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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 구성연구 

ll. 연구개발의 쪽척 및 펼요성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심충방어 개념 

을 도입하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에게 미치 

는 위험올 최소화시키기 위한 심충방어의 환 부분이다. 방사선 버상계획올 수 

립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이동하는 경 

로와 이에 따라 주변 주민이 받게 될 피폭선량이다.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 

성물질의 확산은 지형 및 기상 동의 주변환경 특성에 크게 좌우되고， 그 피 

해는 주변의 주민분포， 주거환경 및 비상시 대웅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비상시 부지 주변의 기생 지형 및 사회환경 동올 고 

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와 주민에게 미철 피폭선량을 신속히 예측할 수 

있는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훤전 부지의 환경특성올 고려하여 사고시 신속한 

방사선 피해예측올 수행할 수 있는 실시간 방사선 피폭혜석시스댐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 외에서 개발된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실정과 

환경에 적합한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실 

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의 검증 및 부지 환경특성 반영을 위하여 대규모 

야외확산 실충실험올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이 실험온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행 



된 대규모 학술목객의 야외확산 실중실험이었다. 실험의 기획， 절차수립， 장 

비구축 및 결과 분석파 해석 동의 모든 파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m. 연우재벌의 내용 및 볍위 
원자력시셜로부터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비상사태시 방사선이 

주변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훌 신속히 예측하기 위한 실시칸 방사선 피 

폭해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실시칸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템의 

검증과 각 부지의 환경특성 분석 및 반영을 위해 야외확산 실증실험을 기획 

하여 수행하였다. 

실시칸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템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율 화우하는 바랍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바람장 평가모률，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이동 및 농도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농도분포 결정모률， 환경중에 분포된 방사성물질로부 

터 주민에게 미치는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한 피폭선량 명가모률， 그리고 

이들 결파를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그래픽 

처리모률 둥으로 구성된다. 

실시간 방사션 피폭해석시스댐의 검증 및 각 부지의 환경특성 분석을 위 

해 야외확산 실증실험올 기획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시한 야외 

확산 실충실험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대규모 학술목적의 실험이었 

다. 명지에서 2회 실제 발전소 부지를 대상으로 2회률 실시하였다. 부지 

반경 8 km까지 약 100대의 추적자가스 포집기를 배치하여 방출시킨 추적자 

가스를 포집하고 분석하는 야외확산실험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와 인력 및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연구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 

여 가장 효과객으로 실험올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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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추척자포집기와 같이 개발이 요구되는 장비는 자체 개발하여 실험에 이 

용하였다. 

W. 연구채발결과 

부지 환경특성올 고려할 수 있는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탬 FADAS 

(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밍1t System)를 개 발하였다. FADAS는 크게 

바랍장 발생， 농도분포 결정，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그리고 그래픽처리를 위한 

모률로 구성되어 있다. 기상과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질량보폰법칙을 만족시 

키며 3차원 바랍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랍장발생 모률I random-walk 기 

법과 PIC (particle in Cell) 기법을 적용한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 결정 

모률， 그리고 둥적 수치적분을 이용한 외부 감마피폭해석모델을 포함한 방사 

선 피폭선량평가 모률 퉁이 개발되어 FADAS에 적용되었다. 

개발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의 실제 적용 부지에서의 검증 및 부 

지 특성 파악올 목적으로 야외확산 실증실험을 실시하였다. 국내 환경과 현 

실에 적합한 실험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2년에 걸친 평지확산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절차는 기상측정， 추적자 방출， 포집 및 결과해석 둥으로 이루어 

진다. 실험시 펼요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12회 자 

동분할 연속식 추적자포집기를 개발하였다. 추적자로 SF6 가스률 사용하였 

으며，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한 SF6 가스 분석법을 정립하였다. 초기 평 

지실험을 통해 실험기술을 축적하고 장비를 구축하였다. 이후 영광 원전부 

지에서 확산실험을 통해 개발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의 검증 및 

부지 환경특성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띠
 



효과적인 방사선 비상대웅책올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사 

성물질의 이동경로 및 피폭선량 예측능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I 부지 주변의 

사회환경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비상대웅 관련자료로서 

부지 주변의 지형 I 도로망， 병원I 학교I 인구분포 둥올 조사하였다. 또한 방 

사선 피폭선량 평가시 소요되는 시간올 단축시키기 위하여 3차원 공간상의 

격자 크기 및 평균 감마에너지 별로 외부감마피폭 선량자료 D/8를 구축하였 

다. 

국내 방사능 방재체제는 93년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국가 방사 

능 방재대책 기술지원전산망 (CARE) 개발을 추진하여 95년 12월에 고리 4 

호기를 대상으로 1단계 구축에 성공하였다. CARE 시스댐은 각 원전의 운전 

상황올 감시하고 방사선 사고시 모든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비상 

대웅책 결정올 지원하기 위한 체제이다. 이 시스댐은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기 

상정보망I 환경방사능 감시망 둥과 연결되어 실제적인 방사능 영향올 평가하고 

예측하여 주민대피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올 지원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탬 FADAS는 CARE 시스댐에 채태되어 방 

재대책 수립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 빛 피폭해석 

결과를 제공하고 었다. 

V. 연구개발컬과의 활용쳐l 훨 

국내 뿔 아니라 주변의 중국l 북한/ 일본 둥에서 원자력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l 일반주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 

다. 따라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없이는 지속적인 원자력 산업의 발전올 

기대할 수 없다. 개발한 실시간 피폭해석 기술은 만일의 경우 국내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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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방사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용책 결정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 

능을 제공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주변 국가의 원자력 사고를 

대비한 대옹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광역 방사선 피폭해석 시스템을 효과적으 

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산업시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확산과 피해예측 그리고 군사작 

전시 화학 및 방사능전 발발시 유해물질의 이동경로 예측 및 작전지원 동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될 수 있다. 일반 산업시셜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대기중 이통 과정도 주변의 기상 및 지형효과에 크게 화우되므로 국내 환경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명가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습득된 수치모델 개발기술과 야외확산 실험기법은 이들 비원자력 분야 

에서의 환경영향 평가 및 안전성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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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ummary 

1. pr’여ectl란le 

[농'velopment of a Real-Time Radi이ogical Dose As않ssment System 

ß. Objective and Necessity 

The concept of the defence in depth is adopted in nuclear power 

plant. Emergency planning is one part of the defence in depth for 

minimizing the radiological consequences result from a nuclear accident. 

To estimate the trajectory of the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 and the 

following radiological dose is important in emergency plaru뻐g. 

Dispersion of the radioactive effluents in the atmosphere depends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meteorology and geography. To 

estimate radiological dose is dependent on demography, building 

condition 뻐d countenneasures which are taken for minimizing the 

haz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e a real-time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system for estima비19 the trajectory and the radiological 

dose considering site-specific environmental condition.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al-time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system which can reflect the site-specific environmental 

conditions.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system, field 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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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s were conducted over flat and complex terrain. This was the 

epoch-making academic large-scale experiment in Korea. The purposes of 

뻐s experiment are to improve the numerical scheme of the real-time 

system, to an메yze the site-s홈cific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 

improve the atmospheric diffusion model. 

m. Sc0pe and Cøntents 

πle contents of this study are to develo훔 a real-time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system for q띠ckly estimating 암le radiolo링cal hazards against a 

nuclear accident 없ld to conduct field tracer experiments for increasing the 

accuracy of the atmospheric diffusion model. 

Real-time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system is composed of several 

mod버es. Wind field module generates the wind field around the site 

using the measured met∞mlogical data. The concentration dsitribution 

module evaluates the distribution of the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 in the 

air and on the ground.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module estimates the 

radiation expos따'e dose given from the distributed radioactive material. 

And 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estimated res버ts is necessary for easy 

and quick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decision-making. 

Field tracer experim만lts over flat terrain and complex terrain were 

conducted. In these e앤eriments， one hundered gas 앓rnplers were 값ranged 

around the area up to. 8 km radius. πùs was 싼le first large-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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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in Korea. Therefore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proced따e of the ex야riment， analyzing the 앓mpled tracer gas and the 

disσibution of concentration reflecting the meteorolo명cal data. It also 

needed lots of eq띠pments and man-power for measuring meteorological 

data and arran맹19 100 g잃 samplers. 

foreign eXF얻riments were investigated.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utomatic sequential gas 앓mpler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saving nece앓따y man-power. π1e 

meteorological data around the site were measured and statistically 

investigated. 

W. Results 

A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system named FADAS (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π1is system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radiolo밍cal consequences against a nuclear 

accident. Mass-consistent wind field module was adopted for the 

generation of wind field over the whole domain using the several 

measured wind data. Random-walk dispersion module i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in the atmosphere. And 

volume-equivalent numerical integration method has been developed for 

the assessment of extemal gamma exposure given from a randomly 

distributed radioactive materials and a dose data library has been made 

for rapi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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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acer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site-specific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creasing the 

accuracy of wind field generation and atmospheric dispersion module of 

F ADAS. At first, field tracer experiment was carried out over flat terrain 

covered with rice fields using the gas 5없nplers which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by the staffs of KAERI. The sampled gas was analyzed 

using gas chromatogarph. SODAR and airsonde were used to measure 

the upper wind. Wind speed and direction were measured during the 

expe더ment at 10 meter height on the point of release and 3 meter height 

on two points at the distance of 3 km and 7 km from the release point. 

The measured wind data were analyzed and used as input parameters of 

FADAS for the comparative study. 

Korean emergency pre뼈r려ness system CARE (Comput앉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 for the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was 

integrated at Kori 4 nuclear power plant in 1잊꼈One of the main 

functions of CARE is to estimate the radiolo양cal dose. 깐le develo홈d 

real-time dose assessment system F ADAS was adopted in CARE as a t∞l 

for the radiolo양cal dose assessrnent. 

v. Plan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The usage of nuclear energy has been inαe잃어 steadily in domestic 뻐d 

nei양lboring countries 5따1 as Japan, oúna and North Korea. It 월 

W 
M 



neces잃ry to develope radiation emergency preparedness technology against 

a nuclear emergency. ’fhe developed real-time radiolo휠C떠 dose assessment 

syst많1 is being used as a 벼sic t∞1 of emergency prep않edness. 

까le established technology in emergency planning can be 떠50 applied to 

environmental analysis in non-nuclear fields s따1 as chemical pollution 뻐d 

야temical warfare. Dispersion of the effluents released from 야lese industri떠 

fa뎌lities 떠50 depends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meteorology 

and geography. Therefore the ob떠ined knowledge 삼uou방1 the site-s야cific 

dispersion 따lalysis is very useful in assessing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effluents from non-nuclear industri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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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I 1 휠 서 

채 1 철 필요성 몇 현황 

1. 필요성 

훌훌 
L..... 

일반 산업시설과 달리 원자력 발전소에는 심충방어 개념이 적용되어 안 

전성 확보를 위한 많은 껄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운영절차가 매우 엄격하 

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충방어의 한 부분으로 방사선 비 

상계획이 있는데， 비상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대기로 누 

출된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와 주변 주민이 받게 될 방사선 피폭선량이다. 

따라서 방사선 비상시에는 주변의 기상조건과 지형 퉁을 고려하여 신속히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와 주민에게 미철 피폭선량을 예측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 기술이 필요하다. 주변국가 및 국내에서 

의 원자력시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올 감안할 때I 방사성물질의 누출 

을 수반한 사고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비상대웅시스댐의 구축이 시급히 요 

구되고 있다. 원자력시설의 재해 발생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변 주민의 피폭과 재산피해를 신속·정확하게 예측함으 

로써 국가 재해대책기관의 비상대웅책 결정을 지원한다. 

방사선 비상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 

성물질의 거통해석 및 피폭선량을 주변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신속히 형가 

할 수 있는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온 지형 및 기상 퉁의 주변환경 특성에 크게 좌우 

되고I 그 피해는 주변의 주민분포I 주거환경 및 비상시 대용행동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확산형가와 사회 



환경올 고려한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지 환경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 피폭해석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야외확산 실증실험을 통한 부지특성 파악 및 모델의 타당성 검증이 필수적 

이다. 국내 환경파 현실에 적합한 실험절차의 수립， 추적자가스의 선정 및 

방출， 추적자가스 포집기 개발， 추적자의 농도분석 기술수립 그리고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수치모텔에 의한 모사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둥 일련의 

실험관련 기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현 황 

부지특성을 반영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올 평가하기 위한 확산모델의 정확 

도는 방사선 비상시 주민에게 미철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의 정확도와 밀접하 

게 연관된다. 야외확산 실증실험은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 

의 검증 및 개선올 위하여 수행된다. 원자력 선진국가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대 

기확산 연구활동은 각국의 지형， 기후 둥의 조건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 

를 실증하는데 초챔이 맞추어져 있다.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위해 개발된 

대표적 인 전산모델로 미국의 ADPIC (I.awrance Livermore Lab., [1.1]), 일본의 

PRWDA a뾰RI， [1끽) 둥이 있다. 이들 모델의 검증을 위한 확산실증실험으 

로 미국의 ASCOf[1.3], 독일의 πn‘LA 프로젝트[1.4] ， 일본의 TOKAI 프로젝트 

[1.5] 둥이 대표적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부지 환경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세모델로 실시간 방사선펴폭혜석 시스댐 FADAS를 

개발하였다. 또한 FAD싫의 검중 및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된 야외확산 실증 

실험도 국내 최초로 수행된 대규모 학술목적의 실험이었다. 

방사선 사고시 주민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비상대웅책 결정 초기에 중요 

한 정보는 대기중의 방사성물질로부터 받게되는 외부 감마피폭선량이다. 

대기중에 임의 형태로 분포된 방사성물질로부터의 감마피폭선량평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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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 그 이유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방사농운이 대기중을 이동하며 

분포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I 방사성물질이 지표면에 침적되고 그리고 공 

기중에서 감마핵종의 영향력이 수백 미터의 먼 거리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지형이 평탄하고 장기간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농도분포 

가 Gaussian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간단한 계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Gaussian 형태를 기본으로 여러가지의 외부 감마피폭해석 방법들이 개발되 

어 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엔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해안가 복잡한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Gaussian 형태를 기본으로 한 단순 피폭해석방 

법올 사용하면 커다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임의 분포형태로부터 

주어지는 외부 감마피폭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올 개벌할 필요가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대응 셜비중 SPDS (Safety Pararneters Display 

Systern)의 한 부분으로 도입되는 외국의 단순한 모텔은 국내 환경에 적용할 

경우 매우 부정확한 결과를 얻게된다. 이런 부정확성율 극복하기 위해 정 

밀한 3차원 국가 재해대책용 실시간 피폭해석 모텔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째 z 쩔 연구개발 범위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은 부지환경 특성올 고려할 수 있는 실시간 방사 

선 피폭해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시간 피폭해석 시스템올 개발하 

기 위해서는 여러분야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 

의 대기중 이동올 평가하기 위하여 질량보존이 유지되며 여러 지점에서 측 

정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특성이 고려된 풍속장올 계산할 수 있는 모 

텔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내삽방식올 이용하여 몇개의 지점에서 측 

정된 풍향， 풍속의 기상자료로부터 평가하고자 하는 모든 지점에서의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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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대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 결정올 위해 

random-walk 기법과 PIC (Partic1e In Cell) 모델올 적용하였다. 방사선 피 

폭선량 평가를 위해 둥적 수치적분을 이용한 외부 감마피폭해석모델을 개발 

하였다. 또한 예측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올 위해 방사능 농도l 방사선 피폭 

결과의 시간대별 그래픽 출력이 가능한 그래픽모률을 개발하였다. 효과적 

인 비상대용을 위해서는 사고시 방사선 피폭평가 관련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주변 비상대옹 관련자료인 지형， 도로망l 병원l 학교l 인구분포 

동을 조사하였으며 피폭해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격자 크기， 평균감마에 

너지 별로 외부감마피폭 선량자료 D/B를 구축하였다.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 시스템의 불확실성올 줄이고 지역특성올 고려할 

수 있는 대기확산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평지 야외확산 기초실험올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외국의 확산실험들을 고찰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실험 

방법올 설계하였다. 실충실험 수행올 위해 12 회 자동분할 연속식 추적자 

포집기를 개발하였다. 국내 원전부지에서의 실험올 수행하기 전에 실험기 

술과 절차를 정립하기 위하여 처음 2 년간 평지에서 확산실험올 수행하였 

다. 추적자로는 SF6를 사용하였고l 포집기를 자체 제작하였으며 가스 크로 

마토그라피를 이용하여 농도를 분석하였다. 

1.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시스템 개발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시스템의 주 기능은 방사선 영향올 신속히 평가하 

여 적절한 비상대용책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자력 비상 

시 방사선 장애와 심리적 혼란은 실시간시스탬을 이용한 신속한 방사선 피 

해예측과 이에 따른 대용책 수립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로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실시간 피폭해석 시스댐은 풍속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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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대기확산， 피폭해석 동의 기본적인 계산 모률파 계산된 결파의 신속한 

해석을 톱기 위한 그래픽 모률을 포함한다. 정확환 피폭해석을 위해서는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농도분포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I영탄한 지 

형인 경우에는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를 Gaussian 형태로 가정한 

단순한 모델이 널리 이용된다 Gaussian 모텔은 계산이 빠르고 사용이 간 

편한 이점이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인 경우에 적용하면 큰 오 

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잡한 지형에서 정확한 피폭해석올 하기 

위해서는 지형효과를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3 

차원 확산모텔올 적용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3차원 확산모텔을 적용한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 

시스댐인 FAD싫를 개발하였다. 풍속장발생은 태양복사의 영향올 고려한 

수직확산계수를 사용하여 3차원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농도분포롤 결 

정하기 위해 PICK 방법보다 계산파정이 간단하며 계산시간이 객게 소요되 

는 random walk 방법을 개발하였다[1.6]. 외부 피폭해석을 위해 3차원 공 

간상의 육면체의 격자를 균질의 농도분포를 갖는 구로 가정하여I 3중 적분 

을 단일척분으로 단순화시킨 후 수치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활 수 있는 모텔 

을 개발하였다[1.꺼. 그래픽 처리 시스댐은 2차원 평면위에 여러가지 필요 

한 정보를 여러가지 색상올 사용하여 화면에 보여 줄 수 있도록 개발하였 

다. 그래픽으로 처리되는 정보들로는， 원자력시절이 정상상태인 경우 풍 

향， 풍속 동의 주변 기상상태， 사고의 경우 순간， 누적， 예측치로 구분된 전 

신과 갑상선 피폭선량， 그리고 비상대용 결정을 돕기 위한 부지 주변의 도 

로망， 학교， 병원 둥의 사회환경 자료둥이 었다. 

2. 야외확산실증실험 

확산실험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며 이 다양성 때문에 실험결과들의 단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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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순수 과학적 측면에서 확산실험은 주로 지구-대 

기 시스템의 동적·물리적 특성올 평균 및 난류 대기구조에 연관시키거나， 그 

반대로 이동특성올 확산에 연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타 실험 둥에 있 

어서는 평균 및 난류흐름의 발생올 고찰하는 대신에/ 수많은 특별한 대기상 

태와 동시 발생되는 확산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특 

정부지의 확산기후 (d표fusion climate)률 수립키 위해 시행된 실험의 경우도 

있고I 특정 오염물질의 방출과정의 영향올 명가하기 위해 셜계된 실험도 있 

었다. 

일반적으로 추적자를 이용한 야외 확산실험은 개발된 확산 수치모델의 검 

증과 특정 부지/ 특정 대기 조건하에서의 오염물질의 이동특성올 고찰하는 

데 었다. 또한 확산실험올 수행하면셔 부차적으로 관측된 기상자료는 분석 

올 통해 테이타베이스화해서 기상특성올 파악하는데도 이용된다. 즉， 실험 

기간중 대상 지역에서 지상풍I 상충풍/ 대기안정도/ 상충기온둥올 관측하여 

기상 자료를 수집하며 동시에 이들 기상특성에 따른 추적자의 확산특성올 

평가할 수 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한 확산실중실험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행된 대규모 

학술목적의 확산실증 실험이었다. 본 연구 착수 시첨에는 필요한 관련 장 

비와 기술올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 초기에는 필요한 관 

련장비를 구비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실험절차를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 

고 연구롤 추진하였다. 구비된 장비로는 지상 1 km 까지의 고도별 풍향/ 

풍속I 온도 둥올 측정할 수 있는 잉DAR 시스댐I 지상 3m 높이의 풍향/ 

풍속올 수 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하여 저장할 수 있는 이동형 기상관측 

시스템， 그리고 풍선에 관측기기를 부착하여 추적자 방출실험시 오염물질의 

실제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ADAS 시스템 둥이 있다. 

야외확산실험시 가장 어려운 점은 추적자 가스를 미리 측량한 여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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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시에 정해진 시각에 일정시간동안 추적자가스를 포집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지역에서의 실험시 약 100 개의 포집점을 측량하여 자동 

추적자포집기를 배치하여 추적자가스를 포집하였다. 추적자 포집기는 12 

회 자동분할 연속포집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하였다. 자동 추적자포집기 

의 활용을 통해 실험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였고 인적 오류를 최소 

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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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I :훌 훌광 흘뿔따|빽 풍 l용훌쩨뺑 펀황 

제 1 철 방사능 방채시스햄 개발 

원자력사고는 일반 사고와는 달리 원자로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공기 

중에서 원거리까지 이동·확산되어 인체에 직접 방사선 피폭을 주거나 지표 

면에 침척되어 오랜기간 여러 이동경로를 통해 방사선 피폭을 유발하게 된 

다. 따라서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쩨 주변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책을 신속하고 척절하게 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시셜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방재체제의 개발은 1976년 초 미국 방사 

능 통제프로그램 책임자회의 (Conference of Radiation Control 암ogram 

Directors)의 결과로I 비상대용계획이 부지밖에 위치한 관련기관에 의해 개 

발되어야 한다고 미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요청함으 

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청으로 NRC와 EPA (Environ

mental Protection Agency)의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 립이 발족되어 2 

년간에 걸쳐 상업용 원천 부지내와 부지주변에서 비상대용문제를 조사하였 

다. 1979년 3월 TMI-2 사고의 결파로I 원자로의 공학적 안전 특성파 운영 

관리의 개선쁜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및 부지밖에서 비상대용의 중요 

성이 한충 고조되었다. 또한 1986년 4월 체르노빌 사고의 결파로 천세계적 

으로 원천 사고시 방사능영향에 대한 판심이 고조되어 노섬의 손상올 최소 

화함으로써 심각한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뿐 아니라I 사고의 결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상대웅체제를 개션하기 위해 원자력 션진국올 중심으로 비상 

대용시스댐을 개선 또는 개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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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개발현황 

우리나라 민방위 기본계획에는 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이 일반 방재대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사능 방 

재대책의 기술적인 사향을 자문， 지원하고 사고현장의 방사능 감시 및 명가 

와 방사능 방호에 관한 사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 

전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셜의 방사능 사고 발생시에 인접국과의 

협력을 통한 방재대책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이 수행되어 왔다. 1993년 수 

립된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넷트펙 구성·운영사업 종합계획서”가 

과학기술처로부터 숭인됨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비상사고시 방사선방 

호 기술지원을 위한 대기확산/ 방사선 영향예측 및 평가 전산화시스댐 

(CARE)올 개발， 구축하여 방사선 비상시 국민올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웅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정하여 1995년 12월 고리 원자력 발전소 

를 시범대상으로 방사능 방재시스댐 구축에 성공하였다[2.1]. 현재는 다른 

원전부지에 CARE 시스템올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CARE 시스댐은 1) 방사선 비상시 방재대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2) 수집된 정보를 관리， 분석I 평가하여， 3) 평가결과 필요한 방재 

대웅 조치사항들을 관련기관에 지원해 주며， 4) 시스댐을 종합관리하는 통 

제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CARE 시스템의 흐름도를 그림 2.1에 나타내 

었으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모률로는 원전안전정보망I 기상정보 

망/ 환경방사능감시망， IAEA 정보통신망， 방사선 영향 평가체제I 방재대책 

종합지원체제둥으로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2.1]. 

가. 원전안전 정보망 

원전의 안전정보는 발전소의 원시 자료형태로 기존의 NDL (Nuclear 

Dala Link)의 문제점올 해결하여 각 원전의 OACS (Operator Aid Com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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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ARE 시스댐 정보 흐름도 

(Flow diagram for infonnations in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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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 Systern) 혹은 CFMS (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rn)와 접속함으 

로써 아날로그 및 디지탈 테이타 전용선올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한다. 

OACS에서 변수롤 21 개의 변수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중 SPDS 

(Safety Pararneter Display Systern)의 7 가지 주요안전기능올 포함하여 12 

가지의 변수군을 선정하고 안전운전과 발전소 상태 감시에 필요한 변수로 

선정된다. 변수는 고리 4호기를 시범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올 계통별로 

정리하면 표 2.1파 같다. 

SIDS (닮fety Inforrnation Display Systern)는 OACS에서 수집한 테이터를 

보관하는데l 그래픽처리와 출력둥올 통해서 자료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 

며 필요시에 테이프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IDS의 그래픽처 

리는 크게 4단계의 표시기능이 있는데 1단계에서는 필수안전기능 중심으로 

나타나며， 2단계는 필수안전기능 결정과정과 비상운전절차의 주요 처리 내 

용올 보여주며， 3단계는 trend 분석을 중심으로， 4단계는 개별 sensor의 값 

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상정보망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기상정보의 실시간 수집체계를 위하여 현재 

기상청에서 구축·운영중인 자동 기상관측망인 AWS (Autornatic Weather 

Station)와 연계하여 기상청 자동 기상관측망 자료 및 전국 기상정보 자동 

수집·전송 시스탬이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방사능 대책을 위한 전용 기 

상정보수집 시스댐의 하드웨어와 실시간 방사능 방재지원올 위한 기상자료 

수집·처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드웨어는 워크스테이 

션/ 모니터I 프린터로 구성되어져 있고 소프트웨어는 방사능방재 기상자료수 

집 시 스댐 인 REMDAS (Radiological Ernergency Meteorological Data 

Acquisition Systern)로 구성되어 있다. REMDAS는 현재 기상청에서 개선 

-12-



표 2.1. 고리 4호기 OACS에서 전송되는 발전소 변수 
(Paramet，안s transferred from OACS of Kori nuclear power pl빼 

계 통 

원자로심 

1차 냉각재계통 

2차 냉각재계통 

안전주업계통 

격납용기 

방사능감시계통 

기상환경 

기 타 

변 /‘ T 

•••••••••• “‘ •••• ‘ • ........, ““-'-'-'~~"""""''''''“‘，_.““‘ ••••••••••••••••••••••• “‘ •••••••••••••••••••••••••••••••••• 

제어봉 위치， 출력감시기， 붕산농도 

압력， 저온관/고온관온도， 노심출구온도， 가압기 

수위， 1차측 보충/유출유량， 냉각재유량 

중기발생기 수위， 압력， 급수/증기유량 

고압/저압 안전주입유량， 축압기 수위， 잔열제거온도 

격납용기 압력， 온도， 습도， 수소농도， 살수유량， 

Sump 수위 

1차 냉각재 방사능， 격납용기 방사능준위， 발전소 

부지 방사능준위， 방출물 방사능 감시， 환경방사농 

감시 

풍속， 풍향， 대기안정도， 강우량 

원자로정지 발생， 발전기 출력， 기동변압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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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방사능 방재를 위한 기상 AWS 관측망은 고리， 영 

광， 울진， 월성，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40 km 주변지역의 AWS 관측지 

점 55 개소와 이 부근의 기흔 기상관서 14 개소를 포함하여 총 69 개소의 

방재기상용 AWS 관측 수집망으로 구성되어 었다. 

REMDAS는 CARE 시스댐의 전용회선올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방사 

능 경보 수신시 비상 운영모드로 전환하여 다중채널 자동 dial-up 방식으로 

원전 부지주변 40 km 이내 존재하는 AWS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실시간으 

로 CARE 시스댐에 기상자료를 전송하게 된다. 자료의 전송은 평상시와 비 

상시로 나누어 수행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1시간 또는 3시간 자료를 기상 

청의 기상자료 수집체계에 맞추어 AWS 자료 및 기상관서 관측자료， 예보자 

료 등올 천송하게 된다. 방사능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CARE 시스댐으로 

부터 비상시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 REMDAS는 10분 간격으로 자료를 수집 

하여 전송하게 된다. 

다.환경방사능감시망 

환경방사능 감시망 구성은 원전 주변에 셜치된 감마선량계로부터 수집 

되는 자료와 천국에 셀치되어 있는 11 개의 지방측정소 및 간이측정소를 통 

하여 얻어지는 선량율과 환경방사능 측정결과를 CARE 시스댐과 연계하여 

data-base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인 환경방사능 감시망올 구축하는데 있다. 

CARE 시스댐은 개개의 환경감시 monitoring post를 정기적으로 연결하 

여 자료를 수신하고 수집된 자료를 종합·분석한다. 또한 monitoring post에 

서 경보준위 이상의 값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 

다. CARE 시스댐에 입력되는 자료는 크게 환경방사선 측정자료와 환경방 

사능 측정자료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중 환경방사선 측정자료는 모템올 이 

용하여 온라언으로 자동적으로 자료가 수집되며 환경방사능 측정자료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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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입력된다. 

Dial-up modem올 통하여 공간감마선량계에서 수집되는 환경방사선 자료 

는 평상시에는 모댐 접속올 1 일 1 회 야간에 하고 비상시에는 1 회 접속후 

비상이 해제될 때까지 접속올 유지한다. 또한 정상시에 경보 준위 (펑균준 

위 + 1이 이상의 측정값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접속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라. IAEA 정보통신망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하여 한 국가의 원자력사고는 인접 

국가 뽑만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방사선 영향올 주게 된다는 것 

올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AEA는 원자력사고 발생시 조기통보를 하 

고 방사선 비상사고 발생시 기술지원을 해주는 국제조약(안)올 제안하였다. 

또한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 회의에서는 사고발생 국가가 사고로 인하여 영 

향올 받는 피해국들파 국제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약올 요구하였 

으며/ 방사선 비상시 기술지원회의에서는 도움올 요청하는 국가와 도움올 

제공해 주는 타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정보교환을 할 것올 협약하였다. 

사고기간중이나 사고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와 자료가 국제간에 교 

환되게 되는데 IAEA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자세히 분석·평가하여 기본적 

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청보를 선정하여 이들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 

록 권고하고 있다. 사고발생 국가에서 조기 통보협약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자료들은 방출자료， 대기확산상태， 환경오염， 외부 방호대책둥이고/ 

기술지원협약에 따른 정보와 자료목록으로는 대기확산 상태/ 환경오염， 대국 

민공식발표， 식품오염， 개인파 주민의 피폭둥이 있다. 

불시에 발생되는 조기통보나 기술지원협약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IAEA는 회원국들파의 통신을 ERS (Emergency 

Response System)올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셜 통신체계를 구축하였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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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로는 천화l 텔렉스I telefax를 사용하거나 천자메일올 이용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능력올 갖추어야할 뿔만 아 

니라 IAEA의 지침올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AEA와의 통신은 방사능 

비상시 서두에 Emergency Code-Word를 사용하여 긴급상황임올 나타내 주 

어야한다. 

마. 방사선영향 평가체제 

원자력시설의 대규모 사고시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이동경 

로l 확산범위l 피폭선량 둥올 신속.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방사선이나 기타 장 

애물로부터 시셜주변 주민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비상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사선영향올 예측하기 위하여 CARE 시 

스댐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실시간 피폭해석 시스댐인 

FADAS[1.6]를 사용하고 있는데I FADAS 시스댐의 계산 흐름도는 그림 2.2 

와같다. 

FADAS 시스댐은 시간에 따른 3차원의 풍속장올 계산하는 풍속장 모델l 

계산된 풍속장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3차원의 농도장올 계산하는 대 

기확산모텔， 계산된 농도장 자료를 이용하여 피폭선량올 계산하는 피폭해석 

모텔 및 최종적으로 이들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그래픽하는 실시간 그래픽 

모렐둥의 4 개의 주요 모률로 구성되어져 었다. 

풍속장 모텔은 원전부지 주변의 AWS에서 관축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내·외삽에 의해 대상영역내의 풍속장올 계산할 수 있게 구성되어져 있으며l 

최종적으로 풍속장이 연속방정식올 만족시키도록 유도된다. 대기확산 모텔 

에서는 random-walk 방법올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농도분포를 계 

산한다. Random-walk 방법에서는 농도구배와 상관없이 각 입자들이 독립 

적으로 확산되므로 계산시간 간격마다 농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 피폭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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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자률 

사고시 선뭘할 

지형자릎 
비상대옹기준 

그림 2.2. FADAS 시스댐의 계산 흐름도 
(Flow diagram for ca1cu1ation in F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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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는 대기중 방사능운과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로부터 주어지는 

감마선에 의한 외부피폭과， 호홉이나 음식물 섭취퉁올 통해 체내에 유입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주어지는 내부피폭올 계산한다. 실시간 그래픽 모률은 

FADAS 시스댐에서 매 15분마다 계산되는 풍속장/ 농도분포I 피폭선량자료 

를 받아 그 결과를 실시간 그래픽 처리하여 출력하도록 구성되어져 었다. 

FADAS 시스댐은 원전 -사고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된 방사성물질의 농도I 

피폭선량 및 확산영역올 실시간으로 신속·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주변 주민 

들의 대피I 소개/ 음식물 섭취 및 경작제한I 재이주퉁의 비상대웅 결정올 지 

원할 수 있다. 또한 FADAS 시스댐의 결과인 풍속장I 놓도장I 선량분포 둥 

올 최종적으로 실시간 그래픽화함으로써 비상대옹 결정자가 신속한 상황판 

단과 함께 대웅책올 결정하도록 한다. 

바. 방재대책 종합지원체제 

우리나라 민방위 기본계획에는 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이 일반 방재대책 

의 일부로 포함되어 과학기술처 장관이 방사늄 방재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를 하게 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 방재대책의 기술적인 

사항올 자문I 지원하고 사고현장의 방사능 감시 및 평가와 방사능 방호에 

관한 기술적인 사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를 셜치·운 

영한다. 기술지원본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군인력올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방사선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상황에 따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조치틀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에는 실내로 우선 대피하 

거나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I 인체의 방사선 보호를 위한 약 

품을 섭취， 방사선영향을 입은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1 방사선 방호효과를 

가진 옥내 대피， 안전한 지역으로의 소개I 농산물 기타 식품 및 음료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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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염둥이 있으며 대용조치를 취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대웅조치를 취하기 위혜서는 사고 

단계별로 사고정도를 평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판단하여 사고초기， 중간 

단계， 상세평가， 후속 보호조치 및 비상종료 둥 단계별로 적합한 결정을 내 

려야한다. 

주변국가 및 국내에서의 원자력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올 감안할 

때，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수반한 사고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비상대용시스 

댐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시설의 재해발생시 실시간 피폭 

해석 시스댐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변 주민의 피폭파 재산피해를 신속·정 

밀하게 예측함으로써 국가 재해대책기관의 비상대웅책 결정윷 지원한다. 

따라서 실시간 피폭해석 시스댐의 개발은 원자력시설의 재해발생시， 국가의 

비상 대웅능력 확보와 원전의 비상대용시설 구촉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었다. 

2. 국외 개발 현황 

미국， 일본 및 유럽둥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사고시 

에 자국민올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대책 기술지원 전산화체계률 일찍부터 구 

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국가의 방사능 사고 발생시에도 

대비하여 기술지원체체롤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시간 비상대용시스댐 

으로는 미국의 ARAC[2.2], WIND[2.3], 일본의 SPEEDI[2.4 ], 독일의 

PARK[2.5], 유럽공동체의 RODOS[2.6], 프랑스의 ECRAN[2.7] 둥이 었다. 

가. 미국의 ARAC 시스댐 

미 국의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에 서 개 발한 ARAC 

(Atmospheric Release Advisory Capabi1ity) 시 스댐 은 최 초의 실 시 간 비 상대 

옹 시스댐이다. ARAC 시스댐은 원자력시설의 비상사태시 확산파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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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에 대비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미 에너지성 (ooE) 

의 지원하에 1974년부터 1982년에 걸쳐 개발되어 처옴으로 가동되었다. 그 

후 미 국방성 (ooD)의 지원하에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시스댐의 재구성， 

기눔 확장 및 자동화를 향상시켰으며， 1988년에 국립 ARAC 센터가 수립되 

기에 이르렀다. 이 시스템은 ooE와 ooD에서 공동으로 운영비를 내어 50 

개 지역 (DOD 관할 43개 지역， ooE 관할 7개 지역)에서 죽각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RAC 시스템에서 방사능 영향은 다옴 5개 코드의 순서대로 평가된다 . 

• TOPOS (지형 및 격자 생성) 

• MEDIC (기상자료 내삽) 

• MATHEW (질량보폰 풍속장 발생) 

• ADPIC (대 기 확산평 가， particle-in-cell model) 

• PLOT CONTOUR (피폭선량 평가 및 그래픽처리) 

방사성물질의 확산영역에 따라 국지 (10 km 이내)， 지역 (100 km 이내)， 

지구 규모 (100 km 이상)로 나누며， 국지 및 지역 규모의 확산은 

MATHEW / ADPIC 모텔에서 계산이 수행된다[2.8， 2.9]. MATHEW는 지표 

면 및 상충 대기중의 바람을 측정해 지형의 영향이 고려되는 3차원 질량보 

폰 풍속장올 발생시키는 모텔이다. 이 풍속장올 이용해 ADPIC에서 방사성 

물질의 시간에 따른 3차원 확산올 계산한다 ARAC 시스템은 충별화 

(strati단ed)된 전단흐름， 무풍조건l 지형의 효과， 건·습침적， 방사능 붕괴를 고 

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ADPIC은 입자의 크기 분포에 따른 방사성입자의 

낙하유형과 입자들의 감손현상을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DPIC 검 

증의 일환으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Idaho와 South Carolina 지역에서 

시행된 야외확산실험의 결파와 계산결파를 비교하여 65%의 경우 2배 이내， 

80%의 경우 3배 이내에서 만족스련 일치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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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사고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모탤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산악 지형상의 여러가지 실험올 수행하고 

있는 1990년대 현재에도 수많은 특수한 미기상학적 특성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올 뿐 아니라， 지형마다 실험조건 (대기안정조건 퉁)에 따라 확산특 

성이 달리 나타나므로， 기존 모탤의 정확성에 대한 이들의 주장올 모든 조 

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미국의 WIND 시스탬 

Savanah River Plant (SRP) 부지에서는 8 개 원자력시껄이 있으며， 독 

자적으로 메뉴방식 실시간 비상대용시스탬 WIND (Weather Information 

and Display)올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다. 이 시스댐은 시스댐의 유지 및 

보수와 같이 시스탬이 가동되지 않올 경우， 다른 컴퓨터시스템을 가동하는 

이중 컴퓨터시스템 방식올 갖추고 있다. 

방사선원항 자료는 각 시 셜에 껄치 된 방사선 감지 기 (stack monitor)로 측 

정되어 중앙제어실의 화면에 보여지며 매 10분 간격으로 WCAL (Weather 

Center Analysis Lab.)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된다. 부지 기상관측올 위해 

각 시셜에 대해 62 m 높이의 기상관측탑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Doppler 

Acoustic Sounder 3 대가 껄치되어 실시간으로 수직 풍향， 풍속 및 혼합고 

가 측정되어 15분 평균값으로 전송된다. WIND 시스댐은 AFOS (Auto

mated Field Operations and seπices) 네 트원 을 통해 NWS (National 

Weather seπice)와 연계되어 었으며 NWS에서 관측， 분석， 예측된 자료는 

AFOS을 통해 SRP의 컴퓨터에 천송된다.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이동 및 확산윤 명가영역에 따라 다른 천산코드가 

사용된다. EVACUATION은 가장 최근에 측정된 국지 기상자료를 사용하 

는 Gaussian 직션모델이며I PUFF jPLUME은 혹정과 예측된 기상자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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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궤적 Gaussian 모델로 건·습침척이 동시에 고려된다 2DPUFF는 

NWS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로부터 생성된 풍속장을 사용하는 연속적 

Gaussian 퍼프 모델이다. EV ACUATION은 가장 최근에 부지에서 관측된 

15분 평균 기상자료를 자동적으로 사용하여 WIND 시스댐의 화면상에 1분 

이내에 평가결과를 보여준다. 이 코드는 SRP 부지내 비상대옹에 이용된다. 

PUFF/PLUME은 SRP 부지에서 측정된 기상자료와 NWS의 LFM (limited 

fine mesh) 모델로부터 예측된 기상자료를 회귀방정식 (regression equation) 

올 사용하여 내삽함으로써 SRP 부지 경계밖에서의 비상대옹에 이용되며， 계 

산시간은 약 5 분이 소요된다. 2DPUFF는 66개 관측소로부터 측정된 기상 

자료와 12 개 관측소에 서 balloon sounding올 이 용한 대 기 상충부의 1시 간 

당 자료를 사용하여 NWS에서 풍속장올 발생시킨다. NWS에서 생성된 풍 

속장 자료는 연속적으로 AFOS 네트펙올 통해 WCAL 천산기로 전송된다. 

최종적으로 그래픽처리까지 소요되는 전산시간은 1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새로운 기상자료가 AFOS을 통해 연속적으로 WCAL로 전송된다. 

다. 일본의 SPEEDI 시스댐 

일본의 SPEEDI 시스댐은 미국의 ARAC 시스댐을 기본으로 개발이 시 

작되었으나， 추후 계산 모텔의 대부분올 변화시켜 자국 실정에 맞게 변화시 

킨 시스댐이다. 1979년 TMI-2 사고가 일어나자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80년 환경방사선 방어에 대한 국책연구계획을 수립했다. 이 5개년 계획 

(1981 - 1985)에 방사성물질의 비정상적인 방출의 경우， 안전성확보에 대한 

비상관련연구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상시 실시간 비상대용 시 

스댐의 구축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되었고， 일본 원자력연구소가 일본기 

상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올 지원하고 컴퓨터모텔 

과 시스댐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일련의 확산실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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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실험이 수행되었다. 

일반적인 실시간 비상대웅 시스탬파 같이 풍속장 발생모델 (WIND04), 

방사능 확산 모델 (PRWDA), 방사선 외부 및 내부 (호홉 경로) 피폭 해석 

모델 (CIDE)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입력자료인 기상자료는 일본 전국토 

를 격자망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대화된 일본 기상청의 AMeDAS 시스댐의 

자동 측정자료 온라인망을 통해 SPEEDI 센터로 연결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림 2.3 참조). DAS (data aquisition system)는 상용 고속 디 지 럴 자료 

교환 네트워 (DDX)으로 연결되고 운영된다. 

