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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과제명

현장형 실시간 방사능 오염물질 검역시스템 설계기술개발

연구기간

년 

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발 목적 

수입 농산물이나 생선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를 자동화된 기계적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자동화 방사능 오염물질 검역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과제에서는 기본 개념만 설정된 방사능 오염물질 검역시스템을 

실용기술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동작논리를 개발하고 공정제어기술을 

수립하고 공정제어프로그램을 완성하며 상용화 규모제작에 필요한 설계기술을 

개발하여 향 후 실제 제품 제작에 활용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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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역을 위해 일부 시료만을 채취해 실험

실에서 분석하는 체계를 벗어나 물품 보관 및 수출입 검사 현장에서 자동화된 시

스템으로 방사능 검역을 수행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과제 추진전략 및 방법

기존 방사능검역대상물과 검역시스템의 특성분석및 평가

방사능 오염여부 검역 대상물 특성조사

현행 휴대용방사선계측기 시료채취후 실험실 측정방법의 문제점 평가

신규 개발 자동화 검역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 계산과 검토

한국식품공전자료를 통해 각 농수산물에대한 방사능 허용기준 조사

합리적인 시간범위내에 자동검역기를 통해 대상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를 계

측할 수 있는지 계산

경제성과 운전합리성을 고려한 최적 검역시간 운전조건 계산 수립

자동검역시스템 예비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수입농수산물 검역을 당당하고 있는 식품약품안전처 산하 각 지역 검역소를 

방문하여 현장 검역 환경 검역 담당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검역

시스템 개발

검역 처리 물량 물리화학적 특성 방사선 투과반응성 정도 등 파악

신규 개발 자동화 검역시스템을 단위기술별로 분류하여 개발

개발하고자하는 검역시스템을 각 단위기술별로 분류하여 방사선 계측분야

공정제어 및 운전조건 분야 거리계측시스템 기계 및 각 부품 설계등 세 부분

으로 나누어 개발한다

각 부분별로 개발한 기술은 중앙컴퓨터로 공정제어 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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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산출물 도출

연구결과는 검역시스템 각 부분 설계도 공정제어 프로그램 이 들에 대한 설

명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과제수행내용

가 연구수행내용

먼저 현재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역하고 있는  대상물들에 대한  특성을 조

사하였다 또한 수입농수산물 검역을 당당하고 있는 식품약품안전처 산하 각 

지역 검역소를 방문하여 현장 검역 환경 검역 처리 물량 물리화학적 특성

방사선 투과반응성 정도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새로 개발할 자동화 

검역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을 계산하기 위해 한국식품공전자료를 통해 각 

농수산물에대한 방사능 허용기준 조사하고 합리적인 시간범위내에 자동검역

기를 통해 대상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를 계측할 수 있는지 

를 사용해 계산하였다 그리고 경제성과 운전합리성을 고려한 최적 검역

시간 운전조건 등을 계산하였다

개발하고자하는 검역시스템을 각 단위기술별로 분류하여 방사선 계측분야

공정제어 및 운전조건 분야 거리계측시스템 기계 및 각 부품 설계등 세 부

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개발 시스템에 필요한 단위기술들은 방사선계측

기 및 분석기술 물질이송 및 분류 장치 중앙시스템 제어 및 운전시스템 적

외선 거리측정 및 계측기 동작시스템 등인데 이 모든 단위 기술들을 조합

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운전 제어하

는 소프트웨어 두뇌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도록 

하였다

나 연구수행결과

연구수행결과를 항목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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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정별 연구수행내용과 결과

현재 관련 기술들은 개념적으로 다 확보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제품이나 제작경험이 없다 이 과제에서는 실제 제품의 두뇌에 해

당하는 논리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 기술의 현실 적용성은 향후 다

른 재원을 확보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제품을 제작 운전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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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지점과 한국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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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계측기 출입구감시기

대형출입검출기

다양한 방사능 오염 현장측정 장비 

와 같이 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비슷하게 사에서는 과 같이 

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두 제품 다 현장에서 소량물품의 방사

능 오염여부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다량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제품이다

사의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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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제품 사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유럽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

로 원자력에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발전소 사고 여파로 

국내에서 먹거리에 방사능 오염여부에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대하게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 반작용도 커지고 있다 일 예로 년 월에 민간 환경단체에서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 방사능 오염여부를 조선대학교에 분석 의뢰하였는데 일부 

시료에서 이 검출되었다 이 정도 방사선준위는 자연배경준위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유아에게 먹이는 분

유에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함유된 제품을 먹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불매운동을 전

개하여 산양분유가 거의 폐사수준까지 이르른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은 앞으

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좀 더 철저한 제도와 방사선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 폭발 후 모든 사고 처리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하수 오염과 태평양 바다로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대

비책도 시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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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본  론

제 절 자동검역기술 개요 및 시스템구성 

선행기술 분석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물품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를 검사하거나 공항 및 항만

