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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하나로 운전으로 인하여 원자로 굴뚝을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되는 기체방사성 

핵종의 방출량을 재평가하 다. 기존의 하나로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매우 보수

적인 가정하에 방출량을 평가하 기 때문에 환경방출 방사선원을 이용한 환경

향평가나 핵종의 유도방출한도 설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

웠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하나로 시설현황, 공압이송장치(PTS)의 이용현황 및 계

획 등을 반 하고 1차냉각수 및 수조내에서의 방사선원 생성 및 이동을 분석하

여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의 양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 다.

  하나로 정상운전 중 수조내 방사선원 분포는 1차냉각수 및 수조수를 세 역

으로 나누어 각 역에서의 방사능 변화를 계산하 다. 정화계통의 여과기나 이

온교환기에서 입자나 이온형태로 존재하는 핵종의 제거율과 고온층 경계면에서

의 냉각수 혼합율은 냉각수에서의 Na-24 나 Ar-41 방사능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해 보수적으로 추정하 으며, 수조 표면에서 물의 증발율과 불활성기체의 교환

계수 등은 수조수 충수량이나 호주 OPAL의 SAR 자료를 이용하 다. 주요 불활

성기체인 Ar-41의 방출 원인들을 검토하 으며 PTS 사용시 질소속에 불순물로 

포함된 Ar의 방사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새로이 평가된 환경방출 방사선원을 기존의 SAR 값과 비교하면, 할로겐 핵종

의 경우에는 10%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나 불활성기체는 반감기가 15분 

이내로 매우 짧은 핵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높게 평가되었다. 할로겐 핵종의 경우

에는 정화계통에서의 제거 효과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방출량이 낮아졌으며, 

Ar-41의 경우에는 PTS에 의한 향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높아졌다. 주요 핵종

의 연간 환경 방출량은 I-131은 2.18E+07 (Bq/yr), Ar-41은 2.65E+11 (Bq/yr), 

Xe-133은 3.00E+10 (Bq/yr) 이다. 이 양들은 최근의 측정결과들과 비교하면 충

분히 보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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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amounts of gaseous radionuclides released to the environment through 

the reactor stack during the HANARO operation are reevaluated. Because the 

release amounts in the Safety Analysis Report (SAR) of HANARO were 

evaluated under very conservative assumptions, it was not easy to obtain 

reasonable results in the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rived release limit of radionuclide. 

  The source distributions in the coolant during the reactor operation are 

analyzed by dividing the primary coolant and reactor pool into three regions - 

primary coolant, pool water below hot water layer and hot water layer. The 

measured activities of Na-24 and Ar-41 are utilized to determine the removal 

efficiency of filter and ion exchange, and the mixing rate of water at the hot 

water layer boundary. The evaporation rate of water and the exchange 

coefficient of noble gas at the pool top are determined from the reactor 

operation data and the SAR of OPAL reactor in Australia. For Ar-41, its 

production are examined and it is concluded that it is mainly generated from 

the activation of Ar included in the nitrogen gas in the pneumatic transfer 

system (PTS).

  The calculated release source amounts are compared with those in the 

HANARO SAR. The halogens are lower than 10% of SAR values, whereas 

most noble gases are higher. The halogens are decreased due to the removal 

effect at the purification system. Ar-41 is increased due to the inclusion of 

PTS effect. The annual release amounts of main nuclides are  2.18E+07 Bq/yr 

for I-131, 2.65E+11 Bq/yr for Ar-41 and 3.00E+10 Bq/yr for Xe-133. These 

are conservative estimates compared to the recent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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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하나로 운전중 굴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은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12장에 정리되어 있다. 이 자료는 15 여년전 하나로 설계당시

에 정상운전 중에 예상되는 평가 값으로서 운전경험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운전

중의 기체방사성 물질의 측정자료도 많이 확보되어 있어 재평가가 요구된다. 더

욱이 2005년에 발생한 요드 누출사건은 하나로의 방사성물질 환경방출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값은 하나로 설계시 매우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얻은 결과인데 그동안 냉각수의 방사능 측정이 다수 이루어졌으며 

정기적인 방사선환경 향 평가를 위해 하나로 굴뚝으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도 지속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면 보다 합리

적인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량을 평가할 수 있다.

  하나로안전성분석보고서의 방사선원 평가시 가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2].

  1) 핵연료 제조시에 표면에 묻을 수 있는 우라늄의 최대 오염도는 3.25μg 

U-235/ft
2 
이다. 

  2) 핵분열생성물들은 생성되는 즉시 원자로 건물로 방출된다. 

  3) 방사능 농도 계산에서는 모든 방사성핵종들이 평형상태에 있다.

  그러나, 1차냉각계통내의 정화계통이나 수조고온층 계통에서 입자나 이온 형태

로 존재하는 핵종은 대부분 걸러진다. 또한, 수조고온층에 의해 수조 아래쪽의 

냉각수가 수조 표면까지 도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반감기가 짧은 핵종

들은 대부분 붕괴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환경 방출 방사

선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압이송장치(PTS)를 이용한 조사시험과 BNCT 조사시설에서의 조사시

험 등에서는 Ar-40이 Ar-41로 방사화되어 외부로 누출되는데 이러한 Ar-41의 

방사능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자료 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었다. 

  방사선 환경 향평가 보고서[3]의 기체상 방출물의 방출량 자료에 의하면 불활

성기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값보다 훨씬 크고, 방사성옥소의 양은 매우 낮다. 

불활성기체의 경우에는 주요핵종이 Ar-41인데 PTS에 의한 Ar-41 방출량이 고

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방사성옥소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평가결과 때문으로 추

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하나로 시설 현황, PTS의 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반 하고 

1차냉각수 및 수조내에서의 방사선원 생성 및 이동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환경방출 방사선원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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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사선원 

2.1 개요

  원자로 운전 중에 환경으로 방출되는 기체방사선원의 중요한 방사성물질은 불

활성기체와 할로겐 들이다. 불활성기체로는 핵분열생성물들인 Kr, Xe과 공기의 

방사화로 생성되는 Ar-41 이 있으며 할로겐 핵종으로는 핵분열생성물인 Br, I 

이 있다.

