가 필요 
.파펀으로 인한 작업자 보호， 오염이 많이 된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도로연마기 : 98,000 천원/대 

.경유 : 8 L/hr 

.4명 이 1조로 작업 하여 1000 m2가π 가능 

.바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도로의 편평도와 상태， 연마 
기 크기， 지형， 작업자 숙련도 등 

.DF = 5~10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작업의 균일성， 연마깊이와 
관련하는 도로의 편평도와 상태， 작업자 숙련도 

·제한된 기간을 넘는 경우 운전원(작업자)의 외부피폭선 
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피폭보다 2~3 배까지 높을 수 

있음 
l영향을 주는 인자 : 오염 후 수행시점， 작업수행의 일관 
성 

·흡입에 따른 작업자피폭 방지 필요 

.1cm 깊이 제거시 15 kg/m2 고체 폐기물발생 

.많은 고체폐기물 수집， 수송， 저장 둥이 필요 
l매립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폐기물의 독성 
.CIS에서 소규모로 실행， 체르노빌 이전에 미국에서 실 

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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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개요 

3개 토양층의 순서변경 

·삽을 사용하여 토양의 3개 수직층의 순서 변경 

·가장 오염이 많이 된 최상층 (표면에서 5- 10 cm)은 가 
장 밑층으로， 가장 아래층 (표면에서 15-20 cm)은 중 
간층으로， 중간층 (표면에서 15-20 cm)은 표면층으로 
변경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을 차폐시키면서 토양의 비옥 

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토양이 오염되기 전에 경작되지 않았다면 보다 높은 효 

과를 볼 수 있음 

l개인의 마당， 정원 오염 등에 수행이 가능 

·서리가 있는 기간에는 수행이 불가능 

실용성 1.삽으로 많은 가정에서 손쉽게 실행 가능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제외) 

선량저감효과 

폐기물/부수효과 

·삽 : 21,000 원 
.소요시간 : 10 분1m2 

l영향을 주는 인자 : 개인의 작업진행률， 토양의 종류 및 
조건 (습기， 계절 ) , 지형 

.DRF = 5-10 
·영향을 주는 인자 : 토양의 종류 및 조건 (무른 토양은 
최적화하기보다 어려움)， 층의 최적 깊이， 수행시점 

l제한된 기간을 넘는 경우 운전원(작업자)의 외부피폭선 
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피폭보다 2-3 배까지 높을 수 
았음 

.영향을 주는 요소 : 작업 진행과정의 일관성 

.오염물이 지하수에 보다 근접 (Cs의 경우 토양과 결합 

력이 매우 강함) 
.부분적으로 토양의 비옥도， 생물의 다양성 손실， 토양 

침식 

.CIS에서 여러번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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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기계에 의한 지붕 청소 

.700 L/min의 물과 압축공기로 구동되는 회전브러쉬 사 
용 

.오염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닫힌 시스템 
개요 1 (closed system)에서 수행 

.설비만 있다면 넓은 지역 오염제거 가능 

.지붕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오염 후 장기간 경과 후에도 
적용 가능 

.지붕청소설벼 (필요시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이동성 공 
기 콤프레샤)， 비계， 이동성 리프트 

.폐기물을 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한 트럭， 매립지를 만들 
기 위한 기계류 둥이 필요 

실용성 1 .물 (펼요에 따라 경유)， 장비/폐기물 수송을 위한 경유，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제외) 

선량저감효과 

폐기물/부수효과 

매립지까지 도로시설 

.적은 교육으로 비숙련된 사람이 혼자 수행 가능 

.안전션을 치고 방수복이 권고， 먼지의 흡입에 따른 위험 
은 무시 가능 

.지붕청소기계 : 8,400 천원/대 (필요시 이동성 공기 콤 
프레샤 : 1 ，400천 원/대 ~ 2，800천 원/대) 

.물 13 L/m2 (이동성 콤프레샤 운영을 위한 경유 5 
L!hr) 

.1~2언이 작업하는 경우 4~8 분1m2 소요 

.영향을 주는 요소 : 비계/이동성 리프트， 이동성 콤프레 
샤의 필요 유무， 작업자 숙련도 

.DF = 2~ 10 (eterr디te， 흙， 콘크리트 지붕의 DF는 낮고 

실리콘처라 지붕은 높음， 얄미늄/철의 경우 보다 더 높 
음) 

.영향을 주는 인자 : 오염물의 형태 (크기， 용해도)， 사용 
된 물과 시간， 물의 온도가 높으면 보다 효과적 엄， 오 
염 후 수행시점 (오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합력 
은 보다 강함) 

.제한된 기간을 넘는 경우 운전원(작업자)의 외부피폭선 
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피폭보다 2~3 배까지 높을 수 
있음 

.영향을 주는 인자 : 이웃지붕에 대한 처리 등 

.물 13 L/m2 속에 고체 폐기물 0.2 kg/m2 정도 발생 
l사용된 물을 간단한 펼터로 거른 후 청소에 재사용 
.고체페기물 생성 불가피， 폐기물은 지붕의 배수구 없이 
는 수집이 불가능 

·석면지붕의 경우 고체폐기물의 독성문제가 발생 
l체르노빌 사고후 CIS에서 여러 지붕에 대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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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개요 

실용성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제외) 

선량저감효과 

폐기물/부수효과 

쟁기로 갈아 묻음 

.오염된 상부 5 cm 표토층을 토양속으로 묻음 
l토양의 차폐효과와 함께 토양의 비옥도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음 
.오염된 후 경작되지 않은 상태의 토양이 적용이 유리 
l오염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효 
.서리 발생기간에는 불가능 

• 트 랙 터 와 skim-and • burial plough 
.경유가 필요 

.경험이 있는 농부에 의해 수행 가능하며， 수행 목적을 

주의깊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 
l먼지가 많은 조건에서는 마스크와 방호복 착용이 권고 
·지하수면이 높으면 조심하고 사암 (sandy soil)인 경우 
에는 효과가 떨어지며 이후 거름공급이 필요 

l트래 터 : 70，000천 원/대 plough : 5，6000천 원/대 

l 경 유 15 L/ha (1 ha=10,000 m2
) 

.소요시간 :3 시;Q/ha 
l영향을 주는 인자 : 개인의 노동력， 토양종류와 조건 
(습가， 계절)， 지형 

.DRF = 6~15 

.토양종류와 조건 (무른 토양은 최적화하기보다 어려움)， 
토양의 최적깊이， Cs의 수직분포에 대한 균질성， 적용 

시기에 따라 영향을 줌 

·제한된 기간을 넘는 경우 운전원(작업자)의 외부피폭선 
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피폭보다 2~3배까지 높을 수 

있음 

·영향을 주는 인자 : 절차에 따른 작업의 일관성， 작업원 
에 대한 마스크， 방호복 등에 대한 대책 

l폐기물 발생이 없고 폐기물 운반비용 등이 들지 않음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보다 근접 (Cs은 토양과 결합력이 

강함) 
l토양 비옥도 및 생물의 다양성 손실 

.토양침식 

l향후 토양이용에 대한 제약 : 깊은 경작금지 
.CIS와 덴마크에서 여러변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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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지붕청소 트롤리를 사용한 지붕청 소 

.65
0

C 의 뜨거운 물과 150 bar의 고압 회전노즐 사용 
.고압 회전노즐을 트롤리에 장착 

개요 1 .청소는 폐쇄시스템 (closed system)에서 수행 
·지붕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오염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효 

.지붕 청소용 트롤라 (고압/고온 세척수 발생기 포함)， 
비계， 이동성 리프트， 매립지 운반을 위한 트럭， 매립지 

를 만들기 위한 장비 

.물， 경유 (고온/고압 발생， 장비/폐기물 수송)， 매립지까 
실용성 | 지 도로 .2 명의 작업자가 필요 (비숙련공도 가능; 지붕과 지상에 

각 1인) 
l위험선 표시하고 방수복 착용권고 먼지발생은 무시 가 

느
。
 

비용 

(폐기물처리벼용제외) 

선량저감효과 

폐기물/부수효과 

l지붕청소용 트롤라 : 700천 원/대， 고온/고압 발생기 
52,500 천원/대， 필요한 경우 비계나 리프트 사용료 

.물 30 L/m2 (경 유 8 L/hr) 
l두명의 작업자 각각 10 분1m2 소요 
.영향을 주는 요소 : 비계/리프트 필요성， 작업자 숙련도 

.DF = 3 

.영향을 주는 요소 : 오염원 형태 (크기， 용해도)， 사용된 
물과 시간， 지붕재질， 작업자 숙련도， 오염후 시간이 결 

과하면 오염물질은 보다 강하게 고착 

·제한된 기간을 넘는 경우 운전원(작업자)의 외부피폭선 
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피폭보다 2~3배까지 높을 수 

있음 
·영향을 주는 인자 : 이웃지붕에 대한 처리 

l물 : 30 L/m2, 고체 폐 기물 : 0.2 kg/m2 발생 
.사용된 물은 거른 후 재사용 
.고체폐기물 발생이 불가피 지붕 물받이을 사용하여 폐 
기물 수집 

·석면지붕인 경우 고체폐기물의 독성이 문제될 수 있음 
.CIS에서 지붕 제염에 수행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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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개요 

실용성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제외) 

선량저감효과 

폐기물/부수효과 

삽을 사용하여 30 cm 깊이로 팝 

.삽으로 30 cm 깊이로 땅을 파서 토양을 뒤엎음 

.토양의 차폐효과 

.오염후 경작되지 않은 토양에 유효 

.작업자의 선량을 고려하고， 오염된 후 가능한 빨리 수행 

하는 것이 효과적 
.오염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후에도 유효 
·서리 기간동안은 불가능 

l삽 
·약칸의 교육으로 지역 주민에 의해 쉽게 수행가능 
l먼지가 많은 조건에서는 마스크와 방호복 권고 

·지하수 수면이 높은 경우에는 조심 

·삽 : 21,000 원/개 
.15 분1m2 소요 
l영향을 주는 인자 

(습기， 계절 )， 지형 

.DRF = 2-4 

개인의 작업률， 토양종류와 조건 

·영향을 주는 언자 : 토양종류와 조건 (무른 토양이 최적 
화하기보다 어려움) 

.제한된 기간을 넘는 경우 운전원(작업자)의 외부피폭선 

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피폭보다 2-3 배까지 높을 수 
있음 

l영향을 주는 언자 : 절차에 따른 작업의 일관성， 필요에 
따라 호흡기와 방호복 착용이 요구 

.폐기물 발생이 없으며， 수송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둥도 거의 없음 

.CIS에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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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풀의 절단과 제거 

개요 
·거주지 주변의 오염된 풀을 절단하고 조심스럽게 제거 

·시행하기 전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 보다 유효 

·낫과 같은 간단한 장비 이용 
실용성 .비숙련된 일반인도 약간의 교육으로 쉽게 수행 가능 

l먼지가 많은 조건에서는 마스크와 방호복 권고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제외) .낫 :5천 원/대 

.DF = 2-10 (특히 건침적의 경우 DF = 8-10) 

.영향을 주는 요소 : 절단의 조밀도， 운반의 조섬성， 수행 

선량저감효과 
전 강우의 유무 

.작업자의 외부피폭선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외부피폭 

선량보다 2-3 배까지 높을 수 있음 
l절단후 오염물질이 지표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 

폐기물/부수효과 .CIS에서 수행됩 

표 3.3-1 계속 

나무의 가지치기 및 제거 

.오염후 초기에 수행된다면 오염물질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나무에 부착된 오염물질이 토양 등으로 이동되지 않도 

개요 
록 조심스럽게 제거 

·시행하기 전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 보다 유효 

·나무의 잎에 오염물질의 약 98 %가 침적 (원소성 요오 
드의 경우 약 75 %) 

·침엽수는 2-6 년마다 잎갈이 

.톱과 같은 간단한 장비 이용 
실용성 .비숙련된 일반인도 약간의 교육으로 쉽게 수행 가능 

.먼지가 일어나는 조건에서는 마스크와 방호복 권고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제외) .톱 : 10，어O 원/대 

.가지치기는 DF<50까지 가능하며， 완전한 냐무의 제거 

는 100 % 오염물질의 제거를 의미 

선량저감효과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지치기 조밀도， 운반의 조섬성， 수l 
행전 강우의 유무 

·작업자의 외부피폭선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외부피폭 
선량보다 2-3 배까지 높을 수 있음 

.절단후 오염물질이 지표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 

폐기물/부수효과 .CIS에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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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오염도로의 물세척 

.소화전에서 소방호〈를 이용하여 포장도로에 고착된 방 

개요 
사성물질을 물세척하여 제거 

.오염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오염후 수행 
시점까지 시간경과가 길수록 효과는 저감 

실용성 
.호스， 물공급 및 전기공급 계통이 필요 

·지역의 제염업체와 소방대의 경험을 활용 가능 

l소방호스장비 1,400 천원/대 
비용 l물소모량 : 20 L/m2 

(폐기물처리비용제외) .전기료 : 380 V, 12 A (경유 4 L!hr) 
.작업자 소요시간: 0.6~ 1.2 분1m2 

.DF = 2~4 
·영향을 주는 요소 : 절차， 사용된 수압과 시간， 도로의 
조건 (갈라진 틈， 편평도 등)， 입자의 크기 

선량저감효과 
l특히 입자의 크기가 비교적 큰 44-100 때인 경우 DF = 

50까지 가능 
·작업자의 외부피폭선량은 오염지역 거주민의 외부피폭 
선량보다 2~3 배까지 높을 수 있음 

l세척시 오염물질의 지표로 이동 않도록 주의 

·액체폐기물 발생 

폐기물/부수효과 
.오염물질은 하수처리장에 수집되며， 일부는 강이나 하천 

으로 유입되어 오염될 수 있음 

.CIS에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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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시나리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해인 1986년 9월 24일에 Pripyat District #4 

(그림 3.3-1)에서 토양에 침적된 핵종농도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피폭 시나리오에 대 

해 대응행위에 따른 선량의 변화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동 지역에 적용된 대웅 

행위와 문헌을 통해 선정된 선량률 저감인자를 표 3.3-2에 나타냈다 [3.3-8]. 

(2) 대응행위에 따른 선량저감계산결과 

그림 3.3-2는 METRO-K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대응행위에 따른 실내 작업 

자의 연간 흡수선량을 보여준다. 체르노빌 사고 후 첫 해의 결과는 3개월 (1986년 5 

월 1일부터 1986년 8월 1일)까지의 총 흡수선량을 나타내며， 이후부터는 각 해 8월 

2일부터 다음해 8월 1일까지 1년간의 흡수선량을 나타낸다. 사고후 첫 해의 총 흡 

수선량은 3개월만 고려한 것이지만 다른 해의 연간선량에 비해 월동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염후 대응행위는 가능한 빨리 수행하는 것이 선량의 저감에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1 Pripyat District #4와 평 가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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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강 대응행위와 적용된 선량률 저감언자 

Time of application 
DRF 

Remediation measure after the accident 

Cutting and removal of grass Day 7 5 
Washing of roads Day 14 (no rain) 5 
Washing of roofs and walls Day 14 (no rain) 5 for roofs, 

7 for walls 

Removal of trees and leaves Day 30 20 
Removal of soil (5 cm) Day 180 20 
Relocation of population For the first 2 weeks 
Relocation of population For the first 6 weeks 
Relocation of population For the first 6 months -

오염지역을 벗어나는 이주 (relocation)는 단기적으로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 

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매우 큰 대응행위이다. 주민이 오염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풀， 잔디 등을 깎고 제거하는 것이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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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 Removal of soil 
_ Relocation for 2 weeks 
_ Relocation for 6 weeks 
_ Relocation for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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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llowing an accident 

그림 3.3-2 대응행위의 수행에 따른 실내 작업자의 연간 흡수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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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대응행위 중에서 선량률 저감인자가 가장 높은 것은 오염토양을 제거한 

다든가 나무의 잎 또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시나리오의 가정에서 두 대응행 

위는 방사성물질의 침적 후 각각 1 개월 후와 6 개월 후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기 때문에 오염된 풀， 잔디의 제거보다 오염 후 첫 해에서 선량의 저감효과는 낮 

게 나타났다. 오염 후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은 각기 다른 대응행위의 적용에 따른 설내 작업자의 누적 흡수선량을 

보여준다. 오염 직후 장기간 이주는 선량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주를 제외한 

대응행위 중에서는 오염된 풀， 잔디를 잘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응행위의 선량저감에 대한 효과는 각 시냐리오 

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피폭영향을 주는 각기 다른 오염표면의 기여와 오염 

표면에 대한 핵종거동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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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llowing an accident 

그림 3.3-3 대응행위의 수행에 따른 실내 작업자의 

3.3-4는 

01-Aug-90 

누적 흡수선량 

실내 작업자의 피폭 시나리오에 대해 도시환경 방사능오염 평가분 

모델의 예측값 간 벼교결과를 보여준다 (Model 3는 METRO-K의 예 

오염 후 첫해에 대한 예측결과 간의 차이는 10 배 이내를 나타냈으나 오 

과에 참여한 

측결과엄). 

염 후 20 년째 해에 대해서는 약 100 배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오염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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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핵종거동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적은 반면 장기 핵종거동은 불확실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ETRO-K로 예측한 결과는 다른 모댈의 예측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Doses through 1 August 1986 Doses through 1 Augus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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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참여 모델간 연간 흡수선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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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책 결정지원 기술 

가. 대응행위 결정지원 기법 분석 

원자력 사고시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방호를 위해 제안된 대응행위에 대해 최 

선 또는 최적의 방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호의 최적화는 대응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부담과 피폭 부담의 합으로 나타내는 총 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여 순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개념과 동일하다. 이러한 대 

응행위의 최적화의 일반적 절차는 그림 3.3←5와 같다. 

그림 3.3-5 대응행위의 최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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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응행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문제의 범위 

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응행위의 방안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먼저 적용 가능한 모든 대응행위를 설정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다양한 대응행위 

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때에 따라 창의적 방안들도 최대한 포함시킨다. 

이러한 방안의 열거는 전문가의 경험이나 가용한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받음으로 

써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방안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 중 

요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누락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최적화를 수행하여도 최선의 대 

응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응방안이 열거되면 그 중에서 경험이나 상식적 판 

단에서 전혀 불합리한 방안은 제외한다. 필요에 따라 이 단계에서 간단한 비용효능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지 못한 방안은 제외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남아 있는 방 

안을 두고 상호 우위를 판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방안과 관계되는 인자들 

을 도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인자들로는 대응행위에 따른 직접비용과 그 효과가 

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인자들도 있을 수 었다. 

대응행위에 따른 효과는 주로 그 대웅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집단선량 

의 감소 뿐 만이 아니라 개인선량 분포의 하향이동을 들 수 있고 또한 충분한 보호 

를 받는다는 심리적 안도감 등도 긍정적 측면의 효과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 

담측면에서도 직접비용이나 피폭선량 이외에 대응행위를 수행함으로 인한 불편함과 

같이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인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자들 중에는 방사선 

방호와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다. 오늘날과 

같이 방사선 위험에 대해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바가 실제 위험의 크기와는 거의 

무관하게 사회적·섬리적 측면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대응행위 

도 무력하게 만들거나 다른 특정한 방안을 선호할 수도 있다. 

관련 인자들이 설정되고 정량화되면 적절한 의사결정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최적 

화를 정량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인자들을 최대한 정량화해야 한 

다. 다소 무리함이 있더라도 정량화하는 것이 정량화하지 않고 판단과정에 정성적 

으로 판단하려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높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으로만 취급하면 자 

칫 충분히 가치가 있는 방안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에 사용하는 모델이나 

가정 및 압력변수 값들은 최대한 현설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경험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상대응 결정지원을 위한 정량적 분석기법은 다른 최적화 또는 의사결정 분야에 

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OCRP-55)에서는 다음 4가지를 대표적인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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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 용효능 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o 비 용편 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 다속성 효용 분석 (multi-attribute utility analysis) 

o 다범 주우위 분석 (multi-criteria outranking analysis) 

정량적 최적화를 위한 필수과정은 아니지만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민감도분석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인자들을 고정하고 하나의 인자를 불확실한 영역의 

범위에서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그 변동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 특히 대웅행위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불확 

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 최적화란 실제 방안이 시행되기 앞서 수행되는 미래 예측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설성에 대해 민감도분석은 중요 

한 인자의 인식이나 분석결과의 안전성 판단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량화하 

기 힘든 인자에 대한 고려는 정량적 분석의 결과 또는 민감도분석까지 거친 결과에 

보조인자로써 비교 검토되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최적화의 결과가 된다. 그러나 

대응행위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기타 인자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량적 최적화의 

결론이 최종 방안이 되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정량적 최적화의 결론은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입력일 뿐이며 여기에 정치적 사회적 인자를 종합 판단하 

여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1) 비용-효능 분석 

비용과 효능 (예로 집단선량 둥)에 대한 그래프를 사용하여 가장 안쪽에 위 

치하는 점들을 연결하는 비용효능곡션을 그리며， 이는 결국 비용과 효능측면에서 

이 곡선 상에 있는 방안이 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정된 방안 중에서 선택은 

무엇을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 비용-편익 분석 

이 방법은 대응행위에 따른 비용과 예상되는 잔류피폭의 부담을 정량화한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대응행위를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피폭 

부담을 집단선량에 단순비례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피폭선량의 준위에 따라 위 

험의 차이， 심리적 거부감 등까지 보다 복잡한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단순 비 

용편익 분석 (simple cost-benefit analysis)과 확장 바용편익 분석 (extended cost-

1-64 



benefit analysis)으로 나눈다. 이 분석법에서는 단위 집단선량당 금전가의 설정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값은 피폭이 위험도에 연계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람의 생명이 

냐 건강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는 의미가 있어 일반인에게는 거부감을 줄 지 모르나 

정량적 최적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자이다. 이 인자는 방사선방호분야 뿐 아니 

라 다른 분야에서도 인명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부 

정만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값은 생명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관점이 아난 

우리 사회가 건강을 위해 투자할 의지를 나타내는 양으로 완곡한 표현을 쓰기도 한 

다. 이 값은 인명이나 건강에 대해 사회가 열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것 

은 분명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공통적 값이 아년 그 사회의 배경에 따라 달랴 부여 

된다. 

(3) 다속성 효용 분석 

이 방법은 각 방안의 동일 인자에 대해 서열에 해당하는 부분효용 (partial 

utility)을 설정하고 각 인자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된 부분효용의 총합으로 

나타내는 총효용 (total utility) 이 최대가 되는 것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4) 다범주 우위 분석 

이 방법은 다속성 효용 분석을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보다 모호한 경 

우에 적용하는 기법으로 인자와 방안들을 두가지씩 상호 우위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 

원자력시설의 비상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 등을 포함한 주민에 대한 방사능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폭경로에 대해 적절한 대응행위가 제 시간에 취 

해져야 한다.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 (ICRP-55) [3.3-9]에서는 이러한 대응행위 결정 

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었다. 이들 방법 중에서 

단순 비용편익 분석법은 경제적 이론에 업각하여 가장 잘 확립되어 있어서 방사선 

방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분석에 가장 오랫동안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결정지원 관련요소를 금전가로 정량화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사고후 초기에는 사회적 섬리적 요소 등과 같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결정지원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정량적 요소와 비정량적 요소가 공존하 

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결정지원 방법으로 다속성 효용 분석법이 최근에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이 방법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 

면 모든 비상대응 관련요소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주관적 판단 

에 많이 좌우되는 단점이 았다. 따라서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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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이주， 음식물 섭취금지 등과 같은 장기 대응행위 결정지원에는 비용 편익 분 

석법이， 비정량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대피， 소개와 같은 초기 대응행위 결정 

지원에는 다속성 효용 분석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능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취득 및 사용의 제한 등으로 만 

일 도섬에서 방사능 테러가 발생하여도 이는 인명의 살상보다는 사회 혼란의 야기 

가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방사능테러의 경우 사건발생 이후 오염된 주변 환경의 

복구가 주요 관심이며， 비용편익분석이 방사능 피폭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량적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써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냐. 대응행위 결정지원 방법론 개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대응행위를 수행할 경우 방사선 

방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았다. 그 기본 원칙은 1) 대웅행위 

를 수행함에 따른 손실보다는 이득이 많아야 하며， 2) 대응행위는 순이득이 최대가 

되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Y-X 

여기서， 

B : 순이득 

~Y: 대웅행위로 인한 회피선량 (avertable dose)의 금전가 

X: 대웅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 

(3.3-5) 

회피선량의 금전가는 단위선량에 대한 금전가를 나타내는 a 값로부터 계산된다. 

~Y= a ~S (3.3-6) 

여기서 ~S는 대응행위를 수행함에 따라 회피선량으로 대응행위의 최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선량보다는 집단선량으로 표현한다. 최대 순이득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dB(η d~ Y(I) . dX(I) ~ 
dI dI dI-

(3.3-7) 

여기서 l는 최적화하기 위한 변수이며， 만일 대응행위 수행시간을 최적화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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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면적이 

3.3-6에 나타냈 

경우에는 

그림 

최적화할 

개념도를 

크기를 

위한 

대응행위의 

최적화하기 

것이며， 

수행시간을 

수행시간이 될 

것이다. 대응행위의 

에
 
” 。T 

될 

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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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인이 되며， 있는 수행시간은 /
T 그림 3.3-6에서 선택된 대응행위가 정당화될 

~pt가 된다. 그림 3.3-7은 체르노빌 사고 퉁으로부 

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도시환경에 적용 가능한 대응행위의 비용과 이에 따른 

선량의 감소를 보여준다[3.3- 1이. 이러한 비용과 선량감소의 효과는 사고유형， 사고 

가 발생한 주변 환경여건 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그림은 일반적 또는 대표 

이득이 최대가 되는 수행시간은 

적인 예시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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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응행위 수행시간의 최적화 

(짚 : 대웅행위 수행의 최적시간， 과 : 대응행위가 정당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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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대응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과 이득 

마당의 정원을 경우 있을 습침적이 언한 강우로 그럼에서 좌측하단 (예로 상기 

효과적인 것 보다 님l 용과 선량감소 측면에서 록
 

스
 
’ 갈

 
파내기)으로 굴착기로 삽이나 

진공청소기나 세척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경우 교체한다든가 습침적의 

실내를 청소하는 것은 비용과 선량감소 측면에서 

부
 
。지

 
반대로 나타낸다. 

。

E프 

EMRAS (Environmental 

마. 대용행위 최적화의 적용 

국제원자력기구 (파EA) 주관 국제공동비교프로그램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가 2002년부터 2007년 말까지 수행 되 었으며 

도시오염평가분과 (Urban Remediation Working Group)에서 중장기 연구 

::;:r 동
 

로그램의 

도시환경 방사능오염평가 프로그램 METRO-K의 결과가 참여하였 

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도시오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상호 비 

중에서 도섬에서 가상의 방사능테러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도 포함 

를 통해 개발된 

::J.. 교되었으며， 

가상의 방사능테러가 발생한 지점과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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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프로그램에서 

구 주변 환경을 보여준다. 

3.3-8은 그림 되었다. 



그림 3.3-8 방사능테러가 발생한 가상의 도시 주변환경 

그림의 중심에 위치한 분수대에서 5 kg의 재래식 폭약에 분말형태의 Cs-137 50 

TBq이 지표면에서 폭발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사건의 발생은 엄의의 해 7월 1일이 

며 이때 풍속은 5 m/s로 서풍이며 비가 없는 맑은 날씨였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 

기준표면 (잔디 또는 토양)과 공기 중에서의 오염 농도 계산은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LLNL)에서 개발한 HOTSPOT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 

며， 그 결과가 도시환경오염분과에 참여하는 모텔의 초기 입력자료로 주어졌다. 분 

수대 인근에는 60 층의 상업용 건물 (B버lding #1으로 표시)이 위치해 있다. 

METRO-K를 사용하여 동 시나라오를 모사하기 위해 먼저 그립 3.3-9와 같이 평 

가대상 주변 환경을 단순화하였다. METRO-K로부터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 (아파트 밀집지역 ; 그렴 3.3-10)을 선택하였 

다. METRO-K의 아파트 밀집 환경과 가상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환경을 비교하여 

가능한 유사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kerma 값은 오염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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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9 전산모사를 위해 단순화한 주변지역 

그림 3.3- 10 METRO-K에서 아파트밀집지역의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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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참여한 3가지 그림 3.3-11은 EMRAS 프로그램의 방사능테러 시나라오 계산에 

예상되는 사고 

보여준다. 모델간 결과는 10 배 

직후부터 약 10 배 정도의 차이 

층 실내에서 1 테러가 발생한 인근 Building #1의 

결과를 

사고 

변화 

결과는 

초기 

선량률의 

모델의 

표면의 

직후부터 사고후 20 년까지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를 나타내는데 이는 서로간의 

델로부터 계산된 

오염도의 차이， 선량률에 대한 오염표면 

의 기여， 고려하는 피폭경로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Building 1, inside, flo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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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상업용 60 층 건물의 1 층 설내에서 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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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간 예측된 피폭선량률과 동일한 

초기 선량률로 정규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METRO-K와 RESRAD-RDD는 전 기간 

에 걸쳐 3 배 범위 내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CPHR은 상당한 차이를 나 

타냈다. 또한 피폭선량률의 감소 기울기도 CPHR은 다른 모텔에 비해 매우 완만하 

그림 3.3-12는 Building #1의 1 층 실내에서 

기여하는 피폭선량률에 이외에도 이러한 차이는 수학적 접근방식과 적용값 

표면의 이해 동에 대한 차이에 기인하였다. 

였다. 

오염 

Building 1, inside, flo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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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은 방사능 테라가 발생한 후 Building #1 의 외부에서 시간에 따른 피 

폭선량률에 대한 오염 표면의 기여를 나타냈다. 방사능 테러 직후 METRO-K의 경 

우 토양 또는 잔디， 가로수， 포장도로의 순으로 오염 표변에 대한 피폭선량률의 기 

여가 높았다. 오염 나무의 영향을 고려치 않는 RESRAD-RDD는 토양 또는 잔디， 

포장도로 순으로 높은 반면 CPHR은 포장도로 외벽의 순으로 피폭선량률에 대한 

가여가 높았다. METRO-K 결과에서는 방사능 테러가 발생한 직후에는 가로수의 

영향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환경요소에 의한 제거반감가로 급격히 그 영향은 

줄게 되며， 대선 외벽이 중요한 오염표면이 됨을 알 수 있다. 

Year 0, 1 July 
Year 5, 1 July 

Year 10, 1 July 
Year 15, 1 July 
Year 20, 1 July 

Year 0, 1 July 
Year 5, 1 July 

Year 10, 1 July 
Year 15, 1 July 
Year 20, 1 July 

Year 0, 1 July 
Year 5, 1 July 

Year 10, 1 July 
Year 15, 1 July 
Year 20, 1 July 

0 20 

Building 1, inside, flo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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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on to do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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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Soi lfl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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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ll From outside 
@낌 InteriorW허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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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R 

100 

그림 3.3-13 상업용 60 층 건물의 1 층 실내의 선량률에 대한 오염표면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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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는 METRO-K를 사용하여 방사능테러가 발생한 후 여러 다른 대응행 

위의 적용에 따라 Building #1의 1 층 실내에 근무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성인의 

연도에서는 발생 직후부터 

선량의 감소를 

당해 

가장 높은 

방사능 테러가 발생한 

6개월간의 이주행위가 

보여준다. 

완전히 벗어냐는 

연간 피폭선량을 

보였 

대응행위이며 장기간의 

방사능 테러가 발생한 당 

제거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극단적인 

적절하지 못하다. 이주를 제외하고 

효과적인 대응행위로는 풀 또는 잡초의 

오염지역을 

다. 그러나 이주는 

궁극적 대응행위로는 

연도에서 가장 그림 

결과에 대한 누적선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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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여러 다른 대응행위의 적용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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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여러 다른 대응행위의 적용에 따른 누적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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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도시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피해저감 기술 개발 

가.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피해 저감효과 

테러분자에 의한 방사능분산장치 (RDD)의 폭발은 방사능에 의한 살상보다는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혼란 둥을 야기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에 의한 급성피폭의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과적으로 대 

피나 소개와 같은 긴급한 대응행위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이 도 

시환경을 구성하는 표면에 고착되어 장기간 인체에 대한 피폭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55)에서는 유용한 대응행위 결정지원 도구를 제시하 

고 았으며 그 중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법이 도시오염 대응 

행위 결정지원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며 순이득 (/").B)은 다음과 같이 평 

가할 수 있다. 

/").B= (aH+ε잭) - (C+a페01' ker + Y+ εlfj) (3.3-8) 

여기서 Q는 단위 피폭선량에 대한 금전가[US $/man-Sv], 잭는 대웅행위 수행에 

따른 부수적 이득 (예로 안도감 등). H는 회피선량[언Sv이J. G는 대웅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금전적 비용[US $뻐J ， H"과uor 

리비용[US $뻐J ， ~쩌4견;는 대응행위 수행에 따른 부수적 비용을 나타낸다. 비용-편익분석 

법을 사용하여 EMRAS-1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행위의 순이득을 고찰하였다. 단 

순화를 위해 대웅행위 수행에 따른 부수적 이득과 부수적 비용은 서로 상쇄된다고 

가정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은 정보의 부족으로 현 단계에서는 고려치 않았다.a 값은 

20,000 US $, 60 층 상업용 건물의 거주인 수는 각 층당 100 명을 가정하였다. 모 

든 제염작업에 10 명이 2 일 동안 투입된다고 가정하였다 (단， 토양제거는 4 일이 

소요된다고 가정) . 그림 3.3-16은 대응행위에 따른 순이득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주 

변 풀 또는 잔디의 절단이 가장 효과적이며， 반대로 이주가 가장 비효과적인 대응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17은 풀의 절단 행위에 대해 Q 값의 변화에 따른 

순이득 결과를 보여준다. 약 a=7,OOO US $/man-Sv가 순이득의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6 



Relocation(6m이 

Relocation(6wk) 

R허ocation(2wk) 

Removal soil 1-
Removal tree 

Washing r∞f&wall 

Washing road 

Cutting grass 

No action 

-6잉 0’ -5><10' -4x10' -3x10' -2x10' -1x10’ 1x10' 2x10' 3x10' 4x10' 5><10' 6x10' 7x10' 

Net benefit (US $) 

2.()>(lo' 

1.5x1o' 

1.()>(lo' 

업 S()>(la' 
그 
... 0.0 
<;::: 
Q) 
ζ 

요 -5.()>(• d 
i 
@ 

Z -l.()>(lo' 

-1.5x1o' 

-2.()>(1o' 

그림 3.3-16 대응행위에 따른 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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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a 값의 변화에 따른 순이 득 (풀의 절단) 

EMRAS-1에서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법을 사용한 대응행위 결 

정지원 적용방안이 고찰되었다. 이를 통해 비용 편익분석법은 도시환경에서 RDD의 

폭발， 방사성동위원소분실사고， 원자력시설로부터 누설로 인한 주변 대도시의 오염 

등으로 인한 대응행위 결정지원에 있어서 간단하면서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향후 연구방향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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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염작업자의 분진 흡입에 따른 영향， 작업 중 토양 섭취에 의한 영향 등과 

같은 추가적 피폭경로 고려 

@ 동 결과는 특정 건물에 국한하여 수행한 것으로 향후 주변 건물의 거주자의 

영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제염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제염면적， 제염시간 등의 최적화 필요 

냐- 핵종/농도/오염표면별 최적대웅책 선정 

방사능분산장치 (RDD)의 폭발로 인한 공기 중 방사성물질은 확산과 중력 (건 

침적) 뿐 아니라 강우 (습침적)에 의해 침적된다. 건침적된 방사성물질 중에서 일정 

부분은 표면의 습기 둥에 의해 고착되는데， 고착된 핵종은 바람이나 강우 등과 같 

은 외부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일정 부분은 핵 

종과 표면 간에 고착정도가 약해 상대적으로 환경적 요소에 의해 쉽게 제거된다. 

전자를 고착성 분율 (fixed fraction) , 후자를 이동성 분율 (mobile fraction)이라 한 

다. 습침적된 핵종은 대부분 고착성이 되며 표면에 따라 일정 강우량 이상에서는 

유출 (run-off) 이 일 어 난다. Run-off가 일 어 나는 최 소 강우량을 엄 계 량 (CAP; 

critical amount of precipitation)[2-13]이라 하며 이는 표면의 종류와 상태 등에 따 

라 다르다. 임계량을 초과한 강우는 모두 run-off 되지만 run - off water에 포함된 

일정 부분의 방사성물질은 표면에 잔류하게 된다. 건침적된 이동성 핵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습기 둥으로 인해 계속해서 일정부분은 고착성 핵종이 되며， 만일 

도중에 강우가 있다면 모두 고착성이 되고 엄계량 이상에서는 run-off가 되어 일정 

부분은 표면에서 제거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D 강우가 없는 경우 

〔깅 =86400 αVd (3.3-9) 

@ 강우가 CAP보다 적은 경우 (건침적과 습침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 

α =86400α찌+ 1 x lO- 3 e_ Pω (3.3-1이 g ι a -a- ~p 

@ 강우가 CAP보다 많은 경우 (습침적만 가정) 

α = 1 x lO- 3 α [간 + (p- pJ f ret 1 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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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 표면오염 [Bq/m2J 

α : 시간 적분 공기 중 농도 [Bq d/m3
)] 

Vd : 건침적속도 [m/sec] 

P: 강우율 [mm!d] 

1lJp : washout ratio [m3 air/m3 rain] 

간 : 임계강우율 [mm!d] 

f ret run-off되는 핵종 중에서 표면에 남는 분율 

그림 3.3-18과 3.3-19는 각각 RDD가 폭발한 지점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상업용 

60 층 건물의 외부와 20 층 실내에서 강우 (폭발 첫날에만 강우 고려)에 따른 흡수 

선량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거주 위치에 관계없이 강우에 따라 거주자의 피폭영향 

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흡수선량률은 강우의 강도보다는 강우의 유무에 보다 

민감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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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건물 외부에서 흡수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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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과 3.3-21은 각각 건물 외부의 선량률에 대해 강우에 따른 오염 나무 

와 도로의 기여를 보여준다. 강우에 따라 선량률에 대한 오염표면의 기여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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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강우에 따른 나무의 선량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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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선량률에 대해 강 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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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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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dailv orecioitation amount를 나타냄 ) 

RDD가 폭발한 첫해 건물의 외부 선량률에 대한 기여는 강우가 없는 

기여 

경우에는 

토양이 

강우에 

가장 높은 반면， 강우가 있는 

매우 민감하며， 강우가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도로의 

선량률에 

기여가 가장 

중요한 기여를 

높았다.나무도 

하나 강우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도가 크게 낮아졌다. RDD가 폭발한 첫해 건물 실내 1층의 선량 

률에 대해 토양과 나무가 중요 표면이었으나， 강우가 있는 경우에는 토양과 도로가 

중요 오염표면으로 나타났다. 

구성하는 표면의 강우에 따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각 

강도 등에 따라 선량율의 기여에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을 

고찰한 결과 강우는 표면의 오염도를 

강우에 유무 뿐 아니라 강우의 

EMRAS-l에서 

른 오염영향을 

표면의 오염도는 

차이가 남을 알수 있다. 또한 오염도는 강우량의 

에 보다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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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동화기술 개발 

1 . 측정자료의 공간모델링을 통한 적용범위 확장기법 

가. 확산지도의 작성 기법 

방사성 물질의 도시 확산으로 인한 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방 

사성 물질의 측정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랴냐 인력， 장비 및 비용의 제 

약으로 모든 지점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절하지도 않다. 따라서 측 

정값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탐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 

던 지구통계학 ( Geo-statistics)이 가장 널리 웅용되고 있다[3.4-1 ， 3.4-21 

(1) 분산변동 모델 

x l' X 2' X 3' ••. ，낌 이라는 n개의 관측지점 자료로부터 미관측 지점 z。의 추정 

값 z* (XO )는 다음 식과 같이 관측지점 자료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z* (xo) = ~\z(원) (3.4-1) 

여기서 -\는 Xo에서의 추정값 강 (XO )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관측지점 자료들에 대 

한 가중치 행렬을 나타낸다. 지구통계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요 관심중의 하나 

는 가중치 행렬 -\를 측정자료로부터 구한 공간 상관관계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 

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자료들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분산변 

동 모델 (v따iogram model)이 널리 사용된다. 베리오그램 모텔은 측정된 자료의 

공간적 변동 규칙을 수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측정된 자료간의 공간적 

유사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베리오그램은 공간상의 분포하는 임의의 두 측정값의 차이에 대한 분산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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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Eε[z(x) - z(x + h)J2 

1 N(h) 

- --느\ ~[z(좌) - z(원+ h)]2 
N(h) i~ 

(3.4-2) 

여기서 2，(h)를 베리오그램 ， ，(h)를 반베리오그램 (sernÏ -varÌogram)이라 하며 

N(h)는 h만큼 떨어진 측정자료의 쌍을 나타낸다.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h의 증가에 

따른 반베리오그램 ，(h)을 도시한 것을 실험적 반베리오그램 (experimental sernÏ 

variogram)이라 하며 베리오그램 모델링을 위해서 이것이 이용된다. 적절한 형태의 

함수로 반베리오그램에 적합한 모델을 통하여 식 1을 만족하는 까를 유도할 수 있다. 

실험적 반베리오그램으로부터 이론적 반베리오그램의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할 

(linear) , 구 (sphericaD , 지 수 (exponential) , 가우스 (Gaussian) 형 태 동의 함수가 많 

이 이용되고 있으며 개별 함수들의 결합을 통한 실험적 베리오그램 모델의 구축도 

가능하다. 베리오그램 모델의 파라미터들은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법과 같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베리오그램은 문턱값 (sill) , 상관거리 (range) , 너깃 (nugget) , 모델함수 둥을 구성 

요소로 한다. 문턱값은 분리거라 h가 증가하여 측정값들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무의미해지는 베리오그램의 값이다. 상관거리는 측정값들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의미있는 최대분리거리를 나타낸다. 너깃은 분리거리가 0일 때의 베리오그램의 값 

을 의미한다. 너깃은 이론상 0이 되어야 하지만 분리거리가 작은 범위 내에서의 측 

정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0이 아닌 경우가 많다. 

(2) Kriging 알고리즘 

크리깅 (Kriging)은 지구통계적 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미관측 지점 

의 값을 구하기 위한 가중치 행렬 까에 대한 최적 선형불편추정자 (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이다[3.4-3]. 크리깅 기법에서 측정값의 공간적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서 베리오그램이 사용된다. Xo지점에서의 미측정값을 Z(Xo )라 하면 

ι에 대한 예측오차의 분산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식에 제시된 예측오차 분산을 최소 

로 하는 .\를 결정하는 것이 크리깅의 과정이다‘ 또한 선형불편의 조건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의 합 1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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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二 E[z(xo)- Z*(XO))21, ~\= 1 (3.4-3) 

즉， 특정한 지점 z。에서의 크리깅 예측값은 예측오차의 분산을 최소로 하는 가중 

평균이다.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예측오차의 분산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σg= 2설Az까 x。- 될힐새펴 (3.4-4) 

여기서 까， Xo는 i번째 측정값과 예측하고자 하는 지점 Xo와의 분리거리에 대한 베 

리오그램의 값을 나타내며， Ti， j는 i와 j측정값으로부터 계산된 분리거리에 대한 베 

리오그램의 값을 의미한다. 측정된 자료들로부터 적절한 베리오그램이 결정되면 예 

측오차의 분산을 최 소로 하는 가중치 행 렬 .\는 라그랑제 승수 (Lagrange 

multipliers) μ를 도입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구속조건이 주어진 목적함수의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으며 그 해는 선형계획법 (linear progranrnrrùng) 

으로 구해질 수 있다. 

설Az까， j μ = 꺼 Io;j = 1, ,n (3 .4-5) 

subject to ~\= 1 

냐- 분산변동모델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 사고시 도시에서 측정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실제 측 

정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미국의 특정 도시에서 측정된 카 

드륨의 농도 자료를 서울 강남지역의 방사능 오염 측정값으로 이용하였다. 

그림 3.4-1은 각 측정지점의 좌표를 나타내며 +로 표시된 지점은 베리오그램 모 

델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O로 표시된 지점은 베리오그램의 모델 검증에 사용 

하였다. 그림 3.4-2는 베리오그램을 냐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형모델 Oinear 

model)과 구형모델 (spherical model)을 고려하였다. 베리오그램을 보면 구형모델이 

선형모델에 비해 베리오그램 값을 더욱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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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 농도 측정지점 (+: 베리오그램 모델 생성 0:베리오그램 모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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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 및 도시 건물을 고려한 오염지도 작성 

방사성 물질로 인한 도시오염 사고 후 오염지역에 대한 공기 중， 지표 및 토양 

동 다양한 장소에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각 모니터링 지점은 고도와 

같은 지형적 특성이나 건물과의 이격거리， 장애물의 유무 등에 따라 측정값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값을 사용하는 연구자가 각 지점에 따 

라 양/음 (positive/negative)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그림 3.4-3). 

본 연구에서 고려한 선형모델과 구형모델을 이용하여 작성된 오염지도의 타당 

성을 그림 3.4-1에 0표시로 나타낸 지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표 3.4←1은 

선형모델과 구형모델로 계산된 자료들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선형모델을 이용하 

여 계산한 값들은 그림 3.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자료와의 상관계수가 0.87로 

나타났으며， 구형모델로 계산한 값들과의 상관계수는 그림 3.4-5에 나타난 바와 같 

이 0.90으로 나타나 구형모델이 선형모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구형모델을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물질의 확산지도를 그림 3.4컨와 같이 작성하였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확산지도는 도시오염 사고시 초기 대응책 수립뿐만 아니라 사 

고 후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및 위해도평가 (risk 

assessment)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팀r.iI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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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베리오그램 모델의 검증 

Conc. 
x [m] y [m] 

[Bq/m3
] 

Linear Model Spherical Model 

230.6 1310.0 11.2 12.30 13.52 

280.4 190.0 7.2 6.78 6.80 

1020.8 1260.0 10.7 13.25 8.50 

1050.2 180.0 0.0 3.54 2.25 

1910.6 1280.0 11.6 14.53 15.65 

1940.0 190.0 0.0 6.85 4.32 

830.6 1710.0 7.6 9.26 6.54 

1620.8 720.0 10.4 13.64 9.45 

2420.0 500.0 1.6 4.35 3.24 

40.4 1160.0 14.9 12.85 17.80 

950.6 1160.0 9.9 8.45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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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선형모델로 계산한 값들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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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 물질의 침적/거동에 대한 측정자료의 자료동화 기법 개발 

도시환경에서 방사능 물질로 인한 사고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인 선원항과 기상현상에 따라 결정된다. 사고 

초기에는 주민의 대피 및 소개를 위해 방사성 물질의 대기확산을 신속히 평가할 펼 

요가 있으며， 사고 후 일정시간이 지냐면 오염지역의 제염이나 이주 등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방사성 물질의 침적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방사성 물질의 침적은 

그림 3.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침 적 (dry deposition)과 습침 적 (wet deposition)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침적은 지표면의 방사성물질의 공기 중 농도와 함수관계에 

있으며， 습침적은 수직방향의 공기 중 농도의 합과 함수관계에 있다. 건침적을 수식 

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3.4-4， 3.4-5]. 

DEPRd(x, ν) = V d 0 cON(x , ν) (3.4-6) 
[Bpn-2S - 1] = [ms- 1 ] 0 [닮n- 3 ] 

DEFRd는 건침적율 (dry deposition rate) , 씨는 건침적 속도를 나타낸다. Noble 

gas의 경우 0, 입자나 에어로졸은 10-3을 적용하며 ， Iodine의 경우 원소형은 10 2, 

유기물은 10-4, 업자형은 10-3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 

에 따른 단위면적당 총 건침적량은 다음과 같다. 

DE간 (x , ν)=vdoTlαx， y) (3.4-7) 

[Bpn-2] = [ms- 1] 0 뼈'sm- 3 j 

TIC(x ， ν)는 시간에 따른 공기중 농도의 적분값이다. 한편 습침적은 다음 식과 같 

다. 

DEPRw (x , ν)= A 0 f CQ빠， y, z)dz 

[Bpn-2S-1] = [S-l] 0 [빼m- 2 ] 

(3.4-8) 

DEPR"，는 습침 적 율 (wet deposition rate), A는 washout coefficient로 약 10-48 - 1 

이며 j‘ CON(x ， ν ， z)dz는 washout이 일어나는 수직칼럼에 대한 공기 중 농도의 적 

분값이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총 습침적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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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ψ (찍)= A • J TIo....x , ν， z)dz 

I캠m- 2 ] = [8- 1] • [뼈'8m- 2 ] 

(3.4-9) 

fπC(x， y, z)dz는 washoutOl 일어나는 수직칼럼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기 

중 농도의 적분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환경에서 사고시 방사성물질의 총칩적량， 

DEP(x，ν)는 다음과 같다. 

DEP(x, ν)=DE껴(x， ν)+DEp，ψ (x， ν)[뼈m- 2 ] (3.4-10)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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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방사성 오염물질의 대기 중 거동 모식도 

가. 도시오염 침적 자료 생성 

도시환경에서 방사능 사고 후 침적량의 측정은 포집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침적량의 측정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한단계 다음의 침적량을 추정하는 자료동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침적량에 대한 측 

정 시계열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침적량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실 

측치를 대신하기 위해 침적량과 선형관계에 있는 대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자료 

를 생성하였다. 플룸이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간의 경파에 따른 방사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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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도의 공간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4-6]. 

f (X-vt)2 、
($, t) = ezp(- ----- ) 

얘쥬t vi5 ~~l:' ‘ 4tD "VI 
(3.4-11) 

M은 시스템내에서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의 총량， D는 확산계수， v는 풍속， À는 

붕괴상수를 나타낸다. 농도를 나타내는 C는 이류와 확산을 고려한 아래의 이송방정 

식의 해와 같다. 

3E= AD3E-u 8c 
at 8x 8x . 8x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할 수 있다. 

8c 1 8 2c 8c 

8T Pe 8r:_2 8ç 

(3.4-12) 

(3.4-13) 

여 기 서 ç=x/L로 무차원 공간， r=tv/L는 무차원 시 간， Pe= νD/L은 식 3.4-7을 

무차원화하기 위해 도입한 Pelet number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핵종에 

따라 소멸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붕괴는 무시하고， D를 6.3x10꺼 M을 

1, v=O.l , 무차원 공간 $는 -0.05에 서 0.2까지 , 무차원 시 간 t는 0.1에 서 1까지 로 가 

정하여 농도를 계산하였다. 0.025의 시간간격으로 계산된 무차원 농도， c의 분포는 

그림 3.4-8과 같다. 

1-92 



0.9 

0.8 

0.7 

/ 
0.6 

Q) 

E 
1- / -1 15 0.5 

0.4 

0.3 

5 
0.2 

0 
-0.05 0 0.05 0.1 0.15 0.2 

0.02 x 

그림 3.4-8 1차원 공간 x에서 시간 t에 따른 농도 분포 

냐. 침적/거동의 최적화를 위한 칼만펼터랭 알고라즘 

상태공간에서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알고라즘은 Wiener filter 이론으로부터 

1960년대에 Kalman에 의해 Kalman filtering이론이 전개되었다[3.4→7]. Ka1man 

filtering 기법은 경제， 지구물리， 위성궤도 및 제어계측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 

되고 있으며 유럽의 방사능비상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개발된 RODOS의 대기 

확산모형， 침적모형， 토양 및 섭식이동경로 모형의 자료동화기법에 사용되고 있다. 

Kalman filtering 기법은 연속적 최적상태 (sequential optimal estimator)의 성질 

을 가지고 있으며 상태공간 (state space) 개념을 도입하여 각 시간별 관측값을 이 

용하여 모형을 형성하므로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장점이 있다[3.4-8]. 또한， 최근 

통선 네트워크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자료의 실시간 관측과 

on→line전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Kalman filtering기법의 사용이 더욱 용이해 졌다. 

데이터의 예측문제에 이용되는 Kalman filtering 알고리즘은 자동 측정장치에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측정되어 실시간 입력되는 자료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생산되는 

시계열자료는 연속형 (continuous) 혹은 이산형 시계열 (discrete time series) 자료 

로서 전자의 경우는 연속형 Kalman filtering 알고리즘을 통하여 장단기 예측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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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이산형 Kalman filtering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Kalman filtering 모형은 시스템방정식 (system equation) , 관측방정식 

(measurement equation) , 칼만필터 링 (Kalman filtering)의 세부분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시스템 방정식은 상태공간 (state space) 행렬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시 

스템방정식은 1 단계 후의 값을 예측해 낸다. 예측된 값은 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입력되는 실측값과 비교되어 전 단계에서 작성되었던 시스템방정식을 수정 

하게 된다. 시스템 방정식을 수정하는 과정은， 시스템방정식에 의한 예측값과 관측 

값의 차이를 최소분산이론에 근거한 Kalman gain 값의 재귀적 (recursive) 쇄신으 

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칼만펼터링이라고 한다 (그림 3.4- 9). 

Kalman filtering 

% 
」

뿜
 

Time Update 
EKFw 

<

Xι1 Time Update 

탠감 

KaJman filtering 

그림 3.4-9 칼만필터링 알고리즘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동적특성을 나타내는 상태벡터 

X(t)는 다음과 같은 선형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X(t) = φ (t - 1) . X(t - 1) + ψ (t - 1) (3.4-14) 

여기서 ， X(t) 는 시간 t에서의 상태벡터를 나타내며 차원은 n X 1, X(t-l)은 시간 

t-l에서의 상태벡터를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차원은 nx 1이다. φ (t -1) 은 전이행렬 

(transition matrix)로서 시간 t-l에서의 상태벡터를 t시점의 상태벡터로 전이시키 

는 역할을 하며 nxn의 차원을 갖는다. 띠 (t-l)는 시스템 오차를 나타내며 평균이 0, 

분산이 Q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시스템의 상태벡터 X(t)는 관측값를 통하여 추정되기 때문에 직접 상태벡터를 구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태벡터 X(t)와 관측벡터 Z(t)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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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는 관측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Z(t) = H(t)X(t) +v(t) (3 .4-15) 

여기서 Z(t)는 관측벡터로 차원은 mx 1이며， H(t)는 전이함수 행렬로서 상태벡터 

X(t)를 관측벡터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며 차원은 mXn이다. v(t)는 관측오차벡터 

로 차원은 mx 1이며 평균이 0이며 분산이 R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한편 

시스템오차인 띠 (t)와 관측오차인 v(t)는 다음과 같이 오차의 곱의 기대값이 0으로 

두 오차간에는 선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스템 Kalman 

filtering에서 시스템오차 및 관측오차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E[ψ (t)ψ (t) 까 = Q(t) (3.4-16) 

E[v(t)v(t) 꺼 = R(t) (3.4-17) 

E[w(t)v(t)J = 0 

(3.4- 18) 

Kalman filtering은 시스템방정식에서 최초로 추정한 t 시점에서의 초기 추정값을 

관측값을 이용하여 갱신 (update)하는 과정이다. t-1시점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 

한 t시점의 상태벡터의 추정값을 X (tlt -1) 이라 하고， t-1시점에서 t-1까지 관측자 

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상태벡터를 X (t-1It-1) 이라 하면 시스랩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X(tlt-1) = φ (t - 1) . X (t - 11t - 1 ) + ψ (t) (3.4-19) 

또한 t-1시점까지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상태벡터 X (tlt -1)은 t시점의 

관측까지의 관측값을 이용하여 구한 관측벡터 z (tlt - 1) 를 이용하여 시점 t에서의 

최적 추정값 x (tlt) 을 다음과 같이 갱신할 수 있다. 

x (tlt) = K ’ (t) • x (tlt-1) + K(t) . z(tlt-1) (3.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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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lt-1) = H(t)x (t) + v(t) (3.4-21) 

여기서 κ (t) 및 K(t)는 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함수로서 시점 t에서 상 

태벡터의 추정치가 비편이 (unbiased)되고 분산이 최소치를 갖도록 하는 시변가중 

행렬 (time-varying weighted matrix)을 나타내는 것으로 K(t)를 Kalman gain이라 

고 한다. t-1시점에서 t시점의 추정상태벡터 i (tlt -1)와 t시점에서의 최적추정 상 

태벡터 i (tlt) 를 이용하여 t시점에서의 각 상태벡터들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예측오차라고 하며 후자의 경우를 추정오차라고도 한다. 

x (tlt) = x (tlt-1) -x (t) (3.4-22) 

x (tlt) = x (tlt) - x (t ) (3.4-23) 

식 3.4-23에 식 3.4-20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tlt) = [K ’ (t) + K(t)H(t) -l]X(t) + K ’ (t)X (tlt - 1 ) + K(t)v (t) (3.4-24) 

식 3.4-19에서 예측오차의 기대치 E[X(tlt-1)] = 0 및 추정오차의 기대치 

E[τ(tlt)] = 0 이 된다. 그리고 식 3.4-24의 기대치는 다음과 같다. 

E[X(tlt)] = E[K ’ (t) + K(t)H(t) - 괴X(t) + K ’ (t)E[X(tlt 一 1 )] 

+ K(t)E[V(t)] = 0 

여기서 I는 단위행렬이며 위 식을 만족하는 K(t)는 식 3.4-21과 같다. 

K = l-K(t)H(t) 

(3.4-25) 

(3.4-26) 

식 3.4-21을 식 3.4-19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적추정값 ￡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 

단히 표현할 수 있다. 

x (tlt) = [1 - K(t)H(t)]i (tlt-1) + K(t)z(tlt -1)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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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추정상태벡터 x (tlt) 와 예측상태벡터 x (tlt -1)간의 오차공분산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P(tlt) = E[x (tlt) . x (tlt) 꺼 

P( tlt - 1 ) = E[x (tlt - 1) . x (tlt - 1 ) 까 

P(tlt) = E{ (1- K(t )H(t)x (tlt -1 )[i (tlt -1) T(I- K(t )H(t)) T 

+ v(t )TK(t )T + K(t)v(t)[x (tlt-1 )T(1- K(t)H(t))T 

+ v(t )TK(t) 까} 

(3.4- 28) 

(3.4- 29) 

(3.4-30) 

여기서 E(x (tlt -1 )v (t) 꺼 = 0 , E(v(t)v(t) η = R(t) 이므로 식 3.4-30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tlt) = (1- K(t )H(t )P(tlt -1 )(1- K(t )H(t )T + K(t)R(t )K(t )T (3 .4-31) 

P(tlt-l) = φ (t -1 )F(t -11t -1)φ (t-l)T + Q(t-1) (3 .4-32) 

한편， x (tlt) 가 최적추정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K(t)를 설정해야 한 

다. 이러한 최적추정은 추정오차공분산 행렬의 대각성분의 스칼라값을 최소화하는 

K(t)를 구하는 과정과 같다. 대각행렬의 스칼라 합은 trace연산자를 이용하여 표현 

가능하므로 최적의 K(t)는 다음과 같은 비용함수， J (t) 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규정 

할수 있다. 

J(t) = trace (P(tlt)) (3.4-33) 

P(tlt) 는 다음과 같은 편미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옳 [trace(ABAT)J = 2AB (3.4-34) 

비용함수인 식 3.4-33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 3.4-29의 AB를 0으로 하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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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Kalman gain 행렬을 구할 수 있다. 

K(t) = P(tlt-l)HT (t)[H(t)P(tlt-l)HT (t) + R(t)]-l (3.4-35) 

그림 3.4-8의 X공간 0.02에 서 의 시 간의 경 과에 따른 농도를 뽑아 그림 3.4-10에 

나타내었으며， 계산된 농도에 임의의 왜곡을 주어 방사성물질의 침적량으로 가정하 

였다. 생성된 침적량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칼만펼터로 한 시간단계 다음의 침적 

량을 연속적으로 예측하여 그림 3.4← 11에 나타내었다. 칼만필터의 초기 값은 1.5로 

설정하였으며， 침적량에 대한 값이 업력되면 칼만필터의 상태벡터가 재귀적 

(recursively)으로 수정되도록 하였다. 자료동화를 통해 생성된 침적량은 실제 자료 

와 그림 3.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0.96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실제 침적량을 적절 

히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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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4-10 시간에 따른 농도 데이터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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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산모델의 예측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료동화기법 개발 

도시 테러와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도시 오염의 경우， 주요지점 별 시간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농도 예측은 향후 비상대응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확산모텔에 자료동화기술을 적용하여 모델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 

는 기술은 기상예측모텔， ARGOS drifter (위성 뜰개) 자료를 이용한 해양모델링 등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진파에 의한 지진해일 (tsunarni) 예측 등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테러와 같은 원인에 의한 도시오염 발생시 사용되는 오염물질의 

확산모텔에 자료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확산농도 예측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비상대 

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동화는 물리법칙을 이용한 수치모델 

결과에 실측자료를 동화시켜 수치모델 결과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인 관측망을 가지고 있는 기상모델이나 해양모텔에 적용하기 편리 

하다. 수치모델이 계산하고자 하는 도메인 내에 많은 관측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자 

료동화와 내삽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상장이나 농도장의 생성이 가능하며， 계산 

도메인 내의 특정 관심대상 지역에서 관측이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점 추정 (point estimation) 방법 론에 기 반한 자료동화를 이 용한 기 상자료나 농도자 

료의 생성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오염 발생시 특정지점에서 모니터링한 

방사성 물질의 공기 중 농도 자료를 확산모델의 예측결과에 동화하여 확산모델의 

예측 신뢰도 향상을 평가하고 자료동화 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한다. 도시 테러시 모 

니터링 지점의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 관측값은 CALPUFF 모델을 이용하여 

생산하였으며， 예측값은 생산된 관측값에 random 변수를 곱하여 ::t 3배의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조정하였다. 자료동화의 방법은 전 단계에 적용한 칼만 필터링 방법과 

더불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Gaussian Puff식 을 이 용한 데 이 터 의 생 성 

Gaussian puff 식은 굴뚝에서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연기를 짧은 시간 간격의 

연괴로 세분하여 각각의 연괴 (puff)의 중심을 바람에 의해 이류 (advection)시키면 

서 각 puff의 난류확산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3차원 격자점에서 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수식화한 것이다[3.4-9]. 

확산과 이류를 고려한 3차원 이류확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ðC ðC ðC ðC . . ð
2

C . . ð
2

C . . ð
2

C =-u---v--- ψ-=--=-+ k_ -=------;;:-+ k .. -=------;;:-+ k. ~ ::-
ðt ðx ðν ðz '-X ðxι Y ðνι - ðzι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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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구하기 위해， 위 도
 

노
 
。한 지점에서 임의의 는

 
하
 

원점으로 드즈λ、1 _Q_ 
。 p"즈 퍼프의 

ky = 갱/2t ， k" = u;/2t , 각각 

있다. 

확산을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가정하고， 퍼프의 0으로 

k_ = 쉰/2t로 가정 하면， 위 

w를 V , u, 풍속벡터 

(3.4-37) C(x , ν， z ， t)= ,_ \l 싼 exp[ 조(팩+ 팩+ 격) ] 
(2π) 1. 5Uγ U"ι 2 。; σU σ: 

‘ι .. - ...... 

고려하면 지표면 반사를 높이를 h라 하고 puff 중심까지의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식에서 지표에서 위 

C(x ， μ)= 、 1 띤 exp[ 조(팩)- :팩l 
2πr'~UxUyUz ι 。; ι U y 

1 , z+h'?1. r 1 , z-h\? exp[- ; (그-'..':_)2] +exp[- ; (τ-'..':_ )2] 

(3.4-38) 

주풍향 방향으로의 거 중섬에서부터 농도[Bq m-3
] , x는 퍼 프의 

중심에서부터 

C는 임의 지점의 

퍼프의 직각방향으로의 거리 [m] ， z는 

총량[Bq] ， u는 X 

퍼프 중섬 

고도[m] ， h는 퍼 프 중심 의 고도[m] ， M은 퍼 프 1개 의 

풍속[m sec-1J, 따는 풍하측 방향으로의 확산폭[m] ， Uy는 직각방향으로의 

주풍향의 라 [mJ， y는 

으로 부터의 

방향의 확 

확산폭[m]를 나타낸다. 산폭[m] ， Uz는 연직방향으로의 

CALPUFF이다. 모델이 대표적인 작성된 바탕으로 식을 puff 같은 위와 

확산을 모델링하기 위해 비정상정태의 대기 CALPUFF는 Sigma Research Inc. 에 서 

모률인 후처리 CALPUFF, 확산모율인 CALMET과 기상모률인 개발되었으며， 

예측 q_l 
^ (diagnostic) 진단 CALMET모률은 었다. 구성되어 CALPOST로 

도구이며. CALPUFF는 오염물 있는 기상 모델링 (prognostic) 기 상장을 생 성 할 수 

침강 downwash, 연 기 디
。
 하
브
 

비
E
 
리
。
 

델
 

즈n
 

모
 

패
 

알
 

침적，복잡지형 

물질의 거동을 

~.J /
-'1J. • 도:r 및 질의 화학적 제거 

도구이다. 있는 /
T 오염 fumigation)등의 (plume 

-.:: 
。그래프 작성 농도 시계열 가시화，특정지점의 오염장의 CALPOST는 기 상장 및 

수송 장거리 CALPUFF를 US-EPA는 모률이다. 후처리 가진 기능을 의 

재순환 winds) , (calm 풍
 

n T 공간변화나 기상장의 transport) 과 (long-range 

。1
λλ (recirculation)과 정 체 현상 (stagnation) 및 지 형 이 나 해 안효과가 크게 나타달 수 

는 비정상상태를 모델링하는데 강점이 있는 규제용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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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LMET을 이용한 도시규모 바람장의 생성 

CALMET[3.4-10] 모율의 바람장 생성 모율은 그림 3.4-13와 같이 2단계의 접 

근법을 사용한다. Step 1은 지형의 운동학적 효과， 경사흐름， Blocking 효과， 3차원 

발산의 최소화 등 초기 바람장을 조절하는 단계이다. 전체 모텔링 도메인의 평균 

바람성분은 고층 sounding 자료나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자료에 의해 계산될 수 있 

다. 고층 기상관측 지점의 자료들은 초기 추측장을 생성하기 위해 1/r2 (r: 관측지점 

간 유클리드 거리)의 거리내삽 기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Step 2는 Step 1에서 

생성된 바람장에 관측자료의 객관분석을 위해 자료를 내삽하거나 평탄화 

(smoothing), 연직속도 조절 및 발산의 최소화를 수행하는 절차이다. 

CALMET 기상 모률에서 지상 경계층 (overland boundary layer)의 미기상을 모 

사하기 위한 에너지 밸런스는 Verkaik와 Holtslag[3.4-11]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Q* 十 q = QH+Qe 十 Qg (3.4-39) 

Set up initial guess field 
___ 1 MM5 output can be used 

as initial guess field 

Computet앉rain effects 
Minimize divergence 

Step 1 wind field l←I~ω뼈tc빼어 
as initial guess field 

Perform objective analysis 
procedure 

___ 1 MM5 output can be used 

as initia1 밍less fiel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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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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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Wind field 

그림 3 .4-13 CALMET 모률에서 바람장의 생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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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는 순복사[W/m2] ， Qf는 인공적인 열[W/m2]， QH는 현열[W/m2] ， 

잠열[W/m2] ， 와는 토양이나 건물에서의 열[W/m2]을 나타낸다. 또한 잠열에 

현열의 비는 Bowen ratio로 나타낼 수 있다. 

Qe는 

대한 

QH B - -" 
4 

(3.4-40) 

토양이나 건물에서의 열 플럭스는 다음과 같이 지표의 성질에 대한 계수는 Cg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g = cgQ. (3.4-41) 

순복사 Q.는 흡입되는 복사와 발산하는 복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와 = Qsw(l- A) + Qlw-d - Qlψ U (3.4-42) 

여기서 ， Qsw는 흡입되는 단파 복사에너지 ， A는 표면 알베도， Qlw-d는 흡입되는 

장파복사에너지 ， Qlw-u는 표면에서 방출되는 장파복사에너지를 나타낸다. 

Holtslag의 방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는 

QA = (1- A)Qs", +딘연- σ연+e;_N 
(3.4-43) 

Qsw = (alsin<p +~)(l +bl~) (3.4-44) 

여기서 ， T는 측정된 공기 온도，(1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 N은 구름에 의해 럽힌 

하늘 분율，<P는 태양의 고도 각을 나타낸다. 한편 낮 동안의 현열은 다음과 같다. 

QH=7효~[μ (l-cg)+ 와l n l+B' ",T'- -g""'J (3.4-45) 

현열에 대한 플럭스를 알변 표면 마찰 속도와 Monin-Obukhov 길이는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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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식은 다음과 같다. 

μ* = ku/[ln(z/ zo-ψ'm(z/L) + ψ~n (zo/ L)] (3.4-46) 

- PC/l맘& 
-

kgQ다 
(3.4-47) 

Zo는 표면 거칠기 계수， 딱n는 안정도 보정 계수l k는 Karman 상수， u는 높이 z 

에서 풍속， cp는 공기의 비열 ， p는 공기 밀도， 9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낸다. 안정상태 

에서는 Ve파mtram[3.4- 12]에 기반한 방법으로 ω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μ.-펼[1+C1꺼 (3.4-48) 

4해 
C=l---

V

τ (C르 0) 
CDNU~ 

(3.4-49) 

째
 
-T = 2 

0 (3.4-50) 

여기서， 

GDN : neutral drag coefficient 

ì : constant (=4.7) 

Zm : measurement height (m) of the wind speed u 

온도 scale O.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O. = min[O.ll 0.2] (3.4-51) 

0. 1 = 0.09(1- N 2
)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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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MU
2 

() * f) == --:-넌빡 -
. 2 4,z",g 

현열 플럭스는 μ*와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QH =- pcpU.e. 

(3.4-53) 

(3.4-54) 

낮 동안 혼합고는 Maul[3.4-13] 이 제시한 방법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2일 동안의 

데 이 터 로부터 얻은 연직 온도 profile은 stepwise 방식 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 될 수 

있다. 

? . 2 Qh(l+ 페d~ 2dBt마 1/? . dBt 
마 +dt = [싹+ ~'" t ~t ]1/2+ tTUt 

ψ1띤， ψ1 ψ1 

2ψlB와~ ,, 1 
t 十 dt = [----l / 

pCp 

여기서， 

(3.4-55) 

(3.4• 56) 

ψ1 potential temperature lapse rate in the layer above ht 

dB : temperature jump at the top of the mixed layer 

E : constant (=0.15) 

서울 도섬일부의 바람장을 생성하기 위해 UTM좌표로 4,140,ooON, 314，OooE을 원 

점으로 x , y방향으로 500m 간격으로 각각 100개씩의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z방향으 

로는 20m, 40m, 80m, 200m, 400m, 80Om, 1600m, 2000m, 2500m, 3000m의 10층으 

로 구성하였다. DEM (Degital Elevation Model)과 Land use는 미국 USGS (Unites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작성한 30초 간격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3.4-14와 3.4-15은 각각 CALMET 도메인의 고도자료 (Digtal Elevation Model)과 

토지이용 (Land use)을 나타낸다. 기상장 생성을 위해 그림 3.4-13에 있는 Step1을 

이용하였으며， 2008년 3월의 MM5자료와 오산의 고층 sounding 자료가 입력이 되 

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4-16은 CALMET으로 생성한 바람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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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계산도메인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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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6b CALMET으로 계산된 바람장 (도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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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LPUFF를 이용한 모니터랭 지점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자료 생성 

CALMET에서 생성된 바람장을 이용하여 CALPUFF모텔은 오염물질의 확산 

과 이류를 모사하였다. 도시 테러에 의한 선원항은 UTM 좌표 4,152,000N, 

328，000E에서 Cs-137이 1 Bq/sec의 양으로 연속적으로 배출됨을 가정하였다. 도시 

확산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표 3.4-2에 나타내었다. 지표로부터 첫 번째 층의 공 

기 중 Cs-137의 농도장은 그림 3.4-17과 같으며， 확산자료의 자료동화를 위해 

4160000N, 328000E 지 점 의 농도자료를 그림 3.4-18과 같이 추출하였다. 

표 3.4• 2 도시확산 계산을 위한 모델랭 도메인 

X(Easting ,km) 314.000 
Grid origin (reference point) 

Y(Northing,km) 4140.000 

Grid spacing (6) 0.5 km 

Nx 100 
Domain size 

Ny 100 

Projection UTM 

Number of vertical layers 10 

Time zone UTC+0900 

Modeling period 2008/3/11/00 • 2008/3/11/11 

Continent Asia 

Region South Korea 

Datum Korea Geode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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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사고 발생지점 주변의 Cs-137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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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s after the acciedent 

UTMZone: 52 
Hemisphere: N 
Datum: KGS 

12 

그림 3.4-18 모니터링 지점의 Cs-137 시계열 자료 (UTM: 4160000N. 3280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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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공선경망을 이용한 자료동화 

인공선경망은 4차원 변분법， 칼만펼터와 더불어 자료동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이론중의 하나이다. 인공신경망이론은 인간 신경세포인 뉴런의 시스템을 컴퓨터 

를 이용하여 구현한 인공지능 분야의 하나로서， 패턴 언식， 시스템 식별 및 분류， 

의사결정 등에 응용되고 있다[3.4-14]. 이러한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병렬처리 (parallel processing)가능으로 인해 분명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정보를 외 

부 목표인자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켜 자기조직화 하는 학습능력을 가지고 았다. 

따라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보다는 나타나는 결과에 중요성을 둘 경우 

인공신경망에 의한 시스템의 식별 및 데이터의 예측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인 

간의 두뇌는 고도로 분산된 변형과정을 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에 자료의 병렬처리가 

가능하고， 1011 정도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료를 분산된 형태로 저장하여 처 

리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을 시스템의 식별이나 데이터의 예측 등이 자료동화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의 학습이라는 과정을 펼요로 한다. 학습이란 입력 및 출력데이터 

를 사상시키는 과정으로 인공선경망이 충분히 학습되었을 때 입력데이터를 목표로 

하는 출력데이터에 정확히 근사시킬 수 있다. 전형적인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은닉 

층 및 출력층으로 뉴런을 배열한 퍼셉트론 (perceptron)을 기본단위로 한다. 입력값 

은 가중치와 곱하고 임계값을 더하여 전이함수 (transfer function)에 보내지고 전이 

함수를 통과한 값은 은닉층을 거쳐 출력값으로 보내지게 된다. 가중치는 인간 뇌의 

뉴런에서 시냄스의 강도에 해당하며 임계값은 전달함수가 0으로부터 벗어냐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인공신경망의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은 최소자승법 Oeast square 

method)의 바선형적인 확장의 일부로 넓은 의미로는 확률큰사 (stochastic 

approximation)에 해당된다[3.4-15].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은 델타규칙 (delta rule) 

을 이용한다. 델타규칙은 입력신호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와 목표로 하는 출력값 

과의 오차에 대한 제곱의 총합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은닉층에 있는 연결강도를 조정 

하는 것을 말한다. 퍼셉트론의 입력층의 각 유니트에 입력값을 부여하면 이 입력값 

은 각 유니트에서 변환되어 은닉층에 전달되어 은닉층에 설계된 전이함수를 통과하 

여 출력층으로 전달된다. 출력된 값은 목표로 하는 값과 비교되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중간층의 연결강도를 조절하고 다시 상위에 있는 중간층의 연결강도를 조 

절할 수 있도록 연쇄반응을 유도한다. 그림 3.4-19와 같이 입력층의 i번째 뉴런이 

은닉층의 j번째 뉴런에 연결되었을때 i에서 j로의 연결강도 (가중치행렬)을 ψη로 

나타내고， i번째 뉴런 및 J번째 뉴런의 출력을 0 ;, Oj라 할 때 패턴 p에 대한 네트 

워크의 출력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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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t-2 t 

t-i 

Input layer (i) Hidden layers G) Output layer 

그림 3.4-19 인공신경망의 구조 

Opi = f;(netpJ = fi(~WiPPj) (3.4-57) 

한편 신경망에 의한 패턴 p의 목표출력값은 굉라고 하면 패턴 p에 대한 오차의 

제곱은 다음과 같다. 

과 = 쩔(tpi-OpY (3.4-58) 

델타규칙에 의해 연결강도의 변동 c5wij 는 학습률 n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E_ 
6ω“ -ητ l' 

-J dW
ij 

(3.4-59) 

합성함수의 반복규칙 (chain rule)을 사용하여 우변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aEp aEp 8netpi 
8wij anetpi 8wij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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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변의 첫 번째 미분항은 출력층의 변화가 패턴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두 번째 미분항은 연결강도의 변화가 출력층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첫 번째 

미분항인 출력층의 변화에 따른 패턴 오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E‘ 
(L ， =--ε 
P' netpi 

r a EP - a EP a opI 
“ ---_-----

-p' a netpi a Opi a netpi 

한편， 위식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ßE 
김E = (tpi-op1) 

p' 

부Op느 = f: (netp;) a netpi 

따라서 Opi는 다음과 같다. 

Opi = (tpi - Op;)fi (ηetpJ 

ßE_ 

(3.4-61) 

(3.4-62) 

(3.4-63) 

(3.4• 64) 

(3.4-65) 

출력층의 뉴런이 아닌 경우의 _-ζ 는 엄의의 개수의 은닉층의 모든 뉴런을 사용 
ßOpi 

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f; - r「 8감 ßnetpk _ 

'" 
… --- _ 7 _-

’ ”…-
ßOpi 우 ßne과 ßOpi ‘z」 7K κ 

(3.4-66) 

여기서 k는 출력층에 있는 j뉴런으로 출력되는 은닉층 뉴런의 전체개수를 나타낸 

다 

6pi = f ’~ (netpi)~Op따1Jki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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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Q_l-1극츠。1 “_, 0-' 6항인 경우는 목표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6항은 상위 은닉층에 

의해서 계산된다. 위의 8pi 는 출력오차의 미분값에 의해 은닉층으로 역전파되고 오 

차함수를 최소화할 때까지 학습에 의한 연결강도의 조정은 계속된다. 즉 입력층에 

서 출력층으로 연결강도를 조정하여 갈 때 이용되는 오차는 패턴정보 p가 퍼셉트론 

에 유입되는 

방법을 

전파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다층퍼셉트론 학습 

한다.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른 연 

방향과 역방향으로 

알고라즘이라 

요약하면 

역전파 

결강도의 조정과정을 

~w(n) = η뭘 (π) 
dW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n은 학습주기 Oearning cycle or epoch)를 

(3.4• 68) 

나타내며 끼는 학습률 

(learning rate)을 의미한다. 학습률의 동tλL으。 。 위해 모멘텀항을 추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E_ 
6w(n) = -E삶 (n)+ a6빼-1) (3.4-69) 

w(n+1) = -ω(π)+ 6W(η) (3.4-70)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정해진 학습주기 동안 최적해를 찾은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 

행되며 그동안 연결강도는 위와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역전파 학습알고리즘은 학습속도가 대단히 느라고 때로는 전역최소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역최소값 Oocal rninimum)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초기값에 민감하 

여 초기조건에 따라 진동 (oscillation)하거나， 방황 (chaotic wandering)하는 결과를 

나타내 최소값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비선형 다층퍼셉트론 

에서 학습속도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학습속도가 커지면 전역최소값에 도 

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반면 학습속도가 너무 작으면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상 

대적으로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은닉층의 뉴런수에 학습효과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뉴런수가 많을 경우 학습이 지나쳐 최적값에 도달하지 못하고 진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효ε ,_ 연구에서는 다음 단계의 방사성물질의 공기 중 농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그림 

3.4-20과 같이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였다. 인공신경망의 입력 뉴런은 5개로 설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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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중간층의 개수는 2개， 첫 번째 중간층의 전이함수는 탄젠트 시그모이드 

(Tan-sig)함수， 두 번째 중간층의 전이함수는 선형 (linear)함수로 구성하였다. 인공 

신경망의 훈련은 역전파알고리즘 (back-propagation algorithrn)을 사용하도록 하였 

으며， 반복계산이 1，000회에 도달하거나 오차의 제곱합이 10-2에 도달하면 훈련을 종 

료하도록 하였다. 모텔에서 생성된 공기 중 농도의 추정값을 실제 관측값이라 가정 

하고， 인공선경망으로 추정한 한 시간단계 (time step) 다음의 예측값은 그림 3.4-21 

과 같다. 실제 사고시에는 확산모델의 계산값과 인공신경망의 계산값을 평균값이나 

가중 평균값을 이용하면 선뢰도 높은 추정값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3.5e-6 

3.0e-6 

2.5e-6 

숱 2.0e-6 

융 

띤 1.5용6 
‘j z 
。

Ü 1.0e-6 

5.0e-7 

0.0 

그림 3.4-20 자료동화를 위한 인공신경망의 구성도 

-0- Observed 
-D- Calculated 

0 2 4 6 8 10 12 14 

Hours after the accident 

그림 3.4-21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다음 시간단계 (time step) 공기 중 농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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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 년도벌 연구목표 및 달성도 

가. 1차년도 연구목표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o 가상사고 시나리오 대상 도시모델 설계 
- 주요 5개 도시 특성 조사 

0 도시규모 바람장 발생을 
- 3차원 GIS 도시 구조 설계 

위한 전처리 모율 개발 o 중규모 수치예보자료 연계 100 
- 기상청 제공 수지예보자료 해독 

해상도 10km, 5km의 수치 예보자료로부터 lkm 
고해상도 기상자료 생성 

- 고해상도 기상자료 생성 

0 도시 사고 시나리오 주요 핵종 DB 구축 
0 도시환경 오염대책 결정기술 시나리오별피폭경로와위험도를기준으로 

개발 위해평가와 관련된 주요 핵종 DB 구축 

0 오염표면별 적용 가능한 대응책 효과 분석 
100 

- 도시환경 오염에 적용 가능한 대응행위의 유용성， 
선량저감， 경제적 비용 등 

o 측정자료의 공간 모델링 
o 측정자료를 이용한 도시 - 측정된 농도로 선형 및 구형베리오그램 작성 

오염 확산지도의 작성기술 - 추정된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개발 0 도시 특성을 고려한 확산지도 작성 
100 

- 베리오그램 모델과 크리깅 방법론 적용 
- 도시 확산 사고시 오염지도 작성기법 제시 

냐.2차년도 연구목표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o 건j습침적 모델링 

0 도시환경 확산모델개발 
- 건물， 도로， 수풀 등 지표 상태에 따른 확산 및 

100 건침적 계산 

o 재부유， washout, run off 등 고려 

o 국내도시의 환경적요소를 0 국내 도시환경을 반영한 최적화 방안 적용 
100 

고려한 피해 저감기술 개발 경제적μ}회적 요소를 고려한 피해 저감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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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행위별 사회적 영향 분석 
- 핵종/농도J오염 표면별 최적 대응책 선정기술 개발 

0 도시오염 사고 및 도시 확산실험 사례분석 

o 확산모델의 예측신뢰도 
- 채근노빌， 고이아니아 등 도시 사고 

- I라하， BNL, ETEX 등의 확산실험을 분석 
향상을 위한 자료동화기술 100 
개발 o 확산모사와 측정자료의 동화기법 개발 

- 자료동화의 확산모델 적용기술 분석 

- 자료동화를 이용한 확산모델의 최적화 구현 

다. 3차년도 연구목표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o 미기상현상 분석 
- 도시 확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기상현상 분석 

0 도시환경 미기상현상을 o 바람장모델 개발 
고려한 바람장모델 개발 - 채널링， 알비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100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Navier-Stokes 식과 열역학 
제1법직을 적용 

0 도시오염 대응책 지원 최적기법 선정 
- ICRP 권고 대응행위 결정지원 기법 고찰 

0 도시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 비용-편익분석법 선정， 방법론 수학적 모델링 
100 

대응책 결정지원 기술 개발 o 피해저감 최적화 방법론 개발 
- lAEA 주관 국제비교프로그램 EMRAS 에 참가， 

RDD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행위의 평가 비교 

o 방사성 물질 침적거통 모델의 자료동화 
o 방사성 물질 침적/거동 - 도시오염시 방사성 핵종의 침적 특성 고찰 
모델의 예측신뢰도 향상기술 - 자료동화기법의 적용 100 
개발 - 생성된 침적량 자료에 칼만필터령 방법을 적용， 

시간의 경과에 따른 침적거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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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IAEA에서 운영하는 EMRAS-2 프로그램 중 사고시 평가 (Theme 3 Assess • 

ment after Emergency Situations) 분과의 도시오염평가 그룹 (Urban WG)에서는 

도시환경에 대한 방사능오염 연구를 우선적으로 확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시환 

경 방사능오염 연구는 기 수행된 피폭션량평가 이외에 방사능테러 시나리오를 중심 

으로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거동，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대응책 결정지원 등 

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본 과제의 연 

구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동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기술은 다른 어 

떤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아울러 국내 중장기 수행업무는 세계의 연구환 

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 리스크 저감 선진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도시 방사선 사고나 방사성 물질의 테러에 대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사고 

시나리오 및 대응지침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 과제에서 연구하고 있는 도 

시 환경에서의 침적 및 피폭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 

서 평가된 오염물질의 침적 및 제거에 따른 영향은 “방사선리스크 저감 선진기술 

개발”과제 결과물의 입력과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두 과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도 “물리적방호 분야 신기술 개발”과제를 통하여 

인구집중지역에 대한 방사능테러위험 예측시스템 개발과 방호시스템 및 보안체계 

수립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시 환경에서의 침적 및 피폭평가를 필요로 

하나 현재 국내에 사용가능한 모델이 없어서 외국의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과제가 종료되면 개발된 도시환경 방사능 확산 및 영향평가 기술을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이전하여 국내 도시환경에 적합한 평 

가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도 도시 테러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중인데， 

향후 도시테러 시나리오의 개발과 분석이 수행되면 그 결과를 방사선 사고시 초동 

대웅요원의 교육과 훈련에 활용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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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원자력 시설의 만일의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이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거나 방 

사성물질의 누출 사고 또는 방사능 테러의 경우， 인구와 주요시설이 밀집된 도시지 

역에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의 다양한 건물효과 표면조도의 영향 등 오 

염물질의 확산과 침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한 도시 환경 방사선영향평가 

시스템이 개발되면 정량화된 피해 예측을 통해 주민보호 대책과 피해저감을 위한 

최적 대응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복잡한 도시환경 특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는 측정 자료 

를 이용한 자료동화기술은 토양이나 해양 오염평가 등 비 원자력분야 환경영향평가 

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방사선 사고가 발생되면 직접적인 방사선 피해 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 실제보다 과장된 오염을 주장하며 지나친 제염요구 그리고 이 

에 따른 경제적 피해보상 등 간접적인 피해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도시환경 

방사선영향평가 기술은 정량적으로 도시 방사선 피해예측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응책 결정지원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국가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로 자 

국의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고 운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관련 분야에 일반 

상용 모델의 단순 적용이 매우 어려워 원자로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자국에 적합 

한 방사선 평가기술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기 

술은 동남아 국가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할 때 간접 

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환경 방사선영향평가기술은 국내외 원자력시설 이용 확대와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방사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로 국가 방사능방재 

체제의 적용 대상범위를 도시를 포함하는 광역지역으로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개발되는 확산 및 영향평가 피해저감 효과분석 그리고 최적 대응책 결정기술 

등은 도시 내부 또는 외곽에 위치한 화학공단의 위험물질 누출사고나 방사능 또는 

생물무기를 이용한 도시 테러를 대비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대기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동화기술은 원자력 뿐 아니라 일반 환경오염물질의 확산과 영향평가에 적용하 

여 평가결과의 신뢰도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시설의 사고뿐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테러나 방사성 물질의 누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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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에 의한 오염시， 물리적 방호와 방사선 방호를 담당하는 원자력통제기술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효율적인 대응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인 간접 

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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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국제원자력기구 (lAEA)는 환경내 핵종거동 연구에 대한 상호조화를 위해 국제 

공동비교프로그램 EMRAS (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 

Program)를 조직 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 한 바 있다. EMRAS는 방사선 

환경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 7개 분과로 나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도시 방사능오염 

에 대한 선량평가 모델링 분야이다. 우리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도시환경 방사선 

오염평가모델 METRO-K로 이 분과에 참여해 왔으며 체르노빌에 인접한 Pripyat 

지역에 대한 피폭과 가상 도시 테러 시나라오에 대해 평가하고 다른 모델들의 결과 

와 비교， 논의하였다. 최종 보고서는 머EA TECDOC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파EA는 EMRAS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내용 중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펼요한 부 

분과 ICRP의 새로운 방사선방호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EMRAS-2를 발족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2009년 1월 19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방사성유출물영향평가 

(Theme 1 : Reference & Graded Approache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Radioactive Discharges)와 생태계 선량평가 표준 접큰방법 (Theme 2 : Reference 

Approaches for Assessing the Radiation Doses to Biota) 사고시 평 가 (Theme 3 : 

Assessment after Emergency Situations) 의 3개 주제로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 

사고시 평가 분과에는 삼중수소의 영향평가 그룹 (Tritium WG) , 환경민감도 평가 

그룹 (Environmental Sensitivity WG)과 도시오염평가 그룹 (Urban WG)이 있으며 

도시오염평가 그룹에서는 도시환경에 대한 방사능오염에 대한 연구와 결과 비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 연구그룹에서는 EMRAS에서 수행된 도시환 

경 방사능오염에 따른 피폭선량평가 이외에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거동， 경제적， 사 

회적 환경을 고려한 대응책 결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이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본 과제의 연구내용과 매우 일치한다. 본 과제에서 개발되고 개선 

된 모델을 사용하여 EMRAS-2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연구결과 

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1-120 



제 7 장 참고문헌 

2-1 J Ehrhardt et al. , Development of RODOS , A Comprehensiv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Nuclear Emergencies in Europe - An Overview, 3rd 

Int'l Workshop on Real-Time Computing of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an Accidental Release to Atmosphere from a Nuclear 

Installation, Bavaria, 25-30 Oct., (1992) 

2-2 W. Raskob et al., Status Of The RODOS System For Off- Site Emergency 

Management After Nuclear And Radiological Accidents, Countering 

Nuclear and Radiological Terrorism , 2006, 151-166 (2006) 

2- 3 https:j/naracwebx2.11nl.gov/web/signln.htm 

2-4 K. Imai et al. , SPEEDI: A Computer Code System for the Real- Time of 

Radiation Dose to the Public due to an Accidental Release, JAERI -1297 

(1985) 

2-5 H. Ishikawa, Development of Regionally ExtendeψWorldwide Version of 

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 

WSPEEDI, (1) Application of Mass- Consistent Wind Field Model to 

Synoptic Wind Fields, ].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8[6] , 

535-546 (1991) 

2-6 H. Ishikawa, and M. Chino, Development of Regionally ExtendeψWorldwide 

Version of 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 WSPEEDI, (ll) Long-Range Tranport Model and Its 

Application to Dispersion of Cesium-137 from Chemobyl, ].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8[7], 642-655 (1991) 

2- 7 http://care.kins.re.kr/ 

2-8 한국원자력연구소，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템 구성연구， KAERl/RR -1737/ 

96 (1996) 

2용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대기확산 평가기술 개발 KAERl/RR -2769/2006 

(2006) 

1-121 



2-10 IAEA, Validation 아 Environmental Model Predictions (VAMP) : A 

Programme for Testing and Improving Biospheric models Using Data 

from the Chernobyl Fallout, STI!PUB/932 (1993) 

2-11 http://www-ns.iaea.org/projects/emras 

2-12 M. ]. Crick, and J Brown, EXP URT : A M odel for Evah따ting Exposure 

from Radioactive Material Deposited in the Urban Environment, NRPB 

R235 (1990) 

2-13 S-R. Peterson et al. , CHERURB용(5 : Urban Contamination and Dose 

Model, Atomic Energy Control Board CANADA (1995) 

2-14 E. R. Rochedo, L. F. Conti, and H. G. Paretzke, PARATI - A Dynarnic 

Model for Radiological Assessments in Urban Areas ; Part I. Modelling 

of Urban Areas Their Contamination and Radiation Fields, Radiation and 

Environmental Biophysics, 35, 243 • 261 (1996) 

2-15 A. Baklanov et al., Forecasting Urban Meteorology, Air Pollution and 

Population Exposure (European FUMAPEX Project), Air Pollution 

Modeling and Its Application XVII, 29-40 (2007) 

3.1-1 http://stat.seoul.go.kr/ 

3.1 -2 http://www.busan.go.kr/06_intro/05_statistics/01캔p 

3.1-3 http://incheon.go.kr/icweb/htmν'web1/001005002001.html 

3.1 -4 http://daegu.go.kr/Statistics/ 

3.1 -5 http://www.ulsan.go.kr/executive/page/statistics_01.j sp?mNum=4&sNum=5 

&PGM_GBN =ulsantoday 

3.1-6 WMO, Manual on Codes, Volume 1.2, Parts B and C, WMO-No. 306 

(2009) 

3λ 7 WMO , Guide to the WMO Table Driven Code Form Used for the 

Representation and Exchange of Regularly Spaced Data In Binary 

Form, FM 92 GRIB Edition 2 (2003) 

1-122 



3.1 -8 F. Robel, U. Hoffmann , and A. Riekert, Daten und Aussagen 2um 

Stadtklima von Stuttgart auf der Grundlage der InfrarotThermographie 

Beitrage 2ur Stadtentwicklung Nr. 15, Landeshauptstadt Stuttgart (1978) 

3.1-9 J. Counihan, Adiabatic Atmospheric Boundary Layer: A Review and 

Analysis of Data from the Period 1880-1972, Atmospheric Environment, 

9[10], 871-905 (1975) 

3.1-10 http://www.mmm.ucar.edu/mm5 

3.1-11 N. Nirmalakhandan, Modeling Tools for Environmental Engineers and 

Scientists, CRC Press (2002) 

3.1 -12 COMSOL AB, COMSOL Multiphysics user's guide (2006) 

3.1-13 H. van Dop, F. T. M. Nieuwstadt, and J. c. R. Hunt, Random Walk 

Models for Particle Displacements in Inhomogeneous Unsteady Turbulent 

Flows, Phys. Fluids, 28, 1639-1653 (1985) 

3.1-14 E. Carter, and S. French, On Presentation ENSEMBLE Predictions and 

Associated Uncertainty to Decision Makers, EU, ENSEMBLE TN (02)03 

(2002) 

3.1 -15 G. A. Briggs, Analytical Parameterizations of Diffusion: The Convective 

Boundary Layer, J Climate App. Met. , 24, 1167-1186 (1985) 

3.1-16 T. Yamada, and S. Bunker, Development of a nested grid, second 

moment turbulence closure model and application to the 1982 ASCOT 

Brush Creek data simulation, J App. Met. , 27, 562-578 (1988) 

3.1-17 M. Chino, and H. Ishikawa, Experimental verification study for 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SPEEDI, 

(II) Simulation of field tracer experiments at isolated mountain, ].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5[10], 805-815 (1988) 

3.1 • 18 A. C. Chamberlain, Interception and Retention of Radioactive Aerosols by 

Vegetation, Atmospheric Environη!ent， 4[1], 57-78 (1970) 

1-123 



3.1-19 R. C. Chadwick, and A. C. Chamberlain, Field loss of Radionuclides from 

Grass, Atmospheric Environment, 4[1], 51-56 (1967) 

3.1-20 W. G. N. Slinn, Some Approximations for the Wet and Dry Removal of 

Particles and Gases from the Atmosphere, Water, Air, & Soil Pollution, 

7[4], 513-543 (1977) 

3.1 -21 U. S. NRC , Reactor Sqfety Study: An Assessment 여 Accident Risks in 

U.S.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NUREG-75/014), Appendix VI 

Calculation of Reactor Accídent Consequences,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5) 

3.2-1 Chemobyl Forum, Chernobyl Legacy : Health, Envíronmental, and 

Socio-econímíc Impacts and Recommendatíons to the Governments of 

Belarus, the Russian Federatíon and Ukraíne, IAEA (2005) 

3.2-2 http://en.wikipedia.org/wiki/Goiania_accident 

3.2-3 http://www.phy.bnl.gov /newphysics/ experiments.html 

3.2-4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Tracer Experíment, Joint Research 

Center, EUR 18143 EN (1998) 

3.2-5 H. Van Dop et al. , ETEX: A European Tracer Experiment; Observations, 

Dispersion Modelling and Emergency Response, Atmospheríc 

Envíronment, 32[24], 4089 • 4094 (1998) 

3.2-6 K. Nodop et al. , The Field Campaigns of the European Tracer Experiment 

(ETEX): Overview and Results, Atmospheríc Envíronment, 32[24], 

4095-4108 (1998) 

3.2-7 Radiation Safety Section of IAEA, Categorízatíon of Radíoactíve Sources, 

Revision of IAEA-TECDOC-1l91 , IAEA (2003) 

3.2-8 Radiation Safety Section of IAEA, Securíty of Radíoactive Sources , Interim 

Guidance for Comment 파EA-TECDOC-1355， lAEA (2003) 

3.2-9 http://www-ns.iaea.org/projects/emras/emras-2 

1-124 



3.2-10 F. O. Hoffman, Conclusions of BIOMASS - on the Validity of 

Environmental Transfer Models , National Institute of Radiation 

Protection, Stockholm (1990) 

3.2-11 ICRP, Assessing Dose of the Representative Person for the Purpose of 

Radiation Protection of the Public, ICRP Publication No. 101 (2006) 

3.2-12 ICRP ,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Protection, ICRP Publication No. 103 (2007) 

3.2-13 IAEA, Generic Models for Use in Assessing the Impact of Discharges of 

Radioactive Substances to the Environment, Safety Reports Series No. 