라. 독일의 PARK 

독일 의 P ARK (Program System for the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Radiological Consequences) 시스댐은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개발된 

종합 관측 및 정 보 시 스댐 (IMIS: Integrated Measuring and Information 

System)의 한 부분으로， 방사선 피폭평가 및 피해 저감화를 위한 시스템이 

다. IMIS는 다른 국가의 실시간 비상대옹 시스탬파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데， 대형 방사성 오염올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매개변수를 신 

속히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측하는 기능까지 포함되고 있다. IMIS는 정상 

상태의 경우， 방사능 결과를 측정하고， 사고의 경우에는 각 측정소에서의 측 

정결파를 네트워올 통해 전송하여 전산 프로그랩에 의해 현재와 미래의 방 

사선 피폭평가를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비상대응결정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대기중 방사능 농도는 대기확산 모텔에 의해 예측될 뿐 아니라 실제 측정 

되어 매 2시간마다 PARK 시스댐에 의해 처리되고 비상대웅조치를 위한 기 

본 정보로 제공된다. 표 2.2에 방사선 피폭평가를 위해 측정되는 주요 관측 

자료들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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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PARK 시스댐에서 평가를 위한 IMIS 시스댐의 관측자료 

(Observation data of IMIS system for the estimation in PARK system) 

Number of Number of atations 

Type of Data on-line with 
stations time delayed data 

Alpha, Beta activity on aerosols 39 

Gamma spectrum of aerosols 27 

Gamma spectrum of gaseous 1 9 17 

Sr-89,5r-90 & Alpha spectrum 26 

on aerosols 

Gamma spectrum of precipitation 9 24 

Sr-89,Sr-90 in precipitation 26 

Gaseous 1-131 11 

Gamma dose rate 2000 

n 때O뼈 j Gamma spectrum over l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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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 상청 (0때tscher Wetterdienst, OWD)의 측정 시 스댐 은 26 개 의 관 

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집된 에어로졸의 감마선 스펙트럼이 매 2시간마 

다 관측된다. 아울러 기체상 요오드도 포집되어 일일 기준으로 측정된다. 

강수중의 감마 스페트럽은 26 개소중 7 개의 관측소에서 측정된다. 26 개 

소에서 포집되는 공기 및 강수사료는 중앙연구소로 옮져져y 대기중 Sr-89, 

Sr-90 및 알파입자 스펙트럼이 매일 관측된다. PARK 시스댐의 큰 특징은 

체르노빌 사고이후 경험적으로 새롭게 수립된 섭식경로를 통한 동적 내부 

피폭해석모텔인 ECα:;YS-87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마. 유럽공동체의 RODOS 시스댐 

RODOS (Comprehensive Real-time On-line Oecision Support 

System) 시스댐은 독일의 실시간 비상대웅 시스댐인 RESY를 기본으로 유 

럽의 18 개 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고시 실시간 비상 

대웅 시스탬이다. 비상대웅결정 지원을 위해 RODOS는 기상 및 방사선자 

료를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자료를 분석y 평가y 제시하고y 비상대용 효과를 

고려하여 사고 영향올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탬이다. 

이 시스댐에는 세 개의 부시스댐들이 있는데y 첫번째 부시스댐인 사고영 

향 분석올 위한 ASY (analysing subsystem)에서는 대기중 방사성물질의 농 

도분포와 비상대웅올 고려하지 않은 피폭선량올 평가한다. 두번째 부시스 

댐인 비상대웅의 효과분석올 위한 CSY (countermeasure subsystem)에서는 

피폭선량y 경제적 손실y 피해주민의 수 및 피해지역의 범위 둥올 고려하여 

다양한 비상대용 행위의 장단점올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세번째 부시스댐 

인 ESY (evaluating sybsystem)에서는 위의 두 부시스댐의 결과 및 모든 사 

회환경올 고려하여 개개의 비상대웅 행위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비상대 

용 결정권자가 최척의 비상대웅올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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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계산 및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RODOS의 각 시스댐 

들은 모둘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률방식의 장점은 여러가지 모텔들올 

시스댐에 포함시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올 선돼하여 사용할 수 었다는 점 

이다. 예로써， RODOS에는 플륨， 퍼프， 입자모텔 둥 여러가지 확산모델이 

포함되어 있는데I 사고시의 누출 유형， 지형조건， 대기안정도 둥올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텔을 선돼하여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바. 프랑스의 ECRAN 시스탬 

프랑스에서는 20 개 부지에 42 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 모 

든 원전의 방사능자료를 중앙 집중화하고 또한 사고시 기상자료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대기방출로 인한 영향올 평가하기 위해 초기 단 

계의 비상대응 시스댐인 ECRAN 시스탬이 1987년 Cruas 원전에 셜치되어 

운용중에 있다. 이 시스댐에는 국지영역에서 빠른 계산흘 위함 국지 비상 

대응시스댐과 기상예측을 통해 광역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광역 비상대응시 

스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I 그립 2.4에 운영체제를 나타냈다.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이동 및 확산은 방출원으로부터 거리 빛 기상특성에 

따라 3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짧은 계산시간이 요구되는 국지규모 (10 

km), 표준 기상예측모델로는 해석할 수 없는 지형효과가 중요한 지역규모 

(100 km) 그리고 표준 기상예측모텔로부터 유도되는 궤적에 따라 이동하는 

광역규모 (1000 km)로 나쥔다. 이러한 모든 규모에 대해 방사능 영향평가는 

다음 단계에 따라 수행된다. 

• 방사선원향 평가 

• 기상상태의 측정 및 예측 

• 방사선 피폭해석 

• 지표면 방사능 및 침적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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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및 확산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선 피폭의 평가는 평가 규모에 따라 다 

른 모텔과 시스탬이 사용된다. 국지규모의 경우， 간단한 방사성물질의 이통 

및 확산모텔과 소형컴퓨터 (국지시스댐)을 사용하나 지역규모 또는 광역규 

모의 경우， 해당 규모에 대한 기상모텔이 요구되므로 대형 컴퓨터 (중앙시 

스탬)가 사용된다. 이러한 평가 규모간 연계를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 중앙시스댐에서 국지시스댐으로 부지에서의 수직 기상예측정보 

• 방사능 시료 샘플링r 기상자료둥 국지적 측정정보 

• 중앙시스댐에 의혜 계산되는 방사선원항에 대환 정보 

• 방사성물질의 농도I 침적 및 손실에 대한 정보 

쩨 2 철 방사전 피폭혜석 

1. 외부피폭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중 공기중의 감마선원에 의한 외부피폭계산이 가장 

복잡하다. 그 이유는 방사성물질올 포함한 방사농운 (radioactive plume)의 

크기 및 농도가 변화하고 공기중에서 감마선의 평균자휴행정 (mean free 

path)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2.10]. 대기중의 방사생뼈종에 의해 주어지는 

외부 감마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기중 농도률 계산하기 위한 확산 

모텔과 홉수선량 (absorbed dose)올 계산하기 위한 피폭선량 평가모텔이 요 

구된다 Gaussian 분포에 기초한 확산모텔이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롤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I 이 유형의 모델들은 수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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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평지에 적용하는 경우에 실험 결과와 계산치가 잘 일 

치한다고 알려져 있다[2.11， 2.12]. 그런데 복잡한 지형의 경우에는 Gaussian 

분포에 기초한 확산모댈을 적용하면 계산결과가 실채의 농도분포와 크게 다 

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으로 이루어진 복잡 

한 지형에서는 질량보존 확산모텔과 같은 상세한 수치모델의 적용이 필요하 

다. 표 2.3에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피폭선량 평가모텔올 정리하였다. 

가. 반무한 모델 

대기중에서의 방사선 피폭선량 명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기중에 

분포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광자 (photon)에 의한 외부 피 

폭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경우는 방사성물질이 대기중에서 매 

우 복잡하게 분포하므로 외부 피폭선량올 평가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계산올 쉽게하기 위한 단순화 가정을 도입한다. 단순화 가정들 중 

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방사성물질이 무한 또는 반무한 (semi-infinite) 

영역에서 균일 (uniform)하게 분포한다는 가정이 있다. 

반무한 방사능운의 가정은 피폭되는 사랍이 방사성물질올 포함하는 거대 

한 공기 덩어리와 지표변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올 기초로 한다. 반 

무한 방사능운의 가정을 사용하면 계산이 단순하고 피폭되는 사랍이 받올수 

있는 최대 피폭선량 강올 얻올 수 있다[2.13]. 이 가정에 근거하여 외부 감 

마피폭선량 평가시 가장 간단한 선량환산인자 (dose conversion factor)를 

적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선량환산인자를 사용하여 방사선 피폭올 평 

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l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에 단순히 선량환 

산인자를 곱하면 구하고자 하는 외부감마 피폭선량률올 얻올 수 있다[2.14]. 

선량환산인자는 방사성핵종의 단위 농도당의 선량당량률 (dose equivalent 

rate)로 정의되며l 방사선의 유형l 피폭되는 형태 및 신체의 장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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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외부 감마피폭해석 모델의 구분 

(Classification of extemal gamma dose model) 

Distribu tion 

of Author Remarks 

Radionuclide 

....................... ‘ ....... “ ‘ ........... ‘ 

Uniform Kocher(1979) - dose rate conversion factors for 
semi-infinite uniform cloud 

Healy & Baker(1960) - long-term dose due to sector averaged 
plume 

Imai & Ijima(1970) - precise computation of gamma exposure 
by use of an electronic computer 

Clark(1973) - time integrated concentration of all 
nuclides are transformed into 12 group 
gamma source 

Lahti et al.(1981) - a library of dose-rate kemels obtained 

Gaussian 
by numerical integration over finite 
plumes 

Arras(1981 ) - plume is divided into a number of finite 
segments of a series of concentric, 
cylindrical shelIs 

Nie et al.(1985) - semi-infinite Gaussian distribution is 
replaced by semicircular one 

。vercamp et al.(198끼 - the extension of Healy & Baker’s 
long-term dose model to short-term 
estimation 

M. Kai (1985) - unit-cell dose files were made with 
Monte Carlo integration 

Arbitrary 
Present Study - one-dimensional numerical integration by 

the assumption of equivalent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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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고유값을 갖는다[2.15].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감마피폭올 계산하기 위하여 

Kocher와 Sjoreen[2.16]이 지표면에서 단일 에너지를 방출하는 광자에 대한 

선 량환산인자를 구하였다. 

선량환산인자는 방사성물질이 전 공간에 균질하게 분포해있다는 가정올 

근거로 얻어진 값이므로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룹 수가 있다. 특히 방출지 

점에 근접한 위치에서의 평가나 지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상당한 오차가 발 

생 할 수 있다[2.1 7]. 

나. Gaussian 분포를 가정한 근사모렐 

보다 실질적이며 손쉬운 외부 감마피폭평가 방법으로 Gaussian 분포에 

근거한 근사모렐들이 개발되어 왔다 Healy와 Baker[2.18]가 연속 장기간 

방출의 경우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외부 감마피폭선량 평가방법을 제안하 

였다. 

일본의 Imai와 Iijima[2.19]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부 감마피폭의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때 방사성핵종의 공기중 농도는 Gaussian 형태로 가 

정하였다. 방사능운의 크기에 관련된 변수는 Pasquill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대기안정도， 방출높이 그리고 감마에너지에 대하여 계산결과를 

분석하였다. 

Clarke[2.20]는 원자력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중으로 누출되는 사고 

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산모텔올 개발하였다. 이 모텔에 

서는 Gaussian 분포인 방사능운 안의 임의의 지점에서 시간누적 농도값 

(time-integrated concentration)을 12 구간의 감마에 너 지 값에 대 하여 평 가한 

후，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올 통해 외부 감마피폭선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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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hti[2.21]와 그의 통료들은 외부 감마피폭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였다. 신속한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량인자를 유한 방사능 

운에 대한 상세한 수치적분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선량인자는 감마 붕괴자 

료를 이용하여 13 개의 불활성기체에 대하여 계산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확장시켜 비상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2.22]. 결과를 확 

장시킨 이유는 실제 원자력 사고시 방사성핵종들이 뒤섞여서 방출된다는 점 

과 풍하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피폭선량률의 감소가 비상대용책 결정시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붕괴당 평균 감마에너지 0.8 

MeV를 기준으로 풍하방향과 그에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외부 감마피폭션 

량률을 평가하였다. 

Aπas[2.23]는 방사능운올 유한한 크기의 여러 부분 (segment)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근사모델을 제안하였다. 각 부분은 Gaussian 분포를 갖는 동심 

(concentric)의 실련더형의 첼 (shell)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따라 

서 각 부분에 의한 피폭션량은 각 부분에 속한 웰로부터의 피폭션량을 모두 

합하면 얻어지고I 총 피폭선량은 각 부분에 의해 주어지는 피폭선량올 모두 

합하면 구혜진다. 

Nie[2.24]와 그의 동료들은 지표면 방출의 경우에 방사능운의 중심선에서 

외부 감마피폭선량을 명가하기에 적합한 근사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 

의 특정은 수치적분을 단순확시키기 위하여 반무한 Gaussian 핵종 농도분 

포를 균절한 농도값을 갖는 원형의 분포 (circular distribution)로 대치시킨 

점이다. 균질의 원형분포로부터의 피폭선량률은 특수함수률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l 이 방법을 이용하면 외부 감마피폭계산시 요구되 

는 삼중 적분을 단일적분으로 단순확시킬 수 있다. 

Overcamp와 Fjeld[2.25]는 Healy와 Baker가 장기간의 피폭선량 평가를 위 

해 제안한 방법을I 지표방출과 고도방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단기간의 

-33-



피폭선량평가가 가능한 모렐로 확대시켰다. 이 방법에서는 복잡한 수치 적 

분이 필요치 않고 단지 단순적분 또는 그래프를 읽는 것으로 계산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수치해 모렐 

Gaussian 분포를 기본으로한 근사모탤들은 적용 및 취급이 용이하고 

평지의 경우에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장점이 있긴하지만， 우리나라와 같 

이 복잡한 산악지형이 많은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의 농도평가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복잡한 지형에서 지형효과 퉁올 고려하여 공기중 방사 

성물질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량보폰 (mass consistent) 모델같은 

상세 수치모델의 적용이 요구된다[2.26， 2.2꺼. 상세 수치모델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전 공간이 육면체 격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 

며， 피폭선량평가에 요구되는 모든 자료들은 각각의 육면체에서 계산된다. 

한 육면체 격자로부터의 외부 감마피폭선량올 계산하기 위해서는 삼중적분 

이 요구된다. 이때 삼중적분에는 임의의 점으로부터 주어지는 외부 감마피 

폭 계산식이 포함되는데l 이 식은 해석적으로는 풀리지 않아 계산시간이 크 

게 소요되는 수치적분올 수행해야 한다. 

원자력 비상시 외부 감마피폭선량을 평가하는 목적운 주변 주민의 피해률 

신속히 예측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웅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상세한 계산을 수행하면서도 계산시간올 단축시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의 M. Kai는 기여 격자선량 (attributable cell 

dose) 자료를 사용하여 외부 감마피폭평가시간올 단축시킬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 모텔에 사용된 선량자료는 특정 크기의 육면체 격자에 대 

하여 외부 감마피폭선량올 Monte Car10 적분을 수행하여 구하였다[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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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피폭 

원자력시설의 사고로 인해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윤 호홉파 음식물 

섭취에 의해 인체에 유입되므로써 내부펴폭을 일으킨다. 특히 오염된 음식 

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은 다른 피폭경로와 달리 사고시점에 따라 그 영향 

의 차이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방사성물질의 침적시점과 침 

적후 시간에 따라 환경에서의 핵종이동을 모사할 수 있는 동척모델이 선진 

각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아울러 정확성 향상을 위해 모댈의 환경입력변수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가. ECOSYS-87[2.29] 

1982년 독일 GSF 연구소 (Forschungzentrum fur Umwelt und Ge

sundheit)에서 자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동적 섭식경로모델 ECOSYS올 개발 

하였다. 이 모델은 다른 대부분의 동적모델파 마찬가지로 구간모델이다. 

구간모텔은 적은 환경 입력자료로 핵종이동을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모델 및 입력자료의 불확실성 동으로 인해 예측치논 실제 결과와 많용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체르노빌 사고 이후 1987년 말에 

새로운 단속 시간종속모델인 ECOSYS-87이 개발되었다. 핵종이동 메카니즘 

으로 건·습첨척에 의한 식물의 차단， 식물의 잎에서 가식부로의 전이， 토양 

심층으로의 이동/ 뿌리를 통한 홉수/ 재부유/ 풍화에 의한 제거， 성장에 따른 

회석， 토양에의 홉착/ 동물의 토양홉취 및 배설/ 그리고 옵식물 가공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농축 빛 회석 둥이 고려된다. 이 모웰의 중요한 특성은 식물 

의 차단계수를 잎의 면 적 (Leafy Area lndex : LAI)의 개 념으로 평 가한다는 

점이다. 토양의 면적에 대해 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정의되는 LAI 

는 대부분 모텔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율 (yield) 개념보다 보다 정확하게 핵 

종의 거동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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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ATHW A Y[2.30) 

이 모텔은 1987년 미국 DOE (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하에 콜 

로라도 주립대학에서 네바다 지하 핵실험자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구간모텔 

이다. 환경내 핵종이동 메카니즘으로 건침적I 풍화에 의한 제거， 토양의 홉 

착 및 탈착， 뿌리에 의한 홉수， 식물의 잎에서 가식부로의 전이， 재부유， 낙 

엽에 의한 토양의 오염， 강우에 의한 오염된 토양의 식물표면으로의 되튀김， 

동물의 토양 홉취 및 배설 둥이 고려된다. 중요한 특성으로 식물의 수율은 

S 자형 곡선에 따라 성장한다고 가정하였다. 

다. DYNACON 

이 모텔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동적 섭식경로모델이다. 

초기에 KORFOOD[2.31)로 명명되었으나 이후 수정올 거쳐 DYNACON으로 

개명되었다. DYNACON은 우리나라 환경자료의 부족으로 구간모델을 채 

돼하고 있다. 환경에서의 핵종이동 메카니즘으로 건침적에 의한 식물의 차 

단， 풍화에 의한 제거， 식물의 성장에 따른 회석， 재부유， 토양 심충으로의 

핵종이동， 식물잎 표면에서 내부조직으로의 전이， 뼈리홉수/ 토양의 홉착 및 

탈착I 동물의 토양홉취 둥이 고려된다. 중요한 특성으로 한국인의 주식인 

쌀에 대한 오염올 예측하기 위해 논에서의 핵종이동올 모사하고 있다. 사 

고시 피폭에 대부분 기여하는 3가지 핵총 (Cs-137, Sr-9α 1-131), 9가지의 식 

물 (쌀， 기타 곡류， 두류， 엽채류l 근채류I 과채류/ 서류/ 과일류I 목초)， 5가지 

의 동물성 음식물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난류， 가금류)에 대해 음식물내 

농도 및 피폭선량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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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철 야외확산질혐 

1. 확산실험의 특성 

확산실험은 그 목적에 따라 실험의 방법과 특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평지에서의 확산 특성올 고찰하기 위해서는 추적자의 방출점올 중심으로 원 

형의 포집망올 구성하는 것이 유려하다. 산악지형의 경우 추적자의 이동특 

성이 지형류 및 배기류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돌 대기류를 관측할 수 

있는 기상망올 구성하여야 한다. 

야외에서 확산실험올 수행하는데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며I 여러가 

지 제약점올 갖고있다. 그중 몇가지 사항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시료채취 격자지점수의 한계 

수백개의 포집기를 지형상의 격자에 총총히 놓고 포집올 하면 그 결과 

는 유효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겠지만， 5 km 밖까지 통일한 간격의 홈춤한 

격자상에 포집기를 배치할 경우 연구자금 및 실험 투여인력에 있어 현실성 

이 없다. 

비록 포집이 25 km 거려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운용에 제 

약이 따른다. 만약 비행물체 (항공기 및 헬리좁터)를 사용한다면 100 km 

이상도 가능하다. 실험범위가 넓을수록 난류 및 확산의 수직관측은 천 지 

역올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게 된다. 수직 플륨분포를 상세히 관측하려변 

경제적 문제를 해결키가 어렵지만I 기상탑， 풍선 및 항공기 둥을 이용하면 

상당한 양의 정보를 얻올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수직 기상관측외에 일정 

방향내 격자의 풍향은 풍향의 전이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이론에 

의한 조건이 아니라 실험관측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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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균질 난류조건에서의 확산 

대기는 실제 수직 방향으로 결코 동질성올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수평 

방향으로도 완전한 동질성올 가질 수는 없다. 이는 풍향， 풍속， 난류의 강 

한 수직구배에 의한 것으로 특히 일사에 의한 역전현상 중에 더욱 두드러진 

다. 

- 추적자의 방출시간파 시료채취 

원자력시설에 었어 단얼 때출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방출은 설체 순간 

방출에서 몇 년간의 연속 방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실험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범위내 방출파 포집에 국한된다 . 

. 침적영향 

수백 미터내 오염원이 확산되는 대부분의 확산실혐의 결과에는 사용된 

추적자물질의 침적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침척을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어 

려움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련의 확산실험에 있어 늘 중요한 부 

분이 되어왔다. 침적은 농도의 절대치에 영향올 주므로 거리에 따른 농도 

의 감소율I 수직 농도분포I 이들 자료의 부족둥이 실험지식에 었어 중요한 

제한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2. 외국의 실험예 

가. 미국 

(1) ANATEX 실험 

미국에서는 발전소 및 화학공장둥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 

의 확산특성올 평가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동안 수치모웰링과 현장관측올 병 

행하여 수행하여 왔다. 이중 1987년에 DOE[2.32]의 지원하에 Across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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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Tracer Experiment (ANATEX)라 명칭된 대규모의 야외확산실험이 

수행되었는데， 실험의 주요목적은 대기중우로 방출된 오염물의 장거리 확산 

특성올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은 1987년 1월에서 4월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약 1000 km의 

거리차가 있는 두 지점에서 추적자를 매 2.5일 동안 3시간 간격으로 방출하 

였다. 지상에서 약 77 개 주요지점에 포집기를 설치하여 실험기간동안 24 

시간 연속적으로 포집하였다. 사용된 추적자는 무독성 및 비침적성의 PFC 

(Perfluorocarbon compounds: perfluorocycloa1kane)로 대기중 장시간 체류 

하는 물질이다. 

포집기는 지상에서 PFC를 포집하기 위해 36 cm x 25 cm x 20 cm 크기 

의 약 7 kg의 중량을 가진 상자로 덮개와 파워 및 통제모률올 탑재한 본체 

로 구성되어 있다. 덮개는 녹슬지 않는 23 개의 강철 튜브와 다중의 스위 

치 밸브로 이루어져 있다. 본체는 분당 50 뼈의 공기를 포집할 수 있는 유 

량이 일정한 펌핑 시스템과 실험일자， 포집기간둥이 자동 기록되는 통제모 

률로 이루어져 있다. 이 통제모률은 가스 크로마토그라프와 자동 연결되어 

포집가스를 분석하는데도 이용된다. 또한 전원은 8 V의 재충전 맛데리가 

내부에 내장되어 있고， 110 V 전원올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시스템도 보유하 

고 있다. 포집기는 포집과 분석이 모두 가능한데 펌핑 시스템에 의해 채집 

된 공기는 다중포트 스위칭 밸브에 의해 홉착튜브로 모아지고 통제모률에 

의해 기록된다. 

포집점은 약 500 km에서 3000 km의 거리차를 두고 미국 천역올 포함하 

는 77 개 로 지 상에 배 치 하였고， 포집 기 는 NWS (National Weather Service) 

에 의해 관리되었다. 또한 일부 카나다 지역은 카나다의 대기 환경청에 의 

해 관리되었다. 포집기의 각 덮개에서 포집된 PFC 추적자는 가스 크로마 

토그라프에 의해 분석되었는데， 포집기의 통제모률올 가스 크로마토그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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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 연결하여 포집가스의 포집 일시 및 포집기간퉁이 기록될 수 있어 

정확한 분석을 돕고 있다. 

분석올 시작활 때 PFC와 불순물은 5 %의 수소-질소 가스공급에 의해 분 

리된다. 이는 일정한 전류공급 (14.25 A)에 의해 금속성 홉착튜브의 저항온 

도인 400 "c까지 가열에 의해 수행된다. 셜계된 컬럽시스댐올 통과한 후 

잔존하는 불순물은 200 "c에서 유지되는 팔라디움 촉매관에서 제거되고f 촉 

매과정에 의해 발생되는 습기는 Nafion 침투 건조기에 의해 제거된다. 이 

러한 과정에 의해 추적자는 크로마토그라프 컬럽에 의해 분리되며I ECD 

(e러lectron captu따ue de안tector야r) oJl 의 해 잡아낸 다. 

(2) ASCOT 실험 

미국에서 수행된 또다른 대표적인 야외확산실험의 예로는 1978년 

DOE의 주관하에 수행된 복잡한 지형상에서의 확산실험인 ASCOT[2.33] 프 

로그랩이 있다. 복잡한 지형상의 확산현상에 대해 미국 DOE가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주요 이유는 미국 서부가 거대한 화석 연료 에너지의 개발 

이 가능한 지역으로 둥장함에 따라I 이 에너지 개발 지역 주변의 복잡한 지 

형상에 대한 대기 이동 및 확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 었다. 1978년 ASCOT (Atrnospheric Studies in Complex Terrain) 프 

로그랩은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서 시작되었다. 

• 복잡한 지형상에서 대기 이동 및 확산에 대한 기초 지식의 향상 

• 개선된 정보를 이용하여 지형적으로 우세한 흐름의 물리과정을 고찰 

• 대기 quality 모델을 수행하는 방법론 도출 

국립 및 대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두개의 주요한 야외 관측실험에 참여 

하였고 다양한 이론적 해석을 수행하였는데I 이 프로그랭의 주요 관심사항 

은 야간의 배기류 (drainage flow)이었다. 이 야외 관측실험의 첫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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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981년 동안에 북부 캘리포니아 Geysers 지역에서 야간의 대기 순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1982, 1984년 빛 1988년의 ASCOT의 야 

외 실험은 서부 콜로라도의 유혈암 (oil shale)지역에서 깊고 좁은 계곡에서 

의 대기 동력학과 배기류 사이의 상호작용올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중 1984년 콜로라도주 Brush Creek 계곡에서 수행된 야외 관측실험의 지 

형특성을 살펴보면， 계곡 바닥은 1.5 도의 완만한 경사를 갖고 계곡의 바닥 

에서 약 600 m 높이의 벽면은 35 도에서 40 도의 상대적으로 급한 경사를 

갖고 있다. 

표 2.4는 이 지역의 야외 실험에서 사용된 기구들의 목록올 보여주는 것 

으로 기구들의 공간적 적용범위가 좋아 상당한 정확도를 갖는 질량속을 계 

산할 수 있었다. 추적자를 이용한 실험에는 oil fog와 3 종류의 기체 추적 

자가 이용되었는데， oil fog는 Brush Creek의 지류에서 대기의 유입올 평가 

하기 위해 주위가 절벽을 이룬 대지의 정상에서 방출하였으며 oil fog의 이 

동과 회석 (dilution)은 사진에 의해 해석되었다. 두 종류의 PFC 추적자가 

계곡내 지표면과 지표면으로부터 200 m 높이에서 방출되었고， 한 종류의 

기체 추적자가 oil fog 방출지역 근처의 주위가 절벽올 이룬 대지에서 방출 

되었다. 

추적자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이 지역의 계곡에서 야간에 관측된 대기의 

이동 및 확산은 일반적으로 계곡위의 synoptic 흐름에 영향올 받지 않으며， 

추적자는 아침에 이류가 발달함에 따라 계곡의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계곡 바닥 근처에서 밤에 6 m/sec의 강한 

배기류가 관측되었는데， 이 흐름은 아침의 전이기간 동안에 약해지며 가열된 

계곡의 벽면을 향해 이동한다. 또 한낮의 흐름장은 잘 혼합되어 있고， 4 

m/sec의 최대 속도로 계곡의 상류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통일 기간중에 관 

측된 추적자 가스 농도의 둥놓도선에 의하면， 야간의 추적자 농도 분포는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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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984년 ASCOT 야외 관측 실험에 사용된 기구 

(Instruments used the field experiments of ASCOT in 1984) 

Instrument Number 

Tethered instrumented 뼈U∞ns 12 

Doppler acoustics sounders 7 

Vertical turbulence pro퍼e 1 

Instrumented towers 25 

〔빼cal anemometer paths 13 

Surface energy budget stations 5 

Dual Doppler lidar 1 

Upper air stations 5 

Tracers 4 

Vertical tracers profiler 11 

Surface tracer 앓m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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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닥 근처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침의 전이기간 풍안에는 폴륨이 가열된 

벽면올 향해 이동하고 계곡의 상충부로 이류하고 있기에 계곡찍 양쪽 벽면에 

서 추적자의 농도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낮의 농도분포는 계곡의 

단면상에서 잘 혼합되어 있는데， 1/10의 크기로 최대농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관측된 시간에 따른 최대농도 변화를 해석한 결과， 지표면이 태양에 의해 최대 

로 가열될 경우 추적자의 농도는 밤기간 동안 높고 낮에는 낮으며， 평균농도는 

일출 시간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3) EPA CTMD 실 험 

미 국 EPA의 CTMD (Complex Terrain Model Development) 프로그 

랩 [2.34]의 주요 내용은 추적자 실험의 셜계와 수행방법 그리고 3 곳의 위치 

에서 추적자 실햄에 의한 대기 흐름의 가시화 (flow visualization)이다. 이 

러 한 야외 실 험 용 Cinder Cone Butte (CCB) 언 덕， Hogback Ridge (HBR) 

능선 및 전형적으로 복잡한 강 계곡인 Tracy Power Plant (TPP) 지역에서 

대기 호름과 확산에 대한 연구로부터 진전올 보여왔다. 이 프로그햄의 취 

지는 우선 단순한 지형상에서 대기 흐름과 확산현상을 이해하고 이후 실제 

지형에서 이러한 현상들올 해석하는데 있다. 단순 지형인 CCB와 HBR에서 

는 자세한 대기 흐름과 추적자 농도값을 얻기 위해 측정장치를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션정할 필요가 었다. 

(가) Cinder Cone Butte 

첫번째 야외 실험은 Small Hill Impact Study #1 (SHIS #1)이라 

명명하였고， 그 수행 내용은 EPA의 CI’MD 프로그랩의 1981년 Mi1estone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CCB 지역은 아이다호주 Boise 근처의 넓은 

Snake 강 분지위 100 m 높이에 있는 언덕으로 이 지역의 정상에 2 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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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조물이 있는데 하나는 언덕의 북쪽 2 km 쯤 되는 곳에서 대기 흐름과 

온도를 판측하는 150 rn 높이의 기상탑이고 또 하나는 북쪽 정상의 30 rn 

기상탑이다. 그리고 이 언덕 근처에서 바랍과 온도값올 측정하기 위해서 

분지 바닥에서 65rn 정도되는 높이에 4 개의 10 rn 높이의 기상탑올 이용 

하였다. 

2 종류의 추적자가 600 에서 1000 rn 정도 높이의 길가에 위치한 기중기 

로부터 CCB 지역 중심에서 상류방향으로 방출되었고1 이 가스들은 CCB 주 

변의 약 100 개 정도 지점에서 채집되었다. 대기 흐름을 가시화시키기 위 

한 추적자로 oil fog를 사용하였는데， oil fog 플륨의 단면 분포를 얻기 위해 

1idar를 사용하여 채집하였고， 또한 약 3 km 떨어진 곳에서 조명을 위한 회 

전 탐조둥 (carbon arc-larnp)을 사용하여 이 지역으로 방출된 추적자를 사 

진으로 촬영하였다. CCM에서 관측된 현상들은 3차원 지형 주변의 대기안 

정도는 중립 및 충류화 (strtification) 상태에서의 대기 흐름을 연구하는 유 

체 모델링에 있어 일반적 흐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0 

m 기상탑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분할류선 ( dividingstrearn

line) 값은 분할류선 높이 (Hd) 위의 플륨물질의 흐름 형태와1 분할류선 높 

이 아래의 플륨물질의 irnpingernent나 또는 흐름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나타 

내는 변수이다. CCB 지역 정상에서 상숭한 Hd 위의 플륨은 산꼭대기를 

지날때 수직적으로 현저히 앓아지며， 산꼭대기의 아래방향으로 시간에 따라 

lee-wave가 우세한 구조를 갖는다. CCB 지역 주변을 통과한 Hd 아래 플 

륨은 지표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농도값올 가지므로 시료 포집장치에 잘 

포집되지 않는다. 언덕의 중심에 대해 작은 방향각올 갖고 CCB 지역올 향 

해 이통한 Hd 아래 플륨은 이 지역을 가로질러 전후로 꾸불꾸불하게 움직 

이며 언덕에 위치한 시료 채집장치에 큰 농도값으로 포집된다. 

CCB에서 수집된 관측자료의 분석결과와 EPA CTMD 표로그램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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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두번째 Milestone 보고서에 의하면 추척자 가스가 상대척으로 최대 

농도를 갖는 위치는 분할류선 Hd어| 대한 초기 플륨 높이의 비율에 의존한 

다. Hd 위에 있는 플륨의 경우 언덕의 정상주변이나 바랍이 불어가는 쪽 

에서 큰 농도값올 갖고， Hd 아래 플륨은 언덕의 바랍이 불어오는 쪽에서 

최대 농도치를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일부 유선 상송이 대개 뚜렷한 

현상이기는 하지만I 플륨의 초기 높이 아래에 위치한 시료 채집장치에서 최 

대 농도값이 관측되는 충분한 수직혼합이 발생한다. CCB 정상에 셜치한 

150 m와 30 m의 기상탑으로부터 관측된 온도자료의 분석결과는 FMF 

(Fluid Modeling Facility)의 풍통장치 (tow tank)에서 종형상의 언덕위에서 

수행한 약한 성충 흐름과 일부 유사한 결과를 갖고 있었다. 

방출 유량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추적자 농도에 비해 실제 관측된 최대 

10 배 큰 추척자 농도값에 관련된 기상 변수들의 요약은 EPA CTMD 프로 

그랩의 1985년 다섯번째 Milestone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SF6 놓도 최대값 

의 반 정도가 플륨의 높이와 Hd의 높이와 거의 같아질 때 발생하며I 다른 

5 개 최대값은 플륨이 Hd의 위에 있는 3시간과 플륨이 Hd의 아래있는 2시 

간 동안에 발생환다. SF6 자료의 분석결과 관측시간의 약 55% 정도에 폴륨 

이 Hd 위에 있고， 약 18%는 플륨이 Hd의 높이와 거의 같고， 27%는 플륨이 

Hd 아래쪽에 있다. 

방출된 CF3Br 플륨은 관측시간의 약 88%에 해당하는 시간에 Hd 위에서 

플륨이 형성되고I 약 10%는 플륨이 Hd 높이와 같온 위치에 있고 약 2%는 

플륨이 Hd 아래쪽에 있었다. 방출 유량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에 비해 

최대 10 배 크게 관측된 1시간 동안에는 플륨의 높이와 Hd 높이가 거의 같 

았고I 나머지 시간동안은 플륨이 Hd 위에 폰재하였다. 이러한 10시간 동안 

의 최대농도는 플륨의 초기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관촉되었거나I 플륨높이 

아래 언덕의 바랍이 불어가는 방향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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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ogback Ridge 실 험 

두번째 야외 실험은 Small Hill Impaction Study #2 (SHlS #2)라 

명명되었고I 그 내용은 EPA c1’MD 프로그램의 1983년 3번째 Milestone 보 

고서에 수록되었다. Hogback Ridge (HBR)은 뉴멕시코주 서부 약 15 마일 

쯤 위치한 없n Juan 산의 서쪽 경사지역인 콜로라도 고원에 위치한 곳으로 

야외실험은 고원에서 90 m 정도 높이의 능선에서 HBR 지역의 1.5 km까 

지 수행되었다. 야외실험온 CCB 지역에서 수행한 방법파 유사한데 HBR 

지역의 바닥에서 약 500 m의 높이에 150 m의 기상탑이 위치하고I 이 지역 

의 바닥에 약 30 m의 기상탑파 산봉우리 주변에 10 m의 탑이 껄치되었다. 

두 종류의 추척자가 HBR 지역 바닥에서 약 100 m 높이에 위치한 기중기 

와 150 m 기상탑에서 방출되었다. 사진촬영 및 lidar 생플링에 의해 플륨 

의 형태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추적자의 일종인 oil fog가 판례대 

로 방출되었다. 채집장치는 둥고선올 따라 이 지역의 바랍이 불어오는 쪽 

과 산꼭대기의 주요 4 개 지점에I 그리고 바랍이 불어가는 방향의 2 개 지 

점에 셜치하였다. 

HBR에서의 대기 흐름구조는 CCB에서 관측된 자료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는데， 온도구배는 안정된 표면상에서 척었고 그 결과 전형적으로 제 

트 분사방식의 오일매연 발생기에 의해 생성된 oil fog 플륨은 실제 방출높 

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력상승이 폰재하여 Hd 위에서 흐름이 나타난다. 

SF6 추적자는 이러한 상숭 분출물로서 고려되기 때문에 SF6 농도의 모든 

자료들은 Hd 위에서 플륨이 형성되고I 또한 관측된 oil-fog 플륨 자료에 근 

거한 가시척 형태의 모든 흐름은 Hd 위에서 나타난다. 

언덕의 위쪽에 위치한 기상탑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분 

할류선 높이 Hd는 해당 지형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흐름파 이 지형에 차 

단된 흐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이다. Hd 아래에서 방출된 추척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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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흐름내로 확산되고 바랍이 불어오는 방향의 지상에서 최대 농도를 가 

지며， Hd 위에서 방출된 추적자는 능선올 넘어가는 흐톰내로 확산되고 산 

꼭대기 주변이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지상에서 최대 농도값올 나타낸 

다. 

Hd 아래에서 플륨물질은 능선올 따르는 흐름성분이 있을때 셜치된 포집 

기로부터 능선올 따라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흥름성분이 작 

올 경우에 일부 물질은 능선면올 향해 이동하게 된다. 다른 풀룸물질은 지 

형의 낮은 위치의 배기류와 혼합한후 설치된 포집기 주변으로 흩어진다. 

방출유량속도률 기준으로 평가한 각 추적자 농도에 비해 실제 관측된 추 

적자 농도는 실제 최대 10 배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5번째 Milestone 보고서 

에 기술되어 었다. SF6를 포함한 oiI fog 플륨의 부협과 작운 온도구배 때 

문에 모든 SF6 플륨은 Hd 위에서 흐름이 존재하고 HBR의 산꼭대기 주위나 

바랍이 불어가는 방향의 표집지점 (receptor)에서 최대농도를 나타낸다. 방 

출유량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관측된 10배 륜 CF3Br 놓도는 Hd 아래 

의 폴륨농도와 일치한다. HBR지역 바닥에 위치한 30 m 기상탑에서 관측 

된 기상자료로부터 풍향변화가 심한 가벼운 공기가 HBR에서 방출유량 속 

도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상당히 큰 농도에 관련되어 있음윷 알 수 있었다. 

HBR의 정상에서 2차원적 흐름 특성과 lidar에 의해 많은 시간 동안 잘 

관측된 oiI fog 플륨의 단면도로 Hd 위의 흐름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올 평가 

할 수 있다. 5번째 Milestone 보고서에 수록된 관측결과에 의하면 이 단면 

도는 절단면이 있는 언덕의 HBR 지역상에 유선높이흘 모텔령하는데 유용 

한 자료임올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2차원 능션형태와 포탠쩔 흐룹올 

계산하는데 있어 관측된 유선 높이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충류 

화와 전단값없이도 Hd 위의 흐름에 대한 포텐셜 흐롬올 계산하는데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율 제시하는 것이다. 층류화가 2차원 역다각형 모양의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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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꼭대기에서 유선높이를 모델화하는데 관련성이 있올때l 관측자료가 상당 

히 잘 모델화되어야 한다. 

(다) Tracy Power Pant 실 험 

네바다주 Reno 동쪽에 위치한 Tracy 발전소 주변 Truckee 강 계 

곡에서 두번의 야외실험이 수행되었는데l 첫번째는 야외실험의 가능성과 셜 

계 였고 두번째는 실증규모 플륨연구 (Full Sacle Plume Study, FSPS)였다. 

이 실험은 추적자 방출지점이 고정되어 있는 이전의 small hill에서의 실험 

과 상당한 차이점올 갖고 있는데 이곳의 지형은 꽤 복잡하고 지형의 수직규 

모는 300 - 900 m 정도의 높이롤 갖는다. 

SF6 추적자와 oil fog가 발전소의 91.4 m 굴뚝의 상류에서 방출되었고y 

CF3Br 추적자는 굴뚝의 동쪽 1.3 km 지점에 위치한 150 m 기상탑의 3 개 

높이 중 한곳에서 방출되었다. 이전의 small hill 야외 실험에서와 같이 oil 

fog 플륨이 2 개의 회전탑조둥올 이용하여 야간에 사진촬영하였고l 지상의 

lidar 시스템에 의해 먼 곳에서도 채집되었다. 또한 airbome lidar 시스탬 

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실험구역에서 oil fog 플륨의 이동과 발달올 추 

적하였다. 야외 실험지역의 지형에서 Truckee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 

르고 있고， 배기류 또한 계곡의 낮은 부분인 동쪽을 향해 흐르는 경향이 있 

다. 명백히 국부적 배기류 (local drainage wind)는 하강 경사방향으로 흐 

르고 배기류는 모든 방향에서 계곡내로 향하고 있었다. 안정된 총류화 흐 

름동안에 플륨과 지형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장 큰 포텐셜은 Beacon 언덕l 

남쪽 능선 및 Target 산 동의 지형에 존재한다. 이러한 지형은 발전소 굴 

뚝으로부터 계콕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밤기간의 흐름조건 동안에 예상되는 

플륨높이보다 더 큰 높이률 갖고 있다. 북쪽과 남쪽의 좀더 높은 지형은 

계곡내에 흐름이 채널링 ( channeling)되는 계곡의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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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PS의 자세한 내용은 5번째 Milestone 보고서에 수록되어 었다. 

가시적 플륨은 강한 충류확 기간동안 수직적으로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었 

고I 불연속적인 지형상 뿔 아니라 강 계곡에서도 시간 종속적인 wavelike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CI’MD 프로그램의 중요한 사항은 폴륨이 Beacon 

언덕과 같은 특이한 지형의 형상에 국부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계곡의 

channeling은 시간에 따라 Beacon 언덕으로 흐르려하고 플륨은 그 지역의 

형상에 대해 계산된 분할류선 높이에 따라 이곳의 위쪽이나 아래쪽 주변에 

서 옴직인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SHIS #1의 CCB에서의 야외실혐의 관측 

결파와 상당히 유사하다. 