에서 방사선오염 수화물이나 핵물질 반입 차단을 위한 방사능오염물질 검역 시스템

에 관한 전세계에 특허와 실용신안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중에서 번 기술이 본 검역기와 기술적 연관성이 크고 나머지는 장비 

사용목적이나 연관성이 너무 적어 설명을 생략한다 첫 번째 기술인 

이동가능한 검출기를 구비하는 방사선 측정 장치 는 본인이 이전에 개

발한 기술로서 동작원리가 방사선검역기와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연관성을 다음 단

락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 째 기술로서 일본 특허인 방사성 오염 검사 방법 및 장치

가  가장 유사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피검사물을 운반하는 컨베

이어벨트 피검사물 로부터 방사되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복수의 방사선 검출기(5), (6)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를 제어하고 피검사물의 방사성 오염 상황을 나타내(1a-4c), 

는 정보처리 제어 장치 컨베이어벨트의 최상류부에 설치되고 피검사물의 형상, (8), 

을 측정하는 형상 측정 센서 센서의 출력정보에 따라서 방사선 검출기의 위치를 (9), 

이동하는 검출기 위치 이동기구 등을 포함하는 방사성 오염 검사 장치로(10a-10c) 

서 본 검역기와 사용목적이 일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동방식에 있어서 이 기. , , 

술은 다수의 계측기들이 그림과 갗이 고정되어 있고 측정대상물들이 콘베이어벨트, 

를 타고 이동하면 계측기간 일정구간마다 계측기 순서대로 일정시간과 이동거리만, , 

큼 계측하고 다음 계측기에서 도 계측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해 최종적으로 이 계, , 

측치를 총 합산해 대상물의 방사선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편 본 개발 검역기는 . , 

대상물을 일정시간 이동정지시키고 방사선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작동방. 

식은 다음 절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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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역기 특허 실용신안 분석 결과

연번 문헌번호 발명의 명칭 관련
도

1
차원 이동가능한 검출기를 구비하는 방사선 측정 
장치

2 방사성 오염 검사 방법 및 장치

3 고철의 방사능오염검지장치

4 방사성 표면오염 모니터 장치

5

6 표면오염검사장치 및 그 검사방법

7 방사능 감지장치

8
휴대폰용 방사능 측정기 및 이를 이용한 방사능 측
정모듈

9 신체 내외부 방사능오염 구분 전신측정장비

10 체표면 모니터

11 금속 방사선 탐지기

12

참고사항[ ]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의해 등록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X: 

다른 문헌과의 조합에 의한 진보성 당해분야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결여로 등록Y: ( )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본 발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일반적인 선행기술내용을 포함하는 자료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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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방사능 오염 현장측정 장비 

첫 번째 기술인 이동가능한 검출기를 구비하는 방사선 측정 장

치 는 년도에 특허등록 하였다 이 장치는 과 같이 방사성핵종을 함

유한 대상물질을 각 부분별로 세분화해 물질내 방사선 분포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서 기본적인 개념과 작동방식이 새로 개발하려는 방사선 검역시스템과 유사하다

즉 자외선 거리측정기로 대상물의 크기를 측정하여 방사선계측기를 대상물에서 항

상 일정 높이를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일정시간 방사선 계측을 한 다음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다음 측정위치로 옮기는 운전방식이나 컴퓨터로 이 모든 운전양

식을 자동제어하도록 한 방식이 동일하다 이 시스템은 실제 제작하여 암반균열내

에서 방사성핵종 분포파악등 용도로 활용하였다 개발하려는 시스템과 차이점은 계

측대상물질이 계측기를 지나가도록 동작부가 추가되고 방사선세기에 따라 검역물

질을 분류하는 시스템이 추가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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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이동가능한 검출기를 구비한 방사선 측정장치 사진과 개념도

기술의 현 수준 분석

앞 절에서 언급한대로 농수산품에 대한 국내 방사선 검역은 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작스런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어 수작업수준으로 진행되고 있

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특허출원한 기술이 

자동화 첫 시도에 해당된다 검역 시스템에 필요한 단위기술들은 방사선계측

기 및 분석기술 물질이송 및 분류 장치 중앙시스템 제어 및 운전시스템 적

외선 거리측정 및 계측기 동작시스템 등인데 이 모든 단위기술들은 이미 상

용화 되어 있으며 새로이 개발할 창의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기술들을 

조합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운전제어

하는 소프트웨어 두뇌를 만드는 것은 독창적이며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는 일

이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학적 계산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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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거쳐야한다 현재 관련 기술들은 개념적으로 다 확보하고 있으나 이

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제품은 없다 그래서 실제 기술의 현실 적용성 여부는 

시제품 운전 성능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사업적 측면에서 현재 특허권과 기술적 개념만 있으므로 당장 상용제품제작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이 과제를 통해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공학