19, Intem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01) 

3.3-1 T. Chamock, and K. Adersson, Source of Information on Urban Recovery 

Countermeasures for Use in Models, Draft Report for the preparation of 

파EA Safety Report Series (2006) 

3.3-2 IAEA , Environmental Modeling of Remediation of Urban Contaminated 

Areas - Environmental M odeling for Radiation S따ety Programme 

(EMRAS), Draft Report for the preparation of 파EA Safety Report 

Series (2006) 

3.3-3 W. T. Hwang et al. , A Model for Evaluating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Urban Environment, ]. Radiation Protection, 30[3], 

99 (2005) [in Korean] 

3.3-4 W. T. Hwang et al. , A Model for Radi이ogical Dose Assessment in an 

Urban Environment, ]. Radiation Protection, 32[1], 1 (2007) [in Korean] 

3.3-5 K. M. Thiessen et al. , Improvement of modelling capabilities for assessing 

urban environment The EMRAS Urban Remedation Working Group, 

Applied Radiation and 1 sotopes, 66, 1741 -1744 (2008) 

3.3-6 K. M. Thiessen, et al. , Modelling of a large-scale urban contamination 

situation and remediation altematives, ]. Environmental Radioactivity, 

100, 313-421 (2009) 

1-125 



3.3- 7 K. M. Thiessen et al. , Modelling the long-tenn consequences of a 

hypothetical dispersal of radioactivity in an urban area including 

remediation altematives, ]. Environmental Radioactivity, 100, 445-455 

(2009) 

3.3- 8 ]. Brown et al. , Review of decontamination and clean- up techniques for 

use in the UK following accidental releases of radioactivity to the 

environment, NRPB- R288, UK (1996) 

3.3-9 ICRP , Optimization and Decision- Making i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55 (1989) 

3.3-10 Intemational Advisory Committee, The International Chemobyl Project -

Technical Report on Assessment of Radiological Consequences and 

Evaluation of Protective Measures (1991) 

3.4-1 P. A. Dowd, A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geostatistics, Computers 

& Geosciences, 17(10), 1481-1500 (1991) 

3.4- 2 http://www.ai-geostats.org/ 

3.4- 3 X. Emery, Ordinary multigaussian kriging for mapping conditional 

probabilities of soil properties, Geoderma, 132(1 -2), 75-88 (2006) 

3.4-4 C. Yu et al. , User's manual for RESRAD-OFFSITE Version 2, 

Environmental Science Division of Argonne National Laboratory (2007) 

3.4-5 A. Sohier, A European manual for off-site 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 to nuclear accidents, Belgian Nuclear Research 

Centre(SCK.CEN) (2002) 

3.4-6 ]. L. Schnoor, Environmental modeling • fate and transport of pollutants 

in water, air, and soil, John Wiley & Sons, Inc. (1996) 

3.4-7 M. S. Grewal, and A. P. Andrews, Kalman filtering: theory and practice, 

Prentice-Hall, Inc. (1993) 

3.4- 8 ]. G. Markoulidakis, C. Dessiniotis, and D. Nikolaidis, Kalman filtering 

options for error minimization in statistical terrninal assisted mobile 

positioning, Computer Communications, 31(6), 1138-1147 (2008) 

1-126 



3.4-9 J. S. Scire et al. , A User's guíde for the CALPUFF díspersíon model, 

Earth Tech, Inc. (2000) 

3.4-10 J. S. Scire et al., A User’s guíde for the CALMET meteorologícal 

model, Earth Tech, Inc. (2000) 

3.4-11 J. W. Verkaik and A. A. M. Holtslag, Wind Profiles, Momentum Fluxes 

and Roughness Lengths at Cabauw Revisited, Boundaη-Layer 

Meteorology, 122[3], 701-719 (2007) 

3.4-12 A. Venkatram, Vertical Dispersion of Ground-level Releases in the 

Surface Boundary layer, Atmospheric Environment, 26A, 947-949 (1992) 

3.4-13 P. R. Maul, The Mathematical Modelling of the Meso-Scale Transport of 

Gaseous Pollutants, Atmospheric Environment, 11[12], 1191-1195 (1977) 

3.4-14 F. M. Ham, and I. Kostanic, Principles of neurocomputíng for science & 

engineering, Mc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 (2001) 

3.4-15 H. J. Jeong et al. , Application of data assimilation to improve the 

forecasting capability of an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for a 

radioactive plume, Annals of NucZear Energy, 35, 838-없4 (2008) 

1-127 



[참고자료] EMRAS-2 도시오염평가분과의 서울 대상 시나리오 

L Description of a Hypothetical City 

1.1. Climate Characteristics 

A hypothetical city was selected to simulate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subsequent exposure dose to human due to the explosions of RDDs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and accidental releases from NPPs (Nuclear 

Power Plants). This region has a climate of the Temperate Zone with the 

distinctive four seasons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It is a cold and dry 

under the influence of continental high pressure with cold air in winter. On the 

other hand, it is a hot and humidunder the influence of a high pressure of the 

ocean with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In both spring and fall, it is clear 

and dry under the influence of a migratory high pressure in many days. Annual 

average temperature is 10 to 16 0C. The hottest month is in August showing 23 

to 2TC in average temperature, while the coldest month is in January showing 

6 to TC.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is 1,100 to 1,400 mm. Precipitation from 

Jun to September accounts for around 70% ofannual total amount. Specially, 

precipitation in J비y accounts for 20% of annual total amount. Predominant wind 

directions are between north and west in winter, and between south and west 

in summer. Figure 1 shows a surface wind rose in 2007. Prevailing wind 

direction is thewest-north • west. The occuπence probability of calm, which is 

defined as below 0.5 m/sec wind speed, is 3.6%. Relative humidity in summer is 

more than 80%, and that in fall is around 70%. Annual average wind speed is 

2.4 m/sec showing 2 to 2.8 m/sec in monthly average wind speed. Rainy season 

sets in from the late of Jun, and lasts for a month. Typhoons are generated 

from the ocean in summer, of which 2 to 3 typhoons affect to this region 

directly or indirectly.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nnual and monthly climate 

elementsover 30 years is provided in Tables 1 and 2, respectively. Also,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nnual and monthly climate elements in 2007 isprovided in 

Tables 3 and 4, respectively. Like many other cities of whole world, 

temperaturein this region is rising steeply due to construction of new high-rise 

buildings and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to be being sustained. It may cause a 

heat island effect which is a common phenomenon in urbanized areas. 

1- 128 



해 

삐 E 

s 

Ust 01 Sym bols 
C) Frequenoy oi Calm õ[ <0 5빼] 
- 0.5 ~ 3.3.,. {I ‘ 0 ‘ 6 .4Knots : 1.1 ‘ 7 .4mi/h] 

드그 3 .4 ‘ 7.9~ [6.5 ‘ 15 .4Knots 7.5 ‘ 1 7_ 7mi/h) 

08‘。 ‘ 13.811\'s [1 5.5 ‘ 26‘9Knots ‘ 17 .8 ‘ 30.9mi/hl o ’ 3 g ll!~ 8. Over [27 OKnQts & Over 31 Omïfh & Ovsrj 

Scale 
o 2 4 D a lO ,. 
l11.1111111 

Fig. 1. Surface wind rose in a hypothetical city in 2007 

1.2. Huma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test site is a well-developed urbanized region. Population density is 

as high as 14,000 persons/km2
. Age distribution accounts for 16% in below 16 

years old, 73% in between 15 and 64 years old, and 11% in more than 65 years 

old. The living quarters of residents accounts for 30% in detached houses, 60% 

in apartment houses, 5% in terrace houses, 3% in semi - detached housesand 2% 

in other type houses. The number of average residents in a household is 3.7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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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 of windows takes up 30 to 40% of whole outer walls in detached 

houses , semi-detached houses and terrace houses , 60 to 80% in apartment 

houses. The outer walls of business buildings are almost covered with grasses 

and aluminum plates for the beauty of external appearance. The height between 

floors is 3 to 3.5 m for business buildings and schools, and 2.5 to 3 m for 

buildings of residential purposes. Land-use distribution takes up 20% in field, 

16% in forest, 40% in residential area, 4% in school area, 16% in roads, 3% in 

park area and 1% in area for other purposes. Soil type is acid loamy-sand or 

acid loamy with pH 5.5 to 6.0. Traffic speed is 20.8 1mνhr in daily average. It 

is 22.1 km가rr in the morning and 17.9 1mνhr in the afternoon. Traffic condition 

in rush hours, from 7:00 to 9:00 A.M. and 5:00 to 7:00 P.M., is more severe 

than these. 

Street cleaning is done at the daybreak everyday by vacuum cleaning cars 

or water spray c따s. Vacuum cleaning may be effective in removing wastes, 

earth and sand, fallen leaves to be piled up in the middle and edges of 

roadways. On the other hand, water spray cleaning may be effective in 

removing particles less than 60 μm throughout the entire surfaces of roadways. 

Water amount to be required is 100 ton/km2 approximately. 

2. Description of a Test Site 

Figure 2 shows anaerial photograph of a test site which is provided bythe 

Google Earth. Aside from the aerial photograph, 3-dimensional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is provided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in structure forms 

to assessors,and for various information which includes the land-use and the 

attributes of buildings (be prep따'Ìng). A large river runs south-northwith 400 m 

wide. Traversing the river, there is a large bridge with 1.3 km long and 31 m 

wide. In this figure, the structure of a circle type in a center of upper end is a 

sports stadium. A large apartment town shows in a lower end of right-hand 

side.Detailed information on the buildings of the test site is in the MS Excel 

workbookalong with a graphic, which is used for the building configurations in 

the GIS . As an example, Figure 3 shows the meaning of numerical values in 

columnsfor the building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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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erial photograph of the test site. ‘Region 1’ is a business area, and 

‘Region 2’ is a park area. A hypothetical event is assumed to originate at a 

center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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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detailed information on the buildings of the test site in 

the MS Excel workbook. In the 27th row, ‘Grass Tower BD’means building 

name, ‘82’ means the building height in meter, ‘1192.87’ means the site area of 

the building in meter square, ‘30’ means number of floors of the building. From 

the 28th row, the numerical values are indicated the coordinates (x,y) for 

drawing the shapes of buildings. The difference of absolute values between 

coordinates indicates distances between positions in meter. 



Figure 4 shows a close-up photograph of the Region 1, a center of 

business. The origin of the event is at a center of the crossing street which is 

surrounded with business buildings. The roadway nmning north-south is 16 

lanes in round trip, and the roadway running east-west is 12 lanes. Each lane 

is 3.5 m wide, and its surface is covered with asphalt. A subway station is 

located at underground of the crossing street, and there are 4 entrances at the 

edges of the crossing street. Floating population utilizing this station is 160,000 

persons per day. Building 1 is a 24 story building for business with 66 m high 

and 903 m2 area with the shape of round edges. Building 2 is a 30 story 

building for business with 82 m high and 1193 m2 area with the shape of 

angled edges. Building 3 is a 16 story building for business with 44 m high and 

607 m2 area with the mixed shape of angled and round edges. Building 4 is a 

pavilion of 15 m high and 2,566 m2 area. 

Fig. 4. Close-up photograph of the Region 1 (business area). The center of 

the photograph, on the crossing street, is a location where a hypothetical event 

had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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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of of building 4 is made of steel plates with the shape of round. All 

of business buildings are made of strengthened concrete with reinforcing rods, 

and the surfaces of outer walls are covered with alurninum plates or 

strengthened glasses. The shapes of their roofs are a11 flat without painting on 

the surfaces. Generally, the outer wallsof no high- rise buildings are made of 

concrete or red bricks with flat roofs.In case of high-rise buildings, air 

ventílation, heating and cooling are done bytheir own central systems. Therefore, 

in most times, windows are closed.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residential 

houses, air ventilation is done by natural circulation via windows. Heating is 

done by central systems, while cooling (air conditioner) is independently done 

every houses. Sidewalks are 10 m wide covered with cerarnic tiles or cement 

bricks. There are sewers to prevent flooding between roadways and walkways. 

A venues are lined up with plane trees which are deciduous trees with broad 

leaves. The plane trees of 7 m t머1 are planted with 8 m intervals. The leaves 

of plane come into from early of April, and fa11 down at late of November. 

Figure 5 shows a close-up photograph of the Region 2 which is away from 

1.5km to an east-north from the Region 1. It is a park area with 66,027 m2 area 

for the rest of resident. Pine tree is a typical species in the park area, which is 

one of coniferous tree. In addition to pine trees, deciduous trees and shrubs are 

sparsely planted in the park. Pine tree is 3 to 10 m tall depending on its age. 

Walking paths are 1.5 m wide covered with cement bricks. There is a small 

plaza at the entrance of the park, and its surface is covered with cement bricks 

or cerarnic tiles. Other areas are covered with soil or lawn. Sports facilities are 

provided for the s flthof resident in some places, and benches are provided for 

rest. Around the park, there are apartment towns for residential purposes. Most 

of the ap따tments are 12 story with flat roofs, and height between floors is 2.5 

m. In the park area, there is an office building of 3 story with flat roof, and a 

parking lot covered with concrete. The outer walls of the office building are 

covered with red bricks. The roadway running east-west, which is adjacent to 

the park, is 56 m wide, and that running a south-north is 25 m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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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ose-up photograph of the Region 2 (park area). A park area is 

marked with dotted line. 

Table 1. Annual climate elements in a hypothetical city over 30years (1971-2000) 

Climate elements Values 

Temperature CC) 12.5 

Híghest temperature (OC) 16.9 

Lowest temperature (OC) 8.2 

Precípitation (mm) l344.3 

Wínd speed (m1sec) 2.4 

Humídíty (%) 66.9 

Time of sunshine (hours) 2114.1 

Heat energy (MJ/m2
) 1l.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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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thly climate elements in a hypothetical city over 30 years (1971-2000) 

Clìmate elements Jan. Feb. Mar. Apr. May Jun J띠. Aug. Sep. Oct. Nov. Dec. 

Temperature CC) -2.5 -0.3 5.2 12.1 17.4 21.9 24.9 25 .4 20.8 14.4 6.9 0.2 

Highest temperature( oC ) 1.6 4.1 10.2 17.6 22.8 26.9 28.8 29.5 25.6 19.7 11.5 4.2 

Lowest temperature( oc ) -6.1 -4.1 1.1 7.3 12.6 17.8 21.8 22.1 16.7 9.8 2.9 -3 .4 

Temp. on the ground (OC) -2.4 -0.3 5.6 13 .4 19.7 24.8 26.8 27.4 22.5 14.8 6.2 -0.1 

Precìpìtation (mm) 21.6 23.6 45.8 77.0 102.2 133 .3 327.9 348.0 137.6 49.3 53.0 24.9 

No. of days in 

precipìtatìon(> 1.0mm) 3.9 3.7 4.5 5.9 6.9 7.8 12.8 11.2 6.7 4.8 6.9 4.3 

No of days in 

precipìtatìon(>0.1 mm) 7.1 6.0 6.8 8.0 8.8 10.0 15.5 13.8 8.7 6.6 9.0 7.3 

Wìnd speed (rnlsec) 2.5 2.7 2.9 2.9 2.6 2.3 2.3 2.1 1.9 2.0 2.3 2.3 

Humìdity (%) 62.6 61.0 61.2 59.3 64.1 71.0 79.8 77.4 71.0 66.2 64.6 63.8 

Time of sunshine (hours) 158.4 163.3 197.5 210.7 224.3 187.8 130.7 155.3 184.5 200.5 15 1.3 149.9 

Heat energy (MJ/m2
) 7.04 9.58 12.37 15 .1 9 16.49 15.53 12.11 12.43 12.16 10.33 7.08 5.88 

] 
]{ 
ω
 α
 



Table 3. Annual climate elements in a hypothetical city in 2007 

Climate elements Values 

Temperature CC) 13 .3 

Highest temperature (OC) 33 .2 

Lowest temperature (OC) -8.6 

Precipitation (mm) 1212.3 

Daily greatest precipitation (mm) 76 
No. of days of 

precipitation (>1.0 mm) 90 

No. of days of 

precipitation (>0.1 mm) 132 

Re1ative humidity (%) 62 

Wind speed (mlsec) 2.4 

Most frequent wind direction WNW 
No. of days with phenomena 

c1ear (days) 94 

c10udy (days) 105 

thunder storm (days) 25 

fog (days) 4 

frost (days) 60 

freezing (days) 99 

snow cover (day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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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nthly climate elements in a hypothetical city in 2007 

Climate elements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emperature (OC) 0.4 4 6.1 11.4 18.1 23.2 24.2 26.5 21.5 15.1 6.7 1.8 
Highest temperature (OC) 11.8 14.8 16.2 22.5 30.1 33.2 31.2 33.2 31.1 26.2 19.3 13.8 
Lowest temperature (OC) -7.6 -8.6 -7.6 1.6 9 14.1 17.7 19.8 14.1 3.2 5.5 -7.4 

Precipitation (mm) 10.8 12.6 123.5 41.1 137.6 54.5 274.1 237.6 241.9 39.5 26.4 12.7 
No. of days of 

precipitation(> 1.0mm) 2 2 10 7 8 5 11 16 13 7 4 5 
No. of days of 

precipitation(>O.lmm) 5 3 14 9 9 12 15 19 20 7 8 11 
Relative hurnidity (%) 56 53 60 53 62 61 75 75 8 63 55 60 
Wind speed (m/sec) 2 2.3 2.7 2.8 2.6 2.3 2.4 2.6 2.5 2.1 2.2 2.4 

Maximum wind speed (m/sec) 8 8.6 10 9.4 8.7 6.9 7.3 9.9 8 8 7.7 8.5 
No. of days with phenornina 

clear (days) 14 13 6 9 6 5 0 3 3 8 16 11 
cloudy (days) 2 3 8 8 9 12 16 13 19 8 2 5 

thunder storm (days) l 0 3 1 4 1 4 5 2 l 3 0 
fog (days) l 0 2 0 0 0 1 0 0 0 0 0 
frost (days) 20 8 3 0 0 0 0 0 0 0 0 18 

snow cover (days) 3 2 5 0 0 0 0 0 0 0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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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명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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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지표수 핵종이동평가기술 개 

발，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실험 해석 3개의 세부 분야로 수행되었음. 

1)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비인간종 선량평가 펼수 요소언 국내 생태특성 파악 

-ICRP권고를 참조하여 생태계 방사선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내참조동식물 

도줄 

국내 고유 특성인자를 반영하여 참조동식물의 기하학적 구조 모형 정의 

MCNP 코드를 이용-한 참조동식불 내외부 선량환산인자를 계산 및 25개 핵종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량환산인자 계산 효로그램 K-BIOTA- CR 개발 및 등록 

-IAEA 주관 EMRAS 국제공동연구 참가를 통한 선량환산인자계산법 검증 수행 



참조동식물 전이인자 확보를 위하여 국내 고유어종인 버들치의 전이인자 측정 

Allometric 법을 이용한 전이계수 예측모델 개발(K-B10TA←CR) 빛 국내참조 

동식물에 적용 

14개 동식물 및 307~ 핵종에 대한 전이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지표수 핵종이동평가기술 개발 

-오염된 지표수에 의한 핵종의 토양이동 평가를- 위해 경주 처분장 주변의 3개 

논토양에 대한 핵종 평형분배계수(Kd) 측정 및 지표수， 토양， 핵종의 화학적 

거동 뜩성 조사 

토양내의 핵종이동모델 개발 및 해석해 제시 

토양핵종이동모델의 검증을 위한 논토양에 대한 99Tc 이동 실험 수행 및 

국내 토양특성이 반영된 이동 파라미터 생산 

-하천(강)의 핵종오염평가모델 개발 및 경주처분장 주변 대종천 적용연구 수행 

3)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질험 해석 

국내 유일의 핵종처리 온실을 활용하여 벼에 대한 1~ 및 99Tc의 논토양별 

전이계수를 작물 재배실험을 통하여 측정 

논토양에 대한 상기 핵종들의 용출 거동 특성 조사 

콩， 무， 배추에 대한 처분장 주변 토양별 1291전이계수 측정 

-토양깊이별 iodine 분포조사 

색언어 

(각 5개 이상) 

한글 
비인간종， 생태계， 참조동식물， 선량환산인자， 전이계수， 

핵종환경이동，장반감기핵종 

non - hurnan species, ecosystem, reference animal and 

영 어 I plant, dose conversion factor, transfer factor, radion때de 
environmental transfer, long-lived radionuclide 



요약문 

1. 제 목 

신개념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시설로부터 누출된 방사성 핵종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오염된 환경 

에 거주하는 인간 및 동식물은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선에 내부피폭이 되거나 오염 

된 환경으로부터 직접 방사선적 위해를 받는다. 따라서 인간 및 비인간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대해 방사선 피폭 경로별 핵종 이동 모델 개발 및 입력 자료 생산을 

통한 평가체계의 구축은 환경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 사항이다.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지속가능한 개 

발”에 대한 국제적 합의 후 방사선방호 분야에서는 인간 및 환경을 통합 방호하는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rCRP는 2007년 발간된 선권고 

103에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방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CRP 신권고103 중 환 

경방호에 대한 국내 규제 체계 설정을 지원하고 시설 주변 주민들 자체의 건강 뿐 

아니라 시설 주변 생태계 또한 시설 운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합 

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인간종 선량평가 기술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환경에서의 핵종 오염 농도 평가 모델 및 입력상수는 주민 및 비인간종 방사선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다. 토양 및 하천에서의 핵종농도는 주민 선량 

뿐만 아니라 육상 및 수생동식물의 선량평가를 위한 입력인자로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핵종오염 평가 모델 개발 및 핵종이동상수 생산이 펼요하다. 

핵종 작물 전이계수는 원자력시설 주민 섭취선량평가를 위한 필수 입력데이터이 

다. 99TcL-1- 129r 같은 장반감기 핵종은 환경이동성이 매우 크고， 긴 반감기로 인해 환 
경에 누출되면 오래 동안 환경에 방사선 위해를 끼친다. 이를 핵종에 대한 국내 주 

요 농작물 벼， 콩， 무， 배추의 전이계수 측정은 음식물 섭취에 의한 주민 방사선량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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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인간 및 환경 통합 방호를 위한 기초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 

하는 본 과제는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지표수 핵종이동평가기술 

개발，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설험 해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수행되었다. 

로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관련 요소기술 확보를 위해 

환경 생태특성을 파악하고 생태계 방사선 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참조 동식물을 

도출하였으며， 각 참조 동식물의 형태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기하학적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MCNP 코드를 이용한 참조동불 내， 외부 

계산하였다. 또한 allometric법을 적용한 참조동식물 전이언자 예측모델을 

하였고， 국내 참조동물 중 버들치의 전이인자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내 

구조 모형을 

선량환산인자 

개발 

전이인자 

E프 
E프 

지표수 핵종이동평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오염된 지표수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 

우를 고려하여 처분장 주변의 지표수와 토양의 핵종간 화학적 거동을 평가하고 평 

형분배계수(Kd)를 측정하였으며 오염된 지표수로부터 토양내의 핵종이동모벨 개발 

이용한 99Tc 개발함과 동시에 모델의 검증을 위해 경주 방폐장 주변 논토양을 

이동 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오염된 유입원이 있을 경우 하천의 핵종농도를 평가 

。

E프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의 적용연구를 핵종 오염 하기 위해 2차원 하천 

수행하였다. 

핵종에 대한 작물의 

두류에 대한 iodine 

측정하고， 논 및 밭 

전이 

pl 
그R 

분야에서는 장반감기 

작물인 벼， 채소류， 

재배와 함께 연차적으로 

조사하였다. 

작물흡수실험 해석 

해석을 위해 국내 

technetium 동위원소 전이계수를 작물 

토양에 대한 상기 핵종에 대한 용출거동을 

요
 

주
 
’ 

장반감기핵종 

계수 및 거동 

IV. 연구개발결과 

1.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국내 생태 특성 파악 및 국내 참조동식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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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처분장 부지 주변 생태계를 참조모델로 적용하여 국내 생태특성을 파악하였 

으며， 1CRP 신권고 103을 참조하여 8개 종류 (소나무， 등줄쥐， 고라니， 정개구리， 살 

모사， 버들치， 별， 지렁이)의 국내 참조동식물을 선정하였다. 생태계에 방사선적 위 

해를 주는 선원항으로 경주 처분장 환경감시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25개 핵종 ( 3H , 

7Be, l4C, 4OK ,5lCr, 딩Mn， %Fe, 않Co， %Co, %Zn, %Sr, 95Zr, 쩍Jb， %Tc,1 %Ru, 1갱1， 

l3lI, l$Cs, l37Cs,l 4OBa, MOLa, 14Ce, 238U, 앙9pu， 2때Pu)을 선정하였다. 

• MCNP코드를 이용한 참조동식물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 계산 

Monte Carlo 모사법을 이용하여 국내 참조동식물에 대한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 

를 계산하였다. 참조동식물을 타원형으로 가정하였으며， 크기는 한국고유생물도감을 

참조하였다. 동식물의 거주 형태에 따라 수계동물， 지중동물， 지상동물， 지상식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선량환산계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내부선량환산인자는 

1O-6~ 10-2 (μGy/d per Bq!kg) 의 범위에 있었으며 그 값은 방사선 방출에너지가 작 

은 알파 핵종이나 크기가 큰 동식물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외부선량환산인자는 O~ 

0.035 (llGy/d per Bq/kg) 범위에 있었으며， 고려한 모든 동물에 대해 외부선량환산 

인자는 감마 방출 핵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지표동물 전이인자 측정 

국내 토종 어류인 버들치에 대한 l윈Cs， 65Zn, 85Sr의 전이인자를 버들치를 수족관 

에 배양하면서 30일 동안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전이인자 값 중 설험이 

종료 되는 30일 후의 전이계수는 137CS에 대해 4.0 l!kg , &5Sr에 대해 14.0 l!kg , 65Zn 

에 대해 13.0 l!kg의 값을 가졌다 . 

• Allometric법을 이용한 전이인자 예측모델 개발 

실험적으로 전이인자 측정이 어려운 동물의 전이인자 예측을 위해 allometric 법 

을 이용한 전이인자 예측모델 (K -B10TA-CR)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국내 

참조동식물에 대한 15개 핵종(14C， 144Ce, 58Co, 6OCo, 134Cs, 137Cs, 3H, l29I, l31I, 2웠Pu ， 

24OpU, 9OSr, 99Tc, 238U, 95Zr) 전이 인자 계산에 적용하였다. 

• 전이인자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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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종선량평가를 위한 핵심 압력데이터인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로 양서류를 포함한 14종류의 참조동식물에 대한 307R 

핵종에 대한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는 국내실험결과 

및 국외문헌조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될 예정이다. 

2. 지표수 핵종이동평가기술 개발 

• 지표수와 토양 핵종의 화학적 거동 평가 

경주처분장 주변 4개 지역에서 채취한 논토양 대상으로 129I, 137Cs, %Sr의 평형분 

배계수 (Kd)를 측정하여 부지특성이 반영된 국내 고유 Kd를 구하였다. 또한 처분 

장 주변지역 3개 논토양에 대해 오염유형별로 12건 1윈Cs 잃Sr의 표면토양수 핵종농 

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토양특성과의 관계를 해석하였다. 경주 처분장 주변 논토양 

에 대 한 평 균적 Kd는 i。이ne에 대 해 3.7 rnL/g, Sr에 대 해 72 rnL/g, Cs에 대 해 

1200 rnL/g 으로 나타났으며 토양간의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 지표수로부터 토양내의 핵종이동 모델 개발 및 핵종이동 상수 생산 

토양에서의 핵종이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2개의 핵종이동 상수를 가지는 일차원 

convective-dispersive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해석 해를 제시하였다. 모델의 검증 및 

핵종이동 상수를 구하기 위해 경주시 양남면 구길리 논토양에 대한 99Tc 핵종이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99Tc 농도 profile의 선단 부분은 138일 동안 약 12 cm 정도 이 

동하여 낙진에 의한 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이동속도를 보여주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토양 사이를 흐르는 물의 빠른 속도와 산화상태에서 VII로 존재하 

는 99Tc(VIl)의 토양 입자와의 약한 결합력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모델과 

실험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핵종이동상수 Darcy velocity 및 확산계수는 각각 2.88 

cm/y, 6.3 cm2/y 이 었다. 

• 지표수핵종거동모델 개발 

하천(강)의 핵종 오염 농도 평가를 위한 이차원 지표수(하천) 핵종이동모델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적용 연구를 위하여 경주 처분장 주변 대종천이 지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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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오염평가를 수행하였다. 오염된 지하수가 하천 중심부 

에서 유입될 때 용출 주변 지역에서의 핵종농도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제방 쪽으로 

의 오염 확산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된 지하수가 강의 제방 쪽 

에서 용출될 때 하천의 핵종농도는 용출지점과 같은 방향 제방의 물의 흐름을 이동 

하고 반대편 제방까지 오염이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실험 해석 

• 벼에 대한 1~ 및 99Tc 전이계수 조사설험 

경주 처분장 주변에서 채취한 세 종류의 논토양에서 쌀알과 벗짚에 대한 1~의 

전이 계수(TF m, dimensionless)는 각각 1.1xl0-3 -6.4xl0-3 및 4.2x lQ-1_ 6.3x lQ- 1의 범 

위였다. 한편 모내기 다음날 방사성 핵종을 처리하고 조사한 l엉I 전이계수(TFa， m2 

kg- 1 )는 토양애 따라 쌀알은 2.8x lQ-5 -7.6xI0-4, 벗 짚은 2.5x lQ-3-4.4xl0-3 이 었다. 

쌀알과 벗짚애 대한 99Tc의 TFm 값은 토양에 따라 각각 5.4xl0-4-2.5xl0 • 3 및 

5.3 x l0-1 - 1.3xl00의 변이를 보였다. 왜Tc의 TFa 값은 쌀알의 경우 4.4xlQ-6-

6.l x l0-5, 벗짚의 경우 6.9 x lQ-3- 4. lx lQ-2의 범위였다. 토양별 전이계수 값의 기하평 

균이 대표치로 제안되었다. 침출수 내 12건와 99Tc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총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 밭작물에 대한 
1정I 전이계수 조사실험 

경주 처분장 부근에서 채취한 두 밭 토양에서 배추에 대한 1291의 TFm 값은(생체 

중 기준) 1.4xlQ-2 및 3.1 x l0-3이었다. 같은 토양에서 무 뿌리의 경우 2.8x lQ-2 및 

3.6x l0-3이 었고 잎사귀 의 경 우 8.6xl0-2 및 1.7xl0-2였다. 또 다른 두 밭 토양에 서 콩 

의 종실에 대한 1291의 TFm 값(건조중 기준)은 9.lx lQ-4 및 2.8xl0-3 이었고 TFa 값 

은 3.4xlQ-5 및 1.3xl0-4이었다. 경엽부의 TFm과 TFa 값은 종실에 비해 수 십 배 높 

았다. 두 가지 토양에 대한 전이계수 값의 산술평균이 대표치로 제안되었다. 

• 밭토양 대한 
1291 이동특성 조사 

콩의 TFa 실험에서 작물 수확 후 두 달 경과시 1정I의 지하농도 분포를 조사하였 

다. 토양의 깊이에 따라 1~ 농도가 급히 감소하여 토양 중 1~의 75-85 % 정도가 

2-v 



지표 1 cm 이내에 분포하였고 지하 10 cm 이하로 침투한 12칸는 무시할 수 있는 정 

도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를 위한 요소기술인 참조동식물， 선량환산인자， 전이계수 

는 국내 비인간종 선량평가 코드 K-BIOTA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로 활용될 것이 

며， 이는 결국 ICRP의 선권고 환경방호를 위한 국내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로 활용된다. 

지표수 핵종이동평가모델 및 관련입력상수들은 핵종이 환경으로 누출되었을 때 

핵종의 확산을 평가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비인간종 선량평가 코드 K-BIOTA내에서 환경미디움 농도를 계산하는 하부 

모률로 활용될 것이다. 

장반감기핵종에 대한 토양-작물 전이계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뿐 아니라 장차 

건설될 국내 새로운 원자력 시설 주변 방사선영향평가를 위한 국내 고유 특성 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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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acliologic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ecosystem 

11. Objectives and Necessity 

Radionuclides that are released from the nuclear facilities contaminates the 

environment. Human beings and non-human species who inhabit in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are not only intemally exposed to the radiation 

through food chain, but also they receive the radiation clirectly from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Thus,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racliological risk,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transfer model of 

raclionuclide in environmental according to the exposure pathway and the 

production of model input data, is one of critical requirements for managing th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safely. 

Non-human species radiation dose assessment has been a key subject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the ionizing radiation since the Rio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in 

1992. The Intem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e ionizing radiation in the 

new recommendations (Publication 103) that was issued in 2007. In order to 

establish the domestic regulation framework for the environment protection from 

ionizing radiation, and to show that non-human species around a nuclear facility 

are radiologically safe from the operation of the facility to the stakeholder 

including the regulatory body, the non-human radiation dose assessment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Transfer models of radionuclide in the environment and the model parameters 

are essential components to appraise the radiological impact to human beings 

and non • human species, as a result of radionuclides release into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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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soil or water is used as the source terrn for 

calculating the radiological risk for human beings and non-human species, and 

thus the transfer model of radionuclides in soil or water, and the corresponding 

model parameters should be developed to predict the environmental medium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 of radionuclides is essentia11y required to calculate 

the ingestion dose of human being. Radionuclides such as 99Tc and 1291 are 

known to be important radionuclides that control the total radiation dose in the 

radiological safety assessment for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due to its 

high mobility in soi1 and long-ha1f lives. Thus, the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 

of the long-lived radionuclides for the domestic staple crops are needed to 

eva1uate the ingestion dose for the residents who live around the facility. 

11 1. Content and Scope 

The present works were perforrned in three sub-parts: the development of 

non-human species radiation dose assessment technologies, the development of 

the radionuclide transfer model in surface water, and the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uptake of long-lived radionuclides into the domestic staple 

crop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n-human species radiation dose assessment 

technolog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ecosystem were reviewed, and 

the domestic reference anima1 and plants (RAPs) and their geometrica1 shape 

and dimension were proposed. The intema1 and extema1 dose conversion 

coefficient of the RAPs were calculated by means of the Monte Carlo simulation. 

In addition, the model to predict the concentration ratio( CR) of radionuclide 

between the RAPS and environmental medium was developed based on the 

allometric method. The time-dependent CR of 137CS, 85Sr, and35Zn for the Chinese 

Minnow (Morocooxycephalus) were measured in laborato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ansfer model of radionuclides in surfac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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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emical behaviors of radionuclide between surface water and soils that 

were sampled from fields near the Gyeongju repository was analyzed. To predict 

the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 in soil, the transport model of radionuclide in 

the saturated contaminated soil was developed. The model was tested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data that was obtained by using a paddy soil 

sampled rice field near Gyeongju repository, and the soil migration parameters 

for the model were obtained. 

1n order to obtain the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 for long-lived radionuclides 

that are very mobile in the environment, the transfer factor of 99Tc and 12연 for 

the rice, cabbage, radish, and soybean were measured through the pot 

experiment by using the soils that were sampled from the fields near the 

Gyeongju repository. Also, the mig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radionuclides in 

the soil were investigated 

IV. Result 

1. Development of non-human species dose assessment technologies 

Selection of domestic references animals and plant (RAPs) 

Ecological characteristics near the Gyeongju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ere 

investigated. Seven animals (rat, roe deer, frog , snake, minnow, bee, and 

earthworm) and one plant (pine tree) were considered as the reference 

organisms (RAPs) ,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the 1CRP new recommendation 

issued in 2007 and EIR (Environmental Impact Report) for the Gyeongju 

repository. Twenty-five radionuclides ( 3H, 7Be, 14C, 4<X ,51Cr, 당Mn， 5양Fe， 않Co， 

%Co, %Zn, %Sr, %Zr, %Nb, 99Tc,l %Ru, 129I, l31I, l36Cs, 137Cs,l 4OBa, 1얘La， l4Ce, 짧U， 

앙9pu， 2때Pu) were considered as the potential source term of causing radiological 

damage to organisms. The radionuclides were taken from th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program of Gyeongju 1LLW repository. 

Calcul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dose conversion coefficient by M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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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Intemal and extemal dose conversion coefficient for the selected domestic 

reference RAPs were calculated by the MCNP code. Intemal dose conversion 

coefficients for all the selected reference organisms were calculated by the 

uniform isotropic model. The uniform isotropic model assumes the homogeneous 

distributions of radionuclides in organisms although often the radionuclide 

concentration displays variation in a tissue or organs of the organism. Also, the 

model assume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density between target organism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For the simplicity of modeling, the geometry of all 

the organisms was assumed to be ellipsoid. The size of the selected organisms 

was taken from the “Endemic Species of Korea." 

The calculated intemal dose conversion coefficients (llGy/d per Bq/kg) were in 

the range from 10-6 to 10-2 according to the type of radionuclide and organism. 

The values were higher for alpha radionuclides and for large organisms because 

the radiation energy was deposited more in organisms when the energy is low 

and the organism was large. 

Extemal dose conversion coefficients for an aquatic organism were obtained 

by the uniform isotropic model, while that for a terrestrial organism were 

obtained by the Monte Carlo simulation for a photon transport in a reference 

environment. The calculated extemal dose conversion coefficients were in the 

range from 0 to 0.035 (μGy/d per Bq/kg). For all the animals considered, the 

extemal dose conversion coefficients were higher for ì[ emitting radionuclides, 

while the values were extremely small (less than 10• 5) for radionuclides that 

emit a low energy radiation' 

• Measurement of concentration ratio (CR) for domestic fish 

To set up the CR values that are used in the non • human species radiation 

dose assessment code, the measurement of CR for the Korean endemic species 

were performed in the laboratory, in parallel with the reviewing data from the 

literatures. 
137,..... 85 ,.., 1 65 The time-dependent CR of h"CS, OJSr, and '̂ 'Zn for the Chinese Min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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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cooxycephalus) were measured during 30 days. The CR increased with 

time, and the value at 30 days after the start of experiment was 4.0 l/kg for 

137Cs, 14.0 l/kg for 85Sr, and 13.0 l/kg for 65Zn. 

• Development of CR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allometric method 

To predict the concentration ratio for animals of which CR is very difficult to 

obtain experimentally, a model based on the allometric method (the biology of 

scale) was developed. The prediction model was applied to calculate the CR 

values of 15 radionuclides e4c, 144Ce, 58CO, 6OCO, 134CS, 137Cs, 3H, 1잃1， 1311, 239pu, 

강Opu， 9OSr, 99Tc, 껑8U， 95Zr) for the domestic reference animals. 

• Establishment of the CR database 

Concentration ratios for plants and animals were investigated from literature 

surveys. The database for CR values of 30 radionuclides for 14 organisms were 

established for the use in the Korean non-human species radiation dose 

assessment tool (K-B10TA), which is now being developed. 

2. Development of radionuclide transfer model in surface water 

1nvestigation of chemical behaviors of water, soil and radionuclides 

For the paddy soils that were sampled from the rice fields near the Gyeongju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he equilibrium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1~， 137Cs, 

and 85Sr were measured by the batch method. Also, the variation of the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urface water over fields were measured with 

t1me. 

The measured mean Kd values were 3.7rnL/g for iodine, 72rnL/g for 

strontium, and 1200rnL/g for cesium. The values were tumed out to be very 

different between soils. 

Development of the transfer model of radionuclide in soil, and prod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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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íon par없neters. 

1n order to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 in soil, one dimensional 

convective- dispersive model was developed, and the analytical solution of the 

model was presented. To verify the model, the vertical profiles of 99Tc were 

measured from a pot experiment for disturbed paddy soil that had been sampled 

from a rice- field around the Gyeongju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he front edge of 99Tc profiles reached to a depth of about 12cm in 138days, 

indicating a faster movement than the fallout radionuclides. A weak adsorption 

of 99Tc on the soil particles by the formation of Tc(Vll) and a high water 

infiltration velocity seemed to have controlled the rnigration of 99Tc. The 

apparent Darcy velocity and dispersion coefficient of 99Tc for the disturbed 

paddy soil were 2.88 crn/y and 6.3 cm2jy, respectively. 

• Development of the transfer model of radionuclide in surface water. 

Two dimensional transfer model of radionuclide in river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contarnination level of river by the released radionuclides. The model 

was applied to the contarnination evaluation for the Daejongcheon near the 

Gyeongju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provided that the river would be 

contarninated by the groundwater. 

When the contarninated groundwater was discharged into the river at the 

center of the river bottom, the concentration in the zone near the discharging 

point was rapidly increased, but the concentration plume was not propagated up 

to the bank side. On the other hand, when the contarninated groundwater was 

discharged at the bottom of bank side, the main stream of the concentration 

plume moved along the bank side to the mouth of the river(estuary) without 

reaching of plume to the opposite side bank. 

3.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uptake of long-lived radionuclides into 

staple crops.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transfer factors of 12건 and 99Tc for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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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factors (TF m, climensionless) of 1291 for rice seeds and straws were 

in the ranges of l. lx10-3-6.4x10-3 and 4.2 x10-1 -6.3x10-\ respectively, for three 

different paddy soils collected around the Gyeongju repository. Another kind of 

transfer factors (TFa. m2 kg-1
), for which raclioactivity was applied to the 

surface water 1 d after transplanting, ranged over 2.8x lQ-5_7.6x lQ- 4 for rice 

seeds and 2.5x lQ-3-4.4x10-3for straws. The TFm values of 99Tc for rice seeds 

and straws were 5.4x10-4 -2.5x lQ-3 and 5.3x10-1
- 1.3x10o, respectively, depencling 

on soils. The TFa values of 99Tc were 4.4xlQ-6_ 6.lxlQ-5 for rice seeds and 

6.9x lQ-3-4.l x10- 2 for straws, depencling on soils. Geometric means of the 

transfer factor values for clifferent soils were proposed as representative values. 

12언 and 99Tc concentrations in the percolating water were perioclically measured 

and the total amounts of activity leaching were investigated.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transfer factor of 1~ for upper- land crops 

TFm values (on a fresh-weight basis) of 1잃1 for Chinese cabbage were 

1.4x10-2 and 3.lx10-3 in two clifferent upper-land soils collected around the 

Gyeongju repository. 1n the same soils, TFm values for raclish roots were 

2.8x lQ-2 and 3.6x10-3 and those for raclish leaves were 8.6x lQ-2 and 1.7xl0-2
• 1n 

another two soils, TFm values (on a dry-weight basis) of 12칸 for soybean seeds 

were 9.lx lQ ‘ and 2.8x10-3, whereas TFa values were 3.4x10-5 and 1.3x lQ-4. TFm “ - ‘ 

and TF a values for soybean straws were an order of a magnitude higher than 

those for seeds. Arithmetic means for two clifferent soils were proposed as 

representative values. 

• Stuclies on the rnigrational behavior of 1잃1 in upper-land soils 

Underground clistributions of 1~ were investigated two months after plant 

harvest in the TF a experiment for soybean. The concentrations of 1~ were 

decreased rapidly with increasing soil depths. About 75-85 % of the total soil 

activities remained in the top 1 cm soil and only veη few fractions (less than 

1%) were rnigrated below a depth of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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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present domestic reference animals and plant CRAP), intemal and extemal 

dose conversion coefficients, and concentration ratios (CRs) between RAPs and 

environmental medium are major components of the K-BIOTA (the Korean 

non-human species radiation dose assessment computer code) that will be 

developed during the second phase of the research. Consequently, the present 

results for the non-human species dose assessment will be used as the basic 

components for establishing the domestic framework to assess the raiological 

impact of the non - human species. 

The transfer models of radionuclides in surface water and soil, and their 

model parameters will be used to predict the dispersion of the radionuclides in 

environmental when the radionuclides are released into environment, and 머so 

they can be applied to develop countermeasures to lessen the contamination. In 

addition, the models will be used as the sub modules of the K - BIOT A to 

calculate the environmental medium concentration. 

The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 of the long • lived radionuclides for the 

domestic staple crops will be utilized as the characteristic data for the off site 

dose calculation (ODCM) of the Gyeongju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s well 

as new nuclear facility that will be constr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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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원자력 시설로부터 누출된 방사성 핵종은 지표수나 토양을 오염시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통해 인체 내로 흡수되어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거나 생태계내의 동식물에 

방사선적 위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인간 및 비인간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대 

해 방사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 경로별 핵종이동 모탤 개발 및 입력 자료 

생산을 통한 평가체계의 구축이 펼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ICRP 신 권고 103 제8 

장 환경방호를 위한 국내 방사선 방호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할 수 있 

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유출될 수 있는 장반감기 핵종은 일단 누출되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변 농경지에 잔존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을 오염시키므로 유출시 

주변 토양 및 농작물에 대한 오염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특성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주작물인 벼와 무， 배추 및 두류에 대한 장반감기 핵종의 오염 유형 

별， 토양특성별 전이계수 측정이 요구 된다. 이와 아울러 장반감기 핵종이 유출되어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농작물 오염 저감화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지속되는 고유가와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 친화 

적인 원자력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과 함께 원자력산업 시장은 선진국 뿐 

아니라 기술 개발도상국에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바야흐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를 맞이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및 환경을 포함한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기술은 원자력기술 수출 시장개척과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 

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한 농경지 오염이 일어날 경우 오염이 장 

기적으로 지속되면 시설 주변의 농업기반을 황폐화 시키거냐 주민 반발 둥 사회적 

인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토지 오염시 농작물 오염 저감화 방안 확보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뿐 아니라 지역 농업 경제기반을 보존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펼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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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측면 

최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설 주변 주민들 자체 

의 건강 뿐 아니라 시설 주변 생태계 또한 시설 운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객 

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펼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포함한 원자력시 

설 주변의 인간 및 비인간 생활권을 포함한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는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설 운영자간의 관념적 시각차에 대한 의견 합의를 이끌 수 있 

는 객관적인 매개체로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제 2절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비인간종(non-human species) 방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지표수 

핵종이동평가기술 개발 장반감기핵종 작물흡수설험 해석의 3가지 세부연구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세부목표별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인간종 밤사선영향평가기술 개발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기초 요소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처분장 주변 환경을 

참조 모델로 적용하여 국내환경 생태특성 파악하고 처분장 환경감시 계획에 근거한 

환경방사선 선원항을 선정하였다. 국내 생태 특성과 ICRP 선 권고를 기반으로 국내 

고유 참조 동식물 도출하고 핵종별 참조동식물별 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해 비인간 

종 선량평가를 위한 dosimetry 모델을 조사하고， 도출된 국내 참조동식물 가하학적 

구조 및 크기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MCNP 코드를 이용한 참조 동식물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 계산하였다. 

참조동식물의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국내 생태계 지표동물 중 버들 

치의 전이인자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였으며， 전이인자 측정이 어려운 동물의 전 

이인자 예측을 위해 allometric 법을 이용한 전이인자 예측모델을 또한 개발하였다. 

2. 지표수 핵종이돔평가기술 개발 

환경에서의 핵종 거동 특성 조사 및 오염 평가는 인간 및 비인간종의 선량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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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핵심 사항이다. 본 연구의 이번 단계에서는 환경 중 토양 및 하천(강)에서의 

핵종 거동 오염 평가를 위한 섣험 및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먼저 토양특성과 핵종 

간의 화학적 거동 특성 조사를 위해 경주 처분장 주변지역 논토양을 대상으로 1, 

Cs, Sr의 평형분배계수(Kd)를 특정하였으며， 토양수 내의 핵종농도평가 실험을 통 

해 표면수 핵종농도와 토양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해석에 기반을 둔 지표수로부터 토양 내의 핵종이동 모델을 개발하고 경주 처분 

장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논토양에서 Tc 동위원소의 토양이통 설험을 수행하였으 

며， 실험과 모델의 비교를 통해 모텔 검증 및 토양이동 특성상수를 구하였다. 하천 

(강)의 오염평가를 위해 이차원 지표수거동모탤을 개발하였으며， 모델의 적용연구를 

통해 경주 처분장 주변 대종천을 대상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대종천으로 유업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오염평가를 모사하였다. 

3. 장반감기 핵종에 대한 작물흘수 실험 해석 

환경이동성이 크고 장반감기를 가진 1정I 및 99Tc에 대한 작물 전이계수를 확보하 

여 환경영향평가의 입력인자로 활용하기 위해 경주 처분장 주변 5개 지역의 논토양 

을 채취하여 온실에서 벼를 재배하면서 토양별 오염유형별로 전이계수를 측정하였 

다. 또한 토양특성 및 오염 유형에 벼 부위별 흡수 차이를 해석하였으며， 논토양에 

서의 iodine 및 technetium 동위원소 용출특성을 조사하였다. 

밭작물 중 우리나라 주식인 콩， 무， 배추에 대한 l~ 전이계수 조사실험을 위해 

경주 처분장 주변 지역의 밭 토양을 채취하여 온실에서 작불을 배양하면서 지표층 

혼합 및 지표침적 두 가지 오염 유형에 대한 iodine 전이계수를 측정하였으며， 토양 

깊이별 iodine의 이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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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국내외 기술개 발 현황 

제 1절 국외기술개발현황 

전통적으로 방사선 방호는 인간에 초점이 맞추어 발전 해 왔다. 그러나 1992년 

브라질 랴오에서 개최된 UN의 “환경과 개발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회의 

(UNCED)에서 발표된 리오선언 Principle 4: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If개발은 

환경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환경보존은 개발 

의 한 부분으로 개발과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개념이 설정된 이후 지구환 

경 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2.1- 1]. 지구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원자력의 이용으로부터 필수 불가결하게 

환경으로 배출되는 전리방사선 또한 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랴오 선언 이후 국제 

방사선방호분야에서는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인간 뿐 아니라 환경 (여기서 환경은 인 

간을 제외한 non-human biota와 일반적인 생태계를 포함)을 통합적으로 방호하는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과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CICRP, Intem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에 의한 환경방호 개념은 “인간이 

방사선으로부터 충분히 방호된다변 인간 이외의 생물종도 당연히 안전하게 방호된 

다"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었다[2.1-2]. 1990년 초반 ICRP 60[2.1 -3]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약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환경방호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변화는 없었다. “환경 

방사선으로부터 개별적인 생물종이 위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간 방호가 적절히 수 

행된다면 그 생물종의 소멸이나 개체수의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로 환경에 위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권고는 방사능 환경오염 정도가 인간 방호 기준을 만 

족하기만 하면 먹이사슬 경로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방사능 오염 정도가 실제로 매 

우 낮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ICRP도 인정한 것처럼 그러한 권고를 뒷받 

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항상 옳다는 추정을 할 만한 근 

거도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많은 국가들의 규제 기관들이 환경방호에 대한 이슈 

가 제기될 때마다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 합의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방사능 오염 정도가 심한 환경 중 인간 먹이사슬 경로에서 

비켜나 있는 환경의 방호에 대한 기존 ICRP 권고는 전혀 타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ICRP는 전라방사선으로부터 환경을 방호하는 국제적인 framework을 도출하기 위 

한 Task Group을 2000년 구성 하여 그 결과를 Publication 91에 발표하였다[2.1-4]. 

ICRP는 Publication 91을 통해 1) 환경 방호를 위 한 국제 적 으로 합의 된 광범 위 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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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ramework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2) 그 framework은 전체 환경 보존 관점 

에서 일반 환경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충분한 호완성이 있도록 

하며， 3) 또한 기존 인간위주의 방호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환경방호 시 

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방사선 환경 방호 

의 기준이 되는 참조 동식물의 도출을 위한 향후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Publication 91은 ICRP의 Main COrruTÚssion에 서 방사선 환경 방호의 일 반적 권고 

설정을 위한 배경 자료로 채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참조 동식물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차 Task Group이 2003년 구성되었다. 2003년 말 ICRP는 방사선 환경방호 

의 포괄적 권고안 도출을 위한 cOrruTÚttee 5를 설치하여 2005년부터 운영하기로 결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차 Task Group의 임무는 cornrni ttee 5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선량모델의 reVlew 생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에 대한 기존 정보 

의 적합성， 또한 환경방호 시스템이 서로 다른 수준의 방사선 피폭에 노출된 비인 

간종에 대한 평가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 인간에 대한 방사선방호와 어 

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까지 엄무가 확장되었으며 그 결과는 최종적 

으로 Publication 108 [2.1 -5]에 발표되 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ICRP의 국제적 권고를 이행하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 

하여 비인간종(non -human biota)에 대한 전리방사선 영향의 국제적 안전 기준을 

개 발하고 있 으며 , 2003년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Ionizing Radiation 

(스왜 멘， 스톡홀름)"의 주제 로 국제 회 의 를 개 최 하여 이 분야의 국제 적 인 consensus 

를 더욱 확대하여 회원국의 관심을 대폭 촉진하였다. 퍼EA의 주관 하에 EMRAS 

(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 국제공동연구가 1단계 (2004~ 

2007) 이어， 현재 2단계 (2009~2011)가 진행 중에 있다[2.1 -6]. EMRAS 1 ，2단계 모 

두에서 환경방호는 큰 주제 중 하나이다. 현재 EMARS 2단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한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이 참여하여 

dosimetric 모델비교 및 입력데이터의 종합 DB구축， 시나리오 평가의 상호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ICRP나 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방사선 환경방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 

어 내기 전에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자국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각자의 독립적인 연구 활동은 이미 1990년 초반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영국은 방사선 방호 측면보다는 자연보존 차원에서 전리방사선을 

포함한 모든 환경위해 인자들로부터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을 1994년 개정한 환경보 

존법에 규정하고 았으며 환경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선량평가 연구가 수행 

되 었다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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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방사선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종합시스템 개발을 위해 가장 체계적으 

로 수행된 연구는 제 5차 EC 연구개발 프로그램 일환으로 수행된 FASSET 

(Frarnework for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프로젝트[2.1-8~2.1-13] 

와 EPIC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Ionizing Contaminants in the Arctic) 프 

로젝트[2.1-14~2.1 -18]가 있다. FASSET 프로젝트는 EC의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핀란드， 독일， 프랑스의 여러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dosimetry, 참조동식 

물의 도출 및 핵종전이모델 개발，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평가를 주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FASSET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점과 종합적인 환경방호 frame 설정을 

위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부분을 (평가도구개발， 위험특성분석，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기준 도출， 사례연구 등) 보완하기 위해， FASSET의 후속으로 ERICA 

(Environmental Risk from Ionizing Contaminants: Assessment and Management) 

프로젝트가 제 6차 EC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2.1-19]. 

마국은 유럽과는 독립적으로 미국 NRC와 EPA의 지원을 받아 DOE에서 biota에 

대한 선량평가를 위해 RESRAD-BIOTA[2.1-20]를 개발하여 현재 시범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법적 규제에 따라 비인간종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 

고 있다. 

한편 방사성 핵종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는 섭취경로 모텔에서 토양오염에 따른 

뿌리흡수 경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파라메타로서 환경 특성에 따른 값의 변이가 

매우 크다[2.1 -21]. 선진 각국에서는 초창기 섭취경로 모벨[2.1→22~2.1→23] 이 발표되 

면서 방사성 핵종의 토양 작물체 전이계수 값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1잃I 및 99Tc와 같은 장 

반감기 핵종에 대한 조사 · 연구가 구미 각국과 일본 등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 졌다 

[2.1-24~2.1←26]. 또한 Chemobyl 사고 후에는 오염 지역에 대한 장 • 단기 조사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전이계수 값을 얻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137CS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Ng 등[2.1-27]은 1982 년에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12언와 99Tc를 

포함한 20 여 가지 핵종에 대해 작물 및 토양 별로 전이계수 값을 발표하였다. 

IAEA[2.1 -28]는 1994 년에 주로 IUR (Intemational Union of Radioecologists)의 자 

료를 바탕으로 각종 원소 및 작물형에 대해 전이계수의 대표치를 설정 · 제안하여 

부지 특성치가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발간된 IAEA의 전이계 

수 handbook이 TRS-364이다[2.1-28]. 2003년 파EA는 EMRAS (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 프로그 램 의 한 분과로서 TRS-364 개 정 을 위 한 

working group (TRS-364 분과)을 만들어 5년간 가동하였다. 그 결과 TRS-36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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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해 질 적 , 양적 으로 한층 향상된 새 로운 handbook (TRS- 472) 이 2010년 에 발간되 

었다[2.1 -29]. TRS-472에는 iodine과 technetium의 전이계수에 대한 권고치가 다른 

핵종들과 함께 작물 유형별로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들은 우리나라와는 식생활 습관이나 환경조건이 다른 서양 

국가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그 결과물을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불합리하게 이용할 경우 매우 비현실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부지 특성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머EA 등의 자료는 부지 

특성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 2절 국내연구동향 및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전리방사선에 대한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의 절차도가 그림 2.2- 1에 있다. 비 

인간종 방사능 위해도 평가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핵종의 선원 항을 규명하는 것으 

로부터 평가는 시작된다. 고려될 수 있는 핵종은 원자력시설의 정상 가동 뿐 아니 

라 사고로 인한 누출 모두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각국은 고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의 환경에 적합한 생태계 선정과 특성 파악이 필요하며， 각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 동식물을 참조 동식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 동 

식물 선정에는 거주지 특성， 먹이습관， 생체축적 및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퉁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의 각 매체 (물， 토양， 및 동식물)로 

확산된 핵종의 농도비(전이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예측모델 또는 측정된 데이터가 

필요하며， 참조 동식물에 대한 선량평가를 위한 선량환산계수 또한 펼요하다. 선량 

환산계수는 평가를 위해 선정된 참조 동식물의 크기와 형태를 기반으로 설정한 가 

상의 기하학적 구조(예， 원통 또는 타원체)에 대한 방사선 흡수선량속도를 Monte 

C따10법으로 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인간 생태계와 달리 야생 환경에 존재하 

는 동식물은 다양하므로 각 생태계를 대표하여 선정된 참조 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선량환산계수는 국가별로 다를 것이다. 일단 선량환산계수와 동식물의 농도가 결정 

되면 참조 동식물이 받은 총 방사선량은 내 외부 피폭효과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이 로부터 피 폭된 양에 따른 생 물종의 방사선 영 향(morbidity， mortality, reduced 

reproductive success, mutation)을 평가한다. 그림 2.2-1을 큰거로 비인간종 

(non-human biota)에 대한 전리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분 

야별로 표 2.2- 1에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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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osystem 

Radionuclide concen1ration 
in media 

Uncertaintles and Interpretation 

그림 2.2-1 전라방사선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흐름도 

국가들은 FASSET 및 ERICA 프로젝트를 통해 표 2.2-1에 나열된 요소 기 

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랴냐 여전히 많이 부족한 데이터， 본질적인 생 

태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통얼된 환경방호 기준과 방법론은 아 

7-1 --, 정립되지는 。1--::-1
1동→-

활발하게 진행되고 

로 보인다. 

있다.국제적 기준 도출을 위한 연구가 ICRP나 lAEA를 통해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제시될 것으 

우리나라는 아직 방사선에 대한 환경방호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고 있 

방호개념의 도엽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으나 

방호개념이 공식적인 입장이며 관련 기반기술도 확 

다. 일각에서 인간 및 환경의 통합 

아직 ICRP 60을 기 반으로 하는 

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 2.2-1에 나열된 요소 기술 중 규제기준 등은 추후 ICRP, 

머EA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권고치를 수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고유 

한 환경 생태 특성과 연계된 기술은 우리 독자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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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전리방사선에 대한 환경방호 요소기술 

기술 분야 요소기술 

- Dosimetric model for reference organism 

Dosimetry - Dose per unit concentration in environment 

Weighting factor 

- Identification of reference organisms 

- Ecosystem characterization 

Radionuclide selectìon 

Source tenn characterization 

Exposure Transfer modeling of radionuclide in aquatìc and 

terrestrial systems 

Ecologìcal parameters 

Predictìon of concentration in environrnent and 

reference organism 

- Selectìon of critical wìldlìfe group 

Effects 
Effect data for organism 

Relationship of environrnent effects to 

dose/concentration 

Exposure pathway analysis 

Assessment 
Effect analysis 

Risk characterization 

Assessment tool 

- Intervention level 

Decision and management -Licensing condition 

-Guideline/Standard 

표 2.2-2에 방사선 환경방호를 위한 요소 기술 항목 중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 수 

준을 중장기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한 2007년을 기분으로 백분위로 표시하였다. 기 

술 수준은 기존 인간 방사선 방호를 통해 확보되었고， 이 기술이 환경방호에 직접 

적용 가능하면 90 %, 직접 활용될 수는 없지만 적정한 수정과 개선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면 50 %, 국내에는 새로운 것이거나 관련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2-9 



10 %로 평가하였다. 이 중 지난 3년간의 연구를 통해 dosimetry 기술 분야는 현재 

1AEA EMRAS 공동연구에 참가할 수 있는 등 선진국 대비 80 % 수준까지 기술 

향상이 이루진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2.1-3이. 그러나 이는 주로 원자력발전소의 환 

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것으로 조사 핵종이 137Cs, 9OSr, 54Mn, 6OCo, 65Zn 등에 국한되 

었고 초장반감기 핵종으로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있어서 중요시 되고 있는 1잃I냐 
99Tc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무한 설정이다.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 중에 았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이 

두 핵종들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에 대한 환경특성 자료를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KAER1도 1AEA의 EMRAS 프로그램 내 TRS-364 분과에 적극 참여하여 20여년 

에 걸쳐 축적해 온 전이계수 자료를 발표 · 제공함으로써 상당량의 KAER1 자료가 

TRS-472와 관련 TECDOC에 반영되었다[2.1 -24， 2.1-29]. 그러나 l쩍나 99Tc에 대해 

서는 국내 생산 자료가 없어 이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KAER1는 TRS-364 분과에 

전통적인 전이계수 외에 작물의 생육 중 핵종의 토양침적 시기별 전이계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단기적 사고침적 평가에 유용한 자료로서 상기 IAEA 문서에 포함 

되었다[2.1-31]. 이러한 1AEA 활동을 통하여 KAER1의 연구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 

지되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 논과 받 토양에 대하여 주요 작물의 방사성 추적자 흡수 실험을 수행하고 1291 

와 99Tc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를 조사코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작업이 허가된 작물 재배설 및 작물 재배 기술， 방사성 

추적자 이용기술， 시료 처리 및 방사성 핵종 분석 능력 등이 갖추어 져야 한다. 

KAER1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완비된 기관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국내 전이계수 연구가 KAER1 중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므로 

KAER1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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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방사선 환경방호 요소기술의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요소기술 비교 국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 

수준(%) 

참조 동식물의 dosimetric 모델 50 
EC 

선량환산인자 50 

-참조 동식물 정의 10 

생태계 특성 인자 10 

수계， 육상에서의 핵종 이동 모텔 50 
EC 

-전이계수 30 

-환경 및 참조 동식물의 농도 예측 모텔 50 
←평가 도구 10 

생물에 대한 방사선적 효과 분석 
EC 

10 

리스크 특성 분석 10 

간섭 (Intervention) 준위 10 
-인허가 조건 EC 10 

一지침 및 표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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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절 비 인간종 방사선 영향 평가기술 개발 

1. 국내 환경생태 특성 파악 

가. 전국 생 태 특성 [3.1 -1] 

우리나라 자연 식생은 매우 다양하다. 북부 지방은 아고산(1500 m ~2，500 m 

지역의 산림지대) 침엽수림이 발달해 있고， 북부와 중부의 일부 지역에는 침·활엽 

혼합림이 많으며， 우리나라 자연 산림의 식생을 대표하는 낙엽 활엽수림은 중부지 

역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남부 지방과 동·서 해안 지방은 상록 활엽수림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화강암과 화강 편마암이 노출된 산비탈 계곡부에는 서어나무림이， 최 

남단 지역 및 남부 도서 지역에는 난·온대 상록수림이 발탈해 었다. 

있으며， 조사되지 않은 생물종을 감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10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서 

알려져 생물종이 지구상에는 약 170만 종의 

안할 경우 이보다 더 

식하고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조사된 생물종 수는 29，916종이다. 이중 동 

18，117종， 식물이 8，271종， 기타 균류·원생생물 등이 3，528종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적 요언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식지는 산림 생태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양하지 

못하며， 유전적인 다양성이 보고된 자료는 거의 없는 설정이다.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종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았다. 

환경부에서 2005년에 발간한 “한국고유생물종도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 λll~ J.!_ ìT δ 등~ 

종은 크게 척추동물， 무척추동 1, 무척추동물 II, 관속식물， 조류， 균류로 분류 할 수 

있다. 척추동물은 다시 포유강， 조강， 파충강， 양서강 및 어강으로 분류하고 무척추 

동물과 관속실물， 조류， 균류에 대한 분류는 표 3.1-1에 나타나 있다. 

냐. 경주 처분장 주변 생태 특생 

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의 환경생태 특성은 우리나라 전체에 나타나 

는 환경생태 특성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북부지역에 비해 활엽수의 종이 다소 많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목 및 아교 목으로는 소나무， 곰솔， 잣나무， 신갈나 

무， 참나무 종류 등이 서식하고 관목 층으로는 소나무 종류와 진달래， 철쭉 등이 자 

생하고 있으며， 초본 층으로는 소나무， 고사리 및 교목， 관목 층의 어린 나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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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하고 있다. 처분장 주변 내의 주요 식물군락별 분포 현황을 보면 곰솔 군락이 

전체 면적의 13.8 %를 차지하고 있고 소나무 신갈나무 군락이 12 %, 소나무-곰솔 

군락이 8 %, 신갈나무 소나무 군락이 6 %, 상수리나무 아카시아 나무 군락이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장 주변의 식물 중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대 

표 종으로는 소나무 군락으로 볼 수 있다. 

처분장 주변의 포유류 분포 현황은 현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고라니， 두더쥐， 

너구리， 족제비， 멧돼지， 청셜모， 다람쥐， 집쥐 및 둥줄쥐 등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 

었다. 조류는 총 58종이 관찰 되었으며 이중 우접종은 참새， 붉은머리오목눈이， 팽 

이갈매기 퉁이었다. 양서， 파충류로는 총 9종이 관찰되었으며 주로 관찰된 종류는 

무당개구리 둥의 개구리 종과 살모사 등의 뱀 종이 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곤충류는 총 80종이 관찰되었으며 잠자리， 메뚜기， 벌， 나비 둥이 관찰되었으나 계 

절별로 서로 다른 종이 관찰되었다. 어류는 잉어과 미꾸리과 및 망둑어과가 서식하 

고 있었으며 이중 우점종으로는 피라미 버들치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3.1 -2]. 

표 3.1- 1 우리나라 고유종 현황 

대분류 척추동물 무척추통물 I 무척추동물 H 관속식물 조류 균류 

척삭동물문(1이 단자엽식물강 

포유강(4) 
극피동물문(3) (77) 

녹조식물강(1) 

조강(4) 
태형동물문(7) 

곤충강(1031) 
쌍자엽식물강 

갈조식물강(3) 자냥균문(3) 

소분류 파충강(1) 
갑각강(162) 

톡토기강(149) 
(418) 

홍조식물강 담자균문 

양서강(5) 
환형동물문(38) 

거미강(133) 
나자식물강 

(12) (35) 

어강(59) 
연체동물문(92) (4) 

규조강(10) 
자포동물문(3이 양치식물강 

해변동물문(92) (16) 

종수 73 434 1,313 515 26 38 

2. 참조 동식물 기하학적 구조 정의 

가. 참조동식물의 개념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를 위한 참조동식물은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개념 

은 아니다. 현재 각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참조동식물 용어는 다소 다르고 그 개 

념 도 조금씩 차이 가 난다. EC의 FASSET project[3.1-3]와 영 국의 R&D128 보고서 

[3.1.4]에서 표현되는 참조생물(Reference Organisms)은 오염된 환경에서 서식하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동식물의 방사능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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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통식물 집합체로 정의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생물종에 대한 결정론 

적인 방사능 위해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직한， 일어날 것 같은 방사능 영 

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을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택된 참조 

동식물이 어떤 특정한 동식물 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 또 R&D128에서 나타나는 

특징종(feature species)은 어떤 생물종이 방사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평가에서 요구되는 특정 관심종(species of interest)을 의미한다. 유럽의 

EPIC 프로젝트[3.l→5]에서 제시하는 참조 동식물은 인간평가의 표준인과 통일한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ICRP[3.l -6]에서는 참조통식물 (Reference Animals and 

Plants, RAP)로 표현하고 있다. ICRP의 참조동식물은 생태계를 대표하는 결정적인 

생물종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선량과 방사선영향， 선량과 피폭의 관계를 규명할 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정의된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활패턴의 범주에 들어 

가는 생물종， 특별한 동식물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적인 동 

식물 후보군을 지칭한다. 미국의 비인간종 방사능 위해도 평가 코드인 

RESRAD-BIOT A[3.1-7]에서는 방사선을 받는 생물종이라 하여 수신종(receptors)으 

로 표현된다. 수신종은 방사능 위해도 평가가 필요한 부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종 중 

방사능에 노출되는 생물종을 말한다. RESRAD BIOTA에서 참조동식물은 크게 육 

생동물， 수생동물， 육수생동물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동식물군의 기 

학적적 요소 (크기 빛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지 특성적인 요소를 감안 

하여 특정 생물종을 평가할 수는 있다. AECL은 참조동식물로 생태계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생물종으로 VEC(Valued ecosystem component)의 개념을 사용한다. 

VEC는 영국의 R&D128에서 나타나는 특정종과 같은 개념이다. 

나. 참조동식물 선정 기준 

참조동식물이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참조동식물은 인간 방사선방호의 표준인간과 마찬가지로 방사능 위해도 평가 

를 위한 목표동물의 기하학적 구조와 형태를 결정짓기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된다. 

참조동식물을 선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생태학적 적절성， 방사선에 대한 

생태학적 민감도， 방사선에 대한 생물학적 민감도， 대상 동식물에 대한 샘플링 및 

모니터링의 용이성 등이 있다. 

(1) 생 태 학적 적 절성 (Ecological relevance) 

방사선평가를 위한 참조동식물 선택에 있어 먹이사슬의 각 단계를 대표하 

는 동식물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동식물은 한 생태계에서 유효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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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질 흐름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한 방사선 방호가 전체 생태계의 

방사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 영양단계별로 대표 참조동식 

물이 선정되는 것이 생태계 관점에서 가장 합리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 

할 때 평가용 입력데이터 부재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 

(2) 방사선에 대한 생태학적 민감도 (Radioecological sensitivity) 

방사선에 대한 생태학적 민감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고려된다. 

-피폭경로(Exposure pathways) 

-생 태 계 내 에 서 의 종의 분포(Distribution of species within ecosystem) 

-피 폭 가능성 (Likelihood of exposure) 

피 폭기 Z!- (Duration of exposure) 

에너지 및 영양원 흐름에서의 그 종의 중요도(Important of species in energy 

or nutrient flow ) 

종 내로의 방사성 핵종 섭취(흡수) 및 축적 (Uptake and accumulation of 

radionuclides within species) 

(3) 방사선에 대한 생물학적 민감도 (Radiobiological sensitivity) 

생태계 내의 종에 따라 이온방사선에 대한 민감도는 큰 폭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하위 종은 방사선에 강하다. 박테리아， 플랑크톤， 무척추동물은 

어류나 포유류보다 방사선에 수백 배 강하다. 그 결과 방사선에 저항성이 큰 저급 

동물들은 환경생태나 방사선에 대한 생물학적 민감도 측면에서 참조동식물로 자주 

고려된다. 

(4) 시료 채취나 모니터령의 용이성 

참조동식물의 생물학적 민감도 이외에도 조사 지역에서 발견되는 우점종， 

쉽게 포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종， 인간의 삶에 연관성이 큰 종의 선택이 필요하 

다. 다음과 같은 특성의 동식물은 선택에서 배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다. 

제한된 분포를 가지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 

- 방사능 분석이 불가능한 야생동물이나 희귀종 

- 방사능 분석을 위해 포획할 수 없는 종 

방사선의 생물학적 민감도를 직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종 

생태계나 종에서 대표성이 없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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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반적인 선택 기준을 참조하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lCRP)는 참조동 

식물 선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규 

- 독성 검사의 사용 

- 방사능 축적 데이터 

- 방사능 영향에 관한 데이터 

- 추가적인 연구 가능성 

- 일반인의 관심도 

표 3.1-2는 위와 같은 참조동식물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ICRP에서 제시한 참조 

동식물이며， 표 3.1-3과 3.1-4는 각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육상생태계 및 수계 참조 

동식물이다. 

표 3.1-2 ICRP에서 도출한 참조동식물 

orgamsm 육생 (Terrestri머) 수생 (freshwater) 해상(m닮i.ne) 

deer X 

rat X 

duck X X 

frog X X 

trout X X 

flat fish X 

bee X 

crab X X 

earthwarm X 

píne tree X 

grass X X 

brown seaweed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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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3 각국의 육상생태계 (terrestrial ecosystem) 참조동식물의 비교 

RESRAD • R&D128 ERICA! AECL 

BIOTA (U.K.) FASSET(E (CANADA 

(USA) U) 
Rat X 

Bee X X 

Earthworm (elongated) X Soil invert X 

Pine tree trunk 

Bacteria X X 

Lichen X X 

Tree X X X 

Shrub X X X X 

Herb X X X X 

Seed X X 

Fungus X 

Caterpillar X 

Ant X 

Woodlouse X X 

Herbivorous Mammal X X X X 

Carnivorous Marnmal X X X 

Rodent X X 

Bird X 

Bird Egg X X X 

Reptile X Snake/Turt 

le 
Frog Also Toad 

Grasses/ sedges X X X 

Fox X X 

White tailed deer X G a m e 

Animal 
Groundhog X 

Burrowing marnmal X 

Bear X 

Insectivorous mammal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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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4 각국의 수계 (aquatic system) 참조동식물 비교 

RESRAD R&D ECOMOD ERICA! AECL 
!BIOTA 128 FASSET 

Duck X X X 

Frog/amphibian X X X X 

Tadpole X X 

Salmonid/pelagic fish X X X X X 

Salmonid egg X X X X 

Bacteria X X 

Macrophyte (vascular X X X X 
plant) 
Phytoplankton X X X X 

Zooplankton X X X X 

Benthic mollusc X X X X X 

Small benthic X X X X X 
crustacean 
Large benthic X X X X X 
crustacean 
Benthic fish X X X X X 

Aquatic mammal X X X X X 

Seal X X 

Benthic soft X X X 

mverts 
Macroalgae X X 

Fish larvae X 

Crustacean X 

다. 국내 참조동식물 

국내 참조동식물 도출을 위한 참조 사이트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생태계를 고려하였다. 국내 지역별로 생태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 

인 참조 모형은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기준으로 주변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통해 비인간종 방사선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평 

가프레임을 개발하고자한다. 이 평가프레임을 통해 방사능 위해도 평가가 필요한 

추가적인 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서 쉽게 평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 

이다. 

표 3.1-5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수행된 일반 환경영 

향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주변에 서식하는 육 수생 동식물을 요약 

한 것이다. 바다 동식물의 경우는 바다에 의한 희석효과를 감안하여 해양 생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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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사능 위해도 평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 동식물은 본 연 

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특정지역에 대한 비인간종 선량 평가에 있어서 모든 동， 식물의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기는 사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각각의 동， 식물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동식물을 선정하여 그 동， 식물의 기하학적 모형， 조직이나 기 

관의 전이율을 유추하여 볼 수 었다. 기하학적 모형은 크게 구 모양， 원통형， 타원 

체형으로 구분한다(그림 3.1 -1). 타원체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z 
-2c 

q
ι
 
-
nzi 

ν
-
’b
 

설
 
Q 

(3.1.1) 

여기서 Q는 장축(main axis). b와 C는 각각 1st 및 2nd 단축(minor axis) 이다. 경 

주 처분장 주변 생태계에서 조사된 주요 동식물을 대표하는 참조동식물의 기하모 

형 및 크기는 한국고유생물도감[3.1-1]을 참조로 표 3.1-6에 요약하여 놓았다. 표 

3.1-6의 참조동식물의 기하학적 형태와 크기를 기반으로 MCNP[3.1-8]를 활용한 참 

조동식물의 선량환산인자를 계산할 수 있다. 

뽑.활 옳I 횟빼훌 
§연 형 원등형 Et월엉 

그림 3.1-1 참조 동식물의 기하모형 예제 

라. 방사능 위해도 평가를 위한 핵종 

환경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 중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에 고려하여 주 

어야 하는 핵종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핵종의 선택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원자력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 

기적으로 수행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나， 사고 누출을 대비한 비상계획에서 고 

려하는 핵종 

-환경에서의 이동성이나 동식물로의 농축이 큰 핵종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여 이용이 용이한 대표적인 알파， 베타， 감마 핵종. 

표 3.1 -7에 국가별로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핵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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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고려하고 있는 핵종의 수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핵종이 있다. 공통적인 핵종은 경lAm， 3H, 14C, 1￡Cs， 239Pu, %Sr, %Tc, l29I 

등으로 장반감기 핵종이 주종을 이룬다. 장반감기 핵종은 환경에 누출되면 오랜 기 

간 동안 환경에 존재하므로 생태계에 만성적 영향을 주게 된다. 

표 3.1-5 경주 방사성폐기물 주변에 서식하는 주요 육수생 동식물 

1 HIrT 근r 종류 대표 동물 

식물(plant) 곰솔， 소나무， 아카시 아， 참나무 A냐무 

척 추동물(Vertebrates) 

포유류 두더지，너구리，족제비，삼，고라니， 멧돼지， 고라니 

(mammal)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둥줄쥐 등줄쥐 

양서류 도롱용，무당개구리，두꺼비， 청개구리， 참개 
개구리 

(amphibians) 구리，황소개구리，몸개구리 

파충류 붉은귀거북이， 줄장지뱀， 누룩뱀， 유혈목이， 
살모사 

(reptile) 능구렁이，살모사 

어류 (fish) 피라미， 버들치， 은어， 미꾸라지 피라마 

조류 원앙， 붉은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말똥가리， 

(birds) 희목물떼새，붉은부리갈매기 참새，청둥오리 

무척 추동물(1nvertebrates) 

곤충류 잠자리，사마귀， 베짱이， 나비， 매부리， 모메 
별 

절지 (insects) 뚜기，노린재，무당벌레，별，하루살이 

동물 갑각류 

(crustacea) 
민물새우 

연체동물(복족류) 달팽이 

편형동물 플라나라아 

환형동물 지렁이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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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참조동식물의 기하학적 모형 및 크기 

크기 

참조동식물 1st rninor axis 2nd rninor 무게 
major axis (a) 

(b) axis (c) 

소나무(아교목) 1000(800-1200) 30 30 100kg 

등줄쥐 10 (9- 12) 3 2.5 20g 

고라니 105(100-112) 50 50 lOkg 

청개구리 3.2(2.4-4) 3 2 30g 

살모사 85(80- 90) 1 100g 

버들치 8(4- 12) 3 l 30g 

별 1.8(1.6-2) 0.5 0.5 3g 

(참)지렁이 9.5(9.3- 10.5) 0.4 0.4 10g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평가 대상 핵종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의 방사선환경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일차적으로 선태하였다. 대상 핵종의 최종 선 

택은 비인간종 선량평가가 국내 규제 체계 내에 편입될 때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 

는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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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에 적용되는 핵종 

R&D 128 RESRAD-biota FASSET 경주처분장기준 

(영국) (미국) 
ICRP 

(한국) (EU) 

Am-24 1 Am-241 Am-241 Am-241 Ba-140 
Ar-41 Ba-140 C-14 Ba-140 Be-7 
C-14 Ce-141 , Ce-144 CI-36 C-14 C-14 

Co-60 Cm-242, Cm-244 Cm-242, Cm-241 , Ca-45, Cd-109 Ce-l44 
Cs-137 Co-58, Co-60 Cm-244 Cs-141 , Ce-l44 Co-58 

H-3 Cr-51 Cs-l34, Cs-l35, Cf-252, CI-36 Co-60 
1-125, 1-129m Cs-I34, Cs-135, Cs-137 Cm-243, Cr-51 

1-131 Cs-137 H-3 Cm-244,Co-57 Cs-134 
Kr-85 Eu-152, Eu-l54, 1-129, 1-131 Co-58, Co-60 Cr-51 , Cs-137 
P-32 Eu-l55 K-40 Cs-l34 

Fe-59 
Po-260 H-3 Ni -63, Ni -59 

Cs-135, Cs-136 
H-3 

Pu-239 1-129, 1-131 Nb-94 Cs-137, Eu-152 
1-129 

Ra-226 Pu-239 Np-237 Eu-l54, Eu-155 
1-131 

Ru-106 Ra-226, Ra-228 Pb-210 
H-3, 1-125 

K-40 
S-35 Sb-125 Po-21O 

1-129, 1-131 
La-140 

Sr-90 Se-75 Pu-238, Pu-239, 1 -132, 1-133 
Mn-54 

Tc-99 Sr-90 Pu-240, Pu-241 Ir-192, K -40 
Nb-95 

Th-234 '1‘c-99 Ra-226 La-140, Mn-54 
Pu-239 

U-238 Th-232 Ru-l06 Nb-94, Nb-95 
Pu-240 

U-233, U-234, Sr-89, Sr-90 Ni-59, Ni-63 
Ru-106 

U-235, U-238 Tc-99 
Np-237, P-32 

Sr-90 
2n-65 Th-227, Th-228, P-3, 

Tc-99 
2r-95 Th-230, Th-231 , Pa-231 , Pb-210 

U- 238 

Th-232, Th-234 Po-210, Pu-238 
2n-65 

U-234, U-235, Pu-239, Pu-240 
2r-95 

U-238 Pu-242, Ra-226 

Ra-228, Ru-103 

Ru-106, S-35 

Sb-124, Sb-l25 

Se-75, Se-79 

Sr-89, Sr-90 

Tc-99, Te-129m 

Te-130, Th-227 

Th-228, Th-231 

Th-232, Th-234 

U-234, U-235 

U-238, 2n-65 

2r-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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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NP쿄드를 이용한 참조동식물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 

가. 국외 연구 현황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식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방 

사능 핵종에 의해 내， 외부 피폭된다.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대상 동 

식물의 핵종별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가 필요하다. 비인간종 선량환산인자는 몇 가 

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기장 보수적인 방법은 대상 동식물이 형태와 크기 

에 상관없이 전라방사선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100 % 흡수한다고 가정하여 구하 

는 것이다[3.1 -9]. 그러나 에너지의 흡수율은 에너지의 세기， 평가 대상 동식물의 기 

하학적 형태와 크기， 밀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동식 

물이 거주하는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선량환산인자를 구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현재 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해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방법은 대상 동 

식물을 타원체나 실린더와 간단한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로 단순화하고， 방사선 비 

정에 대해서는 Monte Carlo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Monte Carlo 모사법은 다음 

의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1) 조성과 밀도가 다른 물질을 고려할 수 있다. 

2) 방사선원과 target의 복잡한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3) 방사선 전이를 결정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고려할 수 있다. 

4) source와 target의 self-shielding이 자동적으로 고려된다. 

5) 특정조건의 모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Monte Carlo 모사법을 적용할 때 에너지 cutoff, target의 크기 및 형태， 방사선원 

(토양)의 밀도， target tissue (organism)의 밀도， target 주위 의 air-pocket의 존재 

여부， 고려하는 딸핵종의 종류 등 계산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유도된다. 최근 

IAEA의 국제공동연구 EMRAS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인간종 선 

량환산인자 계산법을 비교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3.1-1이. 여기에 참여한 선량환산 

인자 계산법 은 EDEN2(프랑스)， R&D128(영 국)， ECOMOD(러 시 아)， LIETOS • BIO 

(리투아니아)， SCK→CEN(벨기에)， RESRAD-BIOTA(미국)， SUJB(체코)， AECL 

approach(캐나다)， EC공동연구 프로그램인 EPIC, F ASSET, ERICA이 포함된다. 이 

중에는 EDEN2, FASSET!ERICA, RESRAD-BIOTA(level 3) 둥과 같이 Monte 

Carlo 법을 적용한 것， EPIC, R&D128과 같이 kerma 근사법을 적용한 것， AECL, 

RESARD-BIOTAOevel 1&2)처럼 Amiro[3.1-9J의 보수적인 법을 적용한 것 등이 

포함된다. 내부선량환산인자는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외부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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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인자는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외부선량환산인자 계산 시 짧은 비 

정거리를 갖는 a- or low β 선에 의한 효과의 무시는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이며， 매질의 밀도와 각 방사선의 에너지별 1:11 정거리가 외부선량환산인자에 크 

게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이었다. 

나- 선량환산언자 모델 

비인간종(biota)에 대한 방사능피폭선량 계산시 생태계 자체의 복잡성과 동식 

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였다. 

동식물이 생존하는 주변 환경 매질(medium)은 무한히 크며 방사능 농도는 

매질 전체에 걸쳐 균일하다. 

주변 환경 매질의 밀도는 매질 전체에 걸쳐 균일하다. 

biota의 몸체 말도는 균일하고 장기 (organ)별 밀도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피폭 선량은 단위 방사능 농도에 대한 biota의 몸 전체에 대한 평균값이 

다-

- biota내의 방사능 농도는 몸 전체에 걸쳐 균일하다. 

• 육상생태계의 경우 참조동식물은 지중이나 지표에 거주한다. 

비인간종 선량환산인자는 동식물이 존재하는 환경 매질에 따라 다르게 유도한다. 

어류와 같이 물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체내의 밀도와 주변 환경매질인 물과의 밀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isotropic모델을 적용한다. 그러나 육상생태계에 사는 동식 

물은 방사선이 비정하는 주변 매질(공기， 토양)과 밀도차가 크기 때문에 외부 피폭 

계산 시 방사선이 이동하는 공간의 불균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인간종 

선량환산인자 모델은 1) 물과 동식물의 밀도차가 크지 않아 균일계로 가정한 수계 

에 서식하는 동물， 2) 공기 또는 토양과 동식물의 말도차가 커 불균일계로 볼 수 

있는 육상생태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구분하였다. 

(1) 수계 (aquatic system) 동물의 선 량환산인자 (DCC) 

물속에 사는 동물의 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해 uniform isotropic 모델을 

사용하였다. 즉 orgamsm 내부에 핵종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무한 크기의 물 

속에 target organism이 존재하고， 물과 orgamsm의 밀도가 동일하다고 하면 target 

orgamsm의 내， 외부선량환산인자， Dint (μGyh-1/Bqkg-1 ) 및 Dext(μGyh-1/Bqkg-1)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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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nt = F(우E; Yiφ)EJ+ J마Eφv(E)dE) (3.1.2) 

D eIt = F(PE피(1- φv(Ei )) + J NvE(l- φv(E))dE) (3.1.3) 

여 기 서 V는 방사선 의 형 태 (a, β， )(, spontaneous fission fragments) 이 다. 과(MeV) 

와 Y,(decay-l, 혹은 (Bq .sr1 )는 각각 핵종 붕괴 시 불연속(discrete) 에 너지 (a, 

conversion electron, Auger electron, )(, spontaneous fission fragments) 및 그 에 너 

지에서의 붕괴수율을 냐타낸다. Nv(E)(decay→ 1MeV-1)는 연속에너지 방사선 (β)의 

frequency이다. 와 (E)는 방사선 v의 흡수율(absorbed fraction; fraction of energy 

emitted by a radiation source that is absorbed within the target tissue, organ or 

organism)이며 주어진 target organism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 Monte Carlo 모사법 

을 통해 구한다. 

방사선 v의 종류가 a, 저 준위 β (0,01 MeV 이 하)， spontaneous fission fragments 

이면 방사선의 비정거리 (50~ 100 μm)가 매우 짧기 때문에 target organism의 내부 

에서 에너지는 거의 100 % 흡수되므로 φ，)E) = 1로 가정할 수 있다. 외부선량환산 

인자 결정을 위한 식 (3. 1.3)은 target organism과 방사선원이 존재하는 주변 환경매 

질이 동일한 밀도와 조성 (composition)을 가질 때만 성립하므로 물속에 서식하는 동 

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 결정에만 적용할 수 있다. 외부선량환산인자 계산 시 a, 저 

준위 β (0.01 MeV 이 하)， spontaneous fission fragments 둥은 물속에 서 짧은 비 정 

거리를 갖기 때문에 고에너지 beta (0.01 Me V 이상)와 photon만을 고려한다. 

방사선원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무한매질에서 흡수선량은 최대흡수선량을 초 

과할 수 없다. 최대흡수선량(D∞)은 에너지 흡수율이 1인 경우이므로， D∞는 주어진 

핵종에 대해 식 (3. 1.2)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 = 5.76 x 10-캠 (llGyh -1!Bqkg -1) (3.1.4) 

여 기서 E(MeV /decay, 또는 MeV!Bq.s)는 주어 진 핵종이 방출하는 방사선의 평 

균 에너지로 다음의 관계식을 가진다. 

효= :E(~Ei}'난 J NvEdEj (3.1.5) 

만약 target organism의 크기가 옴속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비정거리에 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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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orgamsm 밖으로 통 우 작으면 orgamsm의 내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크기가 방사선 비정거리 된다. 반대 로 target organism의 과하므로 내부피폭은 0이 

내부피폭이 

mean 

흡수되므로 

최대인 D∞로 된다. 

그림 3.1→2에서 매질이 물인 경우， 에너지에 따른 Q 업자， electron 및 photon의 

비정거리를 보여준다. 여기서 Q 입자 및 electron .Q.j CSDA A(Eß )는 업자가 매질 내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고， >.(By ) 는 매질 내에서 photon의 

값이다[3.1 -12， 3.1-13]. 저에너지의 전자나 a 입자의 

았다. 대개의 동식물의 크기가 이 

두
 
’ 모

 
내부에 방사선은 target organism 크다면 

에서 정지할 때까지 

보다 매우 

비정거리 물에서 free path의 

보다 큼을 감안하면 이 는 50μm이하임을 볼 수 

관계 들 저에너지 방사선의 내부흡수율은 1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D ‘=D∞ ， D며=0의 

전자나 photon의 비정거 크기가 고에너지 가 성 립 된다. 반대 로 target organism의 

리보다 매우 작은 경우 target organism 내에 에너지가 침적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 Dd=D∞， D t=0의 

타원형으로 

즉 φ<<<1이다. 따라서 

and Ulanovsky 가정된다. 형태는 orgamsms의 target rl 。
'd , 많은 

。

ìí 선량환산인자 다양한 크기 의 타원체 (x2/a2 + ν2/b2 + Z2 / c2 
= 1)의 Pröhl[3.1 - 11]은 

도를 위해 해당 타원체와 통일한 질량(M)을 가지는 구형 (x2 + y2 十 Z2 = R;)의 선량 

경험식은 제시하였다. 반영한 경험식을 요소를 기하학적 환산인자와 타원체의 

인해 2007 ICRP 

방법으 

적용 가 

큰사적으 

있는 적응성으로 

orgamsms의 내부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해 권고되는 

질량: 10-6 kg ~ 103 kg, 에너지: 0.01 MeV ~5 MeV 범위에서 

경우의 

orgamsms에 적용할 수 대개의 

보고서 [3.1-6] 에서 

로 타원체의 

능하다. 질량 범위를 

존재하는 자연에 

orgamsm에 대 해서 는 외 삽을 통해 벗어냐는 

이하의 에너지에 대한 흡수율은 

일반적 

흡수선량을 φ(E)라 하 

있다고 

로 

외삽으로 큰 오차 없이 적용 가능하나 5 MeV이상의 에너지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핵종의 붕괴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이 5 MeV 이하이므로 

설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3.1-14]. 

타원체에 대한 β선 및 photon의 에너지 

면 동일한 질량을 가지는 구형의 

Ulanovsky and Pröhl[3.1-11]은 

방사선의 

큰사식으로 표현할 수 

내부선량환산인자 추정이 가능하다. 0.01 MeV 

E에서의 

흡수선량과 다음의 

하였다.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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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Electron의 CSDA[3.1-12] 및 photon의 mean free path[3.1-13] 

여기서 와 (E)는 주어진 에너지 (E)에서 타원체와 동일한 질량(M)을 갖는 구형의 

방사선 흡수율이고， RF(n)는 구형에 대한 타원체의 형태 보정인자로 다음의 경험식 

을 가진다. 

RF(ry) = (1-11- η11/8)8 (3.1.7) 

여기서 n는 "non-sphericity"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 = -」-( 3 、 1/ 1.6075
((x )1/3 、 1 + ç 1.6075 + X - 1.6075 I 

(3.1.8) 

단 (= b/ a, X = c/ a (a: length of main axis, b ,c: length of minor axises) 

n가 1이변 완전한 구형이며， 0으로 접근하면 선이나 면을 나타낸다. 한편 매개변 

수 S는 O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다음의 경험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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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0.783 0.235 
(rJ = 0.047+ 

1 + (rolO.506)o.549 0.495 十 log102 (rolO.94) 
(3.1 .9) 

단 ro = RoIA(~β) 

<photon> 

0.677 0.071 
s (ro ) = 0.071 + 

1+(rol4.97)1.830. 0.247 + log102 (r)9.9) 
(3 .1 .10) 

단 r 0 = R) À (E-y) 

여기서 R。는 타원체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는 구형의 반지름으로 Ro=V굶E의 관 

계식을 가진다. A(Eβ)는 수중에서의 beta업자(전자)의 continuous slow down 

approximation(CSDA), À(E-y)는 photon의 mean free path 이 다. 

식 (3. 1.6)을 이용하여 타원체의 선량환산인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원체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구 형체의 선량흡수율 φs을 구하여야 한다. 구 형체의 흡수율 

φs는 MCNP 모사를 통해 구하며 본 연구에서의 모사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방사선 원 (radiation source): photon, electron (a의 흡수율은 1로 가정 ) 

target의 형 태: 구형 

target의 질량범위: 10-6 kg~ 103 kg (밀도는 1 glcm3
) 

- 방사선원 (source)의 에너지 범위: 0.01 MeV - 5 MeV 

- target의 조성( composition)은 ICRU(15)에서 제시한 tissue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target organism은 무한 크기의 물속에 존재 한다 (MCNP 계산에서 물의 크 

기는 초기에너지 크기에 따라 물에서의 photon의 mean free path (mfp)의 약 

20배로 설정하였다) 

위 조건과 함께 MCNP 코드로부터 구한 구형 (spherical type)의 target에 대한 

electron과 photon에 대한 에너지 흡수율 φs가 그림 3.1-3과 표 3.1-8 및 표 3.1-9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3.1-3에서 photon의 mean free path는 전자보다 확실히 길다. 

따라서 photon의 흡수율은 저에너지일수록， target organism의 크기가 클수록 증가 

한다. Organism 내에서 전자의 비정거리는 에너지가 100 keV일 때 160 마n， 1 

2-28 



MeV일 때 5 mm 정도로 알려진다. 만약 target organism의 반지름이 전자의 비정 

거리보다 크면 전자에너지 흡수율은 1에 가까울 것이다. 매우 작은 target 

orgamsm, 매우 큰 전자에너지인 경우 에너지 흡수율은 매우 작아진다. 

