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653/2005

원자력시설주변 환경방사선 평가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round the Nuclear Facilities

(2005년보)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자력시설주변 환경방사선 평가’ 과제의 최종(연차)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5월

                                     연  구  부  서 : 원자력환경연구부

                                     과 제 책 임 자 : 최 근 식

                                     연   구    원 : 이 창 우   조  현  

정 근 호   이 완 로  

김 희 령   강 문 자

김 은 한  서 경 석   

이 원 윤   박 두 원

박 효 국   최 상 도  

최 용 호   정 효 준  

김 인 규   김 국 찬  

황 원 태    소 동 섭



- i -

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시설주변 환경방사선 평가

  1)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방사선 감시

  2)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방사선 감시

II.  운 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방사선환경 조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본 과제

의 기본 목적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 으로 인한 시설 주변 주민이 받게 되는 방

사선량이 연간 선량한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시설 주변 환경의 방사능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며, 시설로부터의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주변 환경 변화의 향

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확보 및 평가능력 제고와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을 지속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평가를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

른 이해를 구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방사선환경 조사 및 평가

업무의 구체적 조사 목적은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량 추정 및 평가, 

환경에서 방사성 물질의 축적경향 평가, 원자력이용시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사

성 물질 방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향 유무 평가 등이다.

또한 다목적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비롯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을 운 하는  

운 자로서 원자력법 제104조의 6(환경보전),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33조(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17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

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 향평가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방사선환경 조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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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니고 있다.

본 과제는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17호를 기본으로 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건

설 및 운  인허가 시 제출된 환경감시계획서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덕의 ‘하나로’와 원자력이용시설 그리고 서

울의 연구용원자로(KW, MW)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감시를 실시하고 있

다.

III.  운 의 내용 및 범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감시는 대덕원자

력이용시설과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지

역에 대해 환경방사선 측정과 환경감시 대상 시료의 방사능핵종 분석을 실시하

다. 대덕원자력이용시설의 공간감마선량률 측정은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 (ERM;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와 휴대용방사선계측기(Portable ERM)를 사용

했으며, 이와 더불어 열형광선량계(TLD; Thermoluminescent Dosimeter)를 이용

하여 집적선량도 측정하 다.

공간감마선량률 측정은 부지내의 6개 지점에서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를 이용하

여 24시간 연속측정 하 으며, 휴대용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한 공간감마선량률 측정

은 주변지역 16개 지점에서 분기별로 측정하 다. 아울러 열형광선량계를 이용한 

집적선량 측정은 부지내 34개 지점과 주변지역 19개 지점에서 실시하 다.

 환경방사능 조사대상 시료는 공기중 미립자, 공기중 수분, 낙진, 토양, 하천토, 

솔잎, 빗물, 지표수, 지하수, 채소류(배추), 곡류(쌀), 육류 및 우유로 하고 이들 조

사대상 시료의 채취빈도는 월별, 분기별 혹은 반기별, 수확기로 하 다. 이들 시료

에 대한 방사능핵종 분석 항목은 전알파 방사능, 전베타 방사능, 우라늄, 삼중수

소, 스트론튬, 감마동위원소 다.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는 2개 지점에서 연속환경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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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로 공간감마선량률을 측정하 고, 휴대용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여 부지내 5

개 지점과 주변지역 5개 지점을 선정하여 공간감마선량률을 측정하 다. 열형광선

량계를 이용한 집적선량은 부지내 9개 지점과 주변지역 9개 지점에서 실시하 다. 

또한 환경조사 지역내에서 지표수를 비롯한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핵종 

분석을 실시하 다. 공간감마선량률 측정과 환경방사능 조사대상 시료, 시료채취 

빈도, 방사성 핵종 분석 항목은 대덕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와 비슷하며, 다만 주

변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환경방사능 조사대상 시료중에서 식품류(배추, 쌀, 

육류, 우유)의 시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제외하 다.

IV. 운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2005년도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결과

를 살펴보면, 부지내의 6개 지점에서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로 연중 연속 측정한 

공간감마선량률은 연평균 12.4 μR/h 으로 전년도 평균치 12.1 μR/h 과 유사한 준

위로 유지되고 있었다. 6개 조사 지점중 연평균 10.3 μR/h 의 중앙기상탑 지점이 

가장 낮은 준위를 기록하 고, 하나로서쪽 지점이 연평균 15.6 μR/h 으로 가장 높

게 측정되었다.

휴대용방사선계측기에 의한 시설 주변지역 16개 지점의 공간감마선량률 측정결

과는 연평균 12.8 μR/h 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16개 조

사지점 중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학교에서 연평균 11.4 μR/h 으로 전년도의 11.5 

μR/h 과 유사한 준위로 측정되었고, 대청댐휴게소 지점에서는 연평균 11.0 μR/h 

이 측정되어 조사지점 중 가장 낮은 준위를 나타내었고, 연평균 15.1 μR/h 으로 

측정된 목동초등학교에서는 15.8 μR/h 의 전년도와 유사한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

으나,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준위를 나타내었다. 

한편,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집적선량 측정 결과는 부지내에서 24.4 mR/분기 로 

나타나 전년도의 24.5 mR/분기 와 유사한 준위를 나타내었으며, 주변지역에서는 

23.8 mR/분기 로 전년도의 24.0 mR/분기 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 연도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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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방사능 조사대상 시료에 대한 방사능핵종 분석결과는 공기중 미립자의 전

알파 방사능은 연평균 0.14 mBq/㎥ 로 측정되어 전년도의 0.08 mBq/㎥ 보다 다

소 증가되었다. 이는 시료에 대한 자기흡수 보정값을 적용함으로써 계수율의 변화

는 없으나 효율이 다소 낮아짐으로 인해 전알파 방사능 농도가 증가하 기 때문

이다. 전베타 방사능의 경우 공기중 미립자에서 연평균치가 0.82 mBq/㎥ 로 측정

되어 전년도의 0.89 mBq/㎥ 와 비슷한 준위를 유지하 다.

5개 조사 지점에서 실시된 공기중 수분의 삼중수소는 본관동동쪽, 독신료, 기상

탑 지점에서 연평균 0.05 Bq/㎥, 제3연구동 지점에서 연평균 0.09 Bq/㎥ 이 검출

되었고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학교 지점에서는 0.02 Bq/㎥ 이 검출되었다. 

또한, 같은 지점에서 실시된 낙진에서 전베타 방사능 농도는 기상탑 지점에서 

22.28 Bq/㎡-90days, 독신료 지점에서 19.39 Bq/㎡-90days, 한성신학대학교 지점

에서 25.19 Bq/㎡-90days 의 준위가 검출되어 평상시변동범위로 유지되고 있었

다. 

토양 중 우라늄 조사의 경우 기상탑 지점에서 
238U 농도가 27.04 Bq/kg-dry, 덕

진소류지 지점에서는 38.45 Bq/kg-dry 이 검출되어 전년도와 유사한 준위를 유지

하고 있었다.

12개 조사지점에서 실시된 토양 시료의 스트론튬 농도 분석결과는 상반기에서 

0.82 Bq/kg-dry, 하반기에서 0.48 Bq/kg-dry 이 검출되어 연평균 0.65 Bq/kg-dry 

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준위를 나타내었다.

연구소 부지 배수구에서 채취된 하천토에 대한 우라늄 방사능 농도는 비교 지

점인 한성신학대학교에서 연평균 농도가 27.18 Bq/kg-dry 로 검출되었으며, 정문

앞배수구에서 29.81 Bq/kg-dry, 본관동편배수구에서 38.34 Bq/kg-dry, 동화교에서 

25.59 Bq/kg-dry 이 검출되어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빗물 시료에 대한 삼중수소의 연평균 농도는 본관동편 2.12 Bq/L, 독신료 2.23 

Bq/L, 기상탑 2.14 Bq/L, 제연구동 2.76 Bq/L 로 검출되었으며 비교 지점인 한성

신학대학교 지점에서 1.91 Bq/L 가 검출되어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 다. 

빗물 시료 중 전베타 방사능 농도는 독신료 지점에서 0.13 Bq/L, 비교 지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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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신학대학교 지점에서 0.07 Bq/L 가 검출되어 전년도와 유사한 준위를 유지하

다. 

6개 조사지점에서 실시된 지표수에 대한 삼중수소의 연평균 농도는 3.13 Bq/L 

으로 전년도의 5.07 Bq/L 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한편, 동일지점에서 수행된 지표

수에서의 전베타 방사능 농도는 연평균 0.11 Bq/L로 검출되어 전년도의 연평균 

0.14 Bq/L 과 유사한 준위를 나타내었다. 

지하수 시료중 우라늄 방사능 조사는 연구소 부지내 보덕샘 지점에서 실시하

다. 1/4분기의 우라늄 방사능 농도는 881.84 mBq/L, 2/4분기에서 414.30 mBq/L, 

3/4분기에서 268.25 mBq/L, 4/4분기에서 898.80 Bq/L 이 검출되었다. 지하수 시료

의 삼중수소 농도는 보덕샘 지점, 동화울 지점 및 한성신학대학교 지점에서 모두 

MDA(Minimum Detectable Activity) 이하인 1.91 Bq/L 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에 대한 스트론튬 농도 분석 결과는 4개 조사 지점 모두 MDA 이하로 

나타났으며, 삼중수소의 경우도 동화울 지점에서 1.87 Bq/kg-fresh 가 검출되고  

나머지 지점은 MDA 이하로 검출되었다.

한편, 방사능핵종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는 공기중 미립

자, 솔잎, 지표수, 지하수, 농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 자연 방사성 핵종인 
40K 또는 

7Be을 제외하면 인공 핵종 모두가 MDA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낙진, 토양과 하

천토에서는 137Cs이 일부 검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의 준위와 유사하 다. 5월 빗

물 시료에서 방사성옥소(131I)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동위원소생산시설의 활성탄 여

과기 계통의 성능 미달로 방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2005년도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의 경우 부지내 2개 지점에서 연속환경방

사선감시기로 측정하 다. 공간감마선량률은 MW 서쪽 지점에서 연평균 12.9 μ

R/h 으로 전년도의 13.2 μR/h 과 유사한 준위를 나타내었으며 MW 동쪽 지점에

서 연평균 21. 8 μR/h 으로 전년도의 13.3 μR/h 보다 높았다. 이는 연구용원자로

시설 해체 작업으로부터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고로 반출되는 과정과 

임시저장때문에 공간감마선량률이 증가하 기 때문이었다. 휴대용방사선계측기로 

측정한 공간감마선량률은 부지내의 경우는 연평균 15.3 μR/h 으로 전년도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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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R/h 과 유사한 준위 으며, 부지 주변 지역은 14.8 μR/h 으로 측정되어 전년도

의 15.0 μR/h 과 유사한 준위 다.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집적선량은 28.1 mR/분

기 로 나타나 전년도의 26.4 mR/분기 와 유사한 준위로 유지되고 있었다.

환경방사능 조사대상 시료에 대한 방사능핵종 분석 결과는 전베타 방사능의 경

우 공기중 미립자는 연평균 1.03 mBq/㎥ 로 전년도의 0.96 mBq/㎥ 와 유사한 준

위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대덕원자력이용시설의 0.89 mBq/㎥ 와 유사한 수준의 

준위 다. 지표수 시료에서는 연평균 0.17 Bq/L 의 농도로 측정되어 전년도의 

0.16 Bq/L 와 유사한 준위를 유지하 다. 

스트론튬 방사능의 경우는 토양 시료에서 농도는 상반기 0.93 Bq/kg-dry, 하반

기 0.79 Bq/kg-dry 등 연평균 0.86 Bq/kg-dry 로서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삼중수소의 경우 지표수 시료에서는 서울산업대연못 지점 및 광운대학교 지점 

모두 MDA 이하로 나타났으며, 지하수 시료에서도 보일러건물 지점 및 광운대학

교 지점 모두 MDA 이하로 나타났다. 방사능핵종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감마동위

원소 분석결과는 대덕원자력이용시설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기중 미립자, 지표수 

및 지하수 시료에서는 자연 방사성 핵종인 
40K 또는 7Be이 전년도 준위로 검출되

었으며 그 외의 인공 핵종 모두가 MDA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토양, 하천토 및 

솔잎의 경우 자연 방사성 핵종인 40K 또는 7Be과 함께 137Cs이 자연 준위 수준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원자력이용시설 운 에 따른 주변 주민에 대한 예상 피폭선량은 0.0367 mSv/yr

로 일반인에 대한 법적선량한도(1 mSv/yr) 및 부지기준치(0.25 mSv/yr) 보다 낮

게 평가 되어 주변 주민의 안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이용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2005년도 환경방사선 및 방사능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자력시설 운

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 및 변화추이는 없었으며, 방사능물질의 축적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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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round the Nuclear Facilities.

 1. Th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on the site of KAERI nuclear 

facilities and its environs.

 2. Th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on the site of Seoul research 

reactors and its environ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Purposes and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round 

the nuclear facilities are as follows:

   1) To confirm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not changed by the    

operation of nuclear facilities.

   2) To know the tendencies of accumul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environment.

   3) To obtain the public confidence by release of the monitoring result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was carried out broadly for the      

 following :

1) Measurements of the environmental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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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radiation dose was  measured  by a continuous and a 

portabl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ERM) in the range of the radius of 

30km from the sites. And the accumulated radiation dose was measured by 

thermoluminescent dosimeter(TLD).

2) Analyses of th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Th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on gross α and gross β, Uranium, Tritium, 

Strontium, and γ-radionuclides were analyzed routinely in the various samples 

such as air particulate, air moisture, soil, sediment, pine needle, rainwater, 

surface water, underground water, fallout, farm products, and stock farm 

products.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annual average level of the on-site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measured by a continuous ERM(Environment Radiation Monitor) was 12.4 μ

R/h, which was similar compared with 12.1 μR/h of the previous year. The 

average level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measured by a portable ERM 

was 12.8 μR/h in around KAERI, which was almost same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annual average of quarterly accumulated radiation dose 

was 24.4 mR/quarter and 23.8 mR/quarter in the on-site and off-site, 

respectively.

The radioactivity of gross α in air particulate was 0.14 mBq/㎥. The 

radioactivity of gross β in environmental samples such as air particulate, 

surface water, rainwater, fallout were obtained from the monitoring. The 

average activity of gross β were 0.82 mBq/㎥ and 0.11 Bq/L in air particulate 

and surface water,  respectively.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uraniu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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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tium in soil was 43.25 Bq/kg-dry and 0.65 Bq/kg-dry, respectively. In the 

analyses of γ-radionuclides, natural radionuclides such as 40K or 7Be were 

detected in air particulate, pine needle, surface water, ground water and food. 

But fall out, soil and discharge sediment showed 
137Cs with the similar level of 

the previous year. On the other hand, 131I was temporarily detected at the 

rainwater in May because of the increased discharge from RIPF.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round Seoul research 

reactor are as follows :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was measured monthly by a continuous  and a 

portable ERM. 

The annual average level of the on-site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measured by a continuous ERM was 17.4 μR/h. The annual average level of 

the on-site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measured by a portable ERM was 

15.3 μR/h, which was almost same  compared with that of the previous year. 

The annual average of quarterly accumulated γ-radiation dose measured by 

a TLD was 28.1 mR/quarter in on-site.

The annual average activity of gross β in surface water was 0.17 Bq/L,  

1.03 mBq/㎥ in air particulate.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strontium in soil 

was 0.86 Bq/kg-dry. And the radioactivities of tritium in surface water and 

underground water samples were also less than MDA value.

