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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보고서는 사고 누출된 삼중수소에 의한 농작물 오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적격실모델과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에 대한 것을 기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는 작물의 성장방정식을 

사용함으로써 작물의 성장단계에 따른 작물의 삼중수소 오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누출시점부터 추수시까지 대기, 토양 뿐 아니라 농작물들의 

(엽채류, 뿌리채소, 곡물류, 괴경류)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모델 검증을 위해 측정된 실험 데이터는 벼, 콩, 배추, 무에 대해 낮 시간에 

1시간동안 수행된 삼중수소 단기 피폭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조직자유수삼중수소 

(TFWT, tissue free water tritum)와 유기결합삼중수소(OBT, organically bound 

tritum)의 농도를 포함한다. 계산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농작물의 

삼중수소 농도의 시간 변화 뿐 아니라 삼중수소 누출시점의 작물의 성장단계 

향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결과와의 비교 결과 본 

모델은 고려된 4가지 농작물의 TFWT 및 OBT 농도를 잘 예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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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describes a dynamic compartment model for evaluating the tritium level in 

agricultural plants after a short-term exposure to HTO vapor and its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results to test the predictive accuracy of the model. The model uses a 

time-dependent growth equation of a plant so that it can predict the contamination 

level of tritium depending on the stage of the growth of the plant, which is a major 

difference from some other compartment models using a constant crop yield. The 

model is able to calculate the time variable concentrations of the compartments 

representing the atmosphere, soil, and plants of four categories including leafy 

vegetables, root vegetables, grains, and tuber plants. Experimental results include the 

tissue free water tritium (TFWT) and the organically bound tritium (OBT) concentration 

of rice, soybean, cabbage, and radish exposed to HTO vapor for 1 h in the daytime 

at different growth stages. The model predictions showed that the model could 

simulate well not only the time-dependent tritium concentration of the plants but also 

the effect of the growth stage of the plant at the exposure time. Comparison of the 

model prediction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suggested that the model could 

predict reasonably well the observed TFWT and OBT concentrations of the plant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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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삼중수소(T로 표기)는 질량수가 3이고 전화량이 1인 수소의 동위원소로 반감

기는 12.3년이며 β선을 방출하고 He-3으로 변환된다. 방출되는 β선 에너지는 평균 

6keV이고 최대 18keV이므로 인체의 피부를 침투할 만큼 크지 않다. 삼중수소는 자

연 상태에서 수소와 결합한 HT 또는 HTO 형태로 존재한다. 이중 HTO를 보통 

'tritiated water'로 표현한다. HTO는 고 에너지 우주선이 질소와 산소와 반응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지만 주로 인위적으로도 발생한다. 60년대 중반까지 핵

실험에 의해 발생된 삼중수소가 인간 생활권으로 다량 방출되었고, 핵재처리시설, 

중수로형 원자로등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로부터 꾸준히 

방출되고 있다. 1990년 기준으로 우주선에 의한 삼중수소는 약 1 EBq, 핵실험에 의

한 삼중수소는 반감기를 고려하여 약 52 EBq,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방출되는 삼중수

소는 년간 0.02EBq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Okada & Momoshima, 1993). 현재 공기 

수분의 삼중수소의 농도는 약 10Bq/l이며, 살아있는 유기체에는 이보다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자력시설로부터 누출된 삼중수소는 침적, 광합성, 호흡의 과정을 거쳐 육상 

생태계의 토양이나, 동식물로 전이된다(그림 1). 동식물로 전이된 삼중수소는 신진 

대사작용을 통해 유기 화합물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의 구성원자로 변환된

다. 이와 같이 유기화합물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OBT (organically bound tritium)라 

한다. 동식물 세포 조직의 자유수 내에 존재하는 HTO는 호흡이나 증산작용으로 외

부로 쉽게 배출되지만 (보통 10일의 체류기간), 화학적으로 변환된 OBT는 대체적

으로 비활성이며 배설작용이나 생분해에 의해 천천히 감소된다. 따라서 대사 작용

으로 생성된 OBT는 농작물 섭취시 방사능 내부 피폭의 주요 원인이다. 대기의 삼

중수소는 침적(deposition)에 의해 토양으로 전이되고, 토양으로 전이된 삼중수소는 

뿌리흡수를 통해 작물로 전이되어 인간이 섭취하면 내부 피폭에 기여하게 된다. 대

기에서 토양으로 침적된 가스 성분의 HT(g)는 토양 미생물에 의해 급격히 산화되

어 HTO 전환되어 HTO 순환 사이클에 동참한다. 침적된 HT(g)중 토양의 수분 증

발에 의해 약 20%는 대기 중으로 재유입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중수소 섭취모델은 삼중수소로 오염된 음식물 소비로 인한 내부 피폭 선량 

계산을 위한 것으로 농작물, 육류 등 일상생활을 위하는데 필요한 식품군이 삼중

수소에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식품의 삼중수소의 농도를 선량환산인자로 환산함

으로써 피폭의 정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삼중수소 누출에 의한 농작물오염 평가는 

선량계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정상 가동시에는 평형모델인 비방사

능모델(specific activity model)로부터 주변 환경 및 농작물에 대한 삼중수소 오염 

정도를 평가하고, 사고 유출 시에는 동적모델(dynamic model)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표1). 삼중수소 오염평가를 위한 

동적모델은 크게 상세모델 (Raskob, 1990, 1993; Russel & Ogram, 1992)과 선형격

실모델(Simth et al., 1995 ; Higgins, 1997; Barry et al., 1999)로 구분할 수 있다. 

상세모델은비교적 실시간 (보통 1시간 간격)으로 풍속, 강우량, 일조량, 온도, 습도 



- 2 -

및 광합성 효과를 반 하여 삼중수소 이동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누출효

과를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세모델은 막대한 양의 기상 및 부지 특성 데이터, 

모델의 복잡성 및 오랜 계산시간으로 인한 단점으로 누출 후 일주일 이내의 단기적

인 평가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선형격실모델은 환경시스템을 몇 개의 대표적 

격실로 구분하여 격실간 삼중수소 교환을 선형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한다. 기상조건 

등 부지특성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작물 생육기간의 평균값을 사용하므로 입력데이터 

수가 상세모델에 비해 현저히 적고, 모델 적용이 쉬워 장기평가에 주로 활용된다. 

    본 보고서는 삼중수소 사고 방출시 국내 농작물 오염 평가를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된 동적격실모델 ECOREA-H3에 대한 내용이다. 1장에서는 연구배경, 

2장에서는 ECOREA-H3의 특성, 3장에서는 ECOREA-H3 프로그램의 구조 및 입력

데이터, 제4장은 ECOREA-H3 검증을 위한 벼, 콩, 배추, 무의 삼중수소 모의 누출

실험에 대한 모델링 결과 및 실험과 모델의 비교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Fig 1. Exposure pathway of tri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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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삼중수소 선량평가모델의 특성

 *RODOS: 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off-site 

            nuclear emergency management

표2. 동적모델(dynamic model)의 특성

평형모델 동적모델

1) 정상 유츌 평가에 활용

2) 비방사능모델(Specific Activity 

   Model)

 -대기확산인자: 연평균 개념

 -자연적인 희석효과 미반 으로 과도한 

  선량 예측

 - HT(g) 고려 못함

3)Hybrid 모델

 -transfer factor 고려

 -모델에 따라 HT(g), OBT 고려

 -INDAC(KINS), K-DOSE60(KHNP)

1) 급성, 사고 유출 평기에 활용

 -사고 직후 평형상태 깨짐

2) 사고 지점의 기상 조건 반

3) 사고 후 주변 환경(대기, 작물, 토양) 

   의 삼중수소 장단기 농도 변화 예측

4) 누출시점의 작물 생육단계 및 

   추수까지 실제기간 반

5) HT(g) 누출효과 고려

6) RODOS* 구성모델

상세모델 (Process-oriented model) 선형모델(Linear rate model)

1) 전달상수

 - 물리 및 생화학적 모델 반

 - 실시간 (보통 1시간 간격) 기상 및

   기후(풍향, 풍속, 대기 안정도, 조도, 

   강우량, 온도 등) 조건 반

3) 막대한 양의 입력 데이터 및 값의 

   불확실성, 긴 계산시간이 단점

4) 누출 후 초기 100시간 이내 평가

5) UFOTRI (Raskob, 1990), ETMOD 

(Russel & Ogram, 1992)

1) 전달상수

  - 작물 생육 기간의 평균 데이터

  - 평형 조간에서 결정

2) 입력데이터의 최소화 및 적용 용이

3) 장기 평가에 적합

4) TRIF (Higgins, 1997), STAR-H3 

(Smith et al, 1995),  UFOTRI (Raskob, 

1991), ECOREA-H3 (this work)



- 4 -

제 2 장 모델 ECOREA-H3의 특성

2.1 모델의 일반 개요

     ECOREA-H3는 과도한 기상 및 작물의 데이터 없이 원자력시설로부터 사고 

누출된 삼중수소에 의해 오염된 농작물의 삼중수소 농도 예측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림2에 모델 ECOREA-H3에 대한 구성격실과 이동경로를 보여준다. 대기는 2개 

격실 (HTO 및 HT(g))로 구성되고, 토양은 깊이에 따라 다른 뿌리흡수율을 고려하

기 위하여 3개 격실로 나누었으며, 침적(deposition)과 증발(evaporation)은 표면토양

/표면수(벼의 경우)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인간이 섭취하는 농작물은 생육

형태에 따라 곡물류(벼, 보리, , 콩류), 엽채류(배추, 상추, 시금치 등), 괴경류 (감

자, 고구마), 뿌리채소(무, 홍당무 등)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작물의 종류에 따라 

구성 격실이 다르다. 곡물류(grain plant)는 벼, , 보리, 콩과 같이 알곡을 가지며 

가식부가 지상에 위치하는 식물군이다. 곡물식물은 크게 몸체(body)와 알곡(grain)

으로 나누어지며, 몸체와 알곡은 다시 각각 OBT 격실과 HTO 격실 2가지로 구분

된다. 대기로부터의 HTO 침적과 호흡 및 증산(assimilation and transpiration)은 몸

체 HTO 격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몸체 HTO 격실은 알곡 HTO 격실과 

서로 삼중수소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곡 OBT 격실로 전환된 삼중수소는 세

포조직에 비가역적으로 고정된다는 가정과 함께 알곡 OBT 격실에서 몸체 HTO격

실로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토양으로부터의 뿌리흡수는 몸체 HTO 격실을 통

해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벼의 경우는 다른 밭작물 곡물류와는 다르게 관개담

수로 인한 표면수가 존재하므로 표면수로부터의 물의 흡수에 의한 줄기기부흡수가 

존재한다. 한편 고구마, 감자와 같은 괴경류는 가식부가 땅 밑에 존재하므로 식물의 

몸체 뿐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도 수분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곡물류와 다르다. 따라

서 근군류의 경우 격실의 수는 곡물류와 동일하나 이동경로는 3개가 더 많다. 그에 

비해 무, 홍당무와 같은 뿌리식물은 몸체인 잎이 지상부에만 존재하므로 열매(뿌리)

를 통해서만 흡수가 일어난다. 상추, 배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는 가식부(잎)가 전

부 지상에 존재하며 열매가 없다. 이 경우 작물은 몸체 HTO 및 OBT 격실로만 구

성되며 뿌리흡수는 몸체 HTO 격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작물의 유기질에 있는 삼중수소의 일부분은 교환성 (exchangeable) OBT이다. 