  하나로에서 Ar-41 및 핵분열생성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1) 핵연료 표면에 오염된 우라늄의 핵분열로 생성된 핵분열생성물이 냉각수로 

유입

  2) 1차냉각수에 용해되어 있는 공기의 방사화

  3) PTS에 사용하는 질소가스에 불순물로 포함된 Ar의 방사화

  4) PTS에 표적 장전/인출시 유입될 수 있는 외부 공기의 방사화

  5) 암치료장치(BNCT) 사용시 물통셔터내 공기의 방사화

  6) 중성자 빔 실험 장치의 차폐체내 공기의 방사화

  1차냉각수는 노심을 통과한 후 1차냉각계통을 흐른 후 90%는 다시 노심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0%는 우회유로를 통하여 수조바닥으로 들어간다. 우회유로의 

유량중 10%는 1차 정화계통을 거치면서 여과기와 이온교환기에 의해 입자와 이

온형태의 핵종들이 걸러진다. 우회유로를 통하여 수조바닥으로 들어온 냉각수는 

상승하면서 침니 상부에서 대부분 침니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일부는 위로 올

라간다. 수조 상부에는 냉각수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수조표면에서의 방사능을 

낮추기 위해 고온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고온층 계통에는 이온교환기가 있어 고

온층에 존재하는 이온형태의 핵종은 걸러진다. 따라서, 1차냉각수에 포함된 방사

성핵종 중 불활성기체를 제외한 입자와 이온형태의 방사성핵종들은 1차정화계통 

및 고온층 계통에서 대부분 걸러진다. 고온층을 지나 수조 표면에 도달한 방사성

핵종들은 수조 표면에서 원자로 건물내로 방출되어 RX 환기계통을 통하여 환경

으로 방출되거나, 원자로 수조수 상부가 수조덮개로 덮여있을 경우 원자로 수조

수 위로 올라오는 핵종들은 RCI 환기계통을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된다. 

  공압이송장치로 표적을 삽입하고 인출할 때 외부 공기가 일부 유입되거나 조

사관내의 질소가스속에 불순물로 포함된 Ar이 방사화되어 표적 삽입/인출시에 

방출되어 환경으로 방출된다. BNCT 조사장치의 물통셔터에는 조사시 물이 빠지

고 공기가 채워지는데 공기속에 포함된 Ar-40이 방사화되어 조사후 물통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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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되면 방사화된 공기가 원자로 건물내로 방출된다. 중성자 빔 이용 시설에서

는 빔튜브의 빔 셔터 출구부터 실험장치가 있는 위치까지 콘크리트로 차폐된 공

간이 있으며 이 차폐체 내부의 공기가 방사화 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차폐구조를 여는 경우가 없으므로 방사화된 공기는 차폐체 내부에 갇혀 있어 외

부로 방출되지는 않는다.

2.2 1차냉각수 및 수조상부수의 방사능 측정

   1차냉각수와 수조상부에서 물을 채취하여 방사능을 측정한 적은 많이 있다. 

그러나 원자로 운전여건에 따라 방사능 측정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측정한 자료인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 사이에 측정한 1차냉각

수 및 수조상부수의 방사능을 표 1과 그림 1에 정리하 다[4]. 

표 1. 1차냉각수 및 수조상부수의 방사능 측정 결과 (원자로출력=30MW)

년월일
Ar-41 (Bq/cc) Na-24 (Bq/cc) Xe-133 (Bq/cc) Xe-135 (Bq/cc)

수조상부 1차냉각수 수조상부 1차냉각수 수조상부 1차냉각수 수조상부 1차냉각수

20041101 0.17591 410.633 2.36563 920.818 0.09431 12.775 0.06632 16.083

20041109 0.27604 449.906 2.90985 1002.377 0.54608 31.791 0.09218 22.587

20041114 0.24086 464.130 3.31679 1012.664 0.77313 41.479 0.14951 23.876

20041210 0.15899 403.838 2.80383 907.454 0.10625 8.648 0 6.635

20050118 0.09472 396.837 2.46614 979.441 0.18047 6.383 0 5.993

  Ar-41과 Na-24는 냉각수에 소량 존재하는 Ar-40과 Na-23이 방사화되어 생성

되는 것이며 Xe은 표면오염에 의한 핵분열생성물로 판단된다. 1차냉각수내 

Ar-41 및 Na-24의 방사능은 비교적 높아 변화가 크지 않으나, Xe의 방사능 및 

수조상부수의 방사능은 매우 낮아 측정시기에 따라 변화가 크다. 

  따라서, 방사능이 가장 높은 Na-24의 측정값과 방사능이 높고 정화계통의 

향을 받지 않는 Ar-41의 측정값을 활용하여 냉각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비교 검

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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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차냉각수 및 수조상부수의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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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차냉각수 및 수조상부수의 방사능 분석

  냉각수 및 원자로건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가정하 다.

  1) 핵연료표면의 우라늄 오염도는 최대평균표면오염도인 3.25μg U-235/ft
2
로 

가정하여, 노심내에 핵연료가 모두 장전되었을 때 핵연료표면에 오염된 총 

우라늄 양은 942μg U-235 이다.

  2) 표면오염된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은 생성 즉시 1

차냉각수에 섞인다.

  3) 1차냉각정화계통과 수조고온층계통의 핵종 제거 효율은 Na-24 및 Sr-90은 

90%, 할로겐 핵종은 50% 로 가정한다. 입자의 경우에는 여과기에 의해 대

부분 걸러지지만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90% 제거된다고 가정하 다. 요

오드의 경우에는 핵종의 화학적 형태에 따라 정화계통에서의 제거효율이 다

르다. 그러나, 핵연료표면에 오염된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양이 

매우 적어 대부분 이온형태로 존재하므로 이온교환기에서 대부분 제거될 것

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으로 50%만 제거된다고 가정한다.

2.3.1 방사선원 분포

  수조수 방사능은 위치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우회유로를 통하여 수조바닥으로 

들어간 냉각수는 침니 상부까지 도달한 후 대부분 침니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일부는 상승하여 고온층까지 올라간다. 고온층 경계면에서 냉각수 일부는 고온층

의 물과 섞여 수조 표면까지 올라온다. 수조바닥으로 들어온 냉각수가 침니상부

까지 올라오는 속도는 0.66cm/sec로 예상된 바 있으며[5], 침니상부까지의 높이 

약 5.4m를 고려하면 13.6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고온층 경계에서 냉각수가 

섞인 후 수조표면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어 10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1차냉각수 및 수조수를 그림 2와 같이 1차냉각계통내

의 1차냉각수, 고온층 아래의 수조수 및 고온층의 세 역으로 나누어 각 역에

서의 방사능 분포를 계산하 다. 각 역에서의 방사능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들

로 나타낼 수 있다. 