The radioactivities of most γ-radionuclides in air particulate, surface water 

and ground water were less than MDA except 40K or 7Be which are natural 

radionuclides. However, not only 40K or 7Be but also 137Cs were detected at 

the background level in surface soil, discharge sediment and pine ne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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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이용시설의 운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과 방사성물질의 거동 등

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평가를 수행하도록 원자력법에서는 의무화하고 있다. 원

자력이용시설을 운 하는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법 제104조의 6(환경보전), 원자

력법 시행규칙 제133조(방사선환경 조사 및 평가)에 의해 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 조사 및 방사선환경 향평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17호)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운 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환경방사선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에 

정기적인 보고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방사선 감시내용을 공

개하여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와 불안감을 해소시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이용시설로는 다목적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비롯

하여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핵연료가공연구동 

등이 운 되고 있으며, 서울 부지에는 현재 해체중인 2기의 연구용원자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원자력시설의 운 에 따른 주변 환경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예기치 않은 

원자력시설의 사고 시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능 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감시는 "원자력이

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 조사 및 방사선환경 향평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

부 고시 제2004-17호)을 기본으로 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  인허가 시 

제출된 환경감시계획서에 의해 원자력시설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환경방사

선과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핵종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조사연구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운 으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변

화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실시하 다. 첫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운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환경감시 

자료를 확보하여 원자력시설 운 으로 인해 주변 환경 및 주민들의 장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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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둘째 원자력이용

시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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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운 내용 및 방법

1. 부지현황 및 환경감시 프로그램

가.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

(1)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 현황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

력이용시설은 다목적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핵연료가공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연구실험실 등이 운 되고 있다.

부지는 대전시가지의 북북서 방향 13 km, 유성시가지 북북동 방향 8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 서남쪽 16 km 거리에 계룡산국립공원(해발 845 m)이 위치하

고 있으나, 부지 반경 8 km 이내에는 낮은 야산과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경 2 km 이내에는 북동쪽에 보덕봉(263 m)과 남쪽에 적오산(255 m)이 있다. 

한편, 금강 본류가 부지의 동쪽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흐르는데 지류인 갑천과는 부

지 북동쪽 약 5 km 지점에서 합류해 흐른다. 부지에서 배출되는 배수는 동화천을 

따라 갑천으로 흘러들고 갑천이 금강에 합류함에 따라 금강수계로 유입되고 있다.

(2) 대덕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감시 프로그램

대덕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 조사․평가는 부지내와 주변지역을 구

별하여 실시하 으며, 또한 방사선환경 조사․평가는 환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으

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환경방사선 조사는 공간감마선량률과 집적선량을 조사하

으며, 환경방사능 조사는 대기중 수분과 미립자, 육상시료의 경우는 토양, 솔잎, 

지표수, 지하수, 빗물, 식품류를 조사하 다. 대덕원자력시설 주변에 대한 공간감

마선량률 측정, 시료채취 지점, 환경방사능 측정항목 및 주기는 표 2-1, 표 2-2, 

표 2-3, 표 2-4, 표 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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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계획

구분
조사  

대상

시료 

종류
조사 빈도 조사핵종

조사지점 수

(대덕)

조사지점 수 

(서울)
부지

내

부지

밖

부지

내

부지

밖

방

사

선

환경

방사선

환경방

사선

연속측정 공간감마선량률 6 - 2 -

분기측정 공간감마선량률 - 16 5 5

분기 1회 집적선량 34 19 9 9

육

상

시

료

공기 미립자
월 1회

(연속채취)

전알파 방사능
5 1 3 1전베타 방사능

감마동위원소
공기중 

수분
수분

월 1회

(연속채취)
삼중수소 4 1 - -

낙진 낙진
분기 1회

(연속채취)

전베타 방사능
2 1 - -

감마동위원소

표층토양 토양 년 2회

238U/235U/234U 2 - - -
스트론튬

7 5 3 1
감마동위원소

하천토양 하천토 분기 1회
238U/235U/234U

2 2
- -

감마동위원소 3  1

지표생물 솔잎 년 2회 감마동위원소 2 1 1 1

물

빗물 월 1회
삼중수소

4 1 - -전베타 방사능
감마동위원소

지표수 월 1회
삼중수소

4 2 - 2전베타 방사능
감마동위원소

지하수 

(식수)
분기 1회

238U/235U/234U 1 - -
-삼중수소

1 2 1
감마동위원소

농산물

채소류 

(배추)
수확기

삼중수소
- 4 - -스트론튬

감마동위원소

곡류(쌀) 수확기 감마동위원소 - 4 - -

축산물
육류 년 2회 감마동위원소 - 2 - -

우유 년 2회 감마동위원소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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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조사계획(대덕)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비 고

MPS-1 골프장북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E - 연속측정 부지내

MPS-2 본관동동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ES - ″ ″

MPS-3 기상탑 대전 유성구 덕진동 WS - ″ ″

MPS-4 독신료 대전 유성구 덕진동 SE - ″ ″

MPS-5 제 3연구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S - ″ ″

MPS-6 하나로 서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WNW - ″ ″

표 2-3. 휴대용방사선계측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조사계획(대덕)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SP-1 대덕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도룡동 SSE 4.5 3, 6, 9, 12 주변지역

SP-2 새일초등학교 대전 대덕구 덕암동 NEE 4.5 ″ ″

SP-3 대동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대동 NNE 6.0 ″ ″

SP-4 신탄진초등학교 대전 대덕구 석봉동 NEE 5.5 ″ ″

SP-5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유성구 반석동 SSW 6.5 ″ ″

SP-6 외삼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반석동 SSW 6.5 ″ ″

SP-7 목동초등학교 대전 중구 목동 SSE 10.5 ″ ″

SP-8 충남대학 대전 유성구 궁동 SW 6.2 ″ ″

SP-9 법동주공아파트 대전 대덕구 법동 SE 7.0 ″ ″

SP-10 감성초등학교 충남 연기군 금남면 WWN 8.0 ″ ″

SP-11 덕송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덕명동 SW 9.5 ″ ″

SP-12 대청댐 휴게소 충북 청원군 문의면 NEE 12.0 ″ ″

SP-13 연봉초등학교 충남 연기군 서면 NW 17.5 ″ 비교지점

SP-14 산내초등학교 대전 동구 낭월동 SSE 18.5 ″ ″

SP-15 한성신학대학교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 ″

SP-16 충북대 병원 충북 청주시 개신동 NNE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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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집적선량 조사계획(대덕)

번 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TL-1 핵연료가공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3, 6, 9, 12 부지내

TL-2 조사후시험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3 폐기물운 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4 정련시설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5 식당 앞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6 정문 앞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7 제 5연구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8 환경기술원 앞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9 기상탑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0 수송용기실험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1 액체폐기물증발시설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2 고체폐기물 창고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3 KNFC본관 뒤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4 경계초소(KNFC본관 뒤)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5 MPS1(골프장북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6 경계초소14(골프장 뒤)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7 경계초소12(골프장 옆)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8 집수포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19 MPS2(본관동동편)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0 정문 테니스장 옆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1 하나로 21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2 하나로 22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3 하나로 23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4 하나로 24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5 하나로 25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6 하나로 26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7 하나로 27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8 하나로 28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29 하나로 29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30 하나로 30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31 하나로 31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32 하나로 32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33 하나로 33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TL-34 독신료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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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집적선량 조사계획(대덕)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TL-35 동화울 대전 유성구 관평동 S 1.5  3, 6, 9, 12 주변지역

TL-36 구즉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봉산동 NNE 1.7 ″ ″

TL-37 기계연구원 앞 대전 유성구 신성동 SW 3.0 ″ ″

TL-38 대덕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도룡동 SSE 4.5 ″ ″

TL-39 새일초등학교 대전 대덕구 덕암동 NEE 4.5 ″ ″

TL-40 (구)대동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대동 NNE 6.0 ″ ″

TL-41 신탄진초등학교 대전 대덕구 석봉동 NEE 5.5 ″ ″

TL-42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유성구 반석동 SSW 6.5 ″ ″

TL-43 외삼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반석동 SSW 6.5 ″ ″

TL-44 목동초등학교  대전 중구 목동 SSE 10.5 ″ ″

TL-45 충남대학 대전 유성구 궁동 SW 6.2 ″ ″

TL-46 법동주공아파트 대전 대덕구 법동 SE 7.5 ″ ″

TL-47 감성초등학교 충남 연기군 금남면 WWN 8.0 ″ ″

TL-48 덕송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덕명동 SW 9.5 ″ ″

TL-49 대청댐 휴게소 충북 청원군 문의면 NEE 12.0 ″ ″

TL-50 연봉초등학교 충남 연기군 서면 NW 17.5 ″ 비교지점

TL-51 산내초등학교 대전 동구 낭월동 SSE 18.5 ″ ″

TL-52 한성신학대학교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 ″

TL-53 충북대 병원 충북 청주시 개신동 NNE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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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육상시료의 환경방사능 조사계획(대덕)

조 사

대 상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공기중

미립자

AP-1

AP-2

AP-3

AP-4

AP-5

AP-6

 기상탑  

 MPS1(골프장북쪽)

 MPS2(본관동동쪽)

 독신료

 하나로 서쪽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WS

E

ES
SE 
NWW

SW

-

-

-

-

-

26.0

매월

″

″

″

″

″

부지내

″

″

″

″

비교지점

공기중

수분

AM-1

AM-2

AM-3

AM-4

AM-5

 기상탑       

 독신료       

 MPS2(본관동동쪽)

 제 3연구동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WS

SE

ES

S

SW

-

-

-

-

26.0

매월

″

″

″

″

부지내

″

″

″

비교지점

낙진

FO-1

FO-2

FO-3

 기상탑  

 독신료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WS

SE

SW

-

-

 26.0

3, 6, 9, 12

″

″

부지내

″

비교지점

빗물

RN-1

RN-2

RN-3

RN-4

RN-5

 독신료  

 기상탑

 MPS2(본관동동쪽)

 제 3연구동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E

WS

ES

S

SW

-

-

-

-

26.0

  매  월

″

″

″

″

부지내

″

″

″

비교지점

하천토

WS-1

WS-2

WS-3

WS-4

 정문앞 배수구

 본관동쪽 배수구

 동화교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관평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

-

S

SW

-

-

1.7

26.0

3, 6, 9, 12

″

″

″

부지내

″

주변지역 

비교지점

토양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기상탑

 KNFC본관 뒤 2

 집수포

 MPS2(본관동동쪽)

 독신료

 ※덕진소류지

 하나로 23

 구즉초등학교

 기계연구원 앞

 새일초등학교

 대청댐휴게소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봉산동

 대전 유성구 신성동

 대전 대덕구 덕암동

 충북청원군 문의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

-

-

-

-

-

-

NNE

SW

NEE

NEE

SW

-

-

-

-

-

-

-

2.0

3.3

4.5

12.0

26.0

 3월, 9월

″

″

″

″

″

″

″

″

″

″

″

 부지내

″

″

″

″

″

″

주변지역

″

″

″

비교지점

솔잎

P-1

P-2

P-3

 MPS2(본관동편)    
기상탑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

-

SW

-

-

26.0

3월, 9월

″

″

부지내

″

비교지점

※ 우라늄동위원소 분석지점



- 9 -

<계속> 육상시료의 환경방사능 조사계획(대덕)

조사 
대상 번 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지표수

SW-1

SW-2

SW-3

SW-4

SW-5

SW-6

 정문앞배수구

 본관동편배수구

 오폐수처리장

 덕진소류지

 동화교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관평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

-

-

-

S

SW

-

-

-

-

1.7

26.0

매월

″

″

″

″

″

 부지내

″

″

″

주변지역

비교지점

지하수

UW-1

UW-2

UW-3

 ※보덕샘

 동화울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관평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

S

SW

-

1.5

26.0

3, 6, 9, 12

″

″

 부지내

주변지역

비교지점

 농

 산

 물

쌀

R-1

R-2

R-3

R-4

 동화울

 구즉초등학교

 연봉초등학교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전 유성구 봉산동

 충남 연기군 서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S

NNE

NW

SW

1.5

2.0

17.5

26.0

수확기

″

″

″

주변지역

″

비교지점

″

배
추

V-1

V-2

V-3

V-4

 동화울

 구즉초등학교

 연봉초등학교

 한성신학대학교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전 유성구 봉산동

 충남 연기군 서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S

NNE

NW

SW

1.5

2.0

17.5

26.0

수확기

″

″

″

주변지역

″

비교지점

″

 육

 류

닭
고
기

EG-1

EG-2

 외삼초등학교

 연봉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반석동

 충남 연기군 서면

SSW

NW

6.5

26.0

3월, 9월

″

주변지역

비교지점

우
유 M-1  금남목장  충남 연기군 금남면 NW 10.0 3월, 9월 주변지역

※ 우라늄동위원소 분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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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의 지형도는 그림 2-1에 나타내었고, 대덕원자력시

설 주변지역의 지형도는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그림 2-1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내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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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덕원자력이용시설 주변지역 지형도



- 12 -

공간감마선량률 측정은 공기중 방사능 농도가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과 인구

집 지역, 주풍하방향, 대기확산 인자를 고려하여 선정한 지점과 비교지점에서 

측정하 고, 환경방사능핵종 조사에서 공기중미립자 채취는 시설 주변의 지표면에

서 공기중 방사능 농도가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서로 다른 방향의 지점에서, 토양 

및 솔잎 채취는 반경 26 km 이내 인구 집지역, 대기확산 인자가 최대인 지역과 

비교지점에서 하 다. 또 부지의 배출수가 흘러 나가는 동화천의 수계를 따라 하

천수 및 하천토를 채취하 다. 곡류, 채소류 및 계란의 경우는 인구 분포와 농경

상황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하 다.

나.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

(1)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 현황

서울 연구용원자로 부지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7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 

며, 부지에는 연구용원자로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연구용원자로는 대덕의 

‘하나로’가 가동되면서 지난 ‘95년부터 가동 중지되었고 현재 해체공사중이다. 

부지는 서울시 동북쪽 경계선 가까이에 있으며 서울시청으로 부터의 직선거리는 

약 11.6 km 이다. 한강은 부지의 남쪽 약 10 km 떨어진 곳에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북한산(836 m), 도봉산(740 m)의 연봉으로 이루어진 산맥(북한산국립공

원) 이 서쪽 약 10 km 떨어진 곳에서 남북으로 뻗어있고, 동쪽에는 수락산(638 

m), 불암산(508 m)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다. 부지는 불암산 봉우

리로 부터 남남서 방향 약 3 km 지점의 산자락에 있으며, 낮은 구릉들로 둘러싸

인 좁고 긴 분지형 지대의 동쪽 기슭에 있다.

(2)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 환경감시 프로그램

서울 연구용원자로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 Km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에 대해 조사․감시를 정기적으로 수행하 다.

     - 공간감마선량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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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선량 조사

     - 환경시료에 대한 전베타방사능 분석

     - 환경시료의 스트론튬 분석

     - 환경시료의 감마동위원소 분석

     - 환경시료의 삼중수소 분석

특히 원자력이용시설로부터 방사성 물질의 유출․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구

소 부지내를 흐르는 지표수에 대한 조사․감시를 강화하 다. 정확한 환경방사선 

조사․감시를 위해서 원자력이용시설 부지내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매월 현지

에서 수행하 다. 방사선환경조사 대상항목 및 조사빈도 등에 대해서는 표 2-6과 

표 2-7, 표 2-8, 표 2-9에 나타내었고, 그림 2-3에 부지내의 지형도를, 그림 2-4

에 주변지역의 지형도를 나타내었다. 