적 계산과 설계단계를 거치면 가능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그 다음 단계로

소규모 시제품을 제작 운전해 작동이 원활하면 곧장 상용화 설비로 제작이 

가능하다 규모확대 에 따른 추가연구내용 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

만 적용사업장마다 대상 물질의 형상 처리량 사업장 작업구조 등이 다르므

로 이에 최적화된 시스템과 작업조건을 구성해야하며 이 또한 이 기술의 다

양한 적용성이다

검역시스템 구성과 기능

에 나타내었다 장치

에 나타내었듯이 중앙제어콤퓨터로 전 과정을 통제하고 정보를 주

고받으며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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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물질 검역시스템 장치구성 개념도

방사능오염물질 검역시스템 상호정보전달 및 동작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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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방사선 계측 및 운전조건 

방사선 오염관리 및 관계법령 

국내법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방사능 오염허용기준은 식약청고시로서 

한국식품공전에 규정되어있다 이를 에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대상핵종은 요드 와 세슘 로 되어있다 다른 핵종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알파나 베타선 방출핵종들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경

우 방사능 사고나 오염시 감마핵종인 세슘이 가장 많이 유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방사선 검역시스템은 이 식폼공전에서 규정한 허용기준을 판별하도록 

설계하였다

식품중 방사능기준 한국식품공전 

한편 방사선 오염관리에 관한 국내 원자력 관계법에 관련 조항들을 모아 아래에 

정리하였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 제 호 제정

방사선관리구역 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중의 방사성물

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

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 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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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

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

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 조 측정 원자력관계사업자 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조

에서 같다 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

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

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규칙에 따라 원자력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

정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측정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 조 측정장소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 분배 저장 및 폐기시설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라 방사선관리구역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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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나 수시출입자

다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

려가 있는 자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작업복 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나 수시출입자의 손 발 작업복 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제 항 및 제 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선량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

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 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

방법 등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체내섭취 라 함은 경구 호흡구 피부 또는 상처 등을 통하여 방사성핵종이 인

체내부로 들어 오는 것을 말한다

체액흡수 라 함은 섭취된 방사성핵종이 혈액 및 세포액 등과 같은 체액에 흡수

되는 것을 말한다

섭취잔류량 이라 함은 방사성핵종이 인체 내로 섭취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

에도 소변 대변 또는 땀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

을 말한다

배설률 이라 함은 인체 내에 섭취되었던 방사성핵종이 장기나 조직으로부터 

소변 및 대변을 통하여 체외로 단위시간당 배설되는 양을 말한다

직접측정법 이라 함은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접측정법 이라 함은 인체 내로부터 배설 또는 분비되는 물질이나 타액 등에 

존재하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 조 측정방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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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 호 에따라 방사성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의 측정 방법은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직접측

정법 또는 간접측정법 중 사업소 및 방사성 핵종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측정법을 택일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시설 등의 

공기중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평가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핵종 농도 및 

그 양을 산출할 수 있다

제 조 측정대상 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로써 내부피폭으로 인한 예탁유효선량이 연간 

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이하 종사자 

등 이라 한다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폭을 받은 

종사자

한편 최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의 방사능 오염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에 실었다 표를 살펴보면 바닷물고기나 해조류에 방사능이 조금씩 오

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 농산물에서도 소량 검출되고 지하수나 수돗물을 쓰

는 맥주등 공산품에도 소량의 방사능 검출이 되었다 이들의 오염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운 일인데 우선 후쿠시마 사고로 오염된 해양에서 먹이사슬을 통해 전달되었

을 수도 있고 증발기화된 오염원이 기류를 타고 한국땅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전에 소련이 북태평양상에 침수시킨 폐원자력잠수함에서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있

다 하지만 오염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수준이여서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은 무시할 수 있겠다

년 유통 축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검사실적

대상물 방사능 수준 (Bq/kg) 검사기관

쇠고기 (뉴질랜드산)

다시마 (국산) 3건

대구 (러시아산) 

청새리상어 (원양산)

황태채 (중국산)

녹차 (국산)

표고버섯 2건 (국산)

맥주 (일본산)

Cs 3

Iodide 20, 15, 6

Cs  16 

Cs   4

Cs 3

Cs   3

Cs   1

Cs 1

식약처 대전청

식약처 부산청

서울시 검역소

해양수산부 수자원관리원

식약처 경인청

식약처 서울청

식약처 광주청

서울시 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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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계산 방안

일반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허용기준은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방사능에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일 년간 평균적인 섭

취량을 추정하여 이 때 섭취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여 법적으로 허용

된 선량한도인 이하를 만족하는 식품의 방사능 함유량을 역으로 계산하

여 정하면 된다 이 계산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식품에 방사능 허용기준 계산 원리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에 도시하였듯이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관계하며 내외부 피폭상 차이가 있는데 식품에서는 주로 내부피폭 위주로 계산하

면 된다 내부피폭의 특징은 외부피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비정이 짧은 α, β  

선 모두 유해하게 된다 특히 α선의 경우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일부에 큰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

