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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가동으로 인한 주

변환경 내 방사선/능 준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예기치 않는 방사

성 물질의 방출에 따른 환경 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 가공시설 부지 주변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2004

년 12월까지 환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 감시를 수행하 다.

  환경방사선 감시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공간집적선량을 측정하 고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해서는 공기, 토양, 물 및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

능을 측정하 다. 환경방사능 감시에 있어서는 공기중 미립자에 대하

여 전 α, β 방사능을 분석하 고, 토양, 빗물, 지표수, 지하수, 침전물 

및 식품류의 경우에는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석하 다. 측정 및 조사

지점은 공기중 방사능 농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과 인구 집

지역, 주풍하 방향, 대기확산인자를 고려하여 부지 반경 16 km 이내 

지점을 선정하 으며, 부지 반경 30 km 이내에서 비교지점(한성신학

대 인근)을 선정하 다. 

  공간집적선량은 모든 조사 지점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공기중 미립자에 대한 전 α, 

β 방사능은 대체로 모든 지점에서 비슷한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었고, 

부지내 공기중 α 방사능 농도가 타 지점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었

으나 예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토양시료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대체로 측정 지점 및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예년의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하수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시료 채취 시기 및 지점에 따라 비

교적 크게 변하 으나 이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침

전물 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조사 시기 및 지점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지 주변 지표수 및 부지내 

빗물의 우라늄 농도는 비교지점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으나 대체로 예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쌀과 배추 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예년

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상과 같은 한전원자력연료(주) 가공시설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 

방사선/능 감시결과로 볼 때 2004년도 당해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환

경 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제 1 장  서  론

  본 환경조사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한국원자력연구소 간 협

력사업으로 수행되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원자력연료 가공시설의 운

으로 인한 당 시설 주변 환경에서의 방사선/능 준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방사성 물질의 축적경향을 조사함으로써 원자력연료가공시

설의 환경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방사능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향 유무를 판단하고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없음을 입

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에서의 방사선/능 조

사업무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운 시 예기

치 않은 환경방출이 발생할 경우 비교･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고 나아가 원자력연료 국산화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는 2004 년도 상반기까

지는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5 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

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 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원

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환경방사선/능 조사계획서에 따라 수행하

다. 한편 하반기에는 상기 고시가 개정(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4-17 

호, 2004. 7. 13)됨에 따라 새로운 고시에 의거하여 환경감시 업무를 

수행하 다. 새로운 고시에 의하면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빈도의 

변화는 없으나 보고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 다.



  원자력연료 가공공장은 일반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방사성 요오

드 및 방사성 불활성 기체는 생성되지 않지만 U-235, U-238 및 U-234 

등의 우라늄 동위원소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감시에서 특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원자력연료 가공공장 가동으로 배출

이 가능한 핵종은 주로 우라늄 동위원소에 국한되므로 본 조사는 α 

선 방출체인 우라늄 핵종에 대한 감시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제 2 장 당해 시설 및 부지 특성

 1. 시설 위치 및 주변 지형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지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인 대전광역시 대덕 

연구단지내에 위치하며 행정구역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493 번지이다. 대전광역시는 차령산맥과 노령산맥이 분리되는 지점에 

형성되어 그 입구가 계룡산 줄기로 막히면서 형성된 분지형태의 도시

로서 부지의 좌표는 N 36
o 25'24", E 127o 22'38" 이며 부지와 인접한 

주요지역으로는 신탄진, 구즉, 유성 등이 있다. 

  부지로부터 반경 16 km 이내의 지세 및 지형을 보면 부지의 서쪽 

방향에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계룡산의 쌀개봉 (해발 845 m), 삼

불봉 (해발 775 m) 등이 소백산맥의 일부를 이루면서 비교적 험준한 

산세를 형성하고 있다. 부지의 남쪽 방향에는 대덕연구단지, 유성온천 

및 대전 시가지가 자리잡고 있고 비교적 낮은 구릉지대를 형성하며 

부지중심 8 km 이내에는 특이한 지형은 없고 낮은 야산과 전형적인 

촌락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연료 가공시설의 주변의 도로는 동쪽 약 5 km 지점을 경부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남쪽 방향 약 2 km 지점을 호남고속도로

가 통과하고 있다. 또한, 경부선 철로가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부지 

동쪽 약 5 km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2. 기상 현황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지는 대전광역시라는 큰 분지 내의 북단에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 주변 지역의 국지 기상 현황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3 년

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예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1년 간의 

탁월풍은 남서풍으로 나타났다. 연간 정온상태(calm)는 67 m 높이에

서 39.4%, 27 m 높이에서 42.2%, 10 m 높이에서 38.9% 다. 연 평균 

풍속은 67 m에서 1.45 m/s, 27 m에서 1.01 m/s, 10 m에서 0.76 m/s

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평균 기온은 백엽상이 위치한 1.5 m 

높이에서 12.2 
oC로 전년도보다 약간 낮았다. 연평균 상대습도는 74∼

78% 정도로 예년과 비슷하 다. 년간 강우량은 1,670 mm로 여름 석 

달 동안 1,000 mm 이상을 기록하 다.

3. 부지내의 원자력시설 현황

   환경조사계획과 관련된 방사선/능 향의 조사 대상 원자력시설은 

현재 가동중인 핵연료가공시설 (기존시설) 1 개 동과 97년 하반기부

터 가동된 경수로 핵연료가공시설 및 중수로 핵연료가공시설(증설시

설)이 있다. 또한 동일 부지 내의 인근 원자력시설로는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시설과 조사후 시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제 3 장 환경감시 내용 및 방법

  원자력연료 가공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 감시업무는 크게 환경방사

선 측정과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방사

선의 경우 부지내 선량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 지점과 비교

지점(한성신학대학)을 선정하여 측정하 으며, 환경방사능의 경우, 공

기중 미립자 및 토양은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방사능 농도가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로 다른 방향의 지점과 반경 16 km 이내 인구

집지역, 대기확산인자가 최대인 주민 거주지역 및 비교지점에서 조

사하 고, 지표수와 침전물의 경우 원자력연료가공시설 배수구 및 비

교지역을 선택하 으며, 빗물의 경우 원자력연료가공시설 부지내 및 

비교지역에서 채집하 고 지하수는 원자력연료가공시설 주변 및 비교

지역에서 채수하 으며, 곡류 및 채소류는 원자력연료가공시설 주변 

농가와 비교지역에서 채취하 다.

 1. 환경감시 계획

    

   원자력연료 가공공장 주변에 대한 2004 년도 환경감시계획은 표 1

과 같다. 

  환경방사선 측정은 공간 γ 선 집적선량에 대해서 분기별로 측정하

고, 환경방사능 측정은 공기중 미립자, 토양, 침전물, 물시료, 식품

류 등에 대하여 년 1회∼월 1회 빈도로 수행하 다. 

  환경방사선 측정지점은 표 2에서와 같이,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



지내 9 개 측정지점과 비교지점으로서 26 km 범위의 1 개 지점에 대

하여 분기별로 공간방사선에 대한 집적선량을 측정.조사하 다. 

  환경방사능 조사지점 및 조사빈도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공기중 

미립자의 경우 부지내 3 개 지점과 부지 경계  5 개 지점 및 1 개의 

비교지점을 선정하여 월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토양시료는 부지내를 포함한 도합 6개 지점에 대하여 반기별로 시

료를 채집하 다. 침전물의 경우 부지경계 3개 지점과 비교지점에 대

하여 분기별로 시료를 채집하 다. 지표수는 부지경계 3 개 지점과 

비교지역에 대하여 월별로 시료를 채집하 다. 

  빗물의 경우 부지내 1 개 지점과 비교지점에서 강우시 시료를 포집

하여 월별로 시료를 채취하 다. 지하수의 경우 원자력 연구소내의 

보덕샘 약수터와 인근 마을 우물 1개 지점 및 비교지점에서 분기별로 

시료를 채집하 다. 

  식품류의 경우 주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쌀과 배추에 대하여 부

지 주변지역 및 비교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수확기에 10 kg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고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석하 다.

 2. 환경조사 지점

  

   원자력연료 가공시설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지점은 그림 1∼3과 같

다. 그림 1은 부지내 환경조사 지점을 나타내고 그림 2는 부지경계 

환경조사 지점을 나타내며 그림 3은 부지 주변 외곽지역 환경조사 지

점을 나타낸다. 

  그림 1, 2 및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반



경 30 km 이내 26개 지점에서 환경감시를 실시하 으며, 원자력연료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근거리 지역에 치중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3. 환경방사선 조사방법

    

공간집적방사선량 조사를 위하여 10 개의 조사지점에서 지표 1m 

이상의 높이에 선량계를 장착하고 3개월 간격으로 교환․회수하 다.  

회수된 선량계는 열형광계측장치(TLD Reader, Harshaw TLD 4500)를 

사용하여 열형광량(TL)을 계측하고 3개월 동안의 공간집적선량을 산

출하 다.

사용된 선량계(TLD-100H)는 두께 0.38 mm의 LiF:Mg,Cu,P TLD 소

자 4 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량계는 테프론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구

리와 ABS 필터, 플라스틱, Mylar 박막 및 주석 필터로 구성된 선량계 

홀더(Type 8855)에 담아 사용하 다.

 4. 환경방사능 조사방법

 

  가. 공기중 미립자

    (1) 시료채취 및 전처리

 공기중 미립자는 고정용 공기채집기 (Low-Volume Air 

Sampler, Eberline 제품)를 사용하여 부지내 및 부지경계 8개 지점과 

1 개의 비교지점 (한성신학대학)에서  연속적으로 채취하 다. 집진은 

지표 약 50 cm 높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필터는 Glass fiber 



filter 다.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지내 공기 시료 채취는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측에서 직접 수행하 다. 집진이 완료된 필터는 회수하여 

라돈 및 토론 딸핵종 등의 자연방사능 감쇄를 위해 약 3 일 이상 방

치한 후 방사능을 측정하 다.

    (2) 전 α, β 방사능 측정

 전 α 및 전 β 방사능 측정은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에너지 구분 없이 측정하고 시료 속의 방사능을 전 방사능량의 단위

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핵종분석과 같이 각 방사성 핵종의 농도는 알 

수 없지만 환경내 전체방사능의 변동상황과 같은 대략적인 정보를 신

속히 확보하는 데 이용된다. 

약 3 일 이상 방치한 집진 필터를 직경 5 cm planchet에 옮겨 담

은 다음 저준위 알파/베타선 계측기(Low Background Counting 

System, Oxford 5100-II, TENNELEC)로 60∼100 분 간 전 방사능을 

계측하 다.

  나. 육상 환경시료 

      

      (1) 시료채취 및 전처리

 

        1) 토양

           인위적인 조작 및 식생의 향이 적은 곳을 선택하여 반

경 1 m내에서 깊이 5 cm 이내로 5개 지점 이상에서 표층토를 채취

하 다. 채취한 시료를 자연건조 또는 100 ℃ 정도의 건조기에서 충



분히 건조한 다음 눈 size가 1.0 mm인 체로 쳐서 일정량 (5 g)을 취

하고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500 ℃ 정도의 머플 퍼니스에서 12 시

간 정도 가열한 후 방냉하 다. 유기물을 제거한 시료에 U-232 표준

용액 1 ml (0.22 Bq/ml)을 가하 다.

 

        2) 지하수

           원자력연구소내 보덕샘 1개 지점,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동화울 마을 1개 지점 및 비교지점으로 한성신학대에서 지하수

를 채수하 다. 시료는 지하 약 100 m에 있는 지하수를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채취하 다. 채취한 지하수에 질산 약 30 ml을 첨가하여 우

라늄 성분이 용기벽에 흡착되거나 콜로이드화 되는 현상을 방지했다. 

  지하수 시료 18 liter을 물 농축장비에 넣고 U-232 표준용액 1 ml을 

가한 다음 1 liter 정도로까지 농축시켰다. 농축된 물시료를 1 liter 비

이커에 넣고 sand bath에서 서서히 가열하여 증발건조 시켰다. 

  3) 침전물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배수구 주변 2개 지점과 인근 개울 

1개 지점 및 한성신학대학 부근 1개 지점의 하천에서 침전물을 2 kg

정도 채취하 다. 이때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침전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료를 채취하 다. 전처리 과정은 토양과 동일하

다. 