  1) 1차냉각수 역

   
dN0
dt
M0=P-λN0M0+wbN1-wbN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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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온층 아래의 수조수 역

   
dN1
dt
M1=(wb-f pwp)N0-wbN1-wmN1+wmN2-λN1M1     (2)

  3) 고온층 역

   
dN2
dt
M2=wmN1-wmN2-weN2-λN2M2-f hwhN2          (3)

여기서,

    N0 = 1차냉각수내의 방사성핵종 농도 (#/cc),

    N1 = 고온층 아래 수조수에서의 방사성핵종 농도 (#/cc),

    N2 = 고온층에서의 방사성핵종 농도 (#/cc),

     P = 방사성핵종의 생성률 (#/s), 

    λ = 방사성핵종의 붕괴상수 (/sec),  

    wb = 우회 냉각수 유량 (g/s), 

    wm = 고온층 경계면에서의 냉각수 혼합율 (g/s),

    wp = 1차냉각수 정화계통 유량 (g/s),

    we = 수조상부에서 물의 증발율 또는 불활성기체 방출율 (g/s), 

    wh = 수조고온층 계통의 유량 (g/s), 

    fp  = 1차냉각수 정화계통의 방사성핵종 제거율, 

    fh  = 고온층계통의 방사성핵종 제거율, 

    M0 = 1차냉각수 양 (g), 

    M1 = 고온층 아래 수조수 양 (g), 

    M2 = 고온층 수조수 양 (핵연료이송수로+작업수조 물 포함) (g). 

  평형상태를 가정하면 식 (1), (2), (3)으로부터

   N0=
P+wbN1
A                             (4)

   N1=
(wb-f pwp)N0+wmN2

B                  (5)

   N2=
wmN1
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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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 (5), (6)으로부터

   [A-
Cwb(wb-f pwp)

BC-wmwm
]N0=P                 (7)

  식 (5), (6) 으로부터

   N2=
(wb-f pwp)wm
BC-wmwm

N0                         (8)

여기서, A = λM0+wb  ,

        B = λM1+wb+wm ,

        C = λM2+wm+we+f hwh .

  위의 식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wb = 우회 냉각수 유량 = 5.0E+04 (g/s), 

    wp = 1차냉각수 정화계통 유량 = 7.7E+03 (g/s),

    wh = 수조고온층 계통의 유량 = 2.1E+03 (g/s), 

    M0 = 1차냉각수 양 = 1.45E+07 (g), 

    M1 = 고온층 아래 수조수 양 = 2.29E+08 (g), 

    M2 = 고온층 수조수 양 = 8.67E+07 (g). 

  수조표면에서 물의 증발율은 원자로 운전시 순수 보충량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운전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순수 보충량은 540톤이었으며, 2005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순수 보충량은 333톤이었다. 따라서, 연간 순수 보충량을 670톤으

로 가정하고 보충한 양만큼 수조표면으로부터 증발하 다고 가정하면 수조 표면

에서 물의 증발율은 we=21.3g/s 이다. 

  그러나, 고온층 경계면에서의 냉각수 혼합율(wm), 수조상부에서 불활성기체 방

출율(we), 1차 냉각수정화계통 및 고온층계통의 방사성핵종 제거율(fp 및 fh) 등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추정하기 어려워서 고온층 설치시의 자료나 호주 OPAL

의 SAR 자료를 참고하여 보수적인 값들을 사용하 다. 각 자료에 대해서는 다

음에 자세히 설명하 다.



- 8 -

그림 2. 냉각수 방사능 농도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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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핵분열생성물의 생성률

     핵분열생성물의 생성률은 핵연료의 최대표면오염에 해당하는 U-235의 양과 

각 핵종의 fission yield를 이용하여 구하 다. 예를 들면, I-131의 생성률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 노심내 U-235의 표면오염 양 = 942μgm 

  - I-131 accumulated fission yield = 0.0288432

  - I-131 반감기 = 8.021 day

  - I-131 붕괴상수 = 1.00019e-6 /sec

  - 중성자속 = 2.0E+14 n/cm
2
-s

  - I-131 생성률, P 

    P = NU-235 x σf x φ x γ

      = 942e-6 x 0.6023/235.0439 x 577 x 2.0e14 x 0.0288432

      = 8.03E+09 (#/s)

  핵분열생성물중 할로겐 및 불활성기체의 생성률은 표 2와 같다.

2.3.3 고온층 경계에서의 냉각수 혼합율

     고온층 설치시에 경계면에서의 냉각수 혼합율을 수조 상부에서의 Na-24 방

사능 측정값을 이용하여 67g/s로 추정한 바 있다[6]. 그러나 현재는 고온층 설치

때와는 원자로운전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앞서 구한 방사능 분포에 관한 식들을 이용하여 1차냉각수 및 수조

표면에서 A-41과 Na-24의 방사능을 구하고 측정값과 비교하여 고온층 경계에서

의 냉각수 혼합율을 추정하 다. 

  Ar-41은 정화계통에서 제거되지 않으므로 정화계통의 제거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표 1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수조표면에서의 방사능 농도를 계산하고 계산값

과 측정값이 일치하는 냉각수혼합률을 구하여 표 3에 정리하 다. 이때 수조표면

에서의 Ar-41 방출율로는 호주 OPAL의 SAR에서 사용한 불활성기체 교환율 

0.0057 mm/s와 하나로의 수조 표면적을 이용하여 구한 247.2 g/s를 사용하 다. 

이와 같이 계산한 고온층 경계에서의 냉각수 혼합율은 3.3~8.5 g/s 다. 

  계산된 냉각수 혼합율과 1차냉각수내 Na-24 방사능 측정값을 이용하여 수조상

부에서의 Na-24 방사능을 계산하고 측정값과 비교하 다. 정화계통에서 Na-24

의 제거율을 90%로 가정하여 수조상부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면 표 3에서 보는바

와 같이 측정값의 36~79%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는 (1) 계산값은 고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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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평균농도이나 측정값은 수조표면에서의 농도이므로, 고온층에서의 불활성

기체가 표면까지 상승하는 시간동안의 붕괴에 따른 농도 변화 (2) 수조상부에서 

Ar-41 낮은 방사능 값으로 인한 측정오차 (3) 수조표면에서의 Ar-41 방출율의 

불확실도 등으로 인해 냉각수혼합율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수조표면에서의 물 증발량과 같은 21.3g/s를 

고온층경계면에서의 냉각수 혼합율로 가정한다. 