방사선 인체 피폭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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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에 의한 내부피폭에 있어서 핵종의 물리 화학적 형태에 따라서 특정장

기에 모이기 쉽다 체내에 들어간 방사성물질은 각 개인의 신진대사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배설 또는 배출되며 인위적으로 배출시키기 전에는 계속 피폭을 초래

한다 예탁유효선량 신진대사 특성에 따른 개인차가 크다

피폭경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설정해 계산한다

흡입 코 호흡중 방사성물질의 흡입을 통한 체내오염 폐

경구 입 입을 통한 방사성물질의 체내오염 소화기관

침적 피부 피부에서 혈관으로의 방사성물질 이동 혈액계통

방사선에 의한 인체 내부피폭 계산 도식

여기서 예탁유효선량 은 인체 내부에 방사성 핵

종이 섭취되었을 때 섭취 이후 조직 또는 인체 전체가 받게 되는 총 유효

선량의 값이다 연간섭취한도 는 으

로 대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한 사람이 년간 받게 되는 방사성 핵종의

한도로 섭취시 선량한도에 이르는 값이다 유도공기중 농도

는 를 작업종사자 가 년 간 섭취하

는 공기의 부피 로 나눈 값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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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인체 내부 피폭 계산 모델 도식

방사선계측시스템의 운전조건계산

가 방사선계측기 선정 및 특성

방사선검역기를 통해 검출할 핵종이 요드 와 세슘 와 이므로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사능 계측기를 선정하여야한다

에 여러 가지 방사선검출기들의 종류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측정대상물에 미량 오

염된 방사능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검출하여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갖추도

록 하는 것이다 이 방사능 오염판단에 기준은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식품공전에 

따른다 그래서 핵종의 식품허용기준인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검출기는 전리작용을 이용한 반도체검출

기인 나 여기작용을 이용하여 무기섬광물질을 사용하는 검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검출기

를 중심으로 계산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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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출기의 종류와 특성

반도체검출기의 검출시스템 구성및 신호변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도체검출기의 검출시스템 구성및 신호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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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치증폭기 는 계측펄스의 차성형 및 약간의 증폭을 하고

주증폭기 에서 펄스의 차성형 및 주 증폭을 담당하며 다중채널분석기

에서 검출기에 흡수된 에너지에 비례하는 펄스를 

크기에 따라 해당 채널에 기록저장한다 고순도게르마늄검출기의 구성 및 외양사

진을 에 실었다

고순도 게르마늄검출기 의 구성 및 외양사진

나 방사선계측 및 교정 계산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한 측정한 계수 값은 주변환경영향 계측기 고유효율등 여러 

가지 간섭인자들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보정해 주어야 정확한 측정시료의 

방사선 세기를 알아낼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윗 식을 변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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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방사능 

참계수율 

방사성물질의 매붕괴 당 방출률

검출기의 효율

기하학적 인자 검출기

선원의 자기흡수인자

선원의 후방산란인자

검출기 입사창의 산란및 흡수

공기의 산란및 흡수인자

검출기의 계수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좀 더 살펴보면

기하학적 보정인자 

검출기의 크기 모양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함수로

이면 기하학적 효율은 계수관

이면 기하학적 효율은 계수관

대상물과 계측기 간 거리가 일 때

대상물과 계측기 간 거리가 일 때

는 측정거리에 민감하게 변한다

검출기 기하학적 보정

선원의 자기흡수 시료의 유한한 두께에 기인한 방사선의 시료에서의 흡수

선원의 후방산란 보정인자 선원 지지대에 의한 방사선의 후방산란

검출기의 창과 공기에 의한 흡수 보정인자 선원과 검출기 창 사이의 공기 

및 검출기 창에 의한 방사선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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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관의 검출효율 검출기에 입사된 방사선이 검출기와 반응하지 않거나 

파고선별기를 초과할 정도로 충분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감시간 보정인자 불감시간에 의한 계수손실

다중계수 보정인자 계수관의 노화로 인한 방전 소거능력 저하

계측기의 효율교정 은 감마선의 에너지와 검출효율을 연관

짓는 과정으로서 전에너지 피크 효율은 전에너지 피크에서의 계수율과 선원에서 

방출된 감마선의 비로 정의한다 검출효율은 시료의 기하학적 형태 크기 밀도 시

료와 검출기간 거리 에 의존하므로 실제 측정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정을 수행

해야한다 핵종분석이 수행되는 전에너지에 걸쳐 기지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감마

선원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후 각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도시한다 효율교정용 선

원은 감마선의 에너지뿐 아니라 방출률과 방사능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광전

효과 검출기의 크기 등으로 일정 에너지에서 효율은 최대가 되고 그 이상의 에너

지에서는 광전효과 감소 및 검출기 투과 등으로 효율이 감소 저에너지에서는 

에 의한 에너지 감쇠로 효율이 감소한다

에너지크기에 따른 효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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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역기 장착 방사선계측기 계산 및 설계