        

        4) 지표수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배수구 주변 2개 지점과 인근 개울 



1개 지점 및 논산시 한성신학대학 부근 1개 지점에서 지표수를 채취

하 다. 시료채취는 삼각점이 되는 3곳을 선정한 후 채수기를 이용하

여 각 6 liter씩 채취한 후 혼합한 (전체 시료량; 18 liter) 다음 질산 

약 30 ml을 첨가하 다. 이후 전처리 과정은 지하수와 동일하다.

        5) 빗물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지내 기상탑 및 비교지점으로 선

정된 충남 논산시 한성신학대학교 부근 1개 지점에 빗물 채수기(최대 

직경 80 cm)를 설치하고 월별로 한 달 간 계속 빗물을 채집한 후 시

료에 질산 약 30 ml을 첨가하 다. KNFC 기상탑에서의 빗물 채취는 

KNFC 측이 실시하 다. 시료 채취후 최대 18 liter까지의 빗물 시료

에 대하여 지하수와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하 다.

        6) 식품

           원자력연구소 주변인 관평동 논밭과 논산시 한성신학대학 

근처 논밭에서 재배된 쌀과 배추를 10 kg 정도씩 채취하 다. 채취한 

시료를 450 ℃ 정도의 머플퍼니스에서 12시간 이상 가열․회화한 후 

방냉하 다. 회분 시료 10 g을 칭량하여 250 ml 비이커에 넣고 우라

늄 화학수율을 보정하기 위해 U-232 표준용액 1 ml을 시료에 가하

다.  

      (2)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

         채취된 시료를 위와 같이 전처리한 다음 우라늄 동위원소를 

화학적으로 분리하 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화학분리 방법은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환경연구부에서 개발하여 IAEA 검증절차를 거친 것으

로 체질 후 가열된 토양이나 회분 시료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물 시료에 대한 화학분리 절차도 질산과 HF를 이용한 

leaching 과정만 없을 뿐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하다. 그림 5는 우라늄 

동위원소 전착시 사용하는 전착 cell의 개략도이다.

  전착이 끝난 다음 우라늄 동위원소들을 동시계측하기 위하여 

Alpha Spectrometer (OASIS 8 CHANNEL, OXFORD)의 진공 

Chamber에 우라늄 전착판을 검출기로부터 1cm 거리에 장착 한 뒤 

10
-2 Torr 이하의 진공에서 약 90000 초 이상 계측하고 OASIS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U 동위원소 피크(U-232, U-234, U-235, U-238) 면적을 

구하 다.

  시료내 각 동위원소의 농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 다.

   

I(U-238)              

C(U-238) = □□□□□□□□□□□□□□□□□□□□□□□□□□□□□□□□□□□□□□□□□□ × A(U-232) 
I(U-232)×S(amount)              

I(U-235)              

C(U-235) = □□□□□□□□□□□□□□□□□□□□□□□□□□□□□□□□□□□□□□□□□□ × A(U-232) 
I(U-232)×S(amount)              

I(U-234)

C(U-234) = □□□□□□□□□□□□□□□□□□□□□□□□□□□□□□□□□□□□□□□□□□ × A(U-232) 
I(U-232)×S(amount)              

         여기서,

               C :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 (Bq/kg)



               I : Net counts = I(gross) - I(background)

               A(U-232) : 추적자로 사용한 U-232의 양 (Bq)

               S(amount) : 시료량 (kg)



        제 4 장  환경감시 결과 및 평가

1. 환경방사선

   

   가공시설 부지 주변 환경방사선 조사를 위해 각 조사지점에 TLD 

(4 개의 LiF 소자)를 설치한 후 3 개월 간의 집적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는 표 4-1 및 4-2와 같다. 그림 6은 1998년도부터 측정한 연평균

치와 2004년도의 분기별 및 연평균 값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연평

균치는 분기별 조사지점 간 평균치를 평균한 것이고 분기별 평균치

(2004 년)는 각 분기에 있어서의 조사지점 간 평균치이다. 한편, 오차 

막대는 조사지점 간 표준편차로서 집적선량의 공간적 변이 정도를 나

타낸다.    

  부지를 중심으로 전 조사 지점에 대한 2004 년도 분기별 평균 집적 

방사선량은 1/4 분기 26.5 ± 4.6 mR/분기, 2/4 분기 24.7 ± 3.1 mR/

분기, 3/4 분기 26.8 ± 4.3 mR/분기, 4/4 분기 27.7 ± 4.2 mR/분기

로 년중 큰 변화가 없었다. 조사기간을 통하여 최고치는 4/4분기에 

KNFC 기존재변환시설 북쪽에서 측정된 34.2 mR/분기 고 최저치는 

비교지점에서 1/4분기에  측정된 19.1 mR/분기 다.

  예년의 측정치와 2004년도 분기별 집적 방사선량의 평균치를 비교

하여 보면 그림 6에서와 같이 가동 년수에 따른 공간집적선량의 증가

경향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2. 환경방사능

 가. 공기중 미립자

     공기중 미립자를 한 달 간 연속적으로 채취, 측정하여 조사한 

월별 전 α 방사능 농도는 상․하반기 각각 표 5-1 및 5-2와 같고 전 

β 방사능 농도는 각각 표 6-1 및 6-2와 같다. 농도는 10일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로부터의 측정결과를 합산하여 한 달 연속채취 했을 때의 

결과로 나타낸 것이다. 공기중 미립자의 전 α와 β 방사능 농도 모두 

예년의 준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5-1, 5-2 및 그림 7에서와 같이 공기중 미립자의 전 α 방사능 농

도는 조사시기 및 지점에 따라 0.03∼0.34 mBq/m3의 범위로 비교적 

큰 변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오차 막대는 각 조사지점에서 월

별로 조사한 농도들에 대한 표준편차로서 전 α 방사능 농도의 시간적 

변이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과기부고시 제 2002-23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배기중의 배출관리 기준’(제한구역 경계에서 일반인에 대한 유도한

도)이 U-234, U-235, U-238의 경우 핵종 간에 큰 차이없이 화학적 형

태에 따라 8∼100 mBq/m3로 고시되어 있다. 부지내에서 관측된 전 

α 방사능 최고농도는 0.34 mBq/m3로 이것이 전부 시설에서 방출된 

uranium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상기 배출 기준보다 훨씬 낮으므로 

환경에 대한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기중 미립자의 전 β 방사능 농도(표 6-1 및 6-2)는 조사시기 및 

지점에 따라 0.45∼1.69 mBq/m
3로 역시 동계에 하계에 비해 높았으

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지점을 포함한 조사지점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8에서도 오차막대는 각 조사지점에서 월별로 

조사한 농도들에 대한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전 알파, 베

타 방사능 모두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높은 것은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와 공기중 미립자가 빗물과 함께 지상으로 씻겨(scavenging) 내려오

고 비가 적은 겨울철에는 공기중에 미립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토양

 

   (1)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분포

      상반기와 하반기에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및 비교지역 토

양에 대하여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7-1 및 7-3과 같고 참고준위는 각각 7-2 및 7-4와 같다. 조사지점 간 

평균 및 표준편차는 그림 9와 같다.

  2004 년도 토양중 우라늄 농도는 대체로 조사 시기 및 지점 간에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다. 전체 조

사 지점에 대한 U-238, U-235, U-234 농도의 평균치는 상반기에는 각

각 32.40 Bq/kg-dry, 1.57 Bq/kg-dry 및 33.64 Bq/kg-dry이었고 하반

기에는 각각  43.92 Bq/kg-dry, 2.35 Bq/kg-dry 및 44.02 Bq/kg-dry

로 전반기보다 다소 높았으나 예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반기 증설

시설 서쪽에서 U-235 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으나 비교지점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상기와 같은 토양중 U-238 농도는 우리나라 화강암(우리나라 토양

의 모암은 대부분 화강암임.)에 대한 농도 범위인 10∼80 Bq/kg-dry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토양내 우라늄은 대

부분이 천연우라늄에 기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 조사지점에서 토양의 채취시기에 따라 U 동위원소 농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동일 지점이라도 매번 시료의 채취 위치가 다

른 데 가장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비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비는 암석과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을 

연구하거나 우라늄의 출처(sources)를 규명하는 데 이용된다. 2004년 

상반기와 하반기 U-234/U-238의 방사능비의 평균치는 각각 1.04 및 

1.00이며 연중 조사지점 간 변동폭은 0.92∼1.07로(표 7-1 및 7-3 참조) 

일반토양에 있어서의 천연 방사능비인 1.04와 유사하 다. 자연 상태

의 토양에서는 U-238과 그 딸핵종인 U-234 간의 방사평형을 변화시

키는 외부적 요인이 거의 없으므로 토양중에는 U-238과 U-234의 방

사능 비율이 거의 일정한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U-235/U-238의 방사능비의 평균치는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0.050 

및 0.056이며 연중 조사지점 간 변동폭은 0.031∼0.087의 범위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각 조사 지점에서 년중 2 회에 걸쳐 조사된 

U-235/U-238 방사능비는 천연 농도비로 알려져 있는 0.046과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자연상태에서는 U-235 농도가 매우 낮고 방출 에너지도 4.22 MeV

에서 4.60 MeV로 범위가 꽤 넓어 U-235 정량시 대체로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4년도 토양에서 측정된 



U-235/U-238의 방사능비는 거의 자연상태의 농도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2004년도 하반기 구즉초등학교 근처 토양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의 알파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스펙트럼상의 U-238, 

U-235 및 U-234는 검출코자 하는 목표핵종이며, U-232는 화학수율과 

계측효율의 동시 보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한 추적자 (tracer)이다. 

U-238과 U-234의 피크 면적은 각각의 방사능 농도를 나타내는데 알

파스펙트럼에서 보면 두 피크 면적이 거의 같아서 U-238과 U-234의 

방사능 농도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U-235 피크는 아

주 작게 형성되어 있다.

  

  다. 지하수

   (1)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분포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지내, 부지주변 및 비교지점에서 분기

별로 채취한 지하수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 및 동위원소 간 농도비

는 표 8-1, 8-2, 8-4, 8-5에 수록하 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참고준

위는 각각 표 8-3 및 8-6에 수록하 다. 그림 11은 지하수에 대한 우

라늄 동위원소의 분기별 평균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하수의 우라늄 농도는 조사 지점 및 조사 시기 간에 비교적 크게 

변하 다. 보덕샘과 동화울 지하수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한성신

학대 지하수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지점 간 차이는 주로 모암의 

특성과 같은 지질학적 원인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시기에 따라서는 대체로 갈수기에 높았고 다우기에 낮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다우기(특히 3/4 분기)에는 다량의 강우가 지

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내 우라늄 농도가 희석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

다. 보덕샘 지하수의 경우 다우기인 3/4 분기에 농도가 비교적 높았

던 것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빗물의 지하유입이 별로 증가하지 않

았거나 여름철 사용 증가로  인한 지하수량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지하수의 우라늄 농도는 모암의 종류, 지하수의 pH, 지하수의 CO2 

함량, 강수량, 강우의 지하침투율, 지하수가 지하에 잔류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인자들에 좌우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지하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의 증감에 향을 주어 시료채취 지점 

및 시기에 따라 우라늄 농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2004년도 지하수내 우라늄 농도는 하반기에 보덕샘 및 

동화울에서 예년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설 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04 년도에 측

정된 지하수내 U-238 농도는 전부 이전에 조사된 유성 온천 지역 지

하수의 우라늄 농도(142∼3273 mBq/L)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2)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비

       U-234/U-238 방사능비의 전체 변동폭은 1.15∼1.56으로 전부 

일반토양의 방사능비인 1.04보다 조금씩 높았다.  U-234/U-238의 방

사능비가 두 핵종이 방사평형으로 존재할 때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U-234와 U-238의 물리화학적 성질의 차이에 기인한다. 