2.3.4 정화계통의 핵종 제거효율

     1차냉각수 정화계통이나 고온층계통에서 입자나 이온형태의 핵종은 대부분 

제거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거효율에 따른 Na-24와 요드의 방

표 2. 완전장전노심에서 핵연료 최대표면오염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의 생성률 

핵종 반감기
Accumulated Fission 

Yield

표면오염에 의한 생성률 

(#/s)

할로겐

Br-83 2.4 h 0.0053804 1.50E+09

Br-84 31.8 m 0.010031 2.79E+09

Br-85 2.9 m 0.012633 3.52E+09

I-131 8.07 d 0.0288432 8.03E+09

I-132 137.7 m 0.042988 1.20E+10

I-133 20.8 hr 0.066991 1.86E+10

I-134 52.5 m 0.077356 2.15E+10

I-135 6.7 hr 0.062897 1.75E+10

불활성

기체

Kr-83m 1.83 h 0.0053793 1.50E+09

Kr-85 3934.4 d 0.002743 7.63E+08

Kr-85m 4.48 h 0.0126232 3.51E+09

Kr-87 1.27 h 0.0251473 7.00E+09

Kr-88 2.84 h 0.035678 9.93E+09

Kr-89 3.15 m 0.0461128 1.28E+10

Xe-131m 11.8 d 0.000317 8.83E+07

Xe-133 5.27 d 0.0670193 1.86E+10

Xe-133m 52.56 hr 0.001949 5.42E+08

Xe-135 9.2 hr 0.065315 1.82E+10

Xe-135m 15.29 m 0.012133 3.38E+09

Xe-137 3.818 m 0.061109 1.70E+10

Xe-138 14.08 m 0.063731 1.77E+10

입자
Sr-90 28.79 y 0.059045 1.64E+10

Cs-137 30.07 y 0.0626855 1.74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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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 변화를 계산하여 표 4와 같이 측정값과 비교해보았다. 요드의 방사능은 출

력 24MW에서 측정한 1차냉각수에서의 방사능[7]인데 출력 30MW에서의 값으로 

환산하여 이용하 다. 고온층경계에서의 냉각수혼합율과 수조표면에서의 물 증발

율로는 각각 21.3g/s을 사용하 다.

  Na-24의 방사능은 정화계통에서의 제거효율을 1.0으로 하여도 측정값보다 높

게 평가되었다. 계산값은 고온층에서의 평균값이므로 측정값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요드의 경우에는 정화계통에서의 제거효율을 1.0으로 하여도 대부분 

측정값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나 I-131은 정화계통에서의 제거효율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측정값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I-131의 방사능 측정값이 매우 낮

아 측정오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정화계통의 Na-24 제거효율은 0.9로 하고, 할로겐핵종

의 제거효율은 반감기가 가장 긴 I-131의 방사능을 고려하여 0.5로 가정한다. 

2.3.5 수조표면에서의 불활성기체 방출율

  수조표면에서 불활성기체가 원자로 건물내로 방출하는 현상에 대한 자료는 찾

지 못하 다. 다만, 호주 OPAL 원자로의 SAR에서는 불활성기체의 환경방출 선

원평가시에 수조표면에서의 surface exchange coefficient로 0.0057mm/s를 사용

하 다. 따라서, 하나로에 대해서도 이 값을 이용하여 핵연료이송수로 및 작업수

조를 포함한 수조전체의 표면적을 이용하면 원자로 건물로 방출되는 불활성기체

의 방출율은 247.2g/s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수조 표면에서 물의 증발율인 21.3 

g/s보다 약 11.6배 높은 값이다.

표 3. Ar-41 방사능 측정값으로부터 구한 고온층경계에서의 냉각수 혼합율 및 수조

표면에서 Na-24 방사능 계산값과 측정값의 비

년월일

Ar-41 (Bq/cc) Na-24 (Bq/cc)

수조상부

(측정)

1차냉각수

(측정)

냉각수혼합율 

(g/s)

수조상부
1차냉각수

수조상부

방사능 비 

(계산/측정)측정 계산

20041101 0.17591 410.633 5.96 2.36563 1.48 920.818 0.628

20041109 0.27604 449.906 8.53 2.90985 2.31 1002.377 0.794

20041114 0.24086 464.130 7.21 3.31679 1.97 1012.664 0.595

20041210 0.15899 403.838 5.47 2.80383 1.34 907.454 0.479

20050118 0.09472 396.837 3.32 2.46614 0.88 979.44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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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화계통의 핵종 제거효율에 따른 측정 및 계산 방사능 비교

핵종 Na-24 I-131 I-132 I-133 I-134 I-135

측정 방사능 

(Bq/cc)

1차냉각수

수조상부

1002.4

2.91

2.36

-

11.15

-

9.30

-

56.43

-

19.52

-

정화계통 Na-24 제거효율=1.0, 할로겐핵종 제거효율=1.0

계산 방사능 

(Bq/cc)

1차냉각수

수조상부

-

5.27

1.01

0.00815

48.6

0.0671

18.0

0.106

147.0

0.0623

39.0

0.132

방사능 비 

(계산/측정)

1차냉각수

수조상부

-

1.813

0.429

-

4.357

-

1.94

-

2.613

-

2.0

-

정화계통 Na-24 제거효율=1.0, 할로겐핵종 제거효율=0.5

계산 방사능 

(Bq/cc)

1차냉각수

수조상부

-

5.27

1.96

0.0325

56.1

0.0952

29.4

0.292

157.0

0.0761

52.6

0.251

방사능 비 

(계산/측정)

1차냉각수

수조상부

-

1.813

0.831

-

5.035

-

3.158

-

2.779

-

2.696

-

정화계통 Na-24 제거효율=0.9, 할로겐핵종 제거효율=0.9

계산 방사능 

(Bq/cc)

1차냉각수

수조상부

-

5.74

1.12

0.0101

49.9

0.0718

19.5

0.126

149.0

0.0649

41.2

0.149

방사능 비 

(계산/측정)

1차냉각수

수조상부

-

1.974

0.475

-

4.478

-

2.102

-

2.645

-

2.109

-

정화계통 Na-24 제거효율=0.5, 할로겐핵종 제거효율=0.5

계산 방사능 

(Bq/cc)

1차냉각수

수조상부

-

8.52

1.96

0.0325

56.1

0.0952

29.4

0.292

157.0

0.0761

52.6

0.251

방사능 비 

(계산/측정)

1차냉각수

수조상부

-

2.929

0.831

-

5.035

-

3.158

-

2.779

-

2.696

-

정화계통 Na-24 제거효율=0.1, 할로겐핵종 제거효율=0.1

계산 방사능 

(Bq/cc)

1차냉각수

수조상부

-

14.8

7.81

0.48

64.1

0.129

59.0

1.12

165.0

0.0892

72.9

0.482

방사능 비 

(계산/측정)

1차냉각수

수조상부

-

5.079

3.31

-

5.75

-

6.347

-

2.928

-

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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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1차냉각수 및 수조상부의 방사능

  수조표면에서의 물의 증발율, 불활성기체의 방출율과 고온층 경계면에서의 냉

각수 혼합율을 이용하여 1차냉각수 및 수조상부에서의 불활성기체 및 요드의 방

사능을 계산하여 측정결과[4,7]와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Ar-41, 할로겐 및 불활성기체의 계산 및 측정 방사능