계산을 위해 크기 측정물에 를 동시에 다량 연결하여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정하고 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일차적인 

계산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측정능력을 평가하기위해 검출기를 측정물위에 최

대한으로 줄에 개식 연결해 최대 개를 동시에 배치한 시스템에 대해 계산하였

다 계산 목표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방사능 오염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를 조사

하는 것이다

계측대상물 크기 및 검출기 개수 도식

계산조건은 수산물에 과 만 존재함을 가정하여 계측시간을 평가하였

다 은 감마선을 의 분율로 방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수

산물의 조성은 사람의 조직 조성을 사용하였다 검역대상 수산물 및 상자의 

제원은 일반적인 수입수산물 상자크기인  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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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수산물에 적재된 상자에서 균일하게 감마선이 방출됨을 가정하였다

계측기로서 제원을  사용하였다

검출기 사양

직경 

길이 

계산에서 경제성 고려 없이 가능성만을 검토하였다

검출기 수는 개 등의 경우 계산

계측기와 대상물과 거리 일 때 계산 

계산에 사용한 코드는 미국 

에서 개발한 것으로 방사선방호 방사선의료 핵분열반응등 

다양한 경우에 응용해 사용할 수 있다

감마선계측에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사선세기 측정 및 계산은 다음 

식을 사용하였다

측정선원의 방사능 

감마선에너지 에서 스펙트럼 피크면적

감마선에너지 에서 검출효율

감마선에너지 에서  방출 확률 

보정인자

측정선원의 동시합성

불감시간 

환경농도  

박막 공기층 검출기 결정의 불감층에 의한 방사선 흡수

선원의 자체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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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붕괴도식

의 붕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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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계측기 사용시 계산결과 

당 의 계측효율이 얻어짐 이는  단위로 검역할 경우 수산

물에 이  존재할 때 분 동안 계측할 경우 가 얻어

진다 즉 분 동안 계측하면 검역제한치의 만족여부를 판단 가능하다 또

저수준오염도 약 으로 검출가능하다

검출기 수가 개 일 때

검출기가 개 일 때 검출기 구성 

계산결과 당 의 계측효율을 구했다 이는 단위로 검역할 

경우 측정대상물에 존재시 분간 계측하면 얻어진

다 그러므로 분동안 계측하면 검역제한치의 만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의 아주 저수준 오염도 약 으로 검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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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공정제어 프로그램 개발

공정구성 및 제어논리

검역시스템은 측정대상물 및 이송장치 방사선계측시스템 대상물과 계측기간 거

리측정 및 조절장치 측정물 외부이송 및 오염물 분류장치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모두를 중앙제어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제어 동작시켜야하므로 공정제어시스템은 

이 검역시스템에 두뇌에 해당한다 공정제어의 논리회로를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

다

검역시스템 기능분리 및 공정제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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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스템 공정제어 논리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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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작동방식 

검역시스템은 모든 작동을 중앙컴퓨터에서 운전 제어하도록 하는데 기반 

컴퓨터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 우선 운전조건을 입력하는데 단위 대상물 계측시간 측정대상 

핵종 오염판별 방사능 농도 계측기와 대상물간 거리 측정데이타 저장방법으로 모

든 측정치 저장이나 일정수준 이상만 저장하기 일정수준이상 농도일 때 경보 알람

기능 등을 설정하도록 한다 운전조건 설정을 생략하면 이전 설정 값으로 자동 운

전되도록 한다

컴퓨터 주 화면 항목을 눌러 다양한 운전조건을 설정 

방사선 검역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작업상태를 확인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한다 에 측정작업진행시 작업상

태를 나타내는 컴퓨터 화면을 나타내었다 왼쪽 화면은 필요시 측정대상물과 검출

기 상태를 파악하고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동여상이나 사진을 표시하고 기록되도

록 하며 오른 쪽 상단에는 대상물 고유번호 측정시간 방사선 세기 등을 나타내

고 오른 쪽 아래 그래프는 측정시간에 따른 방사선 검출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 시각적으로 방사능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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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사선 계측중 컴퓨터 화면 방사능 세기를 시각적으로 파악가능

방사선 측정작업을 다 마친 뒤에는 측정자료를 기록으로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측정자료를 과 같은 현태로 저장하고 특히 일정수준이상 

방사능 오염이 계측된 대상물은 빨간색으로 인쇄해 파악이 쉽도록 한다 또한 측

정대상물의 상태를 연구하기위한 목적등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방사선세

기 대상물 종류 측정시간 등 다양한 분류기능을 가지도록 한다

방사능 측정기록 데이터 예시 사양에 따른 분류 선택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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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제어 프로그램 개발

검역시스템은 측정대상물 및 이송장치 방사선계측시스템 대상물과 계측기간 거

리측정 및 조절장치 측정물 외부이송 및 오염물 분류장치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모두를 중앙제어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제어 동작시키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언어로 작성하였으며 중앙컴퓨터에 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란 이름으