  U-234는 U-238의 딸핵종(daughter nuclide)으로 모암에 함유된 

U-238이 알파붕괴하여 U-234가 생성된다. U-238의 알파붕괴시 

recoiling 효과로 인해 딸핵종인 U-234는 U-238보다 모암에 약하게 결

합되어 지하수로 쉽게 용출되므로 지하수내 U-234 농도가 U-238보다 

높아진다. 또한 알파붕괴로 생성된 U-234 (IV)는 불안정하므로 전자 

(electron) 2 개를 방출하여 물에 대한 용해성 (solubility)이 U-234 

(IV)보다 큰 U-234 (VI)로 산화되어 안정한 상태로 되려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일련의 물리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모암으로부터 U-234가 

지하수로 용해되는 속도가 U-238보다 크므로 지하수내 U-234 농도가 

U-238보다 높게 된다. 

  그림 12는 2004년도 3/4 분기 동화울 지하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

소의 알파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스펙트럼상의 U-238, U-235 및 

U-234는 검출 목표 핵종이며, U-232는 화학수율과 계측효율의 동시 

보정을 위해 첨가한 추적자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234 피

크가 U-238 피크보다 조금 더 크게 형성되었다. 첨가된 추적자(U-232)

의 양에 비해 시료내 U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침전물

   (1)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분포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지 주변 세 곳 및 비교지점에서 분기별

로 채취한 침전물에 대해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 9-1, 

9-2, 9-4, 9-5에 나타나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참고준위는 각각 



표 9-3 및 9-6에 나타나 있다. 그림 13은 분기별로 세 지점에서 조사

한 침전물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도 침전물내 우라늄 농도는 조사 시기 및 지점에 따라 큰 변

화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 다. 또한 시설 주변 농

도는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학 농도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조사지점 간이나 조사시기 간에 우라늄 농도가 약간씩 다르게 측정

되는 것은 하천 침전물 입자의 크기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불균일

한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침전물의 입자가 작을 경우 

입자가 비교적 큰 모래 등에 비해 동일 질량에서 흡착 표면적이 크므

로 우라늄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침전물 위에 흐르는 표면수의 유량이나 유속의 차이도 하나의 요인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량이나 유속이 크면 침전물의 부유 및 이탈

이 촉진될 것이므로 강우와 같이 유량이나 유속에 향을 주는 환경

인자에 따라 채취 시기가 다르면 채취될 침전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침전물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도 시설 가동에 따

른 특이적인 경향성 없이 자연환경 준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비

      분기별로 채취한 침전물에 대한 U-234/U-238 및 U-235/U-238

의 방사능비는 표 9-1, 9-2, 9-4, 9-5에서 보는 바와 같고, 4/4분기 연

구소 정문앞 배수구 침전물에 대한 우라늄 스펙트럼은 그림 14와 같

다.



  연구소 정문 배수구, 연구소 본관 동쪽 배수구 및 동화교 등 원자

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지역 침전물의 U-234/U-238 방사능비의 년중 

전체 변동폭은 1.01에서 1.49의 범위로 대체로 일반토양의 방사능비인 

1.04와 큰 차이가 없었고 또한 예년의 변동범위 이내에 속하 다. 한

편 비교지점에서의 U-234/U-238 방사능비는 년중 0.92∼1.04의 범위

로 대체로 시설 주변 지역보다 약간 낮았다.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

변 지역 침전물의 U-235/U-238 방사능비는 년중 최저 0.037, 최고 

0.090으로 비교지점과 큰 차이가 없었고 또한 예년과도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 지표수

   (1)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분포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지 주변 배수구, 인근의 동화울 및 비

교지점에서 월별로 지표수를 채취하여 조사한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

는 표 10-1∼10-8과 같다. 그림 15-1∼15-4는 지표수내 우라늄 동위원

소 농도의 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표수의 우라늄 농도는 전체적으로 U-238이 0.49∼59.26 mBq/L, 

U-235가 0.04∼8.67 mBq/L, U-234가 0.57∼115.71 mBq/L의 범위로 

조사 시기 및 지점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표수

내 농도는 시료채취 당시의 유량, 부유물의 양 및 우라늄 흡착정도 

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평균 지표수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연구소 본관 동쪽 배수구

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구소 정문앞 배수구, 동화울 순이었



고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학교 근처 하천 지표수에서 검출된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시설 주변 농도보다 낮았다 (그림 16 참조).

  위와 같이 부지 경계 지역 지표수의 우라늄 농도는 비교지점보다 

높지만 전부 예년의 변동 범위 이내로 과기부가 고시하고 있는 배출

관리 기준 농도와 비교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과기부 

고시 제 2002-23호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U-234, 

U-235, U-238의 ‘배수 중의 배출관리 기준’(제한구역 경계에서 일반인

에 대한 유도한도)은 핵종 간에 큰 차이 없이 화학적 형태에 따라 

10000∼90000 mBq/L이다.     

   (2)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비

      네 개 지점에서 월별로 채취한 지표수의 U-234/U-238 및 

U-235/U-238의 방사능비는 표 10-1∼10-8과 같고 7월에 채취한 동화

울 지표수에 대한 우라늄 스펙트럼은 그림 17과 같다. 

  연구소 정문앞 배수구, 연구소 본관 동쪽 배수구 및 동화교 등 원

자력연료의 가공시설 주변 지표수의 U-234/U-238 방사능비의 전체 

변동폭은 1.17∼3.39의 범위로 천연 우라늄의 방사능비인 1.04보다 다

소 높았으나 예년의 변동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한편 상기 세 곳

에서의 U-235/U-238 방사능비는 0.031∼0.156의 범위로 조사시기 및 

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고 대체로 천연 우라늄의 방사능비인 

0.046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예년의 변동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한

성신학대 하천 지표수의 경우 U-234/U-238의 방사능비는 년중 1.10∼

3.13, U-235/U-238 비는 년중 0.032∼0.130의 범위로 부지 주변 지역

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지표수에서 U-234/U-238의 방사능비가 암석에서의 천

연 농도비보다 높은 것은 앞에서 언급된 U-234와 U-238의 물리화학

적 성질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물리화학적 성질의 차

이로 인해 하천토 입자, 주변의 토양 및 바닥의 암석으로부터 U-234

가 U-238보다 쉽게 지표수로 용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바. 빗물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부지내 및 비교지점에서 월별로 채취한 빗

물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11-1∼11-4와 같다. 

그림 18은 11월에 측정된 KNFC 기상탑 빗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

소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KNFC 기상탑 빗물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조사시기에 따라 비

교적 큰 변화를 보 고 전체적으로 비교지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

나 대체로 이전의 변동범위 내에 속하 고 또한 비교지점에서의 이전 

최고치보다 훨씬 낮았다. 참고준위가 적용되지 않는 상반기 KNFC 기

상탑의 경우도 예년 비교지점에서의 변동범위와 비교할 때 특별히 높

지는 않았다. 비교지점인 한성신학대 빗물의 우라늄 농도는 전부 예

년의 변동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조사시기에 따른 강우내 U 농도 

변화는 강우량이나 강우의 빈도 등 강우의 양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빗물의 U-234/U-238 농도비와 U-235/U-238 농도비는 조사지점 및 

시기에 따라 각각 1.08∼3.64 및 0.049∼0.138의 범위로 대체로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 곡류 및 채소류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동화울 지역과 비교지역인 한성신학대

학 근처 논과 밭에서 수확기에 쌀(곡류) 및 배추(채소류)를 채취한 후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12-1 및 표 12-2에 나타나 

있고 참고준위는 표 12-3에 나타나 있다. 그림 19는 동화울 배추에 대

한 우라늄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도 식품내 우라늄 농도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

으로서 쌀의 경우 동화울과 비교지점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배추

의 경우 동화울이 비교지점보다 낮았다.

  식품류에 함유된 우라늄 U-235 농도는 비교적 낮아서 쌀의 경우 모

두 최소검출가능농도(MDA) 이하 고 배추의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농도로 예년의 변동범위 이내 다.



  제 5 장  조사자료의 처리 및 품질보증

 1. 조사자료의 처리

  측정 결과는 확률적 계측통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표측정값과 표

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필요한 경우 ISO/IEC Guide 25 (1993년) 등의 

기준도 참고하 다. 최소검출가능농도(MDA) 이하일 경우에는 MDA 

값을 표시하 고 조사 지점 간 또는 조사 시기 간 평균치를 구할 때 

MDA 값을 측정치로 사용하 다. 

  선량 측정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유효숫자를 한 자리로 하 고 농도 측정 결과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유효숫자를 두 자리로 하

다. 

  예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상반기의 경우 최근 3 년 이

상 측정치들의 평균값±3σ를 참고준위로 제시하 고 하반기의 경우 

공간선량에 대해서는 평균값＋10 μR/h를, 환경방사능에 대해서는 평

균값의 5 배수를 참고준위로 제시하 다. 하반기에는 개정된 고시(과

학기술부 고시 제 2004-17 호)에 따라 조사기간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이전의 모든 조사자료에 입각하여 참고준위를 설정하 다.

 2. 조사자료의 평가

  환경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계측치나 시료중의 방사능농도가 원자력

관계시설의 운 에 의해 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가능한 한 과거 3 년 이상의 측정결과에 의거하여 평상시 변동

범위를 설정하 다. 평가결과 농도가 평상시 수준과 크게 다를 경우

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재분석이나 재측정을 실시하

다.

 3. 기록관리

    조사의 객관성 유지와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련

의 조사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 다.

  가. 시료의 채취 및 계측관련 기록 

    (1) 시료명 

    (2) 시료채취지점 (지명과 위치, 거리 등)

    (3) 시료채취 일시 및 채취자

    (4) 시료채취방법(채취량, 채취방법, 사용기기 등)

    (5) 계측 및 분석일시

    (6) 계측 및 분석방법(계측방법, 계측기, 단위, 분석법 등)

    (7) 계측 및 분석자

  나. 측정에 사용한 시료는 재분석을 위하여 6개월∼1년 이상 보관  

한다. 

  다. 조사자료 및 계측결과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한다. 

  라. 계측 및 분석자료의 오류 확인과 재계측/재분석을 포함한 수행 

내용은 기록화하여 5년 이상 보관한다. 

  마. 조사결과 및 평가결과는 문서화하여 지속적으로 보관한다. 



  바. 계측기기의 점검 및 검교정기록은 장비의 수명기간 동안 보관

한다. 

 4. 환경방사선/능 측정에 관한 품증보증

   환경시료의 방사선/능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료의 채취과정부터 조사결

과의 평가까지 전과정에 걸쳐 다음의 기준으로 품질보증과 관리를 수

행하 다.

  가. 조사절차의 수립 

     환경방사선/능 조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부 조사방법과 품질관

리계획을 기술한 절차서를 수립하여 시료처리 및 측정과정을 수시 점

검하고 연 1회 이상 자료처리 및 계측, 분석에 대해 검증을 수행했다.

  나. 시료의 취급 및 처리

    (1) 시료채취

       조사대상 시료의 채취시 채취된 시료가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적합한 채취방법을 사용했다.

    (2) 시료취급

       채취된 시료는 채취부터 분석완료까지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포장 운반, 보관했다.

    (3) 시료처리

       시료의 분쇄, 칭량, 건조, 회화 등 전처리 과정이 적절하게 수

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절차서에 따라 확인‧점검하 다.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시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

료내 우라늄의 손실 보정을 위하여 인증된 추적자(U-232)를 첨가하여 

처리 및 분석하 다. 

  다. 시료의 분석

      신뢰성 있는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적용된 분석법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미국 EML에서 실시하는 교차분

석에 참여한 결과 표 13과 같이 양호한 성적을 얻었다. 또한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을 위해 환경연구팀에서 개발된 TBP 용매추출법은 

IAEA 표준시료로 시험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것이다.  

  알파스펙트로메타를 사용하여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선원을 측정하

고 주기적으로 백그라운드를 조사하여 관리일지에 그 결과를 기록하

고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 다. 



 5. 계측기 등의 점검 및 검교정

    각종 방사선/능 계측장치의 정상동작상태를 점검한 후 정확도와 

신뢰성의 확보, 유지를 위하여 각종의 선질 및 energy에 따른 표준방

사선원을 이용하여 계측기를 교정하 다. 교정은 현장적응성을 위하

여 일상의 측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 다.

   가. 열형광 선량계측 시스템의 교정

       열형광 선량 계측 시스템의 교정은 선량계와 판독기의 교정이 

모두 수행되어야 한다.

