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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Ⅰ

방사선 환경방호 핵심기술 및 사고대응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및 해양 환경으로 누출되었다 환1. 2011 .

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전 세계 사람과 우리나라 국민에 주는 방사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지규모. 2011

대기확산모델 이 구축되어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LADAS-Regional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은 동북아시아 영역만을 대. LADAS-Regional

상으로 하고 있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에 의해 태평양으로 이동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로 유입하여 영향을 주는 사항은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대기로 누.

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구규모 관점의 차원3

대기확산모델 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LADAS-Global .

해양으로 직접 누출되어 일본 동쪽 연안과 태평양을 오염시켰다 그러나 년 우리나라는 방사. 2011

성물질의 해양 확산 및 방사선 영향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여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확산거동을 신속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구규모 관점에서 방사성· .

물질의 해양 환경내 이동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해양확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은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자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비상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과 핵심기술은 자국의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다른 나라로의 상업적 판매나 기술이전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원전시설은 중국의 동해안 지역이 많이 위치함으로써 만일의 중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대기 및 해양확산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긴급히 필

요하다 대기 및 해양 확산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및 주변국 원자력시설 사고시 우리나.

라의 독자적 기술 확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방사선적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고유

의 모델을 확보함으로써 외국기술에 종속되지 않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 사고 대응기술은 유사시 국민 건강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확보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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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핵심 기술이다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 중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기술 국내 생태환. ,

경 핵종 전이특성인자 야생동물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은 생태환경 방사선 리스크 평가를 위한 핵,

심 요소기술로 국민 건강과 함께 생태환경이 건전하게 유지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장단,

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사고대응기술이며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의 오염 완화기술은 오염완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장기간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는 주민의 방사능 위해로부터 국민건

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시설의 정상가동 중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생태환경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생태계 방사선 선량평가 기술 관련 국내 고유 생태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

식물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원전의 신규건설 및 운영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의 승인요건으로 부지적합성 평3. , , (PSR)

가는 필수요건이다 부지적합성은 해당 국가의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에 근간하여 부지고유의 사.

회환경요소를 반영한 원전의 운영기간동안 가상사고와 정상운영으로 인한 일반인의 피폭영향평가‧

를 통해 입증된다 국내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는 미국 체계에 기초하며 국내고유 평가모델의 개. ,

발 뿐 아니라 경수로 미국 와 중수로 캐나다 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형간 서로 다른 평( ) ( )

가체계의 상호조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방사선환경방호체제에 기반하여 경중수. 1) ‧

로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상사고시 누설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피폭해석 최적모델개발

과 평가방안을 수립하고 국제기구 신권고에 기반한 정상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국내고유, 2)

인체피폭해석모델개발 및 평가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원전 건설 및 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대국민 신

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으로부터 원전에서 누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4.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방사능 평가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비상대응 환경.

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은 사고시 고방사능 오염지역과 오염물질의 차단을 통한 국민의 내

외부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연적 기술이다 그러므로 원전사고시 현장 평가를 위한 고방사능.

연속분석 소형검출시스템 관련기술 사고 후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주요 방사,

성핵종 긴급평가 관련기술 사고초기 환경방출량 피폭선량 재평가 및 오염지역 중장기 평, &#8228;

가를 위한 미량 핵종분석 관련기술이 본 연구개발의 주목적에 해당된다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

물 평가기술은 시료의 체계적인 전처리 및 첨단장비의 활용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기술자립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5. 정상 비정상시 방사선 방호선량 측정 평가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성능시험 체계구축/ /

방사선 사고 및 테• 러 대비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확보(retrospective dosimetry)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비상시 개인 소지품 및 생활 업무 환경 주변 물질의 광자극발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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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발광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 확보 최소검출하한(OSL)/ (TL) ( : ~10 mGy)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알고리즘 확보- OSL/TL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 기술확보-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개발- RL(radioluminescence)

동시 측정 장치 개발- RL/OSL

최신 내부피폭• 모델 분석 및 적용을 통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상처흡수모델 분석 및 적용- NCRP

최신 국제 신권고를 적용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방사선방호 방재/• 보/ 안검색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개인전자선량계 성능시험 및 교정용 국제규격 저선량률 엑스선장의 확대구축-

비상 방사능방재 보안용 방사선 능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시스템 구축- / /

감마선 및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시스템 제작-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지구규모의 대기 및 해양 환경내 방사성물질 확산평가 모델 개발은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1.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에 필수적인 수치.

예보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고 확산모델에 연계하는 전처리 대용량 자료처리 모듈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이동. ·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차원 대기 해양확산모델을 개발하였다3 / .

개발된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확산패턴을

모사하였고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방사성핵종 농도와 비교하여 일차적인 검증을 수행,

하였다 또한 초기에 대기로 확산된 방사성핵종 농도와 연계된 내부 및 외부피폭에 의해 전 세계.

사람이 받게 될 피폭선량을 산정하였고 장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지표에 침적된 장반감기 핵종,

의 침적농도를 산정하였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확산.

모델을 개발하였고 후쿠시마 사고시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방사성세슘의 지구규모 확산도를 산정,

하였다 또한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여 인간이 받게 될 선량 및 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

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확산해석에 가장 중.

요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모형장치는 지진해일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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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 냉각시설을 위한 취1, 2

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원자력 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개발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2. ,

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 오염 환경완화기술 개발 야생생물종 방, ,

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의 가지 세부연구목표로 수행되었다4 .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계획 및 기존 피폭 상황시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

하여 평형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코드의 성능 개선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코드 성능검,

증 핵종 유출 생태계 오염 평가 적용 연구 원전 사고 초기의 생태환경 선량평가를 위한 동적모, ,

델 개발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분석을 통한 코드의 적용성 및 실용성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 .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분야에서는 생태계 선량평가의 핵심 입력

인자인 전이인자의 국내 특성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원전 주변의 해양 수저 하구 및, ,

육상 생태계 대덕 원자력 시설 주변 생태계의 핵종 전이 특성을 측정 조사하여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방사능 오염 환경 완화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현황분석을 통해 핵종흡수력이 큰 식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온실에서 후보 식물의 포트 재배를 통해 핵종 흡수 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여 환경,

친화적인 오염 완화 기술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야생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규명 분야에서는 국내 야생 동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 조사법을biota

수립하고 생물학적 특성 조사와 함께 야생 모델 동물에 대한 선량 효과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선, -

량 효과 관계식 검증을 위해 야외조사를 통한 생태 역학적 특성 조사와 함께 스크리닝 선량 기준-

을 유도하였다.

3. 국내에는 경수로 뿐 아니라 중수로가 운영중에 있으며 원자로형에 따라 부지적합성 평가방법,

론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년 중수로현안 국가중장기연구 원전 사고시 선량평가 최적화 방안‘11 “

연구 를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최적 평가방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 .

적 내용으로 경중수로 통합 가상사고에 대한 대기확산과 인체선량평가 최적모델을 개발하였고 국,‧

내의 방사선방호체제 제도적특성 부지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최적 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 .‧

사고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기상조건 안정한 대기와 저풍속 에서 야외확산 실증실험 및( )

기상수치해석을 통해 개발된 모델의 적용 타당성 검증과 함께 부지에 적합한 최적 변수값을 도출

하였다.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시 기체상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선량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의 권고에 기반하여 년에 국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국제방사선방호체계의 변(NRC) ‘89 .

화 방사선영향평가 기술의 발전 및 국내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년간 기존 평가체계, 20‧

를 그대로 유지 의 국내 법제화에 따라 단순히 용어변경과 새로운 선량계수만 도입 하고(ICRP-60 )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신권고 의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 (ICRP-101, ICR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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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국내고유의 최적 대기확산모델과 피폭선량평가모델 개발과 함

께 동 모델에 적용을 위한 국내고유의 최적 변수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방사선방호체계 제. ,

도적 특성 부지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최적의 정상운영시 인체선량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

본 과제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 개발이며 단4. , 1

계 세부 연구내용은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원전사고시 고방사능 현장적용 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을 위한 소형 검출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비상시 선량률과 오.

염핵종의 방사능 정보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선량률 분광분석법을 개발하였다.

고방사능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를IRIS

개발하였다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의 감마핵종 분석자료 원격 송수신 성능을 평가하였다 고. .

방사능 현장에서 측정된 계수율로부터 방사능을 환산하기 위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원전 사고시 식품중 주요 핵종 긴급검출기술 개발

을 위한 식품별 전처리 및 방사화학분리 공정을 개발하였다 사고시 식품 방사능 긴급분석을 위한.

주요 핵종별 계측기술을 평가 하였다 주요 핵종 방사성 스트론튬 플루토늄 을 신속하게 선택적으. ( , )

로 분리하기 위한 자동축차분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축차분.

리 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과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프로토콜 개발. Sr Pu

하였다 와 알파스펙트로미터 등을 이용한 비상대응 방사성스트론튬 플루토늄 신속분석 방법. LSC ,

을 개발하였다.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해양시료 방사성핵종 축차분리를 위한 대용량 전

처리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였다 해수로부터 방사성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을 축차분리하기 위한 기.

술을 개발하였다 해수중 및 축차분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환경에 방출된 의 방사. 99Tc 129I . 131I

능 오염지역 재평가를 위한 환경 시료중 미량 측정 및 분석법을 개발하였다129I .

5-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1. (Retrospective Dosimetry)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비상시 개인 소지,• 품 및 생활 업무 환경 주변 물질의 광자극발광/

열발광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 확보 최소검출하한(OSL)/ (TL) ( : ~10 mGy)

휴대전화 전자회로 구성 소자들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반응 특성 실험- OSL/TL

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개발 및 실증실험-

선량 복원 실시 후 선량 재평가 기술개발-

휴대전화 스크린 유리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국제 상호비교-

상용 플라스틱 물질을 활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가능성 연구-

차량의 전자소자를 활용한 선량 복원 기술 연구-

사고선량 복원 현장시험 결과 및 사고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최저검출선량평같-

휴대전화 내부저항 인덕터 소자의 발광스펙트럼 측정 및 측정 최적화 기술- , TL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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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측정 및 분석 알고리듬 개발OSL/TL•

분광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스펙트럼 측정장치 개발- CCD

분광기와 광증배관 을 이용한 스펙트럼 측정장치 개발- (PMT)

및 의 통합분석 프로그램 개발- Radioluminescence, OSL TL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사후 선량분석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개발•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결정-

시료화 기법 전처리법 개발 및 특성 연구- ( ) OSL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측정법의 표준화- OSL

선량 복원용 시료의 선량계적 특성 평가 및 최적 판독조건 결정-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개발RL•

결정 성장용 장비 개발-

물질 스펙트럼 및 선량의존성 평가- RL

동시 측정 장치 개발RL/OSL•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5-2.

상처흡수모델 분석- NCRP 156

상처흡수모델을 이용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산출모듈 개발-

상처흡수모델을 이용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수정규분포 측정값 불확도 적용을 위한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최대우도추정법을 적용한 섭취량 추정 모듈 개발-

신 국제권고를 적용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5-3. / /

전자선량계 및 작업장 모니터링 장비 방사선 시험 교정용 기준 선장 제작 및 정량화- /

국제기술규격 기준 엑스선장 확대 구축 계열- (ISO/IEC/ANSI) (ISO/ANSI LK )

시험기준 프로토콜 작성 및 시험체계 구축-

방사능방재 보안용 방사선 능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시스템 구축- / /

감마선 및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시스템 제작

연구개발결과.Ⅳ

본 연구를 통하여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을 위한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를 안정적으로 수1.

신하고 대용량의 수치예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전처리 및 모듈을 개발하, DBㆍ

였다 수신된 기상자료를 대기확산 해석 프로그램인 에서 활용하기 위한 파일 및. LADAS-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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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변환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여 대용량의 자료를 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DB . 2012

년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를 통하여 한국기상청의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수MOU UM

신하는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였다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

모델의 계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파일로 구성하여 계산시작 일을 입력하면 기interactive

상수치예보자료의 폴더를 자동으로 찾아 필요한 기상 정보를 추출하는 을 개발하여shell program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운영을 간편화하였다.

전 세계 원자력시설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지구규모 차원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3 LADAS-Global . LADAS

은 후쿠시마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및 의 확산현상을 모사하였고-Global Xe-133, I-131 Cs-137 ,

과 의 공기중 계산된 핵종 농도 값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농도 값과 비I-131 Cs-137

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은 관측값과 전반적인 일치를 보여 방사선 사. LADAS-Global

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기확산모델2011

만이 개발되어 국지규모의 평가만이 수행되었고 지구규모 관점의 확산평가는 수LADAS-Regional ,

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 개발되어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대기로 누. LADAS-Global

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방사성핵종에 의한 초기 및 장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의LADAS-Global

산정결과인 공기 및 지표면 침적 핵종농도 값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피폭선량과 값을 산정하였

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위하여 차원 해양확산모델 을 개발3 LORAS-Global

하였다 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해양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해. LORAS-Global

수 부유사 및 해저토내 농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연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모델, ,

을 병렬화하여 신속한 계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의 지구규모 확산도를 산정한 결과 방사성세슘은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 태평양을 순환한Cs-137

후 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남해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작아 측정되지 않을2015 ,

수 있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여.

인간이 받게 될 선량 및 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양 구획.

모델의 산정결과를 후쿠시마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 중 관측값과 비교하여 본 바 좋은 일치를 보였

다.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

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확산해석에 가장 중.

요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모형장치는 지진해일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 냉각시설을 위한 취1, 2



- 12 -

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수리모형장치는 크게 파 발생장치 회전식 연안구조물 대형수. , ,

조 유속 및 토압측정 장치로 구성하였다, .

원자력 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개발2-1.

코드의 성능개선을 위해 취급핵종을 개 당초 개 로 확장하였으며 스크리닝 단계 선량평가 기78 ( 35 ) ,

능을 추가하였다 대상 동식물을 개 생태계 육상 민물 해양 개 그룹으로 분류 육상 개 민. 3 ( , ) 11 ( 3 ,

물 개 해양 개 하고 그룹별 선량평가를 위해 보수적 가정을 도입하여 개 그룹별 개 핵종에4 , 4 ) 11 78

대한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단계의 스크리닝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2 3

개 생태계의 개 핵종별 환경매체 최대 농도 제한 값 과 생태계별 위험도지표78 (level 1) (RQ,

를 개발하였다risk quotient) (level 2) .

생태모델비교 국제공동연구의 하나인 습지 시나리오 비교 테스트에 참가하여 국IAEA (wetlands)

내코드 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모델의 주요 입력인자 의 불(K-BIOTA) . (CR, Kd, Cenv)

확실도 분석을 위해 종류의 확률밀도함수와normal, log-normal, uniform, exponential 4 LHS

법을 적용한 모듈을 개발하였다 코드 적용연구를 위해 후쿠시마 사고 후 오염이 가장sampling .

심한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해양 생물종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동시에1

국제공동연구 후쿠시마 시나리오 테스트에 참가하여 모델 비교연구를 수행하였IAEA/MODARIA

다 평가결과 해양오염이 가장 심한 항구 내 생물종은 단기적으로 급성피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장기적 만성피폭은 생태계 건전성이 위험 받을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자력 사고 초기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한 동적모델의 국내외 기술 현황조사와 함께 해양 호수, ,

산림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방사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각각 다른 종류의 동적격실모델을3

개발하였다 호수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한 동적모델 을 이용하여 체르노빌 사. (K-BIOTA-DYN-F)

고로 인해 오염된 유럽 개 지역 호수에 대한 모델 예측과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검증을8

수행하였다 체르노빌 사고 후 호수에서 측정된 물과 어류에 대한 방사능 농도는 모델 예. 137Cs

측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가장 크게 선량이 평가된 곳은 노르웨이의 호수이. Ovre Heimdalsvatn

며 포식자 어류에 대해 계산된 선량은 수생동물의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 기준 값인(UNSCEAR)

보다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유럽1.E7 Gy/d 1.5E2 Gy/d .μ μ

지역 호수 내 어류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준임을 나타낸다.

산림에 거주하는 야생동식물 오염 및 선량평가 모델 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후쿠(K-BIOTA-T)

시마 지역 산림의 생태계 방사선영향 평가에 적용하였다 모델에 의해 예측된 후쿠시마 산림 지역.

의 나무의 오염농도는 실제 측정한 값과 배우 유사하였다 곰 멧돼지 노루 등 동물의 모델 예측. , ,

농도는 넓은 범위의 분포를 나타내는 측정된 값들의 중간 값 수준을 보여주었다 동물에 대해 계.

산된 선량은 에서 제시하는 육상동물의 밴드 최솟값보다 작았다 이 결과는 후쿠시마ICRP DCRL .

사고로 인한 산림지역의 야생동식물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준임을 나타낸다.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2-2.

국내 월성 및 한빛 원전 주변과 대덕 시설 주변 생태계의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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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및 육수 민물 생태계 수저 생태계 강 하구 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야생 동식물 및 물과 토양( ) , ,

을 채취하여 약 생물종 총 개 핵종에 대한 약 여 개의 전이인자 데이터를 측정 확170 26 8,000 ,

보하였다 이를 위해 월성과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년에 걸쳐 야외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4 1

년은 대덕 시설 주변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생물 시료는 특성에 따라 통발 그물 투망 낚시 잠. , , , ,

수 엽총 손 채취 등의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매체 시료는 생물 시료 채취 장소에서 물의 경우, , .

채수기를 이용하거나 시료 병에 직접 채취하였고 토양의 경우 높이 의 원통형van Dorn 10 cm

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해양 및 육수생태계 조사에서는 약 개 생물종 어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수초류 등 에 대50 ( , , , , )

하여 총 개 핵종22 (K, Ca, Na, Mg, Al, Fe, Ti, Sr, Mn, Cr, Cu, Zn, Li, Ni, Co, V, Rb, Cs,

의 전이인자 약 개 데이터를 측정 생산하였다 또한 강 하구 및 인접 바Ba, Pb, Th, U) ( 1700 ) , .

다에 대한 조사에서는 월성의 대종천 하서천 어귀 및 영광의 고리포 법성포 하구 부근에서 약/ / 60

여 종의 생물을 채취하여 등 총 개 핵종에 대한 전이인자 약K, Na, Sr, Mn, Zn, Co, Cs, U 26 (

개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해양 및 육수의 수저 생태계 조사에서는 약 종의 생물에 대하2300 ) . 90

여 약 개의 전이인자 자료를 생산하였다 수생생물 전이인자는 거의 전부 이상으로 생물2,800 . 1

농축 현상이 관찰되었다.

육상생태계 조사에서는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곤충류 교목류 관목류 국화과류 초본, , , , , , , ,

류 등 약 종의 동식물에 대해 총 개 핵종40 24 (Ca, K, Mg, Na, P, S, Al, Sr, Fe, Mn, Li, Ba,

등 의 전이인자를 측정하여 약 개의 전이인자 자료를 생산하였다 매체Cr, Co, Zn, Th, U ) 1300 .

가 토양인 육상의 경우 수생태계와는 다르게 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측정치가Ca, Mg, P, S 1

이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된 국내 특성 전이인자 값은 의 일반 값 에 비해 수십 수백IAEA (generic value) ~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고유의 값을 사.

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 환경 완화기술 개발2-3.

방사능오염 환경 복원을 위한 기술현황분석을 통해 후보 작물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후보작물은.

방사성 세슘 흡수 능력이 큰 수생식물로 큰 고랭이 미나리 애기부들 줄 연꽃 부레옥잠 좀 개, , , , , ,

구리밥 검정말 등이었고 육상식물로는 옥수수 수수 케나프 고구마 유채 메밀 목화와 같은, , , , , , , ,

농작물과 수호초 맥문동과 같은 지피식물이다, .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미나리 애기부들 줄을 이용하여 근권여과 실험, ,

을 수행한 결과 모든 경우에 세슘 수용액 중 이상의 세슘을 시간 이내에 흡수한 것으로, 70 % 60

나타났으며 이들 식물의 현장 적용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나리 애기부들 줄의 세. , ,

후보식물 중 미나리의 세슘 흡수력이 가장 뛰어 났으며 미나리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 약, , 120

의 세슘 흡수율을 보였다98 % .

육상식물의 방사성세슘 흡수는 토마토 고구마 케나프 수수 유채 옥수수 토마토 순으로 크게, , , , ,

나타났으며 비료를 살포하였을 경우가 살포하지 않았을 때 보다 옥수수 수수 토마토의 방사성세, , ,



- 14 -

슘 흡수는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화의 경우 방사성 세슘 흡수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

다 수호초와 맥문동의 경우 방사성세슘 흡수는 일정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관.

찰되었다 이들 지피식물은 작물 성장에 따른 바이오매스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핵종 흡수에 한계.

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메밀의 경우 고농도 토양에서 더 많은 핵종을 흡수할 가능성이 관.

찰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흡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야생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조사2-4. biota

국내 생태계 방사선생물지표를 개발하기 외형 두개골 치아 특성을 분석하여 등줄쥐 아종인, , A. a.

를 모델동물로 선정하고 실험에 소요되는 야생 등줄쥐 포획 및 교배를 통한 실험용 개coreae F1

체 수 확보 마리 실험 군 와 함께 분류학적 특성 조사 국내 청정지역에서 포획한 등줄쥐를 교(5 / ) ,

배하여 출산한 새끼가 성장 한 후 외부형태와 두개골 및 치아특성을 바탕으로 종 분류 기준을 마,

련하였다 마우스 골수세포를 대상으로 염색체를 제작 염색법을 확립하여 실제로 등줄쥐에 적용할. /

수 있게 되었다.

피모색깔 외부형태 생식기 발달정도 등을 바탕으로 중간연령 이상의 성축 암컷 만을 대상으로 방, , ( )

사선 선량률 분 을 조사 마리 실험군 하(137Cs, : 0.8 Gy/ ) (0, 0.25, 0.5, 0.75, 1, 3, 5 Gy, n=3-5 / )

여 장기무게 혈액세포 수 혈액생화학 지표 변화 골수세포 과 이동원 및 환상 염색, , , , gap break,

체이상 그리고 염색체 손상도 선량 효과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장기무게 혈액세포 수 혈액생화학 지표 변화 골수세포 및, , , Gap Break:

(YGap/break frequency=0.058(±0.0103)+0.0485(±0.0296)*D+0.0046(±0.013)*D2,

R2=0.96),

이동원 및 환상 염색체 이상:

(YDic/ring frequency=0.0042(±0.0028)+0.0075(±0.0060)*D+0.0013(±0.0024)*D2,

염색체 손상도R2=0.99), and :

(YMicronucleus frequency=0006(±0.0004)+0.003(±0.0014)×D+0.0005(±0.0005)×D2,

R2=0.99)

염색체이상과 적혈구 미소핵 출현빈도 그리고 비장세포 세포고사 반응을 혼용할 경우Gap , 1 Gy

이하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국내 원전의 부지적합성평가 기술기준에 기반하여 경 중수로 통합 사고결말평가 코드·

를 개발ACCESS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Code for Evaluating Site Suitability)

하였다 동 코드는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윈도우에서. Visual Basic , GUI(Graphic User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되었다 동 코드에 적용된 대기확산평가모델의 검증을 위해 확산Interface) .

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기상조건 풍속이 낮고 대기가 안정 에서 추적자( ) SF6와 공기 샘플러 약 150

대를 사용하여 야외확산 실증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평탄지형에서 회 복잡지형 월성원전부지. 2 , (

내 에서 회를 수행하였다 모델로 계산된 예측치와 야외확산실험으로 얻어진 실험치를 비교한 결) 4 .

과 모델 예측치의 보수성을 확인하였다 코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권고지침을 작성하.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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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또한 국내의 제도적 특성 부지의 지형 및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 평가 방안을, , ·

제시하였다.

국제기구의 신권고에 기반하여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중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 코드

PRESS (Program for Radiological Dose Evaluation from Steady-State Radioactive

를 개발하였다 동 코드는 마찬가지로 환경하에 기상자료의 결합빈도발생분포 대Releases) . GUI ,

기확산 및 침적 피폭선량평가 등 순차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기존 미국 원자력규, .

제위원회의 규제지침에 기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모델의 개선과 아울러 대ENDOS

표인 에 적합한 국내 고유환경에서의 최적 입력변수 값이 선정되었다(representative person) .

동 모델은 수계산 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hand calculation) .

4-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1.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고방사성물질의 측정이나 방사능재난

발생시 고방사능 현장적용 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을 위한 소형 방사선검출시스템을CZT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검출기 센서 파트를 제외한 신호처리부 및 장치제어부 등을 국내 기술로 조.

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개량함으로써 우수한 분해능의 에너지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고방사능.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를 개발하여IRIS

저선량에서 고선량 준위까지 하나의 콜리메이터로 오염지역의 방사능 준위에 따른 지역분류가 가

능하게 하였다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에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장착하여 감마핵종 분석자료의.

원격 송수신 및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시전원뿐만 아니라 내부 배터리에 의한 운,

영으로 전원상실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비상시 선량률과 오염핵종.

의 방사능 정보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선량률분광분석법을 개발하였으며 실험적,

인 검증을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현장에서 측정된 계수율로부터 방사능을 환산하기 위한.

현장분석관련 교정인자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4-2.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원전 사고시 식품중 주요 핵종 긴급검출기술 개발

을 위한 식품별 전처리 및 방사화학분리 공정을 개발하였다 공중 보건학적 관점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군인 백미와 우유를 시료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건조회화법 일 이상 보다 월등하. (10 )

게 단축된 긴급 전처리 공정 시간 이내 을 개발하였다(12 ) .

주요 핵종 방사성 스트론튬 플루토늄 을 신속하고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자동축차분리 시스( , )

템을 개발하였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료 수를 확장하고 축차 분리 기능을 개발하여 분리. , /

정제 시간을 단축하였다 단일 핵종을 대상으로 개 시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개 시료에서. 8 , 4

두 가지 이상의 핵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모든 분리 정제 과정은 자동프로토콜에 의해 수행. /

된다 과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Sr Pu .

원전 사고시 긴급분석을 위한 주요 핵종별 계측기술을 평가하였다 와 이 혼합된 시료. 89Sr 90Sr

를 대상으로 를 이용하여 의 방사능을 동시 분석할,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89/90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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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와 알파스펙트로미터 등을 이용하여 플루토늄 신속분석 방법을. LSC

개발하였다.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4-3.

해양 방사성 유출물 탐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해양 시료 중 방사성핵종 축차 분리를 위한 대

용량 전처리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였다 해수 중 를 음이온 교환수지법으로 분리하고. 129I ,

그리고 를 공침법으로 분리하는 전처리 공정이다 해수 중89/90Sr, Pu, 99Tc . 10 L 89/90Sr,

그리고 를 분리 정제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법을 이용하Pu, 99Tc 129I / .

는 분리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대용량 전처리 장치를 개발하였다 수지 를 충진. (resin) 1000 ml

할 수 있고 개 시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전처리 공정의 모든 세부 과정을 프로그래밍하, 8 .

여 장비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

환경에 방출된 의 방사능 오염 지역을 재평가하기 위한 환경 시료 중 분석법을 개발131I 129I

하였다 은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사고시 에 의해 오. 131I . 131I

염된 지역을 설정하고 장기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반감기가 짧아 관, .

측이 어려운 대신에 를 분석하여 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논의131I , 129I 131I

하였다. RNAA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CP-MS (Inductively

그리고 를 이용하여 환경 시료 중 분석할 수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LSC 129I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5-1. (Retrospective Dosimetry)

최신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1)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들의 방사선 반응 특성 평가•

저항소자 인덕터 집적소자 등의 신호의 방사선량 의존성- , , (IC) OSL

의존성 평가 영역 에서 대체로 선형적: (8.7 mGy - 8909 mGy)

상기 소자 신호의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 OSL

저항소자 시간 경과시 약 인덕터 시간 경과시 약: : 36 80 %, : 36 50 %

저항소자 인덕터 소자 활용시 최소검출선량 평가 미만, : 10 mGy•

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작성 시료 준비부터 최종 선량평가까지:•

휴대전화 이용 선량회구평가 실증 시험 실시•

기준선량 대비 편차 이내로 선량회구평가 가능 확인- 5 % - 40 %

선량범위별로 차이가 있음( )

선량 복원 실시 후 선량 재평가 기술개발•

초기 선량 대비 선량 복원 인덕터 저항- : 80~97%( ), 78~111%( )

시간 후 감쇄율 인덕터 저항- 36 : 7%( ), 35%( )

국제상호비교 참가 휴대전화 스크린 유리를 이용한 선량복원EURADOS ( )•

휴대전화 내부저항 인덕터 소자의 발광스펙트럼 측정 및 측정 최적화 기술, TL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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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및 인덕터의 발광스펙트럼 측정 대역 고광량 방출스펙트럼 확인- : 700 nm

의 필터제거 후 신호크기 비교 배 인덕터 배 저항- Risoe reader U340 : 85 ( ), 16 ( )

광자극발광 열발광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2) (OSL)/ (TL)

스펙트럼 파장 대역: 325 nm - 800 nm•

자극광원으로 및 적용Green, Red LED Green Laser•

물질의 스펙트럼 측정Al2O3:C, LiAlO2 OSL, TL•

및 의 통합분석으로 시료의 물리적 특성 규명Radioluminescence OSL, TL•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3)

분석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사후 방사선량 분석RestroAnal SAR, EURADOS•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4)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선정•

특성평가를 통해 적벽돌 기와 타일 변기 선정- TL/OSL/RL , , ,

시료의 전처리법 확립 및 특성 연구OSL•

조립자법 및 법을 적용하여 측정용 시료 추출- core-disc OSL

추출된 석영 및 시료 특성평가용 광표백기 제작- core-disc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 기법 개발OSL•

법을 이용한 사고선량 신속분석법 개발- SAAD-POSL

최저검출선량 약 산출시간 약 시간: 10 mGy, : 2

법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법 개발- SAR-OSL

법과 법의 장단점 비교 분석- SAR-OSL SAAD-POSL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개발5) RL(radioluminescence)

결정성장 장치 및 자동직경제어장치 프로그램 개발Czochralski (ADC)•

기반 물질의 스펙트럼 및 선량반응도 측정LiALO2 RL•

동시 측정 장치 개발6) RL/OSL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5-2.

상처흡수모델 분석 및 적용1)

상처흡수모델 분석•

에서 개발한 상처흡수모델 분석- NCRP 156

상처흡수 격실모델 분석 및 초기격실 분석-

상처흡수 모델 격실간 기본 전이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처흡수모델 적용•

상처흡수모델 분석용 모듈 개발 및 검증-

핵종에 대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산출- OIR part 2, 3

상처오염 섭취경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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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2)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방법론 구축•

대수정규분포 측정값 적용 방법론 구축-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한 섭취량 추정 방법론 구축-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신 국제권고 적용 데이터베이스 적용-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알고리듬 구현-

신 국제권고 기반 통계처리 알고리듬 구현-

신 국제권고 적용을 위한 전산코드 수정- GUI

개발된 전산코드의 비교검증 수행-

5-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3. / /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제작1)

기준 엑스선장LK•

가 제시한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 계열 종- ISO , ISO LK 8 (LK35, LK55, LK70, LK100,

제작LK125, LK170, LK210, LK240) .

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반가층 측정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엑스선장 종의 선질을 확- ISO LK 8

인.

생산한 엑스선장의 반가층의 상대편차는 이하로 이 제시하고 있는 선질 동- 3.63% , ISO4037

질성 규격기준 반가층의 상대오차 이내 을 만족( 5% ) .

와 일본 에서 교정한 전리함선량계로 결정한 의 계열의 공기커마율- KRISS JAEA KAERI LK

은 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기준인 공기커마율(0.1 0.24 mGy·h-1·mA-1) ISO4037-1 (~0.3－

을 만족mGy·h-1·mA-1))

저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단일 에너지 의 저선량률 감마선장을 제작- 241Am (59.5 keV)

선원에서 방출되는 의 감마선과 특성엑스선은 선원용기인 스테인레스 캡슐- 241Am 26 keV L-

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무시

전리함 선량계 로 측정한 의 감마선장의 공기커마율은- (NE2530) 241Am 0.43 mGy·h-1 @5

cm, 0.11 mGy·h-1 @10 cm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2)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 구축•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성능시험지침서 종 개발- “ 2 ”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방사선 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 /

및 평가서 종 개발” 2

가 개발한 휴대용 핵종판별기의 성능시험 체계 와 방사선 검출 출입감- ANSI (ANSI N42.34)

시기의 성능시험 체계 와 비교(ANSI N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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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현장방사선 감시기 성능시험을 위한 점검선원 세트- (57Co, 133Ba, 137Cs, 60Co,

제작 각각의 선원세기는 과 중성자방출률252Cf) , 3.5, 0.7, 0.56, 0.12 MBq 1.4×104 n/s

방사성 물질 출입감시기 성능시험을 선원 이동장치 제작 이동장치 높이 및 선원 이동속도- :

제어 및 자동왕복 가능

감마선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교정체계 구축3) /

감마선 지역감시기 성능시험용 이동식 감사선 조사 시스템 제작•

감쇠필터 사용 감쇠필터별 선량률 거리 관계 도출 기준선량률 적용 상관계수- Sn, Cu, Al , - ,

도출

이동식 감마선 조사장치의 산란방사선 영향 평가 효과에 따른 최대 선량률- : Build-up 7%

증가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반응도시험용 이동식 조사장치 제작 및 시험체계 구축•

고밀도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 제작- : 50 cm (L) × 50 cm (W) ×

46 cm (H)

기준거리 에서의 선량학적 자료 도출 선속 평균에너지 선량당량 평균에너지- 100 cm : - , -

이동식 조사장치에 의한 거리별 선량자료 도출- : 80, 100, 120, 140, 160, 180, 200 cm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의 선량 보정인자 산출- : 0.94 @ 100 cm (252Cf)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전 세계 원전 및 주변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1.

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로 국가차원의 방사선 환경방호 대응 시스ㆍ

템으로 활용하고 본 기술을 활용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국제사회는 사고 조사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위원.

회를 구성하여 사고 후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방사선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표.

적으로 산하 및 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후쿠시마 사고UN UNSCEAR, IAEA OECD/NEA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사선 영향 및 조사 평.

가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를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사선 환경방호 분야의 기술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전 주변 환경 영향 및 안전성 평가에 확산영향 결정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건설시 인허,

가 평가와 건설 후 주변 대기 및 해황 변화 현상을 예측하여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

다 대기 및 해양 방사능 오염 확산 피해 예측 기술은 원자력시설에서의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 /

하는 기술로서 환경과 주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미국. IAEA, ,

일본 유럽 등과 관련 기술의 상호 평가 및 운영을 통하여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중,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 및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관련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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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기 해양 수자원 피해예측 및 대책기술 연구 분야의 선도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국내 고, , ,

유 기술 확보를 통하여 국제 방사선 환경방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야생생태계 선량평가코드는 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종합 시스템의 하부 모2.

듈로 장단기 생태환경 방사선 리스크 평가 뿐 아니라 주민 및 환경 통합 방사선 방호를 위한 국내

기반 기술로 활용하고 국내 고유 생태계 핵종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는 야생 동식물 선량평가를

위한 모델변수 입력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등에 자료를 제공하여 국제적 데이터베. IAEA

이스의 개선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

작물을 이용한 물 및 토양으로부터 방사성 세슘 핵종 흡수 자료는 제염 필드 조업 조건을 설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오염 환경 복원을 위한 융합기술 미생물 활용 또(

는 유전자 조작 기술과 접목한 신품종 개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야생동물) .

생물학적 특성 조사에서 도출된 모델동물인 등줄쥐는 인간을 대신하여 환경방사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3. 본 연구의 결과물인 는 원전의 신규건설 계속운전 등과 같은 인허가 승인의 필ACCESS , , PSR

수요건인 부지적합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중수로현안으로 대두된 중수로 가상사고.

시 선량평가에 대한 국내 고유의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로공급국인 캐나다의 기술의존으로

부터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형간 평가방법에 대한 상호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역주민 및 반정부단체에.

서는 비상계획구역 확장 원전건설운영 승인을 위한 문서에 중대사고 포함 및 동일 부지 다(EPZ) , ‧

수호기의 운영 등에 따른 대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며 코드는 이들에 대한 대, ACCESS

책결정 지원기술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는 정상운영중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에

기반한 모델과 최대피폭개인 개념에 따른 변수 값을 설정하여(maximum exposed individual)

평가해 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전 세계 연구의 결과로부터 최신의 모델과 변수 값을 지속적으.

로 제안해 오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보수성을 지양하고 대표인 에 입각, (representative person)

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에 입각하.

여 기존의 모델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국내 환경과 식생활을 고려하여 대표인에 적합한 입력변수,

값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국내 기술기준의 향상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명실상부한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의 방사선환경방호.

체제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하여 국가기술수출에 일익을 담당할 것

으로 판단한다.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에서 확보된 기술은 비상사고시 초기 오염지역 평가4.

및 연속감시 현장시료 오염등급 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별 핵종별 선량률 결정 알고리즘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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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활용중이다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에서 확보된 기술은 비상사고.

시 환경시료 신속 방사능 오염평가 및 수출입 식품 방사능 오염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며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스트론튬 원격감시 시스템 개발에 적용한다 자동축차분리 시스템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국내 방사능분석실험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에서.

확보된 기술은 사고지역 지하수 오염 신속평가 사고지역 운항 선박평형수 신속분석에 활용할 계,

획이며 미량 방사능 분석기술 개발 환경 침적량 및 피폭선량 재평가를 위한 핵종분석자료 구, , DB

축에 적용한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래와 같다. .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확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처럼 국내 외 중대사고 비상대응에 활용ㆍ

주요 누출핵종의 자동축차분리 및 긴급분석 관련기술 이전○

환경 방사능 오염 감시에 활용○

수출입 식료품 식수 해수 및 농 축 수산물 방사능 오염 평가에 활용, , &#8228; &#8228;○

수출입 고철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활용○

방사능 분석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대학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 ,○

원자력발전소 수출시 도입국의 환경방사능 감시기술 요구에 활용○

5-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1. (Retrospective Dosimetry)

방사선 누출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경우에 관련 작업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여 평가함으로서 피폭자의 적절한 의료적 처치에 기본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 또는 테러 상황시 이의 역학 조사 에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의 의미와 규모를 누출 방사선량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

서 사회적 패닉 을 예방하고 사고 대응 능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panic)

사고대응시스템에 탑재하여 사고 시 즉각적 선량복원 실시•

사고시 관련자들의 의료적 처치의 필요 유무에 대한 구분 에 활용(Triage)•

휴대전화의 내부전자부품을 이용한 방사선량 평가 기술 이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판독특이자의 사후 선량평가에 적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2.

현재 국내에서는 간행물 기반의 내부피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년ICRP 60 . 2007

간행물 이 발간되고 이에 근거한 내부피폭 보고서가 새로 발간 예정이므로 머지않ICRP 103 OIR

아 간행물 기반의 내부피폭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ICRP 103 . IDEAS

에서 제시하는 내부선량평가 방법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평가모Guidelines .

델 및 절차와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변화를 미리 반영하여 실제 내부선량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

코드를 개발한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신 권고 기반의 규제 시 기준이 되는 전산코드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 권고 적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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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5-3. / /

방사선방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측정기의 시험 및 교정용으로 국내

표준 및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규격의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을 확보하고 국제ISO ,

규격에 따라 방사능 방재 혹은 방호목적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 능 감시기에/

대한 현장 성능시험체계를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 가능범위를 확대되.

었으며 방사선 방호 방재 보안용 현장 방사선 감시기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체계를 확보하여 관련, / /

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한 성능시험 체계를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장.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더불어 방사선측정기를 개, .

발하거나 생산하는 국내 연구기관 혹은 산업체에서 이 성능시험 체계를 사용하여 방사선 감시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해당 기기의 성능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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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TitleⅠ

Development of the critical technology of the radi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and nuclear accident preparedness system

. Objectives and NecessitiesⅡ

1. A large amount of radioactive material wa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and

into the sea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radiological effects for the human in the world and Korea by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Fukushima accident 2011, the region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named LADAS-Regional in Korea was only constructed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radiological effects was evaluated to the human and environment due

to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air. It could not be performed for the

effects that the radioactive material was entered in Korea through the various

pathways after moving the Pacific Ocean by westerly wind because LADAS regional–

was only cover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LADAS-Global of the global scale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assessment to have an

influ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from the radiological accidents in the world. Also, huge areas of the east

coastal regime of Japan and Pacific Ocean were contaminated by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directly from the Fukushima accident. However, the

marine dispersion of the radioactive materials would not be evaluated in fast and

exact manner because the oceanic dispersion model had not yet been developed in

Korea 2011. In this viewpoint, marine dispersion model has to be developed to

assess the transport and diffusion processes of the radionuclide in the global ocean.

The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operated to protect the human and environment from the nuclear accidents in

advanced countries like USA, Europe and Japan. These systems of the above

countries, one can not purchase or get some technical informations because of

development only for the their own people and environment. Ther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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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system has to be developed and constructed to

conserve the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from the nuclear accidents in the

world.

2.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technologies protecting the

environment from the radiological risk for an emergency exposure resulting from a

nuclear accident.

3. The evaluation of site suitability is a basic requirement for the approval of

construction, continued operation and periodic safety review (PSR)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It should be confirmed through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in both

hypothetical accidental releases and routine releases. In Korea, both PWR and

CANDU reactors are under operation, and there are variety of inherent

characteristics in reactor design including siting criteria. Nevertheless they ar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in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development of optimized technology for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which might

be applied to both PWR and CANDU. To do so, we are going to establish an

optimized Korean methodolog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models for

radiological assessment under the Korean institutional regulation characteristics.

4. Development of identification techniques of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s

- Development of continuous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 Development of rapid analysis methods for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 Identification techniques for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5-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Development of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 by using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and thermoluminescence (TL) in materials and personal

belongings ubiquitous at public and work places (MDD: 10 mGy)～

Development of OSL/TL spectrum measurement system•

Development of dose evaluation program for retrospective dosimetry•

Emergency dosimetry technique using materials in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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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adioluminescence material for real time-remote dosimetry•

Development of simultaneous RL/OSL measurement system•

5-2.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l dosimetry models

Analysis and application of wound model and establishment of the database•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5-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Extens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of Low Air Kerma rate for performance test•

and calibration of the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

Manufacture of the field performance test system of rad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for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and security

Manufacture of field calibration kits for gamma and neutron area monitors•

III. Scopes and Contents

1. The global atmospheric and marine dispersion models are core technology to

protect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from the radiological accidents. In this

study, it was performed that the server was set up to receive the numerical forecast

data and pre-process module was developed to treat the big data for connection

with the dispersion models. Also, the global atmospheric and marine dispersion

models were developed to evaluated the transport of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from the nuclear accidents.

The developed glob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was applied to simulate the

transport phenomena of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from the Fukushima

accident and the calculat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ments.

Radiological assessment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dose we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air concentrations, and the deposited concentrations on the

surface were calculated. The global marine dispersion model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diffusion patterns of the radionuclides in the sea and the global

dispersion pattern of Cs-137 was simulated. The oceanic compartment model was

also developed to understand the dose and cancer risks to have an influ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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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from ingestion of the contaminated seafood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sea.

Hydraulic scale instrument based on the distortion and similarity theory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validate the regional marine dispersion model. It has

included the detection instruments to measure velocity and height of solitary wave

like tsunami. Wolsung nuclear site in hydraulic scale model was selected to

investigate the phenomena of sedimentation, erosion, sinking of sea floor and

inundation from tsunami.

2. Thi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with four goals; the development of the

radiologic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eco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ve database for radionuclide transfer characteristic in domestic

eco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phyto-technology to remedy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n radiation of

domestic wildlife.

The development of the radiologic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ecosystem

includes the work scopes; the upgrade of the biota dose assessment code which is

based on the equilibrium model suitable for planned and existing exposure, the

performance test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IAEA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gram, the application study through the radionuclide release scenario test, the

development of dynamic models to assess the radiological effect of wildlife at the

early stage of nuclear accident together with investigation of the state-of-art dynamic

models, and the validation of the model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adiological risk

for wildlife due to the Chernobyl and Fukushima accidents.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database for radionuclide transfer characteristic

in domestic ecosystem includes the work scopes; the measurement of concentration

ratio for the wildlife biota neighboring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Daedeok nuclear complex,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data base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code to manage the domestic ecological data.

The development of phyto-technology to remedy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includes the work scopes; the selection of candidate plants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radionuclide absorption characteristics of

candidate plants from the contaminated water and soil through the plant cultivation

using ports in a greenhouse.

The investigation of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n radiation of domestic wildlife



- 27 -

includes the work scopes; the investigation of methodologies for the biological effect

of radiation on wildlife,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wildlife on radiation, and the derivation of the dose-effect relationship for a

screening purpose together with field survey to validate.

3. It was founded that approaches for hypothetical accidental analysis showed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PWR and CANDU through a project "Optimization of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in Hypothetical Accidental Releases to the

Environment" conducted in 2011. Optimized methodologies were derived through the

project, and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will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 Model development for hypothetical accidental releases

- Analysis of results with consideration of not only institutional regulations but also

socio-environmental aspects

- Field tracer experiments over nuclear site for validation of model results under the

unfavorable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dispersion

- Harmonization of model results between different reactor types

In Korea, the model for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in routine releases were

developed in 1989 based on U. S. NRC's recommendations. The model and its

parameter values have been maintained, in spite of the systems of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o-environmental conditions have been changed. It

is due to the indifference of poli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more than 20

years. To overcome this, the following studies will be carried out.

- Analysis of ICRP's new recommendations on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 Development of optimized long-term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and subsequent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with consideration of Korean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parameter values

- Analysis of results with consideration of not only institutional regulations but also

socio-environmental aspects

4. Development of continuous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A continuous gamma radiation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for the

emergency environmental monitoring i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best way to

enhance the sustainable measurements on the loss of the outer electrical power is

considered and developed. The performance of the equipment is evaluated on the



- 28 -

wireless data communication. The Iris type collimator was developed to change the

entrance of gamma-rays. The conversion program was developed for calculating the

activity of gamma nuclides from the dose rate measured at high radiation area.

Development of rapid analysis methods for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The sample preparation and radiochemical separation methods on food stuffs

(vegetables, meats, sea foods ets.) are developed for the rapid analysis of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The rapid counting methods of radionuclides on food stuffs

are compared. An automated sequential separation system for the radionuclides

(radio strontium and plutonium) i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is evaluated using simulated samples. The rapid detection methods of radio

strontium and plutonium are investigated using LSC and alpha spectrometer/ICP-MS,

respectively.

Identification techniques for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An automated system is developed for the sequential separation of radionuclides in

sea water. A radiochemical separation technique is developed for the sequential

separation of radio strontium, plutonium, 99Tc and 129I in seawater. 129I

measurement technique in the trace level is developed for the mid and long term

responses.

5-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

using personal electronic devices

- Testing of materials for OSL in materials of personal belongings ubiquitous at

public and work places (mobile phone, USB memory)

- Investigation of radiation dose response and fading of the electronic devices

- Estimation of minimum detectable dose of the samples (electronic devices)

- Development of a protocol for dose reconstruction using electronic devices

- Development of dose re-evaluation technique

- Intercomparison of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a glass in a mobile phone

- Characterization of plastic materials for retrospective dosimetry

- Characterization of electric materials in a vehicle for retrospective dosimetry

- Optimization of TL measurement using emission spectrums of resistor and

inductors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technique using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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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ion of building materials for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 Development of chemical and physical methods of extractions of sensitive

materials from the precured items and classification for dose reconstruction (bricks,

tiles, roof tiles)

- Investigation of dosimetric properties of the extracted materials

- Development of protocols for dose reconstruction using building materials

Designing and assembling of OSL spectrum measurement equipment and•

development of required software for analysis

Development of radioluminescence material for real time-remote dosimetry•

- Development of crystal growing system

- Characterization of RL materials in terms of emission spectrum and dose

response

5-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Analysis of NCRP 156 wound model•

Development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 calculation model based on•

the wound model

Establishment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 database using the wound•

model

Establishment of the model and database for application of measurement data•

having log-normal distribution

Development of intake estimation module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Development of the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5-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Produ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beam series)•

for test and calibration of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survey meters used for

workplace monitoring.

Preparation of testing procedures and manufacture of tools.•

Establishment of field performance testing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at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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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1. In this study, a server was setup to receive the numerical forecast data without

any data loss from KMA and preprocess/DB modules have been developed to treat

and manage big data in connection with atmospheric and marine dispersion models.

Especially, a data server has been operated to receive UM data to send in real time

on the basis of MOU between KAERI and KMA in 2012. The operation of the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has been simplified by development of the shell

program to control the calculation date and time for automatic connection with the

model.

Three dimension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named LADAS-Global has been

developed to evaluate the effects to have an influence in Korea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Developed LADAS-Global was

applied to simulate the dispersion patterns of Xe-133, I-131 and Cs-137 released

into the air after the accident, and it was validated through comparing with the

measurements at some points in the world and Korea. In the Fukushima accident

2011, the region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named LADAS-Regional in Korea

was only operated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radiological effects was

evaluated to the human and environment due to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ai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LADAS-Global of the global scale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assessment to have an influ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from the radiological

accidents in the world. Radiological assessment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dose

we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air concentrations, and the deposited

concentrations on the surface were calculated.

Three dimensional marine dispersion model named LORAS-Global has been also

developed to estimate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sea. LORAS-Global could simulate the concentrations of the radionuclide in the

seawater, suspended matter and sediment. Also, it was constructed in parallel mode

for fast simulation. The dispersion pattern of Cs-137 released into the sea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was simulated and predicted that the patch of radioactive

materials could be reached near the south sea in Korea. The oceanic compartment

model was also developed to understand the dose and cancer risks to have an

influence on human from ingestion of the contaminated seafood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sea. The comparative results showed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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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s of the model and measurements.

Hydraulic scale instrument based on the distortion and similarity theory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validate the regional marine dispersion model. It has

included the detection instruments to measure velocity and height of solitary wave

like tsunami. Wolsung nuclear site in hydraulic scale model was selected to

investigate the phenomena of sedimentation, erosion, sinking of sea floor and

inundation from tsunami. Hydraulic scale model was mainly composed of wave

generator, rotating coastal structure, water tank, detective instruments of velocity and

soil pressure.

2-1. Development of wildlife dose assessment code.

The Korean wildlife dose assessment code K-BIOTA has been upgraded through the

extension to 78 radionuclides which allow the code to apply a wide variety of

conceivable exposure situations including those arising from routine discharges,

potential releases from repository for the radioactive waste, and a nuclear accident.

The upgraded K-BIOTA considers 11 groups of organisms that have similar habitats

in three ecosystems (terrestrial, marine, and freshwater), and use the graded

approach of three steps (level 1 to level 3). Level 1 assessment calculates the risk

quotients using the measured media concentration and the environmental media

concentration limit (EMCL) that have been derived from a bench-mark screening

dose. Level 2 assessment calculates dose rates but allows the user to examine and

edit some major 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including concentrations ratios

and distribution coefficients. Level 3 assessment is a detailed assessment stage using

the site specific data. A module for the uncertainty analysis of dose rate on major

model parameters (concentration ratio, Kd, and environmental medium concentration)

was also developed. The module can use four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normal, log-normal, uniform and exponential distribution for a data with the Latine

Hypercube Sampling method. The upgraded K-BIOTA was applied to analyze the

radiation risk of marine biota in the port of the FDNPS contaminated by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accumulated dose

for 3 months after the accident was about 4 to 4.5 Gy, indicating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an acute radiation effect in the early phase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however, the total dose rate for most organisms studied was usually below

the UNSCEAR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s bench mark level for chronic exposure except for the initial ph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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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ident, suggesting a very limited radiological effect on the marine biota at the

population level.

Three different types of dynamic compartment model were developed to assess the

activity concentration and radiation dose for wildlife in marine, lake, and forest,

respectively, as consequences of a nuclear accident. The performance of the models

was tes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adiological impact of wildlife due to the

Fukushima and Chernobyl nuclear accidents. The dynamic model (K-BIOTA-DYN-F)

for a lake was applied to assess the 137Cs concentration of water and fish in seven

lakes of Europe contaminated owing to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A good

agreement was found between the predicted and observed 137Cs activity

concentration of water and fish which had been measured from lakes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The calculated temporal radiation dose rate showed that the

maximum radiation dose rate would be about 1.5E2 Gy/d for predator fish in Ovreμ

Heimdalsvatn, Norway, which was much lower than the UNSCEAR’benchmark level of

1.E7 Gy/d for aquatic bio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opulation of biota in allμ

lakes studied will maintain its integrity without any radiological effect despite a

Chernobyl type disaster.

The predictive capability of the dynamic model for a forest (K-BIOTA-DYN-T) was

tested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measured radioactive cesium inventory of trees

and the activity concentration of animals from the Fukushima forest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The predicted radioactive cesium inventories for trees agreed

well with those for evergreens and deciduous trees measured in the Fukushima forest

area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predicted temporal activity

concentrations for animals were within the range of the measured activity

concentration of deer, wild boar, and black bear, which exhibited a very scattered

trend through the sampling from a wide area. The radiation dose rates for wild

animals were estimated to be much smaller than the lower limit (0.1 mGy/d) of the

derived consideration reference level (DCRL) of ICRP for terrestrial plants and

animals, indicating that the radiation effect of the Fukushima accident on the

wildlife in the Fukushima forest would be insignificant.

2-2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database for radionuclide transfer characteristic

of domestic ecosystems.

A total of 8000 transfer factor (TF) values were measured for about 170 wildlife

species and 26 different elements through the collections of wildlife (pla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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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 and media (water and soil) samples in different types of ecosystems (marine,

freshwater, estuary, water bottom and terrestrial). The field works were carried

around the Wolseong and Younggwang NPPs for the first four years and around

Daedeok facilities for the last year. Wildlife samples were collected by means of

trapping, netting, fishing, diving, shooting and hand-catching by employed divers and

hunters, and self-catching using with or without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sms.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using a van Dorn

sampler or collected directly into sample bottles. Soil was sampled using a cylindrical

sampler of a height of 10 cm.

In the study of marine and freshwater ecosystems, about 1700 TF values were

obtained for about 50 wildlife species (fish, mollusca, crustacean, seaweed, vascular

plant) and 22 nuclides (K, Ca, Na, Mg, Al, Fe, Ti, Sr, Mn, Cr, Cu, Zn, Li, Ni, Co, V,

Rb, Cs, Ba, Pb, Th, U). In the study of estuaries and adjacent seas, more than 60

wildlife species were sampled near four estuaries located around the NPP sites, and

a total of 2300 TF values were produced for 26 nuclides including K, Na, Sr, Mn,

Zn, Co, Cs, U. In the study of the water-bottom ecosystem, a total of 2800 TF values

were acquired as the result of analyzing about 90 wildlife species. The TF values for

aquatic organisms were mostly higher than 1, reflecting the phenomenon of

biological concentration.

In the study of terrestrial ecosystems, a total of 1200 TF values were measured for

about 40 wildlife species including mammals, reptiles, amphibians, birds, insects,

trees, shrubs, composites and grasses, and 24 nuclides (Ca, K, Mg, Na, P, S, Al, Sr,

Fe, Mn, Li, Ba, Cr, Co, Zn, Th, U et al.). For terrestrial ecosystems, where soil acts

as the medium for radionuclide transfer to wildlife, almost all of the measured TF

values were lower than 1 except for Ca, Mg, P and S.

The measured TF values for the domestic ecosystems showed different values from

the corresponding IAEA generic values by factors of several tens to several hundred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se domestic site-specific data for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the assessment.

2-3. Development of phyto-technology to remedy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The state of art of the phytoremediation was investigated, and a number of criteria

was developed to select an appropriate plant, which can be used to remove

radionuclide from the environment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Based on the

criteria, a few aquatic and terrestrial plants that are able to absorb radi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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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ium highly were selected as the candidate plants for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The 137Cs uptake by water parsley, raupo, and wild rice was studied while

cultivating the plants in a hydroponic medium.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more than 70% of the initial Cs in solution was removed by the

candidate plants in 60 hours, indicating the potential possibility to remove 137Cs

successfully from a contaminated solution. Of all the studied aquatic candidate

plants, the highest uptake of Cs was obtained from the water parsley. The water

parsley absorbed more than 98% of 137Cs in solution for 120 hou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one of strong candidates of aquatic plant to remove of 137Cs in

solution.