표 2-6.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조사계획(서울)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비 고

MPS-101

MPS-102

 MW 동쪽

 MW 서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E

W

   -

   -

연속측정

   ″

부지내

″

표 2-7. 휴대용방사선계측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조사계획(서울)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SP-101

SP-102

SP-103

SP-104

SP-105

SP-106

SP-107

SP-108

SP-109

SP-110

 KW건물 동쪽

 KW건물 서쪽

 MW건물 동쪽

 MW건물 서쪽

 (구)정문

 원자력병원 앞

 원자력병원 옆

 서울산업대 연못

 서울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

-

-

-

-

S

S

NW

SE

W

-

-

-

-

-

0.7

0.6

0.7

1.0

3.3

3, 6, 9, 12

″

″

″

″

″

″

″

″

″

 부지내

″

″

″

″

주변지역

″

″

″

비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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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집적선량 조사계획(서울)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TL-101  KW건물 동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3, 6, 9, 12 부지내

TL-102  KW건물 서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3  MW건물 동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4  MW건물 서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5  보일러 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6  (구)폐기물 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7  (구)정문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8  (구)물리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9  한전기숙사 남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10  원자력병원 앞  서울 노원구 공릉동 S 0.7 ″ 주변지점

TL-111  원자력병원 옆  서울 노원구 공릉동 S 0.6 ″ ″

TL-112  서울산업대 연못  서울 노원구 공릉동 NW 0.7 ″ ″

TL-113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SE 1.0 ″ ″

TL-114  삼육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NE 1.7 ″ ″

TL-115  인덕전문대학  서울 노원구 월계동 SW 2.0 ″ ″

TL-116  태능중학교  서울 중량구 묵동 N 2.1 ″ ″

TL-117  공릉중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N 1.2 ″ ″

TL-118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월계동 W 3.3 ″ 비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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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육상시료의 환경방사능 조사계획(서울)

조  사

대  상
번 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공기중

미립자

AP-101

AP-102

AP-103

AP-104

MW 앞

MW 뒤

KW 앞

한전기계실 옆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E

W

N

W

-

-

-

-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부지내

″

″

비교지점

솔  잎
P-101

P-102

KW 앞

한전기숙사 옆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S

-  

0.5

 3월, 9월  

″

부지내  

비교지점

하천토

WS-101

WS-102

WS-103

WS-104

한전본관배수구

(구)폐기물 건물

(구)정문

서울산업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NW

-

-

-

0.7

3, 6, 9, 12

″

″

″

부지내

″

″

비교지점

지하수 UW-101 보일러 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3, 6, 9, 12 부지내

지표수
SW-101

SW-102

서울산업대연못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S

W

0.6

3.3

매월

″

주변지역

비교지점

토  양

S-101

S-102

S-103

S-104

MW건물 동쪽

보일러 건물

(구)물리동

원자력병원 앞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S

-

-

-

0.7

 3월, 9월

″

″

″

부지내

″

″

비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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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내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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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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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감시 방법

가. 환경방사선 조사 방법

(1) 공간감마선량률 조사

(가)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조사

공간감마선량률 측정을 위하여 부지내에 환경방사선 연속감시장치(Reuter 

Stokes RSS-1012,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 Spherical High Pressurized 

Ionization Chamber, 30 cmΦ, Pure Argon 25 Atm)를 고정설치 운 하 다. 연속

감시장치의 검출기는 지상 약 1.2m 높이에 고정시키고 24시간 연속적으로 공간감

마선량률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되도록 하 다. 대덕 부지에는 6개소의 감시

지점에 설치하고 무선 전송에 의한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설치 운 하 다. 

 그림 2-5 부지내 공간감마선량률 및 기상 실시간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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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부지에 설치된 공간감마선량률 및 기상 실시간 측정 조사지점과 위

치를 나타내고 있다.  

(나) 휴대용 방사선계측기에 의한  조사

선정된 조사지점에서 휴대용 방사선계측기(Portable ERM)를 사용하여 정기적으

로 조사지역에서 검출기 감응부가 지표를 향하도록 하고 그 중심 높이가 1 m 가 

되도록 고정시켜 계측시간 5분간씩 3회 반복하여 계측하 다

(2) 집적선량  조사

집적선량의 조사는 선정된 조사지점에서 지표 1 m 이상의 높이에 열형광선량계

를 장착하고 3개월 간격으로 교환․회수하 다. 회수된 선량계는 열형광계측장치

(TLD Reader, Harshaw TLD 4500)를 사용하여 열형광량(TL)을 계측하고 방치기

간(3개월) 동안의 집적선량을 산출하 다. 사용된 선량계는 0.38 mm 두께를 갖는 

4개의 LiF : Mg, Cu, P TLD 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TLD-100H 로 테프론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구리와 ABS 필터, 플라스틱, Mylar 박막 및 주석 필터로 구성

된 Type 8855 선량계 홀더에 담아 사용하 다. 공기중 미립자는 연속채취장치

(Low Volume Air Sampler)를 설치하여 채취하는데 채집기에 사용되는 여과지는 

Glass Fiber Filter(47 mmD, Gelman Co.)가 사용된다. 이때 공기채집기는 지표에

서 1 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게 한다.

나. 환경시료의 채취 및 전처리 방법

(1) 공기중 미립자

시료 채취는 3 ft3/min(5.1 ㎥/h)의 유량 포집하 으며 7 일 간격으로 Filter를 

회수 및 교환하 다. 이때 채집된 공기의 양은 1224 ㎥이다. 회수된 필터는 라돈

계열의 자연감쇄를 위해 약 72시간 경과 후 방사성 핵종을 계측하 다.

(2) 공기중 수분

공기중 수분의 채취는 5 개 지점에서 분자체(Molecular Sieve) 칼럼 5 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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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장치를 이용한다. 분자체는 3A 1/16 형태로 평균수분흡착용량 21 w%, 형상 

1.6 ㎜D 인 것을 사용한다. 흡입되는 공기의 유속은 0.3 - 1.0 L/min 로 유지하며 

4주 동안 연속채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4주후 수거된 칼럼은 전기로에서 400 ℃ 

로 가열하면서 질소 가스를 주입하여 포집된 수분을 회수한다.

(3) 낙진

조사지점에 설치된 면적 1,400 ㎠, 깊이 40 ㎝인 스텐인레스 스틸 수반에 증류

수를 약 20 L 채운 다음 3개월 간 강수와 자연강하물을 받아 여과 후 낙진을 회

수한다. 

(4) 토양

토양시료는 조사지점에서 반경 약 5 m 지역에서 일정한 방위와 간격으로 5개 

이상의 곳에서 채취한다. 채취 깊이는 지표면에서 5 cm 로 하고 채취량은 각 점

에서 동일하게 500 g 정도 채취한다. 채취한 토양 시료는 골고루 섞어 건조기

(Drying Oven)에서 70 ℃ ∼ 110 ℃ 로 5일 이상 완전 건조시킨다. 건조된 시료

는 1 mm 의 체로 체질하여 핵종 분석용으로 사용한다. 

(5) 하천토

조사지점에서 반경 5 m 지역의 하천토를 토양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2.5 kg 

정도 채취한다. 채취한 하천토는 골고루 섞어 1주일 동안 풍건한 다음 건조기에서 

70 ℃ ∼ 110 ℃ 로 1주일 이상 완전 건조시킨다. 건조한 토양 시료는 1 mm 의 

체로 체질하여 사용한다. 

(6) 솔잎

조사지점에서 주변 반경 약 10 m 지역에서 2년생 소나무 한그루당 0.2 kg 정도

씩 약 2 kg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를 건조기에서 110 ℃로 건조시킨 다음, 솔잎을 

사기그릇(Porcelin Crucible)에 넣어 전기로에서 450 ℃에서 10시간 이상  회화시

킨 후 측정 및 분석용 시료로 사용한다. 하반기 시료의 경우 시료를 약 3 kg 건

조기에서 110 ℃로 건조시킨 후 믹서로 갈고 Marinelli 비이커에 옮겨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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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빗물

조사지점에 채수기를 채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지면에서 튀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채수기는 동절기의 경우 지름 77 cm 의 것을 사용하고 하절기

의 경우 지름 40 cm 의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빗물 수집용기는 동절기의 경우 

20 L, 하절기의 경우 50 L 의 것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비가 올 경우도 모두 수

집될 수 있도록 한다.  

(8) 지표수

조사지점에서 물이 흐르는 중심 부분을 선택하여 표면수를 20 L 정도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에 질산 또는 염산을 소량 가한다. 단, 삼중수소 측정용 시료는 제외

한다.

(9) 지하수

조사지점에서 지하공을 충분히 지나올 정도의 시료는 버린 다음 지하수를 약 

20 L이상 채수한다. 채수한 시료는 지표수의 전처리 과정과 동일하게 하여 분석

용 시료로 하 다.

(10) 채소류

조사지점에서 재배되는 배추를 현지에서 직접 5 ㎏ 정도 구입한다. 시료는 건조

기에서 70 ℃ ∼ 110 ℃ 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 믹서로 갈고 Marinelli 비이커에 옯

겨 계측한다. 삼중수소 분석용 시료는 냉동 건조기(Freezer Dryer)를 이용하여 조

직 자유수를 추출한 다음 추출한 시료를 증류한다.

(11) 곡류

조사지점에서 재배되는 벼를 현지에서 직접 농가로부터 약 10 ㎏ 정도 구입한다. 

구입한 시료는 채소류의 전처리 과정과 동일하게 회화하여 계측용 시료로 하 다.

(12) 기타 환경시료

육류 시료로는 조사지점의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을 구입하여 핵종 분석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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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우유 시료는 사육 농가에서 직접 우유를 약 10 L 구입하여 사용한다. 

다. 방사능 계측 및 분석 방법

(1) 전알파/전베타 방사능

공기중 미립자의 경우 채취된 필터는 자연방사능 감쇄를 보정하기 위하여 72시

간 경과 후 지름 5 cm 스테인레스 스틸 플랜챗에 옮겨져 저준위방사능계측장치

(Low background counting system, Oxford, Tennelec LB5100IIW)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낙진시료는 부유물을 필터로 여과한 후 450 ℃ 전기로에서 회화한다. 회화한 시

료를 계측용기에 옮겨 계측한다.

물시료의 경우 전체 시료 중 1 L 를 취해 질산 1 ㎖ 를 첨가하여 5 ㎖ 가 될 

때까지 증발시킨다. 증발된 시료는 플랜챗에 옮겨 적외선으로 완전히 건고한 후 

계측한다.

(2) 우라늄 방사능

토양과 하천토의 경우 5 g 의 시료를 600 ℃ 전기로에서 10시간 이상 유지하여 

유기물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회화한다. 회화된 시료는 질산 용액으로 토양 중의 

우라늄을 용출 시킨 후 TBP로 추출하고 염산 용액으로 역추출하여 전기전착한

다. 

지하수의 경우 시료 10 L 를 증발시켜 건조시킨 후 토양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한 후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다. 

(3) 삼중수소 방사능

공기중 수분의 경우 칼럼에서 포집된 시료를, 빗물, 지표수, 지하수의 경우는 전

처리하지 않은 시료를, 배추의 경우는 냉동 건조후 수집 시료를 직접 증류법으로 

채취한다. 증류된 시료는 8 ㎖를 취하여 섬광체(Ultima Gold LLT. Packard) 12 

㎖와 함께 20 ㎖의 시료병에 넣고 흔들어 혼합시킨 다음, 시료를 24 시간 암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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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해둔 후 LSC(1220-Quantulus, LKB Wallac)를 이용하여 삼중수소를 측정한

다.

(4) 스트론튬 방사능

토양 시료의 경우는 시료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450 ℃ 의 전기로에서 유기물

이 충분히 제거될 때까지 회화한다. 회화된 토양 시료 중 50 g∼ 100 g 을 취해

서 발연질산법으로 분리한 후 저준위방사능계측기(Low Level Counter, Berthold 

LB53090)로 계측한다.

배추의 경우는 회화된 배추 시료 중 50 g 을 취하여 토양시료와 동일하게  발연

질산법으로 스트론튬을 분석한다.

(5) 감마동위원소

공기중 미립자는 채취한 필터를 1개월분을 취합하여 72 시간 방치 후 감마 스

펙트로메타(HPGe detector with MCA, ORTEC Co.)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낙진

시료는 부유물을 필터로 여과한 후 450 ℃ 전기로에서 회화한다. 회화한 시료를 

감마 계측용기에 옮겨 계측한다.  토양과 하천토는 건조한 시료를 계측용기에 넣

어 계측한다. 솔잎, 배추, 쌀 시료는 회화한 시료를 계측한다. 물시료는 채취한 시

료 18 L 를 증발장치를 이용하여 1 L 되게 한 후 계측 용기에 옮겨 계측한다. 육

류, 우유 시료는 계측용기에 옮겨 계측한다.

라.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계측기의 교정

(1) 저준위 알파/베타 방사능 계측기 교정

알파 방사능의 경우 표준 알파 Calibration disk인 Po-210(Amersham, 반감기 

138.4 일)을 사용하고, 베타 방사능의 경우에는 Sr-90/Y-90(Amersham, 반감기 

29.12 년) disk를 사용하여 교정하 다. 백그라운드 계측은 계측시간 30분으로 10

회 이상 계측한 결과로서 알파 방사능의 경우는 0.05 CPM 이하 고 베타의 경우 

1.0 CPM 이하 다. Calibration Disk를 사용하여 알파 방사능의 경우 Slope를    

4%/100 V, 및 베타 방사능의 경우 Slope를 1%/100 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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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Voltage를 설정하 으며, 알파 + 베타 Discriminator를 조절하여 Cross 

Talk를 조절하 다.(알파 to 베타 < 5%,  베타 to  알파 < 1%)

(가) 알파선 교정 절차

-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P-10 가스의 압력을 40 kPa 이상으로 맞춘 다음 

Flowmeter(FM40A) 조정밸브를 열어 가스 유량이 일정하게 (0.2 FlUX) 흐르

도록 한다.

- 계측기(Oxford, Tennelec LB5100IIW)의 전원과 PC 및 Print의 전원을 "On" 

한 후 Detector에 충분히 가스가 공급될 때까지 기다린다.

- High Voltage Supply의 Power를 "On" 한다.

- 계측용기에 표준선원 Po-210을 넣는다.

- PC의 S/W LB5100 메뉴에서 "Edit Parameters" Button을 누른다.

- "Plateau Alpha Only"를 누른다. Starting Voltage (400 eV)와 Ending 

Voltage (1000 eV)를 정한다.

- "Start count" button을 누른다.

- "Plateau Alpha Only" button을 누르고 "Run" button을 누른다.

- LB5100 메뉴에서 Unit Status를 누른다. Voltage와 Guard counting time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고 계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 “Plateau Alpha Only" 모드에서 계측이 끝나면 전압 대 계수율 곡선으로부터 

Plateau 가 되는 지점의 Voltage를 설정한다.

- Voltage 설정 후 계측모드에서 Alpha Discriminate 레벨을 조절하면서 

Po-210을 측정하여 알파→베타 Spillover 가 5%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빈 시료용기를 넣고 BKG를 계측한다.

- 표준선원을 넣고 효율을 구한다. 그 결과를 아래 표에 기록한다. 본 측정    

결과 표준선원의 방사능이 ±0.3%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나) 베타선 교정 절차

-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P-10 가스의 압력을 40 kPa 이상으로 맞춘 다음 

Flowmeter(FM40A) 조정밸브를 열어 가스 유량이 일정하게 (0.2 FlUX)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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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도록 한다.

- 계측기(Oxford, Tennelec LB5100IIW)의 전원과 PC 및 Print의 전원을 "On" 

한 후 Detector에 충분히 가스가 공급될 때까지 기다린다.

- High Voltage Supply의 Power를 "On" 한다.

- 계측용기에 표준선원 Sr-90을 넣는다.

- PC의 S/W LB5100 메뉴에서 “Edit Parameters" Button을 누른다.

- "Plateau Beta Only"를 누른다. Starting Voltage (900 eV)와 Endind Voltage 

(1,650 eV)를 정한다.