  열형광선량계의 교정 목적은 가해진 방사선 조사량에 대해 사용된 

모든 선량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응답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는 것

이다. 열형광물질의 응답성(TL Material responsiveness)과 제조된 열

형광계의 물리적인 중량에서의 어쩔 수 없는 차이 때문에 선량계 집

단군내에서 평균에 대해 약 30%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된다. 이러한 선

량계에 대한 보정인자를 ECF(Element Correction Factor)라 한다.

  ECF는 교정용 선량계로 유지되고 있는 지정된 선량계군의 평균 응

답과 비교하여 각 선량계의 응답성을 나타내기 위해 판독계의 판독값

에 곱해지게 된다. 이들 값은 선량계 구입시 초기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구해진 후 판독계의 D/B에 저장되게 된다. 따라서 선량

계의 교정은 초기 교정 후 2년에 1회 교정 할 예정이다.

  열형광판독기의 교정 목적은 동일 선원에 대해 동일 시점에서 일관

성 있는 판독값이 나오도록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교정용 선원으로는 



90Sr 또는 137Cs등이 주로 사용된다. 일련의 교정용 선량계와 동일한 

선원을 사용하여 판독기의 성능이 고전압의 변화, 수리, 먼지의 축적, 

또는 장기간의 미사용 등에도 일정한 준위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

다. 

  판독기의 보정인자를 RCF(Reader Calibration Factor)라고 한다.  

RCF는 광증배관으로부터 생산된 원 하전자료(raw charge data, 

nanocoulombs 단위)를 선량 단위로 변환시키는 데 사용된다. 판독기

의 교정은 6개월에 1회씩 한다. 이들 두 보정인자들은 다음 식에 따

라 적용이 된다.

       Exposure=
ECF×Charge

RCF

     (1) 선량계의 교정

        선량계의 교정을 위하여 선량계 구입 후 초기화 과정에서 적

절한 품질의 교정용 선량계를 선정하여 현장 측정용 선량계와 구분하

여 사용한다. 

  교정용 선량계는 표 14의 TTP(Time-Temperature Profile)조건에 맞

춰 잔존 조사량을 완전 제거(annelaing)한 다음 
137Cs 선원에 일정량을 

조사시키고 아래와 같이 판독기의 교정에 이용한다. 

     (2) 판독기의 교정

        판독기의 교정은 일정량으로 조사된 교정용 선량계를 이용하

여 현장용 선량계를 판독하기 위해 설정된 TTP조건에 맞춰 판독한 



후 RCF를 구하는 과정이다. 

  교정용 선량계를 이용하여 실시한 판독기 교정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교정용 선량계는 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한 
137Cs 선원을 이용하여 

10, 30, 50 및 70 mR 수준으로 조사하 다. 네 가지 조사 수준에 대

한 판독 결과 환경선량에 해당하는 범위에서의 직선성을 확인하고 이

로부터 RCF를 결정하 다. 년중 2 회 실시한 교정 결과는 서로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조사선량과 판독치 간 직선성은 모두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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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04년도 KAERI Harshaw TLD 4500 보정 결과



   나. 전 α, β 방사능계측기 교정

       저준위 α/β  계측기(Oxford LB5100 II)의 교정 결과를 표 15

에 수록하 다. α 방사능의 경우 표준알파 calibration용인 Am-241 

disk (AEA Tech., 반감기 432 년)를, β 방사능의 경우에는 Sr-90/Y-90 

disk (AEA Tech., 반감기 29.12 년)를 사용하여 교정하 다. 

  백그라운드 계측은 계측시간 30분으로 10회 이상 계측한 결과로서 

α 방사능의 경우는 0.1 cpm 정도 고 β의 경우 1.0 cpm 내외 다. 

Calibration disk를 사용하여 slope가 α 방사능의 경우 5%/100V, β 

방사능의 경우 1%/100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operating voltage를 

설정하 으며, α + β discriminator를 조절하여 cross talk를 조절하

다. (α to β < 5%,  β to  α < 1 % )

   다. 알파스펙트로메타 에너지 보정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알파스펙트로메

타 (OASIS 8 CHANNEL, OXFORD)의 block diagram은 그림 21과 같

다.

  우라늄과 같은 알파 방출체는 비정이 매우 짧아서 대기압에서 측정

하지 않고 진공에서 측정한다. 우라늄 피크를 정량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진공을 최소한 10-2 Torr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본 우라

늄 분석에서는 Edward사 (Model E2M8)의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진

공을 10-2 Torr 이하로 유지하 다. 

  에너지 보정을 위해 Amersham사의 Mixed Standard Source 



(Pu-239, 5.1 MeV ; Am-241, 5.48 MeV ; Cm-244, 5.8 MeV)를 사용하

여 채널수와 에너지간의 관계를 조사하 다. 그림 22는 에너지 보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계측효율은 에너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23∼24% 정도 다. 백그라운드 계수치는 스텐레스 스틸판(새 전착판)

을 진공 chamber에 넣고 200000 초 동안 측정하 는데 대체로 1∼3 

counts 정도 다. 

 6. 우라늄 분석에 대한 MDA값 계산

    Curie는 검출한계치(LLD)를 통계학적 이론을 근거로 근사과정

(approximation)을 통해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시료의 표준편차

와 백그라운드 표준편차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LLD는 식 (1)로 표현

되고, 시료와 백그라운드의 표준편차가 다르다고 가정할 경우, LLD는 

식 (2)로 표현된다. 

          LLD1 = 2 2kσB  ………………………………… (1)

         
LLD2 = 

k2

tB
 +2 2kσB

  ………………………… (2)

  저준위 환경방사능 분석에서 LLD를 산출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계측시간과 시료의 계측시간을 동일하다고 보고 방사능 검출에 대한 

신뢰도를 95%로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방사능을 부정확하게 검출할 

확률을 의미하는 α와 β 값은 5%이므로 k α 및 k β 는 각각 1.645가 된
다. 



  실제 환경방사능 분석자료에 대한 신뢰도 평가시에는 LLD값 대신

에 환경시료중 최소검출 방사능 농도를 의미하는 MDA 값을 사용하

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MDA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계

수치 뿐만 아니라 계수시간, 계수효율, 화학수율 및 시료량에 대한 자

료가 필요하다. 

  LLD로부터 MDA를 구하기 위해서 식 (1)은 식 (3)으로, 식 (2)는 

식 (4)로 다시 쓸 수 있다. 

                  

      MDA1 = 
 4.65 BGC
tB․E․Y․S   ……………………… (3)

      MDA2 = 

2.71
tB
 + 4.65

BGC
tB

E․Y․S
  ………… (4)

여기서 BGC는 백그라운드 계수치, t B는 백그라운드 계측시간, E는 

계수효율, Y는 화학수율, S는 분석 시료량이다. 

  실제의 계측에 있어서는 백그라운드 계측시간과 시료의 계측시간이 

다를 경우가 많다. 이 때 최소검출가능농도(MDA3)는 다음 식과 같다.

MDA3 = 

2.71
tS
 + 3.29

BGC
tB

1
tS
+
1
tB

E․Y․S
…………… (5)

  예를 들면 토양시료(시료량 ; 5 g)에서 우라늄 동위원소에 대한 

MDA 값은 계측시간 200000 sec. 동안 측정된 백그라운드 계수치가  



2 counts이고, 알파검출기의 계수효율이 23.5 %, 우라늄의 화학분리 

수율을 50%로 보면 시료 계측시간 90000 sec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

산될 수 있다. 

       

MDA 3=

2.71
90000

+3.29
2

200000
1
90000

+
1

200000
0.235․0.5․0.005

=0.122 Bq/kg



제 6 장  결  론

  

  2004 년도 한전원자력연료(주) 가공시설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방

사선/능 준위는 전반적으로 특기할 만한 변동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

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간집적선량은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조사 

지점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기중 미립자에 대한 전 α, β 

방사능은 대체로 모든 지점에서 비슷한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었고 예

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토양시료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대체로 측정 지점 및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예년의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하수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시료 채취 시기 및 지점에 따라 비

교적 크게 변하 으나 이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침

전물 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조사 시기 및 지점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지 주변 지표수 내 우라늄 

농도는 비교지점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예년과 비슷한 준위 다. 부

지내 빗물의 우라늄 농도도 대체로 비교지점보다 높았으나 비교지점

의 이전 최고치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

다. 식품류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상과 같은 환경 방사선/능 감시결과로 볼 때 2004 년도 한전원자

력연료(주) 가공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 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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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004 년 원자력 연료 가공시설 가동중 환경감시 계획 

구 

분
조사대상 시료종류 조사빈도 조사방법 조사핵종

조사지점 수

(부지내,주변,비교)

방

사

선

공간

감마선
집적선량 분기 1회 열형광선량계 감마선 10 (9, 0, 1)

방 

사 

능

공기 미립자 월 1회
저준위방사능 

계측기

전알파

전베타
9 (3, 5, 1)

토양 토양 반기 1회

알파

스펙트로메타

우리늄 

핵종분석

(U-234, 

U-235, 

U-238)

6 (3, 2, 1)

침전물 하천토 분기 1회 4 (0, 3, 1)

물

지표수 월 1회 4 (0, 3, 1)

지하수 분기 1회 3 (1, 1, 1)

빗물 월 1회 2 (1, 0, 1)

식품류

쌀 년 1회 2 (0, 1, 1)

배추 년 1회 2 (0, 1, 1)

   



 표 2. 환경 방사선 측정지점

구

분
번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

빈도
비 고

직

접

선

량

TL-1 증설시설 서쪽 경계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2 증설시설 북쪽 경계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3 본관 뒤 주차장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4 테니스장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5 KNFC 기상탑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6
기존 재변환시설 북쪽 

경계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7 기존시설 정문 앞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8 구 중수로시설 앞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9 에너토피아공원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TL-10 한성 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분기 비교지점

 



 표 3. 환경 방사능 조사지점

구

분
기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리

(㎞)

조사

빈도
비 고*

공기중

미립자

(전 α)

(전 β)

AP-1 KNFC 본관 동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E - 매월 부지경계

AP-2 KAERI 본관 동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SE - 매월 부지경계

AP-3 KAERI 독신료 대전 유성구 덕진동 S - 매월 부지경계

AP-4 KAERI 기상탑 대전 유성구 덕진동 WS - 매월 부지경계

AP-5 하나로 서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W - 매월 부지경계

AP-6 한성 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매월 비교지점

AP-7  KNFC 기상탑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매월 부지내

AP-8  증설시설 북북동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매월 부지내

AP-9  기존시설 남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매월 부지내

토양

S-1 증설시설 서족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반기 부지내

S-2 증설시설 북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반기 부지내

S-3 에너토피아 공원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반기 부지내

S-4 구즉 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봉산동 NNE 2.0 반기 주변지역

S-5 새일 초등학교 대전 대덕구 덕암동 E 4.5 반기 주변지역

S-6 한성 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반기 비교지점

하천토

WS-1 KAERI정문앞 배수로 대전 유성구 덕진동 S - 분기 부지경계

WS-2 KAERI본관동쪽 배수로 대전 유성구 덕진동 SSE - 분기 부지경계

WS-3 동화교 대전 유성구 관평동 ES 1.7 분기 주변지역

WS-4 한성 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분기 비교지점

지표수

SW-1 KAERI정문앞 배수로 대전 유성구 덕진동 S - 매월 부지경계

SW-2 KAERI본관동쪽 배수로 대전 유성구 덕진동 SSE - 매월 부지경계

SW-3 동화교 대전 유성구 관평동 ES 1.7 매월 주변지역

SW-4 한성 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매월 비교지점

빗물
RN-1  KNFC 기상탑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매월 부지내

RN-2 한성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 26.0 매월 비교지점

지하수

UW-1 보덕샘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분기 부지내

UW-2 동화울 대전 유성구 관평동 S 0.5 분기 주변지역

UW-3 한성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분기 비교지점

쌀
R-1 동화울 대전 유성구 관평동 S 0.5 년간 주변지역

R-2 한성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년간 비교지점

배추
C-1 동화울 대전 유성구 관평동 S 0.5 년간 주변지역

C-2 한성신학대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W 26.0 년간 비교지점



표 4-1. 2004년 상반기 원자력연료가공시설 주변 환경방사선 공간집적선량.