핵종
1차냉각수 수조 상부

측정 계산 계산/측정 측정 계산 계산/측정

할로겐

I-131 2.36 1.96 0.831 - 0.0325 -

I-132 11.15 56.1 5.035 - 0.0952 -

I-133 9.30 29.4 3.158 - 0.292 -

I-134 56.43 157 2.779 - 0.0761 -

I-135 19.52 52.6 2.696 - 0.0251 -

불활성

기체

Ar-41 450 - - 0.276 0.688 2.494

Kr-85m 27.2 17 0.625 - 0.0759 -

Kr-87 14.9 46.7 3.134 - 0.0439 -

Kr-88 19.1 52.4 2.743 - 0.139 -

Xe-135m 13.4 51.3 3.828 - 0.00372 -

Xe-137 191 568 2.974 - 0.0031 -

Xe-138 86 283 3.291 - 0.0178 -

Xe-133 41.479 73.2 1.765 0.773 3.86 4.989

Xe-135 23.876 81.1 3.397 0.150 0.752 5.027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 계산값이 측정값보다 높게 예측하고 있다. 1차냉

각수내 방사능의 경우 요드에 대해서는 계산값이 약 3배 정도 높게 예측하고 있

으며, 불활성 기체에 대해서는 약 3~4배 높게 예측하고 있다. 수조상부 방사능은 

Xe-133 및 Xe-135의 방사능 계산값이 측정값에 비해 약 5배 높게 예측하고 있

다. 요드의 경우에도 수조 상부에서의 방사능이 실제보다 높게 예측될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방사선원 평가방법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조수내에서의 방사선원 분포에 대한 식을 이용하여 Na-24, 

Ar-41, 할로겐 및 불활성기체 핵분열생성물들의 1차냉각수 및 수조표면에서의 

방사능을 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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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냉각수내 Na-24, Ar-41 및 핵분열생성물의 방사능 농도 (출력 30MW)

핵종 반감기
방사능 (Bq/cc)

비고
1차냉각수 수조상부

Na-24 15.02 h 1010
*

5.8 * 측정값

할로겐

Br-83 2.4 h 6.9 0.0123

Br-84 31.8 m 26.7 6.05e-03

Br-85 2.9 m 133 3.92e-04

I-131 8.07 d 1.96 0.0325

I-132 137.7 m 56.1 0.0952

I-133 20.8 hr 29.4 0.292

I-134 52.5 m 157 0.0761

I-135 6.7 hr 52.6 0.251

불활성

기체

Ar-41 1.83 h 450
*

0.688 * 측정값

Kr-83m 1.83 h 8.85 0.0135

Kr-85 3934.4 d 0.0774 6.14e-03

Kr-85m 4.48 h 17 0.0759

Kr-87 1.27 h 46.7 0.0439

Kr-88 2.84 h 52.4 0.139

Kr-89 3.15 m 469 1.76e-03

Xe-131m 11.8 d 0.324 0.0211

Xe-133 5.27 d 73.2 3.86

Xe-133m 52.56 hr 2.21 0.0791

Xe-135 9.2 hr 81.1 0.752

Xe-135m 15.29 m 51.3 3.72e-03

Xe-137 3.818 m 568 3.10e-03

Xe-138 14.08 m 283 0.0178

입자
Sr-90 28.79 y 1.81e-03 1.73e-05

Cs-137 30.07 y 1.83e-03 1.76e-05

  * Na-24 및 Ar-41 의 경우에는 1차냉각수내 방사능 측정값을 이용하여 

    수조상부에서의 방사능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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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TS 시료조사시 Ar-41 선원

  공압이송장치(PTS)에 사용하는 질소속에 불순물로 포함된 Ar이 시료 조사중 

방사화되거나 시료 장전/인출시에 유입된 외부공기가 방사화되어 시료 장전/인출

시에 외부로 방출될 수 있다. 최근 PTS #3 시스템의 가동을 위하여 원자로 가동 

전과 가동 후에 점검을 하 으며 Ar-41의 방사능과 농도 등을 분석하 다. PTS

는 최종적으로 3개가 운 될 예정인데 앞으로 PTS #1 및 #2가 설치되어 운 될 

예정이다. 따라서, 3개의 조사공 모두를 대상으로 Ar-41 선원을 평가한다.

2.4.1 질소속의 불순물 Ar의 방사화

   PTS에 사용하는 질소의 순도는 공급자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99.9997% 이며, 

불순물로 O2(0.1ppm) H2O(0.1ppm), Ar(0.3ppm) 이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과학연

구원에서의 측정결과 Ar의 농도는 3.3ppm으로 11배 높게 나타났다[8]. Ar 불순

물에 의한 방사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질소를 통에 담을 때 공기 중 Ar이 질소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Ar의 농도를 30ppm으로 가정한

다. Ar 중 Ar-40의 비율은 99.6%이다. 질소의 도를 0.0013g/cc로 가정하여 

Ar-40의 평형 방사능농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열중성자속은 1.3E+14 n/cm
2
-s 

로 하 다.

   A=λN=NAr40σΦ

   NAr40  = 0.0013(g/cc)x(30e-6)x(0.6023E+24)/39.944 x 0.996 = 5.857E+14 

(#/cc)

   A = (5.857E+14)x(0.5851e-24)x(1.3E+14) = 44550 (#/cc-s) = 1.204 (μCi/cc)

  설계에 의하면 앞으로 설치될 PTS #1 및 PTS #2에는 내경이 각각 28mm, 

18mm인 장전 및 인출관이 있고 관 내부의 기체가 조사되는 길이는 50cm 정도

이다. PTS#3는 이중관으로 되어있으며 기체가 조사되는 길이는 100cm 정도이다. 

따라서, PTS내의 기체가 조사되는 부피는 다음과 같다.

  - PTS#1, PTS#2 : V = π (1.4
2
+0.9

2
) x 50 = 435 cm

3

  - PTS#3 : V = π [(1.42875
2
-1.30429

2
)+(1.905

2
-1.7399

2
)] x 100 = 296 cm

3

  시료가 조사되는 시간은 PTS#1 및 PTS#2에서는 최대 4시간이고, PTS#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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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대 60초이다. 최대 조사시간을 적용할 경우, 조사시간이 4시간이면 방사능

농도는 평형 방사능농도의 78.02%이고 조사시간이 60초이면 평형 방사능농도의 

0.6293%이다. 시료는 하루 20회, 연간 200일 조사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연간 

원자로 운전일수와 PTS 이용일수를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시료

를 장전하고 인출할 때 각각 질소가 방출되므로 방출량은 시료장전횟수의 2배이

다. 조사관내에서 방사화된 Ar이 조사 직후 모두 외부로 방출된다고 가정할 경

우 PTS#1, #2, #3로부터 원자로굴뚝으로 방출되는 Ar-41의 연간 방사능은 다음

과 같다.