- "Start count" button을 누른다.

- "Plateau Beta Only" button을 누르고 “Run" button을 누른다.

- LB5100 메뉴에서 Unit Status를 누른다. Voltage와 Guard Counting Time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고 계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 “Plateau Alpha Only" 모드에서 계측이 끝나면 전압 대 계수율 곡선으로부터 

Plateau 가 되는 지점의 Voltage를 설정한다.

- Voltage 설정 후 계측모드에서 Alpha Discriminate 레벨을 조절하면서 

Sr-90/Y-90을 측정하여 베타→알파 Spillover 가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빈 시료용기를 넣고 BKG를 계측한다. 

- 표준선원을 넣고 효율을 구한다. 그 결과를 아래 표에 기록한다. 본 측정     

결과 표준선원의 방사능이 ±0.3%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다) 알파 계측 효율곡선 (자기흡수곡선)

- 플랜챗(Planchet)위에 분말 KCl (또는 NaCl) 일정량(20∼200 ㎎, 10개 시료)을      

정확하게 측량한다.

- 각각의 플랜챗(Planchet)에 초순수 3 ㎖를 가하여 녹인다.

- 각각의 플랜챗(Planchet)에 표준알파(Po-209, Po-210, Th-229 등) 용액을 가하      

여 0.5 Bq 정도가 되도록 한다.

- 각각의 플랜챗을 적외선 등 밑에서 가열하여 증발시킨다.

- 각각의 플랜챗을 Plateau 및 Discriminate 레벨이 설정된 저준위 알파/베타 방      

사능 계측기에서 100분 동안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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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알파의 방사능을 고려하여 각 시료의 효율을 계산한다.

- 효율곡선(자기흡수곡선)을 작성한다.

(라) 베타 계측 효율곡선 (자기흡수곡선)

- 플랜챗(Planchet)위에 분말 KCl (또는 NaCl) 일정량(20∼200 ㎎, 10개 시료)을      

정확하게 측량한다.

- 각각의 플랜챗(Planchet)에 초순수 3 ㎖를 가하여 녹인다.

- NaCl의 경우 각각의 플랜챗(Planchet)에 표준베타(Sr-90/Y-90, 137Cs 등) 용액을 가

하여 0.5 Bq 정도가 되도록 한다.

- 각각의 플랜챗을 적외선 등 밑에서 가열하여 증발시킨다.

- 각각의 플랜챗을 Plateau 및 Discriminate 레벨이 설정된 저준위 알파/베타 방사능 

계측기에서 100분 동안 측정한다.

- 40K의 자연존재비(0.0118)와 반감기(1.26×109년) 그리고 베타선 방출비율(89%)을    

고려하여 KCl 무게 (0.9 dpm/mg KCl)에 따른 각 시료의 효율을 계산한다. 표준베

타 용액을 가한 경우는 표준베타의 방사능을 적용하여 효율을 계산한다.

- 효율곡선(자기흡수곡선)을 작성한다.

(마) 저준위 알파․베타계수기 교정결과

저준위 알파/베타 계측기(Oxford, Tennelec LB5100IIW)의 교정 결과를 표 2-10 

과 표 2-11에 나타내었다.

표 2-10. 저준위 알파․베타계수기 교정결과*

교정 일자
플라토우 
(volt)

동작전압 
(volt)

Discriminator 
레벨

Background 
(cpm)

Efficiency
 (%)

α β α β α β α β α β

2005.12.13 300∼1110 900∼1650 860 1500 0.025 2.0
0.14  
±
 0.02

1.25  
± 
0.06

29.5
 ±
 0.29

42.4
 ± 
0.19

*1) 계측기: Oxford, Tennelec LB5100IIW

 2) 알파 교정 선원: Am-241 (AEA Tech. '04.04.08)

 3) 베타 교정 선원: Sr-90/Y-90 (AEA TEch. '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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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저준위 알파․베타계수기 자기흡수 보정결과*

교정 일자
알파 베타

KCl (mg) 효율 (%) KCl (mg) 효율 (%)

2005.12.13

11.2

16.4

21

26.4

41.7

51.7

61.4

71

81.9

91.7

101

122.9

18.26

13.26

13.22

13.18

8.75

8.45

10.66

6.72

9.12

7.67

8.97

6.15

11.2

20.9

30.5

40.6

51

61.5

70.4

80.9

90.9

102.1

115

122.4

47.62

49.60

46.19

48.47

47.34

46.52

48.03

46.64

45.19

46.33

45.92

45.96

*1) 계측기: Oxford, Tennelec LB5100IIW

 2) 알파 표준용액: Th-229 (0.373 Bq)

(2) 열형광선량계 교정

열형광선량 계측시스템의 교정은 선량계와 판독기의 교정이 모두 수행되어야 

한다. 열형광선량계의 교정 목적은 가해진 방사선 조사량에 대해 사용된 모든 선

량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응답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는 것이다.  열형광물질의 

응답성(TLD Material Responsiveness)과 제조된 열형광계 물리적인 중량에서의 

어쩔 수 없는 차이 때문에 선량계 집단군내에서 평균에 대해 약 30% 정도의 변

화가 있게 된다. 이러한 선량계에 대한 보정인자를 ECF(Element Correction 

Factor)라 한다.  ECF는 교정용 선량계로 유지되고 있는 지정된 선량계군의 평균 

응답과 비교하여 각 선량계의 응답성을 나타내기 위해 판독계의 판독값에 곱해지

게 된다.  이들 값은 선량계 구입시 초기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구해진 

후 판독계의 D/B에 저장되게 된다.  따라서 선량계의 교정은 초기 교정 후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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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교정 할 예정이다.

열형광판독기의 교정 목적은 동일 선원에 대해 동일 시점에서 일관성 있는 판

독값이 나오도록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교정용 선원으로는 90Sr 또는 137Cs등이 

주로 사용된다.  일련의 교정용 선량계와 동일한 선원을 사용하여 판독계의 성능

이 고전압의 변화, 수리, 먼지의 축적, 또는 장기간의 미사용 등에도 일정한 준위

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판독계의 보정인자를 RCF(Reader Calibration 

Factor)라고 한다.  RCF는 광증배관으로부터 생산된 원 하전자료(Raw Charge 

Data, Nanocoulombs 단위)를 선량단위(rems, gU 등)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판독기의 교정은 6개월에 1회씩 한다.

이들 두 보정인자들은 다음 식에 따라 적용이 된다.

Exposure=
ECF×Charge
RCF

(가) 선량계의 교정

선량계의 교정은 선량계 구입 후 초기화 과정에서 적절한 품질의 교정용 선량

계를 선정하여 현장 측정용 선량계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된다. 교정용 선량계는 

표 2-12의 TTP(Time-Temperature Profile)조건에 맞춰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선량계에 열을 가하여 잔존 조사량을 완전 제거한다(어닐링, Annealing).

2. 어닐링 후 조사시까지 선량계는 30 ℃ 이하의 온도와 자외선이 차단된 조건  

에서 납통에 보관된다.

3. 어닐링 후 2시간 이내에 137Cs 선원에 일정량을 조사시킨다.

4. 조사된 선량계는 30 ℃ 이하의 온도와 자외선이 차단된 조건에서 최소 8시간  

이상 납통에 보관된다.

5. 조사된 선량계를 교정용으로 판독한다.

(나) 판독기의 교정

판독기의 교정은 일정량으로 조사된 교정용 선량계를 이용하여 현장용 선량계

를 판독하기 위해 설정된 TTP조건에 맞춰 판독한 후 RCF를 구하는 과정으로 다

음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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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개의 교정용 선량계를 위의 선량계 교정 준비절차에 따라 준비한다.

2. 준비된 선량계를 137Cs 선원에 일정량을 조사시킨 후 최소 8시간 이상 보관   

후 판독한다.

3. 판독된 값의 평균을 취하여 조사선량과 비교하여 판독기의 RCF를 결정한다.

표 2-12. Standard TTP Conditions for TLD-100H

Material TLD-100H (LiF:Mg,Cu,P)

Shape Chip (3.2 ㎜(1/8 inches) square)

Thickness
0.25 ㎜/0.010"

0.38 ㎜/0.015"

Substrate Material Teflon Kapton

Pre-heat
Temp

Time

165

10

165

10

Acquire

Max Temp

Time

Rate

260

13.33

15

250

13.33

15

Anneal
Temp

Time

260

10

250

10

(다) 판독기 교정 결과

교정용 선량계를 이용한 판독기 교정 결과를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교정용 

선량계는 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한 137Cs 선원을 이용하 으며 조사선량은 10, 30, 

50 및 70 mR으로 환경선량에 해당하는 범위에서의 직선성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RCF를 결정하 다.



10 20 30 40 50 60 70

10

20

30

40

50

60

70  March, 2005: y=0.02078 + 0.93188x
 Sept.,  2005: y=1.30489 + 0.94321x

R
ea

do
ut

, -

Exposure, mR



- 31 -

표 2-13. 감마-스펙트로메타 교정결과(MCB#1)

Calibration Source
(QCY48 Mixed Gamma 

Source)

Energy
Calibration

Efficiency
Calibration

keV Channel keV Efficiency

MCB#1
(EG&Gortec
MCA)

'05.6.17

1 L
Marinelli Beaker 

88 649.6 88 0.0429

661 4885.8 661 0.0113

1332 9840.0  1332 0.0060

150 ㎖
Cylindrical Bottle

88 649.6 88 0.0397

661 4885.2 661 0.0095

1332 9838.8 1332 0.0051

'05.10.13

1 L
Marinelli Beaker 

88 650.1 88 0.0432

661 4890.2 661 0.0115

1332 9848.8 1332 0.0060

150 ㎖
Cylindrical Bottle

88 650.2 88 0.0391

661 4889.7 661 0.0095

1332 9847.6 1332 0.0051
 MCB#1 System :

-Detector Type : HPGe(GMX)                          -Relative Eff. : 25%

-Resolution : 1.81keV at 1.33MeV                       -Peak-to-Compton Ratio 
60
Co : 48

-Crystal Diameter : 53.6㎜                              -Crystal Length : 71.2㎜           

Remarks :효율교정곡선은 Knee Energy 기준으로 2차함수(Quadratic)식을 사용하 음,

표 2-14. 감마-스펙트로메타 교정결과(MCB#4)

Calibration Source

(QCY48 Mixed Gamma Source)

Energy

Calibration

Efficiency

Calibration

keV Channel keV Efficiency

MCB#4

(EG&Gortec

MCA)

'05.6.17

1 L

Marinelli Beaker 

88 651.8 88 0.0273

661 5348.0 661 0.0174

1332 10838.7 1332 0.0098

150 ㎖

Cylindrical Bottle

88 652.3 88 0.0323

661 5349.9 661 0.0163

1332 10841.3 1332 0.0093

'05.10.19

1 L

Marinelli Beaker 

88 650.5 88 0.0268

661 5358.9 661 0.0169

1332 10863.6 1332 0.0098

150 ㎖

Cylindrical Bottle

88 650.0 88 0.0320

661 5355.6 661 0.0162

1332 10857.1 1332 0.0092
 MCB#4 System :

-Detector Type : HPGe                                -Relative Eff. : 40%

-Resolution : 1.90keV at 1.33MeV                      -Peak-to-Compton Ratio Co-60 : 62

-Crystal Diameter : 58.9㎜                             -Crystal Length : 80.0㎜           

Remarks :효율교정곡선은  다항식(Polynomial)을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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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파 스펙트로메타의 교정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알파 스펙트로메타는   

OXFORD사의 OASIS 8 CHANNEL 이 다.

우라늄과 같은 알파 방출체는 비정이 매우 짧아서 대기압에서 측정하지 않고 진

공에서 측정한다. 우라늄 피크를 정량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진공을 최소한 

10-2 Torr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본 우라늄 분석에서는 Edward사 (Model 

E2M8)의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진공을 10-2 Torr 이하로 유지하 다. 

에너지 보정을 위해 Amercham사의 Mixed Standard Source (Pu-239, 5.1 MeV ; 

Am-241, 5.48 MeV ; Cm-244, 5.8 MeV)를 사용하여 채널수와 에너지간의 관계

를 조사하 다. 그림 2-7은 에너지 보정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가) 알파 스펙트로메타 교정절차

① 알파 스펙트로메타 Chamber에 혼합 표준 봉선원 (Pu-239, Am-241, 

Cm-244)을 넣는다.

② 진공펌프를 가동하고 각 챔버의 Pump Button을 누른다.

③ 진공도가 0.102 torr 이하로 떨어지면 알파 스펙트로메타 챔버의 신호가 Active

로 된 후 OASIS-MCA 창의 Acquire Button을 눌러서 혼합선원의 방사능을 300

초 정도 측정한 후 Stop Button을 눌러 계측을 종료한다.

④ OASIS-MCA창에서 Acq Parms Button을 눌러서 Manual Calibrate에 있는 

Two Point Button을 누른다.

⑤ 1st Pt Channel에서 에너지(5.15 Mev)를 넣고 2nd Channel에서 에너지(5.48 

Mev)를 넣은 후 OK Button을 누른다.

⑥ 계측 효율을 구하기 위해 ROI Button을 누른 후 Pu-239 에너지 역 peak에 

대한 ROI를 설정한 후 Tools 상에 있는 ROI Data를 클릭하여 Peak 전체 카운

트를 구한 후 측정시간으로 나누어 CPS를 구한 다음 Pu-239 시료의 농도로 

나누어서 Chamber 계측 효율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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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액체섬광계수기 교정결과

교정
일자

표준용
액 (㎖)

BKG 
Water
(㎖)

Ultima 
Gold 
LLD 
(㎖)

용액 
총부피
(㎖)

SQP(E)
효율
(%)

Backgrou
nd
(cpm)

‘05.6.13

0 8 12 20 -

1 1 18 20 844.18 44.23

1 2 17 20 839.92 43.04

1 3 16 20 832.55 41.03

1 4 15 20 825.29 39.68

1 5 14 20 813.47 37.35

1 6 13 20 806.78 35.23

1 7 12 20 794.80 32.57

1 8 11 20 783.28 30.08

1 9 10 20 769.38 27.03

1 10 9 20 756.77 24.03

* 1) 액체섬광계수기: Quantulus 1220 (Wallac)

  2) H-3 표준용액: 
3
HTO, 30,228 dpm/g (12:00 EST on 3 September. 1998, NIST)

  3) 시료와 섬광용액 혼합비: 시료 (8 ㎖) + 섬광용액 (12 ㎖)

마. 품질관리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7호 제5조(품질관리)에 따라 환경방사선/능 조사 자료

에 대한 품질이 객관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증 및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환경방사

선/능 조사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 다.

ｏ시료채취 및 운송 

ｏ시료 전처리

ｏ방사선측정 및 방사능 분석

ｏ조사자료의 해석 및 통계처리

ｏ조사결과 보고

(1) 시료채취 및 운송

환경방사능 분석시료는 “환경방사능 분석 시험지침서”의 시료채취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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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수하여 시료의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채취 시료는 채취현장에서 채취용

기에 담은 후 시료의 종류, 채취지점, 채취일시 등을 시료채취 라벨에 정확히 기

록․부착하고 또한 시료 채취대장에 시료명칭, 채취방법 등의 해당사항을 기록하

여 관리하 다. 실험실로 운반 후 시료의 부패․변질 또는 용기에의 흡착 등 예방

조치를 하고 냉장․냉동고에 보관하 으며, 환경방사능 분석이 끝난 시료는 환경

방사능실험실내의 시료 저장실에 건조, 냉동 또는 회화 형태로, 식별이 용이하게 

시료의 종류, 채취지점, 채취일시 분석일시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한 후 보관․

관리하 다.