방출유량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각 추적자 농도에 비해 실제 관측된 추 

적자 농도는 실제 최대 10 배 정도 나타나는데， 이에 관련된 기상변수들의 

관측결과는 5번째 Milestone 보고서에 요약되어 었다. 최대농도는 폴륨의 

높이와 같거나 이보다 더 큰 Hd를 갖는 지형상에서 판측되었고， 대부분 최 

대 SF6 농도는 발전소 굴뚝의 정상보다 더 높은 위치의 포집창치에서 발견 

되지만 플륨의 방출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놓여있는 포집장치는 몇개 되지 

않았다. 최대농도는 플륨이 단일 sheet t..l- 충아래 한정되어 상당히 안정된 

충류화가 된 시간동안에 Beacon 언덕에서 관측되었고I 포 다론 최대농도는 

추적자 플륨이 Beacon 언덕과 Target 산사이의 협곡사이로 channel된 흐름 

이 폰재하는 동안에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흐름영역을 결정하릎 Hd의 역 

할파， Hd위와 아래 사이에서의 풀륨의 거동은 SHIS와 FMF 실험에서 관측 

된 것파 유사하다. 

나.독일 

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이나 방사성물질의 방출융 수반하는 사고발생시 

오염물질의 환경에 대한 영향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오염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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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도방출올 하며 오염물질의 대기중 확산은 약 10 km까지가 주 

요 관심 영역이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환경영향 평가에 쓰이는 확산 모텔 

은 잘 알려진 Gaussian 모델이며 여기에 필요한 확산 파라메터를 얻기 위 

한 실험올 칼스루혜 원자력 센타와 쥬리히 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독 

일에서의 고유 파라메터 값을 결정하였다[2.35]. 

끈래의 발전된 모댈에는 기후조건의 변화와 복잡한 지형올 고려할 수 있 

는 퍼프， 격자， 라그란즈 퉁의 모델이 었다. 이런 모렐률은 일반적으로 수 

용되기 천에 관측에 의해 증명이 되어야 하며， 모델의 실증에는 상당량의 

데이타 베이스가 필요하며/ 이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확산실험 결과 

• 풍속장의 기상학적 관측 

• 실험 대상지역의 자세한 지형 기술 

독일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로 안전부에서 1986-1990년에 걸쳐， ‘·복 

잡한 지형상 단기방출후 오염물질의 대기확산에 대한 연구”에 연구자금올 

지원하였다. 

1970년 이래 계속되어 온 실험 대상지역이 1980년 초까지는 평탄하였으 

나， 최근 Sophie파löhe란 인공의 산이 석탄채취 활동에 의해 야적되어 만들 

어졌다. 이 작은 산은 KfK로부터 2km 떨어져 있고 구 KfK (현재 FzK) 

기상탑에 대해 주풍향에 놓여었다. 이 지역은 아주 잘 기술된 지형일 뿐 

아니라 확산실험에 아주 척절하도록 근접이 가능한 도로망을 포함한 지형구 

조를 갖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이 지역의 확산실험의 장점은 이십 

여년전부터 여러차례 평지실험올 거쳤기 때문에， 평지와 복잡한 지형상의 

확산특성에 대해 여러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있다. 

실험은 30 m 및 50 m에서 2 g/sec의 방출률로 SF6 가스를 배출했으며/ 

1970년대 실험의 경우 약 30여 지역에서 농도를 분석했는데 반해， 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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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약 50여 곳에서 150여 개의 공기 시료들이 포집되어 분석되었다. 

필요한 기상자료는 연속측정에 의해 관측되었으며， 야외 확산 실험중에는 불 

연속적으로 혹정되었다KfK 연구소의 기상탑 및 5 곳의 임시 마스트와 

Doppler SODAR가 연속측정을 위해 투입되었다. KfK 외에 실험에 참여한 연 

구소들이 실험기간 동안 추가로 투입한 기상장비는 표 2.5와 같다. 

다.일본 

일본 원자력연구소는 원전사고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에 대한 모델 

의 검증실험을 1980년부터 시행하였는데 [2.36]， 1990년부터는 보충 확산 실 

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실험은 SPEEDI 프로빼트의 일환으로 일본원자 

력연구소가 주관하였으며， 일본기상협회와 일본기상연구소가 참여하였다. 

모텔에 대한 검증실험으로 8번의 야외 확산실험이 수행되었는데， 1980부 

터 1983년까지는 해안지역에서， 1984부터 1985년까지는 산악지형에서의 실 

험이 일본 원자력연구소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 해안지역 실혐의 주요 관 

심사항은 해풍에 의한 fumigation으로 추적자는 SF6를 사용하였고， 120 m의 

높이에서 90분 동안 방출하였다. 포집은 방출점으로부터 반경 15 km내의 

30 개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산악지형에서 실험의 주요 관심사항은 지형영향에 의한 대기류의 거동으 

로， 바랍이 계곡의 아래방향파 윗방향으로 볼때의 확산특성올 조사하기 위 

한 것이었다. 대상지역은 쪼꾸바산으로 방출은 200 m의 높이에서 90분 동 

안 방출하였고， 포집은 쪼꾸바산 정상 중심에서 반경 10 km 내의 40 개 지 

점에서 수행되었다. 야외확산 실험시 기상관측 장비로는 Rawinsonde, 

ballon, Doppler SODAR, Kitoon, anemometer 퉁이 이 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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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Sophie빼öhe에서의 확산실험에 투입된 기상장비 

(Meteorological instruments used diffusion experiments in 

Sophie따löhe) 

「참휴뚫 r- 투입기상장비 그 
DWD I Radiosondes with radar tracking, pilot b허loons， 

radar tracking of Tetroon 

I타i 4 aerosol tracer, mobile van 

IGM Radiosondes and Tethersonde 

APL NER sampling stations, gas chrornatograph 

Rh.W.TüV Doppler SODAR 

RISO Te야tersonde， ultrasonic anemometer, srnall masts 

SCK sampling stations, gas 하talysis 

πN Rhl Doppler SO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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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I :훌 훌팡 ￥뺀후흙재뿔 ￡용혈햄Lß훌훌 뿔 훌훌훌4 

쩨 1 철 질시간 방사챔 펴폭해석시스햄 채발 

원자력시셜의 사고로 인하여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주변환경으로 이동된다.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확산， 이동 

및 침적 풍의 과정올 통해 누출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풋까지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방사성물질의 실시간 피폭해석을 위해서는 바람장 발생， 대기확 

산 및 선량평가 동의 여러 모텔들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시에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므로 계산과정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통체하 

고l 신속한 대용책 결정올 지원하기 위하여 예측결과롤 그래픽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FADAS 개발의 목적은 원자력 시셜의 비상 사태시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 

사성물질의 영향올 신속 정확히 평가·예측하여 주변 주민의 안전올 확보하 

기 위한 실시간 피폭해석 전산지원체제를 수립하는데 있다. 이같은 목적으 

로 개발된 FADAS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구축한 국가 방사선비상대 

용체제 CARE에 활용되어 방사선량 평가기능올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실시 

간 피폭해석에 펼요한 기본 모률을 개발하고 모률간 요구되는 자료의 입·출 

력올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통제 프로그랩을 개발하여 HP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운영되도록 하였다. 

1. FADAS 모텔개요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해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기 위 

해서는 여러 계산단계가 필요하다. 실시간 피폭해석 시스댐은 바람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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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분포 결정， 피폭해석 둥의 기본적인 계산 모률들과 계산된 결과의 신속 

한 해석을 룹기 위한 그래픽 모률올 포함한다. FAD싫에 사용된 바랍장 

발생 모률은 대기안정도에 따른 풍속의 수직변화를 고려하여 3차원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놓도분포 결정율 위해 PICK 방법보다 계산과정이 간단 

하며 계산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random walk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피폭해석을 위해 3차원 공간상의 육면체 격자를 균질의 농도분포를 갖는 구 

로 가정하여 3중 적분을 단일척분으로 단순화시킨 후， 수치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모텔을 개발하였다. 그래픽 처리는 화면위에 여러가지 필 

요한 정보를 색상올 사용하여 화면에 보여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래 

픽으로 처리되는 정보들로는 원자력시셜이 정상상태인 경우 풍향， 풍속 둥 

의 주변 기상상태， 사고의 경우 순간， 누적， 예측치로 구분된 천신과 갑상선 

피폭선량， 그리고 비상대웅 결정을 룹기 위한 부지 주변의 도로망， 학교I 병 

원 동의 사회환경 자료둥이 있다. 그림 3.1에 FADAS의 전반적인 흐름도 

를 나타냈다. 

가. 바랍장 계산 

바랍장은 계산영역내의 지형 및 기상조건에 따라 변화되며 방사성물질 

의 농도분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FADAS에서는 원자력시설 부지내 

기상탑 및 여러지점의 자동 기상관측망 (AWS)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내· 

외삽하여 계산 영역내 바람장의 초기값올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바랍장이 

연속방정식올 만족시키도록 유도된다. 이를 위해 원자력기술 교류협력에 

의거 독일 KfK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전산코드인 MAKOS를 

사용하였다.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토대로 주어진 측정지점에 

서 수직방향으로는 높이에 따른 풍속의 구배가 로그 profile을 가진다고 가 

정하여 높이 z에서의 풍속 l V( z)1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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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삽 (INT많POL) 

짚량보존 바람장 
(κWFM) 

--
--) 기상자훌 

지혐자료 

• Random-Walk 
확산모댈 (RWI>>I) 

철량보존법칙 

선윈항 

야외확산실험 수행 i 
““r· 

쐐
 째
 

짧
 떼 

• 

비상대용 훌댈 

소개" 대피， 섭후|제한， 
주거제한용 

그림 3.1. FADAS의 계산 흐름도 (Flow diagram of F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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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z)1 = 훨 (ln 좋 ) (3.1) 

여기서， 

u. 마찰속도 

x von Karman constant 

Zo 표면조도 

다음에 대상지역의 3차원 격자에서 풍향·풍속 (wind vector)올 각 높이마 

다 x-y 평면에서 내삽법올 사용하여 격자값올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내· 
외삽 방식으로 구한 바랍장이 연속방정식올 만족시키도록 보정하게 되는데/ 

바랍장의 초기값이 아래의 연속방정식올 만족시킬 때 주변의 지형효과와 기 

상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a a a ___ n 
~u + ~v + ~ω= 0 ax “ ay V I az IN V 

(3.2) 

여기서 u， v, ψ는 각각 x , y , z 방향의 속도 성분이다. 변분법올 사용 

하여 아래의 함수 E가 최소값올 갖도록 하면 연속방정식을 만족하는 바랍 

장올 얻올 수 있다. 

E( u, v, ω， A) = J)ai ( μ - UO)2 + ai( v- VO)2 + a~( ω- ω0)2 

au I aV I a +A( ~~ + ~~ + ~낌)] dV ax I av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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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 a2는 각각 수직t 수평성분 수정치의 상대적크기를 규정하는 

가중계수이다. À는 Lagrange 미정계수로 수정성분을 고려한 일종의 속도 

potential이며 아래의 Poisson’s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a 2À I a 2À I 1 a] \2 a 2À _.... _21 aUO I aVO I aW 
과2+과f+(흉) 동f =2 aî(검E+피고+피웅) (3.4) 

구해진 A를 아래의 Euler-Lagrange 식에 대입하여 최종적으로 질량보폰 

을 만족시키는 바랍장올 구하게 된다. 

갱
{
냉
 
뽑
 

1
-
n

낌
·
1
짧
 

+ 

+ 

찌
 

씨
 

(3.5) 

(3.6) 

~{~ 。?( ~~) 2a~ \ az (3.꺼 

여기서I 아래 첨자 %과 O는 각각 수정된 풍속과 원래의 풍속을 뭇한다. 

모든 3차원 격자에서 바랍장이 계산되어 대기확산 모렐로 입력되어 농도분 

포 결정에 이용된다. 

나. 농도분포 결정 

FADAS에서는 random walk 방법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농도분포를 계산한다 random walk 방법에서는 농도구배에 관계없이 각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확산되므로 계산 시간간격마다 농도를 구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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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컴퓨터의 기억용량과 계산시간올 줄일 수 있으며， 계산과정이 

간단하다. 또한 유한차분법을 사용할 때 겪게되는 가상적 Eulerian 수치 확 

산의 어려움올 Lagrangian marker 입자를 사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장 

점올 가지고 있다. 

Random walk 방법 에 는 Makov-chain 방법 과 Monte-Carlo 방법 이 있는 

데， FADAS에서는 계산방법이 간단하며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타당성올 

입증받고 있는 균동확률의 난수분포를 사용한 Monte-Carlo 방법올 채택하 

여 입자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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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diffusion)으로 주어진 시간간격 동안에 초기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이통 

한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변위는 이류와 난류에 의한 변위의 합으로써 표 

시된다. 

초기시간에서 어떤 시간간격 동안에 X. Y. Z 축에 대한 변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t+ D.t. Y t+ D.t. Z t+ 써 = [Xt+(u+2μlJ)ð. t.Yt 十 (v+2vV)ð. t. 
(3.8) 

Zt+ (w+ 2~m ð. t] 

여기서 μ • v. ~는 각 방향에 대한 둥가난수 (uniform random number) 

로 -0.5에서 0.5의 값올 갖는다. 

u. V. "는 아래의 식들로 계산된다. 

u= 짧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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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懷

w= ，됐 

(3.10) 

(3.11) 

따라서 확산도 k를 구함으로써 3차원 공간에 대한 업자의 변위를 구할 

수 있다. 확산도는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값보·다는 실측자료에 근거환 경험 

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kJ는 대기안정도 둥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d
 

1-2 
b
ι
l
 

(3.12) 

여기서 ðJ는 플륨의 표준편차이다. 이는 풍하거리와 대기안정도 둥급의 

함수로 주어진다. 이 프로그랩에서 ði = ðx )와 ðz의 식은 Brigg의 실험식 

으로부터 얻어지며 식 (3.12)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 i 」k 혈 = U ð 혈 2 dt dr .. VJ dr (3.13) 

여 기서， ðJ는 지표변 방출 (ground release)에 대해 실험으로부터 구한 값 

이므로 고도 방출 (elevated release)의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를 낳는다. 오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야외확산 실증실험올 통해 얻어진 변 

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각 격자공간에 포함된 업자의 질량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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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방출되는 입자는 모두 동일한 질량올 갖는다고 가정하므로 입자의 

질량은 입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입자의 수를 세므로써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3차원 격자모텔에서 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수의 

입자를 이용해야 현실성 있는 결파를 얻게 되므로 단순히 입자의 수를 세는 

방법은 척절하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 

는데 입자를 하나의 부피 방출원으로 가정하는 방법파 kemel density 방법 

퉁이 있다. 

본 모렐에서는 매 시간간격마다 입자의 확산범위가 제공된다는 점에 착안 

하여 이 범위내에 입자가 균퉁한 확률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농도계산에 

이용하였다. 그렴 3.2는 이 방법올 x , } 방향의 이차원으로 간략하게 나타 

낸 것인데， 임의 시간에 추정된 한 입자의 위치를 P(x， y， z)라고 가정하면 

식 (3.9)-(3.11)로부터 난류에 의한 입자의 확산 범위는 세 방향 각각 

x:t UL1t, y :t ~낌t， z:t WL1t로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세 변의 길이 

가 각각 2UL1t, 2~낌t， 2WL1t인 육면체가 된다. 이 육면체는 농도계산을 

위해 나누어진 여러 개의 격자에 걸칠 수 있고 이럴 경우 격자에 걸친 만큼 

의 부피를 계산하여 그 부피의 분율올 입자가 그 격자에 존재할 수 있는 확 

률로 추정한다. 이 확률만큼 입자의 질량올 나누어 각 격자에서의 농도분 

포를 계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kemel density 방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확 

산파정이 되므로 각 시간간격에서 농도분포를 계산할 때에는 입자의 난류에 

의한 확산파정올 계산하기 전에 농도분포를 계산하도록 프로그램올 구성하 

여 중복된 확산계산올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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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Kemel density 방법을 이용한 농도분포 결정 

(Determination of concentration distribution using kemel 

densit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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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피폭해석 

(1) 외부피폭 

(가) 공기중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감마피폭 

피폭계산의 기본식은 점선원 (point source)으로부터의 감마 선량 

률올 계산하는 것이다. 지표면 위의 한 피폭지점에서 거리 7 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농도 q의 점선원으로부터 주어지는 외부피폭 선량률 

( D~)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μaqEy (I +k μ r) e-μr 
Dr = 0.0404 ~U .. -r 

여기서l 

μ a 공기중에서의 에너지 홉수계수 

μ : 공기중에서의 총 감쇄계수 

E~ : 감마선의 평율에너지 

k = (μ- μa)/μa 

(3.14) 

방사성물질이 폰재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윗 식올 척분하면l 한 지점에 

서 받게 되는 외부피폭 선량률올 얻올 수 있다. 일반척으로 피폭계산의 경 

우 3차원 공간올 육면체 격자들의 집합으로 취급한다. 육면체 격자로부터 

받게 될 외부 피폭선량은 식 (3.14)를 X , Y 와 z 방향에 대해서 식 (3.15)와 

같이 적분하여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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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 (3.15) 

식 (3.15)의 적분과정은 복잡할 뿔 아니라 3차원 공간내의 모든 격자에 적 

용할 경우 계산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사고결파의 실시간 평가에 적용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실시간 사고해석 시스댐에서는 계산시간올 

줄일 수 있는 방법올 개발하여 외부피폭 계산에 이용하였다. 일본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실시간 피폭해석 시스댐인 SPEEDI에서는 Monte-Carlo 

적분법을 이용하여 특정 크기의 격자/ 해종 그리고 거리에 대하여 피폭계산 

올 미리 수행한 후 이 결과를 선량 데이타 라이브러리화하여 사용환다. 

FADAS에서는 육면체의 격자를 퉁부피의 구 (sphere)로 가정하여 적분 계산 

올 단순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선 부피소 dV는 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 (3.1이으로 정의할 수 

있다. 

dV = 2 π ? sin8 d8 d1' (3.1이 

식 (3.14)과 식 (3.16)를 식 (3.1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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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1 = 0.0404 μa Q Ey 2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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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앙 

그립 3.3. 구 가쩡용 이용한 외부펴폭 계산 

(C떠culation of extemal gamma exposure using spheric떠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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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변수 7과 6는 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래의 식들로 표 

현된다. 

x = sin -l(O R~) (3.18) 

rmin = OP COS 0 - J?- - OPsin 26 (3.19) 

r max = OP COS 0 + J?- - OP sin 26 (3.20) 

식 (3.1꺼을 변수 7에 대하여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Dt= C2L8m[e -μrmin(ar때x+찌 e μr .... (armax + ß)]sinO d6 (3.21) 

여기서/ 

Cz=Cdμ 

a=k/μ 

β=k+l 

(나) 지표침적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감마피폭 

대기중의 방사성물질은 건·습침적， 강우 둥의 과정올 통해 지표에 

침적된다.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은 방사능운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 오랜 기간동안 주변 주민에게 방사선 피폭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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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감마피폭선량 r Dp은 아 

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r D양=0 여04 μa q ErJ~，∞ f∞ (1 + k/장u서 • e μr & 4 (3 22) 

여기서 y= .j b2 + x2 + i 이며I b는 지표변에서 피폭지점까지의 최단 거 

리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 재생인자내의 k/2 항은 지표에서 산란되는 방 

사성물질의 손실올 나타낸다. 

식 (3.22)의 이중적분은 그림 3.4에서와 같이 정사각형올 둥넓이 

(equivalent area)의 원판으로 취급하면 식 (3.23)과 같은 단일적분으로 나타 

낼 수 있다. 

I‘X ... ( 1 + ktl.(:/). e - μd 
r D양 = o.밍$ μa. q. Er• & (3.23) 

여기서 d=사2+X2 이고 Xmax 는 적분인자 x의 최대값이다. 

외부피폭 계산에는 많은 방사성핵종이 고려되므로I 3차원 공간에 위치한 

모든 핵종에 대하여 적분식을 적용하면 상당한 계산시간이 소요된다. 

FADAS에서는 각 핵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펑균 감마에너지에 대한 선량 데 

이타 라이브러리를 작성하여 계산시간올 단축하였으며r 표 3.1에 핵종별 평 

균 감마에너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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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지표챔척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평가 

(Estimation of extemal exposure from the radionuclide 
deposited on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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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핵종별 평균감마 에너지 

(Average gamma energy of radionuclide) 

핵 종 평[M균e에V너l 지 핵 종 

. 

Kr-85m 0.158 Ba-140 

Kr-87 0.793 Co-58 

Kr-88 1.955 Co-60 

Xe-131m 0.020 Mc• 99 

Xe-133 0.045 Tc-99m 

Xe-133m 0.041 Ru-103 

Xe-135 0.248 Ru-105 

1 -131 0.381 Rh-105 

1 -132 2.291 Zr-95 

1 -133 0.607 Zr-97 

1 -134 2.625 Nb-95 

1 -135 1.567 La-140 

Cs-134 1.553 Ce-141 

Cs-136 2.168 Ce-143 

Te-129 0.058 Ce-144 

Te-12야n 0.039 Nd-147 

Te-131m 1.426 Np-239 

Te-132 0.030 Am-241 

Sr-91 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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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에너지 
[MeV] 

0.195 

0.976 

2.506 

0.155 

0.127 

0.484 

0.784 

0.078 

0.735 

0.181 

0.072 

2.317 

0.077 

0.273 

0.019 

0 ‘141 

0.172 

0.028 



(2) 내부피폭 

원자력시설의 사고로 인해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호홉파 음식 

물 섭취에 의해 인체에 유입되므로써 내부피폭을 일으킨다. 특히 음식물섭 

취에 의한 내부피폭은 방사성물질의 침척시점에 따른 계절적 영향의 고려와 

아울러 실시간 평가가 가능토록 모텔링되었다. 

(가) 호홉에 의한 내부피폭 

호홉에 의환 내부피폭은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파 마찬가지로 

단기피폭경로이다. 지표에서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결정되면 호홉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체내유입에 따른 피폭선량은 아래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Dh = Rh Br L1T 훌 Xa.i D타'h.1 

여기서I 

Dh : 호홉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Sv] 

Rh : 피폭자의 거주위치에 따른 차폐계수 

DCFh : 호홉에 의 한 선 량환산인자 [Sv j Ci] 

Br : 호홉률 [m3jsec] 

L11 : 해당 위치에서의 거주시간 [sec] 

Xa 지표에서의 핵종농도 [Cijm2
] 

(3.24) 

호홉에 의한 내부피폭은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홉입된 후 일생동안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펴폭선량은 예탁선량당량으로 표현된다. 갑상선선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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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동위원소의 홉업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요오드 핵종만을 고려 

하였다. 

(나) 음식물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농작물의 오 

염운 여러 피폭경로를 거쳐 장기간동안 많은 사랍에게 피폭의 영향올 준다. 

특히 체르노빌사고 이후 음식물에 의한 피폭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선진 각국 

에서는 사고후 농작물의 오염올 예측할 수 있눔 모텔의 개발과 아울러 농작물 

전이계수둥 관련실험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음식물에 의한 피폭영향운 크 

게 평형모델 (equilibrium rnodel)과 동적모텔 (dynarnic rnodel)을 사용하여 예 

측할 수 있다. 평형모텔은 원자력시설의 정상가동과 같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일정하고 이에 따른 식물파 토양과 같은 환경구성요소에서의 방 

사성물질의 농도가 향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평형모텔에 근거하여 개발된 

대표적 인 전산코드로 HERMFS[3.1], FOOO[3.2], AIR[)()5..EPA[3.3] 둥이 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의 사고시와 같이 단기간에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경우 환경 구성요소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장기간 동안 평형상태로 폰재 

하지 않으며I 이러환 경우 침적시점과 침적후 시간에 따른 환경에서의 농도변 

확를 해석할 수 있는 동적모델이 요구된다. 동적모텔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RAOF∞0[3.4]， ECOSYS-87[2.28], 

PAπiW AY[2.29], α)MIOA[3.5] 둥 여러 전산코드가 개발되었다. 체르노빌 사 

고후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에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기I 토양I 음식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 · 분석이 수행되어 개발된 모델의 검증과 아울러 방사성물질 

의 환경에서의 이동경로를 규명에 기여하였다. 실시간 방사능 재해대책 시스 

댐에서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은 일본의 SP많01[1.2]에서는 고려되고 있 

지 않으나 유럽 공동체 가 개 발한 RODOS (Real-바ne On-line Decis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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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5)와 EURALERT -89[24), 독일 KfK 연구소에서 개 발한 RESY 

(Re떠-바ne System)[3.6), 독일 GSF 연구소에서 개발한 p，때K (Progr없nm

system 갱r Abschatzung und Begrenzung Radi이o~er Konseque따en) 시 

스템[2.4]에서는 사고시 중요한 피폭경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된 실시간 피폭해석시스템 FAD싫에서도 음식물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영향올 

고려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자료를 사용하여 침척시점에 따라 환경에 

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동적섭식경로모델을 개발하였다. 

표 3.2는 외국에서 개발된 주요 실시간 방사능 재해대책 시스댐에서 고려되고 

있는 피폭경로를 보여준다. 

@ 환경에서의 핵종이동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중 일부는 식물의 

표면에 침척되고 나머지는 토양의 표면에 침적된다. 침척된 핵총은 여러 이동 

메카니즘올 거쳐 최종적으로 사랍이 먹을 수 있는 부위 (가식부)를 오염시킨다. 

이러한 핵종이통은 환경구성요소을 나타내는 구간 (comparbnent)간 핵종의 천 

달율을 사용함으로써 구간에서의 농도를 동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 환경에서 

의 핵종 이동 메차니즘은 다음과 같다. 

•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중력 및 기타 환경요인으로 식물파 토 

양 표면에 침척된다. 

• 식물의 표면에 침척된 방사성물질은 풍화I 강우와 같은 기후척 특성에 의 

해 제거되며I 제거된 방사성물질은 토양의 표변에 침척된다. 

• 토양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은 풍화 및 차량이동 퉁으로 인해 재부유된다. 

• 식물의 표면에 침척된 방사성물질은 내부조직으로 이동하여 가식부를 오 

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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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외국에서 개발된 실시간 방사능재해대책시스댐과 고려되는 피폭경로 
(Real-time dose assessment systems develo뿜d in foreign countries 

and considering exposure pathways) 
•••••• ~r.7 .... … .... ~n“.>>.… .•• 

시스댐명 
ARAC SPEEDI RODOS 

EURALE 
RFSY PARI< 

피폭경로 RT용9 

·방사능운으로부터의 O O O O O O 

외부피폭 

·지표에 첨적된 방사성 O × O × O O 

물질로부터의 

외부피폭 

·호홉에 의한 내부피폭 O O O O O O 

·음식물섭취에 의한 × × O O O O 

내부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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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 성장에 따라 단위 질량당 식물의 표면과 내부조직에서의 방사성 

물질은의 농도는 회석된다. 

• 토양의 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은 뿌리 홉수충올 거쳐 심충으로 이통 

한다. 또한 일부 핵종은 토양에 홉착 (adsorption)과 일부는 탈착 

(d않orption)된다. 

• 오염된 사료를 동물이 섭취함으로써 육류 및 우유와 같은 부산물올 오염 

시키고 일부는 체내에서 배셜된다. 

·수확된 음식물은 음식물의 준비기칸과 세척둥으로 방사성물질이 제거된 

다. 

@ 수학적 모텔링 

섭식경로 모텔링에서 구간모텔 사용의 잇점은 각 구칸올 독립적 

으로 다룰 수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칸단한 수화적모델로써 모사할 수 있 

다는 점이다. 각 구칸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농도변화 (dXï/dt, Bq m-2 d-1 

또는 Bq kg-1 dη는 구칸으로 방사성물질이 유입 되 는 율 (inflow rate)과 유 

출되는 윷 (outflow rate)의 차이로써 나타낼 수 있다. 

짧i = l훌ÀjjXj-Xi’ 1훌À i; (3.25) 
j*j j*i 

여기서， 

n 구칸의수 

Aψ : 천달윷 상수 [d-1 

이러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이 각 구칸에 대해 수립되면 연립 미분방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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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를 얻게 된다. 각 구간에 대한 미분방정식과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 

다. 첨 자 w는 weathering, tr은 translocation, g운 growth dilution, re는 

resuspension, up은 root uptake, pc는 perc이ation， le는 leaching, ad는 

adsorption, de는 desorption, d는 decay를 각각 나타낸다. 식물의 수율 (Y) 

의 첨자 f는 식물의 잎 , e는 가식부를 각각 나타낸다. 

• 식물 표면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XA ) : 

Are'f 쓰쓰~ = - {A w+ Atr + Ag+ Ad)XA + ( "~… )X dt '''w I "tr I "8 I "a/ .I ~A l' Y
j 

f' F，。
XA(O) =--=-τTA 

.l f 

여기서， 

f : 식물에 의해 차단되는 방사성물질의 분율 

Fo : 초기 방사성물질의 침적량 [Bq m-2 

• 식물의 내부조직 (또는 가식부)에서의 방사셜물질의 놓도 (XB) : 

響 =- {A g+ Ad)XB + 촬XD+써활)XA 

B(O) =0 

• 토양표변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Xc) : 

짧f.=-{Aκ+ι.e ' f+ Ad)X c+ (μ ηXA 
XcCO) = (1-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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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홉수충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Xd: 

짧뿔!2.=펀x→(μA샤le떠e 

XD(O이)=0 

·홉착층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XE) : 

활 = - (À t/e+ Àd)XE + ÀaaJ{n 

X e<O) =0 

·토양의 심층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XF ) : 

짧-행p+À융E 

X~O)=O 

@ 음식물내 방사성물질의 농도 

(3.3이 

β.31) 

수확기에서 농작물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c*v，떻 Bq kg-1)는 다 

음 식으로 주어진다. 

C~= {(XA , h. fw) + XB,h}. fa 

여기서， 

X A . h : 수확기에서 식물의 표면에서의 방사생물질의 농도 

어q dry k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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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B• h 수확기에서 내부조직 (또는 가식부)에서의 방사성물 

질의 농도 (Bq dry kg.1) 

fa : wet/dry 무게 비 

fμ : 세척에 의한 핵종제거 분율 

우유 육류와 같은 동물의 부산물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C*뻐ÍIIl1 Bq kg.1 

또는 or Bq L.1) 다음 식으로 평가된다. 

C:ni긁 C a7lim. t- L1t 짧ake -(À •. ,+À
d

)L1t + TF1 (XA + X B) FV+ X c FS] 

여기서， 

ak 통물 부산물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나타내는 상수 

Àb : 동물 부산물의 생물학적 배셜율 [d.1
] 

TF : 동물 부산물로의 핵종 이동계수 Iμd kg.1, d L.1 

FV: 통물의 사료섭취슐 [kg d.1 

F훤5: 동물의 토양홉취율 Iκkg d.1 

4αt : 계산 시간간격 (=1일) 

(3.33) 

사랍이 소비하는 시점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C, Bq kg.1 or Bq L.1)는 생 

산에서 소비까지의 지연시간 (Ìh, d)을 고려함으로써 명가된다. 

C= C. e -Àdt.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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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폭선량평가 

음식물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예탁선량당량 (H, Sv)으로 평가 

한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당해년도에 생산된 음식물은 다음 해년도 추 

수기까지 일쟁한 율로 소비되며，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물은 그 지역주 

민에 의해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침적후 경과된 시간 (T, d)에서의 피 

폭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싸=κLfci(” Mi DFjk]dt 

여기서I 

Fj: 해종 j의 침적량 (Bq m깅) 

Mi 음식물 i의 소비율 (kg d-1
) 

DFjk: 장기 k, 해종 j의 선량환산인자 (Sv Bq-l ingested) 

@ 실시간 음식물섭취에 의한 내부피폭해석 

(3.35) 

실시간 피폭해석시스댐 FADAS는 바람장 및 확산모률， 피폭해석모 

률l 그래픽모률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모률의 평가는 상당한 계 

산시간이 요구되므로 전산 소요시간올 단축하기 위해 침척시점에 따른 단위 

침척당 음식물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미리 계산하여 데이타 라이브러리로 

저장하여 이용한다. 그림 3.5는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음식물섭취에 의한 

비상대옹 및 실시간명가 알고리즘올 나타냈다. 다른 지역에서의 평가를 위해 

각 지역에서의 환경자료를 외부 데이타 화일에 저장하여 이용하며/ 다른 위치 

에서의 방사능영향의 차이는 다른 데이타 화일을 사용하여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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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충방사늘농도 

• 술칩칙되흔 방사농놓도 
·강우량 

·칩칙시점 

r획경휴혹-i 

톨적 섭식경로해석 릎률 

홈식톨내 방사를놈도 

피폭션항염가모톨 

비상대용조치가 없률 경루 

피폭선량멸가 

그림 3.5. 섭식경로 비상대웅 알고리즘 

비상대융 

기준치 

률식물섭휘에 

의한 비상대용 

E릎률 

비상조치가 있용 

경우 피폭션량 

(AIgorithm for emergency response of food-chain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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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래픽 처리 

전산 시스댐의 주요 계산결파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바람장/ 방사성 

물질의 농도I 피폭선량도둥으로 이들의 결과는 빠른 그래픽 처리와 하드디 

스크의 저장용량 절감을 위하여 워크스테이션의 shared memory에 실시간 

으로 저장된다. 

실제 재해 발생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변 주민의 피폭과 재산피해률 예측 

하고，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실시간 피폭해석 전산시스댐의 결 

과롤 컴퓨터의 화면올 통해 정확히 가시화 (visualization)할 필요가 있다. 

그래픽 가시화를 통해 상황 판단자는 쉽게 재해의 정도와 피해 예상지역를 

신속 •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주변 환경파 주민에 미치는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컴퓨터와 그래픽 기법의 발달로 인해 과학과 공학에서 수치 

모형의 막대한 계산결과들올 종래에 제한적 플로팅 방법에 의존하던 것을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2차원 및 3차원의 과학적 가시화 (scientific 

visualization)로 신속히 결과들올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적 가시화란 

원시 수치자료를 가시적인 영상으로 제시하는 기법으로 이 원시자료가 기원 

한 실제 체계의 외력과 물체와의 상호작용올 모형화한 영상을 마차 현실과 

같이 컴퓨터 화변에서 조작시키는 방법이다. 

(1) 그래픽 소프트혜어 

실시간 피폭해석 전산시스템인 FADAS는 62 MIPS의 연산속도률 갖 

는 HP715 워크스테이션상에서 계산올 수행하며/ 매 5분마다 바랍장/ 농도 

장/ 피폭선량장퉁이 계산되어 shared memory에 저장된다. 실시간 그래픽 

체계는 통제 프로그랩에 의해 지속적으로 HP715 워크스테이션회 shared 

memory를 검사하여 새로운 계산결파가 저장되어 었으면 바로 그래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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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구성되었다. 계산결파를 HP715 워크스테이션에서 실시간 그래픽하 

기 위해 공학용 그래픽에서 많이 이용되는 소프트혜어를 이용하였다. 

지형I 도로/ 강l 주요시설l 한글표시와 이들 배경 지형도상에 바랍장/ 방사 

성물질의 농도I 피폭선량도등은 Postscript 언어를 이용하여 그래픽화하였는 

데， Postscript올 작성하는 GMT (Generic Mapping Tool)는 ANSI C 언어로 

작성되어 이식성이 놓고， source 프로그랩의 수정이 용이한 장점올 가지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utility command는 Unix의 shell 

command와 상호 호환성을 갖고 있어 실시간의 계산결과와 이들올 실시간 

으로 그래픽하여 주는 통제 프로그랩에 계산 프로세스의 실시간 통제와 함 

께 그래픽 생성 utility shell command를 함께 작성하면 워크스테이션의 시 

스탱올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형자료는 x, y 좌표와 지형의 높이로 작성되고l 강/ 도로I 호수퉁파 한글 

문자둥을 입력할 수 있다. 워크스테이션의 칼라 화면상에서의 색상은 

r/g/b의 형태로 255 x 255 x 255의 색상올 지원한다. 동고선이나 퉁농도선 

작성시에는 smoothing의 기능이 있어 최소한의 자료로 smoothing된 형태의 

그래픽을 볼 수 있다.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2차원 뽕아니라 3차원의 그래 

픽이 가능하여 입체적인 영상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성된 그래 

픽 파일의 형태는 Postscript 파일로 칼라 화면에서 볼 수도 있고l 현재 

HP715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된 Tektronix 칼라 프린터로 순간순간에 화변에 

나타나는 그래픽올 바로 출력할 수도 있다. 또한 Postscript 파일을 raster 

image 파일이나 bitmap image 파일로 변환하여 dot 프린터I 플로터l 필름 

writer로도 출력이 가능하다. 

작성된 Postscript 파일올 워크스테이션의 칼라 화면상에서 볼 수 있도록 

Ghostscript utility를 이용하였는데l 이 소프트웨어 역시 C 언어로 작성되어 

이식성이 높고 source 프로그램의 수정이 용이한 장점올 갖고 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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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window 11의 version 3, 4, 5를 사용하는 Unix 환경하에서 쉽게 셜치되 

는데， HP 워크스테이션에는 9000 계열의 컴퓨터에 셜치할 수 있다. HP715 

시 스댐 에 설 치 하기 위 해 C compiler와 OSF jMotif, XllR4, XllR5 동의 라 

이브러리가 펼요하다. Ghostscript은 아이콘 메뉴가 워크스테이션에서 기본 

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 메뉴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시스댐의 아이론 메뉴에 

프린팅 모드와 아이콘 크기를 적절히 조정해 주는 메뉴를 추가시키면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다. 

칼라 화면상에 실시간 그래픽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칼라 프린터로 그래 

픽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데I 현재 HP715 워크스테이션에 Tektronix Phaser 

220i를 연결하여 펼요에 따라 실시간 출력올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프로그 

랩올 구성하였다. Tektronix Phaser 220i는 Postscript, HPGL, PCL 언어를 

지원하는 최신의 칼라 프린터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펼요없이 화면에 나타 

난 그래픽 파일올 바로 출력할 수 있다. 

(2) 실시간 그래픽 흐름도 

실시간 그래픽의 설계는 FADAS에서 매 5분마다 계산되는 바랍장I 

농도분포/ 피폭선량 자료를 shared memory에 저장하고r 통제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이틀 메모리를 조사하여 새로운 결과들이 계산되면 바로 그래픽 

파일을 만들어 HP 715 워크스테이션의 칼라 화면상에서 실시간으로 가시확 

(visualization)할 수 있게 셜계되어 있다. FADAS 통제프로그랩의 개략적인 

흐름도는 그림 3.6과 같다. 

FADAS의 바랍장 모텔에서는 바랍장 발생을 위해 입력되는 기상자료를 

기상청의 AWS망에 연결된 풍향l 풍속/ 대기안정도의 값들이 network올 통 

하여 FADAS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하였고/ 또한 CARE의 선원항 모 

률에서 계산되는 선원항 자료를 청상시와 비상시 모두 network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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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사고시 

UA꾀~ 
빼
 
-

쁨~][;~~J술뀐 변번년권 
기상자료 

수집 

AWS 

기상자료 

Shard Memory: Data Pool 

그림 3.6. FAD싫의 흐름도 (Control diagram of F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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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통제프로그램올 구성하였다. 특히 선원항 자료는 평 

상시에 기준치 미만의 값이 입력되면 정상시로 간주하여 바랍장만윷 발생시 

키고/ 선원항 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입력되면 FADAS에서 이를 비상시로 

간주하여 확산과 피폭선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화면에 그 결과를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그래픽 처리 방법을 순차척으로 셜 

명하면 다음과 같다. 

@ 지형높이， 강， 도로， 호수등의 지형자료를 GMI’를 이용하여 배경 지 

형도를 Postscrpirt 형태의 그래픽 파일로 만든다. 

@ 통제 프로그램에 의해 워크스테이션의 shared memory에 5분 간캠 

의 새로운 계산결과들이 생성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 현재 상태를 network올 통해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선원항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 정상상태일 경우는 바랍장만을 계산하여 화면상에 그래픽 출력한다. 

@ 사고시 확산과 피폭선량의 계산을 수행하여 shared memory에 저장 

된 이들의 결과를 바랍장과 함께 실시간으로 그래픽한다. 

@ 사고시의 경우는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전신순간선량， 천신누확선량， 

전신예측선량/ 갑상선순간선량/ 갑상선누적선량， 갑상선예측선량 둥 

올 선태하여 그래픽 출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그래픽 처리는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며， 실시간 및 연속 

적으로 그래픽하도록 구성되어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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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결과 및 검증연구 

가. 확산모텔 

(1) TRA VELING 과의 비 교 

TRA VELING[3.7]은 독일 KfKJIMK (Kemforschungszentrum Karls

ruhe, Institut für Meteorologie und Klimaforschung)에서 만든 Markov 

chain 모델이다. 이 모텔의 계산결과는 실제 야외확산 실험의 결과와 비교 

되어 상당한 타당성올 인정받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 풍속의 구 

배가 확산에 주는 영향올 고려하기 위하여 이 모텔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음에 Markov chain 모텔에 대해 약술한다. 

3차원 Lagran밍an 좌표계에서 업자의 변위는 

j t+.ð' = j , + U,L1t + U/ L1t, 

J = X , y , Z , (3.36) 

U = U , V , ψ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1는 입자의 위치， U，와 Ut’은 각각 평 

균류와 난류성분， t는 현재 시간， L1t는 시간간격올 나타낸다. 

난류에 의한 확산속도장 Ut’는 

a01 
Ut+.ðt’ = Ut’ R+ll:"'- Jil이J2j+ (1-R) Tμ검호 (3.3끼 

으로부터 각 시간간격에 대해 얻는다. 여기서 Q는 각방향의 확산을 결정하 

는 난수로서 평균이 0이고 정규 표준편차를 갖는 Gaussian 분포를 이룬다. 

이는 각 방향 속도성분에 대한 표준편차이며 R (Lagran밍an aut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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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lation function)은 여러가지 식들이 제안되어 었으나 일반적으로 다옴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 TL은 Lagrangian time scale이다. 

R( L1t) = exp ( - L1t/ T L) (3.38) 

식 (3.3꺼에서 두번째항은 난류에너지를 보존하면서 난수에 의해 확산하는 

과정이며 세번째 항은 에너지의 구배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자체의 확산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수직방향에 대해서만 고려하므로 다른 두 방향의 경 

우 0으로 주어진다. 

TRAVELlNG에서는 Lagrangian time scale ( T L) 및 (Ju' (Jv (Jι가 확산 

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 

은 확산 조건올 사용하였다. 

지표조도 zo = 1 m 

friction velocity i U. = 0.5 m/ sec 

von Karman 상수 i X = 0.4 

Monin-Obukov 길이 L* = ∞ m( 중립 대 기 상태 ) 

혼합충의 깊이 h =8oom 

Coriolis parameter i f = 1x10-4 / sec 

방출 높이 H = 100 m 

선원항 

건습침적 

i Q = 1 kg/sec 

; 고려하지 않음. 