   R = (1.204 x 0.7802 x 435 x 2 + 1.204 x 0.006293 x 296) x 20 x 200 x 2

     = 6.556E+6 (μCi/yr) = 2.426E+11 (Bq/yr)

2.4.2 외부공기 유입으로 인한 Ar의 방사화

   PTS 사용전 시험결과에 의하면 Ar-41의 방사능 측정 결과로부터 유추한 조

사관내의 Ar 양은 약 208ppm 이었으며 이는 공기중 Ar 농도의 약 1/50에 해당

하는 양이다. 표준연구원에서 분석한 질소속의 Ar 농도가 3.3ppm이라는 것을 고

려하면 시료 장전시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Ar의 양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8]. 따라서, 조사관내로 유입되는 공기에 의한 Ar 양을 보수적으로 

500ppm이라고 가정하고, 질소의 도를 0.0013 g/cc 로 하여 조사관내 Ar-41의 

포화방사능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NAr40  = 0.0013(g/cc)x(500e-6)x0.6023E+24/39.944x0.996=9.76E+15 (#/cc)

   A= 9.76E+15 x 0.5851e-24 x 1.3E+14 = 7.424E+5 (#/cc-s) = 20.06 (μCi/cc)

따라서, 2.4.1항의 경우와 같이 연간 시료 조사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방출되는 

Ar-41의 방사능은 다음과 같다. 단, 외부공기는 시료를 장전할 때만 유입되므로 

방출량은 시료장전횟수와 같다.

   R = (20.06 x 0.7802 x 435 x 2 + 20.06 x 0.006293 x 296) x 20 x 200 

     = 5.461E+7 (μCi/yr) = 2.021E+12 (Bq/yr)

  그러나, PTS #3 시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시료 장전시에 외부공기가 유입

되지 않도록 운 할 것이므로, PTS에 사용하는 질소속의 Ar 불순물에 의해 생

성되는 Ar-41 만 환경으로 방출될 것이며 그 양은 보수적으로 2.426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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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yr) 이다.

2.5 BNCT장치 물통 셔터내의 공기 방사화에 의한 Ar-41 선원

   BNCT 조사장치의 물통셔터에는 빔 이용시 물이 빠지고 공기가 채워지게 된

다. 이 때 물통셔터에서의 열중성자속 분포를 이용하여 공기중의 Ar-40이 방사

화되는 양을 계산하 다. 물통의 직경은 21cm 이며 길이는 140cm 로, 총 부피는 

48490cm
3
 이다. 

  물통에서의 평균 열중성자속은 3.88E+10 n/cm
2
-s 이다. 공기의 도를 0.0012 

g/cc 라고 하면 조사시간에 따른 Ar-41의 방사능은 표 7과 같다.

표 7. 조사시간에 따른 BNCT 조사장치 물통셔터내 공기의 방사능

조사시간
Ar-41 방사능

Bq Ci

30분 3.22E+07 0.00087

1시간 5.88E+07 0.00159

2시간 9.91E+07 0.00268

3시간 1.27E+08 0.00342

4시간 1.45E+08 0.00393

5시간 1.58E+08 0.00428

  2005년에 BNCT 장치에서 빔을 사용한 시간은 7230분으로 약 120시간이다[9]. 

2005년에는 6월 19일까지 원자로가 운전된 것을 고려하여 연간 300시간 BNCT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시간은 1시간 미만이었으

므로 평균 조사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여 연간 300회 이용하고, 물통셔터내의 

방사화된 공기가 모두 원자로 건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면 선원의 양은 다음과 

같다.

  5.88E+07 (Bq) x 300 (/yr) = 1.764E+10 (Bq/yr) = 0.48 (Ci/yr)

  이 양은 공압이송장치로부터의 Ar-41 방출선원과 비교하면 7.3% 정도이다. 

2.6 중성자 빔 이용설비내의 Ar-41 선원

   빔튜브의 빔 셔터 출구부터 실험장치가 있는 위치 사이는 콘크리트로 차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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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평상시에는 차폐구조를 여는 경우가 없으므로 차폐체 내부의 공기가 원

자로 건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빔튜브 출구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열중성자속 자료를 이용하

여 차폐된 공간내의 방사화된 Ar-41 방사능을 계산하 다. 열중성자속 측정자료

는 여러 가지 출력에서 측정된 값으로, 출력 30MW에서의 값으로 환산하면 다음

과 같다. 

  - ST1 (빔튜브 셔터출구로부터 40cm 되는 위치) : 1.17E+10 n/cm
2
-s

  - ST2 (원자로벽에서 105cm 되는 위치) : 8.8E+9 n/cm
2
-s

  - NR (원자로벽에서 307cm 되는 위치) : 1.31E+7 n/cm
2
-s

  - CN (원자로벽에서 255.5cm 되는 위치) : 1.13E+9 n/cm
2
-s

  열중성자속이 가장 높은 ST1을 기준으로 하여, 차폐된 공간내의 평균 열중성

자속을 1.2E+10 n/cm
2
-s 으로 가정하여 Ar-41의 방사능 농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공기의 도는 0.0012 g/cc, 공기중 Ar-40의 비율은 0.94% 로 한다.

  A= 0.0012(g/cc)x0.0094x0.6023E+24/39.944 x 0.996 x 0.5851e-24 x1.2E+10

     = 1.189E+3 #/s-cc = 0.032 μCi/cc

  차폐체의 내부 크기를 6x13x300 cm
3
 라고 하면 총 방사능은 2.78E+07 Bq 이

다. 차폐체를 여는 경우는 연간 1회 이하이므로 이것에 의한 Ar-41 방사능의 방

출은 PTS에 의한 Ar-41 양에 비하면 무시할만하다.

  따라서, PTS 및 BNCT 시설 이용으로 인하여 연간 환경으로 방출되는 Ar-41 

방사능은 2.602E+11 (Bq/yr) 이다.