식 (3.1 .2)와 식 (3. 1.3)을 이용하여 핵종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 

당 핵종의 방사능 붕괴 에너지 특성 데이터가 펼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CRP38 

[3 .1 -14]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베타선(전자)의 연속에너지 스펙트럼 

은 ORNL의 DexRax로부터 구하였다 [3.1 - 15]. 

다. 육상생태계 동식물 선량환산언자 

방사선원과 target organism 사이에 존재하는 매질 특성은 방사선 비정거리 

에 영향을 주므로 target의 외부 흡수선량에 큰 영향을 준다. 방사선원의 강도가 클 

수록 매질의 밀도가 작을수록 흡수선량은 커질 것이다. 육상생태계에서 방사선원은 

공기 또는 토양에 존재한다. Target organism은 지중에 사는 동물 (예， 지렁이， 들 

쥐)， 지상에 사는 동물 (예， 산토끼， 노루 등)， 지상에 사는 식물(예， 소나무)， 공기 

중에 사는 동물 (예， 조류)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비， 

바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양에 침적되므로 육상생태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외 

부피폭은 주로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일어난다. 공기， 토양， 동식물의 구성성분과 밀 

도는 상이하므로 외부선량환산인자를 구하기 위해서 균일계에 대한 식 (3. 1.3)을 적 

용할 수 없다. 육상생태계와 같은 불균일계에서의 외부선량환산인자는 일반적으로 

Monte Carlo 모사를 통해 구한다[3.1 -16]. 

생태계의 자체의 복잡성과 생태계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모든 

조건의 외부피폭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전형적인 조건의 에너지 범 

위， 환경매질의 오염조건， 동식물의 모양과 크기 둥이 외부피폭 계산을 위해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육상생태계 동식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 가정이 고려되었다. 

- 오염원은 토양에만 존재하고 외부피폭은 photon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육상생태계에 살고 있는 동식물은 거주지 따라 지중에 살고 있는 동물， 지상 

에 살고 있는 동물 및 식물 3경우로 구분한다. 

- 지중 동물은 주변의 균일하게 오염된 토양에 의해 피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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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 

* 

Electron 
그림 3.1-3 Sphere 형태의 target에 대한 photon 및 전자의 에너지 흡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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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l-8 구형 에 대 한 photon의 흡수율 (φ) 

싫젊향1tf) 1O-(j 1O-~ 10-4 10-3 10-2 

0.01 0.180E+00 0.330E+00 0.540E+00 0.740E+00 0.880E+00 
0.02 0.2 1OE-01 0 .450E-01 0.960E-01 0.200E+00 0.370E+00 
0.03 0.600E-02 0.130E-01 0.280E-01 0.630E-01 0.140E+ 00 
0.04 0.280E-02 0.590E-02 0.130E-01 0.300E-01 0.690E-01 
0.05 0.160E-02 0.360E-02 0.81OE-02 0.190E-01 0 .450E-01 
0.06 0.130E-02 0.290E-02 0.640E-02 0.150E-01 0.350E-01 
0.07 0.120E-02 0.260E-02 0.570E-02 0.130E-01 0.300E-01 
0.08 0.1 1OE-02 0.240E-02 0.540E-02 0.120E-01 0.280E-01 
0.09 0.110E-02 0.240E-02 0.530E-02 0.120E-01 0.280E-01 
0.1 0.1 1OE-02 0.240E-02 0.540E-02 0.120E-02 0.270E-01 

0.15 0.120E-02 0.260E-02 0.590E-02 0.130E-01 0.290E-01 
0.2 0.120E-02 0.280E-02 0.630E-02 0.140E-01 0.300E-01 
0.3 0.120E-02 0.290E-02 0.660E-02 0.140E-01 0.320E-01 
0.5 0.860E-03 0.250E-02 0.620E-02 0.140E-01 0.320E-01 

1.0 0.270E-03 0.120E-02 0.4lOE-02 0.120E-01 0.280E-01 
1.5 0.140E-03 0.590E-03 0.250E-02 0.870E-02 0.230E-01 
3.0 0 .420E-04 0.190E-03 0.850E-03 0.380E-02 0.140E-01 
5.0 0.2 1OE-04 0.890E-04 0 .400E-03 0.180E-02 0.780E-02 

싫젊할1ff) 10-1 100 101 102 103 

0.01 0.940E+00 0.970E+00 0.990E+00 0.990E+00 0.100E+ 01 
0.02 0.600E+00 0.790E+00 0.900E+ 00 0.950E+00 0.980E+00 
0.03 0.290E+00 0.520E+00 0.740E+ 00 0.880E+00 0.940E+00 
0.04 0.160E+00 0.350E+00 0.600E+ 00 0.800E+00 0.900E+00 
0.05 0.110E+00 0.260E+00 0.500E+00 0.740E+00 0.870E+00 
0.06 0.850E-01 0.2 1OE+ 00 0 .440E+ 00 0.700E+00 0.850E+00 
0.07 0.740E-01 0.180E+00 0 .410E+ 00 0.670E+00 0.840E+00 
0.08 0.690E-01 0.170E+00 0.380E+00 0.650E+00 0.830E+ 00 
0.09 0.660E-01 0.160E+00 0.370E+00 0.630E+00 0.820E+00 
0.1 0.650E-01 0.160E+00 0.360E+00 0.620E+00 0.810E+00 

0.15 0.650E-01 0.150E+00 0.330E+00 0.590E+00 0.800E+00 
0.2 0.680E-01 0.150E+00 0.330E+00 0.580E+00 0.790E+00 
0.3 0.690E-01 0.150E+00 0.320E+00 0.560E+00 0.780E+ 00 
0.5 0.690E-01 0.150E+00 0.300E+00 0.540E+00 0.760E+00 
1.0 0.620E-01 0.130E+00 0.270E+00 0 .490E+ 00 0.720E+ 00 
1.5 0.540E-01 0.120E+00 0.250E+00 0 .450E+00 0.680E+00 
3.0 0.380E-01 0.9 1OE-01 0.200E+00 0.380E+00 0.610E+00 
5.0 0.270E-01 0.7 1OE-01 0.160E+00 0.320E+00 0.550E+00 

2-31 



표 3.1 -9 구형에 대한 electron의 흡수율(φ) 

싫넓휴ffF) 10-0 10-5 10-1 10-3 10-2 

0.01 0.100E+ 01 0.100E+01 0.100E+ 01 0.100E+01 0.100E+ 01 
0.02 0.990E+00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03 0.990E+00 0.990E+00 0.100E+ 01 0.100E+ 01 0.100E+01 
0.04 0.980E+00 0.990E+00 0.100E+ 01 0.100E+ 01 0.100E+ 01 
0.05 0.970E+00 0.990E+00 0.990E+00 0.100E+01 0.100E+01 
0.06 0.960E+00 0.980E+00 0.990E+ 00 0.100E+01 0.100E+01 
0.07 0.950E+00 0.980E+00 0.990E+00 0.100E+ 01 0.100E+01 
0.08 0.930E+00 0.970E+00 0.990E+ 00 0.990E+00 0.100E+ 01 
0.09 0.920E+00 0.960E+ 00 0.980E+00 0.990E+00 0.100E+01 
0.1 0.910E+00 0.960E+00 0.980E+00 0.990E+00 0.100E+01 

0.15 0.820E+00 0.910E+00 0.960E+ 00 0.980E+00 0.990E+00 
0.2 0.720E+00 0.870E+00 0.940E+00 0.970E+00 0.990E+00 
0.3 0.500E+00 0.750E+00 0.880E+00 0.950E+00 0.970E+00 
0.5 0.2 1OE+00 0.520E+00 0.760E+ 00 0.890E+00 0.950E+00 
1.0 0.820E-01 0.190E+ 00 0.470E+00 0.730E+00 0.870E+00 
1.5 0.530E-01 0.120E+ 00 0.280E+00 0.590E+00 0.800E+00 
3.0 0.270E-01 0.570E-01 0.120E+00 0.290E+00 0.590E+ 00 
5.0 0.170E-01 0.350E-01 0.740E-01 0.160E+00 0.380E+00 

싫넓할fRf) 10-1 100 101 102 103 

0.01 0.100E+ 01 0.100E+01 0.100E+ 01 0.100E+01 0.100E+ 01 
0.02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03 0.100E+01 0.100E+ 01 0.100E+01 0.100E+01 0.100E+01 
0.04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05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06 0.100E+ 01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07 0.100E+ 01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08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09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100E+01 
0.1 0.100E+01 0.100E+ 01 0.100E+01 0.100E+01 0.100E+ 01 

0.15 0.100E+01 0.100E+01 0.100E+ 01 0.100E+01 0.100E+01 
0.2 0.990E+00 0.100E+ 01 0.100E+01 0.100E+01 0.100E+ 01 
0.3 0.990E+00 0.990E+00 0.100E+01 0.100E+01 0.100E+01 
0.5 0.970E+00 0.990E+ 00 0.990E+ 00 0.100E+01 0.100E+01 
1.0 0.940E+00 0.970E+00 0.990E+00 0.990E+00 0.100E+01 
1.5 0.900E+00 0.950E+00 0.980E+00 0.990E+00 0.990E+ 00 
3.0 0.800E+00 0.900E+00 0.950E+00 0.980E+00 0.990E+ 00 
5.0 0.660E+00 0.830E十 00 0.920E+00 0.960E+00 0.98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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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살고 있는 통식물의 외부 피폭을 계산하기 위해 plane source와 

volume source 두 가지 방사선원을 고려한다. 전자는 최근에 오염된 토양에 

동식물이 피폭되는 경우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오래전에 오염된 

토양에 의한 동식물의 외부 피폭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1) 지 중동물 (In- soil animals) 

지중동물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를 구하기 위한 MCNP geometry를 그림 

3.1-4에서 보여준다. MCNP 모사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토양 오연원은 수평방향의 무한 매질로 가정한다. 단 MCNP 계산에서는 토 

양 내에서 3 MeV이하의 photon은 비정거리가 10 cm를 넘기지 못하는 특성 

을 고려 하여 토양오염 원은 가로 100 m(x축)， 세로 100 m (y축) , 깊이 50 m 

(z축)언 유한 크기의 box 형태로 가정한다. 

오염된 토양 box의 중앙에 target(organism)이 존재한다. 즉 토양의 깊이가 

50 cm이므로 targe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25 cm에 위치한다. 즉 target 위 

치 의 좌표는 (x,y ,z) = (0，0， -25)이 다. 

지중에 거주하는 통물 중 쥐 개구리 뱀 여우 등과 같이 지하에 터널을 파서 

서식하는 동물은 직접 토양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해당동물 주변에는 0.5 cm 

두께의 air pocket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단 지렁이와 같이 이동시 토양과 

직접 접촉하는 지중동물에 대해서는 air-pocket을 고려하지 않았다. 

- Organism tissue, 토양 및 공기의 조성은 표 3.1-10과 같다. 

- 0.01~3 MeV의 127H photon 에너지에 대한 대상 orgamsm의 F6 tally로부터 

각 orgamsm이 단위 질량당 받는 흡수선량 (MeV/g 혹은 μGy)을 구하였다. 

그림 3.1 -5에 에너지별 지중동물의 선량환산인자를 보여준다. 여우를 제외한 나머 

지 동물의 선량환산인자는 에너지 크기가 0.03 MeV 이상일 때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해당 동물의 크기에 비해 photon의 비정거리가 크기 때문에 해당 

동물의 크기에 대한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여우는 다른 동물에 비해 선량환산인자가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우의 

self-shielding 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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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지중동물(in-soil animals)의 외부선량환산 인자를 계산하기 위한 MCNP 

기하구조 

표 3.1-10 MCNP 계산에 적용된 물질의 조성(%) 

element orgamsm a soil b arr 

H 10.2 2.1 0.064 

C 14.3 1.6 0.014 

N 3.4 75.09 

0 71.0 57.7 23.56 

Na 0.1 

Al 5.0 

Si 27.1 

P 0.2 

S 0.3 

Cl 0.1 

Ar 1.28 

K 0.4 1.3 

Ca 4.1 

Fe 1.1 

density (g/cm3
) 1.05 1.6 1.2x10-3 

* a: Skele떼 muscle [3.1-17]; b: Silty soil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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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 단위 에너지별 지중 동물의 외부선량인자 

(2) 지 상동물 (On-soil animals) 

지상동물은 주로 토양 오염원으로부터 피폭된다. 지상 동물의 외부선량환 

산언자를 계산하기 위한 가정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수평 방향으로 무한 크기의 토양 오염원을 가정한다. 

토양 오염원은 plane source (토양지표)와 volume source (토양 깊이 10 cm 

까지 균일하게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가정) 의 두 종류를 고려한다. 

• 피폭 받는 orgamsm은 타원체로 가정하고， 피폭 받는 위치는 해당 

orgamsms의 높이 (타원체 식에서 c/2 에 해당) 라고 가정한다. 

공기 중에서 photon의 비정거리는 매우 크므로 Monte Carlo 모사 시 모델 

geometry의 방사선원의 크기를 크게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target organism이 

토양 오염원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 (크기를 고려하면 모든 biota에 해당) 작은 크 

기의 target으로 인해 target을 hit하는 track의 수는 매우 적게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수의 photon track을 발생시켜야 하지만 현존하는 컴퓨터의 계 

산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방법은 매우 시간 및 비용 소모적이다. Taranenko 등 

[3.1-16]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단계 근사법을 개발하였다. 일단계로 토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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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 source 또는 volume source에 대해 target organism이 존재하는 지상 높이 

(타원체일 경우 c/2에 해당)에서 mr←kerma를 구하고 이단계로 대상 orgamsm의 

평균흡수선량과 공기 중에 통일 높이 동일 크기로 존재하는 가상의 air cell에 대한 

air-kerma와의 비 T 값을 구한다. 일 단계에서 air-kerma를 구할 때 air target cell 

을 충분히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텔 geometry 크기가 커도 photon track 수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동일 높이， 동일 모양의 mr와 orgamsm의 

흡수선량 비인 T 값은 target의 크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모델 geometry 

의 크기를 계산에 합리적인 규모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두 단계 

과정을 거쳐 각각 구한 air-kerma와 T값을 이용하여 해당 동물의 외부선량은 다음 

의 식으로 구한다. 

D앓이I(Eo ' h) = Ka ;,. (Eo' h) x r(Eo' h) x A. (3.l.11) 

여기서， 

D감，('oil(Eo ' h):초기 photon 에너지 Eo, organism의 지상 높이 h에서의 orgamsm 

의 평 균흡수선 량，(Jβy!h)/(Bq/kg) 

K“i ,. (Eo ， h):토양 source로부터 방출된 초기 에너지 E。의 photon에 대한 

orgamsm의 지 상 높이 h에 서 의 없r-kerma， 따y 

r(Eo,h): 초기 photon 에너지 Eo, organism의 지상 높이 h에서의 orgamsm의 평 

균흡수선량과 air-kerma의 비 

A.: plane source .9l 면 적 , m2 또는 volume source의 질 량， kg 

일 단계 의 머r-kerma를 구하기 위 한 Monte Carlo 모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오염원은 토양이며 plane source 와 volume source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 

다. 

- 방사선원 photon이 며 초기 방출 에 너 지 범 위 는 10 keV~5 MeV 이 다. 

- 모델 geometη는 수직 방향의 실린더이다. 

설린더의 반경은 공기 중에서 photon의 비정거리를 감안하여 충분히 큰 3 

km로 하였고， photon의 토양 내 유효 이동거리인 10 cm를 감안하여 이 보 

다 훨씬 큰 5m의 토양 깊이로 설정하였다. target인 공기 cell 의 두께는 1 

cm로 설정하였다. 

토양 source에 대 한 air target cell의 F6 tally로부터 떠r-kerma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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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photon 에너지 Eo, organism의 지상 높이 h에서의 orgamsm의 평균흡수선 

량과 air-kerma의 비 T을 계산하기 위한 MCNP geometry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범위는 50 keV-3 MeV이다. 

- 토양 source의 크기는 반지름 20 m 높이 20 m 깊이 20 m로 가정하였다(그 

림 3.l -4 참조) . 이는 air-kerma 계산 시 적용한 모델 geometry의 크기(반지 

름 3 km, 높이 3 km, 깊이 5 m) 보다 매우 작은 값이다.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은 통일한 모양， 크기의 target 에 대한 T 값은 토양 source의 크기에 영향 

은 거의 받지 않는다. 실제로 예비 계산을 통해서 T 값은 모델 geometry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ir cell과 해당 orgamsm에 대한 각각의 F6 tally로 부터 T 값을 구한다. 

위 방법으로 구한 국내 참조 동식물에 대한 빠-kerma와 T 값을 각각 그림 3.1-7 

과 그림 3.1-9에 나타내었다. 식 (3. 1. 11)로 구한 3종류의 지상 동물의 에너지별 흡수 

선량을 그림 3.1-10에서 보여준다. plane source'{} 경우 에너지에 따른 피폭은 에너 

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약 0.05 MeV 크기의 에너지에서는 다시 증가하기 시 

작한다. 이는 작은 에너지에서 물체의 에너지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크기가 작은 동물의 피폭이 큰 동물보다 더 컸다. 크기가 증가할수록 self-shielding 

효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동물 크기별 차이는 에너지가 크기 

가 작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작은 크기의 에너지에서 물체의 에너지 흡수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V olume source인 경 우는 plane source 와 달리 피 폭은 orgamsm의 종류에 상관 

없이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한다. 이는 volume source인 경우 토양 자체 

self- shieling으로 언한 에너지 감쇄효과로 저에너지인 경우는 물체에 도달되기 전 

에 토양에 거의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이다. 

(3) 지 상식 물 (on soil-plant) 

식 물(나무)의 경 우는 식 물의 크기 에 따라 herb(초목류)， shrub(관목)， tree 

(냐무)로 크게 나눈다(그림 3.l -11). 높이에 따라 토양과 평행하게 존재하는 3 종류 

의 혼합(공기+식물) layer를 가정한다(Taranenko 등， 2004). 각 layer의 혼합 밀도와 

높이는 layer l(herb) , layer 2(관목)， layer 3(교목)에 대해 각각 13.7, 3.4, 2.3 kg/m3
’ 

0.1 m, 0.9 m, 9 m로 가정한다. MCNP 코드를 이용한 물질조성을 위해 각 layer의 

조성은 공기와 식물(물의 조성과 동일하다고 가정)의 혼합 밀도를 고려하여 하였다. 

지상 식물의 MCNP 모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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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e source at zero dep'뺨l 

Z=3km 

Z=Ocm 

Z=-5m 

Z=3km 

Z=Ocm 

Z=-10cm 

Z=-5m 

(b) Volume source uniformly distributed to a depth of l Ocm 

그림 3.1-6 Air-kerma를 구하기 위한 MCNP 기하구조 

- 모델 geometry는 수직 실린더이다. 

수평 방향으로 무한 크기 의 두 종류의 토양 source (plane 및 volume)를 고 

려하였다. (실제 계산 시 1.4 km의 반지름 적용) 

target의 위치는 각 layer의 중심에 았으며 반지름 200 m, 두께 1 cm인 

central core cell로 가정 (본 연구에서는 참조 동식물로 선정된 소나무에 대 

해서만 계산) 

- 방사선 중 photon만 고려 (에너지 범위: 0.01 MeV ~5 MeV) 

토양의 깊이는 3m로 가정 

토양 위는 식물의 높이에 따라 3종류의 공기와 식물의 혼합 layer가 존재 

- F6 tally로부터 target cell의 흡수선량 계산 

위의 가정으로부터 MCNP 코드에 의해 계산된 에너지별 소나무의 흡수선량을 그 

림 3.1-12에 서 보여 준다. 에 너 지 가 증가할수록 흡수선 량은 증가하며 , plane source일 

때가 volume source일 때 보다 흡수선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 

source 의 self-shielding 효과 때 문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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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MCNP 코드에 의해 구한 에너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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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e souπe at zero dep1h 

(b) Volume source uniformly distributed to a depth of l Ocm 

그림 3.1- 8 r 값을 구하기 위한 MCNP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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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Plane 및 volume source에 대한 지상동물의 에너지별 흡수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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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2 소나무에 대한 에너지별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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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종별 국내 참조동식물 선량환산언자 

(1) 국내 참조동식물 

선량환산언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조 동식물의 기하학적 크기와 핵 

종이 정의되어야 한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 생태계를 참조 모형으로 표 

3.1 -11과 같이 국내 참조동식물을 선정하였다. 등줄쥐는 토양 속 뿐 아니라 지표에 

서도 생활하고， 개구라는 물 및 지표에 생존한다. 

표 3.1 -11 국내 참조동식 물의 기 하학적 모형 1) 및 크기 

크기 (cm) 

참조동식물 
arr 

서식지 1st minor axis 2nd minor axis 
major axis (a) 

(b) (c) 
pocket 

소나무 
1000(800-1200) 

(아교목) 
30 30 on soil 

등줄쥐 10 (9-12) 3 2.5 0.5cm 
in soil, 

on soil 
고라니 105(100-112) 50 50 - on soil 

청개구리 3.2(2.4-4) 3 2 
찌rater， 

on soil 

살모사 85(80-90) 1 1 
on soil, -
in soil 

버들치 8(4-12) 3 1 water 

~코 1.8(1.6-2) 0.5 0.5 on soil 

(참)지렁이 9.5(9.3 • 10.5) 0.4 0.4 in soil 

주)1) 참조동식물의 기하학적 구조식: 판十 폼+ 씀=1 
a 0 c 

2) 절량: 웅πpabc (모든 참조동식물의 밀도(p)는 19/cm3으로 가정) 

(2) 핵종 

계산에 적용된 핵종은 경주 처분장 방사선환경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선 

택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사능 붕괴에 의해 딸핵종이 생기며 쉽게 반응평형에 도달 

하지 않는다. 고려된 핵종의 딸 핵종 중 생존기간이 짧은 것은 환경에서 쉽게 소멸 

되지만 환경에 존재하는 동안 동식물에 영향을 준다. 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딸 

핵종 중 반감기가 10일 이하인 것은 모 핵종의 선량환산인자 계산 시 해당 딸핵종 

의 방사선 효과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 보다 반감기간 긴 딸 핵종은 별도의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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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3.1-12에 선량환산인자 계산에 적용한 핵종을 보여준다. 

표 3.1-12 국내 참조 동식물 선량환산인자 계산에 적용된 핵종 

핵종* 반감기 붕괴모드 
반감기가 10일 이하인 

딸핵종 
Ba-140 12.74 days β- La- 140 (40.272 h) 
Be-7 52.3 days EC 

C-14 5730 years β-

Ce-l44 284.3 days β Pr-l44 (17.28 min.) , 
Prl44m (7.2min.) 

Co- 58 70.8 days EC, ß+ 
Co-60 5.271 years β 

Cr-51 20.704 years EC 
Cs-134 2.062 years EC, β-

Cs-137 30 years β-
Ba-137m (2.552 min.) 

Fe- 59 44.529 days β-

H-3 12.35 years β-

1-129 1.57 e7 years β-

1-131 8.04 days β-

K-40 1.28e9 years EC, β-

La-140 40.272 hours β-

Mn-54 312.5 days EC 
Nb-95 35.15 days β-

Pu-239 24065 years Q 

Pu-240 6537 years a 

Ru- 106 368.2 days β 
Rh- 106 (29.9 sec.) 

Sr-90 29.12 years β-
Y -90 (64 hours) 

Tc-99 14.3 minutes β-

U-238 4.468e9 years SF, a 

Zn-65 243.9 days EC, β-

Zr• 95 63.98 days β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방사선환경조사계획서 

(3) 컴퓨터 코드 K- B10TA-DCC 

국내 참조 동식물의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를 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 

램 K-B10TA-DCC를 개발하였다. 표 3.1-11의 8종류의국내 참조통식물에 대한 표 

2-43 



3.1 -12의 25개 핵종의 내， 외부 선량환산을 구하는 프로그램의 구조는 그림 3.1 -13 

에서 보여준다. K-BIOTA-DCC 현재 verslOn은 아래와 같은 총 38개의 입력데이터 

파일과 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한 FORTRAN source 프로그램 (dcc.for)과 입력데 

이터 파일로 이루어진다. 

- 핵종붕괴 데이터 입력 파일 (31 개) 

'Ba140' ,'Be7' ,’C14' , ’ Cel44' ,’ Co58' ,'Co60' , 'Cr51 ’, 'Cs134' ,’Cs137' 

’Fe59' ,'H3 ’, 'Il29' , 'Il31 ’, 'K40' ,'La140 ’, 'Mn54' ,’Nb95' , 'Pu239 ’ 

'Pu240' , 'Ru106 ’, 'Sr90’, 'Tc99' , 'U238’, 'Zn65' , 'Zr95’,’Prl44’, 'Ba137m' 

'Rh106 ’, 'Y90’, 'Prl44m' , 'Nb95m' 

내부선량환산인자 계산에 사용되는 파일 (5개) 

csda_e_int.inp: 전자의 물 에 서 의 CSDA (continuous slow down approximation) 

(그림 3.1-2) 

mfp_int.inp : photon의 물에서의 평균이동거리 (mean free path) (그림 3.1 • 2) 

paise_int.inp 전자의 모노에 너 지 별， target 질 량별 에 너 지 흡수율 (표 3.1-9) 

paisp_int.inp photon의 모노에 너 지 별，target 질 량별 에 너 지 흡수율(표 3.1-8) 

K_organ_int.inp target organism의 크기 파일 (표 3.1-11) 

외부선량환산인자 계산에 사용되는 입력데이터 (2개) 

K_insoiLext.inp: 지 중동물의 target organism 크기 , 해 당 동물의 모노에 너 지 별 

침척에너지 (deposition energy) (D:엎oi/로 표기) (그림 3.1-6) 

K_onsoiLext.inp: 지상 동식물의 target organism 크기， 해당 동물의 위치에 해 

당 되는 높이에서의 air-kerma CKlir) , target과 동일한 위치에 

서 동일한 크기의 air cell과 target의 흡수에너지 비 (r) (각각 

그림 3.1-7 및 그림 3.1-9) 

위의 압력 데이터 중 핵종별 방출에너지와 수율(yield) 데이터는 ICRP38[3.1-14] 

로부터， csda，와 mph는 미국 NIST[3.1-12, 3.1-13]로부터 인용하였다(그림 3.1 -13). 

paise, paisp, D:옆에， Kalr, r은 organism specific 데이터로 2절에서 기술된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내부선량환산인자 및 수계 동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는 각각 식 (3.1 .2)와 

식 (3. 1.3)으로부터， 육상생태계의 지중동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와 지상동식물의 외부 

선 량환산인자는 각각 다음의 식 (3. 1. 12)과 식 (3. 1.13)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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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 = εD;엎액í) Y(í) (지중동물) (3.1.12) 

Dext = εD::t80il(í) Y(í) (지상 동식물) (3.1.13) 

K-BIOTA-DCC에 의해 계산된 국내 참조동식물의 핵종별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 

는 표 3.1-13~표 3.1-18에 요약하였다. 외부선량환산인자는 다음과 같이 각 동식물 

의 거주 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다. 

’ ’ 

’ 

-지 중동물: 지 렁 이， 살모사， 등줄쥐 (표 3.1-15) 

-지상동물: 지렁이， 살모사， 등줄쥐， 고라니， 별， 개구리 (표 3.1- 16, 표 3.1- 17) 

지상식 물: 소나무 (표 3.1-18) 

DCCi=Z(Fgl/，(혹.M)+Iκ(~짜κM)tÆ) 

α:c_ =í:(í: E，ι(1 -ι(E，.때l+ IN.(E)E(I-μE.Mll때 

l Extemal-DCC-onsoil I 

1,.. ~ ______________ .~ _.~ M _ ___________________ ______ __ _ . M _J 

그림 3.1-13 국내 참조 동식물의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를 구하기 위한 컴퓨터 코드 

K-BIOTA-DCC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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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3 국내 참조동식물의 내부선량환산인자 

R여 벌 지렁이 개구라 등줄쥐 뱀 노루 버들치 소나무 
소나무 
OCRP) 

Ba-140 8.20E-03 7.90E-03 1.20E-02 1.20E-02 1.00E-02 2.80E-02 1.10E-02 2.40E-02 3.20E-02 

Be-7 4.60E-06 5.20E-06 2.20E-05 2.70E-05 1.40E-05 3.70E-04 1.70E-05 2.90E-04 

C-14 6.70E-04 6.80E-04 6.80E-04 6.80E-04 6.80E-04 6.80E-04 6.80E-04 6.80E-04 6.80E-04 

Ce-144 7.60E-03 7.50E-03 1.50E-02 1.50E-02 1.20E-02 1.90E-02 1.30E-02 1.90E-02 1.80E-02 

Co-58 5.20E-04 5.30E-04 8.70E-04 9.80E-04 7.40E-04 7.30E-03 7.90E-04 5.80E-03 1.00E-02 

Co-60 1.40E-03 1.50E-03 2.20E-03 2.40E-03 1.90E-03 1.70E-02 2.00E-03 1.40E-02 1.80E-02 

Cr-51 6.90E-05 7.00E-05 8.20E-05 8.50E-05 7.70E-05 3.10E-04 7.90E-05 2.60E-04 

Cs-134 2.10E-03 2.10E-03 2.80E-03 3.00E-03 2.50E-03 1.30E-02 2.70E-03 1.10E-02 1.40E-02 

Cs-137 2.90E-03 2.80E-03 3.60E-03 3.70E-03 3.40E-03 7.80E-03 3.50E-03 6.80E-03 7.80E-03 

Fe-59 1.60E-03 1.60E-03 2.00E-03 2.10E-03 1.90E-03 9.40E-03 1.90E-03 7.50E-03 

H-3 7.90E-05 7.90E-05 7.90E-05 7.90E-05 7.90E-05 7.90E-05 7.90E-05 7.90E-05 7.90E-05 

1-129 8.90E-04 8.90E-04 9.30E-04 9.40E-04 9.10E-04 1.20E-03 9.20E-04 1.10E-03 1.20E-03 

1-131 2.40E-03 2.30E-03 2.70E-03 2.80E-03 2.60E-03 5.50E-03 2.70E-03 4.90E-03 5.90E-03 

K-40 4.40E-03 4.10E-03 6.60E-03 6.70E-03 5.80E-03 8. lOE-03 6.30E-03 7.90E-03 9.00E-03 

La-140 4.70E-03 4.50E-03 7.50E-03 7.80E-03 6.40E-03 2.20E-02 7.00E-03 1.90E-02 2.20E-02 

Mn-54 1.20E-04 1.40E-04 3.90E-04 4.80E-04 2.80E-04 5.90E-03 3.30E-04 4.50E-03 

Nb-95 6.60E-04 6.80E-04 9.20E-04 1.00E-03 8.20E-04 6.00E-03 8.60E-04 4.80E-03 6.30E-03 

Pu-239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 lOE-02 

Pu-240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7.20E-02 

Ru-106 6. lOE-03 6.00E-03 1.50E-02 1.50E-02 1.00E-02 2.10E-02 1.30E-02 2.10E-02 2.10E-02 

Sr-90 7.80E-03 7.60E-03 1.30E-02 1.40E-02 1.10E-02 1.50E-02 1.20E-02 1.50E-02 1.60E-02 

Tc-99 1.30E-03 1.30E-03 1.40E-03 1.40E-03 1.40E-03 1.40E-03 1.40E-03 1.40E-03 1.40E-03 

U-238 5.90E-02 5.90E-02 5.90E-02 5.90E-02 5.90E-02 5.90E-02 5.90E-02 5.90E-02 5.80E-02 

Zn-65 1.50E-04 1.70E-04 3.40E-04 4.00E-04 2.70E-04 4.00E-03 3.00E-04 3.10E-03 6.00E-03 

Zr-95 1.60E-03 1.60E-03 1.90E-03 2.00E-03 1.80E-03 6.80E-03 1.80E-03 5.60E-03 7.2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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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 수계 동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 

R!N 개구라 버들치 

Ba- 140 1.40E-03 1.50E-03 

Be- 7 2.70E-05 2.80E-05 

C-14 1.70E-08 1.70E-08 

Ce-144 1.80E-04 2.60E-04 

Co-58 5.40E-04 5.50E- 04 

Co-60 1.40E-03 1.40E-03 

Cr-51 1.80E-05 1.80E-05 

Cs-134 8.70E-04 8.80E- 04 

Cs-137 3.40E-04 3.40E-04 

Fe- 59 6.70E-04 6.70E-04 

H-3 O.OOE+OO 1.1OE-18 

1-129 1.20E-05 1.30E-05 

1-131 2.10E-04 2.20E-04 

K-40 1.20E-04 1.30E- 04 

La-140 1.30E-03 1.30E-03 

Mn-54 4.70E-04 4.70E-04 

Nb-95 4.30E-04 4.30E- 04 

Pu-239 2.00E-07 2.50E-07 

Pu-240 4.50E-07 5.60E- 07 

Ru- 106 3.10E-04 4.10E-04 

Sr-90 9.00E-05 1.40E-04 

Tc- 99 4.20E-07 4.30E-07 

U-238 3.30E-07 4.20E-07 

2n-65 3.30E-04 3.30E-04 

2r- 95 4.10E-04 4.20E-04 

2-47 



표 3.1 -15 국내 지중동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 

여우* 

RIN 지렁이 뱀 여우 (Tarane따(Q 쥐 개구리 

et al) 

Ba-140 3.30E-02 3.00E-02 2.30E-02 3.10E-02 3.00E-02 

Be-7 6.40E-04 6.00E-04 4.40E • 04 6.10E-04 6.00E-04 

C-14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Ce-144 6.30E-04 5.90E-04 4.20E-04 6.00E-04 5.80E-04 

Co-58 1.30E-02 1.20E-02 8.90E-03 1.20E-02 1.20E-02 

Co-60 3.40E-02 3.10E-02 2.30E-02 3.20E-02 3.10E-02 

Cr-51 3.80E-04 3.60E-04 2.70E-04 3.70E-04 3.60E-04 

Cs • 134 2. lOE-02 2.00E-02 1.40E • 02 2.00E-02 1.90E-02 

Cs-137 7.90E-03 7.40E-03 5.40E-03 5.04E-03 7.60E-03 7.30E-03 

Fe-59 1.60E-02 1.50E-02 1.10E-02 1.50E-02 1.50E-02 

H-3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1-129 8.60E-05 7.40E-05 2.90E-05 2.64E-05 6.80E-05 6.80E-05 

1-131 4.80E-03 4.50E-03 3.30E-03 3.12E-03 4.60E-03 4.50E-03 

K-40 2.10E-03 1.90E-03 1.40E-03 1.42E-03 2.00E-03 1.90E-03 

La-140 3.10E-02 2.80E-02 2.10E-02 2.90E-02 2.80E-02 

Mn-54 1.10E-02 1.10E-02 7.70E-03 1.10E-02 1.00E-02 

Nb-95 1.00E-02 9.70E-03 7.00E-03 9.80E-03 9.50E-03 

Pu-239 2.30E-06 1.90E-06 5.30E-07 5.04E-07 1.40E-06 1.30E-06 

Pu-240 4.30E-06 3.60E-06 5.90E-07 3.60E-07 2.50E-06 2.30E-06 

Ru-106 2.60E-03 2.50E-03 1.80E-03 2.50E-03 2.50E-03 

Sr-90 4.20E-09 3.50E-09 5.00E-10 2.64E-10 2.40E-09 2.10E-09 

Tc-99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U-238 3.40E-06 2.70E-06 4.60E-07 1.90E-06 1.70E-06 

Zn-65 7.90E-03 7.30E-03 5.30E-03 7.40E-03 7.20E-03 

Zr-95 9.90E-03 9.30E-03 6.80E-03 9.40E-03 9.2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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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6 국내 지상동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 (plane source) 

R/N 지렁이 별 뱀 개구리 쥐 노루 

Ba-140 3.50E-04 2.30E-04 2.20E-04 2.20E-04 2.20E- 04 1.20E- 04 

Be-7 5.40E-06 5.40E-06 5.30E-06 5.20E-06 5.20E- 06 2.60E-06 

C-14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Ce-144 1.20E-05 1.20E-05 1.10E-05 1.00E-05 9.80E-06 3.90E-06 

Co-58 1.90E-04 1.00E-04 1.00E-04 9.80E-05 9.70E-05 5.00E-05 

Co-60 2.20E-04 2.20E-04 2.20E-04 2.20E-04 2.20E-04 1.20E-04 

Cr • 51 7.00E- 06 6.60E-06 5.20E-06 4.40E-06 4.10E-06 2.00E-06 

Cs-134 1.60E-04 1.60E-04 1.60E-04 1.60E-04 1.50E-04 7.90E-05 

Cs-137 6.30E-05 6.30E-05 6.20E-05 6.10E-05 6.10E-05 3.10E-05 

Fe-59 1.1OE- 04 1.10E-04 1.10E-04 1.10E-04 l.OOE-04 5.70E-05 

H-3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I-129 1.30E-05 1.30E-05 1.20E-05 1.10E-05 1.10E- 05 2.50E-06 

1- 131 4.30E-05 4.30E-05 4.30E-05 4.20E-05 4.20E- 05 2.10E-05 

K-40 1.30E-05 1.30E-05 1.30E-05 1.30E-05 1.30E-05 7.10E-06 

La-140 3.20E-04 2.00E-04 2.00E-04 2.00E-04 2.00E-04 1.10E-04 

Mn-54 3.60E-04 8.30E-05 8.20E-05 8.20E-05 8. lOE-05 4.20E-05 

Nb-95 7.80E-05 7.80E-05 7.70E-05 7.60E-05 7.50E-05 3.90E-05 

Pu-239 1.70E-06 1.60E-06 1.30E-06 9.60E-07 8.10E-07 1.90E-07 

Pu-240 4.20E- 06 4.00E-06 3.10E-06 2.40E-06 2.00E-06 4.70E-07 

Ru-106 2.40E-05 2.10E-05 2.l0E- 05 2.10E-05 2.00E-05 1.00E-05 

Sr-90 4. lOE-09 3.90E-09 3.10E-09 2.30E-09 2.00E-09 4.80E-1O 

Tc-99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U- 238 3.70E-06 3.60E-06 2.70E-06 2.00E-06 1.70E-06 4.00E-07 

2n-65 6.70E-05 6.60E-05 5.90E-05 5.60E-05 5.50E-05 2.90E-05 

2r-95 7.60E-05 7.60E-05 7.50E-05 7.40E-05 7.30E-05 3.80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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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7 국내 지상동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 (volume source) 

R/N 지렁이 별 뱀 개구리 쥐 노루 

Ba-140 1.20E-02 1.20E-02 1.20E-02 1.20E-02 1.20E-02 6.40E-03 

Be-7 2.60E-04 2.60E-04 2.50E-04 2.50E-04 2.50E-04 1.20E-04 

C-14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Ce-144 2.60E-04 2.60E-04 2.60E-04 2.50E-04 2.50E-04 1.30E-04 

Co • 58 5.00E-03 5.00E-03 4.90E-03 4.90E-03 4.80E-03 2.50E-03 

Co-60 1.20E-02 1.20E-02 1.20E-02 1.20E-02 1.20E-02 6.50E • 03 

Cr-51 1.60E-04 1.60E-04 1.60E-04 1.60E-04 1.60E • 04 8.00E-05 

Cs-134 8.00E-03 8.00E-03 7.90E-03 7.80E-03 7.80E-03 4.00E-03 

Cs-137 3.10E-03 3.10E-03 3.00E-03 3.00E-03 3.00E-03 1.50E-03 

Fe-59 5.90E-03 5.90E-03 5.80E-03 5.80E-03 5.70E-03 3.10E-03 

H-3 O.OOE+OO O.OOE十00 O.OOE+OO O.OOE+OO O.OOE+OO O.OOE+OO 

1-129 4.60E-05 4.60E-05 4.60E-05 4.30E-05 4.00E-05 9.80E-06 

1-131 2.00E-03 2.00E-03 2.00E-03 1.90E-03 1.90E-03 9.60E-04 

K-40 7.50E-04 7.50E-04 7.40E-04 7.40E-04 7.30E-04 4.00E-04 

La-140 1.10E • 02 1.10E-02 1.1OE-02 1.10E-02 1.10E• 02 5.90E-03 

Mn • 54 4.30E-03 4.30E-03 4.20E-03 4.20E-03 4. lOE-03 2.20E-03 

Nb-95 3.90E-03 3.90E-03 3.90E-03 3.90E-03 3.80E-03 2.00E-03 

Pu-239 1.10E-06 1.10E-06 8.90E-07 7.30E-07 6.50E-07 2.10E-07 

Pu-240 2.30E-06 2.20E-06 1.80E-06 1.40E-06 1.20E-06 2.90E-07 

Ru-106 1.00E-03 1.00E-03 1.00E-03 1.00E-03 1.00E-03 5.10E-04 

Sr-90 2.20E-09 2.10E-09 1.70E-09 1.20E-09 1.1OE-09 2.60E-10 

Tc-99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U-238 1.70E-06 1.70E-06 1.30E-06 1.00E-06 8.60E-07 2.20E-07 

Zn-65 2.90E-03 2.90E-03 2.80E-03 2.80E-03 2.80E-03 1.50E-03 

Zr-95 3.80E-03 3.80E-03 3.80E-03 3.70E-03 3.70E-03 1.90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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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8 국내 소나무의 외부선량환산인자 

R!N 
Plane source Volume source 

llGy/d per Bq/m2 llGy/d per Bq/kg 

Ba-140 1.80E-04 9.60E-03 

Be-7 4.20E-06 2.00E • 04 

C-14 O.OOE+OO O.OOE+OO 

Ce-l44 6.50E-06 2.00E- 04 

Co-58 7.90E- 05 3.90E-03 

Co- 60 1.80E-04 9.60E • 03 

Cr- 51 2.80E-06 1.30E-04 

Cs-134 1.30E-04 6.30E-03 

Cs- 137 5.00E-05 2.40E-03 

Fe-59 8.80E-05 4.60E • 03 

H-3 O.OOE+OO O.OOE+OO 

1-129 5.00E- 06 2.00E-05 

1-131 3.30E-05 1.50E-03 

K- 40 1.10E-05 5.90E-04 

La-140 1.70E-04 8.80E-03 

Mn-54 6.70E-05 3.30E-03 

Nb-95 6.20E- 05 3.10E-03 

Pu- 239 8.00E-08 2.30E • 07 

Pu- 240 1.90E- 07 2.00E-07 

Ru- 106 1.70E- 05 8.10E-04 

3r- 90 1.60E- 10 1.00E-10 

Tc- 99 O.OOE+OO O.OOE+OO 

U-238 1.30E-07 1.40E-07 

2n-65 4.40E-05 2.30E-03 

2r-95 6.00E-05 3.0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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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동물 전이인자 측정 

가.배경 

원자력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해 우리 주변의 생태계 및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방사선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방사선 방호 

를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인간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그러나 1990년 초반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리오선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국제적 합의가 

수립된 이후 방사선방호분야에서 전리방사선에 의한 환경보호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하여서는 선량평가모델과 함께 핵종의 

전이계수(CR， Concentration Ratio)가 핵심 특성 자료이다. EU, 캐나다， 미국 등 기 

술 선진국에서 다양한 수생동물 및 육상동물 대한 전이계수를 측정하였고 이와 동 

시에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한 ERICA, RASRAD-BIOTA와 같은 평가도구들을 개 

발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태계는 나라별， 지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 생태 

특성에 적합한 전이인자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 

는 고유 동물을 대상으로 전이인자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우리나라 동 식물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로 제공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에는 민물에 살고 먹이사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버들치에 대한 전이계수를 측정하였다. 

냐. 설험 장치 및 방법 

(1) 버들치 

농작물이 아닌 동물 중에서 여러 가지 실험 대상이 있지만 아직 초보단계 

인 동물 설험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종을 선택할 펼요가 있다. 이에 수중동물 

의 전이계수 측정을 위한 실험을 위하여 비교적 사육이 용이하고 국내 하천에 널리 

분포하며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위치인 버들치를 수족관에 사육하면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수족관에 혼합하여 수족관의 물에서 버들치로 방사성동위원소가 전이되는 

과정을 측정하였다. 버들치는 잉어목 잉어 과에 속하며 몸길이는 8-15 cm 정도 자 

라고 붐은 옆으로 납작하며 원통형이다. 비늘은 버들개보다 크고 꼬리자루도 굵으 

며 입 주위에 수엽은 없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고 주둥이는 길다. 전체적으로 노 

란색이 도는 갈색이지만 등은 색이 짙고 배 쪽은 연하다. 붐의 측면 중 등 부분에 

는 암갈색의 작은 반점들이 흩어져 있다. 서식지는 계류의 맑고 찬 1급수에서 서식 

하고 수심의 다양한 곳을 활발히 헤엄쳐 다넌다. 주로 5~6월에 산란하며 유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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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여울에 알을 낳는다. 만 1년에 5~6 cm, 2년에 8~10 cm, 3년에 12~14 cm 

정도 자라고 식성은 잡식성으로 수서곤충， 갑각류， 실지렁이， 수초， 미생물 둥을 먹 

는다. 폼길이가 8~15 cm 개체들은 흔하지만 15 cm 이상 되는 개체는 드물다 

[3.1 -6](표 3.1 -19, 그림 3.1 -14). 

표 3.1-19 버들치의 주요 특성 

구 분 설 명 

학 명 M oroco oxycephalus 

1님c -,-근r 잉 어 목 잉 어 과(Chinese Minnow) 

크 기 폼길이 8~15 cm 

체 색 지저분한 황갈색 바탕， 퉁 쪽 암갈색， 배 쪽 연한 색 

생 식 물이 느리게 흐근는 여울에서 산란 

산란기 5~6월 

서식장소 넓은 하천과 호수， 좁은 산간 계류 

분포지역 한국， 시베리아， 연해지방， 중국 북부 

(2) 전이계수 측정 

버들치 전이계수 측정을 위해 가로 45 cm, 세로 85 cm, 높이 50 cm의 수 

족관을 아크릴로 3 개 제작하여 두 개는 반복 실험에， 나머지 한 개는 control 실험 

에 사용하였다. 수족관 바닥에 저면 여과기를 2개 설치하고 그 위에 부유물 및 버 

들치의 배설물 분해 박테리아가 자할 수 있도록 바닥 면적에 맞도록 부직포를 깔고 

정화를 위하여 지름 2-3 mm 의 자갈을 깔아 어류의 서식 환경을 만들었다(그림 

3.1-14). 수족관 벽면에는 원활한 산소 공급과 유영생활을 하는 벼들치의 특성을 고 

려하여 25 w 성능의 측면 여과기 1개를 설치하여 가동 하였다. 수족관에서의 버들 

치의 생육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배설물을 분해하여 버들치가 생활 할 수 있는 

신선한 물로 공급해 주는 박테리아가 서식하여 버들치의 배설물을 분해 할 수 있는 

물의 순환 사이클 형성이다. 이를 위하여 수족관에 물을 채우고 약 2주일 동안 버 

들치를 입수하지 않고 설치된 여과기를 가동하고 추가 1주일 동안은 약 3~5 마리 

의 버들치를 입수하여 여과 사이클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동위원소는 2개의 수족관에 동일한 양을， 1개의 수족관에는 동위원소를 처리하지 

않았고， 버들치는 수족관 당 60마리씩 비교적 크기가 골고루 분포하도록 나누어 입 

수하였다. 수족관에 처리한 동위원소는 137CS, 85Sr 및 65Zn로 각각 0.02 uCi/L, 0.1 

uCi/L, 0.02 uCi/L를 물과 혼합하였다. 버들치 먹이로는 자연 환경의 먹이를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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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버들치 사진 및 수족관 

여 인공사료로서 과립 형태의 사료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찌꺼기가 남지 않 

도록 양을 조절하여 투여하였다. 벼들치의 시료 채취는 초기에는 비교적 자주하였 

고 중기， 말기로 갈수록 채취 간격을 좀 더 길게 하였고 1회에 4-5마리로 전체 무 

게가 25-35 g 내외가 되도록 버들치의 수를 조절하였다. 수족관의 상태를 체크하 

기 위하여 버들치의 샘플을 채취할 때 동시에 수족관내 물의 온도와 pH를 측정하 

고 물 10 ml를 취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계측하였다. 샘플로 채취된 버들치는 수분 

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80 0C의 건조기에 넣고 약 2-3일 동안 충분히 건조한 

후 분말로 만들어 다시 1-2일간 건조 시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계측 용기에 

넣어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을 하여 계측하였다.(그림 3.1-15). 

동위원소혼합 버들치 압수 샘플채취 

건조 분말그렴 계측 

그림 3.1-15 어류의 CR계수 측정을 위한 실험단계별 사진 

다. 컬과 및 해석 

어류 CR계수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주기는 어류 입수 후 1일， 2일， 3일， 5일， 8 

일， 13일， 18일， 22일 및 29일이었고 통시에 수족관의 온도와 pH의 농도도 같이 측정 

하였다[표 3.1-20]. 수족관의 온도와 pH는 표 3.1-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도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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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같아서 최 저 21.6 OC(5월) -26 OC(6월)의 분포를 보였고 pH는 6.9-7.5의 분포 

를 보였다. 

수온 및 온도분포 

온도 21.6 21.7 19.5 21.4 21.1 23.7 24.4 24.6 26.0 

pH 6.9 7.3 7.4 7.1 7.2 7.3 7.3 7.4 7.5 

일자 1일차 2일차 3일차 5일차 8일차 13일차 18일차 22일~l- 29일차 

표 3.1-20 수족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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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 물의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는 137Cs이 (5.8~0.7) Bq/l0ml, 85Sr은 (30.5~ 11.8) 

Bq/l0 ml, 65Zn는 (2.1 ~0.1) Bq/lO ml로 계측 되었다[그림 3.1 -16]. 어류에 대한 분석 

결과는 137CS이 (O.0499~0.3206) Bq/g fresh, 85Sr는 (1.0377 ~ 16.1485) Bq/g fresh , 

65Zn는 (O.0923~0.9823) Bq/g fresh 로 계측 되 었다[그림 3.1-17]. 

대체적으로 수족관 물의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는데 이는 어류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흡수한 경우와 어류의 생존을 위해 바 

닥 및 측면에 설치한 여과기에 동위원소 성분이 흡착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수족관의 물과 어류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비를 계산한 결과 어류의 CR 계수는 

그림 3.1-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 간격에 따라 137CS이 (0.085~3.988) Lkg-\ 85Sr 

는 (0.348~13906) Lkg l , 65Zn는 (0.474~13.089) Lkg-1 로 측정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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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어류에 대한 동위원소의 CR 계수 

5. Allometric 법을 이용한 전이언자 예측모델 개발 

전이 계수， 또는 농도비 (transfer factor, concentration factor, concentration ratio 

등으로 표기)는 환경방사선에 대한 biota의 선량을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이다. 전이계수는 biota내의 농도와 그 biota가 서식하는 주변 환경과의 농도비로 정 

의되는데 많은 경우 실험과 측정을 통해 얻어진다. 매우 다양한 환경과 biota 조합 

중에서 식물-토양， 어류-물 사이의 전이계수 데이터는 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해 많 

이 존재하는 반면 육상생태계 동물， 특히 야생동물에 대한 전이계수는 데이터 획득 

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이 전이계수 데이터의 부족 

은 다양한 종류의 biota의 선량평가에 매우 큰 제약점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전이계수 데이터 간의 간극을 메우고， 참조동물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전이계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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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하여 전이계수 데이터가 부재하는 특정 종의 선량평가를 위하여 모델을 

통한 전이계수 예측은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동물 크기(질량)와 대사속도(metabolic rate) 와의 관계를 다루는 

소위 allometry 법을 이용한 전이계수 예측모델을 제시하고， 국내 참조동식물에 적 

용하였다. 

가. Allometric 모텔 

환경 미디움에 존재하는 특정 핵종 및 생물에 대한 전이계수(혹은 농도비， 

CR)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1-19]. 

'R= 생물내의 방사능농도 (Bq/kg ), αrg 
- 환경미디움에서의 방사놓농도 (Bq/kg혹은 Bq/ L) , αned 

(3 .1 .14) 

식 (3.1 .14)의 분자에 해 당되 는 생 물내 의 방사능농도 Corg (Bq!kg)는 다음의 간단한 

일차 kinetic 모텔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Coro 一효-(1- e- kt ) 
kxM 

(3.1.15) 

여기서 

R: 대상 동물의 방사능 섭취속도 (Bq!d) 

k: 대상 동물의 유효 방사능 손실속도 상수 (d-1
) 

M: 대상 동물의 질량 (kg) 

대상 동물과 주변 환경매질과의 방사능 교환이 평형에 도달되게 되면 식 (3.1.15) 

는 다음과 같이 된다. 
R 
-% --

야
 

m 
“ 

C 
(3.1.16) 

식 (3. 1. 15)를 구성하는 동식물의 방사능 섭취속도(R)와 유효손설속도( k)는 동식물 

의 생존과 직접관련이 있는 대사 작용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며， 이들 변수는 특히 

대상 동식물의 크기(질량)에 크게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대상 동식물의 질량과 

이들 변수들과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대상 동식물의 방사능농도나 전이인자를 예측 

하는 방법 을 allometric (biology of scaling) 법 이 라 한다. 

동물은 거주 환경에 따라 방사능 섭취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 

상생 태 계 및 수계 동물로 구분하여 allometric 모텔을 제 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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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 생 태 계 (terrestrial animals) 동물 

(가) 육상생태계 동물의 방사능 섭취속도， R 

육상생태계 거주하는 동물의 방사능 흡입은 크게 먹이섭취， 토양섭취， 

호흡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식 (3. 1.15)의 방사능 흡입속도 R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R= I;nh (호흡) + 1.0;1 (토양섭취 ) + I/ood (먹 이섭취 ) (3.1.17) 

식 (3.1 .17)을 구성하는 각 항목은 대상 동물의 질량과 크게 연관성이 있다. 먼저 

먹이사슬상의 하위동물 섭취를 통한 간ood (Bq/d)는 다음의 경험식이 적용된다. 

~ood = 다ood.soil X 하루먹 이 섭 취 량 = 다ood， soil [ 1 0- 3옳70MO 치 (3.1 .18) 

여기서 

다ood， s파a: 기초대사량(basal metabolic rate)에 대한 운동대사량(active metabolic rate) 

의 비 

d: 음식을 통해 업취된 에너지중 대사로 손실된 에너지의 비 

c: 섭취하는 먹이의 질량당 에너지 (kcaVg) 

10-3
: g/d를 kg/d로 변환하는 단위 환산인자 

한편 오염된 토양 섭취를 통한 방사능 흡입속도 1.oil(Bq/d)는 대상 동식물이 하루 

먹이 섭취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 soil = αoi/Xfx 하루먹이섭취량= αoil x f[1O- 3옳70~ 치 (3.1.19) 

식 (3.1 .19)에서 〔깅이l는 오염토양의 방사능 농도 (Bq!kg)이고， f는 대상 동물이 하 

루에 섭취하는 오염토양의 양으로 먹이섭취량 대비 fraction이다. 

한편 호흡에 의한 방사능흡입 속도 긴nh (Bq/d)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I;nh = FcXC.。μ0.481MO . 76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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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c: 보정계수 (섭취에 대한 호흡의 방사능 흡수의 용이성을 보정) 

x: 지표면 근처의 공기 중 먼지의 농도 (kg/m3
) 

대개의 경우 호흡에 의한 방사능 흡입은 먹이섭취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다. 식 (3.1.18) ~ (3. 1.2이 으로부터 대상 동물의 일일 방사능 총 흡입속도 R (Bq/kg) 

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 다ood， .oil [10- 3옳70Afl . 7 5] + αoilf[ 10- 3옳70MO 치 + 칸Xc"oil [0 . 481ψ 76] (3.1.21) 

(나) 동물의 유효 방사능 손실속도상수， k 

동물의 방사능 유효손실은 크게 방사능의 붕괴에 위한 물리적 손실과 

대사 작용을 통한 생물의 붐 밖으로 배출되는 생물학적 손실로 구성된다. 따라서 

유효방사능손실속도 k(d- 1 )는 다음과 같다. 

k = kdecay + klno (3.1.22) 

방사능 붕괴에 의한 손실은 핵종의 반감기로 직접구할 수 았다. 대사 작용에 의 

한 생물학적 손실속도상수는 생물학적 방사능 손실 반감기로부터 구하며 생물학적 

방사능 반감기 T1/ 2, bio (days) 또한 다음과 같은 allometric 식에 의해 주어진다. 

낀/2 ， bio = a(1000M)ß 

여기서 

a , β: 특정 핵종의 해당 동물의 생물학적 반감기에 대한 allometric 상수 

M: 대상 통물의 질량 (kg) 

식 (3. 1.23)의 예로 다음의 allometric 관계식이 있다[3.1-2이. 

Cs: 깐/2 ， bio = 3.5 (1000M)o.24 

Sr: : 낀/2 ， bio = 107 (1 000M)O.26 

1: 낀/2 ， bio = 6.8 (1000M)o.13 

Co: 낀/2 ， bio = 2.6 (1000M)o.24 

H3: 낀/2 ， bψ = 0.82 (1000M)o.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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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3. 1.22)의 유효 방사능 속도상수 k (d- 1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693 . 0.693 0.693. 0.693 
k= k"nnn .. + k“‘ --_-:......--- + ::_--- -=--::_- + 

aecay ''"Dzo 365 낀/2 ， decay 긴/2 ， bio 365 인/2 a(1000M)β 
(3.1.24) 

식 (3. 1.24)에서 긴/2 ， decay는 핵종의 방사능 붕괴상수 (years) 이다. 

(다) 전이 계수 (CR, Concentration Ratio) 

육상 생태계 동물내의 방사능 농도를 나타내는 식 (3. 1.15)는 식 

(3.1.14), 식 (3. 1.21) 및 식 (3. 1.24)로 부터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ρ ( Cfood. soil +잃J) 110- 3풋70M>꾀+ F c)(c,_" [O.481M>.76] 、
c"rg =풋으=fI [ l f ， μ , , 、 tx lell (1-e-(샤'tco .， +μ，， )t) (3.1.25) 

\.../soil 

여기서 

11 : 총 흡입 방사능 R 중 대사 작용을 통해 몸에 실질적으로 흡수된 비율 

한편 육상생태계 동물의 경우 먹이(동물 또는 식물)의 농도 다ood는 토양농도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000d‘ soil =B‘!lsoil X C.oil (3.1.26) 

여기서 BVsoil는 토양-먹이(육상의 동물 또는 식물)의 핵종 농도비로 핵종 및 동 

물의 종류에 따라 변한다. 

식 (3.1.14), 식 (3.1.25) 및 식 (3. 1.26)으로부터 토양 육상 생 태 계 동물 사이 의 전 이 계 

수 CRsoil : animal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1쇄+ 1) 110-3포70M>.751 + F c)([ O.481M>펙 
CR 떼:anim아 =11 ou,,' . ι i U-ε(μ'tCBII+싫)t) 

(kdero젠 +k，앙。)M 
(3.1.27) 

평형 조건에서 전이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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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soil + f) 110←3풋70W펙 +F씨O.481NP76] 
CR.oi1，야 = 11 L i;: I L ..J 

(kdewu + klJio ) M 
(3.1.28) 

(2) 수계 (aquatic system) 동물의 전이 인자 

물에 사는 어류는 육상생태계와 달리 방사능 흡입이 물속의 먹이 (~ood)와 

물(1wate，')의 섭취로만 일어난다. 먹이에 의한 방사능 흡입 속에 대한 allometric 식은 

식 (3. 1.18)과 같으며， 물 섭취에 의한 방사능 흡입속도에 대한 allometric 식은 다음 

과 같다 [3.1-21]. 

1water = O.099Afl .9 (3.1.29) 

따라서 수계 동물내의 방사능 농도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J()(~뼈e，. \1O-3뚱70.!vfJ'π \ +O.099W.9 

t ιι J (1_ ~-(1싸 "， +I.，.)t ， 
Cora ==f1 L 1 ,- -- I ,_ ，}I~ 

(싫mν+삶。)M ‘ / (3.1.30) 

식 (3. 1.3이에서 다ood， water는 물속의 먹이 (먹이사슬 구조상의 하위어류나 수초) 

농도 (Bq/kg)를 나타낸다. 

한편 수계에서 동물의 먹이의 농도 다ood，water는 물의 농도와 다음의 관계를 가진 

다 

다ood = BVwater x CwateT (3.1.31) 

여 기 서 Bvwate, 는 물-먹 이 (물중의 동물 또는 식 물)의 농도비 이 다. 

따라서 식 (3.1.14), 식 (3. 1.3이 및 식 (3. 1.31)로부터 수계 동물의 물-동물 사이 의 전 

이 계수 C객nater : animal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í! Bvwater 110- 3풋70.!vfJ.75 1 + O.099.!vfJ.9 

/"y _ Llorg _ ~ w u.t. .... L 따; J (, _-(μ‘.，+I:， .. )t 、
뼈er : onl뼈-감굶-J1 (k，뼈+삶。))M ‘~ G I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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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에서 전이계수는 다음과 같다. 

” ’ aψ띠e，' [10- 3옳7뼈75] 十 0.099_MJ .9 
%@e, anlnlQl-Jl (kdemy +삶。))M 

(3.1.33) 

냐. 모의 계산 및 결과 

전이계수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동물의 질량(M)과 토양-먹 

이(육상의 동물 또는 식물)의 핵종 농도비 (BVsoil)에 따른 육상 동물에 대한 137CS의 토양-동 

물 전이계수를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입력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낀/2 ， decay= 30.1 years (l37CS), a = 3.5 β = 0.24 , a = 2, d= 0.44, c= 5, f= 0.1, 

f1 =1.0, Fc= 140, x= 10키 M = O.OOlkg • 1000kg, BVsoil = 10-5-103 

그림 3.1-19는 BVsoil변화에 따른 총 방사능 흡입 중 음식， 토양， 호흡에 의한 상대적 방사 

능 흡입 비를 보여준다. BVsoil 값에 상관없이 호흡에 의한 영향은 0.6% 미만으로 나타 

났다. BVsoil 의 값이 0.1 근처에서 먹이와 토양 섭취에 따른 상대적인 중요도가 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식 (3. 1.28)의 분자에 있는 (BVsoil+ f)의 항으로부터 알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호흡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BVsoil>>f이면 

먹이에 의한 방사능 흡입이 동물 내 방사능 농도를 지배적으로 결절할 것이며， 반 

대로 BVsoil<<f이면 토양섭취에 의한 방사능 흡입이 동물 내의 방사능 농도를 결절 

하는 지배적 요소가 될 것이다. 단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인 결론은 아니며 f=O.l 

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밝혀둔다. 만약 f를 0.05로 가정하였으면 

BVsoil=0.05 기준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그림 3.1 -20은 칠량 및 BVsoil 변화에 따른 평형에서의 토양-동물 농도비 CRsoi1 ,eq 값을 보 

여준다. 흥미롭게 BVsoil 값에 상관없이 CRsoi1 ， eq는 질량에 거의 독립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식 (3. 1.28)의 질량에 대한 지수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37CS의 경우 생물학적 

반감기를 나타내는 식 (3. 1.23)의 지수인 β=0.24이다. 생물학적 반감기에 의한 방사능 

유효손실속도상수 kbio는 Mß에 반비례하므로 식 (3. 1.28)의 분모 중 질량에 대한 지 

수의 합은 1-0.24=0.76이 된다. 이는 분자의 질량에 대한 지수 0.75와 거의 동일하 

다. 따라서 분모와 분자에 있는 질량 항은 서로 소거될 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전 

이계수가 질량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Cs 뿐 아니라 생 

2-62 



Co인 경우 allometric 식의 지수 β가 0.24 근처의 값을 가지는 Sr및 반감기 물학적 

영 BVsoil 의 전이계수는 BVsoil<O.Ol 인 영 역 에 서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에도 

전이계수 

이상으로 나타난다(그림 3.1-19 참조). 반대로 

먹이섭취에 의한 방사능 흡입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므로 

인 경우 BVsoil<O.Ol 이미 언급한대로 나타난다.앞에서 

99.9% 

것으로 

토양 섭취에 의한 영향이 

BV.oil가 1보다 커지게 되면 

향이 없는 
,_ -'---

증가한다. 비례해서 전이계수는 먹이 -토양 전이계수 Bv.o션~l 

보여준다. 35 전이계수의 시간 변화를 BV.oil 변화에 따른 t:!l 
^ 질량 3.1 -21은 그림 

Texp(years)와 기대수명 도출된 근거로 

allometric 식 이 았다. 

포함)의 데이터를 야생포유류(캠거루 

동물의 질량과의 다음의 

종의 

(3.1.34) Texp = 1.02J11! .3 

기대수명은 372.3일， 1 ，482일이 

도달하였다. 기대수명 안에 평형에 

기준으로 무게가 각각 1, 100kg인 동물의 

다. 전이계수는 모두 해당 동물(질량)의 

위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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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질량 (M) 과 BVsoil 변화에 따른 평형에서의 토양-동물 농도비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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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질량 및 BVBOi1 에 따른 전이계수 시간 변화 

평형 시 전이계수는 BVsoil 값과 상관없이 질량에 무관하였고 이는 그림 3.1-20의 

결과와 일치한다. 동일한 시간에서 BVsoil 이 클수록 먹이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이계수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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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참조동식물 적용 

(1) 참조동식물 

Allometric 모델을 국내 참조동물에 적용하여 전이계수를 예측하였다. 국 

내 참조 동불의 종류 및 크기는 표 3.1 -21에 요약되었다. 동물 중 쥐와， 노루는 포 

유류이며， 벌(곤충) , 지렁이(환형동물)， 뱀 (파충류)， 버들치(어류)이다. 

(2) 핵종 

본 연구에서는 경주 처분장 환경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 중 

업력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핵종에 대해서만 모텔을 적용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핵 종은 14C, l얘Ce， %Co, %Co, 1%Cs, l37Cs, 3H, 129I, 131I, a9Pu, 껑Dpu， 9OSr, 99Tc, 쟁U， 

95Zr의 15종류 이 다. 

표 3.1-21 국내 참조동물 및 크기 

major axes 1st minor 2nd minor 
Mass (kg) Organism 

(cm) axes (cm) axes (cm) 
ecosystem 

bee (벌) l.8 0.5 0.5 2.36E-4 T 
earthworm 

(지렁이) 
9.5 0.4 0 .4 7.96E-4 T 

frog (개구리) 3.2 3 2 l.01E-2 T 
rat (쥐) 10 3 2.5 3.93E-2 T 

snake (뱀) 85 1 1 4.45E-2 T 
roe-deer (노루) 105 50 50 l.37E+ 2 T 
Minnow (버들치) 8 3 1 l.26E-2 A 
T: Terrestrial., A: Aquatic 

(3) 입력상수 

전이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allosteric 상수를 포함하여 다음의 입력상수 

값이 펼요하다. 

a , d , c , f , X , 낀/2 ， Q , ß, f1 , Fc , BVsoil (혹은 BVwater) 

기초대사속도 대비 운동대사속도의 상대적 비인 Q는 동물의 종류에 무관하게 약 

2의 값이 경험적으로 사용된다. 섭취된 에너지 중 대사를 통해 소비된 에너지 비인 

d는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음식의 종류와 동물의 소화시스템의 함수이지만 작은 크 

기의 포유류의 경우 0.65~0.88 범위에 [3.1-22] ， 코끼리인 경우는 0.44 정도인 것으로 

알려 진다[3.1-23]. 본 연구에서는 작은 포유류의 평균값인 0.75의 값을 사용하였다. 

섭취되는 먹이의 단위 질량당 열량 값인 C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 경우 각각 

5, 4, 9 Kcaνg 이다. 따라서 먹이의 유기물 중 단위 질량당 열량 값은 최소 4,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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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값은 

c값은 

c의 

적용한 동물별 

대한 에
”
 

물
 

시
「
 셔
，
 

동
 
씨
”
 

재
 딴
 

여라 가지 

참조하여 효￡ 
l • 

Odum[3.1 -24]에 따르면 

3.1-22의 값을 

된다. 

3.1-22와 같다. 표 

3.1-23에 나타내 었다. 

9가 

표 3.1-22 Caloric values (c) of various food materials 

Material c, Kcal/g Cdry weight) 

Total terrestrial plant 4.5 

Seeds 5.2 

Algae 4.9 

Invertebrates Cexcluding insect) 3.0 

Insects 5.4 

Vertebrates tissue 5.6 

X 입자 농도 즈
 

A 
U 공기 큰처의 인 f와 지표면 토양 업취분율 먹이섭취량 대비 한편 

먹 는 동물의 거주 특성에 따라 변할 것이다. 육상생태계 동물 중 쥐， 노루， 뱀만이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호흡을 통한 피폭은 쥐와 노루에게서 

동물인 버들치에게 

토양 섭취를 이와 함께 

공기호흡과 토양 섭취는 일어 

요약하였다. X 값을 동물별로 표 3.1-23에 적용한 f 및 

만 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수중 

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표 3.1-23 Values of c, 1 and X used in the present study 

orgamsm c CKcal/g) f X Ckg/m3
) remark 

rat C쥐) 5.6 0.1 l.E-4 I 。커「 xilf1 I二')三~ 

re-deer C노루) 5.6 0.1 l.E-4 육상동물 

frog C 개구리) 5.6 0.0 0.0 육상동물 

snake C 뱀) 5.6 0.1 0.0 육상동물 

bee C별) 5.4 0.0 0.0 육상동물 

earthworm C지 렁 이 ) 3.0 0.0 0.0 육상동물 

Chinese minnow C버 들치 ) 5.6 0.0 0.0 -J「-λJδ~ .!i 。드 곧D드 

반감기 를 위 한 allosteric 상수(a ， β) ， 섭 취 된 방 핵종붕괴상수(인/2 ， decaν) , 생물학적 

대사 작용을 통해 흡수된 바율(11) ， 호흡에 의한 보정계수(뀐)의 값은 

연구에서 11은 ICRP[3.1-25] 값을 적용하였고， a , β，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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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요약하였다. 본 

사능 중 

표 3.1-24에 



값은 USDOE[3.1 -5]로부터 인용하였다. 

육상생태계 동물의 토양-먹이 핵종 비 (BVsoil) 및 수계 동물의 물 먹이 핵종 비 

(Bνl.uater)는 표 3.1 -25에 요약하였다. 실제로 이들 값들은 잘 알려지지 않으며， 같은 

동물이라도 먹이사슬의 조건， 주변 환경의 오염정도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심하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EIRCA tool DB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이계수를 참조하여 

allosteric 모델로 계산한 값을 적용하였다. 

표 3.1-26에 식 (3. 1.28) 및 식 (3.1 .33)에 의해 계산된 국내 참조동물의 평형에서의 

전이계수를 나타내었다. 사실 표 3.1 -26의 값들은 ERICA tool 내 포유류(쥐， 노루)， 

양서류(개구리)， 파충류(뱀)， 곤충(벌)， 토양무척추동물(지렁이)의 전이계수와 동일하 

다. 왜냐하면 입력 데이터로 적용된 BVsoil 값은 앞에서 언급된 대로 ERICA 전이계 

수를 참조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먹이사슬을 보면 뱀은 쥐나 개구리를 먹이로 먹는다. 그러나 쥐나 개구리의 전이 

계수 값은 표 3.1 -25와 표 3.1 -26 사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시 말해 뱀의 전이계수를 구하기 위한 먹이의 BVsoil 값으로 표 3.1 -25의 값 대신에 

표 3.1←26의 개구리나 쥐의 전이계수 값을 적용한다면 매우 다른 결과를 도출할 것 

이다. 사실 표 3.1 -26의 값을 보면 뱀 개구리 쥐의 전이계수는 몇몇 핵종을 제외하 

고는 동물 간 차이가 없다. 이는 해당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타 동물의 전이계수를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구리의 14C 전이계수는 쥐의 것과 동일하 

고， 곤충(별)의 경우 토양 무척추동물의 전이계수와 동일한데， 이는 개구리 경우 포 

유류의 14C 전이계수와 별의 경우 무착추종물의 전이계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개구리의 Sr 과 Tc의 전이계수는 쥐나 노루의 것과 다른데 이는 개 

구리에 대한 이들 핵종에 대한 전이계수 측정 데이터가 존재하여 측정값을 적용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3.1-26의 전이계수는 먹이사슬의 생태특성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은 값이므로 먹이사슬 경로상의 하위동물의 전이계수를 상위동물의 전이계수 

예측을 위한 입력데이터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텔에 의한 전이계수 예측은 입력인자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항상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환경에서 측정된 전이계수 값을 사 

용하는 것이냐 직접 측정의 어려움이나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부재할 경우는 대략 

적인 추정치 예측을 위해 모텔 사용이 합리적일 것일 것이다. 

2-67 



표 3.1-24 Allometric constants and half lives 

R/N 
낀/2 ， demy ’ 11 

β Fc α 

years USDOE FASSET ICRP 

C-14 5730 1 1.0 2 0.25 1 

Ce-l44 0.779 0.0003 1.E-4 1.4 0.8 16 

Co-58 0.194 0.05 0.3 2.6 0.24 18 

Co-60 5.27 0.05 0.3 2.6 0.24 7 

Cs-134 2.06 1 1 3.5 0.24 14 

Cs-137 30.1 1 1 1 3.5 0.24 0.8 

H-3 12.3 1 0.82 0.55 

1-129 15700000 1 1 6.8 0.13 0.7 

1-131 0.022 1 1 1 6.8 0.13 0.7 

Pu-239 24065 0.001 0.0005 3E-5 0.8 0.81 4000 

Pu-240 6537 0.001 0.0005 3E-5 0.8 0.81 4000 

Sr-90 29.1 0.3 0.2 0.3 107 0.26 200 

Tc-99 210000 0.8 0.1 0.5 0.3 0.4 5 

U-238 4.47E9 0.05 1E-4 0.8 0.28 4000 

Zr-95 0.175 0.002 1E-4 100 0.25 10 
USDOE: RESRAD-BIOT A[3.1-5] 

F ASSET: Deliverable 5, Appendix 2 [2.1-13] 

ICRP: Health Physics, Volume 3, page 3, 1960[3.1 -25] 

표 3.1-25 먹 이 의 concentration ratio, BVsoil or Bvwate ,' 

Organism 
rat roe-deer frog sn라‘e bee earthworm 

Chinese I 

R/N mmnow 
C-14 2480 2480 2480 2480 766 426 8540 

Ce-l44 2.23 1.46 4.69 2.11 20.7 5.89 1.02E5 

Co-58 9.36 15.3 9.13 9.41 0.169 0.0956 1.36E4 

Co-60 1.34 1.51 1.43 1.36 0.0274 0.0154 2130 

Cs-134 3.06 3.58 0.585 3.88 0.0555 0.0507 7760 

Cs-137 3.03 3.33 0.581 3.84 0.0553 0.0505 7690 

H-3 225 21.7 339 217 1010 388 0.571 

1-129 0.221 0.798 0.287 0.243 0.133 0.0여2 131 

1-131 0.682 4.34 0.615 0.719 0.226 0.0806 287 

Pu-239 461 4.69 990 430 5640 2720 2.24E6 

Pu-240 461 4.7 990 430 5640 2720 2.26E6 

Sr-90 0.0815 0.115 0.0946 1.24 7.17E-3 5.6E-4 0.406 

Tc-99 5.14 1.44 10 5.06 10.9 5.06 673 

U-238 4.27 3.33 21.5 20.4 411 220 1. 29E6 

Zr-95 0.0355 0.0167 0.376 0.248 4.38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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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6 Allometric 법으로 계산된 국내 참조동물의 전이계수 

Organism Chinese 

R/N 
rat roe- deer frog snake bee earthworm 

mmnow 
C-14 1340 1340 1340 1340 430 430 4620 

Ce-l44 6.12E-4 6.14E-4 6.13E-4 6.12E- 4 3.67E-4 3.66E- 4 150 

Co-58 0.295 0.296 0.295 0.295 6.09E-3 6.08E-3 437 

Co-60 0.295 0.296 0.295 0.295 6.09E-3 6.80E- 3 437 

Cs-l34 2.87 2.87 0.537 3.59 5.5lE-2 8.94E-2 7100 

Cs-137 2.87 2.87 0.537 3.59 5.51E-2 8.94E-2 7100 

H-3 150 150 150 150 150 150 

1-129 0.4 0.4 0.4 0.4 0.302 0.156 180 

1-131 0.4 0.4 0.4 0.4 0.302 0.156 180 

Pu-239 2.34E-2 2.34E-2 2.34E-2 2.34E- 2 1.69E-2 2.9E- 2 60 

Pu-240 2.34E-2 2.34E-2 2.34E-2 2.34E-2 1.69E-2 2.9E-2 60 

Sr-90 1.74 1.74 0.825 11.8 6.35E-2 8.97E-3 17 

Tc-99 0.37 0.37 0.574 0.37 0.37 0.37 40 

U-238 1.06E-4 1.06E-4 4.99E-4 4.97E-4 8.83E-3 8.83E- 3 30 

Zr-95 l .19E-5 1.19E-5 5.04E-4 5.05E-4 300 

라. 컴 퓨터 코드 K-BIOTA-CR 

Allometric 모델을 이용한 전이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컴퓨터 코드 

K-B10TA-CR이 FORTRAN으로 작성 되 었다. 그림 3.1←22에 K←B10TA-CR로부터 

전이계수를 구하기 위한 흐름도가 있다. K-B10TA-CR의 현재 verSlon에서는 7개 

의 국내 참조동물 (쥐， 노루， 개구리， 지렁이， 별， 뱀， 버들치) 및 15개 핵종 e4C, 

l44Ce, 58Co, 6OCo, l34Cs, l37Cs, 3H, l29I, 13lI, 239pu, 때Pu， 9OSr, 99Tc, 짧U， 95Zr)에 대한 

업력데이터가 프로그램 내에 block data로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인 동물 및 핵종에 

대한 계산은 프로그램 내에 block data 확장으로 쉽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전이계수는 시간의 함수이나 비인간종 선량평가에서 자주 평형에서의 전이 

계수를 사용하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종류의 전이계수를 option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산에 팔요한 모든 입력데이터는 block data로 설정되어 있 

다. 결과 출력은 독립된 파일에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으며 다음은 출력파일의 

종류이다. 

CREQ.RST: 동물별 핵종별로 계산된 전이계수 결과 파일 

INP.RST: 압력데이터의 요약 파일 

LOSS RATE.RST: 핵종별 핵종붕괴상수( kdecay) 및 생물학적 유효손실상수(kw，) 

계산결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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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RATE.RST: 먹 이 (R/ood ) , 토양(Rsoil ) ， 물(.R"，ater)의 섭 취 및 호흡(Rhal )에 

의한 일일 방사능 흡입속도 결과 파일 

F흥a.dionuclide 

그림 3.1-22 K-BIOTA-CR로부터 전이계수를 구하기 위한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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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 인간종 방사선 영향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핵종， 참조동식물 전이인자 데이 

터베이스 구축 

가.개요 

원자력 시설의 가동에 따른 방사선 방호는 초기에 주로 사람에 대한 방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연구 동향은 사람뿐 

만 아니라 환경 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 

해가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제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실험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실험 자료를 근거로 실제 

적인 설험 이외의 방법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도구의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도구로는 미국의 DOE에서 개발한 

RESRAD-BIOTA 코드[2.1 -2이 EURATOM에 서 개 발한 ERICA 코드[2.1-19]가 있 

다. RESRAD-BIOT A 코드는 미국의 NRC와 EPA의 지원을 받아 DOE에서 biota에 

대한 선량 평가를 위해 개발한 코드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ERICA 코드는 전 

라 방사선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종합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행된 

F ASSET(Framework for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프로젝트[2.1-7 ~ 

2.1 - 13]와 EPIC (Environmental Protection form Ionizing Contaminations in the 

Article) 프로젝트[2.1-14~2.1-19]가 모태가 되어 EC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FASSET의 주목적은 EC의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여 dosimetrγ， 참조 

동식물의 도출 및 핵종 전이모탤 개발，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평가 도구들은 세계 각국에 배포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개발한 도구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 

기에는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동， 식물의 서식 환경과 성장 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외국의 평가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주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그 전단 

계로 평가에 사용되는 각종 참조 동식물의 핵종별 전이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평가도구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냐.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핵종 및 참조 동식물의 종류 

(1) 참조 동식물의 개념 

일반적으로 비 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참조 통식물의 용어는 각 나라 

마다 다르고 그 개념도 차이를 나타낸다. 가장 전형적인 참조 동식물의 정의는 오 

염된 환경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동식물의 방사능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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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가상의 동식물 집합체로 정의된다. 이런 의미는 특정한 생물종에 대한 결 

정론적인 방사능 위험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 같은 방사능 영향의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을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선택된 참조 동식 

물이 어떤 특정한 동식물 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 즉， 생태계를 대표하는 결정적 

인 생물종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선량과 방사션 영향 선량과 피폭의 관계를 규명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정의된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활 패턴의 범주에 들 

어가는 생물종， 특별한 동식물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적인 

동식물 후보군을 지칭하고， 육생동물， 수생동물， 육수생동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생태계 위해도 평가 대상 핵종 

환경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 중 비인간종 생태계 위해도 평가에 고려해 

야 하는 핵종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핵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 원자력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나 사고 누출을 대비한 비상계획에서 고려하는 핵종 

* 환경에서의 이동성이나 동식물로의 농축이 큰 핵종 

*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여 이용이 용이한 핵종 등을 들 수 있고 
대상 핵종으로는 장1Am， 3H, 14C, 1$Cs, 239Pu, %Sr, %Tc, l29I 등의 장반감기 핵종 

을 주요 대상 핵종으로 선택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런 장반감기 핵종이 환경에 누출 

되면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존재하므로 생태계에 만성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표 3.1 -27). 

표 3.1-27 주요 핵종 및 참조 동식물 

주요핵종 
Ag , Am, C, Cd, Ce , Cl, Cm, Co , Cs, Eu, H, 1, Mn , Nb , Ni , Np , P , Pb, 

Po , Pu, Ra , Ru, S , Sb, Se , Sr, Tc , Te, Th , U, Zr 

참조동식물 
양서류，촉서류，해저물고기류，섭금류，쌍각류， 갑각류，복족류，애벌레류，어 

류，포유류，원양어류，플랑크톤，관속설물，환형동물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및 결과 

비인간종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국제적으로 약 20년 동 

안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국내의 연구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된다면 현재 조사된 자료는 국내 연구 결과로 대체 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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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번 비인간종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위하여 외국의 참 

고 문헌을 주로 활용하여 조사 하였고 그 목록은 참고문헌에 언급되어 있다. 

데이터의 저장은 추후 개발 될 평가 도구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엑셀 형태로 저장하여 평가 도구에 필요한 형대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데이터의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관련 자료 수집도 국제적인 연 

구결과가 발표됨과 동시에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고 국내 설험도 수행하여 그 결 

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체 조사 핵종과 참조 동식물은 표 3.1-27에 이미 기술하였으며 전이계수의 경 

향은 그림 3.1-23~3.1-25와 같다. 

1 .0E+D5 
.Crus 
6. PeR 

• OVasP 
1 .0E+D4 

! • • 
。 • o o o 

OOAO o 
。 . () • @ --。--〈〉--1.0E+D3 o . ð. 、o o 

A 

。 o A ! • 
A A i • A A A 

1.0E+D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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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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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A 

1 .OE+D1 

A 
1.0E+DO 

AQ Am C Cd Ce CI Cm Co Cs Eu H I Mn Nb Ni Np P Pb PO PU Ra Ru S Sb Se Sr Tc Te Th U Zr 

그림 3.1-23 수중 동물의 전이계수(Crus : 갑각류. PeFi : 원양어류. VasP : 관속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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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표수 핵종이동 평가기술 개발 

1 . 지표수와 토양의 핵종의 화학적 거동 평가 

가. 토양 시료 

(1) 채취 장소 및 방법 

지표수와 토양 간 핵종의 화학적 거동 평가실험에 사용할 논토양을 선정 

하기 위해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 반경 5km 내에 분포하는 다섯 곳의 

논에서 2007년 3월 13일에 논토양을 채취하여 물라 ·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3.2-1 및 그램 3.2- 1 참조). 각 논에서의 토양 시료는 수 m 이상 떨어진 세 지점에 

서 상부 20 cm 깊이의 토양을 직경 8 cm, 높이 20 cm의 원통형 토양채취기를 이 

용하여 채취한 후 서로 혼합하여 평균적인 토양으로 가정하였다. 

위와 같이 채취한 다섯 가지 토양 중에서 처분장과의 지리적 관계 및 토양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대본리 구길리 읍천리 상라리 토양을 평가 대상 토양으로 선정 

하였다. 이 네 곳에 대해서는 설험에 필요한 양의 토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4월 11, 

12일에 그림 3.2-1과 같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상부 약 20 cm 깊이의 흙을 한 곳 당 

최고 500 kg 정도 채취하고 설험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된 토양은 온설 내에 넓게 

펼쳐서 자갈과 작물유체 동을 제거하고 1 주일 이상 건조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 

다. 

(2) 물리 화학적 특성 

다섯 곳의 논에서 1차로 채취한 토양을 실내에서 풍건한 후 흙덩이를 부 

수고 2 mm 채로 쳐서 큰 알맹이를 걸러낸 다음 토양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표 3.2-2와 같다. 분석은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수 

행하였다. 한 시료에 대해서 3 반복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토양의 pH는 조사지점 간에 거의 차이 없이 5.5 내외로서 산성이었다. 유기물 함 

량은 2.0~4.5 %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양이옹치환용량은 10~2O cmol kg l의 

범위였고 토양의 조성은 대체로 양토로서 점토 함량이 1O~30 % 정도에 불과하였 

다. 이상으로 경주 방폐장 부근의 논토양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논토양과 큰 차이 

없이 주로 화강암의 풍화토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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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경주 방폐장 주변 논토양 채취 지점 

구분 주소 좌표 

GJ-1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랴 E 1290 29’ 34" , N 350 45 ’ 04" 

GJ-2 경북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E 1290 27’ 46" , N 350 44' 41" 

GJ-3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E 1290 28’ 29" , N 350 41 ’ 35" 

GJ-4 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라라 E 1290 26' 59" , N 350 43' 31" 

GJ-5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E 1290 27’ 49" , N 350 42 ’ 19" 

표 3.ε2 경주 방폐장 주변 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구 pH EC NaCI O.M. 
Avai l. -P

T
_

N CEC Ca Mg K Na 토성 

W1:5 dS/m % % m_gl~g_~ cmol/kg cmol/kg 

구길리 1 5 .40 0.04 0.003 3.13 15.93 0.07 15.67 15.22 5.14 0.78 1.15 silt 
loam 

구길리25.40 0.04 0.003 3 .40 15.32 0.07 16.37 14.04 4.93 0.81 1.20 silt 
loam 

구길리35.38 0.04 0.003 3.33 12.95 0.07 16.88 15.54 5.05 0.78 1.18 
silt 

loam 
평균 5.39 0.04 0.003 3.29 14.73 0.07 16.31 14.93 5.04 0.79 1.18 

나산리 1 5.51 0.03 0.002 2.72 29.64 0.05 10.53 10.32 2 .49 0 .44 1.13 loam 
나산리2 5.55 0.03 0.002 2.79 27.90 0.06 10.89 10.64 2.54 0 .44 1.15 loam 
나산리3 5.50 0.04 0.003 2.72 29 .47 0.06 10.77 11.02 2.57 0.45 1.15 loam 
평균 5.52 0.04 0.003 2.74 29.00 0.06 10.73 10.66 2.54 0.44 1.15 
대본리 1 5 .49 0.07 0.005 4.36 55.01 0.09 8.10 6.55 2.18 0 .41 1 .41 loam 
대본리2 5.50 0.07 0.005 4 .49 53.66 0.08 8 .42 5.95 2.14 0 .41 1 .42 loam 
대본리3 5.50 0.07 0.005 4 .42 51.76 0.08 8.10 5 .79 2.20 0 .42 1 .42 loam 

평균 5.50 0.07 0.005 4 .42 53 .48 0.08 8.21 6.10 2.17 0 .41 1 .42 
상나리 1 5 .40 0.03 0.002 1.84 14.45 0.04 22 .45 22.52 6.60 0.63 1.19 loam 
상나리2 5.39 0.03 0.002 1.97 16.11 0.04 22.57 21.88 6.65 0.62 1.18 loam 
상나리3 5.43 0.03 0.002 1.84 16.58 0.04 21.55 22.18 6.24 0.62 1.19 loam 

평균 5 .41 0.03 0.002 1.88 15.71 0.04 22.19 22.20 6.50 0.62 1.19 

읍천리 1 5.60 0.19 0.013 2 .45 8.13 0.18 13 .47 6.89 3.92 0.69 1.58 
clay 
loam 

읍천리2 5.61 0.19 0.014 2.38 9.97 0.18 12.93 6 .40 4.04 0.66 1 ‘ 59 
clay 
loam 

읍천리3 5.61 0.19 0.014 2.38 9.78 0.18 11.98 5.18 3.15 0.53 1 .45 .|。C|aany1 

평균 5.61 0.19 0.013 2 .40 9.29 0.18 12.79 6.16 3.70 0.63 1.54 

O.M. Organic matter, A.P. Available phosphorus, CEC : Cation exchange capacity, 

냐. 토양 특성별 Kd 조사 

경작지 토양에서 방사성 핵종의 뿌리흡수 및 지하이동과 같은 주요 거동은 

대부분의 경우 토양수와 토양 기질 간 방사성 핵종의 분포 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비율은 통상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핵종의 분배계수(Kd， ml g→1)로 나타 

내고 있다[3.2-2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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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핵종의 고체상 농도 (Bq/ 9 - solid) 
」 핵종의 액체상 농도 (Bq/ ml-liquid) (3.2.1) 

위와 같은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는 방사성 핵종의 토양 중 거동을 예 

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변수이고 또한 토양의 특성에 따라 비교적 큰 변이를 보 

이고 있으나 국내 고유의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처분장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용기와 지하구조물이 손상되어 지하를 통하여 방사성 핵종이 

지표층으로 이동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히 l~ (TlJ'2 : 1.7 x 107 년) 

와 같은 초장반감기 핵종의 거동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분장 주변 네 곳(대본리， 구길리， 읍천리， 상라리)의 논에서 채취한 토양에 대하여 

방사성 iodine의 분배계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원자력환경영향을 평가 할 때 전통적 

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방사성 strontium과 ceslUm의 분배계수도 함께 조사하였다. 

실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이들 각각의 감마방출 동위원소인 1정I， %Sr 및 
137CS을 추적자로 하여 혼합 처리하였다. 

그림 3.2-1 경주 방폐장 주변 논토양 채취 장소 

(1) Kd 측정 실험 방법 

분배계수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batch 실험으로서 소형의 용기에 일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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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과 물과 방사성 핵종을 가하고 수 일 간 혼합한 후 원섬분리와 펼터링을 한 다 

음 물속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액체상 및 고체상 농도를 구하는 방식이 이용되 

고 있다[3.2-4 ~ 3.2-5]. 이렇게 하면 비교적 손쉽게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설제 환경 특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는 논의 경우 벼의 재배기간 중에는 대체로 토양이 관개수로 덮여 있으 

므로 이와 유사한 상태에서의 분배계수 자료를 확보할 펼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비교적 큰 용기에 물(9 L)을 담고 방사성 핵종을 가한 다음 표면수의 깊이 

가 논과 비슷하게 5~6 cm 정도 되도록 토양(10 kg)을 투입한 후 약 100 일 동안 

표면 수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핵종의 농도를 측정하고 분배계수를 조사하였 

다(그림 3.2-2). 시간 경과에 따른 분배계수(Kd) 값은 아래의 식으로 산출하였다. 

vm C
‘ -W -

-〔’니ν
 

G 
-M 

(3.2.2) 

여기서 ， Kd(t) : 토양 투입으로부터 t일경과 시 분배계수 (rnl g-l) 

다 : 토양 투입 직전 수중 핵종 농도， 즉 초기 수중 농도 (Bq mr1 

〔끽깅 : 토양 투입으로부터 t일 경과 시 수중 농도 (ml g -1) 

Vw 투입된 물의 부피 (9,000 rnl) 

κ : 투입 된 흙의 무게 (10,000 g) 

(2) 결과 및 해석 

(가) 토양 및 핵종별 Kd 값의 변화 

물이 담겨진 용기에 14., 137 Cs, 85Sr의 혼합용액을 처리하고 네 가지 

논토양을 투입한 다음 토양별로 분배계수(Kd)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그림 3.2-3 

과 같다. 네 토양에서 모두 실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137CS의 분배계수가 가장 컸 

고 다음으로는 %Sr, 1똥I의 순으로 컸다 137CS과 14. 간 분배 계 수의 차이 는 대 체 로 

100~1000 배 정도로 대본리 토양에서 차이가 가장 작았고 나머지 세 토양들에서는 

차이가 거의 비슷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분배계수의 변화 경향을 보면 l똥I와 137Cs는 대체로 초기 수 일 

간 분배계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1엉I의 경우 토양에 따라 계속 서서허 감소 

하거나 감소한 후 실험 종료 시에 다소 증가하였고 137Cs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 동 

안 감소하다가 다시 종료 시까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에 반해 85Sr의 분배계수 

는 초기의 증가 경향이 매우 미미하였고 이후에도 실험 종료 시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실험 초기에 분배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물에 녹아 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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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핵종이 토양이 투입됨에 따라 토양의 흡착 site에 빠른 속도로 흡착되기 때 

문이다. 실험 종료 시 분배계수는 어느 경우에나 이전 최고치보다 다소 낮았다. 위 

와 같이 핵종 간에 분배계수의 변화 양상이 다른 것은 토양 기질에의 흡， 탈착 속 

도， 용기 내 환경 변화 (온도의 상승， 환원의 진전 둥)에 대한 반응 특성의 차이에 

크게 기 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2-2 토양 Kd 측정을 위한 실험 용기 

네 토양에서의 분배계수는 대체로 1~의 경우 대본라 는 구길리 는 상라리 > 읍 
천리， 잃Sr의 경우 상라리 > 구길리 > 읍천리 는 대본리， l37Cs의 경우 상라리 > 구 
길리 프 대본리 三 읍천리의 순이었다. 이처럼 물속에서 음이온인 1짝는 대본리와 

구길리 토양에서 분배계수가 가장 컸고 양이온인 85Sr과 137CS은 상라랴 토양에서 

가장 컸다. 이것은 유기물 함량은 대본리와 구길리 토양에서 가장 높았고 양이온치 

환용량은 상라리 토양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음이온인 1~의 토 

양 내 흡착에는 유기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6， 3.2-7]. 

(나)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한 Kd의 대표치 

경주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하여 주요 핵종의 Kd 값을 조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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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표치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하 

였지만 비록 자료가 불충분하여 신뢰도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본 연구를 통하여 

표 3.2-3과 같이 대표치를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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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경주 처분장 주변 논토양 별 핵종 처리 후 시간경과에 따른 Kd 변화 

Kd 값은 보통 수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거동 평가에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평형 

에 가까운 값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마지막 측정값에 입 

각하여 대표치를 산출하였다. 환경에서의 각종 파라메타들은 대부분 대수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를 하고 있으므로 대 표치 로는 기 하평 균을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대수정규분포를 하는 파라메타의 기하평균 값은 접할 빈도가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하평균 값은 산술 평균 값 보다 항상 작으므로 기하평 

균을 사용하면 경우에 따라 방사선 영향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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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경주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한 대표 Kd 권고 값 

Proposed generic values for Kd 
Radionuclide N 

AM ::I:: SD (ml g - 1) GM (ml g-I ) / GSD 

Iodine 4 3.7 X lQO土3.6X I00 1.8X lQO / 5.64 

Strontium 4 7.2X 1Q1::I:: 6.0x 101 5.2XI01 
/ 2.68 

Cesium 4 1. 2X 1Q3土3.6XI02 1. lX 1Q3 / 1.35 

AM:산술평균， SD:산술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다. 토양수 내의 핵종농도 평가 잘혐 

(1) 실험방법 

논의 경우 통상 수 cm 깊이로 지표면 관개를 함에 따라 물에 잠겨 있는 

벼의 기부를 통하여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흡수될 수 있으므로 토양수， 특히 표면 

수 내 핵종의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 3.2-2의 토양 중 대본랴， 

구길리， 읍천리 토양에 대하여 표면수 내 12만， ￡Sr 및 137CS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고 

거동특성을 평가하였다. 오염된 관개수를 사용하거나， 관개된 논에 방사성 핵종이 

침적하거나， 오염된 논토양에 관개를 하면 논의 표면수가 오염된다. 이와 같은 다양 

한 오염경로를 고려하여 방사성 핵종의 지표층 혼합(핵종이 지표토양과 혼합된 후 

관개에 의한 표면수 오염)과 표면수 직접오염의 두 가지 오염유형에 대하여 실험하 

였다. 