풍속장은 수평방향으로 균일한 정상상태이며 수직방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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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 , z+z" 
μ(z) = --. .. ln( - ~ -으) • for z ~ 200 m 

Z。

μ(z) = μ(z= 200 m) = const.. for z > 200 m (3.39) 

의 지수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풍속의 표준편차는 각각， 

(Ju 2.0 ι exp(- 펼흐) 

(Jv 릎 1.3 ι exp(-딸죠) 

(Jw (Jι 

로 주었으며I Lagrangian time scale은 

o.5 z/ (Jw 

.L L - ’ 1 + 15 f z/ U. 

의 식올 사용했다. 

y-방향 확산의 표준편차는 

냥 = 2 웹tER(이微 

= 2 냥긴y (t+ 긴yexp( -퍼)- T L) 

R( t;) 二 exp(-갚) 

로 계산되며 이때 확산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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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이 

(3.41) 

(3.42) 

(3.43) 

(3.44) 

(3.45) 



k 뜯 l꿇 
y 2 dt 

= ~ T Lv (l -exp(-감- )) 
.1. Ly 

(3.46) 

로 구해진다 x와 z방향의 표준편차 역시 위와 칼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 

진다. 

위의 가정하에서 지표면에서의 농도분포를 계산하여 비교한 것올 그림 

3.7에 제시하였다. 그림 3.7 a)에서 Gaussain plurne의 확산은 지면으로부터 

방출원까지의 형균풍속인 4.58 rnjsec를 사용한 것으로 상당환 웹치를 보여 

준다. 그림 3.7 b)는 TRAVELING의 계산결과로 10 번의 sarnp파19을 평균 

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범위를 도시한 것이다. TRAVELING 결과와의 

비교에서 본 모델로 계산한 입자들은 먼저 지표에 도달하여 더 오랫동안 지 

표부근에 머무르늄 것으로 나타났으나 Gaussian 확산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는 계산 시간 간격 빛 바람의 수직성분 고려 여부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 

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모텔에서의 계산간격은 격자 거리를 평균풍속으 

로 나눈 값으로서 21.8 초였으며 수직풍속은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에 

TRAVELING에서는 계산 간격으로 10 초를 사용하였으며 Markov chain 모 

델의 특성상 지면에 반사되는 입자는 가상 상숭 속도롤 갖게 되므로써 입자 

의 침척을 방지하게 된다. 

(2) EXPRE:좌11 결과와의 비교 

(가) EXPRE앉;"11의 특성 

FADAS 코드의 검중을 위하여 일본 왼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비 

상대용 지원체제 효드인 EXPRR좌U[3.8]와 동일 조건에셔 계산올 수행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EXPRR좌U 코드는 일본의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되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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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FADAS와 TRAVELING 농도비교 
(Comparison of concenσation) : a) F ADAS and Gaussian, 
b) TRA V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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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주 전산기인 FACOM에서 운영중인 SPEEDI 코드를 저가의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코드로 모텔의 주요 구성 및 

수치기법은 SPEEDI 코드와 동일하다. EXPR~륜H의 특정올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CD 바람장 발생 

바람장은 2 단계를 거쳐 발생된다. 첫 단계에서는 3차원 공간내의 

몇 지점에서 측정된 풍향l 풍속 퉁의 기상자료를 내삽하여 전 공간에 대한 

바랍장올 생성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내삽으로 계산된 바람장이 질량보 

폰법칙올 만족하도록 보정해준다. 이 방식올 따라 3차원 바람장올 얻게되 

는데 결과에 난류성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삽에 필요한 자 

료는 수직 바랍분포형태와 지표면에서의 바랍성분이다. 특히 경계충 안에 

서 수직 바랍분포형태가 내삽결과에 중요한 영향올 준다. 

@ 농도분포 결정 

대기중에서의 방사성물질의 확산은 입자의 궤도추척올 수행하여 평 

가된다. 6t 시간 후의 입자의 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X,t,Z)new = (X,y,Z)old + (uιw)6t + 6(x,y,z) (3.4끼 

식 (3.4끼의 우변의 두번째항은 평균 대기흐름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이동 

올 나타내고l 세번째항은 난류에 의한 입자의 확산을 나타낸다. 난류에 의 

한 확산은 구배전달 (gradient-transfer) 이론올 근거로 계산된다. 이 시스템 

에서는 지표면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건·습 침척에 의한 지표 

면 침척올 계산한다. 농도분포 결정과정에서는 방사능붕괴와 침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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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손을 고려한다. 

(나) 결과 비교 

FADAS와 EXPRESS 코드의 상호 비교를 위하여 이용한 조건으로 

명지에서 바랍이 일정한 방향으로 분다고 가정하였다. 계산영역은 방출점올 

중심으로 반경 20 km를 선택하여 X, Y방향으로 총 영역은 40kmx40km 

를 고려하였고， 격자 간격은 수평 방향으로 1 km씩 분할하여 총 40 x 40개 

의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FADAS와 EXPRESS 코드는 바랍장 모텔에서 해 

당 지역의 일부 지점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계산의 전 영역에 대 

해 내.외삽을 한 후 질량보폰식올 만족하는 바랍장을 계산한다. 기상자료는 

5 m/sec의 바람이 북쪽올 향하여 일정하게 분다고 가정하여 대기안정도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 (A)와 매우 안정한 경우 (F)에 대해 각각 계산을 수행 

하였고I 수직 방향의 격자 간격은 250 m로 혼합충 높이를 1 km로 4 개로 

분할하여 바랍장을 계산하였다. 방출점은 계산영역의 중심에서 불활성 기체 

(noble gas) 및 요오드가 지상 10m에서 1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1 Bq/h가 

방출되었다고 가정하였다. 계산에 이용한 바랍장 모텔 및 확산 모텔의 입력 

조건은 표 3.3과 같다. 

FADAS와 EXPRESS 코드에 의해 계산된 3차원의 바랍장은 동일하게 계산 

되었고， 대기안정도가 A인 경우의 결과를 그림 3.8 - 3.11에 나타내었다. 

FADAS와 EXPRESS는 수직방향의 외삽기법에 power law를 사용하므로 지 

상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풍속의 크기가 커진다. 그림 3.8 - 3.11에 나 

타난 바와 같이 FADAS와 EXPRESS의 바랍장은 북쪽올 향하여 불고 있으 

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크기가 커지고 있다. 

표 3.3에 나타낸 확산모델의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안정도가 A인 경우 

에 대해 불활성기체가 방출된 후 1시간 후에 계산된 FADAS와 EXPRES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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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FADAS 및 EXPRESS 계산에 이용한 입력자료 

(Input variables used for FADAS and EXPRESS simulation) 

지형 펑지 
.，~~~---“ · 

풍향 남풍 

풍속 5 rn/sec 

대기 안정도 A, F 

수직 격자거리 250 m 

Noble gas 

Kr-85m 0.1 Bψh 

Kr-87 0.1 Bψh 

Kr-88 0.1 Bq,Ih 

Xe-131m 0.1 Bψh 

Xe-133 0.1 Bq,Ih 
핵종 

Xe-133m 0.1 Bψh 

Xe-135 0.1 Bψh 

lodine 

1-131 0.1 Bψh 

1-132 0.1 Bq,Ih 

1-133 0.1 Bψh 

방출량 1 Bq,Ih 

방출 높이 10m 

방출 시간 I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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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8. FADAS와 EXPRESS에 의 해 계산된 바랍장 분포 : 250 m 

(Wind field generated by FADAS and EXPRESS: 2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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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FADAS와 EXPRESS에 의 해 계산환 바랍장 : 500 m 

(Wind field generated by F ADAS and EXPRESS: 5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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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FADAS와 EXPRESS에 의해 계산된 바랍장 : 750 m 

(Wind field generated hy FADAS and EXPRES5: 7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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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1. FADAS와 EXPRESS에 의해 계산된 바랍장 : 1,000 m 
(Wind field generated by FADAS and EXPRESS: 1,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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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FADAS에 의 해 계 산된 농도 분포， stability: A 

(Concentration distribution obtained by FADAS, stability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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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EXPRESS에 의해 계산된 농도 분포， stability : A 

(Concentration distribution obtained by EXPRE:꼽" stability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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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FADAS에 의해 계산된 농도장 분포I stability : F 

(Concentration distribution obtained by FADAS, stability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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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15. EXPRESS에 의 해 계 산된 농도장 분포， stabi1ity : F 
(Concentration distribution obtained by EXPRESS, stability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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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분할하는 0-좌표에 근거한 수치기법올 사용하기 때문에 바랍장올 상 

호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 수직 방향 거리를 250 m로 분할하였을 

경우 EXPRESS에서는 첫번째 level~ 250 m 영역에서 250 m 이상의 고도 

를 갖는 산악지형에서는 바랍장올 계산하지 않는데 반해， FAD싫는 0-좌표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50 m 이상의 고도를 갖는 지역도 지형의 영향이 고 

려되어 바랍장올 계산하고 있다. 또한 EXPRESS에서는 실제 지형 효과를 

고려할 경우 수직 방향의 layered model의 수치 기법올 사용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확산실험을 통하여 수직 방향으로 

서로 다른 높이를 갖는 지역에서 관측된 자료에 근거하여 수직 방향의 내삽 

기법올 weighted interp이ation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지형 

영향올 고려할 경우에 바랍장의 내.외삽 기법이 서로 달라 FADAS와 

EXPRESS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나. 외부펴폭모델 

(1)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감마피폭 

(가) 접선원 가정과의 비교 

채돼된 모델의 개발과정에서 기본식이 접선원으로부터의 외부피 

폭올 평가하기 위한 식이므로I 이상적인 경우에 대하여 점선원 가정의 결과 

와 비교하였다. 점선원 가정에서는 육면체 격자 안에 있는 모든 방사성물 

질이 격자의 중심에 모여 있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정육면체의 부펴가 작 

아지고 피폭자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수치적분을 통해 구한 계산결과는 

점선원 가정의 결과로 접근하여야 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변의 길이 (L)가 10 m, 100 m인 정육면체를 대상으로 평균 감마에너지가 

0.1 MeV와 1.0 MeV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피폭자와 정육면체 사이의 거리 

증가에 따라 외부 감마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 그림 3.16과 그림 3.17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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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Ey=1.0 Mev에 대해 피폭자와 방사선원 사이의 

계산된 외부 감마 피폭선량률 (Gamma dos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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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와 1.0 MeV에 대하여 점선원 가정의 결과와 수치적분 모텔의 비교결과 

를 나타냈다. 두 경우의 결과를 살펴보면， L=10 m로 육면체가 작은 경우 

에 두 계산 방법의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육면체의 크기가 작 

아질수록 점선원에 근접한다는 사실올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L=1oo m로 육면체의 크기가 큰 경우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계산 방법의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평균 감마에너지가 0.1 MeV~ 경우에는 피폭자 

와 육면체 사이의 거리 증가에 따른 두 계산 방법의 결파의 차이가 감소하 

지 않는다. 그러나 1.0 MeV~ 경우에는 피폭자와 육면체 사이의 거리 종 

가에 따라 두 계산 방법의 결과의 차이가 감소하는 현상올 보여준다. 이같 

은 현상은 감마선의 평균 감마에너지가 낮은 경우에는 평균 자유행정 

(mean free path)이 짧아 거 리 의 효과가 무시 되 어 나타나지 만/ 평균 감마에 

너지가 높은 경우에는 평균자유행정이 길어 거리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점선원 가정의 결과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 구한 수치 

적분 모텔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지만/ 실제 계산시 많이 나타나는 경우 

인 피폭자와 방사선원 사이의 거리가 짧고 방사성물질의 부피가 큰 경우에 

는 점선원 가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림 3.18은 피폭자와 정육면체 사이 

의 거리를 1 m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정육면체의 변의 길이를 10 m에서 

2000 m까지 증가시키며 외부감마 피폭선량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감 

마선은 공기중에서 산란 동의 과정올 통해 감쇄된다. 평균 감마에너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감마선원은 외부 

감마 피폭에 영향올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단위거리 만큼 떨어진 풋 

에 방사성물질올 포함한 정육면체의 부피가 계속 충가할 경우/ 정육면체의 

부피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면 외부 감마피폭선량도 따라서 증가하지만 어 

느 크기 이상으로 커지면 외부피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현상이 나 

타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3.18은 이같은 현상올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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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정육면체의 부피에 따른 외부 감마피폭선량률 
(Gamma dose rates as a function of volume of regular hexahed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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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면체의 변의 길이가 약 100 m 정도까지는 두 계산방식 모두 정육면 

체의 크기 증가에 따라 외부 피폭선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치적분올 적용 

환 계산결과는 변의 길이가 약 500 m 정도까지 외부감마 피폭선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정육면체가 더 커져도 피폭선량이 증가하지 않는 

포화점 (saturation point)에 이른 현상올 잘 나타내주고 있다. 정선원 가정 

의 경우에는 정육면체의 변의 길이가 100 m 이상인 경우에는 정육면체 

의 크기 증가에 따라 오히려 외부감마 피폭선량이 감소하는 비현실적인 결 

과롤 나타내주고 있다. 

(나) Monte Carlo 적분방법과의 비교 

Monte Carlo 적분방법은 계산시간은 오래 컬리지만 다중적분과 

같이 복잡한 적분계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점선원 가정의 결과 비교에 

서와 마찬가지로， 정육면체의 한변의 길이가 각각 L=10 m와 L=100 m인 두 

경우를 대상으로 평균 감마에너지가 0.1 MeV와 1.0 MeV인 경우에 대하여 

피폭자와 정육면체 사이의 거리에 따른 외부감마 펴폭선량올 계산하였다. 

Sample-mean Monte Carlo 적분법이 이용되었는데， 이 방법의 기본 개념 

은 적분값올 평균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3.9， 3.10]. 육면체 격자로부터의 

외부 감마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삼중적분이 필요하다. 

T ÍJcI = Ix혔2 Iy:혔2 Iz~훤2 7 b(x y z ” &dy& (3.48) 

윗 식올 앓mple-mean Monte Carlo 적분법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결 

과률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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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JC/ = (L1xL1yL1z)옳 훤 훌 驚 ., ÍJr(Xi • κi.Zk) β 

여기서 N，는 Monte Carlo 적분법의 정확도와 관계되는 trial number로 

본 비교 계산에서는 100，000이 사용되었다. 표 3.4에서 표 3.7에 수치적분 

모텔과 Monte Carlo 적분법을 이용한 계산 결과를 나타냈다. 두 방법을 이 

용한 계산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정육면체의 변의 길이가 100 m이 

고 명균 감마에너지가 0.1 MeV~ 경우로 피폭자와 정육면체 사이의 거리가 

50 m일때 2.6 %의 차이를 나타냈고r 그 외의 경우에는 약 2% 내외의 차이 

를 나타냈다. 

(2)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감마피폭 

지금까지 개발되어 사용되는 대부분의 지표침척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감마피폭선량 평가모렐들은 단순히 지표에서의 평균농도에 특정 시간 

구간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dose conversion factor)를 곱하여 외부 감마피 

폭선량올 평가한다. 그러나 실시간 피폭해석올 위해서는 임의의 시간구간 

에 대하여 임의의 농도값에 대한 외부 감마피폭선량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채택된 모델을 이용하면 임의 시간구간에서 임의 형태의 지표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에 대하여 외부 감마피폭선량 평가가 가능한 모렐이다. 채택된 모 

렐의 타당성을 제시하지 위하여 무한 평판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해석해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무한 평판에 방사성물질이 균질하게 분포해 있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b 

m의 높이에 위치한 피폭자제 주어지는 외부 감마피폭선량률은 아래의 식으 

로 계산된다[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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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외 부 감마피 폭선 량률 (Ey = 0.1 MeV and L3 = 103 m3
) 

(Extemal gamma dose rate obtained for Ey=0.1 MeV and L3=103 m~ 

Present study Monte Carlo 
Distance (m) 

(Sv.sec-1 (Sv.sec-1 
Rati이M/P) 

50 9.313E-08 9.462E-08 1.016 

100 1.701E-08 1.727E-08 1.016 

150 4.163E-09 4.226E-09 1.015 

200 1.149E-09 1.167E-09 1.015 

250 3.387E-10 3.440E-10 1.016 

300 1.041E-10 1.058E-10 1.016 

350 3.294E-11 3.346E-11 1.016 

400 1.064E-11 1.081E-11 1.016 

450 3.495E-12 3.548E-12 1.015 

500 1.161E-12 1.179E-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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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외부 감마피폭선량률 (Ey = 0.1 MeV and L3 = 1003 m에 
(Extemal gamma dose rate obtained for Ey=O.l MeV and L3 = 1003 m 3

) 

‘._--

Present study Monte Carlo 
(m) 

(Sv.sec.1 (Sv.sec'l ) 

Ratio(MjP) Dist값lC 

50 1.223E-05 1.255E-05 1.026 

1 3.716E-06 3.742E-06 1.007 

1 1.138E-06 1.145E-06 1.006 

200 3.554E-07 3.589E-07 1.010 

25 1.125E-07 1.148E-07 1.021 

3 3.656E-08 3.734E-08 1.021 

350 1.205E-08 1.231E-08 1.022 

400 4.016E-09 4.104E-09 1.022 

45 1.351E-09 1.381E-09 1.022 

50 4.580E-10 4.683E-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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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외 부 감마피폭선 량률 (Ey = 1.0 MeV and L3 톨 1if m3
) 

(Extemal gamma dose rate obtained for Ey=1.0 MeV and L3 = 1if m3
) 

Present study Monte Carlo 
Distance (m) 

(Sv.sec"t) (Sv.sec"t 
Ratio(M/P) 

t 

50 4. 669E-07 4.744E-07 1.016 

100 1.143E-07 1.160E-07 1.015 

150 4.362E-08 4.427E-Q8 1.015 

200 1.990E-08 2.020E-08 1.015 

250 9.976E-09 1.013E-08 1.016 

300 5.303E-09 5.386E-09 1.016 

350 2.931E-09 2.977E-09 1.016 

400 1.666E-09 1.692E-09 1.016 

450 9.670E-10 9.814E-10 1.015 

500 5.698E-10 5. 787E-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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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외부 감마피폭선량률 (Ey = 1.0 MeV and L3 = 103 rn3
) 

(Extemal gamrna dose rate obtained for Ey=1.0 MeV and e = 103 rn3
) 

Distance 
Present study Monte Car10 

(rn) 
(Sv.sec.1 (Sv.sec.1 

Ratio(MjP) 

___ •• r 

50 8.70표-05 8.837E-05 1.015 

100 3.893E-05 3.904E-05 1.003 

150 1.897E-05 1.902E-05 1.003 

200 9.816E-06 9. 880E-06 1.006 

250 5.326E-06 5.362E-06 1.007 

300 2.952E-06 3.004E-06 1.018 

350 1.693E-06 1.723E-06 1.018 

400 9.892E-07 1.007E-06 1.018 

450 5.863E-07 5.967E-07 1.018 

500 3.515E-07 3.578E-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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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μb 

r Dgr = 0.2많 μa · Ey - ω . [Ej ( μb) + μ t ] (35이 

여기서 띠는 지표면 위의 단위 면적당 방사성물질의 양 [Ci]이며 Ej( μ b) 

는 지수 적분인자 (exponential integral)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j(μ b) 二 짧탤 야 (3.51) 

그림 3.19는 지표면 위에 단위 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해 있올 때 지 

상 1 rn 높이에서 원판의 반지릅 X의 함수로 계산한 외부 감마피폭선량률 

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결과는 무한 평판의 경우에 적 

용되는 해석해를 이용하여 구한 값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고려되는 원판의 

반지름이 점점 증가할수록 해석해 결과에 접근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원판의 반경이 증가할수록 무한 평판에 접근한다는 물리적 사실에 

부합되는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모델의 개선 

복잡한 지형의 효과를 고려하여 방사선 피폭해석올 하기 위해서는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바랍의 흐름을 계산하고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를 구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산이 수행되는 삼차원 공간은 육면체 격자들의 집합 

으로 취급된다. 관측된 몇몇 지점에서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질량보존 이 

루어지는 운동방정식을 풀어 모든격자에서 풍향， 풍속 동의 기상자료를 구 

한 후 이 자료를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올 평가하여 방사성물질의 농 

도분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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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은 평균감마에너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기중에서 수백 미터의 

평균 자유행정 (mean free path)을 갖는다. 따라서 피폭계산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멀리 떨어져 위치한 격자에 포함된 방사선원에 의한 방사선피폭도 

고려해야한다. 수치모델을 이용환 상세한 계산의 경우， 외부피푹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이 존재하는 모든 격자로부터의 피폭올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시간이 오래 걸련다. 그런데 실시간 피폭해석 시스댐은 기상상 

태가 변화되기 전에 주어진 기상조건에 따른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피폭 평가중 계산시간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외부피폭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피폭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시간 단촉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가) 외부피폭의 일반적 현상 

붕괴시 Er Mev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감마선원이 Q Ci/m3의 농 

도로 지표로부터 zm 높이에 폰재할 때I 지표면에 위치한 피폭자가 받게되 

는 외부 감마선량률은 식 (3.50)로 계산된다. 식 (3.5이에서 μ와 μa는 평균 

감마 에너지의 함수이므로， 지표면에서의 감마피폭선량률온 피폭자와 방사 

션훤 사이의 거리 z와 평균 감마에너지 Er의 값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램 

3.20에 수직방향으로 단위농도의 균질한 방사선 농도분포를 가정하여 계산 

한 감마선량률올 나타냈다. 원자력시셜에서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 가능 

한 대부분의 핵종은 0.1 MeV에서 2.0 MeV 사이의 평균 감마 에너지값올 

갖는다. 이 에너지 구간을 5 개의 값을 취하여 높이 변화에 따른 외부 감 

마피폭선량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표로부터 1m 지점에서의 피푹선량 

률에 대한 상대척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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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 평균 감마에너지가 클수록 높이에 따른 피폭 선량률의 감소율은 작다. 

• 수직 방향으로 약 200 m까지의 감소율은 매우 크다. 

그런데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지형 및 기상조건에 따라 이류· 

확산된다. 따라서 실제 조건에 있어서는 균일한 놓도분포를 갖지 않고 지 

형 및 기상조건에 따른 농도분포를 갖는다. 대기중에서의 농도분포 결정에 

널리 쓰이는 Gaussian 모텔을 이용하여 여러가지의 기상조건에 대하여 피폭 

선량률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Gaussian 모델 사용시 풍하방향의 중심선에 

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1 __ r ( Z_}/)2 " __ r (Z_}/)2 x/ Q = <)_: _ {exp[ - \.G:: fJJ ] + exp[ \.G ~-lJJ ]} (3.52) 
'Y{JZ ，---~.. 2야 2작 

여기서 l는 방사성물질의 농도， Q는 방출량 R는 방출고도， 그리고 

{Jy , {Jz는 각각 수평， 수직 방향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지표방출 ( H=10 

m)과 고도방출 (R=67 m)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경 

우 (대기안정도 : A), 중립인 경우 (대기안정도 : C), 매우 안정한 경우 (대 

기안정도 : F)로 구분하여， 풍하방향으로 500 m 지점에서 1 mJsec의 풍속 

을 가정하여 계산올 수행하였다. 그립 3.21에서 그립 3.23은 지표방출의 경 

우 대기안정도가 각각 A, C, F인 경우에 구해진 결과이다. 이들 세 그립올 

통해서 대기가 안정할수록 피폭선량률의 감소가 급격혜 짐올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지표방출의 경우 대기가 안정하게 되면 수직방향으로의 확산효과 

가 적어지게 되어 지표부근에만 방사성물질이 몰려기 때문인 것으로 셜명할 

수 있다. 그림 3.24에서 그림 3.26은 67 m의 고도방출인 경우의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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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vertical direction in the case of Gaussian distribution, 
He=10 In, stabil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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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Gaussian 농도분포인 경우 방사선원의 수직방향 폰재위치에 
따른 피폭선량률 (He=67 m, 대기안정도= c) (Gamma dose rate 

in the vertical direction in the case of Gaussia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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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Gaussian 농도분포인 경우 방사선원의 수직방향 폰재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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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와 중립인 경우의 결과는 지표방출인 

경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기가 매우 안정환 경우인 그림 

3.24의 결과를 보면 방출높이 부근에서의 펴폭선량률이 지표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그 이후의 높이에서 급격한 감소현상올 보이고 있다. 

이들 결과로부터 계산 시간의 단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방출높이에 관계없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 보수척인 피폭선량 

률이 나타난다 

-3차원 피폭 계산시 수직방향으로 500 m 이상의 높이에 폰재하는 방사 

성물질은 지표에서의 감마선량률에 미치는 영향이 지표에 위치한 방사 

성물질에 의한 피폭의 10.10 이하의 정도로 기여하므로 계산시 생략 

또는 단순 방법으로 평가해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올 것이다. 

(나) 평가시간의 감축방안 

앞절의 연구 결과로부터 얻어진 외부피폭 평가시간의 감축 방안 

의 기본개념은 피폭자와 가까운 격자로부터의 외부 피폭계산은 정밀하게， 

그리고 피폭자와 멀리 떨어진 격자로부터의 계산은 단순 방식으로 빠르게 

하는 것이다. 외부 감마피폭 계산결과를 검토해 보면 피폭자를 포함한 격 

자와 그 격자를 둘러싸고 있는 격자들로부터의 피폭이 결과의 대부분올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외부 감마피폭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으로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와 그 주변 격자들로부터의 외부 감마피폭 계산 

올 평균감마에너지의 합수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였다. 

격자 크기가 1 km x 1 km x 250 m 인 경우에 대하여 빠른 계산올 위한 

피폭선량 합수를 구하였다. 그림 3.27에는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 (K-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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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로 1 km까지의 공간에 분포된 3 개의 격자 (K-2, 3, 4)에 단위 농도의 

감마 선원향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 평균 감마 에너지의 합수로 주어지는 

외부피폭선량율을 나타냈다. 그림 3.28에는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와 옆면올 

공유하고 있는 격자 (K-l)와 그 위로 3개의 격자 (K-2, 3, 4)로부터 주어지 

는 감마피폭선량률올 나타냈다. 그림 3.29에는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와 모 

서리 변을 공유하고 있는 격자 (K-l)와 그 위로 3개의 격자 (K-2, 3, 4)로부 

터 주어지는 감마 피폭선량률올 나타냈다. 그림 3.30에는 지표에 침적된 방 

사성물질로부터 받게되는 외부 감마피폭선량률올 나타냈다.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의 지표면과 그 격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격자들의 지표면에 단위 농도의 감마선원이 분포하고 있올때 피폭자에게 미 

치는 감마 피폭선량률을 평균감마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냈다. 

그림 3.27부터 그림 3.30에 나타난 결과는 단위 농도의 선원항에 대한 계 

산결과이므로 실제 계산시에는 특정 핵종의 평균 감마에너지에 대한 결과를 

이들 그림으로부터 원고 이 값에 실제 농도를 곱하기만 하면 원하는 계산올 

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이들 그렴에서 고려되지 않은 좀더 먼 곳에 위치 

한 격자들로부터의 피폭은 격자의 중심에 모든 방사성물질이 폰재해 있다고 

취급하고 계산을 수행하여 계산시간올 줄일 수 있었다. 

계산시간 단축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피폭 

계산시에는 방사성물질이 폰재하는 격자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상조건과 

지형조건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공기중 농도가 달라지고 또한 모든 격자로부 

터의 피폭계산을 수치적분올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도 실제 이용 측면에 의 

미가 없기 때문이다. 계산에 고려되는 격자의 수를 이용하여 계산시간 단 

축효과를 평가할 수는 었다.40kmx40kmxlkm의 공간을 계산영역으 

로 하고 1 kmx 1 kmx250m 크기의 격자를 이용하는 경우， 아무런 개선 

책없이 공기중 방사성물질로부터의 외부피폭을 수행하는 경우 (40 x 4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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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와 그 위의 격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감마 
피폭선량률 (Cloud gamma dose rate given from the cell which 
contains the receptor and the cells over th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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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의 옆면을 공유하는 격자와 그 위의 

격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감마 펴폭선량률 (Cloud gamma dose 

rate given from the cell holding a side in cornmon with the 

cel1 that contains the receptor and the cel1s over th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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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의 모서리변올 공유하는 격자와 그 위의 

격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감마 피폭선량률 (Cloud gamma dose 
rate given frorn the cell holding an edge in common 

cell that contains the receptor and the cells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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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피폭자가 위치한 격자와 그 주변 격자들의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로부터 주어지는 감마 피폭선량률 (Ground gamma 

dose rate given from the cell which contains the recept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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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x 40 x 4) 회의 수치적분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간 피폭해석시 

스템이 갖추어야 할 신속성올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 

구를 통해 제안한 방법올 사용하는 경우에는 (40 x 40) x (3 x 3 x 4) 회의 

구해진 최적합수의 산술식 계산과 나머지 격자들 역시 점선원식올 이용 

다. 음식물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성물질의 침적시점과 침적후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롤 해석활 수 

동적섭식모델 (OYNACON)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평형모델 (NRC model 

[3.12])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곡류 (대표적 음식물 : 보리)와 우유에서의 

Cs-137과 Sr-90의 농도가 두 모텔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두 모델의 결과 

비교를 위해 동적모텔로부터 계산된 음식물내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무환대 

(T늑 100년)로 적분하였다. NRC 모델의 결과는 식물의 성장기에 대한 입력 

값올 사용하여 얻어진 결파이므로 동적모텔에서 식물의 성장기에 침적하였 

올 경우와 비교해석되어야 한다. 보리의 성장기는 전형적 성장기는 1월 1 

일부터 5월 31일l 목초의 성장기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두 모텔올 사용하여 곡류에 대한 Cs-137과 Sr-90의 농도를 각각 그림 3.31 

과 그림 3.32에 나타냈다. 동적모델의 결과는 침적시점에 따라 강한 음식물 

내 놓도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올 보여준다. 동적모델로부터 계산된 Cs-137 

과 Sr-90의 최대 농도는 NRC 모델로부터 계산된 결과에 비해 각각 4배， 7 

배가 높았다. 

두 모텔올 사용하여 우유에 대한 Cs-137과 Sr-90의 농도를 각각 그림 3.33 

파 그림 3.34에 나타냈다. 목초의 성장기동안 동적모델의 결과와 NRC 모 

텔의 결과는 최대 5배 범위내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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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음식물에 대해 모렐간의 결과 비교에서 최대 10배 이내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모탤간의 수학적 모웰링， 고려되는 핵종의 

이동 메카니줌I 모텔의 사용목척 둥의 차이에 견주어 이들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롤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복잡한 자연현상의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율 고려할 때 두 모델간의 결과는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짧 2 철 야외확잔질증질험 

확산실험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며 이 다양성 때문에 실험결과들의 단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순수 과학적 측면에서 확산실험은 주로 지구

대기 시스댐의 동적·몰리적 특성을 평균 및 난류 대기구조에 연관시키거나I 

그 반대로 이동특성을 확산에 연관시키는데 목적이 었다. 

기타 실험에 있어서는 평균 및 난류흐름의 발생올 고찰하는 대신에， 수 

많윤 특별한 대기상태와 동시 발생되는 확산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려는 노력 

이 있어 왔다. 특정부지 의 확산기후 (diffusion c1imate)를 수립 키 위 해 시 

행된 실험의 경우도 있고I 특정 오염물질의 방출과정의 영향올 평가하기 위 

해 셜계된 실험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추적자를 이용한 야외 확산실험은 개발된 확산 수치모텔의 검 

증과 특정 부지I 특정 대기 조건하에서의 오염물질의 이동특성올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었다. 수치모델의 검증 방법으로 시행되는 실햄은 포집된 추 

적자 농도분포를 분석하여 모텔에 입력되는 확산계수 풍올 수식화하여 모델 

의 정확성올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었다. 

또한 확산실험을 수행하면서 부차적으로 관측된 기상자료는 분석올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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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타베이스화해서 기상특성을 파악하는데도 이용된다. 즉l 실험기간중 대 

상 지역에서 지상풍l 상충풍l 대기안정도I 상충기온퉁올 관측하여 기상 자료 

률 수집하며 동시에 이들 기상특성에 따른 추척자의 확산특성을 평가할 수 

었다. 

현재까지 다양한 야외 확산실험이 여러 유형의 지형l 여러가지 대기 안정 

도 및 풍속조건에 대해서 시행되어 이들 실험결파로부터 유용한 대기 확산 

계수 퉁이 구해졌다. 관측된 기상자료와 확산 사이의 관계를 셜명하고 주 

어진 부지에서 기상관측으로부터 평가할 수 었는 일련의 확산 매개변수롤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확산살험은 그 목척에 따라 실험의 방법과 특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평지에서의 확산 특성올 고찰하기 위해서는 추척자의 방출점을 중심으로 원 

형의 포집망올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산악지형의 경우 추척자의 이동특 

성이 지형류 및 배기류에 영향올 받고 있으므로 이들 대기류를 관측할 수 

있는 기상망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에서 확산실험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며l 여러가 

지 제약점이 있다. 그중 몇가지 사항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시료채취 격자지점수의 한계 

수백개의 sampler를 지형상 격자들에 춤총히 놓고 sampling올 하면 

그 결과는 유효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겠지만， 5 km 밖까지 통일한 간격의 

총춤한 격자상 sampler를 배치할 경우 연구자금 및 실험 투입인력에 있어 

현실성이 없다. 

- 비균질 난류조건에서의 확산 

대기는 실제 수직 방향으로 결코 동질성올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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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방향으로도 완전한 동질성을 가질 수는 없다. 이는 풍향I 풍속， 난류의 

강한 수직구배에 의한 것으로 특히 일사에 의한 역전현상 중에 더욱 두드러 

진다. 각 방향으로 제한된 격자I 고충 기상관측 센서의 부족， 포집기 퉁이 

확산기간 동안 확산올 기술하는데 제약을 가하게 된다. 

- 추적자의 방출시간파 시료채취 

산업시설에 있어 단일 배출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방출은 실제 순간 

방출에서 몇 년간의 연속 방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실험은 몇분에서 몇시간 범위내 방출과 포집에 국한된다. 

-침적영향 

수백 미터내 오염원올 사용하는 대부분의 확산실험 자료는 사용된 추 

적물질의 침적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침적올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어려용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련의 확산실험에 있어 늘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침적은 농도의 절대치에 영향을 주므로 거리에 따른 농도의 감 

소율， 수직 농도분포I 이들 자료의 부족둥이 실험지식에 있어 중요한 제한요 

소로 고려될 수 있다. 

1. 야외확산실험 셜계 

가. 추적자의 선정 

야외 대기확산실험에 사용될 수 있는 추적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야한다. 

- 침적되지 않올 것: 추적자 방출후 포집시까지 확산되는 동안 지변에 

침적되거나 물에 용해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실험기간동안의 강우시 

빗물에 녹아 홉수되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올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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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용성이 적올 것: 햇빛에 의한 광화학반용이나 기타 대기중의 다른 

물질파 반용하여 감소되거나 생성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지구 규모 

의 실험올 수행할 경우에는 대기중에서의 반감기가 적어도 2달이상 

되어야 한다. 

- 대기중 농도가 낮올 것: 대기중 자연생성율이 적은 인위적 제조물 

로서 대기중 농도가 낮고 균일하여야 추적자의 방출량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 산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질: 인위적 화합물중 산업체에서 사용 

하는 물질은 대기중에 불균일하게 폰재할 수가 었다. 

- 쉽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포집이 쉽고 분석시 정확도가 

높으며 분석단가가 저렴해야 많은 양의 포집기체를 분석할수있다. 

- 환경에 무해할 것: 적은 양이라도 환경 및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올 갖춘 추적자로서 확산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들은 주로 

불활성 기 체 의 화합물로서 Sulfur hexafluoride (SF6), Bromotrifluoromethane 

(CBrF3), Perfluorodimethylcyclohexane (PDCH, CSF16), Perfluoromethyl

cyclohexane (PMCH, C7F14), Perfluorodimethylcyclobutane (PDCB, ~F12) 

둥이며 이들의 이성질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대기의 대표적인 조성과 

이 물질들의 대기중 농도를 표 3.8에 실었다. 

이중 최초로 대기확산실험에 사용된 것은 SF6로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다. SF6는 포집 이 용이 하고 GC (gas chromatograph)로 분석 할때 ECD 

(electron capture detector)에 민감하므로 좋은 추적자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이의 산업체에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중 농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었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물질은 CBrF3로 SF6와 대기중 농도와 비둥점 

이 비슷하나 ECD 분석시 민감도가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SF6와 함께 사 

용하는 경우가 있으며I 이때에는 셔로 다른 방출접에서 동시에 방출시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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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대 기 의 조성 (Atmospheric constituents) 

기체명 농도 [ppt] 분자식 농도범위 

Nitrogen 780，잊)()，OOO，OOO N2 % 

Oxygen 209，500，000，α)() 02 

Argon 9，300，000，αm Ar 

Carbon dioxide 335，아)()，OOO cα ppm 

Methane 1,480,000 C& 

Nitrous oxide 315，αm N20 ppb 

Ozone 35,000 û3 

Nitrogen oxides 3,000 NO, NÛ2 

Methyl chloride 630 CfhCl ppt 

Halocarbon 12 305 CChF2 

Halo혀rbon 11 186 CChF 

Carbon tetrachloride 135 CClt 

Chloroform 20 CHCh 

Sulfur hexafluoride 0.85 SF6 ppq 

Bromotrifluoromethane 0.75 CBrF3 

P랜erfluo야ro여dimethy끼lcyclohexane 0.026 CsF16 

Perfluoromethylcyclohexane 0.0036 C7F14 

Perfluorodimethylcyclobutane 0.00035 CF12 sub-ppq 

Deuterated methane 0.00030 CD4 

Deuterated methane-13 o.α)001 13C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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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분석하여 실험의 효옳을 높일 수 있다. 실험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비 

록 대기중 농도는 높지만 CC12F2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세가지 기 

체 모두 5 Å molecular sieve column으로 분석되므로 한번의 포집으로 두세 

번의 실험효파를 얻을 수 있다. 

SF6보다 더 대기중 농도가 낮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불소계 화합물로 PFC 

(Perfluorocarbon Compounds)라 통칭 되 는 PDCH, PMCH, PDCH가 근래 에 

확산실혐의 좋은 추적자로 각광올 받고 있다. 이들은 위의 모든 조건을 충 

족시키며 값이 비싼 반면 적은 양만올 방출하여도 되므로 상대적인 단가는 

오히려 위의 세가지 추적자의 경우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상옹에서 액체상 

태이므로 대량 방출시 기화시키는 장치가 펼요하고 포집점에서 탄소에 홉착 

시켜 포집한 후 이롤 다시 기화시켜 분석하여야 하는 둥 절차가 복잡하고 

널리 알려진 물질이 아니므로 분석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실험의 경우 

에는 추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메탄의 동위원소 (13CD4, 12CD4)가 또 

한 추척자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mass spectormetry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셔 큰 차이가 있다. 이들은 역시 포집 백 (sample bag)에 포집하거나 

온도를 낮추어서 활성탄소에 홉착시키는 방법으로 포집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확산실험의 범위가 좁고 실험의 경험이 없으므로 간단한 

장치로 포집과 분석올 수행하기 위하여 SF6를 추적자로 선정하였다. SF6와 

몇가지 추적자들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은 표 3.9와 같다. 

나. 추적자 방출 셜계 

추적자의 방출량은 대기중 농도와 분석기기의 검출한계/ 확산결과의 예 

측올 통하여 이루어진다. 포집된 기체의 분석시 원하는 농도범위는 S/N 

비 (signal to noise ratio)를 고려하여 대기중 농도와 분석기기 검출한계중 큰 

값의 100 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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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추적 자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tracer gases) 

Sulfur hexafluoride(SF6) 

분자량 

대기중 농도 

밀도 

용융점 

비둥점 

용해도 

기타 

146.05 

850 ppq(도시근교에서는 2000 ppq) 

기체 6.602 g/ Q 

액 체 1.88 g/ Q (at -50.C) 

1.5 g/ Q (at -100 "C) 

-50.5 "c 

-63.8 "C (sublimation) 

찬물:약간녹음. 

더운 물 : 약간 녹음. 

알콜， KOH; 녹음. 

부식성I 비가연성 

Perfluoro-1,3-dimethy lcyclohexane(PDCH) + 

정식명칭 

분자식 

분자량 

대기중 농도 

밀도 

용융점 

비둥점 

기타 

(Decafluoro-1,3-bis[trifluoromethyl] cyclohexane 

CsF16 or C,FlO(CF3h 

400.1 

26 ppq 

1.83 g/mQ 

-55 "C 
101 .C 

부식성 

Perfluoromethylcyclohexane(PMCH) 

분자식 

분자량 

대기중 농도 

비둥점 

C7F14 

350 

3.6 ppq 

76 "c 

* Merck Index 11.8952, safety 2.3204D 참조 

+ sigma P9535, Approx.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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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다. 

Xþeak ~ 100 max (X빼’ Cmin ) (3.53) 

여기서， Xþetl/c 확산중심선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포집점의 농도 

X빼 : 대기중 농도 

Cmin 분석기기의 검출한계 

원하는 Xþetl/c를 얻기위하여 방출되는 양은 포집점의 높이， 방출점과의 거 

리， 풍속/ 대기안정도， 지표조도， 혼합충의 높이， 포집기간 둥에 좌우된다. 

확산결과의 예측은 Gaussian 확산식을 사용하였는데 대기가 안정한 경우나 

혼합층이 높은 경우， 

XþeakU/Q = 

여기서， gl 

gl g2 
2π<1y<1z 

e 
(짧) 

(-::J따H'J 2 ) (.::J짧멜2 ) 

g2 e 十 e 

ú: 풍속 

Q: 방출량 

이: 농도 수평분포의 표준편차 

<1z: 농도 수직분포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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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포집정과 확산중심선과의 거리 

z: 포집정의 높이 

H: 방출첨의 높이 

와 같으며I 대기가 중립이나 불안정하고 ðz가 혼합충 높이의 1.6 배 이상 

일 경우에는 

@짜 U/Q = ~옳Ll 
-/2π ðy L' 

여기서， L: 혼합층의 높이 

(3.55) 

대기가 중립이나 불안정하고 ðz가 혼합충 높이의 1.6 배 이하인 경우에는 

gl g3 
Xþeak U/ Q = ')C늬;응r 

‘’“’yvz 

용， r (_-(<11-::-뿔낄앤깐( __ C，t영웰@안 )1 

여 기서， g3 = ‘~4 [e <.u, + e <.u. ] 

의 식으로 계산한다. 

(3.56) 

추적자의 지표방출의 경우와 10 rn 높이에서 방출하였올 경우로 나누어 

XþeIJk이Q를 계산하여 풍향과 풍속의 변화에 따른 척당한 방출량윷 추정한 

것과 방출 높이 58 m인 경우 혼합충의 높이에 따라 추정한 방출량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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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에 실었다. 이때， 대기중 농도는 도시 및 공단주변임을 고려하여 2 

ppb, 기기검출한계는 10 ppb로 입력하였다. 계산된 Xpealc는 6.602 X 10-3 

mg/m301 었으며 혼합충의 깊이는 500 m로 가정하였다. 