Radiocesium uptake for the candidate terrestrial plants appeared to be higher in the

order of tomato, sweet potato, kenaf, sorghum, rapeseed, corn tomato, buckwheat,

pachysadra and liliaceae. When fertilizer was applied, it was found that the

radioactive cesium absorption of corn, sorghum and tomato was better than when it

was not applied. The absorption power of radioactive cesium in cotton was very

weak. In the case of pachysadra and liliaceae, the absorption of radioactive cesium

did not occur any longer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was because the

biomass of the two plants was not great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growth, and

consequently the absorption of radioactive cesium was limited. The buckwheat was

observed to absorb more radioactive cesium from the soil with high concentrations

than from the soil with low concentration. However, in order to understand its

absorption characteristics better, additional experiments are needed.

2-4. Investigation of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n radiation of domestic wildlife.

By some criteria including a small size, an inhabitation over wide areas, a moving

within a limited range, a living on local grains, and enough number of population

and taxonomy on the basis of external and skull forms, Apodemus agrarius coreae

(A. a. coreae), which is a species of wild mouse was selected as a reference model

animal for the study. They were captured from fields, and were bred in a laboratory

to secure enough population for the experiment. A chromosomal aberration method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biological effects caused by radiation using

commercial mouse strain of C57BL/6, and the same method was subsequently

applied to F1 of A. a. coreae.

The wild dark-striped field mice captured were irradiated with doses(0, 0.2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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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1, 3, 5 Gy, n=3-5 mice/dose), and the following dose-responses were derived.

Gap and break based chromosome aberrations:

(YGap/break frequency=0.058(±0.0103)+0.0485(±0.0296)*D+0.0046(±0.013)*D2,

R2=0.96),

Dicentric and ring based chromosome aberrations:

(YDic/ring frequency=0.0042(±0.0028)+0.0075(±0.0060)*D+0.0013(±0.0024)*D2,

R2=0.99), and

Micronucleus frequency:

(YMicronucleus frequency=0006(±0.0004)+0.003(±0.0014)×D+0.0005(±0.0005)×D2,

R2=0.99)

It was proved that the radiation dose less than 1 Gy can be evaluated by combining

each dose-effect relationship of the gap chromosomal aberration, the frequency of

micronucleus in polychromatic erythrocytes, and apoplectic splenocytes.

3. The ACCESS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Code for Evaluating Site

Suitability) code, integrating the PWR and CANDU, was developed for hypothetical

accidental analysis based on the requirement of the evaluation of site suitability. This

code is written by the Visual Basic language under the GUI (Graphic User Interface)

environment. The field trace experiments in the unfavorable condition with low wind

speed and stable atmosphere were performed by using SF6 and 150 air samplers to

validate the atmospheric diffusion model. Th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2

and 4 times in the flat and complex terrains, respectively. The calculation results are

verified to be conservative compared to those from experiments. The regulatory

guide for ACCESS was developed, and the optimal assessments are proposed

reflecting the domestic characteristics.

The PRESS (Program for Radiological Dose Evaluation from Steady-State Radioactive

Releases) code was developed for dose assessment of gaseous effluents in normal

operation based on the new recommendations of the ICRP. It is constitute of JFD

(Joint Frequency Distribution), atmospheric diffusion and deposition, dose assessment

under the GUI environment. The optimized parameters were chosen reflecting the

NRC-based improved ENDOS model of KAERI and the representative person of the

ICRP. The results of this code was validated with those by hand calculation.

4. Development of continuous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A continuous gamma radiation detection system based on the CZT senso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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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and developed for the emergency environmental monitoring in high radiation

areas from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s as well as nuclear disaster. As assembling

and improving the electric circuits for signal processing and system control by

domestic technology except for the detector sensor, the energy spectrum with high

resolution was achieved. An IRIS collimator was developed to make the quick and

efficient measurement in high radiation area, This made the areal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radiation level practical. It was possible to remotely interface and

control the system of hand-held CZT detector with Bluetooth communication. The

sustainable measurement in the loss of the outer electric power was enhanced with

internal battery of a detector. The dose rate spectroscopy, which is a new concept for

the simultaneous measurement of the individual dose rate and radioactivity for

detected gamma nuclides, was first developed and experimentally verified. In addition,

a program for the calculation of the calibration factor in the in-situ measurement was

developed to convert the measured cps from the detector into the radioactivity.

Development of rapid analysis methods for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The sample preparation and radiochemical separation methods on food stuffs was

developed for the rapid analysis of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In terms of the

pre-treatment time, the current developed methods was tremendously improved than

the typical dry-digestion (10 days < 12 hrs). An automated sequential separation→

system for the radionuclides (radio strontium and plutonium)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developed system can process 8 samples at a time for certain

radionuclide. In addition, it can handle four samples at a time for more than two

radionuclides.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evaluated using simulated samples.

All process is operated in a fully computer controlled mode with a user-friendly

software. We developed the rapid determination method of 89/90Sr activity for mixed

samples with 89/90Sr.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environment was developed

using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and alpha spectrometry for emergency

responses.

Identification technique for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The sequential separation method of 89/90Sr, Pu, 99Tc and 129I in seawater was

developed with anion-exchange resin and co-precipitation. We tested the performance

of the recommended procedure with 1 10 L seawater. The automated pre-treatment∼

system for large volume of samples was developed. It can process 8 samples at a time.

It can handle 20 L of seawater for the concentration of 89/90Sr from sample. All

process is operated in computer controlled mode. We developed the determin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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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I in environmental samples. 129I is very useful indicator to reconstrut the

contamination map caused by 131I at nuclear accident. We suggested the

determination of 129I using RNAA, ICP-MS and LSC.

5-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1)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using personal electronic

devices (smart phones)

Dose dependence of OSL from resistors, inductors, and IC chips•

- Linear in the tested dose range (8.7 mGy - 8909 mGy) on the whole

Fading test of OSL from the samples•

- Inductors: about 50 % in 36 hours after the irradiation

- Resistors: about 80 % in 36 hours after the irradiation

Estimation of minimum detectable dose for resistors and inductors•

- Inductors: 2.4 mGy; Resistors: 6.6 mGy

Development of a protocol for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electronic devices•

- Procedures from sample preparation and dose estimation

Field test of the developed procedures for retrospective dosimetry•

- It was possible to estimated the irradiated dose respectively in deviation from 5

% to 40 % (depends on dose range)

Dose re-evaluation technique•

- Re-evaluation ratio for the first given dose : 80~97%(Inductor),

78~111%(Resistor)

- Fading ratio after 36 hours : 7%(Inductor), 35%(Resistor)

Participate in EURADOS intercomparison (using a glass in mobile phone)•

Optimization of TL measurement using emission spectrums of resistor and•

inductors

- Emission spectrums of resistor and inductors : high flux emission spectrum with

700 nm peak

- Measurement residual TL without filter : 85 times increase(Inductor), 16 times

increase(Resistor)

Development of RestroAnal•

2)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technique using building

materials

Selection of building materials for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 Fired bricks, tiles, roof tiles, toilet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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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extraction of quartz inclusion and core-disc method for TL/OSL/POSL•

measurement

Reliability test of equivalent dose obtained from building materials•

- Verification of SAR-OSL method using quartz grains(90-250 )㎛

- Verification of SAAD-POSL method using core-disc sample(Ø8 mm)

Development of accidental dosimetry as fast assessment using SAAD-POSL method•

- Regeneration test of equivalent dose up to 7 Gy

- Minimum detectable dose of 10 mGy in SAAD-POSL method

- Measurement time as short as about 2 hours in SAAD-POSL method

3) Designing and assembling of OSL spectrum measurement equipment and

development of required software for OSL/TL analysis

Photon measurement devices: CCD and PMT•

Spectrum wavelength band: 325 nm - 800 nm•

Stimulation light sources: Green and Red LED, Green Laser•

Measurement of OSL spectrum from Al2O3:C and LiAlO2 materials•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analysis of OSL, TL based on trap interaction•

model

4) Development of radioluminescence material for real time-remote dosimetry

Crystal growing system based on Czochralski and Automatic diameter control•

program

Emisson spectrum and dose response of RL materials based on LiAlO2•

5-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1) Analysis and application of NCRP 156 wound model

Analysis of the wound model•

- Analysis of wound model developed in NCRP 156 publication

- Analysis of wound compartment model and initial compartment

-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default transfer rates between compartments of

wound model

Application of wound model•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und model analysis module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for radionuclides in ICRP

part 2, 3

-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wound contamination intake route



- 39 -

2)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Establishment of internal dosimetry methodology using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for application of measurement data having

log-normal distribution

-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for intake estimation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e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Application of databas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Realization of internal dose assessment algorithm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Realization of statistics algorithm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Modification of the GUI of computational code for application of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computational code

5-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1) Produc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qualities) and gamma ray field

for test and calibration of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workplace monitors.

Produc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qualities)•

- ISO LK beam series : LK35, LK55, LK70, LK100, LK125, LK170, LK210, LK240.

- Quantification of the produced LK X-ray beams using the measurement method

of half value layer (HVL).

- Homogeneity of LK X-ray beams were satisfied within 5% according to ISO4037.

- Air-kerma rates of eight LK X-ray beams were measured using ionization

chamber calibrated at KRISS (Korea Research Institute Standard and Science) and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

- Air-kerma rates of KAERI’s LK X-ray (0.1 0.24 mGy·h-1·mA-1) were satisfied－

with ISO criterion (< 0.3 mGy·h-1·mA-1)

Production of the low air-kerma rate gamma ray fields using a radiation source•

of 2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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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kerma rates of radiation fields of 241Am were 0.43 mGy·h-1 @5 cm, 0.11

mGy·h-1 @10 cm.

2) Establishment of field performance testing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at workplace.

Evaluation and preparation of performance test manuals and protocols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d hand-held radionuclide identifiers.

Establishment of the radionuclide check source set for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portal and hand-held monitors.

- Gamma sources: 57Co, 133Ba, 137Cs, and 60Co, and radioactivities are 3.5,

0.7, 0.56, 0.12 MBq, respectively.

- Neutron source: 252Cf, neutron emission rate is 1.4×104 n/s.

Production of a check source transfer equipment: moving speed and a height of•

source position can be adjusted and the function of automatic round-trip was

provided.

3) Manufacture of field calibration kits for gamma and neutron area monitors.

Establishment of instant performance testing systems for gamma-ray area monitor•

by using the portable gamma-ray irradiator.

- Using the attenuation filtration(Sn, Cu, Al), derivation of the relation for dose

rate-distance using the attenuation filters,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s for various

attenuation filters.

-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he scattered radiation: up to 7% dose rate

increase due to build-up effects.

Establishment of instant performance testing systems for neutron area monitor by•

using the movable neutron irradiator.

- Manufacture of the movable neutron irradiator using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50 cm (L) × 50 cm (W) × 46 cm (H)

- Derivation of dosimetric quantities at 100 cm from the source: fluence-average

energy, dose equivalent-average energy

- Dosimetric quantities of neutron field constructed by movable irradiator at

various position: 80, 100, 120, 140, 160, 180, 200 cm

- Correction coefficient, and Reference and measured ambient equivalent dose

rate of neutron field constructed by movable irradiator at various position: 0.94 @

100 cm (252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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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lan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1. The resul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with a

Korean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to predict the radiological

effects to have an influ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from the nuclear accidents

in the world and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Some international working group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were organized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consequences of the accident including the radiological effects due to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s. UNSCEAR, IAEA and OECD/NEA

organized some working group to assess the Fukushima accident, and published the

reports concerning about the accident. KAERI research activities for the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be recognized through joining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lso, the developed technologies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perform the

environmental effects for an atmosphere and ocean near a nuclear site. It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for the nuclear industry as well

as the assurance of the radiological safety for a nuclear accident. The developed

technologies can be used through commercial aspects or technical transfer in the

other countries like China, Indonesia and Philippines. It can be applied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mergency response in the field of atmosphere, ocean

and water resources using this technology. The research activities for Korean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ll be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radiological protection.

2. The Korean computer code to assess the risk of radioactivity to wildlife (K-BIOTA,

and K-BIOTA-DYN) can be used not only to assess the radiation dose of the

domestic ecosystem in an emergency case, but also as a basic assessment framework

for the integrated radiation protection of human with non-human recommended by

ICRP 103.

The established database of domestic transfer factors for wildlife is planned to be

used in determining input values of TFs for Korean wildlife dose assessment models.

It can also be provided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ies such as the IAEA to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database for wildlife transfer

factors.

The Cs uptake experiment results by the candidate plants from the water an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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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to design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 for

the field decontamination process, and in the future to develop some transgenic

plants that have more selective absorption power of radioactive cesium from a

contaminated soil.

3. To secure own technology for site suitability will be helpful to the effective

promotion of nuclear industry. In addition, to secure own technology for CANDU is

essential for escaping from dependence on Canada. After Fukushima accident,

anti-nuclear activism and NGOs require the expansion of Emergency Planning Zone

(EPZ),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for severe accidents and considering multi-units

operation. The produc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technical support to solve the

issues of the anti-nuclear activities. To secure own technolog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export of NPPs by coping with regulatory standards of importing

countries effectively.

4. Set-up of the systematic infrastructure for th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for the emergency responses

- Transfer the automated sequential separation and rapid analysis techniques for the

released radionuclides to the universities and industries

- Th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radionuclide contaminants

- The monitoring of radionuclide contaminants in imported/exported food stuffs

- Apply to the assessment of highly contaminated areas using a mobile and

continuous detection system.

5-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refers to measurement of individual doses from•

exposures to ionizing radiation incurred during unforeseen events for which the

availability of dosimeters or area monitoring or personal monitoring systems is not

ensured.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be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doses after•

radiation incident/accident as early as possible for the triage of exposed persons

both in occupational and public domain for a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s

The availability of dose information is also important even in cases of•

insignificant exposures so as to minimize undesirable panic in the public. It is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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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ed that in the cases of suspected exposures, the main problem is the panic at

the work place and in the public rather than the actual health hazard caused due to

radiation exposure. Quick demonstration of reliable measurement of radiation doses

would greatly help in reassuring those receiving insignificant or low level of

exposures which need no further attention/action.

The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is also relevant for epidemiological studies•

not only for accidental exposures but also for a radiological terror situation with

RDD (radiological dispersion devices, Dirty Bomb).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be transferred to KINS (Korea Institute for Nuclear•

Safety) for practical application to estimating the exposed radiation doses of

occupational personnels who are not properly monitored by appropriate dosimeters.

5-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In Korea, internal dosimetry management has been taken based on ICRP publication

60. Since ICRP publication 103 was published in 2007 and OIR internal dosimetry

report will be published soon, however, internal dosimetry based on ICRP publication

103 will start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the internal dose assessment

methodology based on IDEAS Guidelines will be applied. It is expected that

application of OIR should cause confusion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OIR and existing internal dosimetry models. Thus, result in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considering these

changes, which will be used as not only for reference computational code in

regulation based on the newest recommendations, but for minimizing the confusio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newest recommendations.

5-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The reference X-ray fields of ISO low air-kerma rate series were constructed to test

and calibrate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gamma radiation survey meters and

the field performance test procedur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otocols for

testing radiation monitors such as a portal monitor and a hand-held radionuclide

identifier used in workplace for the purpose of radiation protection, emergency

countermeasure and security surveillance. Results of this project enabled to extend

the range of reference radiation fields for testing and calibrating radiation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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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and to check the measurement reliability of field radiation monitors used

for radiation safety and security. Field performance test procedures provided in this

project will be used to maintain the performance of field monitors and to ensure

their measurement reliability. In addition, domestic research institute or industry can

adopt them as a performance test procedures to test a brand new radiation detector

in the stage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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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년 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및 해양으로 누출되어 인간1. 2011 3

과 환경에 방사선적 피해를 주었다 방사선 사고시 대기 및 해양 등의 주요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인간과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주므로 방사선 환경방호 측면에서 주요 환경내 방사선 영향평

가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중국의 원전 시설은 중국의 동해안 지역이 많이 위치함으로써 만일의.

중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대기 및 해양확산 평가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다.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크게 수치예보자료 수신서버 구축,

대용량 자료의 전처리 모듈 개발 및 구축 지구규모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개발 주요 환경내DB , ,

오염도 평가모델 개발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장치 설계 및 제작으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을 위한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신.

하고 대용량의 수치예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전처리 및 모듈을 개발하였, DBㆍ

다 수신된 기상자료를 대기확산 해석 프로그램인 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LADAS-Global DB

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년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체결을 통하여. 2012 MOU

한국기상청의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였다 지구규모 대기확산모UM .

델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계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파일interactive

로 구성하여 기상수치예보자료를 자동으로 찾아 필요한 기상 정보를 추출하는 을 개shell program

발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운영을 간편화하였다.

전 세계 원자력시설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지구규모 차원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3 LADAS-Global . LADAS- Global

은 후쿠시마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및 의 확산현상을 모사하였고 과Xe-133, I-131 Cs-137 , I-131

의 공기중 계산된 핵종 농도 값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농도 값과 비교하여 검Cs-137

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은 관측값과 전반적인 일치를 보여 방사선 사고시 대기. LADAS-Global

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011

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지규모 대기확산모델

만이 개발되어 국지규모의 평가만이 수행되어 지구규모 관점의 확산평가는 수행하LADAS-Regional

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 개발되어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LADAS-Global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방사성.

핵종에 의한 초기 및 장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의 산정결과Ladas-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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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기 및 지표면 침적 핵종농도 값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피폭선량과 지표면 침적농도 값을 산

정하였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위하여 해양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LORAS-Global .

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해양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해수 부유사LORAS-Global ,

및 해저토내 농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연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모델을 병렬화하여,

신속한 계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후쿠시마 사고시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의 지구규모 확산도. Cs-137

를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 태평양을 순환하여 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남2015

해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작아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 .

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여 인간이 받게될 선량 및 암 발생 확

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양 구획모델의 산정결과를 후쿠시마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 중 관측값과 비교하여 본 바 좋은 일치를 보였다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

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확산해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

장치를 제작하였다 모형장치는 지진해일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 , ,

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

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 냉각시설을 위한 취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1, 2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전 세계 원전 사고시 신

속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선진적 방사선 환경방호 체계를ㆍ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 및 해양 확산평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및 주변.

국 원전시설 사고시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심기술 확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고유의 모델을 확보함으로써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은 기술을 확보하였다 대기 및.

해양 방사능 오염 확산 피해 예측을 통하여 원자력시설에서의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기술로서/

환경과 주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력 사고시 초기 및 중장기 종합 대응기술은 유사시 국민 건강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2.

기 위해 국가가 확보하여야 하는 핵심 기술이다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 중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

가기술 국내 생태환경 핵종 전이특성인자 야생동물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은 생태환경 방사선 리스, ,

크 평가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로 국민 건강과 함께 생태환경이 건전하게 유지되는지를 판단하고 이,

를 근거로 장단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사고대응기술이며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의 오염 완화기술은,

오염완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장기간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는 주민의 방사능 위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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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생태환경 방사선 영향평가는 최근. UNSCEAR (United

의 일본 후쿠시마 사고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독립적인 목차로 취급될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술 분야이

다 원자력사고는 사고 자체가 국가 경제에 파국적인 결말을 야기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위치에 따. ,

라 주변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전혀 예기치 않.

게 찾아 올 수 있는 원자력 사고를 대비한 대응 기술은 유사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

수적이다 특히 중국 서해안에 다수 위치한 중국 원자력발전소 년까지 총 기의 원자력발전을. , 2016 26

추진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으므로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

아 원자력사고 대응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

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의 완성도 및 대응 숙련도에 따라 유사시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예방적 기술개발을 통한 대응기술 확

보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최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

설 주변 주민들 자체의 건강 뿐 아니라 시설 주변 생태계 또한 시설 운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의 인간.

및 비인간 생활권을 포함한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는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

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설 운영자간의 관념적 시각.

차에 대한 의견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객관적인 매개체로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경수로 기와 중수로 기가 운영중이며 신규부지선정 및 기 확보된 부지의 타3. 20 4 ,

당성 입증에 대한 국내 기준치는 원자로형에 관계없이 경수로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규제법(Code of

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기준치 입증을 위한 평가방법론은 미국 원자력규제Federal Regulation)

위원회 의 권고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중수로 계속운전(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과 주기적안전성평가 검토에서 원전 가상사고시 대기확산인자평가 가 핵심 현안으로 제기되어“ ”

년 국가 중장기연구개발사업으로 이에 대한 최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2011

도하에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에 상용로 뿐 아니라 요르단에 연구로를 수출하는. UAE

명실상부하게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아울러 월성 호기의 계속운전과 월성, 1

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와 맞물려 원자로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신규부지선정 및 기존부2 4 (PSR)∼

지확보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고유 또는 국내독자의 평가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

에서 국내 부지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평가방법 방사선방호량 기준치 등 에 기반하여 경수로( , , )

와 중수로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가상사고시 인체선량평가모델 ACCESS(Accidental

를 개발하였다 동 모델의Consequence Assesment Code for the Evaluating Site Sui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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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해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기상조건 풍속이 낮고 대기가 안정 에서 야외확산 실증실험( )

을 수행하였다 코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권고지침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국내의 제도적. ACCESS ,

특성 부지의 지형 및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 평가 방안 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 ( ) .

물은 경수로 뿐 아니라 중수로의 신규건설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등과 같은 인허가 승, , (PSR)

인의 필수요건인 부지적합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중수로현안으로 대두된 중수로 가상.

사고시 선량평가에 대한 국내 고유의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원자로공급국인 캐나다의 기술

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형간 기술기준에 대한 상호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이

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명실상부한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함으로써 국가기술수출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는 원안위 고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엄격히 방사성유출물을 통제 관?

리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선량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에 기반한.

모델과 최대피폭개인 개념에 따른 변수 값을 설정하여 평가해(maximum exposed individual)

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전 세계 연구의 결과로부터 최신의 모델과 변수 값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보수성을 지양하고 대표인 에 입각하여 평가하, (representative person)

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에 입각하여 기존의 평.

가모델에 대한 개선한 PRESS (Program for Radiological Dose Evaluation from Steady-State

를 개발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국내 환경과 식생활을 분석하여 대표인에 적Radioactive Releases) ,

합한 최적의 입력변수 값을 설정하였다 동 연구결과는 향후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 방.

지를 위한 국내 기술기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의,

방사선환경방호체제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으로부터 원전에서 누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4.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방사능 평가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

물 탐지 및 평가기술은 사고시 고방사능 오염지역과 오염물질의 차단을 통한 국민의 내 외부 피폭·

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연적 기술이다 원전사고시 고방사능 현장적용 연속분석 소형검출시스템 관련.

기술은 현장 평가팀의 내 외부 피폭 최소화 무인이동 감시시스템 장착 고정감시장치의 작동불능상· , ,

태 대응 초기 환경방출량 및 피폭선량 재평가 위기대응 상황실 실시간 정보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

기술이다 오염된 환경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주요 방사성핵종 긴급평가방법 개발은 수.

출입 산업체 및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할 기술이며 이를 위해 식품 신속 방사능오염 분,

석 및 평가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기술은 환경방사성유출물 긴급분석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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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시료 오염 평가시 분석자 피폭최소화 다수 방사능시료 신속분석 등에 필요한 산업화 가능, ,

기술로서 기술자립이 요구된다 후쿠시마사고 체르노빌사고 방사능 테러 핵실험 등에 의한 환경방. , , ,

사성유출물은 대기미립자 상태로 확산되어 토양침적 후 재부유 침적으로 생성된 토양 중 방사성유, /

출물의 영향 평가가 사고중장기 대응으로 중요하다 토양미립자 방사능 특성은 사고초기 환경방출량.

및 피폭선량 재평가 오염토양복원 기초자료 제공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로의 핵종전이 후 먹이사슬, ,

을 통한 내부피폭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평가에 주요인자 이므로 토양미립자 방사능 분포특성 규명,

을 위한 시료채취 및 미량 핵종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평가기술은 시료.

의 체계적인 전처리 및 첨단장비의 활용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

므로 기술자립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비상대응 환경방사.

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 개발이며 단계 세부 연구내용은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1 1)

스템 개발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이다, 2) , 3) .

5. 정상 비정상시 방사선 방호 선량 측정 평가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성능시험 체계구축/ /

방사선 사고 및 테러 대비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확보(retrospective dosimetry)•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비상시 개인 소지품 및 생활 업무 환경 주변 물질의 광자극발광- , / (OSL)/

열발광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 확보 최소검출하한(TL) ( : ~10 mGy)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알고리즘 확보- OSL/TL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 기술확보-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개발- RL(radioluminescence)

동시 측정 장치 개발- RL/OSL

최신 내부피폭 모델 분석 및 적용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 소화기모델 분석 및 적용-

최신 내부피폭 평가 모델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OIR

해석을 위한 산출모듈 개발과 핵종별 생체검정 자료 산출- OIR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보안용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국제규격선질 저선량률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구축-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및 휴대용 핵종판별기 현장 성능시험 프로토콜 구축-

감마선 지역감시기 현장 성능시험을 위한 이동식 감마선조사기 및 현장성능시험 체계 개발-

중성자 지역감시기 성능시험용 이동식 조사장치 및 현장교정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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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미국의 에서는 일반 오염물과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을 전 지구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1. NOAA

있는 차원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였고 화산재 폭발시 화산재 이동경로 평가와 년3 HYSPLIT , 20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수행하였다 유럽공동[2-1-1].

체에서는 방사선 사고시 환경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간 방사선 비상대응

시스템 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인데 에는 대기 지표수 호수 및 해양 환경내로RODOS , RODOS , ,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범위와 선량평가를 수행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각 모듈은 유[2-1-2].

럽의 여러 기관에서 개발하여 독일의 에서 통합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국지규모 대기확산 모KFK .

델은 덴마크 장거리 대기확산모델은 프랑스 해양확산모델은 우크라이나 지표수 모델은 프랑스 등, , ,

의 연구기관이 개발하여 시스템내에 통합 되어 있다 일본은 원전 사고를 대비한 국지 규모 및 전.

세계 규모의 대기확산모델 와 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SPEEDI WSPEEDI

시 동 모델을 이용하여 일본내 및 전 세계 방사성물질의 확산 평가를 수행하였다 후쿠시마[2-1-3].

사고 당시 이 시스템에는 해양 확산평가 모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양 확산평가는 수행하지 못

하였지만 년부터 일본 는 해양확산모델을 개발하여 년 현재 시스템내 해, 2012 JAEA 2014 WSPEEDI

양확산모델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2-1-4].

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주변 하천과 하천을 통해 로 흘러들어1986 Pripyat Dnieper Black sea

간 과 핵종 농도를 모니터링하여 이들 방사성물질의 연안 환경에서의 거동 특성평가Sr-90 Cs-137

를 지원하에 수행하고 있고 이들 해양에서 관측된 방사성 핵종 자료를 연안 수리 확산모델의IAEA , ∙

검증 평가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해저 지층내 처분 및 재. ,

처리 시설로부터의 방사성 핵종의 환경내 유출 평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 연구의 측면에서 방사성

핵종의 확산모사를 위한 수치모델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관하의 해. IAEA

양오염의 과학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연합(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이 결성되어 산업시설 주변 해양 환경내 핵종거동 평가에 관한 연구를 활발of Marine Pollution)

히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영국의 농림수산부 및 스페인의 대학을 중심으로 영국의[2-1-5]. Sevilla

재처리 발전소 부근 해역인 와 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해양으로 방Windscale Irish Sea North Sea

출된 유출물속에 일부 함유된 의 농도를 이 해역에서 년 이후 지속적으로Cs-137 1970 monitoring

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시설 주변 해양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확산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산 모델링.

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면서 관측된 핵종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검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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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의 프로젝트에서 유럽의 지중해로 유입된 의 해양IAEA Marine Radiotracer Cs-137, Pu

내 거동 특성 해석을 위하여 방사성 핵종의 수중내 거동 부유물과 흡 탈착 평가 침적에 의한 해저, . ,

토 이동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관측자료의 해석과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병행하여 해양 오염,

평가를 해석하였다 호주는 의 회원국으로 년 이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로[2-1-7]. IAEA/RCA 1995

해양 오염 평가분야에 적용해 오면서 차원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여 시드니만에 적용한 바 있다3 .

이후 모델을 수정 보완 확대하여 해양 생태계 모델을 개발하여 여러 해역에 적용 검증하는 연구를/ / ∙

수행 중에 있고 또한 방사성물질의 해양확산 모델링을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조류변,

화에 따른 확산형태를 평가하였고 격자별 확산농도를 계산하여 관측치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년 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운하에서[2-1-8]. 1999 IAEA IAEA-Technical Cooperation Suez

의 방사능 핵종의 확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는 수중의 방사능 물질이 운하의 조[2-1-9]. Suez

류변화에 따라 유속장에 의해 어떻게 이류 확산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속장의 생성 모듈 산, ,

업 방출물의 거동 모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류에 의해 침적된 방사능 물질의 재부유 등을 고려

할 수 있는 모듈 및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한 반응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운하에. Suez

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고 관측 결과는 수치모델과 연계되어 모델의,

검증 및 모델내 확산계수를 구하는데 적용되었다 는 원전에 위치한 주변 해역에서 방사성 핵. IAEA

종의 연안내 이동 특성 규명과 부유사의 흡착으로 인한 토사 이동 평가 등 연안 환경 안전성 평가

를 위하여 다수의 수치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로 발간하고 이들 수치모델을 이용하safety series ,

여 주변 해역의 환경영향 평가 수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년 체르노빌 사고후 주변 토양으로 침적된 방사성물질이 강우에 의해 하천으로 유1986

입후 인근 연안으로 유입되어 연안역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들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원하IAEA

에 연안 수리 및 오염물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에 대하여CFD Baltic sea, Black sea North sea

방사성 핵종의 거동평가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유럽 공동체의 방사선비상대응 시스템인. CFD

의 수문모듈로 채택되어 활용중이다RODOS [2-1-2].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산하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 는 개국에서 명2011 UN UNSCEAR 18 60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년 월 후쿠시마 사고 조사 및 평가 보고2014 5

서를 발간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그룹 총괄 및 품질보증 선원항 대기 해양 분야[2-1-10]. A( ), B( , , ),

일반 주민과 환경에 대한 선량 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과 영향 그리고 장기적인 방사선C( ), D( ) HIT(

위해 로 구성하여 후쿠시마 사고를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룹 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시 대기) . B

및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 선원항과 대기와 해양 환경내 방사성물질의 이동 확산분포를 평가하·

여 후쿠시마 사고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국내 사고를 대비한 사고시 방사선확산평가 시스템 를 개AtomCARE

발하여 운영 중이나 이 시스템은 국내 원전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영역이 원전 주변 로 전, 8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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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관점이나 혹은 동북아시권의 원전 사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2-2-1].

는 국내 원전의 국지규모 대기확산모델만 개발되어 있고 해양 확산평가는 포함되어 있AtomCARE ,

자 않아 이 분야는 평가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년 지역규모 대기확산모델. 2006

을 개발하여 동북아시 영역내 방사선 사고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적 영향LADAS_Regional

평가를 수행하였다 [2-2-2].

국내의 경우 발전소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특성에 관한 연구는 년 고리주변1989 "

환경 종합평가 및 관련모델 개발 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시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이" [2-2-3].

연구에서는 고리 해역에 우세히 작용하는 해양 물리현상에 적합한 모델을 정립하여 해수유동과 이에

의한 오염물의 해양 확산특성 평가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년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기. 2002 “

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황해의 차원 해수 순환모델과 해양확산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그” 3 [2-2-4].

러나 개발된 확산 모델은 차원 유한차분모델로 원전 사고시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농도분3

포 계산을 위한 경우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입자추적 모델은 이론식의.

제시와 이상화된 해역에 대해 시험 계산만을 수행하였고 실제 해역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전력, .

연구원에서는 년 원전 액체방사성유출물 해양확산 평가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신고리 신2006 “ ” ,

월성 해역에서 삼차원 해양확산 특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원전 건설에 대한 규제[2-2-5].

기관의 기술기준에 다른 연구로 해수순환과 액체 방사성유출물의 거동 특성에 국한된 연구로 주로

동해안 전역에 대한 광역 및 중간역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학회 주관으로 년 후쿠시마위원회를 구성하여2011

개 분과 인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사고 평가를 수행하여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4 45 2013 “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크게 후쿠시마 원전과 설계 사고 발생과 진행 환경” [2-2-6]. , ,

영향 및 비상대응 사고의 원인과 교훈 등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환경영향 및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

후쿠시마 사고로 대기 및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 패턴과 방사선적 영향 평가에 주안점

을 두고 작성되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는2.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철학 및 방향을 에 기술하Publication 103 (2007)

고 에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 참조동식물, Publication 108(2009) (reference

개념을 에서 참조동식물 전이계수를animals and plants, RAPS) , ICRP114(2009) ,

에서 피폭상항별 환경방호 적용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ICRP124(2014) .

는UNSCEAR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전리방사선에 의한 비인간종 방사선 영향 평가의 배경 및 기술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UNSCEAR,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2008 Reports Annexes 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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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onizing radiation on non-human biota, United Nations, New York 2011),

년에는 국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후쿠시마 사고 방사선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2012~2013 .

(Fukushima report, 2014).

국제원자력기구 는 스톡홀름 국제 학술회의 에서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환경 방사선방(IAEA) (1996)

호를 위한 의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계획의 목적은 환경 방사선방호를 위한 현재의IAEA .

기술적 능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의 공동사업을 촉진시키고 회원국들의 환경방호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 는 현재 생태환경의 모델비교 공동연구를 위해. IAEA MODARIA (Model and Data fo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신 권고 이 후Risk Impact Assessment) . ICRP 103

주민 및 환경 통합 평가에 대한 실제적 방법 모색이 핵심 주제이다 분야별 공통적 기술 요소를 해.

결하기 위한 합동 의제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분야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예 불확실도 분석( ,

기능은 거의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공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전체적으로 정상시 또는 사고),

시 주민 및 생태환경 선량평가 모델 및 평가를 위한 입력데이터 개선 및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기존 데이터 및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하여 를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기 보( DB update).

다는 민감도분석을 통한 핵종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고 중요 핵종에 대한 데이터 신뢰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환경생태 선량평가 코드 검증과 야외조사를 통해. K-BIOTA

측정된 데이터의 국제적 기여를 위해 상기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본 과제도 참여 하고 있다. Basic

에는 환경방호에 대한 기술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속적으로 관련 가이Safety Standard (2014) ,

드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를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판에는 계획 피폭시 야생동식물 방사선 영. SRS19

향평가가 포함된다.

미국의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방호는 및 에 근거를 두고 있다US/DOE order 5400.5 5400.1 .

이들 규제법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주민 뿐 아니라 환경도 방호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

라 는 산하에 를 설치하고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생태계DOE Biota dose assessment committee

선량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을 개발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DOE-STD-1153-2002) ,

이다 는 단계적 평가법 을 적용하여 의RESRAD-BIOTA . RESRAD-BIOTA (graded approach) NCRP

선량한도 기존을 만족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개발된 코드로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방사선 방호 측면보다는 자연보존 차원에서 전리방사선을 포함한 모든 환경위해 인자들로부

터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가. CEH (Center for Ecology

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and Hydrology) , EA(Environmental

도 규제 및 검증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은 환Agency) . UK Natura 2000 site

경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비인간종 방사선 위해도 영향 평가를 위한 종합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EC EURATOM

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FASSET (Framework for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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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속연구인2000~2003) ERICA(Environmental Risk from Ionizing Contaminants:

프로젝트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북해지역의 생태 보Assessment and Management, 2004~2007) ,

존에 중점을 둔 EPIC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Ionizing Contaminants in the

프로젝트Arctic) , PROTECT(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Ionizing Radiation in a

를 수행하였다 년 는 환경방호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였Regulatory Context) . 2013 EU

다.

년 유럽의 개 연구기관이 연합하여 를 결성하였으며 향후2011 8 European Radioecology Alliance

년간 핵심 연구주제로 주민 및 환경 방사선 통합방호기술 실용화 야생동식물의 저 선량 방사선15 ,

생물학적 특성 연구 방사성물질 및 일반 독성물질의 혼합 위해도 평가 기술개발로 정하고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원자력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수행으로부터 주변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한다 환경평가를 위한. (Canada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2003). 4

가지 카테고리 를 설정하고(Screening, Comprehensive study, Mediation, Review panel)

와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EAA(Canadian Environmental

가 협력하여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특히 우라늄광 주변의 호수 및 생태계에Assessment Agency) .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다수 수행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원자력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주민 및 환경 방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가지

고 있으며 관련기술 개발은 차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포스마르, EU .

크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건설로 인한 장기 생태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년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안전 관리 및 규제를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기관2011

을 설립하고 안전지침과 규제요건의 전면검토 실시함 신규(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 .

제요건 및 법 개정 년 월 공표 에서 안전 목표를 인간 외에 환경보호를 추가한 것이 핵심 사(2012 6 )

항이다.

식물을 이용한 환경오염 완화기술은 오염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이고 경

제적인 방법이다 식물을 이용한 토양 제염은 미국의 핵실험 부지 환경복구 기술로 년대 초반. 1960

부터 주목을 받았고 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현장 적용 연구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식물의 핵1986

종흡수가 조사되었다 식물을 이용한 토양 핵종 제거기술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식물의 핵종흡수량과 속도이다. .

이는 핵종 흡수량이 환경복구기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식물이 특정 핵종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보조 방법 또한 개발되고 있다 토양내의 핵종 유동성을 강화시켜 핵종이 식.

물에 보다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식물의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 특정 식물이 특정 핵종,

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개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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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차 중장기 연구개발에서 처음으로 비이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기초 요소기술 개발을 시3

작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참조동식물 도출 선량환산인자계산 방법론 개발 참조동식물 전이계수 확. , ,

보를 위한 실험적 측정 및 모델 개발 선량평가를 위한 기본프레임 개발이, (K-BIOTA V1.0, V2.0)

이루어졌다 차 중장기 연구개발을 통해 선량평가 모델 및 코드 개발 분야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3

격차를 대폭 줄였으나 평가기능 취급핵종 확대 등을 통한 기능 개선을 통해 방사screening level ,

선사고 중장기 대응기술로의 코드의 실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 초기 생태환경.

선량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 개발 또한 필요하다 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동적 모델은 아직 세계적.

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선진국과의 기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생태환.

경 선량평가 모드 개발과 함께 원자력 사고 시 생태환경 방사능 위해도 장단기 영향평가의 핵심 입

력데이터인 국내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 인자 자료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국내 고유 데이터 생산은.

국내 생태계 선량평가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관련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해당분야 국제 기

여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국내 야생생태계에 대한 방사선생물학적 영향 생태학적 특성 연구. ( )

실적은 국내에서 아주 미미하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저 선량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적 연구 추세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방호 연구를 위한 대체 동물로서의 생물학적 연구 환경 독성물질에 대한 야생동식물. ,

에 대한 연구는 일반 환경 분야에서 분자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방사선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평가 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환경생태계 방(ecological assessment) .

호를 위한 개체 또는 집단수준의 방사선 생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 복원과 오염을 완화하는 방법들이 주목 받고 있다.

단기 긴급 대응 방안으로 물리화학적 방법 등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오염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이고 작물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효과적이

다 국내에서 식물을 이용하여 토양 또는 물속의 유해성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일반 환경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부 수행되고 있다 최근 해바라기와 콩의 수경 재배를 통해 수중의 천연 우라.

늄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수행 기록이 있으나 반감기가 길어 환경으로 누출되면 장기간 방사

선 영향을 끼치는 이나 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제거 기술 개발 실적은 없다 작물의137Cs 90Sr .

종류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작물이 잘 흡수하는 핵종의 종류가 다르므로 이나 과 같은 방137Cs 90Sr

사성 동위원소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의 발굴이 매우 필요하다.

발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만일의 원자력 사고시 누설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일반인의 방사3.

선피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방호 개념에 입각하여 원자로를 설계할 뿐(defense-in-depth)

아니라 적절한 부지를 선정한다 국내기술기준 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원자로 원자로시. ( 2014-25 ( 29) “

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은 미국 연방규제법에 근거하고 평가방법론은&#8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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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와 규제지침 사고시 선량평가 의1.145( ) 1.4( )

권고 방법론에 따라 평가한다 이 방법은 사고 직후 시간대별 핵종 방출량 방사선원항 과 해당 대기. ( )

확산인자 값을 적용하여 제한구역경계 와 저인구지대 에서 인체선량기준의 적절성을 평가(EAB) (LPZ)

한다 국내 고시에서는 신규부지선정 및 기존부지확보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대기확산평가 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으나 선량기준에 대해서는 미국연방규제법 을 준용한다(10CFR100.11)

고만 언급하고 있어 미국과 다른 방사선방호량을 도입하는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에 여러 혼란을 겪

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중수로의 경우에는 기술수출국 캐나다 의. ( )

원자로 설계특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기준에 근거

하여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경수로와 중수로의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는 사고의 불확실성과 당초 설계철학 등으로 년도 수행된 원전 사고시 선량평가 최적화 방안‘11 “

연구 를 통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수로와 중수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원자“ .

력산업의 실정에서 노형간 기술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원자력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형간 기술기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

자립은 물론이거니와 기술도입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적시적소에 그

기술과 평가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상운영에 대한 국내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원자로 원자로시설 부지의( 2014-25 ( 29) “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방사선&#8231; ” 2014-34 ( 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은 미국 연방규제법 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 (10CFR50) (U. S.

의 규제지침 선량평가 와 대기확산평가 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이를 이행하기NRC) 1.109 ( ) 1.111 ( ) .

위해 국내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델이 년 국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후 사용· 1989 ,

목적에 따라 일부 개선하여 가지 모델 이5 (ENDOS, INDAC, KDOSE-60, TEDII-60, RADCAP)

현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지 모델은 기본 골격은 유사하지만 모델과 변수값의 적용에. 5

있어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화를 위해 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처음으로, ‘08

워크숍을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ODCMUG (Off-Site Dose Calculation Manual User Group) ,

이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기관의 주관 하에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웍숍을 이끌어 오고 있지만 방사선환경방호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이로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거 여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중장기연구를 통해 농작물의 핵종이동에 관련. 20

된 국내고유의 모델인자 자료생산 및 신모델개발 등 여러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관련기관 간의 유기

적 협력체제의 결여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반면 대외적으로는 주관 국제, IAEA

공동프로그램 과 에 참여하여 핵종이동계수 핸드북EMRAS (2003-2007) EMRAS (2009-2011)Ⅰ Ⅱ

의 개정 에 국내자료가 실리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의 축적된(TRS-472) .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신권고에 기반하여 국내 사회 환경특성을 반영한 국내고유의&#8231;



- 64 -

정상운영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선량평가모델 개발과 평가방안 수립을 통해 국내 방사선환

경방호평가체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해체폐기물에 포함되어4. , ,

있는 지표 핵종 등 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여 폐기물과(3H, 14C, 55Fe,63Ni, 41/51Ca, 36Cl )

환경시료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관심의 대상이. ,

되면서 분석이 어려운 핵종 등 의 분석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석(99Tc. 129I )

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등의 분석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원자147Pm, 151Sm, 93Zr, 93mNb .

력 선진국들은 핵종 계측기술도 기존의 감마스펙트로메터 알파스펙트로메터의 사용에서 벗어, LSC,

나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극미량 극저준위 분석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중ICP-MS, NAA, AMS /

이다 환경감시를 위한 방사능분석은 다양한 시료에 대한 전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폐기물 시료의 취.

급시는 전문 장비 및 기술이 필요하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새로운 전처리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도입시 발생되는 새로운 매질중의 방사능분석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환경 및 폐기.

물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는 고전적인 화학분리 방법을 벗어나 핵종 선택성을 갖는 다양한 추출크로,

마토그래피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는 핵종분리용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제조, Eichrom /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과기청 둥은 방사능 분석절차서를 수립하고. ISO,

일정기간 간격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선진 분석기관에서는 자체 분석기술개발 및 품질보증 체제/ .

를 확립하여 국제공인을 인정받고 있다 환경시료중 감마핵종 분석기술 분야(ISO 17025 Standard) .

에서는 극미량 극저준위 감마방출체를 검출하기 위한 역동시차폐회로 기술을 도입한 극저준위 감마/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를 포함한 환경방사능 측정용 시스템이 상용화, GPS HPGe

되어 있으나 액체질소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최근 상온에서도 감마핵종검출(CANBERRA)

이 가능한 반도체 검출기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의 와CZT(Cd-Zn-Te) . ENVINET GmbH

는 다양한 소형 환경방사선검출기를 개발하여 상용화하였고 온BERTHOLD Technologies GmbH ,

라인 자료 전송 시스템개발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제품도 다양화 추세이다 에서는 최근. IAEA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 호주 뉴질랜드 헝가리 등 회원국들과 우, , , , , ALMERA

유중의 의 신속분석을 위한 다양 방법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미국의 에서는90Sr . PNNL Hanford

지하수에서 스트론튬과 테크네튬을 감시하기 위한 자동 방사화학기기를 개발하였고 지속적인site

자동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에서는 최근에. NorthStar Engineered Technologies, LLC

수지카트리지 교체 및 시린지 펌프에 의한 액체 주입 방식의 자동방사성핵종분리시스템을 상품화하

였으며 자동분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영국의 와 덴마크, . GAU-radioanalyticals RISO

연구소에서는 방사성핵종을 자동분리하기 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술은 방사능 재난시.

요구되는 환경 방사능 신속분석의 필수 기술이다 일본의 경우 비상시 환경방사선량을 예측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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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스템 을 개발하여 후쿠시마 사고시 환경방사성핵종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초기방출핵종(SPEEDI)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대응조치를 위한 방사성오염물질 제거 및 평가관련 기술 개발.

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시 초기 방사능 모니터링 실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관련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고방사선 지역에서 방사선량 및 핵종 분석을 위한 무인 감시. ,

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주변 환경감시는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립화 단계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환경감시 난분석 핵종이나 원자력시설 해체 지표 핵종의 분석기술은 활용단계이다 방사능 분석 시.

간과 과도한 작업을 줄이기 위한 방사성핵종 자동분리기술 연구는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개발 및 응

용단계이고 국내에서도 기술개발단계이나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기술은 미흡하다 이동형 환경방, .

사선 감시기술은 기술개발단계이며 고방사능 지역에서 긴급 실시간 환경방사성유출물을 분석 및 평, /

가하여 비상대응에 사용하기 위한 기술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반 환경방사선량 무선전송기술은. RF

기술자립화 단계이며 고방사능지역에서 이동형 시스템의 원격제어 및 빠른 데이터 전송을 통한 온,

라인 모니터링기술은 미흡하다 식료품 감마핵종 감시는 절차가 마련되어 활용중이나 알파 및 베타. ,

핵종에 대한 감시절차는 개념정립단계 이며 사고발생시 식품중 주요 핵종 긴급검출기술은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용 원자로 해체 콘크리. .

트 시료에 분석법을 적용하고 방폐장 지하수시료에 분석법을 적용하였다55Fe, 63Ni 99Tc, 129I .

해체폐기물 지표 방사성핵종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콘크리트와 금속 시료에 대해 적용하(3H, 14C)

였다 품질보증 체계 를 환경방사능 분석에 적용하여 국제인정기관으. (ISO 17025 Standard) KOLAS

로 공인받고 있으며 추가 개발된 분석방법에 대해 인정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 지표 핵종 자동분리.

를 위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모듈식 자동 분리(99Tc, 90Sr) . 99Tc

기 시제품을 제작하고 를 이용한 시스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폐(MARS Tc-99) LabView

장 지하수 시료에 대해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하였다 모듈식 자동 분리기 시제. 90Sr (MARS 90Sr)

품과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관 우유중 신속분석에 적용하였다 다기능 환경방사선IAEA 90Sr .

량 측정 분석시스템 구축하고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시간/ .

환경방사선 연속분석 장치의 유선 데이터 전송기술은 국내 원자력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감시 및 관련 분석기술은 확립되어 있으나 비상대응 환경방사

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은 미비하다 인접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중국의 동쪽 해안에.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 환경감시 기술개발이 필연적으로 대두되었다 방사성핵.

종 자동분리 기술은 에서 개발한 기술에 근접하지만NorthStar Engineered Technologies, LLC ,

비상대응 긴급분석을 위한 두 개 이상 방사성핵종 동시 자동축차분리 방법 및 시스템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할 기술이다 방사능 분석관련 연구는 노동집약적이면서도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많이 포.

함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노동집약적인 고전적 화학분리 및 계측방법 방사능분석 관련 기술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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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이 확보한 상태이나 기술집약적인 선택적 축차적 화학분리 및 고감도 신속계측방법 분야는, ( , )

아직 취약하다.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분야5-1.

년대 중반 등에 의해 자연 상태의 물질들을 추출하여 을 측정하고 독립적인 환1980 Huntley OSL•

경방사선 선량률 결정을 통하여 시료의 연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기술이 응용되었음OSL .

년대 초 년에 발생하였던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와1990 , 1986 (Chernobyl) (Ukraine)•

러시아 주민들이 받은 사고 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연합 지원 과제가 시작됨 덴마크(Russia) (EU) .

의 국립 연구소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면서 사고 선량 회구평가 를RISOE (retrospective dosimetry)

위해 건물 내 외부 벽돌 등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을 제안하여 관련 연구가 상당히 넓게. OSL

이루어짐 또한 관련 연구에 적합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자극광원으로. , IR

등을 개발하였고 선량 평가를 위한 프로토콜로서Laser-diode, Blue-diode Cluster , SARA(Single

기법을 개발하Aliquot Regeneration Added Dose), SAR(Single Aliquot Regenerative-Dose)

였음.

년대 초 독일 에서는 건강보험증용 카드와 이 내장된 전화카드의 및2000 GSF ID IC chip TL•

특성을 이용하여 선량 회구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 연구는 년 미국OSL . 2007

에서는 메모리칩 카드를 이용한 연구로 이어짐 이어서 년 한Naval Surface Warfare Center . 2008

국원자력연구원 캐나다 에서는 휴대전화 내부의 저항소자,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를 이용한 선량복원 연구가 있었음 최근 미국 인도 벨기에. Oklahoma State University, BARC,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Nuclear Research Center ,

구 에서도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 중Helmholz Zentrum Muenchen( GSF)

임.

에서는 방사선량 회구 평가 분야의EURADOS (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

을 설치하여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 소자를 활용한 선량복원 기술의 국제상호비교Working Group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분야5-2. Internal Dosimetry

내부피폭 평가 모델은 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에(ICRP) . ICRP•

서는 년 간행물 을 권고하여 기존의 간행물 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권고2007 ICRP 103 ICRP 60

를 제시하였음 또한 이에 앞서 기존의 간행물 의 위장관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화기. ICRP 30

모델 을 간행물 에서 개발하였다 는 기존의 모든 내부피폭 모델을 새로 업(HATM) ICRP 100 . ICRP

데이트 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이의 결과로 OIR (Occupational Intak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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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곧 간행할 예정임 현재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 주요 핵종을Radionuclides) . part 1

다루는 및 가 곧 간행될 예정임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주로 영국과 미국이part 2 3 .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의 와 같은 내부피폭 평가 코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IMBA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보안용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5-3. / /

규격 기준 엑스선장 제작 및 시험규격 적용 유럽공동체 미국 일본 호주 등ISO/IEC/ANSI : , , ,•

방사능 오염감시기 휴대용 핵종판별기 분광기능 보유 감마서베이미터 전자선량계 등- , ( ),

지역 방사선 능 감시시스템 성능시험규격 적용 영국 유럽공동체 미국 등- / : , ,

방사능 테러 보안용 감시장비 성능시험기술 기준 적용 미국: (ANSI 42.33/42.34)•

국가 측정표준기관 및 교정기관에서 국제규격의 기준 엑스선장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전자선량,•

계 등의 에너지반응시험을 위하여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ISO/ANSI ISO Low Air-Kerma Beam

계열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계열 및 의 일부를 원자- ISO Narrow, Wide beam ANSI Moderate/Heavy filtration beam

력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운영중임.

단일 에너지 엑스선장 개를 원자력연구원이 년에 구축- ISO 7 1997

감마선 분광기법에 의한 엑스선장 정량화 선량환산인자 결정,•

방사선 비상운영장비 감마선 지역감시기 문형 포털모니터 핵종판별기 오염감시기 현장 성능시( , , , )•

험 체계 구축 한국원자력연구원( )

방사선 비상운영장비를 위한 현장 성능시험 기술기준서 및 시험절차서 개발-

기준 시험장치 및 시험선원 종 방출률 상대편차 이내 을 만족하는 성능- ANSI(N42.35) ( 5 , 20% )

시험 키트 구축 및 현장성능시험 체계 개발 년(2014 )

감마선 지역감시기의 현장 성능시험을 위한 이동식 감마선조사기 구축 및 현장성능시험 체계-

개발 년(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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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3

1.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 개발

연구개발수행 내용 연구개발수행 결과

기상 해양 수치예보자료 연계 기술/∙

개발

대기 해양 예보자료 수신서버 설계- /

및 모듈 개발DB

기상 해양 수치예보자료 전처리 모듈- /

개발

기상청 대용량 수치예보자료 자동 송 수신 프로토콜ㆍ∙

자동 수신 및 자료 이상 유무 분석 프로그램∙

해양 예보자료 수신 모듈∙

대용량 수치예보자료 수신 서버 설계 구축 및 시범 운영/∙

대용량 자료의 안정적 수신 및 저장을 위한 하드 RAID∙

기법 도입 및 구축

연결망 구조가 스위치 기반형 점대점 구조를InfiniBand∙

가짐에 따라 스위치를 포함하여 연결망 구성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신호 전달 속도를 고속화함

및 자료 추출 및 구축 모듈GRIB NETCDF DB∙

환경의 구축Linux MySQL DB∙

대용량 자료 세분화 DB∙

수치예보자료 추출 모듈binary∙

레코드 컨트롤 정보 및 데이터를 지정하는 각각의GRIB∙

개 섹션 값 분석6

분석을 위한GRIB HDF5, JASPER, libpng, netcdf, zlib∙

등의 라이브러리 구축

수치자료 헤더값 및 분석 모듈record length∙

수직좌표계 변환 모듈∙

자료저장 및 검색모듈∙

자료 색인화 및 동기화 모듈∙

기상 해양 환경내 주요변수 산정기술/∙

개발

대기 혼합고 산정모듈 개발-

해양 성층고 산정모듈 개발-

온위 습도 자료 분석 모듈,∙

온도분포 지표면 플럭스 산정자료 분석- ,

특성길이 산정 모듈- Monin-Obukhov

산정 모듈- Richardson no.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한 대기 혼합고 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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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지역별 대기 혼합고 변화양상 분석- ,

온도 염분 실시간 관측부이 자료 분석 모듈,

해양 성층고 산정 알고리즘 분석 및 최적 모듈 구축-

과거 성층 산정 알고리즘 및 결과해석을 통한 성층고-

산정모듈 구축

간접적 물리현상을 통한 추산및 해양 성층고 산정 기준-

분석

테이타 해석을 통한 성층고 추정- ARGS, MBT

관측자료 분석에 의한 성층고 산정 프로그램-

연도별 성층고 변화값 분석 자료-

기상 해양 수치예보자료 연계 기술/∙

개발

기상 해양 환경내 주요변수 산정기술/∙

개발

본 과제는 후쿠시마 사고시와 같이 대규모 원전 사고시∙

대기 해양 등의 주요 환경내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에 의한 인간과 환경의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임 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전 지구 규모 대기 해양. /

확산모델 개발과 검증기법을 통한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로 이에 대한 연차별 연구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전 지구규모 대기중 핵종확산∙

예측평가 기술

전 지구규모 대기중 핵종 확산범위-

예측 차원 모델 개발3

전 지구규모 기상 수치예보자료-

자동연계 모듈 개발

평균 이류 및 난류항 고려 차원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3∙

개발LADAS-Global

총 방출량에 대한 입자 갯수별 질량부여 기법 개발∙

이류에 따른 입자 분할 기법 도입(split)∙

기상자료의 시간 및 공간 내 외삽 기법 개발.∙

기상자료입력과 방사성물질 방출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 및 연동 기법 개발

경계조건 및 극좌표 처리 모듈 개발cyclic∙

전 지구 관측지점의 시간별 농도분석 모듈 도입∙

혼합층 위와 아래 별도의 난류항 처리 기법 도입∙

불확성 가스 입자상 방성물질 특성 값 구축, DB∙

방사성 붕괴항 건식 및 습식 처리 기법 개발,∙

고성능 클러스터 연동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초기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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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료 수신 이상값 분석 자동 연계 모듈 개발∙

전 지구 자료 추출 및 색인화 프로그램 개발GRIB2 DB∙

미국 유럽 일본 기상자료 확보 및NCEP, ECMWF, JMA∙

속성값 추출 프로그램 개발

대기환경내 오염도 예측 평가 기술∙

대기중 핵종농도 연계 초기 오염도-

평가모델 개발

대기중 침적 핵종농도 연계 지표면-

오염도 평가모델 개발

핵종별 전환인자 고려 외부 내부 피폭선량모델 개발,∙

갑상선 및 유효선량 평가 자료 구축DB∙

보고서 별 유료선량계수 결정 값 비교 및 자료 구축ICRP∙

방사성 핵종별 선량환산계수 자료UNSCEAR, IAEA DB∙

구축

전 지구 기상자료 연계 확산도 평가I-131∙

전 지구 규모 방사성핵종 초기 이동에 의한 전 세계인∙

갑상선 피폭선량 평가

갑상선 예측도 관측자료 기준 평가자료와 단계 비교 평가1∙

지표면 침적에 의한 장기 외부 피폭평가 모델 개발∙

침강속도 및 강수량 자료 연계 침적 영향항 분석∙

강수량 자료에 의한 산정식 도입washout rate∙

지표면 침적항 산정을 위한 면적 기법 구축mapping∙

전 지구규모 지표면 침적에 의한 유효선량 평가 및Cs-137∙

분석

강수량 변화에 따른 지표면 침적 차 평가 및 분석1∙

전 지구규모 대기중 핵종확산∙

예측평가 기술

대기환경내 오염도 예측 평가 기술∙

당해 연도에서는 연구계획서상에 명시한 연구수행의 일환으∙

로 지구규모 차원 대기확산모델 개발 기상자료 자동연계3 ,

모듈 개발 대기 중 핵종농도 연계 초기 오염도모델 개발, ,

침적농도 연계 지표면 오염도 평가모델 개발 등 연구과제

수행결과는 상에 제시된 모든 연구항목을 충실RFP 100 %

히 수행하였고 항목별 수행된 연구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평가하였음 이러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의 연구수행실적 세.