지표층 혼합의 경우 재배상자에 일정량의 비오염토와 오염토(상부 20 cm 정도만 

오염될 양)를 채운 다음 시기에 따라 최대 약 6 cm 깊이로 관개하였다. 표면수 직 

접오염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비오염토만 채운 다음 같은 깊이로 관개한 후 일정량 

의 방사성 용액을 수 표면에 침적 처리하였다. 이후 약 4 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표 

면수 시료를 채취하여 핵종의 농도를 측정하고 거동을 비교 · 분석하였다. 

(2) 결과 및 해석 

논에서의 토양수 내 핵종 거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 오염유형에 따 

른 표면수 내 핵종의 농도 변화 경향을 조사하고 토양 및 핵종 간 거동특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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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별 단위면 교 · 분석하였다. 표면수 내 농도는 모두 핵종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적당 처리량에 대한 상대농도(m2 L- 1 )로 나타내었다. 

후 9 

표면수내 방사성 

처랴 

오염이 시작된 

(가) 지표층 혼합 실험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한 지표층 혼합 실험에서 

핵종의 농도 변화는 그림 3.2-4와 같이 관찰되었다. 관개는 지표층 오염 

일째에 개시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관개를 함으로써 토양수의 

토양에서 모두 대체로 l잉r > 85Sr > 137CS의 순이 었으나 설험 

농도가 1정I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순서는 

표면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종의 농도는 세 

중 · 후기에는 
85Sr의 핵종 

급하게 상승 

감소하는 

관찰되었으나 

주 뒤에 

경우에는 모두 

관찰 

간 토양 기질에 대한 흡착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흡착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137Cs은 토양과 혼합된 후 비교적 많은 양이 토양 기질 

에 흡착되었고 관개 후에는 관개수로 용해되어 나오는 속도도 매우 느려 표면수내 

농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25r 농도는 137CS에 비해 토양 및 조사 시기 

에 따라 최 고 800 배 정 도까지 높았고 85Sr 농도는 137Cs에 비 해 200 배 정 도까지 

높았다 125r 농도와 1원Cs 농도의 차이는 조사초기에 가장 컸고 중기에 가장 작았다.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수 내 핵종 농도는 12얀의 경우 어느 토양에서나 동일하게 

처음에 급허 증가한 후 실험 종료 시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85Sr도 이와 

비슷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다 완만한 변화를 보였다 137Cs도 처음에 

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계속 

추세였다. 최고치는 1껑I와 85Sr의 경우 세 토양 모두 관개 후 19 일에 
137CS의 경우 대본리 토양만 이와 같고 나머지 토양에서는 

되었다. 최저치는 읍천리 토양의 1인Cs만 맨 처음에 나타났고 

이보다 몇 

나머지 

시
，
 배
”
 

후 147 일에 나타났다. 위와 같은 농도 변화로 인하여 

125I, 85Sr, 137Cs 각각 토양에 따라 220-430 배， 6-250 

료
 

종
 

인
 

고
 

막
 
최
 

찌
 는
 

I 

도
 

맨
 
농
 

구길리， 

구길리 

유기물이 

표면수 내 1껑I의 

읍천리 

대본리 

토양 내 흡착에는 

토양에서 

대본리> 

> 읍천리 
> 

즈
 
。

> 

대제로 1잉I의 

> 구길리， 137Cs의 경우 
존재하는 12얀의 

있다. 따라서 읍천리 

r'I 。
'dT 도

 
농
 

의 

노
 
O 

흡착 

관개 

농도에 비해 

및 23-320 배 정도 낮았다. 

세 토양에서 표면수 내 

85Sr의 경우 읍천라 는 대본리 

순이었다. 물 속에서 음이온으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장 높고 

점토에 

도가 가장 높은 것은 유기물 함량이 가장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본리 토양에서 1안Cs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주로 유기물 함량은 

점토 함량은 가장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때Cs은 양이온으로서 

2-82 



되면 거의 고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유기물에 흡착되면 비교적 용이하게 유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 

그림 3.2-5는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에서의 표면수내 방사성 핵종의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면수 직접오염 시에는 지표층 혼합처리와는 달리 세 

핵종 모두 어느 토양에서나 처음부터(표면수의 오염 후 2시간 경과 시) 농도가 최 

고였다가 이후 대체로 실험 전기에 비교적 급하게 감소한 다음 중 · 후기에는 계속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침적된 핵종의 전체량이 표 

면수에 녹아 있다가 점점 하부로의 이동 · 확산， 토양 기질에의 흡착， 지하용탈 등이 

진행됨에 따라 농도가 낮아진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감 

소로 인한 농도의 변화폭(마지막 농도에 대한 처음 농도의 비)은 핵종 및 토양에 

따라 300 - 200,000 정도였다. 세 토양 중에서 대본리가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고 세 

핵종 중에서는 대체로 137cs의 변화폭이 가장 컸다. 

세 핵종의 표면수 내 농도는 어느 토양에서나 실험 전기에는 지표층 혼합설험과 

같이 l잃1 > 85Sr > 137CS의 순이었다가 중 · 후기에는 대체로 85Sr > lzs:r > 137CS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라한 역전은 지표층 혼합 실험에서도 종종 나타난 바 있다. 
137CS의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토양 기질에 가장 용이하게 흡착 · 고정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기간 동안 핵종 간 차이는 대체로 수 십 배 이내였고 특 

히 1엉I와 85Sr은 거의 10 배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세 핵종 모두 토양 간에 

농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지표층 혼합실험과 유사하게 1정I와 

85Sr은 구길리 토양에서 다소 낮은 편이었고 137CS는 대본리 토양에서 다소 높은 편 

이었다. 벼의 기부는 통상 재배 기간 동안 표면수에 잠겨 있으므로 기부를 통한 

방사성 핵종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 지표층 혼합실험과 비교하여 표면수 직접오 

염 시 표면수 내 핵종의 농도는 조사 기간 평균으로 볼 때 핵종 및 토양에 따라 수 

십~천 여 배 정도 높았다. 따라서 기부흡수의 영향은 방사성 핵종이 모내기 전에 

지표층과 혼합되어 있을 경우보다는 모내기 후 표면수에 직접 침적하거나 오염된 

물을 관개할 경우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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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지표층 혼합 실험에서 논토양별 시간경과에 따른 표면수내 핵종농도의 

변화. 

2~84 



그림 

” 

1 0 0 

~ 10 
님 

트 1 0 
I 
。

; 

E 
C 
@ 
u z 
。

u 
m 
>.. 
애 

@ 

t 

1 0 -3 

1 0 -4 

1 0 -5 

1 0 -. 

1 0 -7 

1 0 0 

~ 10-’ 
」

트 1 0 -2 

z 
。

움 
뇨 z 
엉 
ζ 

。

u 
@ 
>
.룹 

@ 
￠ 

1 0 -3 

1 0 -4 

1 0 -. 

1 0 -. 

1 0 -7 

1 0 0 

~ 10-’ 
」

트 1 0- 2 

I 

쏠 
= @ 
u 
t 
。

u 
및 
룹 
@ 
￠ 

1 0 -3 

1 0 -. 

1 0 -5 

1 0 -. 

1 0.7 

0 

0 

0 

20 

D a y s 

20 

D a y s 

20 

D a y s 

Daebonri (GJ-1) 

40 60 80 100 

’ 25 ------ .• -, 
• 5_ -‘ __ "S r 
’ 37 ~"'Cs 

1 20 1 40 

after w ater contam ination 

Googilri (GJ-2) 

40 60 80 100 

--•- ’ 2. , 
--•- ’· S r ’ 37 ~"'Cs 

120 1 40 

after w ater contam ination 

Eupchonri (GJ-3) 

40 60 80 100 

-톨- ’ 25 , 
_____ 8'

S 
r 

~'37CS 

120 1 40 

after w ater contam ination 

3.2-5 표면수 직접오염실험에서 논토양벌 시간경과에 따른 표면수내 핵종농도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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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수로부터 토양내의 핵종이동 모델 개발 

가- 서론 

원자력시설로부터 대기로 누출된 핵종은 강이나 또는 호수， 토양에 결국 침 

적하게 된다. 토양에 침적된 핵종은 핵종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토양에 고착되어 

식물의 뿌리에 흡수되거나 사람 및 동식물의 외부피폭에 영향을 주거나， 물과 함께 

빠르게 섬부 토양으로 이동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토양에 따른 

핵종 이동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핵종으로 인한 사람 및 동식물의 피폭 선량 평가 

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내에서 핵종 거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주 처분장 주변 

의 논토양을 채취하여 핵종이동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핵종 토양 침적으로 연한 핵 

종 토양 평가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나. 모텔 

토양 핵종이동모델은 크게 격실모델과 해석모델로 구분된다. 격실모텔은 토 

양을 지하수 이동 방향에 따라 일정한 수의 격실로 구분하고 격설 사이의 핵종 이 

동 플럭스와 격실 내에서의 핵종 체류시간을 계산한다. 이 모델은 격실의 수와 크 

기가 핵종 확산을 반영한다. 해석모델은 시간과 공간의 핵종이동을 질량 보존 법칙 

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convective-dispersive flow 모델이다. 본 연구 

에서는 해석모델을 적용한다. 

토양깊이 Z, 시간 t에서의 지하수와 토양의 핵종 농도를 각각 다(Bq/m\ S 

(Bq/kg)이라 하면， 균일한 토양에서의 핵종이동은 다음의 convective-dispersive 모 

텔에 의 해 표현된다[3.2-8-3.2-10]. 

월+_E_현=D혈 u효갚 >.(끽+_E_외 
åt f åt åz‘ åz .. , - J f 

여 기 서 f: soil porosity 

D: effective axial dispersion coefficient, cm2jy 

μmean pore water velocity, cm/y 

p: 토양의 bulk density, g/cm3 

>.: 핵종 방사능 붕괴상수， y 1 

(3.2.3) 

보통 핵종이동에 비해 핵종과 토양 반응은 매우 빠르므로 핵종은 지하수와 토양 

2-86 



사이에서 국부평형 Oocal equilibrium)을 이루며 다음의 선형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 

다. 

S=KdCf (3.2.4) 

여기서 Kd 토양과 공극수 사이의 핵종 분배계수， m3/kg. 

식 (3.2.3)과 식 (3.2.4)를 조합하면 다음의 식이 유도된다. 

ð(}.‘ ð
2

C, ðC, 
-_-.'-=Do --걷-- 싹 _ J _ )..C, 

ðt 0 ðzι ðz 
(3.2.5) 

D D 
" 1 + (p/E)Kd 

(3.2.6) 

u 

-빽
 

u (3.2.7) 

여 기 서 D.: apparent dispersion coefficient, cm2jy 

u.: effective Darcy velocity, cm/y 

식 (3.2.5)는 volume-averaged 방정식으로 지하수농도가 측정값일 때 자주 적용된 

다. 칼럼 실험에서 칼럼 출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지하수 농도， 즉 파과옥선 

(breakthrough curve)을 측정 할 경 우에 해 당된다. 

한편 깊이 Z, 시간 t에서의 토양 내 핵종의 총 농도 (residence concentration)를 

q(Bq/m3)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 = Eq + pS= (E+ pK，_와 q=ERdq 

며 =1+ 옹따 

(3.2.8) 

(3.2.9) 

여기서 Rd는 핵종의 지연인자(retardation factor) 이다. 식 (3.2.5)는 지연인자가 상 

수일 때， 식 (3.2.8)에 따라 지하수농도 대선 토양 내 핵종의 총 농도 q의 함수로 다 

음과 같이 또한 표현할 수 있다. 

ðG ð2 G ðG 
-_-." = Do-n二-u.-"-)"G

ðt -. ðzι • ðz ‘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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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 .10)은 flux-averaged 방정식으로 토양의 총 농도가 실험적으로 측정될 때 

주로 적용된다. 대개의 펼드질험에서 측정한 토양농도나 칼럼설험에서 토양을 갚이 

별로 slice하여 구한 토양농도는 총 농도에 대응된다. 

식 (3.2.5) 또는 식 (3.2.1이은 모델의 경계 및 초기조건에 따라 다음의 해를 갖는다. 

·r,‘,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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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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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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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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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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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
 

건
 

건
 

조
 
조
 

카
사
 
폐
깨
 

초
 
켜O
 

U 

다 (z ， t)=e폈 [e당c(繼)+exp (혈랙讓)] (3.2.11) 

2) 초기조건: 다 (z ， O)=O 

aC, 
경 계조건: μs다 (O+ ， t)-Ds검; Iz=ü+ μs 다。， 

다(∞ ， t)→0 

다 (z ， t) = e 서 다o [융erfc(繼)-한때(혈랙歸쏠)( 1 + μs(껄ust) )+ 
꿨reτp(-찮X) ] 

(3.2.12) 

식 (3.2.11) 및 식 (3.2.12)에서 다。는 토양으로 유입되는 지표수(관개수)의 핵종농도 

(Bq/m3) 이다. 

3) 초기조건: q(z,O)=O 

‘ aG 
경 계조건: μRα(0十 ， t) - D. -~-스1. -0+ = C,jO(t). 

- - - äZ ιu -

α(∞ ， t)→0 

Hr 1 , -(Z-ust)2 , Us , u.z , _(z+t따 \l 
q(z ,t) = 강e 써-뉴든=-exp[ "-, ~ ~.-' ]- ~-;， exp[ -;'-]erfcl~는，- I r (3.2.13) 

‘ a- L 、/πμlt r 4Dst 2Ds r Da J l21/U。 t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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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조건: C; (z ，이 = 0 

경 계조건: usC; (O+ ,t) = α8(t) , 

C;(∞ ， t)→0 

"z , (Z-us t)2 
C; (Z ,t ) = (Cd/μs)e At7===슨exp[- ' , ;_., ' 1 

，/4πD_é --r' 4Dst 
(3.2.14) 

식 (3.2.13) 및 식 (3.2.14)에서 α는 토양 표면에 침적된 핵종농도(Bq/m2 ) 이고， 경계 

조건의 8(t)(y-l)는 Dirac delta 함수로 대기로부터 핵종의 순간적 토양침적을 모사 

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식 (3.2.1 3)과 식 (3.2.14)의 차이는 경계조건애서 확산의 고 

려 여부이다. 

모델의 해로부터 D.s 와 μs가 모텔의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매개변수들은 

핵종의 종류， 토양의 특성， 지하수 유속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 그림 3.2-6에서 

식 (3.2.13)으로 계산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한 토양 내 99Tc(반감기: 211 ，100년) 

의 총 핵종 농도(C; )의 profile을 모델의 특성 파악을 위해 보여준다. 

i) Cd =l Bq/cm2
• Ds= lcm2/y, u. =lcm/y 

ii) Cd=l Bq/cm2
, Ds= 10cm2/y, us=lOcm/y 

동일한 핵종， 동일한 토양에 대해 (흡착상수 Kd가 일정)， D가 클수록 확산이 크 

므로 profile의 토양 내에 넓게 분포하고， u가 클수록 지하수 유속이 크므로 핵종이 

토양 속을 빨리 통과할 것이다. 반대로 동일한 유속(u) 및 확산계수(D)에서 흡착상 

수 Kd가 커지면 지연인자가 커지므로 Ds 와 Us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즉 

흡착상수가 증가 할수록 유효 핵종이동속도와 겉보기확산은 감소한다. 

다- 논토양 내 핵종이동 잘험 

(1) 토양 깊이별 Tc 동위원소 분포조사 

논토양 내 핵종 이동 실험을 수행하고 토양 벼 전이계수를 조사하기 위하 

여 2008년 3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 반경 5 km 내에 분포하는 네 곳의 

논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연구원으로 운반하였다(그림 3.2-1 , 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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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경주 방폐장 주변 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구 pH EC O.M A.P. CEC Ca Mg K Na 토성 

W1:5 dS/m % mg/kg cmol/kg cmol/kg 

대본리 1 5.56 0.08 3.61 40.58 13.67 4.37 1 .85 0.29 0 .53 loam 
대본리2 5.53 0.07 3.67 35.75 14 .45 4.81 1.96 0.30 0.56 loam 
대본리3 5.51 0.08 3 .74 38.19 15.24 4.32 1.90 0.29 0.55 loam 

평균 5.53 0.08 3.67 38.18 14 .45 4.50 1.90 0.29 0.55 loam 

구길리 1 5.07 0.09 4 .49 16.25 27.23 11.15 4.09 0.51 0 .47 silt loam 

구길리2 5.07 0 .08 4.08 15.30 27 .54 10.62 3.94 0.46 0 .47 silt loam 

구길리3 5.06 0.08 4.02 16.18 28.25 10.84 3.80 0 .48 0 .46 silt loam 

평균 5.07 0.08 4.20 15.91 27.68 10.87 3.94 0 .48 0.47 silt loam 
읍천리 1 5.56 0.10 2.65 4.43 16.96 6 .08 3.11 0 .48 0.64 loam 

읍천리2 5.56 0.09 4.02 4.13 16.96 5.76 3 .19 0 .48 0.63 loam 

읍천리3 5.56 0.09 2 .45 4.80 17.04 6.36 3 .40 0.50 0.66 loam 

평균 5.56 0.09 3.04 4 .45 16.99 6.07 3.24 0 .49 0.64 loam 

상라리 1 5.15 0.08 4 .49 27.21 42.05 20.45 7.89 0.91 0.85 loam 
상라리2 5.13 0.08 5.51 24.04 44.56 20.78 7.97 0.98 0.90 loam 

상라리3 5.08 0.08 4.56 21.59 43.93 20.11 7.86 0.91 0.85 loam 

평균 5.12 0.08 4.85 24.28 43.51 20.45 7.90 0.94 0.87 loam 

O.M. ’ Organic matter, A.P. : Available phosphorus, CEC : Cation exchange capacity, 

각 논에서 중장비와 삽을 이용하여 상부 약 20 cm 깊이의 토양을 300 kg 정도씩 

채취하였고 구길리 논에서는 토양 내 핵종의 이동 설험을 위하여 300 kg 정도를 더 

채취하였다. 연구원으로 운반된 토양은 온실 내에 넓게 펼쳐서 자갈과 작물유체 등 

을 제거하고 열흘 정도 건조시켰다. 건조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흙덩이를 곱게 

부줘 재배토로 사용하였다. 재배 토양의 물라 · 화학적 특성 분석은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분석은 2 mm 체로 쳐 얻은 건조 토양 시 

료에 대하여 3 반복으로 이루어졌다. 네 곳의 논토양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2-4 

와 같다. 네 토양의 pH는 5.1 ~5.6의 범위로 모두 산성으로 나타났다. 유기물 함량 

은 3.0~4.9 %로 보통 수준이었다. 양이온치환용량은 14~44 cmol kg-1의 범위로 

토양에 따라 비교적 차이가 컸다. 토양의 조성은 대체로 양토로서 모래， 미사， 접토 

중 미사(silt) 함량이 45~70 % 정도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이상과 같은 토양의 특 

성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논토양과 큰 차이가 없고 대체로 화강암의 풍화토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작지 토양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은 시바， 

유기물 및 토양 개량제(석회 등) 살포， 객토 등과 같은 영농 행위와 작물 재배에 따 

른 무기양분의 감소 및 지하용탈 등의 요인에 의해 동일 장소에서도 매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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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99Tc의 지하이동 

실시하였다. 세 

표면수의 깊이가 3 cm 

이용하여 99Tc 용액을 

수표면상 균퉁하게 분포하는 

일은 6월 5일이었다. 위와 같이 

하면서 약 30-40 

건조한 토양을 31 개의 설험포트(30 cm x 30 cm x 40 cm)에 같이 

처리하였다. 처리량은 포트 당 25 ml(250 kBq/ml) 

개의 점을 향하여 1ml 씩 적하하였다. 처리 

준비된 세 개의 설험포트에 대해서 관개와 배수 둥 

일 간격으로 3 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토양 시료 

마이크 수표면에 관개한 다음 내외가 되도록 kg 씩 채우고 

피렛을 

로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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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취하여 99Tc의 지하농도 분포를 조사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 

다. 물로 포화된 토양을 채취하여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료 채취 

대상 포트에서 물을 뺀 다음 1 주 정도 경과시켰다. 이를 통해 토양의 수분이 적당 

히 감소되었다고 보여 질 때 지름 5 cm의 core sampler를 이용하여 3 반복으로 25 

cm 깊이의 토양을 채취하여 층위별(0←1 ， 1• 3, 3-6, 6-10, 10-15, 15-25 cm)로 절단 

하였다. 층위별 토양 시료는 온설 내에서 충분히 자연건조 시킨 다음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곱게 갈아서 일정량(100 mg)을 planchet에 취하고 전 베타 방사선 계측법 

으로 99Tc 농도를 측정하였다. 

(2) 표면토양수 Tc 농도 변화 추적 

논의 경우 관개 기간 동안 통상 지표면이 수 cm 깊이의 물로 덮여 있으 

므로 벼의 기부를 통하여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표면수 내 

핵종의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가지 토양에 대하 

여 방사성 핵종의 지표층 혼합(핵종이 지표토양과 혼합된 후 관개에 의한 표면수 

오염)과 표면수 직접오염 시 표면수 내 Tc 농도의 변화를 추적 · 조사하였다. 설험 

은 전이계수 조사를 위한 재배포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제3절 참조) . 지표층 혼 

합의 경우 재배상자에 일정량의 비오염토와 오염토(상부 20 cm 정도만 오염될 양) 

를 채운 다음 시기에 따라 2-5 cm 깊이로 관개하였다. 표면수 직접오염의 경우에 

는 일정량의 비오염토만 채운 다음 같은 깊이로 관개한 후 일정량의 99Tc 용액을 

마이크로 피렛을 이용하여 수표면에 침적 처리하였다. 이후 약 4 개월 동안 주기적 

으로 표면수 시료를 채취하여 핵종의 농도를 측정하고 거동을 비교 · 분석하였다. 

재배상자 준비 및 핵종 처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3절에 기술되어 있다. 

시료 내 99Tc 농도는 전 베타 계수법으로 측정하였다. 

라. 결과 및 해석 

(1) 토양 갚이별 Tc 동위원소 분포조사 

그립 3.2-7은 시간 경과에 따라 토양 깊이별 99Tc 농도의 분포 형태가 변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대체로 처리 후 시료의 채취 시기가 늦어질수록 상층 

부 분포는 감소하고 하층부 분포는 점점 증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지하 이동의 

증대가 확인되었다. 세 조사 시기 간에 99Tc의 전체적인 분포 형태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다만 처리 후 33일 (7월 8일) 및 77일 (8월 21 일) 경과 시에는 총량의 

90 % 정도가 지하 6 cm 이내에 분포하였으나 처리 후 113일 (9월 26일) 경과 시에 

는 지하이동의 증대로 인하여 75 % 정도만 6 cm 이내에 분포하고 하부에서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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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실험에서 3.2-7 지표층 

변화 

그림 



세 조사 시기에서 모두 상층부 토양에서는 토양 깊이에 따라 99Tc 농도가 급하게 

감소하였고 하층으로 갈수록 점점 완만하게 감소하여 대체로 지수함수 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으로 볼 때 표면수로부터 99Tc의 지하이동은 대부분이 

처리 초기 이동성이 높은 산화형으로 존재할 때 이루어 졌고 이후 계속적인 관개로 

환원상태가 발달되어 지하이동이 크게 억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실험결과와 토양핵종이동 모델링과의 결과 비교 및 해석 

실험결과와 convective-dispersive 모델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동시간에 따른 농도 profile 전체를 모델의 하나의 매개변수 세트로는 예측할 수 없 

었다. 이는 각 포트별로 충전된 토양의 압축강도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했기 때문 

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토양의 충진 상태는 시간이 경과하고 물이 계속 흐르면서 

점점 compact하게 변한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 핵종이동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과 관련 매개변수도 변할 것이다. 6월5일 핵종이동 실험을 시작한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8일의 토양 내 연직방향의 핵종분포를 모델과 비교해 보면 convection과 

dispersion 두 가지 현상이 모두 핵종이동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경과 

하면서 각 메커니즘의 정도가 변하였지만 여전히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공존 

하였을 경우 모벨식과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핵종이동 시간이 더 

경과하여 토양이 더욱 compact하게 되면 convection에 의한 핵종이동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확산(diffusion에 의한 확산)의 영향은 점차 크게 나타난다. 8월21일 

sampling한 토양의 설험결과를 모델과 비교해 보면 실험 결과의 일부 데이터가 확 

산만을 고려한 모텔과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다. 더욱이 

4개월이 경과한 9월26일 시료의 경우 확산에 의한 핵종이동이 8월21일 결과보다 토 

양 내에서 더욱 넓은 범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2-5에는 모델과 실 

험 비교로부터 구한 핵종이동 파라미터 us(darcy velocity, 식 3.2-4)와 Ds(확산계수， 

식 3.2-5)의 범위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 3.2-5 모텔과 비교를 통해 구한 핵종이동상수 

n싫넓합켠칸 7월8일 8월21일 9월 26일 

Us (cm/d) 0.04-0.067 0-0.067 0-0.012 

Ds (cm2/d) 0.05-0.095 0.025 - 0.095 0.02-0.095 

(3) 표면 토양수 Tc 농도 변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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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의 토양수 내 99Tc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 오염유형에 

따른 표면수 내 99Tc의 농도 변화 경향을 조사하고 토양 간 거동특성을 비교 · 분석 

하였다. 표면수 내 농도는 핵종별 단위면적당 처리량에 대한 상대농도(m2 L- 1 )로 나 

타내었다. 

(가) 지표층 혼합 실험 

처분장 주변에서 채취한 네 가지 논토양에 대한 지표층 혼합 실험에 

서 표면수내 99Tc 농도의 변화는 그림 3.2-8과 같이 관찰되었다. 관개는 지표층 오 

염 처리 후 9 일째에 개시되었다. 이때 토양이 물로 포화되고 깊이 2 cm 내외의 표 

면수 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급수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표면 토양수의 

오염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변수 내 99Tc의 농도는 네 토양에서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소 속도는 초기에 매우 빨랐다가 이후 점 

점 느려져서 대체로 약 두 달 지나서부터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관개 전에 

이동성이 높은 산화 형으로 존재하던 99Tc가 담수관개 직후 토양층으로부터 표면수 

로 어느 정도의 양이 급히 이동하였다가 계속되는 관개로 인하여 환원상태가 진행 

됨에 따라 점점 이동성이 감소하고 불용성의 침전 형태로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3.2-11 ~ 3.2- 13]. 토양별로 보면 대본리， 구길랴， 읍천리 토양의 경우 처음 10 

일 간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상라리 토양의 경우 한 달 여에 걸쳐 

비교적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 네 달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 감소 정도 

는 대본리 토양에서 800 배 정도로 가장 컸고 상라리 토양에서 60 배 정도로 가장 

작았다. 조사기간 동안 표면수 내 99Tc의 농도는 대체로 대본리 르 구걸리 > 상라 
리 는 읍천리의 순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토양 간 차이는 토양 간 유기물 함량 및 

pH의 차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미생물 

의 활동이 왕성해져 환원조건의 발달이 촉진된다. 이에 따라 불용성인 환원형 Tc로 

의 전환이 활발해 진다. 또한 Tc는 환원 상태의 토양 내에서 유기물과 복합체를 형 

성함으로써 흡착， 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1 1]. 한편 무기 조건에서 

Tc의 흡착은 토양의 pH와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3.2.12]. 

본 실험에서 관찰된 토양 간 표면수 내 99Tc 농도의 차이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읍천리 토양의 경우 유기물 함량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pH와 점토 함량으로 인하여 흡착이 증대외어 표 

면수 내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유기물의 총량보다는 결합 

가능한 형태로 분해되어 있는 것이 흡착에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 

다. 한 가지 더 가능한 설명은 환원조건에서 Tc 침전물을 형성할 수 있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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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들이 읍천리 토양 속에 풍부하게 존재했을 가능성이다. 이런 것들을 확설히 규 

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말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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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_2-8 지표층 혼합 실험에서 논토양별 시간경과에 따른 표면수내 99Tc 농도의 

변화. 

(나)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 

그림 3.2-9는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에서의 표면수내 99Tc 농도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지표층 혼합처리와 비슷하게 네 토양 모두 처음부터 

(표면수의 오염 후 2 시간 경과 시) 농도가 최고였다가 열흘 정도 동안 매우 급하 

게 감소한 다음 이후부터는 매우 느린 속도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었다가 약 두 

달 경과 시부터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침적된 핵종의 전체량이 

표면수에 녹아 있다가 점점 하부로의 이동 · 확산， 토양 기질에의 흡착， 환원에 따른 

침적， 지하용탈 등이 진행됨에 따라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네 

달에 이르는 조사 기간 동안 표면수 내 99Tc 농도는 대체로 수 천 배 정도 감소하 

였는데 대본리 토양에서 5,400 배 정도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토양 간 99Tc 농도 

의 차이는 대체로 최고 수 배에 불과하여 지표층 혼합 설험에서보다 작았고 이렇다 

할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기에서도 지표층 혼합 실험과 비슷하게 처음 

20 일 간 대체로 읍천리 토양에서 농도가 가장 낮았다. 벼는 재배 기간 동안 통상 

작물체의 최 하부 수 cm가 표면수에 잠겨 있으므로 표면수로부터 이 부위(기부)를 

통하여 방사성 핵종이 흡수될 수 있다[3.2-14， 3.2-15]. 지표층 혼합실험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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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기에 따라 대체로 수 

흡수는 없Tc가 모내기 전에 

침적되거나 관개수와 

표면수 직접오염 시 표면수 내 핵종의 농도는 토양 및 

배 정도 높았다. 따라서 기부를 통한 99Tc의 

혼합되어 있을 경우보다는 모내기 후 표면수에 직접 

논으로 유입될 경우 보다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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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수 핵종 거동 모텔 개발 

가. 지표수 핵종 거동 모텔 

지표수는 

지표수로 유출된 핵종은 여러 

논 토양별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수내 99Tc 농도의 오염시 그림 3.2-9 표면수 직접 

변화 

waters, 호수를 포함한다. 

이동의 지배를 받는다. 

강(하천)， estuaries, coastal 

가지 

일반적으로 

물리화학적 현상에 의해 

sediment 같은 재부유와 탈착， 

• advection이나 dispersion 같은 flow processes, 

핵종 흡， 부유입자나 침적층에서의 지표수내 

process 

핵종의 방사능붕괴나 어류의 섭취로 인한 방사능 손실 

(1) 지표수에서의 핵종이동 모델 

일반적으로 다음의 3차원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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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이동은 지표수에서의 

있다. 



aη aη 8η aη 8 2η 8 2 Q 꺼 2η 
- ，뜨+u →~+u..- 쓰+ U_ ~ -W = D_. ~ -~W + D" ~ -.:뜨+ D_ ~ -.:뜨-À α + S (3.2 .15) 

8t - x 8x -y 8y ‘ az x az2 Y a!/2 : az2 

여기서 

α: 지 표수의 농도， Bq/m3 

Ux ' Uy' Uz : x ， ν ， z 방향의 유속， m/s 

Dx'작I ， Dz: x ,y ,z 방향의 확산계수， m2/s 

À i : 핵종 i의 방사능 붕괴상수， s l 

s: 선원항(source term) , Bq/m3s 

식 (3.2.15)를 기본으로 다양한 가정과 조건에 따라 다른 해가 구해진다. 본 연구에서 

는 다음의 가정이 도입된다. 

(1) 하천의 침적층이나 부유업자에 대한 핵종의 흡， 탈착은 없다. 

(2) 지표수의 기하학적 형태는 거리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 

(3) 유석이나 강의 깊이는 시간 및 거리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 

(2) 모델 특성 파라미터 

(가) 기본 특성 언자 

방사능 방출로 인한 하천의 핵종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하천의 유속， 

확산계수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 지역 하천에 대한 계산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측정된 값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Leopold[3.2-16] 등이 제시한 다음의 경험식 

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이 식은 강폭이 주어지면， 유량， 강의 깊이， 유속을 구할 수 

있다. 

w= 10q~.46 

D=O.163배 447 

U=~ -
DW 

(3.2.16) 

(3.2.17) 

(3.2.18) 

강폭 W이 주어지면 식 (3.2.16)-식 (3.2.18)로부터 차례로 유량(qr ), 강의 깊이 (D) ， 

유속 ( Ux ) 이 차례로 계산된다. 식 (3.2.1 8)의 유속은 연평균 유속이며， 연간 최소 유속 

은 통상적으로 연평균 유속의 1/3로 가정한다. 하천의 평균 강폭을 추정하고 식 

(3.2.16)로부터 연평균 유량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연간 최소 유량을 계산한다. 연간 

최소유량을 적용하여 그 시점에서의 강의 깊이와 유속을 식 (3.2.17)과 식 (3.2.18)로부 

터 계산한다. 연간 최소 유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수적 관점의 안전성 평가를 위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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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산계수와 완전혼합거리 

강의 혼합과 관련이 있는 확산계수는 강의 크기 뿐 아니라， 유양 조 

건， 지형 등에 매우 크게 변한다. 연직방향 (z방향)의 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D_ = 0.067민D (3.2.19) 

여기서 ι는 축(x) 방향의 shear velocity (m/s) 이며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 

U s = 0.1 U누 (3.2.20) 

횡 방향 (ν방향)과 축방향의 확산계수는 하천의 크기에 따라 수 order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강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자주 적용된다. 

U;w2 

" _ ----
-x 30Du

8 

Dν =aDus 

(3.2.21) 

(3.2.22) 

식 (3.2.22) 의 비례상수 Q는 하천의 규모에 따라 변한다. 보통 중형 크기 이하의 

하천언 경우 0.1 -0.2의 범위， 미국의 미주리 캉이나 메켄지 강처럼 대형 강인 경우 

는 0.6-2.0의 값을 적용한다[3.2-17]. 식 (3.2.19)-식 (3.2.22)로부터 x ， ν ， z 방향의 확산 

계수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u3w2 

DI = -Lτ- ， D" = 0.02DUx, Dz = 0.0067 UxD 
3D' ~ 

(3.2.23) 

여기서 국내 하천의 크기를 고려하여 a는 0.2를 가정하였다. 

연직 (z방향， 깊이방향) 및 횡 (y방향， 강폭방향)방향으로 완전 혼합이 되기 위한 

축 방향 거리를 구하기 위해 연직방향과 횡방향의 핵종농도 분포가 최대 및 최소의 

비가 2 이내로 되면 완전혼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만약 핵종이 한쪽 제방에 

서 깊이 D/2 인 곳으로부터 하천으로 누출된다고 가정하면 연직 및 횡 방향으로 완 

전혼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 다음의 거리만 큼 하류로 흘러 가야한다. 

U_ W 2 

Ly = 0.18-늠-(횡 방향 완전혼합을 위해 필요한 축 방향 거리) 
‘ -y 

U_D2 
Lz = 0.045피-_ (연직방향 완전혼합을 위해 펼요한 축 방향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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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24)와 식 (3.2.25)에 식 (3.2.23)의 관계식을 대입하면 각각 다음의 관계를 가진 

다. 

rrT2 

L z =7D, Lν =9 '.0 (3.2.26) 

대개의 하천에서 강폭 W는 수심 D보다 크므로 일반적으로 Ly > Lz가 만족된다. 

따라서 방출지점에서 하천의 하류방향으로 거리 z가 Lz보다 작으면 핵종은 횡 및 

연직방향으로 여전히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는 강수심의 7 

배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x<L. 인 영역에서 핵종은 확산에 의한 혼합은 없다고 

가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 연직방향으로의 완전혼합 영역 (x> L.)에서의 지배방정식 및 해 

핵종이 연직방향으로 완전혼합이 되었을 때 지표수 지배방정은 다음 

의 2차방정식으로 변환된다. 

ac. “ a2
C." a 2 c." 

U~-→二=D... -τ二+D.. -τ二 À; c.“ 
ι ax ι axι Y ay' “‘ 

(3.2.27) 

여기서 흐름은 정상상태이고 source terrn S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핵종의 초기농도는 0 이고 횡방향의 흐름이 무한 (serni -ìnfìnite)하다고 가정할 때 

식 (3.2.27)의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3.2-18]. 

α (x ，ν)= 2πD앓파 exp(뚫-쓸)xκ{뚫 JX2+혈때f] (3.2.28) 

여기서 

ν。: 핵종 방출지점으로부터 횡 방향으로 거리 (m) (ν。 =0 일 때가 제방) 

Ko [ 1: modifìed Bessel function of the second kind of the zero order 

냐. 지하수에 의한 하천 오염평가 적용 연구 

하천수는 관개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천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경우 관개 

수로 사용되면 주변 농경지나 재배되는 농작물 뿐 아니라 농지 아래의 지하수를 다 

시 오염시키며， 오염된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에 피해를 주어 생태계를 파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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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자력시설로 인해 주변 지하수가 오염되고 오염된 지하수가 주변 하천을 오 

염시킨 경우 하천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 

주 방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지방 2급의 소하천인 

대종천(그림 3.2- 1이을 대상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닥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었을 때 

가정하여 대종천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였다. 

(1) 대종천 수리 특성 

대종천의 수라특성은 경상북도에서 발간한 대종천 하상정비계획 (1997)을 

참조하여 구하였다. 하천의 평균 폭은 18-30 m 수심은 0.3-1.0 m이며 평균 하상 

경사는 1/650-1/1000이다. 

(2) 오염된 지하수에 의한 대종천 오염 평가 

대종천의 구길교 아래에 용천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용천수(지하수)를 통해 오염된 핵종이 대종천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하였다. 계산은 

오염된 지하수가 연중 계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정상상태)와 사고로 인해 일정 시 

간동안 유입될 경우(비정상상태) 두 가지에 대해 각각 수행하였다. 계산에 적용한 

구간은 상류지역의 양북면 구걸리에 위치한 구길교(그림 3.2-11)에서부터 하류지점 

의 대종대교 근교까지 약 1.4 krn구간이다. 모텔에 적용한 구간인 구길교에서 대종 

대교 사이의 평균 하폭은 21 m 평균수심은 0.28 m 평균 유속은 0.29 m로 측정되 

었다. 

그림 3.2-10 대종천 그림 3.2 • 11 하류에서 바라본 구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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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상상태 

그림 3.2-12에 오염된 지하수로부터 100 Bq/s의 속도로 대종천에 핵 

종이 연중 계속 유입될 때 대종천의 핵종 농도 plume을 보여준다. 주어진 U , D , W 

에 대해 모델링 영역의 평균유량은 1.7 m3/s , 축방향확산계수(Dx )는 152.24 m2/s , 횡 

방향확산계수(Dν)는 1.62E-3 m2/s로 계산되었다. 오염된 지하수가 하천 중심부에서 

유업될 때(그램 3.2-12 a) 용출 주변 지역에서의 핵종농도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제 

방 쪽으로의 오염 확산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어진 조건에서 

횡방향확산계수가 크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는 오염된 지하수의 용출 지점이 

강의 중심부라면 바다와 얀접한 하류까지의 1.4 km 흐름에서 제방 근처로 오염원이 

거의 도달되지 못하므로 이 경우 제방 근처에서 취수하여도 관개로 인한 2차 오염 

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염된 지하수가 강의 제방쪽에서 

용출될 때(그림 3.2-12 b) 하천의 핵종농도는 용출과 같은 제방의 물의 흐름을 이동 

하고 반대편 제방까지 오염이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개의 경 

우 관개수를 제방 근처에서 취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염원 유입이 제방에서 일어 

날 때는 취수로 인한 2차 오염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나) 사고 유출 (비정상 상태) 

사고로 인해 단기간 오염된 배출수가 하천에 유입될 때는 식 (3.2.16) 

및 식 (3.2.17)과 연계된 식 (3.2.15)의 편미분방정식을 풀어야한다. 이들 방정식의 해 

를 위해 RAM2 및 R때tl4 코드를 사용한다. 이들 코드는 2차원 수섬 평균된 유한요 

소 모델이며， 유속분포와 대상 영역에 보존성 또는 비보존성 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모델링을 위하여 1 mCi의 오염 농도를 가진 지하수가 30분 

동안 대종천으로 유입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림 3.2-13 및 그림 3.2-14에 오염된 지 

하수가 유업된 후 각각 30분 및 2시간이 경과 하였을 때 하천의 오염 정도를 보여 

준다. 농도 plume은 방출지점을 기준으로 강의 흐름을 따라 우측 제방 방향으로 확 

산 희석되면서 하류로 이동된다， 유출 후 2시간이 경과하면 대종천 하류 부근에 오 

염된 plume이 도달하고 이 지역에서의 핵종농도는 희석 효과에 의해 매우 낮은 상 

태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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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lease at r1ver bank slde (a) Release at rlver center 

Release rate 야 radionuclide (Q)= 100Bq/s, 
River width (yV)= 21 m, Flow rate (F)=1.7m3/s, River depth (D)=O.28m, 
Flow velocity (U)=O.29rn1s, Dx=152.2m2/s , Dy=1.62E-3 m2/s 

오염 농도 그림 3.2- 12 방출 지점에 따른 강의 

“_ ........ . 
“ .. .. . ' .. .. . ' .. .. .. 

후 후 2시간 경과 그림 3.2-14 방출 

하천의 농도 

그림 3.2-13 방출 후 30분 경과시 하천 

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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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작물흡수질혐 제3절 장반감기핵종 

1 . 벼에 대한 1291 전이계수 조사실험 

걸쳐 

농작물 오염 

약 20 년간 다방면에 

고유의 및 국내 

가. 연구 배경 

인간방호 위주의 국내 방사선 생태 연구는 과거 

수행되었고， 특히 육상 생태계에서의 핵종이동 모델링 

인자 자료는 KAERI를 중심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전이인자는 

이루었다. 예를 들면 KAERI 

lAEA에서 발간하는 공식 

예측모델 및 해석 

벼 등의 농작불 

수록되었고， 육상 생태계를 통한 농작물 오염 

생산된 통해 _Q_λ.l._Q_ 
'- "프 E프 

Handbook[3.3-1J 에 

기술은 머EA에서 주관하는 EMRAS 국제공동연구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이번 단계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경주 처분장 

ODCM(off-site dose calculation manual)지원을 위한 입력인자 생산을 목표로 처분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 핵종인 장반감기 핵종 1영I 및 99Tc 벼 전이 

계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전이 계수(Transfer Factor, TF)는 토양으로부터 작물체로 방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메타로서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되는 작 

농도를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전이계수는 통상 아래와 같이 두 가 

냐. 논토양 작물제 1291 전이계수 측정 

(1) 측정방법 

토양 작물체 

핵종이 전이되는 

내 핵종의 

정의되고 있다[3.3-1 ~3.3-2]. 

성
 
체
 

로
 

사
 
물
 
지
 

(3.3.1) 
rn r.r _ 작물체 내 핵종농도 (Bq/kg) 
L ’ n 토양 내 핵종농도(Bq/kg-drν) 

(3.3.2) 'F~ = 작물체 내 핵종농도 (Bq/kg) 
핵종의 토양침적 별도 (Bq/m2 )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경 

적용할 수 있다. 경작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밭갈이에 의해 방사성 핵종이 일정 

한 깊이로 섞이게 되므로 원자력 시설의 정상가동에 따른 장기간 방출에 대해서는 

TFm을 사용하고 었다. 이와 달라 작물의 생육 중에 일시적인 사고 방출이 일어나 

면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지표(벼의 경우 수표면)에 침적하여 작물을 수확할 때까 

지 주로 지표 부근에 분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TFa(m2 kg-1 )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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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합하다. 

위와 같이 오염 유형별로 다른 전이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전이계수는 

환경특성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국 

내 고유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벼에 대한 방 

사성 iodine의 전이계수는 TFm과 TFa 모두 조사된 예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처분장 주변 세 가지 논토양에 대하여 벼의 부위별(쌀알과 벗짚)로 방사 

성 iodine의 TFm과 TFa를 측정하였다. 

TFm 및 TFa의 측정은 각각 제2절에 기술된 토양수에 대한 지표층 혼합 설험 및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과 함께 3반복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1 개의 재배상자 

(30cmx30cmx40cm)에 논을 모사하고 관행에 준하여 벼를 재배하였다(그립 3.3-1). 

TFm의 측정을 위해서는 모내기 (5월 22일) 약 4 주 전(4월 23일)에 l~ 용액 30 

ml(143 kBq ml-1 )과 상부 약 20 cm에 해 당하는 건조토양(20.4 kg)을 토양혼합기 를 

이용하여 골고루 섞은 다음 하부에 약간의 자갈과 비 오염 토양(10 kg)이 담겨진 

재배상자에 투입하고 관개하였다. TFa의 측정은 모내기한 다음 날에 25 ml의 l~ 

용액을 재배상자의 수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설시하였다. 벼의 수확은 모내기 

후 146일(10월 15일)에 하였다. 수확한 시료는 온실에서 한 달 가량 자연 건조한 다 

음 분석하였다. 

다 
그림 3.3-1 벼 재배 포트 (이식 후 및 출수 후) 

(2) 결과 및 고찰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하여 iodine 동위원소e똥1) 용액을 두 가지 오염 

유형에 따라 처리하고 l때I 토양 작물체 전이계수를 조사하였다. 

(가) 지표층 혼합 실험 

표 3.3-1은 상부 약 20 cm의 토양을 l엉I와 혼합 처리한 후 관개하고 

벼를 육성하여 구한 1잃I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TFm)를 나타내고 았다. 세 토양에 

서 벗짚의 l~ 전이계수는 4.2x lQ-l_6.3x10-1의 범위로 토양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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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본리 토양에서 타 토양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것은 대본리 토양의 Kd 

값이 가장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쌀알에서는 토양에 따라 1.1 x10-3 ~6.4x10-3의 범위로 벗짚에 비해 수십 ~수백 배 

작았고 또한 벗짚과 달리 대본리 토양에서 가장 컸다. 이로써 쌀알로의 l영I의 전이 

는 벼의 전체 생육기간 동안의 흡수보다는 일정 기간 즉 출수 전후 빛 쌀알의 발 

육성기 동안의 흡수에 크게 좌우되며 본 실험에서는 대본리 토양에서 이 기간 동안 

의 흡수가 타 토양에 비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한 쌀알과 벗짚의 129_r 전이계수(TFm)의 대표치는 각각 

표 3.운1에서와 같이 2.9x10-3 및 5.4x10-1 정도로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 

한된 자료에 업각한 것이므로 차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최신 화 할 

필요가 있다. 

표 3.3-1 지표층 혼합설험에서 논토양별 1때I의 쌀알 및 벗짚 전이계수(TFm) 

Transfer factor of 1291 (TFm, dimensionless) 
Soil 

Rice seeds Rice straws 

대본리 (GJ-1) 6.4x 10-3 :t 7.3x 10-4 4.2x 1 0-1 :t 2.5x 1 0-2 

구길리 (GJ-2) 3.4x 10-3 :t 4.9x 10-4 6.3x 10-1 :t 3.7x 10-2 

읍천리 (GJ-3_ 1.1 X 10-3 :t 5.3x 1 0-4 6.0x 10-1 :t 1.7x 1 0-1 

AM:tSD 3.6x 10-3 :t 2.6x 10-3 5.5x 10-1 :t 1.2x 10-1 

GM/GSD 2.9x 10-3 / 2.40 5.4x 10-’ / 1.26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나) 표면수 직접오염 설험 

표 3.3-2는 모내기 다음 날 125_r 용액을 표면수에 침적 처리하고 조사 

한 129_r의 전이계수(TFa， m2kg 1)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도 부위 및 토양 간 전이 

계수 차이의 경향은 지표층 혼합 실험과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부위 간 차이는 10 

배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토양 간 차이는 특히 쌀알에서 대본리와 읍천라는 30 배 

정도로 지표층 혼합 실험에 비해 훨씬 컸다. 

TFm과 TFa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TFm을 TFa와 같은 단위의 물리량으로 환산해 

야 한다. 이것은 TFm에서의 작물체 내 12얀의 농도(Bq kg -1)를 단위면적당 l정I 농도 

(Bq m-2 )로 나누어 줌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이 비교하면 토양 및 부위에 따라 

TFa가 TFm보다 대체로 수배~수십 배 높았다. 이것은 그림 3.2-4와 3.2-5에서 보는 

것처럼 표면수 직접오염 시 토양수 내 12얀의 농도가 모내기 약 한 달 전에 지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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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염시킨 경우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Fa의 

대표치로는 당분간 표 3.3-2의 기하평균에 입각하여 쌀알의 경우 2.0x lO-4, 벗짚의 

경우 3.1x10-3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2 표면수 직접오염 시 논토양별 1291의 쌀알 및 벗짚 전이계수(TFa) 

Soil 
1영 (TFa• m2 kg -1) Transfer factor of 'L'I (TFa, mL kg 

Rice seeds Rice straws 

대본리 (GJ-1) 7.6x 10-4 :t 1.3x 10-4 2.5x10-3 :t 4.0x lO-4 

구길리 (GJ-2) 2.1 X 10-4 :t 3.3x 10-5 2.8x 10-3 :t 2.3x 10-4 

읍천리 (GJ-3) 2.8x 10-5 :t 1.2x 10-5 4.4x 10-3 :t 3.7x 10-4 

AM:tSD 3.3x 10-4 :t 3.8x 10-4 3.2x lO-3 土 1.0x 10-3 

GM/GSD 1.7x 10-4 
/ 5.25 3.1 x 10-3 

/ 1.34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다. 논에서의 12~ 동위원소 용출거동 질험 

(1) 측정방법 

논토양은 벼의 생육기간 중에는 대체로 관개수로 포화되어 있으므로 다량 

의 관개수가 지하로 침투된다. 우리나라의 논에서는 관개수가 하루에 약 5.5 mrn 

정도씩 지하로 침투하여 유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41 오염된 논에서 관개 

수의 지하침투가 일어나면 관개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도 함께 지하로 용출되어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고 나아가 주변 농경지나 하천에 대한 2차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3.3-51 따라서 논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용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논토양 

의 오염 시 피해범위 확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cline 전이계수 측정실험 재배상자에서 관개기간 동안 매주 3.4 L 

의 침출수를 채취하여 l엉I의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유형별 및 토양별로 용출전이계 

수(m2 L-1, 단위면적당 처리량에 대한 상대농도)와 용출량을 조사 · 평가하였다. 침 

출수의 채취를 위해 재배상자의 최하부에 배수공을 뚫어 수도꼭지에 연결한 다음 

3.4 L의 물이 채취용기에 찰 때까지 꼭지를 열어 두었다(그림 3.3-2) ， 

(2) 결과 및 해석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한 전이계수 실험과 동시에 오염 유형별로 관개 

수의 침출에 따른 l정I의 용출 특성을 평가하였다. 침출수내 l잃I의 농도는 단위면적 

당 처리량에 대한 상대농도(m2 L-1 )로 나타내었다. 이 상대농도는 용출전이계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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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2 벼 재배상자에서 침출수 채취 장면 

(가) 지표층 혼합 실험 

지표층 혼합 실험에서 토양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침출수 내 125_r의 

농도 변화를 추적한 결과는 그림 3.3-3과 같다. 세 토양에서 침출수 내 1정I 농도(rn2 

L 1
, 용출전이계수)는 대체로 읍천리 는 대본랴 르 구길라 토양의 순으로 시간 경과 

에 따라 각각 8.5xlQ-5-3.4x10-3, 9.2x10
• 5-3.2x10-3, 5.0x10

←6- 2.3x lQ-3의 변이 범위 

를 보였다. 이러한 순서는 Kd 값과는 거의 역순으로 Kd가 높을수록 1251가 토양 기 

질 (solid phase)에 잘 흡착되어 침출수 내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 

양 간 농도 차이는 처음에는 최고 100 배 이상이었으나 중 • 후기에는 별로 크지 않 

았다. 

침출수 내 125_r 농도는 세 토양에서 비슷하게 관개 후 5-6주 경과 시(토양 오염 

후 45-50 일경) 최고에 달했다가 이후 계속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 

은 건조 토양과 혼합된 125_r가 관개수에 용해되어 물과 함께 일정 깊이에 도달할 때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관개수의 침출이 진행됨에 따라 재배상자 내 
125_r의 양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본리와 구 

길리 토양의 경우 맨 처음 침출수에서 농도가 가장 낮았으나 읍천리의 경우에는 마 

2-108 



지막 침출수에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읍천리 토양은 l똥1 Kd 값이 상당히 낮아 처 

음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1잉I가 용출되어 초기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나)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 

추적한 

그림 3.3-4는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에서 침출수 내 l정I의 농도 변화를 

결과이다. 대본리， 구길라 및 읍천리 토양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침출수 내 

1251 농도의 변이 범위는 각각 2.1 x 10-5 -3.8x lO-3, l .1 x lO-5 - 1.5x lO측 1.8x10• 4_ 

3.5x10-3로 지표층 혼합실험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농도를 보였다. 읍천리 토 

양에서 침출 초기에 농도가 타 토양에 비해 특히 높았을 뿐 이후로는 토양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은 대본리와 구길리 토양에서는 지표층 혼합실험에서 

와 비슷하게 처음부터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표면수 오염 후 약 30일 경과 시 농 

도가 가장 높았으나 읍천리 토양에서는 처음부터 비교적 높은 농도로 출발하여 표 

면수 오염 후 약 15일 경과 시 농도가 가장 높았다. 최고 농도에 도달한 다음부터 

는 세 토양에서 모두 대체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저 농도는 지 

표층 흔합실험과 같이 대본리와 구길리 토양의 경우 처음에 관찰되었으나 읍천리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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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지표층 혼합실험에서 논토양별 시간경과에 따른 침출수내 l껑I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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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염유형별 1껑I의 

농도에 입각하여 두 가지 오염 유형에 있어 

조사한 것은 표 3.3-3과 같다. 지표층과 1엉I 

오염 (type A)과 표면수 직접오염 (type B)의 경우 

용출량 

1251 위와 같은 배출수내 

서 벼의 재배기간 동안 1껑I의 용출량을 

의 혼합 후 관개에 따른 표면수의 
1껑I의 총 용출량은 토양에 따라 각각 

지표층 혼합처리 시 다소 높았다. 

총 침적양의 56-84% 및 35-73%의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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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4 표면수 직접오염 시 논토양별 시간경과에 따른 침출수내 14 농도 변화. 

이것은 주로 지표층 혼합의 경우 표면 오염에 비해 이동거리가 다소 짧았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동 기간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세 토양에 았어서의 l똥I의 용출량은 어느 오염 유형에서나 읍천리 토양에서 가 

장 많았고 구길리 토양에서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토양 간 Kd 값 

의 차이와도 일치하고 있다. 구길리 토양에서는 유기물과 점토 함량이 

14의 흡착이 가장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높아 

토양에 

> 대본 
오염)의 경 

그림 3.3-5는 시간 경과에 따른 1251의 누적 용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세 

읍천리 있어서 누적 용출량은 두 가지 오염유형 모두 전 조사기간에 걸쳐 

라 > 구길리의 순이었다. 표면수 간접오염(지표층 혼합 후 관개에 따른 
우 어느 

오염의 

토양에서나 관개 후 약 60일 경과 시까지 비교적 급하게 상승한 반면 직접 

경우에는 관개 후 약 40일까지만 급하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급상승기 

전체 용출량의 70-80% 정도 용출되었다. 동안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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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125r의 용출량으로 볼 때 논에 방사성 iodine이 침적하면 상당량이 지 

하로 배출되어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고 나아가 주변의 하천이나 농경지로 유업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한편으론 토양 중 농도는 그만큼 크게 감소하여 후 

속재배 작물체에 의한 흡수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3 오형 유형에 따른 논토양별 l엉I의 총 용출량 

Amount of 12lr leaching (% of the applied) 
Soil 

Contamination type B b Contamination type A a 

대본리 (GJ-1) 64.1 61.1 

구길리 (GJ-2) 56.2 34.6 

읍천리 (GJ-3) 83.8 72.7 

AM:tSD 68.0:t27.5 56.2:t6.6 

GM!GSD 67.1/1.23 53.6/1 .47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a 표면수 간접오염(상층부 토양과 핵종의 혼합) 

b 표면수 직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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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표면수의 간접오염(상)과 직접오염(하) 시 논토양별 시간경과에 따른 

1정I 누적 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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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벼에 대한 99Tc 전이계수 조사실험 

가. 셔론 

토양 오염에 따른 작물체 내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평가하는 데 펼요한 토양 

-작물체 전이계수는 토양의 특성이나 작물의 종류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할 수 있으 

므로 부지 또는 자국의 환경특성에 맞는 값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토양 작물체 전이계수 연구는 1980 년 대 초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수 

행되어 왔으나 조사 핵종이 l37Cs, %Sr, 54Mn, 6OCo, %Zn 등에 국한되었고 방사성 폐 

기물 처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99Tc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무한 실정이 

다.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 중에 있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이 두 핵종들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에 

대한 환경특성 자료를 시급히 확보할 펼요가 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주 방사 

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해 벼의 방사성 추적자 흡수 실험을 수행하고 
99Tc의 토양 작물체 전이 계수를 조사하였다. 

나. 측정방법 

벼에 대한 99Tc 전이계수의 측정도 저112절에서 기술된 토양수에 대한 지표층 

혼합 실험용(TFm 측정) 및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용(TFa 측정) 재배상자에서 이루 

어졌다. 실험은 2반복으로 수행되어 도합 20 개의 재배상자(30cmx30cmx40cm)에 

논을 모사하고 관행에 준하여 벼를 재배하였다(그림 3.3-6). 

TFm의 측정을 위해서는 모내기 (6월 4일) 약 20 일 전에 99Tc 용액 30 ml(250 

kBq ml-1 )과 상부 약 20 cm에 해 당하는 건조토양(20.4 kg)을 토양혼합기 를 이 용하 

여 골고루 섞은 다음 하부에 약간의 자갈과 비 오염 토양(10 kg)이 담겨진 재배상 

자에 투입하고 관개하였다. TFa의 측정은 모내기한 다음 날에 25 ml의 99Tc 용액을 

재배상자의 수 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실시하였다. 벼의 출수는 8월13일에 시작 

하였고， 수확은 10월 14일(모내기 후 132일)에 하였다. 수확한 시료는 온실에서 한 

달 가량 자연 건조한 다음 쌀알은 막자사발을 벗짚은 믹서기를 이용하여 분쇄하였 

다. 줄기의 경우 이렇게 얻은 분말 시료에 대하여 전베타 계수법으로 99Tc 농도를 

분석하였다. 쌀알의 경우에는 농도가 매우 낮아 Wigley 등[3.3-6]의 방법대로 분말 

을 암모니아수로 처리하고 회화하여 얻은 회분 시료에 대해 전베타 계수법을 적용 

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하여 Tc 통위원소(99Tc) 용액을 두 가지 오염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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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리하고 토양-작물체 전이계수를 조사하였다. 

그림 3.3-6 벼 재배 포트 (출수개시 2일 전 및 수확 당일) 

(1) 지표층 혼합 실험 

지표층 혼합 실험， 즉 상부 약 20 cm의 토양을 99Tc 용액과 혼합 처리한 

후 관개하고 벼를 육성하여 구한 99Tc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TFm， dimensionless) 

는 표 3.3-4와 같다. 

네 토양에서 벗짚의 99Tc 전이계수는 5.3xlO-1 - 1.3x100의 범위로 대본리와 구길리 

토양이 읍천리와 상라라 토양에 바해 두 배 정도 높았다. 이러한 토양 간 차이는 

지표층 혼합 실험에서 관찰된 표면수 내 농도 차이와 대체로 유사한 것이다. 핵종 

의 전이계수는 토양 내 용해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환원상태인 논토양 내 99Tc의 용 

해도는 일반적으로 유기물과 점토 함량 그리고 pH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3-7 - 3.3-9]. 토양 간 99Tc 전이계수의 차이는 표면수 내 농도와 같이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쌀알의 99Tc 전이계수는 토양에 따라 5.4 x 10-4-2.5 x 10-3의 범위로 벗짚에 비해 

대체로 600-1000 배 작았다. 이러한 종실과 경엽부 간 차이는 일반적인 경향인 것 

으로 보고되어 었다[3.3-10， 3.3-11]. 토양 간에는 벗짚과 유사하게 대본리와 구길리 

토양이 읍천리나 상라리 토양보다 높았다. 하지만 토양 간 차이의 정도는 쌀알 전 

이계수가 벗짚보다 다소 컸다. 이것은 작물체로 흡수된 99Tc의 쌀알 전류율이 토양 

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흡수된 99Tc의 전류 정도는 흡수 시기나 흡 

수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양에 따라 흡수 시기별 및 부 

위별 흡수량의 배분이 달랐기 때문에 99Tc의 쌀알 전류율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세밀한 기초 연구가 있어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 구한 99Tc의 쌀알 전이계수는 파EA가 TRS-472[3.3-1J에서 보고한 

1.3x100에 비해 수백~수천 배 낮다. 이것은 파EA 값은 주로 밭작물에 대한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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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밭에서는 Tc가 산화 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환원 형으로 존재하는 논에 

서보다 전이계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3-7， 3.3-1이.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한 쌀알과 벗짚의 99Tc 전이계수(TFm)의 대표치는 각각 

네 토양에 대한 기하 평균인 l.lx10-3 및 8.3 x10-1 정도로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된 자료에 입각한 것이므로 차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최 

신화 할 펼요가 있다. 

표 3.3-4 지표층 혼합실험에서 논토양별 99Tc의 쌀알 및 벗짚 전이계수(TFm) 

Soil 
Transfer factor of 쩍c (TFm, dimensionless) 

Rice straws (dry) Rice seeds (dry) 

Daebonri 1.0x 100 :t 2.2x 10-1 1.4x 10-3 :t 5.3x 1 0-4 

Gugilri 1.3x 100 :t 9.5x 10-2 2.5x 10-3 :t 6.8x 10-4 

Eupchonri 5.3x lO-’ :t 9.7x lO-2 5.4x 1 0-4 :t 2.6x 1 0-4 

Sangrari 6.6x 10-1 :t 2.5x 10-1 8.4x 10-4 :t 3.7x 10-4 

AM:tSD 8.8x10-1 土 3.6x10-1 1.3x 10-3 :t 9.4x 10-4 

GM/GSD 8.3x 1 0-1 
/ 1.52 1.1 x 1 0-3 

/ 1.92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2)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 

모내기 다음 날 99Tc 용액을 표면수에 침적 처리하고 조사한 방사성 99Tc 

의 전 이 계 수(TFa， m2kg-1 )는 표 3.3-5와 같다. 벗 짚과 쌀알의 TFa 값은 토양에 따라 

각각 6.9x lQ-3 -4.lx10-2 및 4 .4x 1Q-6-6.lx 10-5의 범위로 역시 벗짚이 쌀알보다 60 

0-1000 배 컸다. 토양 간에 TFa 값은 TFm 값과는 반대로 읍천리와 상라리 토양에 

서 대본리나 구길리 토양보다 몇 배 높았다. 표면수 직접오염의 경우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표면수 내 99Tc의 농도가 지표층 혼합의 경우에 비해 훨씬 높았으므로 작 

물체 기부를 통한 흡수가 전이계수에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벼의 기부를 통한 99Tc의 흡수는 뿌리흡수와는 상반되는 조건 하에서 촉진되 

는 것이 아닌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심도 깊은 작물생리학적 

실험이 수행되어야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TFm 값과 TFa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값을 같은 단위의 물리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TFm에서의 작물체 내 99Tc의 농도(Bq kg-1 )를 단위면적당 

99Tc 농도(Bq m-2)로 나누어 줌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이 비교하면 토양 및 부위 

에 따라 TFa가 TFm보다 대체로 수~수십 배 높았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표면수 직접오염 시 벼의 기부를 통한 99Tc의 흡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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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TFa의 대표치로는 새로운 자료가 생산될 때까지 쌀알의 

경우 2.lx10-5

’ 
벗짚의 경우 1.8x10-2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 • 5 표면수 직접오염 시 논토양별 99Tc의 쌀알 및 벗짚 전이계수(TFa) 

Soil 
Transfer factor of 쩍c (TFa, m2 kg ’) 

Rice straws (dry) Rice seeds (dry) 

Daebonri 6.9x 10-3 :t 2.6x 10-3 4.4x 10-6 :t 1.8x 1 0-6 

Gugilri 9.6x 1 0-3 :t 1.8x 1 0-3 1.3x 10-5 :t 4.3x 10-6 

Eupchonri 3.7x lO-2 :t 2.0x lO-2 6.1 x 10-5 :t 2.9x 1 0-5 

Sangrari 4.1 x 10-2 :t 1.2x 10-3 5.9x 10-5 :t 6.0x 10--6 

AM:tSD 2.4x 1 0-2 :t 1.8x 1 0-2 3.4x 1 0-5 :t 3.0x 1 0-5 

GM/GSD 1.8x 1 0-2 / 2.49 2.1 x 10-5 
/ 3.57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라. 논에서의 99Tc 용출거동 잘혐 

(1)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1영I 용출 실험과 마찬가지로 99Tc 전이계수 측정 설험용 

재배상자에서 관개기간 동안 매주 3.4 L의 침출수를 채취하여 99Tc의 농도를 측정 

하고 오염유형별 및 토양별로 용출특성을 조사 · 평가하였다. 침출수의 채취를 위해 

재배상자의 최하부에 배수공을 뚫어 수도꼭지에 연결한 다음 3.4 L의 물이 채취용 

기에 찰 때까지 꼭지를 열어 두었다(그림 3.3-7). 침출수 시료 내 99Tc 농도는 표면 

수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 결과 및 해석 

처분장 주변 네 가지 논토양에 대한 전이계수 실험과 동시에 오염 유형별 

로 관개수의 침출에 따른 99Tc의 용출 특성을 평가하였다. 침출수내 99Tc의 농도는 

단위면적 당 처리량에 대한 상대농도(m2 L-1 )로 나타내었다. 이 상대농도는 용출전 

이계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표층 혼합 실험 

네 가지 논토양에 대한 지표층 혼합 실험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침출수 

내 99Tc~ 농도 변화를 추적한 결과는 그림 3.3→8과 같다. 토양 간에 99Tc의 침출수 

농도(m2 L 1, 용출전이계수)는 조사 초기에는 대체로 표면수 내 농도와 비슷하게 대 

본리 르 구길리 > 상라리 는 읍천리의 순이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순서가 변하 
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읍천리에서 가장 낮았다. 대본리， 구길리， 읍천리， 상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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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침출수내 99Tc의 농도는 각각 4.2x lQ-6 -8.0x lQ-5, 

4.7x lQ-6 -5.0x lQ- 5, 4.4x lQ- 6 -2.7x lQ-5, 6.2x lQ- 6 -2.5xl0-5의 범 위 로 표면수 농도와 

마찬가지로 대본리 토양에서 변화 정도가 가장 컸고 상라리 토양에서 가장 작았다. 

그림 3.3-7 벼 재배상자에서 침출수 채취 장면 

네 달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 침출수 내 99Tc 농도는 전체적으로 초기 약 20 일 

동안은 증가하였다가 이후 계속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토양 

과 혼합된 없Tc가 관개수에 용해되어 물의 이동이나 확산 동을 통해 일정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계속적인 담수관개로 인해 용해 

성인 산화 형 없Tc가 점점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 

그림 3.3-9는 표면수 직접오염 실험에서 침출수 내 99Tc의 농도 변화를 

추적한 결과이다. 표면수 직접오염 시에는 지표층 혼합 시와 달리 99Tc 농도가 처음 

약 한 달간은 급히， 다음 한 달 정도는 서서히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대체로 계속 

서서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대체로 표면수 농도와는 반대이다. 또한 침 

출수 농도는 표면수 농도에 비해 최고 수십 만 배까지 낮았다. 이와 같은 사설들은 

99Tc의 표면수로부터 지하로의 이동에 있어서 표면수의 지하침투에 따른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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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대본리， 구길랴， 읍천리， 상라라 토양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99Tc의 용출전이계수 

는 각각 1.1 x10-7 -6.1x10-6, 3.8x10-8-8.8x10-6, 1.4x lQ-7 -2.lx lQ-6, 5.1x10-7 -4.9x lQ-6 

의 범위로 지표층 혼합설험과 같이 전반적으로 읍천리에서 가장 낮았다. 위와 같은 

용출전이계수는 지표층 혼합실험에 비해 대체로 수 배 에서부터 천 여 배 정도까지 

나 낮다. 이것은 표면수 직접오염의 경우 99Tc의 배출 점까지의 이동 거리가 지표층 

혼합 시보다 길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오염 유형 간 99Tc의 용 

출전이계수 차이는 조사시기가 이를수록 컸고 또한 구걸리 토양에서 특히 컸다. 

(5) 오염유형별 99Tc의 용출량 

표 3.3-6은 위와 같은 실험 결과에 입각하여 두 가지 오염 유형에 있어서 

벼의 재배기간 동안 99Tc~ 총 용출량을 조사한 것이다. 총 용출량은 지표층과 혼합 

후 관개에 따른 표면수 간접오염의 경우 토양에 따라 처리량의 0.60- 1.31%의 범위 

였고 표면수 직접오염의 경우 0.06-0.22%의 범위로 간접오염 시 훨씬 많이 용출되 

었다. 이것은 주로 간접오염의 경우 99Tc와 토양이 약 20 cm 깊이로 흔합되어 직접 

오염에 비해 이동거리가 짧았고 또한 이동 기간도 다소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토양 간에는 두 오염 유형 모두 대본리와 구길리 토양이 읍천리나 상라라 토양보 

다 용출량이 많았고 또한 모두 읍천리 토양의 용출량이 가장 작았다. 위와 같은 용 

출량과 전이계수로 볼 때 처리한 99Tc의 거의 전부가 벼의 수확 후에도 재배 토양 

속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10은 시간 경과에 따른 99Tc의 누적 용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면수 간 

접오염 시 누적 용출량은 대체로 처음 40 여 일 동안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토양에 따라 총 용출량의 50-85% 정도가 급증가기에 

용출되었다. 한편 직접오염 시에는 완만한 에스(S)자형 커브나 거의 직선적인 증가 

곡션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99Tc의 용출량으로 볼 때 논에 없Tc가 침적했을 경 

우 지하 침출수를 통하여 지하수나 주변 수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토양 속에 남아 있는 99Tc는 계속적으로 벼에 흡수될 수 있 

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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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두 가지 오염 유형에 있어서 벼의 재배기간 동안 99Tc의 총 용출량 

Amount of 99Tc leaching (% of the applied) 
Soil 

Contamination type B b Contamination type A a 

Daebonri 1.31 0.17 

Gugilri 1.16 0.22 

Eupchonri 0.60 0.06 

Sangrari 0.78 0.14 

AM:f:SD 0.96 :f: 0.33 0.15 :f: 0.07 

GM/GSD 0.92 / 1.44 0.13 / 1.78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a 표면수 간접오염(상층부 토양과 핵종의 혼합) 

b 표면수 직접오염. 

3 콩 및 채소류에 대한 129 1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 조사 실험 

가. 서론 

우리나라의 주요 밭작물에 대해서 원전 가동시 주요 핵종인 방사성 Sr이나 

Cs 등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는 다소 조사되어 있으나 방폐장 운영시 문제가 되 

는 1zs:r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방사성 iodine 전 

이계수에 대한 비교적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것들이 파EA의 검토를 통하여 통 

합 · 정리됨으로써 대표치가 도출되고 있다[3.3-1].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와는 식 

생활 습관이 크게 다른 서양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인이 주식으로 하는 밭작물인 콩， 배추 및 무에 

대하여 방폐장 주변 밭토양에 있어서의 l zs:r 전이계수를 온실실험을 통하여 측정코 

자 하였다. 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이계수 즉 TFm과 TFa의 측정을 목표로 하였 

고 배추와 무에 대해서는 TFm의 측정을 목표로 하였다. 

냐. 작물체 1291 전이계수 

(1) 실험토양 채취 

밭작물에 대한 12얀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9년 4 

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 반경 5krn 내에 분포하는 네 곳의 밭에서 토 

양을 채취하여 연구원으로 운반하였다 (그림 3.3-11). 각각의 밭에서 중장비와 삽을 

이용하여 상부 약 20 cm 깊이의 토양을 300 kg 정도씩 채취하였다. 운반된 토양은 

온실 내에 넓게 펼쳐서 자갈과 작물유체 등을 제거하고 열흘 정도 건조시켰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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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흙덩이를 

곱게 부줘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토 

양의 물리 · 화학적 특성 분석은 서울시 

립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분석은 2 mm 체로 쳐 얻은 

건조 토양 시료에 대하여 3 반복으로 

이루어졌다. 네 곳의 논 토양에 대한 분 

석 결과는 표 3.3-7과 같다. 네 토양의 

pH는 5.0 - 7.0의 범위로 약산성이냐 

그림 3.3-11 경주 방폐장 주변 밭 토양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 유기물 함량 

채취 은 2.3-7.0 %로 대체로 보통의 수준이 

었으나 토양에 따른 차이가 3 배에 달 

하였다. 양이온치환용량은 12~23 cmol kg-1의 범위로 토양에 따라 최고 2 배 정도 

의 차이를 보였다. 토양의 조성은 대체로 미사질 양토로서 모래， 미사， 점토 중 미 

사(silt) 함량이 가장 높았다. 경작지 토양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은 모암의 종류나 

토양의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시비， 유기물 및 토양 개량제(석회 등) 살포， 객토 둥 

과 같은 영농 행위와 작물 재배에 따른 무기양분의 감소， 지하용탈 등의 요언에 의 

해서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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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경주 방폐장 주변 밭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구 
pH EC NaCI O.M. T-N A.P. CEC Ca Mg K Na 토성 

Wl:5 dS/m % % % mg/kg cmoI/kg cmoI/kg 

구길리 1 7.04 0.20 0.06 7.15 0.38 165.66 23.25 18.93 4.35 1.81 0.14 silt loam 

구길리2 6.96 0.18 0.06 6.87 0.37 165.31 21.52 16.50 4.32 1.75 0.14 silt loam 

구길리3 6.98 0.19 0.06 7.01 0.36 163.94 22.71 19.30 4.35 1.81 0.14 silt loam 

평균 6.99 0.19 0.06 7.01 0.37 164.97 22.밍 18.24 4.34 1.79 0.14 

상라리 1 5.36 0.63 0.20 4.76 0.24 209.75 15.67 8.82 2.49 1.24 0.23 loam 

상라라2 5.57 0.87 0.28 4.63 0.22 199.21 16.33 7.97 2.18 1.17 0.20 loam 

상라리3 5.45 1.02 0.33 4.63 0.23 191.60 17.18 8.93 2.37 1.25 0.21 loam 

펑균 5.46 0.84 0.27 4.67 0.23 200.18 16.39 8.57 2.35 1.22 0.21 

대본리 1 5.01 0 .10 0.03 2.25 0.11 82.44 12.19 3.21 1.48 0.51 0.14 silt loam 

대본리2 4.99 0.10 0.03 2.31 0.12 82.36 12.58 2.72 1.36 0.51 0.14 silt loam 

대본리3 5.02 0 ‘ 10 0.03 2.38 0.11 72.31 12.68 3.01 1.44 0.52 0.14 silt loam 

평균 5.01 0 .10 0 ‘03 2.31 0.11 79.03 12.48 2.98 1.42 0.52 0.14 

읍천리 1 6.76 0.24 0.08 3.13 0.16 107.94 23.90 16.15 4.37 1.17 0.23 silt loam 

옵천리2 6.78 0.23 0.07 3.06 0.16 95.91 22.66 14.58 4.27 1.17 0.22 silt loam 

읍천리3 6.79 0.22 0.07 2.99 0.16 110.25 23.31 16.17 4.33 1.18 0.22 silt loam 

평균 6.78 0.23 0.07 3.06 0.16 104.70 23.29 15.63 4.32 1.17 0.22 

O.M. Organic matter, A.P. : A vailable phosphorus, CEC : Cation exchange capacity 

(2) 농작물 생육 및 핵종 처리 

전이계수 측정은 토양을 채워 밭을 모사한 재배상자(직경 32 cm, 높이 

30cm)를 사용하여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도합 30 개의 재배상자를 설험 

온실 내에 배치하고 관행에 준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다(그림 3.3-12). 재배상자 당 

토양의 양은 건조토 기준 20 kg이었다. 

연구 대상 작물에 대한 TFm의 측정을 위해 파종하기(콩:6월 16일， 배추와 무:8 

월 24일) 약 20- 25 일 전에 12) (l29r 대용) 용액 30 ml (‘09 4월 15일 기준 460 kBq 

mr1 )과 건조토양(20 kg)을 토양혼합기를 이용하여 골고루 섞은 다음 재배상자에 

투입하고 관개하였다. 두류의 TFa 측정은 7월 28일(파종 후 42 일)에 24 ml의 125r 
용액을 재배상자의 지표면에 골고루 살포하고 실시하였다. 콩은 10월 13일(파종 후 

119 일)에， 배추와 무는 11월 27일(파종 후 95 일)에 수확하였다. 

수확한 콩 시료는 부위별로 나누어 온실에서 한 달 가량 자연 건조한 다음 콩알 

의 경우 그대로， 짝지와 줄기의 경우 믹서기로 잘게 분쇄하여 적절한 크기의 계측 

용기에 담았다. 무 시료는 뿌리와 경엽부로 나누어 뿌리에 묻은 흙을 깨끗이 제거 

하고 가위로 잘라 자연 건조 후 95 oc 의 건조기에서 20 시간 더 건조한 다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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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하여 계측용기에 담았다. 배추 시료는 경엽부만 취하여 무와 같이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계측용기에 담긴 시료에 대하여 HPGe detector를 이용한 감마스펙트로 

메트리 법으로 1~ 농도를 측정하고 식 (3.3.3) 및 식 (3.3.4)을 이용하여 l잃I 전이계수 

를 계산하였다. 

코
 
[]

E그 
-,-

그림 3.3-12 실험온실 내 작물 재배 

(3) 전이계수 측정 결과 및 고찰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 밭 토양에 대하여 iodine 동위원소e엉1) 

용액을 처리하고 1~의 토양-작물체 전이계수를 조사하였다. 

(가) 채소류에 대한 1~의 토양 작물체 전이계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소류인 배추와 무에 대해서 iodine 동위원소 

의 지표층 혼합 실험을 수행하고 TFm 값을 측정하였다. 채소류는 통상 생체 상태 

로 수확·유통·소비되므로 생체중 기준의 TFm 값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타 작 

물과의 비교나 자료의 통일성을 위하여 종종 건조중 기준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의 TFm 값을 다 구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 배추 

배추에 대한 1291의 TFm 값은 표 3.3-8과 같다. 두 토양 간 TFm 값 

은 대본리 토양이 읍천리 토양보다 4배 정도 높았다. 요오드의 토양 흡착에는 유기 

물과 점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12 ~ 3.3-14]. 토양 pH에 

대해서는 pH가 낮을수록 요오드의 토양 흡착이 증대한다는 보고[3.3-15， 3.3-16]가 

있는 반면에 pH가 낮은 토양에서 전이계수가 높게 측정된 경우도 았다[3.3-12]. 또 

한 농경지에서 요오드의 토양 흡착에 미치는 pH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본 실험에서 관찰된 토양 간 차이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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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배추의 1잃I 전이계수(TFm)의 대표치는 두 토양에 대한 산술 평균으로서 생체중 

기준의 경우 8.8x 10-3, 건조중 가준의 경우 9.3x10-2 정도로 제안될 수 있다. 여기서 

산술평균을 사용한 것은 파EA가 최근에 발간한 전이인자 handbook 

TRS-472[3.3-1J에서 가용한 자료가 두 개 뿐일 경우에는 불확실성으로 언한 과소 

평가의 위험성을 낮추가 위하여 값이 보다 큰 산술평균으로 대표치를 제시하고 있 

는데 따른 것이다. 상기 건조중 기준의 대표치는 TRS-472에서 엽채류에 대한 일반 

치로 제안하고 있는 6.5x10-3에 비해 14배 정도 높다. 이러한 차이는 IAEA 값이 주 

로 서양의 엽채류 자료에 근거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국내 고유의 

자료를 평가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안된 대표치는 매우 

제한된 자료에 입각한 것이므로 차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조중 기준의 TFm 값은 채소류의 경우 건조의 정도에 따라 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체중 기준으로 환산할 때 불확실성이 비교적 크다. 따라서 채소류의 

경우 가능한 한 생체중 기준의 자료를 생산·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 

다. 

표 3.3-8 배추에 대한 토양별 1291 전이계수(TFm) 

Soil 
Transfer factor of 1291 for Cabbage (TFm, dimensionless) 

Leaves (fresh) Leaves (dry) 

Daebonri 1.4x 1 0-2 :t 1.3x 10-3 1.5x 10 ’ :t 1.7x 10-2 

Eupcheonri 3.1 X 10-3 :t 4.1 x 10-4 3.4x 1 0-2 :t 4.6x 1 0-3 

AM:tSD 8.8x lO-3 土 8.0x 10-3 9.3x 1 0-2 :t 8.4x 1 0-2 

GM/GSD 6.7x 10-3 
/ 2.96 7.2x 10-2 

/ 2.92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무 

표 3.3-9는 무 부위별 1영I의 TFm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무의 경우 

에도 배추와 유사하게 대본리 토양에서 읍천리 토양에 비해 TFm 값이 수 배 높았 

다. 부위 간에는 잎사귀의 TFm 값이 뿌리에 비해 두세 배 정도 높았다. 우리나라에 

서는 무의 잎사귀도 식용으로 많이 소비되므로 TFm 값 적용시 이러한 부위 간 차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대표치는 산술평균으로서 뿌리와 경엽부에 대해 생체 중 기준으로는 각 

각 1.6x10-2와 5.2x10-2, 건조 중 기 준으로는 각각 2.4x10- 1과 4.7x lQ-1 정 도로 제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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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상기 lAEA의 handbook에는 근채류 뿌리에 대한 iodine 전이계수의 

일반치로서 7.7x 10-3(건조 중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건조중 기 

준의 대표치는 이보다 30 배 정도 높다. 이는 주로 IAEA가 참조한 근채류와 우리 

나라 무의 식물생리학적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추 

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유형의 작물이라도 가능한 한 국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에 

대 한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 3.3-9 무의 토양별， 부위별 1었I 전이계수(TFm) 

Soil 
Transfer factor of 1291 for radish (TFm, dimensionless) 

Roots (fresh) Leaves (fresh) Roots (dry) Leaves (dry) 

Daebonri 2.8x 10-2 ::!: 4.4x 10-3 8.6x 10-2 ::!: 3.6x 10-3 4.3x10-1 土 3.2x 1 0-2 8.5x 10-1 ::!: 5.1 x 10-2 

Eupcheonri 3.6x 10-3 ::!: 6.7x 10-4 1.7x 10-2 ::!: 5.9x 10-3 5.9x 1 0-2 ::!: 7.6x 1 0-3 9.2x 1 0-2 ::!: 6.6x 1 0-3 

AM::!:SD 1.6x 10-2 ::!: 1.7x 10-2 5.2x 10-2 ::!: 4.9x 10-2 2.4x10-’ ::!: 2.6x lO-1 4.7x 10-1 ::!: 5.3x 10-1 

GM/GSD 1.0x 1 0-2 
/ 4.30 3.9x 10-2 

/ 3.12 1.6x 1 0-1 
/ 4.06 2.8x 1 0-1 

/ 4.80 

말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나) 두류에 대한 1291의 토양 작물체 전이계수 

@ 지표층혼합 

밭갈이에 의해 방사성 핵종이 경작층 토양과 섞이는 것을 모사하기 

위하여 토양을 방사성 요오드e똥1) 용액과 혼합하고 콩을 재배하여 구한 1잃I의 토양 

작물체 전이계수(TFm. dimensionless)는 표 3.3-10과 같다. 상라리 토양의 경우 수 

확 전에 잎이 모두 탈락하여 잎에 대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콩의 1~ 전이계수는 

두 토양에서 모두 경엽부 > 콩각지 > 종실의 순으로 종실 전이계수가 경엽부에 비 
해 약 100 배 내외 낮았다. 이것은 1쩍가 뿌리를 통하여 작물체에 흡수된 후 경엽부 

로부터 종설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사성 요오드의 작 

물체 내에서의 낮은 이동성은 벼와 밀과 같은 곡류에 대해서도 보고되어 있다 

[3.3-17, 3.3-18]. 콩 종실의 TFm 값은 토양에 따라 9.1x lO-4 -2.8x10-3로 IAEA가 조 

사한 곡류의 종실이나 두류의 꼬투리(종실+짝지)에 대한 기 보고치들의 범위 내에 

속하고 있다. 종실과 줄기 간 전이계수의 차이는 상라리 토양이 구길리 토양보다 2 

배 가까이 컸다. 이것은 작물체로 흡수된 1~의 종실로의 전류율이 두 토양 간에 차 

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물체 내에서 물질의 종실로의 전류는 흡수시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양 간에 흡수시기에 따른 흡수량의 배분이 

달랐기 때문에 12칸의 종실 전류율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 간 12건 전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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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라리 토양이 구길라 토양에 비해 부위에 따라 3-6 배 정도 높았다. 이것은 

주로 상라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점토 함량이 구길리 토양에 비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과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요오드의 토양 흡착이 증대되어 

뿌리흡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토양의 pH에 대해서는 작물 뿌리의 

요오드 흡수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다. 

처분장 주변 밭 토양에 대한 콩 종실의 1영I 전이계수(TFm)의 대표치는 두 토양에 

대한 산술평균인 1.9x10-3 정도로 제안될 수 있다. 다른 부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 

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콩각지나 경엽부는 사료로 이용되거나 토양으로 환원된다. 

콩잎은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안된 대표치들은 매우 제한 

된 자료에 입각한 것이므로 차후 추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lAEA의 전이인자 handbook (TRS-472)에 의하면 곡류의 종설과 두류의 꼬투리에 

대한 12칸 전이계수의 일반치로서 각각 6.3x10-4 및 8.5x lO←3이 제안되어 있다. 두 가 

지 작물체 모두 콩의 종실과는 다른 것이나 자료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 값들을 사 

용하면 올바른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요한다. 

표 3.3-10 지표층 혼합설험에서 콩의 각 부위에 대한 토양별 1잃I 전이계수(TFm) 

Soil 
Transfer factor of 1291 for soybean (TFm, dimensionless) 

Seeds (dry) Shells (dry) Stems (dry) Leaves (dry) 

Gugilri 9.1 X 10-4 :t 6.6x 10-5 7.1 X 10-3 :t 5.3x 10-4 5.1 X 10-2 :t 4.3x 10-3 9.2x10-2 :t 4.1x lO-2 

Sangrari 2.8x 10-3 土 3.4x 10-4 4.1 X 10-2 :t 9.6x 1 0-3 2.2x 1 0-1 :t 2.3x 1 0-2 1-
AM:tSD 1.9x 10-3 :t 1.4x 10-3 2.4x10-2 :t 2.4x lO-2 1.3x 10-1 :t 1.2x 10-1 1-
GM/GSD 1.6x 1 0-3 

/ 2.24 1.7x 10-2 / 3.47 1.0x10 ’ / 2.79 -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 지표침적실험 

작물의 생육중 사고로 인한 I잃I의 단기적 지표 침적을 모사하기 위하 

여 콩의 파종 후 42 일에 방사성 용액을 두 가지 토양의 지표에 처리하고 조사한 

1291의 콩 부위별 전이계수(TFa， m2/kg-dry)는 표 3.3-11과 같다. 여기서도 상라리 

토양의 경우 잎에 대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TFa 값의 콩 부위 간 및 토양 간 

차이는 TFm 값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구길리 토양에서의 TFa 값은 부위에 따라 

3.4x 10-5 
- 3.4x 10-3의 범 위 였고 상라리 토양에 서 는 1.3x10-4 -9.9x10-3의 범 위 로 상라 

리 토양이 구길라보다 역시 수 배 높았다. 부위 간에는 TFm과 마찬가지로 종실의 

TFa 값이 가장 낮아 경엽부에 비해 100 가까이 낮았다. 두 가지 전이계수， 즉 TFm 

값과 TFa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값을 같은 단위의 물리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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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TFm 실험에서 작물체 내 농도(Bq kg -1)를 단위면적당 처리 농도(Bq m-2)로 

나누어 줌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이 비교하면 TFa가 TFm보다 토양 및 부위에 따 

라 6-10 배 정도 높았다. 이것은 TFa의 경우 콩의 생육 중 뿌리의 활력이 비교적 

왕성한 시기에 방사성 용액이 처리되어 방사성 요오드가 토양에 흡착되기 전에 다 

량 흡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콩의 종실， 각지， 줄기에 대한 TFa의 대표치는 새로운 자료가 생산될 때까지 각 

각 8.3x lQ-5, 7.9x lQ-4, 6.0x10-3 정 도로 제 안될 수 있을 것 이 다. 콩의 생 육중 1291의 지 

표 침적에 대하여 대부분의 동적 섭취경로 평가 모텔에서처럼 TFm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물체 내 12한 농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표 3.3-11 지표 침적 설험에서 콩의 각 부위에 대한 토양별 1~ 전이계수(TFa) 

Soil 
Transfer factor of 때I for soybean (TFa, m2/kg-dry) 

Seeds (dry) Shells (dry) Stems (dry) Leaves (dry) 

Gugilri 3.4x 10-5 :t 1.1 x 10-5 2.0x 1 0-4 :t 5.4x 1 0-5 2.2x 10-3 :t 6.1 x 10-4 3.4x 10-3 :t 7.5x 10-4 

Sangrari 1.3x 10-4 :t 3.2x 1 0-5 1.4x 10-3 :t 3.1 x 10-4 9.9x 10-3 :t 4.5x 10-3 1-
AM:tSD 8.3x 1 0-5 :t 6.9x 1 0-5 7.9x 10-4 :t 8.3x 10-4 6.0x 10-3 :t 5.5x 10-3 1-
GM/GSD 6.7x 10-5 

/ 2.59 5.3x 10-4 
/ 3.86 4.6x 1 0-3 

/ 2.95 

AM: 산술평균， SD: 표준편차， GM: 기하평균， GSD: 기하표준편차. 

다. 토양 깊이별 iodine 분포 조사 

(1) 설험 방법 

토양 내 iodine의 지하이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콩의 TFa 실험(지표 

침적 설험)에 사용된 구걸리와 상라리 토양에 대하여 작물체 수확 후 두 달이 경과 

한 다음 아래와 같이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지름 5 cm의 core sampler를 이용하여 토양 당 세 개의 재배상자에서 25 cm 깊 

이의 토양을 채취하여 층위별(0-1. 1-3. 3-6. 6-10. 10-15. 15-25cm)로 절단하였다 

(그림 3.3-13). 층위별 토양 시료는 온설 내에서 충분히 자연건조 시킨 다음 골고루 

섞어 계측용기에 담고 HPGe detector를 이용한 감마스펙트로메트리 법으로 1251 농 

도를 측정하고 토양 깊이별 12건농도분포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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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토양 코어 시료의 채취 및 깊이별 절단 장면 

(2) 결과 및 고찰 

콩을 수확하고 두 달 경과시 조사한 토양별 지하 15 cm까지의 1잃I농도 분 

포는 그림 3.3-14와 같다. 지하 15-25 cm 층위의 토양에서는 농도가 매우 낮아 유 

의한 계측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두 토양에서 모두 

지표로부터 수 cm 이내에서는 매우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그 이하에서는 점점 완만 

히 감소함으로써 토양 깊이에 따라 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구길리 토양의 경우 전체 잔류량의 85% 정도가 상라리 토양의 경우 75% 정도가 

지표 1 cm 이내에 분포하여 두 토양에서 모두 심한 표층편재 현상이 나타났다. 이 

로써 거의 100%에 달하는 방사능이 지하 10 cm 이내에 존재하였고 그 이하로 침 

투한 방사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다. 토양에 따른 1잃I의 지하이동 정도는 상라 

라 토양이 다소 높아 지표 1-2 cm 아래에서는 위와 반대로 상라리 토양이 구길리 

토양에 비해 1~ 농도가 약간 높았다. 이는 상라리 토양에서의 1291 흡착 정도가 구 

길리 토양에 비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이계수 값이 구길리 토양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낮은 지하 이동성으로 볼 때 1291가 밭에 침적되면 양이온인 137cs 등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작물 뿌리의 분포 범위를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년 

간 작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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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지표 침적 설험에서 콩 수확후 토양별 12'멘의 지하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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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모
 「

듣J-A-I c;:::: 
t::::::! C> ....L..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는 비인간종방사선영향평가기술개발， 지표수핵종이동평가기술개발， 장반 

감기핵종작물실험및해석 3개 세부목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 세부목표별 주요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평가착안접 
연구목표 
달성도 

(%) 

• 국내환경 생태특성 파악 
-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국내 참 

조동식물 (소나무， 둥줄쥐， 고라니， 
개구랴， 살모사， 버들치， 벌， 지렁이) 
도출 

• ICRP및 국내 고유생물도감에 기 반한 
8개 국내 참조 동식물의 기하학적 모 
형(타원체) 및 크기 정의 

.MCNP코드를 이용한 내외부선량환산 

인자 개발 

- 국내 참조동식물에 대한 25개 핵종 l 

|참조동식물 내외 
의 내외부 선량환산인자 DB 구축 ! 