(2) 시료 전처리

분석용 시료는 시료별 전처리 절차에 따라 환경방사능분석 특성에 적합하도록 

칭량, 건조, 분쇄, 회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처리를 수행하 다. 또한 과기부 고

시 제2004-17호의 검출하한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료별 전처리량 등을 조절

하 으며, 각 과정별 사항은 전처리 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있다.

(3)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 분석

(가) 국내 방사능 교차분석 프로그램 참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국내 방사능 분석 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목

적의 국내방사능 교차분석에 2005년도에는 참여하지 못하 다.

(나) 국제방사능 교차분석 프로그램 참여

미국 에너지성 산하 국립연구소인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및 

ORNL (Oak Ridge National Lab.)과 국제방사능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사능 분석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 핵활동흔적 시료가 포함된 극미량시료를 극저

준위 감마분광검출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PNNL과 ORNL, 원자력연구소에서 

분석하 고 비교를 위하여 PNNL에서는 동일한 시료 한 세트를 더 만들어 측정

하 고, 결과는 PNNL에서 정리분석 하 다. 너무 극미량이기 때문에 PNNL에 분

석한 동일한 시료 두 세트간에서도 결과의 차이를 보여서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 36 -

어렵다고 PNNL에서 통보하 다. 전체적으로 우라늄의 농도비 및 핵활동 여부를 

본 검출기로  스크린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기관 모두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평가하 다. 따라서 세계적인 기관과 비교해 본 결

과 분석품질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AEA 사무국에서 주관하고 

IAEA TC 지역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 2차 IAEA (IAEA-INT/1/054,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Organizational, Reporting and Certification 

Aspects of Proficiency Tests) 웍샵에 총 6개 나라 22개 실험실이 참여하여 데이

터를 국가별로 평가하 다. 한국의 코드 번호는 C4로서 정확성 및 불확도를 고려

한 정 도 모두 통과되었다.

표 2-16. 134Cs의 수용성 테스트 결과 

표 2-17. 137Cs의 수용성 테스트 결과

표 2-18. 40K의 수용성 테스트 결과

Lab. 

Code

Accuracy Criteria Precision Criteria
Final status

analysmean ValueValue − 2295.1 anamean UncUnc +× Status [%] Status

C1 0.7 2.2 Pass 30.8 Pass Pass
C4 0.2 2.2 Pass 29.3 Pass Pass
C5 0.9 3.97 Pass 43.9 Fail Fail

Lab. 

Code

Accuracy Criteria Precision Criteria
Final status

analystmean ValueValue − 2295.1 anmean UncUnc +× Status [%] Status

C1 218.9 461.6 Pass 9.3 Pass Pass
C2 188.9 429.1 Pass 8.6 Pass Pass
C3 293.1 354.0 Pass 6.9 Pass Pass
C4 140.6 354.8 Pass 6.9 Pass Pass
C5 49.8 391.4 Pass 7.6 Pass Pass
C6 75.7 356.7 Pass 7.0 Pass Pass

Lab. 

Code

Accuracy Criteria Precision Criteria Final 
statusanalystmean ValueValue − 2295.1 analystmean UncUnc +× Status [%] Status

C1 5.7 243.8 Pass 12.2 Pass Pass
C2 134.7 217.4 Pass 11.1 Pass Pass
C3 4.3 202.4 Pass 10.1 Pass Pass
C4 183.6 220.0 Pass 10.7 Pass Pass
C5 48.0 260.5 Pass 12.8 Pass Pass
C6 95.7 311.7 Pass 16.4 Pass Pass



- 37 -

(다) 방사능분석 공인시험 기관 인정

방사능분석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운

되는 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기술품질원으로부터 

사후 관리를 받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품질원에서 시행하는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제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의 규정에 따라 시험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조사자료의 해석 및 통계처리

조사자료의 해석 및 통계처리는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7호 제8조(환경조사자

료의 처리)에 따라 수행하 다.  환경조사항목마다 최근 3년간의 환경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평상시 평균치와 변동편차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상치 

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소의 원자력이용시설 운 에 따른 이상 유무 등을 판단하

다.

(5) 조사결과 보고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7호 제10조(보고)에 따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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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운 결과 및 고찰

1.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

가. 환경방사선 조사결과

(1) 공간감마선량률

(가)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내 6개 지점에 설치된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로 측정한 

방사선량률의 연평균치는 12.4 μR/h 으로 전년도 12.1 μR/h 과 유사한 준위를 유

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골프장북쪽 지점의 연평균 준위는 12.4 μR/h, 본관동동

쪽 지점은 12.6 μR/h, 독신료 지점은 12.7 μR/h, 기상탑 지점은 10.3 μR/h, 제3연

구동 지점은 11.3 μR/h, 하나로 조사지점은 15.7 μR/h 으로 측정되어 평상시변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부록 표 1). 한편, 독신료의 공간감마선량률의 경우 2005

년 7월부터 감시기의 이전 설치로 인하여 3년간 최대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부록 표 1). 그림 2-8에서 보면 부지내 공간감마선량률에 대한 최근 3년간 

변화는 (최근 3년간 평균+10) μR/h의 값이 21.8 μR/h (=11.8+10)임을 고려할 때 

거의 일정한 것으로서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휴대용방사선계측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휴대용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한 공간감마선량률 조사는 대덕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에서 대덕초등학교를 비롯한 16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실시하 다. 그림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개 조사지점의 공간감마선량률 연평균은 12.8 μR/h 으

로 전년도의 13.0 μR/h 과 비슷한 준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비교 지점인 한성신학

대학교 지점이 연평균 11.4 μR/h 으로 측정되어 전년도의 11.5 μR/h 과 유사한 

준위를 유지하 다(부록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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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 공간감마선량률(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

전체 16개 지점 중 대청댐휴게소지점이 11.0 μR/h  으로 측정되어 최저치를 나

타내었고, 목동초등학교 지점이 15.1 μR/h 으로 측정되어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모든 조사지점에서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2). 그림 2-9에서 

알 수 있듯이 대덕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공간감마선량률은 최근 3년간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집적선량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집적선량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10에서 나타나듯

이 부지내 34개 지점 및 주변지역 19개 지점의 연평균은 각각 24.4 mR/분기 및 

23.8 mR/분기 이다. 우선, 부지내의 경우 34개 지점 중 하나로30 지점에서 연평균 

40.8 mR/분기 로 측정되어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기상탑 지점에서 연평균 16.5 

mR/분기 로 측정되어 최저치를 나타내었다(부록 표 3). 또한 주변지역 19개 지점 

중 충남대학교 지점이 연평균 28.7 mR/분기 로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한성신학

대학교 지점이 연평균 18.7 mR/분기 로 최저치를 나타내었다(부록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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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대덕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공간감마선량률(휴대용방사선계측기)

그림 2-10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의 집적선량(열형광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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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선량 조사결과 모든 조사지점에서의 집적선량 값들이 평상시변동범위 이내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0은 최근 3년간의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

역에 대한 집적선량 연평균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연도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1) 공기중 미립자

(가) 전알파/전베타 방사능

공기중 미립자의 전알파/베타 방사능 농도의 측정은 부지내 5개 지점과 주변의 

1개 비교지점 등 모두 6개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공기중 미립자의 방사능 측정은 

공기부유진 연속채집장치에서 10일 간격으로 회수된 시료를 계측용 용기를 사용

하여 수행되었다. 6개 조사지점에서의 전알파 방사능 농도는 연평균 0.14 mBq/m3 

로서 전년도의 0.08 mBq/m3 과 비교할 때 약 1.75배 증가하 다(부록 표 5). 이는 

시료에 대한 자기흡수 보정값을 적용함으로써 계수율의 변화는 없으나 효율이 다

소 낮아짐으로 인해 전알파 방사능 농도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전베타 방사능 

농도의 경우 연평균 0.82 mBq/m3 로 측정되어 전년도 0.89 mBq/m3 과 유사한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6). 한편, 그림 2-11과 그림 2-12에 공기중 미립

자의 전알파 및 전베타 방사능 농도에 대한 최근 3년간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각

각의 농도는 평상시변동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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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방사능 농도(전알파)

그림 2-12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방사능 농도(전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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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동위원소

 부지내 5개 및 주변지역 1개 지점에서 실시된 공기중 미립자의 감마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자연방사성핵종인 7Be만 검출되었고 감시대상핵종 모두 검출한계치 

미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부록 표 7). 

(2) 공기중 수분

(가) 삼중수소

부지내 4개 및 주변지역 1개 조사지점에서 실시된 공기중 수분의 삼중수소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3연구동 지점이 0.09 Bq/m3 로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본관

동동쪽, 독신료 및 기상탑 지점이 0.05 Bq/m3, 그리고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학교

에서 0.02 Bq/m3 를 나타내어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8). 

그림 2-13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공기중 수분의 방사능 농도(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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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진

(가) 전베타 방사능

낙진에 대한 전베타 방사능 농도를 살펴보면 기상탑 지점에서 22.28 Bq/㎡-90 

days,  독신료 지점에서 19.39 Bq/㎡-90 days, 한성신학대학교 지점에서 25.19 

Bq/㎡-90 days 의 준위가 검출되어 평상시변동범위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9). 그림 2-14에서는 최근 3년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4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낙진의 방사능 농도(전베타)

(나) 감마동위원소

낙진의 동위원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37Cs의 경우 1/4 분기 또는 2/4분기에서 

전년도와 유사한 준위의 농도가 검출되었다. 다른 핵종은 모두 MDA 이하의 농도 

준위로 검출되었다(부록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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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양

토양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우라늄동위원소, 스트론튬방사능 및 감마동위원소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라늄동위원소의 경우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 2개 

지점, 스트론튬방사능 및 감마동위원소의 경우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 7개 지점과 

주변지역 5개 지점에서 채취되었다. 시료채취 빈도는 년 2회이다.

 

(가) 우라늄 방사능

토양시료의 우라늄동위원소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살펴보면 2개 조사지점 중 

기상탑 지점에서 238U 농도의 연평균은 27.04 Bq/kg-dry 이고 덕진소류지 지점의 

연평균은 38.45 Bq/kg-dry 이다. 한편, 변환시설 해체공사 종료기간까지 한시적으

로 실시하기로 한 변환시설 주변 2개 조사지점에 대한 우라늄 분석결과는 시설앞 

지점에서 238U 농도의 연평균이 50.67 Bq/kg-dry, 시설뒤 지점에서 연평균은 

56.85 Bq/kg-dry 이다(부록 표 11).

그림 2-15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 토양의 방사능 농도(우라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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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트론튬 방사능

채취된 토양시료의 스트론튬 방사능 농도는 12개 조사지점의 상반기 평균이 

0.82 Bq/kg-dry 이고 하반기 평균이 0.48 Bq/kg-dry 로 연평균은 0.65 

Bq/kg-dry 로 전년도와 유사한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12). 그림 2-16

에서는 최근 3년간 추이를 나타내었는데 큰 변화 없이 평상시변동범위로 유지되

고 있었다.

그림 2-16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토양의 방사능 농도(스트론튬)

(다) 감마동위원소

토양의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37Cs과 40K이 검출되었는데 137Cs의 

방사능 준위는 ‘60년대 이후 대기권 핵실험에 의해서 지구 北半球에 넓게 오염된 

137Cs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0K은 전체시료에서 모두 검출되었다(부

록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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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토

하천토 시료는 대덕원자력시설의 배수로를 따라서 동화천에 이르는 3개 지점과 

비교지점 1곳에서 채취되었다. 시료채취는 우라늄동위원소와 감마동위원소 측정을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하 다.

(가) 우라늄 방사능

하천토의 238U 연평균 방사능 농도의 경우 대덕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배

수구 2곳과 동화교 등 3개 조사지점과 1개 비교지점의 방사능 농도를 비교하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었다(부록 표 14).

우선, 지점별 238U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정문앞배수구에서  29.81 Bq/kg-dry, 

본관동편배수구에서 38.34 Bq/kg-dry, 동화교에서 25.59 Bq/kg-dry, 한성신학대학

교에서 27.18 Bq/kg-dry 로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시기별 238U 연평균 농도를 보면 1/4분기에서 26.18 Bq/kg-dry, 2/4분기에서 

35.90 Bq/kg-dry, 3/4분기에서 22.73 Bq/kg-dry, 4/4분기에서 34.85 Bq/kg-dry 이

었다. 그림  2-13은 4개 지점에서 채취된 하천토의 최근 3년간 238U 연평균 방사

능 농도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감마동위원소

하천토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는 토양과 마찬가지로 137Cs과 40K이 검출

되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부록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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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하천토의 방사능 농도(우라늄238)

(6) 솔잎

솔잎시료의 채취는 대덕원자력시설 부지 2개 지점 및 주변지역 1개 지점 등 모

두 3개 지점에서 연 2회 실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이 수행되었

다. 

(가) 감마동위원소

솔잎시료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검출된 핵종이 우주선에 

의하여 대기중에서 생성되는 7Be과 자연방사성 핵종인 40K 이며 137Cs 등 나머지 

핵종은 모두 MDA 이하의 농도로 나타났다. 솔잎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

는 전년도 자료와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부록 표 

16).

(7) 빗물

빗물시료의 채취는 삼중수소의 경우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 4개 지점과 비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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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개 곳에서 실시하 으며 전베타 방사능과 감마동위원소의 경우 대덕원자력시

설 부지내 4개 지점과 비교지점 1개 곳에서 실시하 다. 빗물의 시료채취 빈도는 

월 1회이었으며 갈수기인 1월에는 강우량이 적어 시료채취가 불가능하 다. 

 

(가) 삼중수소

빗물에 대한 삼중수소의 분석결과를 그림 2-18에 나타내었다. 본관동동쪽 지점 

2.12 Bq/L, 독신료 지점 2.23 Bq/L, 기상탑 지점 2.14 Bq/L, 제3연구동 지점 2.76 

Bq/L, 한성신학대학교 지점 1.91 Bq/L 로서 모든 지점에서의 농도는 평상시변동

범위로 유지되고 있었다(부록 표 17). 그림 2-18에서 보면 5개 지점에서의 최근 3

년간 삼중수소 농도는 2003년도 독신료의 농도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준위를 

보여 준다.   

그림 2-18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빗물의 방사능 농도(삼중수소)

(나) 전베타 방사능

빗물에 대한 전베타 방사능 연평균을 그림 2-19에서 보면 독신료 지점에서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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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L, 본관동편 지점 0.08 Bq/L, 기상탑 지점 0.08 Bq/L,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

학교 지점에서 0.07 Bq/L 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모

든지점에서의 농도는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18).

그림 2-19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빗물의 방사능 농도(전베타)

(다) 감마동위원소

빗물 시료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 독신료, 본관동 및 제3연구동 등 3개 

지점 모두 
40K과 131I을 제외한 모든 핵종이 MDA 이하로 검출되었다(부록 표 19). 

131I은 5월 동위원소생산시설의 활성탄 여과기 계통의 성능 미달로 방출량이 비정

상적으로 증가되어 빗물에서 일시적인 방사능 농도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

다. 추후 방사성옥소의 환경방출시 조기발견 방안으로 대기중 131I 농도 측정을 추

가 수행할 예정이다(부록2).  

(8) 지표수

지표수 시료는 대덕원자력시설의 배수로를 따라 동화천에 이르기까지의 4개 지

점을 포함한 모두 6개 지점에서 채취되었다. 채취된 지표수에 대하여는 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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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베타 방사능 및 감마동위원소 분석이 수행되었다. 시료채취 빈도는 연간 12회이

었다. 