SF6는 상온에서 기체상태이나 제조시에 액체상태로 압축하여 가스 실린더 

에 넣어서 공급된다. 따라서 가스 실린더에 압력조정기를 셜치하고 배출시 

키면 자연 중발되면서 방출되나， 오랜시간동안 방출시킬 경우에는 기화열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 많은 양올 방출시킬 수가 없다. 많은 양올 오랜시간 

동안 방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SF6에 열을 공급하거나 여러개의 실린더를 연 

결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두가지 경우의 방출기구의 구조를 그림 3.35와 

그림 3.36에 실었다. SF6에 열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전기저항올 이용한 열 

선올 실린더에 강아서 손실된 기화열만큼 보충해 주거나 압력조정기로부터 

배출될 때 구리 파이프를 통하게 하고 여기에 열올 가하는 방법이 었다. 

구리 파이프에 열올 가할 때， 이를 공기중에 노출시키거나 물속에 넣어서 

열교환올 시키는 방법올 사용하나 이는 실린더의 온도가 충분히 높올 경우 

에만 완전한 기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압력조정기가 장착된 5 개의 실린더를 연결하여 사용하 

였다. 가스는 5 개의 실린더로부터 흘러나와 니들 밸브를 거친 후 유량계 

롤 통과하여 방출되도록 셜계하였다. 이때 혹시 온도의 저하로 유량이 감 

소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하여 실린더내의 압력올 일정압력이상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가열시킬 수 있는 가스난방기를 준비하였다. 

추적자를 지표에서 방출시킬 경우 주변의 인원 및 차량 이동으로 방출점 

주변의 확산이 영향올 받올 것으로 예측되어 기상탑의 꼭대기에 방출구를 

껄치하였으나 기상탑이 없는 경우에는 고가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추적자의 

방출구를 10 m 높이에 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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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추정 방출율 (Estimated release-rate) [kgjhour] 

방출 거리 
안정도 

풍속 [mjsec] 

높이 [krn] 1.0 2.5 5.0 7.5 10.0 

A 5.347 13.367 26.7:뀔 40.101 53.468 

B 1.175 2.939 5.877 8.816 

C 0.456 1.140 2.280 3.421 4.561 
1.0 

D 0.161 0.402 0.805 1‘ 207 1.610 

E 0.082 0.204 0.408 0.612 0.816 

F 0.035 0.088 0.176 0.264 0.352 
지면 

A 7.977 19.942 39.885 59.827 79.769 

B 2.647 6.619 13.237 19.856 26.475 

C 0.957 2.394 4.787 7.181 9.574 
1.5 

D 0.303 0.757 1.513 2.270 3.026 

E 0.153 0.381 0.71없 1.144 1.526 

F 0.066 0.164 0.329 0.493 0.658 

A 5.347 13.368 26.736 40.103 53.471 

B 1.180 2.951 5.902 8.853 11.804 

C 0.462 1.156 2.311 3.467 4.622 
1.0 

D 0.169 0.422 0.845 1.267 1.690 

E 0.091 0.227 0.454 0.681 0.908 

F 0.045 0.114 0.227 0.341 0.455 
10 m 

A 7.977 19.942 39.885 59.827 79.769 

B 2.652 6.630 13.260 19.890 26.520 

C 0 ‘964 2.409 4.818 7.226 
1.5 

D 0.311 0.779 1.557 2.336 

E 0.163 0.407 0.813 1.220 

F 0.077 0.192 0.384 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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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혼합충의 거리 풍속 [m/sec] 
안정도 • i 

높이 [km] 1.0 2.5 5.0 7.5 10.0 
-"-- 74.술 A 7.424 18.559 37.118 55.676 

B 5.047 12.617 25.233 37.850 50.467 

C 1.698 4.245 8.491 12.736 16.982 
3.0 

D 0.449 1.122 2.245 3.367 4.490 

E 0.222 0.556 1.112 1.669 2.225 

F 0.099 0.247 0.494 0.742 0.989 
500m 

A 21.453 53.633 107.266 160.899 214.532 

B 16.791 41.978 83.955 125.933 167.910 

C 11.808 29.520 59.041 88.561 118.082 
10.0 

D 2.721 6.801 13.603 20.404 27.205 

E 1.205 3.012 6.024 9.036 12.047 

F 0.479 1.197 2.395 3.592 4.790 
•..•.• __ .-‘-- “> •• ~π~~ 

A 14.847 37.118 74.235 111.353 148.470 

B 5.283 13.208 26.416 39.623 52.831 

C 1.698 4.245 8.491 12.736 16.982 
3.0 

D 0.449 1.122 2.245 3.367 4.490 

E o.강Z 0.556 1.112 1.669 2.225 

F 0.099 0.247 0.494 0.742 0.989 
1000m 」 •) ..... 

A 42.906 107.266 214.532 321.798 429.064 

B 33.575 83.939 167.877 251.816 335.7.않 

C 15.064 37.660 75.320 112.980 150.640 
10.0 

D 2.721 6.801 13.603 20.404 27.205 

E 1.205 3.012 6.024 9.036 12.047 

F 0.479 1.197 2.395 3.592 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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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Gas cylinder 

3. Manifold 

5. Flow meter 

2. Pressure regulator 

4. Needle valve 

6. 릎xit gas 

7. Gas cylinder supporting rack 

그림 3.36. 여러개의 실린더를 사용한 추적자 방출 장치 

(Tracer release systern using several cyl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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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집기 제작 

확산 실험에 사용되는 포집기는 비닐주머니에 포집하는 방법 포는 활 

성탄에 홉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한번에 포집가능한 횟수에 따라 

연속포집하는 방법과 한번만 포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실험은 

상온에서 기체상태인 SF6률 추적자로 사용하므로 Saran bag이라 불리우는 

비닐주머니에 포집하도록 하였다. 이 포집 백은 화학척으로 안정하여 추적 

자가 벽에 침착되거나 새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제작된 것이다. 연속포집을 

원할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홉입 펌프나 밸브를 작동시켜 미리 부착한 여 

러개의 포집 백에 순차적으로 공기를 포집하도록 셜계된 연속식 포집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국내에 제작된 것이 없고 외국에서 수입활 경우 가격이 비 

싸 많은 수량올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펌프만을 구입하고 유입구와 유 

량조절장치 빛 전원장치는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구조를 그림 

3.37에 실었다. 

유입구는 공기여과기 (membrane 잠lter)와 튜브r 깔대기로 구성되는데 깔 

대기는 포집기간 중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직접 펌프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합이다. 유입구는 지상 1.5 m에 위치하도록 프라스틱 파이프에 

매달았다. 유량의 조철은 펌프 유출구에서 이루어지도록 셜계하였다. 얼단 

펌프에서 충분한 양의 공기를 홉입한 다음 유출구에서 나온 공기를 두갈래 

로 나누어 한쪽에는 포집 백을 연결하고 다른 환쪽은 다시 대기중으로 방출 

되도록 하였는데r 이때 튜브 끝에 주사바늘을 달아 주사바늘의 굵기에 따라 

포집 백에 주입되는 양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첫 실험에서는 모두 48 개의 

포집기를 제작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검사하여 유량이 다른 것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온 실험시 사용하지 않았다. 

야외확산실험에서 추적자를 포집할 수 있는 지챔온 한정되어 있으므로 

같온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연속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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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포집기의 구조 
(Schematic illustration of 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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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많은 생플올 포집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 이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계장기술실파 협조하여 연속식 포집기를 100개 직접 제작하였는데 그 

구조는 크게 gas distributor와 control module, 홉업부분 및 case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38에 연속식 포집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1) Gas distributor 

Gas distributor는 펌프에서 홉입된 공기를 순차적으로 12개의 포트 

에 나누어 주는 장치로 control module에서 주는 신호에 의해 동작한다. 

주 재질은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127ß 의 방사상 포트에 각각 밸브를 셜치 

하고 중앙에서 회전하는 캠이 밸브를 눌러 주면 그 포트에 연결된 생플 백 

에 공기가 주입되도록 하였다. 캠은 모타로 구동되므로 캠의 위치가 정확 

히 밸브와 일치되도록 적외선 센서를 달아 control module과 연결시켰다. 

(끽 Control module 

포집 시작시간파 한 생플 백당 포집시간y 펌프의 홉입율등을 포로그 

랩하여 동작시키면 정해진 시간에 펌프와 distributor흘 회전시키며 포집을 

통제하는 전자회로이다. 포집시작 2시간전에 전원올 연결하고 동작시키면 

내장된 시계로부터 시간올 측정하여 2시간후에 첫번째 포트를 열게 되고 펌 

프를 작동시켜 샘플 백에 공기를 주입한다. 10분후에 첫번째 밸브를 닫고 

다음의 밸브를 열어 다음 백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127ß 

까지의 생플링을 수행할 수가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 module은 포집시작 

시간과 포집갯수y 한 백당 포집시간I 펌프의 유량동올 모두 제어할 수 있다. 

(3) 홉입부 

직류 6V로 작동하는 펌프에 의해 포집기의 외부에 연결된 홉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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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필터롤 거쳐 홉입된 공기는 유량조절을 하여야 정해진 시간에 생플 

백올 채울 수 있다. 초기에는 orifice를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전자제어로 펌 

프의 회전수를 바꾸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양올 마옴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4) 케이스 

Gas distributor, control module, battery, 생플백 동을 넣기 위하여 

내용적 75 liter의 프라스틱 박스를 사용하였다. 박스 중간에 아크릴판을 가 

로질러 gas distributor와 control module, battery, pump 뭉올 부확하였으 

며 반대편에 튜브로 연결된 생플 백올 넣도록 하였다. 

라. 실험일정 계획 

야외에서의 실험일정은 실험 2주일전부터의 기상관측을 시작으로 실 

험전에 포집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각 포집점에 말뚝을 박아 표시하 

는 순서로 계획하였다. 포집기 배치시 포집점을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말뚝에는 포집점의 번호롤 표시하였다. 포집첨 표시 

후 실제 인원배치의 소요시간 및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연습을 실시 

하여 이동 및 통신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1일차 실험이 끝난후 2일차 

실험올 실시하기 전에 다시 포집정 위치를 표시한 말뚝올 확인하여 분실훤 

것은 다시 박아놓았다. 

현장에서 기상관측 및 예보자료롤 토대로 실험시작시간이 결정되면 포집 

인원 및 포집기를 배치하고 추척자를 실은 차가 포집지점으로 이동하여 40 

분내에 기기설치를 완료한다. 기기설치 및 인원배치를 확인환 후 추적자를 

방출하며I 처옴 방출된 추적자가 바랍에 실려 이동하여 확산중심선 천체에 

돼졌으리라 예측되는 시간까지 기다린 후에 포집기를 작동시켜 포집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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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 추적자 분석 

포집된 공기시료중에서 추적자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gas chrc• 

matograph를 사용하였다. 상세한 작동조건은 다음파 같으며 SF6 가스의 보 

유시간 (Rt)는 2.37 분으로 나타났다. 

• Gas chromatograph: Hewlett Packard 5400 series 

• Column: ECD (electron capture detector) 

• 1띠ection port Temp.: 104 't 

• Oven Temp.: 30 't 

• Detector Temp.: 350 .C 

• Carrier gas: Nitrogen 

• Carrier gas flow rate: 22 me/min 

2. 평지 야외확산실험 (1) 

가. 확산실험 장소의 선정 

첫 번째의 확산실험은 우선 야외확산실험의 경험올 축적하는데 큰 목 

적이 있으며， 실험결파를 쉽게 검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탄한 지형올 실 

험장소로 선정하였다. 실험기기 및 인원의 이동을 고려하여 연구소에서 가 

까운 평지를 물색하였으며， 액스포 행사장 맞은 편의 둔산 신시가지 일대를 

실험장소 후보로 선정하여 기상특성올 조사하였으나 토목공사가 진행중이었 

고 주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실험장소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대전 

주변의 넓은 평지는 주로 하천을 끼고 있는 지형이므로 이들을 일일이 답사 

하여 유성구 관명동의 동서 약 1 km, 남북으로 약 1.4 km의 농경지를 실험 

장소로 선정하였다. 그림 3.39에 실험장소 주변의 지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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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야외확산실험 (1) 장소 주변의 지형도 
(Map of the area for fíeld diffusion experiment 1) 

-153-



실험장소의 북쪽으로 도로를 건너 역시 평지가 계속되었고 동쪽파 남쪽으 

로도 하천을 건너 넓은 평지가 있다. 서쪽으로 약 1 km에 해발 124 m의 

산봉우리가 있으나 실험지역의 풍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 

다. 실험대상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논이 대부분이며I 북동쪽에 약간 

의 비닐하우스가 있다. 동쪽으로는 남에서 북으로 소도로가 나있고 남서쪽 

에 작은 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북동/ 남동을 잇는 하천 옆으로 높 

이 약 1-2 m의 제방이 있어 차량통행이 가능하였다. 

풍향은 서풍 내지 남서풍 또는 남풍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므로 방 

출점올 대상지역의 남쪽 또는 서쪽으로 선정할 경우 풍하방향 약 1 내지 

1.2 km의 평지에 110 도의 각도내에 포집기를 셜치할 수가 있었다. 방출점 

은 풍향 및 차량의 진입여부를 고려하여 두 곳을 선정하였으며 실험 당일 

풍향에 따라 두 곳중 한곳을 선택하여 방출하도록 계획하였다. 포집기는 

인원의 배치를 고려하여 논두렁 위에 셜치하도록 하였으며 논두렁의 간격은 

약 200 m와 400 m였다. 

포집점은 방출점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약 90 m 간격y 먼 지역에서는 

200 m간격으로 44 개를 선정하였다. 그림 3.40에 방출접 및 포집점의 위치 

를 실었고y 표 3.1 1 어l 대상지역 남동쪽 모서리롤 원점으로 한 방출점과 포집 

점의 화표와 방출점 1과 방출점 2를 원점으로 한 포집점의 좌표를 실었다. 

표에서 6 는 북쪽올 중심으로 시계방향이 (+)인 각도를 나타낸다. 방출점 1 

올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먼 포집점은 거리가 1232.7 m~ 19이고 각도는 

-65 .5 도부터 41.9 도까지로 107.4 도의 범위에 포집점들이 위치하였다. 포 

집점들의 평균거리는 573.9 m이고 평균각도는 -9.9 도로 남풍이 불 경우 가 

장 유리한 위치였다. 방출원 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먼 포집점은 거 

리가 983.8 m~ H1이고 각도는 24.1 도부터 134.4 도까지 110.3 도의 범위 

였다. 

-154-



o 100 200 
” ! 

’ 

그림 3.40. 방출정 및 포집정의 위치:醫 방출점1， 擊 방출점2 

(Release point 1(醫)， release point 2(뿔)， and sampl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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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방출점 과 포집 정 의 화표 (1) 

(Coordinate of release points and sampling points: 1) 

포집점 X[m] Y[m] 
방출원 1올 훤점으로 한 화표 

X[m] Y[m] r[m] 8 

방출훤1 702.6 192.1 0.0 0.0 0.0 
--‘ 

-53.0 I 방출훤2 145.7 612.1 -556.9 420.0 697.5 

A1 681.6 180.7 -21.0 -11.4 23.9 

C1 748.1 261.2 45.5 69.1 82.7 33.4 

01 806.2 331.8 103.6 139.7 173.9 36.6 

E1 864.3 402.6 161.7 210.5 265.4 37.5 

F1 924.9 476.8 222.3 284.7 361.2 38.0 I 

G1 983.2 547.1 280.6 355.0 452.5 38.3 

H1 1128.0 665.7 425.4 473.6 636.6 41.9 
r----→←<.-.~ 

A2 524.8 273.1 -177.8 81.0 195.4 -65.5 

C2 642.5 378.0 -60.1 185.9 195.4 -17.9 

G2 913.9 620.5 211.3 428.4 477.7 26.3 

A3 458.3 347.0 -244.3 154.9 289.3 -57.6 

B3 498.7 383.6 -203.9 191.5 279.7 -46.8 

c3 575.2 451.4 -127.4 259.3 288.9 -26.2 

03 643.0 512.3 -59.6 320.2 325.7 -10.5 

E3 710.5 572.5 7.9 380.4 380.5 1.2 I 

F3 777.6 632.7 74.9 440.6 446.9 9.7 

G3 845.1 692.9 142.5 500.8 520.6 15.9 

H3 986.8 819.1 284.2 627.0 688.4 24.4 

13 1080.2 901.8 377.6 709.8 803.9 28.0 I 

C4 507.7 525.5 -194.9 333.4 386.2 -30.3 

G4 771.9 770.1 69.3 578.0 582.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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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 속 (Continued) 
τS챙tτ~ ••••• ι~，τππ.~õ~~ ••••••• ~ ••••• 

포집점 X[m] Y[m] 
방출원 1을 원점으로 한 좌표 

X[m] Y[m] r[m] 8 

A5 292.5 468.4 -410.1 276.3 494.5 -5<: 

85 363.1 532.9 -339.5 340.8 481.0 -44 

C5 438.3 601.4 -264.3 409.4 487.2 -32 

D5 505.4 662.4 -197.2 470.3 510.0 -22 

E5 572.4 723.3 -130.2 531.2 547.0 -13 

F5 636.3 782.2 -66.3 590.2 593.9 -é 

G5 702.6 843.2 0.0 651.1 651.1 

H5 845.1 972.4 142.5 780.4 793.3 1C 

15 974.8 1091.8 272.2 899.7 940.0 H: 
L...... •• ____ 

C6 367.7 678.9 -334.9 486.8 590.9 -34 

G6 623.3 926.5 -79.3 734.4 738.7 -é 
--• 

87 227.5 683.7 -475.1 491.6 683.6 -44 

C7 300.7 753.3 -401.9 561.2 690.3 -35 

D7 365.2 815.8 -337.4 623.7 709.1 -28 

E7 430.4 877.7 -272.2 685.6 737.7 -21 

F7 490.0 935.1 -212.6 743.0 772.8 -H: 

G7 555.2 998.1 -147.4 806.0 819.4 -10 

H7 696.2 1132.9 -6.4 940.8 940.9 -{] 

17 847.9 1278.7 145.3 1086.6 1096.3 7 
" ......... -.-.--τττ-

C8 238.5 819.8 -464.1 627.7 780.6 -3é 
-

G9 413.8 1146.9 -288.8 954.8 997.5 -H: 

H9 552.7 1287.1 -149.9 1095.0 1105.2 -7 

19 688.0 1424.7 -14.6 1232.6 12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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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Continued) 

포집정 X[m] Y[m] 
방출원 2를 원점으로 한 좌표 

X[m] Y[m] r[m] 8 

L합윷원1 702.6 192.1 556.9 -420.0 697.5 -53.0 
뉴_ •. ~.τ~~ .......... 

방출원2 145.7 612.1 0.0 0.0 0.0 

A1 681.6 180.7 535.9 -431.4 688.0 128.8 

C1 748.1 261.2 602.5 -350.9 697.2 120.2 

D1 806.2 331.8 660.5 -280.3 717.5 113.0 

E1 864.3 402.6 718.6 -209.5 748.5 106.3 

F1 924.9 476.8 779.2 -135.4 790.9 99.9 

G1 983.2 547.1 837.6 -65.0 840.1 94.4 

H1 1128.0 665.7 982.4 53.6 983.8 86.9 
•-_. 

A2 524.8 273.1 379.1 -339.0 508.6 131.8 

C2 642.5 378.0 496.8 -234.1 549.2 115.2 

G2 913.9 620.5 768.2 8.4 768.3 89.4 
뉴 

A3 458.3 347.0 312.6 -265.1 409.9 130.3 

B3 498.7 383.6 353.0 -228 .5 420.5 122.9 

C3 575.2 451.4 429.5 -160.7 458.6 110.5 

D3 643.0 512.3 497.3 -99.8 507.2 101.3 

E3 π0.5 572.5 564.9 -39.6 566.2 94.0 

F3 777.6 632.7 631.9 20.6 632.2 88.1 

G3 845.1 692.9 699.4 80.8 704.1 83.4 

H3 986.8 819.1 841.1 207.0 866.2 76.2 

13 1080.2 901.8 934.5 289.7 978.4 72.8 
r““ ~ .. ~ .. ~ ... -.~→~.-.-.~ ←-.~.-.- ‘~.~-.~ 

C4 507.7 525.5 362.0 -86.6 372.2 103.5 

G4 771.9 770.1 626.2 157.9 645.9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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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Continued) 

포집점 X[m] Y[m] 
방출원 2률 원점으로 한 좌표 

X[m] Y[m] r[m] 8 

A5 292.5 468.4 146.8 -143.7 205.5 134.4 

B5 363.1 532.9 217.4 -79.2 231 .4 110.0 

c5 438.3 601.4 292.7 -10.7 292.8 92.1 I 

D5 505.4 662.4 359.7 50.3 363.2 82.0 

E5 572.4 723.3 426.7 111.2 441.0 75.4 

F5 636.3 782.2 490.7 170.1 519.3 70.9 

G5 702.6 843.2 556.9 231.1 603.0 67.5 

H5 845.1 972.4 699.4 360.3 786.8 

15 974.8 1091.8 829.1 479.7 957.9 59.9 

C6 367.7 678.9 222.1 66.8 231.9 73.3 

G6 623.3 926.5 477.6 314.4 571.8 56.6 

B7 227.5 683.7 81.9 71.6 108.8 48.8 I 

C7 300.7 753.3 155.0 141.2 209.7 47.7 

D7 365.2 815.8 219.5 203.7 299.4 47.1 

E7 430.4 877.7 284.7 265.6 389.4 47.0 

F7 490.0 935.1 344.3 323.0 472.1 46.8 

G7 555.2 998.1 409.6 386.0 562.8 46.7 I 

H7 696.2 1132.9 550.5 520.8 757.8 46.6 

17 847.9 1278.7 702.2 666.6 968.2 46.5 

C8 238.5 819.8 92.9 207.7 227.5 24.1 

G9 413.8 1146.9 268.1 534.8 598.2 26.6 

H9 552.7 1287.1 407.0 675.0 788.2 31.1 

19 688.0 1424.7 542.3 812.6 977.0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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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포집점들의 평균거리는 577.7 m로 방출점 1율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와 비슷하였으며 명균각도는 80.1 도로 서풍이 불 경우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나. 기후조건 및 기상관측계획 

봄철의 날써는 화창한 날도 많으나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도 있 

는 둥 변화가 심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상관측탑에서 관측한 1993년 5 

월의 바랍장미를 그림 3.41에 실었다. 확산실험장소는 연구소의 기상관측탑 

파 지리척으로 가깝고 평지이므로 대체로 비슷한 바랍패턴올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남서풍 계열이 우세할 것으로 보았다. 1993년 5월의 평균 

풍속은 67 m 높이에서는 2.29 m/sec, 10 m 높이에서는 0.69 m/sec였고 최 

대 풍속은 67 m 높이에서는 11.46 m/sec로 남동풍인 경우였으며 10 m 높 

이에서는 7.17 m/sec로 역시 남동풍인 경우였다. 

확산실험장소의 기상패턴올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험시작 2 주일전 

부터 현장에서 간이 풍향풍속계를 사용한 기상관측올 실시하였으며 이 결파 

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상관측탑에서 관측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험당일의 풍향， 풍속의 예측은 중앙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및 일일 

기상통보를 한국기상협회로부터 전송받아 사용하였다. 실험 당일은 풍향·풍 

속의 수직분포와 혼합충 높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Tethersonde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지상에서의 풍향·풍속은 실험장소가 평지이므로 방출접 한곳에서 

만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 확산실험의 개요 

1994년 5월 24일파 28일에 걸쳐 총 4회의 야외 대기확산실험올 실시 

하였다. 하루에 2회의 실험올 반복하였으며 두 실험사이에는 전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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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0.50 
0.51- 1.00 
1.01- 2.00 
2.01- 5.00 
5.01-10.00 

10.01-18.00 
18.00< 

그림 3.41. 1993년 5월의 바랍장미 (위: 67 m, 아래: 10 m) 

(Wind rose in May 1993; upper: 67 m , lower: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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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된 추적자가 모두 실험지역 밖으로 이동하거나 회석되어 대기중 농도와 

같아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었다. 실험의 일정 및 각 실험의 추적자 

방출량은 다음과 같다. 

(1) 1차 실험 

일 시 : 1994년 5월 24일 13:55 방출시작 

14:05 포집시작 

14:20 포집종료，방출종료 

방출율: 5 kgjhour 

총방출량: 2.1 kg 

(2) 2차 실험 

일 시 : 1994년 5월 24일 16:06 방출시작 

16:16 포집시작 

16:26 포집종료 

16:31 방출종료 

방출율: 5 kgjhour 

총방출량: 2.1 kg 

(3) 3차 실험 

일시: 1994년 5월 28일 11:37 방출시작 

11:47 포집시작 

12:02 포집종료I 방출종료 

방출율: 5 kgjhour 

총방출량: 2.1 kg 

(4) 4차 실험 

일시 : 1994년 5월 28일 14:00 방출시작 

-162-



방출율: 7.5 kgjhour 

총방출량: 3.1 kg 

14:10 포집시작 

14:25 포접종료I 방출종료 

2차 실험을 시작한 후 약 5분 후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포집 

시간을 10 분으로 단축하였으나 포집인원에게 전달이 늦어 계속 포집할 경 

우를 대비하여 추객자 방출은 예정대로 15 분간 실시하였다. 추척자 방출 

율은 앞의 3 번의 실험에서는 5 kgjhour로 하고 4 번째에는 50 % 높여 7.5 

kgjhour로 조정하였다. 방출율은 추객자 방출구에 연결된 니툴 밸브와 유 

량계로 조절하였으며 방출 전후에 실린더의 무게를 측청하여 실제 방출된 

양올 측정하였다. 추객자 포집 백은 일련번호를 매긴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 종이봉지에 넣어 분석장소로 운반하였다. 

라. 기상조건 

5월 24일은 동고서저형의 기압배치로 종판규모의 풍향이 남풍으로 예 

상되었고， 5월 28일은 남쪽에 고기압이 발달하여 강한 서풍이 예상되었다. 

풍향파 풍속은 10 m 높이의 방출점에서 측정하였고I 고공 판측을 위하여 

Tethersonde를 띄웠으나 강한 바랍에 풍선이 찢어져 완전한 관측을 할 수 

없었다. 

대기안정도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상관측탑에서 관측환 자료를 참고로 결 

청하였는데 그림 3.42에 5월 24일파 28일의 높이 10 m와 67 m에서 측정한 

기온으로부터 계산한 기온감율 ("C j100 m)파 풍향의 표준편차를 나타내었 

고， 대기안정도의 범위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3.43에 연구소 기상관측탑 

과 현장에서 측정한 풍향파 풍속올 보였는데 24일의 경우는 풍속이 작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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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기온차이와 풍향의 표준편차:5월 24일 (Ternperature difference 

and standard deviation of wind direction: Ma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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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2. 계속:5월 28일 (Continued: Ma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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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일치하였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풍향， 풍속 및 대기안정도는 다음과 같다. 

- 1차 실험 

풍향 130 도 (남동풍) 

풍속 1.52 m/sec 

대기안정도: A (극히 불안정) 

- 2차 실험 

풍향 250 도 (남남서풍) 

풍속 0.61 m/sec 

대기안정도: B (약간 불안정) 또는 c (중립) 
- 3차 실험 

풍향 225 도 (남서풍) 

풍속 4.62 m/sec 

대기안정도: A (극히 불안정) 또는 c (중립) 
- 4차 실험 

풍향 232 도 (남서풍) 

풍속 3.57 m/앞C 

대기안정도: A (극히 불안정) 또는 B (약간 불안정) 

대기안정도는 높이에 따른 용도차이로 추정하는 방식과 풍향의 표준편차 

로 추정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두가지 

로 추정하였다. 실험결과의 해석시 두가지의 대기안정도를 사용하여 비교 

해 본 결과 2차 실험의 경우에는 c (중립)， 3차와 4차 실험의 경우에는 A 

(극히 불안정)으로 추정한 것이 Gaussian 계산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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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현장에서 측정한 풍속을 포집점과 함께 그린 것올 그림 3.44에 나타 

내었다. 1차와 3차 실험에서는 바랍이 실험지역의 가장자리를 지나간 것으 

로 보이나 2차와 4차 실혐의 경우 실험지역의 중심올 통과하여 포집첨이 

밀집된 지역이 확산의 중심선이 될 것이므로 좋은 실험 결과가 예상되었다. 

마. Gaussian 모텔과의 비 교 

이번 실험은 대상지역이 평지이고 가장 먼 포집점이 방출원으로부터 

1.2 km인 좁은 범위이므로 풍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직선상의 

확산형태인 Gaussian 모델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 때 포집점의 좌표가 

방출점과 풍향올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각 포집점의 좌표를 수정하여 

야 하는데 위 식에 사용되는 화표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X = (xs - xr)cosrþ + (Ys - Yr)sin4 

Y = (x r - xs)sinrþ + (Ys - Yr)cos4 

여 기서I x s: 포집 점 의 x-좌표 

X r: 방출점 의 x-화표 

Ys: 포집 점 의 y-좌표 

Y r: 포집 점 의 y-좌표 

rþ: 풍향 

(3.55) 

그림 3.45에 포집점에서의 농도와 위의 식으로 계산한 농도분포훌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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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야외에서 관측된 풍향: 숫자는 실혐의 번호 

(Wind direction observed at field: number means experimen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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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 3.45의 1차 실험결과에서 윗 그림은 A3, B3, C3, D3, E3, F3, 

G3, H3, 13의 포집점들에 대한 것이고， 아래 그림온 A5, B5, C5, D5, E5, 

F5, G5, H5, 15까지 직선상의 포집정들에 대한 것이다. 두개의 곡선 중 

에서 실선은 Pasquill-Gifford가 제안한 (J y, (J z 값을 사용한 것이고， 정선온 

Briggs의 제안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이다[3.13]. X 축은 포집점을 잇는 

직선율 나타내며 이 선이 확산중심선파 만나는 점을 0으로 한 좌표를 나타 

내고， y 축은 ppb 단위의 농도를 나타낸다. A3-13롤 잇는 직선은 확산중심 

선파 -8.26 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A5-15를 잇는 직선은 -7.58 도로 

A3와 A5는 방출원에서 더 먼쪽으로 있고 13와 15는 더 가까운 쪽에 있음올 

의미한다. 이를 알기 쉽게 그림 3.46에 나타내었다. 

1차 실협의 경우 확산 중심선이 포집점들의 중심을 지나지는 않았으나 

Gaussian 계산결파와 아주 홉사한 모양을 갖고 있다. 2차 실험 결과는 관 

측된 풍향과 확산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실험현장에서의 풍향· 

풍속 관측이 정확하지 못하였거나 풍향이 변화하였다는 것올 의미환다. 따 

라서 분석된 농도의 최대값올 갖는 정올 기준으로 풍향올 조청할 필요가 있 

으며 2차 실험의 경우에는 15 도의 변화를 주므로서 풍향과 확산중심선올 

일치시킬 수 있었다. 3차 실혐의 경우 확산중심선이 포집점들의 한 끝올 

통과하여 농도분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방출점으로부터 562.8 m 

떨어진 포집점들인 아래 그림의 경우 농도가 계산치의 1/5밖에 되지 않았 

다. 이 경우에도 위에 셜명한 바와 같이 풍향과 확산중심선이 이루는 각도 

가 10 도로 계산되었다. 4차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면 농도의 최대값이 방 

출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왼쪽에서 나타나고 번곳에서는 오른쪽에서 나타 

나는데 이는 실험지역과 같이 좁은 지역에서도 풍향변화의 영향이 있었음올 

시사하는 것으로 칙선상의 확산올 기초로 한 Gaussian 모델이 단기간의 확 

산평가에는 부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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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그림 3.46. 확산중심선파 직각을 이루는 선에 투영한 포집점 

(Adjusted sampling point on the norma1 line of diffusion cent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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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도분포의 표준편차 

확산 중심선파 포집점을 잇는 선이 서로 직각이 아닌 경우 풍하방향의 

거리의 함수인 농도의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없다. 이 경우 그림 3.44에서 

와 같이 포집점의 화표를 확산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상에 투영한 후 

그 화표에 맞는 농도로 환산할 수가 있다. 서로 이루는 각 (<b)이 클 경우 

에는 L1Ri가 커지므로 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 각이 작을 경우에는 

선형관계로 내삽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선형내삽은 각 방출점의 농도에 대해 

Rj 
Xaψg때 = (R

j 
- L1R

j
) Xactual (3.56) 

’..- ‘.:L"C 

m a X 
L
‘ -% --

뼈
 

찌
 

x 
(3.5끼 

여기서， X ,: 포집점과 풍향올 기준으로 한 x-좌표 

Xo: 확산중심선과 포집점올 잇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x-화표 

의 식으로 구한다. 

풍향과 확산중심선을 일치시키고 위의 식으로 변환한 농도분포를 그림 

3.47에 제시하였다. 이 경우 조정된 포집점을 잇는 선은 확산중심선과 직각 

을 이루므로 각 포집점들의 위치에서의 Gy와 Gz는 같은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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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험결과를 환산하고 풍향을 15 도 뺀 값올 사용하여 계산한 

Gaussian 모델의 결과와 비교한 경우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 

다. 위의 변환된 농도분포를 분석하여 방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농도의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계산결과를 그림 3.48에 실었다. 그림에 표 

시된 점은 실험결과이고 점션은 Pasquill-Gifford, Briggs의 대기안정도에 

따른 제안값이다. 실선은 실험결과를 최소자승법으로 모수화한 선이다. 그 

림 3.48의 윗 그림은 1차， 3차， 4차 실험의 결과로 대기안정도가 A인 경우이 

며 아래 그림은 2차 실험의 결과로 대기안정도가 C인 경우이다. 여기서 모 

수화된 식은 대기안정도가 A인 경우 

f1y = 0.277 x (1 + O.OOO1 x) -0.5, (3.58) 

대기안정도가 C인 경우 

f1y = 0.095 x (1 + O. 0001 x) -0.5 (3.59) 

로 Briggs가 농경지에 대해서 제안한 식 중， 대기안정도가 A인 경우 

f1y = 0.22 x (1 + 0.0001 x) -0.5, (3.60) 

대기안정도가 C인 경우 

f1y = 0.11 x (1 + 0.0001x)-0.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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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standard deviation of adjusted concentration 

distribution; upper: atmospheric stability A, low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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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할 때 실험결과는 대기안정도가 A인 경우에는 <1 y가 더욱 크게 계 

산되었으며， C인 경우에서는 <1 y가 작게 계산되었다. 이는 1차 실험시 강한 

일사에 의해 난류가 매우 발달하였올 경우와I 풍향이 방출 시간동안 바뀌었 

을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두 세가지 풍향과 풍속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multimodal 

Gaussian 식을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연구소 기상탑의 관측결과는 1차 실혐의 후반부인 14시 15분부터 풍 

향이 남서쪽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분석결과도 방출점의 북동 

쪽에 있는 포집점들에서 추적자가 포집된 것으로 나와 잘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집 점의 갯수가 많지 않아 이를 토대로 bimodal Gaussian 식올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였다. 

사. 확산모텔에의 적용 

야외 확산실혐의 결과는 대기확산모델의 입력자료를 개선하거나 모델 

의 예측결과에 대한 검증에 사용된다. 즉， 위와 같이 분석된 농도의 표준편 

차가 장기대기확산올 평가하는 Gaussian 식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단기 

대기확산올 Gaussian 식으로 예측하는 경우에도 온도차이가 극심환 경우 

(-3 ‘ -6 OCj100m)나 바람이 meandering (직선으로 불지않고 구불구불 불 

어감.)하는 경우에는 <1 y를 Pasquill-Gifford와 Briggs의 제안값보다 큰 값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의 정상상태를 가정하지 않고 사고시와 같이 대기중으로 방출된 입자 

의 거동을 추적하는 경우에도 6가지 대기안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Pasquill

Gifford의 Typing Scheme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실제 관측된 난류장 

<1 UI <1 VI <1 WI U* 둥을 모텔에 직접 입력하며 실험에서 구해진 대기확산계 

수 kX1 kY1 kz 둥을 척용하여 모웰의 개선올 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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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지 야외확산실험 (11) 

가. 확산실험 장소의 선정 

확산실험 장소는 반경 약 10 km내에 큰 기복이 없는 평탄한 지형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전라북도 익산군 용안면 덕용리 일대를 실험장소로 

선정하였다. 강경읍에서 남서쪽으로 약 8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학남교 

옆의 제방올 기준으로 거리 10 km, 반경 140 도 이내 {북쫓 기준)에 대부분 

이 논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I 가장 높은 야산은 높이 53 m로 방훌원 동 

쪽 약 3km에 위치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기복은 10-20 m 내외였다. 확산 

실험장소 주변의 지형을 그림 3.49에 나타내었다. 

풍향은 서풍 내지 남서풍 또는 남풍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므로 풍 

하방향 약 3 km와 7km의 동심원상에 100 도의 각도내에 포집점을 선정할 

수가 있었다. 포집기는 이동을 고려하여 도로상이나 논두렁 위에 설치하도 

록 하였으며 포집점과 방출점의 위치를 그림 3.50에 실었다. 반경 3 km의 

포집점들은 방출점으로부터 평균 2963 m의 거리로 약 4.3도의 간격요흘 위 

치하였으며 포집정간의 평균거리는 '127 m였다. 가장 먼 포집점은 A23으로 

3024 m이고/ 가장 가까운 점은 A5로 2900 m였다. 포집점간의 거리가 가장 

먼 경우는 A2와 A3 사이로 8.58 도이고/ 가장 가까운 경우는 A13과 A14 

사이로 2.68 도였다. 

반경 7km의 포집점들은 방출점으로부터 평균 6983 m의 거리로 약 4.4도 

의 간격으로 위치하였으며 포집접간의 평균거리는 540 m였다. 가장 먼 포 

집점은 B17로 7092 m이고I 가장 가까운 점은 B23으로 6983 m였다. 포집점 

간의 거리가 가장 먼 경우는 B17과 B18 사이로 8.25 도이고I 가장 가까운 

경우는 B18과 B19 사이로 2.61 도였다. 표 3.12에 방출점을 기준으로 한 포 

집점의 좌표와 거리/ 각도를 실었다. 표에서 8 는 북쪽올 중심으로 시계방 

향이 (+)인 각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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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야외확산실험 (11) 장소 주변의 지형도 
(Map of the area for field diffusion experimen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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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방출점 및 포집점의 위치 

(Location of release point and sampl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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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방출점과 포집점의 좌표 (11) 
(Coordinate of release points and sampling points: 11) 

포집점 l.~~관첼 y- 확표 거리 (r) 각도(8) 

A2 893.24 2,830.39 2,967.99 17.52 

A3 1,308.58 2,671.38 2,974.67 26.10 

A4 1,557.49 2,512.37 2,955.97 31.80 

A5 1,755.48 2,416.96 2,987.21 35.99 

A6 1,917.98 2,257.95 2,962.60 40.35 

A7 2,125.13 2,067.14 2,964.67 45.79 

A8 2,223.76 1,939.93 2,951.01 48.90 

A9 2,357.45 1,780.92 2,954.53 52.93 

A10 2,471.94 1,621.91 2,956.53 56.73 

A11 2,582.93 1,399.29 2,937.61 61 .55 

A12 2，7.당.73 1,176.68 2,995.52 66.87 

Al3 2,786.00 1,017.67 2,966.05 69.93 

A14 2,843.02 890.46 2,979.21 72.61 

A15 2,899.60 667.84 2,975.52 77.03 

A16 2,943.23 413.43 2,972.13 82.00 

A17 2,945.55 222.61 2,953.95 85.68 

A18 2,938.12 0.00 2,938.12 90.00 

A19 2,924.00 -286.22 2,937,98 95.59 

A20 2,916.86 -445.23 2,950.64 98.68 

A21 2,823.01 얘67.84 Z잊)().93 103.31 

A22 2,851.08 -826.86 2,968.56 106.17 

A23 2,811.35 -1,113.07 3，0갱.68 111.60 

A24 2,634.15 -1,367.49 2,967.96 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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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 속 (Continued) 
τ“·‘ •••••••• 

포집점 x- 화표 y- 화표 거리 (r) 작도(8) 

B2 1,954.42 6,678.45 6,958.55 16.31 

B3 2,452.97 6,519.43 6,%5.63 20.62 

B4 2,922.72 6,360.42 6,999.80 24.68 

B5 3,577.07 5,978.80 6,%7.17 30.89 

B6 4,090.75 5,628.98 6,958.42 36.01 

B7 4,505.35 5,310.95 6,964.51 40.31 

B8 4,885.04 5,056.54 7,030.80 44.01 

B9 5,219.04 4,611.31 6,964.38 48.54 

B10 5,565.85 4,166.08 6,952.33 53.18 

B11 5,867.84 3,720.85 6,948.11 57.62 

B12 6,160.24 3,275.62 6,976.98 62.00 

B13 6,407.82 2,830 .39 7,005.09 66 .17 

B14 6,633.15 2,416.96 7,059.77 69.98 

B15 6,743.11 1,971.73 7,025.47 73.70 

B16 6,842.74 1,367.49 6,978.05 78.70 

B17 7,023.41 985.87 7,æ2.27 82.01 

B18 6,961.09 -31.80 6,961.16 90.26 

B19 6,982.02 -349.82 6,990.78 92.87 

B20 6,915.51 -890.46 6,972.60 97.34 

B21 6,797.35 -1,526.50 6,%6.65 102.66 

B22 6,608.63 -2,194.35 6,%3.42 108.37 

B23 6,352.99 -2,798.59 6,942.09 113.77 

B24 6,158.90 -3,243.82 6,960.92 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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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조건 및 기상관측 

두 차례의 확산실험 중 6월 17일은 우리나라의 동부에 고기압이 걸려 

있었고， 6월 24일은 남부지방에 고기압의 중심이 자리잡아 매우 화창한 날 

씨였다. 실험지역의 기상관측을 위하여 Airsonde와 SODAR를 사용하였으 

며/ 방출점에서는 지상 10 m에서 풍향과 풍속올 측정하였고， 3 km와 7 km 

의 동심원상의 중앙에 이동식 풍향·풍속계를 설치하여 지상 3 m 높이에서 

의 풍향·풍속을 측정하였다. 

Airsonde는 실험기간중 수시로 희웠으며 theodolite와 연결하여 온도， 습 

도/ 기압 및 풍향·풍속까지 판측하였다. 그림 3.51에 Airsonde 풍선의 궤적 

올 나타내었으며/ 그립 3.52와 그림 3.53, 그림 3.54에 실험시간중에 측정된 

온도와 풍향， 풍속을 각각 도시하였다. 그림 3.51에 보인 바와 같이 지표 

근처에서는 풍향이 서북서풍이었으나 상충으로 올라가면서 남서풍으로 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립 3.55는 각각 6월17일의 1시20분과 14시， 6월 

24일 14시의 SODAR로 관측한 digital facsimile image를 나타내고 있다. 