1 선량환산인자 
및 기술보고서 작성 | 

| 는 비인간종 방사 
(KAERνrR/3767 -2009) 

| 선영향평가의 핵 
- 머EA!EMRAS2 공동연구 참여 를 | 

| 심 요소로 국내 
통한 국내기술 검증 | 

c l고유 데이터 확보 
- 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한 컴퓨터 코-'=. 1 

비인간종 방사 

선 영향평가 

기반기술개발 

K-BIOTA-DCC 개 발 및 동록 (등록번 
호:2008-01-123-때4713) 

• 지표동물 전이인자 측정 
- 국내 토종 어류인 버들치에 대한 
퍼7Cs， 65Zn, 85Sr의 전 이 인자 실 험 
적 측정 

• Allometric 법을 이용한 전인인자 예 
측모델 개발 

- 모델 K-BIOTA-CR 개 발 및 국내 
참조동식물에 대한 15개 핵종 전이 
인자도출 

• 핵종별 참조동식물 별 전이인자 
DB 구축 

국내 비인간종 선 

량평가를 위한 국 
100 

내 참조동식물 기 

초 데이터 확보 

100 

전이인자는 비인 
간종 방사선영향 

평가의 핵심 요소 

로 국내 고유 데 

이터 및 예측 모 

델 확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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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평가착안점 달성도 

(%) 

• 지표수와 토양의 핵종간 화학적 거동 
평가 경주 방폐장 주변 

경주처분장 주변 논토양(4곳)에 부지 특성이 반영 
대한 129r, 137CS, 85Sr의 토양 된 핵종 토양 오 100 
특성별 분배계수(Kd) 측정 염 확산평가 입력 

3개 토양수 내 핵종농도와 데이터 확보 

토양과의 상관관계 분석 

• 지표수로부터 토양내의 핵종이동모델 
개발 및 검증 

지표수 핵종 
해 석 모 델 (convective-dispersive 

핵종토양이동 모 
모델)에 기반한 핵종 토양 이동 모델 

이동평가기술 개발 및 컴퓨터 코드 작성 
텔 및 처분장 부 

100 
개발 - 경주 처분장 주변 논토양에 대한 

지특성 반영된 핵 

99Tc 토양이동 설험을 통한 
종이동 상수 확보 

이동특성 파라미터생산 및 모델 

검증 

• 
지표수 핵종 오염 평가 모델 개발 

이차원 지표수(하천) 핵종 오염평가 
하천(강)의 핵종 

모델 개발 및 컴퓨터 코드 작성 
오염평가 모델 확 100 

지표수 오염평가 적용 연구 

. 경주 방폐장 주변 대종천 대상으로 
보 

지하수 오염을 가정한 하천 오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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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평가착안점 달성도 

(%) 

• 벼에 대한 12연 전이계수 측정 
경주처분장 주변 지역 경주 처분장 주변 
논토양으로 재배된 벼의 12연 지역 논토양 특성 

전이계수 TFa 및 TFm 생산 이 반영된 방사선 100 
- 전이계수와 토양특성과의 환경영향평가입력 

상관관계 분석 데이터 확보 
- 논 토양별 129_r 용출계수 생산 

• 벼에 대한 99Tc 전이계수 측정 
경주 처분장 주변 - 경주 처분장 주변 논토양으로 

장반감기 핵종 
재배된 벼의 99Tc 전이계수 (TFa 

지역 논토양 특성 
작물흡수 실험 이 반영된 방사선 100 
및 해석 

및 TFm) 생산 및 토양특성과의 
환경영향평가입력 

상관관계 분석 
- 논 토양별 99Tc 용출계수 생산 데이터 확보 

• 
밭작물에 대한 1잃I 전이계수 측정 
콩에 대한 1291 토양-작물체 경주 처분장 주변 

전이계수 측정 지역 밭토양 특성 
- 무， 배추에 대한 l잃I 토양-작물체 이 반영된 방사선 100 
전이계수 측정 환경영향평가입력 

데이터 확보 

• 밭토양 대한 129_r 이동특성 조사 

제2절 관련 분야에의 기술 기여도 

1 . 비인간종 방사선영향평가 

경주 처분장을 참조 모형으로 선정하여， 생태계 및 선원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8개 참조동식물 및 25개 핵종을 도출하였다. 비인간종 선량평가의 

핵심 구성 요소인 내외부 선량환산인자를 MCNP코드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도출 

함으로써 국내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연구결과 생산된 선량환산인자 계산 컴 

퓨터 코드 K-BIOTA-DCC를 등록하여 관련분야 연구에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IAEA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 EMRAS (Environment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내 기술의 검증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해당분야에 국내 기술의 기여도를 증진시켰다.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또 다른 핵심요소인 참조동식물의 전이인자 데이터베 

이스 확보를 위해 국내 고유 어종인 버들치의 전이인자를 실험적으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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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하여 전이인자 측정이 어려운 동물의 전이인자를 예측하기 위하여 

allometric 법을 이용한 전이계수 예측모델을 개발하였고， 컴퓨터 코드 

K-B10TA-CR를 등록하여 관련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K-B10TA-CR 

을 활용하여 국내 참조동식물에 대한 15개 핵종의 전이계수를 계산하였으며 문헌조 

사와 함께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 지표수핵종이동평가기술 

인간 및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해서는 환경미디움의 핵종오염농도가 필수적이 

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서의 핵종이동 모델이 필요하다. 토양 및 하천에서의 핵종 

오염 평가를 위한 국내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4개 지역 

의 논토양에 대한 129I, 139Cs, %Sr의 토양 분배계수 (Kd)를 측정하여 국내 토양 특 

성에 부합되는 대표적 Kd 값을 국내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지표수， 토양， 핵종간의 

거동 특성을 조사하여 해당 핵종의 토양 오염시 오염 확산 평가 및 대응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양에서의 핵종이동 평가를 위해 해석해에 기반을 둔 토양내의 핵종이동모델 

(ECOREA -SM)을 개발하였으며 모델의 검증을 위해 경주 주변 논토양에 대한 
99Tc 이동 실험을 수행하여 국내 토양 특성이 반영된 핵종 토양 이동 파라미터를 

생산하였다. 또한 당초 연구 계획에는 없었지만 국내의 global fallout 핵종의 장기 

토양이동 데이터를 확보하여 핵종의 장기이동에 대한 핵종 이동 모델 상수를 생산 

하였다. 이들 상수들은 국내 최초로 제공된 것으로 앞으로 핵종 토양 장기이동 평 

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강)에서의 핵종오염 평가를 위해 이차원 하천 오염평가 모델을 개발하였으 

며， 경주 처분장 주면 대종천을 대상으로 적용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모델은 토양핵 

종이동모델과， 2010년 개발 예정인 호수(1밟e)에서의 핵종이동모델과 통합되어 통합 

환경미디움 농도 예측 코드로 활용될 예정이며， 통합된 환경미디움 농도 예측모델 

은 현재 개발 중인 비인간종선량평가 코드 K-B10TA의 하부 모률로 활용될 것이 

다. 

3. 장반감기 핵종 작물흡수 실험 및 해석 

국내 유일하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이 가능한 온설을 활용하여 벼에 대한 장 

반감기 핵종 1~ 및 99Tc동위원소 전이계수를 작물 재배와 함께 연차적으로 측정 

완료함과 동시에 논토양에 대한 상기 핵종들의 용출 거동 측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작물인 콩， 무， 배추에 대한 1291 전이계수를 측정하였다. 생산된 자료는 

2-134 



국내 토양 특성이 반영된 처분장 ODC (Off-site doe calculation)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동 분야는 25여년의 오랜 연구 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전문가 그 

룹으로 파EA 주관 1단계 EMRAS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데이 

터를 IAEA 공식 문서인 TRS472에 반영하여 국제 표준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 여하였으며， 또한 관련 주제의 파EA workshop을 유치 (2009년 4월 KAERI 개 

최)하여 작물핵종이통 해석분야의 아시아 지역 리더 그룹으로서 국제협력을 활발하 

게 수행하고 었다. 또한 실험 중 생산된 오염작물체를 한국표준연구원에 교차분석 

용 표준시료의 원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2-135 



저15장 연구개 발 결과의 활용 계획 

제 1절 기술적 측면 

브라질 랴오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응답으 

로 방사선방호 분야 국제 전문가의 오랜 기술적 검토 후에 제시된 국제방사선 방호 

위원회(ICRP) 신권고 103의 제 8장 환경방호는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방호의 중 

요성과 기술적 접근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방사션 

방호의 기술 방향은 기존 인간 위주의 방호에서 인간 및 환경을 통합하는 방호로 

전이되고 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인간 및 환 

경 통합 방사선 방호를 위한 사전 대비로 환경방호의 핵심기술 사항인 비인간종 선 

량평가기술의 국내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의 이번 단계에서 얻은 비인간종 선량평가 기술의 결과 (국내 참조동삭물， 

선량환산인자， 전이계수)는 국내 고유 생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차기단계에서 개 

발 중인 국내 비인간종 선량평가 코드 K-BIOTA의 기본 요소로 활용될 것이다. 

K-BIOTA는 원자력 시설의 운영 및 방사능 누출 사고시 시설 주변 인간 및 환경 

을 포함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방사능 위해도 평가 ICRP의 선개념인 인간 및 비 

인간종 통합 방사선 방호 국내 적용시 규제 지침개발， 국가 방사선 비상대응시스템 

기능 확장시 생태계 방사능 중장기 영향평가용 모률에 활용될 수 있다. 

지표수핵종평가기술에서 개발된 토양 핵종 분배계수， 토양핵종이동모델 및 핵종 

이동상수， 하천오염평가모델은 원자력시설로부터 핵종이 누출되었을 경우， 토양 및 

하천에서의 핵종 확산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단계에서 개발 중인 비인 

간종 선량평가모델 K-BIOTA의 하부 모률로 장착되어 환경미디움 농도 예측모델 

로 활용될 것이다. 

장반감기 중 99Tc 및 129r는 환경이동성이 크고 긴 반감기로 인해 환경으로 누출 

되면 오랫동안 환경에 방사선 위해를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국내 주요 

작물 벼， 콩， 무， 배추에 대한 장반감기 핵종 99Tc 및 129r전이계수는 국내에서 처음 

측정된 귀중한 데이터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로 인한 시설주변 ODCM 평가를 

위한 입력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해당 분야 기술 리더로서 원 

자력 후진국에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언적교류 확대， 파EA 공식문서에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국제 표준 자료로서의 위치 확보와 관련분야 기술 기여도를 증진을 통해 

2-136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제 2절 경제， 사회적 측면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향상 되면서 환경 및 건강의 중요성이 일상적인 문 

제로 대두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이제 얼반 국민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따라서 모든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국가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예산낭비나， 섬지어는 NOG와 지 

역 주민의 반대로 특정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최근의 사회현 

상이다. 원자력분야에서도 일반 주민의 건강에만 관심을 가지던 현상에서 벗어나 

시설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원자력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출동이 환경보호 인식이 강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생태계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되고 있고 환경방호를 포함한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책당국자， 규제기관 및 

일반 주민의 인식 수준 및 관련 기술 수준이 원자력 기술 선진국의 기준이 되고 있 

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환경방호를 위한 비인간종 선량평가 

기술은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환경 안전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해소 

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방사선안전 기술수 

준을 국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기술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꽃 

피우기 시작한 국내 원자력 기술 수출의 방사선안전기술로 활용되거나 국내와 생태 

계 및 경작문화가 비슷한 원자력 후발국에 기술전수 혹은 공여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인 원자력기술 수출 기반 축적에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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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제1절 환경방호를 위한 선량 평가 프로그램 

1. ERICA tool 

(http://www.project.facilia.se/erica/download.html) 

ERICA tool은 육상생태계 민물 및 해양 동식물의 방사선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 

해 EU의 ERICA project를 통해 개 발된 평 가 프로그램 이 다. 

2. RESRAD-BIOTA 

(http://web.ead.anl.gov /resrad) 

RESRAD-BIOT A는 미 국 DOE의 요청 으로 ANL(Argonne Naltional Lab')에 의 

해 개발된 육상생태계 및 수생 및 양서류에 대한 방사선 선량을 게산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하여 EU의 ERICA tool과 함께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EA R&D 128 

(http://www.environment-agency .gov.uk) 

EA R&D 128은 영국의 환경청이 Natura 2000 천연보존 구역의 환경 규제를 수 

행하기 위해 개발된 MS excel 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ERICA tool에서 지원 

되지 않은 방사선 노블가스의 생태계 위해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 

가 일반에게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적용 방법 및 결과가 논문에 발표되고 았다. 

4. SADA 

(http://www.tiem.utk.edu/ - sada/index.shtm) 

SADA는 미국 EPA와 US!NRC 요청으로 University of Tennessee에 의해 개발 

된 Spatial Analysis and Decision Assistance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비방사선 

물철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방사선 물질에도 적용 가능하다. 

제 2절 데이터베이스 (DB) 

1. FREDERICA 

(frederica -online.org) 

EU의 F ASSET project는 야생동식물의 방사선 노출과 그들의 생물학적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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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합적인 데이터를 생산하였는데 그것이 FRED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FRRED 

데 이 터 베 이 스가 FASSET 후속으로 수행 된 ERICA project에 더 욱 확장되 어 

FREDERICA 데이터베이스로 변경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수행중인 EU의 

PORTECT project, UN의 UNSCEAR에 의해 사용되었다. 

2. Wildlife Transfer Database 

(http://www.wildlifetransferdatabase.org/) 

IAEA 국제공동연구 EMRAS2, Working Group 5에서는 lAEA TRS를 발간하기 

위한 야생동물의 핵종 전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영 

국과 노르웨이가 합동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IUR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제 3절 EU projects 

1. PROTECT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lonizing radiation in a 

regulatory context) 

EC EURA TOM frame 6에 의해 지원되는 PROTECT 프로젝트는 환경방호를 

위한 규제 기준 설정 (threshold dose rate)을 개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노르 

혜이， 스혜덴이 참가하고 있다. 

2. ERICA (Environmental Risk from lonizing Contaminants: Assessment and 

Management) 

EC EURATOM frame 6에 의해 지원된 사업으로 환경방호를 위한 비인간종 선 

량 평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decision making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RICA 

tool은 이 사업의 결과물이다. 주요 참여국은 스웨멘，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 

다. 

3. FASSET (Framework for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Impact) 

EC EURA TOM frame 5에 의 해 지 원된 λ}업 으로 ERICA project 전단계 사업 이 

다.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기본 요소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사업에서 데이 

터베이스 FRED가 생산되었으며 ERICA tool의 기본 구성 요소인 참조동식물， 선량 

환산인자， 전이계수 등이 생산되었다. 

4. EPIC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lonizing Contaminants in the Arctic) 

유럽의 극지방에 사는 육상 및 수생 동식물에 대한 비인간종 선량 평가 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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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업이다. 

제4절 국제기구 활동 

1. IAEA/EMRAS 

(http://www-ns.iaea.org/projects/emras) 

IAEA EMRAS (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 국제공동연구가 1 

단계 (2004-2007)가 완료되었고， 후속적으로 2단계 (2009→2011)가 현재 진행 중이다. 

EMRAS는 방사선안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working group이 있으며， 본 과제와 관 

련 이 있는 것 은 Reference Approaches for Biota Dose Assessment Working 

groups로 다음의 3개 세부 groups 로 구분된다. 

- Biota Modeling groups 

- Wildlife Transfer Coefficient Handbook 

Biot Dose Effects Modeling 

2. IAEA/TRS-472 

2003 년부터 5 년 간 가동된 IAEA의 EMRAS 프로그램에서는 TRS-364 (IAEA 

가 1994 년에 발간한 육상생태계 핵종 이동인자 handbook) 개정을 위한 working 

group (이하 TRS-364 분과)이 조직되었고 그 활동 결과로서 새로운 handbook, 즉 

TRS-4727} 2010 년에 출간되 었다. KAERI도 TRS-364 분과에 참여 하여 과거 20 

여 년에 걸쳐 축적해 온 농작물 핵종 이동인자 값을 발표·제공하였다. KAERI 자료 

의 대부분이 TRS-472와 관련 기초서 TECDOC-1616에 반영되었다. 

3. ICRP publication 103(2007) , 108(2008) 

최근 ICRP는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방호를 위해 비안간종의 방사선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한 평가의 기본 frame을 제공하기 위하여 참조동식물 개념과 함께 12종 

류의 RAPs(Reference Animals and Plants)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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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체/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 
o 환경 지표 방사능 신속분석 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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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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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모률식 자동분리 장치 운영 표로그램 개발 

0 모율식 자동 Tc-99 분리기 및 5r-90 분리기의 현장시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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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LL.. 

환경 지표 방사선/능 분석기술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 .!:극 
-, ~ 

원자력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민들의 방사선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 

어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방사선환경 모니터링 기술이 요구된다. 뿐만 아 

나라 새로운 원자력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핵종이 대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사능 분석기술이 펼요하다. 서울 연구용 원자 

로 2호기의 해체사업이 추진되었고 경주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됨에 따라 

해체폐기물에 포함된 핵종과 처분장 부지주변 감시 핵종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이들 

방사능에 대한 분석기술이 국내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펼요 

하다. 그리고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시설의 사고나 방사능 테러 위협에 

대비한 방사능방재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설시간 방사선 측정기술이나 방사능의 신속 분석기술 개발이 펼수적이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환경 지표 방사선/능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이 

며 세부 목표는 1) 해체/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 2) 환경 지표 방사 

능 신속분석 기반기술 개발 3)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이다. 

ID.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0 해체/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 

추출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해체/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리 및 전처리 방법 

수립 

- 1CP-MS, LSC, LEGe detector 분석시 불확도요인 분석 및 최소검출한계 분석 

) 지 표 방사성 핵 종CFe-55， Ni-63, Tc-99, 1- 129) 모의 시 료를 이 용한 분석 방법 

최적화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 핵종 분석 방법 현장시료 적용기술 수립 

- 고온연소로와 액체섬광 계수법을 이용한 지표 방사능CC-14， H - 3) 분석기술 

수립 

방사성 연소 기체 포집 공정 및 포집 장치 개발 

해체폐기물(콘크리트 금속시료 동)에 적용기술 수립 

0 환경 지표 방사능 신속분석 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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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표방사능에 선택성을 가진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칼럼 고정상/추출제 제 

조 방법 수립 

- 고정상 및 추출제 특성 평가 

- 환경 지표 방사성핵종 자동 분리를 위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상세 설계 

- 자동분리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제작 

LabView를 이용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자동분리 성능평가 

0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 

- 원격 환경감시를 위한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측정시스템 상세개념 

설계 

- 현장 방사선 신속평가를 위한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측정 · 분석시스템 

구축 

- 지리정보 동조된 환경방사선량 지도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N. 연구개발결과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 결과로 해체 지표 핵종인 ~e 

와 없Ni 분석법은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과 액체섬광계수기를 이용한 방법을 개발하 

였다. 철공침법으로 Fe와 Ni을 분리한 후 똥Fe의 순수분라는 DIBK 수지를， 쩍애i 순 

수분리는 DMG 수지를 사용하였다. 처분장 지표 핵종인 99Tc와 1291의 분석은 99Tc 

의 경우 TEVA 수지로 분리하는 방법과 음이온교환수지와 용매추출로 분리하는 방 

법을 모두 확립하고 99Tc의 계측은 액제섬광계수기나 1CP-MS을 이용하였다. 1-129 

분석법은 산화·환원 과정과 음이온교환수지로 요오드를 순수분리한 후 파라륨 침전 

을 얻고 시료중 1잃I의 낮은 감마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표 핵종 분석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환경 시료 및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분석 전문기관인 영국 GAU 

-Raclioanalytical과의 MOU를 체결하여 기술 및 인력 협력을 도출하였다. 모의시료 

를 이용하여 분석법을 시료별로 최적화하였는데 해체 콘크리트에 ~e와 63Ni 추적 

자를 첨가한 모의시료를 분석한 결과 상대오차 3% 이내에서 spike한 농도와 잘 맞 

음을 알 수 있었다. 처분장 지하수에 99Tc와 1291 추적자를 첨가한 모의시료를 분석 

한 결과 99Tc는 상대오차 3%이내에서 1291는 상대오차 10% 이내에서 잘 맞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확립된 분석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영국의 표준기관인 NPL에서 주 

관하는 국제 교차분석에 참여하였고 똥Fe와 액이， %Tc와 l정I 방사능 분석 모두 1n 

Agreement의 결과를 얻었다. 각 핵종의 분석시 사용되는 계측기인 액체섬광계수기 

와 1CP一MS ， LEGe 검출기에 대해 확장 불확도를 도출하고 검출기의 최소검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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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였다. 확립된 분석방법은 실제 서울 연구용 원자로 2호기 해체 콘크리트 

에 대해 적용하였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내외 환경조사 지점에서 채취한 지하 

수에 적용하였다. 고옹연소로와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고제시료중의 3H와 14C의 

분석 볍을 확립하였다. 고온연소 및 산화된 3H는 질산용액으로 14C는 Carbosorb를 

사용하여 동시에 포집하는 장치를 제조하였다. 연소조건은 일반 콘크리트 시료는 

500 oc 에서 bíosheíld 콘크리트는 900 oc 이상으로 최적화하였다. 그리고 spíke한 시 
료에 대해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3H는 상대오차가 7% 이내에서 분석되었다. 

환경 지표 방사능 신속 분석기술 개발은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칼럼용 수지의 특성 

을 평가하였는데， 똥Fe와 63Ni의 경우는 Pre- filter 물질과 DffiK나 DMG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이들 물질이 방해 이온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을 확인하였다. 부가적으로 

의료용 예ilormTc generator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 추적자로 ~c 

의 활용성을 높였다.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 99Tc를 자동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모률식으로 칼럼모률에는 감마선검출기를 장착하 

였고 동시에 4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근거로 모율식 자동 

Tc • 99 분리기 시제품 (MARS Tc-99)을 제작하였는데 본 개발품은 99Tc를 최소 부 

피로 분리가능하고 99Tc에 대해 선택적이며 분리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각 모 

률을 쉽채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작업량과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다.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은 LabView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한 화변에서 사용자가 모든 파라미터를 압력하여 장치를 제 

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모률식 자동 Tc-99 분라기는 특허출원하였으며 운영프 

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였다. Tc-99 자동분리 장치를 개선하여 모률식 자동 

Sr-90 분리기 (MARS Sr一9이도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기포 제거 칼럼을 추가하였 

고 방사선검출기는 장착하지 않았으며 핀 커넥터 방식의 전기배선을 하였다. 이들 

자동 분리장치를 현장시료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로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주변 지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화학수율은 평균 96%로 얻 

어졌으며 분석시간은 중력흐름의 경우보다 5배 줄일 수 있었다. 모률식 자동 Sr-90 

분리기는 IAEA에서 주관한 사고시 우유시료중 90Sr 신속분석 프로그램 수행에 활 

용하였다. 우유중의 90Sr을 76% 이상의 수율로 분리하였고 분석기간은 8시간으로 

목표에 달성 할 수 있었다.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으로 다기능 환경방사선량률 측정 시 

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들 시스템은 상온에서 사용가능하고 소형인 3" x 3" 

NaI(Tl) 검출기를 사용하고 GPS 가능을 탑재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 · 무선으로 데이터 수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동하면서 측정한 방사선량률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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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방사선 준위 등고선 매핑이 현장과 본부에서 실시간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들 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위해 원자력연구원 주변과 

대전시내 지역에 대해 실시간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지라정보를 이용하여 방사선 

준위 분포를 매핑해 보았다. 이때 측정 지점의 위도， 경도 및 방사선량률 데이터 수 

는 8,000 - 12 ，000개 였으며 방사선량률 값들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색 

상으로 표시되어 환경방사선량률의 확인이 가시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졌다. 

대전지역의 전반적인 방사선 준위는 7 uR/h - 12.5 uR/h 로 전국 자연방사선량률 

범위내였고 자연방사선량률이 약간 높은 지하차도 등을 등고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처분장 지표 핵종 99Tc와 129r 분석기술은 현재 경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 

지주변에 대한 운영전 환경감시를 위한 지하수 시료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해체 

폐기물중의 똥Fe와 없Ni 분석기술 및 3H와 14C 분석기술도 서울 연구용 원자로 해체 

사업시 다량 발생된 콘크라트 시료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고체 시료중의 3H와 14C 

분석기술은 원자력발전소 발생 고체폐기물인 폐수지， 폐유， 페활성탄， 폐토양 등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들 적용기술 개발을 2011년에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방사 

능 감시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산업체에 분석기술을 지원하여 국가적인 감 

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 분석에 대한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방사능분석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 

능의 신속 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방사선량률 측정 시스템은 방사능 재난시 요구되 

는 필수 기술로 실시간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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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Analytical techniques of indicator radionuclide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11. Objectives and Necessities 

Development of the analytical techniques for new indicator radionuclides is 

needed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the new nuclear facilities such as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s. 

Development of the automated seperator for fast analysis of the radionuclides 

and multi-functional system of radiation measurement are also needed for the 

radioactivity emergencies. 

111. Scope and Contents 

Development of the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indicator radionuclides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s 

Optimization of the developed methods by appling it to the dismantled 

concrete and groundwater samples. 

- Development of the automated separator system and software for the indicator 

radionuclides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developed system by appling it to 

environmental samples. 

Development of the multi -functional system of environmental radiation 

measurement based on GPS data. 

Development of the software for the contour mapping of environmental 

radiation. 

IV. Results 

Analytical method of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combined with extraction 

chromatography for 또Fe and 63Ni radioactivity analysis was established. This 

method is to be adapted for concretes generated from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For the analysis of 99Tc in the groundwater arou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techniques containing TEV A resin separation and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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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ntillation counting was developed. The method containing anion exchange and 

solvent extraction and 1CP-MS measurement was also established. The 

oxidation-reduction methods and precipitation with palladium were adapted for 

separation of 1잃1 in groundwater. 1• 129 radioactivity in the precipitates was 

measured by using low-energy gamma spectrometer. Analytical procedure using 

high-temperature fumace and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was established for the 

analysis of 3H and 14C radioactivity of dismantled concrete. 

Optirnization of the developed methods was performed by analyzing the tracer 

spiked samples of dismantled concrete and groundwater. The relative eπors of 

spiked radioactivity and measured one are below 10%. For the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methods, we joined the intemational performance test organized by 

NPL.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test are "ln Agreement" for 6 indicator 

radionuclides. These analytical method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radioactivity the dismantled concrete generated from decomrnissioning KRR-2 

and groundwater around disposal site of Gyeongju. 
99rn 90 Design of the automated separator system for ""Tc or vvSr were performed. 

This separator is modular type and 4 separation column and 4 gamma-ray 

detector are installed. The automated separator system for Tc-99 (MARS 

Tc-99) was made up and used for the routine 99Tc analysis of groundwater 

around the disposal site. This seperator can reduce the volume of elution and 

time for separation. Software program for the operation of the automated 

separator was developed and revised. This could input and control all parameter 

the separator easily on main screen. The automated separator system for Sr-90 

(MARS Sr-90) was also produced and used for the rapid analysis of 90Sr 

proposed by IAEA. This automated system was applied a patent. 

The system of the multi-functional environmental radiation measurement 

based on GPS data was developed. The software for the contour mapping of 

environmental radiation was also developed. By using this system and software, 

the contour map of environmental radiation around Daejeon city was produced. 

V. Plan for Application of th Results 

Contribute to the analysis of the indicator radionuclides on decomrn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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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 to the analysis of the solid samples from a reactor decommissioning. 

-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analysis of the indicator radionuclides and 

transfer the techniques to the industries. 

- Apply to the rapid analysis of radionuclides in radioactivity emergencies using 

the automated seperator. 

Apply to the assessment of contaminated area using muti-functional system 

on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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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절 연구개발 펼요성 

원자력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방사선환경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 

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고도화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민들 

의 신뢰를 높여 원자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공인된 

방사선/방사능 모니터링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원자력시셜의 건설 및 운영 

에 따라 새로운 관심 핵종 및 주요 핵종이 대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사능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로 확정된 

이후 처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 예비 조사가 추진되어 왔다. 앞으로 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이 정상 운영되면 방사선환경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가 이루어질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 조사는 기존의 원 

자력시설 주변에서와는 달리 처분장의 장기적 운영 및 사고시 지하수와 함께 유동 

할 가능성이 높은 핵종인 없Tc와 1~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방사선환경 조 

사 계획서 승인시에도 국내에 이들 핵종의 분석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 

한 새로운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감시해야 할 새로운 핵종이 대두하게 되며 

이에 대한 분석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서울 연구용 원자로 2호기의 해체 사업이 1997년에 시작이 되어 2008년에 마무리 

되었다. 해체 작업시 생성되는 다량의 폐기물에 포함된 방사능 분석의 필요성도 대 

두되었고 이들 폐기불에 의한 환경오염도 우려되었다. 원자력시설의 해체시 생성되 

는 방사성폐기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콘크리트와 금속류이다. 이들 해 

체 콘크리트에는 감마핵종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성분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베타 핵종들이 많은데 이들중 대표적인 핵종이 3H, l4C, 또Fe， 63Ni 이다. 원 

자력시설의 경우는 물시료에 대한 3H. 14C에 대한 방사능 분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고체 시료중의 3H. 14C 방사능 분석 기술은 국내에서 확보되어 있지 않 

다. H-3과 14C의 경우는 해제 시료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고체폐 

기물에도 다량 포함되어 산업체에서 분석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Fe-55와 63Ni의 

경우도 국내에 분석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핵종들은 분석이 어려운 

난분석 핵종으로 국내 분석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원자력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시설 사고 및 방사능테러 위협의 현실화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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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능방재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원전 증설， 북한 핵실험 등 방사능 재난에 대 

한 국민의 관섬도 증가하고 있다.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비상대 

응， 비상진료 뿐만 아니라 환경방사선 감시기술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방 

사능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의 신속 분석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사능 감시기술은 시료의 체계적인 전처리 및 첨단장비의 활용이 요구되므 

로 전문성이 높으며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기술 자립 및 지속성이 요구 

되는 사업이다. 

제2절 연구개발 목표 

본 과제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환경 지표 방사선/능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이 

며 세부 목표는 1) 해체/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 2) 환경 지표 방사 

능 선속분석 기반기술 개발 3)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이다. 

제3절 연구개발 내용 

년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년도 (2007년) 

0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개발 

추출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해체/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Fe-55, Ni-63, 

Tc-99) 분리 및 전처리 방법 수립 

- 1CP-MS, LSC, LEGe detector 분석시 불확도요인 분석 및 최소검출한계 분석 

O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칼럼 고정상/추출제 성능개선 및 분리능력 평가 

- 환경 지표방사능에 선택성을 가진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칼럼 고정상/추출제 제 

조 방법 수립 

고정상 및 추출제 특성 평가 

0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념기술 개발 

• 원격 환경감시를 위한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측정시스템 상세개념 설 

겨1 

2.2차년도 (2008년) 

0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현장시료 적용 및 분석법 최적화 

- 지표방사성 핵종(Fe-55， Ni-63, Tc-99, 1-129) 모의시료를 이용한 분석방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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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 현장시료 적용기술 수립 

0 환경 지표 방사성핵종 자동 분리를 위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환경 지표 방사성핵종 자동 분리를 위한 추출크로마토그래펴 시스템 상세 설계 

자동분리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제작 

0 다기능 환경방사선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구축 

현장 방사선 신속평가를 위한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측정 · 분석 시스 

템 구축 

3. 3차년도 (2009년) 

0 해체 폐기물(콘크리트 금속시료 등)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개발 

고온연소로와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지표방사능(C-14， H-3) 분석기술 수립 

- 방사성 연소 기체 포집 공정 및 포집 장치 개발 

- 해체폐기물(콘크리트， 금속시료 둥)에 적용기술 수립 

0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성능 

평가 

- LabView를 이용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자동분리 성능평가 

0 원격 환경감시를 위한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 개발 

지리정보 동조된 환경방사선량 지도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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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국내외 기술개 발 현황 

제 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해제폐기물 

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 핵종 eH, 14C, 똥Fe， 63Ni, 4l,45Ca 36Cl 등)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고 해체시 발생하는 다양한 시료에 적절한 전처리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댄마크 등의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분 

석이 어려운 핵종들 (99Tc. 1291 등)의 분석법을 개발 중이며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되 

어 있는 분석법이 알려지지 않은 핵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았다. 

환경 및 폐기물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는 고전적인 화학분리 방법을 벗어나， 핵종 

선택성을 갖는 다양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 Eichrom 사는 

핵종분리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분석법을 개 

발하고 았다. 장반감기 방사성 핵종에 대하여 기존 분석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 

도 있는 극미량/극저준위 분석을 위하여 고분해능질량분석기술(HR-1CPMS)을 이용 

한 동위원소 분석관련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1SO, 일본과기청 등은 방사능 분석절차서를 수립하고 일정 기간 간격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음. 선진분석기관에서는 자체 분석기술개발 및 품질보증 체제(ISO/IEC 

17025 standard)를 확립하여 국제공언을 인정받고 있다. 

환경시료중 감마핵종 분석기술 분야에서는 극미량/극저준위 감마방출제를 검출하 

기 위한 역동시차폐회로 기술을 도입한 극저준위 감마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 

며， GPS 정보를 포함한 환경방사능 측정용 HPGe 시스템이 상용화(CANBERRA)되 

어 있으나 액체질소를 사용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상온에서도 감마핵종 

검출이 가능한 CZT(Cd-Zn-Te) 반도체 검출기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시간 알파， 베타， 감마 연속분석 장치는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지속 

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 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환경시료 중 고전적인 화학분리 기술과 알파스펙트로메트리 기술을 확보하여 우 

라늄，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분석하고 토양시료에 축차분석기술 적용하여 Pu, Sr 및 

Am 순수분리 기술을 수립하고 환경시료 중 베타핵종인 89srfOSr 동시분석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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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였디.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원자력시설 해체 지표 핵종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환경감시 난분석 핵종의 분석방법이 개발된 바 없고 본 과제에서 주도적으 

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선진국의 다양한 연구에 비하면 국내 연구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방사능 분석 시간과 과도한 작업을 줄이기 위해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자동화 

하는 연구는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시작단계에 었으며 국내에서도 본 과제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이들 기술은 방사능 재난시 요구되는 환경 방사능의 신속 분 

석의 필수 기술이다 

본 과제에서는 품질보증 체계(ISO!IEC 17025 Standard)를 환경방사능 분석에 적 

용하여 KOLAS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추가 개발된 분석방법에 

대해 국제공인을 확대할 예정이며 외국의 표준기관과의 교차분석 둥을 통해 분석기 

술을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었다. 

방사능 재난시 방사능 확산 예측의 신뢰도 향상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시간 

환경지표 방사선/능의 고도화된 모니터령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그중에서 설시 

간 환경방사선 연속분석 장치의 유선 데이터 전송기술은 국내 원자력시설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무선 데이터 전송기술은 본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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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해체/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 

1.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개발 

가. 추출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해제/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리 및 전처리 

방법 수립 

(1) 원자력시설 해체 지표방사성 핵종(Fe-55， Ni-63) 분석절차 개발 

지표방사성 핵종 ~e와 쩍-.J'i의 특성: 원자력시설 해체 지표방사성 핵종인 

~e와 63Ni은 철과 니켈의 안정 동위원소가 방사화되어 생성되는 핵종으로 핵실험 

에 의해 환경 중에 존재할 수 있다. 핵실험의 경우는 무기 제작 물질과 주변 토양 

에 철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방사화에 의해 핵실험 낙진이나 핵실험 주변 환경에 
똥Fe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에 의하면 1961년과 1962년 사이에 있었 

던 지상 핵실험 결과로 환경 중에 누출된 똥Fe가 2x1018 Bq로 예측되었다[1].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을 구성하는 금속재질이나 콘크리트에도 철과 니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도 이들 핵종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이 있다. 영국의 경우 Sellafield 재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내의 ~e 함량이 

2xlOlO Bq, 63Ni 함량이 2.7x1011 Bq로 보고된 바 있다[2]. 

표 1에 철과 니켈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성을 나타냈다. 철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e와 59Fe가 존재하는데 ， ~e는 반감기가 2.74년이며 X→선 영역인 5.9 keV 에너 

지를 갖고 있다 59pe는 자연존재비가 0.3%로 매우 낮으며 않Fe이 방사화된 것으로 

반감기도 44.5일로 짧고 1099와 1292 keV의 감마에너지를 갖는다. ~e의 분리시 

59pe도 공존하여 같이 분리되지만 에너지 차이로 구분이 가능하다. 니켈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5힘i， 잃Ni， 65Ni가 존재하는데 짝이의 반감기는 7.6x 1Q4년이며 x-선 영역 

인 6.9 keV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없Ni은 반감기는 99년으로 길며 순수한 베타 핵종 

으로 65.9 keV의 에 너 지 만 갖는다. ~i는 1116과 1482 keV의 감마에 너 지 를 가지 냐 

반감기가 2.5시간으로 매우 짧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분석대상이 되는 

중요 핵종은 또Fe， 59Fe, 5혐i와 현ü인데 이중에서 59pe는 감마에너지를 이용한 스펙 

트로메트리로 측정할 수 있다. 그라고 Fe-55와 5~i는 X→선 스펙트로메트리로 측정 

가능하나 검출한계가 높고 화학적 전처리가 필요하다. Ni-59와 않Ni은 가속기 질량 

분석법으로 분석한 예가 보고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방사능 분석은 화학적 전처리를 거쳐 순수하게 분리한 후 낮은 에너지를 측 

정할 수 있는 액체섬광계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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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철과 니켈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성 

Thermal Gamrna 
Stable % neutron Activation Decay 

Beta Emax 
cross H머f life (yield) 

energy 
isotopes Abundance sectlOn product mode 

keV 
(yield) 

(b따ns) keV 

X- rays 
54Fe 5.8 2.25 5~e 2.735 y EC 5.89(8.2%) 

5.90(16.3%) 

132(1.3%) 
1α꺼(56.5%) 58Fe 0.28 1.15 5~e 44.502 d β 'g' 275(45.3%) 

467(53.1%) 
1292(43.2%) 

X-rays 
58Ni 68.077 4.6 5~i 7.6x104 Y EC/β+ 6.92(10.0%) 

6.93(19.8%) 

62Ni 3.634 14.2 63Ni 99 y β 65.9(100%) 

655(28.1%) 
1116(14.8%) 64Ni 0.926 1.5 6~i 2.5 h βx 1021(9.8%) 

2137(60.7%) 
1482(23.5%) 

철과 니캘의 안정 동위원소들은 원자력발전소의 구성 재질이나 건물 콘크리트 등 

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표1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55Fe와 63Ni은 이들 안정 

동위원소틀의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55Fe와 63Ni은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원자로 건물의 콘크리트 속에 

도 존재할 수 었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폐기물을 자체처분하기 위해서나， 중 ·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환경 감시를 위해서도 ~e와 63Ni의 방사능을 측정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표방사성 핵종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화학적 분리 

를 통한 전처리기술을 필요로 한다. 

1차년도에서는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과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하여 고체 시료중 

의 5~e와 63Ni 방사능을 한 시료로부터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분석 절차를 확립 

하고， 연구로의 해체시 발생되는 방사화된 콘크리트 폐기물에 적용하여 분석방법의 

설용성 을 확인하였다[5， 6]. 

지표방사성 핵종 또Fe와 63Ni의 분석 절차: 지표방사성 핵종 ~e와 63Ni 분석 절 

차의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분석에 대한 절차도는 그림 l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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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시료 
: Spiked (1racer). 시료. Blank(회수율: Fe. Ni Carrier 첨가) 

암모니 아 용액으로 침전 pH 4-5 

침전 Fe(OH)3 

8MHCI로녹임 

음이온교환 수지 (에이 HN03el따e) 

DIBK resin (w따er elute) 

LSC 거|측 

stable FelNi 측정 : ICP-AES 

윗용액 Ni 

Sodium citrate. pH 8 

* 
DMG resin (뻐 HCI elute) 

Co Carrier 첨가 

픔이온교환 수지 (없 HCI elute) 

그림 1. 지표 방사성핵종 ~e와 63Ni 화학분리 및 분석 절차도 

일정량의 콘크리트 시료를 HCl : HN03 (3:1) 혼합용액에 넣고 안정동위 원소 Fe 

와 Ni 1 mg 정도를 화학적 수율 추적자로 넣는다. 용해된 시료를 원섬분리 후， 윗 

용액에 암모니아 용액을 첨가하여 용액의 pH를 4-5 정도로 조정하여 Fe를 모두 

침전시킨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Fe(침전물)와 Ni(윗 용액)을 분리한다. Fe 침전 

물을 산으로 녹인 후 음이온교환수지 칼럼을 통과시켜 방해 이온들을 제거한 후， 

DIBK (di-isobutyl ketone)를 Eichrom 사의 prefilter에 도포시켜 만든 추출 크로마 

토그래피를 이용하여 Fe만을 분리 정제시킨다. Ni를 함유한 윗 용액은 prefilter 

(Eichrom)에 DMG (dimethylgyoxime)를 도포시켜 만든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을 통과시켜 Ni만을 분리 정제시킨다. 분리 정제된 55Fe와 63Ni은 섬광용액 (ultima 

gold AB, gold star)과 혼합한 후 액체섬광계수기 (Quantulus 1220)로 방사능을 측정 

한다. 자세한 절차를 아래에 순서적으로 설명하였다. 

(가) 콘크리트의 용해 및 침전 

테프론 바이커 (100 mQ)를 시료수만큼 준비하고 추가로 2개를 준비하였 

다. 각각의 바이커에 콘크리트 시료 0.25 g을 넣고 정확한 무게는 기록해 두었 

다. 추가 비이커중 한개는 Spiked 시료로 콘크리트를 0.25 g 측정해 넣고 남은 

비이커 한 개는 Blank용으로 사용하였다. Spiked 시료와 다른 시료 비이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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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고 Blank 시료에는 Fe 담체와 Ni 담체를 

Spiked 시료에는 55Fe와 63Ni 표준선원의 희석용액을 

기록해 두었다. 사용한 55Fe 희석용액의 

희석용액의 비방사능은 79.6 Bq/g이었다. 시료 

첨가하고 가열판에서 (60 oc 정도) 시계유리접시를 

가열하여 콘크리트를 녹여내었다. 녹여낸 용액은 원심분리 튜브에 

3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섬분리하였다. 원심분리한 상층액은 50 ml 용량 

각각 1 

각각 

정확히 1 ml을 Ni 담체 

ml씩 

비방사능은 

비이커에 

2시간정 

서
 
라
 

겨
 

플
 

오
래
 

덮고 

그리고 

무게를 
63.,., 

1'IJ 1 

첨가하고 

22.3 Bq/g 이 었고 

넣었다. 

왕수 20 ml을 

g씩 

도 

1 

하
 8 

리
 

를
 

분
 
피
 

심
 

부
 

원
 

-
후
 

인
 

노
「
 

콘크리트 잔유물은 왕수로 다시 한 번 

추가하였다. 상층액을 모은 용량플라스크는 나머지 

남은 옮기고 스크에 

여 용량플라스크에 

PE 취해 1 ml을 정확히 옮긴후 비이커에 새로운 채웠다. 이 용액을 M HCl로 

:ζ __,__ 희석한 후 ICP-AES 분석을 실시하여 

위 한 Fe/Ni-initial). 위 의 과정 

vial에 옮기고 증류수를 20 ml 되도록 

Fe와 Ni 함량을 측정하였다 (안정 Fe 분석을 기 

증발건 마
다
 

추가하여 용액을 행군 용량플라스크를 용액에 남은 49 ml의 에서 

__Q_ 
i!1J 

침전이 생기는 

진한 암모니아 용액을 0.5 ml 

녹인후 원심분리 튜브에 

확인하였는 것을 

다시 건고물은 8 M HCl 2 ml로 

갈색 넣어 진한 암모니아 용액을 

고시켰다.그리고 

겼다. 여기에 

데 침전이 생성되는 것은 pH 4-5이다. 초기에는 

암모니아 용액을 상태였다가 소멸되는 생성되었다가 갈색침전이 첨가하면 씩 

암모니아 20% 이때부터는 소량 생겼다. 。).-::-1
"종J.!.. 소멸되지 추가로 넣으면 침전이 

용액을 1-2 방울씩 확인하였다. pH가 5 이상이 되 pH를 넣으면서 조샘스럽게 

노란색이 이때 상층액에 분리하였다. 상층액과 침전을 설시하여 원섬분리를 면 

남아 있으면 암모니아 용액을 추가로 가하여 침전을 분리하였다 

이용한 Fe 순수분리 

진하게 

(나)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침전 과정에서 얻어진 

채우는 하부 (DO.9 xH9.3 cm)로 구성되며 유리 재절로 제작하 

충진과 용액의 용출은 인위적으로 유량을 조절하지 않았고 중력에 

하였다. 준비된 칼럼에 음이온교환수지 (Bio-RAD사， 

1-XB)를 5 cm 높이로 채우고 8 M HCl로 컨디션닝한 후 침전을 녹인 용액을 

8M 

위해 

녹이고 

크로마토그래피법을 

HCl 4 ml로 진한 

::;;<‘ == 
I곧! 

Fe(OH)3 침전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음이온교환과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칼럼은 용액을 

HCl 10 ml을 

상부 (D2.7 x H8.0 cm) 담는 칼럼을 

으E
 

로
「
 

질
 

도
 

매
 
의
 
되
 

L
>

커
n
 

팎
 켈
 멘
 

분
 
、
다
μ
 

해
 

와
 
였
 
의
 

서는 

AG 

통과시킨 후 8 M HN03 20 ml로 통과시켰다. 8 M HCl 20 ml을 칼럼에 칼럼에 

녹였다.그리고 

컨디션닝하였다. 증발건고 

넣은 후 9 M HCl 10 ml을 통과시킨 

후 9M HCl 5 ml로 증발건고 용액은 용출시켰다.용출된 

수지로 

Fe를 

묶
 

즈
 

<
]-

후
 

HCl로 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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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칼럼을 

칼럼에 

DIBK 

후 산으로 녹인 용액을 

제조된 



남은 넣고 ml 용량플라스크에 50 용액은 용출시켰다. 용출시킨 Fe를 10 ml로 

1 ml을 옮긴 후 정확히 

분석을 

바이커에 이 용액을 채웠다. 그리고 부피를 8 M HCl로 

취해 실시 희석희석한 후 ICP-AES 20 ml로 증류수로 L--l -::-l 
종~ PE vial어l 

비 위한 Fe-final). 위의 과정에서 Fe 분석을 측정하였다(안정 Fe 함량을 하여 

다시 동 
r 떨어뜨린 。-E 

랩
 

며 
:;7ç 수

 
’ 왕

 
증발건고시키고 49 ml을 용액 남은 이커에 

_Q_ 
i!P 계 측용 20 ml vial에 녹인후 건고물을 ml로 증발건고시켰다. 2 M H3P04 1 

2M 않으면 되지 무색으로 색이 용액의 이때 추가하였다. 증류수 2ml을 기고 

추가한 2 M H3P04 전체 용액 

혼합하 넣어 15 ml을 섬광제 

데 사용하였다. 

하고 

Gold AB 

무색이 되도록 

은 3 ml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였다. 이 용액은 LSC로 55Fe 방사능을 분석하는 

추가하여 H3P04을 0.5 ml씩 

(다)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Ni 순수분리 

침전 과정에서 분리한 상층액에 

1%암모니아 용액으로 pH가 8이 되도록 

1 ml 첨가하고 

암모 

1 M sodium citrate용 액 

1% 하였다. 제조한 DMG 수지에 

-
후
 

흘린 암모니아 용액을 1% 채우고 높이로 4 cm 컬럼에 넣어 니아 용액을 

것 변하는 펑크색으로 。J 1=1 1=1，、1
-:?-!T l::C ....... 1 컬럼의 이때 넣었다. 조절한 상층액을 pH 8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6 M HCl 10 ml로 10 ml을 1% 암모니아 용액 확인하고 
。

E코 

-= 。넣고 Co 담제를 mg의 1 용출시킨 용액에 용출시켰다. (Co 존재시에는 Ni을 

음이온교환수지 그리고 녹였다. ml로 5 HCl M 9 건고물은 후 발건고시킨 

컨디션냥하고 9 M HCl로 준비하여 높이로 3 cm (Eichrom 사， 1-X4) 칼 럼 을 

마
다
 

채운다.) 50 ml 

PE vial어1 

행군후 용출된 시료와 행굳용액 

HCl용액으로 

1 ml 취해 

9M 나머지는 

옮기고 정확히 

넣었다. 9 M HCl 5 ml로 

5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바이커에 

용액을 Ni 용출 

-
-
。

L--l -::-l 
송~ 용액을 용량플라스크의 

측정하 Ni 함량을 초기 실시하여 으
 
E 서

 「
분
 

희 석 한 후 ICP-AES 20 ml로 로
 묶

 남은 용액 49 ml 비이커에 

계측용 vial로 

Ni 분석을 위한 Ni-final). 위의 과정에서 였다(안정 

옮기고 .x. 01 동 
--, i.! r 1.2 M HCl 1 ml로 증발건고시 킨 후 건고물을 

。

E크 

경우 1.2 M HCl을 。'J...Q...
1극5" "코 녹지 완전히 건고물이 첨가하였다.이때 증류수 2ml을 

않아 총부피는 3 ml가 넘지 

혼합하였다. 이 용액은 

포함하여 -= 도프 /λ‘ o ìT T 녹이되 

섬광제 

첨가하여 추가로 0.5 ml씩 

첨가하고 ml을 15 Gold Star 야 한다. 그리고 

LSC로 63Ni 방사능을 사용하였다. 

츠정 。
흩
 

수l
 

데
 

학
 

는
 
화
 

하
 
하
L
 

석
 
L’ 

분
 

밖
 콘크리트 용해 용액 

포함되어 있는 안정동 

(라 ) ICP-AES를 

Fe와 Ni의 분리 전체과정에 대한 회수율은 시작단계인 

(Fe，이i-initial)과 최종단계 후의 용액 (Fe-final, Ni←final)에 

위원소 Fe와 Ni의 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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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초기용액과 최종단계 용액의 철 회수율 

Concentration of Concentration of 
Recovery 

Sample Fe- initial solution Fe- final solution 
(tJg/ml) (l1g/ml) 

(%) 

I-Blank 1.1 0.8 71.3 

I-TC22 49.1 46.7 93.2 

I-TC21 48.8 46.9 94.2 

I-TC8 51.3 49.5 94.6 

I-TC7 48.5 47.4 95.8 

I-TC6 59.0 55.4 92.0 

I-Spiked 44.0 41.8 93.1 

II-Blank 1.0 1.0 98.0 

II-TC5 61.5 62.8 100.1 

II-TC4 38.8 38.3 96.7 

II-TC3 62.9 60.4 94.1 

II-1311 56.5 57.7 100.1 

11-1054 3.4 3.4 98.0 

II-Spiked 58.1 56.0 94.5 

f 'inal conc 49 
* Recoverν(%) = × × 100 

tial conc. 50 

회수율 계산시에는 Fe이i-initial 용액 50 ml에서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해 1ml 

의 용액이 제외되고 나머지 49 ml로 최종단계까지 실험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보 

정이 펼요하다. 본 실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해체 콘크리트 시료에 대한 Fe와 

Ni 분리 과정 의 회 수율을 표 2와 3에 정 리 하였다. Fe/Ni-initial 용 액 에 포함된 Fe는 

시료에 따라 함량이 적은 경우는 3.4 μg/ml인 시료도 있으나 대부분 39 - 63 11 

g/ml 사이의 농도였고 Fe-final 용액의 Fe 함량도 Fe이i-initial 용액의 값에 가까운 

값이었다. Fe 분리과정에서는 I-Blank 시료만 제외하고는 모든 시료에서 회수율이 

92%를 넘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Fe이i-initial 용액중의 Ni 함량 

은 담체로 첨가해준 Ni농도와 비슷하여 해체 콘크리트에는 Ni 원소는 거의 포함되 

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Ni의 경 우는 I-TC22와 II-TC4 시 료는 43.6과 46.5%의 

회수율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시료는 62%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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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 초기용액과 최종단계 용액의 니켈 회수율 

Concentration of Concetration of 

Sample Ni • initial solution Ni-final solution 
Recovery 

(%) 
(llg/ml) (μg/ml) 

I-Blank 1.04 0.72 67.9 

I-TC22 0.99 0.44 43.6 

I-TC21 0.99 0.86 85.1 

I-TC8 1.00 0.88 86.2 

I-TC7 1.01 0.64 62.1 

I-TC6 1.02 0.73 70.1 

I-Spiked 1.01 0.71 68.9 

II-Bla따‘ 1.01 0.71 68.9 

II-TC5 0.97 0.79 79.8 

II-TC4 0.99 0.47 46.5 

II-TC3 0.98 0.82 82.0 

II-1311 1.00 0.81 79.4 

II-1054 1.01 0.96 93.2 

II-Spiked 1.02 0.85 81.7 

이러한 결과는 Fe를 수산화물로 침전시켜 Ni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용액중의 Ni 

도 Fe와 함께 침전되는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료중 Fe의 함량이 높아 

다량의 침전이 생성될 때 공침될 수 있는 Ni의 양이 많아져 Ni의 회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표 2와 3에서도 10개의 시료 중 II-1311의 경우 Fe의 함량이 낮은데 

Ni의 회수율은 93.2%로 가장 높은 값이 얻어졌다. 뿐만 아니라 침전분라시 용액의 

pH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침전의 완료 단계에서는 희석 암모니아 용액 1방울만으 

로도 pH값이 2정도 증가하여 종말점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침전 완료후 

측정한 용액의 pH값을 살펴보면 I-Blank, I-TC22, I-TC7, I-Spiked, II-Blank, 

II-TC4의 경우는 pH가 6.5와 7.5사이의 값이었고 냐머지 시료의 경우는 pH가 4.5와 

5.5사이의 값이었다. 이들 결과와 회수율 결과를 연관시켜보면 침전시 pH가 7부근 

으로 유지된 경우는 회수율이 70% 미만의 값이고 pH가 5부근으로 유지된 경우는 

회수율은 70% 이상이 얻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니켈의 회수율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Ni의 분리를 단계별로 확언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겠으며 그 중 침전 

과정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분리전 콘크리트 시료에 대해 Co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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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 대해 0.01 llg/ml로 나타나 Co도 거의 포함되어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55Fe와 63Ni의 방사능 분석 

Fe-55의 일정한 방사능에 2 M HJP04의 함량을 변화시켜 소광 정도를 달리 

한 일련의 시료를 제조하고 이들을 계측하여 시료의 SQP(E)값과 계측치 (cpm)을 얻 

었다. 계측치와 알고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효율을 계산하여 그림 2와 같이 SQp(E) 

에 대한 효율그래프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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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액체섬광계수기에 대한 ~e와 없Ni의 효율 곡선 

시료에 2 M HJP04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SQp(E)는 최대값으로 나타내 

었으며， 2M HJP04를 3.5 ml 첨가한 경우 SQp(E)는 최소 값을 나타냈다. 이들 데이 

터 를 2차 함수에 맞추어 효율보정 식 을 구하면 y = -0.001998x2 + 3.611x + 1571 가 

얻어졌고 이때 R2 = 0.9999 이었다. Ni-63의 효율그래프를 얻은 결과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63Ni의 일정한 방사능에 소광 정도를 달리하기 위해 1.2 M HCl의 함량 

을 변화시켰다. 시료에 1.2 M HCl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SQP(E)는 최대값을 나타 

냈고， 1.2 M HCl을 3.5 m1 첨가한 경우 SQp(E)는 가장 낮은 값이 얻어졌다. 이들 

데 이 터 를 2차 함수에 맞추어 효율보정 식 을 구하면 y = -0.0005660x2 + 1.116x 

475.2 가 얻어졌고 이 때 R2 = 0.9999 이 었다. 이들 식을 이용하면 계측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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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P(E)값으로부터 계측효율이 얻어진다. 

시료의 계측 값으로부터 55Fe와 63Ni의 방사능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am - CBK) 100 1 100 
Activity(Bqj이 - ---_:_c>-:-_-{\-~~~ X -표X 김X-R 

여기서 Csam = 시료의 cpm, CBK = 백그라운드의 cpm, E = 계측효율， m - 시료무 

게 ， R = 화학적 회수율을 나타낸다. 해체 콘크리트 시료에 포함된 또Fe와 없Ni의 방 

사능 분석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해체 콘크리트 시료의 또Fe와 63Ni 방사능 농도 

Radioactivity 
Spiked 

Radioactivity 
Spiked 

Sample 
of ~e 

radioactivity 
of 63Ni 

radioactivity 

of 또Fe of 63Ni 
(Bq/g) (Bq/g) 

(Bq/g) (Bq/g) 

I- Blank <0.035 <0.042 

I-TC22 0.20:t0.05 <0.243 

I- TC21 0.45:t0.06 <0.121 

I- TC8 2.03 :t0.1l <0.124 

I-TC7 5.25:t0.17 <0.175 

I-TC6 10.66:t0.25 <0.152 

I-Spiked 21.77:tO.l7 21.0 79.02:t0.31 79.6 

II-Blank <0.024 <0.039 

II-TC5 22.48:t0.35 <0.130 

II-TC4 43.76:t0.45 <0.221 

II-TC3 361.73:t1‘48 <0.125 

II-131l <0.126 <0.133 

II-1054 <0.097 <0.113 

II-Spiked 21.08:tO.l5 21.0 79.57:t0.29 79.6 

Fe-55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II-131l과 II-1054의 시료의 경우는 MDA이하의 

값이 얻어졌으나 II-TC3의 경우는 361 Bq/g의 높은 값이 얻어졌다. Spiked 시료 

의 경우 I-Spiked는 첨가한 추적자의 농도가 21.0 Bq/g 이었는데 결과로 얻어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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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은 21.8 Bq/g으로 3.7%범 위 에 있으며 , II-Spiked 시 료는 21 .1 Bq/g 이 

0.4% 범위로 매우 잘 맞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있는 63Ni의 방사능을 살펴보면 모 

든 시료에서 MDA이하 값이 얻어져 해체 콘크리트에는 63Ni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Spiked 시료의 경우 첨가한 추적자의 방사능은 79.6 Bq/g 이었으며 분석결 

과 얻어진 방사능은 79.0과 79.6의 값으로 매우 잘 맞음을 알 수 었다. 

얻어져 

시료로부터 

결과는 차후 

추출 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하여 해체 콘크리트 

55Fe와 없Ni 방사능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한 시료， 또는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환경 감시를 위한 시료 중의 닮Fe와 없Ni 방사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 

리고 이들 연구 결과와 경험을 활용하여 난분석 핵종인 ~e와 없Ni의 방사능 분석 

법을 해제 콘크리트외에 폐수지， 폐슬러지나 지하수 등의 시료에 대한 적절한 분석 

법의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가 

존재하 

(2) 방사성폐가물 처분장 지표방사성 핵종(Tc-99) 분석절차 개발 

지표방사성 핵종 99Tc의 특성 : 테크네륨-99 (99Tc)는 우라늄의 핵분열 생성물 

이며 ~o의 베타선 붕괴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99Tc는 최대 붕괴에너지가 294 

베타방출 핵종으로서 반감기가 213，000년이며 베타 붕괴 반응에 의해 

생성한다. 표 5에 테크네륨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특성을 나타냈다. 

Tc-99는 천연우라늄의 자발적 붕괴에 의해서도 일부 생성되나， 대부분의 99Tc는 

핵실험이나 원자로의 운영 및 원자력 재처리 설비로부터 대부분 생성되어 

환경으로 방출된다 99Tc는 산화분위기의 자연환경에서 주로 TC04- 상태로 

매우 안정하고 수용액 중에서 이동성이 매우 크다. 

샤
 
받
 

keV인 

99Ru를 

또한 TC04 는 며， 화학적으로 

유사성 때문에 환경에서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 

는 특정 이 있다[7， 8]. 

환경시료 중의 99Tc 분석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 

고 있다. 이들 방법들은 모두 이온교환이나 용매추출에 의해 99Tc를 농축 및 정제하 

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화학분리 과정에 대한 회수율은 Tc와 화학적 거동이 유 

사한 Re을 사용하여 무게측정법으로 결정하기도 하냐， 대부분의 경우 ~c나 

95mTc 등을 사용하여 감마핵종분석기로 측정하여 결정한다. 음이온교환수지만을 이 

용할 경우에는 99Tc 분석에 방해되는 핵종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용매 

추출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99Tc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추출크로마토 

그래피도 이용되고 있다[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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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테크네륨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성 

Decay mode Decay β Emax, ìí energy, Nuclides Half life product keV (yield) keV (yield) 

EC(95.8%) 204 (66%) 

찮믿C 710 (0.3%) 582 (31%) 95mTc 61 d IT (3.9%) 786 (9%) ß+ (0.3%) 835 (28%) 

97Tc 2.6 X 106 y EC 97Mo Mo X r6a6y%s -0.018 (66%) 

99mTc 6.01 h IT 99Tc 140 (90%) 

99Tc 2.l x 105 y β ~u 292 (100%) 

환경시료 중의 99Tc 농도 측정은 방사능 계측방법이나 절량분석법을 이용하고 있 

다. 방사능 계측방법은 기체비례계수법이나 액체섬광계수법이 사용되고 었다. 가장 

효과적으로 미량의 환경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추출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 

여 99Tc를 선택적으로 분리한 후 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고비용의 선택적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해야하며， 또한 고비용의 ICP-MS 장 

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액체섬광계수법은 기체비례계수법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저에너지의 베타핵종 분석에 편리하고 칠량분석방법의 검출한계와 큰 차이가 없으 

며，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환경중의 99Tc 일상적 분 

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Tc-99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의 순수 베타 핵종이지만 간 반감기와 산화분위기 

지하수 등에서 높은 이동성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장기보관과 관련해서 매우 관심 

이 높은 핵종 중 하나이며 월성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주변 방사 

선 환경 조사계획서에도 명시된 환경감시 핵종 중 하나이나[20] 아직까지 국내에서 

환경감시 목적으로 99Tc 분석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교환수지와 용매추출을 병행하여 99Tc측정을 방해하는 핵종을 제 

거하는 방법과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하여 지하수 중의 99Tc를 일상적으로 분석하 

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였다. 또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언 TEVA 수지를 이용하여 

99Tc를 순수분리한 후 ICP-MS와 LSC를 사용하여 99Tc를 정량하기 위한 절차를 개 

발하였다.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과 ICP-MS에 대한 지표방사성 핵종 99Tc의 분석 절차 개 

발: 토양 및 물시료에 적용하기 위하여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과 질량분석법 

(lCP-MS)을 이용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표방사성 핵종인 99Tc의 방사능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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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분석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때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은 TEVA 

CEichrom, 100- 150 때， 2 ml prepacked column)을 이 용하였고， 방사화학적 인 

과정에 대한 회수율 측정용 추적자로는 없-rvrc을 사용하였다. 기타의 시약들은 

용 고순도 제품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대한 절차도는 그림 3에 나타냈다. 

Vield Tracer 
99mTc, > 50kBq 

30 g-drV, 50011m sieving 

450 .C for B hrs 

1M HNOa(‘150 n씨 at 140.C for 6 hrs 

Centrifuging, 3000 rpm, 20 mln 
Filtering with GF/C filter 

Conditioning with 5 ml of 0.1 M HN03 
Washing with 50 ml of2 M HN03 
striping with 20 ml of 8 M HN03 

2 % HN03, 10 ml 

rspectrometer 11 ICP-뼈 | 

그림 3. TEVA 수지와 ICP-MS를 이용한 99Tc 화학분리 및 분석 절차도 

(가) 토양 시료 전처리 

수지 

처리 

분석 

핵종 분석을 위한 토양시료 준비 절차는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 C 9990자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토양 채취시료들은 110 .C 

건조， 분쇄， 500 μm 또는 32 mesh의 체질 (sieving)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분석시료 

의 무게를 결정하였고 저준위 감마핵종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137Cs의 방사능을 계 

측한다. 토양 시료와 바탕 시료(Blank Sample)로 산으로 세척된 가는 모래 각 30 g 

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전기로에서 450.C 에서 8시간 동안 회화하여 시료 중의 

유기물을 분해시킨다. 회화된 시료들은 500 ml 테프론 비커에 담고 50 kBq 정도의 

99mrc를 첨가하고 잘 혼합한 후 1 M HN03용액 150 ml을 첨가하고 watch glass로 

덮은 후 핫플레이트에서 80.C 에서 6시간 동안 가열한다. 이때 시료에 첨가된 양과 

동일한 양의 추적자를 LSC용 유리 바이알에 담아 2 % HN03용액으로 10 ml 까지 

보충하여 회수율 측정용 reference로 별도 보관한다. 이 시료들은 실온으로 냉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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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등액을 250 

방사능 차폐가 가능한 별도의 관리함에 

80
0

C로 가열하여 비등 

냉각시킨 

첨가하고 핫플레이트에서 

한다. 색깔이 제거된 용액을 실온으로 

이용하여 여과한다. 

동안 원섬분라 3000 rpm으로 30분 

ml 테프론 비커에 따르고 난 후 나머지는 

보관한다. 상등액은 30 % H202를 

이나 용액의 없어지도록 

후 4.7 cm glass fiber 필 터 (Whatman)을 

옮겨 

노란색이 

튜브에 후 원심분리 

(나) 물 시료의 전처리 

채 취 된 물 시 료와 초순수 바탕용 액 (Blank solution) 추적자 5 L에 정제된 

양과 

동일한 양의 추적자를 LSC용 유리 바이알에 담아 2 % HN03용액으로 10 ml 까지 

보충하여 회수율 측정용 reference로 별도 보관한다. 이 용액에 30 % H202 용액 50 

첨가하고 교반시키고 비이커에 watch glass를 씌운 후 90 0

C 에서 끓지 

첨가된 이때 시료에 증발시킨다. 200 ml 정도까지 혼합하여 각각 30 kBq를 

않을 ml을 

정도로 1시간 동안 가열한다. 시료들을 설온까지 맹각시킨 후 glass fiber 펼터를 통 

용액에 200 mg/ml 칼슐 운반자 용액 (carrier solution, 6 M HCl에 

녹인 후 0.1 M HCl 용액으로 1 L까지 희석 시킨 용액) 1 ml, 20 mg/ml 바륨 운반 

자 용액 (0.1 M HCl 용액 1 L에 30.4 g BaClz를 녹인 용액)을 추가한다. 계속 교반 

넣는다. 

500 g CaC03를 

비 이 커 에 시 료를 옮기 고 magnetic bar를 해 여과한다. 500 ml 테프론 

시키면서 알칼리성 용액이 될 때 까지 6 M NaOH 용액을 첨가한다. 이때 pH 용지 

이용하여 확인한다. 2 M Na2C03 용액 20 rnl를 첨가하고 16분 동안 교반한다. 2 -준프 

세척한다. 침 전물은 2 M Na2C03 용액으로 여과하고 15 cm의 glass fiber 필 터 로 

옮긴다. 진 별도로 보관하고 용액을 원래의 비이커에 

용액이 되도록 한다. 이 

침전물들은 잔류하는 필터에 

0.14 용액에 산성 첨가하여 서서히 용액에 HCl을 한 

mg/ml Fe(ll) 환원용액(순수 1 L에 FeS04 . 7H20 0.7 g을 녹인 용액) 2 ml을 첨가 

하고 75
0

C 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한다(Tc(VII)가 Tc(IV)로 환원). 이 용액에 pH 9가 

될 때 까지 50 % 암모니아수를 첨가하여 수산화철과 함께 Tc(lV)가 공침되도록 하 

고 뚜껑을 덮어 1시간 동안 놔둔다. 콘 형태의 튜브를 이용하여 3000 rpm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한다. 침전물들은 16 M HN03 용액 1 ml에 

다(Tc(lV)가 Tc(VII)로 산화). pH 8 정도에서 Fe(OH)4를 침전시키기 위해 NH40H 

녹인 

첨가한다. 알칼리성 상등액 (10-15 ml)을 조절할 수 있도록 0.1 % 메틸레 

드 지시약을 한 방울 첨가하고 용액이 노란색 (pH 6.2) 이 될 때 까지 8 M HN03를 

방울방울 떨어뜨린다. 용액이 붉은 색이 될 때 (pH 4.2) 까지 7.5 M NH40H를 첨가 

죄
 
… , 분

 
-
주
 

u 를
 

하고 그 후 1.6 M HN03용액 두 방울을 더 한다. 

(다)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Tc 순수분리 

정제 칼럼은 고무 마개와 깔대기를 상단에 부착하여 최대 200 ml 까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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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럼내 모든 용액이 통과 된 것을 확인한 후 칼럼으로 용 

액이 주입되어야 한다. 액이 모두 통과 한 후 0.1 M HN03 용액 5 ml을 이용하여 

TEVA@ resin의 상태를 조절한다. 토양 및 물 시료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시료는 

정제 컬럼에 주입된다. 2 M HN03 용액 50 ml를 이용하여 세척 (washing)한다. 8 

M HN03 용액 10 ml를 이용하여 탈거 (stripping)시킨다. 탈거된 시료들은 LSC용 

20 ml 유리 바이알로 받고 감마선 분광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료와 회수율 측정용 

reference에 대한 ~c의 방사능을 계측한다. 

(라) ICP-MS를 이용한 99Tc 방사능 농도 분석 

Tc-99 농도 분석 에 이 용된 유도플라즈마 질 량분석 기 는 Varian 사의 Red 

Top ICP-MS로 Quadropole 검출기와 microconcentric nebulizer를 이용하였다. 시 

료의 분석은 2 % HN03 용액을 기질용액 (matrix)으로 하여 보정한다.6개의 표준농 

도를 사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였다.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Tc 순수 

분리 된 용액으로부터 99Tc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였다. 

용매추출법과 액체섬광계수법에 의한 지표방사성 핵종 99Tc의 분석 절차 개발: 이 

온교환분리법 및 용배추출법과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하여 지하수 중의 99Tc를 분 

리 및 측정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분석에 대한 절차도는 그림 4에 나 

타냈다. 

lMHCl로써|척 

틸엄수)1하수 시료 (50~25삐 mL) 
:Sp때ed 시 료~l'vlejltod Bl때k 때d standard 

(회수율: Tc.99m b'acer 접 가) 

30%H202 점가 Orldize Tc to Tc(VII) 

Fec없ier접가，칩전 Fe(OH)3 Ac배ide 쩨|거 

침전물 쩨|거， 윗 용맥 TcOi 

읍미온교환수지에 TcOi 부착 

베타헥졸쩨|거 

*
를
=
 까
지
 

요
으
 
쳐
口
 

옆
 -
폐
 

뻐m
r
-
빠
 

뼈
‘
-
짧
 

M
w
-랜
 

ι
u
 -

힐
 HTcO，형태로용매추줄 

: 111-2혀쩌|거 Tri-n-etylu피Ie (TO A) in xylene 접가 

Tc-99m 측정: 
~11U스펙트로미터 

5mL TOA ÌlI xylene + 15 mL Ultima Gold-LL T Tc-99 측정:LSC 계|측 

그림 4. 음이용교환수지， 용매추출법과 LSC를 이용한 없Tc 화학분리 및 

분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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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TC04 의 화학형태로 변환시킨 후 음 

99Tc 분석 에 방해 가 되 는 모든 핵 종eH， 14C, 

화학분리 과정에 대한 회수율은 

방사능은 99Tc를 추출한 유기용매와 

측정되었다. 자세한 절차를 아래에 

산화제를 

의해서 

제거하였다. Tc-99 

결정하였다. Tc-99 

액체섬광계수법으로 

지하수 중의 테크네륨을 

이온교환수지와 용매추출에 

35S, 9OSr, %Y, 234Th 등)을 

99mTc 추적 자를 사용하여 

액체섬광용액을 혼합한 후 

순서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용하여 바탕시료와 바탕시료에 

Tc-99 표준물질을 4.42 Bq, 8.83 Bq, 13.25 Bq 첨가한 표준시료 3개를 만들었다. 또 

시료도 바탕시료， 지하수 바탕시료에 Tc-99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표준시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50mR，씩 포함하고 있는 각 각의 비이커에 30 

wt% HzOz를 1m.e씩 넣고 99Tc 화학분리 과정에 대한 회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99~C 추적자 ( -50kBq)를 1m.e씩 넣는다. 용액을 90 0C 정도로 가열하여 

(가) 물시료 전처리 

분석방법의 탈염수를 위하여 품질관리를 

한 지하수 

료 3개를 

T c(IV) 를 

Tc(vm로 완전히 산화시켜 TC04 의 화학형태로 변환시키고， 과량의 HzOz를 분해시 

켜준다. Fe 공침용 (10 뼈) 용액을 1m.e씩 넣는다. 암모니아 용액을 몇 방울씩 떨어 

뜨리며 철 공침을 유도한다. 침전물은 펼터 (Whatman 40 filter)를 이용하여 제거한 

다. 이 단계에서 알칼리 이온과 악티나이드 이온이 제거된다. 걸러진 용액은 음이온 

교환수지 칼럼을 통과시킨다. 

(나) 이온교환분리법 

TC04 를 

건고가 

노
 
「

및 용매추출법에 의한 Tc 순수분리 

걸러진 용액을 음이온교환수지(Eichrom 1X8, 100-200 mesh) 칼럼을 통과 

시켜 TC04 를 수지에 부착시킨다. 탈염수 10-20뼈를 사용하여 칼럼을 세척하여 불 

순물을 제거한다. 1M HCl 10-20뼈를 사용하여 칼럼을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다. 칼럼 밑에 20m.e 유리 바이알을 놓은 후 진한 절산 20m.e를 사용하여 

용출시킨다. 유리 바이알에 있는 용출액을 150 0C 이하에서 가열하여 

되지 않을 정도로 증발시킨다. 건고된 유리 바이알에 2M HZS04 101뼈를 가하여 

인다. 자일 렌에 혼합된 5% tri-octyl amine 용액 5 m.e을 유리 바이 알에 가하여 

TC04 를 추출한다. Tc-99를 추출한 유기용매는 액체섬광용액과 혼합한 후， 감마핵 

종분석기로 않nrc를 측정하고 액체섬광계수법으로 99Tc 방사능을 측정한다. 

(다)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99Tc의 방사능 분석 

백그라운드 측정용 바탕시료는 자일렌에 

완전 

혼합된 5% tri • octyl amine 용액 5 

mR，와 Ultima Gold-LLT (Packard) 15 뼈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시 료 제조시 

Packard사의 20 뼈 폴리에틸렌 바이알(low diffusion PE -vial)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 료는 액 체섬 광계수기 (LKB Quantulus 122이를 사용하여 120분씩 3회 반복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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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c의 감마에 너 지 

완전히 붕괴된 후 99Tc의 액체 

위하여 바탕시료와 바탕 

표준시료 3개를 만들어 

LSC 스펙트럼을 나타낸 

하여 99Tc를 계측하였다. 화학적 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c의 방사능이 

섬광계측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분석방법의 품질관리를 

시료에 99Tc 표준물질을 4.42 Bq, 8.83 Bq, 13.25 Bq 첨가한 

액체섬광계수기로 측정하여 얻은 것으로 전형적인 99Tc의 

다. 

품질관리용 표준시료 3개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준값과 1% 이내에서 잘 일치하였 

다. 또한 지하수 시료도 바탕시료， 지하수 바탕시료에 99Tc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준시료 3개를 제조하여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나타냈다. 본 분석방법의 전체 

적인 불확도 (95% 신뢰구간)는 6% 이내였다. 지하수 시료의 분석결과는 첨가한 표 

준물질의 방사능과 3% 이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표 

k빼ro (H<G) 

→←M:thc펴 잉D_4.42E피 

-Jo，빼ro 잉D_8.83E예 
----__ -t.뼈ro SID 13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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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형적인 99Tc의 LSC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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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준물질을 spike한 바탕시료에 대한 99Tc 방사능 분석결과 

LSC Chernical Spiked Measured Rel. 
Samples efficiency y(i%eld) ac(tB1Vq1)ty ac(tB1Vq1)ty deviation 

(%) (%) 

Method Standard 89.36 89.35 91.078 88.33 3.11 

Spiked Sample 1 89.22 89.72 4.371 4.416 1.02 

Spiked Sample 2 89.45 89.36 9.020 8.879 1.59 

생성물이며 

원자 

처분장 지표 방사생핵종(1-129) 분석절차 개발 

방사성 핵종인 12켠도 99Tc와 마찬가지로는 핵분열 

이며 반감기가 1.57x107 년으로 매우 긴 핵종이다. 1→129는 

(3) 방사성꽤가물 

처분장 지표 

순수 베타 방출체 

운전이나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로부터 발생되어 환경으로 누출될 수 었다[21 

- 26]. 이러한 특성으로 1291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환경 감시 핵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대상시료는 지하수와 해조류이다. 환경시료중의 1잃I도 

베타 방출 핵종과 마찬가지로 화학분리후 방사능 계측을 하게 되는데 1291의 

경우는 이온교환수지와 산화 · 환원법을 이용하여 순수 분리한다[27]. 그라고 분리된 

핵종은 1~의 낮은 감마 에너지나 x-선 에너지를 측정한다[28]. 본 연구에서 개발한 
1291 분석방법은 용액상태의 환경시료를 

로의 

종의 

다른 

철과 악틴족핵 

uJ 
^ 산화 핵종을 

이용하여 

코발트공침으로 

요오드 존재하는 

고정시킨다.음이온수지를 

철공칩과 

화학종으로 종， 코발트를 제거하고 서로다른 

환원과정으로 요오드음이온 요오드 (r)으로 

포 생성시킨다. Pdlz 침전에 

LEGe (Low Energy Gamma Detector) Y- X-선 스펙트로메터를 

갖는 1잃I를 

분리 · 정제한 후 파라륨으로 Pdlz 침전을 

를
 

으E
 
젠
i
 

온
 -

이
 

된
 

음
 
함
 

방법이 계측하는 용하여 27.8, 29.5, 33.6, 34.6, 39.6 keV의 에 너 지 를 

다. 이들 분석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피 

고려하 

함께 

적정한 시료의 

고형물이 생성될 경우는 이를 

첨 가한 spiked 시 료와 바탕시 료를 

1. 지하수를 전체가 500 ml 이하가 되도록 증발농축한다. 이때 

- 100 ml 이나 증발농축 과정에서 

여 최종 부피를 늘인다. 1• 129 추적자를 

는 50 

시료에 5 mg/ml 철 담제 용액 1ml을， 5 mg/ml 코발트 담체 용 

액 1ml을， 10 mg/ml 요오드 담체 용액 3ml을 첨가한다. 

3. 진한 암모니아수를 한 방울씩 시료에 첨가하여 철 침전을 이때 한다. 생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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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다. 

2. 준비한 지하수 



철 침전이 생성되지 않으면 철 담체 용액을 1ml 추가로 첨가하여 다시 시도한 

다. 침전이 생긴 용액을 60
0

C물중탕에서 5분정도 가열한 후 원심분리한다. 

4.3번 침전과정의 윗물을 깨끗한 비이커에 옮긴 후 2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한방 

울씩 첨가하여 코발트 침전이 생기도록 한다. 이때 코발트 침전이 생성되지 않으 

면 코발트 담체 용액을 1ml 추가한 뒤 다시 침전생성을 시도한다. 침전이 생긴 

용액을 60
0

C물중탕에서 5분정도 가열한 후 원섬분리한다. 

5. 4번 침전과정의 윗물을 깨끗한 바이커에 옮긴 후 sodium hypochlorite 10-15% 

available chlorine 용액 (NaOCD 2 ml을 첨가하고 10분정도 용액을 방치하여 용 

액을 산화되도록 기다린다. 

6. 진한 질산으로 용액을 산성화한 후 1 M hydroxylamine hydrochloride 용액 

(H생OH. HCD을 10 ml을 첨가하여 5분정도 방치하여 환원되도록 한다. 이때 요오 

드가 용액에 존재하면 용액의 색이 갈색으로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1 M disodium 이S띠phite 용액 (Na2S2Üs) 1 ml을 첨가하여 용액을 환 

원시킨다. 첨가후 용액은 5분정도 방치시키는데 갈색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20%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1M 질산 용액으로 시료의 pH가 6.5가 되도록 조절한 

다. 

8. 내경이 20 mm이면 길이가 60 mm 이상인 칼럼을 준비하여 음이온교환수지 

(Eichrom, A4-8500- M -CD를 칼럼에 채운다. 이때 세척은 증류수를 사용하는데 25 

ml의 증류수를 흘린 후 세척액은 버린다. 

9. 준비된 칼럼에 7번의 pH를 조절한 용액을 loading한다. 이때 용액의 유량은 20 

rnVmin 가 되도록 한다. 칼럼의 세척은 200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하는데 이때 

유량도 20 rnVmin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2M 염화나트륨 용액 100 ml을 칼럼에 

흘린다. 폐액으로 받은 용액은 모두 버린다. 

10. 깨끗한 비이커를 칼럼 아래에 두고 20% sodium hypochlorite (NaOCD 용액 45 

ml을 칼럼에 흘려 음이온교환수지에 이온교환되어 있는 요오드를 용출시킨다. 이때 

칼럼의 요오드는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했다 다시 무색으로 된다. 

11. 용출된 용액에 8M 질산을 소량씩 첨가하여 lO ml을 첨가하여 산성화한다. 이때 

용액이 끓어오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11변 용액에 1 M hydroxylamine hydrochloride 용액 (H:씨OH. HCD을 10 ml을 

첨가하고 5분정도 방치한다. 1 M disodium 이sulphite 용액 (Na2S20s) 1 ml을 첨가 

하여 용액을 환원시킨다. 용액은 5분정도 방치한다. 

13. 12번 용액을 hot-plate에 옮기고 10분정도 약하게 가열한 후 2M 염산용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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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l을 첨가한 후 바로 1 % 염화파라륨 용액 5 ml을 첨가한다. 검은 색의 요오드 

화파라륨 침전이 생성되는데 침전은 약간 가열하여 뭉쳐지도록 하고 밤새 냉각 

시킨다. 

14. 침전을 펼터링하기 위해 25 mm의 GF 펼터의 무게를 챈 후 펼터 키트를 이용 

하여 요오드화파라륨 침전을 펼터링한다. 침전을 물과 메탄올을 이용하여 세척한 

뒤 100 oc 가 유지되는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침전과 펼터는 상온으로 식 

힌 후 무게를 재어 요오드화파라륨 침전의 무게를 기록해 둔다. 

15. 침전과 펼터는 플란햇에 10% polyvinylacetate나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 

키고 침전의 윗면은 3% polyvinylacetate나 투명테이프로 고정시켜 low energy 

감마 스펙트로메터로 요오드 129의 에너지를 계측한다. 계측은 보통 200，α)Q 초 

이상한다. 

16. low energy 감마 스펙트럼 27.8, 29.5, 33.6, 34.6, 39.6 keV에 해당되는 피크의 

면적을 구한다. 

17. 효율곡선을 이용하여 요오드-129의 방사능 농도를 계산한다. 

18. 바탕시료 계측값으로 MDA를 계산한다. 

Prepare the sample 
(Tracer spiked. Ground뼈ter. Blank) 

Add the carrier ~table Fe, Co and 1 

Precipita얻 with ammonia 

Precipitate with NaOH sol딘 

Reduction with H2NOH. HCI + Na명205 

Filtering and drying 예1e precipitate Pdl2 

Supematant 

Supematant 

Weighing the precipitate (Correction factor, Recovery) 

| Gamma counting with LEGe spectrom얹er I 

그림 6. 산화 · 환원법과 LEGe 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한 1잃I 방사능 분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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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억 9:1킹 F 종디-“사7、illI“ ’ A 꽃‘ 仁 t줬으-

그림 7. I-129 의 LEGe 스펙트럼 

스펙트럼에는 27.8, 29.5, 33.6, 34.6, 39.6 keV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피크를 표 

시하였으며 이중 39.6 keV 피크의 counts를 얻어 방사능 농도를 계산하였다. 

counts 전체를 모두 얻는 방법과 가장 높은 counts가 얻어지는 29.5 keV의 피 

크를 계산하는 방볍이 있으며 각각 이에 따른 MDA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료에 12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l껑의 피크와 겹치지 않는 

39.6 keV의 피크를 선택하였다. 시료의 counts와 바탕시료의 counts로부터 다음 

의 식을 이용하여 I-129의 방사능 농도 (A, Bq!L)와 MDA를 계산하였다. 

- (E- 용〕 MDA = 465懷s
CE xJ::_ xV 

이 때 G는 시 료의 gross counts, B는 바탕시 료의 counts, ts는 시 료의 count time, tb 

는 바탕시 료의 count time, CE는 계측 효율 (%), Y는 회 수율 (%), V는 시 료의 부 

피 (L)이다. 

LEGe 계측기 효율보정: LEGe 계측기의 계측효율는 1~ 추적자를 이용하여 요오 

드화파라륨 침전을 제조하여 침전 무게에 대한 1~ 39.6 keV 피크의 counts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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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효율측정용 시료 제조 조건은 표 7과 같다. 

표 7. LEGe 효율 측정용 시료 조제 조건 

시료 
Radioactivity PdClz 용액의 부피 Pcll2 침전의 무게 Counts rate 

(Bq) (ml) (mg) (cps/source) 

Cal1 6.82 0.5 6.8 0.103 

Ca12 6.84 1.0 13.5 0.096 

Ca13 6.82 3.0 39.0 0.071 

Ca14 6.80 5.0 66.1 0.055 

효율측정용 시료는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1291 추적자를 일정량 준비하고 나서 

요오드 음이온과 반응하여 요오드화파라륨 침전을 생성하는 염화파라륨 용액을 서 

로 다른 부피로 첨가하여 생성되는 요오드화파라둠 침전 양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각각의 침전을 LEGe로 계측하여 요오드화파라륨의 무게에 대한 계측효율을 그래프 

화하고 직선식을 얻어 계측효율을 구한다. 위의 효율측정용 시료로 얻은 LEGe 의 

효율 그래프는 그림 8과 같고 이때 얻어진 직선식은 y = -0.000l21x + 0.015780 

(r2=0.989) 이 었 다. 

0.018 

0.016 

0.014 

0.012 

‘-1。um-. 0.O1 

~ 0.008 

0.006 • 1-129 

0.004 
--선형 (1-129) 

0.002 

0 

0 10 20 30 40 50 60 70 

Pdl2 in mg 

그림 8. 1-129 분석을 위한 LEGe의 효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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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CP-MS , LSC, LEGe detector 분석시 불확도요인 분석 및 최소검출한계 

분석 

(1) 지표방사성 핵종 계측기 분석 최적조건 셜정 

Tc-99 농도분석을 위한 ICP-MS 조건 설정: 지표방사성 핵종 99Tc의 

ICP-MS 분석 조건은 표 8과 같다. 시료의 분석은 2 % HN03 용액을 기질용액 

(matrix)으로 하여 보정한다. 보정에 사용된 표준용액은 NPL에서 제공되었으며 

0.37, 1.48, 3.7, 7.4, 18.5, 37 rnBq/ml 둥 6개의 표준농도에 대한 ICP-MS 분석 결과 

그림 9와 같은 보정콕선 (r2 = 0.99998)을 얻었다. 

표 8. Tc-99 분석 을 위 한 ICP-MS 측정 조건 

Flow Parameters (L/rnin) 

Plasma Flow 17.5 Sheath Gas 0.16 

Auxiliary Flow 1.65 Nebulizer Flow 1.08 

RF Power (kW) 1.40 

Ion Optics (volts) 

First Extraction 15 Mirror Lens Right 32 Lens 

Second Extraction 
• 149 Mirror Lens Bottom 28 Lens 

Third Extraction 214 Entrance Lens 0 Lens 

Comer Lens -228 Fringe Bias -2.1 

Mirror Lens Left 43 Entrance Plat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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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ICP-MS를 이용한 99Tc 보정곡선 

Tc-99 농도분석을 위한 LSC 조건 설정 : 지표방사성 핵종 99Tc의 분석을 위한 

LSC (LKB Quantulus 1220)분석 조건은 표 9과 같다. 백그라운드 측정용 바탕시료 

는 자일렌에 혼합된 5% tri-octyl amine 용액 5 m.e와 Ultima Gold-LL T (Packard) 

15 뼈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효율측정용 표준시료는 바탕시료에 99Tc 표준물질 74 

Bq을 첨가하여 만들었다. 소광 정도는 제조된 표준시료에 니트로메탄을 0-100따 

첨가하여 변화시켰다. 소광정도에 따른 LSC 스펙트럼과 소광곡선 (r2 = 0.99798)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표 9. Tc-99의 분석 을 위 한 LSC (LKB Quantulus 122이 계 측 조건 

Genernal Parameter MCA settings 

c:닝Ù1chung\99Tc\ 
14C 

Save Path Configuration 
(high energy beta) 

Protocol Name Tc-99 Send spectra 11, 12, 21, 22 

Number of cycles 1 Number of channels 1024 

Parameter listing selected Coincidence Bias high 

PAC n/a 

PSA n/a 

Windows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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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MCA Half Channels window MCA Half Channels 

1 1 1 150-650 5 n/a n/a n/a 

2 1 2 150-650 6 n/a n/a n/a 

3 2 1 1-1024 7 n/a n/a n/a 

4 2 2 1-1024 8 n/a n/a n/a 

--Blank 
stdO 

--std10 
• --- std20 

-- st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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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d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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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P • MS 측정불확도 요인 몇 최소검출한계 (MDA) 평가 

Tc-99 분석에 대한 ICP-MS의 측정불확도 평가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 

법을 이용한 환경시료 중의 99Tc 측정값으로부터 시료의 없Tc 함량은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서 구해진다. 

- (Rs × κ)/~ 
-8 ~ 

여기서， α : 환경시료 중의 99Tc함량， R. 환경시료의 ICP-MS 분석 값， κ : 환 
경시료의 ICP-MS 분석 시료 양 I; : 환경시료에 대한 분석 시료 전처리 과정 회수 

율， 1kfS 측정된 환경시료의 무게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합성불확도는 아래의 식 

과 같이 표현이 되며， 주요 인자는 시료무게에 대한 불확도， 회수율 측정 불확도， 

표준용액 불확도， 검정곡선의 불확도， 시료 분석 결과 불확도 등이다. 

μ(이 / 갑α/lj \2 디 (Y) ~2 μ (ce) \2 꾀E~; I ~uCRG; r(uJ 프 -:-= 니 (""\::J )~+( ""\-.:J ?+( ""\'"''"'J )~+( ""\'-J )~+( ""\~"J) 
C V'M'" Y 

표 1O.ICP-MS 측정 불확도 요인 및 확장불확도 

불확도 요인 표현식 상대불확도(%) 유효자유도 

시료 무게 
u(M;) 

r(um ) = ....:.:_π- 0.0015 9 

회수율 (u ,,)= u( y;) 
T μyl - yi 2.1 co 

표준용액 r(μ ) = u(ce) 1.5 
(성적서) 

co 
ce' ce 

건u 저 u 콕서 '--' r(μ ) = (E) 
f' E 0.0047 5 

시료 분석 r(r
s

) = μ (R，) s 

Rs 
0.03 c。

상대합성불확도 

r(uJ 든 u(α = ,/( U(!!J )2 +(~η )2 + (u(æ) )2 + (U( ,) )2 + (u(!!) )2 2.1% 
C' C V' M ' ., Y' ., æ ' ., , ' ., R 

전체유효자유도 c。

선뢰수준 약 95 % k=2 

상대확장불확도 
4.2 % 

r(U)=2Xr(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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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서 불확도는 회수율 표준 용액 ICP-MS에서의 시료 분석에 의한 인자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불확도는 95 % 신뢰수준에서 4.2 % 상 

대확장불확도를 보였다. 

Tc-99 분석에 대한 ICP-MS의 MDA 평가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5호에서는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99Tc 겸출하한치를 표 11과 같이 규정하고 었다. 

표 11.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99Tc 검출하한치 

구 1 
닝c 검출하한치 

공기 2 X 10-4 Bq/m3 

물 1 Bq/L 

토양 0.1 Bq;kg-dry 

노。 τ흐.，샤 "，:r딛~ 5 X 10-3 Bq;kg-fresh 

해저퇴적물 0.1 Bq;kg-dry 

ICP-MS의 99Tc에 대 한 검 출하한치 로 사용된 LOQ(Limit of Quantification)는 바 

탕시료(blank) 용액 측정으로부터 나타나는 표준편차의 10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0.0034 mBq/ml이다.ICP-MS 분석에 대한 MDA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1 100 MDA(Bq/kg) = LOQx ~ x ~J._;r x J._~v 
~ Rs 

여기서 LOQ = ICP-MS의 검출하한치(mBqfml)， κ = ICP-MS 분석 시료부피 

(ml), Ms = 시료의 무게 (g) ， R8 = 회수율(%)을 나타낸다. 

표 12. Tc-99 분석에 대한 ICP←MS의 MDA 평가표 

ICP-MS의 검 출하한치 (mBqfml) 0.0034 

ICP-MS 분석 시료부피 (ml) 10 

시료의 무게 (g) 30 

회수율 (%) 75 

MDA(Bq;kg) 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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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ICP→MS로 토양 중 99Tc 분석시 MDA를 나타내고 있고 그 값은 0.0015 

Bq/kg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측정시간과 샘플의 측정시간은 같다. 따 

라서 환경시료 방사능 분석의 MDA (표 11참조)를 만족할 수 있었다. 

(3) LSC 측정불확도 요인 및 최소검출한계 (MDA) 평가 

Tc-99 분석에 대한 LSC의 측정불확도 평가 : LSC로 99Tc 분석시 방사능은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서 구해진다. 

A= ~nt X ~x_!_x ~ --_‘ ~x-x-=-
t E m R 

여기서 N snt 시료의 net count 수， E = 계측효율， m 시료무게 ， R = 화학적 회 

수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합성 불확도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이 되고 크게 5 

가지의 주요 인자에 의해서 기인한다. 

_ u(A) I 띠~따) \2 μ (E) \2 μ(m) \2 μ (R) \2 , f u(ce) \2 r(μc) = --= μ( - ':rsn.' )2 + ( u,\::/ )2 + ( U,\""/ )2 十(U， \-;'L/ )2+( U, \vv/)2 V' ~Tlt / ., E / " m / " R / " ce 

표 13. LSC로 99Tc 분석시 측정 불확도 요인 및 확장불확도 

불확도 요인 표현식 상대불확도(%) 유효자유도 

화학수율 r(μR)= u(R) 2.1 c。

R 

시료량 r(u
m

) = μ (m) 
7n' m 0.0015 9 

샘플 계측 r(usnt ) = 
u(Nsnt ) 

1.2 = Nsnt 

효율교정 r(μE)= u( EE) 1.5 8 

성적서 (urJ = (ce) 
r~uc… ce 1.5 = 

상대합성불확도 

,.("cl 르 1i( AA) ψ !,"(U n) + ,,2(U m} + r2("E} + "2(",,,} + "2( ,, sn,} 3.2 % 

전체유효자유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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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6.4 % 

신뢰수준 약 95 % 

상대확장불확도 
r( U) = 2 X r(uc ) 

표 13에 LSC로 99Tc 분석시 측정 불확도 요인 및 확장불확도를 나타냈다. 여기서 

효율교정， 샘플계측， 성적서에 의한 인자가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시료량에 의한 불확도 등은 무시할 수 있었다. 전체불확도는 95 % 선 

알수 으
 금
 

。-n 이
 사
 

도
 뽑

 
6.4 % 상대확장불확도를 보였다. 뢰수준에서 

(MDA) 

계측 

방사능 

시료의 

Tc-99 분석에 대한 LSC의 MDA 평가 ; 환경시료 중의 최소검출 

는 Curie 식을 근거로 평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백그라운드 

치로부터 최소검출방사능(MDA)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J 4.65X ν CBKX t l. _ 100 . _ 1,000. _ 100 
MDA(혀/ f) = i - -- ,,; - D J1. - t×-;×--×--

l 60xt J E m 

CBκ = 백그라운드의 계수율， E= 계측효율， m 시료부피 ， R = 화학적 회 

수율， t = 계측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표 14. Tc-99 분석에 대한 LSC의 MDA 평가표 

백그라운드 측정시간Crnin) 120 

백그라운드 계수율 6 

계측기 효율 (%) 90 

회수율 (%) 90 

m (m.e) 1000 

MDA 0.022 Bq/ f 

표 14는 LSC로 99Tc 분석시 MDA를 나타내고 있고 그 값은 0.022 Bq/ f 로 계산 

되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측정시간과 샘플의 측정시간은 같다. 따라서 환경시료 

방사능 분석의 MDA (표 11참조)를 만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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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Ge detector 측정불확도 요언 및 최소검출한계 (MDA) 평가 

LEGe detector 측정불확도 요인 평가 Gamma 핵종 분석시 불확도 계산은 

KRISS에서 발행된 “측정불확도 표현지침 (GUM 근거)" (1998) 및 lAEA에서 발행된 

"The lAEA Guide on Quantifying Uncertainty in Nuclear Analytical 

Measurement" (1999)를 이용하여 상대합성불확도를 구하였다. LEGe detector 측정 

시 방사능은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서 구해진다[29 - 32]. 