부자료에 또한 자세히 제시하였음.

의 국제활동에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 방사선환UNSCEAR∙

경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본 과제는 년도 방사선환경방호핵심기술에 대하여 시2013∙

연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하여 언론홍보를 수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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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은 원안위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순KINS

차적으로 관련 기관에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전 지구규모 대기 해양환경내/∙

핵종확산예측 평가 기술

전 지구규모 해양환경내 핵종-

확산범위 예측 차원 모델 개발3

전 지구규모 해양환경내 핵종농도-

연계 초기 및 장기 선량평가 기술

개발

후쿠시마 사고시 전 세계규모-

모니터링 자료 연계 전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검증기법 개발

전 세계 원자력사고시 해양으로 누출되는 방사성핵종의 해∙

수 부유사 해저토내 방사성물질의 시 공간적 농도분포를, , ㆍ

산정하는 지구규모 해양확산모델 를 개발함LORAS .

개발된 해양확산모델 를 이용하여 후쿠시마 사고시LORAS∙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지구규모 확산도를 평가하

고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는 시기와 농도를 예측함, .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여 인간이 받게 될 선량

및 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모델을 개발함.

개발된 해양 구획모델의 산정결과를 후쿠시마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 중 관측값과 비교하여 본 바 좋은 일치를 보여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함.

개발된 대기확산모델 은 후쿠시마 사고시LADAS-Global∙

대기로 누출된 및 의 확산현상을Xe-133, I-131 Cs-137

모사하였고 과 의 공기중 계산된 핵종 농도, I-131 Cs-137

값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농도 값과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함.

검증결과 대기확산모델 은 관측값과LADAS-Global∙

전반적인 일치를 보여 방사선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을 확보함, .

지역규모 해양 확산예측 평가∙

검증기술

지역규모 해양환경내 핵종 확산모델-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장치 설계 제작/

외력변화 반영 조파기 및 파력-

발생장치 설계 제작/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함.

확산해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함.

모형장치는 지진해일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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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 냉각시설을 위한1, 2

취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함.

수리모형장치는 크게 파 발생장치 회전식 연안구조물, ,∙

대형수조 유속 및 토압측정 장치로 구성되었음, .

일정한 주기를 갖는 고립파 발생을 위하여 파 발생장치를∙

제작하였는데 장치는 크게 파 발생 크기를 조절해 주는,

제어 소프트웨어 회전식 스크류축 파 재현 구동판 등으로, ,

구성되었음.

전 지구규모 대기 해양환경내 핵/∙

종확산예측 평가 기술

지역규모 해양 확산예측 평가 검∙

증기술

당해 연도에서는 연구계획서상에 명시한 전 지구규모∙

차원 해양확산모델 개발 해양내 핵종농도 연계 초기 오염3 ,

도모델 개발 후쿠시마자료 연계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검,

증 및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장치 설

계 제작 등 연구수행결과는 상에 제시된 모든 연구항/ RFP

목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항목별 수행된 연구내용을100 % ,

자세히 서술하고 평가하였음.

지역규모 해양환경내 핵종확산 예∙

측평가 기술

지역규모 해양환경내 핵종 확산범위 예측 차원 모델3∙

개발

침적 흡착 탈착 재부유 성분 확산모델내 적용 모수화 기/ / /∙

법

개발

프로그램 개발 모수화 모듈/∙․

지역규모 해양 확산예측 평가 검∙

증기술

후쿠시마 사고시 주변 해양 모니터링자료 연계 해양 확∙

산모델 검증기법 개발

수리모형실험 결과 이용 지역규모 모델 검증 및 개선(I)∙

검증기법∙

실험자료∙

지역규모 해양 확산예측평가 검증∙

기술

외력변화에 의한 수리모형실험 결과 이용 지역규모 모델∙

검증 및 개선(II)

검증평가를 이용한 모델보완 및 개선∙

자료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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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사고 생태환경 방호기술 개발2.

연구개발수행 내용 연구개발수행 결과

생태환경선량평가 코드∙

기능 개선 및 성능 확장- K-BIOTA

취급핵종 확장.

스크리닝단계 선량평가 도입-

대상동식물 분류.

평가용 선량환산인자 도출.

환경매체 최대농도 제한치.

설정

코드등록-

적용성 향상을 위한 취급핵종 확장K-BIOTA∙

수준의 취급핵종으로 확대 개 개- ICRP 108 (35 ->78 )

데이터 적용- ICRP38 transformation

스크리닝 단계 선량평가 기술 개발∙

대상동식물을 개 생태계 육상 민물 해양 개 그룹으- 3 ( , ) 11

로 분류 육상 개 민물 개 해양 개 하여 그룹별 선량( 3 , 4 , 4 )

평가

최대흡수 가정을 도입하여 스크리닝 단계 평가를 위한-

개 그룹별 개 핵종에 대한 내외부 선량환산인자 데11 78

이터베이스 구축

단계 일반적 부지특성적 스크리닝- 2 (level 1 : , level 2: )

평가모델 개발 및 도입

평가를 위한 개 생태계의 개 핵종별 환경매- level 1 3 78

체 최대 농도제한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가를 위한 생태계별 위험도지표- level 2 RQ (risk

개발quotient)

핵종확장 및 스크리닝 단계 평가 기능을 포함한 포트란∙

소스코드 개발 및 등록K-BIOTA V3.0(F)

논문 건 프로그램등록 건SCI 1 , 2∙

후쿠시마 사고영향 보고서에 국내결과 입력UNSCEAR∙

추계 원자력학회 발표우수논문상 수상2012∙

원자력 시설 주변 수생태계 biota∙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해양생태계 핵종 전이인자 측정-

월성 영광 원전 주변 수생태계 핵종 전이인자 자료 생산,∙

총 생물종 및 개 핵종- 42 21 (K, Ca, Na, Mg, Al, Fe,

Ti, Sr, Mn, Cr, Cu, Zn, Li, Ni, Co, Rb, Cs, Ba,

검증기법∙

지역규모 해양환경내 오염도 예측∙

평가 기술

사고시 해양환경내 초기 및 장기 선량평가를 위한 시나∙

리오 개발

사고시 주요환경내 방사성핵종 확산영향 평가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시나리오 개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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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영광 원전 주변 해역. ,

어류 연체류 해조류 갑각류 전이인. , , ,

자

육수생태계 핵종 전이인자 측정-

월성 지역 하천 저수지. 3 , 1

어류 및 수초 전이인자.

에 대한 약 생물종 핵종 전이인자 생산Pb, Th, U) 800 / )

해양생태계 총 곳의 조사 정점에서 어류 종 해조- : 17 26 ,

류 종 연체류 종 갑각류 종에 대한 전이인자 도출4 , 4 , 2

육수생태계 총 곳의 조사 정점에서 어류 종 수초- : 5 3 , 3

종에 대한 전이인자 도출

월성 주변 해양 총 개 정점 및 육수 개 정점 영광 주- 10 5 ,

변 해양 총 개 정점 서식 생물종 전이인자 생산7

해양 및 육수생태계 수질 특성 조사 온도 염도: , pH,∙

및 여 가지 원소 농도측정 자료20

비 논문 건 국외발표 건SCI 1 , 2∙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핵종∙

흡수력 큰 식물 자료 조사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

참고문헌 수집.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기술 현안 도출.

적정 후보 식물 선정 기준 설정.

국내 적정 후보 식물 선정.

연구 개발계획 수립-

방사능 오염환경 복원을 위한 기존 기술과 식물이용 기술∙

비교 분석 및 기술루 현안 사항 파악

식물이용기술은 기존기술에 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

적인 기술로서 기술 수요 잠재성이 매우 큼

과 에 대한 흡수 능력이 큰 수생식물과 육상 식물Cs Sr∙

조사

후보 수생식물 큰 고랭이 미나리 애기부들 줄 부레옥- : , , ,

잠

후보 육상식물 포플러 버드나무 옥수수 수수 해바라- : , , , ,

기

향후 연구 개발 계획 수립∙

기술보고서 건1∙

단계 연구개발 추진 계획 수립1∙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조biota∙

사법 분석

야생 동물모델 선발- Biota

종 분류법 확립-

불안정형염색체이상 평가법 확립-

국내 청정지역에서 포획한 등줄쥐를 교배하여 출산한 새∙

끼가 성장 한 후 외부형태와 두개골 및 치아특성을 바,

탕으로 종 분류 기준을 마련함

마우스 골수세포를 대상으로 염색체를 제작 염색법을 확/∙

립하여 실제로 등줄쥐에 적용할 수 있게 됨

생물학적 선량평가 지표로 이동원염색체를 확립함∙

선량 반응식을 작성함-∙

국외논문발표 건1∙

생태환경선량 코드 비교연구 및∙

성능검증

생태환경선량 코드 비교연구 및 성능검증∙

국제공동연구 참가 및 시나리오 테스- IAEA/MOD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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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시- IAEA/MODARIA

나리오 테스트 참가 및 코드 비교

검증

주요 모델인자 불확실도 분석-

을 위한 모(Uncertainty Analysis)

듈 개발

추가 기능 반영된 전산코드-

및 등록upgrade

트 및 공동연구 논문 작성

모델입력인자 모듈 개발- uncertainty analysis

코드 및 등록- upgrade (K-BIOTA(F) V3.1)

논문 건 및 비 논문 건 게재- SCI 2 SCI 2

프로그램 등록 건 및 국내외 논문발표 건- 2 4

차 총회 후쿠시마 보고서 검토 지원- UNSCEAR 60

건 비 편 프로그램 등록 건 국내외 논문# SCI 2 , SCI 3 , 2 ,

발표 건 등 정량적 연구 성과 확대에 노력하였음13 .

원자력시설 주변 강하구 및 바 다∙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biota

데이터베이스 구축

월성 및 영광 주변 강하구 및 바다-

생태시료 채취

총 개 핵종에 대한 의 전이- 21 biota

계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자력시설 주변 강하구 및 바다 핵종 전이 특성인자biota∙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도합 네 곳의 강하구 및 바다-

전이인자 년 회 측정biota 2

총 여 생물종 개 핵종에 대한 전이특성 인자값- 60 , 26

여개 도출 및 구축 강하구 부근 기수 해수(2300 ) DB : ,

및 민물 전이인자 자료 생산

비 논문 건 및 국내외 논문발표 건SCI 1 5∙

핵종흡수력 큰 수생식물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I)

후보 대상 식물의 발아 및 생육 특-

성 조사

근권여과법에 의한 후보 식물의- Cs

제거 특성 실험적 조사

식물체 부위별 세슘 축적 특성규명-

핵종흡수력 큰 수생식물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I)∙

식물 생장상 설계 및 제작-

후보 식물 미나리 애기부들 등 의 발아 및 생육특성 실- ( , )

험 및 다량의 실생묘 획득

큰 고랭이 미나리 애기부들 줄의 종자들에 대하여 발- , , ,

아율 저장성 및 발아법의 특성 등에 대한 종자특성을,

조사한 결과 큰 고랭이 애기부들 및 줄의 발아율은 각,

각 이었음3, 14.8, 1.3%

줄의 경우 발아율이 낮아 뿌리 번식에 의한 성체 식물의-

확보방안도 제기됨

오염수 식물 핵종 흡수율 및 분포 조사-

기술보고서 건 및 국내 논문 발표 건1 2∙

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biota)∙

영향 실험적 조사 위탁으로 수행( )

야생 등줄쥐 개체수 확보-

등줄쥐에 대한 선량 반응 자료 축적-

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실험적 조사(biota)∙

야생 등줄쥐 개체수 확보-

국내 야생 등줄쥐 선량 반응 자료 축적- -

불안전형 염색체이상 및 염색체 손상도 미소- (ring, gap) (

핵 측정)



- 79 -

비 논문 건 국내외논문발표 건- SCI 1 , 2

핵종 유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

모델 적용 연구

해양생태계 방사선 영향 평가-

동적 모델 개발

해양 생태계 방사선 영향 평가-

적용 연구

후쿠시마사고 해양 오염 시나리오.

설정

모델 비교 연구.

해양생태계 방사선영향평가 동적모델∙

개발- K-BIOTA-DYN-M

포트란 소스코드 작성 및 등록- (C-2014-018859)

후쿠시마 사고로 오염이 가장 심한 제 발전소 항구 내- 1

해양 생물종 방사선 위험도 평가 및 결과 논문 수록SCI

국제공동연구 후쿠시마 시나리오 모델IAEA/MODARIA∙

비교 연구에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 논문 생산

건 인쇄중 건 포함 프로그램등록 건SCI 3 ( 2 ), 1 ,∙

국내외논문발표

본과제에서 생산되는 연구 결과는 신권고 환# ICRP 103

경방호를 위한 기반 기술로 이미 유럽에서는 규제에 도입하

는 등 보편화 된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안전 목표를 인간 뿐 아니라 환경 생태계 을( )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국내 규제기관인 에서도, KINS

환경방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원ICRP103 , UAE

전 수출 에서도 비인간종 선량평가가 필수항목으로 요RER

구되는 등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에.

는 인식 부족으로 활용성이 미흡해 보일 수 있으나 향후에

는 활용성이 매우 클 것임.

육상 생태계 핵종 전이biota∙

특성인자 측정

원자력시설 월성 영광원전 주변- ( , )

육상생태계 서식 동식물 전이인자

조사

각 지역 회 토양 및 동식물- 2

시료채취 안정원소 분석 및 토양,

특성 조사

육상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토양농도에 대한 생체농도의 비( )

자료 생산

국내 야생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원자력시설 월성 영광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서식 동식물( , )∙

전이인자 조사

멧돼지 뱀 곤충 개구리 지렁이 꿩 참새 참나무- , , , , , , , ,

단풍나무 신우대 쑥 등 동물 종류 식물 약, , 17 , 20

종류 대상

각 지역 회 총 개 지점에서 토양 및 동식물 시료채- 2 29

취 안정원소 분석 및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육상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토양농도에 대한 생물체 농- (

도의 비 자료 생산 약 생물종 및 총 개 핵종에) ( 40 24

대해 여 개 데이터1700 )

- 논문 건 국내외 발표 건 기술보고서 건SCI 1 , 5 , 1

국내 야생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구축을 위한 요소 자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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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한 요소 자료 확보DB 확보

건 국내외논문발표 건 기술보고서 건SCI1 , 5 , 1∙

는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된 전이인자 데이터를 바탕으# IAEA

로 일반적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값을 제시하고 있으

며 부지 특성적 고유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우선 사용하도,

록 권고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일부 핵종에 대해.

값과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얻고 있으며 확실한 결론을IAEA

얻기 위한 보충 실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영광 및 월성 주변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발전소

위치 특성 보다는 각각 서해 및 동해에 위치하는 발전소이므

로 대표적으로 선정한 것임 동해안에 위한 울진이나 고리 주.

변 원전 시료 결과와 월성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결과의 정밀 분석 후 지역별 편차가 크면 고리 및 울

진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전이인자의 측정도 년차에 추4,5

가로 수행할 계획임.

핵종흡수력이 큰 수생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II)

- 대상 식물 식물 생장상 재배 및

생육특성 조사

- 처리 유형별 후보식물의 세슘

흡수력 조사

- 후보 식물간 세슘 흡수력 비교 분석

대상 식물 식물 생장상 재배 및 생육특성 조사∙

- 137 흡수에 따른 미나리 애기부들 줄의 쇠퇴현상 시Cs , ,

각적 조사

처리 유형별 후보식물의 세슘 흡수력 조사∙

후보 식물간 세슘 흡수력 비교 분석∙

- 식물의 137 흡수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애기부들 미나Cs ,

리 줄의 성장실험 그리고 수용액 중 세슘흡수실험을 수, ,

행한 결과 이와 관련된 정보 부족에도 불구하고 애기부

들 미나리 줄의 세슘 흡수실험결과를 확보하였음, ,

의 방사능 초기농도 그리고 의 실험- 100 Bq/ml , pH 5, 9

조건에서 137 수용액으로부터 이상의 세슘을 미나Cs 90%

리와 애기부들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을 확인함

∙ 우리나라와 원전 입지가 유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볼 때 해양 오염 뿐 아니라 내륙의 토양 저수지 및 호수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요소가 광범위하게 오염되었음 따라서.

토양 및 수생태계 오염 완화를 위한 기술로 환경

친화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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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판단됨 수생식물은 내륙의.

호수나 저수지 등 수생태계 오염완화를 위한 것이고,

년차에 추진계획인 육상식물은 토양오염완화를 위한4,5

기술임.

방사선 위해도 평가를 위한∙

모델링dose-effect

국내 등줄쥐 선량 반응 자료 축적- -

선량범위( : 0, 0.25, 0.75, 3Gy)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ring, gap)

측정

염색체 및 세포 손상도 측정.

국내 등줄쥐 선량 반응 자료 축적- (0, 0.25, 0.75, 3Gy)∙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지표 선량 반응식(ring) -∙

(YRing=-0.0009+0.0005*D, R2=0.78)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지표(Gap)∙

선량 반응식- (YGap=-0.0016+0.001*D, R2=0.89)

염색체 손상도 측정법 미소핵 분석법( )∙

선량 반응식- (Y미소핵출현빈도=-0.002+0.0019*D, R
2=98)

방사선 조사 시간 후 선량별 혈액 생화학치 장기무게24 ,∙

변화 측정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비장세포 세포사 관찰24∙

저준위 방사선 암 모델 및 정상 마우스 흉선∙

회복유전자 기능 해석 논문 및 국내 해외특허DNA (SCI /

도출)

∙ 내부피폭 연구를 위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모델동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전용 실험시설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기관이 없음.

등줄쥐와 같은 살아 있는 동물체의 방사선 선량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선량 범위는 사고시 선량 반영 까지0~1Gy ( )

임 본 연구에서 고려한 선량범위. (0, 0.25, 0.5, 0.75,

는 연구목표인 선량 반응식을 작성하기에 적정한1Gy) -

범위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주어진 선량 범위에서.

생물학적 특성을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음

국내외 특허 출원 각 건 언론홍보 건 국내외논문발표1 , 1 ,∙

건 및 논문 및 비 각 편 제출 등 연구 성과3 SCI SCI 1

증진에 노력하였음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 개발 사고초기 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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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모델 개발 현황 조사-

모델 및 전산 소스 코드 개발-

모델 개발

국내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 인자 측

정

수저생태계 핵종전이특성인자 측정biota∙

월성부지 주변-

해양수저 연체동물 극피동물 어류 저서수초- : , , ,

민물수저 조개류 어류 저서수초- : , ,

해저토 하천토 물 시료 함께 채취- , ,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자료 구축

방사능 오염 환경 완화 기술 개발

핵종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I)∙

대상 식물 온실 포트 재배-

처리 유형별 핵종 흡수력조사-

실험을 통한 식물 핵종 흡수력 테스트

국내 야생 방사선 생물학적 특biota

성 조사

야생 모델동물의 방사선 생태역학적 특성 조사∙

선량 효과 야외 검증실험- -

동물모델 신체 손상도 및 생태 특성 평가-

실험을 통한 특성 평가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 개발

사례분석을 통한 동적모델 적용성 테스트∙

윈도우 기반 전산 코드 개발- K-BIOTA-DYN

후쿠시마 사고 해석에 적용-

전산 코드 개발 및 사고 해석 적용

국내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 인자 측

정

야생생태계 핵종전이 특성데이터 종합 자료 구축∙

대덕 시설 주변 반경 내- 10km

교목 관목 포유류 연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 , , , , ,

국내 야생 핵종 전이인자 전자파일 구축-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자료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사능 오염 환경 완화 기술 개발

핵종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II)∙

온실 식물 재배-

처리 유형별 핵종 흡수 특성 조가-

식물간 핵종 흡수력 비교 분석-

실험을 통한 식물 핵종 흡수력 테스트

국내 야생 방사선 생물학적 특biota

성 조사

스크리닝 레벨 선량 유도∙

야외 검증 보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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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방호체제 지원 인체피폭해석 최적화기술개발3.

방사선 선량 반응식 작성- -

선량 반응식 유도-

연구개발수행 내용 연구개발수행 결과
사고시 대기확산평가 모델간 특⦁

성 및 결과비교

- 대기확산 물리적특PAVAN/MACCS2

모델링 방법 및 결과비교

- 인허가 활용을 위한 결과MACCS2

해결방안제시

사고시 대기확산 최적모델 개발⦁

- 근거리 확산특성 모델링방법에 따른

정량적 영향비교

최적 모델링방법 선정-

입력변수 민감도분석 및 부지특성⦁

최적 변수값 선정

- 원전부지고리 월성 최근 년간 바람( / ) 10

장미분석

- 기상자료 수집기간에 따른 영향 및 최적

기간 선정

-부지특성 최적 기상입력 처리방안 제시

악기상조건 대기확산 실험설계⦁

및 장비제작

- 실험조건 선정

샘플러 장비 제작 및 점검-

사고시 대기확산평가 모델간 특성 및 결과비교⦁ 부지적합

성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표적 개 코드3 (PAVAN, MACCS2,

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기확산의 물리적특성 모델링ADDAM)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확률론적 평가코드인 의 부지선, MACCS2

정 및 부지적합성에 활용한 국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기술기

준인 적용방안을 제시함

사고시 대기확산 최적모델 개발⦁ 확산특성의 모델링방법 확(

산계수 사행효과 건물와류효과에 따른 정량적 대기확산인자, , )

의 영향을 비교 수행하였으며 원자로형별 최적의 평가방안을,

제시함

입력변수 민감도분석 및 부지특성 최적 변수값 선정⦁ 원전

부지고리 월성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년간 년평( / ) /10

균 바람장미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원전부지의 기상학,

적 특성의 차이를 해석함

악기상조건 대기확산 실험설계 및 장비제작⦁ 본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하도록 평탄지형 대전학하리 택지지구 복잡지형월( ), (

성원전부지내을 구분하여 추적자는) SF6 악기상조건 대기가, (

안정하고 풍속이 이하 높이에서 시간동안 방2m/sec ), 10m 2

출 시간동안 분씩 회 포집 실험범위는 반경 이내, 1 10 6 , 1km

로 설계함

악기상조건 대기확산 검증실험∙

평탄 및 복잡지형 월성원전부지 대기확- ( )

산실증실험 수행 및 결과분석

간이기상측정자료 활용 대기확산 수치모-

사

국내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에 기반∙

악기상조건 대기확산 검증 실험∙

개 부지당 회씩 총 회 악기상조건에서 실험수행 회당 약- 2 2 4 (1

대 포집기 투입 추적자150 , SF6 분석 개지점 간이기상, GC , 8

관측 지점 고공기상관측, 1 )

실험결과의 등농도분포도 작성 및 기상관측자료 사용한 농도분-

포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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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시 인체피폭선량평가 최적모

델개발

사고시 인체피폭선량평가모델개발-

미국 경수로 캐나다 중수로 일본- ( ), ( ),

경수로 의 대기확산인자 선정방법( )

에 따른 피폭영향의 정량적 평가

인체선량평가 최적변수값 선정∙

피폭경로의 중요도 정량화-

국제신권고 반영 입력변수값 선정-

국내고유 지형 환경적 특성에 기반한·∙

평가결과 해석기술

국내제도와 연계한 부지의 지형학적-

특수성 반영 평가지점 개선방안 고

찰

동일부지 다수호기 운영을 반영한-

평가지점 개선방안 고찰

국내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에 기반한 사고시 인체피폭선∙

량평가 최적모델개발

경 중수로의 사고결말해석의 특이성을 고려한 개 피폭경로방- · 3 (

사능운 흡입 지표침적에 대한 선량평가모델수립, , )

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대기확산인자 선정방법 비교 및 월- 3 ( , , )

성원전부지에의 적용결과 해석

사고시 인체선량평가 최적변수값 선정∙

사고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피폭경로의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사고시 적용 가능한 입력변수값 호흡률 선량계수 요오드 화학- ( , ,

적형태의 정량적영향 분석)

국내고유 지형 환경적 특성에 기반한 평가결과 해석기술·∙

제도와 연계하여 기존 평가지점 및 지형학적 위치해안에- PSR ( )

따른 평가지점의 개선방안 제시

동일부지 다수호기 운영의 경우 평가지점 개선방안 제시-

악기상조건에 대한 대기확산 검⦁

증 실험( )Ⅱ

월성원전부지실증실험- ( )Ⅱ

실험분석 및 결과해석-

기상측정기반 수치모사-

사고 인체선량평가결과 종합비교⦁

검증

모델 모델간 비교- -

모델 실험간 비교- -

국외 신기준의 변화에 따른 국내⦁

원전영향분석

기존 신평가체계 국내원전 적- vs

용결과해석

신기술기준 단일기준치 적용에 따- ( )

른 국내 원전영향

악기상조건에 대한 대기확산 검증실험( )Ⅱ⦁

월성원전부지내 악기상조건하에서 여대의 공기포집150

기를 활용하여 회의 확산실증실험을 수행함 이를 바탕으2 .

로 결과해석과 수치모사를 수행함

사고 인체선량평가결과 종합비교검증 모델 모델 예측-⦁

치 비교 모델 실험치 차 야외확산 실증실험 간 비교 검증, - (2 )

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의 원전 부지타당성을 입

증함

국외 신기준의 변화에 따른 국내 원전영향분석⦁

를 이용하여 경수로의 신평가체계 대체선원항 신ACCESS ( ,

기준치 에 따른 국내원전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 고찰함)

방사선환경방호체계 이행을 위한 사고 인체피폭해석 전⦁

산프로그램 개발

국내기술기준에 기반하여 당초 원전공급국의 규제기관

의 권고평가특성을 반영한 사고결말평가코드(NRC, C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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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방호체계 이행을 위한⦁

사고 인체피폭해석 전산프로그램 개발

코드 구조 및 입출력설계- ‧

경 중수로 통합 사고시 선량평가- ·

코드 개발(ACCESS)

사고 인체피폭해석 평가지침개발⦁

국내 기술기준이행을 위한 평가지-

침 및 최적평가 안 제시( )

를 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였으며ACCESS Visual Basic ,

윈도우의 환경하에서 구현이 가능토록 개발함GUI

사고 인체피폭해석 평가지침개발 코드의 경ACCESS ·⦁

중수로 평가에 활용을 위한 최적평가지침 안 을( )

제시함

국제신권고기반 운영시 최적 대기확

산 및 핵종거동 모델개발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비교분석

기존 대비 평가체계 비교(NRC) ICRP⦁

평가지점 비교 제한구역경계 부지경계( vs )⦁

평가연령군 비교(NRC vs ICRP)⦁
장기 대기확산평가 최적모델개발(long-term)

방출유형별 지표 혼합 고도방출 최적 대기확산모델( , , )⦁

개발

부지특성 재순환 및 정체효과 정량적분석⦁

습침적 영향분석⦁
방출유형별 기상 입력변수 최적값 선정

부지특성 기상입력변수 최적처리방안 풍속구간 정온처( ,⦁

리 등 제시)

방출유형별 최적 입력변수값 선정방안 제시⦁
핵종특성별 환경내거동해석 신모델개발

요오드 불활성기체 입자 핵종에 대한 신모H-3/C-14/ / /⦁

델비교

국내적용을 위한 최적모델선정⦁

국제신권고기반 운영시 기체상방사성

유출물에 의한 국내고유 인체피폭해석

기술개발

부지특성별 피폭경로모델 개발

핵종특성별 피폭경로설정 및 모델개발⦁

부지특성 해안 복합부지 평가지점 설정( , )⦁

국내고유 생활특성 분석 및 동질습성 연령군 세분화⦁
국제신권고기반 국내고유 사회환경 및 생활 특성인자 최

적값 선정

사회환경인자 민감도분석 개 이상(5 )⦁

국내고유 생활특성인자 연령군별 섭취량 호흡량 활동( , ,⦁



- 86 -

시간 등 선정 방법제시)

최신 자료에 입각한 국내고유 사회환경특성인자 개이(50⦁

상 뿌리흡수인자 차단계수 등 값 제시, )
원자력시설 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해석 전

산프로그램 개발

코드 구조 및 입출력설계⦁ ‧

기상자료처리 대기확산 선량계수 선량평가 결과비교 통/ / / /⦁

합프로그램개발

기존평가모델 결과와의 비교⦁
원자력시설 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해석 표

준평가지침서개발

코드활용지침서 및 최적평가 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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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4.

연구개발수행 내용 연구개발수행 결과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구축⦁

현장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 구축 및 건전성 유

지 최적조건 도출

긴급분석을 위한 자동분리 시스템⦁

구축

자동축차분리시스템 구축 및 성능-

평가

해양시료 축차분리 기술개발⦁

해수시료 중 및 플루토늄- Sr-90 ,

및 축차분리 방법 개Tc-99 I-129

발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구축⦁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 개발- IRIS

소형 방사선 검출시스템 개발- CZT

선량률 및 방사능 동시 분석방법 개발-

⦁ 긴급분석을 위한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구축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제작-

자동축차분리 컨트롤러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과 플루토늄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 Sr-89/90

동프로토콜 개발

해양 시료 중 방사성아이오딘 플루토늄, Tc-99, , Sr-90⦁

의 축차 분리 기술 개발

해수 중 방사성아이오딘 축차 분리 기술 개발- , Tc-99

해수 중 개 핵종의 축차 분리 기술 개발- 4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현장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 현장 감마핵종 분석자료 원격 송수신 성

능평가

⦁주요핵종 신속측정기술 개발

를 이용한 신속 계측법 개발- LSC Sr-90

- 기체비례계수기 알파스펙트로미터와,

등을 이용한 비상대응 플ICP-MS

루토늄 신속 측정법 개발

⦁해양시료 미량핵종 측정법 개발

지하수 및 해양 환경 시료중 측정- I-129

및 분석법 개발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고방사능 측정 평가:․

를 소형화 및 성능개선 현장 측정 결과 네트워크 통신 출- MCA ,

력 포트 장착

단 콜리메이터 조절에 따른 방사선량측정범위와 시스템의 선- 2

량률 측정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 원격 송수신 시스템 제작 및 성능평가․

선량률 분광분석법을 적용한 소형 검출기 운영프로그램에 교정-

인자 화DB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출시스템 제어 및 측정 결과의 네트-

워크 통신 등의 성능 최적화

⦁주요핵종 신속측정기술 개발

를 이용한 신속 계측법 개발LSC Sr-90○

시스템 활용 식품 시료로부터 과 신속 자동축차분- ASRS Sr Pu

리 절차 수립

의 체렌코프광 분석 및 액체섬광분석 방법 사용 비상대응- LSC ,

신속분석 방법 및 절차 수립Sr-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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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플루토늄 신속 측정법 개발○

알파스펙트로미터와 등을 이용 비상대응을 을 신속- ICP-MS Pu

분석 절차 수립

비상시 신속분석을 위한 과 동위원소 동시 자동분리 최- Sr Pu

적조건 수립

⦁해양시료 미량핵종 측정법 개발

환경 시료중 측정 및 분석법 개발I-129○

사고 후 미량 의 분석 유효성 평가 사고 복구단계에서- I-129 :

환경시료 중 미량핵종인 를 분석하여 환경에 방출된I-129

의 방사능 분포를 재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유효성 평가I-131 .

기존 분석 방법의 한계 평가 및 사고 후 확산된 미량- I-129

분석법 개발I-129

환경시료 중 측정 및 분석철차 수립 해수시료 축차분리- I-129 :

기술 적용 선택적 분리 분석법 검토 및I-129 , NAA ICP-MS

와 의 최적분석 방법 수립LSC I-129

현장 연속 원격 감시 기술 개발 감마:

핵종

현장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감시기술 개발

감마핵종 및 선량측정 원격감시 시스템 최적화- ․

현장 연속 원격 감시 기술 개발 베타:

핵종

방사성핵종 자동분리시스템을 이용한 고준위 방사능 오염-

수 90 원격 감시기술 개발Sr

원격감시를 위한 체렌코프광 검출기 및 연속측정- Sr-90

장치 설계

중장기 대응을 위한 미량 오염 핵종

분석기술 개발 및 핵종분석자료 DB

구축

오염지역 중장기 복원을 위한 토양 중 미량 핵종 분석기-

술 개발

축적경향 평가를 위한 미량 감마핵종 분석-

초기 환경방출량 재평가를 위한 핵종분석자료 구축- DB

단반감기 장반감기 핵종 방사능 농도비율 변화 평가- /

환경 시료 중 분석 최적화를 위한 전처리 장비 개발I-129․

원자력 시설 주변 환경시료 중 동위원소비-

분석 및 평가(I-129/Cs-137, I-129/I-127)

원자력 시설 주변 환경시료 중 핵종별 분석 수립- DB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의 현장적 실시간 방사능 원격센싱 시스템을 이용한 고준위 오염수-



- 89 -

방사선 방호용 선량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5.

용기술 개발

적용기술 개발

소형 감마핵종검출시스템을 이용한 해수 및 빗물 적용기-

술 개발

해수 및 빗물 연속 측정시스템 제작 및 성능평가-

원격감시 연속모니터링 장치 제작 및 성능평가- Sr-90

환경 방사선 능 측정결과 이용 재평가/

환경 방사선 능 측정결과를 이용한 초기 방출량 및 선량- /

재평가

초기 환경 방출량 재평가 방법 수립․

사고 초기 인체 배출물 중 미량 핵종 분석 기술 개발.

오염 지역 주민 및 작업자에 대한 피폭 선량 재평가 기술.

수립

핵종 긴급분석 절차 확립

사고대응 식품별 핵종별 긴급분석법 유효성 평가 및 절- ,

차 확립

현장시료 교차분석 이용 긴급분석절차 검증- /

사고시 선량평가를 위한 시료별 핵종별 축적 농도 및 축-

적 경향 평가

식품별 핵종별 긴급분석 절차 수립-

긴급 분석 절차 유효성 평가-

식품 종류별 축적경향- DB

연구개발수행 내용 연구개발수행 결과

방사선 사고 및 테러 대비•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확보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비상시- ,

개인 소지품 및 생활 업무 환경/

주변 물질의 광자극발광 열발광/

현상을 이용한(OSL/TL)

방사선량 복원기술 개발

최소검출하한( : 10～ mGy)

생활 및 업무 환경 주변- OSL/TL

물질 조사

최신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들의 방사선 반응 특성-

평가

․ 저항소자 인덕터 집적소자 의 신호의, , (IC) OSL

방사선량 의존성

․ 상기 소자 신호의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OSL

․ 최소검출선량 평가 미만: 10 mGy

․ 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작성

․ 선량회구평가 실증 시험 실시 기준선량 대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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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업무 환경 주변 물질-

선량 복원용 시료화 기법OSL/TL

개발

선량복원용 시료의 선량계적 특-

성 평가 및 최적 판독조건 결정

방사선량 회구측정 및 평가 절차-

서 작성

오차범위내에서 선량회구평가 가능 확인- 40 %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 회구 평가 기술 개-

발

․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선

정 적벽 돌 기와 타일 변기 선정: , , ,

․ 시료의 전처리법 확립 및 특성 연구 조립자법OSL :

및 법core-disc

․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 기법 개발OSL :

기법 개발로 신속 분석 가능 약 시간SAAD-POSL ( 2 )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OSL/TL

신 국제권고에 따른 내부선량•

평가 체계 구축

신 섭취모델 해석 및 체계-

확립

신 섭취모델 적용체계 개발-

신 섭취량분율 계산프로그램-

개발 및 산출

신 소화기모델 해석-

신 소화기모델 관련체계 자료구축-

방사성핵종별 섭취 신모델 해석-

신 소화기모델 등의 신 섭취모델에 따른 신 섭취량-

분율 산출 모듈 개발

신 섭취모델에 따른 핵종 및 측정 대상체별 섭취량-

분율 산출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

성능시험 체계 구축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제작

교정 성능시험용 기준 선장- /

확대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전자선량계 성능시험 기준 선질 개 제작- ISO LK 6

및 정량화

개인선량계 서베이미터류 교정 기준선장 확대- / (241Am,

종 및 정량화 자료 생산ISO LK2 )

기준선장 정량화 자료 생산-

방사능방재 현장 운영장비 교정 시험용 키트 제작 및- /

절차서 작성 오염감시기 핵종판별기( / )

방사선 사고시 피폭선량 복원 및 원격

실시간 선량 측정 기술 개발

선량복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설계 알고리듬 개- (S/W) (

발)

선량복원기술의 현장 적용 시험 및 절차보완-

사고후 경과시간에 따른 최저검출선량 평가-

휴대폰 내부 전자소자의 현상을 이용한 사후 선량- OSL

평가기술의 국제상호비교

선량평가용 결정체 물질 제조 장비구축 및 기반기술 확보-

원격 실시간 선량 평가용 결정체 물질 제조 중성자- 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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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가능)

선량률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 제작- RL

장비구축 및 물질제조-

상처흡수모델 분석 및 이를 적용한-

생체검정 자료 산출

상처흡수 모델 분석- NCRP 156

상처흡수 관련 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처흡수 모델을 이용한 오염 유형별 격실 구성-

상처흡수 모델을 이용한 섭취잔류함수 산출 모듈 개발-

모델과 상처흡수 모델을 결합한 핵종별 섭취잔류함- OIR

수 및 배설함수 산출

상처흡수 모델에 따른 섭취잔류 배설 함수 산출- /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 / /

능시험 체계 구축

감마 지역감시기 현장교정체계 구축-

교정 시험- /

프로토콜 작성-

방사선 사고시 피폭선량 복원 및 원-

격실시간 선량 측정 기술 개발

국제상호비교 결과 평가 및 그에 따른 시료별 사후 선량-

평가 기법 세부절차 완성

선량복원 데이터 분석 개발 적용- S/W /

기술이전을 통한 현장 적용-

원격실시간 선량 평가용 물질 특성 평가- RL

측정장치의 성능 평가- RL

물성 실험-

신 국제권고에 따른 내부선량 평가-

체계 구축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기술보급-

전산코드 제작 및 기술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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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절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제 절2 관련 분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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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

제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1

본 연구를 통하여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를 안정적으로1.

수신하고 대용량의 수치예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전처리 및 모듈을 개발하, DBㆍ

였다 수신된 기상자료를 대기확산 해석 모델인 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서. LADAS-Global

읽을 수 있는 형태와 계산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파일을 미리 변환하여 자료를 화하여 시스템을DB

구축하였다 또한 년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체결을 통하여 한국기상청의. 2012 MOU UM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였다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과의 연계를 위.

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계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파일로 구성하여 계산interactive

시작 일을 입력하면 기상수치예보자료의 폴더를 자동으로 찾아 계산 시작일로 부터 종료일까지 해당

기간을 찾아 필요한 기상 정보를 추출하는 을 개발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운shell program

영을 간편화하였다.

전 세계 원자력시설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지구규모 차원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3 LADAS-Global . LADAS- Global

은 후쿠시마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및 의 확산현상을 모사하였고 과Xe-133, I-131 Cs-137 , I-131

의 공기중 계산된 핵종 농도 값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농도 값과 비교하여 검Cs-137

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은 관측값과 전반적인 일치를 보여 방사선 사고시 대기. LADAS-Global

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011

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지규모 대기확산모델

만이 개발되어 국지규모의 평가만이 수행되어 지구규모 관점의 확산평가는 수행하LADAS-Regional

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 개발되어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LADAS-Global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방사성.

핵종에 의한 초기 및 장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의 산정결과Ladas-Global

인 공기 및 지표면 침적 핵종농도 값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피폭선량과 지표면 침적농도 값을 산

정하였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위하여 해양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LORAS-Global .

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해양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해수 부유사LORAS-Global ,

및 해저토내 농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연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모델을 병렬화하여,

신속한 계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후쿠시마 사고시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의 지구규모 확산도.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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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정한 결과 년에 미국 서부 연안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 태평양을2015 ,

순환하여 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남해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작아 측정되지2015 ,

않을 수 있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

여 인간이 받게 될 선량 및 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양 구획.

모델의 산정결과를 후쿠시마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 중 관측값과 비교하여 본 바 좋은 일치를 보였

다.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

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확산해석에 가장 중요.

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

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모형장치는 지진해일로 인한 토사 이동. ,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 냉각시설을 위한 취수구역을1, 2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수리모형장치는 크게 파 발생장치 회전식 연안구조물 대형수조 유속 및. , , ,

토압측정 장치로 구성되었다 수리모형장치에서 고립파의 재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파의 발.

생이다 일정한 주기를 갖는 고립파 발생을 위하여 파 발생장치를 제작하였는데 장치는 크게 파 발. ,

생 크기를 조절해 주는 제어 소프트웨어 회전식 스크류축 파 재현 구동판 등으로 구성되었다, , .

개발된 지구규모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은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의 핵심기술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만일의 사고시 정부의 비상대

응행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본 연구는 원자력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선량평가기술개발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

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완화기술개발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 ,

성 조사 개 세부목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 세부목표별 주요 연구개발 성과 및 달성도는 다음4 .

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생태환경 장

단기선량평가

기술개발

세부연구목표 생태환경선량평가코드 기능개선 및2012 : K-BIOTA⚫

성능확장

연구개발성과

취급핵종 확장 개- (35->78 )

스크리닝 단계 선량평가 도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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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식물 분류 체계 구축 개 생태계 개 그룹으로 동식물 분(3 11∙

류)

단계 스크리닝 평가 모델 개발 일반적 스크리닝 평가2 (level 1: ,∙

부지 특성적 스크리닝 평가level 2: )

스크리닝 평가용 선량환산인자 도출 동식물 그룹별 개 핵종에( 78∙

대한 내외부 선량환산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매체 최대 농도제한치 설정 평가에 활용(level 1 )∙

포트란 소스 코드 개발 및 등록- (K-BIOTA(F) V3.0)

세부연구목표 생태환경선량 코드 비교연구 및 성능검증2013 :⚫

연구개발성과

국제공동연구 참가 및 시나리오 테스트 및 공동- IAEA/MODARIA

연구 논문 작성

모델입력인자 모듈 개발- uncertainty analysis

코드 및 등록- upgrade

차 총회 대표단 일원으로 보고서 검토 지원- UNSCEAR 60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유츌 생태계 오염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2014 :⚫

모델 적용 연구

연구개발성과

해양생물종 방사선 영향평가 모델 및 코드 개발-

후쿠시마 시고 오염 지역 평가-

국제공동연구 후쿠시마 시나리오 모델비교연구참- IAEA/ MODARIA

가 및 국제공동연구 생산

100

세부연구목표 사고초기 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2015 :⚫

개발

연구개발성과

동적모델국내외 개발 현황 조사-

민물생태계 선량평가 모델 개발-

호수 데이터 체르노빌 사고 영향 를 활용한 모델 검- IAEA/VAMP ( )

증

해양 및 민물생태계를 통합한 수생태계 동적모델 전산코드-

개발 및 등록(K-BIOTA-DYN V1.0)

100

세부연구목표 사례분석을 통한 동적모델 적용성 테스트2016 :⚫

연구개발성과

육상생태계 동적선량평가 모델 및 코드 개발-

일본 후쿠시마 지역 산림 오염 오염평가를 통한 코드 적용성 테스-

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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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모델 종합 평가 코드 개발 및 등록-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국내고유 생

태환경 핵종

전이 특성인

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세부연구목표 원자력시설 주변 수생태계 핵종 전이 특2012 : biota⚫

성인자 측정

연구개발성과

월성원전주변수생태계전이인자 측정-

영광원전주변수생태계전이인자 측정-

총 생물종 개 핵종의 전이인자값 여개 도출- 42 , 21 (1,500 )

100

세부연구목표 원자력시설 주변 강 하구 및 바다 핵종전2013 : biota⚫

이 특성인자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개발성과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바다 전이인자 측정- biota

총 여 생물종 개 핵종의 특성인자값 여개 도출 및- 60 , 26 (2,300 ) DB

구축

100

세부연구목표 육상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2014 : biota⚫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개발성과

원자력시설 월성 영광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서식 동식물 전이인자- ( , )

조사

각 지역 회 토양 및 동식물 시료채취 안정원소 분석 및 토양 특성- 2 ,

조사

육상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토양농도에 대한 생체농도의 비 자료- ( )

생산 약 생물종 총 개 핵종에 대한 약 개 데이터( 40 24 1,700 )

국내 야생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구축을 위한 요소 자료 확보- DB

100

세부연구목표 수저생태계 핵종전이특성인자 측정2015 : biota⚫

연구개발성과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해양 및 민물 수저 동식물 퇴적물 해저토- , ( ,

하천토 생태시료 채취)

약 여 생물종과 관련 물 및 퇴적물 시료 각각 약 점 의 안정- 90 ( 25 )

동위원소 최대 종 분석 약 개 전이계수와 약 개의 분배계( 21 ) , 2500 300

수 도출 및 구축DB

100

세부연구목표 야생생태계 핵종전이 특성데이터 종합 자료 구축2016 :⚫

연구개발성과

대덕 시설 주변 반경 내 야생 동식물 전이인자 측정- 10k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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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식물을 이용

한 방사능오

염환경완화기

술개발

세부연구목표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핵종흡수력 큰 식물 자료2012 :⚫

조사

연구개발성과

식물이용 환경오염 완화기술 분석 보고서 작성-

기술 현안 도출 및 국내 적정 후보식물 선정-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흡수력 큰 수생식물 핵종전이특성인자 측2013 :⚫

정 (I)

연구개발성과

식물 생장상 설계 및 제작-

후보 식물 미나리 애기부들 등 의 발아 실험- ( , )

오염수 식물 핵종 흡수율 및 분포 조사-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흡수력이 큰 수생식물 핵종전이특성 조사2014 : (II)⚫

연구개발성과

대상 식물 생장상 재배 및 생육특성 조사-

처리 유형별 후보식물의 세슘 흡수력 조사-

후보 식물간 세슘 흡수력 비교 분석-

부레옥잠 포트 보조실험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2015 :⚫

적 조사(I)

연구개발성과

후보지상식물 종 옥수수 수수 토마토 소엽맥문동 수호초 메밀- 6 ( , , , , , )

의 방사성세슘의 흡수 특성 자료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2016 :⚫

적 조사(II)

연구개발성과

후보지상식물 쫑 의 방사성세슘의 흡수 특성 자료- 6 ( )

식물간 핵종 흡수력 비교 분석 자료-

100

국내 야생 핵종 전이인자 종합관리 코드 개발 및 등- (K-REDMAS)

록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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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방호체제 지원 인체피폭해석 최적화 기술개발3.

(%)

야 생 생 물 종

방사선 생물

학적 특성 조

사

세부연구목표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조사법 분석2012 : biota⚫

연구개발성과

야생 동물모델 선정 야생 등줄쥐- Biota ( )

단일종 선별을 위한 분류법 확립-

방사선에 의한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평가법 확립-

100

세부연구목표 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실험적 조2013 : (biota)⚫

사

연구개발성과

야생 등줄쥐 개체수 확보-

국내 야생 등줄쥐 선량 반응 자료 축적- -

불안전형 염색체이상 및 염색체 손상도 미소핵 측정- (ring, gap) ( )

100

세부연구목표 방사선 위해도 평가를 위한 모델링2014 : dose-effect⚫

연구개발성과

국내 등줄쥐 선량 반응 자료 축적- - (0, 0.25, 0.75, 3 Gy)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지표 선량 반응식 도출- (ring, gap) -

염색체 손상도 측정법 미소핵 분석법 개발- ( )

저준위 방사선 암 모델 및 정상 마우스 흉선 회복유전자 기능- DNA

확인

100

세부연구목표 야생 모델동물의 방사선 생태역학적 특성 조사2015 :⚫

연구개발성과

야외 등줄쥐 생태 특성 조사-

야생 등줄쥐 분류학적 특성을 이용한 실험 개체 선발-

야외 포획 등줄쥐 방사선 반응분석을 위한 기반자료 확보-

야외 포획 등줄쥐 방사선 반응 분석법 확립-

방사선 조사를 통한 염섹체 손상도 장기무게 혈액변화 비장세포 고- , / ,

사 반응자료 축적

100

세부연구목표 스크리닝 레벨 선량 유도2016 :⚫

연구개발성과

야외 검증 보완실험-

방사선 선량 반응식 작성- -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사고시 대기 사고시 대기확산평가 모델간 특성 및 결과비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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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평가 최

적화기술

사고시 활용가능 모델에서 물리적특성 모델링 방법 및 결과비교-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코드의 인허가 활용을 위한 결과해석 방안-

사고시 대기확산평가 최적모델개발○

근거리 확산특성 모델링방법에 따른 정량적 영향비교-

최적 모델링방법 선정-

입력변수 민감도분석 부지특성 최적 변수값 선정/○

원전부지 고리 월성 최근 년간 바람장미분석- ( / ) 10

기상자료 수집기간에 따른 영향 최적기간 선정- /

부지특성 최적 기상입력 처리방안-

악기상조건 대기확산 실험설계 및 장비제작○

실험조건 최적부지 실험범위 기상조건 방출가스 방출높이 등 선정- ( , , , , )

샘플러 장비 제작 및 점검-

대기확산검증

실험 및 사고

시 인체피폭

해석 최적화

기술

악기상조건에 대한 대기확산 검증실험( )○ Ⅰ

부지실증실험 평지 복잡지형 수행- ( , )

실험분석 및 결과해석-

기상측정기반 수치모사-

국내 방사선방호체계에 기반한 사고시 인체선량평가 최적모델개발○

국내기술기준 이행 인체선량평가모델개발-

사고시 선량평가를 위한 악기상조건 선정에 따른 결과영향-

사고시 인체선량평가 최적 변수값 선정-

국내고유 지형환경적 특성에 기반한 평가결과해석- ‧

사고시 인체선량평가 최적 변수값 선정○

사고시 피폭경로 설정-

국제신권고 및 신기술을 반영한 입력변수값 호흡률 선량계수 등 선- ( , )

정

국내고유 지형환경적 특성에 기반한 평가결과해석기술○ ‧

국내제도 등 를 반영한 부지특성 평가지점 선정- (PSR )

다수호기를 반영한 부지 평가지점 선정-

100

방사선환경방

호

평가체계 이

행을 위한 사

고시 국내고

유

인체피폭해석

기술개발

악기상조건에 대한 대기확산 검증실험( )○ Ⅱ

월성원전부지실증실험- ( )Ⅱ

실험분석 및 결과해석-

기상측정기반 수치모사-

사고시 인체선량평가결과 종합비교검증○

모델 모델간 비교- -

모델 실험간 비교- -

국외 신기준의 변화에 따른 국내 원전영향분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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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평가체계 국내원전 경수로 중수로 적용결과해석- vs ( / )

신기술기준 단일기준치 적용에 따른 국내 원전영향- ( )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이행을 위한 사고시 인체피폭해석○

전산프로그램 개발

코드 구조 및 입출력설계- ‧

경 중수로 통합 사고시 선량평가코드 개발- · (ACCESS)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이행을 위한 사고시 인체피폭해석○

평가지침 개발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이행을 위한 최적 평가지침 안 제시- ( )

국제신권고기

반 운영시 방

사성유출물에

의한 부지특

성별 대기확

산 및 핵종거

동모델개발

국제신권고기반 기체상 방사성유출물 인체선량 해석기술○

기존 대비 평가체계 비교- (NRC) ICRP

평가지점 비교 제한구역경계 부지경계- ( vs )

평가연령군 비교- (NRC vs ICRP)

방출특성별 장기 대기확산평가 최적모델개발(long-term)○

방출유형별 최적 대기확산모델 개발-

부지특성 재순환 및 정체효과 정량적분석-

습침적 영향분석-

부지특성별 입력변수 최적값 선정○

부지특성 기상입력변수 최적처리방안-

방출유형별 최적 입력변수값 선정방안-

방사성유출물 핵종특성별 환경내 거동해석모델개발○

요오드 불활성기체 입자 핵종에 대한 신모델비교- H-3/C-14/ / /

국내적용을 위한 최적모델선정-

100

국제신권고기

반 운영시 기

체상유출물에

의한 국내고

유 인체피폭

해석 기술개

발

인체피폭선량평가모델○

핵종특성별 피폭경로설정 및 모델개발-

부지특성 평가지점 설정-

100

국제신권고기

반 운영시 기

체상유출물에

의한 국내고

유 인체피폭

해석 기술개

국제신권고기반 국내고유 사회환경 및 생활특성인자 최적값 선정○

사회환경인자 민감도분석-

국내고유 생활특성인자 선정 방법-

최신 자료에 입각한 국내고유 사회환경특성인자 선정-

원자력시설 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해석 전산프로그램○

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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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4-1. 1 (2012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사고대응 현

장 연속 소형

검 출 시 스 템

설계

현장 연속 감마핵종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 개념 설계○

검출기 센서 선정 및 고선량 측정 가능 차폐체 개념설계-

개별핵종 및 선량률 동시 측정 방법 수립 개별감마핵종 및 조사선- :

량률 동시분석방법은 특허등록 특허 제 호( 10-1447030 )

100

식품긴급 분

석을 위한 전

처리 기술개

발

식품별 우유 분유 쌀 전처리 및 화학분리방법 개발( , , )○

고온연소로 온도변화별 분유 쌀 산화온도 함수 결정- ,

우유 분유 쌀시료 마이크로웨이브 산화 최적조건 도출- , ,

식품 긴급분석을 위한 핵종별 계측기술 비교 평가○

긴급분석기술 자료조사 및 평가- 89Sr, 90Sr

100

해양시료 전

처리 장치 개

발

해양시료 축차분리를 위한 대용량 전처리 방법 및 장치개발○

대용량 해수 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작-

양이온교환수지 방사성스트론튬 최대흡착량 평가-

전처리 장치 방사성 스트론튬 용출특성 평가-

100

발

코드 구조 및 입출력설계- ‧

기상자료 대기확산 선량계수 선량평가 연계- / / /

기존평가모델 결과와의 비교-

원자력시설 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해석 코드○

활용지침서개발

코드활용지침서 및 최적평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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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4-2. 2 (2013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사고대응 현장

연속 소형 검

출시스템 구축

현장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 구축○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 개발 저선량에서 고선량 준위까지 하나- IRIS :

의 콜리메이터로 대처가 가능 특허출원 하였음, (10-2013-0088202) .