새벽 2시까지 약 250 m, 2시부터 4시까지는 약 400 m에서 혼합층의 상부 

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오후에는 혼합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풍향의 반전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주변 차량의 소음으 

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방출점에서 측정한 지상 10 m에서의 풍향과 풍속올 그림 3.56과 그림 

3.57에 나타내었다. 또한 포집점들의 중앙에서 측정한 3m 높이에서의 풍 

향을 그림 3.58에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실험당일의 풍향， 풍속의 예측은 중앙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및 일일 

기상통보를 한국기상협회로부터 전송받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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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51. Airsonde의 궤 적 (Airsonde tr매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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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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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54. 측정된 풍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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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그림 3.57. 10 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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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산실험의 개요 

1994년 6월 17일과 24일에 걸쳐 2회의 야외 대기확산실험올 실시하였 

다. 1회의 실험은 1시간동안에 10분씩 6번의 포집이 수행되었고 실험의 일 

정 및 각 실험의 추적자 방출량은 다음파 같다. 

- 1차 실험 

일 시 : 1995년 6월 17일 15:00 방출시작 

15:30 포집시작 

16:20 방출종료 

16:30 포집종료 

방출율: 97.9 kg/hour 

총방출량: 130.5 kg 

- 2차 실험 

일 시 : 1995년 6월 24일 14:30 방출시작 

15:00 포집시작 

15:50 방출총료 

16:00 포집종료 

방출율: 99.3 kg/hour 

총방출량: 132.4 kg 

방출율은 추적자 방출구에 연결된 니들 밸브와 유량계로 조철하였으며 방 

출 전후에 실린더의 무게를 측정하여 실제 방출된 양올 측정하였다. 추적 

자 포집 백은 일련번호를 매긴후 파손올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 종이박스에 

넣어 분석장소로 운반하였다. 2회의 실험에서 포집한 추적자의 분석결파 

SF6의 농도분포는 각각 표 3.13파 3.14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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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6월 17일 포집된 농도분포 (Concentration of samples: June 1끼 
..... -. 

포집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평균 

A2 0.221 0.000 0.012 0.000 0.012 0.000 0.041 

A3 0.000 0.000 0.060 0.024 0.000 0.000 0.014 

A4 0.02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4 

A5 0.000 0.000 - 0.000 0.000 0.000 0.000 

A6 0.167 0.054 0.024 0.304 0.000 0.000 0.091 

A7 0.000 0.030 0.000 0.000 0.048 0.000 0.013 

A8 0.000 0.119 0.000 0.000 0.000 0.000 0.020 

A9 0.161 0.000 0.000 0.012 0.209 0.000 0.064 

A10 0.066 0.000 0.000 0.000 0.024 0.000 0.015 

A11 3.434 0.095 0.018 0.012 0.018 0.024 0.600 

A12 0.024 0.185 0.125 0.131 0.411 0.298 0.196 

A13 0.757 0.423 0.131 0.054 0.024 0.298 0.281 

A14 0.018 - 0.197 0.155 0.012 0.000 0.076 

A15 5.073 6.939 0.077 0.000 0.280 0.048 2.070 

A16 7.869 7.189 0.042 0.089 3.022 0.024 3.039 

A17 - - - - - -

A18 3.452 3.708 3.911 0.238 0.161 0.089 1.926 

A19 3.672 0.870 7.702 6.200 0.280 0.000 3.121 

A20 5.526 4.578 8.310 0.292 0.119 0.107 3.155 

A21 0.000 6.331 4.626 0.000 0.042 - 2.200 

A22 9.508 6.325 6.188 0.089 0.000 0.042 3.692 

A23 24.423 8.286 6.438 0.036 0.018 0.030 6.538 

A24 20.846 19.505 12.125 3.100 0.232 7.636 1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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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계 속 (Continued) 

포집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평균 

B2 8.340 0.077 0.197 0.376 0.179 0.292 1.577 

B3 0.000 O.α)6 0.048 0.000 0.143 0.912 0.185 

B4 0.000 0.000 0.131 0.000 0.089 0.083 0.051 

B5 0.232 O.αm 0.000 0.000 0.000 0.000 0.039 

B6 O.αm O.αm 0.000 0.000 O.αm O.αm O.αm 

B7 0.000 O.αm - 0.000 O.αm O.αm O.αm 

B8 0.000 0.000 - - - 0.000 0.000 

B9 0.000 0.000 0.000 0.000 O.αm 0.000 O.α)() 

B10 O.αm 0.000 0.000 0.000 0.000 0.000 O.α)() 

B11 0.0당 0.000 0.000 0.203 O.αm 0.000 0.043 

B12 0.012 0.203 0.858 4.000 0.602 0.066 0.957 

B13 0.000 0.000 0.185 0.024 O.αm 0.000 0.035 

B14 - 0.000 - - - 0.000 O.α)() 

B15 0.000 0.000 0.000 0.077 0.161 0.000 0.040 

B16 O.αm 0.000 0.000 0.095 0.042 O.α)() 0.0경 

B17 0.000 0.000 O.α)() 0.548 0.537 0.0딩 0.190 

B18 0.000 0.000 0.298 0.578 0.167 0.024 0.178 

B19 0.000 0.000 0.155 0.334 0.131 0.000 0.103 

B20 O.α)() 0.131 0.042 0.197 0.608 0.042 0.170 

B21 0.000 0.072 0.221 11 .523 23.332 64.632 16.630 

B22 0.012 0.232 8.137 13.568 10.700 0.316 5.494 

B23 0.048 0.060 10.998 13.395 17.335 9.162 8.500 

B24 0.066 3.732 18.206 13.180 19.601 11.553 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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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6월 24일 포집 된 농도분포 (Concentration of samples: June 24) 

포집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평균 

A2 - O.αm O.아)() O.아)() O.아)() O.아)() O.아)() 

A3 - - - - - - -

A4 - - - - - - -
A5 - - - - - - -
A6 18.808 - 3.422 0.000 0.000 0.000 4.446 

A7 - - - - - - -
A8 27.720 - 6.563 0.000 O.아)() 0.000 6.857 

A9 - - - - - - -
A10 - - - - - - -
All - - - - - - -
A12 - - - - - - -
A13 - 3.762 22.682 5.210 0.632 0.000 6.457 

A14 38.295 3.922 10.003 9.228 0.232 0.364 10.341 

A15 - - - - - - -
A16 - - 7.952 14.373 5.091 0.364 6.945 

A17 20.882 4.376 9.025 14.098 6.176 0.882 9.240 

A18 - - - 9.562 12.054 - 10.808 

A19 O.아)() - - - 7.690 0.000 2.563 

A20 17.007 7.809 0.244 - - - 8.354 

A21 - - - - - 3.583 3.583 

A22 4.459 0.000 3.어4 13.323 5.294 0.370 

A23 - - - - - - -
A24 - - - - - 0.310 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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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 속 (Continued) 

포집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평균 
-~.-.. --

B2 - - - - - - -
B3 - - - - - - -
B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B5 - - - - - - -
B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B7 - - - - - - -
B8 0.000 0.066 5.085 0.000 0.000 - 1.030 

B9 - - - - - - -
B10 0.000 0.000 0.000 13.407 3.791 - 3.440 

B11 - - - - - - -
B12 0.489 0.000 8.852 8.477 9.222 0.745 4.631 

B13 - 0.620 7.303 6.665 5 .377 O.αm 3.993 

B14 - - - - 8.990 1.103 5.046 

B15 0.060 0.030 5.770 8.292 11.046 4.471 4.945 

B16 0.000 0.781 5.806 6.480 10.104 7.124 5.049 

B17 - - - - - - -
B18 0.000 0.817 8.119 3.553 7.988 8.620 4.849 

B19 0.000 3.434 8.131 0.215 4.227 7.791 3.966 

B20 0.000 0.858 0.030 0.161 4.429 6.593 2.012 

B21 0.000 0.203 4.417 0.000 0.000 3.517 1.356 

B22 0.000 3.231 0.924 0.000 0.000 0.000 0.692 

B:경 0.000 0.137 0.000 0.000 - O.αm 0.027 

B24 0.048 O.αm 0.000 0.000 - -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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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산실험 모사 

야외 확산실험의 결파는 대기확산모텔의 입력자료를 개선하거나 모텔 

의 예측결파에 대한 검증에 사용된다. 확산실혐의 분석결파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random-walk 대기확산 모텔의 개선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확산실험 모사를 수행하였다. 

(1) 풍속장 

실험기간 동안 관측된 풍향풍속 및 난류장올 확산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 

하기 위하여 높이 30 m 간격으로 5분 i영굵올 취하였다. 

(2) 난류장 

SODAR에 서 측정 한 (1u. (1v. (1u로부터 마찰속도 ( u.)를 구하였으 

며I Lagr따19ian time scale은 

μ
 

W 

「
J
”
”

야
 磁

M굉
 十

= L 
T 

(3.60) 

로 계산하였다. 

y-방향 확산의 표준편차는 

갱 응 2 tfv fot fo" R( ~)d~dt 

= 2냉 T펴 t + T따xp(-뷰) - T Ly ) 
.1. Ly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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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 산하였으며， 여 기 서 Lagrangian correlation function 

R< t) = exp(-솥) 
.1. Ly 

이다. 이때 확산계수 

v _ 1.핀꿇 
i ‘ y 2 dt 

- 야 TLy( 1 - exp(- 감- )) 
.1. Ly 

(3.62) 

(3.63) 

로 구해진다. x-방향과 z-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올 수행하면 

수평과 수직 방향의 확산계수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모델의 난류장으로 입력 

하였다 

(3) 모사의 조건 

확산모델로 모사한 대상범위는 방출점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2 km, 

동쪽으로 11 km, 남쪽으로 6 km, 북쪽으로 9 km의 범위로 통서방향 13 

km, 남북방향 15 km였다. 풍속장올 얻기위한 X, Y 방향의 격자 크기는 1 

km로 주었으며r 농도계산올 위한 격자의 크기는 200 m로 주었다. 수직 방 

향의 격자 크기는 두 경우 함께 30 m로 주었으며， 격자의 갯수는 33개로 

990m까지 계산하도록 하였다. 기상관측 결과에서 뚜렷한 혼합충이 벌견되 

지 않았으므로 모사의 수직상한올 혼합충의 높이로 가정하였다. 

계산시간 간격 ( L1t)은 입자가 한번에 한 격자를 넘어 이동하는 일이 없도 

록 평균풍속과 격자크기로부터 자동으로 조절되는데， 6월 17일의 경우 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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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3 m/sec 내외였으므로 약 60 초 정도였다. 입자는 최대 6,000 개까 

지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계산시간 간격에 맞추어 방출되므로 한번에 평균 

60개씩 방출되었다. 

6월 24일의 경우에는 평균풍속이 2.6 m/sec 내외였고 계산시간 간격은 약 

80 초 정도였다. 업자는 계산시간 간격에 맞추어 한번에 평균 80개씩 방출 

되었다. 풍속장 및 난류장은 5분 간격으로 평균된 값올 입력하였고 1시간 

30분동안 모사하였다. 모사에 걸린 시간은 HP 755 workstation에서 30 초 

이내였다. 표 3.15과 표 3.16에 6월 17일과 6월 24일의 실험결과를 모사한 

농도분포를 실었다. 

그림 3.59에 6월 17일 실험결과와 모사결과를 비교하여 실었는데 15시 40 

분부터 16시까지의 3km 반경에서 모사한 농도분포는 비슷한 양상올 보이 

고 있다. 다른 경우에도 최대농도점이 어긋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3배이내 

의 범위에서 일치하고 있음올 보여준다. 

그림 3.60에 6월 24일 실험결과와 모사한 농도분포를 비교하였는데 15시 

20분부터 15시 40분사이의 3km 반경에서의 모사한 농도분포는 측정치보다 

남쪽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는 풍속의 변화가 모사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확산의 중심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문이다. 즉， 6월 24일 풍속 

의 수직분포를 Airsonde를 사용하여 측정 한 시 각이 14시 였으며 Airsonde는 

2시간 동안 전파를 계속 발신하므로 실험기간동안에 다시 측정올 못하였다. 

따라서 14시에는 그림 3.53에 보인 바와 같이 지표부근에서는 북서풍이었으 

나 400 m이상에서는 남서풍으로 변화하는 패턴올 가지고 있었다. 한편l 지 

상풍은 방출시작시간인 14시 30분부터 변화하여 14시 50분에는 남남서풍으 

로I 다시 15시 25분경에는 북서풍으로 변화하는둥 변화가 많았으나l 고충 기 

상자료에 이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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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6월 17일 실험을 모사한 농도분포 

(Sim비ated concentration: June 1끼 

포집점 1차 2차 3차 4차 5차 한」 
A2 .000 .000 .000 .000 .아m .000 

A3 .000 .000 .000 .000 .000 .000 

A4 .000 .000 .000 .000 .아m .아m 

A5 .000 .아m .000 .000 .아m .000 

A6 .000 .000 .000 .000 .000 .아m 

A7 .000 .000 .000 .000 .000 .아m 

A8 .000 .000 .000 .000 .000 .아m 

A9 .000 .000 .000 .000 .000 .아m 

A10 .000 .000 .000 .000 .아m .아m 

A11 .000 .000 .000 .000 .아m .아m 

A12 .005 .아m .000 .000 .아m .아m 

A13 .777 .아m .000 .000 .000 .아m 

A14 1.598 .000 .000 .001 .000 .아m 

A15 1.320 .086 .000 .117 .022 .아m 

A16 1.102 .925 .141 1.166 .아)6 .아m 

A17 1.235 1.026 .518 1.703 .아m .004 

A18 2.104 .882 1.185 1.756 .179 .201 

A19 6.657 .917 4.187 2.319 1.560 .032 

A20 5.730 4.765 5.685 2.647 1.794 .323 

A21 8.149 4.386 8.324 3.408 3.380 2.106 

A22 6.372 5.141 9.518 3.377 5.749 3.411 

A23 5.658 10.910 10.639 7.939 5.515 3.874 

A24 4.777 15.405 8.281 9.330 6.135 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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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계 속 (Continued) 

포집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r~~ 

B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14 .000 .000 .000 .000 .068 .000 0.011 

B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B16 .000 .000 .017 .000 .000 .000 0.003 

B17 .009 .000 .000 .031 .000 .000 0.007 

B18 .077 .788 .771 1.754 .006 .14~ 0.591 

B19 .261 2.693 .389 .826 .684 1.213 1.011 

B20 .207 3.679 .229 1.581 1.781 .427 1.318 

B21 .379 1.545 4.452 2.658 1.997 3.784 2.470 

B22 .613 .311 3.371 5.540 6.340 4.071 3.375 

B23 .000 2.049 3.428 4.958 7.275 3.178 3.482 

B24 .506 .857 2.454 2.747 3.548 4.088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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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6월 24일 실험올 모사한 농도분포 

(Sirnulated concentration: June 24) 

포집점 1차 2차 3차 4차 

A2 .αm .α)() .000 .000 

A3 .000 .000 .000 .αm 

A4 .αm .000 .000 .000 

A5 .000 .000 .αm .000 

A6 .000 .000 .αm .117 

A7 .αm .000 .000 .070 

A8 .000 .000 .000 .016 

A9 .αm .000 .αm .122 

A10 .αm .000 .032 .따4 

A11 .000 .000 .αm .000 

A12 .αm .000 .007 .035 

A13 .000 .000 .401 .525 

A14 .αm .000 1.189 .691 

A15 .000 .αm 1.165 2.096 

A16 .698 .000 2.864 2.267 

A17 1.222 .023 3.569 4.050 

A18 .803 .878 4.971 6.679 

A19 .559 1.007 7.331 6.690 

A20 1.061 1.081 7.720 6.481 

A21 3.398 3.067 11.895 16.630 

A22 1.764 5.875 13.383 16.894 

A23 4.010 8.374 14.223 17.978 

A24 3.669 13.057 12.143 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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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6차 평균 

.000 .αm α)()! 

.000 .αm .αm 

.000 .αm .αm 

.000 .αm .αm 

.000 .αm 0.020 

.000 .αm 0.012 

.αm .αm 0.003 ! 

.000 .αm 

.000 .αm 

.000 .046 0.008 

.αm 1.207 0.208 

.429 2.362 0.620 

1.249 2.974 

1.259 1.259 0.963 

2.721 3.094 1.941 

6.835 4.867 3.428 

9.859 5.501 4.782 

10.382 9.432 5.901 

12.815 10.π9 6.647 

21.360 18.137 12‘415 

20.467 16.771 12.526 

19.799 14.490 13.146 

13.192 17.543 13.509 



표 3.16. 계 속 (Continued) 

포집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평끌 

82 .α)() .α)() .α)() .α)() .α)() .α)() .000 

B3 .α)() .αm .000 .α)() .α)() .α)() .α)() 

B4 .α)() .000 .000 .α)() .000 .000 .000 

85 .α)() .α)() .000 .αm .000 .000 .000 

86 .α)() .000 .000 .000 .αm .000 .000 

87 .α)() .α)() .α)() .000 .000 .α)() .α)() 

88 .αm .000 .000 .000 .000 .000 .000 

89 .αm .α)() .000 .000 .αm .αm 000 

810 .αm .000 .α)() .000 .000 .아m .000 

811 .000 .α)() .000 .000 .000 .000 

812 .αm .000 .아m .000 .038 .아m 0.006 

813 .αm .αm .000 .000 .000 .000 .아m 

814 .000 .αm .000 .αm .αm .아m .000 

815 .000 .000 .000 .000 .000 .아m .아m 

816 .αm .아m .아m .000 .000 .아m .000 

817 .아m .아m .000 .아m .000 .아m .000 

818 .000 .000 .000 .000 .000 .α)() .α)() 

819 .α)() .아m .아m .000 .아m .156 0.026 

820 .αm .아m .000 .아m .아m .435 0.073 

821 .000 .000 .019 .797 .111 1 .385 0.386 

822 .000 .αm .아m .105 1 .390 1.200 0.449 

823 .000 .αm .000 .365 1.128 3.450 0.824 

824 .α)() .000 .아m .933 .076 3.84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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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59. 측정된 농도분포와 모사결과: 6월 17일 

(Measured concentration and simulated result: June 1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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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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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계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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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 측정된 농도분포와 모사결과:6월 24일 

(Measured concentration and simulated result: Jun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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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60.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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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부지 확산실험 

가. 포집점 선정 

영광 원자력발천소는 북위 350 24', 동경 1260 25’에 위치하며 지리상으 

로 우리나라 서해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내 기상탑을 중심으로 남동방향 

1.5 km에 약 200 m 높이의 산이/ 남쪽방향으로 7km에 약 300 m 높이의 

산이 었다. 부지내 기상탑은 영광 1호기 옆의 공터에 위치하며 10 m, 58 

m 높이의 2개의 기상탑이 운영되고 있다. 부지내 기상탑 (방출점)을 중심 

으로 반경 3 km (A line)와 8 km (B line)선상에 각각 51 개와 40 개의 포 

집지점을 선정하였다. 영광 원천주변의 지형정보와 기상탑을 중심으로한 

지형도 및 포집점의 위치를 그림 3.61과 3.62에 나타내었다. 

영광 원전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바랍의 방향윤 표면에서 

낮동안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일몰 이후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나 

가는 해륙풍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포집점의 위치를 방출점올 중심으로 

육지방향 (남동/ 북동 및 동쪽)으로 풍하방향 약 3km와 8 km의 동심원상 

에 160 도의 각도내 (북쪽을 0 도로 기준)에 선정하였다. 포집기는 이동올 

고려하여 도로상이나 논두렁 위에 셜치하도록 하였다. 반경 3 km (A line) 

의 포집점들은 방출점으로부터 평균 3464 m의 거리로 약 1.8도의 간격으로 

위치하였으며 포집점간의 평균거리는 126 m였다. 방출점으로부터 가장 먼 

포집점은 A24로 3927 m이고， 가장 가까운 점은 A51로 2999 m였다. 포집 

점간의 거리가 가장 먼 경우는 A50과 A51 사이로 3.35 도이고/ 가장 가까운 

경우는 A31과 A32 사이로 1.21 도였다. 반경 8 km (B line)의 포집점들은 

방출점으로부터 평균 7403 m의 거리로 약 2.9도의 간격으로 위치하였으며 

포집점간의 평균거리는 396 m였다. 방출점으로부터 가장 먼 포집점은 8854 

m 떨어진 B1이고/ 가장 가까운 정은 5374 m 떨어진 B40이었다. 포집점간의 

거리가 가장 먼 경우는 B20과 B21 사이로 5.74 도이고/ 가장 가까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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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영광 원전주변의 지형도 

(Map of the area around Youngg까ra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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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graphy near a Younggwang Nuclear POWI흩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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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방출점 및 포집점의 위치 
(Location of release point and sampl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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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파 B4 사이로 0.97 도였다. 표 3.17에 방출점올 기준으로 한 포집점의 좌 

표， 거리， 각도를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8 는 북쪽올 중심으로 시계방향이 

(+)인 각도를 나타낸다. 

나. 확산실험 일정 

야외에서의 실험일정은 실험 1 주일 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 

한 기상장비를 이용한 기상관측올 시작으로 실험 전에 포집점의 정확한 위 

치를 측량하여 각 포집점에 말뚝을 박아 표시하고， 표집기의 배치， 추적자 

방출， 포집， 분석의 순서로 계획하였다. 표집기톨 배치할 때 표집점올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말뚝에는 포집정의 번호률 표시하 

였다. 현장에서 기상관혹 및 부지내 기상탑의 10 m, 58 m 기상탑의 1년간 

기상자료 분석을 토대로 실험 시작시간이 결정되면 포집기를 배치하고 추적 

자를 방출하며 처음 방출된 추적자가 바랍에 실려 이동하여 확산중섬선 전 

체에 퍼졌으리라 예측되는 시간까지 기다린 후에 포집기를 작동시켜 포집을 

시작하였다. 1996년 5월 29일과 30일에 걸쳐 2차례의 야외 대기확산실험올 

실시하였다. 1차 실험운 1시간동안에 10분씩 6번의 포집이 수행되었고 부 

지내 58 m 기상탑의 방출점에서 SF6 가스훌 얼정한 양으로 약 90분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하였다. 추적자 방출량은 대기중 농도와 분석기기의 검출 

한계， 확산결과의 예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돌의 관계에 의해 58m 

기상탑 높이에서 방출하였을 경우 반경 8 km에서 대기 안정도 및 풍속에 

따른 방출률올 계산한 결과를 표 3.18에 나타내었다. 실험시점에서의 풍속 

을 고려하여 1차 실험 (19%.5.29)의 경우 115.2 kg/hr, 2차 실험 (1996.5.30) 

의 경우 110.25 kg/hr의 양을 평균 방출률로 하여 포집시작 30분전부터 방 

출을 시작하여 90분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하였다. 실험의 일정 및 각 실험 

의 추적자 방출량을 표 3.19에 나타내었다. 방출률은 추적자 방출구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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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포집접의 좌표 (Coordinate of sarnpling points) 

포집점 x- 좌표 y- 좌표 거리(디 각도(8) 

A1 2819.66 1496.96 3192. 62.04 

A2 쟁89.61 1432.80 3225. 63.63 

A3 2953.21 1368.70 3255. 65.13 

A4 2965.94 1241.59 3215. 67.29 

A5 3004.11 1145.99 3215. 69.12 

A6 3020.02 1050.60 3198. 70.82 

A7 3070.90 954.88 3216. 72.73 

A8 3169.47 809.45 3292. 74.31 

A9 3242.60 826.26 3346. 75.70 

A10 3293.48 730.54 3374. 77.49 

All 3401 .58 잃4.27 3460. 79.44 

A12 3509.69 569.75 3556. 80.78 

A13 3592.36 473.72 3623. 82.49 

A14 3668.67 409.50 3691. 83.63 

A15 3732.27 313.66 3745. 85.20 

A16 3808.58 217.70 3815. 86.73 

A17 3830.86 90.50 3832. 88.65 

A18 3840.41 -4.83 3840. 90.07 

A19 3815.00 -163.32 3818. 92.45 

A20 3824.56 -290.39 3836. 94.34 

A21 3859.55 -417.71 3882. 96.18 

A22 3830.97 -607.91 3879. 99.02 

A23 3824.63 -7양.84 3895. 1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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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계 속 (Continued) 

포집점 x- 좌표 y- 좌표 거리 (r) 각도(8) 

A24 3831.01 -861.88 3927. 102.68 

A25 3792.88 -988.50 3920. 104.61 

A26 3732.49 -1114.91 3895. 106.63 

A27 3668.93 -1209.55 3863. 108.25 

A28 3573.57 -1303.88 3804. 110.05 

A29 3525.90 -1430.41 3805. 112.08 

A30 3443.26 -1524.86 3766. 113.89 

A31 3351.07 -1555.72 3695. 114.90 

A32 3236.62 -1586.38 3604. 116.11 

A33 3153.98 -1680.83 3574. 118.05 

A34 2982.30 -1679.20 3423. 119.38 

A35 2864.69 -1773.31 3369. 121.76 

A36 2759.78 -1804.06 3297. 123.17 

A37 2860.32 -1898.54 3285. 125.31 

A38 2581.78 -1961.10 3242. 127.22 

A39 2502.31 -2023.83 3218. 128.97 

A40 2397.41 -2118.07 3199. 131.46 

A41 2289.33 -2180.53 3162. 133.61 

A42 2213.05 -2306.79 3197. 136.19 

A43 2076.35 -2305.49 3103. 137.99 

A44 2031.86 -2432.05 3169. 140.12 

A45 1990.55 -2526.89 3217. 141.77 

A46 1876.11 -2589.30 3198. 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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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계속 (Continued) 

각도(8피 포집점 x- 좌표 y- 좌표 거리 (r) 
._-~‘--

A47 1758.48 -2588.18 3129. 145.81 

A48 1647.22 -2650.61 3121. 148.14 

A49 1510.52 -2681.05 3077. 150.60 

A50 1380.17 -2679.81 3014. 152.75 

A51 1214.87 -2741.73 2999. 156.10 

B1 5343.02 7060.23 8854. 37.12 

B2 5390.75 6774.06 8657. 38.51 

B3 5352.65 6488.70 8412. 39.52 

B4 5403.54 6329.49 8322. 40.49 

B5 5483.04 6170.00 8254. 41.63 

B6 5813.70 6008.12 8360. 44.06 

B7 6001.34 5593.64 8204. 47.01 

B8 6201.66 5369.51 8203. 49.11 

B9 6373.38 5082.16 8152. 51.43 

B10 6624.56 4921.04 8252. 53.39 

B11 6821.71 4633.44 8246. 55.81 

B12 6885.33 4378.87 8160. 57.54 

B13 6859.94 4093.40 7988. 59.18 

B14 6901.32 3775.54 7867. 61 .32 

B15 7085.78 3361.09 7843. 64.62 

B16 7025.43 3044.20 7657. 66.57 

B17 7197.16 2661.61 7674. 69.70 

B18 7276.70 2279.90 7626. 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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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계 속 (Continued) 

포집점 x- 좌표 y- 좌표 거리(다 각도( a다 
B19 7394.39 1866.09 7626. 75.84 

B20 7옆2.61 1421.28 7567. 79.17 

B21 7731 .57 688.27 7762. 84.91 

B22 7795.25 84.49 7796. 89.38 

B23 7620.46 -294.80 7626. 92.22 

B24 7528.35 -833.60 7574. 96.32 

B25 7137.40 -1401 .31 7274. 101.11 

B26 6806.83 -1779.11 7035. 104.65 

B27 6428 .55 -2029.48 6741. 107.52 

B28 6288.72 -2345.61 6712. 110.45 

B29 5834.15 -2626.99 6398. 114.24 

B30 5649.79 -2847.46 6327. 116.75 

B31 않68.62 -3099.70 6286. 119.55 

B32 5195.27 -3414.56 6217. 123.31 

B33 4998 .19 -3634.90 6180. 126.03 

B34 4619.95 -4075.75 6161. 131.42 

B35 4394.26 -4295.82 6145. 134.35 

B36 4333.92 -4676.20 6376. 137.18 

B37 4270.42 -5215.27 6741. 140.69 

B38 4136.97 -5658.45 7009. 143.83 

B39 3653.69 -5336.38 6467. 145.60 

B40 2620.36 -4691.62 5374. 1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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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대기 안정도 빛 풍속에 따른 추척자 방출률 [kg/hour] 

(Calculated release rate according to stability and wind speed) 

풍속[m/sec] 
1.0 2.5 5.0 7.5 10.0 Xpeak 

대기 안정도 

A 14.13 35.31 70.63 105.94 141.26 3.36e-07 

B 10.96 27.41 54.82 82.23 109.64 4.34e-07 

C 4.07 10.17 20.33 30.50 40.66 1.17e-06 

D 4.38 6.58 8.77 5.42e-06 

E 0.49 1.23 2.45 3.68 4.90 9.70e-06 

0.90 1.79 2.69 3.58 1.33e-05 
」

표 3.19. 야외 확산실험 일정 

(Schedule of field tracer experiments) 

1차 실험 2차 실험 

일시 1996년 5월 29일 1996년 5월 30일 

15:00 방출시작 14:00 방출시작 

15:30 포집시작 14:30 포집시작 
시간 

16:30 방출종료 15:30 방출종료 

포집종료 포집종료 

방출률 115.2 kg/hour 110.25 kg/hour 

총방출량 172.8 kg 165.37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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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니들 밸브와 유량계로 조절하였으며 방출 천후에 실린더의 무제를 측 

정하여 실제 방출된 양올 측정하였다. 추척자 포집은 방출점올 중심으로 반 

경 3 km에 51개， 반경 8 km에 40개 총 91개의 포집 상자를 배치하였고 한 

개의 포집 상자에는 6개의 포집백올 배치하였다. 따라서 1회의 실험올 통하 

여 5467ß 의 포집백이 발생하였다. 추적자 포집백은 일련번호를 매긴 후 파 

손올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 종이박스에 넣어 분석장소로 운반하였다. 포집 

된 가스는 가스 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한 ECD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1개 

의 샘플백 분석에는 약 5분이 소요되었다. 

다. 기상관측 

영광 원전부지에서 1979-1992년 관측된 기상자료 분석 결과 연평균 풍 

속은 3.8 m/s였으며 계절별로는 봄철이 3.8 m/s, 여름철이 3.4 m/s, 가올철 

이 3.7 m/s, 그리고 겨울철이 4.3 m/s였다. 월별로는 2월이 4.3 m/s로 최 

대이고 6월이 3.2 m/s로 최소를 보였다. 부지 기상관측 이래로 나타난 최 

대 풍속은 1989년 8월 30일의 :32.0 m/s였다. 5년간 (1988-1992) 부지의 연 

평균 풍향의 발생빈도를 보면 북서풍이 12.6%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l 

계절별로는 전체적으로 북서풍계열의 바랍이 우세하고 여름철에는 동남동풍 

파 동풍이l 겨울철에는 북서풍 계열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5년간 (1988-

1992) 부지 관측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대기 안정도별 발생빈도를 보면 안정 

상태는 39.7%였으며I 중립상태는 42.6%, 불안정상태는 17.7%였다[3.14]. 

두 차례의 확산실험중 5월 29일 및 30일에 우리나라의 중부에 고기압이 

위치하여 매우 화창한 날씨였다. 실험기간중 기상관측올 위하여 방출점에 

10 m의 간이 풍향 • 풍속계를 셀치하였고l 고공기상 관측올 위하여 잉DAR 

(SOnic Detection 뻐d Ra맹ng)를 이 용하여 고도 1.0 km까지 풍향l 풍속I 

난류성분l 온도 둥을 측정하였다. 또한 방출점으로부터 반경 3 km (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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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8 km (829)의 동심원상에 이동식 풍향·풍속계를 설치하여 지상 3m 높 

이에서의 풍향·풍속을 측정하였다. 부지내 10 m와 58m 높이의 기상탑이 

운영중이므로 이들의 관측자료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강경 실험에 

서 이용하였던 airsonde는 고장으로 인하여 활용할 수 없어 충분한 고공 기 

상관측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SODAR에 의 해 1996년 5월 29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차 실 

험)와 19%년 5월 30일 12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2차 실 험) 고도 1 km 

까지 관측된 풍향 • 풍속을 그림 3.63과 그림 3.64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63과 그림 3.64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도 100 m에서는 서풍계열의 바 

랍이 불고I 고도 300m-4oom 사이에서는 북풍계열의 바랍이 그리고 고 

도 500 m 이상에서는 북동풍의 바랍이 불고 있다. 이는 영광 원전이 해안 

가에 위치하고 있어 낮동안에 지표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방향 (서풍)의 바랍 

이 불고 고도 500 m 이상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방향 (북동풍) 

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 해륙풍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방출점 10 m, 

58 m 높이의 기상탑과 반경 3 km (A21번)와 반경 8 km (829번)의 동심원 

상의 지상 3m에서 관측한 풍향 • 풍속 분포를 그림 3.65와 그림 3.66에 나 

타내었다. 

1차 실험시 (1996.5.29)의 방출점의 높이 및 지표면 부근에서의 풍향 • 풍속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3.65) SF6 가스의 방출 높이인 58 m 에서는 방출시간 

동안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었다. 그러나 반경 3 km의 지표면에서 관측된 

A21번 지점의 풍향 • 풍속은 서북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는 반경 3 

km 앞의 전방에 약 200 m 정도 높이의 산이 폰재하여 방출점에서의 서풍 

계열의 바람보다는 그림 3.6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도 200 m의 강한 서 

북계열의 바람이 지표면까지 영향올 준 것으로 추론된다. 반경 8 km의 지 

표면에서 관측된 829번 지점의 풍향 • 풍속은 방출정보다 상대척으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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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관측된 고도별 풍향 • 풍속 분포 :5월 29일 
(Observed profiles of wind direction and velocity according to 
height: : 29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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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관측된 고도별 풍향 • 풍속 분포 :5월 30일 

(Observed profiles of wind direction and v마ocity according to 
height: : 30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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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5. 지표면 부근에서 관측한 풍향 • 풍속 분포 :5월 29일 
(Observed profiles of wind direction 뻐d velocity on the 
surface : 29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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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지표면 부근에서 관측한 풍향 • 풍속 분포 :5월 30일 

(Observed profiles of wind direction 뻐d velocity on the 
surface : 30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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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계열의 바랍이 불고 있다. 이는 반경 8 km 전방에 약 50 m 미만의 낮 

은 구롱만이 존재하여 방출점올 기준으로 남동방향의 법성포구의 지표면에 

서 불어오는 서남계열의 바랍이 평지인 이 지역으로 이동하며 영향올 준 것 

으로 추정된다. 2차 실험시 (1996년 5월 30일)의 방출점의 높이 및 지표면 

부근에서의 풍향 • 풍속분포 (그림 3.66)를 살펴보면 SF6 가스의 방출 높이인 

58 m 에서는 방출시간동안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었다. 그러나 반경 3 km 

의 지표면에서 관측된 A21번 지점의 풍향 • 풍속은 1차 실험시와 마찬가지 

로 서북계열의 바랍이 불고 있는데， 이는 반경 3 km 앞의 전방에 약 200 m 

정도 높이의 산이 존재하여 방출점에서의 서풍계열의 바람보다는 그림 3.6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도 200 m의 강한 서북계열의 바람이 지표면까지 

영향올 준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경 8 km의 지표면에서 관측된 B29번 지 

점의 풍향 • 풍속은 방출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북풍계열의 바랍이 불고 있 

다. 이는 반경 8 km 전방에 약 50 m 미만의 낮은 구롱만이 존재하여 2차 

실험 당시에는 방출점을 기준으로 북쪽방향의 지표면에서 불어오는 북풍계 

열의 바람이 평지인 이 지역으로 이동하며 영향을 준 때문으로 추정된다. 

라. 확산실험 모사 

FADAS의 확산모델 검증올 위하여 영광부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바랍장을 발생시켰고 계산된 바랍장을 시간의 함수로 확산모텔에 

입력하여 농도분포를 계산하여 관측한 농도값과 상호 비교하였다. 영광부 

지는 평탄한 지형인 강경과는 달리 복잡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 

제 지형자료가 반영된 3차원 바람장 모델올 운영하였으며 지형의 영향을 받 

는 바람장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농도분포의 변화양상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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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속장 

풍속장 발생을 위한 범위로 방출점올 기준으로 서쪽으로 5 km, 동 

쪽으로 10 km, 남쪽으로 10 km, 북쪽으로 10 km의 범위로 동서방향 15 

km, 남북방향 20 km였다. 3차원 풍속장 계산을 위한 X, Y 방향의 격자 크 

기는 1 km로， 수직 방향의 격자 크기는 30 m로 분할하여 990 m까지 계산 

하도록 하였다. 계산영역에 대해 X, y, z방향으로 15 x 20 x 33의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풍속장 모텔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변수는 지형자료와 관측된 

풍향 • 풍속자료인데 지형자료는 1 : 50，000의 지형도로부터 발훼하여 입력하 

였고， 풍향 • 풍속자료는 1차 및 2차 실험시 가스 방출시간동안 부지내 기상 

탑 10 m, 58 m 높이와， 반경 3km 및 8km에 셜치한 간이 풍향·풍속계 

로부터 관측한 자료를 10분 평균하여 시간의 함수로 입력하였다. 1차 실혐 

의 경우 1996년 5월 29일 15:00 - 16:30분까지， 2차 실험의 경우 1996년 5월 

30일 14:00 - 15:30분까지 이들 위 치 에서 관측된 풍향 • 풍속자료를 10분 평 

균하여 (그림 3.65 및 3.66) 입력하여 1시간 30분 동안 바랍장올 모사하였다. 

입력된 바랍 성분은 주로 지표면에서 관측된 것으로 수직 방향으로 power 

law에 외삽하였고， 수평방향으로는 방출점， 반경 3 km 및 8km에서 관측자 

료로부터 수직 외삽된 값들올 다시 내삽한 후 최종적으로 변분법에 의해 질 

량보존식올 만족하는 바람장 값들을 계산하였다. 또한 바랍장 모텔은 지형 

의 영향올 고려할 수 있는 o 좌표계를 사용하였기에 지형의 높이에 의한 

바람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1차 및 2차 실험시 관측된 SODAR의 자료를 

바랍장 모사에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림 3.63과 3.64에 제시된 바와 같 

이 200 m 이상에서는 강한 북동풍계열의 바랍이 불어와 이를 고려하여 바 

랍장올 계산하면 상충부에서의 강한 북동풍계열의 바랍이 지표면까지 영향 

을 주어 농도의 확산 중심이 남쪽방향으로 내려가는 현상올 보인다. 따라 

서 관측된 농도의 확산 중심선과 상당한 오차를 유발하여 바랍장 모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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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외하였다. 

1차 및 2차 실험시의 바랍장 모사결파를 그림 3.67파 그림 3.68에 고도별 

로 나타내었다. 그림 3.6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차 실혐의 15:00시에 바 

람이 서풍으로 계산되어 방출된 가스가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잘 퍼져 나 

갔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고도 30m에서 계산된 바랍장 분포를 보면 높 

이 200 - 300 m의 산 주변에서는 이들의 영향으로 바랍이 옆으로 휘어나가 

는 것이 잘 재현되고 있다. 그림 3.68의 2차 실험시의 14:30분의 계산된 바 

랍장 분포를 살펴보면 방출점 및 반경 3km에서 입력된 바랍성분이 서풍으 

로 이들이 잘 재현되고 있고， 반경 8 km에서 입력된 바랍성분은 강한 북풍 

계열 (그림 3.66 참조)로 이의 영향에 의해 반경 8km 주변에서는 반경 3 

km보다 강한 북서계열의 바랍장이 계산되었다. 

(2) 확산장 

농도장 모사률 위한 대상범위는 풍속장 발생 범위와 동일하게 동서 

방향 15 km, 남북방향 20 km로 주었고， 농도장 계산올 위한 X, Y 방향의 

격자 크기는 포집점이 한 개의 계산 격자내로 반영될 수 있도록 50 m로， 

수직 방향의 격자 크기는 30 m로 분할하여 990 m까지 계산하도록 하였다. 

계산영 역 에 대해 X, y, z방향으로 300 x 400 x 33의 격 자망을 구성 하였다. 

계산의 가장 중요한 입력변수인 풍속분포는 바랍장 모텔에 의해 계산하여 

시간의 함수로 입력하였고， 1차 및 2차 실험시 바랍장 모렐의 계산시간과 

동얼하게 계산올 수행하였다. 또한 확산모형에 입력되는 난류장 성분인 확 

산계수는 통상적으로 Pasquill-Cifford의 곡선으로부터 구해지나 본 연구에서 

는 영광 야외 확산실험올 통하여 관측한 풍속 및 농도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부지 특성이 반영된 확산계수를 구하여 확산모형에 입력하였다. 방출점의 

SODAR에서 측정한 각 방향 풍속의 표준면차 ð u • ð". ð u, 로부터 강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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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Om 

그림 3.67. 계산된 3차원 풍속분포 :5월 29일 

(Calculated three-dirnensional profiles of wind velocity 29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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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996.5.2916:20 

그 림 3.67.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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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3014:30 

z 301π 

그립 3.68. 계산된 3차원 풍속분포 :5월 30일 

(Calculated three-dimensional profiles of wind velocity : 30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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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996.530 15:20 

그림 3.68.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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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것과 통일한 식을 이용하여 마찰속도 및 확산계수를 구하여 확산모 

텔에 업력하였다. 계산시간 간격 ( L11)은 업자가 한번에 한 격자를 넘어 이 

동하는 일이 없도록 평균 풍속파 격자크기로부터 자동으로 조절되는데 5월 

29일 및 30일 양일의 경우 약 10 초로 주었다. 풍속장 및 난류장은 10분 

간격으로 계산된 값을 입력하였고 1시간 30분 동안 모사하였다. 