이 OBT는 조직자유수 삼중수소와 동적 평형 (dynamic equilibrium)을 유지하여 

TFWT와 동일하게 거동하므로 TFWT와 구분할 필요가 없다 (Guenot & Belot, 

1984). 따라서 삼중수소에 오염된 농작물의 섭취로 인한 선량계산시 OBT는 비교환

성 (nonexchangeable) OBT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비교환성 OBT는 작물의 추수시

까지 조직 내부에 남아 사람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Diabate &Strack, 1993). 따라서 

본 모델에서도 OBT는 비교환성 OBT를 나타낸다. 본 모델에서는 작물몸체의 HTO 

및 OBT 격실 사이의 삼중수소 이동은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 다. 하나는 양 격실

이 삼중수소를 서로 교한할 수 있는 경우(모델 A)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몸체 HTO 

격실에서 OBT 격실 한 방향으로만 삼중수소가 전이되는 경우 (모델 B) 이다.  



- 5 -

UFOTRI (Raskob, 1990)의 장기 섭취모델은 모델 A의 개념과 동일하다. 

     격실 사이의 삼중수소의 이동은 각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와 전달속도상수의 

곱에 비례한다는 가정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dA
dt
= (K − λd )A                                      (1)

여기서 A 는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 벡터, K는 전달속도상수 메트릭스, λ d  는 삼중

수소의 붕괴상수( 6.44×10- 6  h
-1
)이다. 누출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는 0 이다. 삼중수소가 누출되는 동안 대기격실의 삼중수소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동시에 작물의 몸체HTO 격실로 삼중수소가 전이된다고 가정한다. 대기

에서 가스 상태의 HT(g)가 HTO로 산화되는데는 장기간(8∼10년)이 소요되므로 대

기에서 HT(g)→HTO(l)로의 변화는 무시하 다 (Smith et al., 1995). 가스 상태의 

삼중수소는 광합성에 직접 참가하지 않을 뿐 더러 물에 대한 용해도도 매우 낮아 

건침적만 일어나다. 토양에 침적된 후에 토양 미생물에 의해 HTO로 빠르게 산화되

어 물의 순환 사이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에서 HT(g) 형태로 배

Fig.2 Conceptual diagram of ECOREA-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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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삼중수소는 HTO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HT(g)에 의한 피폭은 

HTO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 (Peterson et al., 1997). 

2.2 식물성장 방정식 

    식물이 성장하면 함유수분과 유기질의 양이 변화하므로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

와 이동 플럭스에 향을 미친다. 작물은 가식부와 비가식부로 구분되는데 열매식

물(곡물류, 괴경류, 뿌리채소류)의 경우 가식부는 열매(콩, 벼, 보리, 고구마, 무 등), 

비가식부는 식물의 몸체이다. 가식부와 비가식부는 성장속도와 성장시점, 성장기간

이 서로 상이하므로 각각 독립적인 성장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식물 

성장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몸체와 열매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S자 

형태의 성장방정식을 적용하 다. 

      - 몸체

          
Bbody(t)=

B body,maxBbody, i

(B body,max-B body, i)e
- k bg t g

+B body, i
                    (2)

      - 열매 

          
B fruit(t)=

B fruit,maxB fruit, i

(B fruit,max-B fruit, i)e
- k fg t g

+B fruit, i
                    (3)

여기서 

       B body,max  : 추수시 몸체의 생체량 (kg/m
2
)

       B fruit,max  : 추수시 열매의 수확량 (kg/m
2
)

       B body, i  : 몸체의 초기 생체량(kg/m
2
)

       B fruit, i  : 열매의 초기 생체량(kg/m
2
)

       k bg  : 몸체의 성장상수 (h
-1
 ) 

       k fg  : 열매의 성장상수 (h
-1
 ) 

       t g  : 성장시점으로부터의 시간 (h)

    엽채류(상추, 시금치, 배추 등)는 열매가 존재하지 않고 몸체가 바로 가식부이

므로 식(2)만이 성장함수로 적용된다. 식 (2) 및 식(3)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들은 식

물의 고유 특성인자이며 입력데이터이다.

2.3 전달속도상수(transfer rate)의 결정

   광합성, 호흡, 증산작용이 대기와 작물사이의 삼중수소 교환의 주요 메카니즘이

다. 조직 자유수 내 삼중수소는 조직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모든 HTO 격실간을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격실 사이의 삼중수소 전달속도상수는 격실간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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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Raskob, 1990,1993). 

2.3.1 격실수소함량의 결정

   전달속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격실의 수소함량(inventory)을 알아야 한다. 

단위 면적당 공기 및 토양 격실의 수소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a(kg/m
2 )=Hm(m

3/m 2)×ρ(kg/m 3 )×11%  (공기)                    (4)

        Mss(kg/m
2
)=1000(kg/m

3
)×d 1(m)×θ×11%  (표면토양)                (5)

        Ms2(kg/m
2
)=1000(kg/m

3
)×d 2(m)×θ×11%  (토양2)                   (6)

        Ms3(kg/m
2 )=1000(kg/m 3)×d 3(m)×θ×11%  (토양3)                   (7)

여기서 

     H m  : 삼중수소 대기 plume의 높이 또는 대기의 혼합 역 높이 (m)

       ρ  : 공기의 절대습도 (kg/m3)

   d 1 , d 2 , d 3  : 각각 표면토양, 토양2 및 토양3 의 두께 (m)

      θ  : 토양의 평균 수분 함수율 (-) 

벼의 경우 표면토양을 대신하는 표면수격실의 수소 함량은 다음과 같다.

        Mss(kg/m
2 )=1000(kg/m 3)×d sw(m)×11%  (표면수격실)                (8)

dsw(m)는 표면수의 평균 깊이이다. 한편 식물의 몸체와 열매(콩, 벼, 보리, 고구마, 

감자 등)의 생체량이 수분을 포함한 무게로 주어질 때 HTO 및 OBT 격실의 수소

함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Mbh(kg/m
2 )=Bbody(t)×f bh×11%  (몸체 HTO)                         (9)

       Mbo(kg/m
2
)=Bbody(t)×(1- f bh )×f org  (몸체 OBT)                    (10)

       Mfh(kg/m
2
)=Bfruit(t)×f fh×11%   (열매 HTO)                        (11)

       Mfo(kg/m
2 )=Bfruit(t)×(1- f fh )×f org  (열매 OBT)                     (12)

여기서 fbh는 몸체의 수분 함량비, f fh는 열매의 수분 함량비, forg는 유기물의 수소

함량비로 작물별로 다른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의 수소 함량비는 해당 농

작물의 유기물(지방, 단백질 탄수화물)구성비와 각 유기물의 수소 함량비(지방:12%, 

탄수화물:7%, 단백질:6%)의 곱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농작물

에 대해 유기물의 약 8%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 (Raskob, 1990). 식

(9)∼식(10)을 이용하여 작물의 삼중수소의 함량을 성장단계별로 구하기 때문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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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삼중수소 오염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2.3.2 전달상수의 결정

    작물별 격실간 전달상수는 표3에 요약하 으며 다음과 같이 구하 다.

2.3.2.1 엽채류

(a) k a, a  (atmosphere→outside)

   대기격실의 삼중수소가 확산되어 사라지는 손도는 1시간의 유효반감기를 가정하

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k a, a (h
-1 )=

ln 2
1(h)

= 0.693 h - 1                                (13)

(b) k s3, s3  (soil 3→deeper soil)

   심부토양으로의 전달속도상수( k s3, s3)는 모든 밭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

하 다(Raskob, 1990). 

           k s3,s3(h
-1)  = 3.42×10 - 4  (밭작물)                              (14)

단 곡물류 중 벼의 경우는 관개담수로 인해 벼의 생육 중에 표면수가 존재하므로 

논토양 속으로의 물의 침투속도를 반 하여 k s3,s3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벼)                                (15)

위식에서 WH2O은 토양내 물의 이동속도, (ds) 는 토양의 두께이며, φ는 토양의 공

극률이다. 토양이 수분에 포화되어 있으면 공극률 φ와 수분함수율 θ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

(c) k bh, a  (식물몸체 HTO → atmosphere)

   식물몸체 HTO 격실에서 증산작용 또는 호흡에 의해 대기로 방출되는 삼중수소

의 손실은 몸체의 수분함량(µ)이 0.4 kg/m2일때 1시간의 손실 유효반감기를 가지

며, 손실유효반감기는 수분함량에 비례한다는 가정으로부터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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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h,a(h
− 1 ) =

0.693
2 (µ (t )/0.4)

=
0.139
µ (t)

                           (16)  

위 식의 분모의 2는 호흡에 의한 수분방출이 주로 밤에 일어나므로 하루 평균을 고

려한 것이다. 식물성장에 따른 몸체의 수분함량(µ)은 성장방정식과 수분함량비로부

터 구한다. 

(d) k a, bh  (atmosphere→식물몸체 HTO)

    식물몸체 HTO 격실과 대기격실이 평형에 있을 때 양 격실간의 삼중수소 플럭

스 비가 Ra로 일정하다고 하면 다음 식이 만족된다. 

          Ra=
k a, bhM a
k bh,aM bh                                                 (17)

따라서 

          k a, bh(h
-1 )=

Rak bh, aM bh
M a                                       (18)

(e) k a, ss  or k a, sw (atmosphere→표면토양 혹은 표면수)

   삼중수소가 Vd(m/h)의 침적속도로 건침적 되었다면 건침적을 통한 대기에서 토

양으로의 삼중수소 이동 플럭스, F dry(kg/m
2
h)는 다음과 같다. 

         )2/3(

)2/()/(

mmmH

mkgaMhmdV
dryF

×
=

                                          (19)

  

강우량이 Rrain(kg/m
2
h)일 때 건침적을 포함한 전체 침적에 의한 삼중수소의 이동 

플럭스는ka,ssMa와 같으므로 ka, ss(혹은 ka,sw )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ka,ss = Vd/Hm+ 0.11Rrain/Ma                                     (20)

식(20)은 HTO 및 HT(g)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HT(g)는 습침적이 없으므로 우

변의 두 번째 항은 무시된다.