                                                                      단위 : mR/분기

측정장소   1/4 분기 2/4 분기
참고 준위 (‘98-’03)

   평균 ±  3σ 최대값 최소값

증설시설서쪽경계

증설시설북쪽경계

본관뒤 주차장

테니스장     

KNFC 기상탑 

기존재변환시설북쪽

기존시설 정문앞

(구)중수로시설앞

에너토피아공원

한성신학대학  

23.1 ± 1.4

29.3 ± 1.8

33.0 ± 1.5

28.5 ± 1.5

28.0 ± 2.3

32.4 ± 2.1

26.1 ± 1.3

22.7 ± 0.9

22.3 ± 1.5

19.1 ± 0.2

22.5 ± 1.2

26.2 ± 1.4

27.9 ± 1.2

28.0 ± 1.0

25.1 ± 0.6

29.3 ± 1.1

24.3 ± 1.2

21.7 ± 1.0

21.7 ± 0.4

20.2 ± 1.0

   27.3 ± 9.4

   27.2 ± 10.7

   27.6 ± 12.0

   25.3 ± 9.5

   27.5 ± 11.3

   27.5 ± 10.2

   26.8 ± 10.0

   28.1 ± 10.4

   25.4 ± 10.2

   23.8 ± 9.9

36.7

36.9

39.4

34.4

39.1

37.1

36.1

40.5

35.2

33.5

20.0

21.8

18.8

20.8

20.9

22.9

21.4

23.3

18.7

20.0

평    균 26.5 ± 4.6 24.7 ± 3.1 - - -



표 4-2. 2004년 하반기 원자력연료가공시설 주변 환경방사선 공간집적선량.

                                                       단위 : mR/분기

측정장소   3/4 분기 4/4 분기
참고 준위 (‘98-’03)

평균＋21.6 * 최대값 최소값

증설시설서쪽경계

증설시설북쪽경계

본관뒤 주차장

테니스장     

KNFC 기상탑 

기존재변환시설북쪽

기존시설 정문앞

(구)중수로시설앞

에너토피아공원

한성신학대학  

23.2 ± 0.5

29.4 ± 1.3

32.1 ± 0.3

31.2 ± 1.0

27.2 ± 0.2

32.2 ± 0.4

25.5 ± 0.2

22.8 ± 0.2

23.8 ± 0.5

20.4 ± 0.7

24.3 ± 0.6

29.8 ± 0.1

32.5 ± 1.0

31.8 ± 0.9

26.5 ± 0.3

34.2 ± 0.7

27.0 ± 0.4

24.5 ± 0.5

25.5 ± 0.3

20.9 ± 0.3

   27.3＋21.6

   27.2＋21.6

   27.6＋21.6

   25.3＋21.6

   27.5＋21.6

   27.5＋21.6

   26.8＋21.6

   28.1＋21.6

   25.4＋21.6

   23.8＋21.6

36.7

36.9

39.4

34.4

39.1

37.1

36.1

40.5

35.2

33.5

20.0

21.8

18.8

20.8

20.9

22.9

21.4

23.3

18.7

20.0

평    균 26.8 ± 4.3 27.7 ± 4.2 - - -

  

 * 10 μR/h (0.01 mR/h) ×  24 h/d ×  90 d = 21.6 mR



표 5-1. 2004년 상반기 원자력연료가공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전 α 방사능 농도                                
  
                                                                            단 위 : mBq/m3  

         시  기

 측정장소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참고 준위 (‘98-’03)

 평균 ± 3σ 최대값 최소값

KAERI기상탑

KNFC본관동쪽

KAERI본관동쪽

KAERI독신료

하나로 서쪽

한성신학대학

KNFC 기상탑 *

증설시설 북북동*

기존시설 남쪽 *

0.15 ± 0.01

0.12 ± 0.01

0.13 ± 0.01

0.13 ± 0.01

0.15 ± 0.01

0.12 ± 0.01

--

--

--

0.15 ± 0.01

0.14 ± 0.01

0.13 ± 0.01

0.15 ± 0.01

0.14 ± 0.01

0.13 ± 0.01

0.34 ± 0.01

0.30 ± 0.01

0.30 ± 0.01

0.06 ± 0.003

0.06 ± 0.004

0.07 ± 0.004

0.06 ± 0.004

0.06 ± 0.004

0.06 ± 0.004

0.23 ± 0.008

0.25 ± 0.008

0.24 ± 0.008

0.07 ± 0.003

0.06 ± 0.004

0.07 ± 0.004

0.07 ± 0.004

0.07 ± 0.004

0.09 ± 0.004

0.16 ± 0.006

0.17 ± 0.006

0.17 ± 0.006

0.05 ± 0.004

0.06 ± 0.004

0.06 ± 0.004

0.05 ± 0.004

0.06 ± 0.004

0.06 ± 0.004

0.09 ± 0.005

0.09 ± 0.005

0.11 ± 0.006

0.06 ± 0.004

0.06 ± 0.004

0.06 ± 0.004

0.05 ± 0.004

0.07 ± 0.004

0.05 ± 0.004

0.10 ± 0.006

0.11 ± 0.006

0.10 ± 0.006

0.07 ± 0.09

0.06 ± 0.08

0.06 ± 0.09

0.06 ± 0.09

0.07 ± 0.09

0.07 ± 0.08

-

-

-

0.15

0.14

0.14

0.14

0.15

0.15

-

-

-

0.02

0.01

0.02

0.02

0.02

0.02

-

-

-

평    균 0.13 ± 0.01 0.20 ± 0.09  0.12 ± 0.09  0.10 ± 0.05  0.07 ± 0.02  0.07 ± 0.02 - - -

    * 조사기간 3년 미만으로 참고준위 없음. 
   -- 공기시료 채취기 취급 에러로 인한 결측.



표 5-2. 2004년 하반기 원자력연료가공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전 α 방사능 농도

                                                                                단 위 : mBq/m3

         시  기

 측정장소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참고 준위 (‘98-’03) *

평균 ×  5 최대값 최소값

KAERI기상탑

KNFC본관동쪽

KAERI본관동쪽

KAERI독신료

하나로 서쪽

한성신학대학

KNFC 기상탑 *

증설시설 북북동*

기존시설 남쪽 *

0.04 ± 0.003

0.04 ± 0.003

0.03 ± 0.003

0.04 ± 0.003

0.04 ± 0.003

0.05 ± 0.004

0.10 ± 0.006

0.10 ± 0.006

0.11 ± 0.007

0.05 ± 0.003

0.04 ± 0.004

0.03 ± 0.004

0.04 ± 0.003

0.04 ± 0.003

0.05 ± 0.003

0.13 ± 0.006

0.15 ± 0.007

0.14 ± 0.007

0.07 ± 0.004

0.06 ± 0.004

0.06 ± 0.004

0.06 ± 0.004

0.06 ± 0.004

0.06 ± 0.004

0.11 ± 0.006

0.11 ± 0.006

0.11 ± 0.006

0.09 ± 0.004

0.07 ± 0.004

0.07 ± 0.004

0.07 ± 0.003

0.07 ± 0.003

0.09 ± 0.003

0.08 ± 0.005

0.09 ± 0.009

0.09 ± 0.005

0.10 ± 0.005

0.09 ± 0.005

0.10 ± 0.005

0.08 ± 0.005

0.10 ± 0.005

0.10 ± 0.005

0.08 ± 0.005

0.07 ± 0.006

0.08 ± 0.005

0.11 ± 0.01

0.10 ± 0.01

0.11 ± 0.01

0.08 ± 0.01

0.09 ± 0.01

0.11 ± 0.01

0.11 ± 0.01

0.13 ± 0.01

0.11 ± 0.01

0.07 ×  5

0.06 ×  5

0.06 ×  5

0.06 ×  5

0.07 ×  5

0.07 ×  5

0.13 ×  5

0.18 ×  5

0.18 ×  5

0.15

0.14

0.14

0.14

0.15

0.15

0.34

0.30

0.30

0.02

0.01

0.02

0.02

0.02

0.02

0.05

0.09

0.10

평    균  0.06 ± 0.03  0.07 ± 0.05  0.08 ± 0.02  0.08 ± 0.01  0.09 ± 0.01  0.11 ± 0.01 - - -

    * KNFC 기상탑은‘02년 7월 -‘04년 6월, 나머지 두 지점은‘03년 11월 -‘04년 6월을 참고준위 기간으로 함.  



표 6-1. 2004년 상반기 원자력연료가공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전 β방사능 농도
                                                                               단 위 : mBq/m3

         시  기

 측정장소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참고 준위 (‘98-’03)

 평균 ± 3σ 최대값 최소값

KAERI기상탑

KNFC본관동쪽

KAERI본관동쪽

KAERI독신료

하나로 서쪽

한성신학대학

KNFC 기상탑 *

증설시설 북북동*

기존시설 남쪽 *

1.37 ± 0.01

1.18 ± 0.01

1.29 ± 0.01

1.23 ± 0.01

1.24 ± 0.01

1.29 ± 0.01

--

--

--

1.29 ± 0.01

1.15 ± 0.01

1.19 ± 0.01

1.16 ± 0.01

1.11 ± 0.01

1.15 ± 0.01

1.09 ± 0.02

0.93 ± 0.02

1.03 ± 0.02

0.85 ± 0.01

0.79 ± 0.01

0.84 ± 0.01

0.78 ± 0.01

0.79 ± 0.01

0.81 ± 0.01

0.89 ± 0.02

0.98 ± 0.02

0.98 ± 0.02

0.75 ± 0.01

0.78 ± 0.01

0.72 ± 0.01

0.69 ± 0.01

0.74 ± 0.01

0.76 ± 0.01

0.73 ± 0.01

0.81 ± 0.01

0.86 ± 0.01

0.64 ± 0.01

0.57 ± 0.01

0.57 ± 0.01

0.54 ± 0.01

0.56 ± 0.01

0.58 ± 0.01

0.66 ± 0.01

0.63 ± 0.01

0.72 ± 0.02

0.66 ± 0.01

0.60 ± 0.01

0.61 ± 0.01

0.62 ± 0.01

0.64 ± 0.01

0.61 ± 0.01

0.83 ± 0.02

0.81 ± 0.02

0.86 ± 0.02

0.79 ± 0.82

0.72 ± 0.78

0.75 ± 0.79

0.73 ± 0.76

0.77 ± 0.82

0.79 ± 0.85

-

-

-

1.61

1.29

1.31

1.24

1.57

1.51

-

-

-

0.26

0.22

0.24

0.26

0.22

0.21

-

-

-

평    균 1.27 ± 0.07 1.12 ± 0.10 1.29 ± 0.01 0.86 ± 0.08 0.61 ± 0.06 0.69 ± 0.11 - - -

    * 조사기간 3년 미만으로 참고준위 없음.
   -- 공기시료 채취기 취급 에러로 인한 결측.



표 6-2. 2004년 하반기 원자력연료가공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전 β방사능 농도
                                                                               단 위 : mBq/m3

         시  기

 측정장소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참고 준위 (‘98-’03) *

평균 ×  5 최대값 최소값

KAERI기상탑

KNFC본관동쪽

KAERI본관동쪽

KAERI독신료

하나로 서쪽

한성신학대학

KNFC 기상탑 *

증설시설 북북동*

기존시설 남쪽 *

0.59 ± 0.01

0.53 ± 0.01

0.54 ± 0.01

0.49 ± 0.01

0.45 ± 0.01

0.56 ± 0.01

0.51 ± 0.01

0.46 ± 0.01

0.57 ± 0.02

0.64 ± 0.01

0.56 ± 0.01

0.45 ± 0.01

0.58 ± 0.01

0.49 ± 0.01

0.49 ± 0.01

0.60 ± 0.01

0.70 ± 0.01

0.59 ± 0.01

0.94 ± 0.01

0.87 ± 0.01

0.82 ± 0.01

0.78 ± 0.01

0.81 ± 0.01

0.94 ± 0.01

0.78 ± 0.01

0.79 ± 0.01

0.77 ± 0.01

1.33 ± 0.01

1.09 ± 0.01

1.08 ± 0.02

1.11 ± 0.01

1.08 ± 0.01

1.32 ± 0.01

0.99 ± 0.02

1.41 ± 0.03

1.03 ± 0.02

1.02 ± 0.01

0.94 ± 0.01

1.04 ± 0.02

0.84 ± 0.01

0.98 ± 0.01

1.12 ± 0.01

1.08 ± 0.02

0.92 ± 0.02

1.07 ± 0.02

1.60 ± 0.02

1.37 ± 0.02

1.52 ± 0.02

1.22 ± 0.02

1.34 ± 0.02

1.58 ± 0.02

1.27 ± 0.02

1.69 ± 0.03

1.31 ± 0.02

0.79 ×  5  

0.72 ×  5 

0.75 ×  5

0.73 ×  5

0.77 ×  5

0.79 ×  5

0.59 ×  5

0.84 ×  5

0.90 ×  5

1.61

1.29

1.31

1.24

1.57

1.51

1.09

0.98

1.03

0.26

0.22

0.24

0.26

0.22

0.21

0.08

0.63

0.72

평    균 0.52 ± 0.05 0.57 ± 0.08 0.83 ± 0.07 1.16 ± 0.15 1.00 ± 0.09 1.43 ± 0.17 - - -

  * KNFC 기상탑은‘02년 7월 -‘04년 6월, 나머지 두 지점은‘03년 11월 -‘04년 6월을 참고준위 기간으로 함.   