그립 3.69와 그립 3.70에 1차 및 2차 실험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제 

시하였다. 1차 실험의 반경 3km의 관측 및 계산된 농도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69) 최대 농도값이 나타나는 지점이 잘 일치하고 있고I 농도값도 대 

체로 1.5배 이내의 범위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경 8km의 경우 

는 반경 3km보다 방출가스가 덜 퍼져나가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 

경 8 km의 15:50 - 16:20 분까지 계산된 농도값의 최대지점이 판측값에 비 

해 약간 북쪽으로 이동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그립 3.65에서와 같이 방출점 

을 기준으로 남동방향의 법성포구의 지표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서남계열의 

바랍이 평지인 이 지역으로 이동하며 영향을 주어 확산 중심선이 약간 북쪽 

으로 이동된 것으로 생각된다. 2차 실험의 반경 3km의 관측 및 계산된 

농도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7이 최대 농도값이 나타나는 지점이 전반적으 

로 잘 일치하고 있고， 농도값도 대체로 1.5배 이내의 범위에서 일치하고 있 

음올 보여준다. 반경 8km의 경우는 반경 3km보다 방출가스가 럴 퍼져 

나가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경 8km의 14:50 - 15:30 분까지 계산된 

농도값의 최대지점이 판측값과는 달리 두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립 3.70에서와 같이 계산된 바랍장이 방출점과 반경 3km에서는 서풍방 

향이고 반경 8km부근에서는 강한 북서풍이 불어I 약 100도 방향 지점에 

서의 농도값은 지속적으로 불어온 서풍계열의 바랍에 의해 확산된 것이고I 

약 120도 방향 지점에서의 농도값은 반경 8km 부근의 강한 서북계열의 바 

랍에 의해 이류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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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관측된 농도분포와 계산된 농도분포 :5월 29일 (각도 degree, 
농도 : μg/m3) (Comparison of obseπed and calculated 

concentrations : 29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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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29 15:50-16:00 (A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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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69.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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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2916:10-16:20 (A line) 

100 

80 

버 60 
110 40 

20 

o 
60 80 1 00 120 1 40 160 

각도 

1996.5.29 16:20-16:30 (A line) 

100 

80 

버 60 

110 40 

20 

O 
60 80 1 00 120 1 40 1 60 

각도 

그림 3.69.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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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69.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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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69.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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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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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관측된 농도분포와 계산된 농도분포 :5월 30일 (각도 : degree, 
농도 : μgjm3) (Comparison of observed and calculated 

concentrations : 30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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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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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70. 계 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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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계속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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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확산실혐의 결과와 확산모텔에 의한 계산결과를 비교해 본 바 확산 중 

심선이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고， 농도값도 대체로 1.5배 이내의 범위에 

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간에서는 확산 중심선과 농도값이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공 기상장비인 airsonde의 고장과 충분한 고공 

기상 관측이 수행되지 못하여 해륙풍 현상이 발생하는 영광 지역에서 좀더 

정확한 풍속장올 재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 3 철 비상대웅방법론 및 관련자릎수집 

1. 비상대웅의 필요성 및 결정원칙 

가. 필요성 

원자력시설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에의 피폭과 경제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웅 결정권자는 대피 (sheltering), 소 

개 (evacuation), 안정 요오드 복용， 음식 물 섭 취금지 동의 신속하고 적 절한 

방호행위를 주민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방사성물질 누출 사 

고의 영향올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들올 비상대웅책 (countermeasures)이라 

하며， 현실적인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서 적절한 비상대웅 모델이 필요하다. 

비상대웅의 효과는 해당지역의 환경특성과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특성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같은 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피할 건물의 

방사선에 대한 차폐효과， 안전한 지역으로의 소개시 이동시간/ 그리고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섭취정도 둥에 따라 피해는 크게 달라질 수 있 

다. 

비상대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비상대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고후 짧은 기간 동안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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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기 위한 조치들로 대펴， 소개， 안정 요오드의 복용， 그리고 접근제한 

퉁이 있다. 둘째 사고후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의 펴혜 

를 막기 위한 조치들로 옴식물 및 음용수의 섭취금지， 토양제염， 그리고 주 

민의 이주 둥이 고려된다[3.15]. 이들 각각의 비상대용은 지역특성， 사고발 

생 시점， 그리고 주민분포 및 사회환경 특성 동에 따라 그 적용 결과가 달 

라질 수 있으므로， 이같은 여러 조건들올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비상대용 

모텔이 필요하다. 

나. 결정원칙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면 지형파 기상상태 둥에 따라 대기중올 

이동하면서 주변주민에게 피폭을 주게 된다. 주변주민이 받게 되는 피폭선 

량은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주요 변수들로 아래의 

것들을 들 수 있다. 

• 방사선원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 방사선원과 피폭되는 주민파의 거리 

• 피폭이 지속되는 시간 

• 방사선원과 피폭되는 주민 사이의 물질에 의한 차폐효과 

이들 변수들 중에서 방사선훤은 원자력시셜의 껄계특성과 사고유형에 따 

라 결정되므로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 

나 방사선원 이외의 변수들은 사고를 인식한 후， 주민들이 취하게 되는 대 

용행위에 따라서 변수값들올 변화시킬 수 있다. 

비상대용은 일반적으로 기준치를 근거로하여 적절한 대웅책을 결정한다. 

이러한 비상대용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치를 개입준위 (intervention level) 4 

하는데， 여기서의 개입준위는 피폭선량에 의한 개입준위를 말한다. 개입준 

위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에의 위해뿐 아니라 비상대용행위롤 취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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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척 손실을 고려하여 셜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대용은 선량에 의한 

개입준위뿐 아니라 옴식물， 공기/ 음료수와 같은 환경매체내 존재하는 방사 

성핵종의 농도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데， 환경매체에서의 방사성핵종의 제한 

기준치를 유도개입준위 (derived intervention level)라 한다. 유도개입준위 

는 선량에 의한 개입준위로부터 유도되며/ 환경매체에 대한 방사능 혹정이 

용이한 곳에서는 피폭선량에 의한 개입준위보다 척용에 었어 더욱 용이하다 

[3.16].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방사선 방호를 위해 취해지는 비상대웅책에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대피 

• 소개 
• 안정 요오드 복용 

• 일시 이 주 (temporary relocation) 

• 영 구 정 착 (permanent resettlement) 

• 제 염 (사랍/ 토양， 건물퉁) 

• 섭취금지 (음식물， 음료수 둥) 

효과적인 비상대용을 위해서는 피폭경로와 사고후 경파된 시간에 따라 적 

절한 비상대용행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피폭경로에 대한 효과적인 비상대용 

행위로 외부피폭에 대해서는 대피， 소개， 제염이/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대피/ 

안정 요오드복용， 이주/ 제염， 음식물 섭취금지/ 오염되지 않은 저장된 사료 

의 사용 둥이 있다. 사고후 경파된 시간에 따른 비상대용행위로 방출 시작 

후 수시간동안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초기단계 (early phase)에 적 

합한 비상대용행위로는 대피/ 소개/ 안정 요오드복용 퉁이 있다. 방출 시작 

후 수시간에서 수일 또는 수주인 중간단계 (intermediate phas리에서는 환경 

매체에서 방사능 측정이 가능하므로 측정을 통해 척절한 비상대용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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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이상의 경과된 시간인 회복단계 (recovery phase)에서는 정상적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피폭선량은 방사선원의 세기와 피폭시간의 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주민 

이 받게 될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웅조치는 방사선원의 세기 

와 피폭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피폭되는 사랍에게 미치 

는 방사선원의 세기는 피폭자와 방사선원 사이의 거리와 중간 매개물질의 

차폐효과 둥에 영향을 받는다. 방사선은 매질내에서 이동하는 거리의 제곱 

에 반비례하여 그 세기가 감소된다. 그러므로 사고 초기에 방사선원과의 

거리를 2배로 확장시키게 되면 예상되는 피폭선량올 1/4로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방사선의 세기는 피폭되는 사랍파 선원과의 사이에 폰재하는 물 

질의 차폐효과에 따라 감소된다. 따라서 차폐효과가 우수한 콘크리트 건물 

내로 대피하게 되면 피폭선량올 크게 줄일 수 있다. 

피폭시간올 줄이는 방안으로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로 대 

피하거나 소개하는 방법이 있다. 대피는 예상되는 피폭선량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 매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차폐효과와 건물의 기밀성 둥올 고려 

하여 지하실 또는 콘크리트 건물내로 이통한다. 소개는 방사성물질이 오랜 

시간동안 누출될 것으로 예상될 때 효과적인 대용책이다. 그런데， 소개시에 

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여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소개전에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 주변의 도로사정， 인구분포， 그리고 교통수단 둥의 

주변 사회환경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만 효과적 

인 대용책이 될 수 있다. 

비상대용 행위를 취하는 목적은 사고시 주민이 받게 될 피폭선량이 통계 

척 제한치와 비통계척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척절한 비 

상대응책올 결정하여 시행하는 일은 방사성물질의 대량 누출 사고시 그 피 

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원자력시설의 경우는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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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매우 낮아 사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넓는 지역에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비상대용책의 결정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상대용 결정에 사용될 수 있눈 비상대용 기준이 필 

요로 된다. ICRP에서는 적절한 비상대용 결정의 방법으로 비용-이득 분석 

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I 비상대응 행위로 인한 이득이 손실보다 커야 그 

행위는 정당화된다[3.15]. ICRP에서 제시한 비상대용 계획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3.1꺼. 

• 개인 피폭선량을 발단치 (thresholds) 이하로 제한시켜 심각한 비통계 

적 효파를 피해야 한다. 

• 비상대웅행위로 발생되는 개인 위해도의 증가와 피폭 저감화에 따른 

채인위해도의 감소를 비교하여 순이득이 발생되도록 통계적효과를 

재한해야 한다. 

• 집단선량당량 (collective dose equivalent)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통계 

효파를 제한해야 한다. 

모든 장기에 발단치 이상의 피폭선량이 주어지면 비통계적효과가 발생된 

다. 비통계적효파의 발생을 펴하기 위해서는 개인 피폭선량올 선량기준치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표 3.20에 ICRP의 원칙올 수용할 수 있는 선량기 

준올 나타냈다[3.1꺼. 

통계적효과에는 암파 유전효과가 있는데I 비통계적효파와는 달리 선량 발 

단치가 없어 그 기준치를 정하기가 어렵다. 비상대웅 적용시 통계적 위해도 

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몇개의 결정 장기들과 조직에서의 선량당량이 

다. 사고시 어떠한 장기에 대한 피폭선량도 기준치를 초파하지 않고 몇개의 

장기가 피폭되었올 경우 실효선량당량 (effective dose equivalent)을 계산하 

여 0.5 Sv의 전신 기준선량파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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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비통계적효과를 피하기 위한 선량기준치 
(Dose 1imits for the non-stochastic effects) 

선량 (Gy) 장 기 증 상 

0.1 태 아 기 형 

0.5 전 신 구 토 

1.0 전 신 사 망 

3.0 피 부 탈모， 홍반 

5.0 폐 폐 렴 

10.0 폐 사 망 

15.0 갑상선 갑상선 기능부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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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비상대용 현황 

가.비상대용모델 

(1) 유럽의 모렐 

유럽공동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영향올 확률론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COSYMA 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3.18]. COSYMA에 사 

용된 비상대옹 모델윤 독일의 UFOMOD[3.19]와 NRPB에 의해 개발된 

MARC[3.20] 퉁의 사고영향평가 코드에 사용된 비상대웅 모델의 특성올 비 

교·분석하여 유럽공동체 뿔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사 

용자의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 개발한 모델이다. COSYMA에서 고려되는 

비상대용 행위는 아래와 같다. 

@ 대피와 소개 

@ 안정 동위원소 요오드의 복용과 오염된 사랍의 제염 

@ 오염된 토양의 제염， 주민 이주 및 음식물 제한 

이들 중에서 @의 비상대용행위는 사고 초기의 매우 큰 피폭올 막기 위해 

서 고려되고，(2)의 비상대용행위는 방사능운이 통과하는 동안의 피폭 저감 

화를 위해 고려되며，@의 비상대용행위는 사고후 오랜 시간에 걸친 피폭올 

막기 위해 고려된다. 이들 각각의 비상대용행위는 지역에 따라 그 저감효 

과의 차이가 큰데I COSYMA에서는 코드 사용자가 관련 변수의 값과 비상 

대용 행위의 시작시간올 정의하도록 하여 그 지역 특성올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COSYMA에서는 그림 3.71에서와 같이 열쇠구멍 모양의 자동소개지역 (A 

지역)과 피폭선량 계산결과에 따라 소개가 결정되는 지역 (B 지역)올 구분 

하여 비상대용올 취하고 있다. 지역 A에서는 사고 후 얼마간의 초기 지연 

시간동안 대피상태로 었다가 자동적으로 소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지역 A의 크기는 풍하방향으로의 거리와 내부 원의 반경r 그리고 각도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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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COSYMA에서 비상대용지역의 모델링 

(Modelling of emergency response areas in COSY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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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함으로써 결정된다. 지역 B의 결정은 계산된 피폭선량올 기준으로 이 

루어지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피폭경로와 장기1 그리고 피폭 지속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피폭되는 사랍은 방사능운이 통과하는 

모든 시간동안 외부에서 아무런 비상대웅행위를 취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지역 A， B에서는 소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랍들이 대피상태로 있다 

고 가정하는데， 이때의 차폐계수 및 주민분포는 표 3.21에 나타나 있다. 이 

값들은 사용자가 지역조건에 맞게 임의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역 

A, B 밖의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차폐계수는 표 3.22에 나타냈다. 

소개를 고려할 때는 모든 사랍이 동시에 소개된다고 가정하며I 소개시간 

통안의 피폭선량윤 소개시작 시점의 선량률올 척용하여 계산한다. 소개되 

는 속도는 해당지역의 도로사정/ 인구밀도 둥에 좌우되는데/ 표 3.23에 

COSYMA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값들을 나타냈다. 지역 B에서의 소개 

방식은 지역 A에서와 거의 같으나/ 차이점은 지역 B에서의 소개 시작시점 

이 지역 A에서의 소개종료와 연판이 었다는 점이다. 

(2) 미국의 모델 

(가) CRAC 모델 [3.21] 

이 코드에서는 그림 3.71에서와 같이 열쇠모양의 지역을 미리 셜 

정하여 놓고 소개시에는 주민이 방사 (radial) 방향으로 소개된다고 가정한 

다. 미국 원자력안전성연구 (RS5)에서는 환경보호청 (EPA)이 취합한 1959 

년부터 197~년까지 미국의 소개 경험을 근거로 제시한 소개속도를 채택했 

다. 사고후 경보가 올리면 지연시간없이 곧바로 대표적 유효속도로 소개되 

는 것으로 가정된다. EPA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는 소개속도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 유효 소개속도의 분포는 lognorrnal 분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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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지역 A, B에 적용되는 차폐계수와 주민분포 
(Shielding factors and population distributions in area A and B) 

차폐계수 

주민분포 거주형태 

공기중 방사능 지표 방사능 

30% 자동차 (동시소개) 1.00 0.70 

30% 지하실 0.05 0.03 

15% 차폐효과가 높은 건물 0.30 0.10 

15% 차폐효과가 낮은 건물 0.01 0.01 

10% 외부， 농촌지역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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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1«J A, B
(Shielding factors and population distributions outside of area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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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지역 A, B 이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차폐계수와 주민분포 

(Shielding factors and population distributions outside of area A 
and B) 

차폐계수 

주민분포 거주형태 ‘ ... - .. ~.-.‘ 

공기중 방사능 지표 방사능 

8% 외부， 농촌지역 1.00 1.0 
• { 

8% 외부， 도시지역 0.30 0.50 

9% 차폐효과가 낮은 건물 1.00 0.50 

’--~ 

35% 차폐효과가 보통인 건물 0.30 0.10 

40% 차폐효과가 높은 건물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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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3. COSYMA°11
(Distributions of evacuation velocity used in COSYMA)

PD<100

100<PD<500

500 <PD< 1000

1000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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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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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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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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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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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70

50

15

160

110

25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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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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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COSYMA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소개속도 분포 

(Distributions of evacuation velocity used in COSYMA) 

반경 R의 소개 소요시끽 분) 

인구밀도 인구분율 

R=6km R=1 Okm 

10 13 14 

PD드100 40 11 12 

50 6 6 
'".+ 

10 25 50 

100드 PD드500 40 18 35 

50 8 12 
"~-"-

10 70 125 

500드 PD드1000 40 50 85 

50 15 15 
"""ι •.•.•••.• --

10 160 500 

1000드PD 40 110 290 

50 2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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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유효 소개속도는 낮다. 

• 유효 소개속도는 넓은 영역에 걸쳐 분포한다. 

• 소개되는 사랍의 숫자는 유효 소개속도에 통계적으로 중대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유효 소개속도는 넓은 범위의 값을 나타내므 

로 대표적 유효 소개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모텔에서는 

EPA의 자료로부터 3개의 대표 속도와 각각의 빈도를 구하였는데， 세 가지 

속도는 0.0, 1.2, 그리고 7.0 mph이며 각각 3α 4α 30 %의 사람들이 해당속 

도로 25 마일까지 소개된다고 해석했다. 

RSS의 소개 모텔에서는 소개 기간동안 사랍들이 외부피폭과 호홉에 의한 

내부피폭에 대해 차폐효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표에 침적된 방사 

성물질에 의한 피폭계산에서는 지표조도 (surface roughness)와 자동차 퉁의 

차폐효파를 고려하고 있다. 

소개중인 사랍이 방사능운파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방사능운올 만난 지정 

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방사능운에 의한 피폭과 호홉에 의한 

피폭， 그리고 지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을 고려한다. 방사능운올 만난 

사람들은 4시간 후에 오염지역 밖으로 이동하여 피폭이 끝난다고 가정한다. 

소개 지역밖의 주민들은 7일후 이주 (relocated)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사고후 7일 사이에 오염된 지표로부터 받게 되는 피폭선량이 200 rad가 초 

과되면 하루내에 이주된다고 가정한다.25마일 밖의 사랍들에 대한 차폐 

계수는 표 3.24에 나타낸 값을 사용한다. 

RSS의 소개모텔의 단점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거론된다 . 

• EPA의 자료를 기본으로 한 RSS모텔은 여러가지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 초기지연올 고려하지 않고 유효 소개속도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소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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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Daily habits and shield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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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얼상생활과 차폐계수 (Daily habits and shielding factors) 

차폐계수 

장소/행위 시간/1일 시간분율 

공기중 방사능 지표방사능 

집 (벽돌집) 16.6 69.2 0.6 0.2 

학교/직장 4.7 19.6 0.2 0.02 

통근 1.2 5.0 1.0 0.7 

외부 1.5 6.2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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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민의 행위를 시간I 공간상 비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었다. 

• 방사능운 내에 있는 사랍들에 대해 사용된 가정도 비현실척이다. 

• 머물고 있는 사랍파 이동중인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차폐계수와 

호홉률올 적용해야 한다. 

(나) CRAC2 모델 

위에서 언급한 RSS의 소개모델의 단점들올 보완하여 새로운 모 

텔올 개발하였다. 개정된 모델의 특정은 특별 대피지역 (special sheltering 

zone)올 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특별 경계률 취하도록 

지시되어 방사능운이나 지표에 침척된 방사성물질로부터의 외부피폭을 효과 

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렐에서는 방사능운의 크기를 풍속과 누출 지속시간의 합수로 계산하 

여 사용하는데， 일단 누출된 방사능운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고 방사성물질 

의 농도는 균질환 것으로 가정한다. 대피중인 사랍의 방사방향의 위치와 방 

사능운의 전면과 후면올 비교하여 현실적인 피폭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로부터의 피폭 계산시에도 소개하는 사 

랍이 방사능운의 앞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가， 방사능운에 잠시라도 잡힌 기 

간이 있는가， 또는 방사능운의 뒤에 위치하고 있는가 동올 고려하여 현실 

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모텔에서는 최대 소개거리로 10 마일올 채돼하였고 대피지역의 반 

청으로 25 마일올 채돼하였다. 대피지역을 떠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변수인데 1978년에 Aldrich, McGrath, 그리고 Rasmussen 동의 연구에서는 

6 시간으로 결정하였다. 초기효과는 이 변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가능한한 

현실적인 값올 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최대 소개거리 Yl 밖으로 주민이 이동되면 계산에서 제외시키는데r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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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이 특정거리를 이동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사능운에 대한 

상대위치와 피폭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1977년 

Aldrich 둥에 의해 얻어진 차폐인자들올 표 3.25에 나타냈다. 

개정된 CRAC2의 소개모텔에서는 4 가지 상황에서의 방사능운파 지표 방 

사성물질에 대한 차폐계수를 사용한다. 

• 소개중인 사람에 대한 차폐인자 ; 표 3.25에서 통근의 경우에 해당되는 

값올 사용할 수 있다. 

• 소개를 기다리는 사랍들에 대한 차폐인자 ; 사랍들의 상태에 따라 

다른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 특별 대피지역에서의 차폐인자 ; 대피지역의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차폐인자가 결정된다. 예로 아리조나의 경우 80%에서 90%의 집들 

이 벽돌로 지어졌고 이중 4%만이 지하실올 갖추고 있으나/ 펜실바니 

아의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의 집들이 벽돌로 지어졌고 전체 

집들중 80% 정도가 지하실올 갖추고 있다. 따라서 두 지역에서의 

차폐인자에는 차이가 나게 된다. 

• 일상생활 ; 표 3.24에 나타낸 차폐인자를 이용한다. 

(다) CRACIT 모델[3.22] 

CRAC이나 CRAC2에 사용된 소개모델의 특정은 주민이동이 원 

자로를 중심으로 방사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있다. 그러나 실제 경우 이 

동도중에 강이나 골짜기 둥이 있올 수 있어 주민이동이 직선방향으로만 이 

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었다. 따라서 CRACIT’ 코드에서는 지형 특성이 고 

려된 소개모델이 이용되고 있다. 이 모텔에서는 미세한 격자를 사용하여 

지형 공간을 나타냈고， 이보다 조금 성긴 격자를 사용하여 인구분포를 표 

현했다. 각각의 주민분포의 격자요소 (population grid elernent)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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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대표적인 차폐계수 (fypical shielding factors) 

차폐계수 

구조물의 형태 

공기중 방사능 

목조건물 (지하실 없음) 0.9 

목조건물 (지하실 있음) 0.6 0.05 

벽돌건물 (지하실 없음) 0.6 0.2 

벽돌건물 (지하실 있음) 0.4 0.05 

큰 사무실 또는 공장건물 0.2 0.02 

외 부 1.0 0.7 

통 二\...그. 1.0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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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 거주자가 해당격자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거리 

• 소개 경로상 다음 인구격자요소를 특징짓는 사항 

• 다옴 격자요소를 가로지르는 거리 

이같은 자료들은 고려되는 원자로 주변의 도로망올 연구한 결과로 얻어질 

수 있다. CRAC이나 CRAC2에 쓰인 모텔에 비하여 CRACπ에 쓰인 모델 

이 좀더 자세한 소개모렐이 될 수 있다. 

소개자와 방사능운이 해당 격자에 도달하고 떠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소개 

되는 사랍의 피폭계산이 이루어진다. 소개되는 사랍이 방사능운이 도달하 

기전에 격자요소를 떠나는 경우에는 소개자는 피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취 

급된다. 방사능운이 떠난후에 소개되는 사랍이 주민격자요소에 들어오게 

되면 지표면의 방사성물질로부터만 피폭을 받게된다. 방사능운파 소개되 

는 사람이 통시에 동일한 격자요소에 폰재할 경우， 지표 방사성물질로부터 

피폭선량은 오염된 지표면 위에서 지체된 시간에 대해 계산되며， 방사능운 

으로부터의 션량은 지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미리 계산된 피폭선량값에 

방사능운파 소개되는 사랍이 공존하는 시간의 분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라) MACCS 모렐[3.23] 

RSS의 비상대웅 모텔을 수정， 보완하여 비상대용책의 효파를 명 

가하고 있다. 사고후 방사선 초기영향올 줄이기 위한 비상대용으로 소개I 

대피， 그리고 이주가 고려되며I 작 비상대용책의 선돼 및 계획은 미 연방의 

방사선 비상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비상대용에 있어 방사능운이 톡정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 

을 소개시킬 수 있다면 소개가 가장 효파적인 대웅책이 될 수 있다. 

MACCS 모텔에서는 소개 시작 시간을 사용자가 껄정하고 그 시간 이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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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향으로 일정 속도로 소개된다고 가정한다. 소개되기 전까지의 지연시 

간올 고려하며I 누출 지속시간과 풍속올 고려하여 방사능운의 길이를 계산 

한 후 실질적인 피폭시갇올 계산한다. 

CRAC2와 비교하여 개선된 점은 지표 침척된 방사성물질로부터의 피폭계 

산인데 CRAC2에서는 방사능운이 통과하는 시칸 동안 방사성물질의 지표농 

도는 최종 농도의 1/2이라고 가정하지만， MACCS 모렐에서는 지표 농도의 

선형증가를 고려하여 피폭계산올 수행한다. 

나. 비상대용 결정기준치 

사고시에 효과적인 비상대웅책올 결정하는 일은 주민의 피폭 저감화률 

위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대웅책의 결정올 위해서는I 대기중으로 누출 

된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 분석과 신속 정확환 피폭선량의 예측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훤자력시셜이 위치한 부지의 지형I 기상I 환경특성올 충 

분히 반영한 실시갇 피폭해석 시스탬이 필요하다. 

예상 피폭선량올 평가환 후에는 이 결과를 비상대용 개입준위와 비교하여 

적절한 대웅책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 시셜올 이용하는 각 나라 

에서는 비상대웅 기준올 마련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1982년 IAEA, ILO, NEA, WHO에 의 해 발간된 ”방사션 방호를 위 한 기 

본 안천훤칙”에서는 방사션 방호를 위한 비상대옹 개업준위의 셀정은 각 국 

가의 사회I 경제I 환경올 고려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 고유의 비상대웅 개입준 

위가 없으며I 이러한 경우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비상대용 개입준위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입준위는 피폭선량의 

상한치와 하한치를 둠으로서 자국 및 원전 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개입 

준위를 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입준위의 하한치 이하에서는 비상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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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a]

3.37<H|

(critical organ)S

3.38^

4
, S 3.39

(effective)

(committed dose equivalent)°] 5 mSv ^ l ^ - ^ wfl -§-^11- ^

i H, -̂̂ - tb*1)̂ ^ U3*H *7fl€ -Si ^l^-^t^t0! 0.5
mSv

- 2 7 3 -

이 필요하지 않으며I 상한치 이상에서는 반드시 비상대웅올 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표 3.26은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피폭선량에 대한 비상대웅 

책올 제시하였으며l 현재 체르노빌 사고후 새로운 결과 및 정보와 비교하여 

연구중에 있다[3.16].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폭선량에 대한 비상대웅 

개입준위를 표 3.27에서 표 3.36까지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비 

상대웅 개입준위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원전 방사능 재해대책계 

획(안)이 1986년에 작성되었으며 표 3.37에 작성된 비상대웅 개입준위를 나 

타냈다[3.24]. 위에 언급한 것들 이외에 시간적으로 긴급올 요하지 않는 대 

응책으로 음식물 섭취제한l 경작금지 동의 대웅책들이 고려된다. 

음식물 섭취 동의 경로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방사성 핵종은 체내에서 각 

핵종별 결정장기 (critical organ)로 들어가 오랜 기간동안 피폭올 일으킨다.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후 조사된 바로는l 음식물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이 매우 크게 나타냈다. 따라서 장기적인 피폭 저감화를 위해 오염된 음식 

물의 섭취제한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l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표 3.38과 같이 음식물 섭취제한 기 

준올 제안해 놓고 있는데 [3.24]， 기준으로 고려된 핵종은 갑상선에 들어가 

피폭을 일으키는 요오드이다. 

유럽의 비상대응체제에서 음식물 섭취제한의 기준은 각 음식물내 방사능 

농도 또는 개인 피폭선량이다. 음식물내 방사능농도에 근거할 경우I 표 3.39 

에 나타낸 음식물내 최대허용 방사능농도치를 적용한다. 개인 피폭선량에 

근거할 경우/ 사고후 첫해동안 섭취하여 받는 실효 (effective) 또는 갑상선 

예 탁선 량당량 (committed dose equivalent) 이 5 rnSv 이 상일 때 옴식 물 섭 

취제한올 하며l 다음 한해동안 섭취하여 받게될 실효 예탁선량당량이 0.5 

rnSv 이하가 되면 음식물 섭취제한을 철회한다[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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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IAEA<HH ^5lt}jL $X$r «l#tfl-§- 7}$*) [mSv]

(Intervention levels recommended by IAEA)

4:7fl

5-50

-

50-500

50-500

5-50

71 Ef ^ 71

50-500

50-500

500-5000

-

50-500

3.27.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Germany)

ofl Aj- a] a. # ^

^ ^1 50-250 mSv

# ^ 150-250 mSv

^ -tl 250-1000 mSv

^^<d 250-5000 mSv

3 4! 1000 mSv <>1#

# # * ! 5000 mSv ol^.

wj- ol cfl ^

(1000 mSv o]^")

7j-^4i7llS^

i7f l j l^ (10000 mSv ol^J-Alt 7j-^|^7fl

- 2 7 4 -

표 3.26.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비상대응 기준치 [mSv] 

(Intervention levels recommended by IAEA) 

대피 

안정요오드 복용 

소개 

이주 

음식물통제 

장기 

표 3.27. 독일의 비상대옹 기준치 

전 신 

5-50 

50-500 

50-500 

5-50 

기타장기 

50-500 

50-500 

500-5000 

50-500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Gerrnany) 
‘·“‘ 

예상피폭선량 방 어 대 책 

전 신 50-250 rnSv 옥내대피권고 

갑상선 150-250 mSv 
"‘ 

전 신 250-1000 rnSv 강제옥내대피조치，소개고려 

강제옥내대피조치I 옥소제투여 

(1000 mSv 이상) 

전 신 1000 rnSv 이상 강제소개조치 

갑상선 5000 rnSv 이상 
소개고려 (10000 rnSv 이상시는 강제소개 

고려)， 옥소제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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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28. 7)i£x}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U.S.A.)

3i -41 10 mSv ol^j-

^•^-^d 50 mSv ol̂ >

*\ -*1 10-50 mSv

# ^ - S 50-250 mSv

# ^1 50 mSv c]^

•Q'Q'Q 250 mSv0!^"

i5 3. Ml -8-

* *H# 7l4€ -̂S- T331^

••WHS***! ^ l^of l

Hi 3.

* ^ ^ «

^•Al 4i7l)7}-

m

Hi -ty JtL -^ <̂1 ̂  3 | -̂ - -*1 ^

Ĥ >y 250 mSv

^ • ^ • ^ 1250 mSv

#-t! 750 mSv

- 2 7 5 -

표 3.28. 미국의 비상대웅 기준치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U.S.A.) 

주민예상피폭선량 권 고 내 용 비 고 

· 계획된 보호조치는 없음 

전 신 10 뼈V 이하 | 주정부는 대피장소를 찾고 다 
음 지시를 기다렬 것을 권고할 

갑상선 % 뼈V 이하| 수 있다 

전 신 10-50 mSv 

갑상선 50-250 mSv 

전 신 50 mSv 이상 

갑상선 250 mSv이상 

전 신 250 mSv 

갑상선 1250 mSv 

전신 750 mSv 

·환경방사선 준위감시 
• 최소한 옥내대피 

· 가능한한 소개 

·환경방사선 준위감시 

소개 불가시는 

아동 및 임부 

롤 위한 특별 

• 인근도로 출입통제 | 고려 
· 강제 소개 조치 | 즉시 소개가 

- 환경방사선 준위 감시결과에 ! 불가시는 옥내 
따라 강제소개 대상지역 초정 

·출입통제 

비상요원예상 피폭선량 

대피 

비상요원 피폭관리 준위 (인명구 
|인명구조활동 

조 활동제외) (비상요원에 대하여 ‘ 

시 갑상선펴폭 
시간제한 호홉기 보호장비 및 옥 

소재와 같은 적절한 관리를 할 

것) 

인명구초 활동을 하는 비상요원 

피폭관리 준위 (피폭시간 관리가 

가장 효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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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없다. 



3.29.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United Kingdom)

# 7}

100 mSv

300 mSv

3.30. i ^ i ^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Switzerland)

4 * * * 41 *

^ ' t l 10 mSv ^ISj-

^<Q 10 mSv o]-y-

#41 100 mSv ol-y-

• 1 4 *

44MA

^Al3i)-S.^^C)] 50 mSv °]*1-S. 5]£-^- i c ^ ^ ^ J .

C])B|3io|] tij\3], tiftyf-SL S^ l -1- #-?•%!• ^

- 2 7 6 -

표 3.29. 영국의 비상대응 기준치 

(Inteπention levels adopted in United Kingdom) 

장 기 

전 신 

갑상선 

표 3.30. 스위스의 비상대웅 기준치 

예상펴폭선량 

100 mSv 

300 mSv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Switzerland) 

예상피폭선량 방 어 

전신 10 mSv 이하 대책불필요 

긴급시 활동개시 
전신 10 mSv 이상 

대 

_.~--

책 

전신펴폭선량이 50 mSv 이하로 되도록 노력할것. 

전신 100 mSv 이상 대피호에 대펴/ 대규모 조치를 강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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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1.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Sweden)

10-100 mSv

50-300 mSv

100 mSv

300 mSv

3000 mSv 711

10 mR/h o]«|.oi

3.32.

n
5

5

(Intervention

1- 3\ - ^ # ^

mSv Q)~s\-

mSv o)^-

-

levels adopted in France)

- 2 7 7 -

표 3.31. 스웨덴의 비상대용 기준치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Sweden) 

예상피폭선량 | 방 어 대 책 l 
전 신 10-100 mSv 옥내대피， 아동 및 임산부는 소개 고려 

갑상선 50-300 mSv 옥소제 배포고려， 출입제한 

난- 관때 현?τl상 | 옥내대피 소개고려 
갑상선 뻐 뼈V 이상 | 옥소제 배포 출입제한 

갑상선 3000 mSv 이상 | 소 개 」
주) 공간 감마선량올 10 mR/h 이하인 경우에는 대책 불필요. 

표 3.32. 프량스의 비상대옹 기준치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France) 

[엔상칸콜선량| 방어반챔내용 
5 rnSv 이하 경계태세를 갖추고 일상생활 유지 

5 rnSv 이상 옥내대피 

소개 : 사고진행상황과 방출방사능량퉁의 정보 

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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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33. 7]f£*l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Japan)

10-

50 -

100

50 mSv

100 mSv

mSv o ) ^

A * •

100-

500-

1000

a *

-500 mSv

-1000 mSv

mSv °1^"

^ tfl

711

1, OH

}, O H

^ ^ > ^

"/ OJ*V-

-g-vflofl

^ ^ - 141 oil EJ)S

13-tr » l l ^

H 71^

=. .A. 7I]

25 rad

rad

150

: 1 mR/h

: 2)

5 mSv

- 2 7 8 -

표 3.33. 일본의 비상대웅 기준치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Japan) 

예상피폭선량 

방 어 대 책 내 용 

전신외부선량 | 갑상선선량 
‘ 

· 젖먹이I 아동， 임산부는 자택올 옥내 

10-50 mSv I 100-500 mSv I 에 대피하되， 창문둥올 닫아서 기밀 

성을 배려 

50-100 mSv I 500-1α)(} mSv 

· 젖먹이/ 아동， 임산부는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건물내에 대피 또는 소개 

· 성인은 자택둥 옥내에 대피하되 창 

문 둥올 닫아 기밀성올 배려 

· 젖먹이， 아동， 임산부， 성인은 지시에 

100 mSv 이싱.11000 mSv 이상 | 따라 콘크리트 건물내 대피 또는 소 
개 

주) 소개기준선량 : 전신외부 피폭 25 rad 이하， 갑상선 내부피폭 150 

rad 이하 

방재대책초기 : 1) 주변고정환경 방사선감시소둥에서 실측된 공간 

감마선량율 : 1 mR/h 이상 

활동개시기준 : 깅 주민거주지역 또는 활동장소에서의 예상피폭선량 : 

5 mSv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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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4. 17H1S1 Hl^rfl-g- 7 l§^ l [mSv]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Belgium)

:: „ »
100-500

5-25

300-1500

50-250

50-250

1000-3000

50-250

3.35. ^7}e}Sl Hl-S-tH-g- 7 l ^A l [mSv]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Hungary)

10-100

-

-

100-1000

7} t\ ^ 7)

100-1000

500-5000

300-3000

1000-10000

3.36. ^ 3 ^ «lM-g- 71^*1 [mSv]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Philipines)

3" 71

2! 41 10

50

50

250

50

150

- 2 7 9 -

표 3.34. 벨기에의 비상대용 기준치 [mSv]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Belgium) 

꿇꿇반L 전 신 피 부 그외 장기 

대피 100-500 300-1500 1000-3000 

안정 요오드 복용 - 50-250 -

소개 5-25 50-250 50-250 

표 3.35. 헝가리의 비상대옹 기준치 [mSv]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Hungary) 

꽤꿇츠3L 전 신 기타장기 

소개 10-100 100-1000 

안정요오드 복용 

-성인 - 500-5000 

- 아동 - 300-3αm 

대피 100-1000 1000-1아)()() 

표 3.36. 필리핀의 비상대용 기준치 [mSv] 
(Inteπention levels adopted in Philipines) 

방사능운에 의한 피폭 
장 기 음식물 섭취에 의한 피폭 1 

하한치 상한치 

전 신 10 50 50 

갑상선 50 2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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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3.37. 7lir*]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Korea)

°fl^^1 "=T"VI ̂  [mSv]

10

50

50

100

100

• i *

100

500

500

1000

1000

**h *\*. «*fe *HS ^0H n|i|«Fi|

*l-7-)i4 4i7fl^cf.

^°J* ^ ^ * *>M cnsjsvs) ^ ¥ * #

+«V. «>*, W. -8°J* -Moll n^^ e a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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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한국의 비상대옹 기준치 (Intervention levels adopted in Korea) 

예상피폭선량 [mSv] 

방어대책내용 

전신외부피폭 갑상선피폭 

10 100 유아， 아동， 임부는 자태동 옥내에 대피하되 

50 500 창문둥은 꼭 닫아 기밀성올 유지한다. 

유아/ 아동/ 임부는 콘크리트 건물내로 대피 

50 500 하거나 소개한다. 

100 1α)() 성인은 자택둥 옥내에 대피하되 창문둥을 

꼭 닫아 기밀성올 유지한다. 
‘” 

100 1α)() 유아， 아동/ 임부/ 성인은 지시에 따라 콘크 

이 상 이 상 리트 건물내로 대피하거나 소개한다. 

(주) 1. 예상펴폭선량은 도재해대책본부에서 산정하고 이에 의거 주민동의 

방어대책올 결정 I 지시하면/ 방재업무 관계자는 이를 주민둥에게 

연락한다. 

2. 예상피폭선량은 방출기간중 옥외에서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계속 머무를 경우/ 받올 것으로 예상되는 선량이다. 

3. 전신 외부피폭선량 및 갑상선 피폭선량이 동일한 준위가 아닐 

경우에는 높은 준위에 해당하는 방어대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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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8.
(Criteria for the foodbans adopted in Korea)

1-131 I M - ^ S .

3 x 10J pCi/£ <>]<$•

2 x 102 pCi/g o}#

6 x 103 pCi/ £ O]AJ

3.39. -ft-^5] -i-^-I-i-ti ^cfl ^ - § - ^ 5 . (Bq/kg £ ^ Bq/ £)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s in foodstuffs adopted in Europe)

Sr ^ ^ 4 :

Cs ^ 4 1 4 :

Pu-239, Am-241

125

500

1000

20

Zl -21

750

2000

1250

80

- 2 8 1 -

표 3.38. 국내 음식물섭취제한 기준치 

(Criteria for the foodbans adopted in Korea) 

대 상 1-131 방사능농도 

음료수 3 x 10" pCi/ .e 이 상 

-까」、- 2 X 102 pCi/g 이상 

-。「 T 。「 6 X 103 pCi/ .e 이 상 

표 3.39. 유럽의 음식물내 최대 허용농도 (Bq/kg 또는 Bq/ .e) 
(Maximum p야erm따sib비바le co아once민댄n까tr때r떠'ati띠ions in foo여ds뼈tuf:않fs a때doφpt때e려d in Europe) 

깅강펀흔ff 매일 생산되는 
그 외 

음식물 

Sr 동위원소 125 750 

I 동위원소 500 2000 

Cs 동위원소 1000 1250 

Pu-239, Am-241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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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eltering)^ Afcn

sJ^HdS-S- #°lfet-fl

l- a 3.4(H

1/100^1 SI s ] i ^ ^ i 4 * 7}^^- ^ sat|-.

#Hfl«. (slab)«y

(roofing tile)"?] ^-f^ i i ^ ^ 2 *Hfl°l^- (slate), f H (tinplate),

(straw) ^ 71Ê  ^1^7Hfife

^5.7]- ^w^l- ^ H =. (brick or stone), l e ^-sejE, (ferroconcrete)?! ^

-ffe *>B11JL-471- ^ J l , AIDJIJE^I^ (cement bricks), •£ SEfe ^ ^ # (earth)

(wood),

, o]

- 2 8 2 -

3. 국내 건물의 차폐효파 

원자력시셜 사고시 차폐효과가 우수한 흔콘크리트 건물내로의 대피 

(sheltering)는 사고 초기 에 방사능에 의 한 통계 적 위 해 뿐 아니 라 방사능운 

과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로부터 받게되는 외부 피폭선량을 줄이는데 매 

우 효과적인 비상대웅 행위이다. 피폭자가 대피하는 장소에 따라 피폭 저 

감효과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럽의 사고결말해석 코드 

COSYMA에 적용되고 있는 피폭자의 위치에 따른 차폐계수률 표 3.40에 나 

타냈다[3.18].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물의 차폐효파에 따라 외부피폭은 

최대 1/100까지의 피폭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l 비상대웅효과 

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유의 건물분포 및 각 건물에 대한 방 

사능의 차폐효과를 알아야 한다. 이롤 위해 1990년에 조사된 국내 건물의 

종류， 재료 및 거주민의 수에 대한 통계자료롤 분석하였다[3.25].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을 줄이기 위해 건물내로의 대피에 따른 차폐효 

과는 건물의 지붕과 외벽의 재료에 따라 차폐효파가 높은 건물， 차폐효과가 

보통인 건물 그리고 차폐효파가 낮은 건물로 분류하였다. 차폐효과를 분류 

하기 위해， 지붕의 재료가 슬래브 (slab)인 경우는 차폐효파가 높고， 기와 

(roofing tile)인 경우는 보통 그리고 슬래이트 (slate), 함석 (tinplate ), 짚 

(straw) 및 기타 지붕재료는 차폐효과가 낮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외벽의 

재료가 적 벽돌 또는 돌 φrick or stone), 철근 론크리트 (ferroconcrete)인 경 

우는 차폐효파가 높고/ 시멘트제품 (cement bricks), 흙 또는 흙벽돌 (earth) 

은 보통l 그리고 나무 (wood), 기타 재질은 차폐효파가 낮다고 가정하였다. 