소형 방사선 검출기시스템 개발- CZT

선량률 및 방사능 동시 측정 방법 수립 및 검증 해당 기술을 방사- :

선계측기 전문기업 곳에 기술이전을 실시2 .

100

긴급분석을 위

한 자동분리

시스템 구축

및 플루토늄 자동분리 시스템 구축90Sr○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프로토콜 및 시스템 상세 설계-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제작 특허출원- :

하였으며 해당기술을 산업체에 기술이전 절차 진(10-2014-0129176) ,

행 중임.

방사성핵종 축차분리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성능평가

자동축차분리 컨트롤러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과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프로토콜 개발- Sr Pu

100

해양시료 축차

분리 기술개발

해양시료 중 방사서아이오딘 플루토늄 의 축차분리 기, 99Tc, , 90Sr○

술 개발

해수 전처리 방법 개발 철공침법과 음이온교환수지법 적용- :

분리를 위한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량 및 용출 특성- I (capacity)

평가

플루토늄 분리 정제를 위한- 99Tc, , 90Sr / Sr-resin, TEVA resin

의 운영 절차 개발 및 용출특성 평가

대용량 해수에 개 핵종의 축차분리 기술 적용4○

대용량 해수에 적용시 회수율 및 소요 시간 평가-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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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4-3. 3 (2014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현장 연속 소

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현장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스펙트럼 구현을 위한 를 소형화 및 성능개선- MCA

소형검출시스템의 단 콜리메이터 조절에 따른 방사선량측정범위와- 2

시스템의 선량률 측정에 대한 안전성 평가

현장 감마핵종 분석자료 원격 송수신 성능평가○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출시스템 제어 및 측정 결과의 네트워크-

통신 등의 성능 최적화

고방사능 현장에서 측정된 계수율로부터 방사능 환산위한 분석프로-

그램 개발

100

주요핵종 신속

측정기술 개발

를 이용한 신속 계측법 개발LSC 90Sr○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활용 전 단계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 : ASRS

용하여 식품 시료로부터 과 를 신속하게 자동축차분리하기 위한Sr Pu

절차를 수립

및 동시측정 기술개발 의 체렌코프광 분석 및 액체- 89Sr 90Sr : LSC

섬광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원자력시설 사고시 비상대응을 위한 환경시

료 중 을 신속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수립89/90Sr

와 알파스펙트로미터 등을 이용한 비상대응 플루토늄 신속 측정LSC○

법 개발

플루토늄 신속측정법 개발 와 알파스펙트로미터와 등을 이용한- : LSC

비상대응 식품시료 중 신속분석 절차 수립Pu

비상시 신속분석을 위한 과 동위원소 동시 자동분리 최적조- Sr Pu

건 수립

100

해양시료 미량

핵종 측정법

개발

환경시료 중 측정 및 분석법 개발129I○

비상사고 후 미량 의 분석 유효성 평가- 129I

분석 방법의 한계 평가 및 사고 후 확산된 미량 분석법- 129I 129I

개발

해수 중 측정 및 분석철차 수립- 129I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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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4-4. 4 (2015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현장 연속 원

격 감시 기술

개발 감마 핵:

종

현장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 최적화 및 원○

격 감시기술 개발

소형 방사선 검출기시스템 개발 및 최적화- CZT

현장감마분석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100

현장 연속 원

격 감시 기술

개발 베타 핵:

종

연속측정 검출기 제작○

연속측정위한 설계 및 제작- flow cell

검출기 선정 및 검출신호처리시스템 개발-

통합운영소프트웨어 개발-

100

중장기 대응을

위한 미량 오

염 핵종 분석

기술 개발 및

핵종분석자료

구축DB

토양 시료 중 분석 기술 개발129I○

여섯 개 시료 연소시킬 수 있는 연소로 개발-

토양 시료 연소하여 형태로 포집용액에 포집함- I-

요오드정제를 위해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 역추출 절차 수립- /

를 이용하여 분석- ICP-MS 127I

를 이용한 분석-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129I

국내 토양 중 구축129I/127I, 137Cs DB○

원전 주변 환경과 대조군 제주도 백령도 강화도 연천 문산 동- ( , , , , ,

두천 에서 토양 시료 채취) .

각 시료의 분석 구축- 127I, 129I, 129I/127I, 137Cs DB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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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4-5. 5 (2015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현장 연속 소

형 검출시스템

의 현장적용기

술 개발

실시간 방사능 원격센싱 시스템을 이용한 고준위 오염수 적용기술 개-

발

소형 감마핵종검출시스템을 이용한 해수 및 빗물 적용기술 개발-

100

환경 방사선/

능 측정결과

이용 초기 환

경 방출량 재

평가

환경 방사선 능 측정결과를 이용한 초기 방출량 재평가 및 오염지역- /

정밀 평가

환경 시료 중 동위원소비 구축- ( 129I/127I, 137Cs)

100

핵종 긴급분석

절차 확립

사고대응 식품별 핵종별 긴급분석법 유효성 평가 및 절차 확립- ,

현장시료 교차분석 이용 긴급분석절차 검증- /

사고시 선량평가를 위한 시료별 핵종별 축적 농도 및 축적 경향 평-

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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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1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생활 및 업무∙

환경 주변

물질OSL/TL

조사

스펙트OSL∙

럼 측정장치

제작

생활 및 업무 환경 주변 물질 조사OSL/TL∙

휴대전화 전자소자 반응 특성 조사- OSL

벽돌 타일 석영물질 반응특성 조사- , ,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제작OSL∙

고감도 와 스펙트로미터 광필터 조합- CCD ,

100

신 소화기모∙

델 해석

신 소화기모델 분석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HATM)∙

신 소화기모델을 적용한 내부피폭 평가 자료∙

산출 및 검증

100

전자개인선량∙

계 성능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제작

전자선량계 성능시험 기준 선질 개ISO LK 6 (LK35, LK55, LK70,∙

제작 및 정량화LK100, LK125, LK1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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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2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생활 및 업무∙

환경 주변

물질OSL/TL

시료화 기법개

발 및 방사선

반응 특성 평

가

다파장 자극∙

광원 스OSL

펙트럼 측정장

치 제작

최신 휴대전화 전자소자의 선량복원용 시료화 기법개발 및 방사선반∙

응 특성 평가

전자기판내부의 가능한 모든 소자의 방사선 반응 특성 실험 및 평-

가

신호 감쇠 특성 데이터 확보-

건축물 구성 물질 벽돌 타일 의 신속한 시료화 기법 및 선량복원 프( , )∙

로토콜 개발

기존 기법 대비 배 이상 판독속도 향상- 20

다파장 자극광원 스펙트럼 측정장치 제작OSL∙

100

모델 해OIR∙

석

의 수정된 호흡기 모델 분석 및 해석OIR∙

핵종 별 전신 생리역동학모델 분석 및 관련 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델을 이용한 잔류함수 산출 모듈 개발OIR∙

100

전자개인선량∙

계 성능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저선량률 확( )

대 및 저선량

률 감마선장

제작

개인선량계 서베이미터류 교정 기준선장 확대 종/ (241Am, ISO LK2 :∙

및 정량화 자료 생산LK210, LK240)

저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단일 에: 241Am∙

너지 의 저선량률 감마선장을 제작(59.5 k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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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3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방사선량 회∙

구측정 및 평

가 절차서 작

성

최신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개발

시료준비부터 최종 선량평가까지-

개발된 절차서 검증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선량회구평가 실- -

증 시험 실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 개발∙

시료 추출 전처리 선량평가- , ,

최저검출선량 약- 10 mGy

산출시간 약 시간- : 2

의 물리적 모델 수립 및 분석 프로그램 작성OSL∙

100

신 섭취모델∙

기반 섭취잔류

함수 산출

의 개 핵종에 대한 섭취경로별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OIR part 2 15∙

산출

의 개 핵종에 대한 섭취경로별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OIR part 3 15∙

산출

내부피폭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생체검정∙

함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방사능방재 현장 운영장비 교정 시험용 키트 제작 및 절차서 작성 오/ (∙

염감시기 핵종판별기/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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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4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방사선 사고∙

시 피폭선량

복원 및 원격

실시간 선량

측정 기술 개

발

선량복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설계 알고리듬 개발(S/W) ( )∙

선량복원기술의 현장 적용 시험 및 절차보완∙

사고후 경과시간에 따른 최저검출선량 평가∙

휴대폰 내부 전자소자의 현상을 이용한 사후 선량평가기술의 국OSL∙

제상호비교

선량평가용 결정체 물질 제조 장비구축 및 기반기술 확보∙

원격 실시간 선량 평가용 결정체 물질 제조 중성자 측정 가능RL ( )∙

선량률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 제작RL∙

100

상처흡수모델∙

분석 및 이를

적용한 생체검

정자료 산출

상처흡수 격실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처흡수 모델 적용을 위한 생체검정 산출모듈 개발∙

모델과 상처흡수 모델을 결합하여 개 핵종에 대한 생체검정OIR 28∙

자료 산출

100

감마선 지역∙

감시기 현장교

정체계 구축

현장 교정 시험 기술사양서 작성/∙

감마선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 시험키트 제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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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5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방사선 사고∙

시 피폭선량

복원 및 원격

실시간 선량

측정 기술 개

발

국제상호비교 결과 평가 및 그에 따른 시료별 사후 선량평가 기법 세∙

부절차 완성

선량복원 데이터 분석 개발 적용S/W /∙

기술이전을 통한 현장 적용∙

원격실시간 선량 평가용 물질 특성 평가RL∙

측정장치의 성능 평가RL∙

100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

평가 전산코드

개발

신 국제권고 관련 전산자료 구축∙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100

중성자 지역∙

감시기 성능시

험용 이동식

조사장치 및

현장교정 체계

개발

현장 성능시험 교정 기술기준서 및 시험절차서 개발/∙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 시험 키트 제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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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관련 분야 기여도2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전 세계 원전 사고시1.

신속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선진적 방사선 환경방호 체계ㆍ

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 및 해양 확산평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및 주.

변국 원전시설 사고시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심기술 확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고 국내 고유의 모델을 확보함으로써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은 기술을 확보하였다 특히.

중국의 원전 시설은 중국의 동해안 지역이 많이 위치함으로써 만일의 중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

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대기 및 해양확산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긴급히 필요하다.

대기 및 해양 방사능 오염 확산 피해 예측을 통하여 원자력시설에서의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하/

는 기술로서 환경과 주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원전 사고 대비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은 및. , IAEA

등의 원자력전문기관에서 사고시 환경평가를 위하여 활용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방사선 환경KINS

방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화를 선도할 수 있다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시아 등의 아IAEA/RCA , , , ,

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적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태환경 장단기선량평가기술개발2-1.

생태환경 선량평가기술은 미국 유럽 등 원자력선진국에서는 년대 초부터 활발한 연구가 시작, 2000

되어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차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처음 연구가 시작되3

어 연구역사가 길지 않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국제 표준방법에 기반한 생태계.

선량평가코드를 아시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선진기술과 기술격차를 대폭 줄였으며 국제공동, IAEA

연구에 참가하여 코드의 성능 검증과 함께 국제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급 논문 작성하여 코드의SCI

세계화 추진 및 국제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 (UNSCEAR)

후쿠시마 사고 방사선영향평가 전문가로 참여하여 국내코드를 활용한 국내 결과 입력 반영하는 등

이제 국내기술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2-2. .

국내 최초로 야외 시료채취를 통하여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핵심 자료

인 핵종의 전이인자를 측정하고 국내 고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방사성 물질의 해수면 침적.

및 육지로부터의 해양 유입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동식물 전이인자를 조사하였고 조석간만 현상에

의해 특이한 서식환경이 조성되는 강 하구 생태계 동식물 전이인자를 조사하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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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면 침적 및 지하 유출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야산 지대를 중심으로

육상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수생태계 및 육상생태계 조사를 통하여 약. 130

생물종 및 핵종에 대하여 총 여개에 달하는 전이인자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들은 우26 5500 .

리나라의 고유한 환경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코드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되어 신뢰도 높은K-Biota

야생동식물 선량 평가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관련 핸드북 개정시 정보 수여자 입장에서, IAEA

정보 공여자 입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완화기술개발2-3.

작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정화기술은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초보적인 기술 단계이지만 본 연

구에서 수행된 핵종흡수 자료는 향후 작물의 핵종 흡수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개발의 기초자료가 된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궁극적으로는 원전 사고와 같은 비상 시 중장기적 환경 복원을 위한.

국가 대응 정책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2-4.

저준위방사선 피폭에 대한 동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조사는 최근에야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인 분야이며 본 과제에서 개발된 모델동물 야생등줄쥐 의 선량 반응 관계식은 환경방사선과 야생, ( ) -

생태계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연구 수행 중 개발되어 국내외 특허로,

출원한 저준위방사선 조사된 건강한 쥐와 흉선암 발생 생쥐에서 발굴된 회복 유전군과 그 검“ DNA

출방법 은 향후 관련분야 연구 활성에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

원전의 가상 사고에 따른 일반인의 방사능피폭의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는 제한구역경계3. (EAB)

와 저밀도인구지역 을 설정한다 이는 원전의 설계 특성상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LPZ) .

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하여 일반인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수로와 중수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부지적합성을 위한 평가체계는 경수로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중수로 기술도입국 캐나다 의 관련 기술의 지속적 도입으로 국내 기. ( )

술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여러 혼란이 있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심화되는 반.

핵단체의 저항 등으로 부지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지안전성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은 기술도입국마다 차이가 있기 이에 대한 기술의 확보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부지안전성평가에 대한 여러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경 중수로 통합 사고결말평가 코드와 모델 검증을 위한 야외대기확산 실증실험·

기술은 독자적 평가기술의 확보로 국내 중수로현안 지원 신규부지확보 지원 원자력기술 수출사업, ,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경제적 산업적 부가가치로는 부지확보의. &#8231;

비용절감 토지비용 등 설계 최적화로 인한 비용절감 부가설비의 설치 비용 등 기술도입에 대한 비( ), ( ),

용절감 코드도입 및 기술자문비 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기구 신권고에 기반한 방사성유출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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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민선량평가 코드 및 관련 기술개발은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향후 국내 평가체계의 향상

에 기여한다 더욱이 국내는 단일부지에 여러 원자력관련시설이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본 연구. ,

의 결과는 국내 원전 산업의 능동적 대처와 아울러 당면하고 있는 복합시설의 운영 여유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의 평가체제에 적합한 맞.

춤형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원자력수출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5-1.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Retrospective Dosimetry)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폭 및 누출 선량을 사후에 측정 및 평가할 수 있

는 기술로서 다양한 방사선 사고 수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임.

방사선 관련 사고시 작업자 및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들이 그 사고로 인해 실제 방사,•

선 피폭 여부를 신속히 구분하여 피폭자가 적합한 의료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여할

것임 또한 사고 범위나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부족에 기인한 사회적 패닉 상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판독특이자에 대한 선량평가시 현재 주로 혈액검사를 통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폭선량이•

낮은 경우 선량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본 기술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전하여 판독특이자 선량.

평가에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관리에 기여할 예정임.

최근 그 우려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일명 더러운 폭탄RDD(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을 이용한 방사선 테러 상황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러 용의(Dirty Bomb)

자 용의차량 용의건물에 대한 방사선량을 평가하여 이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관, ,

련기관에 제공함으로서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2.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상처흡수모델을 분석하고 관련인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함에 따라 이 모델의 사용 시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상처흡수모델을 적용한 내부피폭 평가에 있어 평가자마다의 분석차이로 인한 평가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에 기반한 평가방법론을 구축함에 따라 평가자에 따른 차이를 줄여 신뢰성 있는IDEAS Gudeline•

내부선량평가에 기여함

신 국제권고에 기반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신 권고에 의한 규제 시 기준•

전산코드 사용되어 신 권고기반 규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3.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용으로 국내 표준 및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규격의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을 확보하고 방사능 방재 혹은 원자력시설에서 운영하고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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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장 방사선 능 감시기에 대한 현장 성능시험체계를 국제 규격에 따라 구축하여 방사선방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가능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방사선 방호 방재 보안용 현장 방사선감시기, / /•

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체계를 확보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확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산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확장된 기준 방사선장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

로 국내 방사선검출기 개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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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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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전 세계 원전 및 주변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1.

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차원의 방사선 환경방호 대응 시ㆍ

스템으로 활용하고 본 기술을 활용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후쿠시마 사고후 국제사회는 조사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후.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방사선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산하. UN

및 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후쿠시마 사고 조사평가를 수행UNSCEAR, IAEA OECD/NEA

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사선 영향 및 조사 평가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를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사선 환경방호 분야의 기술력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전 주변 환경 영향 및 안전성 평가에 확산영향 결정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건설시 인허가,

평가와 건설 후 주변 대기 및 해황 변화 현상을 예측하여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대.

기 및 해양 방사능 오염 확산 피해 예측 기술은 원자력시설에서의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기/

술로서 환경과 주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

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 IAEA, ,

등과 관련 기술의 상호 평가 및 운영을 통하여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중국 인도네시, ,

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 및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관련 기술은 대기 해양, . , ,

수자원 피해예측 및 대책기술 연구 분야의 선도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국내 고유 기술 확보를,

통하여 국제 방사선 환경방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할 수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

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에 대해 동 분야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외교적 분쟁시 정‧

량적 기술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존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방호하던 기존 방2.

사선방호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생태계를 포함한 통합적인 환경방호를 통해

건강한 환경을 후손에게 자산으로 물려주자는 것이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이후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본 인식이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생태계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은 환경으로 유출된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방호를 목적으로 생태계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로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국가기반기술이다 개발된 생태계 선량평가코드는 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종합 시스템의 하부 모듈로 장단기 생태환경 방사선 리스크 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주민,

및 환경 통합 방사선 방호를 위한 국내 기본 엔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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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인자는 생물체와 환경매체 간 핵종의 농도비로서 야생동식물의 내부피폭선량 평가에 핵심적

인 모델 파라메타이다 핵종의 전이인자는 자연환경 조건 및 생물의 특성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내 또는 부지 고유의 환경특성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

보된 수천 개의 전이인자 값들은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국내 특성치로서 한국의 야생생

물 선량평가 코드인 의 전이인자 입력데이터 파일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K-Biota .

해서는 참조 동식물의 종류에 맞게 전이인자 값들을 정리 통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의 실행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는 참조 동식물이 정립되어 있지만 규제를 위한 공적 지침으K-Biota

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제 당국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지침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원자력 사고시 오염된 환경복원은 주민의 경제활동 재개와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대응책이

다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은 오염 수준 및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광범위하게 낮은 수준.

으로 오염된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 생산.

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식물들이 현장에서 성장하여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수용액의 세슘농도 한,

계를 설정하고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각 식물의 흡수효율을 활용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최적의, Cs

세슘을 흡수하기 위한 정화공정 설계에 활용가능하다 국내 자생식물체를 대상으로 방사성 흡수가.

우수하고 식물체내 농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신규의 형질전환식물체 개발에 활용하고 광산과 공업지, ,

역 부근의 중금속 오염 토양 복원 산화스트레스 내성 유전자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 제거 및 환경스,

트레스 내성 작물의 유전공학적 개발 고기능성 식물 형질전환체 기술은 가공식품의 원료개발에 활,

용이 기대된다.

야생에 서식하는 실제동물에 대한 생물표식자 개발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방(biomarker)

사성물질이 대량으로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편하고 경제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야생 동물모델에 대한 선량 효과 관계식은 유사시 모델동물을 채취하여 생. -

물학적 변이를 조사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의한 주변 생태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방호를 위한 국내 규제 기준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원자. .

력사고는 사고 자체가 사고발생 국가 경제에 파국적인 결말을 야기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위치에 따,

라 주변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전혀 예기치 않.

게 찾아 올 수 있는 원자력 사고를 대비한 대응 기술은 유사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

수적이다 특히 중국 서해안에 다수 위치한 중국 원자력발전소 년까지 총 기의 원자력발전을. , 2016 26

추진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으므로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

아 원자력사고 대응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

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의 완성도 및 대응 숙련도에 따라 유사시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술개발을 통한 대응기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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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최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설 주변 주민들 자체의 건강 뿐 아니

라 시설 주변 생태계 또한 시설 운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

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의 인간 및 비인간 생활권을 포함한 생태계.

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는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력시설 주.

변 환경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설 운영자간의 관념적 시각차에 대한 의견 합의를 이끌 수 있

는 객관적인 매개체로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야생, .

동식물에 대한 방사선 방호는 원자력의 환경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야생 동식물의 방사선 피폭 규제에 대비한 선제적 연구로서 선량평가를 위한 핵심자료인 전인

인자에 대한 국내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선제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긴급하게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제화되었을 때

큰 혼란 없이 적시에 신뢰도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의 환경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증대시킴으로써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일조할 수 있다 또.

한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로 야생 동식물 선량평가를 위한 고유기술을 개발 보유하게 되면,

원자력 수출국에서 나아가 명실상부한 원자력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작물을 이용한 환경정화기술은 해당 식물체의 방사능 제거 유효성 확보로 인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하고 원자력 주변 시설 식재 등에 따른 신규 산업분야 창출 및 원자력 안정성 확보할 뿐,

아니라 고효율의 방사성 핵종 흡수력을 지닌 형질전환식물체 개발로 인해 식물학적 방사능 제거기,

술의 상용화에 일조할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 및 국제 훈련생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희귀금속을.

축적하는 식물을 이용하여 오염 환경 복원과 동시에 희귀금속 회수에 활용 가치가 있다.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연구결과는 후쿠시마 원전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이나 방사성 핵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원전의 신규건설 계속운전 등과 같은 인허가 승인의 필수요건인 부지적합성3. ,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코드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중수로 현안으로. ACCESS

대두된 중수로 사고결말해석에 대해 국내 자체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로공급국인 캐나다의

기술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형간 평가방법에 대한 상호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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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

에 기반하여 더 나은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평가체계를 권고한다. PRESS

코드는 국제기구 신권고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의 능동적 대처와 아울러 국내 평가체계의 향상을

통해 원활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의 평가체제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함

으로써 국가원자력수출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확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4.

시 처럼 국내 외 중대사고 비상대응에 활용ㆍ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의 산업체 및 대학 기술지원으로 국가적 대처능력 향상○

주요 누출핵종의 자동축차분리 및 긴급분석 관련기술 이전○

환경 방사능 오염 감시에 활용○

후쿠시마 사고 후 국내 환경시료중의 핵종 분석으로 사고 후 환경 베이스라인 제시○

수출입 식료품 식수 해수 및 농 축 수산물 방사능 오염 평가에 활용, , · ·○

수출입 고철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활용○

농 축 수산물 식료품 감시관련 기관에서 방사능물질 관련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방· · ,○

사성핵종 분석기술수요 충족

방사능 분석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대학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 ,○

원자력발전소 수출시 도입국의 환경방사능 감시기술 요구에 활용○

국내에서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 관련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국내기술 주도 및○

국외기술 교류 가능

방사능 신속분석기술과 실시간 방사선모니터링으로 방사능재난 대비기술 확보○

기술 확보된 핵종의 분석법을 활용하여 유사하지만 아직 분석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핵종 분석기○

술 개발이 용이

방사능 오염 신속평가관련 전문기술 정보 인력 시설 인프라 구축 실수요자에 분석기술 지원으로· · · :○

국가적 방사능 비상대응 능력 향상 및 기술수요 대처

핵종 자동분리 및 신속분석 기술은 앞선 기술로 원자력 관련국에 기술 이전 가능○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자 및 주민들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5.

하는 것은 직접적 경제적 수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

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외 관련 선진 기술진을 초빙하여 선량복원 작업을 실시해야 하

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피폭 우려자에 대한 실제 피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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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평가와 누출 방사선량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고 규모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일 것이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할 경우 방사선 누출량 지도 작성이 가능하며 피폭 우려자,•

의 선량평가를 비용은 기존대비 약 분의 수준으로 평가 시간은 약 분의 이하로 수행 가능10 1 , 5 1

할 것으로 예상됨.

선량복원 기술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에( )•

이전하여 판독특이자의 선량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내부피폭에 대한 관심과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계를 포함한 많.•

은 기관들의 내부피폭에 대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새.

로운 내부피폭 모델이 적용될 경우 산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매우 클 것이며 선량 평가의 신뢰성

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 및 관련인자 데이터베. OIR

이스 구축결과는 향 후 을 적용한 평가 시 여러 분야의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또OIR .

한 산출된 핵종 및 섭취경로 별 잔류 배설함수는 내부피폭 코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방호용 측정기들에 대한 시험 및 교정용 기준 방사선장이 확대 구축됨•

으로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기들의 성능을 다양한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방사선측정기 개발 및 제작 전반에 구축된 체계를 이용하면 측정기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증가되므로 국산 방사선측정기의 제작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며 측정결과에, ,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이기에 현장에서 방사선방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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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 개발1.

관련 회의 자료IAEA MODARIA∎

의 모델간 비교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및 자료IAEA MODARIA WG10∎

보고서IAEA Safety series No. 115∎

발틱해 해양환경내 관측자료 및 평가 보고서IAEA Cs-137∎

후쿠시마 사고 초기 선량 관측 및 평가 보고서IAEA∎

후쿠시마 사고 조사 및 평가 보고서UNSCEAR∎

체르노빌 사고 년후 평가 보고서UNSCEAR 10∎

후쿠시마 사고 대기확산 평가 보고서WMO∎

후쿠시마 사고 일본 국민 및 전 세계 주민 건강 위해도 평가 보고서WHO∎

후쿠시마 사고 조사 보고서OECD/NEA∎

후쿠시마 사고 평가 보고서IRSN∎

일본 동경전력 및 후쿠시마 사고후 환경내 관측자료 보고서MEXT∎

일본 해양연구원 해류 자료JCOPE2∎

일본 후쿠시마 사고 대기 및 해양 방사성핵종 선원항 자료JAEA∎

방사선방호 평가 보고서ICRP-60, 103, 113∎

후쿠시마 사고후 전 세계 모니터링 지점 방사성핵종 공기중 농도 자료∎

미국 후쿠시마 사고 조사보고서NRC∎

미국 전 세계 해류 자료NOAA∎

2. 방사선사고 생태환경방호 대응기술 개발

2-1. IAEA TRS 479(2014): HANDBOOK OF PARAMETER VALUES FOR THE

PREDICTION OF RADIONUCLIDE TRANSFER TO WILDLIFE

에서 주도한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한 야생 동식물 핵종별- IAEA/EMRAS II Working Group 5

전이인자 자료DB .

2-2. ICRP, publication 114 (2009), Environmental Protection: Transfer Parameters for

Reference Animals and Plants

에서 정의한 참조동식물에 대한 전이인자 데이터 베이스- ICRP .

2-3. ICRP publication 124 (2014):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under different



- 128 -

Exposure Situations

에서 정의한 피폭상항별 기존피폭 계획피폭 비상피폭 생태계 선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ICRP ( , , )

가이드 제시.

2-4. UNSCEAR (2014) Sources, Effects and Risk of Ionizing Radiation,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Scientific Annex A: Levels and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to the nuclear

accident after the 2011 great east-Japan earthquake and tsunami.

차원에서 추진한 후쿠시마 사고에 의한 일본 및 지구적 방사선 영향평가 종합 보고서 국내- UN .

전문가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

2-5. IAEA-TECDOC-1737(2014): Modeling of biota doe effects

국제공동연구 의 의 결과문서- IAEA EMRAS biota working group

2-6. IAEA-TECDOC-1738(2014): Transfer of tritium in the environment after

accidental releases from nuclear facilities

국제공동연구 의 의 결과문서- IAEA EMRAS tritium working group

후쿠시마 보고서2-7. IAEA (2015), Vol 1~ Vol 5

일본 후쿠시마 사고 분석 및 영향에 관해 전문가가 작성한 종합 보고서- IAEA

유럽연합 의 보고서2-8. (EU) EURANOS(CAT1)-TN(06)-09-01~03

원자력사고시 거주지역 농경지역 음용수 오염관리를 위한 종합 핸드북- , ,

유럽연합 의 프로젝트 보고서2-9. (EU) STRATEGY

원자력 사고시 농경지역 오염관리를 위한 의 연구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EU STRATEGY

2-10. UNSCAEAR (2016) Sources, Effects and Risk of Ionizing Radiation,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2016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Scientific Annex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public exposures

due to radioactive discharges.

방사성 유출물에 의한 사람 피폭 평가 방법론 글로벌 지역 간 비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으- .

로 규제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특이 정보 없음3.

4. 네트워크실험실 협의체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IAEA .○

회의 성격 환경방사능분석관련 네트워크 실험실 경험 공유 새로운 분석방법 개발 비교: IAEA , ,○

숙련도평가 교육 등을 협의하는 회의임, .

회의명: 11th Coordination Meeting of the IAEA's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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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ALMERA)

현황 는 환경방사능분석 관련 국제 네트워크 실험실이며ALMERA : ALMERA IAEA , Africa (10○

개 개 개 개), Europe(71 ), Middle East(10 ), Asia Pacific(21 ), North and Latin America(26

개 의 개 지역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 한국원) 5 , (KINS)

자력연구원 두 개의 기관이 네트워크 실험실로 되어있음(KAERI) .

협의체 회의 년 회 본부 년 회 년ALMERA : 1997 1 (IAEA ), 2005 2 (ICTP, Trieste Italy), 2006 3○

회 대전 년 회 년 회(KINS, ), 2007 4 (ICTP, Trieste Italy), 2008 5 (CNEN-IRD, Rio de

년 회Janeiro, Brazil), 2009 6 (Food & Feed Safety Directorate, Budafest, Hungary),

년 회 년 회 본부 년 회2010 7 (ERPA, Addis-Ababa, Ethiopia), 2011 8 (IAEA ), 2012 9

년 회 가 열렸으며 년은(TAKE, Ankara, Turkey), 2013 10 (CNSC, Ottawa, Canada) , 2014

회 회의임11 .

회의 내용 년 수행한 비교숙련도평가 결과 토의 및 차기 비교숙련도 평가 협의: 2013 ALMERA .○

기 수행된 분석방법개발 현황평가 및 차기 수행할 분석방법 내용토의 기 수행된 워크숍 및 교.

육훈련 평가 및 토의 참여 실험실의 분석방법 개발 품질시스템 방사능 모니터링과 평가 대한. , ,

경험 발표 전문가 그룹의 방사선계측기 개발 식품 중 방사능모니터링 비상 대응 및 대. IAEA , ,

비 등에 대한 발표 실험실 방문 및 연구업무 파악 년에 참가했던. IAEA Seibersdorf . 2013

비교숙련도평가 결과 토의 년부터 수행할 해수 중 방사성스트론튬 신속분석방ALMERA . 2014 “

법 개발 과 관련하여 차기 진행 계획 협의” . “Rapid determination of 89Sr and 90Sr in

발표seawater: The KAERI experience on the automated radiochemical separtions" .

Mr. Aldo Malavasi (Deputy Director General and Head of the IAEA Department of○

는 사고 시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핵종의 신속하고 정Nuclear Sciences and Applications)

확한 분석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실험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였음ALMERA .

회의기간동안 여 편의 각 실험실별 경험 발표가 있었으며 각 지역별로 회에 걸처 주요 현50 , 2○

안 토의가 있었음 비상대응 신속 방사능분석 방법의 개발 천연방사성핵종의 분석 및 평가방법. ,

개발 분석방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비교숙련도 평가참여 등이 세계 네트, ALMERA

워크 실험실의 주요현안이었음.

연구실 등은 후쿠시마 후속조치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음IAEA Seibersdorf , FAO .○

회의 기간 동안 본 과제에서 개발된 내용인 “Rapid determination of○ 89Sr and 90Sr in

발표seawater: The KAERI experience on the automated radiochemical separations"

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음 방사화학 분리에서 자동화 기술은 이미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

으며 본 연구실은 이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년 동안 네트워크 실험실의 업무방향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본 연구2015-2016 ALM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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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Validation of the rapid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89Sr and 90Sr in

과 교차분석 및 교육 등에 대해서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연구결과에seawater samples" ,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 가능.

5.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1 (ICRP draft version report)•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2 (ICRP draft version report)•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3 (ICRP draft version report)•

EURADOS Report 2014-01 ‘Visions for Radiation Dosimetry over the Next Two•

Decades - Strategic Research Agenda of the 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가 주최하고(Dept. Homeland Security) IEEE (Institute of•

가 작성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가 인증한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방사선 능 측정기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지Institute) , /

침서 와 프로토콜을 여 년 전부터 개발하였고 최근까지 업데이트하고 있(ANSI N42 series) 10 ,

는 중이다 개인방사선경보기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휴대용 방사선핵종 분석기 방사성물질. , , ,

출입 감시기 중성자 검출기 등의 휴대 기기에 대한 성능시험 지침 뿐만 아니라 항만이나 공항, ,

에서 사용되고 있는 엑스레이 방사선검출기의 성능시험 체계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기.

기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 훈련 지침이나 기기의 데이터 형식 기준 등의 소프트웨어 적인 지침

도 체계화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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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서경석

번호 대표성과명 성과
등급 성과수준 사유

1
전 지구규모 방사성물질

대기확산 영향평가 기술 개발
1

• 방사선 사고시 대기 확산영향 및 초기 오염

도 평가 기술 확립

국제 프로젝트에IAEA/MODARIA KAERI•

주도적 역할 수행 및 일본 비WSPEEDI-II

교 검증을 통한 참여국 자료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술력 인정

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 선정2014 100•

미래창조과학부 년 월( , 2014 7 )

2
국제공동 연IAEA MODARIA

구 주도
1

IAEA MODARIA(Modelling and Data•

는for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방사선 환경방호에 관련된 모델의 검증 및

비교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로 후쿠시마 사고

후 대기 및 해양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워

킹 그룹 에는 개국이 참여하였음10 9 .

워킹 그룹 의 후쿠시마 사고MODARIA 10•

평가에 가 주도적 역할 수행하였고KAERI ,

의 평가결과를 참여국에 제공하여 평KAERI

가결과는 의 로 발간IAEA technical report

중으로 우리나라의 방사선 환경방호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3

지구규모 및 지역규모 차원3

해양확산모델 및 오염도 평가모

델 개발

1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해양으로 누•

출된 방사성물질의 해수 부유사 및 해저토,

내 시 공간적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평가하ㆍ

는 코드 을 개발LORAS-Global, Regional

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기

술을 확보함.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해당결과를 국제•

저널에 다수 게재함SCI .

년 대한민국을 빛낸 산업기술 성과2014 27•

선 선정 한국공학한림원 년( , 2015 )

4
해양확산모델 검증 위한 수리모

형장치 제작 및 결과 분석
3

개발된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실제•

월성원전 방파제를 실내 규모로 제작하여

실내실험 수행 및 모델 검증

수리모형장치를 이용한 결과분석은 년2013•

및 년 방사성폐기물학회 우수 논문상으2016

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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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방사선사고 생태환경방호 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금동권

번호 대표성과명 성과
등급 성과수준 사유

1
생태계 방사능 영향평가 기

술
2

생태계방사능영향평가기술은 유엔의 핵심 의제인∙

지속가능한개발 을 위해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 ”

보호를 위한 기술임.

동 기술은 유럽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개발되,∙

었으며 국내 방사선방호 기술을 국제수준 선진국, (

대비 이상 으로 향상시켰음90% ) .

동 기술은 현재 국내 규제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권고 국내 방사선ICRP103, IAEA/BSS(2014)

안전 규제 체계 수립에 필수적인 기술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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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방사선환경방호체제지원 인체피폭해석 최적화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황원태

번호 대표성과명 성과
등급 성과수준 사유

1
경중수로 통합 사고결말평‧

가코드 개발(ACCESS)
2

국내기술기준 경수로 에 기반하여 중수로의 특성적( )

규제권고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중수로 계속운전에서,

국내현안으로 제기되었던 대기확산인자 값의 급격증

가를 자체 아이디어로 해결하였음 이를 통해 기존의.

국외 기술의 의존도를 탈피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 이는 기존의 국내 기술을 한.

단계 향상시킨 결과로 판단함

2
악기상조건 대기확산 야외실

증실험
2

대기확산실증실험을 위한 전과정을 악기상 조건 및

지형특수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설계하였음 이러한.

악기상조건에서 기상패턴분석을 통해 방출량 등을 결

정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실험결과는 수치모사.

를 통해 기류 흐름을 해석하였고 코드이, ACCESS

대기확산모델의 타당성 입증을 수행하였음 이는 모.

델 검증을 위한 실험설계의 국내 기술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킨 결과로 판단함

3

국제신권고 기반 기체상유출

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 코

드 개발(PRESS)

3

국제신권고의 방사선방호원칙에 입각하여 신모델 및

국내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입력변수값을 설

정하였음 국내는 미국 규제위원회의의 권고 개념에.

입각하여 평가해 오고 있으나 향후 국제기구의 신권,

고의 도입이 예상될 수 있음 국제기구에서는 기본.

원칙만을 제공하며 이에 합당한 모델 및 국내고유의,

변수값을 설정함으로써 국내 방사선방호평가체제의

한단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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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이완로

번호 대표성과명 성과
등급 성과수준 사유

2
방사성핵종 신속 자동축차분

리 시스템
2

방사성핵종 신속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개발 국내(○

외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

시간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

축차분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관련기술은 특허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 한진이엔아이 주 해외 및 국내 판( ( ),

매).

기술이전료 천원 경상료 천원- : 35,000 , : 2,600

성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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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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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방사선방호용 선량측정 및 평가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김장렬

번호 대표성과명 성과
등급 성과수준 사유

1

방사선 사고시 사후 방사선

량 평가 선량복원 기술 확( )

보

2

개인 휴대품을 이용하여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써 기존 바이오 및 기술 대비 최저EPR

검출선량이 낮고 판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어 과

피폭 여부를 신속히 판독하여 사고 관련자의 건강보

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혼란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됨 개발된 기술은 유럽방사선량평가그룹.

국제상호비교를 통해 최고 수준의 신뢰(EURADOS)

성을 확인함.

2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

평가 전산코드 개발
2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델을 적용한 내부선ICRP OIR

량 평가 전산코드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산코드는 관련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과물임 이에 따라 향후 신.

국제권고 기반 규제환경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갖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이동식 감마 중성자 현장 교/

정체계 구축
2

국내 최초로 방사선 비상시 방사선감시기의 현장 교

정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동식 감마 중성자 조사장치의, /

개발을 통해 고정형 지역감시기 등에 대한 반응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비상.

시 현장 방사선감시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신뢰성 향

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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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등급 기준 】

1
세계최초 또는 최고수준의 성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소관분야의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형Break-through 지식 또는 기술

2 국내 학문 기술적 수준을 한단계 시킬 수 있는/ Up-Grade 지식 또는 기술

3
기존 지식 또는 기술과 다르다 차별성 는 사실( ) 에 입각한 결과로 학문 기술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 또는 기술

4
연구개발결과는 새로우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학문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힘든/ 지식 또는 기술

5 기존 지식 또는 기술과 차별성이 없거나 답습한 수준 지식 또는 기술



- 154 -



KAERI/RR-4400/2016 2012M2A8A4025912

보안과제 일반과제( ), ( )○ 공개 비공개/ ( ), ( )○

방사선 환경방호 핵심기술 및 사고대응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critical technology of the

radi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and nuclear accident

preparedness system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 개발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technology of dispersion

effects in the environment for the radiological accident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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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를 "방사선 환경방호 핵심기술 및 사고대응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

세부과제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 개발 의 보고서로 제출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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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기관명 성균관대학교:

협동연구책임자 이 정 렬:

연 구 원 이 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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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기관명 스마디: ㈜

협동연구책임자 이 정 민:

연 구 원 오 성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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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2M2A8

A4025912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2.3.1∼

2017.2.28
단 계 구 분

단계1,2 /

총단계

연 구사업 명
중사 업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연 구과제 명

대과 제명 방사선 환경방호 핵심기술 및 사고대응 시스템 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 개발

연 구책임 자 서 경 석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명: 35

내부 명: 29

외부 명: 6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천원:3,950,000

기업 천원:

계 : 3,95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명: 35

내부 명: 29

외부 명: 6

총연구비

정부 천원:3,950,000

기업 천원:

계 : 3,95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부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성균관대학교:

연구기관명 스마디: ㈜

연구책임자 이 정 렬:

연구책임자 이 정 민: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자 이내( 500 ) 보고서면수 300p.

기상청의 대용량 수치예보자료 자동 송 수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수치예보자료 수신⦁ ㆍ

서버를 구축하여 대용량의 수치예보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고 자료저장 검색 모듈, /

및 자료 색인화 동기화 모듈을 개발함/ DB .

지구규모 대기중 확산범위 예측을 위한 차원 대기확산 수치모델 을3 LADAS-Global⦁ 

개발하고 후쿠시마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핵종 의, (Xe-133, I-131, Cs-137)

확산분포 산정 및 관측자료와 검증을 수행함.

⦁ 대기중 침적 핵종농도 연계 지표면 오염도 평가를 위한 외부피폭모델 개발하고, 지구규모

지표면 침적에 의한 유효선량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함Cs-137 .

지구규모 및 지역규모 해양환경내 확산범위 예측을 위한 차원 해양확산 수치모델3⦁ 

을 개발하고LORAS-Global, LORAS-Regional , 해양환경내 핵종농도 연계 초기 및 장기

선량평가 모델을 개발함.

지구규모 및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는 후쿠시마 사고시 해수 해저토에서 측LORAS ,⦁ 

정한 관측자료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여 모델을 검증함· .

⦁ 지역규모 해양환경내 핵종 확산모델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함.

색 인 어

각 개 이상( 5 )

한 글 수치예보자료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해양확산모델 수리모형, , , ,

영 어
Numerical forecast data, Global scale,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Marine dispersion model, Hydraulic sca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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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Ⅰ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및 해양 환경으로 누출되었다 환2011 .

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전 세계 사람과 우리나라 국민에 주는 방사선 영향을 예측

하는 것은 중요하다 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11

국지규모 대기확산모델 이 구축되어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LADAS-Regional

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은 동북아시아. LADAS-Regional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에 의해 태평양으로 이동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하여 영향을 주는 사항은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

구규모 관점의 차원 대기확산모델 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3 LADAS-Global .

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해양으로 직접 누출되어 일본 동쪽 연안과 태평양을 오염시켰다 그러.

나 년 우리나라는 방사성물질의 해양 확산 및 방사선 영향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지2011

못하여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거동을 신속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

측면에서 지구규모 관점에서 방사성물질의 해양 환경내 이동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해양확산모

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은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자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

사선 비상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과 핵심기술은 자국의.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다른 나라로의 상업적 판매나 기술이전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원전시설은 중국의 동해안 지역이 많이 위치함으로써 만일의 중국의 방사선 사

고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대기 및 해양확산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긴급히 필요하다 대기 및 해양 확산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및 주변국 원자력시설.

사고시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술 확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방사선적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고유의 모델을 확보함으로써 외국기술에 종속되지 않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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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지구규모의 대기 및 해양 환경내 방사성물질 확산평가 모델 개발은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에 필수적인 수.

치예보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고 확산모델에 연계하는 전처리 대용량 자료처리 모듈을 개발,

하고 구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

의 이동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차원 대기 해양확산모델을 개발하였다· 3 / .

개발된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확산패

턴을 모사하였고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방사성핵종 농도와 비교하여 일차적인 검증,

을 수행하였다 또한 초기에 대기로 확산된 방사성핵종 농도와 연계된 내부 및 외부피폭에 의.

해 전 세계 사람이 받게 될 피폭선량을 산정하였고 장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지표에 침적된,

장반감기 핵종의 침적농도를 산정하였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확산모델을 개발하였고 후쿠시마 사고시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방사성세슘의 지구,

규모 확산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여 인간이 받게 될 선량 및 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

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확산해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모형장치는 지진해일.

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1, 2

냉각시설을 위한 취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개발결과.Ⅳ

본 연구를 통하여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을 위한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고 대용량의 수치예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전처리 및 모듈을, DBㆍ

개발하였다 수신된 기상자료를 대기확산 해석 프로그램인 에서 활용하기 위한. LADAS-Global

파일 및 자료 변환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여 대용량의 자료를 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DB .

또한 년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를 통하여 한국기상청의 예보자료를 실2012 MOU UM

시간으로 수신하는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였다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구.

규모 대기확산모델의 계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파일로 구성하여 계산시작interactive

일을 입력하면 기상수치예보자료의 폴더를 자동으로 찾아 필요한 기상 정보를 추출하는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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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운영을 간편화하였다program .

전 세계 원자력시설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구규모 차원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3 LADAS-Global . LADAS

은 후쿠시마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및 의 확산현상을 모사하였고-Global Xe-133, I-131 Cs-137 ,

과 의 공기중 계산된 핵종 농도 값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농도 값과I-131 Cs-137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은 관측값과 전반적인 일치를 보여 방사. LADAS-Global

선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기확산모. 2011

델 만이 개발되어 국지규모의 평가만이 수행되었고 지구규모 관점의 확산평가LADAS-Regional ,

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 개발되어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대. LADAS-Global

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방사성핵종에 의한 초기 및 장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의 산정결과인 공기 및 지표면 침적 핵종농도 값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피폭선LADAS-Global

량과 값을 산정하였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위하여 차원 해양확산모델 을 개3 LORAS-Global

발하였다 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해양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LORAS-Global

해수 부유사 및 해저토내 농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연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

모델을 병렬화하여 신속한 계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해양으로 직접 누출.

된 의 지구규모 확산도를 산정한 결과 방사성세슘은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 태평양을 순Cs-137

환한 후 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남해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작아 측정되2015 ,

지 않을 수 있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수산물.

을 섭취하여 인간이 받게 될 선량 및 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모델을 개발하였다 개.

발된 해양 구획모델의 산정결과를 후쿠시마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 중 관측값과 비교하여 본

바 좋은 일치를 보였다.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

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확산해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모형장치는 지진해일.

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1, 2

냉각시설을 위한 취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수리모형장치는 크게 파 발생장치 회. ,

전식 연안구조물 대형수조 유속 및 토압측정 장치로 구성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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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전 세계 원전 및 주변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로 국가차원의 방사선 환경방호 대응ㆍ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본 기술을 활용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국제사회는 사고 조사평가를 위하여 다.

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후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방사선영향 평가를 수행

하였다 대표적으로 산하 및 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UN UNSCEAR, IAEA OECD/NEA

후쿠시마 사고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사.

선 영향 및 조사 평가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를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사선 환경방호 분야의 기술력을 국제사회에서 인

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전 주변 환경 영향 및 안전성 평가에 확산영향 결정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건설시,

인허가 평가와 건설 후 주변 대기 및 해황 변화 현상을 예측하여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대기 및 해양 방사능 오염 확산 피해 예측 기술은 원자력시설에서의 만일의 비상. /

사태를 대비하는 기술로서 환경과 주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관련 기술의 상호 평가 및 운영을 통하여 시스템의 활용을IAEA, ,

극대화 할 수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 및 상업적 활, , ,

용이 가능하다 관련 기술은 대기 해양 수자원 피해예측 및 대책기술 연구 분야의 선도적 우. , ,

위를 선점할 수 있고 국내 고유 기술 확보를 통하여 국제 방사선 환경방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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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TitleⅠ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technology of dispersion effects in the environment for the

radiological accident

. Objectives and NecessitiesⅡ

A large amount of radioactive material wa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and into the sea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radiological effects for

the human in the world and Korea by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Fukushima

accident 2011, the region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named LADAS-Regional in Korea

was only constructed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radiological effects was

evaluated to the human and environment due to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air. It could not be performed for the effects that the radioactive material was entered in

Korea through the various pathways after moving the Pacific Ocean by westerly wind

because LADAS regional was only cover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LADAS-Global of the global scale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assessment to have an influ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from the radiological accidents in the world. Also, huge

areas of the east coastal regime of Japan and Pacific Ocean were contaminated by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directly from the Fukushima accident. However,

the marine dispersion of the radioactive materials would not be evaluated in fast and exact

manner because the oceanic dispersion model had not yet been developed in Korea 2011. In

this viewpoint, marine dispersion model has to be developed to assess the transport and

diffusion processes of the radionuclide in the global ocean.

The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operated to

protect the human and environment from the nuclear accidents in advanced countries like

USA, Europe and Japan. These systems of the above countries, one can not purchase or get

some technical informations because of development only for the their own people and

environment. Therefore, the radi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system has to be developed

and constructed to conserve the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from the nuclear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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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III. Scopes and Contents

The global atmospheric and marine dispersion models are core technology to protect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from the radiological accidents. In this study, it was performed that

the server was set up to receive the numerical forecast data and pre-process module was

developed to treat the big data for connection with the dispersion models. Also, the global

atmospheric and marine dispersion models were developed to evaluated the transport of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from the nuclear accidents.

The developed glob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was applied to simulate the transport

phenomena of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from the Fukushima accident and the

calculat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ments. Radiological assessment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dose we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air concentrations, and the

deposited concentrations on the surface were calculated. The global marine dispersion model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diffusion patterns of the radionuclides in the sea and the

global dispersion pattern of Cs-137 was simulated. The oceanic compartment model was also

developed to understand the dose and cancer risks to have an influence on human from

ingestion of the contaminated seafood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sea.

Hydraulic scale instrument based on the distortion and similarity theory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validate the regional marine dispersion model. It has included the detection

instruments to measure velocity and height of solitary wave like tsunami. Wolsung nuclear

site in hydraulic scale model was selected to investigate the phenomena of sedimentation,

erosion, sinking of sea floor and inundation from tsunami.

IV. Results

In this study, a server was setup to receive the numerical forecast data without any data

loss from KMA and preprocess/DB modules have been developed to treat and manage big

data in connection with atmospheric and marine dispersion models. Especially, a data server

has been operated to receive UM data to send in real time on the basis of MOU between

KAERI and KMA in 2012. The operation of the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has been

simplified by development of the shell program to control the calculation date and tim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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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connection with the model.

Three dimension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named LADAS-Global has been developed

to evaluate the effects to have an influence in Korea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Developed LADAS-Global was applied to simulate the

dispersion patterns of Xe-133, I-131 and Cs-137 released into the air after the accident, and

it was validated through comparing with the measurements at some points in the world and

Korea. In the Fukushima accident 2011, the region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named

LADAS-Regional in Korea was only operated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radiological effects was evaluated to the human and environment due to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ai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LADAS-Global of the

global scale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assessment to have an influ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from the radiological

accidents in the world. Radiological assessment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dose we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air concentrations, and the deposited concentrations on the

surface were calculated.

Three dimensional marine dispersion model named LORAS-Global has been also developed

to estimate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sea.

LORAS-Global could simulate the concentrations of the radionuclide in the seawater,

suspended matter and sediment. Also, it was constructed in parallel mode for fast simulation.

The dispersion pattern of Cs-137 released into the sea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was

simulated and predicted that the patch of radioactive materials could be reached near the

south sea in Korea. The oceanic compartment model was also developed to understand the

dose and cancer risks to have an influence on human from ingestion of the contaminated

seafood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sea. The comparative results showed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calculations of the model and measurements.

Hydraulic scale instrument based on the distortion and similarity theory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validate the regional marine dispersion model. It has included the detection

instruments to measure velocity and height of solitary wave like tsunami. Wolsung nuclear

site in hydraulic scale model was selected to investigate the phenomena of sedimentation,

erosion, sinking of sea floor and inundation from tsunami. Hydraulic scale model was mainly

composed of wave generator, rotating coastal structure, water tank, detective instruments of

velocity and soi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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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lan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The resul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with a Korean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to predict the radiological effects to have an

influ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from the nuclear accidents in the world and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Some international working group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were organized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consequences of the accident

including the radiological effects due to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s.

UNSCEAR, IAEA and OECD/NEA organized some working group to assess the Fukushima

accident, and published the reports concerning about the accident. KAERI research activities

for the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be recognized through joining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lso, the developed technologies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perform the environmental

effects for an atmosphere and ocean near a nuclear site. It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for the nuclear industry as well as the assurance of the radiological

safety for a nuclear accident. The developed technologies can be used through commercial

aspects or technical transfer in the other countries like China, Indonesia and Philippines. It

can be applied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mergency response in the field of

atmosphere, ocean and water resources using this technology. The research activities for

Korean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ll be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radiologic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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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년 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및 해양으로 누출되어2011 3

인간과 환경에 방사선적 피해를 주었다 방사선 사고시 대기 및 해양 등의 주요 환경으로 누출.

된 방사성물질은 인간과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주므로 방사선 환경방호 측면에서 주요 환경내

방사선 영향평가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중국의 원전 시설은 중국의 동해안 지역이 많이 위.

치함으로써 만일의 중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대기

및 해양확산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다.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크게 수치예보자료 수신서버

구축 대용량 자료의 전처리 모듈 개발 및 구축 지구규모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개발 주, DB , ,

요 환경내 오염도 평가모델 개발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장치 설계 및,

제작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을 위한 기상청의 수치예보자.

료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고 대용량의 수치예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전처리, ㆍ

및 모듈을 개발하였다 수신된 기상자료를 대기확산 해석 프로그램인 에서DB . LADAS-Global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년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연DB . 2012

구원 간의 체결을 통하여 한국기상청의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데이터 서MOU UM

버를 구축하였다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계산 시.

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파일로 구성하여 기상수치예보자료를 자동으로 찾아 필요interactive

한 기상 정보를 추출하는 을 개발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운영을 간편화하shell program

였다.

전 세계 원자력시설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구규모 차원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3 LADAS-Global . LADAS-

은 후쿠시마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및 의 확산현상을 모사하였고Global Xe-133, I-131 Cs-137 ,

과 의 공기중 계산된 핵종 농도 값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농도 값과I-131 Cs-137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은 관측값과 전반적인 일치를 보여 방사. LADAS-Global

선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지규모. 2011

대기확산모델 만이 개발되어 국지규모의 평가만이 수행되어 지구규모 관점의LADAS-Regional

확산평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 개발되어 전 세계 방사선. LADAS-Global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이 가능해 졌다 또한 방사성핵종에 의한 초기 및 장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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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델 의 산정결과인 공기 및 지표면 침적 핵종농도 값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여Ladas-Global

피폭선량과 지표면 침적농도 값을 산정하였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위하여 해양확산모델 을 개발하였LORAS-Global

다 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해양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해수. LORAS-Global ,

부유사 및 해저토내 농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연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모델,

을 병렬화하여 신속한 계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후쿠시마 사고시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Cs-137

의 지구규모 확산도를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 태평양을 순환하여 2015

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남해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작아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여.

인간이 받게될 선량 및 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양 구.

획모델의 산정결과를 후쿠시마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 중 관측값과 비교하여 본 바 좋은 일치

를 보였다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확산.

해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모형장치는.