(f) k ss, a  (표면토양→atmosphere)

   평형상태에서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삼중수소의 순플럭스, F ss, a(kg/m
2
h)는 

전체토양을 빠져나가는 것과 유입되는 플럭스 차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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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a = k  a, ssMa − ks3, s3Ms3 − (kss,bhMss+ ks2,bhMbh+ ks3,b hMbh )            (21)

위식의 우변 마지막 세항의 합은 총 뿌리흡수 속도이다. 평형조건에서 식물전체에 

대한 삼중수소 물질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k bh,aMbh = ka,bhMa+ (kss,b hMss + ks2 ,bhMbh+ ks3,bhMbh )                   (22)

식 (2.17)과 식(2.22)으로부터 총 뿌리흡수는 다음과 같다.

         kss,bhMss+ ks2,bhMbh+ ks3, bhMbh = (1 − Ra )ka, bhMa  /Ra                (23)

따라서

         kss,a = (k  a,ssMa − ks3 , s3Ms3− (1 − Ra )ka, bhMa/Ra )/Mss                  (24)

(g) k s2, ss(soil 2→표면토양) 및 k s3, s2(soil 3 → soil 2)

   토양 격실간 수소이동은 격실간 확산(diffusion), 뿌리흡수, 토양심부로의 침출

(leaching)에 의해 일어난다. 확산에 의해 토양2 및 토양3로부터 지표방향으로 이동

하는 삼중수소 플럭스는 토양3에서 심부토양으로 사라지는 삼중수소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 따라서

          2

33,3)1(1,2
sM
sMsskhssk =−
                                            (25)

같은 방법으로

          3

33,3)1(2,3
sM

sMsskhssk =−

                                            (26)

한편 벼의 경우 관개담수로 인해 표면수가 토양 위에 항상 존재하므로 표면수에서 

심부토양 방향으로만 물의 이동이 존재한다. 따라서 벼의 경우 ks2, ss  및 ks3, s2는 0

의 값을 가진다.

(h) k ss, bh, k s2, sbh, k s3, bh  (토양→ 몸체 HTO)

   토양으로부터 뿌리흡수는 토양깊이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한다. 표면토양, 토양2, 

토양3 격실로부터의 뿌리 흡수율이 각각 F 1,F 2,F 3라고 한다면(단 F1+F2+F3=1) 

식(23)을 이용하여 각 토양으로부터 뿌리흡수에 의한 전달속도상수들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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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ss, bh(h
-1 )=

1-R a

R a

k a, bhM a

M ss
×F 1                              (27)

          k s2, bh(h
-1
)=

1-R a

R a

k a, bhM a

M s2
×F 2                              (28)

          k s3, bh(h
-1
)=

1-R a

R a

k a, bhM a

M s3
×F 3                              (29) 

(i) k ss, s2  (표면토양→soil 2) 및  k s2, s3  (soil 2 → soil 3)

   평형조건에서 표면토양→토양2 격실 방향의 수소 플럭스 F ss, s2(kg/m
2
h)는 다음

의 물질수지식을 만족한다. 

         1),1,1(21,21,2,1 sMaskgbhsksMsskaMsakssF +−+=
                          (30)

따라서 k s1, s2는 다음과 같다.

         1

2,1)1(2,1
sM
ssFhssk =−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양2→토양3 격실 방향의 수소의 플럭스 F s2, s3  (kg/m
2
h)와 

전달속도상수 k s2, s3는 각각 다음과 같다. 

         2),21,2(32,312,13,2 sMgbhskssksMssksMsskssF +−+=
                       (32)

         2

3,2)1(3,2
sM
ssFhssk =−
                                               (33)

(j) k bh, bo  (몸체 HTO→몸체 OBT) 및 k bo, bh  (몸체 OBT→몸체 HTO)

   모델 A의 경우 평형상태에서 몸체의 OBT 격실과 HTO 격실 사이의 삼중수소 

농도 비를 1로 가정한다. 또한 몸체의 OBT 격실에서 HTO 격실로의 삼중수소 손

실의 유효반감기를 T bo(h)라 하면 k bh, bo , k bo, bh는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k bo, bh(h
- 1 )=

0.693
Tbo(h)                                           (34)

         k bh, bo(h
- 1
)=

k bo, bhM bo(t)

Mbh(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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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델 B에서는 몸체 OBT에서 몸체 HTO 격실로 삼중수소 이동은 없으므로 

kbo,bh의 값은 0 이며, 몸체 HTO에서 OBT 격실로의 삼중수소 이동속도는 몸체 의 

성장기간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kbh,bo(h
-1)=

0.693×Mbo(t)

(Tbb (h)/2)Mbh(t)                                      (36)

여기서 Tbb는 작물 몸체의 성장기간이다.

 

2.3.2.2 곡물류

   곡물은 열매가 존재하므로 몸체격실과 열매격실 사이의 전달상수를 추가로 고려

하여 주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곡물 시스템의 전달상수는 다음과 같다.

(k) k bh, fh  (몸체 HTO→열매 HTO)

    몸체 HTO 격실로부터 열매 HTO 격실로의 수소 손실에 대한 유효반감기를 

Tbh(h)라 하면 k bh, fh는 다음과 같다.

        k bh, fh(h
-1 )=0.693/Tbh(h)                                        (37)

(l) k fh, bh  (열매 HTO→몸체 HTO)

    평형상태에서 몸체 HTO 격실과 열매 HTO 격실 사이의 수소 이동 플럭스 비

를 1로 가정하면 열매HTO 격실에서 몸체 HTO 격실 방향의 전달상수는 다음과 같

다. 

        k fh, bh(h
-1 )=

k bh, fhM bh(t)

Mfh(t)                                        (38)

(m) k bh, fo  (몸체 HTO→열매 OBT)

    열매 OBT로 전환된 삼중수소는 세포조직에 고정되어 다시 용해되지 않는다는 

가정과 함께 열매 OBT에서 몸체 HTO 격실로의 삼중수소 이동은 고려하지 않는

다. 열매의 성장기간을 Tff(d)라 하면 몸체 HTO 격실에서 열매 OBT 격실로의 전

달속도상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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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bh, fo(h
-1 )=

0.693×Mfo(t)

(Tff (h)/2)Mbh(t)                                    (39)

곡물류에 대한 격실간 전달속도는 표4에 요약하 다. 곡물류에 속하는 벼는 재배기

간 동안 관개담수를 하므로 토양 격실간의 삼중수소 이동경로가 밭에서 생산되는 

곡물과 조금 다르다. 즉 관개수로 인해 심부토양에서 토양표면으로의 물의 이동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Ks2,s3 및 Ks3,s2 에 대응되는 물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았

다. 또한 심부토양으로 사라지는 물의 이동속도 Ks3,s3의 값으로 서구 밭작물에 대한 

평균값[1] 대신 국내 논토양에 대한 물의 침투속도(Winf)를 이용하여 구하 다.

2.3.2.3 괴경(tuber) 식물

    감자, 고구마 같은 괴경 식물의 경우는 열매가 땅 밑에 존재하여 열매가 뿌리

를 통해 수분을 일부 흡수하므로 토양에서 열매 HTO격실로의 이동경로가 3개 추

가되며 뿌리흡수 상수가 수정되어야 한다. 총 뿌리흡수 중 5/6는 몸체HTO에서, 나

머지 1/6은 열매에서 흡수한다고 가정하고 표면토양, 토양2, 토양3으로부터의 뿌리 

흡수율이 각각 F 1,F 2,F 3라고 한다면 토양으로부터 뿌리흡수에 의한 전달속도상수

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 ss, bh(h
-1
)=

1-R a

R a

k a, bhM a

M ss
×F 1×

5
6                           (40)

          k s2, bh(h
-1 )=

1-R a

R a

k a, bhM a

M s2
×F 2×

5
6                           (41)

          k s3, bh(h
-1
)=

1-R a

R a

k a, bhM a

M s3
×F 3×

5
6                           (42) 

          k ss, fh(h
-1
)=

1-R a

R a

k a, bhM a

M ss
×F 1×

1
6                           (43)

          k s2, fh(h
-1 )=

1-R a

R a

k a, bhM a

M s2
×F 2×

1
6                           (44)

          k s3, fh(h
-1
)=

1-R a

R a

k a, bhM a

M s3
×F 3×

1
6                           (45) 

   한편 평형상태에서 열매 HTO 격실은 토양과 몸체부터 각각 50% 씩 물을 흡수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몸체 HTO 격실로부터 열매 HTO 격실로의 물의 흡수는 

총 뿌리흡수의 1/6과 같으므로 k bh, fh는 다음의 식으로 결정된다.

         k bh, fh(h
-1 )=

1-Ra
Ra

k a, bhM a
M bh

×
1
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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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상태에서 열매 HTO 격실→ 몸체 HTO 격실로의 삼중수소 이동 플럭스는 열매 

HTO 격실로 유입되는 총 플럭스와 동일하고, 총 유입 플럭스는 토양으로부터 유입

되는 플럭스의 2배와 같다. 따라서 k fh, bh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 fh, bh(h
-1
)=

(1-Ra)k bh,aM bh
M fh

×
2
6                              (47)

2.3.2.4 뿌리 (root) 식물

   무, 홍당무와 같은 뿌리식물의 경우는 괴경류와 유사하나 식물 지상부에 노출되

어 있는 작물 몸체는 직접 뿌리흡수에 참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뿌리흡수는 

열매(뿌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토양으로부터 작물 몸체(잎)로 직접 전이되

는 삼중수소는 없으므로 kss,bh, ks2,bh, ks3,bh는 모두 0의 값을 가진다. 토양으로부터 

뿌리흡수에 의한 전달속도상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 ss,fh(h
-1)=

1-R a
R a

k a,bhM a

Mss
×F 1                                   (48)

          k s2,fh(h
-1)=

1-R a
R a

k a,bhM a

Ms2
×F2                                   (49)

          k s3,fh(h
-1)=

1-R a
R a

k a,bhM a

Ms3
×F3                                   (50) 

   한편 평형상태에서 열매 HTO 격실은 토양과 몸체부터 각각 50% 씩 물을 흡수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몸체 HTO 격실로부터 열매 HTO 격실로의 물의 흡수는 

총 뿌리흡수와 같으므로 k bh, fh는 다음의 식으로 결정된다.

         k bh,fh(h
-1)=

1-Ra
Ra

k a,bhMa
Mbh                                       (51) 

                   