로 프로그람 등록을 마쳤다 프로그램의 일부를 에 예시하였고 프로그

램 리스트를 부록으로 실었다

공정제어 프로그램인  의 앞부분 리스트



- 30 -

제 절 방사선 검역시스템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를 이용해 표준적인 검역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수도권 식약처 산하 특

정 검역소의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 기게배치 및 크기 사양등을 정하였다 각 부분

의 사양 및 동작조건은 측정대상물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다음 그

림에 설계한 시스템 일부를 순차적으로 도시하였다

에 전체 시스템 구성 및 배치를 도식하였다 검역대상물은 방사능 오염이 

확정된  물품이 아니므로 일반작업구역에서 작업자가 상시로 출입할수 있는 환경

에서 작업하게 된다 그러나 측정결과 오염이 확인 된 물품은 별도 분리통로를 

통해 별도의 저장소에 집적하며 이 오염물질 저장소에서는 방사선 작업종사 허가

자만 출입하는 등 방사능 구역에 준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중앙컴퓨터를 

이용해 작업조건을 설정하고 운전개시와 종료를 결정한다 또한 상시로 작업감시

를 할수 잇게 주변출입이 가능하여야하며 긴급상황시 작업을 중단시켜야한다

검역시스템 배치 및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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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스템 배치 및 세부 규격 설계

방사선계측부 및 거리측정장치

방사선계측기는 측정대상 방사선의 종류와 방사선 측정 최소준위에 따라 종류와 크

기 등을 결정해야하지만 여기서는 한국식품공전에서 규정한 과 을 

측정대상으로 정하고 시각적 편의 계측기를 두 대 설치해서 작업하는 환경

을 구성하였다 물론 작업 필요에 다라 계측기를 로 바꾸거나 댓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계측기 부분을 위에서 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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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물과 계측기와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일정한 검출효율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일정 규격의 공산물이 아닌 경우 매 대상물마다 측정대상물 크기를 파악

하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계측기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조정할 수 있게 하

였다 거리측정기는 자외선원을 사용하며 방사선 계측기앞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도

록 하였다

방사선계측기에 부착한 적외선 거리측정기 

방사선계측기 각 부분별 사양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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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송부

검역시스템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며 방사선오염에 주위를 기울여야하는 부분

이다 또한 시간 장기가동에도 성능유지가 되어야한다 구동력은 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벨트 하단에 위치한 모터로 작동시키며 구동시간 속도 정지 등

은 중앙컴퓨터로 제어한다

부분및 검역대상물 이송장치

각 부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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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측면 입체도 및 각 부분 사양 

이상의 설계도면은 대표적인 일부만을 도시한 것이며 더 구체적인 도면은 기술자

료집으로 별도 보관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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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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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Radinspector program list

//************** Radinspector **********************************************

//

//  Radioactivity inspection and process control program for contaminated 

items

//

//                         written with Delphi2010 (Pascal)

//                  programmed by Chung-Kyun PARK and Dae-Sup HAN

//                    version 1.0    2014.11.07

//***************************************************************************

unit UMain;

interface

uses

  Windows, Messages, SysUtils, Variants, Classes, Graphics, Controls, Forms,

  Dialogs, LMDCustomSimpleLabel, LMDSimpleLabel, LMDBaseControl,

  LMDBaseGraphicControl, LMDBaseLabel, LMDInformationLabel, 

LMDCustomStatusBar,   LMDStatusBar, ExtCtrls, LMDControl, 

LMDCustomControl, LMDCustomPanel, LMDCustomBevelPanel, 

LMDCustomParentPanel, LMDCustomPanelFill, LMDPanelFill, ComCtrls, 

ToolWin, Menus, ImgList, LMDCustomImageList, LMDImageList, DB, 

ADODB,

  LMDCustomSheetControl, LMDPageControl, _GClass, AbTrend, Grids, AdvObj,

  BaseGrid, AdvGrid, MPlayer, LMDGraphicControl, LMDFill, AbLED ;

type

  TFMain = class(TForm)

    qryData: TADOQuery;

    ADOCon_Data: TADOConnection;

    LMDImageList: TLMDImageList;

    ImageListBtn: TImag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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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Menu: TMainMenu;

    memFile: TMenuItem;

    memSetup: TMenuItem;

    memSave: TMenuItem;

    memAction: TMenuItem;

    memRun: TMenuItem;

    memStop: TMenuItem;

    memView: TMenuItem;

    memDiagram: TMenuItem;

    memTrend: TMenuItem;

    memDataSheet: TMenuItem;

    memInquiry: TMenuItem;

    memDataBase: TMenuItem;

    memHelp: TMenuItem;

    memAbout: TMenuItem;

    memEnd: TMenuItem;

    memExit: TMenuItem;

    CoolBar: TCoolBar;