2.7 NTD 조사 활동에 의한 Br-82 선원

   NTD2에서 시료조사시 중성자속 측정용 시료를 부착하기 위하여 Al 테이프를 

사용한다. 그런데, 조사된 Al 테이프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Br-82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 다[4]. 측정된 Br-82의 방사능은 9800Bq 이었으며, 한 번의 NTD 

시료 조사시 3곳에 Al 테이프를 붙이며 하루에 5회 조사하고 연간 원자로 운전

시간을 280일로 가정하면 조사된 Al 테이프에 생성된 Br-82의 연간 총 방사능은 

4.12E+07 Bq/yr 이다. 이 중 일부분만이 Al 테이프를 탈출하여 원자로 건물내로 

퍼진 후 RX 환기계통을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될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평가

를 위하여 모든 양이 바로 환기계통을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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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NTD1에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며 앞에서 계산된 양과 같은 양이 방출된

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NTD 조사 활동에 의해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Br-82는 

연간 8.24E+07 (Bq/yr) 이다. Br-82는 핵분열에 의해서도 생성되지만 핵분열생성

율이 6.1E-07으로 매우 작아 환경 방출량은 연간 1.5E+03 (Bq/yr)로 NTD 조사 

활동에 의한 방출량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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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환경 방출 방사능

3.1 환경 방출 방사능 양

    하나로 정상운전중에는 원자로 수조표면위로 방출되는 방사선원은 RCI 환기

계통에 의해 환경으로 방출되고, 핵연료 이송수로와 작업수조 위로 방출되는 방

사선원은 원자로 건물내로 방출되어 RX 환기계통에 의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수조표면으로부터 증발되는 물에 포함된 할로겐 핵종은 모두 환기계통을 통하

여 즉시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 다. 연간 할로겐 핵종의 환경 방출량은 수

조표면에서의 할로겐 핵종 농도와 물의 증발율로부터 계산하 다. 

  불활성기체의 경우에는 원자로 수조표면위로 올라오는 선원은 RCI 환기계통을 

통하여 즉시 환경으로 방출되고, 핵연료 이송수로와 작업수조 위로 올라오는 선

원은 원자로 건물내로 방출된 다음 RX 환기계통에 의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RCI 환기계통으로 방출되는 불활성기체는 원자로 수조표면에서의 불활성기체 농

도와 방출율로부터 구하 고, 원자로 건물내로 방출되는 불활성기체는 다음과 같

이 구하 다. 

  원자로 건물내에서의 방사성핵종의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dN
dt
=P-λN-

N
V
E                                   (9) 

여기서, N = 원자로 건물내 방사성핵종의 원자수 (atoms),

        P = 수조표면에서 원자로 건물내로 방출되는 핵종의 방출율 (#/sec),

        λ = 핵종의 붕괴상수 (/sec),

        V = 원자로 건물 부피 = 39000 m
3
,

        E = 원자로건물(RX) 굴뚝으로의 풍량 = 14.2 m3/sec (=51200 m3/hr)

  평형상태에서 방사성핵종의 원자로 건물내 농도는 다음과 같다.

   N=
P

λ+E/V  (atoms)

   
A
V
=
λ
V

P
λ+E/V  (Bq/cc 또는 μCi/cc)                  (10)

  따라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핵종의 연간 방출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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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V
(E x365x24)=

λ
V
P(Ex365x24)
λ+E/V    (Bq/yr 또는 μCi/yr)     (11)

  Ar-41의 경우 PTS 운전 및 BNCT 설비에서 생성되는 양은 RX 환기계통으로 

나간다. 

  RX 및 RCI 환기계통을 통하여 연간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의 양을 정리

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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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RX 및 RCI 환기계통을 통한 환경 방출 선원

핵종 반감기
환경 방출 방사선원 (Bq/yr)

RX RCI 합계

할로

겐

Br-82 35.3 h 8.24E+07 4.34E+02 8.24E+07

Br-83 2.4 h 5.86E+06 2.39E+06 8.25E+06

Br-84 31.8 m 2.88E+06 1.17E+06 4.05E+06

Br-85 2.9 m 1.86E+05 7.61E+04 2.63E+05

I-131 8.07 d 1.55E+07 6.31E+06 2.18E+07

I-132 137.7 m 4.53E+07 1.85E+07 6.38E+07

I-133 20.8 hr 1.39E+08 5.67E+07 1.96E+08

I-134 52.5 m 3.62E+07 1.48E+07 5.10E+07

I-135 6.7 hr 1.19E+08 4.87E+07 1.68E+08

total 4.46E+08 1.49E+08 5.95E+08

불활

성기

체

Ar-41 1.83 h 2.63E+11 1.56E+09 2.65E+11

Kr-83m 1.83 h 5.82E+07 3.06E+07 8.88E+07

Kr-85 3934.4 d 3.40E+07 1.39E+07 4.79E+07

Kr-85m 4.48 h 3.76E+08 1.71E+08 5.47E+08

Kr-87 1.27 h 1.72E+08 9.91E+07 2.71E+08

Kr-88 2.84 h 6.47E+08 3.13E+08 9.60E+08

Kr-89 3.15 m 8.83E+05 3.98E+06 4.86E+06

Xe-131m 11.8 d 1.16E+08 4.76E+07 1.64E+08

Xe-133 5.27 d 2.13E+10 8.71E+09 3.00E+10

Xe-133m 52.56 hr 4.33E+08 1.79E+08 6.12E+08

Xe-135 9.2 hr 3.93E+09 1.70E+09 5.63E+09

Xe-135m 15.29 m 6.71E+06 8.41E+06 1.51E+07

Xe-137 3.818 m 1.85E+06 7.01E+06 8.86E+06

Xe-138 14.08 m 3.02E+07 4.01E+07 7.03E+07

total 2.90E+11 1.29E+10 3.03E+11

입자

Sr-90 28.79 y 8.24E+03 3.36E+03 1.16E+04

Cs-137 30.07 y 8.38E+03 3.42E+03 1.18E+04

total 1.66E+04 6.78E+03 2.34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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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 방출 방사능 계산값과 측정값의 비교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중 Ar-41과 I-131의 계산값을 측정값과 비교하

다. 2006년 1월초부터 시작된 원자로 운전동안 원자로 굴뚝 방사선감시기의 

charcoal 필터의 방사능을 HpGe로 측정한 결과 RCI로 방출된 I-131의 방사능 

농도는 0.0164 Bq/m
3
 이었으며 RX로 방출된 I-131 농도는 0.0045 Bq/m

3
 이었다

[10]. 앞으로 원자로 운전이 계속되면서 I-131의 방사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

선 현재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연간 환경으로 방출되는 I-131 방사능을 추정

하고 계산결과와 비교한다. 정상운전시 RX 및 RCI 환기계통의 풍량을 고려하여 

연간 환경으로 방출되는 선원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RX(I-131) : 0.0045(Bq/m
3
) x 51200(m

3
/hr) x 365 x 24 = 2.02E+06 (Bq/yr)