평형상태에서 열매 HTO 격실→ 몸체 HTO 격실로의 삼중수소 이동 플럭스는 열매 

HTO 격실로 유입되는 총 플럭스와 동일하고, 총 유입 플럭스는 토양으로부터 유입

되는 플럭스의 2배와 같다. 따라서 k fh, bh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 fh,bh(h
-1)=

2(1-Ra)k bh,aMbh
Mfh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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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ansfer rate constants between compartments 

Notes:
a) Transfer rate constant from compartment i to j (a: atmosphere, ss: surface soil (surface water for rice), s2: surface 2, s3: surface 3,

      bh: body HTO, bo: body OBT, fh: fruit HTO, fo: fruit OBT)
b) Hydrogen inventory of compartments is calculated as follows; 
- Ma=Hm  s  RHa (2/18) 
- Mss=1000  d1    (2/18) for dry-farming fields, or Mss=1000  d1 (depth of surface water)  (2/18) for rice-fields 
- Ms2=1000  d2    (2/18) 
- Ms3=1000  d3    (2/18) 
- Mbh=(Bbody(fresh)-Bbody(dry))  (2/18) or Bbody(fresh) x fbh (2/18) 
- Mbo=Bbody(dry)  forg 
- Mfh=(Bfruit(fresh)-Bfruit(dry)) (2/18) or Bbody(fresh) x ffh  (2/18) 
- Mfo=Bfruit(dry)  forg 

Transfer rate
constant
Ki,j
a)

Value ( h
-1
)

leafy plant                 grain plant                      tuber plant                     root vegetables

     Ka,a                     0.693 (Raskob, 1990)         0.693 (Raskob, 1990)             0.693 (Raskob, 1990)            0.693 (Raskob, 1990)
     Ks3,s3                3.42 x 10

-4 (Raskob, 1990)       3.42 x 10-4 (Raskob, 1990),      3.42 x 10-4 (Raskob, 1990)        3.42 x 10-4 (Raskob, 1990
                                                          WH2O/dsoil/θ for rice

Kbh,a                0.139/ μ based on 0.347         0.139/ μ based on 0.347         0.139/ μ based on 0.347          0.139/ μ based on 0.347
 when μ=0.4 kg/m2           when μ=0.4 kg/m2               when μ=0.4 kg/m2                  when μ=0.4 kg/m2

Ka,bh                     RaKbh,,aMbh/Ma
b)                  RaKbh,,aMbh/Ma                   RaKbh,,aMbh/Ma                    RaKbh,,aMbh/Ma

Ka,ss               Vd,HTO/Hm +(2/18) x Rrain/Ma         Vd,HTO/Hm +(2/18) x Rrain/Ma       Vd,HTO/Hm +(2/18) x Rrain/Ma        Vd,HTO/Hm +(2/18) x Rrain/Ma
Kss,a                     (Ka,ssMa-Ks3,s2Ms3-(1-           (Ka,ssMa-Ks3,s2Ms3-(1-             (Ka,ssMa-Ks3,s2Ms3-(1-              (Ka,ssMa-Ks3,s2Ms3-(1-

Ra)/RaKa,bhMa)/Mss               Ra)/RaKa,bhMa)/Mss                 Ra)/RaKa,bhMa)/Mss                 Ra)/RaKa,bhMa)/Mss
Kss,bh                  (1-Ra)/RaKa,bhMa/MssF1             (1-Ra)/RaKa,bhMa/MssF1          (1-Ra)/RaKa,bhMa/MssF1☓5/6)                -
Ks2,bh                  (1-Ra)/RaKa,bhMa/Ms2F2            (1-Ra)/RaKa,bhMa/Ms2F2           (1-Ra)/RaKa,bhMa/Ms2F2☓5/6)                -
Ks3,bh                  (1-Ra)/RaKa,bhMa/Ms3F3            (1-Ra)/RaKa,bhMa/Ms3F3           (1-Ra)/RaKa,bhMa/Ms3F3☓5/6)                -
Kss,fh                             -                         -                       (1-Ra)/RaKa,bhMa/MssF1☓1/6)       (1-Ra)/RaKa,bhMa/MssF1
Ks2,fh-                            -                         -                       (1-Ra)/RaKa,bhMa/Ms2F2☓1/6)       (1-Ra)/RaKa,bhMa/Ms2F2 
Ks3,fh                             -                        -                        (1-Ra)/RaKa,bhMa/Ms3F3☓1/6)       (1-Ra)/RaKa,bhMa/Ms3F3

  Ks2,ss                 Ks3,s3Ms3/Ms2                  Ks3,s3Ms3/Ms2  but 0 for rice               Ks3,s3Ms3/Ms2             Ks3,s3Ms3/Ms2
Ks3,s2                Ks3,s3Ms3/Ms3 (=Ks3,s3)           Ks3,s3Ms3/Ms3 (=Ks3,s3) but                Ks3,s3Ms3/Ms3 (=Ks3,s3)          Ks3,s3Ms3/Ms3 (=Ks3,s3)
                                                      0 for rice
Kss,s2               (Ka,ssMa+Ks2,ssMs2)/Mss-           (Ka,ssMa+Ks2,ssMs2)/Mss-                (Ka,ssMa+Ks2,ssMs2)/Mss-          (Ka,ssMa+Ks2,ssMs2)/Mss-

 (Kss,bh +Kss,a)                   (Kss,bh +Kss,a)                           (Kss,bh +Kss,a)                   (Kss,bh +Kss,a)
Ks2,s3               (Kss,s2Mss+Ks3,s2Ms3)/Ms2-         (Kss,s2Mss+Ks3,s2Ms3)/Ms2-                (Kss,s2Mss+Ks3,s2Ms3)/Ms2-        (Kss,s2Mss+Ks3,s2Ms3)/Ms2-

(Ks2,ss +Ks2,bh)                  (Ks2,ss +Ks2,bh)                          (Ks2,ss +Ks2,bh)                  (Ks2,ss +Ks2,bh)
Kbo,bh              0.693/Tbo (Pathway A),           0.693/Tbo (Pathway A),                  0.693/Tbo (Pathway A),          0.693/Tbo (Pathway A),

0 (Pathway B)                   0 (Pathway B)                         0 (Pathway B)                 0 (Pathway B)
  Kbh,bo             Kbo,bhMbo/Mbh (Pathway A),          Kbo,bhMbo/Mbh (Pathway A),          Kbo,bhMbo/Mbh (Pathway A),       Kbo,bhMbo/Mbh (Pathway A),

      1.386xMbo/Tbb/Mbh (Pathway B)        1.386x Mbo/Tbb/Mbh (Pathway B)     1.386x Mbo/Tbb/Mbh (Pathway B)   1.386x Mbo/Tbb/Mbh (Pathway B)
  Kbh,fh                        -                             0.693/Tbh                    (1-Ra)/RaKa,bhMa/Mbh☓1/6)         (1-Ra)/RaKa,bhMa/Mbh
  Kfh,bh                        -                          Kbh,fhMbh/Mfh                     (1-Ra)/RaKa,bhMa/Mfh☓2/6)         2(1-Ra)/RaKa,bhMa/Mfh
  Kbh,fo                        -                       1.386 x Mfo/Tff/Mbh                     1.386 x Mfo/Tff/Mbh            1.386 x Mfo/Tff/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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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ECOEA-H3 프로그램 구조 및 입력 데이터

3.1 프로그램 구조

    ECOREA-H3의 프로그램 구조는 그림3에서 보여준다. 1개의 주프로그램, 10개

의 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입력데이터는 외부파일로부터 공급된다. 

1) Main program

    시스템의 초기화 및 계산결과의 출력을 control 한다. 

2) Subroutine YINI

    모델방정식의 초기 조건을 설정한다. 

3) Subroutine DIVPAG

    연립 상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한 IMSL의 package 프로그램이다. 

4) Subroutine CONVERT

    단위면적당 농도(Bq/m
2
)를 단위부피 또는 단위질량농도 (Bq/l or Bq/kg)로 전

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subroutine H2MASS로부터 각 격실의 수분의 양

을 ‘COMMON' 을 통해 제공 받는다.

5) Subroutine FCN

    미분방정식의 함수를 지정하는 곳이다. 작물별로 미분방정식 세트는 구분되며 

작물은 정수 NPLANT (1:leafy, 2:grain, 3:tuber)에 의해 지정된다. NPLANT는 

계산시 interactive하게 keyboard로 입력된다. 

6) Subroutine FCNJ

   FCN에서 정의된 합수의 Jacobian matrix를 구하는 부프로그램이다. 함수형태로 

공급하거나 수치해석적으로 구한다.  

7) Subroutine RATE_CONST

   작물별 격실간 전달속도수를 정의한다. 작물은 정수 NPLANT (1:leafy, 2:grain, 

3:tuber, 4:root)에 의해 지정되며, NPLANT는 계산시 interactive하게 keyboard

로 입력된다. 

8) Subroutine H2MASS

   각 격실의 수분 및 수소의 양을 결정한다. 이곳의 결과는 'COMMON' 을 이용

하여 다른 subroutine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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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unction BODY/ Function FRUIT

   각각 식물의 body와 fruit의 생체량을 계산한다. 

10) Function Julday

    달력의 date를 julian day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3.2 입력 데이터

   ECOREA-H3의 입력데이터는 외부에서 공급되며 파일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

다. 모든 입력데이터는 free-format 으로 작성한다.