    ToolBar: TToolBar;

    tbtSetup: TToolButton;

    tbtSave: TToolButton;

    tbsSep1: TToolButton;

    tbtRun: TToolButton;

    tbtStop: TToolButton;

    tbsSep2: TToolButton;

    tbtDiagram: TToolButton;

    tbtTrend: TToolButton;

    tbtDataSheet: TToolButton;

    tbsSep3: TToolButton;

    tbtGraph: TTool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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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Sep4: TToolButton;

    tbtDataBase: TToolButton;

    tbsSep5: TToolButton;

    pnTitleTop: TLMDPanelFill;

    imgLOGO: TImage;

    LMDStatusBar: TLMDStatusBar;

    lbl_Info_DateTime: TLMDInformationLabel;

    lbl_Info_NumLock: TLMDInformationLabel;

    lbl_Info_CapsLock: TLMDInformationLabel;

    lbl_Info_MSG: TLMDSimpleLabel;

    lbl_Info: TLMDSimpleLabel;

    lpcMain: TLMDPageControl;

    ltsDiagram: TLMDTabSheet;

    imgDiagram: TImage;

    ltsGraph: TLMDTabSheet;

    AbTrend1: TAbTrend;

    Trend_Diagram: TPanel;

    imgHL_DB1_Up: TImage;

    imgHL_DB1_Down: TImage;

    imgHL_DB1_Left: TImage;

    imgHL_DB1_Right: TImage;

    imgHL_DB1_Dia: TImage;

    aniGlobe: TAnimate;

    ltsData: TLMDTabSheet;

    lmfHL_All_DB1: TLMDFill;

    imgHL_ALL_DB1_CH01: TImage;

    lslHL_ALL_DB1_CH01: TLMDSimpleLabel;

    LMDFill1: TLMDFill;

    Image1: TImage;

    LMDSimpleLabel1: TLMDSimple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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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DSimpleLabel2: TLMDSimpleLabel;

    LMDFill2: TLMDFill;

    Image2: TImage;

    LMDSimpleLabel3: TLMDSimpleLabel;

    LMDSimpleLabel4: TLMDSimpleLabel;

    asgDataSheet: TAdvStringGrid;

    AbLED1: TAbLED;

    AbLED2: TAbLED;

    AbLED3: TAbLED;

    AbLED4: TAbLED;

    AbLED5: TAbLED;

    AbLED6: TAbLED;

    procedure FormCreate(Sender: TObject);

    procedure FormActivate(Sender: TObject);

    procedure FormCloseQuery(Sender: TObject; var CanClose: Boolean);

    procedure FormClose(Sender: TObject; var Action: TCloseAction);

    procedure memSetup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memSave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memRun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memStop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memDiagram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memTrend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memDataSheet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memExitClick(Sender: TObject);

  private

    { Private declarations }

  public

    { Public declarations }

    procedure PRG__Default ;

  end;



- 41 -

var

  FMain: TFMain;

  gsExePath : String ;

implementation

{$R *.dfm}

//-----   Program Create ---------------------------[Program]

procedure TFMain.FormCreate(Sender: TObject);

begin

  FMain.Width   := 1280 ;

  FMain.Height  := 800 ;

  FMain.Left    := 0 ;

  FMain.Top     := 0 ;

end;

//----- Program Activate -----------------------------[Program]

procedure TFMain.FormActivate(Sender: TObject);

begin

  PRG__Default ;

end;

//----- Program CloseQuery ----------------------------[Program]

procedure TFMain.FormCloseQuery(Sender: TObject; var CanClose: Boolean);

begin

프로그램을 종료 하시겠습니까  if MessageDlg(' ?', mtConfirmation, [mbYes, 

mbNo], 0) <> mrYes then

    CanClose  := False ;

end;

//----- Program Close --------------------------------[Program]

procedure TFMain.FormClose(Sender: TObject; var Action: TCloseAction);

begin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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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MENU ITEM ----------------------------------------MENU

파일//----- [MENU- ] Setup -----------------------[MENU]

procedure TFMain.memSetupClick(Sender: TObject);

begin

//

end;

파일//----- [MENU- ] Save -----------------------[MENU]

procedure TFMain.memSaveClick(Sender: TObject);

begin

//

end;

동작//----- [MENU- ] RUN ---------------------------[MENU]

procedure TFMain.memRunClick(Sender: TObject);

begin

  aniGlobe.Active     := True ;

end;

동작//----- [MENU- ] Stop -----------------------[MENU]

procedure TFMain.memStopClick(Sender: TObject);

begin

  aniGlobe.Stop ;

end;

보기//----- [MENU- ] Diagram ----------------------[MENU]

procedure TFMain.memDiagramClick(Sender: TObject);

begin

  lpcMain.ActivePage  := ltsDiagram ;

end;

보기//----- [MENU- ] Trend ----------------------------[MENU]

procedure TFMain.memTrendClick(Sender: T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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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lpcMain.ActivePage  := ltsGraph ;

end;

보기//----- [MENU- ] DataSheet -----------------------[MENU]

procedure TFMain.memDataSheetClick(Sender: TObject);

begin

  lpcMain.ActivePage  := ltsData ;

end;