(가) 삼중수소

지표수의 삼중수소 분석결과를 그림 2-20에 최근 3년간 농도 변동 추이와 함께 

나타내었다. 부지내 5개 조사지점에 대한 농도의 연평균을 살펴보면 덕진소류지 

지점 3.97 Bq/L, 오폐수처리장 지점 4.76 Bq/L, 정문앞배수구 지점 2.94 Bq/L, 본

관동편배수구 지점 2.35 Bq/L, 동화교 지점 2.83 Bq/L, 그리고 비교지점인 한성신

학대학교 지점 1.90 Bq/L 로서 평상시변동범위로 유지되고 있었다(부록 표 20).

그림 2-20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지표수의 방사능 농도(삼중수소)

(나) 전베타 방사능

지표수에 대한 전베타 방사능 농도의 지점별 연평균은 그림 2-21에서 나타나듯

이 5개 조사지점에 대한 농도의 연평균을 살펴보면 덕진소류지 지점 0.05 Bq/L, 

오폐수처리장 지점 0.12 Bq/L, 정문앞배수구 지점 0.13 Bq/L, 본관동편배수구 지

점 0.14 Bq/L, 동화교 지점 0.15 Bq/L, 그리고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학교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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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Bq/L 로서 평상시변동범위 이하로 유지되고 있었다(부록 표 21).

그림 2-21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지표수의 방사능 농도(전베타)

(다) 감마동위원소

지표수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는 자연방사능인 
40K이 백그라운드 준위로 

검출되었을 뿐, 이외의 조사대상 핵종 모두 MDA 이하로 검출되었다(부록 표 22).

(9) 지하수

지하수 시료의 채취는 대덕원자력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 3개 지점에서 실시

하여 삼중수소와 감마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 으며, 우라늄동위원소 분석은 보덕

샘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 다. 시료채취 빈도는 연 4회이었다.

(가) 우라늄 방사능

지하수 시료의 우라늄동위원소 조사는 연구용핵연료 가공시설 가동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에 따른 추가 핵종으로서 2003년 하반기부터 수행하 다. 보덕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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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238U 농도의 분기별 평균을 살펴보면 1/4분기 881.84 mBq/L, 2/4분기 

414.30 mBq/L, 3/4분기 268.25 mBq/L, 4/4분기 898.80 mBq/L 이며 연평균 615.80 

mBq/L 의 농도가 검출되었다(부록 표 23).

(나) 삼중수소

그림 2-22에서와 같이 지하수의 삼중수소 분석결과를 보면 보덕샘 지점, 동화울 

지점 및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학교 지점 모두 MDA값 이하로서 평상시변동범위

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24).

그림 2-22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지하수의 방사능 농도(삼중수소)

(다) 감마동위원소

지하수의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연방사능인 40K이 백그라운드 준

위로 검출되었을 뿐, 이외의 조사대상 핵종 모두 MDA 이하로 검출되었다(부록 

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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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산물

대덕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는 채소류에서 배추, 곡

류에서 쌀을 대상으로 하 다. 시료는 4개 지점에서 수확기에 현지에서 채취하

다. 배추시료는 스트론튬, 삼중수소 및 감마동위원소에 대한 방사능을 분석하 으

며 쌀 시료의 경우 감마동위원소 분석만 실시하 다.

(가) 스트론튬

배추에 대한 스트론튬 방사능 농도는 그림 2-23에서와 같이 전 지점에서 MDA 

값 이하로 나타났다(부록 26).

그림 2-23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농산물(배추)의 방사능 농도(스트론튬)

(나) 삼중수소

배추시료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이를 그림 2-24에 나타

내었으며 평상시변동범위로 유지되고 있었다. 4개 지점 중 동화울 이외의 모든 지

점에서 MDA 값 이하로 나타났다(부록 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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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대덕원자력시설 주변 농산물(배추)의 방사능 농도(삼중수소)

(다) 감마동위원소

농산물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 결과 조사대상 핵종 중 137Cs와 자연방사성핵

종인 40K가 검출되었다(부록 표 28).

(11) 축산물

대덕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은 육류와 우유를 선정

하 다. 육류 시료로서는 2개 조사지점에서 사육되는 닭을 대상으로 하 고 우유 

시료로서는 1개 지점에서 사육되는 젖소가 생산한 것을 현지에서 채취하 다. 육

류와 우유 시료에 대한 조사 빈도는 연간 2회 으며 감마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보면 자연방사성 핵종인 40K이 백그라운드 준위로 검출되었으며 그 외 조사대상 

핵종은 MDA 이하로 나타났다(부록 표 29 및 표 30). 그리고 2005년부터 시료가 

계란 대신 닭고기로 바뀜으로 인해 연평균은 3년간 최대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다(부록 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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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

가. 환경방사선 조사결과

(1) 공간감마선량률

(가)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2곳의 고정지점에 설치된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로 

공간감마선량률을 24시간 연속측정하 다. 그림 2-25에서 보면 MW 동쪽 지점에

서의 공간감마선량률 연평균이 21.8 μR/h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

구용원자로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감시기 옆의 임시저장고에 적재

함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공간감마선량

률 월평균은 평상시변동범위를 벗어난 25 μR/h 이상으로서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4-17호에 의거하여 보고한 바 있다(부록 3). MW 동쪽 지점 위치한 감시기의 

경우 연평균 공간감마선량률이 21.8 μR/h 의 준위를 나타내어 12.9 μR/h 의 전년

도 준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MW 서쪽 지점에 위치한 감시기의 경우 연평균 공

간감마선량률이 12.9 μR/h 의 준위를 나타내어 13.6 μR/h 의 전년도와 유사한 준

위를 나타내었다. 그림 2-25에서 최근 3년간 연구로시설 부지내 공간감마선량률

의 변동 추이는 MW 서쪽 지점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일정하 다(부록 표 31).

(나) 휴대용 방사선계측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TRIGA 연구로시설에 대한 공간감마선량률 측정은 부지내 5개 지점과 주변지역

에 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실시하 다. 조사지점에서의 공간감마선량률 측

정은 휴대용 방사선계측기(Portable ERM)를 사용하 으며 그 결과를 부지내 및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림 2-26에 나타내었다. 부지내의 공간감마선량률은 연

평균 15.3 μR/h, 주변지역의 공간감마선량률은 연평균 14.8 μR/h 의 준위로 전년

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다. 한편, MW 동쪽 지점이 연평균 18.8 μR/h 로 최

고치를 나타내었고 MW 서쪽 지점이 12.7 μR/h 로 최저치를 나타내었다(부록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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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의 공간감마선량률(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

그림 2-26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의 공간감마선량률 

(휴대용방사선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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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은 부지내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감마선량률의 최근 3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부지내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공간감마선량률은 큰 차이 없이 

전년도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2) 집적선량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집적선량은 부지내의 9개 지점과 주변지역 9개 지점에 열

형광선량계를 설치하여 3개월간의 집적방사선량을 열형광계측기(TLD Reader, 

Harshaw TLD 4500)로 분기별로 분석하 다. 조사지점에서의 분기별 집적선량에 

대한 조사결과를 그림 2-27에서 보면 부지내와 주변지역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

으며 최근 3년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조사기간 동안 집적선량의 연평균은 

28.1 mR/분기 로 전년도 26.4 mR/분기 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부록 표 

33). 

그림 2-27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의 집적선량(열형광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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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1) 공기중 미립자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기중 미립자의 조사는 비교지

점 1개 지점을 포함하여 모두 4개 지점에서 수행하 다. 시료는 7일 한 번씩 채취

하여 매월 분석하 다.

(가) 전베타 방사능

그림 2-28에서와 같이 전베타 방사능 농도에 대한 연평균을 살펴보면 MW 앞 

지점 1.00 mBq/㎥, MW 뒤 지점 1.07 mBq/㎥, KW 앞 지점 1.03 mBq/㎥, 그리고 

비교지점인 한전기계실옆 지점 1.03 mBq/㎥ 로 검출되었다. 4개 조사지점 전체 

에 대한 전베타 방사능 농도 연평균은 1.03 mBq/㎥ 로 전년도와 비슷한 준위로서  

평상시변동범위로 유지되고 있었다. 공기중 미립자에서의 전베타방사능 농도는 습

기가 많은 하절기 보다 건조한 동절기가 다소 높았다(부록 표 34). 

(나) 감마동위원소

공기중 미립자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 결과 자연방사성 핵종인 7Be만 검출

되었으며 그 외의 감시 대상 핵종들은 MDA 이하로 나타났다(부록 표 35).

(2) 토양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의 시료채취 지점은 모두 4

개 지점으로 연 2회 채취하여 스트론튬 및 감마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 다.

(가) 스트론튬 방사능

그림 2-29에서와 같이 토양시료에서의 스트론튬방사능 분석 결과 전체 지점 평

균이 상반기에 0.93 Bq/kg-dry, 하반기에 0.79 Bq/kg-dry 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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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 공기중 미립자의 방사능 농도

(전베타)

그림 2-29 TRIGA 연구로 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 토양의 방사능 농도      

(스트론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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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점에 대한 연평균은 0.86 Bq/kg-dry 로 전년도의 0.97 Bq/kg-dry 과 비

슷한 준위를 유지하여 평상시 변동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부록 표 36).

(나) 감마동위원소

토양시료의 감마동위원소 분석은 4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핵종 중 핵분열생성물질인 137Cs과 자연방사성 핵종인 

40K은 대부분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핵종은 모두 MDA 이하 다. 그리

고 검출된 137Cs의 농도는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37).

(3) 하천토

하천토의 시료는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에서 서울산업대정문에 이르는 하천

을 따라 4개 지점에서 분기별 채취하 으며 각 채취지점에 대한 감마동위원소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137Cs과 40K 핵종이 검출되었는데 137Cs의 농도 준위는 일

반 토양에서와 비슷한 값을 보여 주었다. 한편 자연방사성핵종인 40K의 경우도 평

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38).

(4) 솔잎

육상식물 중 소나무의 솔잎은 방사선 환경감시의 지표식물로 대표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 2개 지점에서 연간 2회에 걸

쳐 솔잎 시료를 채취하여 감마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기간 중 솔잎시료

에 대한 감마동위원소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37Cs, 자연방사성 핵종인 7Be과 

40K이 검출되었다(부록 표 39).

(5) 지표수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지역의 지표수 시료는 2개 지점에서 월별로 채취하여 

전베타 방사능, 삼중수소 및 감마동위원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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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베타 방사능

지표수에 대한 전베타 방사능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그림 2-30에서와 같이 서

울산업대연못 지점 0.11 Bq/L, 광운대학교 지점 0.22 Bq/L 로 검출되어 평상시변

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40).

그림 2-30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지역 지표수의 방사능 농도(전베타)

(나) 삼중수소

지표수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그림 2-31에서와 같이 서울산업대연못 지점

과 광운대학교 지점에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값을 보이는 가운데 모두 MDA 값 

이하로 나타났다(부록 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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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지역 지표수의 방사능 농도(삼중수소)

(다) 감마동위원소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지역 지표수에서의 감마동위원소 분석 결과 조사대상 

핵종 대부분은 MDA 이하로 나타났으며 자연방사성 핵종인 40K이 검출되었다(부

록 표 42).

(6) 지하수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지하수의 시료채취는 부지내의 보일러건물 앞

에서 분기별로 채취하여 삼중수소와 감마동위원소를 분석하 다.

(가) 삼중수소

지하수에 대한 삼중수소 방사능 분석 결과를 보면 MDA 값 이하로 평상시변동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부록 표 43). 그림 2-32에서는 최근 3년간 변동 추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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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 지하수의 방사능 농도     

(삼중수소)

(나) 감마동위원소

지하수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 결과 
40K을 제외한 모든 핵종이 MDA 이하로 

나타났다(부록 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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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 및 대기 확산 

기상탑은 연 1회, 승강기는 2개월마다 점검하 다.  관측기기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두차례 교정을 실시하 으며,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시 보수하 다.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노후화된 DAS Room을 철거하고 

분전반과 데이터로거, 레코더 등을 이전 설치하 다.

가. 기상관측자료 수집

기상관측기기의 교정 일수 및 고장수리 등을 포함한 2005년 기상 관측률은  

98.7% 다. 결측의 발생 원인은 정기적인 기상 관측장비의 점검 외에 강우계 수

리 (6월), 낙뢰로 인한 통신포트 고장 (8월) 등이었다.  

나. 기상관측자료 분석

국지기상의 기후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바람자료의 풍향, 풍속별 발생빈도를 계

산하 으며 연간 바람장미를 그림 3-1에 제시하 다. 바람장미를 보면 1년간의 

탁월풍은 서남서풍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간 정온상태

(Calm)는 67 m 의 경우 11.8%, 27 m 에서 34.0%, 10 m 에서 60.9% 로 전년에 

비해 67 m 와 27 m 에서는 약간 감소하 으며 10 m 에서는 약간 증가하 다.  

이는 평균 풍속의 증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나 기후가 변화하 다고 유추하기는 

아직 이르다. 

각 기상관측요소들의 평균, 최대, 최소값 등을 분석하 다. 우선, 매월의 최다풍

향, 평균풍속, 최대풍속과 그때의 풍향, 발생시간을 높이별로 정리하면 연평균 최

다 풍향은 67 m 에서는 서남서풍, 27 m 에서는 남서풍, 10 m 에서는 북풍으로 

전반적으로 남서풍이 우세하 다(부록 표 45).  연평균 풍속은 67 m 에서 2.16 

m/sec, 27 m 에서 1.28 m/sec, 10 m 에서 0.49 m/sec 로 전년에 비해 0.4 ~ 0.1 

m/sec 정도 높거나 낮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온과 상대습도의 평균, 최대, 최소값 등을 살펴보면 2005년 연평균 기온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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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에서 12.44 oC, 27 m 에서 12.49 oC, 10 m 에서 12.02 oC, 백엽상이 위치한 1.5 

m 에서 12.02 oC 로 전년에 비해 1.3 ~ 0.6 oC 낮아졌으나 이는 전년에 0.5 ~ 0.8  

oC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후적인 큰 변동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연평균 상대

습도는 약 70 ~ 74% 를 유지하여 전년과 비슷하 다(부록 표 46 및 부록 표 47).

또한 일사, 기압, 강우, 시정, 안개발생시간 등에 대한 연간 통계값을 나타내었다

(부록 표 48). 

관측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원자력시설의 방사성물질 누출시 실시간 

확산 및 피폭예측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1년간 대기안정도 및 풍향, 풍속구간별 

발생빈도를 계산하여 방사성물질의 장기간 확산 및 피폭선량 평가에 이용한다.  

매 15분마다 측정된 기상자료를 통계처리하여 대기안정도와 풍향, 풍속별 발생빈

도를 3개 높이의 관측위치마다 계산하여 제시하 다(부록 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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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05년 기상관측고도별 바람장미

(동심원내 숫자는 정온상태 (Calm) 발생빈도의 백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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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선량평가

가. 개요

본 항목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운 시설을 포함하여 대덕부지에 위치한 원자

력관련시설의 운 으로 인한 부지 주변주민이 받게 되는 종합적 피폭선량 계산결

과를 수록하 다.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11에 근거하여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XOQDOQ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동 프

로그램에서에서 기상자료는 실측값 그대로가 아닌 대기안정도에 따른 풍향과 풍

속의 발현빈도가 사용된다. 정온상태 (0.22 m/sec 이하)는 첫 번째 풍속등급 (0.23

∼0.50 m/sec)의 풍향의 빈도에 따라 분포시키고 정온상태와 첫 번째 풍속등급의 

빈도의 합이 대기확산인자와 침적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첫 번째 풍속등급 

(0∼0.50 m/sec)으로 설정하 다. 조사후 시험시설은 작업시간의 지속적 증가로 

당해 연도부터 연속적 고도방출로 가정하 다. 기체상 및 액체상 방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09에 근거하여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 GASDOS와 LIQDOS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국내 또는 부지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한 ENDOS-G와 ENDOS-L을 사용하 다. 대덕원자력부지에 위

치한 주민선량 평가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자연증발시설, 변환시설, 연구로용 연료 가공시설 (한국원자력연구  

소 운 )

② 원전연료가공시설 및 열분해시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운 )

③ RI 폐기물 소각시설 및 관리시설 (원자력환경기술원 운 )

나.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1) 환경방출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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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상 및 액체상 방출물에 대한 제한기준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 323조의 2 제 

2호 규정에 의한 “기타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르며 기준치는 표 4-1과 같이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2-23호 제 16조 ②

항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기준치

구분 항목 시설당 기준치 부지당 기준치 비고

기체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0.1 mGy/yr

∘유효선량 

   0.25 mSv/yr

∘갑상선등가선량  

   0.75 mSv/yr

∘일반인선량한도

   1 mSv/yr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0.2 mGy/yr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0.05 mSv/yr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 선량 0.15 mSv/yr

입자상 방사성물질, H-3, C-14 

및 방사성 옥소에 의한 장기  

등가선량

0.15 mSv/yr

액체
유효선량 0.03 mSv/yr

장기 등가선량 0.1 mSv/yr

(2) 환경방출량

(가) 기체상 방출물 

대덕 부지에 위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2005년도 운 에 따른 기체상 방출물의 

환경방출량을 시설별로 나타냈다. 하나로의 경우 방출유량 등 방출특성이 달라 굴

뚝원 별로 방출량을 제시하 다(부록 표 50).   