 Data Set 0:

      READ(13,900) NPROBM,(TITLE(I),I=1,7) -> data type: character 

    1) NPROBM: 데이터 파일 번호 

    2) TITLE: 입력데이터의 내용 기술

Fig 3. Program structure of ECOREA-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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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1:

      READ(13,901) (DATNAM(J),J=1,8) -> data type: character 

      READ(13,*) CA0, ROWI, ROWA, RHI, TDEP -> data type: real

   1) DATNAM: 데이터 세트 1 이름 지정

   2) CA0: 삼중수소 누출공기 수분의 삼중수소 평균농도 (Bq/mL)

   3) ROWI: 누출시 포화공기의 절대습도 (kg/m
3
)

   4) ROWA: 작물성장기간 평균 공기 절대습도 (kg/m
3
)

   5) RHI: 누출공기의 상대습도 (-) 

   6) TDEP: 삼중수소 누출시간 (h)

Data Set 2: 

      READ(13,901) (DATNAM(J),J=1,8) -> data type: character 

      READ(13,*) DMM, DDD, DYY, DHH -> data type: integer 

    1) DATNAM: 데이터 세트 2 이름 지정

    2) DMM, DDD, DYY: 누출월, 누출일, 누출년도 

    3) DHH:누출시각 (예, 오전10시:10, 오후3시:15)

Data Set 3: 

       READ(13,901) (DATNAM(J),J=1,8)  -> data type: character 

       READ(13,*) HM, VD, RRAIN -> data type: real

    1) DATNAM: 데이터 세트 3 이름 지정 

    2) HM: 대기 혼합층 높이 (m) 

    3) VD: 침적속도 (m/h)

    4) RRAIN: 연간 평균 강우량 (kg/m
2
h)

Data Set 4: 

      READ(13,901) (DATNAM(J),J=1,8) -> data type: character 

      READ(13,*) D1, D2, D3, THETA, RA1, RA2, RA3 -> data type: character 

     1) DATNAM: 데이터 세트 4 이름 지정

     2) D1: 표면토양의 두께 또는 표면수(벼의 경우)의 깊이 (m)

     3) D2: 토양 2의 두께 (m)

     4) D3: 토양 3의 두께 (m)

     5) THETA: 토양의 수분함유율 (-)

     6) RA1: 작물의 총토양흡수 중 표면토양 또는 표면수로부터 흡수비 (-)

     7) RA2: 작물의 총토양흡수 중 토양2로부터 흡수비 (-)

     8) RA3: 작물의 총토양흡수 중 토양3으로부터 흡수비 (-)

Data Set 5:  

      READ(13,901) (DATNAM(J),J=1,8) -> data type: character 

      READ(13,*) RA, TBB, TGG, TGBO, TGBH -> data typ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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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ATNAM: 데이터 세트 5 이름 지정

     2) RA: 대기-작물몸체 평형 농도비 (-)

     3) TBB: 작물 몸체의 평균 성장기간 (h) -> 모델 B의 경우만 사용되며 모델  

              A 적용시는 0으로 지정

     4) TGG: 열매의 평균 성장기간 (h) ->leafy 식물의 경우 0으로 지정

     5) TGBO: 작물몸체 OBT 격실에서 HTO 격실로의 삼중수소 손실 유효       

               반감기 (h) -> 모델 A의 경우만 사용되며 모델 B 적용시는 0으로  

               지정

     6) TGBH: 작물몸체 HTO 격실에서 몸체 OBT 격실로의 삼중수소 손실 유효  

               반감기 (h) -> grain (벼 포함) 식물의 경우만 적용, 다른 종류의 

                            식물은 0으로 지정

Data Set 6: 

      READ(13,901) (DATNAM(J),J=1,8) -> data type: character 

      READ(13,*) NV, NW, NFRESH, WINF -> data type: 3*integer, real 

      READ(13,*) FBMAX, FBMIN, FBGC, FGBH -> data type: real 

      READ(13,*) DBMAX, DBMIN, DBGC -> data type: real 

      READ(13,*) FGMAX, FGMIN, FGGC, FGH -> data type: real 

      READ(13,*) DGMAX, DGMIN, DGGC -> data type: real 

      1) DATNAM: 데이터 세트 6 이름 지정

      2) NV: 작물의 종류 지정 (1: leafy, 2: grain, 3: tuber, 4:rice)

      3) NW: 성장함수의 형식지정 (1: 건조무게 또는 습윤무게 기준의 성장함수   

           1개만 사용, ≠1: 건조무게 및 습윤무게 기준의 성장함수 동시 사용)

      4) NFRESH: NW가 1일때 성장함수 형식 지정(“1”: 건조무게 기준의 

                   성장함수, “2”: 습윤무게 기준의 성장함수)

                   NW≠1 이면 0으로 지정

      5) WINF: 물의 토양 이동 속도 (m/h) (NV가 4인 경우만 사용, NV가 4가   

           아니면 0으로 지정)

      7) FBMAX, FBMIN, FBGC: 습윤무게 기준의 작물 몸체의 성장함수        

           파라미터 (최대생체량(kg-wet/m
2
), 초기생체량(kg-wet/m

2
),            

           성장속도상수(d
-1
)). 사용되지 않으면 0으로 지정.

      8) FGBH: 작물 몸체의 수분 함량비 (NW이 1인 경우만 사용됨. NW이 1이  

           아니면 0으로 지정)

      9) DBMAX, DBMIN ,DBGC: 건조무게 기준의 작물 몸체의 성장함수        

           파라미터 (최대생체량(kg-dry /m
2
), 초기생체량(kg-dry /m

2
),           

           성장속도상수(d
-1
)). 사용되지 않으면 0으로 지정

     10) FGMAX, FGMIN, FGGC: 습윤무게 기준의 열매의 성장함수 파라미터    

           (최대생체량(kg-wet/m
2
), 초기생체량(kg-wet/m

2
), 성장속도상수(d

-1
)).

           사용되지 않으면 0으로 지정.

     11) FGH: 작물 몸체의 수분 함량비 (NW이 1인 경우만 사용됨. NW이 1이    



- 20 -

            아니면 0으로 지정)

     12) DGMAX, DGMIN, DGGC: 건조무게 기준의 열매의 성장함수 파라미터    

           (최대생체량(kg-dry/m
2
), 초기생체량(kg-dry /m

2
), 성장속도상수(d

-1
)).

           사용되지 않으면 0으로 지정.

Data Set 7:  

      READ(13,901) (DATNAM(J),J=1,8) -> data type: character 

      READ(13,*) BSMM, BSDD, BVMM, BVDD, BHMM, BHDD, FSMM,      

                  FSDD, FHMM, FHDD -> data type: integer

      1) DATNAM: 데이터 세트 7 이름 지정

      2) BSMM, BSDD: 작물의 이식일 또는 파종일 (월/일)

      3) BVMM, BVDD: 작물 몸체가 토양위로 노출된 일자 (월/일)

      4) BHMM, BHDD: 작물몸체 수확일자 (월/일)

      5) FSMM, FSDD: 열매 출수일자 (월/일)

      6) FHMM, FHDD: 열매 수확일자(월/일) (보통 BHMM, BHDD와 같다)

표4에 벼의 피폭실험 계산을 위한 입력데이터 파일의 한 예(Rice-1)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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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입력데이터 파일의 작성 예 (Rice-1의 경우)

 1    TEST PROBLEM FOR H3 DEPOSITION ON RICE 

DATA SET 1: CA0, ROWI, ROW, RHI, TDEP

55634 0.039 0.012 0.90 1.0

DATA SET 2: DMM, DDD, DYY, DHH

8 25 2003 10

DATA SET 3: HM, VD, RRAIN

1.D3 18.0 0.07

DATA SET 4: D1, D2, D3, THETA, RA1, RA2, RA3

0.03 0.1 0.15 0.4 0.2 0.40 0.40

DATA SET 5:RA, TBB, TGG, TGBO, TGBH

0.5 1440. 1440. 240. 2.0  

DATA SET 6: NV, NW, NFRESH, WINF

4 2 0 2.3D-4

4.4 0.11 0.11 0.0

1.58 0.032 0.094  

1.72 .1D-5 0.167 0.0

1.3 1.D-5 0.15   

DATA SET 7: BSMM, BSDD, BVMM, BVDD, BHMM, BHDD, FSMM, FSDD, 

5 26 5 26 10 10 8 14 10 10

END OF DATA



- 22 -

제 4 장 ECOREA-H3의 검증

4.1 삼중수소 모의 누출실험

4.1.1 작물의 성장

   모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벼, 콩, 배추, 무에 대한 삼중수소 피폭실험을 수행

하 다. 모든 작물은 야외에서 플라스틱 포트에 재배되었으며 표5에 작물별 생육일

자 및 성장방정식의 파라미터를 보여준다. 벼는 5월26일 이식하 고, 벼 이삭의 출

수일은 8월14일 추수는 10월10일 하 다. 콩은 5월22일 파종하 고, 콩 열매는 7월

20일경에 출현하 으며 추수일은 10월5일이었다. 배추와 무는 각각 8월24일과 8월

23일 파종하 으며, 지상부로 싹이 출현된 일자는 두 작물 모두 8월30일 경이었다. 

배추와 무의 추수일은 각각 11월 13일과 11월12일이었다. 각 작물의 성장단계별로 

작물을 채취하여 몸체와 열매를 분리한 후 부위별 무게를 측정하 으며, 이렇게 얻

은 생체량 데이터에 식(2) 및 식(3)을 fitting하여 (Kuester & Mize, 1973), 성장함수

의 파라미터를 구하 다. 그림4에 벼, 콩, 배추, 무의 측정된 생체량 데이터와 대응

되는 성장곡선을 보여준다. 벼와 콩의 경우 건조 전후의 무게를 각각 측정하여 건

조 전후의 생체량 곡선을 각각 구하 으며 건조 전후의 무게 차이가 벼와 콩의 수

분 함량이다

4.1.2 작물의 피폭실험

     삼중수소 피폭은 특별히 제작한 폐된 피폭상자를 이용하여 작물들의 성장 

단계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 다(그림5). 작물이 생육중인 포트를 피폭상자로 

이동시킨 후 HTO 용액을 피폭상자 내의 가열판 위에 놓고 오전 9시경 1시간동안 

가열 증발시키면서 팬을 작동하여 HTO 기체가 피폭상자 내부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 다. 삼중수소 피폭시 모든 표면토양은 폴리에틸렌 필름이 코팅된 흡착포를 덮

었으며 피폭 종료 후 작물 포트를 야외로 꺼낸 직 후 제거하 다. 따라서 대기와 

토양 사이의 삼중수소 교환은 피폭 종료 후 흡착포를 제거한 후부터 존재한다. 작

업자의 안전을 위해 피폭 종료 후 작물포트를 피폭상자 내에 그대로 두고 외부에서 

송풍기로 외기를 피폭상자내로 불어넣어 피폭상자 내의 공기를 외부로 약 5분 동안 

배출시킨 후 피폭상자를 작물포트로부터 제거하 다. 피폭 동안 측정된 피폭상자 

내의 공기의 온도, 상대 및 절대습도, 공기수분(air moisture)의 평균 HTO 농도의 

값들을 작물별로 표6에 요약하여 놓았다. 피폭 종료 직후부터 적당한 시간 간격으

로 작물을 채취하여 몸체와 열매를 분리한 후 동결건조법과 산화연소 장치를 이용

하여 분석용 시료를 추출하 으며, 각 시료의 HTO 및 OBT를 액체섬광계수기

(LSC)로 측정하 다. 농도측정에 대한 상세한 네용은 타 문헌에 있다.(Choi et al., 

2002; Diabate & Strac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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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rming date of plants and parameters of biomass 

equation

plant

sowing or 

transplanting 

date

emergence 

date
harvest date

parameters of biomass 

equation

rice

(pot size:

41cm(L)x

31cm(W)

x25cm(H)

May 26
ear:

Aug. 14
Oct. 10

with fresh biomass data:

 (Body)

  Bbody,max (kg/m
2
)=4.4 

  Bbody,i (kg/m
2
)=0.11 

  kbg (d
-1)=0.11 

 (Fruit)

  Bfruit,max (kg/m
2
)=1.72 

  Bfruit,i (kg/m
2)=1.0x10-5 

  kfg (d
-1
)=0.167 

with dry biomass data:

 (Body)

  Bbody,max (kg/m
2
)=1.58 

  Bbody,i (kg/m
2
)=0.032 

  kbg (d
-1)=0.094 

 (Fruit)

  Bfruit,max (kg/m
2
)=1.3 

  Bfruit,i (kg/m
2)=1.0x10-5 

  kfg (d
-1
)=0.15

soybean

(pot size:

41cm(L)x

33cm(W)

x23cm(H)

May 22

bean:

July 20

* Flowing 

date: July 6

Oct. 5

with fresh biomass data:

 (Body)

  Bbody,max (kg/m
2)=187.0 

  Bbody,i (kg/m
2
)=0.827 

  kbg (d
-1
)=9.6x10

-3
 

 (Fruit)

  Bfruit,max (kg/m
2
)=1.59 

  Bfruit,i (kg/m
2
)=1.7x10

-5
 

  kfg (d
-1)=0.143 

with dry biomass data:

 (Body)

  Bbody,max (kg/m
2)=7.1 

  Bbody,i (kg/m
2
)=0.15 

  kbg (d
-1
)=0.017 

 (Fruit)

  Bfruit,max (kg/m
2
)=0.61

  Bfruit,i (kg/m
2
)=2.43x10

-4
 

  kfg (d
-1)=0.089

cabbage

(pot size:

30cm(D)x

x35cm(H)

Aug. 24
sprout: Aug. 