Jv，Jι 

A V X E X 약 X t s X m X l~ X l~ X ~ X lÇ X ~ 

여기서 ， N., t 실 피이크 면적， E photopeak에서의 효율， ts : 시료 측정시간， m 

측정된 시료의 무게" 피이크 에너지의 감마선이 방출될 확률， y 회수율， Kl 

샘플링과 측정사이에 경과된 시간에 방사선 붕괴에 의한 보정인자， K 2 측정시간 

중 방사선 붕괴에 의한 보정인자， K3 : 샘플 자체의 흡수에 의한 보정인자 (self 

attenuation) , K4 pile-up에 의 한 보정 인자， Ks 측정 선원의 동시 합성 에 의 한 보 

정 인자 (true coincidence)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 합성 불확도는 아래 의 식 과 같이 

표현이 되고 크게 7가지의 주요 인자에 의해서 기인한다. 

u(A) !f u(ν) \2 I f u(N" t) μ(E) μ (ce) μ (，)\2 ， ru(m) \2 ，~ μ(1낀/ 
r(uJ 드 -;-= 니 (U\Y) )2 + ( ~':~ntJ )2 +( U\t)

)2 + (U\(X))2 + (U \'Y))2 +( u\m) 
)2 + ε ( -':~" )2 A V ν N" t 

., 
E 

., 
ce 

., 
ì 

각각의 요인 중 불확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평가하였다. 표 15에서 불확도는 효 

율교정， 샘플계측， 성적서에 의한 인자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료량， 붕괴보정， 방출률， 회수율 등은 무시할 수 있었다. 전체불확도는 95 % 신뢰 

수준에서 6.8 % 상대확장불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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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LEGe detector 측정 불확도 요인 및 확장불확도 

불확도 요인 표현식 상대불확도(%) 유효자유도 

회수율 r(u ,,) = ~노사 
u ν 

무시가능 = 

시료량 (u ", ) (m) 
T μ .. 、 m 0.001 9 

샘플 계측 r(μ7I t) = 
u(N" t) 

1.5 c。

N" t 

효율교정 r(uJ= U(f) 
U f 2.5 9 

성적서 r(u
rp

) = u(ce) 
ce' ce 1.8 = 

r(μK)= S5( u(K; ‘) ) 붕괴보정 무시 = 
i~' ~ 

핵자료데이터 r(μ )=(u(')')) 
" 1 

0.2 c。

상대합성불확도 

,-{1tc l 三 쁨1= ,;,.2(1ty} + ,.2(" .o} + ,.2(,,) + ， . 2(1<야 l + ,.1(,,",} + ,.1(1‘,} + r1(u J(} 
3.4% 

전체유효자유도 31 

신뢰수준 약 95 % k=2 

상대확장불확도 
6.8% 

r(U)=2Xr(uc ) 

최소검출한계 (MDA) 평가 

같이 표현된다. 

Curie 식을 근거로 MDA를 평가하였으며 아래와 

MDA = 1 ‘4.65 E Y I 
η~ X L X --::-::-::- X ‘ 

s 100 100 

여기서， t s : 생플측정시간， tb: 백그라운드 측정시간， Rb: 백그라운드 카운트 수， E: 효 

율 (%), y : 회수율 (%), m: 시료 무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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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I-129 분석 에 대 한 LEGe detector의 MDA 평 가표 

백 그라운드 측정 시 간(sec) 86400 

백그라운드 카운E 수 230 

효율 (%) 10 

회수율 (%) 70 

m (kg) 0.05 

MDA 0.23 Bq/kg 

표 16은 LEGe detector를 이 용하여 129I분석 시 최 소검 출방사능 (MDA)를 나타내 

고 있고 그 값은 0.23 Bq/kg로 측정되었다. I-129는 39 keV의 이하의 감마선이 주 

로 방출되고 있으며 이때의 백그라운드 값을 측정하여 MDA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측정시간과 샘플의 측정시간이 같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구한 회수율 

및 효율은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할 경우는 그때마다 약 

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평가된 값보다 낮게 측정될 것이다. 영국의 분석전문 

기관이고 국제공언을 받은 사우스햄튼 대학내의 Geosciences Advisory Unit(GAU) 

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20 Bq/kg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값은 

매우 낮은 값이며， 시료를 농축할 경우 더 낮아져서 일반 환경시료의 분석에 문제 

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현장시료 적용 및 분석법 최적화 

가. 지 표 방사성 핵 종 (Fe-55, Ni-63 , Tc-99, 1-129) 모의 시 료를 이 용한 분석 

방법 최적화 

(1) 해제 지표 방사생핵종(Fe-55， Ni-63) 분석방법 최적화 

해체 시료의 지표방사성핵종(Fe-55， Ni-63) 특성: 원자력시설의 해체시 지표 

방사성 핵종인 ~e는 철의 안정 동위원소가 방사화되어 생성되는 핵종으로 없Fe(n， 

)')또Fe와 닮Fe(n，2n)또Fe의 방사화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철은 철제류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이며 콘크리트에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 원자로 가동 중지 후 초기에 생 

성되는 방사성 폐기물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없Ni은 니켈과 구리 안정 동위원소 

가 방사화되 어 생 성 되 는 핵 종으로 62Ni(n,y)63Ni, 63Cu(n，p)63Ni의 방사화 반응으로 주 

로 생성된다. 없Ni이 주로 존재하는 것은 철제류이며 graphite, 콘크리트， 납， Al 합 

금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과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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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Ni 방사능 분석법을 해체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시료에 추적 

자인 또Fe와 63Ni을 일정량 첨가하고 분석과정을 따라 분리 · 계측하여 농도를 비교 

함으로써 분석과정을 최적화하였다. 이들 결과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Spike한 콘크리트 시료에 대한 또Fe와 63Ni 방사능 분석 결과 

핵종 시료 
회수율 방사능 농도 Spiked 농도 상대 오차 

(%) (Bq/g) (Bq/g) (%) 

팬e KRR- TC22 93.1 21.57 21.0 2.71 

KRR- TC5 94.5 21.08 21.0 0.38 

NPL 98.0 15.60 16.6 6.02 

댄.Ji KRR-TC22 68.9 79.02 79.6 0.73 

KRR-TC5 81.7 79.57 79.6 0.04 

NPL 65.7 79.49 79.1 0.49 

서울 연구용 원자로 (KRR-2)에서 채취된 콘크리트 시료 2종에 일정량의 추적자 

를 spiking하여 분석 절차에 따라 실험하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e와 63Ni 방사능 

농도를 초기에 spike한 농도와 비교해서 보았다. 그리고 영국 NPL에서 제공된 콘크 

리트 시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다. 서울 연구용 원자로 시료의 경우는 3% 오차 

범위 내에서 결과가 얻어졌고 영국 NPL 시료의 경우는 ~e는 6%의 오차로 63Ni 

은 1%이하에서 결과가 얻어졌다. 

분석시료의 함량 최적화: ~e와 없Ni 분석방법을 현장시료에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추출크로마토그래법으로 분리시 적절한 칼럼용량이 

정해져야 한다 63Ni은 콘크리트 시료에 미량 존재하므로 칼럼분리에 사용되는 

DMG수지 2.5 cm3의 양이 충분하나， ~e의 경우는 안정 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럼분리에 사용되는 DIBK 수지가 충분한지를 시료에 첨가된 철의 함량을 확 

인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칼럼 초기화 용액을 바꾸어가면서 칼럼에 흡착되는 최대 

철 함량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6M HCl을 사용한 경우는 최대 흡착량이 약 15 mg 

이며 9 M HCl을 사용한 경우는 약 55 mg이었다. 본 연구팀의 분석법에서도 9M 

HCl을 칼럼 초기화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콘크리트 시료에 

포함된 철 함량은 시료 19에 대해 최소 156 에서 최대 260 mg 사이의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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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용 칼럼으로 DIBK 수지를 3.2 cm3 사용하여 시료 1 g을 분석할 그러므로 철 

경우는 칼럼의 용량이 최대 4.7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칼럼을 용량을 2배 이상 늘리 

철함 양을 줄여야 한다. 최대 기는 어려우므로 결국은 분석하는 콘크리트 시료의 

량을 고려한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콘크리트 시료의 

높이기 위해 시료의 양을 증가시킬 경우는 칼럼에 사용하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최적화: 55Fe 방사능 분석시 적당한 시료의 

중요한 사항은 철 성분이 띄는 색에 의한 소광현상을 

연구팀의 분석법에서는 철 성분의 노란색에 

분리 침전물을 2M 

시료의 

양은 0.25 g 이 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MDA를 

는 DIBK 수지의 양을 

LSC 소광효과 고려 

과 

없 

양 선정에서 

없애는 

소광 현장을 

없애준다.그러 

의한 색 

녹여 

해야 할 다른 

정이다. 본 

애기 위해 마지막 

나 철 함량이 높은 

색을 인산용액으로 

처리해 

55Fe 

인산용액으로 용액을 

액체섬광계수법으로 

적정한 인산용 

2M 최대한의 경우는 

도 노란색이 계속 남아 색 소광에 의한 방해로 제대로 

없다. 철의 함량에 따른 소광 현상을 살펴보고 색 계측할 수 

8에 나타 

함량을 2, 4, 5, 8, 12, 20, 50, 100, 200 mg으로 증가시키면서 이를 

3 ml 증류수로 녹언후 15 ml 섬광제를 혼합한 시료와 같은 철 함량에 

녹인 후 섬광제를 혼합한 시료를 제조하여 

그림 결과를 실시하였고 실험을 위한 기초 확인하기 액의 

내었다. 철의 

양을 

2M 인 

이들 산용액 1 ml과 증류수 2 ml로 

얻었다.증류수 

함량이 

SQP(E)를 소광정도인 

SQP(E)값이 

계측하여 

때 

액체섬광계수기로 

철 함량이 

모두 시료를 

시료의 증가 822 이다가 철 o mg일 커 0'-
0 ，τ: 

경우는 450이 되었 된 철 함량 200 mg이 떨어져서 급격히 할수록 SQp(E)값이 

50 mg 일때 

까지는 SQP(E)값이 820에서 786사이의 값으로 유지되었다가 철 함량이 

상이 되면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로 부터 철 함량 0인 SQP(E) 

값과 3%내에 존재하는 SQP(E)값 내에 해당하는 철의 함량은 20 mg으로 이 정 

。1~ 

0에서 철 함량이 커 。'
/0 ，τ: 첨가한 시료의 인산용액을 다. 반면 2M 

않아도 의한 소광을 우려하지 

ml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측 할 수 있다. 그러 

색에 

최대 

약 60 mg으로 

3 

인산으로 

인산용액은 

않는 철의 함량은 

첨가하는 

M 2 

느
 」

。T 
‘ 

경
 

철 함량의 

분석과정에서 

SQP(E) 값의 감소되지 

도의 

되겠다. 

60 함량은 철의 시료 속의 

시료의 

의한 소광현상을 고려해서도 

적절하다. 연구용 원자로 콘크리트 

성분의 색에 

것이 

철 므로 

시료 19에 7-1 0'-
0'τ: mg 이하 인 

값이므로 시료의 양은 0.25 g 대해 철 함량이 최소 156 에서 최대 260 mg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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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료에 포함된 철 함량에 따른 소광정도 

교차분석시료 사용 분석방법 검증: 본 연구에서 영국 NPL에서 제공된 교차분석 

용 콘크리트 시료에 대해서도 ~e와 63Ni을 분석하였는데 이 시료의 경우는 시료 

19 당 철 함량이 5.4 mg이었으므로 철 분리용 DIBK 칼럼의 용량이나 계측용 시료 

제조시 사용되는 2M 인산용액의 부피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 하겠다. 

(2)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Tc-99， 1-129) 분석방법 최적화 

처분장 시료의 지표방사성핵종(Tc-99) 분석방법 최적화: 처분장 지표 방사성 

핵종인 99Tc는 핵분열 생성물인 ~o가 베타 붕괴하여 생성되는 순수 베타 방출체 

(Emax=294 keV) 이며 반감기가 2.13 x 105 년으로 매우 긴 핵종이다 99Tc는 원자로의 

운전이나 재처리 설비로부터 발생되어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는데 환경에 누출될 

경우 장기간 인체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선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99Tc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인도 규정의 농도 제한 대상 핵종이며 경 

주에 건설중인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환경 감시 핵종의 하나로 선 

정되어 있다. 환경 시료 중의 99Tc 방사능 분석은 이온교환이나 용매추출에 의해 
99Tc를 농축 및 정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음이온교환수지만을 이용할 경우 

방해 핵종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 최근에는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이 이용되 

고 있다. 그리고 분석과정의 회수율을 정확히 알기 위해 의료용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9빼Tc을 추적자로 사용하고 이를 감마스펙트로메트리로 측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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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99Tc의 방사능 농도 측정은 액체섬광계수법이나 질량분석법을 사용하고 있 

다. 미량의 환경시료 분석을 위해서는 질량분석법을 사용하는 추세이냐 이 경우 선 

택적 수지를 사용해야 하고 질량분석기를 유지해야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온교환수지 및 용매추출법과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99Tc 방사능 분석법을 처분장 지하수 시료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지하수 시료에 추 

적자인 99Tc를 일정량 spike하고 분석과정을 따라 분리 · 계측하여 농도를 비교함으 

로써 분석과정을 검정하였다. 이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pike한 추적자의 농도를 변화시켜 3개의 시료를 제조하였고 이들의 99Tc 방사능 

분석 결과는 모두 1% 이하의 범위에서 잘 맞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8. Spike한 지하수 시료에 대한 99Tc 방사능 분석 결과 

핵종 시료 
회수율 방사능 농도 Spiked 농도 상대 오차 

(%) <Bq/g) (Bq/g) (%) 

99Tc Sample 1 89.7 4.39 4.42 0.68 

Sample 2 89.4 8.88 8.83 0.57 

Sample 3 89.4 13.28 13.25 0.23 
」

처분장 시료의 지표방사성핵종(1-129) 분석방법 최적화: 처분장 지표 방사성 핵종 

인 1영I도 99Tc와 마찬가지로는 핵분열 생성물이며 순수 베타 방출체 이며 반감기가 

1.57x 1Q7 년으로 매우 긴 핵종이다. 129_r는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 

로부터 발생되어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12건는 중 · 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환경 감시 핵종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대상시료는 지하 

수와 해조류이다. 환경시료중의 12건도 다른 베타 방출 핵종과 마찬가지로 화학분리 

후 방사능 계측을 하게 되는데 1잃I의 경우는 이온교환수지와 산화 · 환원법을 이용 

하여 순수 분리한다. 그리고 분리된 핵종은 1291의 낮은 감마 에너지나 X←선 에너지 

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1영I 분석방법은 용액상태의 환경시료를 철공침 

과 코발트공침으로 철과 악틴족핵종 코발트를 제거하고 서로 다른 화학종으로 

존재하는 요오드 핵종을 산화 및 환원과정으로 요오드음이온 (r)으로 고정시킨 

다. 음이온수지를 이용하여 요오드 음이옹을 분리 · 정제한 후 파라륨으로 PdIz 

침전을 생성시킨다. Pd12 침전에 포함된 1잃I를 LEGe (Low Energy Gamma 

Detector) Y- X-선 스펙 트로메 터 를 이 용하여 27.8, 29.5, 33.6, 34.6, 39.6 ke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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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갖는 1291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모의 지하수 시료 분석: 이온교환수지와 산화 · 환원법을 이용하여 요오드 아온을 

순수 분리하고 분리된 핵종은 LEGe로 계측하는 방법을 처분장 지하수 시료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지하수 시료에 추적자인 l잉I추적자를 일정량 spike하고 분석과정을 

따라 분리 · 계측하여 농도를 비교함으로써 분석과정을 검정하였다. 이들 결과를 정 

라하면 표 19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증류수에 추적자를 spiking한 모의 시료 

3개와 지하수에 spiking한 모의 시료 2개에 대해 분석하였다. 증류수 spiking 시료 

는 회수율이 83% 이상 얻어졌으며 상대오차는 최대 11%로 방사능 농도가 얻어졌 

으며 지하수에 추적자를 spiking한 모의 시료는 회수율이 42와 55 % 정도 얻어졌 

으며 방사능 농도는 상대오차 4% 이내이서 분석되었다. 

표 19. Spike한 지하수 시료에 대한 1정I 방사능 분석 결과 

핵종 시료 
시료 부피 회수율 방사능 농도 Spiked 농도 상대 오차 

(ml) (%) (Bq/g) (Bq/g) (%) 

1291 Dist 1 50 83.8 6.03 6.75 10.7 

Dist 2 50 87.7 26.9 27.2 1.1 

Dist 3 150 92.5 4.73 4.50 5.1 

Ground 1 10,000 41.9 0.066 0.068 2.9 

Ground 2 10,000 55.1 0.065 0.068 3.7 
」

냐.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생핵종 분석방법 현장시료 적용기술 수랍 

(1) 해체 지표 방사성핵종(Fe-55， Ni-63) 분석방법의 현장시료 적용가술 

연구용 원자로 해체시료의 5~e와 63Ni 분석: 서울 연구용 원자로 (KRR-2)의 

해체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에 대해 또Fe와 63Ni 방사능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로 전단부 수조 콘크리트는 중성자 차폐를 위하여 밀도가 3.4 g/cm3인 고강 

도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으며 수조 콘크리트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성 

자 실험을 위하여 10개의 beamport 및 흑연 블럭이 채워져 있는 thermal column 

관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분석할 시료는 연구로 2호기에서 가장 많이 방사화되 

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단부 수조 콘크리트 내에 thermal column 주변의 높이에 

서 콘크리트 내부에서 외부로 전체 1 m 깊이를 10 cm간격으로 core drilling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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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107n 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들 10개 시료의 경우 6OCO 방사능 농도가 

최소 <0.01에서 최대 102.1 Bq/g이 존재하였으며 안정 철 성분은 시료 19 당 최소 

156 에서 최대 260 mg이며 안정 니켈 성분은 <0.04 mg으로 철 함량은 매우 높고 

니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콘크리트임을 알 수 있었다. 107n 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결과는 표 20와 같다. 

Reactor 
Core 

그림 12.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콘크리트 시료 채취 지점 

표 20. 해체 콘크리트에 대한 똥Fe와 63Ni 방사능 분석 결과 

시료 5.~e 방사능 농도 Bqlg 63Ni 방사능 농도 Bq/g 

(시료채취 깊이 cm) (회수율 %) (회수율 %) 

TC1 (5) 1298 (91 .1) <0.27 (66.6) 

TC2 (15) 419 (94.6) <0.23 (72.8) 

TC3 (25) 362 (94.1) <0.13 (82.0) 

TC4 (35) 43.8 (96.7) <0.22 (46.5) 

TC5 (45) 22.5 (100.1) <0.13 (79.8) 

TC6 (55) 10.7 (92.0) <0.15 (70.1) 

TC7 (65) 5.25 (95.8) <0.18 (62.1) 

TC8 (75) 2.03 (94.6) <0.12 (86.2) 

TC9 (85) 1.21 (92.8) <0.12 (74.5) 

TC10 (95) 0.20 (94.7) <0.24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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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분석과정의 회수율이 55Fe의 경우는 모두 90%를 넘는데 반해 63Ni의 

경우는 62와 82 %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해체 콘크리트중의 또Fe 방사능 농 

도는 최대 1298 Bq/g으로 분석되었는데 reactor core에 가까운 시료일수록 방사 

능 농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63Ni의 경우는 모두 MDA 이하의 값이 

얻어져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콘크리트에는 없Ni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2)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Tc-99， 1一129) 분석방법의 현장시료 적용기술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 시료의 99Tc 분석: 경주 처분장 부지 

내외 환경조사 지점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대해 99Tc와 l~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 

다. 지하수를 채취한 공은 부지특성조사용 시추공이거나 보완조사용 시추공으로 이 

들 시추공에 대한 자료를 표 21에 정리하였다[33]. 이들 지하수 시료에 대해 99Tc를 

측정한 결과는 표 22과 같다. 

표 21.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주변 지하수 채취 시추공 특성 

시료 채취 지점 구분 심도 (m) 지하수위 (m) 참고 

KB-1 시추공 136 30 

KB-3 시1-흐「고。 165 70 

DB1- 1 시추공 205 1 바다쪽 위치 

DB1-6 시추공 232 23 바다쪽 위치 

PW-1 양수정 124 67 

PW-2 양수정 120 

Tc-99의 계측은 액체섬광계수기와 ICP-MS 두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6개 

의 현장 시료 모두 MDA 이하의 값이 얻어졌는데 액체섬광계수의 경우 MDA 

값이 68 mBq/L이며 ICP-MS의 경우 MDA가 50 mBq/L로 낮은 값이 얻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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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처분장 부지주변 지하수 시료에 대한 99Tc 방사능 분석 결과 

시료 
Tc-99 방사능 농도 mBq/L Tc-99 방사능 농도 mBq/L 

(LSC 계측치) (ICP • MS 측정 치 ) 

KB-1 <MDA (68 mBq/L) <MDA (50 mBq/L) 

KB-2 <MDA <MDA 

DB1 • 1 <MDA <MDA 

DBl-6 <MDA <MDA 

PW-1 <MDA <MDA 

PW-2 <MDA <MDA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 시료의 1~ 분석: 경주 처분장 부지내외 

환경조사 지점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대해 1291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다. 1~ 분석 

의 경우 10 L의 시료를 증발농축시켜 분석하였고 DB1-1과 PW2 시료에 대한 방사 

능 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 처분장 지하수 시료중의 1영I 는 MDA 이하 값으로 

얻어졌으며 이때 MDA는 37 mBq/L로 계산되었다. 

표23. 처분장 부지주변 지하수 시료에 대한 1291 방사능 분석 결과 

시료 1-129 방사능 농도 mBq/L 회수율 (%) 

DB1-1 <MDA (37 mBq/L) 85.3 

PW-2 <MDA 86.0 

3. 해체폐가물 (콘크라트， 금속시료 등)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개발 

가. 고온연소로와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지표 방사능 (H-3, C-14) 분석 

기술 수렵 

(1) 고온연소로와 액체섬광계수법을 이용한 고체샤료 중의 H-3, C-14 분석 

방법 확렵 

원자로 해체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금속 등의 처분을 위하여 해체 폐기물의 

3H와 14C의 방사능 분석이 요구된다 3H는 원자로 냉각수에서 리륨의 중성자 포획 

반응 (6Li(n ， oYH)에 의하여 주로 생성되며 14C은 용존 질소의 중성자 포획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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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N(n，p)14C)에 의하여 주로 생성된다[34 - 36]. 그리고 3H와 14C은 순수 베타 방출 

핵종으로서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낮아 베타 방출시 3H은 18.6 keV, 14C은 156.5 

keV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해체 폐기물 속의 3H는 loosely bound tritium (대부분 

HTO의 형태)과 strongly bound tritium eH와 폐기물 구성원소와의 결합)으로 존재 

하며 14C은 유기물 형태로는 CH4, C강-16 무기물 형태로는 COz로 존재한다[37 - 4이. 

이러한 화합물 중의 3H나 14C은 고온 산화에 의하여 HTO 또는 COz 기체 상태로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를 각각 용매 포집하여 액체섬광계수함으로써 3H와 14C의 방 

사능 농도를 알아내는 분석법을 정립하였다. 그림 13에 해체 폐기물 시료를 고온으 

로 산화시켜 액체섬광계수법으로 3H와 14C 방사능을 측정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훌륭IIIIIIII~~굶 Bu뼈ers 
(O.IM~ 20며) (Carbosorb 20r매) 

l 
8nj fromHN(), Bu뼈ers _ _ -==- ---- -------- +-3 -------for 3H 
U띠 from GoId star 

허에 from carbosorb But뻐ers 
/ & + for1% 

l당"'fromG여dS뻐r 

Measuring the radioactivity 

그림 13. 고온연소로와 액체섬광계수기를 사용한 시료의 3H와 14C 방사능 측정과정 

그림 13에서와 같이 방사능 농도 분석은 고온산화와 같은 시료의 전처라 과정을 

거쳐 액체섬광계수기에 의한 계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선 시료의 전처리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튜브마다 포집용 Bubbler를 설치하고 구분 기호를 적는다. 

2. 빈 Bubbler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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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mL Carbosorb (14C bubblers) 와 20 mL 0.1 M 질산용액을 각각의 Bubbler에 

기록한다. 

4. Bubbler들을 Silicon 튜브를 사용하여 각각의 석영유리연소튜브에 연결한다. 이때 

3H bubbler가 연소로에 가까운 쪽이 되도록 배치한다. 

시료 Boat에 넣고 무게를 측정한 

처
。
 

츠
 
마
 

게
 

n 
T 고

 

H 

τ
 

연소로의 바로 동 .-석영유리 

Sample• zone 속으로 집 어 넣 는다. 

6. 석영유리연소튜브의 끝과 기체 

시료를 5. 

공급관을 연결후 Tube clamp로 조인다. 

모든 흘려보내고 0.3 L/min로 0.25 대하여 

있는지 

튜브에 각각의 

되고 

률
 

랴
。
 

。

π
 

공기의 7. 
。l-'-→-
1효 τ: 일어냐지 확인한다. 만약 Bubbling이 7} Bubbling Bubbler 

조여 다시 확인하고 또는 누출이 염려되는 부위를 Bubbler가 보이 면 연결부위 

말아야 한다. 

8. 연소로의 Catalyst-zone이 8000C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9. 연소로 하부 첫 번째에 위치한 sample-zone 가동 계기판의 ‘run’ 버튼을 눌러 연 

준다. 모든 Bubbler가 Bubbling 될 때까지는 연소를 하지 

소를 시작한다. 

공기가 석영유리연소튜브를 Bubbler의 체크하고 수시로 흐르는지 잘 통하여 10. 

대하 모든 Bubbler에 Bubbling은 

여 비슷한 정도를 가져야 한다. 

11. 연소로의 sample-zone과 middle-zone 온도가 8000C에 

이때 확인한다. 보이는지 뾰
 

Bubbling이 

효'I_ 

'" 때 산소 도달하였을 

유량률로 흘려준 

유량률로 

0.3 L/min의 

다. 이때 공기의 공급은 차단시킨다. 

12. 연소로 가동이 다 끝나고 나면 산소를 차단하고 공기를 0.25 L/min의 

흘려준다. 

베의 레률레이터 압력을 1 bar로 맞추고 0.25 

13. 모든 Bubbler들을 제거하고 최종 무게를 측정 기록한다. 

옮겨 담고 구분 표시를 해둔다. 

연 후 석영유리연소튜브와 공기공급튜브를 조이고 

14. Bubbler의 내 용물을 Vial에 

15. 연소로 냉각 굴뚝 마개를 았 

는 플라스틱 클립을 푼다. 

16. 냉각 팬을 가동시켜 sample-zone의 온도가 50 oc 이하로 떨어지면 냉각팬 가동 
과 공기공급을 중단하고 석영유리연소튜브와 공기공급튜브 의 캡을 분리한다. 

17. 연소로 석영유리연소튜브 속의 시료 Boat들을 끌어낸다. 시료 일부가 석영유리 

연소튜브 내에 엎질러져 있으면 튜브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조섬스럽게 제 

거한다. 

18. 피멧을 사용하여 Carbosorb Bubbler로부터 20 mL plastic scintillation vi려에 5 

질산 붓는다.마찬가지로 vial에 mL를 붓고 Goldstar scintillant 15 mL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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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Bubbler로부터 다른 20 mL plastic scintillation vial에 8 mL를 붓고 

Goldstar scintillant 12 mL를 동일 vial에 붓는다. 이 때 피 멧은 상호오염 을 방지 

하기 위하여 vial에 피렛팅할 때마다 서로 다른 피렛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 

고 vial cap을 닫고 내용물을 철저하게 혼합한다. 

19. Milky emulsion이 형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emulsion이 생성되었으면 

vial을 버라고 새로운 vial에 동일한 작업을 반복한다. vial 본체가 아닌 vial cap 

에 시료 ID와 대응되게 레이블링한다. 

20. Carbosorb를 5 mL 피 렛 팅 하여 scintillation vial에 넣 고 15 mL Goldstar 

scintillant와 혼합한다. Vial cap에 ‘BLANK C14’ 라 표시 하고 날짜를 기 록한다. 

마찬가지로 0.1 M 질산 용액을 8 mL 피렛팅하여 scintillation vi머에 넣고 12 

mL Goldstar scintillant와 혼합한다. Vial cap에 ‘BLANK H3’ 라 표시하고 날짜 

를 기록한다. 

21. 20.에서 만든 Bla파〈 시료를 scintillation counter racks의 1번 위치에 장착하고 

방사능 시료들을 2번 위치부터 차례로 장착함으로서 계측 준비를 마친다. 

전처리 과정을 마친 시료는 액체섬광계수기를 사용하여 계측을 한다. 계측이 끝 

난 후의 데이타 파일에는 방사능 농도 (DPM 또는 Bq) 값이 아닌 측정 계수 

(CPM) 값이 기록되므로 표준시료에 의한 소광효율을 이용하여 방사능 값으로 변환 

할 펼요가 있다. 우선 소광 효율은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시료의 순계수율(cpm) . ~~ N 
소광 효율 (Ec)= ~ 흐 ')) ..... , (') 씨 ̂ 1 "\-JIl 11 ,__ I , 、 x 100 = -A . ':>L X 100 (%) 

NST 

NGST 

NGST,i 

n 

NB 

AST 

“ ST 

_!!. N rC-r _!!. N <> : 

NST = NGST - NB, NGST = ~.-피~ , NB = 싣 -효L 

: net count rate of the standard (cpm) 

average (gross) count rate of the standard (cpm) 

individual (gross) count rate of the standard (cpm) 

: number of individual measurements of the standards 

average (gross) count rate of background (cpm) 

activity of the standard source (dpm) 

한편， Bubbler 속의 방사능 농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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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C~B x 1~ x_! B=-굶-×「균× m 

여기서， 

= the 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bubbler (Bq/g) AB 

= the sample count rate (CPM) C 

= the background count rate (CPM) B 

= the counter efficiency (%) 

= the mass of bubbler solution taken for analysis (g) 

E 

m 

궁극적으로 시료의 방사능 농도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mf - m t 100 A ,, =ADx _ _:_J __ ζ X -----:::-
) ‘ ms 1L 

여기서， 

= the 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sample (Bq/g) As 

= the final bubbler mass (g) mr 

= the bubbler tare mass (g) mt 

= mass of sample taken (g) 

= fumace recovery (%) 

ms 

R 

(2) H-3, C-14 측정불확도 및 최소검출한계 평가 

측정시 계측 

다 

발생하는 측정 불확도는 시료 전처리 과정， LSC 효율 교정， LSC 

오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를 살펴보면 과정， 핵데이타 자료의 

음과같다. 

무게 

계 

발생하는 불확도 요인은 시료의 무게 측정， 포집제의 

측정시 반복 측정에 의한 측정오차， Balance, 피렛 등의 

1.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측정 , Bubbler의 무게 

측기 오차 등이다 

2. 무게 측정에 의한 불확도는 반복 측정에 의한 A type 불확도이며 뿔
 

표
 

이때의 

(x) 
Ur(X)=-f-η(nL1)짧앓파f ， 

확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s(xJ 
μ (x)= 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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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불확도 (평균값 (χ)들의 표준편차) μ(x) 

: 상대표준불확도 u,.(X) 

: 각각의 측정값들의 표준편차 

: 반복 측정 횟수 

:업력량 

s(Xi ) 

n 

X 

B 오차는 B type 불확도를 야기하며 다음과 같다. 업력량 X의 교정 3. Balance의 

type 표준불확도는 ka/k이 다. 

X=m土 ka

m: 평균 

ka: 불확도 

소로 회수율을 측정하여 불확도를 산출한다. 

효율에 의하여 불확도가 발생한다. 

효율을 교정하고 불확도를 산출한다. 

6. 표준시료의 방사능 농도 등으로부터 불확도가 발생한다 

7. 시료의 반복적인 방사능 농도 측정과정에 의한 불확도가 발생한다. 

8. 핵종의 확률적 붕괴 과정에 의한 불확도가 발생한다. 

9. ν = f(xp X2' X3' ...... 와) 일 때 합성불확도 (uc (ν))는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주기적으로 연 4. 연소로의 회수율에 의한 불확도가 발생한다.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5. LSC 소광 

、

」
ν
 

m 

·
ι
 

한
『
 

따
 

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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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장불확도 또는 상대확장불확도는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U=k • μc(ν) 확장불확도 

상대확장불확도 : 다 = ujν = k • Ur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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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검출하한치 (MDA)는 Curie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 자체처분 

기준을 고려하여 시료의 양 또는 계수 시간 등을 설정한다. 

여기서， 

271 + 4.65 x 、/Bx Tn 
MDA= _ _J ' ι (Bq/g) 

다 x E/100 x R/100 X ms 

B = the background count rate (CPM) 

TB = the background count time (minutes) 

E = the counter efficiency (%) 

R = fumace recovery (%) 

ms = mass of sample taken (g) 

냐. 방사성 연소가체 포집 공정 및 포집 장치 개발 

(1) H-3, C-14 포함 연소기체 포집제 선정 및 포집장치 제조 

해체 폐기물의 고온 산화에 의하여 3H와 14C 핵종은 HTO 및 C02 기체로 발 

생한다. 이러한 기체의 포집제로서는 HTO 및 C02 포집 능력이 우수한 질산용액과 

Carbosorb 용액을 사용하였다. HTO의 포집에는 0.1 mole의 질산 (HN03) 용액 20 

mL을 사용하였으며 C02의 포집에는 Carbosorb 용액 20 mL을 사용하였다. 이때 그 

림 14에서와 같이 질산 용액이 있는 Bubbler를 Carbosorb 용액이 있는 Bubbler 앞 

에 설치하였다. 

Bubblers Bubblers 
(O.lM HN03 20ml) (Carbosorb 20ml) 

그림 14. HTO 및 C02 기체 포집 장치 

이는 HTO가 앞단의 질산에 의하여 모두 포집되고 나서 뒷단의 Carbosorb에서는 

C02만이 포집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와 같이 포집 장치를 배치함으로서 한 

변의 연소 사이클에서 HTO와 C02 포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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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채폐기물 (콘크라트 금속시료 등) 적용가술 수렵 

(1) 해체 콘크라트시료 연소조건 및 포집조건 확립 

충분한 산화를 위하여 그림 15에서와 같이 500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연소 

한다. 500도 이상에서 콘크리트 시료중의 HTO 및 C02는 기체로 발생된다. 다만， 

bioshield 로 사용된 콘크리트 폐기물의 경우 HTO 및 C02 형태가 아난 유기물 형 

태나 콘크리트 구성원소와 결합하여 콘크라트 격자 구조 깊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900도 이상으로 산화시켜 HTO 및 C0271 체를 얻도록 한다. 

600 

500 

400 

앓。 300 
산소(02 ) 공급 

200 

100 

0 
0 60 80 100 120 160 400 

시간(분) 

그림 15. 콘크리트 시료의 연소 사이클 

시료의 연소 및 포집 조건을 확립함으로서 정립된 분석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농 

도가 알려진 콘크리트 시료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 분석하였다. 우선 고온 연소로의 

회수율은 3H의 경우 90% :t 10%, 14C의 경우 95% :t 5%로 나타났다. 액체섬광계수 

가의 소광 효율은 표준선원 0.1 g을 질산 Goldstar 각테일과 Carbosorb-Goldstar 

각테일에 각각 spike하여 측정하였는데 Quenching parameter에 따른 효율을 그림 

16에 냐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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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액체섬광계수기에 대한 3H와 14C 소광 효율 곡선 

시료를 각각 4회 측정하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신뢰구간 95%에서의 불확도 

를 구하여 표 24에 나타내었다. 표준시료의 방사능 농도 평균값은 3H의 경우 25 

Bq/g, 14C의 경 우 0.08 Bq/g으로서 측정 값과의 상대오차는 각각 1.6 % ~ 6.7%, 4.0 

% ~ 18%로 나타났다. 이 때 MDA는 3H의 경 우 0.0084 Bq/g ~ 0.0211 Bq/g, 14C 

의 경 우 0.0086 Bq/g ~ 0.0180 Bq/g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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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콘크리트 표준 시료에 대한 3H와 14C 방사능 분석 결과 

방사능 농도 (Bq/g) 
시료종류 측정회수 

3H 14C 

1 25.6 :t 2.77 0.0941 :t 0.01332 

2 25.4 :t 2.75 0.0696 :t 0.01548 
콘크리 E 

3 26.7 :t 2.89 0.0772 :t 0.01170 

4 25.5 :t 2.76 0.0861 :t 0.01694 

한편，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결과를 표 25에 나타내었 

는데 시료 3개의 방사능은 자체처분 기준치 eH의 경우 50 Bq/g, 14C의 경우 1 

Bq/g)보다 모두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불확도는 신뢰구간 95%에서 계산함.) . 이때 

MDA는 3H의 경 우 0.0100 Bq/g ~ 0.0111 Bq/g, 14C의 경 우 0.0048 Bq/g ~ 0.0050 

Bq/g으로 나타났다. 

표 25.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시료에 대한 3H와 14C 방사능 분석 결과 

방사능 농도 CBq/g) 
시료종류 시료명 

3H 14C 

폐콘크리 E 콘크리 E1 0.122 :t 0.0132 0.011 :t 0.0024 

폐콘크리트 콘크리 E2 0.079 :t 0.0102 0.014 :t 0.0025 

폐콘크리 E 콘크리 E3 0.374 :t 0.0397 0.033 :t 0.0039 

표준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정립된 분석법을 검증하였 

고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분석을 수행할 있음을 알았다. 추후 다양 

한 시료에 대하여 연소시간과 온도 등 고온산화 최적화 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있 

다. 

(2) 해체 금속시료 연소조건 및 포집조건 확렵 

연구용 원자로에서 해체된 금속폐기물은 핵반응으로부터 나온 중성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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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사화되어 삼중수소 (3H)로 오염된다. 원자로 금속물질에서 삼중수소는 2H(n, 

ì( )3H, 6Li(n,a)3H, 7Li(n,a)3H, lOB(n，2a)3H와 같이 중성자와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데 6Li( n ，a)3H이 지 배 적 이 다[41]. 또한 삼중수소는 HTO 형 태 로 확산 또는 흡착되 어 

금속을 오염시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금속 표면층이 주로 오염된다. 삼중수소 

가 금속을 투과하는 정도는 금속의 형태나 표면 조건에 따라 다르다. 금속이 높은 

중성자속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금속중의 6Li. 7Li와 lOB는 중성자와 반응하여 

삼중수소가 발생하며 금속의 표면층을 지나 깊이 침투한다. 이 때 삼중수소는 약하 

게 결합된 HTO 형태 또는 금속의 격자 구조 속에서 강하게 결합된 non-HTO 형 

태로 존재한다[41]. 본 실험에서는 원자로 해체시 발생한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 중 

의 삼중수소를 추출하기 위한 연소 포집 조건을 도출하였다. 포집제 및 섬광제 등 

전처리 조건과 삼중수소의 소광 효율은 시료가 콘크리트일 때와 동일하다. 다만， 고 

온 연소로의 연소 용량과 포집 용량 등을 고려하여 금속 시료의 무게를 약 1 g으로 

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삼중수소의 방사능 추출에 펼요한 연소 온도는 적어도 80 

Ooc 이상이었다. 표 26과 그림 17에 800
0

C 의 연소 온도에서 금속 시료중의 삼중수 

소 방사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때 MDA는 0.09 Bq/g이었다. 

그림 17에서 금속시료중의 삼중수소는 연소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가장 많이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방사능 시간에 따라 감소하여 연소시간이 3시간 이 

상일 때 방사능의 추출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금속 중에서 HTO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120 0

C 의 연소 온도에서 쉽게 떨어 

져 포집이 된다. 금속 격자 구조속의 non-HTO 형태의 삼중수소까지 추출하기 위 

하여는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시켜야 하였다. 실험 결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방사능 

의 추출은 잘 이루어졌다. 본 실험을 통하여 연소로의 용량을 고려할 때 스텐레스 

스틸 금속 폐기물 시료의 연소 포집 조건은 연소 온도 및 시간이 각각 800
0

C 와 4시 

간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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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금속시료에 대한 3H 분석 결과 

Trrre Raclioactivity AI빼끄αmx비h찌atteyd RErovEIY Accumulated 
recovery 

(미n) (Bq/g) ( frlg) (%) (%) 

10 45.0:t3.6 45.0:t3.6 3.1 3 

20 104.6:t8.4 150:t9 7.1 10 

30 159.8:tl2.8 309:t16 10.9 21 

40 193.0:tl5.4 502:t22 13.1 34 

50 183.3:t14.7 686:t26 12.5 47 

60 161.7:tl2.9 847:t29 11.0 58 

70 133.0:tl0.6 980:t31 9.0 67 

80 108.6:t8.7 1,089:t32 7.4 74 

90 85.9:t6.9 1,175:t33 5.8 80 

100 67.8:t5.4 1.243 :t34 4.6 84 

110 53.5:t4.3 1.296 :t34 3.6 88 

120 41.4:t3.3 1.338:t34 2.8 91 

130 32.0:t2.6 1,370:t34 2.2 93 

140 26.0:t2.1 1.396:t34 1.8 95 

150 20.0:tl .6 1.416土34 1.4 96 

160 17.0:tl.4 1.433 :t34 1.2 97 

170 15.0:tl .2 1.448:t34 1.0 98 

180 12.0:tl .0 1.460:t34 0.8 99 

190 8.0:t0.6 1.468:t34 0.5 100 

200 3.0:t0.2 1,47l:t34 0.2 100 

210 1.0:t0.08 1,472 :t34 0.1 100 

220 0. l:t0.01 1.472土34 0.01 100 

230 <0.09 1.472 :t34 0.00 100 

240 <0.09 1 ，472土34 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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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800 oc 에서 금속시료 연소시 시간에 따른 3H 방사능 

제2절 환경 지표 방사능 선속분석 가반기술 개발 

1.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칼럼 고정상/추출제 성능개선 및 분리능력 평가 

가. 지표 방사능에 선택성을 가진 추출크로마토그래피칼럼 고정상/추출재 

제조방법 수립 

(1) Fe-55 분석용 칼럼 고정상/추출제 제조 및 안정성 평가 

지표 방사성핵종 ~e 분석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제조: 비이커 (100 뼈) 

에 고정상인 Pre-filter (Eichrom사， 100-150 때) 물질 10 g을 넣는다. 

Pre-filter 물질 위 에 추출제 인 di-isobutylketone (DIBK) 10 g을 스포이 드를 이 

용하여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유리막대로 잘 저어주어 영김을 방지한다. 제조 

가 완료되면 닮Fe 분석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DIBK 수지)는 매우 고운 가루 

상태를 유지한다. 추출제인 DIBK가 고정상인 Pre-filter 물질에 모두 흡착된 후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의 균질성을 위해 DIBK 수지를 완전히 저어준다. 제조된 

DIBK 수지를 바이알에 밀페 보관한다[42]. 

DIBK 수지 안정성 평가: 똥Fe 분석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DIBK 수지)를 

초기 제조할 때는 추출제와 고정상을 혼합하여 저어주었으나 고정상이 강하게 

엉김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제고된 DIBK 수지는 대기와 접촉시 DIBK의 강 

한 휘발성 때문에 수지의 안정성이 매우 약했다. 고정상과 추출제의 무게비를 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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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정상 위에 추출제를 스포이드로 천천히 떨어뜨리며 잘 혼합하면 최적의 

DIBK 수지를 제조할 수 있었다. 제조된 DIBK 수지를 저온에서 바이알에 밀폐 보 

관하면 1달 정도 DIBK 수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칼럼에 DIBK 수지를 충 

진할 때는 먼저 제조된 DIBK 수지에 9M HCl를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천천히 가하 

여 슬러리 상태를 만든다. 이 슬러리를 피멧을 사용하여 칼럼에 충진 시킨다. 

(2) Ni-63 분석용 칼럼 고정상/추출재 채조 및 안정성 평가 

지표 방사성핵종 63Ni 분석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제조: 비이커 (100 mR) 

에 아세톤 100 뼈를 넣는고 추출제인 dimethylglyoxime (DMG) 3g을 녹여 3% 추 

출제 용액을 만든다. 고정상인 Pre-filter (Eichrom사， 100-150 때) 물질 10 g을 

넣고 교반자석 (magnetic stirring bar)를 넣는다. 이때 비이커는 가열판(hotplate) 

에서 40 oc 를 유지하면서 교반자석를 사용하여 교반시켰다. 그리고 비이커 위쪽 

에서 IR 램프로 찍어주면서 아세톤을 서서히 증발시켰다. 바이커에서 아세톤 냄 

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증발시킨 후 제조된 수지를 오븐에서 40 oc 를 유지하여 

2시간 건조한다. 건조가 완료되면 냉각시킨 후 유리막대로 저어 가루로 만든다. 

제조된 DMG 수지를 바이알에 밀페 보관한다. 

DMG 수지 안정성 평가: 제고된 63Ni 분석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DMG 

수지)는 대기와 접촉시에도 수지의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추출제를 아세톤에 녹여 

3%의 용액을 만든 후 고정상과 추출제의 무게비를 1:0.3 정도로 하여 잘 혼합하면 

최적의 DMG 수지를 제조할 수 있었다. 제조된 DMG 수지를 바이알에 밀폐 보관하 

면 DMG 수지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제조된 DMG의 성능은 Ni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었다. 비이커에 1 mg Ni 담체를 넣고 1% v/v 암 

모니아수를 3 mR 정도를 넣어 용액의 pH를 8이상으로 올리면 용액의 색이 짧은 파 

랑색으로 된다. 여기에 제조된 DMG 수지를 넣어 용액의 색이 분홍색으로 바뀌면 

DMG 수지의 성능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칼럼에 DMG 수지를 충진할 때 

는 먼저 제조된 DMG 수지에 1% 암모니아수를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천천히 가하 

여 슬러리 상태를 만든다. 이 슬러리를 피렛을 사용하여 칼럼에 충진 시킨다. 

나. 고정상 및 추출제 특성 평가 

(1) Fe-55 분라칼럼 선택성 평가 

Fe- 55 분리칼럼 선택성 평가 : ~e 분리칼럼 선택성은 DIBK 수지의 똥Fe에 

대한 흡착량과 기타 방해이온 (137Cs, 없Mn， 60Co， 잃Y 동) 제거 능력에 의해서 평가 

될 수 있다[43]. 직경 0.9cm 높이 6cm언 칼럼에 DIBK 수지를 충진한다. 이 칼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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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HCl 에 녹아있는 안정동위원소 Fe를 흘려주어 Fe를 흡착시키다. 칼럼 세척용 

액인 9M HCl로 칼럼을 세척한다. 용출된 용액을 ICP-AES로 분석한다.DIBK 수지 

가 5xO.9cm 칼럼에 채워진 경우 Fe의 흡착량은 -50mg으로 평가되었다. 9M HCl 용 

액에 55Fe, 137Cs, 54Mn, 6OCo, 88y 등을 혼합한 후 DIBK 수지 칼럼을 통과시키다. 

9M HCl 용액으로 칼럼을 세척한다. 탈염수로 ~e를 용출시킨다. 용출된 용액을 감 

마핵종분석기로 분석하고 액체섬광계수법으로 55Fe의 방사능을 분석한다. 탈염수로 

용출된 용액에서 감마핵종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 LSC 스펙트럼에서도 ~e 스펙트 

럼만 관측된 것으로 보아 방해이온이 99% 이상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Ni-63 분라칼럼 선택생 평가 

Ni-63 분리칼럼 선택성 평가 : 알칼리용액 (pH-8)에서 sodium citrate는 전 

이금속과 흡착하여 DMG 수지에 이들 전이금속이 흡착되는 것을 막아준다. 알 

칼리용액에서 DMG는 Ni-DMG 착물을 형성하여 DMG 수지에 Ni을 흡착시킨 

다. DMG는 Ni에 대해서 선택성이 높지만 Co에 대해서도 착물을 형성하였다 

[44]. 그러므로 Co가 용액에 존재하는 경우는 DMG 수지에서 용출된 Ni을 포함 

하고 있는 용액에 Co 담체를 첨가하고 증발건고시킨 후 건고물은 9 M HCl 로 

녹였다. 그리고 음이온교환수지 (Eichrom사， 1-4X) 칼럼을 이용하여 Co을 제 

거 할 수 있었다. 알칼리용액 (pH -8)에 63Ni, 6OCo, 137Cs, 54Mn, 잃Y 등을 혼합한 후 

DMG수지 칼럼을 통과시키다. 1% 암모니아수로 용액으로 칼럼을 세척한다.6M 

HCl로 63Ni을 용출시킨다. 용출된 용액에 1mg Co 담체를 첨가하여 증발건고 시킨후 

9 M HCl 로 녹였다. 음이온교환수지 칼럼을 통과시켜 Co을 제거할 수 있었다. 

용출된 용액을 감마핵종분석기로 분석하고 액체섬광계수법으로 액이의 방사능을 분 

석한다. 음이온교환수지로부터 용출된 용액에서 감마핵종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LSC 스펙트럼에서도 63Ni 스펙트럼만 관측된 것으로· 보아 방해이온이 99% 이상 제 

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Tc-99 분라칼럼 선택성 평가 

Tc-99 분리칼럼 선택성 평가 : 99Tc 분리칼럼 선택성은 TEVA 수지의 99Tc에 

대한 방해이온 (3H, 14C, 9OSr, %Y, %Mo 등) 제거 능력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직경 O.9cm 높이 6cm인 캄럼에 TEVA 수지를 충진한다. 2M HN03 용액에 3H, 14C, 

%Sr, %Y, 9빼o 등을 혼합한 후 TEVA 수지 칼럼을 통과시키다. 2M HN03 용액으 

로 칼럼을 세척한다.8M 田-.J"03 용액으로 99Tc를 용출시킨다. 용출된 용액을 액체섬 

광계수법으로 99Tc의 방사능을 분석한다. 8M HN03 용액으로 용출된 용액의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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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에서3H， l4C, %Sr, %Y, %Mo의 스펙크럼은 나타나지 않고 99Tc 스펙트럼만 

관측된 것으로 보아 방해이온이 99% 이상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회수율 측정용 추적자(yield tracer)의 특생 평가 

회수율 측정용 추적자(없1νTc) 정제기술 개발 : 추적자로 사용된 없nrc은 

~o-99mTc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생성된 것으로 (주)삼영유니텍사의 제품을 이용하 

였다. 제공된 추적자는 0.9 % NaCl 5-10 ml의 용액상태로 ~o， 103Ru, 1311 등을 

포함하는 여러 핵종들을 불순물로 함유하여 이들과 99mTc이 공존하는 경우 분석 과 

정에서의 회수율 결정하기 위한 감마 계측시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TEVA 수지를 이용하여 9~C을 정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45]. 그림 18은 정제 

전 • 후의 감마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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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TEVA수지를 이용한 ~o쟁mrc-generator의 정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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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컬럼은 0.1 M HN03 용액 5ml을 이용하여 TEVA 수지의 상태를 조절하였 

다. 제공된 용액에 제공된 용액의 양과 동일한 양의 0.2 M HN03 용액을 첨가한 후 

정제 컬럼에 주입(loading)하고 2 M HN03 용액 30 ml를 이용한 세척 (washing) ， 그 

리고 8 M HN03 용액 10 ml를 이용한 탈거 (stripping) 등의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추적자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을 거친 탈거용액에 대한 감마선 계측 결과 정제된 

추적자 용액 중의 9~O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99 % 이상 제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환경 지표 방사성핵종 자동분리를 위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가. 환경 지표방사생 핵종 자동 분랴를 위한 추출크로마토그래펴 샤스댐 

상세 설계 

(1) 방사생폐기물 처분장 지표 방사생핵종(Tc-99) 자동분라 장치 상세 설계 

처분장 지표방사성 핵종 99Tc의 특성: 테크네륨 99는 우라늄의 핵분열 생성물 

이며 ~o의 베타선 붕괴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Tc-99는 최대 붕괴에너지가 292 

keV인 베타방출 핵종으로서 반감기가 213.000년이며 베타 붕괴 반응에 의해 Ru-99 

를 생성한다. Tc-99는 천연우라늄의 자발적 붕괴에 의해서 일부 생성되나 대부분의 

99Tc는 원자로의 운영이나 원자력 재처리 설바로부터 생성된다. 

Tc-99는 월성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계획서 

에 명시된 감시핵종이며， 지하수 이동을 통한 방사성핵종 누출 여부를 평가하기 위 

한 핵종 중 하나이다. 

테크네륨-99 자동분리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상세 설계: 테크네륨 99 자 

동분리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은 컨트롤모률， 펌프모률， 밸브모율， 칼럼모률 

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칼럼모률에는 감마선 검출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자동분 

리 과정 중 99Tc를 최소 부피 상태로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 시스 

템은 동시에 4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c-99 자동분리 장치 개 

념도를 그림 19에 냐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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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모둘 
칼럼 브

 
밸
 

보률 모률 

켠트롤모둘 

그림 19. Tc-99 자동분리 장치 개념 구성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Lab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발되었 

으며， 화면에서 사용자가 대화형식으로 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46， 

47]. 

(2) 실험용 자동 테크네륨-99 분라장치 제작 

실험용 자동 테크네륨-99 분리장치 구성: 상세설계에 따라 실험용 지표 방사 

성핵종 99Tc 자동분리 장치를 제작하였다. 

컨트롤 모둘 펌프모율 

그림 20. 실험실용으로 제작된 모률식 99Tc 자동분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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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밸브모률에는 6개의 

있 는 6-Way Flow Selection Valve(FSV-6W) 1 개 와 

시스템을 보여준다. 자동분리 20은 실험용으로 제작된 

시료를 선택적으로 주입할 수 

시약과 분석시료를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주입할 /
T 있 는 2-Way Flow Selection 

Valve(FSV-2W) 4개로 구성되어 있다. 펌프모률에는 연동펌프 1개와 펌프 조절기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칼럼모률 1개에는 칼럼 2개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럼 

모률은 시료를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분리할 
끼」 

T 있는 3-Way Flow Distribution 

Valve(FDV-3W) 2개와 감마선 검출기 2개로 구성되었다. MARS Tc-99는 2개의 

칼럼모률로 이루어져 있어 동시에 4개의 시료분리가 가능하다. 컨트롤 모률에는 

FSV -6W, FSV -2W, FDV一3W 밸브를 on/off 시 키 기 위 한 3개 의 밸브컨트롤 보드 

와 5V, 12V, 24V 전압공급장치， 디지털 아날로그 통신 컨트롤 보드 1개로 구성되었 

다. 

모률식 자동 방사성핵종 테크네륨 99 분리기 (MARS Tc-99) 상세 설계 디] 
^ 실험 

용으로 제작된 MARS Tc-99 시스템을 근거로 prototype 자동분리 추출크로마토그 

래피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냐- 자동분라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제작 

(1) 모율식 자동 방사성핵종 테크네륨 99 분랴가 (MARS Tc-99) 시제품 

개발 

종래기술 및 문제점: 

계 수기 (LSC)를 이 용하여 

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되는 방해 핵종 제거 

테크네륨-99의 방사능은 질량분석기(ICP-MS)나 액체섬광 

분석한다. ICP-MS나 LSC를 이용하여 테크네륨-99를 분 

분석에 방해가 되는 핵종을 제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법은 중력흐름(gravimetric flow)에 의한 칼럼분리 방식 

이나 용매추출 방식을 사용하나 이 방법은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 q_l 
^ 많은 용매 

사용되는 사용을 요구한다. 그리고 테크네륨-99 분석시 화학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테크네륨-99m의 장시간 노출에 의한 방사선 피폭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환경감시 지표핵종인 

Tc-99를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자동분리하기 위한 “모률식 자동 방사성핵종 테크네 

륨-99 분리기 (MARS Tc-99)"를 개발하였다. 본 개발품은 1 -7 m.e/rnin의 유량으로 

테크네륨-99 방사성핵종을 신속하게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개발기술의 설명: 본 개발품(MARS Tc-99)은 병원에 공급하는 ~orrnTc 제너 

레이터에서 생성된 테크네륨-99m이나， 토양， 해조류， 해수， 지하수 등에 존재하는 

테크네륨-99를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자동분리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MARS Tc-99 시제품 사진， 전기적 배선도， 유량흐름도， 시스템 사양을 그림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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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그림 23， 그림 24에 나타냈다. MARS Tc-99는 한국기술거래소(NTB)에 기술 

둥록(기술코드: S2oo8021319)되었으며， system과 운영 software는 특허출원(10-

2008-01369싫0) 및 프로그램 등록(2008-01-182-004745)된 인증된 개 발품이 다. 

그림 21. Prototype 모률식 자동 테크네륨-99 자동 분리기 (MARS Tc-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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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2. 모률식 자동 테크테륨 99 분리기의 배선도: FSV2W(유량선택밸브 

2way), FSV6W(유량선택밸브 6way), FDV3W(유량분배밸브 3way), Digital νo 

board(디지렬 입출력 통신 보드)， VCB(밸브컨트롤 보드)， GM detector (감마선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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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V'NI-I 

Column I Column 2 Column 3 Column 4 

Sample I 

Sample 3 

Sample 4 

Reagent 5 

Reagent I 

Reagent 3 

그림 23. 모률식 자동 테크테륨-99 분리기의 유량 흐름도: FSV2W(유량선택밸브 

2way), FSV6W(유량선택밸브 6way) , FDV3W(유량분배밸브 3way) , FDV5W(유량 

분배밸브 5way) , GMD (감마선 검출기)， Tc-99 (테크네륨 99 저장탱크)， Waste 

(폐기물 탱크) 

l System Cha뼈따빼i앉 | 
• Modular type system 

• Easy and simple maintenance 

• Simultaneous analysis of 4 samples 

• User friendly system software 

• Built-in G-M counter for J-way valve switching 

• Volume and gamma counting graphic display 

• Start and stop time display 

Specification 

• Size 
• Valve module (mm): 132x178x440 

• Column module (mm): 132x 178x440 

• Pump module (mm): 440x260x178 

• Control module (mm): 440x260x 178 

• Control Module Specification 

• ADC board: 1.25 Ms/sec 

• Communication: USB-16-bit 

• Opera피19 System: Windows XP 12000 

• System Software: Labview 8.5 

• Main power: 220ACV/5A 

• Pump Specification 

• rpm: 3.5 ~350 

그림 24.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의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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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Tc-99는， 복수의 시약을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주입할 수 있는 시약공급부 

와， 상기 선택된 시약과 복수의 분석시료를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주엽할 /-.. 
T 있는 

분석시료공급부를 가지는 밸브모율; 상기 밸브모률로부터 공급받은 시약 또는 분석 

시료를 압송하는 펌프와， 상기 펌프를 제어하는 펌프 콘트롤러를 가지는 펌프모률; 

상기 펌프모률로부터 공급받은 시약 및 분석시료로부터 테크네륨 99를 분리하는 칼 

2ll그 푸묵q_l 
p -L--i:코 , ^ 상기 공급모률과 상기 칼럼모률과 상기 펌프모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 

어 제어하는 제어모률을 포함하는 모률식 자동 방사성핵종 테크네륨-99 분리기이 

다. 

상기 시약공급부는 복수의 시약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시약탱크와， 상기 

크 각각과 연결되는 시약선택밸브와， 상기 시약선택밸브와 연결되어 상기 

공급부로 시약을 분배하는 시약분배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시약탱 

분석시료 

또， 상기 

있는 분석시료탱크와， 입력 

입력측 타방이 상기 시약공급부와 

분석시료 공급부는 복수의 분석시료를 각각 저장할 수 

:= 
-, 일방이 상기 분석시료탱크에 각각 연결되고 

연결되며 출력측이 상기 펌프와 연결되는 전환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 

다. 또， 상기 칼럼모률은， 테크네륨-99를 분석시료로부터 이온교환 고정하는 하나 

이상의 칼럼과， 상기 칼럼에 각각 연결된 감마선 검출기와， 상기 감마선 검출기에 

각각 연결된 분리밸브와， 상기 분리밸브의 출력측 한쪽에 연결되는 테크네륨 99 저 

장탱크와， 상기 분리밸브의 출력측 다른 한쪽에 연결되는 폐기물 탱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또， 상기 컬럼은 분리용 선택적 수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분리용 선택적 수지는 Eichrom사의 TEVA 수지인 것 

을 특정으로 한다.상기 모률식 자동 방사성핵종 테크네륨 99 분리기를 이용한 방 

사성핵종 테크네륨 99 분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컬럼에 초기화 시약(O.lM 질산용 

액) 공급하고， 상기 칼럼을 통과한 초기화 시약은 폐기물 탱크로 배출되는 초기화단 

계 (conditioning); 상기 칼럼에 분석시료를 공급하여 테크네륨-99를 이온교환 고정하 

통과한 분석시료는 폐기물 탱크로 배출되는 분석시료공급단계 

Ooading); 상기 칼럼에 정제 시약(O.lM 질산용액)을 공급하고 상기 칼럼을 통과한 

정제 시약은 폐기물 탱크로 배출되는 정제단계 (rinsing); 및 상기 칼럼에 용출 시약 

칼럼을 상기 고 , 

(8M 질산용액)을 공급하여 상기 칼럼에 고정된 테크네륨-99를 이온교환 시켜 분리 

하여 상기 감마선 검출기에 의해 특정값 이상의 감마선을 검출한 경우에만 용출액 

테크네륨-99 저장탱크로 배출하는 용출단계 (elution)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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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통하여， 테크네륨-99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또한 99mTc으로부터 거리 및 시간 차폐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으며 자동분리 과정 중 테크네륨-99를 최소 부피 상태로 분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환경 

감시 지표핵종의 선택적 분리 원자력시설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성 

핵종 선택적 분리， 및 기타 원자력시설 환경감시 지표핵종의 선택적 분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의료용 ~o/없mTc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99mTc 추적자 정제에 활용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모률방식을 적용하여 각 모률을 쉽게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칼럼모률에는 감마선 검출기 (GMD) 

가 장착되어 있어서 자동분리 과정 중 테크네륨 99를 최소 부피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모율식 자동 방사생핵종 테크네륨-99 분리가 (MARS Tc-99) 운영프로 

그램 설계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설계: 모률식 자동 방사성핵종 테크네륨-99 분리기(그 

림 21)를 운영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은 LabView 소프트웨어 (National Instrument 

사)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한 화면에서 사용자가 모든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장 

치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 구성 (그림 25)은 테스트 창， 

펌프 calibration 창， 설행 창으로 되어 있다. 테스트 창에서는 각각의 밸브와 유량 

펌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설계 되었으며， 장치의 실제 구성도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어 눈으로도 쉽게 각각의 밸브상태와 유량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이 있다. 펌프 calibration 창은 실시간 유량을 단계별로 측정하여 각 파라미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당 펌프유량(m~/min)이 최소자승법에 의해 계산되어지며 설행 

창(Execution)으로 그 값이 연계된다. 실행창의 구성은 Conditioning, Loading, 

Rinsing, Elution, Clean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템에서 각각의 부피와 유량 

을 독립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스랩별 시작시간， 진행시간， 퍼센트 진행 

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사용자 편리 

프로그램이다. 모든 자동밸브의 실시간 동작상태가 LED로 나타나고 펌프 작동상태 

는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며， 펌프의 분당회전 속도가 실행창에 있는 RPM으 

로 표시된다. 테크네륨-99분리를 위해 칼럼모률에 장착된 감마선 검출기에 의해 감 

마선 신호가 실시간으로 X-y그래프로 표시되어 방사성핵종 분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감마선의 지정된 값( threshold)에 의해 선택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며 동시에 

4개의 시료를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감마선 선호는 컴퓨터에 경로를 

3-82 



지정하여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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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 (MARS Tc-99)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률식 자동 방사성핵종 분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MARS Tc-99는 원자 

력시설 주변 환경감시 활동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년도에는 한 

개의 시료로부터 지표방사성핵종언 90Sr과 99Tc 두 핵종을 동시에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3.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자동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몇 시스템 성능 평가 

가. LabView를 이용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댐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1) 환경 지표 방사생핵종 스트론륨 90 자동분라 장치 설계 및 제작 

환경 지표방사성 핵종 90Sr의 특성: 스트론륨-89와 90(없Sr， 9OSr)은 핵분열 생 

성물이며， 최대 붕괴에너지가 89Sr는 1.49 MeV이고 90Sr은 0.546 MeV인 베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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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으로서 반감기가 89Sr는 50.5일이고 90Sr은 28.8년이며， 베타 붕괴 반응에 의해 

89Sr는 Y-89로 90Sr은 90y으로 붕괴 된다. 대부분의 89Sr, 9OSr은 핵실험， 원자로의 운 

영， 원자력 연료 재처리로부터 생성된다. 

Sr-90은 원자력시설 부지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감시 핵종 중 하 

나이다. 또한 89Sr，9OSr은 원자력 시설 사고시 중요한 환경 감시 지표 핵종 중이다. 

스트론륨은 칼습과 화학적 거동이 유사하여 체내에 유입되면 뼈에 침적되는 특정이 

있으므로 유아들을 위한 음식인 우유 제품의 중요한 감시 핵종이다. 

종래기술 및 문제점: 스트론륨-89와 90의 방사능은 저준위 기체 비례 알파/베타 

계 수기 (gas proportional a/β counter; GPC)나 액 체 섬 광계 수 기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LSC)를 이 용하여 분석 한다. GPC나 LSC를 이 용하여 스트론륨 89와 90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에 방해가 되는 핵종을 제거하여야 한다. 고전적으 

로 사용되는 전처리 방법은 발연질산처리에 의해서 방해 핵종을 제거하고 았으나， 

발연질산 취급의 위험성 및 발연질산 사용시 발생되는 유해한 이산화질소 배출 등 

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방해 핵종 제거 방법은 이온교환수지 

를 사용하여 스트론륨을 순수분리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사용되 

는 이온교환수지법은 중력흐름(gravimetric flow)에 의한 칼럼분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노동 집약적이며， 단순작업의 반복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감시 지표핵종 및 원자력시설 사고 

시 환경조사 핵종인 없Sr 및 90Sr을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자동분리하기 위한 “모률 

식 자동 방사성핵종 스트론륨-90 분리기 (MARS Sr-90)"를 개발하였다. MARS 

Sr-90은 MARS Tc-99를 개선하여 개발되었다. MARS Tc-99와의 기계적 차이점 

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MARS Sr-90에서는 시료 및 시약이 공급되는 

튜브에 기포가 생겼을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포 제거 칼럼을 추가하였다. 둘 

째， 스트론륨 89와 90 순수 분리시에는 추적자로 감마핵종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론 

륨 안정동위 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MARS Sr-90에서는 칼럼모률에 감마선 검출 

기를 장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뒷면의 전기배선 연결 방식을 산업용 원형 방수 

커넥터에서 핀 커넥터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품 구입이 쉽고 탈 · 부착이 용이하게 

하였다. 

스트론륨 90 자동분리 장치 (MARS Sr-9이 설계 및 제작: 스트론륨-90 자동분라 

장치 (MARS Sr-90)는 테크네륨←99 자동분리장치 (MARS Tc←99)를 개선하여 제 

작되었다. MARS Sr-90은 컨트롤모률， 펌프모률， 밸브모률， 두개의 칼럼모률로 구 

성되었다. 각 모율의 크기는 W132 mm x D260mm x H440MM 이다. 주 전원은 

220V 이 고 컨트롤 모률로 공급된다. 컨트롤 모률은 자료수집 장치 (NI USB-6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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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DC 파워 공급기 세 개의 솔레노이드 밸브 운영 보드를 가지고 있다. 자료 

수집 장치는 USB 포트를 이용하여 운영 컴퓨터와 연결되며 32개의 아날로그 입력 

단자， 4개의 아날로그 출력단자， 48개의 디지털 입 ·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다. 한 

개의 아날로그 출력단자는 연동펌프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며， 한 개의 아날로그 입 

데사 

솔레노이 

연동펌 

력단자는 연동펌프의 엔코더에서 나오는 펌프의 실제 회전속도를 받아들이는 

용한다. 디지털 출력단자의 5V TTL 신호는 릴레이 스위치를 on/off 시켜 

c 밸브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된다. 펌프모률은 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연동펌프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다. 밸브모률은 6개의 입구와 1개의 프와 출구 

(6I-FSV)가 있는 용액선택 밸브， 5개의 입 · 출구가 있는 용액 분배 커넥터 

입구와 1개의 출구 (2I-FSV)가 있는 시료 · 시약 

용액선택밸브는 6개까지 다른 종류의 시약을 선택할 수 

선택밸브를 포 

있다.용액분 

(5W-FDC) , 2개의 

함하고 었다. 

배 커넥터는 시약을 시약선택밸브로 분배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시료·시약 선택 

밸브는 분석할 시료와 용액분배 커넥터로부터 

각 칼럼모률은 2개 의 Sr-spec 수지 칼럼 과 

오는 시약을 선택하는 

2개의 1개 입력 2개 

데 사용된다. 

출력 3방향 

(3W-FDV) 용액 분배 밸브를 포함하고 있다. 3방향 용액분배 밸브는 폐기용액과 

순수 분리된 89Sr와 90Sr을 선택할 때 사용된다. 모든 용액 배관은 0.8 mm 내경의 

PTFE 튜브를 사용했다. 연동펌프의 펌프 튜브는 1.0mm 내경의 타이곤 튜브를 사 

용했다. MARS Sr-90을 이용한 방사성핵종 스트론륨-89와 90 분리절차는， Sr-spec 

수지 칼럼에 초기화 시약(8M 절산용액)을 공급하고 칼럼을 통과한 초기화 시약은 

배 출되 는 초기 화단계 (conditioIÚng); 칼럼 에 분석 시 료를 공급하여 폐기물 탱크로 J、

트론륨-89와 90을 이온교환 고정하고， 칼럼을 통과한 분석시료는 폐기물 탱크로 배 

출되는 분석시료공급단계 Ooading); 칼럼에 정제 시약(8M 질산용액)을 공급하고， 칼 

럼을 통과한 정제 시약은 폐기물 탱크로 배출되는 정제단계 (rinsing); 및 칼럼에 용 

출 시 약(초순수)을 공급하여 Sr-spec칼럼 수지에 고정된 스트론륨 89와 90을 이온 

교환 분리하여 용출액을 스트론륨-89와 90 저장탱크로 배출하는 용출단계 (elution) 

를 포함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MARS Sr-90은 동시에 4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LabView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여 

설계하였다. MARS Sr-90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MARS Tc-99 운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Tc-99 시스템 사양과 같다. 

MARS Sr-90을 

사양은 MARS 

(2) 모률삭 자동 방사생핵종 스트론륨 90 분리가 (MARS Sr-90)운영프로그햄 

설계 미 :x: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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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설계: 모률식 자동 방사성핵종 스트론륨 90 분리기를 

운영 하는 시 스템 프로그 램 은 LabView 소프트웨 어 (National Instrument 사)를 이 용 

하여 작성되었으며， MARS Tc-99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개발되었다. MARS 

Tc-99 운영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크게 3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감마선 검출기에 

서 오는 선호를 처리하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부분이 제거되었다. 둘째， 설행창 

(Execution)에서 Rinsing 스랩이 2개 추가 되어서， 시료 중에 U이나 Th이 많이 존 

재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MARS Tc-99에서는 

Elution 스랩에서 Tc-99를 선택적으로 용출액 저장탱크로 받으려고 할 때 3방향 밸 

브를 감마선 검출기의 신호를 받아 작동시키지만， MARS Sr-90에서는 Elution 스 

랩의 총부피 중 하한과 상한 값을 입력하여 원하는 구간에서만 3방향 밸브를 작동 

시켜 없Sr나 90Sr을 용출액 저장탱크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MARS Sr-90은 컨트롤 모률에 있는 자료 수집 장치와 USB 포트로 연결된 운영 

컴퓨터와의 νo 전달을 통해서 운영 프로그램으로 조정된다. 운영프로그램은 

LabView 프로그램 언어 버전 8.6으로 작성되었으며， MARS Sr-90의 각 부분을 작 

동시키고 정보를 수집하여 화면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MARS Sr-90 

운영프로그램은 윈도 2000이나 XP에서 작동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프런트패널과 블 

록다이아 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프런트 패널은 화면상에서 장치의 각 부분을 그렴 

으로 나타내어 사용자와 MARS Sr-90을 서로 연결시켜 νo 전달을 해주는 가상의 

장치이다. 블록다이아 그램은 프런트 패널에 대한 그래픽 소스 코드를 나타낸다. 프 

런트 팬널 구성은 테스트 창， 펌프 calibration 창， 실행 창으로 되어 있다. 테스트 

창과 펌 프 claibration 창은 MARS Tc-99와 같지 만， 실행 창은 차이 가 있다. 

Icsl Pa.셈 1 1'" .. ", C뼈aliotl ÚCUωli()u 

MARS Sr- 90 빼
 
짧
 繼

그림 26. 모률식 자동 Sr-90 분리기의 설행창에 대한 프런트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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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Sr-90의 설행창에 대한 프런트 패널을 그림 26에 나타냈다. Sr-89와 

Sr-90을 MARS Sr-90을 이용해 순수 분리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실행창에서 입력 

해 야 할 가장 중요한 파라미 터 는 부피 (volume) , 유속 (flow rate) , 시 약선 택 이 다. 

연동펌프의 전압에 대한 유속 변화(slop of pump calibration)는 펌프 calibration 창 

에서 얻어진 값이 자동으로 실행창으로 연계되며， 단위는 mL/min/V이고 전형적인 

값은 1.8 mL/miνV이다. 실행창에 있는 각 밸브의 원형 LED는 밸브가 작동될 때 

회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 막대형 LED는 튜브에서 용액의 흐름을 나타내며 용액 

이 흐를 때는 녹색으로 반짝인다. 실행창의 입력파라미터인 부피는 (1)식에 의해 계 

산된 연동펌프를 작동시키는 시간 (t)을 변화시켜 얻어진다. 실행창의 입력파라미터 

인 유속은 (2)식에 의해 계산된 연동펌프에 가해지는 아날로그 출력 전압(AOV)을 

변화시켜 얻어진다. 

t == volume/flow rate ---------------- ----- (1) 

AOV == flow rate/slope of pump calibration curve ------- (2) 

예 로써 , volume == 20 mL, flow rate == 3 mL/min, slope of pump calibration curve 

== 1.8 mL/min/V 일 때 연동펌프는 AOV 값이 1.67V에서 6.7분간 작동된다. 

MARS Sr-9Q의 실행창에 대한 블록 다이아그램을 그림 27에 나타냈다. 블록 다 

이아그램은 (a) initializing step: 모든 6I-FSV 와 2I-FSV 밸브가 off, (b) 

conditioning step: 6I-FSV의 밸브 위 치 1 on, 2I-FSV의 시 약선 택 쪽 on 시 료선 택 

쪽 off, (c) loading step: 모든 6I-FSV 밸브 off, 2I-FSV의 시 약선 택 쪽 off 시 료선 

택 쪽 on, (d) rinsing step: (e) elution step: 6I-FSV의 밸브 위 치 1 on, 2I-FSV의 

시약선택 쪽 on 시료선택 쪽 off, (f) cleanup step: 6I-FSV의 밸브 위치 2 on, 

2I-FSV의 시약선택 쪽 on 시료선택 쪽 off, 로 구성되어 았다. 6I-FSV 밸브의 1에 

는 8M HN03 용액이 연결되어 있고 밸브 2에는 초순수가 연결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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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모률식 자동 Sr-90 분리기의 설행창에 대한 블록 다이아그램 

냐.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샤스템 자동분랴 성능평가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시료에 대한 MARS Tc-99 분리기 성능시험 

및 평가 

MARS Tc-99에 의한 지하수 시료 99Tc 순수분리: 경주 준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장 지하수 감시구에서 재취한 5개의 지하수 시료에 개발된 MARS Tc-99를 

적용하여 장치의 성능시험을 설시하였다. 

지하수 시료에 대한 순수 분리는 표 27에 나타낸 자동 프로토콜에 의해서 MARS 

Tc-99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규제 기관에서 처분장의 지하수 감시에 대한 99Tc의 

검 출목표치 는 lBq/L이 다. TEVA 칼럼 을 O.lM HN03로 초기 화Cconditioning)하고 

지하수 시료를 주업(loading)한다. TEVA 칼럼은 O.lM HN03로 세정 CRinsing)한후 

8M HN03으로 99Tc를 20 rnL 유리 바이 알로 용출Celution)시 킨다. 이 모든 단계는 

표 27에 나타낸 자동 프로토콜에 의해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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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Tc-99 순수 분리를 위한 실행창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 프로토콜 

initialize conditioning loading rinsing elution cleanup 

step no. 

valve position 

l 2 3 4 5 6 

61-FSV 

21 • FSV 

3W-FDV 

off 1 off 1 2 3 

off reagent sample reagent reagent reagent 

right right right right left right 

flow rate. 
IDL/min ’ 

O 

O 

0.1 M 
HN03 

20 

5 

samples 0.1 M 
HN03 

8 M de-ionized 
HN03 water pumped solution 

volumc, mL 250 

5 

m 
5 

20 

l.5 

80 

5 

20 mL 유리 바이알에 있는 용출액은 가열 블록에서 완전히 증발 건고시킨 후 

2% HN03 용액으로 녹여 1CP-MS나 LSC로 99Tc를 분석할 때 사용한다. MARS 

Tc-99를 이용한 99Tc 순수 분리에 대한 화학 수율은 94%에서 98%를 나타냈으며， 

평균값은 96:l:2%를 보였다 (표 28). MARS Tc-99를 이용한 지하수 중의 99Tc 순수 

분리에 대한 화학수율은 상대표준 편차 2%에서 재현적 이었다. 전 과정에 대한 분 

석시간은 87분으로 중력흐름 (유속: < 1 mL/min)을 이용하는 일반방법의 분석시간 

인 420분보다 약 5배 더 빠르다. MARS Tc-99를 이용한 지하수 중의 99Tc 순수 분 

리는 분석시간과 화학수율 면에서 탁월하였으며 처분장 지하수 감시에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8. MARS Tc-99를 이용한 99Tc 순수 분리에 대한 화학 수율 

sample Tc recovery, % 

method blank 95.9 

method standard 94.1 

PW-1 97.0 

KB-1 98.0 

KB- 3 98.1 

DB1-1 95.4 

DBl-6 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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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유시료에 대한 MARS Sr• 90 분라가 성능시험 및 평가 

MARS Sr-90을 이용한 우유시료 중의 90Sr 순수 분리: 사고시 식품시료에 대 

한 선속분석은 방사성 오염 식품의 성취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유 

시료는 유아들의 섭취와도 관련 있으므로 중요한 감시 대상 식품이다. 사고시에는 

24시간 이내에 89Sr와 90Sr을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은 최소 

14일이 소요되므로 사고 대처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RS Sr-90을 

이 용한 89Sr와 90Sr 신속 자동분리 후 LSC로 측정 한다면 24시 간 이 내 에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IAEA 주관 우유시료 중의 89Sr와 90Sr 신속분석 교차분석에 MARS 

Sr-90을 활용하였다.IAEA에서 제공한 90Sr이 첨가된 교차분석용 분유 시료 10 g 

을 65 0C 뜨거운 물 78 mL에 완전히 녹인다. 여기에 안정동위 원소 스트론륨 추적 

자 14.6 mg을 넣는다. 우유 용액의 pH를 citric acid로 조절하여 5.2로 한다. 여기에 

양이온 교환수지 (Dowex 50W - X8) 5 mL를 넣는다. 잘 흔들어 준후 양이온 교환수 

지를 가라앉게 하고 위 우유 용액은 따라 내어 버린다. 따뜻한 물로 3-4회 양이온 

교환수지를 씻어준다. 양이온 교환수지를 칼럼에 채우고 MARS Sr-90에 장착한다. 

초순수로 양이온교환수지 칼럼을 세척한 후 4M NaCl 용액으로 스트론륨을 포함한 

양이온들을 용출시킨다. 용출액에 포화 탄산나트륨 용액을 첨가하고 용액의 pH를 

10 부근으로 조정하여 Sr(Ca)C03 침전을 유도한다. 침전을 8M NH03 20 mL를 가 

하여 녹인 후， MARS Sr-9O 시료 주입구에 장착한다. Sr-90 표준시료 (15.46 Bq)도 

SrC03 침전을 유도한 후 8M NH03 20 mL를 가하여 녹여 MARS Sr-90 시료 주입 

구에 장착한다. Sr-90 순수 분라는 표 28에 나타낸 자동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한다. 

Sr-spec 칼럼을 8M HN03로 초기화(conditioning)하고 우유 시료를 주입 Ooading)한 

다. Sr-spec 칼럼은 8M HN03로 세정(Rinsing)한후 초순수로 90Sr을 20 mL 유리 

바이알로 용출(elution)시킨다. 이 모든 단계는 표 29에 나타낸 자동 프로토콜에 의 

해서 수행된다. 

용출액에 포하 옥살산을 첨가하여 용액의 pH를 9 부근으로 조절하면 스트론륨 

옥살산 침전이 형성된다. 이 침전을 1M HN03 1 mL로 녹이고 여기에 14 mL 

INST AGEL PLUS 섬광용액을 첨가하여 LSC로 90Sr 농도를 분석한다. MARS 

Sr-90를 이용한 90Sr 순수 분리에 대한 화학 수율은 우유시료는 78%, 표준시료는 

76%의 값을 나타냈다. MARS Sr-90을 이용하여 우유 중의 90Sr을 76% 이상의 화 

학수율로 순수 분리할 수 있었으며， 전 과정에 대한 분석시간은 8시간 이내로 사고 

시 결과를 내야하는 24시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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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Sr- 90 순수 분리를 위한 실행창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 표로토콜 

initialize conditioning loading nnsmg elution cleanup 

step no. l 2 3 4 5 6 

valve position 

6I-FSV off l off 1 2 2 

2I-FSV off reagent sample reagent reagent reagent 

3W-FDV right right right right left right 

psoumlU·I1oedn 8 M HN03 samples H 8N hOq3 de- ionized de- ionized 
water water 

volume, rnL 0 40 20 80 40 50 

H1o11wL/m raitne. l 0 3 1.5 1.5 1 5 

제3절 다가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가술 개발 

1. 다가능 환경 반사션량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념기술 개발 

가. 원격환경감시를 위한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측정시스템 상세개념 

설계 

(1) 다기능 환경 방사선량률 측정센서 설계 

측정센서 개념 설계 : 원격 환경감시를 위한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측정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률 측정센서이고 두 번째 부분은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분석프로그램이다. 측정센서는 기존 섬광검 

출기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검출기와 융 

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상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소형인 3/x3" 

N aI(Tl) 검출기를 메인으로 이용하여 1차년도에는 기본 개념을 설계하고 용도에 맞 

게 다양한 기능을 낼 수 있는 다기능 측정센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정의한 다기능은，1. 지리정보 이용 방사선 등고선 생성 가능 (지리정보 

동조형 시스템으로 명명)， 2. 차량탑재 이동형이 가능하고 원격 및 무선 데이터 송 

수신이 가능， 3. 고정형 또는 휴대용으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 4. 기타 검출기 

(알파 ，베타， 중성자)와 융합하여 핵 테러 및 비상방재 이용 가능， 5. 비상시 무인 

로봇에 탑재가 가능， 6 ‘ 각종 기상데이터(온습도 및 풍향)와 융합하여 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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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가능， 7. 지라정보와 융합하여 방사선 네비게이션 지도가 가능， 8. 평 

및 비상시 환경방사선량률 측정 및 인공핵종 판별 가능， 9. 인공핵종 기여 

자동측정 가능， 10. 차량이동에 따라 원격으로 설시간 방사선량률 모니터링 가 

능， 11. 공간 및 시간에 따른 실시간 방사선량률 변화추이 관측 가능 등으로 표현된 

다[48， 49]. 

다기능 환경 방사선량률 측정 센서 

이용하였으며， 그림 28에서 검출기의 

주고 었다. 

서 
'--' 

중 메인 검출기는 국내 상용 제품을 구매하여 

및 국내에서 제작된 검출시스템을 보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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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다기능 환경방사선량률 검출기 센서; 검출기 구조 및 상용시스템 

(2) 지랴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분석프로그램 설계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분석프로그램 설계 : 무선원격 방사선량률값 

에 실시간 지리정보데이터 맹핑을 통하여， 관리자가 쉽게 

있는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분석 

나타냈듯이 방사선량률 네비게이션 지도를 

판단할 수 

그렴 29에서 

수동으로 지리정보 

현장 상황을 

설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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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값을 맴핑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50]. 

3차원선랑률지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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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그림 29. 수동형 지리정보 통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분석 

었다. 또한 이 지도를 바탕으로 수동으로 지리정보 

등고선과 3차원 방사선량률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개발된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분석프로그램은 GPS 연동된 방 

네비게이션 지도를 수동으로 획득하여 현장에서 또는 원격으로 방사선 등 

고선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다만 저장된 데이터를 별도의 지리정보 동조 

환경방사선량률 분석프로그램으로 그림 29과 같이 방사선량률 둥고선과 3차원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 정립되었고 수동으로 처리되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동형 

경우에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량률 둥고선 

네비게이션 지도 

동조형 환경방사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측정한 방사선량률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그림 29을 보면 

를 보여주고 

량률 

지
 

률
 

까
 
랴
。
 

재
 
선
 

현
 
사
 

방사선량률을 

던 방사선량률 둥고선을 실시간으로 

뿐만 아니라 휴대용으로 사용할 

형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최종적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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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사선량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확인할 수 있어 원격으로 현장 비상상황을 

환경감시를 위한 지리정보 동조형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분석프로그램을 상세 설계하였다[51 ， 52]. 

로는 원격 

(3) 지랴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측정시스템 장세개념도 

다기능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측정 시스템 개념 : 다기능 환경방사 

선량률 측정센서와 운영프로그램을 융합하여 설시간 자동경고 및 경보， 데이터 

가능， 강우 및 온습도 기상데이터와의 상관관계 처리가 가능한 종합운영 상 

완성하였다. 방사선 관련 비상시에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통
 

계처리 

세개념도를 없는 장소가 

소형 (5 kg 이하)으로 제작 

되고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를 원격 무선으로 동시 

에 중앙처리장치에 전송하여 중앙처리 센터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장상황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 

다. In-situ intercomparison scenario(ISIS) 국제 교차분석 에 참여 하여 방사선 비 상 

시를 가정하여 방사능 측정방안 및 핵종분석 기술을 실습한 결과 대부분이 차량 이 

동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차량이동이 가능하다 해도 사고지점 또는 바로 주변에서 

는 환경탐사요원 및 전문가가 직접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소 

휴대용 시스템은 반드시 펼요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시스템은 다양하게 

탑재가 가능하게 로봇에 휴대용 또는 무인 많기 때문에 

이 

측정 

환경방사선량률을 분 

30에서는 

혀 
。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차량탑재가 가능하여 이동하면서 설시간 환 

경선량률， 방사선 네비게이션 지도 및 방사선 등고선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이를 통해서 전국토 환경방사량률 네비게이션 지도 및 방사선량률 등고선을 쉽 

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수한 경우가 생긴다면 약간의 수정 업그레이드 

를 통해서 항공기 탑재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다기능 시스템 실효성 및 응용성 테스트 : 무선 

용 지리정보 데이터와 맴핑하여 원자력연구원내 

석하였고 설계된 시스템의 실효성 및 응용성 테스트를 

및 GPS 이 환경방사선량률 

대전시내 

설시하였다.그림 

p1 
^ 

01 
M 

쉽게 

100 kmúl상으로 이동하여도 

인공핵종 기여분 및 

알 수 있었다. 

실험을 실시하여 

구현할 수 

。l 二iL
il 。

연구원내에서 

그 응용성 

네 

보여주고 

환경방사선량률 

한국원자력연구원내 및 대전시내 환경방사선량률 네비게이션 지도를 

다. GPS에 연결하여 지리정보 데이터와 연계하여 무선 실시간 

비게이션 지도를 쉽게 제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계된 시스템은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차량이 

실시간 방사선량률 네비게이션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핵종를 판별할 수 있어서 매우 섣용적인 시스템임을 

실제 교정선원을 이용하여 및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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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테스트하였다. 지리정도 데이터와 동시에 실시간 환경방사선량률 추이를 보여줌 

으로써 방사선 비상시 미지의 선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기상변화(계절 및 

밤과 낮， 강수)에 따른 변화 경향을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시스템임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무선원격데이터 전송 능력을 바탕으로 원격으로 방사선 

량률 등고선 및 3차원 선량분포를 측정할 수 있어서 중앙처리 센터에서 원격으로 

현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임을 확인하였다 . 

. ·… ” ! 
n .. .. “‘ f~.h 

[그 
.“ .......... 
“ . 

한국원자력연구원내 

• • ~’ “ " ... “ .. 

대전시내 

그림 30.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대전시내 환경방사선량률 네비게이션 지도 

2. 다기능 환경방사선 측정 및 분석 시스댐 구축 

가. 현장 방사선 신속평가를 위한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측정/분석 

시스템 구축 

(1) 마기능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측정/분석 시스뱀 구축 

1차년도에 설계한 지리정보 통조형 환경방사선량률 측정스템을 당해 연도에 

구축하였다. 그림 31에는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에서와 같이 현 

장의 Laptop과 본부 Desktop 컴퓨터에 실시간 방사선량률 분포를 보여줄 수 있는 

네비게이션 기능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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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도， 경도 및 방사선량률임 실시간 동시 표JI 

현장 L8DtOD 본부 DesktoD 
그림 31. 측정 지역 지도의 현장 Laptop 및 본부 Desktop 디스플레이의 동기화 

먼저， 측정지점들의 GPS 정보와 방사선량률 값은 계측기와의 RS232 통선 또는 

RF통신에 의하여 Laptop의 COM port를 통해 입력되는데 이를 스크린 상에 표시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쪽에 장착된 CDMA 통신에 의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 화면， 측정지점들의 GPS 정보와 방사선량률 값이 Desktop의 스크린에 동시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면서 이동할 때 마 

다 나타나는 궤적도 현장과 본부 컴퓨터 스크린에서 동시에 나타도록 구성하였다. 

측정이 끝나거나 분석자가 원하는 시간에 측정지역의 위도와 경도， 측정 지점들의 

위도， 경도와 방사선량률 값이 특정한 폴더에 저장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 

하여 차기년도에 개발할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등고선 지도작성 프로그 

램에 입력할 기초 자료를 Laptop 및 본부 Desktop 컴퓨터에 모두 구축하였다. 

Laptop에 연결된 다기능 환경방사선 측정센서에서 정의한 다기능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지리정보 이용 실시간 방사선량률 측정 가능(지리정보 동조형 시스템으로 명명)， 

2. 차량탑재 이동형이 가능하고 원격 및 무선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 

3. 고정형 또는 휴대용으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 

4. 기타 검출기(알파 ，베타， 중성자)와 융합하여 핵 테러 및 비상방재 이용 가능， 

5. 비상시 무인 로봇에 탑재가 가능， 

6. 각종 기상데이터(옹습도 및 풍향)와 융합하여 방사선량률 변화 모니터링 가능 

7. 지리정보와 융합하여 방사선 네비게이션 지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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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상시 및 비상시 환경방사선량률 측정 및 인공핵종 판별 가능， 

9. 인공핵종 기여 선량률 자동측정 가능， 

10. 차량이동에 따라 원격으로 설시간 방사선량률 모니터링 가능， 

11. 공간 및 시간에 따른 실시간 방사선량률 변화추이 관측 가능 둥으로 표현된다. 

위에서 언급한 다기능 환경방사선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실시간 선량값들 

을 원격으로 본부 컴퓨터로 동시에 자동으로 송수신 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 

평상시 및 비상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다기능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션량률 측정샤스댐 생능테스트 

구축된 다기능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자 

력연구원내， 대전정부청사주변지역， 대전지역 및 연산 비교지점의 환경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e뿔， 

q8소튜껴 

그림 32. (a) 원자력연구원내 실시간 환경방사선량률， (b) 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 환 

경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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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환 그림 33. (a) 대전정부청사 주변 실시간 환경방사선량률과 (b) 대전지역 

경방사선량률 

실시간 환경방사선량률을 네비게이션 지도에 맴핑 

데이터 

실시간 방사선량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송수 투LλJ 
’ ~ 

J:!.l 
^ 

보였듯이 

연구를 통해서 차량탑재 이동형이 가능하고 원격 

평가하였다. 차량이 130 km이상으로 이동하여도 

작성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 비상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32과 그림 33에 

하였다.본 

선 가능여부를 

네비게이션 지도를 

없는 지역에서도 

개념 프로그램 (3) 다가능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둥곡선 지도작생 

설계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측정 지역의 지도위에 실시간 방사선량률 등고선 지도 

공간적인 방사선준위 

등고선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바
 
다
 바

 
다
 

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측정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방사선준위 

나타낼 없다. 따라서 측정지역에 대한 

생성된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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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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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 mapping 

In-situ and main station display of 
the distribution ofradiation level 

그럼 34. 현장 및 본부 방사선준위 둥고선 매핑 시스템 구성도 

F과Il!l공 훈뀔흰l 
ÐiHfl !!~(el 써여(이 보기앤 ~8t애) 

기시(11 긴이긴설터 주징엄기쩌 : • 2 : 전W 전9체세 1'1-t1 16:31:32 - 21119-m ·2 1‘ :31:32 

옐자시긴 총선용 자연선형인공선링 죄표X 죄I!Y 빙항 속도 
20119-Ø1-l1213:_1 ’ .9 8.9 ‘’121, 22, 39 . 813’· ’‘36. 211. 51.552'‘ ’‘g ‘2 20 119- 11- 82 13:_1 8.8 8.8 "121, 22, -'. 1'19" "36, 2~ ， 51.111'‘ ’‘9 ‘6 
20 119- 11- 82 13 :‘1 9 9 "12’, 22, ‘1.1" ’· "36, n. 56.819'‘ 1‘9 51 
20119- 11- 82 13:‘’ 9.1 9.1 "127, 22, _ •. ‘2'" "36, 2 .... 55.850'‘ 

1‘’ 53 
2009- 11 - 82 13:_1 9.3 9.3 "121, 22, ‘’ .662" "36, 2예， 5에 .861" 

1‘” 55 
200’- 11 - 82 13:‘1 9.3 9.3 ‘’121, 22, ‘1.132’· "36, 2.1:1, 52.736" ’69 59 

20119-1’- 82 ’3:‘’ 9.3 9.3 .’121, 22, ‘1.365" "36, 2.1:1, 51.638'‘ ’11 61 
20119-1 1-112 ’ 3 :얘 9.5 9.5 ”’21, 22, ‘1.5‘”’ ‘' 36, 2에 , 51.525“ 111 61 

20119- 11- 82 ’3:‘’ 9.1 9.1 “ 127, 22, lt1.111’· “ 36, 2JiJ, '~.382" 116 62 
20119-11-82 13:‘· 9 .’ 9.’ "121, 22, '1 ‘111" "36, 2‘ , ' •. 2_'" 112 62 
2009- 1'1- 82 13:‘g 9.1 9.1 ’‘121, 22, ‘1 . 6111‘’ "36, 2"', "'1. 홈23" 115 

6‘ 
20119- 111 - 82 13:‘g 9.1 9.1 "121, 22, ‘1 .‘z‘" "36, 2‘- ‘’ .831" 186 66 
2119- 11 - 82 13:‘8 19.2 11.2 "121, 22, ‘1_191 " "36, 2"1, “ .621" 188 6!’ 2011- 11-82 13:빼 11. 3 11.3 "121, 22, ‘’ .956" "36, 2_. 에3.391'‘ 193 

6‘’ 2Dt!- 11-12 13 :얘 11 . 3 11.3 .’121, 22, 39_96r‘ "36, 2... "1.1113'‘ 199 6!’ 2119- 11- 12 13:빼 1'.3 1 • . 3 "121, 22, 39. ‘:13" "36, 2_. 39.816" 199 68 
2 1119- 11 -힐 13:-' 18.‘ 1 •. ‘ “1섭， 2'2, 31.IItr' "36, 2 .... 38.61>>" 211 61’ 
2009-11-112 ’3:‘· 18 .‘ 1 •. ‘ "121, 22, 31.319" "36, 2‘, 31.399" 211 68 

(a) 최초 생성된 데이터 파일 

.교궐편 11ι 메본잘 닫IEI딘힌 I 
m밀 <E) 편집(틀) 서쇠 <Q) 보기 <Y) 도움말(님) 

136.42729167 127.3589833 /、

36.42083333 127.3777167 
127.3742833 36.42545639 8.7 
127.3743158 36.42539917 8.5 
127.37μ3158 36.425μ4 8.7 
127.3744461 36. 셰2537083 8.7 
127_37μ365 36.42540333 8.7 
127.3742669 36.42544389 8.8 
127.3742347 36.42546056 8.8 
127.3743322 36.1‘2544417 8.7 
127.3743483 36.42538694 8.7 
127.3741858 36.425셰6μ44 8.6 
127.3742511 36.42545222 8.8 
127.3742672 36.42546861 8.9 
127.3742508 36.425464셰4 9 
127.3742511 36. μ2545222 8.9 
127.37μ3811 36.42548056 9.1 

(b) 필요한 정보가 추출된 데이터 파일 

그림 35. 측정지역의 시공간적 및 방사선적 데이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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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에서는 현장과 본부에서 설시간으로 동시에 방사선준위 공간 분포를 파악 

할 수 있는 등고선 매핑 시스템의 구성도를 냐타내고 있다. 이때 이동식계측기로 

측정이 끝난 직후 "contouring .exe"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함으로서 측정지역의 전반 

적인 방사선량률 공간 분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등고선을 도 

출하기 위하여 요즈음 흔히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언 MATLAB을 사용하였는데 

이동식계측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타 파일은 지리학적， 기상학적 및 방사선적 정보 

등 여러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있다. 이때 지도상에 등고선을 그리기 위하여 필요 

한 값들은 측정지역의 좌측상부 및 우측 하부 경위도 값들과 측정된 지점들의 위 

도， 경도 및 방사선량률 값들이므로 이를 최초 생성된 데이터 파일로부터 추출하여 

나타내면 그림 35과 같다[51]. 