   



표 7-1. 2004년 상반기 토양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Bq/kg-dry

                  우라늄

 시료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증설시설 서쪽

증설시설 북쪽

에너토피아 공원

구즉초등학교

세일초등학교

한성신학대학

33.09 ±  0.83

39.58 ±  0.76

34.07 ±  0.80

24.52 ±  0.64

36.15 ±  0.64

27.02 ±  0.67

1.89 ±  0.20

1.81 ±  0.16

1.92 ±  0.19

1.33 ±  0.15

1.34 ±  0.12

1.13 ±  0.14

34.62 ±  0.85

40.14 ±  0.77

35.46 ±  0.82

25.76 ±  0.66

38.75 ±  0.66

27.13 ±  0.67

1.05

1.01

1.04

1.05

1.07

1.00

0.057

0.046

0.056

0.054

0.037

0.042

평    균 32.40 ±  5.66 1.57 ±  0.34 33.64 ±  5.95 1.04 ±  0.02 0.050 ±  0.008

 주) 참고준위는 표 7-2 참조



표 7-2. 2004년 상반기 토양중 우라늄 농도에 대한 참고준위

                                                                                                   단위 : Bq/kg-dry

채취 장소 참고 항목
참고 준위 (‘98-’03)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증설시설 서쪽 평균 ±  3σ 37.12 ± 43.02 1.79 ± 2.11 39.27 ± 42.07 1.08 ± 0.27 0.048 ± 0.016

최대값 64.83 2.98 66.02 1.25 0.060

최소값 14.99 0.62 16.32 0.99 0.042

 증설시설 북쪽 평균 ±  3σ 40.78 ± 46.23 1.52 ± 1.65 42.85 ± 49.61 1.05 ± 0.18 0.038 ± 0.021

최대값 64.76 2.39 68.57 1.13 0.048

최소값 16.03 0.57 16.99 0.91 0.025

 에너토피아 공원 평균 ±  3σ 34.15 ± 35.72 1.70 ± 2.18 38.21 ± 37.75 1.13 ± 0.29 0.048 ± 0.038

최대값 55.86 2.58 59.89 1.37 0.068

최소값 19.00 0.60 19.15 1.03 0.029

 구즉초등학교 평균 ±  3σ 33.47 ± 31.94 1.20 ± 1.35 34.03 ± 29.80 1.03 ± 0.23 0.038 ± 0.024

최대값 52.28 2.28 52.66 1.19 0.050

최소값 19.01 0.59 19.84 0.95 0.027

 세일초등학교 평균 ±  3σ 44.15 ± 54.02 2.16 ± 3.16 46.27 ± 54.78 1.06 ± 0.19 0.049 ± 0.030

최대값 74.21 4.21 74.12 1.19 0.064

최소값 21.69 0.89 23.82 0.93 0.032

 한성신학대학 평균 ±  3σ 36.34 ± 22.53 1.59 ± 1.22 37.45 ± 25.26 1.02 ± 0.27 0.044 ± 0.022

최대값 53.57 2.37 56.72 1.16 0.061

최소값 25.14 1.18 27.42 0.84 0.036



표 7-3. 2004년 하반기 토양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Bq/kg-dry

                  우라늄

 시료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증설시설 서쪽

증설시설 북쪽

에너토피아 공원

구즉초등학교

세일초등학교

한성신학대학

39.53 ±  0.55

45.98 ±  1.69

37.30 ±  1.43

20.70 ±  0.46

49.91 ±  1.69

70.07 ±  1.26

3.45 ±  0.16

2.92 ±  0.43

1.15 ±  0.25

1.25 ±  0.11

2.56 ±  0.38

2.78 ±  0.25

36.53 ±  0.53

48.53 ±  1.74

37.84 ±  1.44

20.54 ±  0.46

50.65 ±  1.70

70.03 ±  1.26

0.92

1.06

1.01

0.99

1.01

1.00

0.087

0.064

0.031

0.060

0.051

0.040

평    균 43.92 ±  16.29 2.35 ±  0.94 44.02 ±  16.65 1.00 ±  0.05 0.056 ±  0.020

 주) 참고준위는 표 7-4 참조



표 7-4. 하반기 토양중 우라늄 농도에 대한 참고준위

                                                                                                   단위 : Bq/kg-dry

채취 장소 참고 항목
참고 준위 (‘98-’03)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증설시설 서쪽 평균× 5 37.12× 5 1.79× 5 39.27× 5 1.08× 5 0.048× 5

최대값 64.83 2.98 66.02 1.25 0.060

최소값 14.99 0.62 16.32 0.99 0.042

 증설시설 북쪽 평균× 5 40.78× 5 1.52× 5 42.85× 5 1.05× 5 0.038× 5

최대값 64.76 2.39 68.57 1.13 0.048

최소값 16.03 0.57 16.99 0.91 0.025

 에너토피아 공원 평균× 5 34.15× 5 1.70× 5 38.21× 5 1.13× 5 0.048× 5 

최대값 55.86 2.58 59.89 1.37 0.068

최소값 19.00 0.60 19.15 1.03 0.029

 구즉초등학교 평균× 5 33.47× 5 1.20× 5 34.03× 5 1.03× 5 0.038× 5

최대값 52.28 2.28 52.66 1.19 0.050

최소값 19.01 0.59 19.84 0.95 0.027

 세일초등학교 평균× 5 44.15× 5 2.16× 5 46.27× 5 1.06× 5 0.049× 5

최대값 74.21 4.21 74.12 1.19 0.064

최소값 21.69 0.89 23.82 0.93 0.032

 한성신학대학 평균× 5 36.34× 5 1.59× 5 37.45× 5 1.02× 5 0.044× 5 

최대값 53.57 2.37 56.72 1.16 0.061

최소값 25.14 1.18 27.42 0.84 0.036



표 8-1.  2004년 1/4분기 지하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료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보덕샘

동화울

한성신학대학

152.32 ±  6.98

 305.27 ±  11.38

 11.14 ±  0.93

 8.64 ±  1.72

14.42 ±  2.47

 0.92 ±  0.27

207.04 ±  8.14

 395.15 ±  12.94

 13.83 ±  1.03

1.36

1.29

1.24

0.057

0.047

0.083

평    균 156.25 ±  147.10  7.99 ±  6.77 205.34 ±  190.67 1.30 ±  0.06 0.062 ±  0.018

 주) 참고준위는 표 8-3 참조.



표 8-2. 2004년 2/4분기 지하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료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보덕샘

동화울

한성신학대학

237.91 ±  1.42

397.78 ±  4.29

  5.39 ±  0.21

11.48 ±  0.31

18.76 ±  0.93

 0.28 ±  0.05

289.47 ±  1.57

481.72 ±  4.72

  6.30 ±  0.23

1.22

1.21

1.17

0.048

0.047

0.051

평    균 213.69 ±  197.31 10.17 ±  9.31 259.16 ±  239.15 1.20 ±  0.03 0.049 ±  0.002

 주) 참고준위는 표 8-3 참조.



표 8-3. 2004년 상반기 지하수중 우라늄 농도에 대한 참고 준위

                                                                                                       단위 : mBq/L

채취 장소 참고 항목
참고 준위 (‘98-’03)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보덕샘 평균 ±  3σ 124.78 ± 163.64 6.01 ± 9.11 153.78 ± 190.72 1.28 ± 0.83 0.049 ± 0.031

최대값 264.3 14.2 304.07 2.35 0.072

최소값  18.0  1.3  34.00 1.13 0.036

 동화울 평균 ±  3σ 141.58 ± 277.15 6.33 ± 12.94 183.94 ± 333.62 1.28 ± 0.56 0.046 ± 0.022

최대값 359.26 16.92 477.66 1.82 0.059

최소값   0.52   0.026   0.93 1.13 0.030

 한성신학대학 평균 ±  3σ 6.56 ± 16.46 0.31 ± 0.80 10.41 ± 28.29 1.57 ± 2.42 0.052 ± 0.042

최대값  21.00  1.00  33.00 4.18 0.084

최소값   0.85  0.03   1.02 1.10 0.030

  

                                                           



표 8-4. 2004년 3/4분기 지하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료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보덕샘

동화울

한성신학대학

472.01 ±  5.09

105.25 ±  2.63

  1.47 ±  0.07

 19.99 ±  1.05

  6.29 ±  0.64

  0.09 ±  0.02

564.04 ±  5.57

142.00 ±  3.05

  2.29 ±  0.09

1.19

1.35

1.56

0.042

0.060

0.062

평    균 192.91 ±  247.21 8.79 ±  10.18 236.11 ±  292.46 1.37 ±  0.18 0.055 ±  0.011

 주) 참고준위는 표 8-6 참조.



표 8-5. 2004년 4/4분기 지하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료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보덕샘

동화울

한성신학대학

 444.29 ±  11.48

487.74 ±  8.26

 14.49 ±  0.46

 28.18 ±  2.89

 24.37 ±  1.85

  0.65 ±  0.10

 509.25 ±  12.29

599.77 ±  9.16

 16.74 ±  0.49

1.15

1.23

1.16

0.063

0.050

0.045

평    균 315.51 ±  261.59 17.73 ±  14.92 375.25 ±  313.76 1.18 ±  0.04 0.053 ±  0.009

 주) 참고준위는 표 8-6 참조.



표 8-6. 2004년 하반기 지하수중 우라늄 농도에 대한 참고 준위

                                                                                                       단위 : mBq/L

채취 장소 참고 항목
참고 준위 (‘98-’03)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보덕샘 평균× 5 124.78× 5 6.01× 5 153.78× 5 1.28× 5 0.049× 5

최대값 264.3 14.2 304.07 2.35 0.072

최소값  18.0  1.3  34.00 1.13 0.036

 동화울 평균× 5 141.58× 5 6.33× 5 183.94× 5 1.28× 5 0.046× 5

최대값 359.26 16.92 477.66 1.82 0.059

최소값   0.52   0.026   0.93 1.13 0.030

 한성신학대학 평균× 5 6.56× 5 0.31× 5 10.41× 5 1.57× 5 0.052× 5

최대값  21.00  1.00  33.00 4.18 0.084

최소값   0.85  0.03   1.02 1.10 0.030

  

                         



표 9-1. 2004년 1/4분기 침전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Bq/kg-dry

                 우라늄

 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연구소정문 배수구

연구소본관 동쪽배수구

동화교

한성신학대학

31.46 ±  0.94

28.45 ±  1.12

20.31 ±  0.82

22.95 ±  1.08

1.53 ±  0.21

2.19 ±  0.31

0.76 ±  0.16

1.68 ±  0.29

39.32 ±  1.05

42.27 ±  1.36

24.85 ±  0.91

21.83 ±  1.05

1.25

1.49

1.22

0.95

0.049

0.077

0.037

0.073

평    균 25.79 ±  5.07  1.54 ±  0.59 32.07 ±  10.23 1.23 ±  0.22 0.059 ±  0.019

 주) 참고준위는 표 9-3 참조.