30
Nov. 13

with fresh biomass data:

 (Body)

  Bbody,max (kg/m
2
)=14.87

  Bbody,i (kg/m
2)=0.0593 

  kbg (d
-1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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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radish

(pot size:

30cm(D)x

x35cm(H)

Aug. 23

sprout: Aug. 

30

root:

Sep. 23

Nov. 12

with fresh biomass data:

 (Body)

  Bbody,max (kg/m
2
)=2.88

  Bbody,i (kg/m
2
)=1x10

-5
 

  kbg (d
-1)=0.827 

 (Fruit)

  Bfruit,max (kg/m
2
)=10.33 

  Bfruit,i (kg/m
2)=0.014 

  kfg (d
-1
)=0.128 

Table 6. Exposure date, temperature, air humidity and mean air moisture HTO 

concentration during exposure

Exp. 

code

exposure 

date

temp.

(
o
C)

saturated air 

humidity 

during 

exposure

(kg/m3)

relative air 

humidity 

during 

exposure

(%)

mean air 

moisture HTO 

concentration 

during exposure

Ca
o 
x 10

3
 

(Bq/kgH2O)
Rice-1

Rice-2

Rice-3

Aug. 25

Sep. 1

Sep. 10

30.7

30.2

33.1

0.039

0.044

0.038 

90

92

79

55634

63361

62972

Bean-1

Bean-2

Bean-3

Bean-4

Bean-5

Bean-6

July 2

July 13

July 30

Aug. 9

Aug. 24

Sep. 17

39.0

32.0

38.0

46.0

37.0

31.0

0.056

0.036

0.049

0.077

0.046

0.034

77

84

83

66

79

80

77663

147428

114135

52672

91909

137088

Cabbage-1

Cabbage-2

Cabbage-3

Cabbage-4

Sep. 23

Oct. 2

Oct. 15

Oct. 27

26.8

29.1

30.4

19.4

0.026

0.03

0.033

0.017

86

83

78

89

70500

30200

43200

147000

Radish-1

Radish-2

Radish-3

Radish-4

Radish-5

Sep. 28

Oct. 8

Oct. 16

Oct. 28

Nov. 5

34.5

28.5

15.2

26.9

19.8

0.041

0.03

0.013

0.026

0.017

74

78

68

70

76

45600

63000

185000

112000

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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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iomass curves of plants used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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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tritium exposure experimental system

4.2 입력 데이터  

   표7에 모델에 사용된 벼, 콩, 배추, 무의 입력데이터가 주어진다. 공기의 

절대습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의 일본 데이터를 적용하 으며 

(Shinohana, 2004), 강우량은 기상탑에서 측정된 생육 기간 동안의 평균값이

며, 벼와 콩의 작물 수분함량은 생체량 함수로부터 구하 고, 배추와 무의 수

분함량비는 문헌 (Peterson et al., 1997) 으로부터 구하 다. 열매가 성장하는 

기간은 작물의 성장기간을 감안하여 벼 60일, 콩 60일, 무 60일로 가정하 다. 

표면수깊이 또는 표면토양, 뿌리토양두께, 토양의 공극율, 물의 토양 이동 속

도는 국내 재배환경과 부합되는 값으로 문헌으로부터 인용하 으며 (Lee et 

al., 1996),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데이터는 국내자료 미비로 UFOTRI 

(Raskob, 1990, 1991)를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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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put data used in the model prediction

* Water fraction of rice and soybean were calculated by the difference the dry and 

fresh biomass of each plant

input data 
value

rice soybean cabbage radish

1) height of air mixing layer, Hm(m)

2) mean air humidity during growing, 

   ρ(kg/m
3
)

3) deposition velocity of HTO to soil, 

   Vd,HTO(m/h)

4) mean rainfall rate during growing, 

   Rrain(kg/m
2h)

5) depth of surface soil or surface water, 

   d1(m)

6) depth of soil 2, d2(m)

7) depth of soil 3, d3(m)

8) water migration velocity in paddy soil, 

   WH2O(m/h)

9) water fraction in soil, θ
10) contribution from surface soil or

   surface water of root absorption, F1

11) contribution from soil 2 of root 

   absorption, F2
12) contribution from soil 3 of root 

   absorption, F3
13) equilibrium ratio between air and 

   plant, Ra

14) growing period of plant body, Tbb (d)      

(for only model B)

15) growing period of fruit, Tff (d)

16) effective half-life time of tritium loss 

   from body OBT to body HTO, Tbo(d)

   (for only model A)

17) effective half-time of tritium loss 

   from body HTO to fruit HTO, Tbh (h)

18) water fraction
*
 of plant body, fbh

19) water fraction of fruit, ffh
20) hydrogen fraction of organic part, forg

1000

0.012 

18.0 

0.07 

0.03 

0.1

0.15

2.3x10-4 

0.4

0.2

0.4

0.4

0.5

60

60

10

2

*

*

0.08

1000

0.012

18.0

0.17

0.05

0.1

0.15

-

0.2

0.2

0.4

0.4

0.5

60

60

10

2

*

*

0.08

1000

0.012

18.0

0.17

0.05

0.1

0.15

-

0.2

0.2

0.4

0.4

0.5

45

-

10

-

0.95

-

0.08

1000

0.012

18.0

0.17

0.05

0.1

0.15

-

0.2

0.2

0.4

0.4

0.5

60

60

10

2

0.90

0.8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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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및 고찰

4.3.1 모델링 결과

4.3.1.1 삼중수소 농도의 시간 변화

     그림6은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삼중수소 농도의 시간 변화의 한 예(피폭실험 

Rice-1)이다. 모든 격실의 농도는 누출 시 대기 수분의 삼중수소 평균농도(Ca
o
)에 

대한 상대 농도로 표시되었다. 누출동안 대기로부터 유입된 몸체 HTO 격실의 삼중

수소는 누출 종료 후 대기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기로 재 방출된다. 누출 

종료 후 대기와 토양으로부터 작물 몸체로 삼중수소가 여전히 유입되지만 대기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더 크기 때문에 몸체 HTO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몸체 HTO 농도 감소속도는 누출초기에는 크지만 누출후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누출초기에는 몸체 HTO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가 대기와 토양보다 크므로 작물 몸

체에서 대기로 재 방출되는 속도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작물 몸체의 HTO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누출후기에는 작물 몸체와 토양의 농도가 비슷해 작물 몸체의 

토양흡수에 의한 증가 요인이 대기로 방출되는 감소요인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작

물 몸체와 열매(벼이삭)의 HTO 격실은 빠른 속도로 삼중수소를 서로 주고받기 때

문에(유효손실반감기(Tbh)=2시간) 빠르게 평형에 도달되고 양 격실의 평형 농도비를 

1로 가정하 으므로 동일한 농도를 보여준다. 몸체 HTO 격실로부터 이삭의 OBT

로 한번 유입된 삼중수소는 작물 몸체로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비가역으로 가정) 

농도는 계속 증가하나 몸체 HTO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는 

몸체 HTO 격실로부터 유입되는 삼중수소는 매우 작으므로 누출 후기로 갈수록 농

도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삭의 OBT 농도가 증가 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삭 성장에 의한 농도 희석효과 때문이다. 본 연구의 삼중수

소 피폭실험에서 삼중수소 누출동안 토양표면을 흡착포로 덮었기 때문에 누출기간

동안 토양침적은 존재하지 않지만 흡착포를 제거한 누출 종료 직후부터는 대기로부

터 삼중수소 토양침적이 발생하여 토양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토양침적으로 

유입되는 삼중수소보다 대기, 작물 및 심부토양으로 유출되는 삼중수소가 많아지면 

토양의 삼중수소는 다시 감소한다. 작물 몸체 OBT 격실의 농도는 모델에 따라 다

르다. 모델 A에서는 몸체 HTO 격실과 OBT 격실의 삼중수소는 서로 교환되므로 

몸체 HTO 격실의 삼중수소가 감소하면 동시에 몸체 OBT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도 

감소하지만 모델 B에서는 이삭의 OBT와 동일하게 몸체 OBT 격실로 한번 전환된 

삼중수소는 조직에 고정되어 손실되지 않으므로 몸체 OBT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

는 계속 증가한다. 단 몸체 성장에 따른 희석 효과로 약간 감소할 수 있다. 모델 B

에서 몸체 OBT로 전환된 삼중수소는 다시 몸체 HTO 격실을 통하여 대기, 토양의 

순환 사이클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sink term으로 작용) 누출 후기로 갈수록 대기, 

작물몸체 HTO, 토양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가 모델 A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추수시 모든 식물의 OBT 격실의 농도는 TFWT 농도보다 크게 나타났

으며, 그 차이는 작물의 형태 및 누출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OBT의 선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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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수가 TFWT 보다 약 2 ∼3 큰것을 감안하면 (ICRP, 1996; IAEA, 1996), 작물의 
농작물 섭취로 인한 선량계산시 OBT 농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4.3.1.2 삼중수소 농도에 대한 입력데이터의 향 

 

     입력데이터 중 삼중수소 대기손실속도(Kaa), 대기습도(ρ), 대기-작물 평형비

(Ra), 침적속도(혹은 강우량)(Vd 혹은 Rrain), 작물토양흡수비(F1, F2, F3), 작물몸체성

장기간(Tbb), 열매성장기간(Tff), 작물수분함량비(fbh, ffh), 유기물수소함량비(forg)가 삼

중수소 농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농도계산은 피폭실험 Rice-1 경우에 대

해 대표적으로 수행하 다. 단 작물수분함량비 및 유기물수소함량비 효과는 피폭실

험 Radish-1 경우에 대해 조사하 다.