종료//----- [MENU- ] Exit ----------------------------[MENU]

procedure TFMain.memExitClick(Sender: TObject);

begin

  Close ;

end;

//---------------------------------------------------------

//----- Program Default ----------------------------------------

procedure TFMain.PRG__Default;

var

  i, j      : Integer ;

begin

  gsExePath := ExtractFilePath(Application.ExeName) ;

  //-- Animation

  aniGlobe.FileName := gsExePath + 'Earth.avi' ;

  aniGlobe.Active   := False ;

  //----- [Page] ALARM

  //-- Alarm Current

  asgDataSheet.ColCount := 6 ;

  asgDataSheet.RowCount := 20 ;

  asgDataSheet.Cells[0, 0]  := 'ID#' ;

  asgDataSheet.Cells[1, 0]  := 'DATE' ;

  asgDataSheet.Cells[2, 0]  :=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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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gDataSheet.Cells[3, 0]  := 'Radioactiveity (Bg/kg)' ;

  asgDataSheet.Cells[4, 0]  := 'Detection Time (min)' ;

  asgDataSheet.Cells[5, 0]  := 'Remarks' ;

  For i:=0 to asgDataSheet.ColCount-1 do

  begin

    asgDataSheet.Alignments[i, 0] := taCenter ;

    asgDataSheet.FontStyles[i, 0] := [fsBold] ;

    asgDataSheet.FontSizes[i, 0]  := 14 ;

  end;

  asgDataSheet.ColWidths[0]   := 120 ;

  asgDataSheet.ColWidths[1]   := 200 ;

  asgDataSheet.ColWidths[2]   := 200 ;

  asgDataSheet.ColWidths[3]   := 300 ;

  asgDataSheet.ColWidths[4]   := 300 ;

  asgDataSheet.ColWidths[5]   := 100 ;

  asgDataSheet.RowHeights[0]  := 40 ;

  For i:=1 to asgDataSheet.RowCount-1 do

    asgDataSheet.RowHeights[i]  := 30 ;

  asgDataSheet.Cells[0, 1]  := '347' ;

  asgDataSheet.Cells[1, 1]  := '2014-11-03' ;

  asgDataSheet.Cells[2, 1]  := '16:35:07' ;

  asgDataSheet.Cells[3, 1]  := '6' ;

  asgDataSheet.Cells[4, 1]  := '2' ;

  asgDataSheet.Cells[5, 1]  := 'OK' ;

  asgDataSheet.Cells[0, 2]  := '348' ;

  asgDataSheet.Cells[1, 2]  := '2014-11-03' ;

  asgDataSheet.Cells[2, 2]  := '16:37:07' ;

  asgDataSheet.Cells[3, 2]  := '5' ;

  asgDataSheet.Cells[4, 2]  := '2' ;

  asgDataSheet.Cells[5, 2]  :=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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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gDataSheet.Cells[0, 3]  := '349' ;

  asgDataSheet.Cells[1, 3]  := '2014-11-03' ;

  asgDataSheet.Cells[2, 3]  := '16:39:07' ;

  asgDataSheet.Cells[3, 3]  := '122' ;

  asgDataSheet.Cells[4, 3]  := '2' ;

  asgDataSheet.Cells[5, 3]  := 'Contaminated' ;

  For j:=1 to asgDataSheet.RowCount-1 do

  begin

    For i:=0 to asgDataSheet.ColCount-1 do

    begin

      asgDataSheet.Alignments[i, j] := taCenter ;

//      asgDataSheet.FontStyles[i, j] := [fsBold] ;

      asgDataSheet.FontSizes[i, j]  := 12 ;

    end;

  end;

  asgDataSheet.FontColors[3, 3] := clRed ;

  asgDataSheet.FontColors[5, 3] := clRed ;

end;

end.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주제코드

제목 부제 현장형 실시간 방사능 오염물질 검역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

명
박정균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고용권 권장순 조동건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년도

페 이 지 도  표 있음 없음 크  기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줄내외

수입 농산물이나 생선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를 자동화된 기계적 방법

으로 측정하기 위해 자동화 방사능 오염물질 검역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

저 현재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역하고 있는  대상물들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

다 다음으로 새로 개발할 자동화 검역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을 계산하기 위

해 한국식품공전자료를 통해 각 농수산물에대한 방사능 허용기준 조사하고 합

리적인 시간범위내에 자동검역기를 통해 대상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를 계측할 수 

있는지 를 사용해 계산하였다 경제성과 운전합리성을 고

려한 최적 검역시간 운전조건 등을 계산하였다 개발하고자하는 검역시스템을 

방사선 계측분야 공정제어 및 운전조건 분야 거리계측시스템 기계 및 각 부품 

설계등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 단위 기술들을 조합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운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두뇌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도록 하였다

주제명키워드

단어내외
방사능오염 방사능 검역 방사능 검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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