그럼 35-(b)에서 첫 번째 행의 수치들은 측정지역 지도의 좌측상부 위도 및 경도 

를， 두 번째 행은 우측하부 위도 및 경도를 각각 나타낸다. 이 값들은 등고선 데이 

터를 지도상에 Overlap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펼요하다. 세 번째 행부터 나타나는 

값들이 경도 (첫 번째 열) 위도 (두 번째 열) 및 방사선량률 (세 번째 열)로서 등고 

션을 도출하는데 사용된다.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등고선 지도 매핑 프 

로그램은 MATLAB에서 제공하는 “mesh' , "grid끼 "contour" 등을 포함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jpg"형식의 지도 파일을 MATLAB 공간으로 불러들여 

등고선과 함께 나타내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등고선 매핑 프로그램에서 측정 

지역 중에서 측정되지 않은 지점들에 대한 방사선량률의 값은 MATLAB에서 기본 

적으로 제공되는 piecewise cubic spline interpolation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그리고 지도파일은 x-y 좌표축상에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배치되도록 프로그래 

밍되었다. 한편， 일련의 Syntax들로 구성된 파일은 MATLAB 소프트웨어가 설치되 

어 있지 않은 Window OS에서도 구동되도록 수행 파일 ("exe" 파일)로 컴파일 된 

다.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등고선 지도 매핑하여 구현 여부를 테스트하였다. 그림 36에서는 측정한 지역에서 

의 이동궤적과 이에 대응하는 등고선 매핑의 실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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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지역의 둥고선 

지역의 이동 궤적 및 방사선량률 동고선 

(a) 측정지역의 이동궤적 

그림 36. 이동식 계측기를 사용한 측정 

(4) 다가능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둥고션 지도작생 프로그랩 기능 

검증 

시스템 기능 검중: 구축된 지리정보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측정분석 시스템과 

개념 설계된 환경선량률 등고선 매핑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동식 계측기를 차 

량에 탑재하여 원자력연구원 주변， 대전광역시 정부 청사 주변 및 대전시 주변지역 

을 측정한 후 환경 방사선량률 준위 둥고선이 방사선준위 수치적 값들간의 차이를 

적합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37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요 부분과 비교지점인 연산에 대한 환경방사선량률의 둥고션을 나타내었다. 이 때 

측정지점에 대한 위도， 경도 및 방사선량률의 데이터 개수는 각각 9，290개 이었다. 

그림 37에서 방사선준위 분포는 둥고선 상에서 측정지역의 방사선량률 값들의 상 

대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었으며 또한 상대적 차이가 Colorbar 

;;z.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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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부터 적색으로 갈수록 방사선준위가 높음)형태로 나타내어져 있어 가시적으로 

곧바로 이해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지역의 전반적인 방사선준위는 6.5 

uR/h - 13.5 uR/h로서 전국자연방사선량률 범위인 5 uR/h - 30 uR/h 이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전역의 방사선 준위는 6.5 uR/h -12 uR/h 

로써 자연방사선준위를 나타내고 있어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특이한 방사선량 

률 증가 현상이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 시청 및 정부종합청사 지역의 

방사선준위를 살펴보면 7 uR가1 - 13.5 uR/h로서 자연방사선준위의 범위를 나타내 

었다. 이 때 적색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하도로가 있는 위치여서 라돈 등의 영 

향으로 인한 자연방사선량률의 증가 요인이 반영되어 등고선으로 매핑 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비교지점인 연산의 경우 7 uR/h - 12.5 uR/h의 범위를 상대 

적 크기에 따른 색상 차이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전광역시 지역 

전체의 측정값의 최대값은 14 uR/h, 최소값은 6.5 uR/h로 나타나 둥고선상의 최대 

값 12.5 uR가1， 최소값 7 uR/h와 각각 10.7 % 및 7.1 %의 상대오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등고선 매핑시 측정값들을 사용한 비측정지점들의 보정과정에서 발생한 오차 

로 생각되었다. 사실 건물이나 접근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직접 측정되지 않은 지 

점들의 방사선량률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측정값들을 이용하여 보정이 되었는데 위 

도 및 경도에 따른 측정값들의 변화 정도에 따라 보정 값들도 변동될 수 밖에 없 

다 

그럼 37에서는 측정된 모든 값들이 자연방사선준위 범위 내에서 큰 변화가 없어 

등고선간의 폭의 좁고 넓음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등고선과 측정값들의 오차는 약 

10 % 이내로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검증 결과로 실시간 방사선 

량률 등고선 지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지 

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률 측정분석 시스템으로 측정된 실시간 환경선량률을 

동시에 방사선 동고선 지도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작성하였지만 본 연구 

에서 설계된 프로그램은 지리정보 동조형 시스템과 잘 호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기년도에서는 환경선량률 측정이 끝나자마자 거의 동시에 방사선량률 등고선 지 

도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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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그림 37. 대전광역시 주요 부분 및 연산(비교지점)에 대한 환경방사선량률 

동고선 지도 

3. 원격 환경감시를 위한 지라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 개발 

가. 지라정보 동조된 환경방사선량 지도작성을 위한 프로그랩 개발 

(1) 선속 다스플해야를 위한 H끼V와 S!W의 조합 

그림 38에서와 같이 방사선측정 센서 부분， 전기 및 전자회로 부분， GPS 

(Geographical Positioning System) 등의 ww로 구성된 이동식계측기의 측정 신호 

들을 시리얼 통신 방식으로 Laptop에서 불러들여 S!W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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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Laptop과 연결된 이동식 방사선계측기 

실제로 실행파일인 contouring .exe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동식계측기의 측정으로 

부터 생성된 데이터 파일이 적절히 처리되어 곧 바로 측정지역 방사선량률의 공간 

적 분포가 나타나는 현장 Contour mapping 디스플레이 과정에 대한 흐름을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Gamma radiation 
detector 

Contour mapping program 

In -situ display of 
gpatial radiation distribution 

그림 39. 현장 방사선준위 등고선 매핑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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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방사선량률 분포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계측기로부터 나오는 시리얼 신호 정보는 그림 35 (a)에서와 같이 시간， 위도， 

경도， 고도， 방향， 속도， 온도， 방사선량률 둥 다양한 지리학적， 기상학적 및 방사선 

적 값들을 가지는 데이터 파일로 생성된다. 따라서 등고선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경 

도， 위도， 방사선량률의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측정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방사선준위 

분포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등고선 매핑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둥고선 매핑을 위 

한 S!W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MATLAB을 사용하였는데 지도상에 등고선을 그 

리기 위하여 필요한 값들은 측정지역의 좌측상부 및 우측 하부 경위도 값들과 측정 

된 지점들의 위도， 경도 및 방사선량률 값들이므로 이들을 최초 생성된 데이터 파 

일로부터 추출하여 그림 35 (b)와 같이 되도록 프로그래멍 하였다[51 ， 53 - 55]. 

다음은 등고선 매핑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이다. 

clear all 

file=' D:\Tempv-ad.jpg' 

line no=100; 

Map=imread(젠le); 

[File_IDJ=fopen('D서Temp\rad. txt ’); 

[DataD countJ=fscanf(File_ID, '%1’) 

fclose( File_ID); 

Data1=DataO(5:size(DataO,1),:) 

count1 =( count-4) /3; 

Data2=res뻐'Pe( Data1 ,3,count1); 

Data=Data2’; 

if (Data(1,l)> 100) 

lon=Datα(:， 1); 

lat= Data{:,2); 

else 

end 

lon=Data(:,2); 

lat= Data(:,l); 

dose=Data(:,3); 

x1= DataO(2);x2= DataO( 4);y1 = DataO(3);y2= Data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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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_int=(x2-x1)/10; 

y_int=(y2-y1)/20; 

χp=[x1:x_int:x2]; 

yp=[y1:y_int:y2]; 

[Xi,YiJ=meshgrid(xp,yp) 

Z i = griddata( lon, lat, dose,X i, Yi); 

% roate the ima용e 

newI= imrotate(Map, 180); 

% coordinate 01 the map 

x1_map=x1; 

x2_map=x2; 

y1_map=y1; 

y2_map=y2; 

h2=image( newI, ’XDATA ’,(x1_map x2_map], 'YDATA',{y1_map y2_map])，aχ'lS 
zmage 

% rotate the image about y-axis 

rotate(h2,{O 1 0],180) 

% draw an axis 

ax1S on 

% reverse the Y Tick Direction 

set(gca, ’YDir’~'normal’) 

hold on 

%m따ζing 01 contour lines 

contour(Xi,Yi,Zi,line_no) 

xlabel(’Longitude( Degree) ’); 

ylabel( 'Latitude( Degree) ’); 

colorbar; 

hold off 

rad_min=min( Dat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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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_max=max( Data(:,3)) 

set(gca, ’clim ’,[ rad_mín rad_maxJ) 

(3) 현장 및 본부간 지라학적 및 방사선정보 다스플레이 

그림 31에서 나타난 전년도의 개념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본부에서 동 

시에 방사선 준위 분포를 볼 수 있도록 이동식계측기에 연결된 Laptop과 본부 

Desktop간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때 현장의 Laptop에서 본 

부의 Desktop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인터넷 통신망이 없는 지역과 데 

이터 수신율 등을 고려하여 CDMA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림 31에서와 같이 현장의 Laptop과 본부 Desktop 컴퓨터에 전자지도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먼저 측정지점들의 GPS 정보와 방사선량률값은 계측기와의 RS232 

통신에 의하여 Laptop의 COM port를 통해 업력되는데 이를 스크린상에 표시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양쪽에 장착된 CDMA 통선에 의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 화면， 측정지점들의 GPS 정보와 방사선량률값이 Desktop의 스크린에도 동시 

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면서 이동할 때 

마다 나타나는 궤적도 현장과 본부 컴퓨터 스크린에서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측정 

이 끝나고 나면 측정지역의 좌측상부 및 우측하부의 위도와 경도， 측정 지점들의 

위도， 경도와 방사선량률값이 특정한 폴더에 "rad.txt" 파일로 저장되며 측정지역의 

지도파일은 “ rad.jpg"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개의 파일이 생성되고 

나면 등고선 매핑 프로그램에 의하여 측정지역의 등고선이 지도화면상에 표시되도 

록 하였다. 

(4) 지랴정보 동조 환경방사선량률 등고션 선속 때핑 기능 검증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리정보 동조 환경방사선량률 등고선 신속 매핑 기능을 검 

증하기 위하여 이통식 계측기를 차량에 탑재하여 도시 지역을 스캐닝한 후 마우스 

클력에 의하여 신속하게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사선량률 준위 등고 

선이 방사선준위 수치적 값들간의 차이를 적합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 40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부분에 대한 환경방사선량률의 등고선 

을 나타내었다. 이 때 측정지점에 대한 위도， 경도 및 방사선량률의 데이터 개수는 

각각 약 8，000개 ~ 12，000개 이었다. 그림 40에서 방사선준위 분포는 등고선 상에 

서 측정지역의 방사선량률값들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었 

으며 또한 상대적 차이가 Colorbar (파랑색부터 빨강색으로 갈수록 방사선준위가 

높음)형태로 나타내어져 있어 가시적으로 곧바로 이해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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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의 대전광역시 지역의 전반적인 방사선준위는 7 uR/h - 12.5 uR/h로서 전국 

자연방사선량률 범위인 5 uR/h - 30 uR/h 이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9 (b)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역의 방사선준위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시설이 위치한 부분 (노랑색 및 빨강색 영역의 색상)과 그렇지 않은 부분 (파랑색 

영역의 색상)의 상대적인 차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둥고선에서 원자력시설 

로 인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전역 

의 방사선 준위는 6.5 uR가1 - 12 uR가1로써 자연방사선준위를 나타내고 있어 원자 

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특이한 방사선량률 증가 현상이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 

다. 대전 시청 및 정부종합청사 지역의 방사선준위를 살펴보면 최고 7.5 uR/h -

13.7 uR/h로서 자연방사선준위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 때 빨강색 영역으로 표시 

된 부분은 지하도로가 있는 위치여서 라돈 동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방사선량률의 

증가 요인이 반영되어 둥고선으로 매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a)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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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전시청 및 정부종합청사 

그림 40. 대전광역시의 환경방사선량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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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광역시 지역 전체의 측정값의 실제 최대값은 14.2 uRlh, 최소값은 6.3 

uR/h로 나타나 둥고선상의 최대값 13.7 uRlh, 최소값 6.5 uR/h와 각각 약 3.5 % 및 

3.1 %의 상대오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둥고선 매핑시 측정값들을 사용한 비측정지 

점들의 Interpolation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생각되었다. 사실 건물이나 접근 한계 

성 등으로 인하여 직접 측정되지 않은 지점들의 방사선량률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측정값들을 이용하여 Interpolation이 되었는데 위도 및 경도에 따른 측정값들의 변 

화 정도에 따라 Interpolation 값들도 Fluctuation할 수 밖에 없다. 그림 39에서는 측 

정된 모든 값들이 자연방사선준위 범위 내에서 큰 변화가 없어 등고선간의 폭의 좁 

고 넓음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등고선과 측정값들의 오차는 전반적으로 약 5 % 

이내로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이동식계측기를 사용한 측정 및 파일저장，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Grid 및 Plot 등을 통한 등고선 매펑 작업， 등고선의 측정지역지도화면상의 표시 

등의 일련 작업들을 수동으로 차례차례로 할 수 밖에 없어 측정 후 최종 결과까지 

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둥고선 신속 매핑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측정 직후 마 

우스 클릭에 의하여 곧바로 방사선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등고선 매핑과정 

에서 측정값들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Interpolation으로 인한 등고선값과 측 

정값의 상대오차는 커지게 되어 실제 방사선량률의 정확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측정 간격을 조밀하게 하는 물리적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Interpolation 

방법으로 시율레이션해 봄으로서 측정값들이 더욱 잘 반영되도록 하여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특정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값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기위 

하여 등고선 화면의 Zoom in과 Zoom out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등고선 매핑 프로그램은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예기치 못한 방사능 누출이나 

원자력 사고시 관련지역의 방사선량률 정보를 정성적이고 재빨리 이해하는데 실질 

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계측기의 통신 프로토 

콜에 따른 COM 포트와의 Interface 구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계측기와도 

조합하여 등고선 매핑할 수 있는 S!W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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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1차년도 (2007년) 

세부 연구목표 

-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개발 

-추출크로마토그래 

피 칼럼 

고정상/추출제 

성능개선 및 

분리능력 평가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념기술 

개발 

주요 연구개발 실적 

해체 지표 방사성핵종 (또Fe， 

없Ni) 분석법 확립 : 추출크로마 

토그래피로 순수분리， 액체섬광 

계수법으로 계측 

-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99Tc, 

12건) 분석법 확립 : 99Tc는 
TEVA수지 또는 음이온교환수 

지/용매추출로 분리， 액체섬광계 

수법이나 rCP-MS로 측정， l~는 

산화 · 환원/파라륨침전으로 분 

리하여 LEGe로 계측 

- 계측방법에 대한 확장불확도 및 

최소검출한계 평가 : ~e는 

9.6%, 63Ni은 7.0%, 99Tc는 9.0%, 

129r는 9.0% (k二2， 95% 신 뢰 구 

간) 확장불확도로 분석 

영 국 GA U - Radioanalytical과 

MOU 체결하여 기술 및 인력 

교류 

연구목표 
달성도 

(%) 

100% 

- 또Fe와 없Ni 분리 수지는 I 100% 

Pre-filter와 DIBK나 DMG로 제 

조 

- ~orrνTc generator에 서 볼순물 
제거 하여 ~c의 활용도 높엄 

- 다기능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I 100% 

사선량률 측정/분석 시스템 설 

계 및 구축 : 상온에서 사용가능 

한 3“ x3" NaI(Tl) 검출기 사용， 

GPS 기능 탑재， 유 · 무선 데이 
터 수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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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기술발전 

기여도 

지표 핵종 (또Fe， 
63Ni, 99Tc, 12~) 분석 

법은 지금까지 국내 

미확보 기술이였으 

며 본 과제 수행 결 

과로 난분석 핵종 

분석이 국내에서 가 

능해짐. 

지표 핵종 분석기술 

개발로 환경감시에 

대한 국가적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킴. 

원자력선진국과 대 

등한 기술개발로 방 

사능 분석에 대한 

국내 인프라 구축함. 

원격감시를 위한 방 

사선 측정기의 외 

국 상용 제품을 국 

내 향상된 기술로 

대체할 수 았음. 



2. 2차년도 (2008년) 

세부 연구목표 

해체 및 처분장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현장시료 적용 및 

분석법 최적화 

주요 연구개발 실적 

콘크리트 모의시료의 똥Fe와 63Ni 
분석시 3%이내의 상대오차 결과 

- 지하수 모의시료의 99Tc와 l~ 
분석시 3%와 10%이내의 상대오 

차 결과 

서울 연구용원자로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에 똥Fe， 63Ni 분석 법 
효과적으로 적용 

방폐처분장 주변에서 채취한 지 

하수에 %Tc, 1잃I 분석 법 효과적 
으로 적용 

영국 표준기관 NPL 주관 국제 
교차분석에 참여하여 분석기술 

의 객관성을 검증 

연구목표 
달성도 

(%) 

100% 

관련분야 

기술발전 

기여도 

지표 핵종 분석법 개 

발로 처분장 부지 주 

변 모니터링 및 해체 

폐기물 분석이 가능 

해짐. 

이들 분석법을 산업 

체와 대학에 기술이 

전하여 환경감시 실 

수요자의 기술수요에 

대처할 수 있음. 

로
 
술
 

여l
 

카
사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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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하
디
 

M
-
-능 
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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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
거
 
싼
。
 

교
 r 

으E
 

제
 
내
 
준
 

국
 
국
 
수
 

환경 지표 

방사성핵종 자동 

분리를 위한 

추출크로마토그래 

피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처분장 지표핵종 Tc-99 자동분 

랴 장치 설계 : 분리시간축소， 최 
소 용액 분리， %Tc에 선택적엄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 

(MARS Tc-99) 시 제 품 개 발 

(특허출원) 

모률식 자동 Tc-99 분리기 
운영프로그램은 LabView 스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설계 (프로그 

램 동록) 

100% 
신속분석 기술개발은 

선진국에서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인 기술로 국외와 

비교해도 기술 우위 

에 있음. 

시제품의 특허출원과 

프로그램 등록으로 

기술의 상품화가 가 

능함. 

- 다기능 환경방사 

선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다기능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 

사선량률 지도작성 프로그램 개 

발 : 이동하띤서 측정한 환경선 

량률과 지라정보 데이터 사용하 

여 둥고선 매핑， 8,000 - 12,000 
개 데이터 활용하여 환경방사선 

량률을 가시적으로 확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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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2009년) 

세부 연구목표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 달성도 
(%) 

-해체페기물(콘크리 

트， 금속시료 등) 

- 고온연소로와 액체섬광계수기볍 I 100% 
을 이용한 3H, 14C 분석기술 확립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개발 

- 콘크리트 표준시료에 대해 3H 
분석시 7%이내 상대오차 결과 

해체폐기물(콘크리트와 금속시료) 

에 대한 3H, 14C 분석법 적용 

자동분리 시스템 성능평가 및 운 

영프로그램 개선 

- 환경시료중 Sr-9Q 자동분리 장치 

의 설계 및 제작 :기포제거칼럼 

추가， 핀커넥터 전기배션으로 개 

-추출크로마토그래 | 선 

피시스템 자동화를 1- 모률식 자동 Sr-9Q 분리 장치 운 

위한 운영 | 영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 처분장 지하수에 대한 모율식 자 
시스템 성능평가 | 동 Tc-99 분리기 성능 시험 및 

평가 : 평균 96% 회수율과 중력 

흐름보다 분석시간 5배 빠름 

• 파EA 우유중 Sr-9Q 신속분석 프 

로그램 수행 : 76% 수율로 분석 

시간은 8시간 

100% 

원격 환경감시를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 성능시험 및 대전지역 환I 100% 

경방사선량률 실시간 측정 

즈c_ .-'ζ 농} 
。J_..깅 

- 프로그램 가능검증 및 대전지역 

환경방사션량률 등고선 지도작 

성 : 대전지역 방사선 준위는 7 
환경방사선량 1 

I - 12.5 uR/l 
평가프로그램 개발 | / 

1- 측정분석 시스템은 특허출원과 

프로그램 등록 

총계 

3-113 

100% 

관련분야 

기술발전 

기여도 

지표핵종 eH, 14C) 분 

석기술은 원자력발전 

소의 고체폐기물 분석 

에 적용가능한 기술이 

며 기술수요가 많은 

분석법엄. 

핵종의 신속분석은 

현장의 일상적인 감 

시에 활용도가 높고 

방사능재난 대비를 

위해 펼수적인 기술 

임. 

Sr-90 선속분석 기술 

은 방사능 재난시 주 

요 감시핵종으로 활 

용가능함. 

시스템의 특허출원과 

운영프로그램의 등록 

으로 기술의 상품화 

가가능함. 

방사능 재난시 선속 

한 방사선준위 측정 

에 활용가능함. 



저1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처분장 지표 핵종 99Tc와 1291 분석기술은 현재 경주에 건설중인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 부지주변애 대한 운영전 환경감시를 위한 지하수 시료 분석에 적용되고 있 

다. 해체 폐기물중의 또Fe와 63Ni 분석기술 및 3H와 14C 분석기술도 서울 연구용 원 

자로 2호기 해체 사업시 다량 발생된 콘크리트 시료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고체 시 

료중의 3H와 14C 분석기술은 원자력발전소 발생 고체폐기물인 폐수지， 폐유， 페활성 

탄， 폐토양 등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들 적용기술 개발을 2011년에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방사능 감시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산업체에 분석기술을 지원 

하여 국가적인 감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 분석에 대한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방사능분석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라는 것이 

펼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확립된 분석법에 대해 품질보증 체계를 적용하여 국제 인 

정 요건에 맞는 표준 절차화해야 하며 국제 교차분석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들 과정은 2012년 연구내용에 포힘되어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 

사능의 신속 분석 시스템과 설시간 방사선량률 측정 시스템은 방사능 재난시 요구 

되는 필수 기술로 실시간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에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의 원자력시설의 해체 사업을 고려할 경우 해체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지표 핵종으로 4lCa, 45Ca과 36C1 핵종 

이 있는데 이들 핵종에 대한 분석기술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사성폐기물 처 

분장 운영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시 사고 등에 의한 해상 오염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환경감시의 펼요성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해수는 일반 화학 원소의 

함량이 매우 높아 가장 취급하기 힘든 시료중의 하나인데 해수중의 난분석 핵종 분 

석 기술도 개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력원자력시스템의 도입시에는 새 

로운 원자력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매질이 발생되며 이에 대한 새로운 환경감시 개 

념 및 기술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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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O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Fe-55, Ní-63 방사능 분석 관련 논문 
0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Tc-99 방사능 분석 관련 논문 

0 환경시료중 1-129 방사능 분석 관련 논문 
0 연소법 이용 H-3, C- 14 방사능 분석 관련 논문 
O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 자동화 관련 논문 

0 환경시료중 Sr-90 방사능 분석 관련 논문 

0 환경방사선량률 현장 측정 관련 자료 

0 영 국 GA U -Radíoanlytícal의 방사성 핵 종 분석 매뉴열 
o Eíchrom 방사능 분석 매뉴얼 (Ní-63, Tc-99 관련) 
0 영국 NPL 교차분석 보고서 (2008년 4월，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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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실내라돈에 대한 조사 자료는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참조준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국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동에서의 라돈 

농도 조사를 보다 체계적 보완할 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갑상선암 환자 

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방사성옥소 진단 및 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하였따. 따 

라서 지표수는 물론 대도시 일부 상수원수에서도 간헐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131r 핵 
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NORM/TENORM 물질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물질인 모나자이트 저어콘과 같은 원료 물질은 시급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 

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내용은 1) 지하공간 라돈 농도 조사 및 확률론적 암 발생률 

평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 라돈 실내 유입평가기술개발 

2) 국내 수중환경시료에서의 1311 검출 및 사용 현황분석， 대도시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주변 환경 정밀조사， 방사성옥소 이동경로 평가 및 농축희석 모델수립， 전 

산모사 모댈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실제 농도와 비교평가 3) 산업물질중 방사능 

준위자료 DB 화 CLEAN System과 연계， NORM/TENORM 종사자 피폭선량 평가 

수행， NORM/TENORM 소비제품 조사 비정형 소비재 제품에 대한 정밀 분석법 개 

발， 한국인 체형을 반영한 복셀팬텀을 활용 신체 밀착형 제품 사용에 대한 피폭선 

량 방법론 개발 퉁이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다중이용시설인 대전 지하철 전역사와， 서울 지하철 중 일부 고농도 역사의 

역무원 근무공간을 위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서울 지하철 내 거주 시간이 가장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근무 패턴분석과 근 

무 공간에서의 라돈 농도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특히， 대전 지하철과 서울지 

하철 경찰대의 경우 적극적인 협조로 근무자의 라돈흡입에 의한 연간 유효선량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무 현황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행중인 광산에 대한 항내 라돈 농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광산 근무자의 근무 패 

턴 분석을 통한 유효선량평가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대전지하철 실내 라돈농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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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는 평 균 34.1 :I: 14.7 Bqjm3, 범 위 는 9.4 Bqj m3 
- 98.2 Bqjm3로 환경 부 공 

공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제안하는 148 Bqjm3을 초과하지 않는 양호한 수준 

이었다. 실내 공간감마선량율의 경우 산술평균， 기하평균， 중간값이 각각 132 ::!: 

12.1 nGy/h , 131.0 ::!: 5.0 nGy/h , 130 nGy/h의 결과를 보였다. 서울지하철 (6 1.1 

Bq/m3
) 의 연평균 농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전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이유는 대전지하철은 개통 초기부터 안전문제로 인해 전 역사의 승강 

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라돈의 중요한 유업원 

인 열차풍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는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역사 설계상 터널과 승강장의 환기 설비를 별도로 구축하여 타도시의 지하철과 비 

교하였을 때 공조 설비의 구조적인 차이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의 사용기관의 분기별 보고 자료를 사용하여 ‘05년 이 

후 지역별 방사성옥소제의 반기별 사용량 추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갑상선암 치료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07년 이후 그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며， 전국적으로 방사성옥소 사용의료기관의 수는 100여개에 달한다. 년 간 총 

사용량도 ‘05년 약 40 TBq, ’ 06년 약 48 TBq, ’ 07년 약 57 TBq에 달한다. 대도 

시 하천수의 131 r의 농도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며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하수처리장 배수구에 

서부터 주변 10 Km 지점까지의 지표수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수 처리계통내 10 Km 지점까지거동 배공정 내 감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수처리배공정까지주요 계통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되었다. 대전광역시 소재 4개 

병원에서 고용량 치료 환자는 투약 후 병원의 격리실에서 2~3일 업원 후 퇴원하게 

된다. 20~30 mCi를 여러 번에 걸쳐 치료 날짜를 정해 투약하는 환자는 치료 후 

당일 퇴원을 하게 된다. 저용량 치료를 받는 환자가 투약한 131 r의 방사능 사용량은 

조사기간 동안 4개 병원에서 827 mCi 였다. 

원자력중장기 사업 “국민방사선위해도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수행되었던 산업원 

료 물질에 대한 조사에 보완하여 국내 NORM/TENORM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조 공정 및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다.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안 

수립을 위한 2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수경정에서 수행되었던 관련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본과제의 수행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추가 시료의 

취득 가능하여 국내 주요 NORM/TENORM 원료에서 공정 제품 부산물에 이르는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였다. 추가로 조사된 NORM/TENORM 시료의 경우 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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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물질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1 Bq/g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외부방사선 장해인자Cexternal exposure hazard index, Hex) 값이 보오 

크사이트와 철광슬러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1을 초과하였다. 특히， 국내 장석광산의 

Waste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 TENORM이 채취 되었으며， 이 폐기물은 입도별 선별 

후에 발생하는 일부 분말 폐기물로서 광산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모나자이트 등 

의 고농도 광물이 농집되는 것이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 국내산 복합비료는 주로 

모로코 및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인광석을 사용하며， 질소 및 카리 퉁이 추가로 포 

함된다. 통상 원료인 인산석고에 비하여서는 우라늄 계열의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나 또 다른 원료인 염화카라에 의해 40K 방사능 농도가 증가하게 된 

다. 목걸이， 안대， 모자 등 모나자이트를 포함하는 건강 보조제품 3개종은 압석 등 

광물시료가 아니라， 섬유 및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가공한 인체부착 소비제품으 

로서 직접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226Ra 방사능 농도는 0.63에서 3.34 

Bq/g까지 확인되며， 232Th 및 -Hex 동도 5.09-26.2 및 21.4-110 Bq/g 까지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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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UNSCEAR는 국가별 지각， 공기， 음식물 중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도 자료 

를 DB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NSCEAR에서는 매년 천연방사성 핵종에 관련된 자 

료를 한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국내 자료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 

미 라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러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국 나름대로 

의 권고치(대책준위)를 설정하여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EML의 경우 가옥 이전 시 옥내 라돈 측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고， 일본의 경우， 

실내라돈 전국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실외 라돈 및 작업장내에서의 라돈조 

사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500.000가구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가 완료된 상태 

이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었다. 가옥 뿐만 아니라 작업장내에서의 라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NORM 및 

TENORM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산업물질 중의 방사능 농도 조 

사는 기초조사에 머물고 있다. 또한 천연방사성 물질관리 기준은 각국마다 상이하 

여 IAEA는 공통적인 규제요건의 권고하는 안전지침으로 IAEA SG No Rs-G- 1.7 

을 출간하였다. 

제 2 절 국내 현황 

국내의 라돈조사는 1999년 라돈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중장기 과 

제에서 1999년부터 전국 3 ，000여 가옥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가 착수되어 2004년 3 

월에 라돈조사를 수행하였다. 천연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물질얀 모나자 

이트 Cmonazite) , 인광석 등의 원료 물질이 함유된 산업 소비재 등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웰빙 열풍에 따라 이들 물질이 함유된 음이온 발생기， 음이온 

발생 도료， 새집 증후군용 도료， 온천 욕설 용품， 건강 기구 등이 일반 가정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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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 조사평가 및 관련 

DB 구죽 

l.1 예비조사 

l.l.1 라돈 검출기 타당성 검토 선정 및 관련 장비 확보 

라돈농도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장치는 전리함방식， 섬광젤이용 방식， 펄터/이중 

필터 방식， 활성탄 흡착방식， 비적검출기 및 열형광선량계 (TLD) 방식 등이 있다. 

각각의 장치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지점의 환경적 조건， 

측정 시간， 조사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능동형 검출기로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RAD7과 Alphaguard가 많이 쓰인다. 이 두 검출기는 공기중 

라돈 농도를 신뢰성 있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검출기의 가격이 

고가인 단점이 있어 전국 조사 규모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중 라 

돈 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 사업일 경우는 비용， 운반 용이성， 취급 간편성， 물리 

적 견고성 등의 장점을 가진 수동형 검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가. 국외 검출기 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과거 국내 조사 자료 검토 

검출기의 성능을 검토하기 워하여 먼저 영국 NRPB의 라돈 교차분석 결과를 참조 

하였다. NRPB는 라돈 표준실에서 3가지 검출 조건으로 라돈을 검출기에 노출시켜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2개 실험실이 Category A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 

았으며， Category A 등급 판정을 받은 실험실이 사용한 검출기는 다음과 같은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CR-39 등을 사용한 알파비적 검출기이며， 둘째， 검출기 

높이는 약 2 cm이다. 그리고 검출기 표변에 딸핵종의 침착 및 붕괴에 따른 정전기 

적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도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의 INTE (INstitute of Energetic Techniques)에서는 10개 실험실로부터 

12개의 검출기를 제공받아 라돈 검출기에 대한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을 평가 하는 

비교 시험을 하였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Radopot , Radosys RFSF , KfK FN, 

E-Perm , Raduet 등의 검출기가 온도와 습도 변화에도 안정적인 라돈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이들 검출기 중에서 E-Perm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한편， 

Landauer사의 검출기는 어느 제품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습도가 높을 때 측정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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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charcaol canister는 습도가 높은 경우 그 영향을 매 

우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습도와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라돈 조사 때 사용될 검출기는 반드시 온도와 습도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된 검출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상의 두 기관의 라돈 표준실에서 검토한 결과 중에는 electret를 검출부위로 사 

용하는 E-Perm은 NRPB의 결과에서 Category A로 평가되었으며， 스페인 INTE의 

결과에서는 온도 및 습도에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한 전국 라돈조사(1999 - 2005) 경험에 의하면， E-Perm은 

가옥 내 동시에 설치한 다른 라돈 검출기와 매우 다른 상관관계를 보였다. 당시의 

전국 라돈 조사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RadTrak을 주 라돈 검출기로 사용하였 

고 토론 조사를 위하여 라돈과 토론의 동시 검출이 가능한 Radopot을 사용하였다. 

또한 RadTrak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일부 가옥에 대하여 E-Perm을 통 

시에 사용하였다. 통일 가옥내의 RadTrak과 Radopot의 라돈 측정 결과는 매우 좋 

은 상관관계를 보여준 반면， E-Perm의 라돈 측정결과는 Radopot의 측정 결과와 

전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전국 라돈조사에 국내 산업체의 활성화와 외화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국 

내에서 제작된 라돈계측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라돈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내 라돈계측기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 

용하는 것은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조사 결과는 

IAEA 라돈 CRP CCoordinated Research Project) 및 WHO의 IRP CInternational 

Radon Project)와 같은 국제적 프로젝트에도 당당히 우리의 결과를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라돈 계측기의 신뢰성을 검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국내에 

서 개발된 수통형 라돈 검출기는 TDR과 알파트랙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TDR은 

최근 시판이 중단되어 검토를 할 수 없었고， 구입이 가능한 알파트랙을 검토하였다. 

알파트랙은 홀더부분이 carboned PP로 되어 있으며 검출부위로는 쉴판이융융5가 

사용된 수통형 검출기로 라돈 가스의 확산은 glass filter를 통하여 검출기 내부로 

유입된다. 검출하한치 반복계측 시의 표준편차 표준실에서의 성능 테스트， 다른 검 

출기와의 비교 평가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 

었다. 본 검출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본방사선의학연구소에 의뢰하여 

라돈 표준실에 7 ， 70였다BQ/m3와 1 ，융5옳다BQ/m3의 였다개의 농도에 토하3일간 노 

출시켜 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알파트랙은 각각 5 ， 47옵다Bq/m3과 63였다Bq/m3로 

판독되 었으며 , 표준값Creferenc표준value) 대 비 , 각각 28.9%와 4옵.4%의 오차를 

보였다. 표준편차는 각각 옷.1%와 23.0%로 나타나 고농도 라돈 농도에서의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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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알파트랙의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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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출기가 향후 본격적인 라돈 조사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4계절이 뚜렷하고 특 

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의 기후를 감안하여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라돈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업증할 수 있은 실험 결과를 검출기 제조회사는 제시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토론이 라돈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론이 라돈 측정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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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E-PERM, (b) TLD , (c) HPIC을 사용하여 조사된 공간감마 선량률의 등준 

위도 비교 그럼에서 보듯이 E-PERM 에 의한 조사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 

며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 종합적 검출기 성능 검토 결과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라돈 조사에 사용될 검출기의 구비 조건을 아 

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검출기는 여러 가지 있으나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검출기는 Radosys의 Raduet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검출기 구비 조건> 

- 가옥내 라돈을 충분히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검출능력 (90일 측정 시 

약 15 Bq o m-3 이하) 

-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준값과의 차이가 15% 이하이며， 동일조건에서 여러 

개의 동일 검출기로 측정한 측정값의 표준 편차가 15% 이하인 검출기 (NR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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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B 이 상 ) 

- 여름철 기후에도 최적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온도·습도의 영향이 적을 것 

- 토론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할 것(또는 함께 측정 가능할 것) 

- 실내 먼지의 영향이 적을 것 

- 호기심에 의한 검출기 개봉 및 파손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견고할 것 

- 포장지는 외부 공기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견고하며 정전기 방지 필 

름으로 되어 있을 것 

- 검출기 설치 및 회수 시 일련번호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겉 포장지에 일련 

변호 및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 관련 장비 확보 및 라돈 판독 시스템 구축 

상기 검출기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Radosys 사의 Raduet 검출 

기에 대한 수동형 라돈 검출기의 엣칭 및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활용한 트랙 자 

동 판독시스템인 동사의 RSV6을 도입 구축하였으며 주요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제니트론사의 라돈 연속감시기 alphaguard에 추가하여 

미국 Durridge 사의 RAD7 두 대(수중 측정 부속 장비 포함)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소요예산은 연구 수행 실무부서의 기관고유 사업 예산을 통하여 구축완료 하였다. 

또한， 연구수행 실무부서에서는 주기적인 판독 시스템의 신뢰성있는 데이터 취득 

을 위하여 신뢰성있는 라돈 및 토론 챔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방사선의학종합연구 

소(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의 라돈실험설과 협 력 약정 (Lab 

Agreement , 2007. 12. 14)를 체결하여 향후 장비의 신뢰성 평가 및 공동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10월에는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와 자 

연방사선피폭분야의 활발한 공동연구를 위한 KINS-NIRS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4차 및 5차년도 연구에 아시아 자연방사선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측 연구 테마는 라돈 및 

토론 유의 지역에 대한 라돈 및 토론 그라고 그 자핵종 평가가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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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INS-NIRS 실무부서 간 환경방사능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협력약정 체결 (2007. 12. 14) 

1.1.2 전국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 조사 평가 방법론 개발 

과거 지하철이나 공공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 라 

돈의 위해성이 일반인에게 무척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보도는 단순히 라돈 

의 농도에 국한되어 막연한 위해성을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해당공간에서의 

근무나 거주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농도와 외국의 권고기준을 잣 

대로 비교한 측면이 었다.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의 라돈의 관리는 당연히 해당 시 

설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시설 근무자 위주의 조사 방법론이 설계되어야 하며 해당 

근무자의 근무 현황 분석과 근무 패턴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근무자의 동션을 고려하여 라돈 검출기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근무 

자가 없는 시간에는 통상 공조설비의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의 24시 

간 이상의 연속 라돈 조사 결과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라돈조사는 장기 및 단기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분기 

별로 1년 동안 수행하는 가옥 내 실내 라돈 조사는 계절별 환기습관이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절별 3개월 주기의 장기 조사가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중 

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조설비가 존재하고 시설근무자에 의한 

정기적인 관리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계절적인 환기율 변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옥과 비교하여서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반드시 계절별 분기별 조사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조설비의 가동시간 등의 요소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라돈 농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하 공간에 대한 조사 전 

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승객보다는 시설 종사지인 역무원과 운전원을 타켓 

으로 지하 공간 조사 계획을 설계하여 대전 지하철 전역사와， 서울 지하철 중 일부 

고농도 역사의 역무원 근무공간을 위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서울 지하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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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시간이 가장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근 

무 패턴분석과 근무 공간에서의 라돈 농도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특히， 대전 

지하철과 서울지하철 경찰대의 경우 적극적인 협조로 근무자의 라돈흡입에 의한 연 

간 유효선량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무 현황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 

서는 처음으로 가행중인 광산에 대한 항내 라돈 농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광산 근 

무자의 근무 패턴 분석을 통한 유효선량평가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쇼핑몰과 백화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매장 보다는 근무자 공간이나 휴게 

실 주차장 동을 대상으로 설계하였으며 근무 패턴 분석 및 설문지 동을 디자인하였 

다. 

1.2 지하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 조사평가 

1.2.1 대전지하철 라돈농도 조사 및 근무자 연간유효선량평가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지하공공시설물인 대전지하철 1호선 22개 전 역사(그림 

3)에 걸쳐 장기측정법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라돈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내 근무하는 지하철 근무자 및 이용 승객에 대한 연간 예상 유효 선 

량을 평가하였다. 

그림 3 대전 지하철 노선도 

실내 라돈농도 측정에는 두가지의 검출기 (RadTrak@, Landauer Inc.; Raduetil!l’ 

Radosys Co.)를 사용하였으며， 지하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내 라돈농도 계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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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섬광계수기 (LSC , Quantulus@ 1220 , Wallac Co.)를， 공간감마선량 계측에는 

Panasonic TLD@를 이용하였다. 라돈농도 측정지점은 역무실， 매표소， 상/하행 플랫 

폼 세 지점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역사의 심도가 깊은 중앙로역， 대전역은 각각 5, 

4 지점을 선정하였다. 측정기간은 3개월씩 4회 실시하였다. (07년 9월 ~ 07년 11 

월， 07년 12월 ~ 08년 2월， 08년 3월 - 08년 5월， 08년 6월 ~ 08년 8월) 실내 

라돈농도와 지하수 중 라돈농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역사 내 지하수 채수 

는 연 4회 실시하였다. 대전지하철 1호선 총 22개 역사 중 선로 내 지하수가 발생 

하는 역사는 107~ 역으로 각각의 역은 별도의 관리실을 두어 지하수를 모아서 처리 

하는 구조이며， 대전지하철 대부분의 역사는 화강암과 충적층 지반에 건설되었다. 

그림 4에 대전광역시의 지질도와 선구조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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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전광역시의 지질도 및 선구조도와 지하철 노선도 (자료 출처 :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대전지하철 실내 라돈농도 측정결과는 평균 34.1 土 14.7 Bq/m3, 범위는 9.4 Bq/ 

m3 ~ 98.2 Bq/m3로 환경부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제안하는 148 Bq/m3 

을 초과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선로에서 지하수가 발생하는 107~ 역사 중 

대부분의 지하수 중 라돈농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유성지역에 위치한 

월드컵 경기장역 (1 76.5 士 2.3 Bq/U의 경우 U.S. EPA에서 권고하는 음용 지하수 

중 라돈 권고치 인 148 Bq/L을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실내 공간감마선량율 

의 경우 산술평균， 기하평균， 중간값이 각각 132 土 12.1 nGy/h , 131.0 土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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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y/h, 130 nGy/h의 결과를 보였다. 

서울지하철 (6 1.1 Bq/m3
) 의 연평균 농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전체 수치가 상대 

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이유는 대전지하철은 개통 초기부터 안전문제로 

인해 전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라돈의 중요한 유입원인 열차풍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는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역사 설계상 터널과 승강장의 환기 설비를 별도로 구축하여 

타도시의 지하철과 비교하였을 때 공조 설비의 구조적인 차이에도 영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중앙로역과 현충원역 같은 경우 다른 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 

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중앙로는 지하 5층 역사로 깊이에 따른 라돈농도의 차이 

를 알 수 있었고， 현충원역 같은 경우 유성지역에 밀집해 있는 단층에 의한 영향으 

로 심부지하수가 짧은 시간 안에 천부지하수로 유입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라돈농도 

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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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사별 깊이y 승객수/ 지하수 유입량l 측정지점수 및 검출기별 수량 

깊 1 거5- ι U케 -까r 지하수 지 Radtr TL Radu 
역명 (person/ 유입량 

점 ak@ et@ day) (ton/day) D 
~ 

판암 18 3,900 신홍에서 처리 3 9 9 3 

신흥 17 1,700 222 3 9 9 3 

대동 19 4,300 997 3 9 9 3 

대전 31 8,200 2,090 4 12 12 4 

중앙로 32 6,000 3,984 5 15 15 5 

중구청 28 2,200 중영로어}서처리 3 9 9 3 

서대전네거리 23 5,700 61 3 9 9 3 

오룡 15 3,200 3 9 9 3 

용문 15 5,400 74 3 9 9 3 

탄방 15 3,200 3 9 9 3 

시청 15 5,800 3 9 9 3 

정부청사 15 4,400 3 9 9 3 

갈마 18 2,400 3 9 9 3 

월평 14 2,900 3 9 9 3 

갑천 17 760 3 9 9 3 

유성온천 15 3,900 3 9 9 3 

구암 10 1,900 3 9 9 3 

현충원 10 970 1,116 3 9 9 3 

월드컵경기장 19 1,700 537 3 9 9 3 

노은 19 2,400 3 9 9 3 

지족 16 2,400 3 9 9 3 

반석 15 2,300 3 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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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최대 

표 3 역사별 실내 라돈농도 결과 

222Rn concentration (Bq/ I113) 

산술 표준 

평균 편차 
31.2 4.3 

지접수 역명 
중간값 

16.3 44.9 31.1 

13.6 48.0 31.6 6.2 33.1 

28.6 47.9 37.8 4.3 38.1 

이
j
 
끼
J
 At 

Fb 
24.6 61.3 44.2 5.2 44.3 

37.4 98.2 67.7 5.8 66.9 

28.1 57.8 39.0 4.6 40.7 

24.2 44.6 32.9 3.6 33.2 

17.7 36.2 28.9 3.3 27.1 

13.0 45.1 26.6 3.4 25.2 

9.4 50.8 30.0 4.7 28.3 

11 .5 46.0 25.7 4.9 28.0 

13.7 59.2 28.9 5.2 31.2 

3 
끼
j
 
끼
j
 
끼
J
 
끼
J
 qJ 

이
j
 qJ 

끼
j
 

16.4 41.3 23.2 4.2 25.4 

13.6 36.8 21 .1 3.4 23.3 3 

11.6 28.4 23.5 3.2 22.4 3 
20.2 37.7 31.3 4.4 29.8 3 

20.6 38.2 31.6 4.9 31.6 3 
13.8 76.7 51 .5 5.7 52.8 3 

19.7 40.6 35.8 4.9 34.1 3 

11.9 43.6 25.7 4.0 28.3 3 

10.8 

12.4 

48.3 

33.6 

28.4 

25.3 

4.3 

3.8 

27.9 

24.7 

3 

3 

판암 

신흥 

대동 

대전 

중앙로 

중구청 

서대전네거리 

오룡 

용문 

탄방 

시청 

정부청사 

갈마 

월평 

갑천 

유성온천 

구암 

현충원 

월드컵경기장 
,_ 。
...L-L' 

지족 

반석 

능r 
l3" 

유효선량 모델을 사용 

주 근무지역인 

라돈농도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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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에서 

업에 의한 유효선량을 평가하였다. 

하였으며， 근무자의 경우 근무교대에 

실내 라돈농도， 숭객에 대해서는 연간 

정하여 식에 대입하였다. 근무자와 

0 .42 (평균 0.24) mSv/y , 0.01 

서 제시한 라돈 흡입에 의한 일반인의 

다. 

조사된 실내 라돈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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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ð" .._ 운영하지 역사를 승강장 실내 라돈농도는 측정하였다. 

전동차 내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닝F며 ‘- ‘_, 보였다. 

운전실과 객차의 라돈농도는 승강장내 라돈농도와 비교하여 

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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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그림 6 중앙로역의 시간대별 라돈농도의 변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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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열차(운전실과 객실)에 대한 시간별 라돈 농도 변화 

이 연구결과는 2008년 10월 대전지역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지하철 이용에 따른 

라돈 피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국민안섬에 기여한 바 있으며 대덕 연 

구단지내 연구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하나로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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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관련 언론보도 (대전일보 7면 08.10.21) 

1.2.2 서울지하철 일부 고농도 역사에 대한 라돈농도 조사 및 근무자 연간유효 

선량평가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 라돈농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으며 이와 관 

련된 언론보도도 상당허 많다. 특히 화강암 지반이 많은 지역과 많은 인구와 도시 

개발로 인하여 지하철 역사가 대부분 상당히 깊은 섬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 

으로 라돈의 농도가 높은 역사가 많은 편이다. 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일 

부 대학에서 주도한 이들 연구 결과는 일부 고농도 역사를 제외하고는 농도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사명이나 측정 지점명이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량 평가를 위한 배경 자료로는 활용하 

기 어려운 점이 었다. 또한 이들 연구 결과는 대부분 승객이 주로 사용하는 역사 

대합실이나 승강장 위주로 조사가 수행되었고 지하 공간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게 

되는 역무원이나 지하철 근무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이 연구 항목에서는 

지하 공간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역무원들에 대하여 라돈 흡입에 의한 선량평가 

를 위해 화강암 지역이나 섬도가 깊은 고농도 역사를 대상으로 라돈 조사를 수행하 

고자 하였다. 서울지하철의 운영 주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 

1-4호선과 5-8호선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 

철구간이 혼재되어 있다. 

조사 협조에 동의한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1-4호선 구간의 과거 고농도 역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조사협조 거부로 조사를 수 

행할 수가 없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5-8호선 구간이 상대적으로 서울메트 

로 운영구간에 비해 깊은 심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 

아 협조를 거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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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1-4호선 사이의 역사중 과거조사결과 비교적 높은 농도 

를 보였던 경복궁역 (3호선) 종로 3가역 (1， 3호선) , 통대문 운동장역 (2 ， 4호선) , 을지 

로 4가역 (2호선) , 남태령역 (4호선) , 삼각지역 (4호선) , 서비스센터(경복궁역， 삼각지 

역) , 운전취급실(남태령역) 모두 11개 지점을 선정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 

지 1년간 라돈 농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역사의 위치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서울 광역지하철노선도 및 조사대상 역사 위치 

선량평가는 크게 각 일반역사 근무자， 서비스센터 근무자， 운전취급실 근무자 이 

렇게 세가지 타입의 모댈 근무자를 선정하여 라돈 흡입에 의한 연간유효선량을 평 

가하였다. 각 역마다 근무자가 일을 하는 역무실과 매표소 그리고 지하철 운행이 

끝난 새벽시간에 잠을 자는 침실 동에 검출기를 설치하였으며， 경복궁역과 삼각지 

역에 위치한 서비스센터와 남태령역에 위치한 운전취급실에도 검출기를 설치하였 

다. 각 역에 근무하는 일반 근무자들은 3조 2교대로 편성되어 오전팀 (9시 -18시 10 

분)과 오후팀(1 8시 10분 ~ 익일 9시)으로 나쉰다. 선량평가를 위하여 일반적인 종 

사자의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역무실에서 4시간， 매 

표소 3시간， 침실 1시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지하역사에 근무하는 근로 

자 1인당 각 공간별 연간 근무시간을 보면 역무실에서 1152시간， 매표소에서 864 

시간， 침실에서 288시간으로 총 2304시간을 지하 역사에서 보내게 된다. 일반 역사 

근무자 외에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근무자의 경우는 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하 

루 8시간을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연 2304시간을 센터사무실에서 보내게 

되며， 운전 취급실에서 일하는 근무자 또한 거의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침실 

과 운전 취급실 두 곳에서 연 2304시간을 보내게 된다 (표 3). 각 역의 역무실， 매 

표소， 침실 그리고 두 곳의 서비스센터와 한 곳의 운전 취급실에 1년 동안 분기별 

로 총 4회에 걸쳐 설치했던 검출기의 라돈농도를 바탕으로 UNSCEAR 2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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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유효선량 모델을 사용하여 라돈 흡입에 의한 연간유효선량을 평가를 하였 

다. 

표 4 근무지 및 공간별 근무시간. (단위 : 시간) 

근무지 근무 공간 
연평균 

종 
근무시간 

역무실 1248 
일반역사 매표소 672 2304 

침 실 384 
서비스센터 사무실 2304 2304 

운전취급실 
사무실 1920 

2304 
침 실 384 

l인당 연간유효선량평가 결과 0.175 ~ 0.551 mSv/y사이의 값을 보였다. 일반 

역사 근무자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은 남태령역의 근무자 (0.541 mSv/y) 였고， 제일 

낮은 곳은 1호선 종로 3가역의 근무자 (0.175 mSv/y) 였다. 또한 서비스센터 근무 

자의 경우 경복궁역에 위치한 서비스센터 근무자가 0.551 mSv/y로 조사 대상 지점 

중 제일 높은 값을 보였으며 운전취급실 근무자의 경우도 0.478 mSv/y의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 표 4에 선량평가 결과를 요약하였다. 

일반 역사 중 가장 높게 나온 남태령역과 경복궁역 운전취급실의 경우 역무실과 

매표소 그리고 운전취급실이 비교적 깊은 곳에 위치해 다른 곳들 보다 라돈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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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내 라돈 농도 및 연간 유효선량 

실내 라돈농도 
연간유효선 

근 무 지 
(Bq'm-3

) 
2J= 

(mSv 'y-' ) 

경복궁역 
3호선 역사 16.5 ~ 93.0 0.243 

서비스센터 66.4 0.551 

종로3가역 
1호선 역사 17.7 ~ 28.3 0.175 

3호선 역사 27.7 ~ 43.4 0.282 

동대문운동장역 
2호선 역사 22.1 ~ 26.1 0.210 

4호선 역사 32.2 ~ 33.7 0.272 

을지로4가역 2호선 역사 27.5 ~ 35.8 0.275 

삼각지역 
4호선 역사 19.9 ~ 28.3 0.191 

서비스센터 27.6 0.229 

남태령역 
4호선 역사 56.5 ~ 84.9 0.541 

운전취급실 57.7 0.478 

1.2.3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라돈농도 조사 및 근무자 연간유효선량평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이하 경찰대)와의 긴밀할 협조를 통해 왕십리 본부 

대， 종로3가 수사1 대 이수 수사2대 그리고 전 출장소의 사무실 및 침실 공간에 대 

한 라돈농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라돈 흡입에 의해 근무자가 받는 연간유효선량 

을 평가하였다. 라돈농도 조사에는 수동형 라돈 검출기인 Raduet(Hungary , 

Radosys Ltd.)을 이용하였고， 각 조사지점의 공간적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검출기를 설치하였으며，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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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울 지하철 노선도와 화강암 분포도. 심볼은 지하철 경 

찰대 본대 및 출장소가 가 위치한 주요 환승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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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사지점별 검출기 설치여부 및 공간적 특성 

사무 침 

조사지점 
실 실 

특이사항 
Rad Rad 

uet uet 

왕십리역 
。 。 지하 1층/ 화강암 지역 

(본부대) 

왕십리역 
。

지하 1층/ 화강암 지역I 환기가 거의 이루 

(경찰대장실) 어지지 않음 

종로3가역 
0 。 지하 2층/ 화강암 지역 

(수사1대) 

종로3가역 
0 

지하 1충/ 화강암 지역/사무실과 침실이 

(출장소) 분리되어 있지 않음 

지하청량리역 
。

지하 2충/ 화강암 지역/ 사무실과 침실이 

(출장소) 
-

분리되어 있지 않음 

동대문운동장역 
0 

지하 3층/ 화강암 지역l 사무실과 침실이 

(출장소) 분리되어 있지 않음 

건대입구역 
。 지상 1층/ 침실에서 상주하지 않음 

(출장소) 

신촌역 
0 지하 1층/ 침실에서 상주하지 않음 

(출장소) 

연신내역 
0 0 지하 3층/ 침실에서 상주하지 않음 

(출장소) 

노원역 
0 。 지상 2층/ 침실에서 상주하지 않음 

(출장소) 

이수역 
0 。 지하 1충 

(수사2대) 

사당역 
0 。 지하 1층 

(출장소) 

잠실역 
0 

지하 1충. 사무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지 

(출장소) 
-

。~g

교대역 
0 

지하 1충/ 사무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지 

(출장소) 
-

않음 

서울역 
。

지하 1충/ 사무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지 

(출장소) 
-

않음 

신도림역 
。 0 지하 1충 

(출장소) 

김포공항역 
。 지하 1충/ 침실에서 상주하지 않음 

(출장소) 
-

반포역 
0 0 지하 1층/ 침실에서 상주하지 않음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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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근무지별 연평균 실내 라돈 농도 (Bq'm-3 

2008년 9월부터 3개월씩 2009년 8월까지 분기별로 4회 총 1년에 걸쳐 라돈농도 

를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라돈농도는 경찰대장실이 114 ::!:: 22.9 Bq/m3으로 가장 

높았고， 신도럼출장소가 19.8 ::!:: 4.31 Bq/m3으로 가장 낮았다. 경찰대장실의 라돈 

농도가 가장 높은 주요인은 첫째 화강암지역에 위치해있는 것과 둘째， 조사지점 중 

공간의 밀폐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신도림 출장소 사무실의 라 

돈농도가 가장 낮은 주요인은 첫째， 비화강암지역에 위치해있는 것과 둘째， 상대적 

으로 낮은 섬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돈흡입에 의해 근무자가 피폭 받는 연간유효선량평가에는 UNSCEAR REPORT 

2000에서 제시한 유효선량 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간유효선량 평가전 전 경찰대원과 

의 면담 및 설문을 통해 근무시간과 근무지환경 그리고 생활습관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근무유형에 따른 유효선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조사지점의 최소， 최대값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서 근무자들의 라돈흡입에 

의한 잠재적 위해도 평가를 시도하였다. 근무자들과의 면담 및 설문을 통해 연평균 

3650시간을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며 공간적 특성 및 근무 특성상 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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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본부대 

행정 팀 

경찰대장 

수사대 

출장소 

표 7 조사지점별 근무 형태 및 시간과 순찰 시간 

근무 형태 및 시간 

일근 휴무 당직 휴무 

12시간 24시간 29시간 24시간 

10시간 24시간 15시간 24시간 

17시간 24시간 26시간 24시간 

12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g| Annua! Effecti얘 Dose for Worker in each OHI때 and Bedroom (mSψY‘) 

... ‘ I 、

~ . ~ l .l. 、“ :' \, 1:‘ /‘-
했| 、 f_----- --_.• 、」 능/ 、 ~ .... . ~‘ _. __ ..... ;. % 

~ :~ 1 Expected Annual Effective Dose for Worker accordlnc to House ty뼈 (m5y.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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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근무자가 순찰지를 제외한 근무지(사무실/ 침실)에서의 라 

돈 홉입에 의한 유효선량과 근무자별 가옥형태 및 거주지 

특성에 따른 추정 연간 유효선량과 이를 합산한 총 연간 

유효선량에 대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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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역사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근무자들의 순찰 시의 유효선량을 시도하였으 

나， 역사 운영주체 측의 조사 협조가 원활치 않아 라돈농도 조사가 불가하였다. 대 

안으로 기존의 서울지하철 라돈농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려 하였으나， 과거 

조사 자료가 공개되어 았지 않아 산정이 불가하였다. 

라돈의 흡입에 의해 근무자가 순찰지를 제외한 근무지(사무실， 침실)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유효선량의 범위는 0.372 - 1.066 mSv/y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순찰 

시간을 제외한 사무실과 침실에서 보내는 시간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 

찰 시의 연간유효선량이 더해진다면 근무자가 받는 연간유효선량은 UNSCEAR 
REPORT 2000에서 제시한 라돈에 의해 사람이 피폭 받는 평균유효선량 1.2 

mSv/y를 초과하는 근무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2 mSv/y라는 수치가 

자연으로부터 1년간 라돈에 의해 피폭 받는 평균유효선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 

무자가 근무를 마친 후 가옥에서 받는 연간유효선량을 추정 평가하기위하여 가옥 

형태에 따른 연평균 라돈농도를 바탕으로 연간유효선량의 범위를 평가한 결과 

0.569 - 1.14 mSv/y로 평가되었다. 앞서 평가한 순찰지를 제외한 근무지에서 피폭 

받을 수 있는 연간유효선량에 가옥 형태에 따른 추정 연간유효선량을 합산한 결과 

0.609 - 2.04 mSv/y로 추정 평가되었다. 더욱이 순찰지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유 

효선량이 더해진다면 근무자가 피폭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간유효선량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효선량의 증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설변경 혹은 개선 등의 조치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경찰대 근무자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 여건과 근무지 

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적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근무자 

가 피폭 받을 수 있는 유효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잠재적 피폭 위 

해도를 줄이기 위해 인력보충을 통한 근무시간의 조정， 교대패턴 변경 등을 통하여 

지하 공간에서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었다. 

1.2.4 가행 광산 내 라돈농도 조사 및 근무자 연간유효선량평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폐 • 휴광산의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표 7) 따라서 국내 가행 중인 광산의 항내 라돈 농도 조사 및 라돈 흡입에 

의한 관련 근무자들의 유효선량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6세기 초 독일의 

Schneeberg 인근 광산에서 근무하였던 광부들의 폐암으로 인한 높은 사망 빈도를 

계기로 라돈과 건강의 역학관계 규명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세계적으로 

가행 중인 광산에 대한 라돈 농도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가행 중인 광산에 대한 라돈 농도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본 연구 

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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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행 및 가행 예정 주요 광산 목록 (2008년 12월 기준) 

광산명 위치 광종 가행 여부 규모 

금음광산 
경북울진 Mo 가행중단 

'08 정광 518t 
후포 생산 

선예미광산 강원 정선 Fe, Mo, 
가행중 생산량 확대중 

(주) 한덕철광 신동 Pb,Zn 

’08.10 
GS 몰랜드 충북제천 Mo 시험생산 건설중 

예정 

연천철광 경기 포천 Ti, Fe 가행중 

금산광산 충남금산 U 정밀조사중 

서미 E제일 충북음성 Au 
08.10 
개발예정 

신예미광산 (강원도 정선군) 금성물랜드광산 (충청북도 제천시) 

그림 12 조사가 수행된 광산 입구 

최근 활발히 개발이 진행 중인 국내 일부 금속 광산 중 (주)한덕철광의 신예미광 

업소와 (주)동원에서 운영하는 금성몰랜드 광산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 조사를 수행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내 근무자의 라돈 흡입에 의한 연간유효선량을 평가하였 

다. 라돈 농도 조사에는 능동형 검출기인 RAD7 (Durridge Company Inc.) 이 이용 

되었다. 검출기의 설치 위치는 광산의 항내 근무자 수가 비교적 많고， 갱구로부터 

심도가 깊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계측간격은 10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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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신예미광산의 현재 가행 레벨에서의 시간대별 라돈 농도 변화 

그림 13은 신예미광업소의 라돈농도 계측 결과를 보여주며 평균 농도는 180ML 

D광체 부근에서 101 Bq/m3, 155ML S광체 부근에서 128 Bq/m3이었다. 신예미광 

업소는 조사 결과 갱구로부터 가장 깊은 곳인 155ML S광체 부근에서 라돈농도가 

증가하는 특정을 보였다. 라돈 농도 계측 중 Rad7 ([1) 내부 챔버의 온도는 20~21 'C 

로 일정하였고， 습도 역사 7~10%로 일정함을 보여 라돈 농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위치의 깊이가 155ML임을 고려하였을 때 외부에 

의한 환경적 요인은 배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일기변화와의 비교 

결과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예미광업소는 일일 2회(오전 11:30 , 오후 

4:30) 발파를 행하는데， 발파에 의한 영향으로 지각에서 공기로 확산된 라돈 가스 

와 공기 중의 라돈 가스가 확산에 의해 발파지점에서 대략 150 m 떨어진 155ML 

S광체 부근에서 라돈 농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전 11:30의 발파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22일 오후에도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특정을 보여야 하지만 자연풍 

에 의한 환기구조와 오후시간에는 근무자 및 광물 운송차량의 유동에 의한 공기의 

확산 속도 증가로 발파지점에서 발생된 라돈이 주변 공기와 빠르게 희석되어 150 

m 떨어진 측정지점의 라돈 농도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발파지점 가까이 측정기를 설치하여야하나 발파충격 

에 의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측정하지 못하였다. 향후，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되 

면 발파지점 부근에서의 라돈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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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금성몰랜드광산의 가행 레벨에서의 시칸대 별 라돈 농도 변화 

그림 14는 금성몰랜드광산의 라돈농도 계측 결과이며 평균 농도는 255ML 부근 

에서 43.01 Bq/m3, 212ML 부근에서 52.3 Bq/m3이 었다. 제천 몰리브덴광산은 라돈 

농도 계측 결과 지상에서와 비슷한 라돈농도를 보였고， 라돈농도가 낮아 갱구로부 

터의 깊이， 환경적 요인(온도， 기압， 습도， 풍속 동) 등과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예미광업소보다 심도가 깊지 않고， 조사 당시 본격적인 채굴에 앞서 채 

굴준비를 하는 건설단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돈 농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다. 금성몰랜드광산의 경우 광산의 발파 일정 둥 현장 사정으로 인해 4시간 이상 

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각 광산에서 계측된 라돈농도 각각의 i명균값을 바탕으로 UNSCEAR 2000에서 제 

시한 라돈 흡입에 의한 유효선량 모델을 이용하여 연간 추정 유효선량을 평가하였 

다. 유효선량의 평가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산업안전 

보건법 [3 ], 제46조(근로시칸 연장의 제한)에 근거하여 1일 6시간， 주 5일 (34시간)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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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신예미 및 금성몰랜드 광산에 대한 근무자의 라돈흡입에 

의한 추정연간유효션량 

그림 15는 추정연간유효선량을 보여주며 광산 항내 근무자의 유효선량은 가장 높 

은 곳이 대략 0.7 rnSv/y 이었다. 조사된 라돈농도에 근거한 광산 항내 근무자의 유 

효선량은 UNSCEAR Report 2000 [1]에서 제시한 공기 중에 존재하는 라돈과 그 

자핵종들의 흡입에 의한 평균 유효선량 1.26 rnSv/y 이하였다. 추후 보다 많은 광 

산의 조사를 통해 라돈과 그 자핵종에 의한 광산 근무자들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사선 피폭 위해도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관련 근무자의 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대형쇼핑몰에 대한 라돈농도 조사 

전국적으로 주요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에 대한 라돈 농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상업시셜인 

관계로 조사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여론조사 기관등을 경유하는 노 

력을 통하여 약 40여개의 조사 협조 시설을 확보하여 현재 검출기 배포가 완료된 

상태이며 그 목록은 표 8과 같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검출기 손실등을 감안 한다 

면 최종 자료를 취득할수 있는 상업시설의 모집단 수는 대략 30여개 정도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부분의 협조를 용인한 상업시설에서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해 

당 시설의 상호는 익명으로 조사 결과를 수록할 예정이다. 

유효선량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취득을 위하여 일부 대형 마트에 대한 시설운영 

시간 및 근무자수， 근무 형태 등의 현황자료를 확보하였다. (청주시 이마트 및 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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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 협조) 추후 라돈 조사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근무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근무자에 대하여 라돈 흡입에 의한 유효선량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표 9 라돈 및 토론 검출기와 TLD 배포 지접 

지역 검출기 배포지점 상세 위치 (시군구) 

강원도 대형마E 2개소 원주시/춘천시 

대형마트 3개소 

경기도 
백화점 2개소 

고양시l 구리시/부천시/안양시 
유통센터 1개소 

실내주차장 2개소 

경상남도 대형마E 1개소 창원시 

경상북도 
대형마E 3개소 

구미시，김천시/포항시 
백화점 1개소 

광주광역시 백화점 2개소 서구/ 북구 

대구광역시 
대형마E 1개소 

동구I 중구 
백화점 2개소 

부산광역시 
대형마E 1개소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백화점 2개소 

백화점 5개소 
강남구/강동구，관악구/구로구/서대 

서울특별시 대형마트 1개소 
문구 

실내주차장 3개소 

인천광역시 
백화점 1개소 

계양구l 남구 
대형마E 1개소 

전라남도 대형마E 2개소 목포시，순천시 

전라북도 대형마트 1개소 익산시 

충청남도 
대형마E 1개소 

천안시 
백화점 1개소 

충청북도 백화점 1개소 청주시 

1.4 라돈과 확률론적 암발생률 평가 

1.4.1 예비조사 및 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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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모든 암 사망률에서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남자의 경우 31% , 여자 

의 경우 25% 정도 차지한다. 이 중 담배에 의한 것이 주요인이며， 제 2의 원인은 

라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돈에 노출된 지하 광산 근무자의 역학조사 결과의 

외삽법에 의해 라돈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년간 18,600 명이 폐암에 의해 사망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Willam Field; 2001).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광산 근무자 

의 고선량을 일반인에 대한 저선량으로의 외삽법에 의한 추정이므로 큰 불확도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과 폐암간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 

히 조사하기 위하여 많은 case-control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004년 유럽의 13개 case - control 연구를 평가한 결과는 가옥내 라돈을 감지할 

만한 수준의 위해성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망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라돈농도 0, 

100 , 400 Bq/m3에서 75세까지의 폐암에 대한 절대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경우 

0.4%, 0.5% 및 0.7%로 각각 평가되었으며， 흡연자의 경우는 그 위험도가 25배 증 

가하여， 10% , 12% 및 16%로 각각 평가되었다(그림 16). 특히， 흡연자(최근 금연 

자 포함)에게서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돈농도가 100 Bq/m3씩 증 

가함에 따라 라돈의 위험도는 약 16%씩 증가하며， 유럽에서 폐암의 약 9%가 라돈 

에 의한 것이며， 이는 암에 의한 모든 사망률의 약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CDarby a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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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라돈에 의한 75세까지의 누적 절대 사망 위험도 

한편， Bochicchio의 보고에 의하면 (Bochicchio; 2008) 중국， 북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연구를 비교 검토한 결과 100 Bq/m3 라돈농도에서의 절대 위험도는 각각 

13% 11% , 8%로 평균 16%이며， 모두 통계적 유효성 범위 내에서 매우 비슷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라돈은 흡연과 연계하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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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라돈이 전혀 없으며， 일생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경우의 위험도를 “ 1 "로 

가정했을때의 상대 위험도를 평가하면(그럼 17), 남자의 경우 하루 25개비 이상 피 

우는 경우에 그 위험도는 40배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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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라돈이 전혀 없고 일생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경우의 위험도를 “1"로 

가정 했을 때 의 라돈 위 험 도. a(남자)， b(여 자) 

l.4.2 국내 폐암발생률 조사 

2008년 10월 발간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를 참조하여 전국 지역별 폐암발 

생건수 및 발생율 표 9에 요약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2005년의 암발생과 1993년 

부터 2005년 동안의 암생존 현황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 중앙 

암동록본부에서 암관리법의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라 수행된 결과이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 “국민방사선위해관리평가” 과제에서 수행한 전국 라돈 조사 결과와 조 

사주기의 일치성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두 보고서의 결과를 중심으 

로 국내 폐암발생율을 확률론적으로 비교 평가해 보았다， 그럼 18에 지역별 라돈농 

도， 폐암발생률 몇 흡연율을 비교하였다. 각 지역 별 노령인구 비(통계폐암 발생건 

수 및 발생률과 가똘계밀접한 관계를 보쉴행한 전국(통나 라돈농도는 특별한 상관 

005년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돈생존 역시 인구 가중치 등 암발안한 자료 관 

필수적통나 과거 국내의 전국 규모의 라돈조사의 모집단규모에 비한 표본 선정 93값 

미미하여 통계적인 의미를 렐는 인구 가중치를 만들어내기에는 무리값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계폐암과의 상관성 및 해 보 평가를 위하여서는 보생존정밀한 라돈농도 조 

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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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05년 전국 폐암발생건수 및 발생률 

\ 발생건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발생률 

(건) 건/10만명) 건/10만명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처"l..!. 
12,339 

국 
4,610 16,949 50.5 19.0 34.8 50.9 13.6 29.0 

서 
2,012 805 

% 
2,817 39.7 15.8 27.7 43.7 13.1 26.0 

lJL 
820 346 1,166 45.0 

산 
18.9 31.9 44.8 13.6 26.6 

대 
53.9 16.3 608 263 871 48.2 21.0 34.6 31.6 

구 

인 
527 192 719 40.4 

천 
15.0 27.8 49.9 12.9 28.1 

과。 
261 118 379 37.5 

1;ζ-
16.7 27.0 47.0 14.3 26.9 

대 
266 77 

전 
343 36.6 10.7 23.7 45.1 8.9 23.9 

% 
222 81 303 39.8 

산 
15.4 27.9 60.5 15.0 33.9 

겨U 
2,068 876 

기 
2,944 38.8 16.7 27.8 47.4 14.6 28.2 

강 
521 189 

원 
710 68.3 25.0 46.8 53.8 14.2 30.5 

걷~ 
492 157 

:닙칙「 
649 65.6 21.2 43.6 54.7 13.5 30.6 

τ~ 
710 223 933 72.1 

남 
22.9 47.6 52.4 12.2 29.2 

저"l..!. 
627 218 845 66.4 

=t꺼j「 
22.9 44.6 49.4 12.2 27.6 

처"l..!. 
913 289 

L디4 
1,202 92.7 29.1 60.8 60.6 14.1 32.6 

켜u 
1,172 385 1,557 86.8 

~ 
28.7 57.8 63.6 14.5 34.7 

겨‘J 
939 334 1,273 59.4 

납 
21 .3 40.4 56.9 13.6 30.6 

제 
124 40 164 44.7 

-:z「‘
14.3 29.5 46.0 9.7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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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발생률= 
새롭게발생한암환자수 

X 100,000 
연앙인구 

연앙인구 : 2005년의 연앙연구는 (2004년 12월 31 일의 주민퉁록인구 + 2005 

년 12월 31 일의 주민둥록인구)/2로 계산 

연령표준화발생률은 각 연령 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가중평균발생률이다. 조발생률은 해당 인구집단에서의 암발생 정도를 절 

대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며， 지역간 혹은 시기에 따른 암발생률을 비교하 

기 위해서는 연령구조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을 사용한다. 계산식은 다 

음과같다. 

E(연령군별발생률× 표준인구의 연령별인구) 
연령표준화발생률- --

표준인구 

표준인구는 연령군을 0-4 , 5-9 ,. •• , 80-84 , 85세 이상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표시한 표로 제시되며 국가 혹은 세계 기준의 

표준인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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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역별 라돈농도I 폐암발생률 및 흡연율 

1.4.3 주요 직군별 폐암발생률 평가 

남자의 경우 31% , 여자 미국의 경우 모든 암 사망률에서 폐암의 의한 사망률이 

원인은 

라돈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라돈에 노출된 지하 광산 종사자의 역학조사 결과의 외 

삽법에 의해 라돈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년간 18 ,600 명이 폐암에 의해 사망하 

2의 주요인이며， 제 담배의 의한 것이 이중 차지한다. 정도 경우 25% 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Willam Field; 2001). 이를 근거로 미국 EPA의 라돈농도 

권고치 148 Bq/m3의 농도에 75세까지 노출되었을 때， 미국 EPA에서 제안한 라돈 

에 의한 폐암 사망률은 비흡연자의 경우 1000명당 7명이며 흡연자의 경우 약 62명 

으로 평가가 되었다. 표 10에 각 라돈 농도별 폐암에 의한 사망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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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표 11 암에 의 한 암 사망률(75세 

비고 (pCijL) 흡연자 비흡연자 라돈농도 

(Bqjm~ 
15 EPA 0.4 6.4 0.73 

1.25 20 2.3 46 

2 32 3.7 74 

4 62 7 148 

8 120 15 296 

10 150 18 370 

20 260 36 740 

위 표를 근거로 고농도 라돈에 일정기간 노출되었을 때， 폐암에 의한 사망률 추 

정이 가능하다. 즉，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라돈의 농도， 생애 대비 노출 비율 및 폐 

암 위험도의 관계에 의하여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율
 

비
 

7 
-

끓
 

폐암의 사망률(p) = 라돈농도 x 위험도 x 생애 (75세) 대비 

數懶
매
 
’

I 

U1 

nn 

-

y =0.여æx 

Ff =0.또훌 
. --. 

. - _ .• ..... -•... 
. . .. ’ •. ---

:fl) 

앙:D 

~2Xl 
ûo 
ðO 
g 
으 1m 
l빼U 
E。

-< 100 

m 

8x) 700 fID :fl) 400 8xl 

실내 라돈농도 

2xl 100 

그림 19 75세까지 노출 시 실내 라돈농도에 따른 폐암 사망률 관계 

나타내었다. 

폐암 위험도 

표 10의 라돈농도에 따른 암 사망률을 그럼 19의 상관관계 그래프로 

19에서 각각의 기울기는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라돈농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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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며， 그 값은 각각 0.369와 0.0488로 산출된다. 

이를 근거로 라돈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하 공간 근로자에 대한 폐암 

사망률을 평가하였다. 

표 12 주요 직군별 폐암 추정 사망확률 

작업장 
작업장 2f-t:J 2f-t:J 년간 

二Ll-I므 lL 
비홉연자 흡연자 

직군 업무 
라돈농도 

일일근무 二Ll-I깅 lL 二'L一L I lI 1:그→-Il 
년수 

암사망 암사망 

시간 일수 시간 시간 확률 확률 

지하철 매표소 148 8 5 40 2080 30 0.069% 0.52% 

운전원 148 8 5 40 2080 30 0.069% 0.52% 

경찰대 148 12 3 36 1872 30 0.062% 0.47% 

광산업 저농도 148 6 5 30 1560 30 0.051% 0.39% 

중농도 600 6 5 30 1560 30 0.21% 1.6% 

고농도 1500 6 5 30 1560 30 0.52% 4.0% 

라돈농도가 높은 지하 공간 즉 지하철에 근무하는 운전원이나 매표소 근무직원 

이 현재 지하역사의 라돈 관리 권고치(환경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공기질 관리법) 

인 148 Bq·m 3에 약 30년간 근무할 경우， 폐암에 의한 암사망확률은 비흡연자의 

경우 0.069%와 흡연자의 경우 0.52%로 평가된다. 광산업 종사자의 경우 ICRP 신 

권고의 작업장 라돈농도 기준인 1,500 Bq'ffi-3의 농도에 약 30년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라돈에 의한 폐암 사망확률은 비흡연자의 경우 0.52%와 흡연자의 경우 4.0% 

이다. 한편， 이 사망확률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점과 승진， 순환 보직 등에 

따라 지상 근무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이 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한 전국 라돈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근거로 각 지역별 폐암 사망확률의 평가가 

가능하다. 가옥 내 거주계수 0.8( 일상생활 중 80% 가옥거주)을 사용하여 연간 라 

돈에의 노출시간을 계산하면 7 ， 000시간이며， 75세까지 계속 노출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라돈에 의한 각 지역별 폐암 사망확률은 표 12와 같다. 라돈평균농도가 높은 

충청북도에 75세까지 거주할 경우， 폐암 사망확률은 비흡연자의 경우 0.33%와 흡 

연자의 경우 2.5%로 각각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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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역별 폐암 사망확률 

지역 홉연율 연평균 년간 노출 년수 비흡연자 흡연자 

라돈농도 노출시간 암사망확률 암사망확률 

서울 29.7 44.8 7000 75 0.18% 1.3% 

부산 30.7 37.8 7000 75 0.15% 1.1% 

대구 21.4 42.7 7000 75 0.17% 1.3% 

인천 29.8 45.6 7000 75 0.18% 1.3% 

‘:δ2f<T 26.9 56.5 7000 75 0.22% 1.7% 

대전 26.9 51.4 7000 75 0.20% 1.5% 

울산 30.1 41.1 7000 75 0.16% 1.2% 

경기 31 .5 53.4 7000 75 0.21% 1.6% 

강원 33.8 74.2 7000 75 0.29% 2.2% 

충북 32.6 84.8 7000 75 0.33% 2.5% 

충남 34.4 75.1 7000 75 0.29% 2.2% 

전북 30.2 72.9 7000 75 0.28% 2.2% 

전남 30.0 69.0 7000 75 0.27% 2.0% 

경북 34.0 54.3 7000 75 0.21% 1.6% 

경남 34.4 51.8 7000 75 0.20% 1.5% 

제주 33.2 52.5 7000 75 0.21% 1.5% 

계 30.6 55.5 7000 75 0.22% 1.6% 

1.5 라돈의 실내 유업평가기술개발 

라돈은 지각 구성물질인 226Ra으로부터 생성된 방사성핵종으로 불활성 기체이므 

로 일반적인 물질과는 어떠한 반웅도 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라돈 

은 토양에서 생성되어 토양이나 건축 구조물에 흡착되지 않고 실내로 유입된다. 일 

부 건축 재료로부터의 라돈 유입이 있지만， 실내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라돈은 건물 

이 놓여 있는 바닥 토양의 226Ra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그러나 건물 특성， 토양의 

공기 투과율， 실내외 압력 및 온도 차이， 풍속， 계절적 영향， 환기 방법， 환기 빈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실내 라돈농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실내 라돈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크게 분류하면 토양 공기 중 라돈농도， 건 

물 바닥의 공기 투과율， 건축 재료의 라돈 방출률， 환기에 의한 라돈 제거 속도 둥 

이다. 각 큰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표 13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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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실내 라돈 유입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주요인 세부요인 세부요인 

외부적 요인 실내외 압력차 실내외 압력차 실내외 온도차 

대기압 

걷iIri /Fr-

환기율 환기 빈도 

환기 방법 강제 환기 

자연환기 
흥속 

내부적 요인 토양의 물리적 특성 토양 중 2zgRa 함량 

(물리적 특성) (토양공기 중 라돈농도) 라돈 발산계수 토양 중 수분함량 

공극률 

토양온도 

토양 중 공기 압력 

건축 재료의 물리적 특성 건축 재료 중 걷6Ra 함량 
(건축 재료 중 라돈농도) 라돈 발산계수 

바닥의 라돈 유입 저지력 바닥재 종류 
바닥마감재 종류 

건축 재료의 라돈 방출 저 
지력 

물리적 특성 토양의 공기 투과율 공극율 
지하수높이 

수분량 

라돈의 대기확산계수 

건물의 공기 누설률 

이상의 각 주요 인자를 input 안자로 하여 실내 라돈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모식 

도를 그림 20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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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QîLph엘cøl pmp~rtY 
2ι('Ra 앙량 

Rn 밥산계수 
토양용도 
토양습도 

토앙악공71 투과융 

i 
Output 

토양공기충 Rn 농도 
(실험적측정 1냥l 

Ventilation rate 
환기방법 
환기빈도 

Output 
(Rn유입 속도) 

검옳활성 2 
건울 -f:.ξ 

킨 얻· 재료의 ~XRall방 
Rn 빌산겨l수 
ot갑채의 Rn 
방출저지력 

t 건몽공기누설율 

outμπ | 
(Rn 쩨거 혹도.) J 

Output 
(추정 실내 Rn 농도) 

그렴 20 라돈 실내유입 및 배기 경로에 대한 모식도 

이상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실내 라돈 유입에 기여를 하지만， 실내 라돈농도 

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인자들 중에서 토양 공기 중 라돈농도， 건축 재료의 라돈 

방출 등은 들은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실내 라돈농도의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가 연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주요 인자들의 실내 라돈 유입 

기여도에 대한 실험적 근사식이 만들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라돈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홈페이지에 본 라돈 유입 평가 방법을 개설하여 일반인이 거주 가옥에 대 

한 건물 종류， 지역， 환기 빈도 등을 입력하면 해당 거주 가옥의 라돈 농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이러한 라돈 유입경로 모사프로그램은 일반인의 사 

용이 용이한 워크시트 형식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결과를 쉽게 알 수 있 

는 방법 등으로 구현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라돈농도 조사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게 된다. 모든 가옥에 라돈 

검출기를 공급하여 주기적 라돈농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내유입평가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모사 프로그램은 실제 라돈 

농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최소의 기초자료만을 입력함으로써 실내 라돈농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 스스로 환기 방법 및 빈도의 개선과 같은 자발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일반인의 피폭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다 다 

양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간이 챔버를 활용한 라돈발산률 측정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산업원료 및 일부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라돈발산률에 대한 자료 

를 축적중이다. 개발된 라돈 간이 챔버는 그림 21과 같다. 현재까지 측정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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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원료의 단위 질량당 라돈 방출률 및 원료의 라륨 농도에 근거하여 계산된 

발산계수는 그림 22와 같다. 향후 보다 다양한 국내 산엽 원료 제품 빚 건축자재 

등에 대한 라돈발산률 빛 라돈 발산계수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펄요가 있다. 

그림 21 수동형 알파트랙 검출기 및 능동형 연속측정기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도 

록 개발된 라돈간이챔버 

산업원료물질의 라돈방훌률 싼업원료물질의 발산계수 

모니지이르 모나자이트 

져여콘 져여콘 

비료 TCP 비료 TCP 

인킹씌 인영석 

Flyash Ryash 

임이나이트 l 0"f 잉!나이트 

수비g토 수비l'I" 

정씌 정찍 

인신석고 인상석고 

인엉석 인 il예 

보오크시이.ê.(:Æ?i 

루딩 

0.000 0 .200 0 . 400 0 .600 0 ,800 1.000 1.200 1.400 1.600 0.000 0 ‘ 050 o.’00 0 . 150 0 ,200 0 .250 

단위 질 량당 라톤 앙출툴 (El 발싼게수(1) 

그림 22 주요 산엽원료물질의 라돈방출률 및 라돈발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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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라돈 DB 구축 

지하시설 등에 대한 라돈농도 조사 결과를 DB화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체 

계적인 자료 보존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였다. 관련 DB는 현재 KINS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환경방사능 자료관리시스템 (CLEAN System)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설치 

지점， 설치기간， 검출기 종류， 라돈농도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DB 처리. DB 검색. DB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리 방법은 직접 입력 방식 및 엑셀파일에 입력된 조사 자료의 업로드 방식이 모 

두 가능토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검색 및 현황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 

다 (그림 23). 추후 보완을 통하여 종합적 DB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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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라돈 측정 지점 농도 및 평가 결과(대전 지하철 중앙로역) DB 입력 

완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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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미
 

} <수중환경에 대한 I -131 조사 절 2 제 

암(악성신생물)상병에 의 

갑상선암의 입원 진료건 

자료에 의하면 

7위에 해당하는 

2.1 방사성옥소 치료제 사용현황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조사통계 

한 입원 진료건수는 62만 건 중 발생빈도 

290 ， 000건 약 71 。
'0 기-환자 외래의 갑상선암 약 25 ， 000건 (~18 ， 000명)이며， 

(62 ，000명 )으로 나타났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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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갑상선 암환자 입원 및 외래진료 현황(2006년) 

갑상선암 환자의 입원 진료건수는 7위이지 

많고， 특히 외래 환자의 경우에 갑상선암 

이어 전국적으로 3위에 해당하고 있음 

그림 24에서와 같이 2006년 기준으로 

만 치료 환자 수는 간암 환자 다음으로 

환자의 진료 인원 및 건수가 위암， 유방암에 

발견되기 때 

발견되며，소 

해상도가 

조기발견에 

Probe의 

암의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조기 암 상태의 환자가 많이 

문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이 건강검진이나 동네의원의 초음파 검사에서 

규모 개인병원이 구비하고 있는 초음파 장비 성능이 개선되어 

10~12MHz인 최신 기기들은 0.5mm 이하의 영상 판별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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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5년과 비교하여 요양급여비용은 결장암(44.3% ) 

및 갑상선암(40.3%) 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 발간된 국 

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를 참조하여 전국 지역별 갑상션암 발생건수 및 발생율을 

표 15에 요약 정리하였다.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의 사용기관의 분기별 보고 자료를 사용하여 ‘05년 이 

후 지역별 방사성옥소제의 반기별 사용량 추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갑상선암 치료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07년 이후 그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며， 전국적으로 방사성옥소 사용의료기관의 수는 100여개에 달한다. 년 간 총 

사용량도 ‘05년 약 40 TBq, ’ 06년 약 48 TBq, ’ 07년 약 57 TBq에 달한다. 표15와 

그림 25에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옥소제의 광역자치단체별 사 

용량 변동추이를 나타내었다. 

’05 ’06 '06 ’07 ’07 ’08 
Z/2 1/2 Z/2 1/1 Z/Z 1/1 

”u 

””‘ 
,u 

그림 25 전국 총사용량 및 광역자치단체별 반기별 방사성옥소 치료제 사용현황 

증가 추이 (단위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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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갑상선암 발생건수 및 발생률 

\ 발생건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발생률 

j걷) 건/10만명 ) 건L10만명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처'-.:. 

국 
1,765 10,884 12,649 7.2 44.8 26.0 6.8 40.8 23.8 

서 
461 2,550 3,011 9.1 50.0 29.6 8.3 43.7 26.3 

결。r 

-H「
79 595 674 4.3 

산 
32.5 18.5 4.0 27.8 16.1 

대 
85 725 810 6.7 

구 
57.8 32.2 6.6 51.5 29.5 

언 
44 293 337 3.4 22.8 13.0 3.3 21.7 12.5 

천 
광 

112 660 772 16.1 
1;z-

93.5 55.1 16.1 90.2 54.0 

대 
45 454 499 6.2 

처'-.:. 
62.9 34.4 6.1 58.8 32.5 

걷。r 
32 232 264 5.7 

산 
44.0 24.3 5.74 42.5 23.8 

켜u 
361 2,131 2,492 6.8 

기 
40.6 23.6 6.5 38.7 22.4 

강 
42 168 210 5.5 

τ。시:1 
22.3 13.8 4.9 19.8 12.2 

충 
37 272 309 4.9 

북 
36.8 20.8 4.8 33.9 19.3 

중 
56 36 416 5.7 37.0 21.2 5.1 34.1 19.3 

님 
처'-.:. 

51 358 409 5.4 
1닙r 

37.6 21.6 5.1 33.4 19.4 

처L.:. 
163 819 

님-
982 16.6 82.6 49.7 14.4 78.3 45.3 

켜u 
70 554 624 5.2 

1닙了 
41 .3 23.2 4.5 36.1 20.1 

경 
107 618 725 6.8 

남 
39.3 23.0 6.4 36.7 21 .5 

제 
20 94 114 7.2 

꺼z=.. 
33.7 20.5 6.8 30.2 18.5 

4-46 



표 16 광역자치 단체별 반기별 1311 사용량 변동추이 (2005 - 2007) 

2005사용량(GBq) 2006사용 량(GBq) 2007사용 량(GBq) 

병원 상반 하반 병원 상반 하반 병원 상반 하반 

:::.ιr 기 기 -/A「- 기 기 "T‘ 기 기 

강원 3 153 181 3 237 241 3 247 300 

경기 15 2,850 2,556 17 2,717 3,509 17 3,849 3,841 

경남 3 40 33 3 34 26 2 121 323 

경북 2 12 38 2 41 18 2 45 25 

광주 3 931 1,054 3 1,099 1,102 3 1,125 1,274 

대구 5 1,095 1,222 6 1,421 1,509 6 1,697 1,893 

대전 4 805 1,079 4 1,274 1,360 4 1,597 1,836 

부산 9 2,288 2,684 9 2,860 3,168 10 3,484 3,667 

서울 34 9,873 10,347 36 11,767 11,638 36 12,433 13,380 

울산 3 56 60 3 70 73 3 120 97 

인천 4 855 853 4 848 884 4 1,029 1,047 

전남 1 6 18 1 44 84 1 170 210 

전북 3 254 240 3 291 362 3 830 1,067 

제주 2 28 40 2 43 35 2 28 31 

충남 2 27 89 2 220 204 2 254 262 

충북 2 260 280 2 224 294 2 300 333 

계 95 19,533 20,773 100 23,190 24,508 100 27,328 29,587 

2.2 전국 지표수에서의 1311 검출 현황 

매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전국의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통해 공기부 

유진， 낙진， 강수， 상수 동의 전베타 방사능 및 감마핵종 방사능을 주기적으로 측정 

하여 “전국환경방사능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수원수 

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과거 대기권핵실험의 잔존물인 방사성세습 

e37CS)을 주요 감시대상핵종으로 선정하여 전처리방법을 AMPC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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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ybdo Phosphate) 흡착법을 사용하여 감시를 수행하여 왔다. 2004년 이후 보다 

다양한 환경방사능 감시 자료의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감마방출핵종을 감시대상 

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원수의 분석방법을 증발 및 농축법으로 개선한 결과 

2004년 상반기 서울， 경기， 충남， 울산소재의 취수장에서 채취한 일부 상수원수에 

서 극미량의 131 1의 검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와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의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에서는 1311 사용 의료기관의 배출관리체계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방사성옥소 치 

료제 사용현황 등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와 추가적인 환경 

시료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12월 상수원수 방사성옥소 검출 

원인분석 결과보고를 과학기술부로 제출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는 전국지방방사능측정소의 감시 항목을 상수원수에서 담당 권역별 주요 

하천의 지표수로 감시항목으로 확대 한 바 있으며 2007년부터는 감시 지점을 각 

측정소별로 107~에서 15개로 늘려 전국 180개 지점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감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국 지표수 지점에서 

의 131 1의 검출 빈도 및 농도가 증가 추세에 았으며， 주로 대도시 하수처리장 부근 

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림 26-28에 2006년부터 2008 

년 반기별 전국 지표수의 검출현황을 지도상으로 표시하였으며， 표 16에 요약하였 

다. 

표 17 전국 지표수 중 U1I 검출 현황 요약 

연도 시료 
검줄빈도 검줄농도범위 

i지접수l (BqjL) 

'06상반기 지표수 43.3% (120) 0.000789 - 0.478 

'06하반기 34.2% (120) 0.000884 - 1.61 

'07상반기 35.6% (180) 0.000582 - 2.41 

'07하반기 34.4% (180) 0.000794 - 3.42 

'08상반기 11 33.9% (180) 0.000696 - 5.62 

'08하반기 40.0% (18이 0.000701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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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06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전국 지표수에서의 1311의 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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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07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전국 지표수에서의 1311의 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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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국 지표수에서의 1311의 검출현황 

128 127 126 130 129 

t:tl 
^ 

128 

28 2008년 상반기 

12 '7 126 

그림 

비교하면 현재 전 

일부 하수처리장 

었다 131r이 지표 

Level) 인 10 Bq/L와 

극미량이긴 하지만 

권고기준에 근접하고 

WHO의 음용수 권고기 준농도(Guidance 

국지표수에서 검출되고 있는 농도는 매우 낮은 

인근의 경우， 최대농도가 수 Bq/L로 음용수 

국가의 원자력시설이나 인접 조사한 결과 국내의 다각도로 측정된 원인을 수에서 

없는 유입가능성은 대기로의 (air pathway) 핵종의 인한 동 핵실험으로 또는 시설 

인한Cwater 배수로 환경 131r의 의료용 는
 

하
 샘

 
국내병원에서 판단되며， 것으로 

진료한 환자가 퇴원 13h 0 .-
1."코 pathway) 유입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병원에서 

등으로 지표 유입 131r의 미량의 포함된 중에 후 가정이나 환경에서 배설한 유출물 

수에서 131r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성 평가 

2008년까지 131r이 비교적 높은 수 Bq/L로 WHO 음용수 권고기준에 

근접하는 농도로 검출되는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하천들로서 대도 

시 하수종말 처리장 인근의 지표수계에 해당한다. 전술한 지표수의 채취지점은 

개 전국 지방측정소의 담당권역별 수계발달상활을 고려하여 대표하천수， 상수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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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농도 검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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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지표수， 하수처리장 인근 지표수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고정 감시 지점으로서 

고농도 지역 대부분이 하수처리장 인근 지점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부 

산，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되며， 이들 지역의 방사성옥 

소 치료제의 사용량도 타 지역에 비하여 월퉁하게 높다. 

2.4 대도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밀조사 

대도시 하천수의 131 1의 농도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며 대전광역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하수처리장 배 

수구에서부터 주변 10 Km 지점까지의 지표수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수 처리계통내 10 Km 지점까지거동 배공정 내 감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하수처리배공정까지주요 계통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되었다. 