(a) 삼중수소대기손실속도(Kaa)의  효과 

     누출 종료 후 대기의 삼중수소 농도는 대개의 경우 확산에 의해 급격하게 감

소한다. 대기의 삼중수소 농도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전달속도상수는 Kaa이다. 그림

7은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대기, 토양 및 작물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ice-1)에 

대한 Kaa의 향이다. UFOTRI (Raskob, 1990)에서는 대기의 삼중수소 유효 손실 

반감기를 1시간 (Kaa의 0.693h
-1
 값에 대응)으로 가정하 으나(그림7의 case 1), 대

개의 모델에서는 누출 종료 후 대기의 삼중수소 농도를 0으로 (매우 큰 값의 Kaa에 

대응됨) 가정한다 (Smith et al., 1995; Higgins, 1997). 후자의 경우 대기로부터 토

양이나 작물로 유입되는 삼중수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보다 작은 값의 작

물 농도가 계산된다. 본 연구의 피폭실험에서 피폭 종료 직후 5분 동안 외부의 송

풍기로 피폭 상자 내로 외부 공기를 강제 순환 시켰으므로 송풍기 작동기간 동안 

상자 내의 삼중수소 농도가 외부 공기에 의해 급격히 희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피폭 종료 후 5분 동안은 Kaa=200h
-1
으로 그 이후에는 

Kaa=0.693h
-1
 를 적용하 다(그림7의 case 2). 그러나 실제 사고시 삼중수소는 시설

로부터 대기로 직접 누출되므로 case 1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Case 2

의 경우 case1에 비해 누출 종료 후 대기의 삼중수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각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도 전체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b) 대기습도(ρ)의 효과 

    그림8에서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작물 및 대기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ice-1)에 대한 공기습도의 향을 보여준다. 습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농도는 감

소한다. 공기의 습도가 커지면 공기 단위부피당 수분함량이 커져 삼중수소 희석효

과로 인해 작물로 전이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현재 국내발전

소의 ODCM을 위한 선량계산시 공기습도로 0.008(kg/m
3
)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기

후 현실에 맞게 0.012(kg/m
3
)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럴 경우 작물의 농도

는 변경전보다 약 25%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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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기-작물 평형비(Ra) 효과 

    그림9는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대기, 토양 및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ice-1)에 대한 공기-작물 평형비 Ra의 향을 보여준다. Ra가 커질수록 모든 격실

의 농도는 증가하 다. 이는 ODCM에서 삼중수소에 의한 피폭 선량이 Ra에 비례한

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Ra가 커지면 대기에서 작물로 유입되는 전달속도가 커지므

로(식18 참조) 누출되는 삼중수소 농도와 시간이 동일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삼

중수소가 작물로 유입되고 동시에 대기와의 순환 속도도 빨라져 평형에 빨리 도달

한다. 작물 몸체로 유입된 삼중수소는 대기로 재방출 되거나 작물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므로 작물 몸체의 농도 증가에 따라 자연히 작물 다른 부분의 삼중수소 농도

도 커지게 된다. 한편 Ra가 클수록 대기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유는 시스템 내

로 유입된 전체 삼중수소가 더 컸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토양침적 또한 증가하여 

토양농도도 더 커졌다. 평형상태에서 작물의 총 토양흡수가 (1-Ra)에 비례 (식23 참

조)함에도 불구하고 Ra가 클수록 작물의 농도가 오히려 더 큰 이유는 작물 오염의 

주된 원인이 토양흡수보다는 대기로부터 발생하 기 때문이다. 누출 후 2년차 작물

재배부터는 작물 오염의 주된 경로가 토양흡수로부터 발생하므로 Ra이 클수록 더 

작은 작물농도를 가질 것이다. 

(d) 침적속도(강우량) 효과 

   그림10에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대기, 토양 및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ice-1)에 대한 강우량(습침적) 향을 보여준다. 침적속도(강우량)에 가장 큰 향

을 받는 것은 토양격실의 농도이었다. 토양 삼중수소 농도에 대한 침적속도의 향

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누출 초기에는 침적속도(강우량)가 클수록 누

출 후기에는 침적속도가 작을수록 토양농도는 더 커졌다. 침적속도가 커지면 표면

토양에서 대기로의 방출속도도 비례하여 커지므로(식24 참조), 대기와 표면토양사이

의 삼중수소 교환 속도는 빨라져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따라서 침적속

도가 클수록 토양삼중수소 농도는 빠르게 커지고 빠르게 감소하 다. 토양의 삼중

수소 농도 증가는 작물의 토양흡수를 강화시키지만 동시에 작물 몸체 농도 증가로 

인한 대기로의 방출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일어나므로 작물 농도 변화는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 

(e) 토양흡수비 효과 

    그림11은 모델A에 의해 계산된 대기, 토양,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ice-1)에 대한 토양흡수비의 향이다. 토양농도는 토양흡수비의 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는 토양에서 작물로 흡수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대기와 표면토양 사이의 

교환되는 삼중수소 양에 비해 현저히 작았기 때문이었다. 토양흡수속도는 토양흡수

비에 비례하고(식27∼식29 참조) 토양별 흡수비의 총합(F1+F2+F3)은 1로 일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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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토양흡수비가 커지면 표면토양흡수속도는 증가하지만 토양2 및 토양3의 흡수속 

도는 감소한다. 표면토양의 농도가 큰 누출초기에는 F1이 클수록, 토양2 및 토양3의 

농도가 큰 누출후기에는 F1이 작을수록 작물의 토양흡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

이다. 그러나 작물 생육 중에 삼중수소가 누출된 경우 작물 오염의 주된 원인은 대

기로부터 발생하므로 작물농도에 대한 토양흡수비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 열매 및 작물몸체의 성장기간 효과 

     그림12는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ice-1)에 대

한 벼이삭 성장기간(Tff)의 향을 보여준다. 몸체 OBT 격실과 몸체 및 이삭의 

HTO 격실의 농도는 Tff의 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삭의 OBT 농도는 Tff가 클수록 

감소하 다. 작물이 성장하면서 광합성에 의해 대기로부터 유입된 삼중수소가 조직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전환된다. 동일한 생체량을 얻는데 성장기간이 짧다는 것은 

성장이 왕성하여 더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세포 조직의 수성 성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이삭의 성장기간가 열매 (벼이삭) OBT 농

도는 반비례한다. 같은 작물은 파종 후 추수시까지 열매가 성장하는 기간은 동일하

다고 볼 수 있지만 삼중수소 누출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추수 때까지 열매의 평균 

성장 속도는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삭이 생기기 전이나 출수일 

가까운 시일에 삼중수소가 누출되었다면 열매의 평균성장기간은 일반적인 성장데이

터(예: 벼의 경우 약 60일)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수시 가

까운 시점에 삼중수소가 누출되었다면 열매의 성장이 거의 완료되어 대기 삼중수소

가 광합성에 의해 OBT로의 전환되는 양은 실제적으로 매우 작을 것이므로 일반적

인 성장데이터 값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보다 큰 OBT 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3은 모델 B에 의해 계산된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ice-1)에 

대한 몸체성장기간(Tbb)의 향이다. Tbb는 모델 B를 위한 입력데이터이다. 모델 B

에서 몸체 HTO에서 몸체 OBT로의 전달속도는 몸체 성장기간에 반비례하기 때문

에(식36참조) 몸체 성장기간이 짧을수록 몸체 OBT 농도는 커진다. 이삭 OBT 격실

과 몸체 및 이삭의 HTO 격실의 농도는 Tbb의 향을 받지 않았다.

(g) 작물 몸체 OBT 와 HTO 교환속도 (Kbo,bh)의 효과 

     

      그림14는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ice-1)에 

대한 몸체 OBT 격실에서 몸체 HTO 격실로의 삼중수소 손실의 유효반감기(Tbo) 

효과를 보여준다. Tbo는 모델 A를 위한 입력데이터이다. Tbo가 클수록 몸체 OBT 

격실에서 몸체 HTO 격실로의 손실속도 뿐 아니라 반대 방향의 삼중수소 전달속도

도 감소하므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Tbo

가 클수록 몸체 OBT의 삼중수소 농도는 천천히 증가하고 천천히 감소한다. 입력인

자 Tbo는 이삭 OBT 농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h) 몸체수분함량비(fbh), 열매수분함량비(ffh), 유기물수소함량비(forg)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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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5은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adish-1)에 

대한 작물 몸체수분함유비(fbh) 향을 보여준다. 작물 OBT 격실의 농도는 fbh 값에 

거의 향을 받지 않았으나 HTO 격실의 농도는 fbh 값에 향을 받았다. 작물 몸체

(무의 잎)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삼중수소 손실속도와 대기로부터 작물 몸체로 유

입되는 삼중수소 속도는 fbh에 반비례하므로(식16 및 식18 참조) fbh가 클수록 HTO 

격실의 삼중수소 농도는 천천히 감소한다. 또한 fbh가 커지면 누출기간동안 대기로

부터 작물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작아지고, 수분 증가에 의한 농도 희석효과

는 커지게 된다. 열매(무의 뿌리) OBT 격실의 농도는 증가 후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열매 OBT 농도가 증가 후 감소하는 것은 무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농도 희석효과 때문이다. 무 뿌리의 성장이 거의 멈춘 누출후기에는 농도희석 효과

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농도는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그림16은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피폭실험 Radish-1에 

대한 열매(무의 뿌리)수분함유비(ffh) 향을 보여준다. OBT 격실의 농도는 ffh 향

을 받지 않았으나 무 HTO 격실의 농도는 향을 받았다. ffh가 커질수록 열매 

HTO 격실에서 몸체 HTO 격실로 이동되는 속도가 작아지므로(식52 참조) 열매 

(무의 뿌리) HTO 격실의 농도는 천천히 감소한다. 한편 ffh가 커지면 열매의 수분

함량(Mfo)이 커져 몸체 HTO 격실에서 열매 OBT 격실로의 삼중수소 전달속도가 

커지나(식39 참조) 같은 비율로 열매 OBT 격실의 희석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열매 

OBT 농도의 실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17은 모델A에 의해 계산된 대기, 토양 및 작물의 삼중수소 농도( 피폭실험 

Radish-1)에 대한 유기물수소함량비(forg) 향을 보여준다. 잎과 뿌리의 OBT 농도

는 forg가 클수록 컸으나 대기, 토양, 작물의 HTO 격실의 농도는 forg 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forg가 커지면 유기물내의 수소함량이 커지므로 몸체 HTO 격실에서 