건물의 재료에 대한 차폐효파는 지붕과 외벽에 대한 차폐효과의 조합으로 

예측하였다. 예로서I 지붕은 차폐효파가 높고 외벽은 차폐효파가 낮은 재료 

로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 이 건물에 대한 차폐효파는 보통으로 가정하였다.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건물에 의한 차폐는 외벽의 재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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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0. COSYMAofM
(Shielding factors according to building characteristics used in
COSYMA)

*> Jfl ?fl ^

1.0

0.3

0.01

0.5

0.1

0.01

- 2 8 3 -

표 3.40. COSYMA에서 척용되는 건물특성에 따른 차폐계수 

(Shielding factors according to building characteristics used in 

COSYMA) 

차폐계수 

피폭자의 위치 

방사능운에 의환 피폭 지표로부터 받는 피폭 

· 차폐효과가 척은 건물 1.0 0.5 

· 차폐효과가 보통인 건물 0.3 0.1 

· 차폐효과가 큰 건물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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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 0 } ^.AJHJS 4 4 ^ ^ 4 .

t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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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재료에 따른 효과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붕이 차폐효과가 높고/ 

외벽이 보통인 경우 이 건축물에 대한 차폐효과는 높고/ 차폐효과가 낮은 

지붕과 차폐효과가 보통인 외벽으로 구성된 건물에 대한 차폐효과는 낮다고 

가정하였다. 표 3.41에 외벽과 지붕의 차폐효과에 따른 건물의 차폐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주택이외의 거처 (숙박업소/ 특수 사회시껄둥)는 

대부분 슬래브와 철근 론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 차폐효과가 높으나 창문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 차폐효과는 보통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72는 우리나라 평란/ 광주직할시/ 영광지역의 경우/ 거주민의 거주 

형태에 따른 구성비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모든 지역에 

서 단독주택에 거처하는 거주민의 수가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대도시로 갈 

수록 단독주택에 대한 의폰은 줄어드는 반면 아파트에 거처하는 거주민의 

수가증가하였다. 

그림 3.73부터 3.75까지는 우리나라 평란/ 광주직할시 그리고 영광지역에 

서 단독주태의 지붕과 외벽의 재료에 따른 건물의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평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붕이 슬래이트이고 외벽이 나무인 건물이/ 

광주직할시의 경우 지붕이 슐라브이고 외벽이 시멘트제품이/ 영광지역은 지 

붕이 기와이고 외벽이 나무인 단독주돼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건물의 구조 및 거주민의 거처 종류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대피시 거주 

민의 방사능운으로부터의 차폐효과를 계산하였는데/ 그림 3.76부터 3.78까지 

는 각각 우리나라 평란/ 광주직할시/ 영광지역의 거주민에 대한 건물의 차폐 

효과를 나타냈다. 분석된 바와 같이 대도시로 갈수록 거주민에 대한 건물 

의 차폐효과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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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Classification of shielding effects according to the materials of
roof and outer wall)

2) ^ ^ \ ^

4 ^ (L)

33#, t- (H)

^l^S ^1# (M)

15- ^ a e | e . (H)

*, ^ ^ 1 - (M)

71 4 (L)

7 1 ^

(M)

M

M

M

M

M

M

#efl^lS

(L)

L

M

L

M

L

L

(H)

M

H

H

H

H

M

(L)

L

M

L

M

L

L

(L)

L

M

L

M

L

L

71A

(L)

L

M

L

M

L

L

(L : %\A 2.3*7} #•%•, M : *}$ 2.3*7} J i *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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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지붕 및 외벽의 재료에 따른 차폐효과의 분류 

(Classification of shielding effects according to the materials of 
roof and outer wall) 

쾌강士 기와 슬래이트 슬래브 합석 짚，갈대 기타 

(M) (L) (H) (L) (L) (L) 
ι““、k

나 무 (L) M L M L L L 

적벽돌， 돌 (H) M M H M M M 
.. -’… 

시멘트 제품 (M) M L H L L L 
.. =.-.--.--.--. 

펀캔튼떠)t_~ M H M M M 
.‘ •• •.‘ 

흙， 흙벽돌 (M) M L H L L L 

기 타 (L) M L M L L L 

(L : 차폐효과가 낮음 M 차폐효과가 보통 H 차폐효파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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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living quarters

3.72.

(Distribution of living quarters in whole country,
Kwang-Ju city and Young-Kwa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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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의 거처형태에 

in whole country, 

Type of living quaπers 

그림 3.72. 우리나라 평균， 광주직할시l 영광지역에서 

따른 구성 비 (Distribution of living qu값ters 

Kwang-}u city and Young-Kwa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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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aterials used for outer wall

wood

:k or aloha
'camsnl bricks

farroconctata

R. I l l* alala alab tlnplala alraw othara

Materials used (or roof

3.73. - f elM-eh *§-3v ^ ^ ^
«1 distribution of buildings according to the materials used

for the roofs and outer walls of detached dwelling in whole

country)

- 2 8 7 -

Materlals used for ou‘er wall 

/ 

.1.‘e . .I.b .Unpl.le. .Iraw 

Materlals used lor 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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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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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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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그렴 3.73. 우리나라 평균/ 단독주택의 지붕과 외벽재료에 따른 건물의 구성 

비 (Distribution of buildings according to the materials used 

for the roofs and outer walls of detached dwelling in whole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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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1 (Distribution buildings according to the materials used

for the roofs and outer walls of detached dwelling in

Kwang-Ju city)

Ma'.r'al used lor ou’.rw.1I 

~ 
/ 

o 
。Ih.r.

Materlals used for r。이 

그림 3.74. 광주직할시에서 단독주태의 지용과 외벽채료에 따른 건물의 
구성 비 (Distribution buildings according to the materials used 

for the roofs and outer walls of detached dwelling in 

Kw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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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 . | i - j —|| s-1 ^ - = ^ | -i^j 1 ' - | O 1 —I ^ ' U •*•- • I I ' — <— = • I "

(Distribution of building according to the materials used for

the roofs and outer walls of detached dwelling in

Young-Gwang region)

(* 40 

펀。 30 

10 

Mol.rfDf u •• d for ouler WDU 

/ 

그립 3.75. 영광지역에서 단독주택의 지붕파 외벽채료에 따른 건물의 구성비 
(Distribution of building according to the materials used for 

the roofs and outer walls of detached dwe11ing in 

Young김wang re멍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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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adioactive cloud in whole country)

(28.1 %) 
(21.8%) 

SF=Medlum 

(50.1%) 

그림 3.76.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건물에 대한 

거주민의 차폐효파 (Shielding effects for external exposure due 

to radioactive cloud in wh이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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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adioactive cloud in Kwang-Ju city)

(32.8%) 

그림 3.77.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광주직할시에서 건물에 대한 

거주민의 차폐효과 (Shielding effects for extema1 exposure due 

to radioactive c10ud in Kw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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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그림 3.78.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영광지역에서 건물에 대한 

거주민의 차폐효과 (Shielding effects for extemal exposure due 

to radioactive cloud in Young김wa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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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피는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을 막기 위한 중 

요한 비상대응 행위이다. 건물내로 대피하였올 경우/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받게 되는 피폭의 감소 효과는 주로 외벽의 재료에 의해 결정지 

어진다. 이러한 가정하에 우리나라 평균/ 광주직할시/ 영광지역에서의 지표 

에 침적된 방사성물질로부터 받게되는 외부피폭에 있어서 분석된 건물에 대 

한 거주민의 차폐효과를 그림 3.79부터 3.81까지 나타냈다.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에 있어 건물에 의한 거주민의 차폐효과와 마찬가지로 대도시로 갈 

수록 차폐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가옥분포의 분석 결과와 유럽 및 미국의 비상대웅 모텔에 이용된 

값올 이용하여 국내 영광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차폐계수 및 주민분포를 

구하여 표 3.42에 제시하였다. 유럽 및 미국파 비교하여 차이점은 영광 부 

지 주변의 주거형태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주태에서 볼 수 있는 반지하실 

(cella)이 거의 없어 지하대피의 효파 및 분포율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낮게 잡은 점이다. 

4. 퍼지 이론의 적용성연구 

가. 비상대웅 모렐의 불확실성 

비상대응모텔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업력변수들이 사용된다. 일례로서 

사고시 누출 지속시간， 차폐기간l 차폐시 인적 구성비율l 인구 밀도/ 소개시 

의 차량 속도l 그리고 건축물이나 차량퉁의 차폐계수 퉁이 입력으로 주어져 

야 한다. 그런데 이들 변수들의 값은 특정 값올 갖기 보다는 어느 구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모텔에서는 이들 변수값들을 가정하여 사 

용해 왔으나 실제 비상시의 상황에서는 가정한 값이 적절한지는 알 수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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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그립 3.79.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l 우리나라 

평균 건물에 대한 거주민의 차폐효파 (Shielding effects for 

extemal exposure due to deposited radioactive material in 

wh이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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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광주직할시에서 건물에 대한 주민의 차폐효파 (Shielding effects 

for external exposure due to deposited radioactive material in 

Kw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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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44.9%) 

그림 3.81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영광지역에 

서 건물에 대한 거주민의 차폐효과 (Shielding effects for 
extemal exposure due to deposited radioactive material in 
Young김wa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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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영광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차폐계수와 주민분포 

(Shielding factors and population behaviors applicable to 
Young김wang region). 

차폐 계수 

거 주 형 태 주민분포 ••}• ~ 

공기중 방사능 지표방사능 

외부I농촌지역 10% 1.0 1.0 
‘ _____ •.• ~~r .... τι， 

자 동 차 30% 1.0 0.7 

지하대피 10% 0.4 0.05 
{ .......... --‘ • ‘ “‘.-.--.-.~ .. ~. ~--

차폐효과 높은 건물 10% 0.2 0.02 

차폐효과 보통인 건물 20% 0.6 0.2 

차폐효파 낮은 건물 20% 0.9 0.4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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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존 비상대용 모텔에서는 방호행위의 다양한 특성이 가정올 통 

해 단순화되어 계산되고 있다. 단순화 과정중에 펼연척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되어 결과척으로 비상대용 모렐은 큰 불확실성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기폰모델올 사용할 경우 비상대용이 실시된 지역의 부지특성이 고려된 가 

정이 있어야하며， 같은 부지라 하더라도 사고시의 풍향에 따라 다른 가정 

을 사용해야할 경우도 있다. 

비상대용 모델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비상사태시 실제 상황윤 정확히 기술되거나 자세히 예측될 수 없다. 

• 비상사태시 주민들의 행동양식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계산에 

쓰이는 차폐효과 또는 대피속도 둥에 대한 값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다. 

·차폐조건이나 도로여건 퉁이 부지마다 다르고， 같은 부지에서도 사고 

시 바랍이 부는 방향에 따라 다른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 

다. 

나. Fuzzy 이론의 특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모든 현 

상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복잡한 문제 

를 단순화시켜야 할 뿐 아니라 모든 현상을 정확한 숫자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손실이 발생된다[3.26].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기 

보다는 ”사과 두서너개” 또는 ”조금 럽다” 풍의 애매한 표현올 자주 사용한 

다. 애매성은 인칸의 지능부분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시스템， 혹은 미지 

의 부분이 많은 시스댐올 모델화할 때도 필요하다. 복잡한 시스템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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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술하고 모렐화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뿐 아니라， 이같이 만들어진 모텔 

은 너무 복잡하여 초대형 컴퓨터를 이용해도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모르는 부분이 많은 시스댐올 지금까지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이론 

올 이용해 모델화할 때에는 모르는 부분올 무시해 버리거나 척당한 값으로 

가정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경우에는 모텔확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파 아 

울러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다. 

따라셔 인간파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복잡한 문제를 대략적으로 

취급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상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애매한 

표현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이 애매한 표현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한 것이 퍼지이론 (fuzzy theory)이다[3.27， 3.28]. 퍼 

지이론은 불확실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퍼지집합 (fuzzy 

set), 퍼지논리 (fuzzy 10밍c)， 퍼지숫자 (fuzzy numbe다， 퍼지관계 (fuzzy 

relation)동의 개 념 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애매한 표현의 기본이 되는 퍼지집합파 비상대용 모텔내의 

불확실한 변수를 퍼지이론을 웅용하여 처리할 때 필요한 연산 및 퍼지관계 

둥에 대해서 언급하기로한다. 

(1) 퍼지집합 

퍼지이론에서는 정확한 숫자보다는 인간의 구문식 표현올 사용하여 

애매한 상태를 표현한다. 이때 퍼지집합을 이용하여 애매한 상태를 나타내 

게 되는데 보통집합파 퍼지집합의 차이점은 집합의 원소 (element)들이 갖 

는 소속정도 (membership grade)에 있다. 보통집합에서는 “ 1" 과 “ 0" 툴 

중에서 하나의 값을 소속정도로 갖게 되는데， 이때 "1"은 원소가 그 집합에 

속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0"은 속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런데 퍼 

지집합에서는 “ 0" 파 “ 1" 사이의 임의의 값을 소속정도로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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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집합에 속할 정도가 “ 0.5" 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덤다” 라고 이야기 할 때 “덤다”는 표현올 보통집합 

과 돼지집합으로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포함 가능성 포함가능성 

1. 0 1. 0 

0.5 0.5 

윤도 

10 20 30 40 50 10 20 30 40 50 

그림 3.82. 보통집합의 ”덤다11 그림 3.83. 돼지집합의 ”덤다" 

(A common set "Hot") (A fuzzy set "Hot") 

위의 그림올 보면 보통집합에서는 미리 정해진 특정 온도인 30 .C 이상 

의 경우 “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r 이 온도 아래서는 “덤다”라고 이 

야기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29.9 't를 생각해보면 30 .C 와 거의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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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럽다}라는 집합에 3O"C는 포함되고 29.9 "c 

는 포함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초래된다. 그러나 돼지집합에서는 3O"C 

이하의 온도도 "1.0" 보다 작은 소속 정도값을 갖고 {럽다}라는 집합에 포함 

될 수 있으며， 이 표현은 실제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다[3.29]. 수학적으 

로 돼지집합 A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 {(x, μA(x))1 XEX, μA(X)E[O ，l] } 

여기서， 

X= { c} : X의 전체공간 

x 원소 

μA(X) : 원소 x의 돼지집합 A에 포함될 가능성 

(끽 돼지집합의 연산 

(3.64) 

돼지집합으로 애매하게 표현된 숫자를 돼지연산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연산으로 아래의 것들이 있다. 

여집합 Ac μ쳐(X) = 1-μA(X) 

교집합 AnB: μAnμB = Min [ μA (x) , μB(X)] 

합집합 AUB: μAUμB = Max [ μA (x) , μB(X)] 

돼지집합의 연산특징은 계산의 단순성올 위해 "Min", "Max" 연산자를 주 

로 사용하는 것이다. 위의 연산들올 특히 기본연산이라 하며， 이외에 곱집 

합 (cartesian product), 강조 (concentration), 회석 (dilution) 둥의 연산이 사 

-301-



용된다. 

(3) 퍼지관계 

보통집합 A와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올 때 이 관계롤 순서쌍 

(x，y)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순서쌍 (x，y)의 모임올 관계 R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 y) 륜 R or X R )i 

R C AxB 

보통관계에는 두 집합 사이에 ”관계가 있다” 또는 ”관계가 없다” 의 두 가 

지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퍼지관계에는 퍼지집합에서와 같이 관계의 강 

도 (strength of relation)를 "0"과 "1" 사이 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돼 지 

이론율 적용할 때 우리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된다[3.30， 

3.31]. 

R파 S가 각각 퍼지집합 A와 B, B와 C 사이의 퍼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경우， 두 관계 를 합성 ( composition)하면 아래 와 같이 퍼 지 집 합 A와 C 사이 

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R C AxB S 드 BxC 

SR: 퍼지집합 A에서 퍼지집합 C로의 관계 

μSR(X ， y) = Max[Min(μR(X， y) , μ S<X ， y)] 

(3.65) 

퍼지관계률 이용하여 새로운 퍼지집합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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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돼지집합 A와 B가 있고 이들 사이에 돼지관계 R이 

있다고 할 때， 새로운 돼지집합 B’는 "Min-Max" 연산자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었다. 

V x E A. y E B 

μB’ = Max[Miη(μA (X) , μR(X. y)] 

X = rl(y) 

rl(y) 추 ￠ 

다. Fuzzy 이론올 용용한 비상대옹 모델내의 불확실한 변수의 처리 

(3.66) 

돼지이론은 비상대웅의 불확실성올 계산에 포함시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를 제공해 준다[3.32-3.36]. 본 연구에서는 돼지집합 이 

론을 이용하여 비상대웅시 방호효과 평가방법올 개발하였으며 그 계산과정 

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3.84에 흐름도를 나타냈다. 

·각 변수들의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변수들에 대한 맹버쉽 함수를 구성 

한다. 

• 입출력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도 (strength)를 고려하여 입출력 변수 

에 대한 돼지조건문올 결정한다. 

·소속도함수와 돼지조건문올 이용하여 입출력 변수 사이의 돼지관계 

를 계산한다. 

• 돼지관계와 주어진 입력변수의 조건올 이용해 돼지추론올 수행하고 

출력변수에 대한 돼지집합올 계산한다. 

• 얻어진 돼지집합을 비돼지확 ( defuzzification)시켜 최종 결과를 해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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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력 변 수 

흩 력 변 숙 

흩력변수와 입력 

변수에 대한 

소속도함수 

퍼지조건문 

머지추론 

머지판계 

그림 3.84. 퍼지이론올 이용한 비상대용모델의 계산파정 

계산된 퍼지집합 

비퍼지화 

(Calculation procedure of emergency response model using the 

fuzz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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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방법올 이용해 여러가지의 계산조건에 대해 대펴시의 차폐효과와 

소개할 때의 소개속도를 평가하였다. 개발된 모텔의 장점은 언어변수를 이 

용하여 지역 특성올 표현하고 전문가의 의견올 반영하여 방호효과를 평가하 

므로， 단순화 가정중에 유발되는 정보의 손실올 줄일 수 있는데 있다. 비상 

대옹 모텔내의 불확실한 변수에 대한 퍼지집합이론의 적용성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올 반영하여 변수들에 대한 적합한 맹버쉽 함수와 퍼 

지조건문올 확립해야 한다. 

라. 비상대옹모텔에 대한 퍼지이론의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는 비상대웅중에서 사고후 초기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치는 

대피와 소개에 대하여 퍼지이론의 적용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대피시의 차폐효과 

지역 특성 및 풍향 동에 따라 해당지역의 차폐조건올 입력변수로 고 

려하여 대피시의 차폐효과를 계산활 수 있도록 모탤올 개발하였다. 차폐효 

과 Se는 아래의 식으로 정의하였다. 

Se = 좋 탠. (1 - 앞) (3.6끼 

여기서， 

FP,: i-th 인구군에 대한 분율 

Sf, : i-th 인구군에 대한 차폐계수 

lv: 인구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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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OSYMA 효드에 사용된 관련 변수들의 값들올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차폐효파를 계산하였다. 

Si = 0.3 (1.0-1.0) + 0.3 (1.뼈.05) + 0.5 (1.0-0.3) + 0.15 (1.0-0.01) + 

0.1 (1.0-1.0) = 0.5385 (3.68) 

여기서 0.5385의 값이 갖는 의미는 주민이 대피에 의해 약 54%의 피폭올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돼지이론올 이용할 경우에는 차폐조건과 차폐효과 사이의 관계를 돼지조 

건문으로 나타내주어야 한다. 돼지조건문은 전문가들이 자료조사 및 분석동 

율 통해 실제 상황올 적절히 나타내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퍼지이론을 척용한 모렐 개발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것이 우 

선되는 목적이므로I 공학척 판단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단순한 돼지조건문 

올 만들어 계산에 사용하였다. 

If A is good Then B is good 

If A is medium Then B is good 

If A is poor Then B is medium 

여기서 A는 차폐조건올 B는 차폐효파를 각각 나타내며， 소속도합수는 그 

림 3.85에 나타난 단순한 형태의 합수를 계산에 이용하였다. 

위의 소속도합수와 돼지조건문올 이용하여 퍼지관계를 아래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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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R(X， y) μA(X) ^ μB(Y) 

μR(X， y) = 1.0 ^ 0.0-μA(X) +μB(Y)) 

(3.69) 

(3.70) 

식 (3.69)는 Mamdani가， 식 (3.70)은 Zadeh가 각각 제시 한 식 인데 본 연 

구에서는 Mamdani의 식올 채돼하였으며 그 계산결과는 표 3.43과 같다. 

이제 차폐조건을 ”매우나쁨”부터 “매우 좋옴”까지 5 단계로 구훈하고 위 

에서 얻어진 퍼지관계를 이용해 퍼지추론을 수행하면， 그림 3.86과 같이 각 

각의 차폐조건에 대해 차폐효과를 나타내는 퍼지집합올 얻게된다. 

위의 결과는 일반 사용자가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퍼지화를 통해 일 

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 결과를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 아 

래의 면적중심법올 비퍼지화에 사용하였으며 비퍼지화된 결과를 표 3.44에 

나타냈다. 

훌 μ(μi) X μi 
μ0 증 - • (3.71) 

여기서 Ui는 출력변수의 j번째 정도를 나타내고 μ(Uj)는 Ui에 해당되는 소 

속도함수I 그리고 Uo는 비퍼지화된 차폐효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를 볼 때 

COSYMA 코드에서 사용된 차폐조건은 ·‘medium"파 "good" 조건의 사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소개속도 

소개를 모사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방사능의 위험이 있는 

지역올 빠져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소개속도에 화우되는데 소개속도 

는 인구밀도I 도로조건 둥에 좌우된다. COSYMA의 경우에는 인구밀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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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85. 대피에 사용된 소속도함수 
(Membership functions specified to describe she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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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차폐조건과 차폐효과 사이의 돼지관계 

(FuzzY relationship between shielding condition and shielding 

effect) 

2 3 4 5 6 7 8 9 10 

0.00 0.00 0.38 0.78 1.00 1.00 1.00 0.78 0.38 0.0 

2 0.00 0.00 0.38 0.78 1.00 1.00 1.00 0.78 0.38 0.0 

3 0.00 0.00 0.38 0.78 1.00 1.00 1.00 0.78 0.38 0.3 

4 0.00 0.00 0.38 0.78 1.00 1.00 1.00 0.78 0.78 0.7 

5 0.00 0.00 0.38 0.75 0.75 0.75 0.75 1.00 1.00 1.0 

6 0.00 0.00 0.38 0.50 0.50 0.50 0.75 1.00 1.00 1.0 

7 0.00 0.00 0.25 0.25 0.25 0.50 0.75 1.00 1.00 1.0 

8 0.00 0.00 0.00 0.00 0.25 0.50 0.75 1.00 1.00 1.0 

9 0.00 0.00 0.00 0.00 0.25 0.50 0.75 1.00 1.00 1.0 

10 0.00 0.00 0.00 0.00 0.25 0.50 0.75 1.00 1.00 1.0 

11 0.00 0.00 0.00 0.00 0.25 0.50 0.75 1.00 1.00 1.0 

(i, j : 각각 차페조건과 차폐효과의 정도를 나타냉) 

표 3.44. 각각의 차폐조건에 대해 비돼지화된 차폐효파 

(Defuzzified shielding effects for each shielding condition) 

고5 
m 
m 
R 

%
찌
 
m 
m 
m 
m 
m 
m 
m 

nu 

nU 

nu 

nu 

--------------

차 폐 3‘ζ- 건 
_._.-

very good good medium π)()r very π)()r 

차폐효과 0.7974 0.7636 0.5α)()() 0.3797 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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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립 3.86. 각각의 차폐조건에 대한 차폐효과를 나타내는 돼지집합 
(Fuzzy sets of the shielding effects obtained for various 
shi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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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 3.23과 같이 특정지역올 빠져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올 정하여 계산 

에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와 도로조건올 모두 입력변수로 고려하여 퍼지이 

론올 적용하고 소개속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산파정 및 방법은 

대피에서와 거의 같은데f 다만 입력변수가 두개인 관계로 퍼지추론시 아래 

의 식이 사용되었다. 

소개속도 = (G1 0 R1)U(G2 0 R2) (3.72) 

여기서 R1은 인구밀도와 소개속도 사이의 퍼지관계， R2는 도로상태와 소 

개속도 사이의 퍼지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G1과 G2는 각각 인구밀도와 

도로의 상태를 나타낸다. 계산에 사용된 퍼지조건문은 표 3.45에 나타냈다. 

여기서는 소속도함수의 영향올 살펴기 위해 그림 3.87파 3.88에 sine 커브 

유형의 폭이 다른 네 가지의 소속도함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3.87의 소속도 

함수와 표 3.45의 퍼지조건문을 이용하여 퍼지관계를 계산했는데 표 3.46에 

는 도로조건과 소개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냈고 그림 3.89에는 인구 밀도와 

소개속도 사이의 퍼지관계를 나타냈다. 

입력조건은 두 변수에 대해 표 3.47와 같이 각각 5 가지의 조건올 적용하 

였다. 따라서 계산시에는 각 변수로부터 하나씩의 조건을 선돼하여 사용하 

게 되므로， 가장 좋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 very low"이고 도로조건이 "very 

good,, ?1 경우가 된다. 

모든 경우의 입력조건에 대하여 네 가지의 소속도함수를 이용하여 소개속 

도의 퍼지집합을 계산한 후， 비퍼지화시킨 결과를 그림 3.90에 나타냈다. 

여기서 구간값은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나쁜 조건에 대한 결파로부터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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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소개에 관련한 퍼지조건문 

(Fuzzy condition statements for evacuation) 

입 력 

소개조건 

변 수 조 건 

Good Slow 

Population Density Medium Medium 

Poor 
규 

Good 양
씨
 

앙
 

FM 
; 
Fm 

Road Condition Medium Medium 

Poor Slow 
~πππ~、π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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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소개과정 기술에 사용된 소속도함수 (Ml, M2) 

(Membership functions specified to describe evac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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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88. 소개과정 기술에 사용된 소속도함수 (M3, M4) 

(Membership functions specified to describe evac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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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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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도로 조건과 소개속도 사이의 퍼지관계 

(Fuzzy relation from road condition to evacuation velicity) 

센핵 1 2 3 4 5 rj 8 9 10 11 

1.00 0.92 0.71 0.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0.92 0.92 0.71 0.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 0.71 0.71 0.71 0.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 0.38 0.38 0.38 0.50 0.50 0.50 0.50 0.50 0.00 0.00 0.00 

5 0.00 0.00 0.00 0.50 0.87 0.87 0.87 0.50 0.00 0.00 0.00 

6 0.00 0.00 0.00 0.50 0.87 1.00 0.87 0.50 0.00 0.00 0.00 

7 0.00 0.00 0.00 0.50 0.87 0.87 0.87 0.50 0.00 0.00 0.00 

8 0.00 0.00 0.00 0.50 0.50 0.50 0.50 0.50 0 .38 0.38 0.38 

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8 0.71 0.71 0.71 

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8 0.71 0.92 0.92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8 0.71 0.92 1.00 

(i, j: 각각 도로조건과 소개속도의 정도를 나타냄) 

표 3.47. 인구밀도와 도로조건의 상태 

(Input conditions for population densi낀 and road condition) 

인구밀도 도로조건 

very slow very poor 

low poor 

medium medium 

high good 

very high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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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 여러 가지의 인구밀도와 도로조건의 상태에 대해 계산된 

소개속도의 분포 (CO: COSYMA에 사용된 값을 적용한 

계산결과， a:인구밀도~100 (사랍/km2) ， b:100드인구밀도드500， 
c:500드인구밀도~ 1000 d:1000드인구밀도1 M1, M2, M3, M4: 

각각의 소속도함수를 이용해 계산된 결파) 

(Inteπals of evacuation speed (CO:obtained with the values 

used in COSYMA; a: PD 드 100, b: 100 드 PD 드 500, c: 500 

드 PD 을 1000, d:1000 ~ PD, M1, M2, M3, M4: calculated 

with different membership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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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다. 이 그림에서 COSYMA의 경우는 표 3.23의 소개속도를 인구분 

율에 대하여 평균한 값을 구간값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결파를 보면 소속도함수의 형태에 따라 소개속도의 구간이 다르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소속도함수의 사용에 의해 해당지역의 소 

개속도에 관련한 조건을 적절히 나타내줄 수 있음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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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1 '훌 훌￥ 혈 쟁1빼 뽑훌훌흘훌훌 훌홈섣 톰 멸 

￡빼쐐 71택뿔 

제 1 철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1.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탬이 구비해야 할 기 

능으로I 아래의 사항들을 평가착안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국내 기상측후소 기상자료 온라인 업력 및 활용 가능성 

- 부지 환경특성을 반영한 바랍장 발생 가능성 

- 비상시 대용책 결정지원 가능성 (자료 입력 후 10분내 평가완료) 

- 바랍장， 농도분포， 방사선 피폭평가 결과의 타당성 

(기폰 모델틀과의 수치결과 비교를 통한 검증) 

- 국가 방사능방재체제와의 연계 

개 발된 실시 간 방사선피폭해석 수치모델 (F ADAS: 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은 크게 바랍장， 대기확산， 피폭해석I 그래픽모률 

로 구성되어 있으며 HP-755 workstation 환경에서 수행되도록 셜계되었다. 

바랍장모텔윤 부지주변의 기상측후소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온라인으로 입 

력받아 고려되는 계산영역내 3차원 바랍장올 발생시킨다. 이때 발생된 바 

랍장은 부지주변의 기상과 지형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대기확산모텔은 random-walk 방법을 사용하여 입자의 분포를 분석하여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평가환다. 피폭해석모텔에서는 방사능운파 지표침적 

에 의한 외부피폭파 호홉파 옴식물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을 명가한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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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피폭 평가시 복잡하고 계산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외부피폭은 3차원 공간 

상의 육면체 격자를 균질의 농도분포를 갖는 구로 가정하여 단순화시킨 후 

수치적분올 이용하는 방법올 개발하였다. 내부피폭은 국내의 환경특성올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결과는 원자력시 

셜 주변의 환경자료 (행정구역， 도로망l 주요시설 둥)와 함께 실시간으로 나 

타낼 수 있도록 셜계하였다. 

실시간 피폭해석시스댐은 입력자료를 수신 후 새로운 입력자료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신된 입력자료에 따른 일련의 평가률 완료하여야 한다. 오염물의 

대기중 확산 및 피해를 평가하는 경우 계산시간올 제한하는 입력자료는 기 

상자료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FADAS는 기상자료와 선원항자료 둥 

의 입력자료 수신 후 5분 이내에 방사선 피폭선량올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또한 개발된 시스댐의 각 모률별로 기폰의 알려진 모델들과 수치 

비교를 수행하여 타당성올 겁증하였다. 

국가규모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 시스댐의 최종 사용자는 원자력 비상시 

재해대책 담당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방위법에 의해 원자력 비상시에 

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호기술지원본부가 구성되어 국가 방사능 방재 

대책 결정지원올 위한 기술적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방재대책 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자료는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 및 방사선 피 

폭선량 예측 결과이다. 

지난 1995년 12월 고리 4호기를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도하에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시스댐 (CARE: 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 for the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이 구축되어 운영중 

에 었다. CARE 시스댐에서 대기확산 및 방사선 피폭선량 예측 수행을 목 

적으로 본 연구의 성과물인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 시스댐 FADAS가 채택 

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재 1998년까지 고리 이외의 모든 원전에도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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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CARE 시스댐올 구축하기 위한 2단계 국가 방사능 방재 시스댐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연구팀도 중장기 연구를 풍한 부지톡성 

FADAS 모텔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탬 FADAS논 

당초 목표한 기능과 목적올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생각된 

다. 

2. 야외확산 실중실험 수행 

개발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의 검증 및 부지 환경특성 반영올 

위하여 대규모 야외확산실증실험올 수행하였다. 이 실험운 국내에서는 최 

초로 수행된 대규모 학술목적의 야외확산 실증실험이다. 실험과정 및 결과 

평가시 평가의 착안점으로 아래의 사항들올 제시한 바 있다. 

국내최초의 대규모 확산실험으로서 실험방법의 정립， 실험모사 및 

절차의 합리성 

- 확산실험시 적절한 기상자료 관측장비의 확보 

- 추적자가스 포집장치의 확보 

- 추적자가스 분석방법의 적합성 

- 실험결과와 모사결과의 비교시 타당성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방 

사성물질의 대기중 확산평가이다.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확산은 부지의 지 

형 및 기상조건에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원천부지가 바다에 접 

한 복잡한 산악지형올 끼고 있으므로 부지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확산모웰 

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확산모델의 검중 및 부지특성 반영올 퉁한 정확 

도 향상을 위하여 야외확산 실중실험올 수행하였다. 추적자로 SF6올 사용 

하였으며 방출정올 중심으로 반경 10 krn까지의 농도분포를 측정·해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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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적자포집용 위해 약 100개의 자동 연속식 포집기를 자체 셜계·제작하여 

실험 수행시 요구되는 인력을 크게 줄였다. 확산실험 결과의 해석을 위해 

서 부지주변의 기상관측을 수행하였는데， SODAR, Airsonde, 이동식 간이 

기상관측기 동을 사용하여 고도 1krn 까지의 고충기상관측， 부지특성 난류 

장 성분 동의 자료를 관측하였다. 

본 실험은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대규모 학술목적의 확산실충실험이다. 

국내에서는 야외확산실험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션진 원자력국가인 

미국， 일본 및 독일 둥의 실험 경험을 고찰하였으며， 처음 2년은 평지에서 

실험올 수행하여 국내 환경에 척합한 실험기술올 정립하였다.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력연구원의 요구와 한국안전기술원의 CARE 시스댐 

구축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영광 원전부지에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야외확산실험시 결과해석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치는 추적자포집을 효율적 

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2회 자동분할 연속식 추적자포집기를 개발 

하였다. 추적자로 SF6 가스를 사용하였으며， 가스 크로마토그라피률 이용한 

SF6 가스 분석법올 정립하였다. 

확산실협의 주 목적은 부지의 확산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부지특성 

확산기후 (diffusion clirnate)를 수립하여 이 결과롤 확산 수치모텔에 반영하 

는데 있다. 영광 부지에서의 1차 실험결과 분석을 통해 해륙풍현상을 관측 

하였으며， 이 현상이 추적자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율 발견하였다. 

추적자의 방출이 실시된 고도 58rn에서의 풍향과 고도 때Orn 부근의 풍향 

이 차이를 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 방출점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에서의 농도분포 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같윤 현상은 수치모델의 

계산 수행만으로는 밝힐 수 없는 것이며 부지의 지형 및 기상 특성이 반영 

된 결과이다. 따라서 모든 원천부지별 야외확산 실충실험을 지속적으로 수 

-322-



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각 부지별 환경특성변 

수를 도출하고 모텔에 반영함으로써 실시간 방사선피폭 예측의 정확성을 크 

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2 철 대외기여도 

1. 방사선 방호기술지원 

주변국가 및 국내에서의 원자력시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비상대웅시스템의 구축은 

원자력 환경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시셀의 재해발생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의 피폭파 재산피 

해를 신속하게 예측함으로써 효과척인 비상대웅책 결정을 지원한다. 따라 

서 실시간 피폭해석 시스댐의 개발은 원자력시셜의 재해발생시， 국가의 비 

상 대웅능력 확보와 원전의 비상대웅시셜 구축에 필수척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민방위법에서는 원자력 비상사태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선 방 

호기술지원본부를 두고 기술적인 분석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지난 1993년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상황을 감시하고 비상사고 

발생시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사능 방재대책 기술지원 

전산시 스템 (CARE 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 for the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5년 

12월에는 고리 4호기를 대상으로 시범 구촉에 성공하였으며 1998년까지 국 

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CRAE 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RE 시스댐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보/ 기상정보 그리고 환경 방사능 감 

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방서성물질의 이동경로와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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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철 방사선 피폭선량올 예측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탱 FADAS는 현재 

CRAE-시스댐의 주요 기능인 방사성물질의 이동 및 펴폭선량 평가를 수행하 

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축적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 기술은 국내 방사선 비상대옹능력 확보 및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2. 환경영향 평가기술의 향상 

산업이 발달하고 고도화되면서 산업발달에 따른 이익과 함께 자연과 환경 

에 위협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스의 확대이용이 국민의 생활올 깨끗하고 

편리하게 해주고 있으나 가스폭발 사고시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좋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던 화석연료가 세계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이 

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화학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폐기물이 

주변 자연올 황폐화시키고 주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환경보전과 주민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어 자연의 훼손과 자신들의 안전 

올 담보로 한 무조건적인 산업발전은 원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산업을 추 

진할 때는 법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주변의 자연과 

인체에 악 영향올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셜파 운영올 허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체/ 액체 및 고체 형태의 모든 유형의 오 

염 방출물에 의한 영향올 분석하여야 한다. 이들 오염물 형태중 기체 방출물 

의 경우가 그 피해범위가 가장 넓고 피해 분석방법 또환 매우 어렵다고 알려 

져있다. 대기중으로 누출된 오염원은 지형과 기상상태에 따라서 대기중 이동 

이 결정되고 주변 자연과 주민에게 피해를 미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실시간 피폭해석 기술은 방사성물질올 대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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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중 이동 및 피해예측을 위한 기술이다. 오 

염원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대기중으로 누출된 오염물질의 이동 및 

피해예측 기술은 기본적으로 같다. 개발된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 시스댐과 

야외확산 실증실험기술은 방사성물질 이외의 다른 오염원의 환경영향 평가기 

술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325-

훌훌醫훌훌’ 홈훌훌廳廳，.) 
!~톨ft 醫&훌훌훌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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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 철 연구성과 

원자력시껄로부터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비상사태시 부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이 주변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히 예측할 

수 있는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올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템의 검증 및 부지의 환경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야외확 

산 실증실험을 기획하여 수행하였다.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템은 바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바람장 평 

가모률I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환경에서의 이동 및 농도분포를 평가하기 위 

한 농도분포 결정모률I 환경중에 분포된 방사성물질로부터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사선 피폭선량 명가모률， 그리고 이들 

결과를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그래픽처리 

모률 둥으로 구성된다. 실시간 방사선 피폭혜석시스댐의 검증 및 부지의 

환경특성 해석을 위해 실시한 야외확산 실증실험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 

도된 대규모 학술목척의 실험이다. 부지 반경 8 km까지 약 100 개의 추척 

자 포집기를 배치하여 방출시킨 추척자가스를 포집하였고 가스 크로마토그 

라피률 이용환 SF6 가스 분석법을 정립하였다. 야외확산 실증실험은 절차 

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와 많은 인력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 

서 국내 연구 여건과 환경율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기 위 

하여 외국의 경험을 활용하였고 자동 추척자포집기를 자체 개발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개발된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 시스댐은 현재 국가 방사능 방채대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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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산망 (CARE)에 채택되어 방재대책 수립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 

는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피폭해석 결과를 제공하고 었다. 

쩨 2 철 활용채확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 기술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뿐 아니라 일반 산업시설로부터 누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에도 효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주변국 사고대비 기술개발 

중국/ 북한l 일본 둥에서 원자력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안전성 확 

보 없이는 지속적인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개발된 실시간 

피폭해석 기술은 국내 원전 사고시 방사선 피해예측올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변 국가에서의 원 

자력 사고시에도 그 피해가 국내에도 미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된 국내 

원전 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피폭해석 기술의 개발경험올 활용하여 장거리 

확산 및 피폭해석 시스템올 개발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 현재 이 파제는 

국가 원자력 중장기계획 수립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장기 연구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 과제의 추진시 본 연구를 통해 습득한 관련 

기술과 경험은 국내 방사선 사고대옹기술의 자립뿐 아니라 원전 개도국의 

기술개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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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원자력시설 환경영향평가 기술향상 

개발된 기술은 일반 산업시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확산과 피해예측 

그리고 군사작전시 화학 및 방사능전 발발시 유해물질의 이동경로 예측 및 

작전지원 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일반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대기중 이동 또한 주변의 기상 및 지형효과에 크게 화우되므로 부지 환경 

특성올 고려할 수 있는 평가시스댐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습득된 수치모델 개발기술과 야외확산 실험기법은 비원자력 분야에서 

의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성평가 기술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 국방기술지원 

화학 및 방사능전 발발시 유해물질의 이동경로를 신속히 예측하여 군 

배 치 및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 한 대 피 ( sheltering), 소개 (evacuatio띠 동의 

대웅책올 수립해야 한다. 유해물질의 대기중 이동은 주변의 지형 및 기상 

동의 환경특성에 화우된다. 따라서 국내 환경특성올 반영한 실시간 오염물질 

확산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화학， 방사능전 발발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착천지 

원기술을 수립해야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템 개발경험 

의 활용과 더불어 

- 방사능천 대비 선원항 (source term) 분석 

- 화학가스 특성분석 

- 대기중 오염물질의 몰리 • 화학적 특성 분석 

동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야외확산 실중실험올 통한 부지 

특성 분석 및 모텔검증을 위해서는 본 연구 수행올 통해 수립한 실험기술 

과 관련장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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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산업시껄 기술지원 

따기중으로 누출된 오염물질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 

로 바랍올 타고 이동되며 대기안청도로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에 따라 확산의 

정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률 통해 방사성물질올 대상으로 개발된 실시 

간 피폭혜석기술은 일반 산업시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원의 환경영향 평가에 

직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대규모로 실제 부지에서 수행된 야외확산 실증실험 기술은 부지 환경 

특성 파악과 수치 확산모웰의 검중을 위해 중요한 기술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시 매우 중요하다. 실험기법과 관련 장비， 추적자 가스분석 및 결파해석 

기술 둥은 일반 오염원의 확산실험시 직접 활용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자동 

연속식 추적자 포집기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아 상업화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렇지만 점차 환경규제가 까다로와지고 환경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어 포잡기의 수요가 확대되면 기업올 통한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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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싫는 크게 바랍장 발생， 농도분포 결정，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그리고 그래픽처리톨 위한 

모률로 구성되어 있다. 기상과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질량보폰법칙을 만족시키며 3차원 바랍 

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랍장발생 모률， random-walk 기법과 PIC (Particle In CeU) 기법올 

적용한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 결정모률/ 그리고 둥적 수치적분을 이용한 외부 감마피 

폭혜석모델을 포함한 방사선 피폭선량명가 모률 퉁이 개발되어 FADAS에 적용되었다. 

개발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의 실제 적용 부지에서의 검증 및 부지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야외확산 실증실험을 실시하였다. 국내 환경과 현실에 적합한 실험철차를 수립하 

기 위해 2년에 걸친 명지확산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철차는 기상측정， 추적자 방출l 포집 

빛 결과혜석 풍으로 이루어진다. 실험시 필요한 언력을 최소화하고 언척오류롤 줄이기 외 

하여 12회 자동분할 연속식 추적자포집기를 개발하였다. 추적자로 SF6 가스를 사용하였으 

며， 가스크로마토그라피롤 이용한 SF6 가스 분석법올 정립하였다. 초기 명지실험을 흉해 실 

험기술올 축적하고 장버를 구축하였다. 이후 영광 원전부지에서 확산실험을 통해 개발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댐의 검증 및 부지 환경특성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FADAS는 

대기확산 및 방사선 피폭해석 기능을 제공하기 위혜 국가 방사능 방채체제 CARE에 채돼 

되어 활용중에 있다. 

주체명 키워 Et10탄어 내외)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 야외확산 실증실험， 연속식 추적자 포집기， 방사능 방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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