그림 29 대전 원촌 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시료의 시료채취 위치도 

기성동을 제외한 대전 전 지역의 일반하수와 분뇨하수를 처리하는 원촌 하수처리 

장의 방류수， 하천수， 수초 및 하천퇴적물 중의 1311 농도 조사를 통해 수중경로 

(water pathway) 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보았다. 지표수의 채취는 대전의 원촌 하 

수처리장부터 금강으로 합류하는 하류까지 약 10 km 정도 되는 구칸을 선정하여 

2008년 6월 13일에 5개 지점， 7월 1일에 4개 지점， 9월 11일에 9개 지점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였다. 1차와 2차에는 각 지점별로 2 L의 시료를 채취한 후 1 L 마리 

넬리 비이커 (Marinelli beaker)에 1 리터의 시료를 담아 직접 계측하였다. 3차 때에 

는 각 지점별로 약 4 L의 지표수를 채취하여 시료에 있는 부유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링을 한 후 그 중 2 L의 시료를 50 ml 이하가 될 때까지 증발 농축시커 

고， 농축된 시료를 U-8 vial에 옮겨 답아 계측하였다. 수초와 하천퇴적물은 일정한 

거리별 채취가 불가능하여 채취가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수초는 뿌리부터 가 

지와 잎이 모두 물에 잠겨있는 수초를 선택하여 약 10 kg을 채취 한 후 깨끗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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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씻고 뿌리를 잘라낸 후 건조기에서 24시간을 건조하였다. 물기가 완전히 마른 

시료를 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 후 1 L 마리넬라 비이커에 충진하여 계측하였다. 

하천퇴적물도 약 10 kg을 채취 후 건조기에서 24시간을 말린 후 1 mm 이하로 걸 

러서 1 L 마리넬리 비이커에 충진하여 계측하였다. 모든 시료는 HPGe 감마선분광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80 ， 000초 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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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종말처리장 배수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시료별 채취시기별 1311 농도 분포 

지표수에 대한 1차 계측결과 원촌 하수처리장의 배수구에서 제일 높은 농도인 

1.40 Bq/L가 검출됐고，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먼 불무교 아래쪽에서 0.313 Bq/L가 

검출됐으며， 2차 계측결과 0.105 - 0.211 Bq/L의 농도를 보였다. 3차 계측결과 원 

촌 하수처리장 배수구에서부터 불무교 사이의 7개 포인트에서 0.201- 0.424 Bq/L 

의 농도를 보였다. 하수처리장 배수구보다 상류에 위치한 원촌교 밑에서는 3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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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3차에 채취했던 한국타이어 뒤편 금강 상류에서도 검출되 

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하수처리장 배수구에서부터 금강과 합류하기 직전 

까지만 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월 1 일과 9월 11 일， 두 번의 계측에서는 일 

정 농도 준위에 포화되어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중 7월 1 일에 검출된 131 r의 

농도가 낮은 이유는 시료채취 3일전에 33 mm 강우량으로 인해 평상시에 0.2 ~ 

0.4 Bq/L 정도로 포화된 131r 농도가 강수에 의해 희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퇴 

적물과 수초 계측에서도 131 r이 검출되었다. 하천퇴적물의 경우도 하천수와 같이 원 

촌교 밑에서는 역시 검출되지 않았으며， 하수처리장 이후부터는 0.282 ~ 8.73 

Bq/kg-Dry의 농도를 보였다. 수초의 경우도 약 29 ~ 212 Bq/kg-Fresh 농도를 

보이며 이 둘 모두 일정한 농도범위 안에 포화되어있는 특정을 보였다. 대전에 있 

는 원촌 하수처리장 부근의 일정 구간 안의 방류수 하천수 수초 및 하천퇴적물에 

131r이 포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 13일에 계측한 하천수에 대한 결 

과를 보면 원촌 하수처리장 배수구보다 상류에 위치한 원촌교 밑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131r이 배수구 방류수에서 제일 높은 농도인 1.402 Bq/L로 검출되었으며， 하 

류로 내려갈수록 점차 감소하여 불무교 아래쪽에서 0.313 Bq/L로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원촌 하수처리장으로 집수되는 대전 전 지역의 하수 중에 131 r 

진료를 받았던 환자의 배설물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방류수에 

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던 131 r이 하류로 내려가며 하천수량에 대한 희석효과로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9월 11 일 계측했던 지표수에서도 원촌교 밑과 

한국타이어 뒤편 금강 상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 

경 중에 있는 131r은 갑상선에 대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퇴원 후 가정이나 환경에서 

배설한 유출물 중에 포함된 미량의 131r이 수중경로를 통하여 지표수계로의 유입 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5 해양생물시료 조사 

원자력발전소인근의 해조류 및 어류 시료에 대하여 원전부지에서부터의 거리를 

고려，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고 원전이외의 지역에서 채취한 해조류에 대한 분 

석도 비교 평가 차원에서 수행하였다. 분석은 HPGe 검출기를 이용하였으며， l31I의 

짧은 반감기를 고려하여 시료채취 후 전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여 일주일 이내에 분 

석을 완료토록 하였다. 원전주변 해조류의 조사결과는 표 17에 요약하였으며 어류 

시료의 경우 모두 검출하한치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럼 31에 월성 및 울진 원 

전 주변 해조류 조사 결과 및 원전 배수구로부터의 거리별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럼 32 원전 인근 하수처리장 조사결과를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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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해조류 조사결과 

부지 지점 
좌표 

채취일 시료명 

1311 농도 
위도 경도 (Bq/kg-fresh) 

원전배수구 350 19.109' 1290 17.351’ 6/24 감태 1.39 :t 0.05 

온산 350 24.450' 1290 21.817' 6/26 모자반 1.64 :t 0.05 

고리 감태 32.3 :t 1.2 

수영 350 09.163’ 1290 07.754' 6/24 모자반 5.46 :t 0.14 

모자반 16.4 :t 0.4 

원전배수구 350 43.061' 1290 28.917’ 7/9 미역 0.0366 :t 0.0045 

월성 
감포 350 47.807' 1290 29.966’ 7/9 미역 0.0388 :t 0.0043 

읍천 350 41.847' 1290 28.546' 7/9 모자반 0.133 :t 0.007 

용연 350 27.059’ 1290 22.386’ 7/10 미역 0.313 :t 0.012 

원전배수구 370 05.352’ 1290 23.615' 7/7 모자반 0.0356 :t 0.0033 

울진 360 58.779' 1290 24.468’ 7/8 거머리말 0.0580 :t 0.0099 

울진 
죽변 370 03.347' 1290 25.155’ 7/8 

모자반 <0.056 

거머리말 0.0529 :t 0.0119 

염원 370 13.509' 1290 20.506’ 7/8 미역 0.163 :t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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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r 농도 

부지 지점 채취일 시료명 (BqjL) 
(Bqjkg.dry) 

Tr겁수 0.190 :t 0.027 

온산 6.24 방출수 0.235 :t 0.021 
i다1;저 「ξEl 155 :t 1 

고리 Tr입수 0.553 :t 0.056 

방출수1 0.557 :t 0.032 
Tλ-。dj 6.24 

방출수2 0 .435 :t 0.067 

침적물 311 :t 2 

방출수 <0.162 
감포 7.09 

i다|1 「‘투 클글 4.61 :t 0.14 
월성 

방출수 0.680 :t 0.036 
용연 7.11 

침적물 114 :t 4 

방출수 < 0.151 
울진 울진 7.07 

침적물 <0.0694 

그림 32 원전 인근 하수처리장 조사결과 

2.6 해외 유사사례조사 

환경 중의 131 1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는 대부분이 하수계통에 대한 것으로 각 시 
료에서 검출된 131 1의 방사능 농도는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10dine은 반응성이 높은 

입자로서 하수구 및 하수 처리 중에 고형물과 결합하지만， 탈수 고체에 잔류하는 

131 1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131 1의 

반감기 보다 상대적으로 긴 하수 처리 기간(대체적으로 수주일)과 그 과정 중 고체 

내에 잔류 시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 간의 상호 비교 

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각 연구 사례나 시설의 운영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규제 체계도 상이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료 채취 

와 전처리 방법이 통일하지 않거나 슬러지와 탈수 고형물의 최종 처리 기준이나 구 

분이 불명확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이 항상 적절한 시 

기나 최대 피크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연구 시간동안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붕괴 

에 따른 방사능 손실을 설명하는 Mass Balance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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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국 

런던의 Royal Marsden 병원에서 방류된 131I의 영향 평가에 대한 조사 

(Radionuclide discharges to sewer- A field investigation: SC020150 Part B, 

2007)는 Royal Marsden 병원의 131I 방출 증가에 대한 대책에 따라 환경청의 요청 

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2006년 병원에서 3일간 연속으로 3명의 환자에게 131I 

총 15.1 GBq를 투여한 시점에， 병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Hogsmill 처리장의 하수 

원액 및 하수 유출물과 슬러지 케이크를 비롯하여 주변 강의 지표수와 퇴적물에 대 

한 131r 농도 준위를 종합적으로 조사 평가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수 원액의 131I 방사능의 평균 농도는 26 Bq/L이고， 최대값은 50 Bq/L , 처리된 

유출물은 평균 11 Bq/L로서 모든 시료에서 20 Bq/L 미만이며， 1차 침전 슬러지는 

최대 76 Bq/L, 활성 슬러지는 최대 130 Bq/L 그리고 탈수 슬러지 케이크는 최대 

1,800 Bq/kg-dry 이었다. 한편， 강물 지표수 사료는 최대 20 Bq/L , 강 퇴적물은 

최 대 67 Bq/kg-dry 이 었고， Beverley Brook이 Thames강과 합류하는 하구의 간조 

퇴적물의 131I 방사능 농도는 최대 570 Bq/kg-dry로 나타났다. 

Titley 등(2000)은 131I 20GBq을 사용한 경 우로 1990년대 후반 Worcester 

Parks(당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1차 침전물과 활성 슬러 

지 플랜트에서 나온 유출물 및 슬러지 시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31I 농도 조사 

결과 1차 고형물은 61 ~ 1,300 Bq/kg, 1차 침전 하수는 112 ~ 234 Bq/kg, 활성 

슬러지는 42 ~ 114 Bq/kg, 최종 유출물은 20 ~ 51 Bq/kg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McDonnell과 Wilkins (1 99 1)의 연구와 비 교하였다. 또한 Titley 등(2000)은 

Beckton 처리장과 Knostrop 처리장에 대한 감시 자료를 보고하였다. Beckton 부지 

에서 시료채취 시간대에 따른 하수 원액의 131r 농도는 하수 내op 처리장에 된 방사 

능의 대략 2/3인 1 Bq/L 정도이며， 최종 유출물s (1 99은 1 Bq/L 이하로 측정되었 

다. 1차 빛 2차 슬러지 분석은 시료의 방사능 대부분이 고형물에 존재하는 것을 나 

타내고 었다. Knostrop 부지의 경우， 131I 농도 범위는 1차 침전물 탱크， 2차 침전 

물 탱크 및 최종 유출물에서 각각 5 ~ 25 , 8 ~ 28 및 3 ~ 31 Bq/L로 측정되었 

다. 

나. 미국 

Stetar 등(1 993)은 미국 테네시주 Oak Ridge 하수도의 하수 원액에 대한 131 r 농 

도 조사로 약 3%가 고체와 결합하여 전체적인 제거 효율이 3~5% 정도로서 55% 
의 131 r가 하수처리장에서 수집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정확한 논의는 없 

지만， 그 결과에서 약 40%의 131 I 이 하수도에 잔류하거나 또는 붕괴되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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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하고 있다. 

Dickson( 1994)은 Amersham(현 GE Healthcare) White Lion Road Laboratories 

에서 Maple Lodge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된 사례를 연구하였다. 시료는 하수 계통과 

처리 작업장에서 하루 동안 채취하였고， l25I 및 131 1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검출 제 

한치 (up to 120 ,000 Bq/L)가 높아서 131 1에 대한 측정값은 보고되지 않았다. 

Fenner와 Martin( 1997)은 Michigan의 Ann Arbor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된 이온 

및 유기 화합물 형태의 1311 거동을 연구하였다 1차 슬러지에는 

metaiodobenzyguanidine (mIBG)의 17%가 그러나 Na1는 단지 1. 1%만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Fenner와 Martin (1 997)은 방사성 옥소의 화학적 형 태가 다르 

면 그 거동이 판이해지기 때문에 잔류량에 영향을 주게 되며 Biosolid와 결합에 친 

화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보건성 자료CToxicological Profile for 1odine , 2004)에서 Sodd 동(1 975)은 

일일 평균적으로 약 0.89 GBq의 131 1이 오하이오 강으로 방류되며， Richard 등 

(1981)은 지표수에 검출되는 131 1의 농도 범위는 0-3.1 Bq/L 정도라고 보고하였 

다. 

다.프랑스 

Barci - Funel 등(1993)은 프랑스 Nice 하수처리장에 대한 연구에서 0.02에서 

7 .4 GBq의 131 1이 투여된 경우에 슬러지 내 농도는 55 Bq/kg-dry로， 투여량의 대 

략 1%가 최종 탈수 고형물로 전이된다고 평가하였다. 

Dalmasso 등(1 997)은 Nice와 St Laurent 두 곳의 하수 처리시설에서 나온 하수 

고체에 대하여 131 1을 모니터링 하였다. 두 처리장에서 나오는 탈수 하수 고체는 하 

루에 각각 45 및 11 톤 이었다. Nice 처리장은 하루에 2내지 3회 0.1-10 GBq을 

투여하는 병원의 하수를 처리하며， 2.57ß월 동안 하수 고체의 방사능 농도는 3-

320 Bg/kg-dry까지 변화하였다. 0.4 GBq 이상의 선량을 받은 환자의 소변은 하수 

도에 방류 전에 7주 동안 저장되고 있어 그 결과를 다른 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어 

렵다. 하지만 저자는 환자에게 투여된 10dine의 2% 정도가 최종 고체 폐기물로 이 

동된다고 평가하였다. St Laurent의 경우 슬러지의 방사능은 5 -110 Bq/kg-dry 범 

위이었고， 0.2 GBq 1 회 투여 1개월 후에 최고값이 검출된 경우가 있었다. 

라. 스웨덴 

Erlandsson 등(1 989)은 남쪽 스웨덴의 Lune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에서 digested 

슬러지의 1311 농도는 처리된 액체 상태의 하수보다 대략 2 ， 000배 정도이지만， 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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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형태로 처리장에 수집된 방사능의 14 % 이하 이었다. 또한 이 처리장에서 물과 

슬러지가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은 각각 1~2 주 및 3~4 주라고 보고하였다. 

마. 핀란드 

Puhakainen ( 19 98)은 131 1의 일 투여량이 3.7 ~ 7.4 GBq인 Helsinky 병원 오수 

가 수집되는 핀란드 폐수 시설의 131 1을 조사하였다. 하수 원액의 방사능은 48 

Bq/L (flux는 약 5 GBq/day) 이고， 투여 당일 또는 다음날에 최대 피크가 있었다. 최 

종 유출물의 농도 범위는 4 ~ 32 Bq/L(flux는 0 .4 ~3 GBq/day)로 측정되었다. 대 

부분의 lodine은 투여 후 3 ~ 4일 이내에 처리장에 수집되고， 그 방사능의 80 % 

가 최종 유출물로 방류된다고 평가하였다. 2일간 3명의 환자에게 18.5 GBq이 투여 

된 뒤 처리 전 1차 슬러지의 1311 농도는 8,700 Bq/kg-dry으로 보고 하였다. 

바.아일랜드 

Akinmboni 등(2005)은 Dublin 시의 폐수를 처리하는 Ringsend 처리장 하수도에 

방류된 131 1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Dublin 병원 두 군데에서 1311 투여시간에 맞추 

어 시료채취를 하였고， 유입수， 유출수 및 하수 슬러지 케이크에 대한 방사능을 조 

사하였다. 방사능 농도는 유입수가 1 이하에서 21 Bq/L 인 반면에 유출수는 1 

Bq/L 이하에서 5.8 Bq/L로 보고 하였다. 유입수 및 유출수 시료는 각각 투여 후 

10 ~ 24 시간 및 32 ~ 47 시간에 농도의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탈수 하수 고형 

물의 1311 방사능 농도는 119 ~ 609 Bq/kg 이었다. 

사. 일본 

Nakamura 등(2005)은 일본 Kurume 처리장 하수의 1231 농도를 조사하여 최종 

유출물에서 투여된 1231의 5%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상대적으로 적게 

검출된 원인으로서 1231의 반감기 (1 3.2 시간으로 131 1의 1/15)가 1311 보다 짧기 때문 

에 하수 처리되는 동안 붕괴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7 수중환경에서의 1311 이동경로 평가 및 농축희석 모델 수립 

방사성 옥소는 갑상선암의 수술 후 치료와 갑상선기능항진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투여량이 30 mCi (1.11 GBq) 이하인 경우 입원치료(통상 2박3일간 격리치 

료) 없이 곧바로 귀가할 수 있다. 환자에 투여된 131 1는 3일 후 약 10% 정도만 체 

내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소변 등을 통해 붐 밖으로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 

에 주로 사용하는 131 1은 Nal의 캡슐형태이지만， 체내 투여 후 방출된 수용액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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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 농축으로 휘발이 거의 없으며， 오수처리 과정 또는 정수처리 과정에서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해조류에 대한 10dine의 

농축계수는 lX104으로 매우 높아 갈조류의 경우는 건조중량대비 0.5% 이상 농축 

되기도 한다. 하수처리장 주변 및 해양 환경시료 중의 검출현황과 방사성옥소 치료 

제의 사용현황 그리고 외국 사례 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수중환경에서의 

1311의 이동경로를 그림 33에 모식적으로 요약하였다. 지표수 및 해양환경중의 일부 

환경시료에서의 검출원인은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된 방사성옥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주요 대도시의 하수처리시설 퉁을 통하여 지표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표수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방사성옥소가 일부 

해조류에 농축되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안 해수에서 존재하는 방사 

성옥소를 파악하여 분포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나 혜수중의 높은 염농도 

및 현재 계측기 검출이하의 낮은 농도로 인하여 직접적인 증발농축방법에 의한 1311 

의 분석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림 34은 지표수 환경과 해양환경에서의 농축 

및 희석에 따른 1311의 농도 변화를 추정한 모델이다. 

그림 33 수중환경에서 1311의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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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3íl 총사용량 

(57 TBq) 
-----

-----

RASIS(방샤선안천판리용합정보땅) 자료 
국내 수자원 현황 자료(수자원공샤~ 2008) 

혜조류의 겁r홍*농도 볍위 

0.1‘ 8.8 Bq/kg 

. ~ . 

IAEA Technical Report Serìes No. 422, 2004 

그림 34 지표수 환경 및 해양환경에서의 농축 및 희석 

2.8 환경영향평가 

보다 정량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하수처리장의 협조와 대전지 

역 방사성옥소제 사용 병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약 3주간의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전지역 병원에서의 사용량과 투여 받은 환자의 배출을 통한 하수 시스템으로의 

유입량， 하수처리장 내 처리공정 중의 방사능 농도， 하수처리장 공정 이후 환경중으 

로의 거통， 하수처리장 주변에서의 농축 및 침적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생 

체역학 모델(ICRP ， 1997)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 

처리장 내 작업자와 인근 주민이 받는 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가. 1. 1311 사용현황 

최근 조기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환경의 변화로 갑상선 암의 발생률 및 

발견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갑상선암이 확인이 되면 수술로 갑상선 

암을 제거하고， 미세하게 존재하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 1311 치료를 하게 된다 131 1 

치료는 격리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30 mCi 이하로 투여하는 저용량 치료와 격리 

실에 입원하여 한번에 다량의 80-250 mCi를 투여하는 고용량치료로 구분된다(정 

환정외， 2008). 암의 진단용으로 99mTc (반감기 6시간) pertechnetate를 주사한 후 

영상으로 암의 부위를 확인하는데 99mTc이 사용된다. 
1311의 물리적 반감기는 8.04일이며， 베타선 방출 후 Xe-131로 붕괴된다 131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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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선파 감마선을 방출하며， 베타선의 에너지는 O.19MeV가 89%를， 감마션의 에 

너지는 O.36Mev가 81%를 방출한다. 

우리국민의 암 발생 빈도 7위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치료현황 중 입원 진료는 

25 ，000건， 외래 진료는 290 ，000건 이상이다. 2007년도 전국적으로 사용된 131 1의 

사용량은 56.9 TBq이고， 2008년 상반기에 사용된 131 1은 33.8 TBq로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 중 서울 소재 병원에서 연간 사용량의 약 50 %를 사용한다. 대전의 

병원에서는 연간 3 TBq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재 4개 병원에서 8월 26일부터 9월 21 일까지 감상선암 환자에게 투 

약한 131 1의 방사능량은 표 18과 같다. 고용량 치료는 충남대학병원과 을지대학병원 

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동안 사용량은 2755 mCi 이다. 고용량 치료 환자 

는 투약 후 병원의 격리실에서 2-3일 입원 후 퇴원하게 된다. 20-30 mCi를 여러 

번에 걸쳐 치료 날짜를 정해 투약하는 환자는 치료 후 당일 퇴원을 하게 된다. 저 

용량 치료를 받는 환자가 투약한 131 1의 방사능 사용량은 조사기칸 동안 4개 병원에 

서 827 mCi 였다. 

표 18 병원별 사용한 1311 방사능 투약량 (8월 26일 -9월21 일) (단위: mCi) 

성모병원 충남대학병원 을지대학병원 건양대학병원 총 투약량 

입 원 - 2150 605 - 2755 

통원 275 272 5 275 827 

나. 하수처리장 현황 

- 하수처리공정 

대전광역시 원촌동에 소재하는 하수처리장은 일 처리량이 900 ，000톤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전시 전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가정의 주방과 화장실 

등에서 사용 후 버린 더러워진 물은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수 처 

리 공정과 찌꺼기처리 공정에 따라 처리된다(그럼 35). 물을 깨끗하게 하는 수 처 

리 공정에는 유입침사지， 침전지， 생물 반응조가 있고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11 

시간이다. 생활하수는 불순물(플라스틱， 나무)을 걸러내고 유입침사지를 거쳐 더러 

운 물속에 섞여있는 찌꺼기를 분리 처리하는 1차 침전지로 이동한다. 생물 반응조 

에서는 하수를 6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을 더럽힌 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차 침전지에서는 약 3시간 동안 미생물에 의해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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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를 일정시간 체류시켜 슬러지 침전 제거 및 상등수 방류를 하게 된다. 슬러지 

공정은 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의 물기를 제거하여 부피를 줄이는 과정 

이다. 12시간에 걸쳐 찌꺼기를 농축하는 농축조를 거친 찌꺼기를 25일 동안 35 oc 
의 옹도에서 물과 가스를 분리한다. 이후 찌꺼기 속에 있는 물기를 짜서 찌꺼기의 

양을 줄이는 탈수과정을 거쳐 고분자 응집제로 고형화시켜 동해에 처리하게 된다. 

위와 같이 26일 정도 공정을 거치는 생슬러지와 2차 침전지에서 농축기를 거쳐 

농축된 고형물의 비율이 약 4%정도가 되어 탈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여슬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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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대전하수처리장 물처리 및 찌꺼기처리 공정 (붉은 점선은 처리공정 내 시 

료채취가 수행된 단계) 

- 하수발생량 

원촌 하수처리장의 시설에는 4개의 처리장， 2개의 탈수기실， 2개의 유입 및 유출 

구가 있다. 1 ， 2처리장은 서구，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각각 일 15만톤 처리할 

수 있으며， 3，4처리장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각각 일 30만톤 

처리할 수 있다. 2008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하수량과 슬러지 배출량은 각각 

206 ，444 ， 000톤， 87 ， 645톤이었다. 2009년 8월 평균 하수유입량은 1 ， 2처리장이 

220 ， 717톤， 3 ， 4처리장이 376 ， 908톤이었고 침출수 유입량은 623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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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대전하수처리장 1,2 유입구 및 3,4 유입구의 하수 유입량(2009년 8월， 9월) 

다 131 1 및 99mTc 조사결 과 

-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하수，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출수， 해양으로 투기되는 슬러 

지 내에 함유된 131 1과 99mTc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였다. 가정이나 병원에서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옹 하수는 수 처리공정과 슬러지 처리공정을 거쳐 11시간 - 26일 

도
 
의
 

농
 
일
 잃

 

후 환경으로 배출하게 된다. 

대전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 방류수 슬러지 중 1311 및 99mTc 분석결과는 표 19 

와 같다. 대전하수처리장에서 1 ， 2처리장과 3 ， 4처리장 유입수 중 131 1의 방사능 

는 각각 1.12 士 0.661 , 1.70 :t 1.14 Bq/L이다. 3 ， 4처리장에서 9월 24일과 

131 1의 방사능 농도는 평일에 

환자의 병원 별 추가 치료현황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협 

중이다. 1 ， 2처리장과 3 ， 4처리장의 방류수 131 1의 방사능 범위는 

1 ， 2처리장의 유입수와 농도가 비슷하다. 또한， 유입수와 유출수의 131 1방사 

능 농도의 일별 변화는 그 범위가 0.332 - 3.50 Bq/L이다. 하수에서 유입되어 

화조를 거쳐 26일 지난 생슬러지는 평균 농도가 217 土 20 Bq/kg 이나 유입된 지 

비해 3배 이상 높다. 9월 22 일부터 9월말까지의 통원 

로
 

는
 

마
 

하
 
의
 & 

1.49 0.406 

까、 
'-l-

방사능 농도보 

찌꺼기의 

생슬러지 

이동하여 

약 12시간 경과한 잉여 슬러지는 2186 土 317 Bq/kg로서 

다 약 10배 높다. 영여슬러지는 2차 침전지에서 농축기로 물기 

보낸 후 

약
”
 뀐
 

만
 H 

25일 

25.5일이다. 

생슬러지로 

를 제거한 것이다. 반면 생슬러지는 농축조에서 12시간， 소화조에서 

농축기로 이동한다. 잉여슬러지와 생슬러지가 생성되는 시간차는 

잉여슬러지가 25.5 일 경과 후 생슬러지가 된다면 잉여슬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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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슬러지의 농도를 131r 방사능 농도를 구하는 식(잉여슬러지 농도 X 

e( -0.693/8.04일 *25.5 일))으로부터 계산하면 그 결과는 243 Bq/kg으로서 조사된 

생슬러지의 농도(217 Bq/kg)와 비슷하다. 하수처리시설 내 시료채취지점은 그림 

37에 표시하였다. 

그립 37 하수처리공정내 주요시료 채취지점 

표 20 대전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 방류수l 슬러지 중 분석결과 

장소 유입수(Bq/L) 방류수(Bq/L) 슬러지(Bq/kg) 

일자 1，2처리장 3，4처리장 1，2처리장 3，4처리장 잉여슬러지 생슬러지 

9월3일 1.99:t0.05 2.70:t0.06 0.737:t0.030 0.537:t0.029 1961:t30 203:t3 

9월4일 1.49:t0.05 

9월5일 1.02:t0.04 

9월6일 1.20土0.04

9월7일 0.406土0.025

9월15일 0.867:t0.039 1.37:t0.13 0.876:t0.038 0.893 :t0.083 2410:t40 23l:t4 

9월24일 0.479土0.024 3.50土0.07

9월25일 0.587:t0.026 3.10:t0.06 

9월26일 1.67:t0.04 1.52:t0.04 

9월27일 0.809土0.07 1.40土0.04

9월28일 0.72l:t0.028 0.332土0.022

9월29일 0.780:t0.074 0.675:t0.029 

9월30일 0.881 :t0.070 0.685:t0.029 

평균 0.976:t0.507 1.70:tl.14 0.807:t0.098 0.924:t0.406 2186土317 217:t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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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제로 상당히 많은 양이 사용되는 99mTc은 1 ， 2처리장과 3 ， 4처리장에서 

0.796 :t 0.373 Bq/kg, 0.607 :t 0.246 Bq/kg 검출된다. 방류수에서 99mTc의 농도 

는 검출하한치 이하였다. 이는 99mTc의 반감기가 6시간으로 매우 짧아 99mTc의 방 

사능 농도가 하수처리 공정을 거치면서 붕괴되어 검출하한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 

이다. 짧은 반감기의 99mTc는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반감기가 매우 긴 베타핵종인 

99Tc(T1/2 = 213 ,000 years , 최대붕괴에너지 292 keV)로 붕괴 된다. 상당히 많은 

양의 99mTc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피폭선량 측면에서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99Tc의 화학적 안정성과 수용액 및 환경매 

질 중에서 매우 큰 이동성과 같은 다양한 거동 특성 등으로 보아 99Tc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기권 핵실험에 의해서 160 

TBq에 해당하는 99Tc가 대기중으로 방출된바 있으며 현재도 재처리 시설과 같은 

원자력 시설 등에서 상당한 양이 지속적으로 환경내로 유업되고 있으며 병원에서의 

사용량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표 21 대전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 방류수/ 슬러지 중 9에nTc 분석결과 

유입수(Bq/L) 방류수(BqjL) 평균 

1，2처리장 3，4처리장 1，2처리장 3，4처리장 잉여슬러지 생슬러지 

<MDA <MDA <MDA <MDA 26.0土1.46 <MDA 

9월4일 <MDA 

9월5일 <MDA 

9월6일 <MDA 

9월7일 <MDA 

9월15일 <138 <223 <10.1 <1.06 <216 <105 

9월24일 <0.350 0.393 ::1:0.041 

9월25일 0.333土0.115 0.708 ::1: 0.051 

9월26일 0.682土0.044 0.968土0.051

9월27일 <0.300 <0.344 

9월28일 <0.373 <0.363 

9월29일 0.980 ::1:0.142 0.596 ::1:0.044 

9월30일 1.19土0.16 0.371 ::1:0.045 

평균 0.766土0.373 0.607 ::1:0.246 

검출하한치 : MDA (minimum detectab!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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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주변 

대전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공정처리 후 방류구를 통해 배출되는 배출수의 1311 

및 99mTc 방사능 농도와 대전하수처리장 주변 하천수와 이들 지역에 서식하는 수초 

중 1311 및 99mTc의 방사능농도를 조사하였다. 하수중의 1311 방사능 농도의 범위 

는 0.573 - 1.16 Bq/L로서 그 평균은 0.903 土 0.249 Bq/L이다. 5정점에서 수초 

중의 1311 방사능 농도의 평균은 105 ::!:: 28 .4 Bq/kg이고 1방류수와 갑천교에 서식 

하는 수초의 종은 통일하나 다른 3정점의 수초의 종과 달랐다. 대전하수처리장 상 

류에 있는 원촌교는 MDA 이하이나 하수처리장 하류 10 km에 있는 불무교에서 
1311 방사능 농도는 방출농도에 비해 0.55-0.67 정도 감소되어 검출되었다. 대전하 

수처리장 주변 하천수와 수초 중의 99mTc 방사능 농도는 검출하한치 이하였다. 또 

한， 하천수로부터 수초가 농축한 1311 의 농축정도는 59-243이었다. 

표 22 대전하수처리장 주변 하천수 및 수초 중 1311 및 99mTc 분석 

결과 

I mTc 

하천수(Bq/L) 수초(Bq/kg) 하천수(Bq/L) 수초(Bq/kg) 

원촌교 <0.141 <0.496 

1방류구 0.95HO.035 85.HO.9 <8.46 <79.9 

3방류구 1.15 :1:0.04 121+10 <8.48 <2742 

갑천교 1.16 :1:0.09 68.9 :1:0.8 <104 <975 

용신교 0.947 :1:0.038 <0.525 

신구교 0.576 :1:0.109 140:1:2 <0.791 <1249 

불무교 0.633 :1:0.027 llH1 <0.350 <1269 

평균 0.903 :1:0.249 105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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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8 거리별 하천수와 수초중의 1311 농도 분포 

농축인자 표 23 대 전하수처 리 장 주변 수초의 1311 

불무교 

175 

신구교 

243 

용신교 갑천교 

59 

3방류구 

105 

1방류구 

89 

원촌교 

환자의 배설물을 통해 배설되어 생활하수로 

된다. 하수처리장 유입수 중의 1311 방사능 농도 

잔류 정도， 유입경로에서 잔류 및 붕괴가 영 

1311 방출량과 그 

예측모델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여한 방사능은 

빠져나가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는 유입유량， 환자의 체내에서 붕괴 디1 
;;><; 

병원에서 미 치 게 된다. 영 국 남서 쪽 Royal Marsden 병 원의 을‘.1- 0 
.0 2.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투여한 방사능 중 65 %가 하수로 흘러가고 29%는 붕괴되어 사라지며 나 

6 %는 환자의 체내에 남아 었다(영국 EA , 2007). 하수로 흘러간 65 %중 방 

약 8.5 km 거리에 위치한 Hogsmill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환자에게 

머지 

사능은 하수도에 잔류하거나 붕괴되어 이 중 17%정도가 사라지고 49 %가 하수처 

리장으로 도달하게 된다. Driver와 Packer(200 1)은 10dine이 환자에게 투여되면， 

55 %가 24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설되고 85 %는 입원 환자가 5일간 거주하는 하 

방류된다고 평가하였다. Fenner와 Martin (1 997)은 50 %가 22시간에 

75시간 내인 Driver와 Packer(2001 )의 결과와 유사하게 평가하였다. 

McDonnell과 Wilkins (1 991 )와 Titley et al (1 999)은 50 %가 24시간 이내에 그리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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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0 %는 48시간 이내에 배출된다고 평가하였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CICRP) 

간행물 78 (1 997)에 따르면 131 1의 주입 일일 소변 배설량 중 방사능은 24시간 경 

과 후 59 %가 배설되고 48시간 후 주입에 대한 4.5 %가 배설되는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표23). 갑상선 치료 환자의 1311 주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일일 소변 배설 

량 중 방사능 계산은 1CRP 78에서 권고하고 있는 생체역학모델을 사용하여 하수 

중의 방사능 농도를 예측하였다. 사용 예측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기 위 

하여 1311 투여에서부터 환경으로의 유입 과정을 그림 39에 모식적으로 표시하였다. 

표 24 1311의 주입에 따른 예측값 (Bq per Bq intake) - 수치 

모델 결과 

섭취후 시간경과 주입 

(일) 갑상선 일일소변 배설량중 방사능 

1 2.6E-01 5.9E-01 

2 2.5E-01 4.5E-02 

3 2.3E-01 2.7E-03 

4 2.1E-01 2.9E-04 

5 1.9E-01 1.9E-04 

6 1.7E-01 2.0E-04 

7 1.6E-01 2.2E-04 

8 1.4E-01 2.3E-04 

9 1.3E-01 2.3E-04 

10 1.2E-01 2.3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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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짧멸휩 

6% 

짧編훨홉 

4% 

禮懶탤띔 

3.5% 

醫穩홉훌 
쳐리공정기간동안 
대부분감쇄 
(흉상 3~추) 

그림 39 환자에게 투여 후 1311의 하수처리 공정 및 환경으로의 유입 비율 모식도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에서 갑상선암 치료에 131r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병원에서 

통원환자와 입원환자가 하수로 방출하는 방사능 농도를 rCRP 생체역학모델로 예측 

하였고，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조사한 방사능 농도와 비교하였다. 통원환자와 입원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주소지에서 환자가 가정생활하면서 배설을 통해 하수로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배설물은 하수관의 하수에 희석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하수 하수관에서 방사능의 붕괴와 잔류하는 정도는 무시하였다. 또 

한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배설한 물질이 특별관리 정화조에서 배출관리 기준 30 

Bq/L이하로 하수로 방류하더라도 1 , 2, 3 , 4 처리장의 하수처리량 100 ,000 톤 내 

외에 희석되면 이들이 환경에 기여하는 정도는 적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시하였다. 

병원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배설한 방사능량은 제외하고 퇴원 

하는 날부터 거주지에서 일일 소변으로 방사능을 배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4개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131 r의 량은 조사기간 동안 2755 mCi로 충남 

대학병원이 2150 mCi를 사용하고 을지대학병원이 605 mCi를 사용한다. 충남대학 

병원은 주말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환자를 치료하고 을지대학병원은 금요일 입 

원환자를 치료하고 었다. 입원환자는 입원 후 2 - 4일 후 퇴원하게 되어 입원한 

환자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방사능량은 투입 방사능량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다. 치 

료 당일 퇴원하는 환자는 성모병원， 충남대학병원， 을지대학병원에서 조사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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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75 mCi를 사용하였다. 성모병원은 금요일， 충남대 병원과 건양대학 병원은 

화요일에 환자를 치료 후 당일 귀가시킨다. 상기 3개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날짜 

는 8월 28 일， 9월 1 일， 4 일， 8 일， 14 일， 18일이다. 조사기간 동안 ICRP (1 997)에서 

권고한 1311 방사능농도의 계산값과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조사한 1311 방사능농도 

를 그렴 40에 나타내었다. ICRP가 권고한 생체역학모델로 계산한 결과， 당일 퇴원 

하는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날 방사능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당일 퇴원하는 환자는 

배설물의 하수관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치료 후 하루 동안 배설물을 배출하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생체역학모델과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조사한 방 

사능 농도를 비교한 결과， 둘 간의 방사능 농도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방사능 농 

도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생체역학모델의 가정 조건， 타 시도에서 치료 후 대전시 

에 거주하는 주민 영향， 하수관로에서 감소되는 방사능량 미반영， 병원이외의 오수 

유입량의 변동 등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모델에 의한 추정과 

실측 조사 농도는 거의 같은 준위 범위로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예측 모델의 평가 과정에서 환경으로의 유입에는 배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입원치료 환자에 의한 영향 보다는 통원치료환자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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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유입수의 1311농도에 대한 수치모델 결과와 실제 분석 값과의 비교 (붉은 

섬볼이 해당일 채취된 1,2 및 3,4 하수처리공정 유입수에 대한 1311 방사능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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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피폭선량평가 

현재 하수처리장 공정 내 근무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패턴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주체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주요 운영 시설 주변에서의 

In-Situ Gamma Survey를 시 행 할 예 정 이 나 하수처 리 장의 입 장 유보로 인하여 일 

부 지연되고 있으나 조사 결과의 홍보 및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원활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극히 미미한 양이나 배출구로부터 방출되는 방출수와 희석 

된 지표수에 의해 주변 주민이 받는 피폭 선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국외 사례 및 관련 모텔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제 3 절 NORM/TENORM 조사 및 관련 DB 구축 

3.1 산업물질 방사능 농도 조사 및 관련 DB 구축 

원자력중장기 사업 “국민방사선위해도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수행되었던 산업원 

료 물질에 대한 조사에 보완하여 국내 NORM/TENORM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조 공정 및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다.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안 

수립을 위한 2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수경정에서 수행되었던 관련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본과제의 수행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추가 시료의 

취득 가능하여 국내 주요 NORM/TENORM 원료에서 공정 제품 부산물에 이르는 

체계적안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추가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완료된 시료들을 정리하면 표2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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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요 추가 NORM/TENORM 시료의 천연방사성핵종 

시료명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범위 (Bq/g) 

Hex 40K 232π1 226R‘a 

Bauxite (2) <0.00279 - 0.0138 0.0336 - 0.0795 0.0132 - 0.0593 0.166 - 0.470 

N 
루틸 (4) 

<0.00226 -
0.0223 - 0.0730 0.0274 - 0.374 0.160 -1.22 

0 0.00933 
R 

인회석 (3) 0.0197 - 0.0262 
0.00225 -

0.0965 - 1.176 0.275 - 3.23 M 0.0116 

KCL (2) 17.17 -17.45 <0.00824 <0.00243 3.57 - 3.63 

Fly ash (8) 0.315 - 0.802 0.00406 - 0.146 <0.00052 - 0.195 0.0157 - 1.03 

T 
철광(최 스러지 0.0145 - 0.154 0.0118 - 0.0860 0.016.2 - 0.220 0.0923 - 0.958 

E Redmud (2) 0.0133 - 0.0658 0.216 - 0.279 0.184 - 0.196 1.52 -1.61 
N 0.00483 -
0 인산석고 (2) 0.00861 - 0.0204 

0.0113 
0.432 - 0.592 1.19 -1.65 

R Waste (2) M 
(장석 광산) 

12.19 -13.49 1.510 - 3.074 3.598 - 8.704 18.1- 38.2 

저어코ru 원료 <0.00529 - 0.0171 0.0494 - 0.341 0.268 - 3.323 0.915 -10.2 

추가로 조사된 NORM/TENORM 시료의 경우 유의 원료 물질이 대상이었기 때문 

에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1 Bq/g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외부방사선 장해 

인자Cexternal exposure hazard index, Hex) 값이 보오크사이트와 철광슬러지를 제 

외하고는 전부 l을 초과하였다. 특히， 국내 장석광산의 Waste에서 비교적 높은 농 

도 TENORM이 채취 되었으며， 이 폐기물은 입도별 선별 후에 발생하는 일부 분말 

폐기물로서 광산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모나자이트 등의 고농도 광물이 농집되는 

것이 주된 이유로 판단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유 

사광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주요 공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방사능 농도는 3.4 장에 종합적으로 정리 

되어 었다. 

3.2 소비 재 상품 중의 방사능 농도조사 

업체의 거부감과 대상시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만족할만한 수량의 시료채취는 

이루지 못하였다. 언론보도 등에 의한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상정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공청회 등으로 인하여 시 

료 제공 및 채취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오히려 법안 설명 이후 적극적인 협 

조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 시료채취에 성공한 총 11종 19개 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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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였으며 소비재 제품에 대한 요약과 방사능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각 소비 제품별에 대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주거환경 중 화장실 욕탕 등 각종 실내장식에 그 이용이 다양한 내장타일류 

및 위생도기류의 22 6Ra 방사능 농도는 0.00475에서 0.0809 Bq/g로서， 외국(Chu ， 

2007) 등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재 (0.17 Bq/g내외)의 농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등에서는 저어콘유약을 이용한 타일류에서 17.5 Bq/g까지 

보고된 사례가 있다. 단열재 제조는 규소， 알루미나와 함께 저어콘을 중량비 30 % 

내외로 포함되나， 제품 제조과정에서 섭씨 2,000 "C로 소성 제작되기 때문에 저어 

콘 결정구조의 파괴에 의하여 비정질화되어 x-선회절분석에 의해서 그 피크는 확 

인되지 않는 현상이 있으며， 226Ra 방사능 농도도 0.0571 Bq/g 로서 낮다. 내화벽돌 

제조에서 저어콘의 함량이 30 %나 되는데 비하여， 방사능 농도가 낮은 것은 제조 

과정에서의 고온소성에 의해서 방사능핵종이 일부 제거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 

내산 복합비료는 주로 모로코 및 중국 동에서 수입되는 인광석을 사용하며， 질소 

및 카리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통상 원료인 언산석고에 비하여서는 우라늄 계열의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또 다른 원료인 염화차리에 의해 40K 방사 

능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목걸이 안대， 모자 동 모나자이트를 포함하는 건강 보조 

제품 3개종은 암석 등 광물시료가 아니라 섬유 및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가공한 

인체부착 소비제품으로서 직접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226Ra 방사능 농 

도는 0.63에서 3.34 Bq/g까지 확인되며， 232Th 및 *Hex 등도 5.09 ~ 26.2 및 21. 

4~ 110 Bq/g 까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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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소비제품 시료 방사능 분석결과(단위 : Bqjg) 

시료1D 시료명 40K 226Ra 232Th Hex 

Y08-1 대동(타일) 0.558 0.0551 0.0498 0.457 

Y08-2 KT세라믹(타일) 0.668 0.0763 0.0537 0.552 

Y08-3 IS동서(타일) 0.0219 0.00475 0.00380 0.0320 

Y08-4 계림요업(위생도기 0.796 0.0752 0.0946 0.734 

Y08-5 대림위생도기 0.853 0.0809 0.0899 0.743 

Y08-6 IS동서(백색타일) 0.957 0.0690 0.0562 0.602 

Y08-7 (주)모간-단열재 <0.00946 0.0571 <0.00401 0.154 

Y08-8 남해화학(비료) 5.28 0.0171 <0.00702 1.14 

Y08-9 동부한농(비료) 4.84 <0.00185 0.00639 1.01 

Y08-10 조선내화벽돌 0.0624 2.63 0.732 9.95 

Y08-11 일제ZN내화벽돌(대판요업) 0.0307 2.64 0.586 9.41 

Y08-12 일산정 수장-상수도슬러 지 0.250 0.0276 0.0503 0.321 

Y08-13 청주정수장-상수도슬러 지 0.182 0.0297 0.0503 0.312 

Y08-14 부여정수장-상수도슬러 지 0.359 0.0355 0.0612 0.407 

Y08-15 METOX1T-산화지 곤 코니 아 0.171 0.0113 0.00360 0.0480 

Y08-16 
메가젠 임 E 란E 

시료량이 적어 분석 불가 
-수산화아파타이 E 

Y08-17 아이마〈크 0.26 0.63 5.09 2.14 

Y08-18 음이온모자 1.92 3.34 26.2 11.1 

Y08-19 바이오방사선 목걸이l팔찌 1.99 3.27 25.7 10.9 

Y08-20 LS-Nikko 동 정광 0.0997 0.00603 0.0490 0.0559 

'He x : external hazard index CBeretka and Mathew , 1985) 

f랴x = CRJ370 + Cfh/259 + CKl4810 

CRa , Cl、h and CK are the activity concentrations of 226Ra, 232Th and 10K in 
o 
b 

k ---n 
u ‘ 

n 
υ
 

3.3 비정형 소비재 제품에 대한 정밀 분석법 개발 

3.3.1 농도평가 기술 도입 - 실효검출중심거리 비교법 도입 

감마선분광분석에 의한 방사능 분석법은 전처리 과정이 알파 맞 베타선 분광분석 

법에 비해 간단하고， 관심선원에 포함되어 있는 감마선방출핵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마선분광분석을 위해 

서는 관심선원과 동일한 물성 및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표준션원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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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쇄 및 분쇄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선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 

를 갖는 효율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비교적 간단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선원 

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이나 수치계산을 이용하여 효율을 결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출기에 대한 정확한 물성 및 기 

하학적 구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용이하고 보편적인 효융계산법 

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검출기에 대한 물성 및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실효검출중심거리를 이용하여 체적선원에 대한 효율을 결정하였으 

며 제작된 표준선원과 비교하여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a) 수학적 모델령 

감마선을 방출하는 점선원의 검출효율은 Point detector로부터 거리제곱역수에 비 

례하여 감소한다. NaI 또는 HPGe 검출기와 같이 체적을 갖는 검출기의 경우 실효 

검출중심거리(이하 ‘de ’ 라고 함) 에 의해 식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리제곱역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 ~ 
(d2+de )2 (d1+de )2 

(1) 

이때， ~， ~는 다른 위치에서의 감마선 세기이며 ， d1 , d2 는 검출기의 알루미늄 캡 

표면부터 중심축상 점선원까지의 거리이다. 위의 관계식을 원통형용적선원으로 확 

장하면 다음과 같다. 

- μ \/(x - 추유)'+ Y' 
(h (a 2t(d + de )2πxe v ι 十 ν

Efficiencν (Absolμte ) = I I ~ ~ \ ~ , n"'_eI, .. ~ ~ , _ " n dxdν 
J o J o 7ra2 h ( 이x2 +(de + ν)2 )2 

μ J(x- 뜯~)2+ Y' 
2 é (d + de ) 2 (h ( a X e V ι 十 ν 

I I ""'-'_ ~ . ~ . dxdv 
a2h JoJo (x 2 +(de + ν)2) ---~ 

d : 검출기 표면으로부터 점선원까지의 거리 

é 점선원의 효율 

h 선원의 높이 

a 선원의 원통반경 

x ,y 용적선원내 임의의 단위 선원의 위치 변수 

μ ‘ 선원의 구성 물질에 대한 선감쇄계수 

de 선원의 바닥에서 실효검출중심점까지의 거리 

수학적 모델렁이 가능한 선원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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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P-type HPGe 검출기 (a)， N-ηpe HPGe 검출기(b) 와 혼합감마선원이 충 

진된 U8 용기 (c) 

b) 실험방법 

수학적 모댈령에 의한 효율계산을 증명하기 위해 U8 용기 (φ 4.8 x 5 cm3
) 에 

혼합감마선원을 1 M HCl 에 희석하여 2, 5, 10, 15, 20 , 25 , 30 , 35 , 40 , 45 와 

50 mm 의 높이를 갖는 선원을 각각 제작하였다. 준비된 선원은 검출기 특성에 따 

른 수학적 모델령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Aluminum window 를 갖는 P-type 

과 Beryllium window 를 갖는 N-type 의 동축형 HPGe 검 출기 를 이 용하여 통계 

적 불확도가 2 % 이내가 되도록 계측하였다. 각 선원에 대한 실험조건을 기준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수학적 모델링에 의해 계산된 효율과 실험에 의한 

효율을 비교하였다. 

c) 결과 

그림 42는 122.1 , 661.7, 1332.5 keV 의 에너지에 대하여 수학적 모댈령과 실험 

에 의해 결정된 효율 결과를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5 % 이내의 범위에서 일치함을 

보였다. 이 결과는 미지선원의 기하학적 구조 및 물성에 대하여 수학적 모델령이 

가능할 때， 실효검출중심거리를 이용하여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 

한， 이 방법은 검출기에 대한 물성 및 기하학적 구조에 독립적으로 효율을 결정함 

으로써 파쇄가 어려운 선원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효율을 결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 

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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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밑면부터의 실효검출중심점까지의 거리이다 (+:계산 값y 

,__ 
τ= 

42 P-type HPGe 검출기에 대한 U8 용기의 그림 

.:실험값)-

3.3.2 소비재 제품에 대한 226Ra 의 정밀방사능 분석 

중요한 인자들 

1:I1 
거 

이용 

226Ra의 농도는 

유효선량평가에 있어서 

방사능은 화학적 전처리를 

딸핵종과의 방사평형을 

드:I.. 
'L-

천연방사성핵종으로부터의 유효선량평가에 있어서 

제공하여 준다 238U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중을 차지 하는 222Rn의 발산계수에 적 용된다 226Ra의 

액체섬광계수장치를 이용하거나 감마선을 방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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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감마선분광분석법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 그 중 감마선분광분석법은 226Ra 뿐 

만 아니라 감마선을 방출하는 238U, 232Th 계열 및 40K의 방사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았다. 그러나 딸핵종과의 방사평형을 위해서는 불활성 기체 

인 222Rn의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원을 밀봉해야 한다. 그 방법으 

로써 알루미 늄 Can 에 시 료를 충진 하고 Sealing machine 을 이 용하여 물리 적 으로 
222Rn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흡수 및 축차우연동시합성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선원의 모델링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용기 내에서 222Rn의 균일을 위해서는 공간이 없도록 선원을 채워야 한 

다. 그러나 선원의 양이 부족한 경우나 높은 방사능에 의한 불감시간(Dead time) 

의 조절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좋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모델렁이 가능하고 

시료의 양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효율교정이 가능한 U8 용기 (φ 4.8 x 5 cm3) 를 이용하여 감마선분광 

분석법으로 226Ra의 방사능을 분석하였다. 

a) 분석방법 

분석대상 시료는 모나자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소비재 제품으로서 팔찌， 목걸이， 

수면안대 그리고 모자이며 226Ra의 방사능 분석을 위해 제품의 물성 및 형태를 고 

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분쇄 또는 절단되어 효율 교정된 용기에 충진되었다. 

’ h 
U 

/ 

l 

、
( c 

그림 43 소비재 제품과 222Rn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해 밀봉된 U8 용기 :(a)백그라운드l 
(b)수면안대I (c)팔찌와 목걸이 

222Rn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4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U8 용기에 분쇄 

및 절단된 시료를 충진한 후 진공그리스와 아크릴 마개를 이용하여 밀봉하였다. 또 

한， 222Rn의 누출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용기 내부에 라돈검출기를 위치시켰다. 

b) 분석 

준비된 시료는 딸핵종과의 방사평형을 위해 밀봉일로부터 약 25일 후 HPGe 감 

마선분광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사선 계측 및 방사능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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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폭선량평가 

3.3.1 작업 근무자 선량평가 

- 방사능 농도에 기준한 이론적 사전평가 

자연에서 산출되는 산업원료 내에는 40K, 232Th, 226Ra 과 같은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작업자나 소비자들에 대한 방사 

선 피폭선량의 평가가 필요하다. 과거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의 세부과제 “국 

민방사선위해도평가(2005.3 - 2007.2)"의 세부항목으로 수행된 “산업원료물질에 

대한 천연방사능 준위 기초조사”를 통해 총 317R종 1747R 시료에 대한 전국규모의 

조사를 수행한 바 았으며 이 중 방사선 위해도가 높은 5개 원료시료(점토， 보오크 

사이트， 인광석， 저어콘， 모나자이트)를 대상으로 이론적 사전 선량평가를 수행하였 

다-

대부분의 산업원료광물 이용에 따른 방사선학적 위해도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었다. 피폭선량은 방사성핵종의 농도에 따라 다르고， 작업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천연방사성핵종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핵종별 환산안 

자 (UNSCEAR , 2000)를 적용하여 식 (1)과 같이 흡수선량률 (absorbed gamma 

dose rate , D)을 계산하였다. 흡수선량률(D)는 단위 방사능 당 공기중 선량률로 자 

연방사성물질이 존재하는 표면에서 1 m 떨어진 거리의 값이다. 여기서 235U, 87Rb , 

138La, 147Sm 및 178Lu 같은 천연방사성핵종은 무시하였다. 작업이 규칙적으로 수행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음을 고려해 연간 작업시간을 가정하여 연평균 피폭선량 

(Ann. Dose)을 계산하였다. 흡수선량률(D)에 선량전환계수(dose conversion 

coefficient)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가정한 작업시간을 적용하여 식 (2)와 

같은 작업자의 연평균 피폭선량(Ann. Dose)을 평가하였다. 

D(nGy/h) = 0.0417다+0.621잃 +0.462잃 ... ’., •• , ••••• , •• , •• ,’ •••••••••••••••••••••••••••••••• (1) 

Ann. Dose (mSv/ν) ....... .. .................. ... ........ ..... ...... ... (2) 

= D(ηα，/h) x Q.7(Sv/ G:ν) x time(h/ν)x 곡 
lQU 

여기서 CK, CTh, CRa는 시료의 40K, 232Th, 226Ra 농도(Bq/kg) 이다. 작업자의 연간 

피폭선량을 구하기 위해 선량전환계수(dose conversion coefficient) 0.7 Sv/Gy를 

적용(UNSCEAR， 2000)하였으며， 계산에 사용된 작업시간은 작업 공정이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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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고， 연간 수요량 및 국내 소비량을 감안하여 대략적 

으로 산출하였다. 수요량이 많은 점토， 보오크사이트， 인광석의 경우 연간 2000 시 

간， 저어콘의 경우 연간 1000시간， 상대적으로 수요량이 많지 않은 모나자이트의 

경우 연간 200시간을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천연방사성핵종 농도를 근거로 한 사전 

선량평가 결과는 표27와 같다. 

표 28 산업원료 중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및 추정연간선량 

시료(수) 
자연방사성 핵종(Bq/g) 추’정 (m 여능V 가7써서 량 40K 232Th 226Ra 

접토(6) 0.225 - 0.483 0.0257 - 0.433 0.0244 - 0.140 0.051- 0.482 

보오(크6)사이 E 0.00306 - 0.246 - 0.408 0.0656 - 0.394 0.251 - 0.589 0.169 

인(3) 0.0136 - 0.00363 - 0.215 - 0.630 0.147 -0.407 0.0695 0.00509 
저어콘(4) 0.0177 - 0.306 0.402 -1.97 2.26 -11.0 0.95-4.39 

모나자이 E(1) 17.8 180 18.1 16 

- 실제 작업장 근무자 평가 

천연방사성핵종 농도가 가장 높은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 분쇄공정에서의 실제 

작업자에 대한 내부 및 외부피폭선량평가를 수행하였다. 조사된 작업현장은 모나자 

이트를 분쇄하는 작업장으로 대형 레이몬드 밀을 사용하여 미분쇄 후 분쇄된 분말 

을 20 kg 단위의 포대에 넣어 포장하는 공정이였다. 방사선량률 조사는 분쇄기 주 

변과 포장작업자 주변을 측정하였고， 조사 당일 4시간 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분쇄 

기는 작업시간 중 2 시간 동안만 작통하였다. 

외부피폭선량을 구하기 위해 작업현장에서 Thermo Eberline ESM FH40G 선량 

계 (Survey Meter)와 이동형 공간감마선량계 (Portable Ion Chamber)를 이용하여 

분쇄기를 중심으로 거리별 선량률을 측정하고， 포장작업 하는 위치와 포장한 모나 

자이트 적재 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선량률로 1 m 떨어진 위치의 평 

균 방사선량률(D) 0.0062 mSv/h를 얻었고 이를 기준으로 외부피폭선량을 식 (3)과 

같이 계산하였다. 모나자이트 분쇄작업 및 포장작업은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 

니므로 연간 200시간을 적용하였다. 

Ann.D(mSv/ν) = D{mSv/h) X 200 (h/ν)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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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작업현장의 공기를 포집하여 방사성핵종 농도를 측 

정하여 계산하였다. 작업이 가장 활발한 분쇄작업자(Lapel 1)와 포장작업자(Lapel 

2)에게 Lapel Air Sampler를 호흡하는 위치와 가장 가까운 옷깃에 착용시켜 채취 

하였고， 채취한 공기 필터는 HR ICP-MS를 이용하여 238U과 232Th의 농도를 분석 

후， IMBA (lntegrated Modules for Bioassay analysis)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Lapel Air Sampler는 인간의 평균 호흡률에 가장 근접한 개인 공기포집장 

치 이 다. High Volume Air Sampler와 같은 고정 형 채취 기 는 섭 취 량이 과소평 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공기포집장치는 토륨이나 우라늄의 생물학적 평가방법 중 비 

교적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계산에 사용된 IMBA 

코드는 NRPB(2001/2002)와 ACJ & Associates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ICRP 78 (1 9ap) 권고사항을 완전히 반영한 내부피폭 선량평가용 전산코드이다. 연 

간 작업시간은 외부피폭선량과 동일한 200시간을 적용하였으며 표준인의 시간 당 

공기흡량이 1.2 m3이므로 작업자의 시간당 공기흡입량이 150 L인 점을 고려하여 

Lapel에 의한 공기시료 채집량에 대해서 1. 25의 값을 보정하였다. 선량평가 시 입 

자의 크기는 5 μm로 가정하였다. 이 결과는 작업자가 작업 시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산된 사전피폭선량평가 결과이다. 그림 44 

는 평가가 수행된 모나자이트 분쇄 작업중인 사진이며 외부 및 흡입에 의한 내부피 

폭선량평가 결과는 표 28과 같다. 

그림 44 종사자 평가가 수행된 모냐자이트 분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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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산업원료물질 취급 종사자의 내 · 외부피폭선량 평가 

외부피폭선량 

(mSvjy) 

1 ~ 10 

구분 

Lapel 1 

Lapel 2 

흡입에 의한내부피폭선량 

23건11 238U 

(Bqjm~ (Bqjm~ 

0.463 0.0874 

0.116 0.0233 

*작업자의 공간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음 

3.3.2 소비재 제품 이용에 따른 방사선영향평가 기술개발 

- 수면안대 착용으로 안한 피폭선량평가 방법론 개발 

연간유효선량 

(mSvjy) 

~8.5 

~2.1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람의 체내 장기의 등가선량과 그로 인한 유해한 영향의 리 

스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별 

선량 정보가 필요하다. ICRP 103에서는 기준이 되는 방사선피폭 상황을 가정하여 

인체의 특성을 정확히 모사한 복셀팬텀을 이용하여 인자를 산출한 바 있다. 국내에 

서는 ‘방사선 방호 최적화 기술개발’의 ‘한국인 표적장기의 팬텀모델 및 유효선량평 

가’ 과제에 한국인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장기선량을 구하는데 이용하고 았다. 한국 

인 체형을 반영하여 기 개발된 표준모델을 사용하여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안대 

를 착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방법론을 구성하였다. 

추후 자연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신체밀착형 제품에 대한 전신 흑은 장기별 피폭선 

량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천연방사성핵종에 대한 방사선 방출 라이브러리 및 

관련 코드 개발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MCNP 코 

드를 이용한 전산모사 등의 기법을 활용한 선량평가 기법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 

추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안대를 착용한 경우， 수정체에 미치는 선량과 안구에 미치 

는 선량은 선원의 분포를 해석하기 어려운 비균질 방사선장에서의 피폭에 해당되므 

로 ICRP나 기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컨버천 팩터를 이용해 장기선량을 구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RP에서 컨버천 팩터를 산출하는 방식 

을 직접 운용하여 정해진 방사선 피폭상황이 아닌 개별적 상황에 맞는 장기선량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 때 사용되는 복셀팬텀은 한국인 체형을 반영한 HDRK-MAN 

을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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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방법 

안구의 자동분할은 그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Photoshop 7.0™에서 

제공하는 Smart Blur 필터를 적용한 후에 박스의 범위를 각각 x: 17.21-23.25cm, 

y: 18.59-25.75 cm, z: 162.1-165.8cm로 설정하고 RGB 값의 범위를 R: 

80-110 , G: 70-100 , B: 70-120로 설정하여 분할하였다. Smart Blur 필터는 이 

미지를 흐리게 처리해서 이미지의 잡티를 줄여주는 효과로 이미지를 부드렵게 표현 

해주는 필터로서 픽셀 값을 평활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정체는 분할된 안구 안 

쪽에서 RGB 값의 범위를 R: 97-165, G: 96-159 , B: 101-153로 설정하여 자동 

으로 분할하였다. 

안구와 수정체 

... r:톰 . ... 를t 
컬러해부영상 Smart Blur 적용 Box 설정 

안구분할 

·단몸·딘l ←」 
분할된영상 수정체분할 안구만선택 

그림 45 HDRK-MAN에서 안구 및 수정체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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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된 HDRK-Man 제원 

VKH-Man 체적소 모델을 표준한국인에 맞도록 커， 뼈 무게 및 장기/조직의 무게 

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조정하여 제작된 체적소 모델은 카와 몸무게가 

각각 171 cm, 68 kg이며， 체적소 해상도가 1.981 x 1.981 x 2.0854 mm3이다. 체 

적소 행렬크기는 247 x 141 x 850 (29 ， 602 ， 9507fl)으로서 x 방향 489.307 mm, 

y 방향 279.321 mm, Z 방향 1772.59 mm를 차지한다. 최종 제작된 체적소 모델은 

해상도가 뛰어난 VKH 연속절단면 컬러해부영상을 이용하여 장기/조직이 명확하게 

정의되며， 체형 및 장기/조직의 무게를 표준한국인에 맞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하여 HDRK - Man (High Definition Reference Korean - Man) 이 라 명 명 하였다. 

그림 46 HDRK-Man (High Definition Reference Korean-Man) 

다. 안대의 복셀팬텀화 

해당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안대가 복셀팬텀 배열 안으로 들어가게 코딩하였다. 

그림 47 전산모사를 위한 안대의 복셀팬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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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근 부분이 안구， 흰색부분이 안대가 된다. 안대의 두께는 2 mm이므로 복셀 

한 칸을 차지하도록 코딩하였다. 그림 45는 안대를 착용한 전신파 두부의 단면을 표 

시한 것이며， 그럼 47은 안대 부분과 외형을 같이 표시한 것이다. 복셀 팬텀의 에 

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림 48과 같이 안대에 해당하는 복셀들로 대체 하였다. 

그림 48 안대를 착용한 복셀팬텀의 외형 

라. MCNPX 시율레이션 

장기 선량은 재작된 HDRK-Man 체적소 모델을 몬테칼로 전산 코드인 

MCNPX2.5 코드에 입력하여 계산하였다. MCNPX 코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체적 

소 모델을 MCNPX 입력문에 맞도록 재구성 해야 한다. 먼저 장기의 분할 및 조정 

작업을 거쳐 완성된 영상들을 Photoshop 7.0™에서 이진파일 (Binary)~ Raw 파일 

로 저장한 후， IDL을 이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병합한다. 병합된 파일은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각각의 장기별로 ID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LATTICE 카드를 

사용하는 MCNPX 입력문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각 장기별 원소조성비는 ICRP-60 

권고를 참조하였다. 장기 및 조직에 대한 평균 흡수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F6 연 

산자(Tally)를 사용하여 입사하는 광자에 의해 축적된 에너지를 각각의 장기 및 조 

직별로 계산하였다. 방사선장은 안대로부터 균일하게 전 방향으로 방사선을 내는 

형태로 모사하였으며， 몬테칼로 계산에 사용되는 입자수는 통계적 오차를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에 따라 10 7 7ß를 사용하였다. 

정성적인 예비 평가 결과 안대착용에 따른 안구장기에 대한 피폭선량은 매우 미 

미한 값이었다(-수백 nSv/h; 선량 상한이 아닌 하한) . 추후 천연방사성핵종의 선원 

에 따른 에너지별 라이브러리가 보완되고 관련 코드가 개발되어야 보다 정확한 전 

신 흑은 장기별 선량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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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NORM/TENORM 대량사용시설 조사 

3.4 .1 주요 NORM/TENORM 업체의 공정 현황 조사 

가. 플라이 애 시 (Fly Ash) 

39 

빼 C얘I-fired power plant 

38 

37 

36 

35 

l26 .127 l28 J2’ 130 

그림 49 국내 유연탄 및 화력발전소 석탄회 시료채취지점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유연탄 수입국이며， 수입 된 유연탄을 주로 발전 

용과 제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는 공동으로 국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 및 무연탄과 그 부산물로서 발생된 플라이 

애시에 대한 자연방사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내 7개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의 플 

라이 애시와 그 연료인 수입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에 대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플라이 애시의 40K, 226Ra, 232Th 방사능 농도는 무연탄 사용 플 

라이 애시의 경우 연료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3배 정도， 유연탄 사용 플라이 애시 

의 경우 약 10배 정도 농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산 무연탄의 천연방사성핵종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되는 플라이 애시도 유연탄 사용 발전소에 비 

해 높은 편이다. 플라이 애시의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 범위는 일반적인 토양과 암 

4-86 



석의 농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건축자재로의 다양한 재활용도를 감안하고， 외국의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보 

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 지침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9는 무연탄， 유연탄 그리고 플라이 애시에 대한 천연방사성핵종 분석결과이다. 

수입유연탄에 비하여 탄화도가 높은 국내산 무연탄의 천연방사성핵종 농도와 방사 

능지수(1)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다. 무연탄 사용 플라이 애시에서는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원료에 비해 대략 2 - 3배 정도 농축이 되며 유연탄 사용 플라이 

애시의 경우 대략 9 - 10배 정도 농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연합의 건축자재에 

대한 가이드라인(European Commission, 1999)에서 제시한 방사능지수(Activity 

Concentration lndex; 1) 의 계 산식 은 식 (2) 와 같으며 , 이 값은 외 부피 폭에 의 한 연 

간유효선량 1 mSv의 선량기준(dose criterion)을 기반으로 하여 226Ra , 232Th, 40K 

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를 통해 유도된 평가 지수이다. 

C ,,_ C~ C“ 
Activity Concentr따ion Index (1) = :.쁘 + - J h + ___::::_jS_ 

300 200 3000 (2) 

여기서 ， CRa, Cη， CK 는 각각 226Ra , 232Th, 40K 의 방사능 농도(Bq/kg) 이다. 

방사능지수(η에 대한 평가 결과， 국내 생산 무연탄과 무연탄 사용 플라이 애시의 

평균값인 0 .471과 1. 15에 비하여 수입 유연탄과 유연탄 사용 플라이 애시의 방사능 

지수(1)의 평균값은 0.0699와 0.647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참고로 1993 

년부터 1997년 사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조사된 전국 비경작지 표층토 

양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내에 제시하였다. 농축도가 높은 플라이 애시 시료의 경 

우도 전국 표층토양의 농도 범위 내에 포함되며 평균값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 

표29에서 보듯이 석탄과 플라이 애시의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조사된 전국 미경작지 표층 토양에 대한 

40K , 226Ra , 232Th의 평균값(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3 , 1994, 1996 , 1997)과 비 

교하여 유사하거나 플라이 애시의 경우 약간 높은 값을 보일 뿐이다. 또한，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2005)에 의해 조사된 우리나라 대표적 건축자재의 천연방사선핵종 

농도 범위 이내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화력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석 

탄과 부산물인 플라이 애시에 대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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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플라이 애시 시료의 경우 

유럽연합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을 재활용하여 건물이나 가 

옥의 내장재 원료로 사용할 경우 라돈 방출율 평가 등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방사 

선학적 위해도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0 석탄 및 플라이 애시 시료의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Bq/kg) 

시료 40K 깅6Ra 영칸h I 

1) 국내산 무연탄 

화순 409 :t 13 40.5 :t 1.2 50.0 :t 1.8 0.522 

도계 410 :t 6 53.7 :t 1.5 71.2:t 2.9 0.672 

장성 117 :t 2 23.8 :t 1.2 27.4 :t 1.8 0.256 

경동 221 :t 10 40.0 :t 1.3 45.6 :t 1.9 0.435 

~ 무연탄 사용 화력발전소 플라이 애시 

서천 802 :t 23 86.2 :t 2.1 102 :t 3 1.07 

영동 681 :t 20 84.9 :t 2.1 101 :t 3 1.01 

동해 749 :t 23 116 :t 3 146 :t 4 1.36 

3) 수입유연탄 

호주 26.4 :t 0.6 16.6 :t 0.9 14.9 :t 1 ‘5 0.139 

중국 < 8.25 10.4 土 0.9 5.35 :t 1.40 0.061 

미국 33.7 :t 0.7 11.6 :t 0.9 5.75 土 0.84 0.079 

러시아 76.7 :t 9.2 12.2 :t 0.9 8.48 :t 1.37 0.109 

언도네시아 
< 7.34 4.67 :t 0.68 < 2.21 0.016 

35.7 :t 8.4 1.36 土 0.68 < 2.44 0.016 

~ 유연탄 사용 화력발전소 플라이 애시 

당진 < 2.71 < 0.519 4.06 土 0.92 0.020 

호남 496 :t 16 65.8 :t 1.8 61 .5 :t 2.1 0.692 

보령 390 :t 13 48.2 :t 1.3 56.5 :t 1.9 0.573 

하동 315 :t 12 195 土 4 110 :t 3 1.30 

~ 국내 비경작지 미교란 표충토양 (285)** 

농도범위 61.9 - 1370 6.31 - 135 4.76 - 283 0.07 - 2.07 

평균 686 39.4 58.0 0.65 

• 1 : Activity concentration index of European Commission (1999) 

•• : KINS , 1993, 1994, 1996, 1997 

< MDA : below the minimum detectab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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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산 석고 (Phosphogypsum)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동아 

시아 지역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하여 단위면적당 많은 양의 곡물을 수확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 면적당 비료의 사용량도 인구가 적고，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국내의 경우， 가장 큰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인산 석고 적치장이 많이 알려져 있다. 주로 복합비료와 인산의 생산을 

위한 대략적인 공정 흐름도는 그림 50과 같다. 

수입인광석 암모니아 
엽화칼홈 

그림 50 복합비료 및 인산 생산을 위한 대략적인 공정 흐름도 

수입 인광석은 그 산지에 따라 다양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 범위를 가지고 있 

으며 일부의 경우 그 원산지에 따라 상당히 높은 농도를 갖기도 한다. 생산 공정을 

거치는 동안 인광석 내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 중 라륨CZ26Ra ， 224Ra )은 대략 90 

% 이상이 인산석고로 농축되며 우라늄 (238
U , 235U)은 대략 95 % 이상이 인산으로 

농축되게 된다. 조사 결과， 인산석고의 226Ra의 농도 범위는 대략 0.5 - 0.8 Bq/g, 

인산 내 포함된 238U의 농도 범위는 대략 0.8 - 1.4 Bq/g 이다. 또한 복합비료 제 

조공정에 필수적인 수입 정제 염화칼륨(KCl)의 경우는 40K의 함량이 상당이 높았 

다(-17 Bq/g). 그림 51은 남해화학의 인산석고 적치장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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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산비료 생산공정 중 주요 원료/ 제품 공정부산물에 대한 천연방사성 

핵종농도 

시료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Bqj g) 

*Hex 40K 226Ra 23람h 

중국산 0.02-0.07 0.10-0.93 0.004-0.009 0.3-2.6 
(4) (0.04) (0.3끼 (0.005) (1.0) 

수입 필리핀산 
<MDA 0.60 <MDA 1.7 

인광석 (1) 

모로코산 
0.02 1.2 0.001 3.2 

(1) 

인산 (2) 
0.8-1 .4 0.006-0.035 2.2-3.7 

-
(1.1) (0.02) (2.9) 

염화차리 (2) 
17.2-17.5 

<MDA <MDA 3.6 
(17.3) 

복합비료 (2) 
0.02-0.08 0.10-0.51 0.003-0.007 0.3-1.4 

(0.05) (0.31) (0.005) (0.9) 

인산석고 (8) 
<MDA-0.038 0.43-0.84 0.004-0.011 1.2-1.6 

(0.022) (0.45) (0.007) (1.3) 

인산석고 이송 Pipe 
<MDA 12.2 0.151 33.6 

Scale (1) 

그림 51 남해화학 인산석고 적치장 

다. 보오크사이 트 레 드머 드 (Bauxite Redmud) 

알루미늄의 가장 중요한 원료광석인 보오크사이트(Bauxite)는 주로 열대지방의 

알루미늄이 풍부한 암석이 풍화되어 생성되는 수산화알루미늄광물이 모인 집합체이 

다. 통상 이 보오크사이트에는 우라늄과 토륨계열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되어 있 

는데， 인광석과 마참가지로 그 산지에 따라서 다양한 농도 범위를 보인다. 보오크사 

이트는 겁사이트 (gibbsite :Al(OHh) , 보에마이트(boehmite: AIOOH) 및 다이아스 

포아 (diaspore: AIOOH) 광물로 구성된다. 호주산은 겁사이트와 보에마이트로 구 

4-90 



성된 것이 특정이나 중국산 보오크사이트는 다이아스포아와 강옥으로 주로 구성된 

것이 특정이다. 따라서 중국산 보오크사이트는 소성온도를 높여야 되는 단점으로 

인해 호주산 보오크사이트가 선호되고 있다(고상모 외 2008). 이러한 광물학적 특 

정은 천연방사성핵종 함량의 차이로도 구분되며， 통상 호주산의 경우 낮은 농도를， 

중국산의 경우 높은 농도를 보인다. 

그럼 52에 개략적인 수산화알루미나의 생산 공정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보오크사 

이트는 이 공정을 거친 후 산화철이 많이 포함된 규산알루미나(Alumino - silicate) 

로 이루어진 부산물을 남기게 되는데 통상 이를 레드머드(Redmud)로 칭하고 있다. 

이 레드머드에는 통상 그 원료인 보오크사이트에 비하여 다소 높으며， 대략 3배 이 

상 천연방사성핵종이 농축된다. 레드머드 시료 2종의 분석결과 방사성핵종의 농도 

는 토륨계열이 대략 0.3 Bq/g 우라늄 계열이 0.2 Bq/g 정도이다. 그림 53는 (주) 

KC의 Radmud 임 시 적 치 장 모습이 다. 

NaOH 

Bauxite I뽑I(OH)3 

그림 52 수산화알루미나 생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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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주)KC의 Redmud 임 시 적 치 장 

표 32 (주) KC 채취 시료의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시료 
천연방사성핵종농도 (Bq/g) 

*Hex 
40K 226Ra 232Th 

중국산 0.003-0.23 0.07-0.39 0.25-0.41 1.1-2.6 

수입 (6) (0.09) (0.29) (0.36) (2.2) 

Bauxite 호주산 

(1) 
0.01 0.06 0.08 0.47 

Bauxite Redmud 0.01-0.07 0.18-0.20 0.26-0.28 1.5-1.6 
(2) (0.04) (0.19) (0.2끼 (1.6) 

라. 제철 슬래그 (Iron Smelting Slag)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국내에서 채취된 제철 및 제련 슬래그의 경우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매우 낮아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이 결과는 상당히 규모가 큰 제철 공정 전반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제철공 

정의 원료 물질에는 원광인 철광석은 물론 재활용 고철 등 매우 다양한 NORM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수적이다. 3개의 

제철슬래그 및 2개의 비제철 슬래그의 분석결과，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는 그램 당 

0.1 Bq 이하의 매우 낮은 농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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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 

Iron Ore 

Steel Scraps 

Li mestone 
& other raw 
materials 

Iron & 
Steel Making 

그림 54 제철 공정에서의 원료물질과 공정 부산물인 NORM/TENORM의 생성 흐름 

표 33 제철공정에서의 원료물질과 공정 부산물 

시료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Bq/g) 

*Hex 
40K 226Ra 232Th 

철광석 (3) 
0.01-0.10 0.002-0.004 0.001-0.006 0.02-0.05 

(0.07) (0.003) (0.003) (0.03) 

석회암 (12) 
<MDA-0.08 <MDA-0.02 <MDA-0.002 0.003-0.05 

(0.02) (0.006) (0.001) (0.02) 

제철슬래그 (3) 
0.01-0.15 0.01-0.22 0.01-0.09 0.09-0.96 

(0.10) (0.13) (0.05) (0.5끼 

비제철슬래그 (2) 
0.20-0.20 0.02-0.03 0.010-0.015 0.02-0.15 

(0.20) (0.02) (0.012) (0.086) 

마. 관석 (Pipe line Scale) 

2006년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한 업체에 설치된 방사능 문형 검출기 (Radiation 

Portal Monitor)에서 상당히 높은 농도의 관석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분석결과， 매 

우 높은 226Ra (약 125 Bq/g)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 

의 추적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 조사결과 그 기원은 파악할 수 없었으나， 국내 

TENORM Scale로 보고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는 남해화학 인 

산석고 적치장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던 필자를 포함한 현장조사 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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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것이다. 인산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인산석고를 적치장으로 이송하 

는 데 이용되었던 파이프라인 내의 관석에서 226Ra이 비교적 높은 농도(1 2.2 Bq/g) 

로 검출된 것이다(그림 55). 극히 낮은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오랜 플랜트의 운영으로 인하여 이러한 관석은 배관 

내나 배관의 압력경계부에 침적되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대부분의 관석은 

상당이 높은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야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 

을 기울일 펼요가 었다. 

2008년 12월에 국내 세 번째로 NORM 오염 재활용 고철이 발견된 사례가 발생 

하였으며 이는 석유 석탄 정유 및 정제하는 과정에서 철관에 죽적된 자연방사성물 

질로 추정되나 그 기원은 밝히지 못하였다. 2009년 들어서 재활용 고철 취급업체의 

문형검출기를 통한 천연방사성핵종에 의해 오염된 재활용 고철이 발견된 사례가 10 

월 현재까지 총 2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건은 남해화학이 그 발생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표 33에 2009년 10월 현재까지의 국내 NORM 오염 관석 발견 사 

례를 정리하였다. 

그림 55 재활용고철 취급업체에 설치된 방사능 문형검출기 및 남해화학 

인산석고 적치장에서 발견된 관석인산석고 적치장에서 발견된 

관석(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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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국내 NORM 오염 관석 발견 사례 

τ 까r“보tl 발생년월 발생유형 방사능농도 발생원(확인 및 추정) 

1 2006 관석 (문형검출기) 쟁Ra 125 Bq/g 미상 (확인불가) 

관석 남해화학 
2 2008.8 (현장 조사시 쟁Ra 12.2 Bq/g 인산석고 이송 

발견) P뽀eline 

3 2008.10 관석 (문형검출기) 
써Pb， L14Bi 약 40 

미상 (확인불가) 
"BqL_g_ 

4 2009.4 관석 (문형검출기) 
Z앤'b， 214m 약 41 

남해화학으로 확인 
Bq/g 

5 2009.9 관석 (문형검출기) 
ιl4Pb， L14Bi 약 30 

미상 (확인불가) Bq/g 

향후 이러한 관석은 보다 흔히 발견될 소지가 있으며， 국내 제강 업계에서 재활 

용 고철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서둘러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법안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았으며， 무엇보다 업체 스 

스로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관석류를 제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관련 방사선 방호체계를 

갖춘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이러한 관석을 처리하기도 하며 업체 자체적으로 설비 

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발생된 

NORM/TENORM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로서 처분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처 

분장으로의 처분에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새로운 국제원자력 

기구의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에도 이들 관석류를 포함한 NORM Waste가 

포함되어 있고 또， 현행 원자력법 체계상에서도 이들의 일정한 방사능 농도를 초과 

하는 관석류는 충분히 방사성폐기물로 취급하여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바. 광미 COre Tailing) 

극히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광상의 정광 과정에서 채광 대상 압석 내에 중광물 

(주로 모나자이트)을 불순물로서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경우 선광이나 정광 과정을 

거친 광미 (Ore Tailing)내에서 상당히 높은 농도의 천연방사성핵종이 검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 통상 단위 그램당 수 ~ 수십 Bq에 이르기 때문에 해당 광미가 다량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당한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일부 광산에 대한 조사결과， 습 

식 및 건식 광미 더미에서 일반적인 배경값의 서너 배에 달하는 높은 선량률이 측 

정되기도 하였다. 조사된 장석 광산의 광미에서 분석된 결과， 226Ra 이 3.6 - 8 .. 7 

Bq/g, 232Th이 1.5 - 3.1 Bq/g으로 비 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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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정광 공정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도 

표 35 부여장석광산 광미의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시료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BqJg) 

*Hex 40K 226Ra 경건h 
습식광미 13.5 8.70 3.07 38.2 

건식광미 12.2 3.60 1.51 18.1 

사.기타 

그 외에도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사가 진행 중 이거나 진행 

될 예정으로 있는 TENORM은 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러지， 중광물 또 

는 산화티타늄(Ti02) 취급 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연·아연 등 금속 제 

련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 또는 슬러지， 가스전 등에서 사용된 파이프라인 스 

케일 등이 있다. 또한， 일부 천연방사성핵종이 높게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폐광산지 

역의 광미에 대한 조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 TENORM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제정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분 

석， 평가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짐작된다. 

- 향후 추가 조사가 요구되는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음 

• 상수 및 하수처리산업 

• 중사(Mineral Sand) 및 이산화티타늄(Ti02) 관련 산업 

• 금속 제련 및 정제 산업 

• 대륙붕 가스전，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 

• Zircon, Zirconia 관련 산업 

• 분체 산업 (Pulverizing & Milling) 

• 우라늄 광산 및 희토류(REE) 광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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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 주요 NORM/TENORM 업체 주변 환경조사 

대형 업체로 남해화학과 (주)KC를 선정 관련 공문 발송 및 조사 계획 설명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체계적인 시료 채취 및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며， 주요 연구 

내용은 산업체의 원광사용 및 제품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원광 처리공정， 제품 생 

산공정， 폐기물처리공정， 폐수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부지 내부 및 주변 

부에 대한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화학성 분석， 토양 시료채취 및 지화학성 분석， 기 

반암 시료채취 및 지화학성 분석을 수행하고 일부 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통하 

여 부지 내 외부의 NORM/TENORM에 의한 오염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남해화학의 경우 본사 및 여천공장의 매우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내부 시셜 

위치도 및 지하수 관정 위치와 내부 토양시료채취 가능지점을 파악하여 시료채취 

지점을 수립하였으며 (그럼 57) , 현재 시료채취가 진행 중이다. 보다 광역적인 시 

료채취는 상암동의 지하수 관정 위치 파악 및 토양시료채취 가능 지점을 파악 후 

수행 할 예정이다. 또한 언접한 (주) KCC 여천공장의 협조를 통하여 주변 타 산업 

체 부지 내에 위치한 관정 및 토양에 대한 조사도 추가될 예정이다. 인산석고 적치 

장 주변의 해수 및 부지를 가로지르는 지표수에 대한 시료채취도 수행될 예정이며， 

최근 발견된 관석과 관련하여 선원보안 및 재활용 고철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현장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 

그림 57 남해화학 내부 및 인근지역 지하수 및 토양시료채취 지점 

(주)KC의 경우， 매립지인 대불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 관정이 없으 

며 주변 산업체 역시 지하수 관정이 없는 관계로 지표수， 토양 및 기반암 시료채취 

계획 만을 수립하였다 (그림 58). 마찬가지로 공정조사 및 소 내외 오염평가를 수 

행할 예정이며 남해화학과는 달리 조사 협조에 동의는 하였으나 상당히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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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주)케이씨 지표수(하천수) 및 토양시료채취 위치도. 

3.5 NORM/TENORM DB 구축 

가. 산업원료 물질에 대한 DB화 

과거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의 세부과제 “국민방사선위해도평가(2005.3 -

2007.2)"의 세부항목으로 수행된 “산업원료물질에 대한 천연방사능 준위 기초조사” 

를 통해 총 31개종 174개 시료에 대한 전국규모의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들 

원료물질에 대한 DB를 디자인하고 세부 압력항목에 대한 구성을 완료 (시료 특성， 

주원소 미량원소 방사성핵종 농도특성 동)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 

될 NORM/TENORM 에 대하여 DB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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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조사된 시료의 DB의 예 

산지 

일련번호 물질명 
(국내산:광산명) 

주소 위경도 
원시료명 

(보고서) 

(외국산:수입국) 

경남 산청군 N350 16 ' 42 ’ 
RMDB-l 고령토 한국 대한특라광산 05KSM-l 

금서면 Elzr닮 ’쟁 ’ 

광물조성 

x-선 회절분석도 조성광물 

;를§ 10 뼈%-- 주구성 
할로이사이 E(H) ， 

H 녹나석 (Ch) ， 
H 

광물 

품1쐐돼때μ 
사장석 (pl) 

부구생 일라이트-운모(1)， 

o1 l0 2 lo a 1 4 「0 --「 광물 zt섬석(Am) 
2 Th.l. ‘degr •• ) 

주원소 화학조성 (wt%) 

Si02 Ti02 Ah03 Fe203 Na20 K20 CaO MgO MnO P20S *ig-loss total 

42.98 0.154 34.96 2.17 0.42 0.62 0.71 0.87 0.03 0.04 17.02 99.9 

미 량원소 화학조성 (ppm) 

U π1 La Ce Ba Sr Y sc Zr Be V 

<0.1 <0.2 - 93 134 2 5 3 <1 19 

방사능 핵종 농도 (ßq/kg) 
40K 137CS 232Th 계 열 (228Ac ) 238U 계열 (226Ra ) 

127:!:9 <0.097 <3.04 4.07:\:0.71 

샤료가재 

1. 이 시료는 고령토 광석으로 생산되고 있음. 

2. 주로 도자기용， 위생도기용， 타일용 등으로 활용 

참고문헌 

산업원료물질의 천연 및 인공방사능 기초조사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HR-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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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지금까지 조사된 총 2057~ 시료에 대해서 광물특성， 지화학특성 

및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DB가 구성되었다. 또한， 2차년도에 

수행된 소비재 상품 중의 방사능 농도 조사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효율 

적인 자료 관리 및 체계적인 자료 보존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였다. 관련 DB는 현재 

KINS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환경방사능 자료관리시스템 (CLEAN System) 홈페 

이지에 연계하여 제품명， 제조회사 및 소재지， 조성광불， 주원소 화학조성，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DB 처 

리， DB 검색， DB 현황으로 구성되었으며， DB 처리 방법은 직접 입력 방식 및 엑셀 

파일에 입력된 조사 자료의 업로드 방식이 모두 가능토록 하였으며， 검색 및 현황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향후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발효 이후 소 

비재 상품 중의 방사능 농도 조사 및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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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제 기준 및 적용 요건 수립 

국제 원자력기구(lAEA)를 중심으로 NORM/TENORM에 관련하여 다양한 안전 

지침과 관련보고서들이 발간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산업현황 

을 비교하고， 적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규 

제 및 법령체계현황을 검토하고， 각국들의 규제 체계 구축현황 역시 파악하고자 하 

였다. IAEA에서 대량물질에 대한 권고기준(lAEA， 2004)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국 

이 제도화 단계에 있는 상태이며， NORM , TENORM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EURATOM 96에 근거한 권고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자국의 실정에 따라 규 

정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60은 최근 발간된 IAEA 와 유럽연합의 

주요 보고서들이며， 표 36에 유럽각국의 규제 제도화 추진현황을 정리하였다. 

R.dia llon ProIKU" ","1 •• 1 Aa‘” 
1. W.rtph,cts olh.r lun .씨H 

‘-"'" .. , .. ““‘ 
잉@훌 

댄!흐트ι--

•• ιa‘·π‘→e‘’“ ‘ " 

잉&‘V‘"" PruI',‘’‘I Pr$pk‘ “-’‘ .. ，Ih:~‘ l‘"ilIRM“’“"Y 
。rαJiIJ::tlG、μ‘’비‘ 

Ra dlatln Protecllu 
an. the MUlgemnt 11 

R.jltlcthe WHte 10 
the 011 an‘ Gas ladustr, 

핑~트ι--

• 
RødløHon prorO<11 on ’22 

’1'ot",Qf u“ ., .... ‘·‘ .. ‘ 
“‘·‘’‘.0I'I'.lt.W’”‘ ” 
’t ’" 앙양낄않짧.:t갇” 

l繼뚫 
Assesslne the Need ’or 

Rl dlltlon Proteçtioø 
Measures 10 Work 

InulYlng Mlnerals IA~ 
Raw Materlals 

않)뾰~--

‘-‘a‘~-"""‘~.“““i @ 、 h4__ ~J""PUdI 

““*’ 

설「 ι!! 

Radlatlon Prot8ctlo. 
nd NDRM Resldae 
Ml l8 gemenl 1. tbe 

Zlrcan anl‘ Zlrconla 

’”‘IlS lrles 

냉!즈토ι--

R .... i:rou-Pr.‘e ‘ .. ,‘· 
，--‘!’“~.‘ .. , 
‘-....，.，.，...:J.jo-'~ __ r"' ..... 'I .... 

’-‘ ......... ’ 
H"'"’‘. 

‘’' •. ‘’ .... -‘Jo Jhl“‘-...., 

“-’‘-‘’ “’--~--- →、_'_iII

그림 60IAEA 및 유럽 연합의 NORM/TENORM 관련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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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유럽 국가의 규제 제도 추진 현황 

구분 주요내용 대상국가 

- NORM에 대한 관련 산업의 현황조사 
독일l 그리스I 

Category 1 완료 룩셈부곤크/ 네텔란드/ - NORM 규제제도 정비 완료 영국y 핀란드 
- 규제가 수행되고 있음 

벨기에/ 덴마크I 
Categoη 

- 산업에 대한 현황조사 단계 스페인/ 아일랜드/ - 법률이 드래효 E 단계 
이탈리아y 오스트리아y II -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 호랑스， 스웨덴 

Categ01γ - 규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음 쏘E투갈 
III 

3.7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현황 

국내의 경우 원자력법에 핵원료물질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경우 그 적용성을 검 

토해볼 수도 있으나 NORM/TENORM 규제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기에는 법 

리상 어려운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정적으로 다양한 신체접촉성 생활용품은 동양적 

문화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서방국가에서는 동일한 활용사례가 없으며， 이들 원 

료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자연방사선원에 대한 권고기준이나 규제치의 해석에 있어 

의 일반적으로 기준치 이상이면 위험하다는 인식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손 

실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막연한 불안감과 NGO등 

의 반발로 인하여 제도화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최근 일부 소비제품에서 방사선 검출 등 방사선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온 

열매트， 항공승무원의 우주선 피폭， 실내 라돈， 음용수 중 방사성물질 검출 등이 빈 

번하게 사회적 이슈로 주목되고 있어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원자력법체계와는 별도의 규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어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의 재정이 추진되었으며， 본과제의 주요 연구 결과가 법제정의 기 

초자료로 대부분 활용되었다.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7.6~2007.12 : TFT 구성 실무 초안 마련 (KINS) 

- 2008.1 ~2008.2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2007~2008 : 관련 정부 부처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공청회 2회，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수렴， 법제처 법안 심사) 

- 2008.11 : 관계부처 차관회의(11.24) ， 국무회의 의결(11.25) 및 국회제출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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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 : 현재 국회 계류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정의 설정， 생활주변방사선에 원료물 

질， 공정부산물 그리고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우주방사선 그리고 지각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원료 

물질 취급업자에 대한 제품 제조 및 취급 기준 제시，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제도 

퉁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방호계획 수립， 이행 및 안전지침의 작 

성 배포，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관리를 위해 유통업 등록제도 도입， 취급， 관리 

및 안전기준 퉁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운항 

승무원 및 객실숭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관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 

다. 

그 외에 주요 항만 및 고철취급업체에 방사능검출기 설치의무 부여， 생활주변방 

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기관 지정운영， 벌칙 조항 및 부칙 동으로 되 

어 있으며 현재 시행령 시행규직 등 하위법령 작업 진행 중이다. 

하위 법령 작업에서는 국제기준 준용，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 사업자 부 

담 최소화，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현황조사 수행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포함 

하여 관련 산업체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한 기초자료로서 본과제의 수년간에 걸친 연구결과가 대부분 활용되고 있 

다. 

“생활주변 방사성안전관리법”의 주요 규제 체계를 요약하면 그럼 61 과 같다. 

그림 61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의 규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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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국규모 및 산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성격의 과 

제로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조사 성격이 큰 과제여서 창의적인 면은 상 

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세부 연구내용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또한 관련 연구분야의 확대를 위하여 학-연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련 분야 연 

구인력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연방사선 피폭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위한 국내 기초자료가 상당부분 확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 

계적인 자연방사선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8년 11월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됨으로서 본과제의 일부 세부항목에 포 

함된 연구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수행 기간중 일본 측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당초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제공동연구가 시작되는 결실을 

이루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 연구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공동연구 

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과제의 수행 목적과 일치하는 중요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기단계 연구성과를 포함해 보다 구체화 하여 아시아 자연 

방사선 연구 네트월 구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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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지하공간 근무자의 라돈에 의한 직무 피폭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상당부분 확보 

되었으며 추후 국민 방사선피폭 통계에 보완되어 활용될 수 있다. 자연방사선원에 

의한 피폭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취약한 시점에서 본과제의 연구 결과는 중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라돈 농도의 높고 낮음 만으로 막연한 위험성을 

강조하여 일반인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라돈 실내 유입평가기술을 통해 개발되고 축적되는 여러 자 

료들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개 방식을 통하여 일반인의 자발적 방호 조치를 유도 

하여 국민의 라돈 피폭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 

고 있는 것처럼 대도시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한 감시 체계에 방사선환경감시 항목 

을 추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 면적이 적어 원료물질의 자원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반대로 원료 물질 

의 처리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광물자원을 수입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생산하고 또한 이를 수출하고 있다. 산업원료 물질이 국가 경제에 

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상당한 바 이러한 원료 물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 국제적으로 NORM/TENORM 

을 기존 피폭에서 직무 피폭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안전 

관리 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인데， 본과제의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 

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며 향후 동 법안의 통과 이후에도 보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생산하여 보다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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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서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 
가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환경방사선 관리기술을 개발 
하고자 아래의 세부 내용을 수행하였다. 
- 도시환경 특성을 고려한 방사능 확산모델 개발 및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을 선정하는 기술 개발 

- 비인간종(non-human specÎes)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기술과 장 반감기 핵종에 대한 
작물실험 해석과 농경지 오염대책기술을 개발 

- 해체 및 처분장 시료 지표 방사성 핵종 분석기술 개발과 자동분리 시 A 템 구축 및 다기 

능 환경 방사선량 측정/평가기술을 개발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농도 조사 평가와 수중환경에 대한 1-131 조사 평가 및 천연 
방사성 물질의 최적관리 기반 확립 
개발된 연구결과는 도시환경 방사선영향평가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 결정으로 경제적 피 
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사고 주변 지역 경작지에 대한 사후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환경 지표 방사선/능 신속분 
석기술 개발을 통한 방사선 계측기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 가능하고 자연방사선애 
대한 조사 자료의 공개로 인공방사선의 상대적인 안전성을 강조하여 방사선에 대한 국민 
적 불안감 해소 및 대국민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명 키워 E (10단어 내외) | 확산모델 도시환경 전이언자 

비인간종，지표핵종， 라돈，천연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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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ment of an urban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and data assimilation technique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 to develope the 

technology for assessing the radiation impact to biota and the surface water transport model , 

to develope the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indicator radionuclides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and to 

asses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radiation impact and establish the optimum 

management bases of natural radiation. 

The obtained results might be used; for assessing the radiological effects due to 

and radiological incident in an urban area , for assessing radiation doses on biota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ionizing radi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new concept of the ICP new recommendation, for analyzing the indicator 

radionuclides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 and for providing the natural radionuclide database of Korea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SCEAR. It can be used for emphasizing relative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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