지진해일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1,

호기의 냉각시설을 위한 취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2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전 세계 원전 사고

시 신속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선진적 방사선 환경ㆍ

방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 및 해양 확산평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및 주변국 원전시설 사고시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심기술 확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고유의 모델을 확보함으로써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

은 기술을 확보하였다 대기 및 해양 방사능 오염 확산 피해 예측을 통하여 원자력시설에서의. /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기술로서 환경과 주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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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제 절 국외 현황1

미국의 에서는 일반 오염물과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을 전 지구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NOAA

있는 차원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였고 화산재 폭발시 화산재 이동경로 평가와3 HYSPLIT ,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수행하였다 [2-1-1].

유럽공동체에서는 방사선 사고시 환경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간 방사

선 비상대응 시스템 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인데 에는 대기 지표수 호수 및RODOS , RODOS , ,

해양 환경내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범위와 선량평가를 수행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각 모듈은 유럽의 여러 기관에서 개발하여 독일의 에서 통합하여 현재 운영 중이[2-1-2]. KFK

다 국지규모 대기확산 모델은 덴마크 장거리 대기확산모델은 프랑스 해양확산모델은 우크라. , ,

이나 지표수 모델은 프랑스 등의 연구기관이 개발하여 시스템내에 통합 되어 있다 일본은 원, .

전 사고를 대비한 국지 규모 및 전 세계 규모의 대기확산모델 와 를 개발하여SPEEDI WSPEEDI

현재 운영 중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동 모델을 이용하여 일본내 및 전 세계 방사성물질의

확산 평가를 수행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이 시스템에는 해양 확산평가 모델이 포[2-1-3].

함되어 있지 않아 해양 확산평가는 수행하지 못 하였지만 년부터 일본 는 해양확산, 2012 JAEA

모델을 개발하여 년 현재 시스템내 해양확산모델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운영중이2014 WSPEEDI

다 [2-1-4].

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주변 하천과 하천을 통해 로 흘러들어1986 Pripyat Dnieper Black sea

간 과 핵종 농도를 모니터링하여 이들 방사성물질의 연안 환경에서의 거동 특성Sr-90 Cs-137

평가를 지원하에 수행하고 있고 이들 해양에서 관측된 방사성 핵종 자료를 연안 수리IAEA , ∙

확산모델의 검증 평가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해저. ,

지층내 처분 및 재처리 시설로부터의 방사성 핵종의 환경내 유출 평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 연

구의 측면에서 방사성 핵종의 확산모사를 위한 수치모델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관하의 해양오염의 과학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연합IAEA (Joint Group of Experts

이 결성되어 산업시설 주변 해양 환경내 핵종거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ollution)

동 평가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영국의 농림수산부 및 스페인의[2-1-5].

대학을 중심으로 영국의 재처리 발전소 부근 해역인 와 에Sevilla Windscale Irish Sea North Sea

서 엄격한 통제하에 해양으로 방출된 유출물속에 일부 함유된 의 농도를 이 해역에서Cs-137

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시설 주변 해양에서의 방사성 핵종1970 monitoring .

의 확산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산 모델링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면서 관측된 핵종 농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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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모델의 검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1-6].

주관하의 프로젝트에서 유럽의 지중해로 유입된 의 해양IAEA Marine Radiotracer Cs-137, Pu

내 거동 특성 해석을 위하여 방사성 핵종의 수중내 거동 부유물과 흡 탈착 평가 침적에 의한, . ,

해저토 이동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관측자료의 해석과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병행하여,

해양 오염평가를 해석하였다 호주는 의 회원국으로 년 이후 방사성 동[2-1-7]. IAEA/RCA 1995

위원소를 주로 해양 오염 평가분야에 적용해 오면서 차원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여 시드니만3

에 적용한 바 있다 이후 모델을 수정 보완 확대하여 해양 생태계 모델을 개발하여 여러 해역. / /

에 적용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또한 방사성물질의 해양확산 모델링을 위하여 방사,∙

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조류변화에 따른 확산형태를 평가하였고 격자별 확산농도를 계산하여,

관측치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년 에서는[2-1-8]. 1999 IAEA IAEA-Technical

사업의 일환으로 운하에서의 방사능 핵종의 확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Cooperation Suez

이는 수중의 방사능 물질이 운하의 조류변화에 따라 유속장에 의해 어떻게 이류[2-1-9]. Suez ,

확산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속장의 생성 모듈 산업 방출물의 거동 모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류에 의해 침적된 방사능 물질의 재부유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모듈 및 방사능 물질

의 반감기를 고려한 반응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운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 Suez

하여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고 관측 결과는 수치모델과 연계되어 모델의 검증 및 모델내 확산,

계수를 구하는데 적용되었다 는 원전에 위치한 주변 해역에서 방사성 핵종의 연안내 이. IAEA

동 특성 규명과 부유사의 흡착으로 인한 토사 이동 평가 등 연안 환경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다수의 수치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로 발간하고 이들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주변safety series ,

해역의 환경영향 평가 수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년 체르노빌 사고후 주변 토양으로 침적된 방사성물질이 강우에 의해 하천으1986

로 유입후 인근 연안으로 유입되어 연안역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들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원하에 연안 수리 및 오염물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IAEA CFD Baltic sea, Black sea North

에 대하여 방사성 핵종의 거동평가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유럽 공동체의 방사sea . CFD

선비상대응 시스템인 의 수문모듈로 채택되어 활용중이다RODOS [2-1-2].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산하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 는 개국에서 명2011 UN UNSCEAR 18 60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년 월 후쿠시마 사고 조사 및 평가2014 5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그룹 총괄 및 품질보증 선원항 대기 해양[2-1-10]. A( ), B( , ,

분야 일반 주민과 환경에 대한 선량 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과 영향 그리고 장기적), C( ), D( ) HIT(

인 방사선위해 로 구성하여 후쿠시마 사고를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룹 에서는 후쿠시) . B

마 사고시 대기 및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 선원항과 대기와 해양 환경내 방사성물질의

이동 확산분포를 평가하여 후쿠시마 사고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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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현황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국내 사고를 대비한 사고시 방사선확산평가 시스템 AtomCARE

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나 이 시스템은 국내 원전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영역이 원전 주변, 80

로 전 지구적 관점이나 혹은 동북아시권의 원전 사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km

또한 는 국내 원전의 국지규모 대기확산모델만 개발되어 있고 해양 확산평[2-2-1]. AtomCARE ,

가는 포함되어 있자 않아 이 분야는 평가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년 지역규모. 2006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여 동북아시 영역내 방사선 사고시 인간과 환경에 미LADAS_Regional

치는 방사선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2-2].

국내의 경우 발전소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특성에 관한 연구는 년 고리1989 "

주변 환경 종합평가 및 관련모델 개발 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시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리 해역에 우세히 작용하는 해양 물리현상에 적합한 모델을 정립하[2-2-3].

여 해수유동과 이에 의한 오염물의 해양 확산특성 평가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년. 2002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기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황해의 차원 해수 순환모델과 해양확산모“ ” 3

델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된 확산 모델은 차원 유한차분모델로 원전 사고시[2-2-4]. 3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 계산을 위한 경우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입자추적 모델은 이론식의 제시와 이상화된 해역에 대해 시험 계산만을 수행.

하였고 실제 해역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년 원전 액체방사성유출, . 2006 “

물 해양확산 평가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신고리 신월성 해역에서 삼차원 해양확산 특성” ,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원전 건설에 대한 규제 기관의 기술기준에 다른 연구로[2-2-5].

해수순환과 액체 방사성유출물의 거동 특성에 국한된 연구로 주로 동해안 전역에 대한 광역

및 중간역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학회 주관으로 년 후쿠시마위원회를 구성2011

하여 개 분과 인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사고 평가를 수행하여 년 후쿠시마4 45 2013 “

원전 사고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크게 후쿠시마 원전과 설계 사고 발” [2-2-6]. ,

생과 진행 환경영향 및 비상대응 사고의 원인과 교훈 등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환경영향 및, , ,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로 대기 및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 패턴과 방

사선적 영향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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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3

제 절 기상 해양 수치예보자료 수신 서버 구축 및 모듈 개발1 / DB

장비 개요1.

기상청과의 를 통해 년 월 중순 자료 전송 를 거쳐 년 월부터는 정상적MOU 2012 12 Test , 2013 1

으로 기상청의 자료가 수신 중에 있다 자료는 국지모델의 경우 매일 개 파일 의. 750 , 170 Gbyte

자료가 수신되고 있다 또한 에서 생산하는 해양 예보자료인 자료는 매일. NOAA NCOM 1.7

의 자료가 수신된다 따라서 하루 약 정도의 데이터를 수신 할 수 있는 요건Gbyte . 170 Gbyte

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전 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림 은 시범 구축된, . 1-1ㆍ

시스템의 전체 모식도이다.

⤇

그림 시스템 구성 모식도1-1. .

서버 상세 내역2.

가 저장 장치.

하루에 약 를 매일 보관해야 하는 공간적인 문제점 및 저장소의 안정성 그리고 데170 Gbyte

이터의 처리 읽기 쓰기 속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개의 하드가 개의 하드디스크( , ) 12 3 TByte 1

처럼 동작하는 를 구성하였다 고용량 저가 장치로 과RAID(Redundant Array Inexpensive D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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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장치로는 저장장치가 있으나 최근 들어 하드디스크도 용량비Tape

가격이 저렴해져 동일 용량에 대해 가격이 약 정도 까지 따라 잡은 상황에서 장치로90% Tape

의 회귀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쓰기 읽기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하드디스크가 빠른 상황이. /

다 는 구성 에 따라 속도 안정성 전체 용량 등이 크게 좌우 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RAID level , , .

를 적용하여 안정성과 속도 두 부분에서 모두 만족하는 저장소를 구축하였다 는RAID 5 . RAID 5

구성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개중 개는 고장이 나도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개가12 1 , 2

고장 나도 데이터의 복구는 가능하다 다음 그림 는 과 의 저장방식. 1-2 RAID 0 RAID 5 [3-1-1]

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과 의 구성1-2. RAID 0 RAID 5 .

그림 의 에서 는 를 의미하며 이 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림에1-2 RAID 5 P Parity bit , Parity bit

서 맨 윗줄 번 데이터와 맨 윗줄의 하나가 한 세트로 구성된다 번 데이터가 이고1, 2, 3 P . 1 1 ,

번 번 데이터가 이라고 하면 는 이 된다 즉 한 세트로 구성된 자료에 이 몇 개인지를2 , 3 0 P 1 . , 1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중 하나가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의 값. 1, 2, 3 P

을 확인하여 고장 나지 않은 두 개의 하드디스크와 비교하여 고장 난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던,

자료의 내용이 유추가 가능한 것이다 는 이 를 서로 교차해서 저장함으로써. RAID 5 Parity bit

하드디스크가 많을 경우 발생하는 병목 현상 및 안정성이 더 높다 [3-1-2].

나 운영체제 및 설치용 구성. DB RAID

가 실제 저장되는 상기 저장장치와는 별도로 운영체제와 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DB DB

가 설치되는 하드디스크는 저장장치보다 적은 용량 더 높은 안정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 RAID

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아래 그림 은 의 구성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1 . 1-3 RAID 1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을 항상 담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

더라도 서버의 수신기능 및 운영에는 전혀 지체가 없도록 하였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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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성도1-3. RAID 1 .

다 구축. InfiniBand

대형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는 시장에서 각 구성 장치들은 주로 계층 구조를 갖는 공유버스

구조를 사용하여 연결되어 왔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공유 버스를 사용하는 서버 구조가 시장.

을 지배하면서 버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동.

작 주파수 향상 및 버스 전송폭 확대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 외에 파이프라인 트랜잭션 지원,

분리형 트랜잭션 지원 비순차 트랜잭션 종료 지원 등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

그러나 버스 구조는 스큐 문제로 인하여 버스의 전송폭 확대 및 동작 주파수 고속화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전송폭 확대는 곧 핀수의 증가를 가져와 구현 비용에서도 단점을 가진다 버스, .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버스 상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수가 제한된다는 점과 구조적으로

고가용도와 확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서버 구조를 위한 새로운 연결방.

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스위치 기반형 점대점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 구조가 나오게 되었다InfiniBand [3-1-3].

하루 의 자료 수신 및 전처리를 통한 자료 생성 또한 추후 대기 해양 예보 모델의170 Gbyte /

계산 결과의 보관까지 생각한다면 과거의 및 잊혀져가고 있는 버스로 대표되는 입출, PCI SCSI

력 버스는 성능상 한계가 있다 는 채널 기반형 통신 방식으로 채널은 중앙처리 장치. InfiniBand

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구성된 독립적인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

치간의 직접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여 공유 메모리 매핑 방식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복제

오보헤드를 제거하고 각 채널은 독립적으로 유지관리 된다 다음의 표 은 버스와, . 1-1 PCI

와의 비교 자료이다InfiniBand [3-1-4].

는 버스와 달리 고속 직렬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 연결망 구조가 스InfiniBand PCI . InfiniBand

위치 기반형 점대점 구조를 가짐에 따라 스위치를 포함하여 연결망 구성에 있어서 비용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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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고 신호 전달 속도를 고속화하기 위해서다 급 직렬 전송을 기본으로 개 개. 2.5 Gbps 4 , 12

직렬 전송로를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점대점 연결 구조를 사용한. InfiniBand

다 따라서 연결 포트의 확장 및 제거가 자유롭다 또한 오류가 발생한 장치의 분리를 위해 전. .

체 시스템을 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PCI 2.2 PCI-X 1.0 InfiniBand

동작속도 66 MHz 133 MHz 25 Gbps

데이터 신호 폭 32/64 bit 32/64 bit 1x, 4x, 12x

최대 대역폭 533 Mbyte/sec 1064 Mbyte/sec 포트2.5 Gbps/

연결 방식 공유 버스 공유 버스 점대점 연결

최대 연결 노드 개 이하10 개1 개218

통신방식 공유 메모리 공유 메모리 메시지 패싱

표 버스와 의 비교1-1. PCI InfiniBand

라 구축. UPS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정전시 시스템의 정상적인 을 위해 무전원 상태에서 최소shutdown

분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시스템을 각 하드웨어 마다 두 개의 전원 공급 장10 UPS

치를 통해 교차 연결하여 안정성을 대폭 확보하였다.

보안 설정3.

수신되고 있는 데이터 중 기상청에서 제공 받고 있는 자료는 외부로의 유출이 금지되어 있

는 만큼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대기 해양 예보 결과 도 보안에 있어 안. /

정성을 기해야 하는 만큼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방화벽을 구축하였다, .

가 하드웨어적 보안.

장비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에 설치하였으며 으로 하드웨어를 전원장치 케이블을 제, Rack

외한 모든 것을 보관하였다 또한 각 장비마나 외부에서 등의 장치를 사용한 접속을 막기. USB

위해 베젤이라고 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림 에는 의 모습과 베젤에 의한 잠금. 1-4 Rack

장치에 대해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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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베젤에 의한 하드웨어 보안1-4. Rack .

나 소프트웨어적 보안.

외부로부터 불합리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방화벽이라고 한다 방.

화벽의 설정 및 정책 결정은 시스템 운영을 위해 초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방화벽 정책은 크.

게 접근 불가 방식에 있다 본 연구원은 개인기반 를 네트워크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P

기반 접근 허 불가 방식의 방화벽은 매우 막강한 관리 방식으로 설정 될 수 있다 방화벽IP / .

설정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용 될 수 있다 와 같은 데스크톱 환경을 구축해. GNOME, KDE

주는 운영프로그램 안에서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방화벽 설정이

시스템의 오작동시 복구에 있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3-1-5].

에서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 그림 이 나오며 활성화와 비활shell setup ( 1-5) ,

성화를 선택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그림 방화벽 설정 화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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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화면 이후 커맨드 창에서 명령어로 에 따른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상세iptables IP .

옵션은 다음과 같다 [3-1-6].

새로운 규칙을 추가iptables -A :

규칙을 삭제iptables -D :

패킷을 테스트iptables -C :

새로운 규칙을 삽입iptables -I :

새로운 규칙을 교체iptables -R :

새로운 규칙을 출력iptables -L :

체인의 모든 규칙을 출력iptables -F :

모든 체인의 패킷과 바이트 바운터 값을 으로 만듦iptables -Z : 0

새로운 체인을 만듦iptables -N :

체인을 삭제함iptables -X : .

기본 정책을 변경함iptalbes -P :

다음 그림 은 을 실행 시킨 화면으로 그림 을 기본으로 방화벽 구축한 방법에1-6 iptable , 1-6

대해 서술하도록 한다.

그림 설정 화면1-6. iptable .

그림 에 보면1-6 Chain INPUT, Chain FORWARD, Chain OUTPUT, Chain RH_Firewall-1-INPUT

항이 보인다 먼저 은 각각 들어오는 지나가는 나가는 패킷. INPUT, FORWARD, OUTPUT chain , ,

을 통제한다 을 막으면 들어오지도 않게 되며 만 막으면 들어오기는 하지나 나. INPUT , OUTPUT

가지는 않는 정책이다 일반적인 정책상으로는 시스템의 변조 해킹 를 막기 위해 만을. ( )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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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유출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OUTPUT

도 막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방화벽 설정을 하였다 기본정책. .

은 모두 막은 후 허가된 자만 들어온다 다음은 본 시스템에 적용된 의 일부 예시를“ ”. iptable

보여 준다 특히 를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를 허락하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사용자. IP

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iptable -F

iptable -X

iptable -P INPUT DROP

모두 거절iptable -P OUTPUT DROP *

iptable -P FORWARD DROP

특정 허락iptable -A FORWARD -s 192.168.0.1 -d 192.168.0.1 -j ACCEPT * IP

허락iptable -A OUTPUT -d 192.168.0.3 -m tcp --dport 22 -j ACCEPT * ssh

iptable -A OUTPUT -o eth0 -p tcp -m tcp --sport 1024:65535 --dport 21 j

허락ACCEPT * ftp

대기 해양 수치예보자료 구축4. / DB

현재는 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정이 완료 되어 있으며 진정한 의미로 가 되기DB , DB

위해서는 예보 결과와 관측 자료와 연계한 자료가 저장되어야 한다 기상청 및 의. NOAA NCOM

수신 자료의 경우에는 원시자료는 원시자료로서 별도로 저장되며 대기 해양 확산 모델을 위해, /

전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파일들의 파일 이름을 인덱스로 파일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원

칙으로 구성파일 들을 작성하게 된다DB .

r120.uu.3d.2013010100.bin

1) 2) 3) 4) 5)

지역 모델은 전 지구 모델은1) r120, g512

담고 있는 변수의 변수명 방향 풍속2) (uu: U wind m/s, vv)

차원 공간상 자료인지 혹은 차원 자료인지 강우와 같은 경우는 차원3) 3 2 ( 2 )

계산 시작 시간4)

입력 자료의 경우 중 인 경우 아스키는5) LADAS binary bin, asc

입력 자료는 확장자로 사용 중LORAS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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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현재 구축된 운영체제가 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의 은LINUX MS MS-SQL

설치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을 적용하였다 은 에서도 사용하고 있. MySQL [3-1-7] . MySQL Google

는 소프트웨어로 검색속도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이다 기본적으로 설치해야DB DB .

할 소프트웨어는 이다 과거와MySQL, MySQL-SERVER, MySQL-Connector-ODBC, MySQL-devel .

다르게 최근에 상에서 프로그램 설치는 윈도우 업데이트와 같은 서버가 존재하기 때문LINUX

에 어렵지 않게 몇 가지 명령어로 설치가 가능하다 대용량 자료의 전송 저장 전처리를 위한. , ,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은 보안을 위해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을 구축하였으. ,

며 사용자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신되고 있는 대용량, .

대기 해양 자료의 용이한 사용 및 추후 비상시 항상 준비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를/ DB

구축하였으며 대기 해양확산영향 평가 시스템의 운용 결과 자료들의 보관 및 효율적인 접근을, /

위한 시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제 절 기상 해양 수치예보자료 전처리 모듈 개발2 /

기상 전처리 모듈 개발1.

기상 자료는 년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체결을 통하여 한국기상청의2012 MOU UM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였다 기상청의 예보자료는. UM GRIB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맷이란 수치모델에서 산출되는 격자자료를. GRIB(Gridded Binary)

세계기상기구 에서 결정한 표준규격에 따라 이진파일 형식으로 구성된 파일 포맷(WMO) (Binary)

을 의미한다 를 통한 각국 예보기관의 수치모델자료 교. GTS(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환에 효율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는 블루틴보다 압축된 파일정보 구성이,

가능하다 데이터 스토리지 측면에서도 데이터 정보와 데이터 자체를 동시에 압축 저장함으로.

서 많은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레코드는 컨트롤 정보 및 데이터를 지정하[3-2-1]. GRIB

는 각각의 섹션으로 분리되며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6 .

구분자 자료의 길이 버전 정보(0) : “GRIB", , GRIB

자료 정의 예보 혹은 분석 자료(1) :

격자 정보 격자의 지형적인 정보(2) :

격자 지도 자료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구분 또는 로(3) : (0 1 )

데이터 데이터 값(4) :

종료 로 종료를 뜻함(5) : ‘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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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섹션. “0”

표지부로서 자료임을 표시하며 전체 메시지의 길이와 버전 정보를 포함한GRIB GRIB GRIB

다.

나 섹션. “1”

자료 정의부로서 자료가 생산된 센터 번호 서울 코드 테이블 버전 수평 및 연직 격자( : 40), ,

정의 자료 시간 정보 파라미터 정보 자료 단위 스케일 정보 평균 등 통계치 에 대한 자료, , , ,

구간 정보 등을 포함한다.

다 섹션. “2”

격자정보 정의부로서 격자자료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섹션에서 각.

별로 정의되어야 하는 주요 격자자료 형식은 아래와 같다Octet .

연직좌표계 구성 형식 등압면 시그마 하이브리드Octet-(4): (0 : , 1: , 2: )

수평좌표계 구성 형식 위경도 등간격 가우시안 스펙트럴Octet-(6): (0: , 3: , 4: , 50: )

동서방향 격자수Octet-(7)(8): (X-grid)

남북방향 격자수Octet-(9),(10): (Y-grid)

격자계 시작 좌표점 위도 정보Octet-(11)~(13):

격자계 시작 좌표점 경도 정보Octet-(14)~(16):

격자계 마지막 좌표점 위도 정보Octet-(18)~(20):

격자계 마지막 좌표점 경도 정보Octet-(21)~(23):

동서방향 격자 증가분 정보Octet-(24)~(25):

남북방향 격자 증가분 정도Octet-(26)~(27):

라 섹션. “3”

자료를 만든 센터에서 미리 정의된 자료 지도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해양 격자자료의 육지부,

분과 같이 불필요한 격자 를 지정함으로서 자료가 차지하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줄일(Undefined)

수 있다.

마 섹션. “4”

이진 격자자료가 저장된 섹션으로 각 에서 사용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binary) Octet .

코드 테이블 에 따른 플래그를 표시Octet-(4): “11”

격자 자료 구면조화상수Bit-1:'0' (GP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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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압축 차 압축Bit-2:'0' , ‘1’ 2

실수 정수Bit-3:'0' , ‘1’

스칼라 값 매트릭스 값Bit-6:'0' , ‘0’

이진 스케일 팩타Octet-(5)~(6):

레퍼런스 최솟값과 같은 값Octet-(7)~(10): ( )

바 섹션. “5”

자료의 마지막 정의부로서 자료의 종료를 로 선언한다GRIB ‘7777’ .

사 라이브러리. GRIB

자료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환경에서는 매우 쉽게 자료를 확인하고 그림으로 볼 수 있GRIB ,

으며 관리가 쉽다 그러나 기상청의 예보 자료와 같이 하루 약 의 자료를 수신하는. 170 Gbyte

경우에 데이터 서버로 선택은 가 더 적합하다LINUX .

필요 선행 패키지(1)

등의 패키지를 이용하여 특성상 압축된 형태의 자료를HDF5, JASPER, libpng, netcdf, zlib

담을 경우 그 알고리즘에 따라 필요 라이브러리들이 다르며 그 알고리즘의 상당부분이 그림의,

압축 형식과 유사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상기와 같은 등의. GRIB JASPER, LIBPNG, ZLIB

라이브러리와 기타 데이터 포맷과 호환하기 위한 가 선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HDF5, NETCDF .

설치 방법(2)

대규모 파일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는 를 지원하는 컴파일러를OPENMP

사용하였다 주기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서버에서 각 파일에 대한 작업을 매.

일 수동으로 지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적인 일이다 따라서 구축된 서버에는 작업 스케줄링.

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 로 구축하도록 설계하crontab DB

였다.

은 시스템의 주기적인 작업설정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상의 모Crontab ,

든 유저의 주기적인고 반복적인 특정 작업의 자동화를 권한 설정 없이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시스템 서비스인 데몬이 실행상태에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실행 상태 확인crond .

및 시작 할 수 있다.

$ service crond restart

$ pgrep -fl cr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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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를 설정하여 스케줄링에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유저를 선/etc/cron.allow /etc/cron.deny

택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일반 사용자 계정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주의 하여야 한다 일반. .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에 사용자 를 등록하고 반대로 제한하고자/etc/cron.allow ID

하는 경우에는 에 등록한다/etc/cron.deny .

직접적으로 을 수정하여 스케줄링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명령어 옵션/etc/crontab ,

을 사용하여 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옵션은 수정하거나 새로 만듦 파일 리. "-e" : , “-i" :

스트 출력 리스트 삭제 최근 수정 정보 출력 이 있다 은 다, ”-r or -d" : , “-v" . /etc/crontab

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분 시간 날짜 달 요일 유저 명령어

0-59 0-23 1-31 1-12 0-6 유저 ID 실행 명령어

예를 들면 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매일 오후 시 분에 권한/etc/crontab “ 10 34 root

으로 를 실행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passwd-check.sh ” .

34 22 * * * root passwd-check.sh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는 매시간 는 매일 회, cron.hourly , cron.daily 1 ,

는 매주 회 는 매월 회 실행되게 된다cron.weekly 1 , cron.monthly 1 .

01 * * * * root cron.hourly

02 4 * * * root cron.daily

22 4 * * 0 root cron.weekly

42 4 1 * * root cron.monthly

여기서 필드에 문자의 의미는 매시 매일 매월 등 모든 값을 뜻한다“*” , , .

그림 은 수신한 자료를 자료의 종류 및 날자 별로 정리되어 자동으로 분류된 시스템상의2-1

파일이다 그림에 보인 자료는 전 지구 년 월 일의 자료로 오른쪽 폴더 하단에 표기된바. 2013 1 4

와 같이 매일 개 파일 의 자료가 수신되고 있다 지역모델의 경우 이름이750 , 170 Gbyte . r120

으로 시작하며 격자 프로젝션 구면 좌표계를 평면화하기 위해 투영 을, ( ) Lambert Conformal

을 사용한다 격자 개수는 동서 방향으로 개 남북방향으로 개이며 한 개의 격자[3-2-2] . 491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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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기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직 방향으로는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12km . 24

표층자료와 기압 층별 자료로 나뉜다 파일 이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r120_v070_erea_pres_h000.2013010100.gb2

1) 2) 3) 4) 5)

지역 모델은 전 지구 모델은1) r120, g512

지역 모델은 전 지구 모델은2) erea, ergl

표층 평균 수면상 기압인 위치 으로 환산된 자료와 기압면상3) ( 1013.25hPa ) ,

번의 계산 시작 시간에서 경과 시간 시간의 계산 내용을 담고 있음4) 5) , 5)+4) .

계산 시작 시간5)

전 지구 모형의 경우 완벽한 구면체에 대해 간격의 격자를 계산 지점으로 삼1/4.25 degree

아 동서방향으로 남북방향으로 개의 계산 절점을 가진다 개의 수직 격자를 가지고1024, 769 . 19

있으며 전지구의 경우 최상층 고도의 계산에 더 정확성을 가진 반면 지역모델의, (10~100hPa)

경우 표층 및 중층 에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진다(850~1000hPa) .

그림 수신된 자료의 일별 자료별 정리된 현황2-1. , .

아 파일 변환.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수신되고 분류된 자료들은 대기확산 해석 프로그램인

및 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형태 계산LADAS-regional LADAS-Glob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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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파일이 미리 변환되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변환 명령어를 이용하여 매일 파일들이 변환되어 저장되도록 하였다, .

자료 중 만을 지정한 것은 자료동화라는 기법을 사용해 기상청에서 하루 번 예보0, 3, 6, 9 4 ,

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된 부분으로 자료동화 시작시점인 시 시 시 시 와 각00 , 06 , 12 , 18

시간에 예보된 시각만큼의 자료 즉 총 일 개의 자료를 추출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자료동+03 , 8 .

화란 현재의 대기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유용한 모든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최적의

수치모델 초기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수치예보 모델은 예보시간이 길어질수.

록 예보오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동화 과정은 수치모델의 예보 오차가 커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관측 자료를 융합하는 자료동화 과정이 없다면 모델의. ,

오차를 잡아 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보 오차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동화 과정을 통해서 시간마다 수집되는 관측 자료를 모델과 융합. 6

시키면 수치예보의 오차가 예보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

관측 자료를 융합하는 과정은 단순히 자료만을 섞는 것이 아니라 수치예보모델이 요구하는 물,

리법칙 역학적 조건 등을 잘 사용하여 잡음 이 없고 조화로운 모델 초기자료를 만드는, , (NOISE)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자 자료 가시화.

수신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그림으로 표출 할 수 있다 그림을 위해 사용.

된 프로그램은 를 이용하였다 는 방대한 자료에서 적정량의 자료를 추출GrADS [3-2-3] . GrADS

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료 형식을 지원하기, Grib

때문에 기상청에서 수신하고 있는 자료의 직접적인 자료 표출에 있어 가장 적합한 툴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의 약어로 기본적으로 지구. GrADS the Grid Analysis and Display System(GrADS)

과학 자료를 분석 표출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다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격자점자료.

의 표출이 목표였으나 정규 격자체계를 가지지 않은 자료나 관측소 자료와 같은 일 지점 자료

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컨트롤 파일 생성(1)

일반적인 포맷의 격자형 자료라고 한다면 웹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적용하면 바Grib g2ctl.pl

로 컨트롤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 한국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지도 파.

일을 생성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되는 유틸리티를. GrADS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다.

를 사용한 가시화(2) GrADS

는 명령어를 화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그림 창을 띄워 놓고 하게 수GrADS script , 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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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추가 삭제 등이 가능하다 다음 설명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한 단계씩 그림을 그려, , . ,

나가는 단계를 설명 하도록 하겠다 우선 를 실행한다. GrADS .

grads

화면에 종이를 세로로 할지 가로로 할지 여부가 나온다 적당하게 선택해 주면 초기에 검은.

화면이 뜬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파일을 열어 준다 컨트롤 파일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 다르. .

기 때문에 그림을 확인 할 때 항상 컨트롤 파일과 연결된 파일이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Grib

한다.

open ctl_file_name

컨트롤 파일을 직접 다른 편집기로 열어보면 자료와는 다르게 매우 많은 변수들이 정Grib

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변수들에 해당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해수면 기준 기압의 등고선, ,

이 국가의 해안선 흰색 기본 값 이 표기되는 것을 그림 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 ) 2-2 .

그림의 형태가 등고선set gxout contour *

그림 그릴 변수d PRMSLmsl *

그림 등 기압선과 해안선 표출 결과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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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격자가 워낙 자세하기 때문에 벡터의 경우에는 모든 계산점에서 표출될 경우 그 형태

를 파악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리고자하는 지점을 일부 대푯값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여기서는 간단하게 연산자를 통해 공간적으로 개의 계산 값마다 한 번씩 풍속 풍향을skip 20 ,

벡터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간단하게 기존의 등기압.

선과 해안선위에 풍향 풍속이 그려지는 것 그림 을 확인 할 수 있다, ( 2-3) .

그림의 형태가 벡터set gxout vector *

그림 그릴 변수 및 간격 지정d skip(UGRD10m,20,20);skip(VGRD10m,20,20) * skip

그림 풍향 풍속이 더해진 그림 표출 시스템2-3. , .

지구규모 기상자료 전처리 모듈 개발2.

가 지구규모 기상 자료 현황.

전 세계 기상자료의 생산 현황은 표 과 같다 년 월 슈퍼컴퓨터 호기2-1 . 2010 11 3 (758 TF,

가 도입이 되었으며 수평 및 수직 해상도가 기존 슈퍼컴퓨터 호기로부터 각각90,240 cpu) , 2

층 층으로 변경된 수치 예보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호기에30km -> 25km, 40 -> 70 . 2

사용된 모델의 이름은 이며 슈퍼컴퓨터 호기에 사용된 모델의 이름은GDAPS-T426L40 , 3

이다 여기서 슈퍼컴퓨터 호기에 적용된 모델은 표 에 표기된 성능순위GDAPS-N512L70 . 3 2-1 2

위의 영국의 모델을 적용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예보시스템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성능순UM

위 위와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독자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의 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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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 주도하에 년 이후로는 재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출범해 년 계획으로 독2011 ( ) 10

자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년 월 말 이후로 기상청의. 2012 11 GDAPS-

의 예보 자료를 하루에 수신하고 있다N512L70 170 Gbyte .

모델명 분석 기법
수평

해상도

연직

층수

예보시간

시간( )
성능순위

독자

기술

ECMWF IFS 4D-VAR 16km 91 240 1 ○

영국 UM 4D-VAR 25km 50 144 2 ○

미국 GFS 3.5D-VAR

T382 64 84

4 ○T170 42 84-180

T126 28 180-384

일본 GSM 4D-VAR 20km 60 216 3 ○

독일 GME 3D-VAR 20km 60 174 5 ○

프랑스 ARPEGE 4D-VAR 415-89km 60 102 6 △

캐나다 GEM 4D-VAR 33km 58 240-360 7 △

중국 GRAPES 3D-VAR T639 60 240 8 ×→○

한국 GDAPS 4D-VAR 40km 50 240 9 ×

호주 ACCESS 4D-VAR 60km 70 240 10 ×○→

러시아 GSM 3D-OI T169 31 240 11 △

표 각국의 수치예보모델 운영 및 개발현황2-1.

나 우리나라 기상청 수치예보 자료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상청으로부터 하루 번 수신하고 있는 실시간 예보 자료는 등압면 자4

료와 단일면 자료 두 종류가 있으며 데이터 형식은 형식으로 제공받고 있다 등압면 자, Grib2 .

료는 다른 국지 모델의 초기장 및 대기확산에 사용되는 자료로 기압에 따른 기상요소를 차원3

으로 제공한다 단일면 자료는 일반적으로 해양모델의 경계조건으로 사용되며 지표면을 기준. ,

으로 한 기상요소들을 제공한다.

전 지구 예보모델은 수평격자 개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의 공간 분1024×768 , 25km

해능을 가지고 있다 연직으로는 약 고도까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지구 예보모. 80km 70 .

델은 일 회 시간 예측과 함께 에는 시간 예측을 수행하여 제공한1 2 (00, 12UTC) 288 06, 18UTC 87

다 매 시간마다는 차원 변분법 기반의 자료동화가 수행되어 예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표. 6 4 .

는 전 지구 예보모델의 등압면 예보 변수 가지를 의 와 번호를 제시한다2-2 7 Grib2 Sector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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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Item Name
Vertical

Domain
Abbrev

15 242 Vertical Velocity (Pressure Level)

pfl1001,

pflstrat

DZDT

15 243 U-component of wind UGRD

15 244 V-componet of wind VGRD

15 202 Geopotential Height (Pressure Level) HGT

15 203 Temperature (Pressure Level) TMP

15 204 RH wrt. Ice on PLEV
pfl1001

RHICE

15 256 Relative Humidity RH

표 등압면 자료 예보 변수2-2.

* pfl1001 : 1000, 950, 925, 850, 700, 600, 500, 400, 300, 250, 200, 150 100, 70, 50, 30,

20, 15, 10 hPa

* pflstrat : 7, 5, 3, 2, 1, 0.5, 0.4 hPa

다 기상자료의 전처리.

기상청의 예보모델 자료는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는 자료의 종류 정Grib2 . Grib2 ,

보 등이 한 파일에 같이 담겨 있으며 일반적인 압축파일과 유사한 압축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압축파일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 경우 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종wgrib2 . wgrib2 Grib2

류 연직 층의 변화 등에 따라 소스코드의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기상청의 경우 제공, .

하는 자료에 따라 수정된 를 사용자의 시스템에 맞게 컴파일해서 사용하여야 한다wgrib2 .

자료는 압축포맷인 형태로 제공한다 압축 푸는 방식은 리눅스 상에서Grib2 tar . tar command

를 이용하며 그림 와 같이 압축이 해제 되면 압축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코드들이, 2-4

폴더별로 생성된다 기상자료의 경우 수평 수직적인 정확도 면에서 소수점 수십 자리까지 요. ,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간적으로 정해진 배열을 가지기 때문에 공간 압축방식인 이.

미지 압축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상기에서 보면 대표적인 이미지 압축규약인 등을. JPEG, PNG

확인 할 수 있으며 포맷의 호환성을 위해 입출력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netc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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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상자료 처리 루틴 구성2-4. .

설치에는 같이 첨부된 라이브러리들만으로 실행파일이 생기므로 별도의 라이브러리 설치는

필요 없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에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행파일 간에 순서로 인해 원. wgrib2

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간혹 에러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는 옵션. , Netcdf3

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상당부분 해결 된다 그러나 를 포맷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Grib2 Netcdf

경우에는 시스템 라이브러리들의 컴파일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치후 실행파일의 경로.

를 환경변수에 추가하게 되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영역 필요시간 원하는 포맷Grib2 , ,

으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상자료 처리모듈은 명령어의 옵션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을 출.

력하게 되므로 입력 의 파일이름 변수 날짜 시간 및 기상 변수에 따라 원하는 영역의 출Grib2 ( , )

력물을 간편하게 화하여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은 기상자료 압축 모듈의 유용한DB . 2-3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수신되는 수치예보자료의 수신 확인을 위하.

여 하루에 회 수신하는 기상자료의 크기를 비교하고 만일 그 크기가 다르면 수신이 원활히4 ,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그 오류 메시지를 관리자에게 전송해 주는 자동 을 구성하였shell script

다 전 지구 대기확산모델과의 연계를 위하여 전 지구 대기확산모델의 계산 시작시간과 종료시.

간을 입력파일로 구성하여 계산 시작일을 입력하면 기상 수치예보자료의 폴더를 자interactive

동으로 찾아 계산 시작일로 부터 종료일까지 해당 기간을 찾아 필요한 기상 정보를 추출하는

을 개발하여 전 지구 대기확산모델의 운영을 간편화하였다shell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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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옵션 기능

-text 포맷을 코드로 변환grib2 ASCII

-bin 포맷을 진 파일로 변환grib2 2

-grib_out 포맷을 그대로 출력grib2 grib2

-ieee 포맷을 형식의 이진 파일로 변환grib2 ieee

-no_header 파일 변환시 파일 격자 헤더 정보 출력 않음

-order 파일 변환시 남북격자 시작점 설정

-lon 임의의 위경도 지정시 가장 가까운 격자값 출력

-max/-min 최댓값 최솟값 출력/

-append 출력값 이어 쓰기

-d 지정된 레코드 번호의 변수 값을 출력

-wind_speed 풍속 이용 을 계산하여 파일로 출력(u, v ) grib2

표 등압면 자료 예보 변수2-3.

라 기타 해외 기상자료의 확보 및 분석.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발전

소 사고로 인한 전력 통신의 마비이다 이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기본 기상자료의, .

수신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년 일본 대지진에서도 지진발생으로, 2011

인한 전기의 차단 교통 혼란 등으로 인해 지진 및 이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한 시간에 이루,

어지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지진해일 예보는 일본기상청과 동북대학. (Tohoku Univ.)

의 에서 이루어진다 일본 기상청의IRIDeS(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Disaster Science) .

경우 정확도 보다는 신속한 예보를 주로 담당하며 의 경우에도 신속한 예보를 하지만, IRIDeS

그보다 정확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이중 의 경우 지진이 발생한 지점. IRIDeS

에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진동에 민감한 컴퓨터 및 전력 교통이 모두 마비가 된 상황으,

로 지진해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바 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예보를 하였으나 예보. ,

에 대하여 과거 수차례 정확도가 문제되어 온바 있었으며 년 월 일본 대지진에서도 도달, 2011 3

시간을 오보해 대피했던 인원이 도달 시간 초과 후 일상으로 복귀하다 다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 사고로 인해 자료의 공백상태로 비상대응 시스템을 작동 할 수 없.

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입력 자료의 수신을 다수로 하는 것은 시스

템의 안정성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미국의 기상청 산하. NCEP(National Centers for

과 유럽의Environmental Prediction) ECMWF(European Center for Medium range Weather

은 일본 기상청과 더불어 가장 공신력 있는 기상 예보자료를 제공한다 일본 기상Forecasting) .

청과는 다르게 두 기관은 전 지구 예보의 경우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자료의 활용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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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전송속도에 있어 한국 기상청과는 다르게 느리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

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웹접속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받을 수 있다 자주ECMWF Proxie .

사용하는 언어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면 되며 등을 각각, JAVA, C-shell, Python

다운로드 한다 의 경우가 유지 관리하기 쉬우므로 예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기에. Perl .

다운받은 라이브러리중 모듈을 적용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년ECMWF::DataServer 2012

월 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한 스크립트 내용이다1 .

표 2-4. Perl script

#!/usr/bin/env perl
use ECMWF::DataServer;

my $server = EMCWF::DataServer->new():

$server.retrieve ({
‘dataset’ : “tigge”
'step' : "24/to/120/by/24",
'number' : "all",
'levtype' : "sl",
'date' : "20120101/to/20120130",
'time' : "00/12",
'origin' : "all",
'type' : "pf",
'param' : "tp",
'area' : "70/-130/30/-60",
'grid' : "2/2",
'target' : "data.grib“
})

은 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예보 프로젝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체로dataset ECMWF .

재분석 방법론 에러처리 앙상블 자료 동화 기법 예보 기간 등의 차이로 프로젝트가 나뉘어, , , ,

있으며, DEMETER, ENSEMBLES, Interim, 40Years, 15Years Reanalysis, GEMS, MACC, TIGGE,

등 이 자료로 선택될 수 있다 자료의 경우는 보다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YOTC . NCEP .

라고 하는 자료 제NOMADS(NOAA National Operational Model Archive and Distribution System)

공서버를 통해 프로토콜을 사용해 자동 다운로드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와http . ECMWF

마찬가지로 유지관리가 편한 스크립트를 사용해양 하며 에 위치한 원본 파일의perl , INV_URL

인덱스 맵에서 높이 층에 해당하는 자료의 인덱스를 찾아 에 원본 파일로부500mb GRIB_URL

터 추출하여 로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스크립트가 필요하다 다음 표 에 이를 나타out.grb . 2-5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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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bin/perl -w
foreach $_ (@ARGV) {

SWITCH: {
/^-v$|^--version$/ && do { print STDERR $version; exit 8; };
/^ftp:|^http:/ && do {

if ($file eq '') { $file = $_; last SWITCH; }
else {

print STDERR "error: multiple URLs found\n";
exit 8;}};

/^-h$|^--help$/ && do {
print STDERR "ref: http://www.cpc.ncep.noaa.gov/products/wesley/fast_downloading_grib.html\n";
exit 8; };

print STDERR "error: unknown parameter\n";
exit 8; }}

if ($file eq '') {
print STDERR $version;
print STDERR "\n$0: gets wgrib inventory from net, adds range field\n";
exit 8;}

$lastnum = -1;
$has_range = 0;
while (<In>) {

if (/:range=/) {
$has_range = 1;
print $_; }

else {
chomp;
($f1,$num,$rest) = split(/:/,$_,3);
if (! defined($num) || "$num" eq "") {

sleep(5);
print STDERR "ERROR: Bad URL or not wgrib inventory: $file\n";
sleep(3);
exit 7; }

if ($lastnum != $num && $last != 0) {
$n = $num - 1;
$lastnum = $num;
$last = 1;

$old_lines[0] = $_; }
else {

$old_lines[$last++] = $_;
$lastnum = $num; } }}

if ($has_range == 1) { exit 0; }
if ($last != 0) {

for ($i = 0; $i < $last; $i++) {
print "$old_lines[$i]:range=$lastnum\n"; }}

else {
sleep(5);
print STDERR "missing wgrib inventory\n";
sleep(3);
if (! -t STDIN) {

exit 0;

표 유틸리티2-5. Perl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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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bin/perl -w
$curl="curl";
# get_grib.pl wesley ebisuzaki
# v0.9 1/2005
$version="get_grib.pl v0.9.6 10/2006 wesley ebisuzaki\n";
$file="";
$url="";
foreach $_ (@ARGV) {

SWITCH: {
/^-v$|^--version$/ && do { print STDERR $version; exit 8; };
/^http:/ && do {

if ($url eq '') { $url = $_; last SWITCH; }
else { print STDERR "error: multiple URLs found\n";

exit 8; } };
/^-h$|^--help$/ && do {

print STDERR "ref: http://www.cpc.ncep.noaa.gov/products/wesley/fast_downloading_grib.html\n";
exit 8; };

if ($file eq "") { $file = $_;
last SWITCH; }

print STDERR "error: multiple URLs found\n";
sleep(5);
exit 8; }}

if ($file eq '' || $url eq '') {
print STDERR $version;
print STDERR "\n$0: gets gribfile from net using wgrib inventory with range field\n";
print STDERR " usage: cat {wgrib inv with range field} | $0 URL-of-wgrib-inventory\n";
if ($file eq '') { print STDERR "\n\n MISING OUTPUT FILE!\n\n"; }
else { print STDERR "\n\n MISING URL!\n\n"; }
exit 8;}

$range="";
$lastfrom='';
$lastto=-100;
while (<STDIN>) {

chomp;
$from='';
/:range=([0-9]*)/ && do {$from=$1};
$to='';
/:range=[0-9]*-([0-9]*)/ && do {$to=$1};
if ($lastto+1 == $from) {

$lastto = $to; }
elsif ($lastto ne $to) {

if ($lastfrom ne '') {
if ($range eq '') { $range="$lastfrom-$lastto"; }
else { $range="$range,$lastfrom-$lastto"; } }

$lastfrom=$from;
$lastto=$to; }

if ($lastfrom ne '') {
if ($range eq '') { $range="$lastfrom-$lastto"; }
else { $range="$range,$lastfrom-$lastto"; }}

unlink $file;
if ($range ne "") {

$err=system("$curl -f -v -s -r \"$range\" $url -o $file.tmp");
$err = $err >> 8;
if ($err != 0) {

print STDERR "error in getting file $err\n";
sleep(20);
exit $err; }

if (! rename "$file.tmp", "$file") {
sleep(30); }}

else {
sleep(10);
print STDERR "No download! No matching grib fields\n";
sleep(30);
exit 8;}

exit 0;

표 유틸리티 계속2-5. Perl scrip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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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전처리 모듈 개발3.

해양 자료는 국내 여건상 예보 혹은 과거 재현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없다 따.

라서 해외의 신뢰도 높은 자료를 수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본의 의. JAMSTEC JCOPE

모델과 국제공동연구 모델 그리고 의 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해 자료HYCOM, NOAA NCOM

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일본의 경우 자국 상황에 의해 제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후.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의 경우 가장 상세한 자료가. HYCOM

도 모형으로 해양 확산 모형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의1/12 . NOAA

은 세부지역으로 전 세계 모든 주요 지역에 대해 상세 세부 모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NCOM

으며 기본 격자는 도이다 특히 년 원전 사고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1/36 . , 2011 Fukushima

주변 해류를 간격으로 예보하여 연구용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바 있다Fukushima 1km

구축된 해양 전처리 모듈은 의 모델을 수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3-2-4]. NOAA NCOM .

상청과는 다르게 결과는 에서 관리하고 배포하NCOM Ecosystem Data Assembly Center(EDAC)

고 있다.

가 자료 형태 및 설명. NCOM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북서태평양 지역으로 에서 분류하여 도로 예보하NOAA 1/36

고 있었으나 년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2011 Fukushima 1km,

예보를 수행하고 있다 격자 해상도 자료의 경우 영역 동서 방향 도 남북방3km . 1km 138~145 ,

향 도를 각각 개 개의 수평 격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직방향으로 개의 층으로34~40 622 667 , 40

구성되어 완전한 차원 자료를 제공한다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의3 [3-2-5]. .

제공 형태는 로 제공되고 있다 는 의 약어NetCDF [3-2-6] . NetCDF Network Common Data Form

로 자료 내에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파일들이 운영체제나 버전에.

따라 파일의 호환성이 항상 문제로 작용하지만 의 경우는 윈도우 환경에서 만들어진NetCDF

파일도 에서 읽고 다시 쓸 수 있으며 운영체제에서 그림으로 변환이 가능하며LINUX , 32bit ,

운영체제로 전송도 가능하다 또한 언어로 작성된 파일을 으로 읽고 쓸 수 있다64bit . C Fortran .

처음 만들어 진 것은 미국의 대기모델 그룹인 UCAR(University Corporation for Atmospheric

에서 대규모의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처음 만들어Research)

진 것으로 기본적인 압축률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나 사용. NetCDF

기본적으로 는 을 추구한다 다른 말로 데이터가 안에 무엇이 들어NetCDF ‘Self Discription‘ .

있는지 확인이 명령어로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실제로 에서 수신한 자료를 바탕으. 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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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Fortran . NetCDF

를 설치하면 단순하게 개의 실행 파일만이 설치된다 와 이며 각각 파일2 . ncdump ncgen , NetCDF

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출력 어떠한 내용을 로 입력 하는 명령어이다, NetCDF .

부분을 보면 격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시스템은 도 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Unit ‘ ‘

알 수 있으며 수직방향으로는 단위를 보이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포맷은 변, meter .

수명 앞의 이 지정하는데 여기서 은 실수를 의미한다 데이터 타입은 나double double . C Fortran

에서 전처리 모듈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 선언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는 사전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다 또 하나. . lat(lat),

라고 지정된 부분이 중요하다 여기서 괄호 밖의 은 변수에 대한 이름lon(lon), depth(depth) . lat

이며 괄호 안의 은 크기를 뜻한다 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 lat . Long_name

로운 일이기 때문에 변수명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하게 된다 또한 괄호 안에 변수를.

보면 차원 배열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명이 과 같이 되어 있다1 . var(lat,lon)

면 이것은 개의 차원 배열 자료임을 뜻한다622 * 667 2 .

해양 성층고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염분 온도를 통해 밀도를 계산하고 밀도의 수직,

분포가 변화하는 경사량을 기준으로 해양성층고를 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3-2-7].

방법은 수직 분포를 매우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 수직, 40

층을 가진 자료로부터 그 분포가 매우 민감한 해양성층고를 계산하게 되면 그 오차가NCOM

크게는 개의 수직 격자크기 만큼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부록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해1 .

양성층고의 계산은 실제 관측된 계절별 수온 염분 자료로부터 얻고 의 자료는 사용하, , NCOM

지 않는다 따라서 정리하면 자료에서 추출 정리해야 하는 자료는 수평 유속 분포. NCOM (U, V,

이다 동서 방향 흐름에 대한 변수명은 남북 방향의 경우 이며 그 자unit m/s) . water_u( water_v) ,

료 형태는 로 정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는 차원 배열로 공간적으로 수평short 16bit . 4 , ,

수직 깊이에 따라 분포하며 시간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본 정보로 알 수 있다 또한, , .

단위는 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흐름 성분은 보통 수십meter/sec . cm/s

로 그다지 빠르지 않다 정수형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소수점은 당연히 없으므로 이라는. , ‘0‘

의미가 된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다른 두 가지 변수가 있다 과 로 각. . add_offset scale_factor

각 임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압축률 및 크기를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자료의 길이이0.0, 0.001 .

다 따라서 을 개 저장한 것과 을 개 저장한 것은 용량에 있어 차이가 발생. ‘1’ 1000 0.01 1000

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경우로 에서는 해류와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매우 작은 소수점. NetCDF

까지 그 정확도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와 같이 정수 형태로 저장하고 추후에 특정

값을 곱하고 더해주어 최종 값을 얻게 하는 경우가 많다 상기의 과 는. add_offset scale_factor

다음 식으로 최종 값을 얻는데 사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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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처리 모듈.

전처리 모듈은 최종 사용자인 해양확산 평가시스템의 구성언어인 으로 작성되었다Fortran .

이는 컴파일시 크로스컴파일 이 기종 컴파일러간의 오브젝트 생성후 실행파일 작성 을 피하고( )

최종적으로는 병렬화 작업을 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상기 자. NCOM

료의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전처리 모듈중 관련 항목이다NetCDF .

1) INCLUDE '/usr/local/include/netcdf.inc'

2) status = nf_open(fnc,NF_NOWRITE,nc_fid)

3) status = nf_inq_dimid(nc_fid,lon_name, id_londim)

4) status = nf_inq_varid(nc_fid,lon_name, id_lon)

5) status = nf_get_var_real(nc_fid,id_lon,lon)

status = nf_inq_dimid(nc_fid,u_name,id_udim)

status = nf_inq_varid(nc_fid,u_name,id_u)

6) status = nf_get_att_real(nc_fid,id_u,'scale_factor',u_sf)

7) status = nf_get_att_real(nc_fid,id_u,'add_offset',u_ao)

status = nf_get_var_real(nc_fid,id_u,ncu)

생략

8) status = nf_close(nc_fid)

내용을 살펴보면 번 항은 언어로 를 의 미리 선언된 함수들의 목록1) Fortran NetCDF library

을 얻기 위함이다 명령어 특성 형태로 된 함수들을 미리 기능별로 선언해 놓은. nf_ _ NetCDF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최종 실행파일 해양확산모델 을 완성하였을 때 함수들netcdf.inc ( ) NetCDF

을 포함시켜 실행파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번 항은 상기에 보인 모듈 앞부분에 라고 하. 2) ‘fnc'

는 문자열 변수에 로부터 검색된 필요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 부DB .

분은 해양확산실험의 경우 시간에 대한 항이 계산시 포함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현재 계

산되고 있는 시간의 파일을 검색해서 문자열 로 넘겨주게 된다 번항의 전체적인 역할’fnc' . 2)

은 이렇게 넘겨받은 문자열에 해당하는 파일을 원본은 보존한 채 복사본만 메모('NO_WRITE')

리로 복사하게 된다 번 항은 에 해당하는 변수의 크기를 얻어오는 명령어로. 3) name id_londim

에 저장된다 번 항은 에 해당하는 변수의 를 얻어오는 명령어로 에 저장된다. 4) name id id_lon .

번 항은 에 해당하는 변수의 내용을 이라고 하는 변수에 메모리상으로 복사하게 된5) id_lon lon

다 즉 해당 변수를 읽는 것이 마무리된 과정이다 번 항은 해류자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 . 6)

를 에 읽어 온다 여기서 는 로 이미 알고 있기에 굳이 읽어올scale_factor u_sf . scale_factor 0.001

필요는 없지만 자료에 따라 그 총 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및 값scale_factor add_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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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의 바람자료의 경우는 및. , ECMWF scale_factor

를 조정하여 총 용량이 줄어드는 알고리즘이 모델에 적용되어 있어 모든 파일이 이add_offset ,

값이 다르다 번 항은 을 얻어오는 부분이다 은 마지막으로 번에서 메모리로. 7) add_offset . 8) 2)

변수를 읽어 들이기 위해 운영체제의 읽기 쓰기 제어 권한을 다시 환원하는 항이다/ .

이러한 명령어 모임은 한번 지정해 놓으면 입력 파일만 바뀌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환경의,

그림을 데이터만 바뀐 상태로 얻을 수 있으므로 매일 새로운 자료를 수신하고 그것을 전부 확,

인하기 어려울 때 미리 등록해 놓으면 효과적으로 이러한 그림들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는 년 일본 지진 및 지진해일에 의해 원전 사. 2-5 2011 Fukushima

고 이후 해류의 가시화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해류는 강하게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지배적인 해역 임을 알 수 있다Kuroshio [3-2-8] .