몸체 및 열매 OBT 격실 유입되는 속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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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culated tritium concentration of compartments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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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Kaa on the concentration of air, soil and

 plant compartments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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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the air humidity on the concentration of air,

soil and plant compartments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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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the air-plant equilibrium ratio on the concentration

 of air, soil and plant compartments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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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Effect of the rainfall rate on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air, soil and plant compartments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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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the absorption fraction of plant body from soil on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air, soil and plant compartments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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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the growing period of ear on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plant compartments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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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the growing period of plant body on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plant compartments (mod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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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the effective half-time of tritium loss from

 body OBT to body HTO on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plant compartments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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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the water fraction of body on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plant compartments (model A)

0 200 400 600 800 1000
10-6

10-5

10-4

10-3

10-2

10-1

 

 

re
la

tiv
e 

tri
tiu

m
 c

on
ce

nt
ra

tio
n 

of
 p

la
nt

 to
 C

ao

time after the end of exposure (h)

: fbh=0.3
: fbh=0.9

exposure case: Radish-1

HTO of leaves
HTO of root

OBT of leaves
OBT of root



- 43 -

Fig 16. Effect of the water fraction of ear on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plant compartments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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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ffect of the hydrogen fraction in organic part of plant on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air, soil and plant com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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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실험과 모델의 비교

4.3.2.1 벼 

    그림18 및 그림19에서 벼 이삭에 대한 삼중수소 피폭실험결과와 모델과의 비교

를 보여준다. 모든 농도는 누출동안 대기 수분의 평균 HTO 농도에 대한 상대 농도

로 표기하 으며, OBT 농도는 건조 질량당 0.6mL의산화수가 생성되는 것으로 가

정하여 단위를 환산하 다.

    이삭 TFWT 농도는 누출초기에 더 큰 속도로 감소하 다(그림18). 누출초기에

는 벼 몸체의 삼중수소 농도가 대기나 토양의 경우보다 훨씬 커 벼 몸체에서 대기

로 방출되는 속도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지만 누출후기에는 작물 몸체의 농도가 토양

농도와 비슷해지거나 토양농도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작물의 토양흡수에 의한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TFWT 손실 유효 반감기가 

서로 다른 2∼3개 구역에 속해 있다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line & 

Stewart, 1974; Guenot & Belot, 1984; Diabate & Strack, 1990; Brudenell et al., 

1997). 모델 A에 의해 계산된 이삭의 TFWT 농도는 Rice-1 피폭실험의 경우 전체

적으로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Rice-2 및 Rice-3 피폭실험의 경우 누출

초기에 실험데이터보다 2∼3 order 큰 값이 계산되었다. 이삭 TFWT 농도에 대한 

모델 A와 모델 B의 계산결과는 누출후기에 다소 차이가 났다. 모델 B는 몸체 

TFWT가 몸체 OBT로 한번 전환되면 다시 몸체 TFWT로 재순환되지 않는 만큼 

몸체 TFWT 농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 기 때문이다.. 

   이삭 OBT 농도의 실험데이터는 Rice-1 및 Rice-2 경우 초기에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삭의 성장에 따른 희석효과 때문이다. 

Rice-3 경우는 이삭이 거의 성장한 단계에서 피폭실험을 수행하 기 때문에 이삭 

성장에 따른 희석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결과는 모델에 의해 계산된 농도보

다 약 2∼3 factor 크게 나타났다. 모델 ECOREA-H3에서는 벼 이삭의 성장기간

(Tff)으로 60일을 표준값으로 적용한다. 실험데이터와 모델의 fitting 결과 Rice-1,  

Rice-2, Rice-3 에 대해 각각 30, 20, 40일의 Tff 값이 실험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값들은 보통의 농 방식으로 재배되는 벼 이삭의 성장

기간이 60일임을 감안하면 약 2배 빠른 이삭 성장을 나타내므로 생태학적으로 현실

성이 없다. 피폭실험에 사용한 벼는 작물 포트별로 생육상태가 달랐지만 모델에서

는 동일한 성장방정식을 사용하 으므로 피폭 실험 별로 다른 이삭의 수확량을 모

델에서는 반 하지 못하 다. 그러나 동일 작물의 성장함수(또는 수확량)를 기후, 

지역 생육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성장방정식을 적용하는 모델에 의한 예측값은 본질적으로 실제 상항과 편차

를 유발할 수 있다. 모델링 관점에서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

장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수확량이 클수록 희석효과에 의해 동일

한 피폭이라도 작은 값의 OBT 농도를 예측하므로 보수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가장 

작은 값의 수확량을 입력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Smith et al., 

1995). 한편 OBT 측정시 시료로부터 대기와 교환 가능한 삼중수소(exchangeable 



- 46 -

tritium)의 완전제거가 필수적이지만 시료에 교환성 삼중수소가 남아있다면 (많은 

경우 녹말에 결합되어 있는 교환성 삼중수소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

진다) 측정되는 OBT 농도는 실제보다 커질 것이다.  

4.3.2.2 콩

     콩에 대한 삼중수소 피폭실험은 IAEA 국제공동연구 EMRAS에 시나리오로 

제출되었으며 현재 각국의 모델링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다. 그림 

20과 그림21에 각각 피폭실험 Bean-1 및 Bean-4 경우의 콩 몸체와 꼬투리 TFWT 

실험과 모델의 비교를 보여준다. Bean-1은 꼬투리가 생기기 전에, Bean-4 실험은 

꼬투리가 생긴 후에 피폭실험이 수행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콩은 벼와 같이 알

곡식물로 분류되는 만큼 벼의 경우와 모델링 결과는 유사하 다. 콩 몸체의 TFWT 

농도 감소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 다. 누출초기에는 콩 몸체(잎 포함)의 삼중수

소 농도가 대기나 토양보다 훨씬 커 콩 몸체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속도가 지배적으

로 크지만 콩 몸체의 농도가 토양농도와 비슷해지거나 토양농도보다 작아지는 누출

후기에는 토양흡수에 의한 증가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대기로 방출되는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농도 감소속도는 작아진다. 콩 몸체 TFWT 농도의 모델과 

실험결과는 누출초기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누출 후 3∼4일 후부터는 비교

적 비슷하 다. Bean-1 피폭실험의 삼중수소 누출은 콩 꼬투리가 생기기 전에 일어

났으므로 누출초기에는 꼬투리로 삼중수소 전이는 존재하지 않고 꼬투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누출 후 약 400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꼬투리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

다. 모델에 의해 계산된 꼬투리의 농도는 실험결과보다 작게 나타났다. Bean-4 실

험의 경우 또한 Bean-1 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콩 몸체의 TFWT의 실험과 

모델은 누출초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일치하 고 꼬투리의 모델 예측치는 측정

치보다 다소 작았다. 

    그림22는 콩 피폭실험 경우별로 추수시 콩의 OBT 농도에 대한 모델과 실험의 

비교이다. 모델 B는 콩 몸체의 OBT 실험데이터를 매우 잘 예측하고 있다. 꼬투리 

OBT의 경우 모델 A및 B간의 차이는 없으나 실험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모델에 의

한 계산값 보다  컸다. 이 차이의 원인은 입력데이터의 불확실성 또는 OBT 농도 

측정시의 오차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3.2.3 배추 및 무

    그림23은 배추 피폭실험 경우별로 추수시 배추 잎의 TFWT 및 OBT 농도에 

대한 실험과 모델의 비교이다. 추수와 가까운 시점에 피폭된 배추 잎의 TFWT 농

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삼중수소 누출 종료 후 배추 잎으로부터 대기로의 삼

중수소 방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이다. 배추 잎의 TFWT 농도에 대한 모

델 A과 모델 B와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모델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하고 있다. 배추 잎의 OBT 농도는 피폭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배추 잎의 OBT는 누출 초기에 빠른 속도로 HTO로부터 전환 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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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WT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는 모델 B가 배추

의 삼중수소 오염 평가를 위한 예측모델로 더 적합하다. 

     그림24 및 그림25는 무 피폭실험의 경우 추수시 무 잎과 뿌리의 TFWT 및 

OBT 농도의 실험과 모델의 비교이다. 무 잎의 TFWT 농도 역시 배추 잎과 마찬

가지로 피폭시점이 추수일과 가까워질수록 더 컸다. 무 잎의 TFWT 농도에 대한 

모델 A와 모델 B의 계산결과는 거의 같았으며 모델에 의한 예측치가 실험데이터보

다는 컸다. 무 잎의 OBT 농도는 피폭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모델 

B에 의해 계산된 농도가 실험데이터와 매우 잘 일치하 다. 무 뿌리의 TFWT 농

도는 무 잎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계산된 농도의 모델A와 모델 B와의 

차이는 없었으며, 모델 예측치가 측정치보다 더 컸다. 무 뿌리 OBT 농도는 실험으

로 측정된 농도가 모델 예측치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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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 (TFWT of ear) for HTO exposure cases to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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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 (OBT of ear) for HTO exposure cases to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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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0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TFWT) for the HTO exposure case to soybean(Be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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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TFWT) for the HTO exposure case to soybean(Bea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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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OBT) for HTO exposure cases to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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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3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

  for HTO exposure cases to Chinese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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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leaves) for HTO exposure cases to ra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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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5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 (root) for HTO exposure cases to ra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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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결 론

    원자력시설로부터 삼중수소 사고 누출시 시설 주변 토양 및 농작물의 삼중수소 

오염 평가를 위한 동적격실모델 ECOREA-H3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는 작물의 성장방정식을 사용함으로써 작물의 성장단

계에 따른 작물의 삼중수소 오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누출시점

부터 추수시까지 대기, 토양 뿐 아니라 농작물들의 (엽채류, 뿌리채소, 곡물류, 괴경

류)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모델 검증을 위해 측정된 

실험 데이터는 벼, 콩, 배추, 무에 대해 낮 시간에 1시간동안 수행된 삼중수소 단기 

피폭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조직자유수삼중수소 (TFWT, tissue free water tritum)와 

유기결합삼중수소(OBT, organically bound tritum)의 농도를 포함한다. 계산결과로

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농작물의 삼중수소 농도의 시간 변화 뿐 아니라 

삼중수소 누출시점의 작물의 성장단계 향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결과와의 비교 결과 본 모델은 고려된 4가지 농작물의 TFWT 및 OBT 

농도를 잘 예측하 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벼, 콩, 배추 뿐 아니라 감자를 포함한 괴경류 등 우리

나라 주요 농작물의 삼중수소 모의 누출 실험을 통한 모델 검증과 입력데이터의 개

선을 통해 평가 코드의 신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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