표 9-2. 2004년 2/4분기 침전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Bq/kg-dry

                 우라늄

 시료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연구소정문 배수구

연구소본관 동쪽배수구

동화교

한성신학대학

22.58 ±  1.04

20.89 ±  1.04

20.68 ±  1.01

19.23 ±  0.90

1.77 ±  0.29

1.28 ±  0.26

1.14 ±  0.24

1.01 ±  0.21

23.92 ±  1.07

23.25 ±  1.09

23.35 ±  1.08

20.07 ±  0.92

1.06

1.11

1.13

1.04

0.079

0.061

0.055

0.052

평    균 20.84 ±  1.37 1.30 ±  0.33 22.65 ±  1.74 1.09 ±  0.04 0.062 ±  0.012

 주) 참고준위는 표 9-3 참조.



표 9-3. 상반기 침전물의 우라늄 농도에 대한 참고 준위

                                                                                                   단위 : Bq/kg-dry

조사 지점 참고 항목
참고 준위 (‘98-’03 )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연구소 정문 평균 ±  3σ 34.36 ± 44.43 2.47 ± 5.08 51.45 ± 126.52 1.35 ± 1.34 0.068 ± 0.062

 배수구 최대값 68.31 6.42 167.41 2.51 0.116

최소값 14.35 0.79  16.01 1.00 0.041

 연구소 본관 동쪽 평균 ±  3σ 32.65 ± 35.25 2.16 ± 3.31 58.51 ± 104.08 1.72 ± 1.82 0.066 ± 0.065

 배수구 최대값 59.75 4.50 163.38 3.14 0.109

최소값 16.13 0.85  21.98 1.06 0.038

 동화교 평균 ±  3σ 32.94 ± 37.34 1.92 ± 3.43 40.34 ± 47.44 1.23 ± 0.79 0.060 ± 0.085

최대값 56.81 5.87 68.23 2.23 0.126

최소값 14.35 0.68 17.02 0.91 0.025

 한성신학대학 평균 ±  3σ 24.02 ± 21.31 1.16 ± 1.34 25.54 ± 27.64 1.06 ± 0.46 0.051 ± 0.051

최대값 39.76 1.90 49.69 1.63 0.090

최소값 13.03 0.37 12.08 0.90 0.022



표 9-4. 2004년 3/4분기 침전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Bq/kg-dry

                 우라늄

 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연구소정문 배수구

연구소본관 동쪽배수구

동화교

한성신학대학

33.49 ±  1.28

21.26 ±  1.22

31.63 ±  0.94

18.89 ±  0.67

1.57 ±  0.28

1.11 ±  0.28

2.85 ±  0.28

1.10 ±  0.16

33.73 ±  1.29

27.30 ±  1.38

33.26 ±  0.96

19.34 ±  0.67

1.01

1.28

1.05

1.02

0.047

0.052

0.090

0.058

평    균 26.32 ±  7.31  1.66 ±  0.82 28.41 ±  6.72 1.09 ±  0.13 0.062 ±  0.019

 주) 참고준위는 표 9-6 참조.



표 9-5. 2004년 4/4분기 침전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Bq/kg-dry

                 우라늄

 채취장소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연구소정문 배수구

연구소본관 동쪽배수구

동화교

한성신학대학

29.53 ±  0.88

43.87 ±  1.59

22.49 ±  1.56

24.14 ±  0.80

1.58 ±  0.20

2.38 ±  0.37

1.20 ±  0.36

0.88 ±  0.15

30.96 ±  0.90

46.18 ±  1.64

23.47 ±  1.60

22.27 ±  0.77

1.05

1.05

1.04

0.92

0.054

0.054

0.053

0.036

평    균 30.01 ±  9.72 1.51 ±  0.65 30.72 ±  11.00 1.02 ±  0.06 0.049 ±  0.009

 주) 참고준위는 표 9-6 참조.



표 9-6. 2004년 하반기 침전물의 우라늄 농도에 대한 참고 준위

              

                                                                                                   단위 : Bq/kg-dry

조사 지점 참고 항목
참고 준위 (‘98-’03 )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연구소 정문 평균× 5 34.36× 5 2.47× 5 51.45× 5 1.35× 5 0.068× 5

 배수구 최대값 68.31 6.42 167.41 2.51 0.116

최소값 14.35 0.79  16.01 1.00 0.041

 연구소 본관 동쪽 평균× 5 32.65× 5 2.16× 5 58.51× 5 1.72× 5 0.066× 5

 배수구 최대값 59.75 4.50 163.38 3.14 0.109

최소값 16.13 0.85  21.98 1.06 0.038

 동화교 평균× 5 32.94× 5 1.92× 5 40.34× 5 1.23× 5 0.060× 5 

최대값 56.81 5.87 68.23 2.23 0.126

최소값 14.35 0.68 17.02 0.91 0.025

 한성신학대학 평균× 5 24.02× 5 1.16× 5 25.54× 5 1.06× 5 0.051× 5

최대값 39.76 1.90 49.69 1.63 0.090

최소값 13.03 0.37 12.08 0.90 0.022



표 10-1. 2004년 상반기 연구소 정문앞 배수구 지표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6.78 ±  0.26

 8.43 ±  0.29

39.95 ±  1.37

 3.82 ±  0.83

 8.04 ±  1.19

39.35 ±  1.75

0.38 ±  0.06

0.62 ±  0.08

3.27 ±  0.39

< 1.11

< 1.06

2.72 ±  0.46

 10.19 ±  0.32

 12.08 ±  0.34

 67.47 ±  1.78

  5.64 ±  1.01

 16.25 ±  1.69

 77.00 ±  2.44

1.50

1.43

1.69

1.48

2.02

1.96

0.056

0.073

0.082

--

--

0.069

평    균  17.73 ±  17.06 1.53 ±  1.18   31.44 ±  31.93 1.68 ±  0.26 0.070 ±  0.011

참고준위

(98 - 03)

평균 ± 3σ  39.93 ±  114.09 4.87 ±  32.58 105.03 ±  601.51 2.04 ±  2.84 0.086 ±  0.158

최대값 230.00 67.00 1140.00 5.53 0.290

최소값   1.14  0.06     2.58 1.02 0.040

   -- 계산불가



표 10-2. 2004년 하반기 연구소 정문앞 배수구 지표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47.36 ±  1.23

 15.06 ±  2.32

 20.93 ±  0.96

 27.27 ±  0.97

 26.65 ±  0.85

 13.40 ±  1.41

4.62 ±  0.39

< 2.45

1.66 ±  0.27

2.24 ±  0.28

1.88 ±  0.23

0.89 ±  0.36

 89.40 ±  1.69

 22.24 ±  2.82    

 33.45 ±  1.21

 43.13 ±  1.22

 40.98 ±  1.06

 23.68 ±  1.88 

1.89

1.48

1.60

1.58

1.54

1.77

0.098

--

0.079

0.082

0.071

0.067

평    균   25.11 ±  12.31 2.29 ±  1.26  42.15 ±  24.69 1.64 ±  0.16 0.079 ±  0.012

참고준위

(98 - 03)

평균× 5 39.93× 5 4.87× 5 105.03× 5 2.04× 5 0.086× 5

최대값 230.00 67.00 1140.00 5.53 0.290

최소값   1.14  0.706     2.58 1.02 0.040

  

   -- 계산불가.



  

표 10-3. 2004년 상반기 연구소 본관동쪽 배수구 지표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26 ±  0.34

 7.91 ±  0.32

12.47 ±  0.40

28.42 ±  1.12

59.26 ±  3.73

16.05 ±  0.61

0.93 ±  0.12

1.00 ±  0.12

0.80 ±  0.10

4.42 ±  0.44

8.67 ±  1.42

0.96 ±  0.15

 24.63 ±  0.63

 25.56 ±  0.58

 17.63 ±  0.48

 89.76 ±  1.99

115.71 ±  5.21

 30.25 ±  0.83

3.39

3.23

1.41

3.16

1.95

1.88

0.128

0.127

0.064

0.156

0.146

0.060

평    균 21.90 ±  19.86  2.80 ±  3.20  50.59 ±  41.41  2.50 ±  0.85 0.114 ±  0.041

참고준위

(98 - 03)

평균 ± 3σ 20.71 ±  62.27 2.39 ±  13.46  62.60 ±  336.39 2.73 ±  3.39 0.102 ±  0.155

최대값 160.00 34.00 890.00 5.56 0.230

최소값   3.00  0.28   9.18 1.14 0.027



표 10-4. 2004년 하반기 연구소 본관동쪽 배수구 지표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3.26 ±  2.18

 34.24 ±  1.40

 18.81 ±  2.23

 47.42 ±  1.65

 10.92 ±  1.42

  9.50 ±  0.31

< 1.79

2.63 ±  0.39

1.59 ±  0.65

3.32 ±  0.44

< 1.13

 0.55 ±  0.07

 35.11 ±  3.55

 48.04 ±  1.66

 27.29 ±  2.69

 70.15 ±  2.00

 19.81 ±  1.92

 17.28 ±  0.42

2.65

1.40

1.45

1.48

1.81

1.82

--

0.077

0.085

0.070

--

0.058

평    균 22.36 ±  15.24 1.84 ±  1.00 36.28 ±  20.00 1.77 ±  0.47 0.073 ±  0.011

참고준위

(98 - 03)

평균× 5 20.71× 5 2.39× 5  62.60× 5 2.73× 5 0.102× 5

최대값 160.00 34.00 890.00 5.56 0.230

최소값   3.00  0.28   9.18 1.14 0.027

  

  -- 계산불가



 표 10-5. 2004년 상반기 동화울 지표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10.61 ±  0.49

16.51 ±  1.00

13.73 ±  0.47

39.28 ±  1.40

21.75 ±  0.74

19.35 ±  0.71

0.54 ±  0.11

1.09 ±  0.26

0.67 ±  0.10

2.14 ±  0.33

1.17 ±  0.17

0.94 ±  0.16

12.71 ±  0.53

21.19 ±  1.13

16.10 ±  0.51

48.20 ±  1.55

26.72 ±  0.82

23.70 ±  0.79

1.20

1.28

1.17

1.23

1.23

1.22

0.051

0.066

0.049

0.055

0.054

0.048

평    균 20.21 ±  10.15 1.09 ±  0.57 24.77 ±  12.55 1.22 ±  0.04 0.054 ±  0.007

참고준위

(98 - 03)

평균 ± 3σ 22.92 ±  52.03 1.56 ±  7.26 40.25 ±  186.82 1.62 ±  1.97 0.063 ±  0.095

최대값 98.00 20.00 520.00 5.30 0.210

최소값  0.25  0.01   0.64 0.98 0.030

   



표 10-6. 2004년 하반기 동화울 지표수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9.95 ±  0.53

19.10 ±  0.39

11.26 ±  0.53

27.60 ±  0.82

19.58 ±  0.61

20.24 ±  0.63

1.17 ±  0.13

1.11 ±  0.09

0.69 ±  0.13

1.40 ±  0.19

0.60 ±  0.11

1.06 ±  0.14

24.21 ±  0.58

25.12 ±  0.45

16.10 ±  0.63

35.94 ±  0.94

24.99 ±  0.69

26.32 ±  0.72

1.21

1.32

1.43

1.30

1.28

1.30

0.059

0.058

0.061

0.051

0.031

0.052

평    균 19.62 ±  5.18 1.01 ±  0.30 25.45 ±  6.33 1.31 ±  0.07 0.052 ±  0.011

참고준위

(98 - 03)

평균× 5 22.92× 5 1.56× 5 40.25× 5 1.62× 5 0.063× 5

최대값 98.00 20.00 520.00 5.30 0.210

최소값  0.25  0.01   0.64 0.98 0.030



표 10-7. 2004년 상반기 한성신학대학 지표수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0.49 ±  0.04

0.91 ±  0.07

0.99 ±  0.06

0.99 ±  0.06

0.75 ±  0.24

0.84 ±  0.06

< 0.03

0.12 ±  0.03

0.04 ±  0.01

0.06 ±  0.02

< 0.45

0.06 ±  0.02

0.57 ±  0.05

1.94 ±  0.11

1.38 ±  0.07

1.29 ±  0.07

0.82 ±  0.27

1.62 ±  0.08

1.16

2.13

1.39

1.29

1.10

1.93

--

0.130

0.043

0.056

--

0.070

평    균 0.83 ±  0.19 0.13 ±  0.16 1.27 ±  0.51 1.50 ±  0.43 0.075 ±  0.038

참고준위

(98 - 03)

평균 ± 3σ 2.64 ±  9.97 0.16 ±  0.58 5.49 ±  25.15 1.87 ±  2.99 0.059 ±  0.077

최대값 14.82 1.04 55.17 4.49 0.162

최소값  0.15  0.006  0.21 0.90 0.026

    -- : 계산불가.