해양자료의 전처리를 위해 등을 사용하여 매일 수신되는 자료에 대해 자동NetCDF, Fortran ,

전처리 프로그램을 스케줄링 하였다 모든 작업은 본 연구원의 네트워크 속도의 저하를 막기.

위해 오후 시를 기점으로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매일 아침에 자료의 수신여부만을 그림12 ,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향후 해양확산평가 시스템의 결과 후처리 등에,

도 적용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자료의 가시화 결과 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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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상 및 해양 환경내 주요 변수 산정3

대기 혼합고 산정모듈 개발1.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바람과 난류확산에 의하여 수평 수직적으로 이동한다 수평적.ㆍ

으로는 바람의 이류 에 의해 방사성물질은 주로 이동하게 되고 수직적으로 혼합고(advection) ,

내에서 이동 확산하면서 시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혼합고 따라 지상에서부터 수(mixing height) ㆍ

십 킬로 상공까지 수직 이동되어 편서풍을 타고 먼 지역까지 날아가게 된다 혼합고는 주로 태.

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지표면 복사열에 의해 결정되는데 혼합고의 정확한 추정은 대기로 방출,

된 방사성물질의 수직 이동과 이에 따른 먼 지역으로의 수평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혼합고는 온도나 바람분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구해지는데 대기확산모델에서 사용되는 혼,

합고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온도 분포 지표면 플럭스에 근거한 방법, , Richardson

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number [3-3-1].

가 온도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역전이 존재하는 온위 분포를 해석하여 구하는 방법으로 다(potential temperature)

음 식에 의해 혼합고를 산정한다.

 ≥  (3-1)

식 에서(3-1) 는 온위 는 혼합고이다z .

나 지표면 플럭스에 근거한 방법.

이 방법은 지표면 모멘텀 열 플럭스 및 지표 변수 마찰속도 길이, ( , Monin-Obukhov [3-3-2])

등의 제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기 안정도가 중립 인. (neutral)

경우 다음의 식에 의해 혼합고를 계산한다.

  (3-2)

식 에서 는 혼합고 은 비례상수 는 마찰속도 는 이다(3-2) h , cn , u* , f Coriolis parameter .

대기 안정도가 안정 인 경우 혼합고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s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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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기 안정도가 불안정 인 경우 혼합고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unstable) .







′


′

(3-4)

식 에서(3-4)  로 온위 경사이고 위 식은 열 플럭스가 높이에 비례하여 변화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대기 예보모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혼합고 산정 방법은 를 이용하는Richardson number

방법으로 는 부력과 난류의 전단응력 비로써 정의되는데 흐름의 동력학적Richardson number ,

안정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혼합고는 가 정의한 한계 값을 초과하지 않는. Richarson no.

높이로 정의되며 는 다음 식으로 산정된다, Gradient Richardson number .

 
















(3-5)

식 에서(3-5) 는 가온위 는 높이 와 는 방향의 유속(virtual potential temperature), z , u v x, y

성분이다 이론적으로 한계 는 의 범위 값을 갖는다 식 를 이. Richardson number 0.21~0.25 . (3-5)

용하여 혼합고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수직 온도분포와 바람자료가 필요하고, gradient

의 사용은 수직 온도분포의 작은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값의 변화를 나타낸Richardson number

다 는 다음의 가 약 의 값을 갖는 수직. Vogelezang and Holtsalg Bulk Richardson number 0.25

의 높이를 혼합고로 산정하도록 정의하였다level .

 



 




(3-6)

식 에서 는 지표면 높이 는 수치예보자료의 번째 모델 높이 및 는 가온위(3-6) zs , h h , vs vhƟ Ɵ

는 중력가속도 는 마찰속도이다 는 마찰에 의한 난류를(virtual potential temperature), g , u*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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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에 의한 산정 식은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혼합고를 산정하는데. Richardson number

관측 결과와 비교하여 좋은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측 자료와 식 에 의. (3-6)

해 산정된 혼합고를 비교해 본 바 는 에서 계산 값이 관측값과 잘 일치Richardson number 0.24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범위의 값을 갖고 있다, 0.25 ~ 0.30 .

본 연구에서 혼합고의 산정은 마찰속도와 온위자료를 이용하여 특성길이를Monin-Obukhov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 의 를 계산하여 이 기준에 따라 혼합(3-6) Bulk Richardson number

고를 계산하도록 모듈을 설계하였다 를 이용한 혼합고 산정식은 많. Bulk Richardson number

은 대기예보모델에서도 이용되는 방법이다.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하여 식 의 에 의해 산정한 혼합(3-6) Bulk Richardson number

고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수치예보자료는 년 봄 월 여름 월 가을 월 겨3-2 ~ 3-5 . 2012 (4 ), (8 ), (11 ),

울 월 의 특정 날짜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고를 계산하였다 또한 계절별 혼합고의 변화양상(1 )

뿐 아니라 지상에서 대기 복사열이 강한 낮 기간 오후 시 과 대기 복사열이 작은 밤 기간 오( 12 ) (

전 시 에 혼합고를 산정하여 시간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0 ) .

그림 의 봄 기간의 낮 시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지표면 대기 복사에 의해 우리나3-2

라와 만주 지역에서 혼합고는 의 분포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육지 지표면이 빠르게1 ~ 3 km ,

식는 밤 기간 동안에 혼합고는 우리나와 만주 지역에서 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0.7 ~ 1.5 km .

그림 의 여름 기간의 낮 시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와 만주 지역에서 혼합고는 의3-3 1 ~ 1.5 km

분포를 보이고 밤 기간 동안에 혼합고는 우리나와 만주 지역에서 의 분포를 나타, 0.4 ~ 0.5 km

내고 있다.

그림 의 가을 기간의 낮 시간 동안에는 우리나라 남쪽 지방은 약 우리나라 중부3-4 1.5 km,

및 북쪽과 만주 지역에서 혼합고는 의 분포를 보이고 밤 기간 동안에 혼합고는0.4 ~ 0.7 km ,

다른 계절과 달리 우리나와 만주 지역에서 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가을 기간의0.4 ~ 1.5 km ,

혼합고는 낮 보다 밤에 더 높은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의 겨울 기간의 낮 시간. 3-5

동안에는 우리나라 및 만주 지역에서 혼합고는 의 분포를 보이고 밤 기간 동안에0.4 ~ 0.7 km ,

혼합고는 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0.1 ~ 0.7 km .

혼합고는 계절별 일시별 시 공간적인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 ,ㆍ

물질의 수직 확산 및 먼 거리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표면의 대기 복.

사열이 상대적으로 큰 낮 기간과 복사열이 상대적으로 작은 밤기간의 육지에서 혼합고 분포는

년 분석결과에 의하면 봄에 높게 발달되어 있다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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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봄기간 낮과 밤 시간대의 산정된 혼합고 분포3-2. .

그림 여름기간 낮과 밤 시간대의 산정된 혼합고 분포3-3. .

그림 가을기간 낮과 밤 시간대의 산정된 혼합고 분포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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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겨울기간 낮과 밤 시간대의 산정된 혼합고 분포3-5. .

해양 성층고 산정 모듈 개발2.

가 해양 성층고의 정의.

해양성층 는 해양표층과 일반적으로 수심 사이의 해양표층과 밀도가(Mixed-layer) 25 ~ 200m

동일한 층을 말한다 해양성층은 해양표층의 해파와 바람에 의한 표층 전단응력에 의한 난류로.

인해 혼합되어 생성된다 이러한 혼합에 의해 해수 온도 염분 즉 밀도가 매우 균일해지고 이. , ,

러한 혼합층이 해저를 향해 점점 발달하는 것은 바람에 의한 전단응력의 크기와 해수의 안정

성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진다 여기서 깊이는 해양성층고 라고 표기한다. (Mixed-Layer Depth) .

해양표층의 해수 안정성은 해양표면에 인접한 대기의 조건 바람에 의한 전단력 열 교환 하천( , , ,

빙하 강우에 의한 담수 유입 등 에 지배된다 일반적으로 해수가 안정적인 경우 해양성층고는, ) .

얕고 해수가 불안정적인 경우 해양성층고는 깊어지게 된다 여기서 해수가 불안정적인 대표적, .

인 조건은 표층이 그 이하보다 밀도가 높은 무거운 경우로 매우 깊은 곳까지 해양성층고가 발( )

달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고위도 극히 일부지역 북대서양의 해 남극의 해. ( Labrador , Weddell )

에서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무거운 표층 해수는 심해로 수 까지 교란을 가져오며 침강한, km

다 [3-3-3].

대부분의 경우 해양성층은 염분이 수심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수온의 변화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해양표층에서 강우 증발 하천의 담수 유입 빙하 등의 요인에 의해. , , ,

염분이 변화되는 경우를 무시 할 수 없다 해양성층은 해양이 표층에 해당하며 대기의 조건에. ,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 전체로 이러한 영향이 반,

영된다 역으로 해양성층은 해양에서 대기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로이며 매우 중요한. ,

물리적 과정 직접적인 대기의 에너지가 해양으로 전파되는 통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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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매체 플랑크톤의 생성 들이 발생하는 영역 그림 이다, [3-3-3]) ( 3-6) .

그림 해양성층고의 모식도3-6. .

나 해양성층고 평가.

해양성층은 해양성층고 까지는 매우 불안정한 다시 말하면 난류가 강한 구역이며 이 난류, ,

에 의해 염분 온도 밀도가 매우 균등한 분포를 가지는 구역이다 따라서 이 난류를 함수로 해, , .

양성층고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난류를 산정하는데 있어 크게 세 가지.

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첫 번째로 이론이 있다 여기서 는 로 수직. K . K eddy coefficients

혼합을 물리모수화 시킨 이론이다 가장 간단한 이론으로 와 에 의해 소개된 모. Munk Anderson

델 이 있다 이 식은 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 난류는 완전히 전단응[3-3-4] . Richardson number ,

력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되므로 수직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분포를 가지게 되며 계산이 쉽다, .

그러나 실제 해양에서는 이러한 밀도의 수직분포가 매우 급격하므로 위도에 따라 적용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장소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모델을 더 발전시킨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해양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모델이 와 의 난류모형이다 이모형은 를Mellor Yamada [3-3-5] . eddy

과 수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Turbulent kinetic energy, Turbulence length scale Richardson .

이 모델은 고해상도 계산 격자 상에서 현실적인 표층 경계층을 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계산 효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수직 혼합을 흔히, . Bulk

모델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혼합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인 가정은 해양표면에 바로.

균질한 혼합층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이 영역에서는 가 무한이며 그 외의 지역은 이다, eddy , 0 .

혼합층의 수직 전파는 에너지 평형 모델로부터 계산 될 수 있으며 이 때 에너지 평형 방정식,

은 운동방정식 유속 또는 표층의 전단 안정성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혼합고의 깊이( ) , Buoyancy .

는 수가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깊어진다 이러한 모델은 계산효율이 좋고Richardson . Bu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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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혼합층에 대해 다양한 물리변수를 포함할 수 있지만 혼합층 이하에 대해서는 고려,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모델과 유사하지만 물리적으로 해. Bulk

양표층이 완전혼합이 아닌 가정을 따르며 난류혼합 모델과도 이러한 혼합에 의한 동적 안정성,

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등 이 제안한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다른 두Price [3-3-6] .

가지 방법에 비해 적용성이 매우 낮다 또한 혼합이 발생하는 요인도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되어.

적용된다 해수층이 중력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 져 있는 경우 수가. 1) , 2) Richardson

보다 작은 경우 수의 경사항이 보다 작은 경우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0.65 , 3) Richardson 0.25 .

혼합층의 계산을 통해 발생되는 수로 결국 일반적인 음해법으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더군.

다나 수직적으로 매우 높은 해상도를 요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는 수직혼합 계산 알고리즘으로 와Pacanowski Philander [3-3-7]

에 의해 제안된 식이다.

 


 (3-7)




  (3-8)

여기서 수는 다음과 같다Richardson .








(3-9)

여기서 는 수층의 열염 확산 계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여기서 계산된 수직 혼합 계수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운동방정식을 계,

산하게 되면 수직적인 밀도 온도 분포를 계산 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산된 수직분포를 통해, , .

혼합고를 계산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수치 모형에 적용 될 수 있다 와. Pacanowski Philander

은 상기 식에서 물리 모수[3-3-7] ,  , 는 배경 소산항이며, 은 조정계수 는 온도로 화씨, T

를 사용한다 모든 계수는 지역적으로 조정가능하며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값이 적합하다고. ,

언급하였다.

그러나 추후 이 모델은 수가 매우 작을 경우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Richardson , 0.4

이하의 수에서는 두 자릿수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와 같은 수학적Ri .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적용해역의 전체적인 수온 염분 그리고 이를 혼합시켜주는 외,

력요소 바람 강우 파도 해양 표층의 순환 등을 계산해야만 한다는 계산의 양적 부담이 매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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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이러한 모델은 잘 알려진 수치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수치적인 계.

산에 있어 대형 컴퓨터를 요구하는 양적인 문제와 정확성에 있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 과거의 성층고 평가 모델.

모델1) Ekman

은 년 바람이 해표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과 위도에 대한 함수로 해양성층고 모Ekman 1905

델 을 개발한바 있다 이 모델은 해양성층고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외력 중 혼합을 유발[3-3-8] .

하는 원인이 즉 해양성층고 라고 하는 가정 하에 수평 운동방정식을 단순화한 결과물로 중위, ,

도 지역의 계절적인 강우와 증발에 의한 열교환수지가 지배적인 지역에서 적용에는 한계를 가

진다 그러나 간단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sec sin


(3-10)

여기서 는 풍속, 는 위도를 뜻한다 는 경험적인 상수이다. 7.5 .

와 모델2) Rossby Montgomery

의 모델과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모델이 관측치 와 매우 다른 점을 지적하며Ekman Ekman ,

높은 수와 연관성을 내세워 다음과 같은 식 을 제시하였다Rossby [3-3-9] .

sin


(3-11)

여기서, 는 지구자전에 의한 각속도이다.

의 모델3) Kitaigorodsky

는 관측 자료와 해양성층고간의 무차원 비교를 통해 의 난류길이 과Kitaigorodsky Obukhov L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3-3-10] .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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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무차원 깊이 상수 이며, 은 의 난류 길이이다 이 식에 지구자전에 의한Obukhov .

효과와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면 상기의 와 유사한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된Ekman, Rossby

다.

sin
  (3-13)

여기서 는 표층의 운동량의 하강 로 의 자승이며 는 밀도차에 의한 부, A Flux friction velocity , B

력이다.

라 간접적인 물리현상을 통한 추산 방법.

염분은 해양에서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해양의 표층온도와 해양의 평균,

수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담수의 유입이 적은 폐쇄적인 지형일 경우 연속적.

인 자료의 취득이 어려운 해양 부이 조사선 등에 의한 방법 외에 인공위성으로부터 적외선 영,

상을 통한 해수면 표층 온도 와 해수위 로부터(Sea Surface Temperature) (Sea Surface Height)

를 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인공신경망 기법MLD . (Fuzzy,

등을 사용해 시 공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은 직접 관측 자료 해양Artificial Neural Network) (

부이 조사선 와 인공위성 자료로부터 취득한 해수면 표층 온도와 해수위와의 관계를 분석해, )

교육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위성 자료만으로 다시 직접 관측한 자료를 추(Network Training)

정 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약 내외의 오차 를 보이지만 자료의 연속적, MLD . 10% [3-3-11] ,

인 취득이 어려운 지역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공간 시간에 대해 연속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그림 은 의 연구성과 중 이러한 결과를 보. 3-7 Swain [3-3-11]

여주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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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관측자료 축 와 에 의해 평가된 해양성층고의 비교3-7. (X ) Artificial Neural Network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공위성 이미지중 영상을 사용하여 관측된 내부파SAR (Internal Wave)

영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파장 분산 등 을 통해 평가 할 수 있다 이Wave Group Velocity( , ) .

방법은 학술적인 의미로 관측된 내부파에 의해 가정 비압축성 전단응력이 없으며Businessq , , ,

코리올리 효과가 매우 적다는 가정 하에 유도가 가능한 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

한 내부파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매우 드믄 현상중하나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란 어렵다 특, .

히 우리나라 인근에서는 서해남부 일부 연안 제주 서부 일부에서만 간혹 관측되는 현상으로, ,

지역적인 적용성에 있어서 적합한 방법은 아니지만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뛰어난 성과중 하나,

다 구체적인 식의 유도 과정은 등 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Li [3-3-12] ,

표현된다.

  









sinh  sinh   sinh  

sinh
   sinh

   


 (3-14)

여기서 는 파의 그룹속도(Group Velocity), 는 파속 는 파수로 영상(Phase velocity), k SAR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변수이며, 은 상에서 상층 즉 를 나타내요Two phase Flow , MLD , 는

하층으로 총수심=  의 관계를 갖는다.

마 관측 자료로부터 평가.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해양자료는 전 지구를 그 범위로 하고 시간적으로 연속적이며 자료의, ,

품질 검증과정과 조정과정이 용이해야하며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범위를 포함해야한다 그러나, .

실제로 해양자료 특히 온도와 염분의 자료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벗어난 자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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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며 최종적인 성과물로 변환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료는 관측 목적 및 데이, .

터 취득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이러한 자료들을 모.

아 처리하고자 하는 그룹이 매우 많으며 그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

프랑스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재분석된 자료를 생성하고 있는Levitus [3-3-13], Coriolis

가 대표적이다 특히 의 경우에는 많은 국제적인 실시간 해양예보 분석 시스템의CORA . CORA ,

기본 자료로 제공된다 해양관측자료의 품질관리는 예보와 재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

완전 자동화부터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품질관리 방법들이 있다 여기.

서 소개할 자료의 재분석 방법은 과 에서 소개된 반자동 기법을CORA Gronell Wijffels [3-3-14]

사용한 품질보증 방법이다 여기에는 전 지구 해양 재분석 모델을 기본으로한 통. GLORYS2V1

계적인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바 해양성층고의 기준.

해수 성층을 구분하는 물리적 변화는 크게 온도 염분 밀도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의 표증에, , .

비해 변화의 기준을 잡아 성층고를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 기준은 과거 많은 연,

구에 의해 지역별 물리적 변수별로 사용되어 왔다 표 은 과거 사용되어온 해양성층고 구, . 3-1

분을 위한 기준 물리 변수 값이다.

저자 및 연구영역 기준MLD 기준 깊이

Sprintall and Roemmich [3-3-15],

Pacific Ocean

∆ 

∆  ∆
10m

Kara et al. [3-3-16], Global Ocean
∆ 

∆   ∆  
10m

Brainerd and Gregg [3-3-17], Pacific

Ocean
∆   to  0m

Suga et al. [3-3-18], North Pacific ∆  
 10m

Thomson and Fine [3-3-19], North

Pacific
∆   to  2.5m

Weller and Plueddeman [3-3-20], North

Pacific
∆  

 10m

Schneider and Miller [3-3-21], Tropical

Pacific
∆   to  2.5m

Thompson [3-3-22], North Pacific ∆  3m

Spall et al. [3-3-23], North Atlantic ∆  0m

Rao et al. [3-3-24], Indian Ocean ∆  10m

표 해양성층고의 기준 물리항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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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측방법.

1) ARGO

는 전 세계 해양의 실시간 관측 시스템으로 소형 부유체가 전 세계의 바다에 개ARGO 3,000

이상 항시 돌아다니며 그 관측결과를 위성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 자, .

료는 전 세계 누구나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년 이후 전 세계 개국이 참여하고 있, 2007 31

으며 한국도 참여이후 약 개 이상의 부이를 동해와 서남해에 투하한바 있다 의 작동, 700 . ARGO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바다 속으로 투하된 는 해류를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목표수. 1) ARGO . 2)

심 모두 다름 에서 약 일간 표류하며 수온 염분을 관측한다 수심 약 깊은 바다( ) 10 , . 3) 2,000 m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표층까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관측을 수행한다 정해진 일의, . 4) 10

관측 기간이 종료되면 표층으로 떠올라 바다의 층별 수압 수온 염분을 표면위에서 표류하며, , ,

인공위성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다시 번의 과정을 약 년간 수행한다 따라서 해양성층고. 5) 1) 5 .

를 관측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인 관측 장비는 아니지만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전 지구해양

에 대해 수직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관측 자료다 그림 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 3-8

한민국의 부이는 하늘색으로 주로 동해와 서남해에 집중해서 관측되고 있는 것을 알 수ARGO

있다 점 관측 자료이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 가능.

하지만 이 영역은 대부분 매우 연안과 얕은 수심대에 집중해 있으므로 다른 기타 자료로 보완,

이 가능하다.

그림 에서 제공하는 현황 년 월 현재3-8. ARGO Information Center ARGO Buoy (2013 , 1 ).

데이터2) MBT

전 세계 대양을 오고가는 대형 선박의 하부에는 수많은 관측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수심 까지 수온을 관측 할 수 있는 센서에서 관측된250m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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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다 이 자료는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센터에서Bathyhemograph . 1940 World Ocean Data

수집되고 있으며 품질관리가 된 수정 자료와 원본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수온은 해양성층, .

고를 판별하기 위한 많은 기준중 가장 유효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 그 깊이가 비록 까지250m

관측되었지만 대부분의 해양성층고가 내에 속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250m

수 있다 그림 는 년대 이후 가 관측된 배의 항로를 모두 표기한 것으로 주로 연안. 3-9 1940 MBT

에 대해 매우 높은 빈도로 관측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자료가 취득된 항로 년대 이후3-9. MBT (1940 ).

자료3) Coriolis

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특정 장비나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가 아닌 전 세계의 과Coriolis

학자중 독자적인 관측 및 자원 활동으로 하는 관측을 수집하여 및 자료등과 취합ARGO MBT

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기관이며 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는, .

상기의 및 에서 얻지 못하는 해양 사슬 등으로 해저에 고정해 놓은ARGO MBT Mooring Buoy(

관측 센서 비행기처럼 해저면 위를 일정 높이로 떠다니며 관측 직접 해수 채취 등의), Glider( ),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림 은 이러한 자료중 유럽연합의 자료의 위치를 표기한. 3-10 Mooring

것으로 주로 적도 인근의 강한 유속 하에서의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류가 매.

우강하기 때문에 역방향의 항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항로로 이용되기 어려워 자료의MBT

부족한 부분을 매워주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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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럽연합의 자료3-10. Mooring .

아 품질 관리된 자료.

상기 언급된 가지 형태의 자료는 모두 특정 지점에 대한 프로파일 형태의 자료로서 자료의3

관측에 따른 오측 결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매번 자료를, .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러.

한 과정에 대해서 신뢰도 높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소의 품질 관LOCEAN/IPSL

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연구소의 배포되는 자료는 해양성층고의 기준으로 온도의 경.

우에 기준 높이와의 차이가 도 나는 경우 해양성층고의 경계로 여겼다 초기에 도를10m 0.2 . 0.5

사용하는 경우 도 있었지만 많은 자료와 비교 검토해본결과 최소 도 최대 도가[3-3-13] , 0.1 0.2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위도 지방에서 도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과도하게 얕은 해양, 0.1

성층고가 평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일 기준을 평가한다면 도가 적합0.2

하다고 한다 표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과거 많은 연구를 통해 기준에 대해 많은[3-3-25] . 3-1

의견이 있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 경향 및 결과로 보아도 온도와 밀도를 동시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에러가 약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차25% . 1

처리된 자료는 온도에 대해 도 밀도에 대해 을 기준으로 차 처치된 자료를 사0.2 , 0.03kg/m^3 1

용하였다.

그림 은 상기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를 연도별로 관측 지점에 대해 표기한 그3-11

림으로 붉은색 마크는 염분이 관측된 지점이며 푸른색 마크는 온도가 관측된 지점이다 그림, .

에서 보면 년 미국 서부와 하와이 인근 그리고 멕시코 동부 미국을 중심으로 부이1997 ARGO

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본 동부와 대한민국 동해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중심으,

로 한 국가들이 그 참여율을 서서히 증가 시키고 있는 것을 시간상 알 수 있다 대체로 년. 2004

이후 소실되는 숫자만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년경부터는 거의 그 양이 늘지 않고, 2007

있다 위치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해 보면 과거의 자료는 공간적으로 그 깊이를. ,

유추하기에 어려운 지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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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의 품질 관리된 자료의 위치3-11.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

그림 에는 년의 해양 성층고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에는 해수온3-12 2004 . ( )

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도 별로 적도지역이 주로 높고 고위도 지역이 온도가 낮은 일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해수 염분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적도와 지중해에 높은 염분을 보. ,

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평가된 해양성층고는 전반적으로 남극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흐름에 의해 매우 깊은 해양성층고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중위도 지역과 적도에서 일,

반적으로 낮은 해양 성층고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근해와 멕. 2004

시코와 아프리카 사이에 관측 자료의 부제로 인해 일부 평가 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

다 다음 그림 은 년의 자료이다 년의 자료를 보면 온도와 염분의 차이는 년. 3-13 2010 . 2010 2004

에 비해 그다지 눈에 뛰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양성층고의 평가에 있어.

온도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료가 크게 모자라며 남아메리카 동부에도,

이와 유사한 자료 부족현상이 보인다 그러나 밀도를 기준으로 한 해양성층고에서는 이러한 경.

향이 사라지며 데이터의 균일성에 의해 공간적으로 해양성층고 평가에 있어 연속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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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 온도 나 기준 염분. 10m . 10m

다 온도 도 기준 해양성층고 라 밀도 기준 해양성층고. 0.2 . 0.03

그림 년의 가 온도 나 염분 다 온도기준 해양성층고 라 밀도 기준3-12. 2004 ( ) , ( ) , ( ) , ( )

해양성층고.

가 기준 온도 나 기준 염분. 10m . 10m

다 온도 도 기준 해양성층고 라 밀도 기준 해양성층고. 0.2 . 0.03

그림 년의 가 온도 나 염분 다 온도기준 해양성층고 라 밀도 기준3-13. 2010 ( ) , ( ) , ( ) , ( )

해양성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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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는 상기의 온도기준 해양성층고와 밀도기준 해양성층고를 복합한 결과를 월별3-14

로 제시한 그림이다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 보면 매우 강한 연년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대. .

략 깊이로 여름에 가장 얕은 분포를 보이며 겨울에 가장 해양성층고가 깊어짐을20m~150m ,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북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해양성층고가 겨울에 보이고 있.

다 이 지역은 약 까지 깊어지며 그린란드 노르웨이를 둘러싼 해역이다 인도양에서는. 740m , - .

반년변화 약 개월 주기 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여름과 겨울에 해양성층고가 가장 깊어지며( 6 ) ,

봄과 가을에 낮아지는 변화가 년간에 걸쳐 두 번 명확하게 나타남을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1

다 남반구의 도 도 사이에 매우 강한 연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깊. 45 ~60 . 300m

이를 보이며 여름에 최소가 되며 약 정도로 나타난다 적도에서는 일 년간에 걸쳐 해양, , 70m .

성층고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대서양에서는 겨울에 약 까지 깊어진다 여기서는 증. 40m .

발량과 강우량의 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에 고위도 북대서양이나 리브. (

라도 해 에서는 까지 깊어진다 이 해역에서는 따뜻한 물이 약 사이에서 표층) 400m . 100m~200m

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류의 흐름에 의해 깊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기 언급된 가지 평가 방식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성층3

고를 모듈화 하여 해양확산평가 모델에 반영하였다 해양의 현상들 강우 증발 해류의 역전 현. ( , ,

상 은 한가지의 변수로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벌크형 모델도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지) .

역에서 임의로 사용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측자료가 부족한 경우 적용 할,

수 있도록 벌크형 모델도 함께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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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 세계 해양의 해양성층고의 월별 변화3-14. .



- 50 -

제 절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개발 및 검증4

개요1. LADAS-Global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를 통해 환경으로 누출되었고 대기2011 ,

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년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2011

대상으로 한 장거리 대기확산모델만이 개발되어 동북아규모의 대기확산 평가만을 수행하였고,

편서풍에 의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방사성물질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 원자력시설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을 개발하였다.

지구규모 차원 대기확산모델3 LADAS-Global(Lagrangian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은 년 개발된 지역규모 모델인 과 같이 입자추2006 LADAS-Regional [3-4-1, 3-4-2] Lagrangian

적모델에 기초한다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 사고시 신속한 계산을 위하.

여 가상의 입자 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여 그 궤적을 추척함으로써 농도분포를 계산하는(particle)

모델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입자추적 모델을 이용한 차원 공Lagrangian . Lagrangian 3

간에서 입자는 평균풍에 의한 이류 와 난류에 의한 확산 으로 주어진 시간(advection) (turbulence)

간격 동안에 초기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변위는 이류와 난류에.

의한 변위의 합으로써 표시된다 초기시간에서 어떤 시간간격 동안에 입자의 변위. Xj (j=x,y,z)

는 다음과 같다.

      
 (4-1)

윗 식에서 vj는 평균 바람장(j=x,y,z) 는 바람의 난류성분이다 식 에서 바람의 난류성. (4-1)

분은 주로 바람의 전단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기확산 모델 내 이 값을 모수화하는 기

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법을 사용하였다Monte Carlo . Monte Carlo

기법을 이용한 장거리 확산모델에서는 난류성분의 모수화를 계산영역의 전체 수직 높이에 대

하여 동일하게 취하거나 혼합층 내와 혼합층 위로 나누어 다른 계산식을 이용한(mixing layer)

다 식 에서 바람의 수평 난류성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4-1) .

  (4-2)

윗 식에서  는 바람의 수평 난류성분(j=x,y) , Kj는 수평 확산계수이고 은 분포를R Ga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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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로 에서 사이의 값을 갖는다 수직 확산의 경우는 혼합층 내와 혼합층random number 0 1 .

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혼합층 위( )

     혼합층 내( ) (4-3)

식 에서(4-3) 는 바람의 수직 난류성분, Kz는 수직 확산계수, hpbl은 혼합층의 높이, Zg는 지

형고도이다 식 및 에 나타난 수평 및 수직 확산계수 값의 선정은 일정한 상수 값을. (4-2) (4-3)

취하기도 하고 바람 난류성분의 표준편차로부터도 구할 수도 있다, .

입자추적 모델로부터 대기중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영역에 대해 구성된Lagrangian

격자망내의 입자의 수로써 구할 수 있고 각 입자는 질량이나 특정 오염물 단위를 갖고 있다, .

Δ Δ Δ
(4-4)

윗 식에서 는 방향의 격자 크기x, y, z x, y, z , NΔ Δ Δ p는 격자내 들어온 전체 입자의 개수

이다 대기 중에서 제거 과정은 건습식 침적 및 방사성 붕괴를 고려할 수 있는데 건침적 속도. ,․

에 의해 공기 중에서 지표면으로 침적되는 농도는 다음과 같다.

Δ
Δ

(4-5)

습침적은 강우율에 좌우되며 건 침적에 비하여 단순하게 모사가 가능하며 상수Scavenging

Λ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Λ는 강우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

다.

Λ α (4-6)

여기서 는 상수 값이고 상수,α 는 기상조건이 안정한 경우에는 10-4 불안정한 경우에는 10-3

값을 갖고, 은 강우율 을 나타낸다 습침적에 의해 공기 중에서 지표면으로 침적되는(mm/hr) .

농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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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ΛΔ (4-7)

대기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방사성물질이라면 대기중 오염물 제거 항으로 다음과 같은 방사

성물질의 붕괴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Δ λΔ

λ (4-8)

윗 식에서 T1/2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이다.

전 지구 대기확산모델의 대상범위는 경도 180o W ~ 180o 위도E, 90o S ~ 90o 의 범위를N

갖는다 동서 방향은 경계조건으로 남극과 북극은 좌표계를 사용하. cyclic , polar stereographic

여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전 지구를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도

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전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의 확산도를 산정하였다2011 Xe-133, I-131, Cs-137 .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검증2. LADAS-Global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외부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총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고 진,

행과정의 정보를 기준으로 중대사고 해석코드를 이용하여 방출량을 산출하거나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측정된 방사성 오염 농도 혹은 선량 값 으로부터 방출량을 역계산하는 방법으로 추정( )

할 수는 있다 일본 정부는 년 월 일 후쿠시마 사고를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상의. 2011 4 12 (INES)

등급 사고로 발표하면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핵종의 총량을7 , 3.7 ~ 6.3x1017 로 추정한 바Bq

있다 사고 초기 원자력안전 보안원 은 중대사고 해석코드인 를 이용하여 계산. (NISA) MELCORㆍ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환경 모니터링 관측 자료에 근거하여 시스템으로 방, (NSC) SPEEDI

사선원항 을 역 추정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대기로(Source Term) .

방출된 방사성핵종의 누출량의 추정 값을 표 에 나타내었다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4-1 [3-4-3].

물질은 년 월 일 이후에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2011 4 4

은 미미하다 그러나 년 월 일 월 일까지 대기로 누출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의. 2011 3 11 ~ 4 6

일본 북서지역 내륙 및 북동지역 연안으로 확산되어 토양침적 및 해저토내 이동으로 인하여

인간 및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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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후쿠시마 사고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 방출 추정량4-1.

구 분 방사성핵종 방출량 추정치 단위[ : PBq = 1015 Bq]

기 관 및

발표자
발표일 Xe-133 I-131 Cs-134 Cs-137 추정방법

프랑스IRSN( ) 2011.3.22 2,000 90 - 10
사고정보 및l

환경준위 측정값

일본NISA( ) 2011.4.16 - 130 - 6
중대사고

해석코드

일본JAEA/NSC( ) 2011.4.12 - 150 - 12
관측값 기준

역추정

일본JAEA/NSC( ) 2011.5.12 - 150 - 13
관측값 기준

역추정

일본NISA( ) 2011.6.06 11,000 160 18 15
중대사고

해석코드

노르웨이Stoh( ) 2012.3.01 15,300 - - 36.6 inverse modeling

프랑스Saunier( ) 2012.11.11 12,100 103 - 15.5 inverse modeling

일본Terada( ) 2012.5.22 - 123 - 8.6
관측값 기준

역추정

일본Kobayashi( ) 2013.1.01 - 200 - 13
관측값 기준

역추정

참고 체르노빌 사고시( )

방출량
6500 1800 - 85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후쿠시마 사고로 대기로 누출된 및4-1 Xe-133, I-131, Cs-134

의 누출량은 평가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값 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연구자들이Cs-137 .

분석한 값은 일본내 많은 관측자료와 상세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기에 이들의 값이 대

기 누출량에 가장 근접한 값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은 은. Xe-133 10,000 ~ 20,000 PBq, I-131 120

은 이 대기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 PBq, Cs-137 9 ~ 15 PBq .

는 후쿠시마 주변의 환경 모니터링 관측자료에 근거하여Terada [3-4-4] WSPEEDI-II

(Worldwide version of 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원항을 역 추정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대기로 누출된 핵종의.

시간별 양을 산정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그림 에WSPEEDI-II 4-1

나타내었다 [3-4-4].

그림 에 표시된 지점에서 관측된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처음에 방사성물질의4-1 ,

누출량을 알지 못하므로 로 가정하여 계산결과가 관측자료에 근접하도록 반복 계산하1 Bq/hr

는 역 추정방법 을 사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revers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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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간별 누출량을 계산하였다 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과 의 시간별. WSPEEDI-II I-131 Cs-137

대기 누출 정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의 월 일 오전 시부터 월4-2 [3-4-4]. 4-2 3 12 5 4 30

일 시까지의 누적 총량은 의 경우23 I-131 1.23x1017 은Bq, Cs-137 8.6x1015 로 표 에 나타Bq 4-1

난 값과 같다.

그림 선원항 역추적을 위한 후쿠시마 주변 공기 샘플링 및 침적 위치도4-1. .

그림 시스템의 역 추정 방법에 의해 산정된 과 의 시간별4-2. WSPEEDI-II I-131 Cs-137

대기 누출량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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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 지구 대기확산모델 을 이용하여 의 대기확산도LADAS-Global Xe-133

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은 사고초기 년 월 일 시4-3 . Xe-133 2011 3 11 18 (UTC : Universal Time

에서 월 일 시 에 원전 호기에서 대기로Coordinated) 3 16 12 (UTC) 1, 2, 3, 4 2.0x1019 이 대기로Bq

누출된 자료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3-4-5] .

그림 모델에 이해 산정된 전 지구 확산도4-3. LADAS-Global Xe-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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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결과에 의하면 대기로 누출된 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월 일Xe-133 3 17

시 에 미국 서부 연안에 도달하고 월 일에 태평양으로 이동한 제논의 일부가 북쪽21 (UTC) , 3 23

의 캄차카 반도로 이동한 후 만주방향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동 기간 년. (2011

월 일 에 제논은 미국동쪽지역을 통과하고 태평양으로 퍼져나간 제논의 일부가 남서방향으3 23 ) ,

로 이동하여 필리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월 일에 제논은 유럽에 도달하고 북미대륙의. 3 24 ,

북쪽으로 이동한 제논이 북극을 통해 러시아 북쪽지역으로 유입하고 있다 월 일 쯤 제논은. 4 1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

년 월 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제논 측정 장비에서 이 검출되2011 3 23 Xe-133

기 시작하여 월 일에 최대 농도 값4 5 0.928 Bq/m3을 나타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월, 4

말까지는 제논 농도가 관측되었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제논은 년 월 사고 후 편서풍에 의해 태평양으로 이동한 제논2011 3 11

일부가 캄차카 반도를 거쳐 북극을 한 바퀴 돌아 시베리아를 걸쳐 한반도로 유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 지구 대기확산모델 의 평가결과( 4-4). LADAS-Global

당시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제논은 북극을 한 바퀴 돌아 유입된 것이 아니고 태평양으로 확산,

된 제논의 일부가 캄차카로 이동한 후 사할린과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림 년 월 유입경로 언론보도4-4. 2011 4 Xe-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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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년 월 일 캄차카와 만주를 거쳐 제논이 우리나라로 유4-3 2011 3 23

입하고 있고 또한 편서풍에 의해 미국으로 이동한 제논의 일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의,

아이슬란드로 유입하고 있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미국 모델. Hysplit

과 미국 해양대기국의 수평분해능 약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평가 및[3-4-6] 110 km

분석결과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논의 확산평가는 우리나라 기상청의.

수평 분해능 약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 미국의 기상자료를 이용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5 km

의 기상자료보다 훨씬 상세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년에. 2011

우리나라는 전 지구 대기확산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실행파일만을 제공하는 미국의

모델 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우리나라 국민과 환Hysplit [3-4-6] .

경을 보호하는 전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그림 년 전 세계에서 측정된 및 의 관측 일시4-5. 2011 I-131 Cs-137 .

개발된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 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사고로 대기로 누출된LADAS-Global

과 의 확산영향을 평가하였다 대기확산모델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선원항은 후쿠I-131 Cs-137 .

시마 근방 및 원거리에서 사고 후 측정된 농도자료로부터 역 추정한 의 선원항Terada [3-4-4]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에 후쿠시마 사고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측된 아이오다인과. 4-5

세슘의 관측 시간을 표시하였다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방사성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으.

로 이동하여 월 일에 미국 서부 연안에 도달하였고 이후 월 일에 유럽에 월 일에3 18 , 3 31 , 4 10

베트남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에 의해 산정된 의 전 지구 확산도를. LADAS-Global I-131

그림 에 나타내었다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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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델에 이해 산정된 전 지구 확산도4-6. LADAS-Global I-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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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델에 이해 산정된 전 지구 확산도 계속4-6. LADAS-Global I-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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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후쿠시마에서 누출된 은 초기에 편서풍에 의하여 태평양4-6 I-131

방향으로 이동하고 월 일 에 미국 서부 연안에 도달하였다 캄차카 반도로 확산, 3 17 23:00 UTC .

된 방사성물질은 월 일쯤 풍향의 변화로 사하릴 부근이로 이동한 후 월 일부터 캄차카3 21 3 23

사할린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이는 편서풍에 의하여 지구를 한바퀴 돌--> --> .

아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월 일 보다 빠른 시간으로 년 월 일부터 우리나라3 31 2011 3 24

방사성핵종 모니터링 사이트에서 관측된 방사성물질이 캄차카에서 사할린과 만주로 이동된 후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일 에 풍향의 변화로 방사성물질. 4 6 8:00 UTC

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계산결과 및 관측자료에 의하여 후쿠.

시마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방사성물질의 양은 적어 우리나라 국민에 미치는 방사선적 영향

은 미미하였다.

개발된 검증을 위하여 년 후쿠시마 사고 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LADAS-Global 2011

에서 운영하는 방사성핵종 모니터링 사이트 중 과 의 농도가 측정된 일부 지CTBT I-131 Cs-137

점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 나타난 지점에서 과 의 관측결과와4 7 . 4-7 I-131 Cs-137–

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에 제시하였다 비교결과 산정LADAS-Global 4-8 . LADAS-Global

결과는 일부 지점에서는 좋은 일치를 보였고 또 일부 지점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 ,

로 관측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의 관측결과를 분석하면 월 일 사고. 4-8 3 11

후 방사성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월 일에 미국 서부 연안에 도달하였3 18

고 이후 월 일에 유럽에 월 일에 몽고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만에서 월 일, 3 24 , 3 28 . 4 5 ,

우리나라에서 월 일에 공기 중 및 이 측정된 것은 당시 풍향변화에 의하여 후쿠4 7 I-131 Cs-137

시마에서 직접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산정결과 비교를 위한 관측지점4-7. LADAS-Glob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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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S77

(b) UPS79

(c) UPS71

그림 관측결과와 산정결과 비교4-8. LADAS-Glob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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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S70

(b) UPS75

(c) PTP53

그림 관측결과와 산정결과 비교 계속4-8. LADAS-Glob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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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P63

(b) RUP54

(c) KWP40

그림 관측결과와 산정결과 비교 계속4-8. LADAS-Glob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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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NP45

(b) RUP58

(c) JPP37

그림 관측결과와 산정결과 비교 계속4-8. LADAS-Glob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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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131

(b) Cs-137

그림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공기중 방사성물질 농도4-9. .

년 월 후쿠시마 사고 후 우리나라는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감시되고 있2011 3

는 한국의 환경 방사선량률은 지역과 자연현상에 따라 평상시 대략 범위에0.05 ~ 0.3 Sv/hμ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평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치는 없었으며 방사선량 관점에서. ,

본다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국 개 지방의 대.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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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환경 시료를 매일 채집하고 비가 오면 바로 빗물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핵종을 정밀 분,

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등이 극미량으로 검출되, I-131, Cs-134, Cs-137

었으며 일부 지역의 대기에서는 가 검출된 바 있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는 후, Ag-110m . 3 24 4 26

쿠시마 사고에 기인한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으나 월 일부터 일간 일부 지역, 5 28 3

의 대기에서 방사성세슘이 검출된 이후에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3-4-7].

그림 에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주요 도시에서 측정한 공기 중 과 의 농도4-9 3 24 4 30 I-131 Cs-137

를 나타내었다 은 월 일 군산에서 최대. I-131 4 6 3.12 mBq/m3 과 은 월 일 부산에, Cs-134 Cs-137 4 7

서 각각 최대 1.19 mBq/m3, 1.25 mBq/m3로 검출되었으며 빗물의 경우 이 월 일 제주에, I-131 4 7

서 최대 와 은 월 일 제주에서 각각 최대 로 나2.81 Bq/L, Cs-134 Cs-137 4 11 1.67 Bq/L, 2.02 Bq/L

타났다 토양 방사능 분석 결과 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과 도 과거 강대국 핵실. , I-131 Cs-137 Pu

험 결과로 평상시 검출되는 수준이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한국 국민의 피폭선량은 무시할.

수 있다.

모델에 의해 산정된 결과를 우리나라 서울 군산 부산 제주에서 측정된LADAS-Global , , ,

과 의 관측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의 경우I-131 Cs-137 4 10 . 4-10 I-131–

서울에서 계산 값이 관측값에 비하여 약 일 정도 최대 농도가 빨리 도달하였고 군산의 경우1 ,

계산 값의 최대농도가 관측값에 비해 약 일 정도 늦게 부산의 경우는 계산 값과 관측값의 최2 ,

대농도가 도달하는 시간이 일치하였다 월 일 이후에 우리나라 주요 핵종 모니터링 장소에. 4 20

서 관측값이 측정되지 않은 것은 측정값이 0.1 mBq/m3로 관측기기의 최소 검출한계값 이하여

서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계산값과 관측값은 양호한 결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최대농도 도달 시산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상자료의 수평 분해능이 약 로, 30 km

격자 해상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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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에서 관측결과와 산정결과 비교4-10. LADAS-Global .



- 68 -

그림 우리나라에서 관측결과와 산정결과 비교 계속4-10. LADAS-Glob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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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에서 관측결과와 산정결과 비교 계속4-10. LADAS-Glob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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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에서 관측결과와 산정결과 비교 계속4-10. LADAS-Global ( ).

년 월 일 일 사이에 국내에서 관측한 과 의 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2011 4 7 ~ 8 I-131 Cs-137

하더라도 연간 피폭 선량이 수준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월 일부터 월0.000003 mSv . 3 31 4

일까지 개 도시에서 측정된 과 의 공기중 관측농도 와 관측농도30 12 I-131 Cs-137 [3-4-8, 3-4-9]

를 기준으로 공기중 방사성물질 외부피폭 과 이를 인간이 호흡하였을 내부피폭 때 받게 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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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폭선량을 표 에 나타내었다4-2 .

후쿠시마에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로 유입된 경로는 편서풍을 타고 지구를

한 반퀴 돌아서 들어오는 경로와 풍향의 변화로 인하여 후쿠시마에서 직접 유입된 두 가지 경

우가 존재한다고 평가되었다 을 이용하여 년 월 일부터[3-4-8, 3-4-9]. LADAS-Global 2011 3 12 4

월 일까지 대기로 누출된 과 의 확산도를 보면 월 일부터 계절풍30 I-131 Cs-137 4 5 (monsoon

의 국지적 풍향의 변화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은 후쿠시마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유입된wind)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후쿠시마 사고후 대기중 과 의 측정농도. I-131 Cs-137

와 대기확산모델링 결과 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림 에 의 평가결[3-4-10] . 4-11 Huh [3-4-10]

과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LADAS-Regional .

표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방사성핵종 농도 및 계산 피폭선량 년4-2. (2011 ) [3-4-8, 3-4-9]

지점
관측기간

년(2011 )

관측농도 (mBq/m3) 총 피폭선량

(mSv/month)I-131 Cs-137

서울 2011. 3/31 - 4/30 0.08 - 1.29 0.04 - 0.17 6.39 x 10-5

춘천 2011. 3/31 - 4/30 0.07 - 2.16 0.02 - 0.20 1.06 x 10-4

대전 2011. 3/31 - 4/30 0.05 - 1.86 0.06 - 0.13 9.19 x 10-5

군산 2011. 3/31 - 4/30 0.14 - 3.12 0.08 - 0.45 1.54 x 10-4

광주 2011. 3/31 - 4/30 0.05 - 1.29 0.03 - 0.42 6.39 x 10-5

대구 2011. 3/31 - 4/30 0.07 - 1.12 0.06 - 0.27 5.54 x 10-5

부산 2011. 3/31 - 4/30 0.05 - 1.32 0.04 - 1.25 6.54 x 10-5

제주 2011. 3/31 - 4/30 0.06 - 0.89 0.04 - 0.55 4.41 x 10-5

강릉 2011. 3/31 - 4/30 0.08 - 2.37 0.04 - 0.26 1.17 x 10-4

안동 2011. 3/31 - 4/30 0.07 - 0.69 0.05 - 0.15 3.41 x 10-5

수원 2011. 3/31 - 4/30 0.09 - 1.91 0.05 - 0.22 9.46 x 10-5

청주 2011. 3/31 - 4/30 0.05 - 1.74 0.05 - 0.20 8.61 x 10-5

전반적으로 방사성물질은 년 월 일 북동풍에 의해 후쿠시마 원전의 남서방향의 필리2011 4 5

핀 대만 우리나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표 와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로, , . 4-2 4-11

직접 유입된 방사성물질은 0.05 ~ 3 mBq/m3으로 그 값이 매우 낮아 인간과 환경이 미치는 영

향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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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에 의해 산정된 아시아지역내 방사성물질 확산도4-11. Huh [3-4-10] LADAS-Reg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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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핵종농도 연계 초기 오염도 평가모델 개발3.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와 같이 대규모 원전 시설의 사고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누출되어 인간과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대형 원자력시설 사고시 초기에.

제논 크립톤과 같은 불활성 가스가 노심 재고량의 대기로 누출되고 가스 및 입자상 방, 100% ,

사성핵종인 및 그리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의 물질이 방출된다I-131, Cs-134, Cs-137 Sr-90, .

특히 사고 초기에 방출되는 은 약 일 정도의 짧은 반감기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통하여I-131 8 ,

인간의 갑상선에 침적되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따라서 사고시 초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에 의한 유효 피폭선량 및 갑상선 피폭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I-131 .

사고 초기에는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직접 흡입 으로 인한 폐 혈(inhalation) ,

액 장기를 통하는 내부 피폭 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기중 혹은 지표면에 침, (internal exposure)

적된 동위원소로 인한 외부 피폭 가 중요한 요소이며 중단기 적으로는 해양(external exposure) ,

으로 누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연안 침적으로 인한 해양활동 낚시 어업활동 취미 등 으로 인( , , )

한 외부 피폭과 이를 통한 물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는 환경에 노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연계 먹이사슬을 통한 이동을 통해 음식물 섭취 생선( ,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사료 등 로 인한 내부 피폭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림 에, , ) . 4-12

는 상기에 언급된 초기 중기 장기적인 인체 영향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육지내의 먹이사슬, , .

토양 식물 동물 순의 먹이사슬 의 경우에는 대기중의 농도가 매우 급변하므로 각 먹이사슬( , , )

간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전달 계수 무차원 를 통해 각 먹이사슬별 전 단(TF; Transfer Factor, )

계 섭취 하는 대상 의 농도로부터 상대적인 채내 축척량을 단계적으로 계산해 최종적인 섭취량( )

연간 혹은 일간 과 같은 통계 자료와 함께 총 방사성 동위원소 직접 섭취량을 산정한다( kg) .

해양 생태계의 경우 해수중 농도와 해저토의 농도는 수학적으로 평형한 전달계수로 시간이

무한하다고 가정할 경우 정의 할 수 있으며 대기와 다르게 매우 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

먹이사슬과 상관없이 해양생물내 방사성 동위원소 함유량 해수중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 의, ( )/( )

비로 표기한 농도계수 무차원 로 환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CF; Concentration Factor, ) .

총 방사성 동위원소의 총 직접 섭취량은 각종 식품의 섭취량에 전달 계수와 농도계수의 곱을

합한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총 섭취량 을 구하게 되면 선량환산인자. (Bq)

를 사용해 선량 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암발생(DCF; Dose Conversion Factor, Sv/Bq) (Dose, Sv) .

인자(CRC; Cancer Risk Coefficient, Bq-1 를 적용해 위험도 평가가 가능하다) .

유효 피폭선량의 평가는 공기 및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피폭과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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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기 중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

공기중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개인 유효선량은 다음과 같다.

  




 ×  ×  (4-9)

윗 식에서,

Eext,cloud 방사성 핵종에 의한 유효선량: (Sv)

Cair 공기중 방사성물질 농도: (Bq/m3)

 선량계수: (Sv/hr per Bq/m3)

피폭기간t : (hr)

그림 방사성 동위원소의 환경내 누출 누적에 따른 영향 평가 단계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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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 피폭.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개인 유효선량은 다음과 같다.

  




 ×  ×  (4-10)

윗 식에서,

Eext,dep 방사성 핵종의 지표면 침적에 의한 유효선량: (Sv)

Cdep,air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 농도: (Bq/m2)

 선량계수: (Sv/hr per Bq/m2)

피폭기간t : (hr)

다 호흡에 의한 내부 외부 피폭.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 호흡에 의한 개인 유효선량은 다음과 같다.

∈ 




 ×  × ∈×  (4-11)

윗 식에서,

Eint,inhalation 공기 중 방사성 핵종 호흡에 의한 유효선량: (Sv)

Cair 공기중 방사성물질 농도: (Bq/m3)

 호흡으로 인한 선량계수: (Sv/Bq)

Iinh 호흡율: (m3/hr)

피폭기간t : (hr)

라 선량환산계수.

는 선량환산계수를 추정하는 방식과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그 값에 대해 수년간 여러 권의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의. ICRP

에 수록된 내용 중 선량환산계수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에는 작업자의 섭취119 . ICRP 68

와 호흡에 의한 유효선량계수 를 과 에 언급되어 있는 모(effective dose coefficients) ICRP 66 30

델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사용된 생체 동역학 모델에는 방사성 핵종의 체내 분포와 각 원소.

별 세포내 누적 혹은 배출율을 체액의 흡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에는 이러한 과거. ICR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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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출방식을 포함해 계산된 유효선량계수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표

에 원자력 종사자의 호흡에 의한 선량환산계수를 제공한다 이는 하루4-3 . 1.2 m3 의 공기를/h

호흡하며 하루 시간 작업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입자형 동위원소 직경 과8 , 1 5㎛ ㎛

을 각각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표 에는 용해가능하거나 반응성 가스에 대한 유효선량계수. 4-4

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 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또한 체액에 용, ICRP 66 68 .

존 흡수 되는 성질에 따라 각 동위원소별로 로 나누어 구분한다( ) F, M, S .

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아 성인으로 연령별로 구분되어 섭취에 의한ICRP 72 , 1, 5, 10, 15,

선량환산계수가 첨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인자는 과 에 언급된 인체모델을 통해. ICRP 66 30

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연속된 간행물인 에 수록되어 있으며. ICRP 56, 67, 69, 71 , ICRP 72

에는 개의 추가적인 동위원소에 대해서 원자력 종사자에 대해 고려되어 있다 외부피폭에 대60 .

한 선량환산계수는 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정의된 계수는 전신을 단순한 입체ICRP 74 .

모형으로 가정하여 광자 전자 중성자에 따른 전신의 방향에 따른 환산계수를 제공한다 전신, , , .

의 지형적 방향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전면 후면 좌측AP( ), PA( ), LAT( ), ROT

우측 균등방향 으로 나뉜다( ), ISO( ) .

Effective Dose Coefficient (Sv Bq-1)

Inhalation Ingestion

Nuclide T1/2 Type f1
e

(1 m)μ

e

(5 m)μ
f1 e

I-131 8.04 d F 1.0 7.6E-09 1.1E-08 1.00 2.2E-08

Cs-134 2.062 y F 1.0 6.8E-09 9.6E-09 1.00 1.9E-08

Cs-134m 2.90 h F 1.0 1.5E-11 2.6E-11 1.00 2.0E-11

Cs-137 30.0 y F 1.0 4.8E-09 6.7E-09 1.00 1.3E-08

Sr-90 29.12 y F 0.3 2.4E-08 3.0E-08 0.3 2.8E-08

S 0.01 1.5E-07 7.7E-08 0.01 2.7E-09

H-3 12.35 y
See Table B.1 for inhalation

coefficients
1.0OBTa 4.2E-11

1.0HTOb 1.8E-11
aOBT denotes organically bound tritium
bHTO denotes tritiated water

표 중 첨부 에서 주요 동위원소의 유효 선량환산 계수4-3. ICRP 11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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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f1 e (Sv Bq-1)

Nuclide T1/2 f1 e (Sv Bq-1) 1y≥ 1 y 5 y 10 y 15 y Adult

Hydrogen

H-3 12.35 y 1.0a 1.2E-10 1.0 1.2E-10 7.3E-11 5.7E-11 4.2E-11 4.2E-11

1.0b 6.4E-11 1.0 4.8E-11 3.1E-11 2.3E-11 1.8E-11 1.8E-11
aOrganically bound tritium
bTritiated water

Cesium

Cs-134 2.062 y 1.0 2.6E-08 1.0 1.6E-08 1.3E-08 1.4E-08 1.9E-08 1.9E-08

Cs-134m 2.90 h 1.0 2.1E-10 1.0 1.2E-10 5.9E-11 3.5E-11 2.5E-11 2.0E-11

Cs-137 30.0 y 1.0 2.1E-08 1.0 1.2E-08 9.6E-09 1.0E-08 1.3E-08 1.3E-08

Iodine

I-131 8.04 d 1.0 1.8E-07 1.0 1.8E-07 1.0E-07 5.2E-08 3.4E-08 2.2E-08

Strontium

Sr-90 29.12 y 0.6 2.3E-07 0.4a 7.3E-08 4.7E-08 6.0E-08 8.0E-08 2.8E-08

표 중 첨부 에서 주요 동위원소 유효 선량환산 계수4-4. ICRP 119 E

상기의 환산계수는 단위가 이며 대기확산 모델에 의해 평가된 대기중 방사성 핵종 농Sv/Bq ,

도를 섭취 호흡에 대한 모델에서 구해진 최종적인 흡수한 방사성 핵종에 곱해져 유효선량

로 환산된다(effective dose) .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에 의한 전 지구 지역에서 유효선량 평가를 위하I-131

여 선원항은 표 의 선원항 자료를 이용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계4-1 Terada 2011 3 12 4 30

산을 수행하였다 에 의한 초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전 지구 대기확산모델. I-131

의 산정결과인 공기 및 지표면 침적 핵종농도 값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갑상선LADAS-Global

피폭선량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의 갑상선 피폭 선량도는 월 일 사고후 누4-13 . 4-13 3 12

적 갑상선 피폭량이다 사고후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에 의하여 태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으.