(나) 액체상 방출물 

대덕 부지에 위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2005년도 운 에 따른 액체상 방출물의 

환경방출량을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시설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원전연료 가공시

설의 액체상 방출물에서 극미량의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환경으로 방류될 수 있

으며, 그 외 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액체상 방출물은 자연증발시설에서 전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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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처리된다(부록 표 51). 

다. 주민선량 평가방법

(1) 인체 피폭경로 

환경으로 방출된 기체상 및 액체상 방출물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체에 대한 방사능 피폭 향을 주게 된다. 기체상 방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에

서 고려되는 피폭경로는 다음과 같다.

∘방사성 플륨에 의한 외부피폭

∘오염 토양으로부터 외부피폭

∘오염 공기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오염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액체상 방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에서 고려되는 피폭경로는 다음과 같다.

∘관개 농작물 섭취에 따른 내부피폭

∘오염 식수섭취에 따른 내부피폭

∘오염 수생식품 섭취에 따른 내부피폭

∘강변 침적물에 의한 외부피폭

∘수 에 의한 외부피폭

(2) 부지 기상 및 대기확산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간 한국원자

력연구소에 위치한 74.5 m 높이 기상관측탑의 3개 측정고도 (10 m, 27 m, 67 m)

에서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기상자료 수집률은 98.73% 이다.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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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지에서 측정된 대기안정도별 발생빈도를 보면 안정상태는 75.9% (대기안

정도 등급 E : 41.78%, F : 25.56%, G : 8.55%), 불안정상태는 9.8% (대기안정도 

등급 A : 5.68%, B : 2.06%, C : 2.05%), 중립 (대기안정도 등급 D)인 경우는 

14.3% 가 관측되었다. 이들 관측자료와 함께 XOQDOQ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

가된 시설로부터 주변 주요 지역에서의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를 나타내었다

(부록 표 52 ∼ 부록 표 55). 

라. 주민선량 평가결과

대덕원자력시설의 건전한 관리 및 운 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주민에 대한 피

폭선량을 평가하 다. 보수적 평가를 위해 방사성옥소는 131I, 알파방사능은 234U, 

베타방사능은 238U의 자핵종인 Th-234로부터 방출된다고 가정하 다. 각 원자력

시설은 설계기준치 (또는 방출기준치) 이하로 운 /관리되었음을 확인하 다(부록 

표 56). 대덕 부지에 위치한 모든 원자력시설의 운 으로 받게 되는 최대 피폭연

령군 (소아)에 대한 최대 피폭선량을 살펴보면 부지당 기준치와 비교하여 유효선

량의 경우 4.1%, 갑상선 등가선량의 경우 17.4% 로 평가되었다(부록 표 57). 이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인 1 mSv/yr의 1% 정도에 불과하 다. 기체상 방출물로

부터 소아의 유효선량에 대한 경로별 기여는 음식물섭취에 의한 향이 55%, 호

흡에 의한 향이 27%, 플륨에 의한 향이 17% 정도를 나타냈으며, 지표침적에 

의한 향은 상대적으로 무시 가능하 다. 액체상 방출물로부터 유효선량에 대한 

기여는 관개로 인한 오염 농작물 섭취에 의한 향이 70% 이상을 나타냈으며, 침

적물 및 수  등에 의한 외부피폭 향은 상대적으로 무시 가능하 다.

부지로부터 반경 80 km 내 주민에 대한 집단선량은 자연방사선으로부터 받게 

되는 피폭선량과 비교하 다. 자연방사능으로부터 받게 되는 집단선량은 자연방사

능으로부터 받게되는 개인선량에 부지로부터 반경 80 km 내 인구수 (약 5,764,000

명)를 곱하여 추산하 다. 계산결과 대덕원자력시설의 운 으로 받게 되는 집단에 

대한 유효선량은 자연방사능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량의 6.27 x 10-4% 정도로 평

가되었다. 따라서 대덕원자력 관련시설의 2005년도 운 으로 주변 주민이 받게 되

는 방사선에 의한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체상 및 액체상 방출물로부터 최근 3년간 부지 최대피폭 개인에 대한 유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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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 1 절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

대덕원자력이용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선 감시결과는 예년의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상 변동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감마선량률은 2004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방사능핵종 분

석대상 시료에 대한 전베타 방사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중미립자, 낙진, 빗

물, 지표수 경우는 측정지점, 측정시기에 따른 특이한 경향성은 없고 비교적 일정

한 분석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측정된 방사선환경감시 결과와 

비교하여 보아도 거의 유사한 측정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방사능핵종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를 보면 물 시료에서는 조사대상 핵종 모두가 

검출한계치(MDA) 이하 다. 그러나 토양시료와 하천토시료에서는 40K 이외에 핵

분열생성물질인 137Cs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방사능준위는 ‘60-‘70년대에 실시된 

대기권핵실험에 의한 전 지구적인 오염에 의한 수준의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솔

잎의 경우도 토양에서와 같이 40K이 검출되었다. 131I은 5월 동위원소생산시설의 

활성탄 여과기 계통의 성능 미달로 방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빗물에서 일

시적인 방사능 농도 증가가 나타났다. 추후 방사성옥소의 환경방출시 조기 발견 

방안으로 대기중 131I 농도 측정을 추가 수행할 예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5년도 대덕원자력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덕원자력이용시설의 운 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서울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

TRIGA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감마선량률 조사결과

는 연속환경방사선감시기와 휴대용방사선계측기 모두 예년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

이고 있다. MW 건물 주변의 공간감마선량률이 안정한 준위로 측정되었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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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량의 경우에도 특이한 변동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2005년 4월 연구로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등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 운반용기 3개를 임시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MW 동쪽의 공간감마선량률이 평상시변동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측정 보고되었다. 

방사능핵종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결과를 보면 공기중미립자의 전

베타 방사능 분석치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평균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습한 하

절기 보다 건조한 동절기가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감마동위원소의 분석결과는 자

연방사성 핵종인 7Be이 검출되었고, 조사대상 핵종은 모두 검출한계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토양시료와 하천토시료에서는 40K 이외에 핵분열생성물질인 137Cs이 검출

되었는데 검출된 방사능준위는 ‘60-‘70년대에 실시된 대기권핵실험에 의한 전 지

구적인 오염에 의한 수준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물 시료에

서는 조사대상 핵종 모두가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출되었다.  본 조사기간 

동안의 환경방사선/능 조사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TRIGA 연구로시설로 인한 

부지주변 환경에 대한 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 3 절 주민선량평가

원자력이용시설 운 에 따른 주변 주민에 대한 예상 피폭선량은 0.0367 mSv/yr

로 일반인에 대한 법적선량한도(1 mSv/yr) 및 부지기준치(0.25 mSv/yr) 보다 낮

게 평가 되어 주변 주민의 안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4 절  결  론

원자력이용시설의 운 으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 여부와 예기치 않은 방사성 물

질의 방출에 의한 주변 환경변화의 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확보와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본 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덕 및 서울 원자력이용시설 

부지 주변의 환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선감시는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환경방사선 감시를 보강하기 위해 비교지점에서의 환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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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연속감시기의 설치가 필요하며, 빗물 및 공기중 수분의 연속채집장치의 추가

설치로 하나로 가동 이후 환경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정

성 확보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안감 해소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보건과 대국민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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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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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0.1 



3

3.5 







<0.015 <0.045 <0.023 <0.03 <0.008

0.03±0.01 <0.048 <0.026 0.05±0.02 0.04 0.50 0.00 0.08

<0.015 <0.068 <0.01 <0.023 <0.007

<0.019 <0.046 <0.029 <0.038 <0.012

<0.103 <0.155 <0.158 <0.182 <0.062

<0.028 <0.09 <0.043 <0.048 <0.02

<0.011 <0.039 <0.024 <0.031 <0.01

23.10±1.09 73.60±3.28 17.10±0.79 19.56±0.92 33.34 376.50 3.10 82.58

<0.015 <0.022 <0.011 <0.014 <0.011

<0.018 0.10±0.02 <0.015 <0.016 0.04 0.40 0.00 0.09

<0.011 <0.019 <0.017 <0.009 <0.007

<0.017 <0.04 <0.02 <0.017 <0.019

<0.091 <0.251 <0.086 <0.094 <0.104

<0.029 <0.095 <0.028 <0.03 <0.019

<0.01 <0.019 <0.015 <0.015 <0.015

17.10±1.02 108.90±4.63 26.40±1.12 6.21±0.03 39.65 376.50 2.40 86.06

<0.025 <0.026 <0.011 <0.023 <0.008

0.04±0.02 0.10±0.02 <0.017 <0.034 0.05 0.40 0.00 0.08

<0.019 <0.033 <0.01 <0.007 <0.009

<0.04 <0.021 <0.019 <0.026 <0.01

<0.206 <0.128 <0.111 <0.186 <0.111

<0.054 <0.031 <0.021 <0.019 <0.012

<0.03 <0.014 <0.008 <0.025 <0.008

21.00±0.97 100.90±4.58 8.20±0.42 34.68±1.55 41.20 375.70 9.20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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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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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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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Bq/L)















7.17 1.55 3.20

5.40 1.55 3.13

5.67 1.55 2.91



<0.004 <0.006 <0.004 <0.002 <0.001

<0.002 <0.001 <0.004 <0.003 <0.001

<0.004 <0.008 <0.002 <0.003 <0.001

<0.004 <0.003 <0.004 <0.003 <0.002

<0.024 <0.022 <0.025 <0.014 <0.007

<0.015 <0.004 <0.006 <0.005 <0.002

<0.003 <0.006 <0.002 <0.002 <0.002

0.10±0.067 0.20±0.060 0.13±0.061 <0.075 0.13 0.16 0.05 0.10

<0.004 <0.006 <0.002 <0.002 <0.001

<0.003 <0.005 <0.002 <0.003 <0.001

<0.005 <0.008 <0.004 <0.001 <0.001

<0.004 <0.009 <0.003 <0.002 <0.002

<0.009 <0.04 <0.007 <0.0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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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0.007 <0.001 <0.001 <0.001

0.10±0.049 <0.148 0.17±0.080 <0.078 0.12 0.16 0.03 0.09

<0.003 <0.004 <0.004 <0.004 <0.002

<0.001 <0.001 <0.005 <0.002 <0.001

<0.004 <0.003 <0.004 <0.004 <0.001

<0.004 <0.004 <0.004 <0.0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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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부터 수행

















  

  

 

Annual statistics of solar radiation, pressure, precipitation and visibility



 통계기간 : 2005_1/4 - 2005_4/4
 관측높이 : 지상   67m 
 관측횟수 :  51893 (  98.73 % )
 결측횟수 :    667 (   1.27 % )
 합    계 :  52560

 JOINT FREQUENCY DISTRIBUTION OF WIND SPEED AND DIRECTION IN FRACTIONS(FOR XOQDOQ):  ATMOSPHERIC STABILITY CLASS ALL

  U (m/s)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Total
   Calm                                                                                                        11.81
 0.22~ 0.50  0.38  0.38  0.43  0.52  0.60  0.52  0.49  0.31  0.18  0.28  0.57  0.71  0.34  0.14  0.20  0.24     6.26
 0.51~ 0.75  0.31  0.27  0.32  0.40  0.46  0.45  0.42  0.22  0.14  0.19  0.53  0.66  0.29  0.17  0.15  0.23     5.21
 0.76~ 1.00  0.54  0.34  0.24  0.39  0.45  0.44  0.35  0.23  0.13  0.20  0.55  0.83  0.31  0.18  0.17  0.31     5.66
 1.01~ 1.50  1.38  0.83  0.46  0.65  0.63  0.82  0.62  0.33  0.23  0.39  1.27  2.15  0.75  0.44  0.49  0.80    12.24
 1.51~ 2.00  1.84  0.89  0.38  0.44  0.65  0.55  0.33  0.19  0.21  0.32  1.35  2.28  0.93  0.73  0.56  0.95    12.60
 2.01~ 3.00  3.52  1.46  0.52  0.55  0.94  0.91  0.45  0.17  0.12  0.36  1.93  2.66  1.88  1.80  1.32  2.03    20.61
 3.01~ 5.00  3.17  0.72  0.23  0.23  0.71  1.24  0.47  0.11  0.04  0.14  2.36  1.84  2.02  1.65  1.23  2.11    18.26
 5.01~ 7.00  0.43  0.08  0.08  0.03  0.16  0.49  0.15  0.01  0.01  0.00  1.28  1.13  0.66  0.22  0.14  0.66     5.52
 7.01~10.00  0.04  0.01  0.01  0.01  0.03  0.11  0.03  0.00  0.00   -    0.51  0.60  0.19  0.05  0.01  0.07     1.67
10.01~13.00   -     -     -     -     -    0.00  0.00   -     -     -    0.03  0.10  0.01  0.00   -    0.00     0.15
13.01~18.00   -     -     -     -     -     -     -     -     -     -    0.00  0.01   -     -     -     -       0.01
18.01<        -     -     -     -     -     -     -     -     -     -     -     -     -     -     -     -        -  

   Total    11.62  4.98  2.66  3.22  4.61  5.51  3.31  1.56  1.06  1.88 10.38 12.97  7.39  5.38  4.26  7.41   100.00

 JOINT FREQUENCY DISTRIBUTION OF STABILITY AND DIRECTION IN FRACTIONS

 Stab  Calm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Total
  A    0.07  0.40  0.39  0.20  0.18  0.37  0.55  0.45  0.10  0.05  0.07  0.67  0.95  0.55  0.22  0.13  0.33     5.68
  B    0.06  0.17  0.13  0.06  0.08  0.08  0.13  0.17  0.08  0.02  0.04  0.25  0.29  0.19  0.11  0.05  0.14     2.06
  C    0.06  0.17  0.12  0.05  0.06  0.11  0.18  0.16  0.09  0.01  0.04  0.21  0.29  0.18  0.10  0.08  0.13     2.05
  D    0.65  1.48  0.75  0.33  0.34  0.73  1.20  0.99  0.39  0.15  0.26  1.75  1.72  1.18  0.81  0.55  1.03    14.32
  E    3.33  5.83  2.37  1.13  1.06  1.84  2.35  1.02  0.63  0.53  0.85  4.78  4.24  2.98  2.65  2.27  3.92    41.78
  F    5.08  3.12  1.00  0.65  1.17  1.17  0.90  0.37  0.20  0.27  0.53  1.93  3.40  1.87  1.28  0.98  1.65    25.56
  G    2.55  0.46  0.22  0.25  0.33  0.31  0.19  0.15  0.07  0.03  0.08  0.79  2.08  0.43  0.21  0.20  0.21     8.55