 표 10-8. 2004년 하반기 한성신학대학 지표수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96 ±  0.09

1.22 ±  0.08

1.48 ±  0.08

1.22 ±  0.07

0.77 ±  0.05

3.20 ±  0.12

0.24 ±  0.03

0.14 ±  0.03

0.06 ±  0.02

0.04 ±  0.01

0.04 ±  0.01

0.20 ±  0.03

5.15 ±  0.14

3.82 ±  0.14

1.67 ±  0.08

1.73 ±  0.08

1.00 ±  0.06

4.22 ±  0.14

2.63

3.13

1.13

1.42

1.31

1.32

0.121

0.112

0.042

0.032

0.051

0.064

평    균 1.64 ±  0.86 0.12 ±  0.09 2.93 ±  1.68 1.82 ±  0.84 0.070 ±  0.037

참고준위

(98 - 03)

평균× 5 2.64× 5 0.16× 5 5.49× 5 1.87× 5 0.059× 5

최대값 14.82 1.04 55.17 4.49 0.162

최소값  0.15  0.006  0.21 0.90 0.026



표 11-1. 2004년 상반기 KNFC 기상탑 빗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

-

0.52 ±  0.06

2.28 ±  0.12

1.26 ±  0.09

1.21 ±  0.10

-

-

0.07 ±  0.02

0.12 ±  0.03

0.14 ±  0.03

0.15 ±  0.03

-

-

1.13 ±  0.09

4.03 ±  0.16

2.85 ±  0.13

3.83 ±  0.17

--

--

2.17

1.76

1.64

3.17

--

--

0.134

0.053

0.107

0.125

평    균 1.32 ±  0.73 0.12 ±  0.04 2.96 ±  1.32 2.19 ±  0.69 0.105 ±  0.036

    - : 시료채취 불가(강수량 부족), -- : 계산불가

    주) 조사 기간 3년 미만으로 참고준위 없음 (‘02년 7월부터 조사계획에 포함).



표 11-2. 2004년 하반기 KNFC 기상탑 빗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20 ±  0.09

0.77 ±  0.05

0.38 ±  0.04

-

1.27 ±  0.09

2.58 ±  0.09

0.13 ±  0.03

0.11 ±  0.02

0.03 ±  0.01

-

0.10 ±  0.03

0.13 ±  0.02

3.08 ±  0.15

0.94 ±  0.10

0.46 ±  0.04

-

2.12 ±  0.12

3.54 ±  0.11

2.56

1.22

1.22

--

1.68

1.38

0.109

0.138

0.087

--

0.080

0.049

평    균 1.24 ±  0.83 0.10 ±  0.04 2.03 ±  1.33 1.61 ±  0.56 0.093 ±  0.033

참고준위 *
평균× 5 0.70× 5 0.06× 5 1.29× 5 1.70× 5 0.092× 5

최대값 2.28 0.15 4.03 3.17 0.134

최소값 0.11 0.01 0.13 1.19 0.053

  * 참고기간은‘02년 7월 -‘04년 6월   

 - : 시료채취 불가(강수량 부족), -- : 계산불가



표 11-3. 2004년 상반기 한성신학대학 빗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

0.42 ±  0.07

1.93 ±  0.10

0.94 ±  0.06

0.21 ±  0.02

0.32 ±  0.04

-

< 0.07

0.16 ±  0.03

0.07 ±  0.02

0.02 ±  0.01

0.03 ±  0.01

-

0.48 ±  0.07

2.33 ±  0.11

1.63 ±  0.08

0.29 ±  0.02

0.48 ±  0.04

--

1.14

1.20

1.73

1.37

1.48

--

--

0.083

0.074

0.105

0.084

     평    균 0.76 ±  0.71 0.07 ±  0.06 1.04 ±  0.89 1.38 ±  0.24 0.087 ±  0.013

참고준위

(98 - 03)

평균 ± 3σ 1.06 ±  4.56 0.05 ±  0.13 2.32 ±  13.35 1.75 ±  2.28 0.058 ±  0.047

최대값 7.60 0.23 23.00 3.80 0.086

최소값 0.08 0.01  0.11 0.94 0.027

   - : 시료채취 불가(강우량 부족), -- : 계산불가.



표 11-4. 2004년 하반기 한성신학대학 빗물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

                                            단위 : mBq/L

             우라늄

 시  기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21 ±  0.03

0.25 ±  0.03

0.46 ±  0.04

-

0.63 ±  0.06

0.20 ±  0.03

0.03 ±  0.01

0.03 ±  0.01

0.06 ±  0.02

-

< 0.02

0.02 ±  0.01

0.22 ±  0.03

0.92 ±  0.06

0.51 ±  0.04

-

0.90 ±  0.07

0.36 ±  0.04

1.08

3.64

1.11

--

1.44

1.82

0.125

0.110

0.133

--

--

0.123

     평    균 0.35 ±  0.19 0.03 ±  0.02 0.58 ±  0.32 1.82 ±  1.06 0.123 ±  0.010

참고준위

(98 - 03)

평균× 5 1.06× 5 0.05× 5 2.32× 5 1.75× 5 0.058× 5

최대값 7.60 0.23 23.00 3.80 0.086

최소값 0.08 0.01  0.11 0.94 0.027

   - : 시료채취 불가(강우량 부족), -- : 계산불가.



표 12-1. 2004년도 쌀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

                                                                                단위 : mBq/kg-dry

 주) 참고준위는 표 12-3 참조

                우라늄

 채취장소
U-238 U-235 U-234

   동화울 2.85 ± 0.86 < 1.16 2.45 ± 0.79

   한성신학대 1.34 ± 0.46 < 0.84 2.68 ± 0.65

평    균 2.10 ± 1.07 -- 2.57 ± 0.16



표 12-2. 2004년도 배추의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

                                                                             단위 : mBq/kg-fresh

주) 참고준위는 표 12-3 참조

                우라늄

 채취장소
U-238 U-235 U-234

   동화울  3.87 ± 0.62 0.54 ± 0.23  4.88 ± 0.70

   한성신학대 12.80 ± 1.24 0.85 ± 0.34 13.18 ± 1.26

평    균  8.34 ± 6.31 0.70 ± 0.22  9.03 ± 5.87



표 12-3. 식품류의 우라늄 농도에 대한 참고 준위

                                                                        단위 : mBq/kg-dry (쌀), mBq/kg-fresh (배추)

채취 장소
식품

종류
참고 항목

참고 준위 (’98 - ’03)

U-238 U-235 U-234 U-234/U-238 U-235/U-238

 동화울 쌀 평균× 5 3.7× 5 < 0.28× 5 3.4× 5 0.83× 5 -

 최대값 7.0 < 1.01 7.0 1.0 -

최소값 0.6 < 0.28 < 0.7 0.5 -

 배추 평균× 5 76.9× 5 3.51× 5 71.1× 5 1.03× 5 0.071× 5

 최대값 190 10 250 1.32 0.092

최소값    6.0 < 0.51    7.4 0.13 0.032

 한성신학대 쌀 평균× 5 18.2× 5 < 0.28× 5 25.4× 5 1.49× 5 -

최대값 67 < 1.2 100 2.44 -

최소값    1.6 < 0.28     3.9 0.86 -

배추 평균× 5 46.0× 5 3.45× 5 48.9× 5 1.02× 5 0.123× 5

최대값 177 13 181 1.45 0.173

최소값    7.6 < 0.46     3.9  0.51 0.073

 - No data.



표 13. 미국 EML 교차분석 프로그램(QAP60) 참여 결과

Sample ID Radionuclide
KAERI

value

KAERI

error 

EML

value

EML

error
KAERI / EML Evaluation

Air (Bq/filter)

0403AIKR

0403AIKR

 Gross alpha

Gross beta

1.19

2.76

0.12

0.16

1.20

2.85

0.12

0.28

0.992

0.968

Acceptable

Acceptable

Soil (Bq/kg)

0403SOKR

0403SOKR

U-234

U-238

79.53

85.02

1.55

1.60

87.22

89.73

1.97

4.22

0.912

0.948

Acceptable

Acceptable

Water (Bq/L)

0403WAKR

0403WAKR

U-234

U-238

2.21

2.19

0.11

0.08

2.28

2.25

0.02

0.06

0.969

0.973

Acceptable

Acceptable



표 14. TLD-100H 선량계에 대한 표준 TTP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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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pe Chip (3.2mm(1/8 inches) square)

Thickness
0.25mm/0.010"

0.38mm/0.015"

Substrate Material Teflon Kapton

Pre-heat
Temp (℃)

Time (s)

165

10

165

10

Acquire

Max temp (℃)

Time (s)

Rate (℃/s)

260

13.33

15

250

13.33

15

Anneal
Temp (℃)

Time (s)

260

10

250

10



표 15. 저준위 환경방사능 계측기의 보정 (LB 5100-II, Oxford)

       (Calibration of Low Background Alpha Beta Counter)                                    

 

Calibration 

Date

Operating Voltage (V)
Slope

(%/100V)

Background

(CPM)

Efficiency

(%)

α β α β α β α β

2004. 6.  860 1500 3.92 1.00 0.11 0.93 30.1 42.2

 2004. 12. 860 1500 4.99 0.79 0.11 1.04 29.0 41.9

* Remarks : 1) 알파 보정용 표준선원 : Am-241  (AEA Tech.,`04. 4. 8)

            2) 베타 보정용 표준선원 : Sr/Y-90 (AEA Tech.,`02. 4. 12)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 보고서 번호   준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CR-204/2004

  제 목 / 부 제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가동중 환경감시 보고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최 용 호, 원자력환경연구부

  연구자 및 부서명
이창우, 최근식, 조 현, 강문자, 전인, 임광묵, 정근호, 이완

로, 이원윤, 박두원, 박효국, 최상도, 원자력환경연구부  

  발 행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2005. 2.

  페 이 지 113 P. 도 표 유(√) 무( ) 크  기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대외비(  ), 급비   보고서종류     수탁보고서

  연구수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계약 번호

  초록(300 단어 내외)

원자력연료 가공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친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 방사선(능) 

감시를 수행하 다. 2004 년도 원자력연료 가공시설 주변 공간집적선량은 예년과 비

슷한 준위 다. 공기중 미립자의 전 α, β 방사능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토양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조사지점이나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예

년의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하수내 우라늄 농도는 지점 및 시기에 따라 다소 변

화가 있었으나 이는 자연적인 것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침전물내 우라늄 동위

원소 농도는 시설 주변 지역에서 비교지점과 대체로 큰 차이없이 예전 수준을 유지

하고 있었다. 지표수내 농도는 조사지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예년의 변동범위 

이내 다. 빗물내 농도는 비교지점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

었다. 쌀과 배추내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는 비교지점보다 특별히 높지도 않았고 예년

의 변동범위를 초과하지도 않았다. 이상으로 볼 때 2004년도 원자력연료 가공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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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About 300 Words)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 for Korea Nuclear Fuel Company (KNFC) was 
implemented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radiation and radioactivity levels around the facilities. 
Accumulated environmental radiation doses were measured to be on almost the same level as 
those measured in the previous years. Total alpha and beta concentrations in air particulates 
were also similar to the past measurements. The concentrations of uranium isotopes in soil and 
underground water were investigated to be similar to natural levels. The concentrations of 
uranium isotopes in sediment around the faciliti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for the reference site. Surface water around the facilities showed somewhat higher uranium 
isotope concentrations than the reference samples but the activity levels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reported before. The concentrations of uranium isotopes in rain water and 
foodstuffs such as rice seeds and Chinese cabbage were, on the whole, in the ranges of the 
previously reported levels. Based on the present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environmental impact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of KNFC in 2004 is 
neg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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