로 에 의한 갑상선 피폭도도 태평양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월 일 호기I-131 3 15 2

수소폭발후 다량의 방사성물질 누출에 의해 일본 내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월 일. 3 25

은 미국 전역과 필리핀으로 이동하였는데 에 의한 갑상선 피폭량은 미국의 경우I-131 , I-131

10-10 ~ 10-8 필리핀은mSv, 10-7 ~ 10-5 로 그 양이 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mSv .

년 월 일 쯤 은 편서풍에 의해 지구를 한바퀴 돌아 우리나라 유입하게 하고 월2011 4 1 I-131 4

일에는 북반구전역으로 확산된다 년 월 일에 에 의한 갑상선 피폭선량은 우리13 . 2011 4 13 I-131

나라의 경우 약 10-7 ~ 10-5 로 인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갑상선mSv .

유효선량은 년 월 말부터 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의 농도 자료를 이용하2011 3 4 I-131

여 계산한 유효선량 값 10-5 와 유사하게 산정되었다mS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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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의한 전 지구 갑상선 피폭선량 예측도4-13. I-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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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침적 핵종농도 연계 지표면 오염도 평가모델 개발4.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초기에 반감기가 짧은 등의 핵종에I-131

의해 인간에 위해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긴. Cs-137

약 년 이 대기로 이동하면서 지표에 침적되어 장기간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 30 )

한 자표면 오염도 평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지표면 침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침강속도에 의한.

건침과과 강우에 의한 습침적이 주된 요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에 의한 전 지구 지역에서 지표면 오염도를 평Cs-137

가하기 위하여 선원항은 표 의 의 자료를 이용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4-1 Terada 2011 3 12 4 30

지 계산을 수행하였다 에 의한 지표면 오염도 평가는 전 지구 대기확산모델. Cs-137

의 지표면 침적 핵종농도 분포를 사용하였다 월 일 원전 호기의 수소폭발LADAS-Global . 3 15 2

후 다량의 방사성물질에 대기로 누출되어 후쿠시마 주변 지역을 오염시켰는데 호기의 격납건, 2

물 손상이 발생한 월 일에 풍향이 동풍에서 남동풍으로 변화하였고 또한 월 일에는 남3 15 , 3 20

동풍 및 강수에 의해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북서쪽의 지표면에 침적되었다 그림 및 그림( 4-14

4-15).

결과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미국 에너지부에서 관측한 의 지표면 오염LADAS-Global Cs-137

도 분포와 비교하여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전반. 4-15 .

적으로 의 평가결과 방사능 물질은 주로 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하나 초기에는 일LADAS-Global

본의 북쪽을 따라 이동한 후 다시 남하하여 일본의 동쪽 및 남쪽에 영향을 준 후 태평양으로

빠져나간다.

그림 의 의 평가결과 사고 초기 년 월 일 은 주로 태평양으4-16 LADAS-Global 2011 3 16 Cs-137

로 이동하지만 일본 내륙지역의 지표면에 오염이 심각한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 기, .

간에 은 캄차카 반도로 이동하여 지표면에 침적되었다 월 일 경에 미국 서부 연안Cs-137 . 3 17

에 도달하여 은 지표면에 침적되었고 월 일에 미국의 북쪽방향으로 이동한Cs-137 , 3 21 Cs-137

은 유럽의 아이슬란드에 도달하여 지표면에 침적되고 월 일에는 유럽 내륙 지역과 아시아, 3 25

의 필리핀 지역에 침적되었다 그러나 그 양은. 10-4 ~ 10-2 Bq/m2으로 인간과 환경에 주는 영향

은 미미하였다 월 일에는 캄차카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이 우리나라로 일부 이동하. 3 28 Cs-137

여 이 유입하여 지표면에 침적되고 월 일에 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북반구Cs-137 , 4 6 Cs-137

전역 지표면에 침적되었고 풍향의 변화로 인하여 후쿠시마에서 남쪽을 돌아 우리나라로 일부,

이 직접 유입되어 지표면에 침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표면에 침적된 은Cs-137 . Cs-137

10-2 Bq/m2 정도로 양이 적어 인간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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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쿠시마 원전 반경 내 바람과 강수 기상자료 한국기상청 자료4-14. 80 km ( ).

관측값 계산값(a) (b) LADAS

그림 원전 반경 내 지표 침적량 비교4-15. 80 km Cs-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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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의한 전 지구 지표면 오염 예측도4-16. Cs-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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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구규모 해양확산모델 개발 및 검증5

개요1. LORAS-Global

해양 수치 기법은 크게 오일러리안 라그랑지안 체계로 나뉜다 그중 오일러리안 지배방정식, .

을 적용한 수치모델은 보통 해당 유한 영역에서의 평균 유속 평균 수위 등을 산정하기 위해,

발달해 왔으며 라그랑지안 지배방정식은 대기에서는 황사 이동 예측 해양에서는 퇴적물 플랑, , ,

크톤 적조 녹조 등 오염물 기름 방사성 동위원소 해양 쓰레기 등 의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 ), ( , , )

발달해 왔다 라그랑지안 지배방정식을 적용한 오염물질의 이송 확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 ,

다 오일러리안 좌표계상에서는 격자 기반으로 오염물의 소스 위치를 포인트 또는 공간적으로.

주더라도 격자 형상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라그랑지안 지배방정식 상에서는 소스의 분포를, ,

실제 현상과 아주 가깝게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수치해법상 오염물질의 보존이 오일러리안에.

비해 매우 정확하며 다양한 오염물이 섞여 있을 경우 그 분포를 특성화해 입자에 특성으로 부,

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오일러리안 지배방정식에 비해 매우 많은 컴퓨터 자.

원을 소모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기술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대규모 계산에 대해 클러스터를 사용한 병렬화 기법을 통해 계산 자원 시간에 대해 목,

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 한가지 단점으로는 난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

컴퓨터 자원을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난수의 특성상 정확도를 위해 입자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점이 큰 문제로 작용한다 일부 수치 기법중 개별 입자에 오일.

러리안 확산을 적용하는 중간적인 방식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

가 입자의 이송 확산 방정식.

입자의 오일러리안 형태의 이송확산 방정식은 에 표현된 대로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3-5-1] .




∙∇∇∙∇ (5-1)

여기서 는 입자의 분포에 의한 농도, 는 시간에 따른 입자의 변화, 는 평균 유속, 는

상수로 난류를 파라메터화한 수eddy-diffusitivity ,  는 소스텀이다.

이를 라그랑지안 형태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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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랑지안 입자 수송 모델에 있어 입자는 유속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해석하고자 하는 입자의 특성상 유속에 비례하는 경우도 존재 해수 표층의 오일의 경우(

유속의 배 배속으로 이동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유속 성분은 별도의 평균유속 산정0.3 ~ 0.5 ) .

모델의 결과를 적용하게 된다 입자 수송 모델의 위치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이 가능하다.



























  

  

  













  (5-3)

여기서  는 공간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가정은 이 난수는.

매 계산시마다 변해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균등분포를 가져야 한다, .

나 입자의 화학적 특성 방정식.

방사성 동위원소가 해양에서 확산될 때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화학적 특성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저토 또는 부유사 토 에 포함된 미네랄과 동위원소의 전자 교환을 통( )

한 흡착 탈착 이다 이 흡착과 탈착 과정은 미네랄의 함량과 성분 점토의 공극률 직경 등 매, . , ,

우 다양한 변수에 따라 흡착과 탈착의 비율이 변하게 된다 이 흡착과 탈착에 따른 해수중 동.

위원소 농도와 부유사 또는 해저토 내에 흡착된 농도와의 비를 에서 권고IAEA [3- 하고 있5-2]

다 이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해 유럽 발틱해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는 라는 비. , ( ) Kd 2~5

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수가 모든 해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

이 비율이 약 정도라는 관측 결과도 일부 발표되고 있으나 너무나도 국지적인 관측으로200 ,

이러한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더 관측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 흡착과 탈착을 해수 해저토 부유사에 대해 표현하면 각 식은 다음과 같다, , .




  




  (5-4)




 

여기서 는 해수중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 는 해저토내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 는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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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 은 해저토로 흡착되는 속도, 는 부유사로 흡착되는 속도, 

는 탈착 속도, 는 소스텀, 는 부유사 침강으로 인한 제거 속도, 는 해저토의 재부유로 인

한 제거 속도다. 과 는 부유사 및 해저토는 흡착이 가능한 노출 면적 입자의 크기에 따,

라 달라지게 되므로 동일한 흡착 속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해저토에 일정 두께만큼의.

물과 반응한다는 반응 깊이에 대한 가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계수들은 매우 많은 변수들의 함.

수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관측치를 통한 흡착 탈착, ,

비를 평가하기 어려운 시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탈착에 대해서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이상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 탈착비율은 동위원소.

의 반감기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며 의 경우 다음과 같다, Cs-137 .

 ×
   (5-5)

는 2.0 으로 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유사 농IAEA MODARIA ,

도( 와 탈착 계수를 통해 이상적인 공간에서 흡착계수를 추정 할 수 있다), .

그림 5-1.  와 해저토내 방사성 동위원소 분포 비.

그림에서와 같이 차원 적으로 크기의 가상의 수조에서 부유사 해수 해저토 농도를 시3 1m , ,

간에 따라 수렴시키면, 에 따른 흡착 계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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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젝트 결과중 일부5-2. IAEA MODARIA .

상기와 같은 내용은 의 프로젝트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IAEA MODARIA LORAS

및 일본의 를 포함해 참가국간 검증(Lagrangian Oceanic Radiological Assessment System) JAEA

을 년차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다 표층에서의 방사성 동위원소3 . .

농도는 참가국이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저층 농도의 경우는 로 표기된, KAERI

와 의 결과가 유사하다 또한 해저토에 흡착되는 양은 의 경우 잘 재현하지LORAS JAEA . JAEA

못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결과와 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 스페인 모델의 경우 오일러, KAERI .

리안 모델이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모델의 결과에 비해 해저토내 농도의 변화가 부드럽게 표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들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송 확산항의 수치적 접근.

방법과 육지와 해상사이의 경계조건 처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수치.

적 접근 방법과 같은 모델의 특성을 제외한 환경적 변수 확산 계수 침강속도 해수 유동 해저( , , ,

지형 탈부착 계수 해종 반감기 오염원의 방출량 등 을 모두 통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 , )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참가국 모델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에는, .

현실적인 오염원의 방출량 및 대기 침적량을 고려한 공동 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그림 은. 5-3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지역모형의 공간적 결과 분포다IAEA MODARIA .



- 86 -

그림 프로젝트 결과 중 일부5-3. IAEA MODARIA .

다 순환 모델의 종류.

라그랑지안 입자 수송 모델은 배경 유속을 별도의 유속장을 구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

에는 이 해수 유속을 제공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없으며 기상청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

으나 모델의 역할이 폭풍 해일시 태풍의 에너지 흡수에 의한 해수면 수온 하강 효과와 기압

하강에 따른 수위 상승효과를 모사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의 유속장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유속장 및 벡터도는 평균 유속이며 그 공간적. ,

인 범위가 한국의 영해에 해당하는 영역만을 제공하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 외에 서울대 제주대에서 일부 연구진에 의해 해수유동에 대한 연구가 진. ,

행되고 있으나 자료동화와 같은 기법적인 연구에 치중해 있으며 자료 제공은 어려운 상황이, ,

다 국외의 경우는 일본의. JAMSTEC(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미국의 등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RL(Naval Research Lab)

에서 전지구적인 해양순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은(1)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 HYCOM GODAE(U.S. Global Ocean Data

의 의 지원으로 자료동화된 혼합Assimilation Experiment) National Ocean Partnership Program

등밀도 시그마 수압 좌표체계의 해양모형의 검증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 모형은 기반- - . MICOM

으로 개발되었으며 의 단점인 연직 등밀도 좌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성, MICOM .

층화가 잘되어 있는 곳은 등밀도 좌표계를 쓰며 성층화가 약한 표층의 혼합층 같은 곳은 좌, z

표계를 사용하고 수심이 얕은 곳은 지형추적 시그마 좌표계를 사용한다 은 모형 개발. HYCOM

뿐만 아니라 자료동화에 의한 해양현황 및 예측자료를 전 지구에 대해 도 자료형태로1/12 2003

년부터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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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해양순환모형에 비하여 선도적인(2) MITgcm(MIT General Circulation Model) : MITgcm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형이다 대부분의 해양순환모형은 정수역학체계의 모형인데 비하여.

은 비정수역학체계를 지원하며 대기 해양 결합모형의 내부 역학코드를 하나로 통일하MITgcm , -

여 사용하되 대기와 해양의 물리부분만을 독립시킨 모형이다.

원시방정식을 처음으로 수치모형화한 것은(3) MOM(GFDL Modular Ocean Model) :

의GFDL(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3- 과5-3] [3- 이다 년 년대에 걸5-4] . 1960 ~1980

쳐 개발된 이 모형은 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 배포 되었다1984 [3- 이 모형에 포트란 프5-4].

로그램의 모듈화를 도입하면서 모형의 이름을 이라 명명하고MOM(Modular Ocean Model) 1991

년에 첫 번째 버전을 발표하였다 [3- 이후에5-5]. MOM2 [3- 와5-6] MOM3 [3- 이 계속적으로5-7]

발표되었으며 현재 널리 사용되는 는 이 년 월에 이 년 월, MOM4 MOM4.0 2003 10 , MOM4p1 2009 12

에 발표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지구 대순환모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의 특징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직좌표계는 지오포텐셜 좌표계MOM4p1 . (geopotential

이외에도 수심기반 시그마 좌표계coordinate) (depth based terrain following sigma coordinate)

와 수압 좌표계 수압기반 시그마 좌표계(pressure coordinate), (pressure based terrain following

등을 지원 명시적 자유수면 및 해저압력 계산 기법 제공 추적자 와sigma coordinate) , , (tracer)

경압 유속장의 시간적분 방법으로 와 의 방법을 제공하며 후자leap-frog two-level forward step

의 방법을 추천함 코리올리 힘의 계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암시적 방법 사용 상태, ,

방정식은 [3- 의 최신 방법을 도입 저해상도에서 복잡한 해저지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5-8] ,

영하기 위한 방법 지원partial bottom step technology [3- 아격자 모수화 기법으로는 다음5-9],

과 같은 기법들을 제공, Horizontal friction : Smagorinsky laplacian and biharmonic scheme

[3- 과 기법5-10] anisotropic laplacian [3-5-11, 3-5-12], Neutral physics and boundary regions :

[3- 의 경계지역 내에서의 처리 기법 추가5-13] neutral physics , Restratification effects from

submesoscale eddies : [3- 의 모수화 방법 지원 아격자 내의 에디들로부터 유5-14] , Form drag :

발되는 의 모수화 기법 지원 조석 혼합 모수화 기법 제공 다양한 연직 혼합 모수화form drag , ,

기법 제공 상수 등: , PP, KPP, GOTM .

의 초기버전인(4) POP(Parallel Ocean Program) : GFDL MOM Bryan, Cox, Semtner and

모형으로부터 개발된 병렬최적화된 모형으로 에Chervin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서 개발하였다 북극의 특이점 해소를 위해서 극을 육지로 옮기는 와 육지에 두 개. dipolar grid

의 극을 만드는 를 지원한다 은 초기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tripolar grid . POP CM-5

되었으나 현재는 와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렬화되고 전지구 까지 고해상도MPI SHMEM 1/10°

모형으로 개발되어 전지구 에디재현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모형은 버전 로. , POP 2

개선되어 의 과 의 해양모형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NCAR CCSM CE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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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 전지구 도 자료를 받아 사용했다 자료의 크기는 속도 성분에HYCOM 1/12 .

따라 약 이며 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영역은2 Gbyte , NetCDF . 78o 부터S 47o 까지는 균등하N

게 도로 약 간격 격자를 가지며1/12 7km , 47o 이상은 그리드 시스템을 체용하고 있N Bipolar

다 격자 해상도는 로 정확히 전지구의 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직적으로는. 4,500 * 3,298 12 . 32

개의 층을 가지며 조석 현상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년 월부, . 2011 3

터 년 월까지 년 일 평균자료로 자료 용량은 약 에 해당한다 격자 체계는 다2014 3 3 5.5 Tbyte .

음 그림과 같다.

그림 격자체계5-4. HYCOM .

상기와 같은 시스템 상에서 입자의 위치에 기반한 인덱스로 해당 격자를 찾아내는 간단한 컴(

퓨터의 리소스 소모가 적은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알고리즘이란 영역을 미리 영역, ) bipolar

으로 환산해서 별도의 인덱싱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지역 모델과는 다르게.

전지구 영역 버전의 모델에서는 입자의 위치에 기반한 격자 검색 알고리즘이 47o 을 기준으N

로 달라진다 이를 통해 계산 속도는 분포하는 입자의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여배 이상. 20

의 차이를 보였다.

라 구면 격자 체계에서의 이송 확산.

기존의 지역 모델의 경우 로컬 카테시안 좌표계로 투영해 이송확산을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오차가 무시할 만한 크기였으나 전 지구규모에서의 이송 확산의 경우에는 위도에 따른 경,

도의 실제 거리 차이가 무시 할 수 없는 크기가 된다 특히 라그랑지안 수송 모형에서는 입자.

의 이동은 매 계산 시점 유속 확산에 의해 단위로 위치가 변하게 되며 변한 위치에 따, meter ,



- 89 -

른 유속을 유속모형에서 검색하기 위해서는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 변환 과정은.

매 계산시마다 이루어 져야 하며 계산 시간 간격이 크면 이송에 대해 큰 노이즈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한 계산 시간을 이송과 확산에 대해 별도의 적분 알고리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

와 같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그림 에서 위도에 따른 경도의 거리에 대한 모식도를 보면 이5-5

해가 쉽다 그림. 5-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적도에서 서 동 방향 거리가 가장 길며 북측으- ,

로 올라갈수록 이 거리는 짧아진다 따라서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이송 확산 거리는 기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경도가 인 지점이 되며 경도 을 기준으로 카테시안. 0 , 0

좌표계 모델을 구현해 이송 확산 시스템이 구면 좌표계 보정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반구에,

서는 북측으로 올라갈수록 먼 거리를 빠른 시간내에 이동하게 되며 우상향으로 편향된 형상의

확산 패턴을 보이게 되며 남반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

그림 구면좌표계5-5. .

이러한 경향은 다음 그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구면 좌표계의 매 시간 보정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에 비해 적게 확산되는 이유는 남북 방향 이송거.

리는 적도와 동일하게 항상 가장 멀기 때문에 적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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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면좌표계 보정 유무5-6. .

구면 좌표계와 직교 좌표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























arccos
arctan

(5-6)

또는 역으로





















cos
sin


(5-7)

이 식은 단위 벡터에 대한 표현으로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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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또는 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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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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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의 표현은 이송 확산 과정중 지속적으로 모든 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산 간격이 짧을수록 더 적은 노이즈를 발생시키게 된다, .

마 병렬화. LORAS

대규모 계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병렬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초기 병렬 버전에서.

전 지구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 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한 계산 코어에 할당되는 메모리의.

네트워크 전달량이 초당 수십 에 해당했기 때문에 계산의 수행이 불가능했으며 장기간Gbyte ,

의 계산에 수치적 노이즈가 축적되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병.

렬화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기존에 수치적 노이즈를 발생시키던 소수점 자리 문제를 해결해,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모델로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병렬화 알고리즘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달되는 변수의 크기와 네트워크 사용방식,

이 변경되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그림 과 같다 모든 정보는 마스터 노드에서 취합 배. 5-7 . -

포를 하게 된다 마스터 노드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조건 기간 소스 방출량 방출 지점 계. ( , , ,

산 영역 출력물 조절 알고리즘 선택 등 지형 조건 해양 조건 등 파일의 읽어 들임과 계산, , ), ,

결과의 출력을 담당한다 따라서 각 계산 노드에 매번 상기 조건들을 취합 배포를 하게 된다. - .

배포하거나 취합하는 방식은 네트워크 알고리즘 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최적화된 알고리

즘의 경우에는 가상의 마스터 노드가 계산노드의 자연로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알고리즘이며,

그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병렬화 계산 알고리즘5-7. .

기존에는 마스터 노드에서 순차적으로 모든 노드에 정보를 배포하거나 순서대로 취합하게

된다 따라서 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며 계산 노드가 많아질수록 오히. 1:1 ,

려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에 허브 스위치 가 정보의 전달 방향을. ( )

전달해주는 과거의 병렬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방식이다 그러나 연결 네트워크를 사용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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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각 노드가 서로 전달해주어야 하는 목적지를 판단 할 수Infiniband

있어 최초 전달 받은 노드가 다시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계산. 256

노드를 가지고 정보 전달을 하거나 취합할 경우 네트워크는 번 사용된다 즉 한번에 초가256 . 1

걸리는 정보전달을 초 동안 하게 된다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는 번만 초 정보를 전달하256 . 8 (8 )

면 개의 계산 노드는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 효율이 배 증256 . 32

가하게 된다.

그림 기존의 병렬화 알고리즘

그림 최적화된 병렬화 알고리즘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네트워크 병목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장비 허브 스위( ,

치 가 전송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상에 보내지는 메시지의 최소 크기는 정해) 1:1 .

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변수일지 라도 항상 네트워크가 정한 최소 크기만큼은 전송 크기

를 차지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는 메시지는 최적의 효율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최소 전송 크기의 배수가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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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병렬화 알고리즘의 전송방법5-10. .

그림 과 같은 버퍼 전송을 사용해 전송 횟수와 전송량을 최적화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5-10 .

존에 한 개의 계산 코어당 약 의 메모리 사용량이 로 최적화되어 전지구 병16 Gbyte 3.8 Gbyte

렬화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와 같이 총 메모리 필요량을 정리하였다. .

표 지구규모 해양확산모델 메모리 필요량5-1.

기존 전지구 모델 최적화 모델 계산 장비 성능

총 필요량 192~256 Gbyte 45.6~61 Gbyte 48~72 Gbyte

계산 노드 12~16 12~16 12 ~16 core

노드당 필요 메모리 16 Gbyte 3.8 Gbyte 4 Gbyte per 1 core

초기 산정결과2. LORAS-Global

최적화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교환을 통한 흡착 탈착의 모수화 전지구 구면좌표계 변환을,

마친 버전에서 일 년 월 일 년 월 까지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300 (2011 3 21 ~ 2012 1 ) .

구현된 버전에서는 대기로 방출된 물질의 해수면 침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동성분의 차이,

로 인해 관측자료와의 검증이 현재 진행 중이며 년 자료와 관측자료와의 검증을 년, 2011 2015

충분히 거친 후 장기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 버전인 도 전 지구 모델은 도 격자를 사. 1 1

용해 해류에 의한 이송 형상을 명확히 재현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최대 확산 범위와 대표적인.

위치에서의 농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도 격자를 채택했기 때문에 적은 메모리 용. 1

량 큰 계산 간격을 사용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년 말 까지 실험을 할 수 있었다,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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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년 까지 년 간격 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020 1 4 .

그림 도 전지구 모형의 방사성물질 확산도5-11. 1 .

그림에서는 0.1 Bq/m3 보다 작은 농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태평양에서의 의 배경 농도. Cs-137

는 약 로0.1 Bq/L 0.1 Bq/m3는 약 정도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 약 년부터 한국의 서해1% . 2012

남해를 향해 일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농도는 앞서 언급한 약- , 0.1 Bq/m3으로 배경농

도 보다 매우 낮아 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년에는 동남아시아 일대에 전반적으로, 2014

해당 농도의 방사성물질의 이동이 예측되었다 년 미국 서부 연안 및 호주에 도달 할 것으. 2015

로 판단되었으나 년 월 경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태평양 해안 육지에서 에서2014 11 ( 150km)

가 검출되었다 이는 대기 침적을 고려하지 못해 시기적으로 수개월 정도 차이를 보인Cs-134 .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 침적은 후쿠시마 인근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대기를 통해 매우 빠른 시.

간동안 많은 양이 침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도 모델은 북서 태평양에서. 1

서해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입이 여개의 격자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대한해협을 통한 동해10 ,

유입은 격자 크기상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해안에 대한.

결과는 매우 불확실 할 수밖에 없어 결과를 개괄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 모형의 개발 및 지속적인 실험을 통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위치 예측은 향후 중요한 가1/12

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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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12. 1 1/12 (2011 5 1 ).

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13. 1 1/12 (2011 6 1 ).

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14. 1 1/12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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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15. 1 1/12 (2011 8 1 ).

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16. 1 1/12 (2011 9 1 ).

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17. 1 1/12 (201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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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18. 1 1/12 (2011 11 1 ).

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19. 1 1/12 (2011 12 1 ).

그림 도와 도 전지구 모형의 결과 비교 년 월 일5-20. 1 1/12 (201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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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년 월부터 동일 시점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인다 최대 확산거리는5-12 ~ 5-20 2011 3 .

도 모델과 도 모델이 거의 일치하며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향하던 방사성 동1 1/12 ,

위원소의 일부가 일본 동측 해안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큰 와류를 타고 일본 남측으로 흘

러 들어오는 경향을 두 모델 모두에게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도 모델의 경우 아직 검증이. 1/12

필요한 단계로 표기는 농도가 아닌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표하는 입자 형태로 표기 하였다 결.

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적용된 약 만개의 입자로는 확산 경향을 명확히 보이기에5,800

어렵다 약 배의 입자를 사용해야 확산에 의한 불확실성을 신뢰도 에 가깝게 평가 할 수. 15 95%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계산시간은 현재 테스트 버전에서 만개의 입자로 일 계산시 약. 5,800 300

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행해야할 계산 년부터 년 입자수 약 억1,400 . (2011 2014 , 12

개 에서는 이보다 계산 시간상 약 달의 기간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번 수행된) 3 ,

이후로는 월 일의 계산 시간을 투자해 지속적인 확산 경향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2.5

된다.

해양환경내 핵종농도 연계 초기 및 장기 선량 평가3.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연환경에 누출되는 농도 평가는 각종 수학적인 모델로 평가가 가능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대기확산평가모델 는 원전 사고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LADAS

따르는 공간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Bq/m3 를 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지표면 해수면 상에) . ,

강우와 자연적인 침강에 의한 침적량(Bq/m2 의 산정이 가능하다 해양확산평가모델 도) . LORAS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따른 해수중 농도(Bq/m3 및 해저토내 침적량 의 산정이 가능) (Bq/kg)

하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정된 환경내 각종 농도 자료를 몇 가.

지 단계를 거쳐 가공해야 한다.

사고 초기에는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호흡에 의한 직접 흡입 으로(Inhalation)

허파 혈액 장기를 통하는 내부 피폭 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기중 혹은 지, , (Internal exposure)

표면 노출로 인한 외부 피폭 이 중요한 요소이며 중단기적으로는 해양으로(External exposure) ,

누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연안 침적으로 인한 해양활동 낚시 어업활동 취미 등 으로 인한 외( , , )

부 피폭과 이를 통한 물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는 환.

경에 노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연계 먹이사슬을 통한 이동을 통해 음식물 섭취 생선 축산( ,

물 축산가공식품 사료 등 로 인한 내부 피폭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육지내의 먹이사, , ) .

슬 토양 식물 동물 순의 먹이사슬 의 경우에는 대기중의 농도가 매우 급변하므로 각 먹이사슬( , , )

간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전달 계수 무차원 를 통해 각 먹이사슬별 이전(TF; Transfer Factor, )

단계 섭취 하는 대상 의 농도로부터 상대적인 체내 축적량을 단계적으로 계산해 최종적인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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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연간 혹은 일간 과 같은 통계 자료와 함께 총 방사성 동위원소 직접 섭취량을 산정한다( , kg) .

해양 생태계의 경우 해수중 농도와 해저토의 농도는 수학적으로 평형한 전달계수로 시간이 무

한하다고 가정할 경우 정의될 수 있으며 대기와 다르게 매우 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먹, .

이사슬과 상관없이 해양생물내 방사성 동위원소 함유량 해수중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 의 비( )/( )

로 표기한 농도계수 무차원 로 환산된다 이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CF; Concentration Factor, ) .

방사성 동위원소의 총 직접 섭취량은 각종 식품의 섭취량에 전달 계수와 농도계수의 곱을 합

한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총 섭취량 을 구하게 되면 선량환산인자. (Bq)

를 사용해 선량 으로 산정된다 또한 암발생인자(DCF; Dose Conversion Factor, Sv/Bq) (Dose, Sv) .

(CRC; Cancer Risk Coefficient, Bq-1 를 적용한 위험도 평가가 가능하다) .

가 영향평가계수.

환경중에 노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 영향 선량 암발생율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내( , )

분포 계수 농도 계수 전달 계수 선량환산인자 암발(distribution coefficient, Kd), (CF), (TR), (DCF),

생인자 각 지역에 해당하는 통계 자료 인구 분포 주요 섭취 음식물 활동 계수 차단 계(CRC), ( , , ,

수 등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바람 해수 유동 및) . ,

확산 과정 등을 거쳐 공간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때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입자.

로 존재하거나 혹은 물에 녹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대부분 멀.

리 이동하지 못하고 누출된 인근에 침적과정을 거쳐 바닥에 가라 않지만 물에 녹은 형태로 존,

재하는 방사성물질은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물에 녹은 방사성물질은 점토 부유사 해저질. ( , )

에 존재하는 미네랄과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흡착하게 된다 해수중 녹아있는 방사성물질이 부.

유사 또는 해저질에 분포하게 되는 비율이 해수중 농도가 일정할 때 매우 긴 시간이 흐른 후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이 비율을 환경내 분포 계수라고 정의 한다 단위는 해수중 방사성물질에.

대한 해저질 부유사 을 건조한 상태의 단위 질량당 비율 로 표현된다( ) (Kg/Kg, L/Kg) .

나 환경내 분포 계수. (Kd)

환경내 분포 계수 는 현장 관측 체르노빌 후쿠시마 인근 또는 실험실내에서의(Kd) ( , Irish sea, )

실험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관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환경내 분포 계수는 그 최소 및.

최대 분포의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에는 출간된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 IAEA TRS No. 422 ( )

으로 권장 값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사성물질은 점토내의 미네랄과 전.

자 교환을 통해 흡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에 따른 토질의 성향에 따른 수 식을 제안( )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Brouwer et al., Cremer et al., Sawhney [3-5-15,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3-5-16, 3-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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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여기서 는 각각 흙에 포함된 의 비율을 뜻한다potassium, ammonium, sodium .

는 다음과 같이 흙의 분포비로 표현된다RIP .

log ±±±
±±

(5-11)

상기 식에 언급된 는 실험실 실험 분석LOI(Loss On Ignition), CEC(Cation Exchange Capacity)

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점토 비율 및 점토내 의 비율 또한 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언급, K .

된 식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점토내 미네랄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서해나,

일본 동측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식 외에. IAEA TRS

의 장 에는 개략적인 범주 토양 종류 등에 따른 값을No. 472 [3-5-18] 4 Table 14 pH, RIP , CEC,

제시하고 있다 환경내 분포 계수는 평형에 이르렀을 때의 비율이지만 분리하면 흡착과 탈착. ,

의 두 과정의 평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물에서 점토로 이동하는 흡착과 점토에서 물로 이동.

하는 탈착이 매우 긴 시간 반복 될 경우 환경내 분포 계수와 동일해 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중 탈착 비율은 실험실 실험 및 수치 실험 을 통해 동위원[3-5-19, 3-5-20, 3-5-21, 3-5-22]

소별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다 전달 계수.

전달 계수는 환경내 분포 계수 농도 계수와는 다르게 정상상태의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

수학적 식의 표현에 있어서도 무차원 또는 무차원에 가까운 식이 아닌 로 다음과(L/kg) day/kg

같다.

 ∙

or
 or (5-12)

분모의 는 하루 섭취량으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농도 계수 무차원 또는 환경 전달 계수kg/day , ( )

와 동일하게 표현된다.

에서는 상기의 전달 계수를 주로 식물을 섭취하는 양 소IAEA TRS No. 472 [3-5-18] (sheep),

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 양과 소가 섭취하는 곡물에 대해서는 농도 계수를 적용한다 곡(cow) . .

물에 따른 세슘의 농도 계수는 다음 표 와 같다 이 자료 외에도 뿌리식물 과일에 대한 농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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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수는 에 명시되어 있다IAEA TRS No. 472 [3-5-18] Chap. 2 .

Plant growh stage N Mean Min. Max.

Wheat, barley and rye

Leaf development/tillering 21 0.6 0.06 7.9

Stem elongation 21 4.6 0.45 24.3

Earing/flowering 15 6.1 1.1 27.0

grain growth 11 5.5 1.1 27.1

ripening 11 2.7 1.1 7.7

Rice

Leaf development/tillering 2 2.3 1.2 3.4

Stem elongation 1 4.3

Earing/flowering 1 8.4

grain growth 1 11

ripening 1 2.2

표 세슘의 식물상 농도 계수 식물상 농도 육상 농도5-2. ( [Bq/kg]/ [Bq/m2])

라 농도 계수.

농도 계수는 환경내 농도와 대상의 농도에 대한 정상상태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현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or
 dimor (5-13)

분모는 환경내 농도로 해수 해저토 대기 하천 등의 농도를 뜻한다 분자는 대상의 농도를, , , .

나타내며 해양에서는 각종 어류 플랑크톤 육상에서는 식물 과일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농도, , , .

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최근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에 방출된.

사고 초기의 고농도 방사능 물질에 의해 농축되어야 하는 어류의 체내 방사능 물질의 양이 매

우 과대평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어류의 생체반감기 대형 어종의 경우 일 이상 흡수율 섭. ( 30 ), ,

취량 해수 먹이 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으로 과거의 평가 모델 들에 대해 이러( , ) (ERICA)

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추세다.

마 선량환산인자.

선량환산인자는 와 에서 각각 문서 형태의 표와 최근에는 형태의 자ICRP [3-5-23] EPA DVD

료로 제공하고 있다 에서는 를 연. EPA FGR(Federal Guidance Report) 11 [3-5-24], 12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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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조직 가중치 변경에 따라 개정하였다 자료의 경우 와 라. FGR DC_PAK3.02 AcuteDose

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선량환산인자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량 환산 인자 데이터 폼과 언어의 모듈을. Fortran

적용해 작성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호출이 가능한 범용 데이터 로더 에 대해 설명한다(loader) .

선량환산인자는 호흡 섭취 외부 피폭 등으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다, , , .

Radionuclide Radionuclide form

Lung
absor-
ption
type

Committed
effective
dose
coefficient
adult
(Sv/Bq)

Committed
effective
dose
coefficient
10-year-old
child (Sv/Bq)

Committed
effective
dose
coefficient
1-year-old
infant
(Sv/Bq)

131I
Elemental vapour F 2.0E-08 4.8E-08 1.6E-07

Particulate aerosol F 7.4E-08 1.9E-08 7.2E-08

132I
Elemental vapour F 3.1E-10 6.4E-10 2.3E-09

Particulate aerosol F 9.4E-11 2.2E-10 9.6E-10

133I
Elemental vapour F 4.0E-09 9.7E-09 4.1E-08

Particulate aerosol F 1.5E-09 3.8E-09 1.8E-08

135I
Elemental vapour F 9.2E-10 2.1E-09 8.5E-09

Particulate aerosol F 3.2E-10 7.9E-10 3.7E-09
134Cs Particulate aerosol F 6.6E-09 5.3E-09 7.3E-09
137Cs Particulate aerosol F 4.6E-09 3.7E-09 5.4E-09

표 예탁유효선량환산계수5-3. (ICRP 72 [3-5-23])

바 암발생인자.

유효선량의 개념에서 집단의 암에 대한 위험도 평가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1991

년 에 이은 년도 이다 기존의 유효선량 평가에 사용되어ICRP 60 [3-5-26] 1999 FGR 13 [3-5-27] .

오던 계산 단계에서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노출량 에 암위험도계5-21 (Total exposure, Bq)

수 를 곱해줌으로써 위험도를 직접 계산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다음 표 에(CRC) . 5-4 FGR 13

및 최근에 개정된 를 제공하는 에서 대표적인 와 값들[3-5-27] DCF ICRP 119 [3-5-28] DCF CRC

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암위험계수 를 마이크로큐리(CRC) (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 을 곱해주

면 되며 대기중의 호흡으로 인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호흡량, (  과 평균)

수명(× 을 곱해준다 상기와 같은 과정 및 다음 설명할 선량기반 영향 평가와 암발) .

생률 기반 영향 평가를 합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도를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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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 Inhalation

ICRP 119

Effective

(DCF, )

FGR 13

Effective

(DCF, )

Mortality

(CRC,  )

Morbidity

(CRC, )

134Cs 2.00E-8 1.25E-8 1.66E-9(S) 1.89E-9(S)

137Cs 3.90E-8 8.63E-9 2.77E-9(S) 3.03E-9(S)

131I 7.40E-9 4.50E-11 1.10E-10 1.06E-9

90Sr 1.60E-7 6.47E-8 1.08E-8(S) 1.15E-8(S)

표 및 에 제시된 선량환산계수와 암발생계수의 예시5-4. FGR 13 ICRP 119

정리하면 최초 방사성 동위원소의 누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대기확산으로 인, ,

해 방사능 구름으로 인한 외부 피폭 외부 활동으로 인한 노출 시간을 비율로 곱하게 되며 일( ,

본의 경우 하루의 만이 노출된다고 가정된다 및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 이 두 경우 모두1/3 .) (

직접적으로 또는 를 곱해서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을 구하게 되며 중단기적으로 해DCF CRC .) ,

양 하천 호수 에 누출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상활동으로 인한 직접 피부에 닿는 외부피폭과( , )

물의 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 이 두 경우 모두 상기와 마찬가지로 직접 노출시간 섭취량과( ,

를 곱해 영향을 평가한다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의 경우 토양DCF, CRC .) .

에서 식물 동물 동물 생산 식품으로 이어지는 음식물 섭취 경로로 인한 내부 피폭을 고려하, ,

게 되면 각 단계별 일 섭취량 방사성 동위원소의 전달계수 의 곱으로 표현하여 인체가 방, (TF)

사성 동위원소에 노출된 총량을 수학적 모델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해양의 경우 해수의 농도.

에 대한 각종 해양 동식물에 축적된 양을 로 환산하여 마찬가지로 육상과 해양 식품의 섭CF ,

취로 인한 총 노출량을 계산하게 되며 이 양에 와 를 곱해 위해도를 평가하게 된다, DCF CRC .

그림 5-21.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영향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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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중 와 의 경우 관측치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된 자료이며TF, CF, DCF, CRC CF TF ,

수학적 모델의 한계로 인해 많은 물리과정이 단순화된 것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 지역

의 자료가 가장 적합하지만 가장 유사한 환경의 자료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

한다 의 경우는 에서 수십년에 걸친 인체를 단순화한 수학적 모델을 근거로 만들어진. DCF ICRP

계수로 유사하게 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나 에서도 동일한 수학적 모델을 근거로 하고FGR FGR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CRC ORNL (Oak Ridge National

의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따라서 와Laboratory) DCAL(Dose and Risk Calculation) . DCF

의 경우는 및 을CRC ICRP 60 [3-5-26], 119 [3-5-28] FGR 11 [3-5-24], 12 [3-5-25], 13 [3-5-27]

근거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신뢰도에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환경영향평가 모델 현황.

는 의(1) RESRAD-BIOTA : RESRAD-BIOTA USDOE(U.S. Department of Energy) Graded

를 적용한 컴퓨터 코드다 는 선량평가를 세분화 하는 방법으로 일Approach . Graded Approach

반적으로 매우 큰 영역의 선량평가를 검토할 때 초기 단계에 상세지역자료 상세구획 상세한, ,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고 선량제한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 가능한 변수들을 계속 검,

토해 선량제한치를 초과하는 이유와 요인에 대해 찾아 들어가는 방법론이다. RESRAD-BIOTA

는 육상 수상 자연환경에 대해 개의 동위원소를 화해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 모, 46 DB .

델은 동물의 수명 하루 섭취량 생물학적 반감기 토양 섭취량 호흡을 통한 흙의 흡입 해저, , , , ,

토에 대한 선량 물에 대한 선량에 대해 동물의 무게에 따른 경험식을 제시하는, Higley et al.

을 참고한 확률론적 선량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3-5-29] .

(2) ERICA : ERICA(Environmental Risk from Ionising Contaminants Assessment and–

는 의 번째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환Management) EC(European Commission) 6

경 영향에 대해 과학적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적분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는 값을, , . ERICA CR

적용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값을 적용한 방법은 가 제안한. CR Whicker and Schultz [3-5-30]

모델에 비해 초기 선량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상기에 언급한 가kinetic . RESRAD-BIOTA

에 기초한 의 방법을 적용Whicker and Schultz [3-5-30] Higley et al. [3-5-29] kinetic allometric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의 번째(3) FASSET : FASSET(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EC 5

프로젝트로 개발되었으며 육상 수상 해양에 대해 개의 대표 생물군과 개의 동위원소를, , , 31 20

고려하고 있다 이 모델은 과 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없. CR DCC(Dose Conversion Coefficient) . CR

을 경우 생물학적 반감기를 포함한 식을 사용해 평가한다 이 모델은 일정한 양의 소스가 일정.

한 배출비율로 동일 지역에 동일 농도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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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학적 모델이므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 식은 식물, .

에 대해 다음과 같다.

 








exp
  





exp
 




exp (5-14)

여기서 각 변수는 다음과 같다.


  

 
 

 식물의 농도: ()

 물의 농도: ()

 대기중 침적율: (∙)

 관개농업 물을 사용한 에 따른 침적율: ( ) (∙)

 흙에서 식물로 전달되는 계수:

 관개농업 비율: (∙)

 방사성물질의 배출 시간: ()

 식물이 성장중 방사성물질에 노출되는 시간: ()

 수확후 최종 소모 섭취 될 때 까지의 시간차: ( ) ()

 대기중 방사성물질의 식물의 노출부위에 걸리는 비율: ()

 방사성물질의 반감기: (sec)

동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exp  (5-15)

여기서 각 변수는 다음과 같다.

 동물의 농도: ()

 식물의 농도: ()

 물의 농도: ()

 정상상태에서 동물이 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섭취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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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상태에서 동물이 먹이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섭취하는 비율:

()

 식물에서 먹을수 있는 부위에 있는 방사성물질과 흙의 농도 비:

 매일 먹는 먹이의 양: ()

 매일 먹는 물의 양:

 동물의 잡아서 최종 섭취할 때 까지의 시간 차이: ()

리투아니아의 원자력발전소와 폐기물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개발된 모델이며(4) LIETDOS-BIO : ,

와 지역특성 파라메터를 적용했다 또한 를 계산하기 위해 이송 모델을CR DB . DCC Monte-Carlo

적용하였으며 인체 영향 평가를 위해 을 적용 할 수 있다, Phantom .

(5) ECOMOD 동적 과정에 의해 동위원소가 농축되고 사라지는 효과와 생체의 성장 대사과정: ,

을 포함해 적용한 모델이다 는 수생생태에 대해 적합한 경험적인 평형 값들을 제. ECOMOD CF

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되고 있는 값을 방사능 사고시 발생하는 주요한 반감기가 긴 동위원.

소에 대해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6) LAKECO-B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해양영향평가 모델의 확산 모델에: RODOS POSEIDON

적용된 알고리즘으로 네델란드 에서 개발되어 왔으며 담수 생태 시스템에 대한 방사성물NRG( ) ,

질의 동적모델이다 이 모델은 담수에서의 세슘과 플루토늄의 거동에 대해서 수식이 작성되어.

있으며 수년에 걸쳐 검증후 호수와 같은 형태의 문제에 대해 적합한 파라메터들이 결정되어,

왔다 이 생태모델에는 단순한 단계의 생태 구조에 대한 수식이 정리되어 있다 그 순서는 다. .

음 그림과 같다.

그림 5-22. 및 시스템에 적용된 생태 모형 모식도RAKECO-B ROD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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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평가식은 붕괴에너지로부터 유효선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에너지 선량 계수는-

의 권고안과는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현시점에 적용할 때 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ICRP 23 .

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주요한 의 하루 물 대사량을 체중의 약 배 이상으로. Phytoplankton 20

적용해야 의 권고 농도계수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또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IAEA .

적용해야 하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아 선량환산계수로더.

와 를 사용하면 각각 대기와 해양에 대해서 시간 공간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의LADAS LORAS ,

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인체 영향 평가 선량 암발생율 를 하기 위해서는. ( , )

선량환산인자와 암발생인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범용으로 적용이 가능한 검증된 방사성 동위원.

소별 각 인자를 로 구축된 데이터로부터 수치 모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듈 형태의 로DB

더를 작성하였다 이 로더는 와 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각 동위. ICRP FGR .

원소의 원소기호와 번호를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1) 기본 구조문 호출 : 각 선량환산계수 암발생인자는 속성당 하나의 구조문을 사용한다 각, .

구조문은 동위원소의 원소기호와 번호 속성 입자형태 가스형태 적용대상의 특성 나이 성별, ( , ), ( , )

을 가진다 대표적인 공용 구조문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

변수 속성 설명

Struct_name Char. 선량계수 암발생계수 등,

Struct_name%header1 Char. 데이터 설명 유닛,

Struct_name%header2 Char. 데이터 총 수 포맷,

Struct_name%body Char. 인체 조직 폐 갑상선 뼈 등( , , )

Struct_name%coef%rname Char. 동위원소 원소명 번호,

Struct_name%coef%var Real 선량환산계수 암발생인자 등,

표 5-5. 객체의 주요 내용

여기서 은 대표적으로 의 경우 의 에 수록 언급된 대기 중 분포Struct_name FGRT1 FGR Table 1 ,

하는 방사성물질의 호흡에 의한 선량환산계수이며 는 의 물에 분포하는 방사성, FGRT2 Table 2

물질의 섭취에 의한 선량환산계수이다 간략히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후 을. . Phantom

활용한 외부 피폭 및 내부 피폭을 계산하기 위한 평형상수들도 에 포함시켰다 이 또한DB . DB

에서 제공하고 있다FGR .



- 108 -

변수 설명

FGRT1 Air Submersion

FGRT2 Water Immersion

FGRT3 External dose, Surface Source

FGRT4 External dose, in 1 cm Soil

FGRT5 External dose, in 5 cm Soil

FGRT6 External dose, in 15 cm Soil

FGRT7 External dose, in infinite Soil

RG Half Age, Decay Chain

VAPORRSK Mortality and Morbidity Risk Coefficients, Vapor

INHRSK Mortality and Morbidity Inhalation Cancer Risk Coefficients

INGRSK Mortality and Morbidity Ingestion Cancer Risk Coefficients

EXTRSK
Mortality and Morbidity Risk Coefficients: Submersion (m3/Bq-s),

Ground Plane (m2/Bq-s) & Soil (kg/Bq-s)

ING Ingestion Dose Coefficients

INH Inhalation Dose Coefficients

VAPOR VAPOR Inhalation Dose Coefficients

표 객체 변수의 설명5-6.

(2) 컨트롤 파일 및 계산 컨트롤 파일은 전체적으로 잘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며 단순히 몇 개의 키워드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작성되었다, .

Cs-137 ! Name of Radionuclide 'crad'

Total ! Organ/Tissue 'cbody'

F ! Type (F,M,S) 'ctype'

36 ! Age (Year)

0.6 ! Reduction Factor (0.6 IAEA)

100.0 ! Concentration (Air)

100.0 ! Concentration (Sea)

100.0 ! Concentration (land)

Dietary ! Intake Type (Dietary, Tapwate)

Submersion ! External Source (Submersion, Grnd Plane, Soil Layer)

표 선량환산계수 로더의 컨트롤 파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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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7 WHO report

com_var%com_dose_ext =redu_fac *Out_var%DC_EXT_LAND *

& Land_con +Out_var%DC_EXT_AIR *Air_con

com_var%com_dose_inh = inh_rate *365.0 *Out_var%DC_INH *

& Air_con

com_var%com_rsk_ext_mortal = redu_fac *

& Out_var%RSK_EXT_MORTAL *Land_con +

& Out_var%RSK_EXT_MORTAL *Air_con

com_var%com_rsk_ext_morbid = redu_fac *

& Out_var%RSK_EXT_MORBID *Land_con +

& Out_var%RSK_EXT_MORBID *Air_con

com_var%com_rsk_inh_mortal = inh_rate *365.0 *

& Out_var%RSK_INH_MORTAL *Air_con

com_var%com_rsk_inh_morbid = inh_rate *365.0 *

& Out_var%RSK_INH_MORBID *Air_con

표 년 보고서 첨부 에 제시된 후쿠시마 영향 평가 중 일부5-8. WHO 2012 7

상기와 같이 에서 키워드로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FGR, ICRP .

한 컨트롤 파일을 사용하면 로 구축된 자료와 매칭 과정을 거쳐 간략한 계산이 가능한 모듈DB

을 통한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또한 컨트롤 파일은 및 의 모델 컨트롤 파일과. LADAS LORAS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으며 공유 모듈의 경우는 동일한 구조를 갖도록 작성되어 후처리 또, ,

는 계산시 포함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다음은 년 출간된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WHO 2012

단기 외부 내부 피폭 평가 방법론을 그대로 변환한 수식 및 변수이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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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량환산계수 로더를 적용한 계산 결과 예시5-23. .

활용 계획 제시된 로더 모듈은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시간 공간적(3) : DB .

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평가한 후 사후적용 될 수 있으며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서 검증이라 함은 들을 읽어 들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DB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읽은 를 그대로 다시 파일로 구성할 때 현재, DB DB

까지는 가시적인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가능한 오류로는 단위환산 오류를 들 수 있으.

며 이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 될 수 있다 들은 에서 추출하, . DB DC_PAK3

였다.

자. 해양 구획 모델의 적용

해양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희석 분산 및 이동을 기술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은 다수 존재하,

나 어떠한 단일 모델도 해양에서의 물질의 거동을 완전히 기술할 수 없으며 일부분만이 특정

환경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일례로 해양확산모델의 선정에 있어 중요한5-32].

사항은 해당 지역의 해수 순환 형태인데 그 지역의 해양 환경이 해수 밀도가 해수의 등압력면

의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지 혹은 해수밀도가 등압력면의 형상에 영향Barotropic Process

을 받는 인지에 따라 이러한 물리 현상을 적절히 규명할 수 있는 확산모델이Baroclin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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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이동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해양에 투기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거동을 예측하거나 해저 지층내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 수행을 위해 개발되어 왔다 해양투기는 년 미국에 의해 최초. 1946

로 시작된 이래 주로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의 NEA/OECD(the Nuclear Energy

회원국을 중심으로Agency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수행되어 왔으나 년 방사성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에 관한 런던조약, 1972 “ ”

[3- 이 조인되어 현재는 해양투기를 중지하고 이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5-33] .

해저 지층 처분은 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이에 관련된 국제 프로젝트가 결

성되어 관심 국가들의 학술적 기술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활동은 해저지층,

처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양으로 유출된 핵종의 이동을 예측하는 확산모델의 개발에 있

다 해양오염의 과학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연합. (GESAMP;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은 심해에 처분된 폐기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ollution)

확산모사를 위한 해양모델에 관한 보고서 [3- 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투기된 심해지역을 폐5-34]

기물 근처의 핵종의 농도가 방사능원의 공간적 배열에 영향을 받는 와 그 외 지역인Near-field

로 나누어 각 영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조사 한 후 이 모델들을 대상으로 모델의Far-field ,

특성 복잡성 정확성 등에 대해 검토 평가하였다 검토대상이 된 모델들은 표 와 같다, , . 5-9 .

Well-Mixed Box Model

Simple Finite Ocean Diffusive Model

One-dimensional Model

Plume Solutions in Finite Oceans

Numerical Models of Moderate Complexity

Complex Numerical Models

표 에서 고려된 해양모델5-9. GESAMP Far-field [3-5-34]

해양확산모델의 평가는 방사성물질의 위치 핵종의 반감기 입자상 물질의 화학반응성 및 모, ,

델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또 방사성물질의 유출이 연속적인지 또는 한정되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해양에서 방사성물질의 확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델은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한다 [3-5-35].

해양에서의 물의 이동 및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 붕괴 및 화학적 감소-

해저 침전층으로의 방사성 핵종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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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해양확산모델의 선정을 위해 위해서 권고된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간략한 모델

의 현황을 기술하였다.

(1) 완전혼합 모델box (Well-mixed Box Model) : 이 모델은 해양확산모델 중 가장 간단한 모델

로서 해양의 방사 화학적 자료들이 주로 이 모델에 의해 해석된다 [3- 이 모델은 해양이5-36].

다수의 혹은 구획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내의 해수는 잘 혼합되어“Box” (Compartment) Box

있으며 각 구획 사이의 이동과정은 해수 유동에 의한 이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 구획 내에서 핵종의 제거과정은의 부유토사로의 핵종의 흡착과 핵종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또한 구획 모델 이라고도 부른다. (compartment model) .

(2) 차원 모델1 Scavenging (One Dimensional Scavenging Model) : 최근에 지화학적 분포Traces

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모델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해저5-32].

로부터 유한 붕괴율(Sea-floor) (Finite Decay Rate) 를 갖는 물질이 일정한 율 로 방출되는Q

선원을 생각한다 어떠한 도 없고. Scavenging , 가 해양의 체적이라면 해수중의 평균농도는

가 된다 만일 대양의 혼합시간 이. (Mixing Time) 에 비해 상당히 작고 선원에 아주 가

까운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어떤 물질의 농도는 이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해.

저에서와 수중에서의 침적층 개념이 도입된다면 해수중의 농도는 이보다 훨씬 줄Scavenging

어들게 되어 의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이때. 는 가 방사성 붕괴에 의한 농도의 감

소만을 적용한 경우에 반해 경계 에 의해 제거되는 농도의 감소를 고려한 경우가Scavenging

된다.

을 고려한 차원 간이 확산 모델(3) Scavenging 3 (Simple 3-D Diffusive Model With Scavenging) :

국소에 위치한 점선원 근처에 과정이 발생되면 선원 근처의(Localized Point Source) Scavenging

해저로 오염물의 가 상당히 제거되어 그 결과 아주 작은 양의 핵종만이 해양 내부로 확산Flux

되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의 일차원 모델에서처럼 이 상당히 강해서 그 결과. Scavenging

핵종의 대부분이 침적층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보는 모델 등에서는 이러한 농도의 국지적 편

중과 이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한 모델링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해저 경계에서의 을. Scavenging

갖는 단순 차원 모델의 경우 해양 내부에서의 을 일단 무시하면 순수한 확산만이3 Scavenging

고려된다.