  - RCI(I-131) : 0.0164(Bq/m
3
) x 6660(m

3
/hr)] x 365 x 24 = 9.57E+05 (Bq/yr)

  필터 방사능을 측정하여 구한 연간 I-131 방출량은 계산으로 구한 표 8의 값

과 비교하면 RX 환기계통으로 나가는 선원은 계산값의 약 13%, RCI 환기계통으

로 나가는 선원은 계산값의 약 15% 에 해당한다. 원자로 운전에 따른 I-131의 

방사능 농도 변화를 계속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자료가 누적된 후 다시 계산값과

의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Ar-41의 환경방출 방사능은 2004년 측정자료의 불활성기체 방출량이 대부분 

Ar-41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RX 굴뚝으로 4.04E+12 Bq/yr, RCI 굴뚝으

로 4.39E+11 Bq/yr 방출되었다[3]. 표 7에서 Ar-41의 방출양은 전체 불활성기체 

방출량의 90% 가까이 차지한다. 또한, 2004년에는 PTS에 시료를 장전할 때 외

부공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작은 양의 

외부공기 유입에도 방사화된 Ar-41의 방사능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할 때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능은 대부분 PTS에서 방사화된 Ar-41에 의한 것이

며 방출된 방사능도 측정값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

3.3 기존의 환경 방출 방사능과의 비교

  기존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정상운전중 연간 방사성 기체폐기물 방출량

과 새로 평가된 할로겐 및 기체방사성 폐기물의 방출량을 표 9에 비교하 다. 할

로겐 핵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 SAR 값의 10% 이하 으나 불활성기체의 경

우에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존 SAR 값보다 크게 평가되

었다. 이러한 차이는 Ar-41의 경우에는 PTS에 의한 선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

며 핵분열생성물들의 경우에는 핵종들의 생성율 계산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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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기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값을 평가할 때는 핵종 생성 및 연소에 관

한 전산코드인 ORIGEN2를 이용하여 우라늄이 일정기간 연소될 때 생성된 핵분

열생성물의 방사능을 사용하 으나 여기서는 각 핵종의 fission yield를 이용하여 

직접 핵분열생성물의 생성율을 계산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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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간 방사성 기체폐기물 방출량 비교

핵종

연간 방출량 (Bq/yr) 비율

(NEW/OLD)
기존 SAR (표12.3-1)

(OLD) 

새로 평가된 양 

(NEW)

할로

겐

Br-82 - 8.24E+07 -

Br-83 8.469E+07 8.25E+06 0.097

Br-84 3.889E+07 4.05E+06 0.104

Br-85 4.525E+07 2.63E+05 0.006

I-131 3.463E+09 2.18E+07 0.006

I-132 6.827E+08 6.38E+07 0.093

I-133 4.806E+09 1.96E+08 0.041

I-134 4.869E+08 5.10E+07 0.105

I-135 5.705E+09 1.68E+08 0.029

total 1.531E+10 5.95E+08 0.039

불활

성기

체

Ar-41 3.649E+10 2.65E+11 7.262 

Kr-83m 6.682E+07 8.88E+07 1.329

Kr-85 6.642E+06 4.79E+07 7.212

Kr-85m 3.351E+08 5.47E+08 1.632

Kr-87 2.252E+08 2.71E+08 1.203

Kr-88 6.560E+08 9.60E+08 1.463

Kr-89 1.807E+07 4.86E+06 0.269

Xe-131m 3.649E+07 1.64E+08 4.494

Xe-133 7.374E+09 3.00E+10 4.068

Xe-133m 1.933E+08 6.12E+08 3.166

Xe-135 2.974E+08 5.63E+09 18.931

Xe-135m 2.278E+07 1.51E+07 0.663

Xe-137 2.920E+07 8.86E+06 0.303

Xe-138 1.101E+08 7.03E+07 0.639

total 4.586E+10 3.03E+11 6.607

입자

Sr-90 1.977E+06 1.16E+04 0.006

Cs-137 - 1.18E+04 -

total - 2.34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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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하나로 정상운전 중 환경으로 방출되는 할로겐 및 불활성기체의 양을 평가하

다. 수조내 방사선원 분포는 1차냉각수 및 수조수를 세 역으로 나누어 각 

역에서의 방사능 변화에 대한 식을 세워 계산하 다. 주요 변수인 1차냉각수 정

화계통 및 고온층 계통에서의 여과기나 이온교환기에서의 핵종 제거율과 고온층 

경계면에서의 냉각수 혼합율은 1차냉각수 및 수조상부에서의 Na-24 나 Ar-41 

방사능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해 보수적으로 추정하 다. 또한, 수조 표면에서 물

의 증발율과 불활성기체의 교환계수 등은 원자로 운전시 수조수 충수량이나 호

주 OPAL 원자로 SAR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 다. 불활성기체 중 주요 핵종인 

Ar-41의 경우 방출 원인들을 검토하 으며 그 중 PTS 사용시 질소속에 불순물

로 포함된 Ar이 방사화되어 생성되는 Ar-41 양이 대부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할로겐은 연간 수조수 충수량과 같은 양의 물이 수조표면에서 증발되고, 증발

된 물 속에 포함된 할로겐 양 모두가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여 연간 수조

수 충수량에 수조상부에서의 방사능농도를 곱하여 환경으로 방출되는 총 양을 

구하 다. 불활성기체는 수조표면으로부터 방출되어 원자로 건물내로 나온 후 

RX 환기계통에 의해 환경으로 방출되며 PTS 사용으로 생성되는 Ar-41의 경우

에는 환경으로 바로 방출된다고 가정하여 방출량을 구하 다.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구한 환경방출 방사선원을 기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값

과 비교하면, 할로겐 핵종의 경우에는 10%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나 불활

성기체는 반감기가 15분 이내로 매우 짧은 핵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높게 평가되

었다. 할로겐 핵종의 경우에는 정화계통에서의 제거 효과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방출량이 낮아졌으며, Ar-41의 경우에는 PTS에 의한 향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높아졌다. 주요 핵종의 연간 환경 방출량은 I-131은 2.18E+07 (Bq/yr), Ar-41은 

2.65E+11 (Bq/yr), Xe-133은 3.00E+10 (Bq/yr) 이다. I-131의 방출량은 최근의 

원자로 굴뚝 방사선감시기의 charcoal 필터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약 

7배 높아 충분히 보수적이다. Ar-41의 방출량은 2004년 측정된 RX 및 RCI 굴뚝

을 통한 방출량의 약 1/17에 불과하지만, 2004년에는 PTS를 운 할 때 시료 장

전시 외부공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Ar-41의 방출량이 측정치

만큼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Ar-41의 방출량은 2.65E+11 

(Bq/yr)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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