Total 11.81 11.62  4.98  2.66  3.22  4.61  5.51  3.31  1.56  1.06  1.88 10.38 12.97  7.39  5.38  4.26  7.41   100.00



 통계기간 : 2005_1/4 - 2005_4/4
 관측높이 : 지상   27m 
 관측횟수 :  51893 (  98.73 % )
 결측횟수 :    667 (   1.27 % )
 합    계 :  52560

 JOINT FREQUENCY DISTRIBUTION OF WIND SPEED AND DIRECTION IN FRACTIONS(FOR XOQDOQ):  ATMOSPHERIC STABILITY CLASS ALL

  U (m/s)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Total
   Calm                                                                                                        33.96
 0.22~ 0.50  0.53  0.45  0.32  0.33  0.50  0.59  0.31  0.13  0.22  0.66  1.13  0.71  0.37  0.36  0.56  0.60     7.77
 0.51~ 0.75  0.39  0.28  0.23  0.23  0.34  0.32  0.15  0.09  0.14  0.48  0.98  0.61  0.35  0.30  0.53  0.49     5.90
 0.76~ 1.00  0.41  0.28  0.17  0.21  0.26  0.24  0.10  0.08  0.12  0.44  0.93  0.61  0.36  0.29  0.51  0.48     5.48
 1.01~ 1.50  0.92  0.49  0.35  0.33  0.44  0.32  0.15  0.07  0.22  0.90  2.09  1.26  0.87  0.65  1.11  1.12    11.28
 1.51~ 2.00  0.78  0.51  0.31  0.38  0.35  0.22  0.08  0.02  0.13  0.86  1.70  1.12  0.89  0.61  1.04  1.12    10.15
 2.01~ 3.00  0.89  0.73  0.34  0.49  0.70  0.26  0.11  0.03  0.11  1.40  1.85  1.49  1.09  0.74  1.50  1.81    13.56
 3.01~ 5.00  0.32  0.28  0.09  0.28  0.88  0.29  0.04  0.02  0.04  1.81  1.53  1.15  0.44  0.38  1.19  0.96     9.69
 5.01~ 7.00  0.01  0.08  0.02  0.03  0.21  0.05  0.01  0.00   -    0.52  0.53  0.23  0.04  0.01  0.09  0.09     1.92
 7.01~10.00   -     -    0.00  0.00  0.01  0.01  0.00   -     -    0.10  0.12  0.03  0.01  0.00  0.00  0.00     0.29
10.01~13.00   -     -     -     -     -     -     -     -     -    0.00  0.01   -     -     -     -     -       0.01
13.01~18.00   -     -     -     -     -     -     -     -     -     -     -     -     -     -     -     -        -  
18.01<        -     -     -     -     -     -     -     -     -     -     -     -     -     -     -     -        -  

   Total     4.25  3.11  1.83  2.28  3.69  2.30  0.96  0.43  0.99  7.18 10.86  7.21  4.41  3.35  6.53  6.68   100.00

 JOINT FREQUENCY DISTRIBUTION OF STABILITY AND DIRECTION IN FRACTIONS

 Stab  Calm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Total
  A    0.43  0.29  0.31  0.28  0.30  0.50  0.39  0.13  0.04  0.10  0.75  0.83  0.48  0.16  0.13  0.29  0.25     5.68
  B    0.25  0.12  0.10  0.07  0.07  0.13  0.14  0.07  0.02  0.04  0.25  0.25  0.19  0.09  0.05  0.12  0.10     2.06
  C    0.33  0.10  0.08  0.08  0.09  0.15  0.12  0.06  0.02  0.04  0.21  0.27  0.16  0.07  0.07  0.12  0.10     2.05
  D    2.42  0.66  0.56  0.41  0.52  1.05  0.75  0.30  0.08  0.24  1.64  1.58  1.11  0.57  0.48  0.97  0.97    14.32
  E   10.70  2.25  1.67  0.69  1.02  1.67  0.80  0.35  0.24  0.45  3.42  3.81  3.07  2.52  1.98  3.41  3.72    41.78
  F   13.67  0.74  0.33  0.24  0.25  0.17  0.08  0.04  0.04  0.10  0.67  2.82  1.93  0.96  0.62  1.50  1.41    25.56
  G    6.15  0.09  0.06  0.05  0.03  0.02  0.03  0.01  0.00  0.01  0.23  1.29  0.27  0.04  0.02  0.11  0.12     8.55

Total 33.96  4.25  3.11  1.83  2.28  3.69  2.30  0.96  0.43  0.99  7.18 10.86  7.21  4.41  3.35  6.53  6.68   100.00



 통계기간 : 2005_1/4 - 2005_4/4
 관측높이 : 지상   10m 
 관측횟수 :  51893 (  98.73 % )
 결측횟수 :    667 (   1.27 % )
 합    계 :  52560

 JOINT FREQUENCY DISTRIBUTION OF WIND SPEED AND DIRECTION IN FRACTIONS(FOR XOQDOQ):  ATMOSPHERIC STABILITY CLASS ALL

  U (m/s)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Total
   Calm                                                                                                        60.90
 0.22~ 0.50  1.38  0.62  0.43  0.53  0.50  0.22  0.15  0.09  0.18  0.83  1.25  1.00  0.69  0.71  0.70  1.15    10.43
 0.51~ 0.75  0.94  0.41  0.28  0.33  0.22  0.06  0.04  0.02  0.06  0.60  0.74  0.56  0.41  0.42  0.35  0.66     6.10
 0.76~ 1.00  0.75  0.40  0.17  0.28  0.14  0.05  0.02  0.02  0.04  0.45  0.55  0.33  0.25  0.27  0.30  0.54     4.56
 1.01~ 1.50  1.10  0.46  0.26  0.48  0.22  0.08  0.02  0.02  0.03  0.86  0.87  0.58  0.35  0.32  0.43  0.86     6.95
 1.51~ 2.00  0.58  0.27  0.12  0.36  0.16  0.03  0.01  0.00  0.02  0.68  0.58  0.37  0.18  0.16  0.27  0.51     4.30
 2.01~ 3.00  0.47  0.22  0.09  0.34  0.18  0.01  0.01  0.01  0.01  1.04  0.70  0.37  0.17  0.10  0.20  0.60     4.51
 3.01~ 5.00  0.11  0.09  0.03  0.11  0.06  0.01  0.00  0.00  0.00  0.78  0.52  0.21  0.03  0.01  0.02  0.17     2.15
 5.01~ 7.00  0.00   -     -     -     -     -     -     -     -    0.04  0.04  0.01   -     -     -     -       0.09
 7.01~10.00   -     -     -     -     -     -     -     -     -    0.00  0.00   -     -     -     -     -       0.01
10.01~13.00   -     -     -     -     -     -     -     -     -     -     -     -     -     -     -     -        -  
13.01~18.00   -     -     -     -     -     -     -     -     -     -     -     -     -     -     -     -        -  
18.01<        -     -     -     -     -     -     -     -     -     -     -     -     -     -     -     -        -  
 
   Total     5.32  2.47  1.39  2.43  1.48  0.47  0.25  0.15  0.34  5.29  5.25  3.43  2.07  1.99  2.27  4.50   100.00

 JOINT FREQUENCY DISTRIBUTION OF STABILITY AND DIRECTION IN FRACTIONS

 Stab  Calm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Total
  A    1.92  0.29  0.31  0.24  0.22  0.17  0.05  0.05  0.02  0.03  0.78  0.73  0.37  0.10  0.06  0.10  0.26     5.68
  B    0.77  0.11  0.11  0.07  0.07  0.06  0.03  0.02  0.02  0.02  0.24  0.21  0.12  0.05  0.02  0.03  0.10     2.06
  C    0.86  0.13  0.06  0.07  0.09  0.06  0.02  0.01  0.02  0.02  0.20  0.22  0.10  0.05  0.03  0.05  0.08     2.05
  D    5.70  0.91  0.51  0.38  0.70  0.46  0.18  0.09  0.04  0.10  1.51  1.26  0.76  0.34  0.20  0.35  0.83    14.32
  E   21.73  3.36  1.40  0.59  1.28  0.69  0.18  0.07  0.06  0.16  2.42  2.06  1.35  1.19  1.33  1.38  2.52    41.78
  F   21.70  0.51  0.08  0.04  0.08  0.04  0.00  0.00  0.01  0.01  0.10  0.59  0.65  0.34  0.35  0.34  0.70    25.56
  G    8.22  0.01   -    0.01   -     -    0.00   -     -    0.00  0.03  0.18  0.08   -    0.01   -    0.01     8.55

Total 60.90  5.32  2.47  1.39  2.43  1.48  0.47  0.25  0.15  0.34  5.29  5.25  3.43  2.07  1.99  2.27  4.50   100.00



시설명 방출량 (Bq/yr) 비고

한전원자력

연료(주)

기존시설
알파방사능

베타방사능

6.57E+6

3.04E+6
기타 다른 시설로부터 발생

되는 액체상 방출물은 자

연증발시설에서 증발처리증설시설
알파방사능

베타방사능

1.66E+7

7.00E+6



방위
거리 

(km)
지역 방출원


(sec/m3)



(sec/m3)



(sec/m3)


(1/m2)

NW 0.8
최대피폭 

지점

원자로실 굴뚝 4.160E-5 4.120E-5 3.793E-5 3.042E-8

RCI 굴뚝 4.541E-5 4.497E-5 4.144E-5 3.199E-8

RIPF-IMEF 굴뚝 3.565E-5 3.532E-5 3.252E-5 3.016E-8

NE 1.2 송강동

원자로실 굴뚝 1.907E-5 1.889E-5 1.847E-5 3.060E-8

RCI 굴뚝 2.761E-5 2.731E-5 2.622E-5 3.995E-8

RIPF-IMEF 굴뚝 1.534E-5 1.520E-5 1.500E-5 2.373E-8

SE 2.0 관평동

원자로실 굴뚝 1.283E-7 1.272E-7 1.267E-7 5.169E-10

RCI 굴뚝 1.787E-7 1.768E-7 1.762E-7 5.691E-10

RIPF-IMEF굴뚝 1.086E-7 1.078E-7 1.074E-7 4.402E-10

ENE 6 신탄진

원자로실 굴뚝 3.294E-7 3.140E-7 3.221E-7 2.152E-10

RCI 굴뚝 4.004E-7 3.806E-7 3.912E-7 2.168E-10

RIPF-IMEF 굴뚝 2.946E-7 2.813E-7 2.881E-7 2.152E-10

WSW 8
유성   

관광단지

원자로실 굴뚝 5.088E-7 4.631E-7 4.214E-7 1.768E-10

RCI 굴뚝 5.314E-7 4.835E-7 3.924E-7 1.826E-10

RIPF-IMEF 굴뚝 4.901E-7 4.464E-7 4.535E-7 1.467E-10

SSE 13
대전시 

중심가

원자로실 굴뚝 5.373E-8 4.929E-8 5.171E-8 2.306E-11

RCI 굴뚝 5.952E-8 5.437E-8 5.719E-8 2.325E-11

RIPF-IMEF 굴뚝 5.067E-8 4.659E-8 4.883E-8 2.275E-11











   



   



   









시료 종류 채취 지점 채취 기간 방사능 
농도(Bq/L)

M
(Bq/L)

배출관리기준1) 
대비

기준
(Bq/L)

비율
(%)

빗물

독신료 2005.5.1-6.2005.5.31 0.600±0.035 0.040 30 2.0

본관동 2005.5.1-6.2005.5.31 0.107±0.044 0.015 30 0.36

제3연구동 2005.5.1-6.2005.5.31 0.184±0.030 0.020 30 0.61

기상탑 2005.5.1-6.2005.5.31 0.101±0.018 0.060 30 0.34

배출관리기준은 과학기술부 고시 2002-23호의 별표 3의 값임.

시료 
종류 채취 지점 채취 기간 M 초과 원인

빗물

독신료
2005.5.1

-
2005.5.31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131I를 생산하던 중 131I 생
산 핫셀과 연결된 주 굴뚝 활성탄 여과기 계통의 성능미달
로 방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일시적인 방사능 농도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추정됨.

본관동
2005.5.1

-
2005.5.31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131I를 생산하던 중 131I 생
산 핫셀과 연결된 주 굴뚝 활성탄 여과기 계통의 성능미달
로 방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일시적인 방사능 농도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추정됨.

제3연구동
2005.5.1

-
2005.5.31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131I를 생산하던 중 131I 생
산 핫셀과 연결된 주 굴뚝 활성탄 여과기 계통의 성능미달
로 방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일시적인 방사능 농도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추정됨.

기상탑
2005.5.1

-
2005.5.31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131I를 생산하던 중 131I 생
산 핫셀과 연결된 주 굴뚝 활성탄 여과기 계통의 성능미달
로 방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일시적인 방사능 농도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추정됨.



측정 지점 측정 일자 측정값(uR/h)
M uR/h

(uR/h)

M uR/h 

초과 시간

MW 동쪽

(부지내)
2005. 4. 8 33.2 22.5 7개월

측정 

지점
측정 일자

M uR/h 

초과 시간

M uR/h

초과 원인
환경영향평가

MW 동쪽

(부지내)
2005. 4. 8 7개월

 연구로 해체과정

에서 발생된 콘크

리트 등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한 

운반용기 3개를 

당일 오후 2시부

터 임시저장고에 

보관하면서 증가

현상이 발생함.

 공간방사선량률의 증가

로 인한 유효선량은 하

루 8시간 기준으로 보수

적으로 계산시 0.38 

mSv/y로 원자력시설 주

변 지역 일반인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1 mSv)

의 38%로서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함.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주제코드

  KAERI/RR-2653/2005

 제목/부제
                원자력시설주변 환경방사선 평가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최  근  식 (원자력환경연구부)

   연구자 및 부서명
이창우, 조 현, 정근호, 이완로, 김희령, 강문자, 김은한, 서경석, 이원윤,  

박두원, 박효국, 최상도, 최용호, 정효준, 김인규, 김국찬, 황원태, 소동섭

발 행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2006. 5

 페 이 지     168P  도    표       유( Ⅴ )        무(   )   크  기    A4 신판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Ⅴ ),   대외비(   ),   급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 구 위 탁 기 관  계약번호

   초록(300단어내외)

  

대덕원자력이용시설과 서울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 반경 30 Km 이내 지역에 대해 공간감마선

량률 측정과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실시하 다.

대덕원자력이용시설과 서울연구용원자로시설의 부지 및 주변의 공간감마선량률은 전년도와 비

슷한 수준을 보 고, 전알파, 전베타, 삼중수소, 우라늄 및 스트론튬 등 환경방사능 농도는 모든 

시료에 있어서 평상시변동범위내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감마동위원소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자연

방사성핵종인 40K 또는 7Be이 검출되었다. 단, 대덕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 낙진, 토양 및 하천토

에서 
137
Cs이 일부 검출되었고 서울연구용원자로시설의 경우 토양, 하천토 및 솔잎에서 

137
Cs 일부

가 검출되었다. 자연준위 수준으로 검출된 
137
Cs의 방사능 준위는 60∼70년대 실시된 대기권 핵실

험에 의한 전 지구적인 오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농도 조사 결과로부터 조사기간 동안 연구용원자로 운

으로 인한 부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향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공간감마선량률, 전알파, 전베타, 삼중수소, 우라늄, 스트론튬, 감마동

위원소분석, 환경방사능분석, 대덕원자력이용시설, 서울연구용원자로시

설, 기상관측, 기상탑, 주민선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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