차원 및 차원 수치모델 만일 해양에서의 흐름혼합 및 생물학(4) 2 3 : (Flow Mixing), Scavenging

적 이동 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려면 차원 혹은 차원의 수치모델이 필(Biological Transpaort) 2 3

요하며 유한차분모델 이나 유한요소모델 등이 이용되어야 한다, (FDM) (FEM) [3- 이러한 모델5-32].

을 이용하면 해양에서 방사성 핵종의 시간에 따른 다차원적 공간분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

이러한 수치모델을 방사성핵종의 분포계산에 이용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은 이들 모델들

에 사용되는 이동계수 및 혼합계수 를 합리적인 수준(Transport Coefficient) (Mixin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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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일단 가정된 계수를 검사하기 위한 현장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이다 이러한 모델의 종류로는 차원 수평모델. 2 [3- 차원 자오선 모델5-37], 2 [3- 차원 직5-38], 3

교 모델 [3- 등이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유출된 핵종의 농도 분포 계산에 사용된5-39] ,

해양확산모델의 예로는 와 에 의한 모델의 응용이 있다Webb Grimwood box [3- 만일 해양5-40].

시스템을 좀 더 실제적으로 묘사하거나 더욱 복잡한 동적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

한 수치모델이 필요한데 이러한 모델은 세분화된 격자 분해능 을 갖는 형태(grid resolution) FDM

이며 [3- 현재까지 주로 해양물리의 동수력학적 계산에 이용되어 왔다5-41], .

정상상태 구획 모델-

구획모델 은 시스템 호수 하천 해양 인체 등 내의 미리(Box-model or Compartment model) ( , , , )

구분된 각 구획 간에 물질 또는 에너지의 수송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인(Box or Compartment)

모델이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 각 구획에 들어온 물질 또는 에너지. . 1)

는 순간적으로 구획 전체에 잘 혼합된다 각 구획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없다. 2) .

물질 또는 에너지의 교환율은 각 구획의 농도에 상대적이다3) .

하나의 구획모델을 단순화하면 그림 와 같다5-24 .

그림 구획 모델의 모식도5-24. .

구획내부의 계산 변수는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


 

 
 

  (5-16)

  
 

 




 


 

여기서,


  구획 에서 방사성 핵종 의 농도: m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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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 핵종 의 번째 구획에서 구획으로 시간당 등 전달되는 비율N m n (/month, /year )


  방사성 핵종 의 번째 구획에서 시간당 제거되는 비율: N m

 번째 구획의 부피;: m ()

   방사성 핵종 의 붕괴 상수: N ( )


  방사성 핵종 의 번째 구획으로 방출되는 비율: N m ()

여기서 
 는 각 구획간의 링크 를 따르는 전달 계수에 해당한다 전달 계수는 좀더 상세(link) .

화하게 되면 유속에 의한 이송 난류에 의한 확산 체류 시간 등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게 된, , ,

다.

그림 구획 모델의 전달 개념도5-25. .

이송항은 로 표현이 가능하며 확산항은, 
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

기에 유도된 전달계수의 형태로 변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이 가능하다.

 





(5-17)

 


(5-18)

본 연구에서는 유속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송 확산의 경우. ,

계절별 외력의 유무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지만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이러한 시, , 2011 3 2014 3

간에 따른 전달계수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가정하고 구획모델을 정의 하였다.

구획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이송 및 확산 과정은 차원으로 다음과 같. 1

은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이 식은 시간에 따른 확산 분포가 정규분포를 갖는 플륨. Gaussian

모델과 동일한 방정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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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5-19)

여기서 는 위치 에서 시간 의 농도에 해당한다.  은 소스이며, 는 단면, 는 확산

계수 는 유체의 속도에 해당한다. 는 소스가 투입된 위치다 검증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사용하였다.

 소스( )  소스 위치( )  ,  확산계수 유속( , )  단면( )

1 1m 0.0001m/s 1

표 구획모델 검증시 적용된 파라메터5-10.

구획모델은 수평으로 차원이고 개의 계산 를 가진다 계산 시간은 일 계산에1 10,000 Box . 10 1

초 이내이다 구획모델 결과와 이론식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한바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본 구획모델은 년 개발된 것으로 기존. 5-26 . 2014

의 차원 구획모델에 비해 공간적인 차원 모델이며 수직방향으로 다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1 2 , .

또한 해저면과의 상호작용 모듈을 추가 포함할 예정에 있어 시스템의 과 비, RODOS POSEIDON

견될 만한 모델로 개선 될 수 있다 기존의 라그란지안 좌표계의 해양확산 예측 모형인.

에 비해 계산시간이 극단적으로 적은 수초 초 이내 가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LORAS (2~3 ) ,

역적인 확산 특성을 모사하는데 있어 별도의 외력조건 바람 지진해일 태풍해일 등 이 불필요( , , )

한 평시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인 모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구획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구획간의 연결상수들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는 지역적.

인 해류예보 모델을 구축해 평균적인 공간상수들을 얻어 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후쿠.

시마와 같이 많은 관측 자료로부터 이를 역으로 얻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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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론해와 구획모델의 비교5-26. .

그림 은 후쿠시마 원전 반경 내측을 개의 구획 로 명칭 과 함께 각5-27 20km 5 (1, 2, 3, 4, 5 )

구획에 위치한 관측위치를 표기하였다 각 구획과 관측자료는 전달 계수의 선정을 위해 사용되.

었다 이 구역은 북측에서 남측으로 내려오는 오야시오 해류와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오는 쿠.

로시오 해류가 서로 만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더 세부적으로는.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에서 두 해류가 만나 발전소 동남측 해상에서 시계방향의 큰 와류를 형

성하며 연안을 따라 남측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발전소 북측으로 흐름이 치우치다가 동쪽 태평,

양을 향해 흐름이 뻗어나가게 된다 따라서 관측자료의 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발전소 인근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 남측 북측 동측 순으로 농도가 확산되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 할, , ,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획을 나눌 때 이러한 공간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구획을 구분하였다. ,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측의 경우에는 최대 수심 분포가 정도를 보이고 있다20 km 150m .

각 구획의 부피와 단면은 초 간격 격자 수심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GEBCO 30 .

본 연구에 적용된 부피의 경우 일본측의 해양성층 깊이를 고려해 지역에 따라 적용되었다.

그 이유는 해양성층 깊이 이하에는 별도의 확산 계수를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표층에 대한 연

구 결과만을 제시한다 다만 다층 구조로 모델이 확장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구획은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경우 더 좋은 예측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인 모델의 구성과 적용 가능성 여부의 검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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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구획으로 영역을 나누어 초기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각 구획의 이송항 계산을 위한 유속.

은 일본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은 각 구획의 정보다JAMSTEC JCOPE2 . 5-11 .

그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 내측의 구획5-27. 20km

분할도와 관측자료 위치.

표 에 제시된 유속은 공간적인 평균 유속이 아니라 물질이 유입된 위치로부터 물질이5-11 ,

빠져나가는 위치까지의 공간적인 거리와 시간으로부터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JCOPE2

다 각 구획내부의 부피 단면 확산거리 유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획간의 연결정보 및 구획. , , ,

의 좌표가 필요하다 구획에서 구획으로 전달되는 단면은 그 방향에 따라 바닥을 번으로 반시. 1

계 방향으로 번호를 부여 하였다 그림 이 번호는 구획모델의 격자 구정정보 파일에 정( 5-28).

의 된다 이 구성 정보는 표 에 제시하였다 상기의 자료를 기반으로 전달계수가 산정되었. 5-11 .

다 구획을 나눈 개의 영역은 구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농도의 경사가 완만하게 보이며. 5 3 ,

이 농도의 경사는 년 월 초기 사고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계산2011 3 .

을 위한 소스텀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후쿠시마 사고의 환경 및 보건영향 평가‘ ,

KAERI/TR-5231/2013 [3- 에서 평가된 의 방출소스를 적용하였다 이 보고서에도 서5-42] Cs-137 .

술되어 있지만 사고초기의 명백한 사고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 농도 경사,

와 현재 년 월 까지 관측된 해양의 농도 경사는 공간적으로 아직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2014 3 )

있다 따라서 여전히 매우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방사성 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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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구역 체적
유속

x y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표 구획모델에 적용된 구획별 체적 및 유속5-11.

그림 은 후쿠시마 반경 내측의 관측자료 및 유속의 분포를 기반으로 나눈 구획의5-28 20km

구획모델과 구획간의 연결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의 구획간 연결 형상을 보면. 5-28 JAMSTEC

의 의 유속형상과 유사하게 후쿠시마를 기준으로 북에서 남으로 가는 흐름과 다시 남JCOPE2

에서 북으로 가는 흐름이 만나 동측으로 흘러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관측 자료의.

공간적인 분포나 구획의 구성에 있어서는 번의 경우 과다하게 산정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5

다 이는 추후 더 상세한 구획 모델로 산정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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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쿠시마 내측의 구획 정의와 구획간 연결 형상5-28. 20km .

그림 에 구획모델을 적용하여 내측의 방사성동위원소 의 농도를 계산하여5-29 20km Cs-137

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구획모델로 구획 와 같이 사건 초기 년. 3, 4, 5 (2011 3

월 년 월 농도를 관측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농도를 평가 할~ 2012 4 )

수 있으며 관측자료의 시간적 밀도가 높지 않아 평균적인 농도의 신뢰도가 낮은 단점을 해소,

할 수 있다 해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월별자료를 바탕으로 입력자료를 구성.

하였다 따라서 농도의 상승 시점이 관측자료에 비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구획 의 경우. . 2

년에는 과대평가 되며 이후 서서히 관측자료와 일치하는 과정을 보인다 이는 이 구획의2011 , .

유속이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구역임을 알 수 있다 구획 의 유속은 년에는 사용된 평. 2 2011

균유속보다 실제 유속이 더 빠르고 년 이후에는 평균유속이 실제유속보다 빨라 과대평가. 2012

된 부분이 점차 맞아 들어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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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쿠시마 내측의 구획모델 계산 결과와 관측자료의 비교5-29. 20km .

그림 은 후쿠시마 반경 외측의 관측농도 및 유속분포를 기반으로 구획을 나눈 경5-30 20km

계와 구획내의 관측 자료 위치를 보여 준다 또한 그림 은 이 구획간의 연결형상을 보여주. 5-30

고 있다 관측자료의 경우 동경전력에서 관측한 자료의 경우 로 시작하게 되며 이중 미야. ‘T’

기현 근처의 관측자료는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관측한 자료의 경우‘MG’ .

는 붉은색 원형 심볼로 표기 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외측의 경우는 관측자료가 관. 20km

측 사이트당 월 개를 유지하는 곳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각각의 관측 사이트로부터 특성을 분1 .

석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

대체적으로 반경 내 구획 의 농도에 비해 사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 상5km ( 1, 2) 1/10 ~ 1/100 .

대적으로 높은 관측값을 보이는 구역이 과 으로 연안을 따라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쿠로12 13

시오 해류가 오야시오 해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여 북측으로 많은 방사성 동

위원소가 이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역 과 의 경우는 매우 약한 유속에 의해 방사성. 6 7

농도의 유입 및 유출이 방사성 농도의 배출 위치 구획 에 비해 반응이 매우 둔감한 것으로( 1)

평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송에 의한 영향이 확산에 의한 전달율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는 과도하게 큰 구획을 산정 하였을 경우에도 발생한다 구역 의 경우 구역 에. . 7 6

의해 농도가 결정되며 구역 의 유속자체가 워낙 낮아 과도한 구역 크기의 영향이라고 판단하, 6

기 어렵다 구획 및 에서도 구획 과 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유속의 영향이 매우 적고 확. 12 13 6 7

산의 영향이 큰 구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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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쿠시마 외측의 구획 정의와 구획간 연결 형상5-30. 20km .

그림 후쿠시마 외측의 구획모델 계산 결과와 관측자료의 비교5-31. 2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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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생태계 동적 모형

앞선 장에서 설명한 바 전달 계수 과 농도 계수 환경 분포 계수 는 모두 평형상태(TF) (CF), (Kd)

를 이루었을 때의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고 초기 높은 방사능 물질의 농도에 대해서 과대평.

가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 가능성은 생물의 생체반감기에 크게 좌우된다 생체반감기에. .

대해서는 의ICRP 30 Part 1 [3-5-43], 2 [3-5-44], 3 [3-5-45], 4 [3- 및5-46] Whicker & and

Schultz [3- 에 각각 정의되어 있다5-47] ([3-5-43]: Ce-144, Th-232, U-233, U-234, U-235, U-238,

Zr-95; [3-5-44]: Tc-99, Zn-65; [3-5-45]: Eu-154, Eu-155, Sb-125; [3-5-46]: Am-241, Pu-239;

[3-5-47]: Cs-135, Cs-137, Co-60, H-3, I-129, I-131, Sr-90). Higley et al. [3- 에 따르면 상5-48]

기에 언급된 생체 반감기와 체중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5-20)

여기서 와 는 언급한 바와 같이 ICRP [3-5-43, 3-5-44, 3-5-45, 3- 와5-46] Whicker and

Schultz [3- 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은 체중으로 이며5-47] , M kg ,  는 의 단위를 갖는다day .

식 을 에 대한 상수를 고려해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5-20) Cesium .

그림 의 생물의 체중에 따른 생물학적 반감기5-32. Cesium .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상에 존재하는 어류 약 의 어종의 경우 세슘의 경우 반1~2kg

감기가 일 사이이며 어린이 몸무게 의 경우 일 성인 은 의 값을 가18~21 , ( 20kg) 38 , (60~80kg) 49~52

진다 소와 같은 대형 동물 약 은 일 정도의 반감기를 갖게 된다. ( 1ton) 100 . first-order kinetics

모델은 Whicker and Schultz [3- 에 의해 설명된 모델로 음식의 섭취와 생물학적 반감기를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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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유효반감기 컨셉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5-21)

여기서 평형상태 즉 시간이 매우 많이 흐른 뒤에  →이 된다 따라서 식은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5-22)

여기서 은 동물내의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로 이며 주변환경의 방사성 동위원소(Bq/kg) ,

농도를 으로 가정하면1 Bq/kg , 은 농도계수가 된다 이는 해양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구해진 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CF . CF .

유는 하루 섭취하는 농도 이 환경적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R

다 따라서. Whicker and Schultz [3- 는 해수 환경적 농도 뿐 아니라 의 농도를 별도5-47] ( ) Food

로 구하는 식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농도계수는 생물이 해양에서 살아가면서 호흡을 위한.

해수섭취 흡수 열량을 위한 먹이 섭취까지 고려된 평형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

을 차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상기식을 다단계로 생태계에 적용한다면 시1 .

간에 따른 동적 모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이. MARIRAD-BIOTA, RODOS, ERICA

등에 적용된 모델의 기본 구조다kinetic .

그림 은 체중에 따른 생태반감기의 변화도에 따른 생체내의 방사성물질 의 체내5-33 Cesium

축적비율과 수렴도를 보여준다 하루 섭취량은 체중의 를 가정하였다 생명체 마다 대사효. 30% .

율성에 따라 섭취량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참고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림에서 보.

여진 바와 같이 체중이 이하 해수중 플랑크톤 및 차 포식자 인 경우 일 경과 후 체내에1g ( , 1 ) 1

세슘의 농도가 평형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어류 의 경우에는 대략 일이 경과 후 평형상. (1kg) 10

태에 이르며 대형 생물의 경우는 일까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생체 내에서 평형 상태를, 20~100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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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생물의 체중에 따른 생물학적 반감기의 시간에 따른5-33. Cesium

변화.

- 정상 상태 농도계수 과 다이나믹 모델의 농도와의 상관 관계(CF)

및 대표적인 해양생태 평가 모델에 포함된 해양생물의 농도를 구하는 식은MARIRAD-BIOTA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23)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며 위 식을 간단히 변수끼리 묶게 되면 다음 식,

과 같다.

 


      (5-24)

IAEA TRS No. 422 [3- 에 제시되어 있는 농도계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5-2] (CF)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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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두식을 조합하면 농도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5-26)

이는 식 과 동일한 형태이며 여기서(5-21) ,  는 평형상태일 때 이 되며 결국 평형상태의0 ,

농도계수는 ∞ 


이 된다 여기서 평형상태의 농도계수는 등에 적. IAEA TRS No. 422

용되는 수와 동일한 개념이 된다 다만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중 이상의 어류에. 1kg

대해서는 초반 환경에 노출된 방사상 동위원소에 대해 농축되는 속도가 일 이상의 수렴시간10

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농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5-27)

- 정상 상태 농도계수 과 다이나믹 모델의 농도의 적용(CF)

앞 절에서 설명한 농도계수를 적용해 앞에서 설명한 해양 모델에 적용해 보았다 그림Box .

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기의 높은 해수중 농도에 의한 대형어종 이상 의 체내농도가 큰 차, (2kg )

이를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약 일 이내로는 평가된 농도의 차이가 수백 배의 차이를 보. 1

이며 한 달 후에는 약 여배의 차이를 보이다 약 일 경과 후 생물학적 반감기에 따른 평, 10 . 100 (

형 상태 이후 평가 농도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현재 까지 적용된 모델은 농도계수) .

만을 시간에 따른 변화를 주었으나 추후 체내 축척 농도를 고려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

그림 평형상태 농도계수 적용 등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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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물학적 반감기가 고려된 농도계수 적용

본 연구를 통해 지역 해양에 좁은 영역에 평시 적용이 가능한 해양 구획 모델(Box or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년 사고로 인한 해양Compartment Model) . 2011 Fukushima NPP

누출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를 관측치와 비교해 훌륭히 재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IAEA, ICRP,

에서 제안한 농도계수 선량환산계수 전달계수 등에 대한 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할EPA , , DB

수 있는 로더 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로더는 상기 구축된 구획모델에 우선 적용하(Data loader) .

여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대기확산모델 와 해양확산모델 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LADAS LORAS .

방사능 유출 사고시 초기 대량의 물질이 배출된다 단기간 노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태계내.

생체 축적양은 평형상수를 적용하게 될 경우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적용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와 와 같은kinetic . ERICA RESRAD-BIOTA

모델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며 추후 생체반감기가 포함된 농도계수와 더불어 농도의 축척 개념,

이 도임된 수학적 모델로 개선할 예정이다 구축된 구획모델은 현재까지 공간적으로인 차원. 2

모형이지만 수직 확산 공간분포계수 들을 도입하게 되면 유럽의 시스템과, , , RODOS-POSEIDON

같이 차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3 . .

참고 조사 자료-

농축 계수는 에서 정리되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인근에서 잡은 수산IAEA .

물을 분석한 결과도 있어 이를 참고로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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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Country Cluster Country

G0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10

United states of

America

Guinea Bissau
G11

Belgium

Indonesia Netherlands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G12
Belize

Myanmar Dominica

Nepal

G13

Botswana

Philippines Burkina Faso

Sierra.Leone Central African republic

Thailand Chad

Timor Leste Ethiopia PDR

Viet Nam Gambia

G10

Belarus Haiti

Bulgaria Kenya

Canada Malawi

Croatia Mali

Cyprus Namibia

Estonias Niger

Italy Nigeria

Japan Senegal

Latvia Somalia

Malta Sudan

New Zealand Swaziland

Republic of kore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ZimbabweRussian Federation

표 나라별 음식섭취 분류군5-12. (WHO GEMS/Food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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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King Salmon Alaskan 74 62

Chum Salmon Alaskan 44±4 31

Sockey Salmon Alaskan 47±2 47 35

Silver salmon Alaskan 104±59 25±9

Albacore Northeast Pacific 103±7

Bass Japanese coastal Waters 11

Mackerel Japanese coastal Waters 25±13

Porgy Japanese coastal Waters 28

Flathead Japanese coastal Waters 30

Rockfish Japanese coastal Waters 34±11

Flounder Japanese coastal Waters 36±23

Jack, Seriola

Quinqueradiata
Japanese coastal Waters 40±2

Jack, Konoshirus

puncatatus
Japanese coastal Waters 43

Scad Japanese coastal Waters 46±18

Sea bream Japanese coastal Waters 51±15

Sardine Japanese coastal Waters 55

Mullet Japanese coastal Waters 58±26

Halfbeak Japanese coastal Waters 59

Sea chub Japanese coastal Waters 62±5

Pacific cod Japanese coastal Waters 76

Sand smelt Japanese coastal Waters 81

Dover sole Humboldt Bay, Calif 37±8

Young anchovy Tokai Mura, Japan 17±1

Flounder Tokai Mura, Japan 26±3

Rockfish Farallon Is, Calif 86±10

Mesopelagic Japanese coastal water 100

Snapper Kwajalein Atoll 89±11

Plaice North Sea 56

Sardinella aurita Mediterranean Sea 21±9

Sardina pilchardus Mediterranean Sea 26

Bombay Duck Bombay Harbour, India 50-60

Silver pomfret Bombay Harbour, India 45-50

Ribbonfish Bombay Harbour, India 30-40

White sardine Bombay Harbour, India 15-20

Golden anchovy Bombay Harbour, India 10-15

Burrowing goby Bombay Harbour, India 5-10

표 의 농축 계수5-13. Cs-137 [3-5-50]



- 129 -

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Mackerel Mediterranean Sea 24

Mullet Mediterranean Sea 25

Rabbitfish Mediterranean Sea 10

Porgy Mediterranean Sea 50

Baraccuda Mediterranean Sea 44

Goatfish Mediterranean Sea 9

Herring Mediterranean Sea 200

Rat-Tail NE Atlantic dump 150

Yellow scad Strits of Malacca 16

Round Scad Strits of Malacca 342

Coral Cod Strits of Malacca 372

Stingray Strits of Malacca 272

Ray Windscale area 43±26

Herring Windscale area 50

Plaice Windscale area 36±16

Plaice Windscale area 45

Skate Windscale area 25

Plaice Windscale area 27±7

Mudskipper Bombay Harbour, India 50-100

Bombay Duck Bombay Harbour, India 50-60

표 의 농축 계수 계속5-13. Cs-137 [3-5-50] ( )

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Stingrays Japan coastal 94±13

Common Japanese
conger

Japan coastal 38±9

Deep sea smelt Japan coastal 78±9

Mond cod Japan coastal 51±3

Pacific cod Japan coastal 76±23

Walleye pollack Japan coastal 94±9

Scorpion fish Japan coastal 57±9

Black rockfish Japan coastal 79±5

Bertail flathead Japan coastal 54±10

Atka mackerel Japan coastal 80±15

Greenling Japan coastal 45±10

Japanese sea bass Japan coastal 94±11

Jacks Japan coastal 66±11

Red sea bream Japan coastal 50±5

Crimson sea bream Japan coastal 51±10

Yellow sea bream Japan coastal -

White croaker Japan coastal 46±4

Black mouth croak Japan coastal -

Rudder fish Japan coastal 40±6

표 의 농축 계수5-14. Cs-137 [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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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Japanese sandfish Japan coastal 33±8

Bastard halibut Japan coastal 70±12

Flathead flounder Japan coastal 42±9

Pointhead flounder Japan coastal 58±3

Pointhead flounder Japan coastal 58±3

Shothole halibut Japan coastal 50±10

Stone flounder Japan coastal 59±22

Brown sole Japan coastal 27±5

Marbled sole Japan coastal -

Rikuzen sole Japan coastal 31±15

Black tonguefish Japan coastal 30±2

Red tonguefsh Japan coastal 37±3

Family Decapoda Japan coastal 8±8

Family Octopoda Japan coastal 5±5

Family Decapoda Japan coastal 26±10

Walleye pollack Hokkaido 96±11

Walleye pollack Niigata 95±7

Japanese sea bass Fukushima 97±11

Japanese sea bass Fuku 95±6

Japanese sea bass Saga 91±12

Bastard halibut Hokkaido 62±3

Bastard halibut lbaraki 69±12

Bastard halibut Fukui 70±17

Bastard halibut Shlman 73±8

Atka mackerel Hokkaido 92±10

Atka mackerel Niigata 67±7

Japanese common Miyagi 32±7

conger Fu kui 46±7

Red sea bream Shlmane 50±4

Red sea bream Fukui 50±7

Pacific cod Miyag 68±5

Pacific cod Fukushima 76±16

표 의 농축 계수 계속5-14. Cs-137 [3-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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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Siganus fusescenns Japan, Tsuyazaki Coastal 43

Hexagrammos agurammus Japan, Tsuyazaki Coastal 52

Hexagrammos otakii Japan, Katsuura Coastal 44

Hexagrammos otakii Japan, Katsuura Coastal 65

Hexagrammos otakii Japan, Hachinobe Coastal 86

Hexagrammos otakii Japan, Oshoro Coastal 30

Hexagrammos otakii Japan, Oshoro Coastal 54

Hexagrammos otakii Japan, Hachinobe Coastal 73

Hexagrammos otakii Japan, Hachinobe Coastal 102

Pleurogrammus azonus Japan, Oshoro Coastal 70

Pleurogrammus azonus Japan, Hachinobe Coastal 91

Pleurogrammus azonus Japan, Hachinobe Coastal 88

Ditrema temmincki Japan, Katsuura Coastal 51

Ditrema temmincki Japan, Katsuura Coastal 61

Ditrema temmincki Japan, Hachinobe Coastal 61

Ditrema temmincki Japan, Hachinobe Coastal 14

Sebastes inermis Japan, Katsuura Coastal 69

Sebastes pachycephalus Japan, Katsuura Coastal 41

Sebastes marmoratus Japan, Katsuura Coastal 44

Sebastes baramenuke Japan, Hachinobe Coastal 54

Paraoristipoma trilineatum Japan, Katsuura Coastal 41

Scombrops boops Japan, Katsuura Coastal 133

Oncorhynchus keta Japan, Hachinobe Coastal 20

Kareius bicoloratus Japan, Katsuura Coastal 30

Limanda schlencki Japan, Hachinobe Coastal 72

Limanda yokohamae Japan, Hachinobe Coastal 45

Paralichthys olivaceus Japan, Hachinobe Coastal 50

Paralichthys olivaceus Japan, Katsuura Coastal 65

Paralichthys olivaceus Japan, Hachinobe Coastal 66

Paralichthys olivaceus Japan, Hachinobe Coastal 57

Hippoglossoides dubius Japan, Hachinobe Coastal 23

Microstomus ache Japan, Hachinobe Coastal 50

표 의 농축 계수5-15. Cs-137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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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도루묵 한국 해구, 55 20

빨간횟대 한국 해구, 63 73

대구 한국 해구, 63 71

물메기 한국 해구, 63 40

연어 한국 해구, 63 22

양미리 한국 해구, 63 49

줄가시횟대 한국 해구, 63 38

청자갈치 한국 해구, 63 52

줄가시횟대 한국 해구, 69 13

기름가자미 한국 해구, 69 20

꽃줄고기 한국 해구, 69 41

고무꺽정이 한국 해구, 70 51

청자갈치 한국 해구, 70 29

고무꺽정이 한국 해구, 76 27

아귀 한국 해구, 76 21

기름가자미 한국 해구, 82 26

물가자미 한국 해구, 82 25

청어 한국 해구, 87 46

연어 한국 해구, 55 40

양미리 한국 해구, 55 43

대구 한국 해구, 55 60

물가자미 한국 해구, 87 18

고무꺽정이 한국 해구, 87 40

삼치 한국 해구, 97 41

숭어 한국 해구, 97 30

보구치 한국 해구, 97 36

고등어 한국 해구, 98 34

전어 한국 해구, 98 19

게르치 한국 해구, 98 60

멸치 한국 해구, 98 20

삼치 한국 해구, 98 95

전갱이 한국 해구, 98 47

갈치 한국 해구, 99 40

망상어 한국 해구, 99 52

전갱이 한국 해구, 99 35

삼치 한국 해구, 99 57

청어 한국 해구, 99 73

멸치 한국 해구, 104 56

장어 한국 해구, 104 25

표 의 농축 계수5-16. Cs-137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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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숭어 한국 해구, 104 47

방어 한국 해구, 104 45

삼치 한국 해구, 104 33

고등어 한국 해구, 104 27

전어 한국 해구, 104 19

보구치 한국 해구, 104 36

넙치 한국 해구, 204 42

두툽상어 한국 해구, 213 17

멸치 한국 해구, 213 10

삼치 한국 해구, 213 72

조피볼락 한국 해구, 213 63

조피볼락 한국 해구, 213 93

방어 한국 해구, 213 105

삼치 한국 해구, 213 48

숭어 한국 해구, 213 32

잿방어 한국 해구, 213 19

게르치 한국 해구, 214 28

용치놀래기 한국 해구, 223 9

달고기 한국 해구, 224 23

황돔 한국 해구, 224 20

노래미 한국 해구, 174 48

조피볼락 한국 해구, 174 24

쥐노래미 한국 해구, 174 52

조피볼락 한국 해구, 164 65

노래미 한국 해구, 164 42

숭어 한국 해구, 154 29

문절망둑 한국 해구, 154 20

넙치 한국 해구, 154 46

물가자미 한국 해구, 63 25

물가자미 한국 해구, 87 41

전어 한국 해구, 97 13

고등어 한국 해구, 98 55

삼치 한국 해구, 98 53

숭어 한국 해구, 104 36

아귀 한국 해구, 201 21

불볼락 한국 해구, 202 65

숭어 한국 해구, 213 50

넙치 한국 해구, 154 36

표 의 농축 계수 계속5-16. Cs-137 [3-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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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Rivulated parrot fish south india coastal 56

Bule parrotfish south india coastal 67

Fringescale sardinella south india coastal 233

Rainbow sardine south india coastal 311

Malabar blood snapper south india coastal 89

Bluestriped snapper south india coastal 78

Blubberlip snapper south india coastal 89

Two-spot red snapper south india coastal 89

Emperor red snapper south india coastal 67

Paeony bulleye south india coastal 100

Fourlined terapon south india coastal 122

Blacktip grouper south india coastal 67

Yellowstriped goatfish south india coastal 100

Grass emperor south india coastal 100

Pink ear emperor south india coastal 78

Longface emperor south india coastal 78

Great barracuda south india coastal 89

Indian threadfish south india coastal 211

Striped grouper south india coastal 67

Japanese threadfin bream south india coastal 78

Raconda south india coastal 133

False trevally south india coastal 267

Bull ray south india coastal 78

Bigeye croaker south india coastal 178

Striped ponyfish south india coastal 256

표 의 농축 계수5-17. Cs-137 [3-5-54]

이름 영문명( ) 지역 전체 조직 근육 뼈 간

Chrysaora sp. Japan coastal 19

Euphausia pacifica Japan coastal 9

Nematoscelis difficilis Japan coastal 4

Stenobrachius

leucopsarus
Japan coastal 20

Cyclothone

pseudopallida,

Sigmops gracile

Japan coastal 16

S. gracile Japan coastal 4

표 의 농축 계수5-19 Cs-137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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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개발 및 검증6

개요1. LORAS-Regional

절의 지구규모 해양확산모델 를 기반으로 육붕단 및 인근 해역내로 누출되는5 LORAS-Global

방사성물질의 거동평가를 위하여 지역규모 을 개발하였다 지역규모LORAS-Regional .

은 해수 부유사 해저바닥내 방사성물질의 시 공간적 농도분포를 계산할 수LORAS-Regional , , ·

있도록 설계되었고 해수면으로 대기침적 및 해양으로 직접 누출되는 핵종의 선원항을 포함하,

고 있다 모델내 포함되어 있는 물리과정의 개요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나. 6-1 . 6-1

타난 바와 같이 해양내로 유입된 방사성물질은 해류에 의하여 이동하면서 해수중 작은 모래입

자 부유사 에 흡착하기도 또 탈착하기도 하고 수직유속에 의하여 해저바닥에 침강하기도 또( ) ,

재부유하기도 한다 해수중 핵종의 이러한 물리과정을 모델내 반영하여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LORAS-Regional .

그림 모델내 고려되는 물리과정6-1. LORAS-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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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은 입자추적법에 기반하고 있는데 입자의 움직임은 해류Lagrangian ,

에 의한 이류와 난류확산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ttvttvtXttX jjjj ∆+∆+=∆+ )()()()( '

(6-1)

윗 식에서 v는 유속, v’는 난류확산이며 차원 의 난류확산은 방법을 적용하였, 3 random walk

다.

RtKttv ∆=∆ 2,1
'

2,1 12)( ,2)( 3
'
3 RtKttv ∆=∆ (6-2)

윗 식에서 K는 확산계수 R은 이다random number .

몬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은 비보전성 물질로 해수내 입자와의 흡착 탈착 해저, ,

바닥으로 침강 및 재부유과정은 방법을 이용하였다stochastic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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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식에서 Cw, Cs, Cb는 해수 부유사 및 해저바닥의 핵종농도이고, , k1m은 해수에서 부유사로 흡

착되는 계수, k1s는 해수레서 해저바닥으로 이동을 나타내는 계수, k2는 부유사로부터 해저바

닥으로 이동을 나타내는 계수, φ 는 해저바닥 입자의 보정계수이다 핵종의 방사성붕괴는.

다음과 같다.

)]exp(1)[()( ttcttc decay ∆−−=∆+ λ (6-4)

해수 부유사 및 해저바닥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해당 격자내 분포한 입자의 수를 세므로써,

농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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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윗 식에서 로 는 핵종 선원항 는 입자수이고 는 해저바닥 혼합수심I=Q/NP Q , NP , H , bρ 는

해저바닥 입자 밀도이다.



- 137 -

후쿠시마 해양 관측자료 이용 검증2.

개발된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을 검증하기 위하여 년 후쿠시마 사고시LORAS-Regiona 2011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해양 오염은 주로 방

사성물질로 오염된 냉각수가 바다로 직접 방출되거나 대기 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태평

양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해수면에 침적하면서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사고 초기 년 월

일까지는 대기 침적에 의한 해양오염의 영향이 더 컸으리라 추정되지만 년 월 말부터

원전 인근 해역에서는 지표면이나 발전소 시설 내의 오염수가 해양으로 직접 방출된 데 따른

영향이 두드러졌다 방사성 오염수는 월 일 발전소 부근 연안에서 처음 관측되었고 월

일 일 사이에는 인근 해역에서 과 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였다 오염수의 직접적인 해양 누출은 대부분 지진에 의해 발생한 구조물의 균열이나 부

주의 때문이었다

후쿠시마 사고로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근 해역은 크게 오염되었고 누출된 방사,

성물질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확산되었다 사고 초기 년 월 일 일 까. 2011 3 11 ~ 22

지는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해수면 침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근방 해역이 오염되었고 이,

후 월 까지 해양으로 직접 누출에 의해 오염되었다 특히 월 일 월 일까지 원전 구6 30 . 3 23 ~ 4 6

조물 균열로 인해 해양으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다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그 반감기로 인해 주로 의 해수 및 해저토 농도 측정 분석 및 확산모델Cs-134, Cs-137, Sr-90

에 의한 확산도 예측도 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해양 확산모델. LORAS –

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사고 평가에 활용하였다 개발된 는 차원의 입자추적모Regional . LORAS 3

델로 해수중 농도 부유사 및 해저토 농도의 시 공간적 분포를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농, ,ㆍ

도를 이용하여 오염된 해조류 어류 등의 섭취로 인한 인체 피폭을 평가하는 모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는 대기로부터 해수면에 침적되는 침적량 방사성물질 반감기 오염물이 부. LORAS , ,

유사 해수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 흡착 및 탈착 해저토로의 침강 및 재부유 등의 변수를 모( ) ,

두 포함하고 있다 를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의 의 평가를 위하여. LORAS Cs-137

년 월 일 월 일 까지 해양으로 방출된 의 해수 및 해저토내 농도 및 확산도2011 3 21 ~6 30 Cs-137

를 산정하였다 그림 에 의 계산영역과 원전 주변 해역에서 방사성핵종을 관측한 위. 6-2 LORAS

치도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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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산영역 및 원전 주변 관측 위치

해양확산 평가모델 의 운영을 위한 해양순환자료는 일본 해양연구원의LORAS JCOPE2

를 선원항 자료는 동경전력의 관측자료에(Japan Coastal Ocan Predictability Experiment 2) ,

근거하여 에서 추정한 방법과 프랑스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KAERI IRSN .

림 에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의 시간별 방출량과 대기침적으로 부터 해수면에6-3 Cs-137

침적된 시간별 침적량을 나타내었다 대기 침적으로부터 해수면 침적량은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 개발한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년 월 일 월 일까지 대기로 누LADAS , 2011 3 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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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과 의 약 가 해수면에 침적되었고 약 가 육지에 침적되었다 특I-131 Cs-137 70% , 30 % .

히 대기로 누출된 이 태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원전의 북동 해역에 다수 침적하여Cs-137 ,

해양을 오염시켰다 과 의 육지 및 해양 침적량을 표 에 나타내었다 표. I-131 Cs-137 6-1 . 6-1

에서 일본 의 와 는 동일한 를 이용하였음에도 차이가JAEA Kawamura Kobayashi WSPEEDI-II

나는 것은 는 년 초기에 추정한 선원항을 이용하였고 는 년Kawamura 2011 , Kobayashi 2013

새로이 추정한 선원항 값을 이용하였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와 의 산. LADAS WSPEEDI-II

정결과 차이는 계산영역 이용한 기상자료 선원항 자료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전반적으, , .

로 은 육지로 해양으로 정도 침적되어 사고 초기에 대기Cs-137 3.5 ~ 6 PBq, 5 ~ 7.6 PBq

로 부터 해수면으로 더 많은 양이 유입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의 해양내 직접 누출 및 대기 침적량6-3.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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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사성물질 대기 침적량 추정값3-3

발표 기관

및 연구자
평가 대상 기간

대기 침적량 평가(1015 Bq)

평가모델I-131 Cs-137

육지 해양 육지 해양

Kawamura 2011.3.12 ~ 4.30 67 57 6 5 WSPEEDI-II

Kobayashi 2011.3.12 ~ 5.1 74 99 5.8 7.6 WSPEEDI-II

KAERI 2011.3.12 ~ 4.30 43 100 3.5 7.0 LADAS

에 의해 계산된 해수중 의 농도와 관측 값의 비교를 그림 에 나타내었LORAS Cs-137 6-4

다 그림 에서 의 위치는 그림 에 제시한 위치와 동일하다 비교결과 해수중. 6-4 T1 ~ T8 6-3 .

의 농도는 대기 침적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관측값과 비교하여 큰Cs-137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의 산정결과는 관측 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그. LORAS .

러나 해저토의 경우는 대기 침적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과 그림 에 에 의해 평가된 결과와 관측값을 비교하여 제시하였. 6-5 6-6 LORAS

다 그림 에 대기 침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해저토내 의 산정결과는 원전의 북. 6-5 Cs-137

동 지역에서 관측된 해저토내 농도를 재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림 에서와 같이. 6-6

대기로부터 침적을 고려한 경우 원전 북동 지역의 해저토내 관측결과 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월 일에 대기로 방출된 이 풍향의 변화에 따라 일본 내륙지역과 연안 지역3 12 Cs-137

을 따라 확산되면서 원전의 북동방향 해역에 다량의 이 해수면에 침적되었기 때문Cs-137

이다 해수면에 침적된 은 원전의 북동 지역에서 약한 해류에 의해 상당기간 머무르. Cs-137

면서 해저 바닥으로 침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방사성물질의 해양 확산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로 부터의 침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양 오염 평가는 대기,

확산모델과 연계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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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수 중 의 계산값 및 관측값 비교6-4. Cs-137 LO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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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기침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저토내 의 계산값 및 관측값 비교6-5. Cs-137 LORAS

그림 대기침적을 고려한 해저토내 의 계산값 및 관측값 비교6-6. Cs-137 LO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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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장치 설계 제작7 /

년 월 일 일본 혼슈지방의 해저지진과 이에 따른 지진해일 의 발생으로 후쿠2011 3 11 (tsunami)

시마 제 원자력발전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여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누1

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해일과. ,

같은 자연 재해를 대비한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울진 월성 원전이 위치한. ,

동해는 과거에 해저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전파가 이루어졌던 기록이 있다 우리[3-6-1, 3-6-2].

나라는 원전 건설시 지진해일에 대비한 방파제 건설과 후쿠시마 사고 후 방파제의 높이 보강

등을 통하여 지진해일 파고에 의한 월류를 대비하고 있다 지진해일은 높은 파고 뿐 아니라 파.

압과 국지적 와류 에 의하여 연안 근방 해저지질의 액상화 가 발생하여 지반(vortex) (liquefaction)

약화로 인한 연안시설의 피해나 토사의 연안 시설내 유입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3-6-7].

특히 원전에서 파랑 조석 지진해일 등에 의해 부유된 토사가 취수구로 유입되어 취수구의 냉, ,

각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역에 유입되는 지진해일과 같은 고립파에 의해 연안 구조물과 토사이동

특성 해석을 위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수리모형 실험은 원형[3-6-4].ㆍ

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 등을 실험실내에서 재현하고 그 현상을 관측하는 것으로(Prototype)

원형을 축소 또는 확대시켜 만든 모형에 실험을 실시하여 원형에서의 각종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모형에 각종 변화를 가하여 각종 상황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실물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리학적 현상을 분석하고 재현시켜 수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형의 구조와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각종 상황을 비교 검토할 수 있고. ,

축척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공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형제작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실험관련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

다 지진해일에 의한 실제 고립파 재현을 위한 파 발생 제어판 회전식 스크류축 파[3-6-12]. , ,

전달 구동판 연안 구조물 모형 등의 장치를 포함한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에 필요한,

장치를 구축하였다 [3-6-4].

지진해일의 고립파1.

지진해일은 해저지진이나 화산활동 지반침하 등에 의해 발생하며 심해에서 지진해일은 파장,

이 길고 파고는 작지만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연안에 접근하면 파장은 작아지고 파고는 커진

다 또한 지진해일은 연안으로 전파되면서 얕은 수심에 의해 파가 파쇄되면서 파고가 상승하고.

해저바닥의 전단응력 증가로 액상화를 유발한다 지진해일과 같이 파장이 길고 파속이 빠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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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립파 를 고려하면 연안으로 진행하는 고립파의 파형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solitary wave)

다 [3-6-10, 3-6-11].

  






(7-1)

 (7-2)

식 과 식 에서 는 파고 는 수심 는 파수(7-1) (7-2) H (wav height), h (water depth), k (wave

는 고립파 속도number), c , x1은 고립파의 발생 초기 위치 는 중력가속도이다 식 은 지, g . (7-1)

진해일에 의한 고립파가 연안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파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제작한

수리모형장치에서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를 재현하여 관측한 파형을 식 의 해석해와 비(7-1)

교하여 실험에 의한 고립파 재현이 생성되는 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이후 수리모형 장치의.

바닥에 설치한 전단응력의 측정으로 바닥에 위치한 토사의 액상화 현상을 규명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된다.

상사 법칙2.

가 수리학적 상사.

해안 해양의 흐름이나 오염물의 이동 특성의 현상은 파랑 조석 흐름 및 표사등의 영향으로, , ,

인하여 신빙성 있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수리모형 실험은 수리 시설물 설치시 해석적 방법으로 분석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것으.

로 원형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형을 축소 또는 확대시켜 만든 모형에 실험을 실,

시하여 원형에서의 각종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모형에 각종 변화를 가하여 각종 상황에 대.

한 실험을 하여 실물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리학적 현상을 분석하고 재

현시켜 수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형의 구조와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기본.

개념은 수리학적 상사의 원칙에 의해 행한다.

모형과 원형은 수리학적 거동의 유사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형실험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야만 올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원형과 모형 간에 수리학적 상사. , (hydraulic

가 이루어져야 모형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원형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수리학적similarity) .

상사를 얻기 위해서는 원형과 모형 간에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geometric similarity),

그리고 동력학적 상사 가 성립하여야 한다(kinematic similarity), (dynamic simila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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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하학적 상사.

기하학적 상사는 원형과 모형의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것을 뜻한다 즉 서로 대응하. ,

는 모든 길이의 비가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를 일정한 비율의 크기로 축소한 것을X, Y, Z

말한다 즉 모형은 원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서로 대응하는 모든 길이의 비가[3-6-3]. ,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하학적 상사가 성립되며 이에 관련된 물리량은 길이.

( 면적), ( 체적), ( 이다 원형과 모형간의 대응길이의 비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일정하여야) .

하며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3) .

 

 
 

 
 

 



  (7-3)

여기서,  ,  , 는   방향의 길이를 표시한다 첨자. 은 모형, 는 원형을 나타내고,

은 모형과 원형과의 비를 나타내며 면적 와 체적 에 대하여도 같은 법칙이 성립한다.

 









  
 (7-4)

 









  
 (7-5)

다 운동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는 원형과 모형에 있어서 운동의 상사를 말한다 이 상사는 원형과 모형에서.

운동의 모양 또는 경로가 기하학적으로 상사이고 그 운동에 포함된 여러 대응하는 입자들의,

속도비가 동일할 때 성립한다 운동학적 상사에 관련되는 물리량은 속도. ( 가속도), ( 유량),

( 등이 있으며 속도)  는 단위 시간( 에 이동한 거리) ( 로 정의되므로 원형과 모형간의 상)

사는 다음과 같다.

 












 


(7-6)

여기서  , 는 모형과 원형에서 대응 입자가 대응 거리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고,

    이다 가속도. 는 단위 시간당 속도( 로 정의되므로 원형과 모형간의 상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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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7-7)

유량 는 단위 시간당 체적( 으로 정의되므로 원형과 모형간의 상사는 다음과 같다) .

 












 





 




(7-8)

라 역학적 상사.

기하학적 및 운동학적 상사가 성립된 흐름에서 모형과 원형간의 각 대응점의 힘 점성력 중( ,

력 압력 탄성력 등 의 비가 동일하고 작용방향이 같으며 물질의 질량비가 같을 때 동역학적, , )

상사가 성립한다 완전한 상사를 위한 필요조건은 제 법칙. Newton 2  로부터 유도된다.

힘은 점성력 압력 중력 표면장력 탄성력 중 하나가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조합되어, , , ,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다 모형과 원형에 작용하는 각종 힘들의 상사는 다음이 된다. .

  

 
 

 
     







(7-9)

동역학적 상사에 관련되는 물리량은 일( 과 동력) ( 이다 이들 물리량 중 일) . ( 는 힘) ( )

에 거리( 를 곱한 것이고 동력은 단위 시간당 일로) ,     이다 원형과 모형에서 이들에.

대한 상사는 다음이 되어야 한다.

 


 

 
 ⋅ (7-10)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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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사법칙. Froude

개수로 흐름에서는 중력과 관성력이 주로 흐름을 지배하므로 상사법칙을 사용해야Froude

한다 개수로 흐름을 지배하는 힘 중력과 관성력 의 비가 모형과 원형에서 동일하다면 수리학. ( )

적 상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


 



 

 
  (7-12)

또는

 

 
 

 
(7-13)

     (7-14)

중력    관성력,   의 관계인 식 를 축척비(7-12) 과 시간비 로 나타내면 다

음을 얻는다.

     



 


(7-15)

       
 (7-16)

식 과 식 를 식 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는다(7-15) (7-16) (7-14) .

  
 

    
  (7-17)

따라서

  





(7-18)

동일 중력계라면   이므로 식 은 다음과 같다(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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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위 식 로부터 유속과 유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19) .

  





  

 (7-20)

  









  
 (7-21)

바 왜곡모형.

원형과 모형의 기하학적 상사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천 또는 하구의 수리모형실험을

하는 경우 대부분 하천의 폭과 길이에 비하여 수심이 작기 때문에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키

면 모형의 수심이 너무 작아서 표면장력 현상이 흐름을 지배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런 경우.

연직과 수평 방향의 축척을 달리한 왜곡모형 을 사용한다 수리 모형실험에서는(distorted model) .

수평비와 수심비를 자연상태로 재현하는 것은 어려워 대부분 실내 수리 모형실험의 경우 연직

축척과 수평축척을 달리하는 왜곡도 수평축적 수직축척 를 도입하여 수평비와 수심비를 왜곡(= / )

하게 된다 왜곡모형에서 축적을 위해 사용하는 상사법칙의 정의는 다음과 같[3-6-5]. Froude

다.




(7-22)

여기서 은 중력을 은 관성력을 나타낸다 수리모형에서 수리학적 상사를 이루기 위하.

여 중력과 관성력의 비는 동일해야한다 또한 동일한 중력비로 을 적용하여 식 을 정. g=1 (7-22)

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23)

위 식 은 정상모형에서의 축척이다 수평축척과 수직축척이 다른 왜곡모형의(7-23) . Froude

상사법칙은 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수평축척이 아닌 수직축척을 적용한다 수직축척을 적용.

한 왜곡모형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Froude number .



- 149 -




(7-24)

위 식 에서 정상축척과 마찬가지로 중력과 관성력의 비는 동일해야 하므로 이며(6-24) Fr=1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velocity) (7-25)

왜곡모형의 유량비는 수평축척과 수직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단면적을 Lr2이 아닌 을Xr, Zr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26)

여기서 이다 즉 에서 단면적을 길이 수심 로 나타낸 것이Xr = horizontal scale . Q=AV Xr( )×Zr( )

다 시간축척은.







(7-27)

이다.

왜곡모형은 정상모형에 비하여 모형이 차지하는 공간과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고 모형에서

수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유속 및 수심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Reynolds .

이차류의 과대 발생과 와류의 왜곡 경사의 증가로 인한 경사진 경계면에서 흐름 분리 발생, ,

유속의 횡단 분포 왜곡 수리 구조물에서의 수두 유량 관계에 대한 변화 이차류 흐름축소 확, - - ( ,

대 만곡 등 의 과대 발생으로 수두 손실이 과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상사법칙, ) [3-6-3]. Froude

에 의한 축척비를 표 에 나타내었다 표 에서 은 수평축적 은 수직축적 은 길이7-1 . 7-1 Xr , Zr , Lr

축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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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사법칙에 의한 축척비7-1. Froude

파라미터 단위
축적비

Froude law 왜곡모형

기하학적 성질

길이 m Lr Xr, Zr

면적 m2 Lr2 -

운동학적 성질

속도 m/s  

유량비 m2/s  




시간 s  



수리모형장치 설계 및 제작3.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하여 실내 수리,

모형장치를 설계하였다 해저지진에 의해 연안으로 진행하는 고립파 특성 해석과 전단응력에.

의한 바닥층의 액상화 현상에 의한 토사 이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상사Froude

법칙에 의해 설계하였다 [3-6-4].

가 적용지역 및 현황.

지진해일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평가 하기 위하, ,

여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 냉각시설을 위한 취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월성 호기의 냉각시설을1, 2 . 1, 2

위한 취수구는 연안내에서 해수를 직접 취수하는 직접 취수방식으로 냉각수를 취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직접 취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성 호기의 취수구역내 지진해1, 2

일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퇴적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지진해일, , .

로 인하여 취수구내 토사의 유입 및 해일의 처내림 현상으로 인한 냉각수 공급 부족의 문제점

을 사전에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에 수리모형장치 설계에 반영된 월성원전의 적용영역을. 7-1

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상사법칙을 적용한 수리실험 모형장치의 기본 설계도를 그Froude

림 에 나타내었다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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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계에 반영된 적용영역7-1. .

그림 상사법칙을 적용한 수리실험 모형장치 설계도7-2. Froude .

그림 를 기반으로 제작된 수리모형 실험장치는 월성 원전의 방파제 시설에 대해7-2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는데 설계된 수리 모형장치는 실제 적용영역인 폭 길이, 1km,

를 적용하여 수평축척 수직축척 의 폭 길이 수심 의 왜곡도1.6km 1/400, 1/60 4m, 6m, 0.33m 6.6

으로 설계하였으며 장주기 및 너울성 파랑의 재현을 위한 파 발생장치도 포함되었다 [3-6-4].

수리모형장치의 차원 모식도 및 설계도를 그림 과 그림 에 각각 나타내었다3 7-3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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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진해일 수리모형장치의 차원 모식도7-3. 3 .

그림 지진해일 수리모형장치의 설계도7-4. .

또한 지진해일의 입사각도 별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이 모형의 구조7-6

물 주변은 회전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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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회전식 연안 구조물 장치 모식도7-5. .

그림 회전식 연안 구조물 장치 설계도7-6. .

나 를 적용한 파 발생장치 설계. Wave-maker

미국 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적용한 결과Delaware University Wave-maker wave height :

일 때 파장 길이 서보0.16m, wave Period : 1.35sec, Depth : 0.33m = 2.13m, stroke : 0.1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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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출력 로 각각 계산되었다 이는 수리모형장치 설계에 반영된 의 서보모터와39.66w . 5Kw

의 길이의 범위 내의 값으로 충분히 재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에 파 발생1m stroke . 7-7

장치의 설계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 에 설계시 반영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6-2 .

그림 파 발생장치 모식도7-7. .

표 상사법칙에 의한 축척비7-2. Froude

구분 파라미터 데이터 입력 출력( / ) 비고

입력

Wave-height 0.16 m

설계 반영 data

Stroke-length : 1m

Servo-motor power : 5Kw

Wave-period 1.35 sec

Depth 0.33 m

출력

Wave-length 2.13 m

Stroke-length 0.167 m

servo-motor

power
95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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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리모형장치 제작.

동해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연안에 지진해일 발생시 토사이동과 지진해일의 처오름

및 처내림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영역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리모형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월성 원전의 방파제Froude .

위성사진 및 방파제 형상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수리 모형장치는 실제 적용영역인7-8 .

폭 길이 를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수평축척 수직축척 의 폭1 km, 1.6 km Froude 1/400, 1/60

길이 수심 의 왜곡도 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또한 지진해일의 입사각4m, 6m 0.33m 6.6 [3-6-4].ㆍ

도 별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모형의 취수구역 주변은 회전 가능하7-6

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상사법칙에 의해 설계된 수리모형장치의 제원을 표[3-6-4]. Foude 7-3

에 나타내었다.

그림 실제 적용영역인 월성 원전의 방파제 위성사진 및 방파제 형상7-8. .

표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수리모형장치의 환산 파라미터7-3. Froude

원형 축적비 축적
환산식

축적( )
환산방법 모형

제원

길이

(x)
1,600m 1/400 400

Lr

X/Lr

1,600/400=4
4m

폭

(y)
1,000m 1/400 400

Y/Lr

1,000/400=2.5
2.5m

수심

(h)
20m 1/60 60 Zr

h/Zr

20/60=0.33
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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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장치는 크게 파 발생장치 회전식 연안구조물 대형수조 유속 및 토압측정 장치로, , ,

구성되었다 수리모형장치에서 고립파의 재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파의 발생이다 일정. .

한 주기를 갖는 고립파 발생을 위하여 파 발생장치를 제작하였는데 장치는 크게 파 발생 크기,

를 조절해 주는 제어 소프트웨어 회전식 스크류축 파 재현 구동판 등으로 구성되었다, , .

파 발생 제어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데 스크린 상에서 작동 버튼은 상단에 위치

한 원점 버튼과 중간에 위치한 버튼으로 원점 버튼은 서보모터의 초기 원점off SV(Servo) off

을 잡아 주는 버튼이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서보모터가 영점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며 서보모터.

구동 전 이나 다른 조건에서 실험할 때 또는 재부팅 시 항상 먼저 눌러주어 영점을 맞춘다.

버튼은 입력된 조건에서 서보모터의 반복횟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왕복운동을 번하고SV . 5

싶을 경우 를 로 설정하면 왕복 회 후 서보모터는 작동을 멈춘다 이동속도 조절은SV 5 5 . stroke

의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으로 이동속도 숫자를 누르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된

다 실험에서 의 속도를 설정하고자 할 시 스크린 상의 이동속도 화면에서 의. 500 mm/sec 500

숫자를 입력하면 설정값이 입력된다 파 발생을 위한 제어판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제어판. 7-9 .

에 의해 설정된 이동거리 및 속도에 의해 파 발생은 회전식 스크류 축에 전달되는데 스크류,

축에 연결된 모터에 의해 스크류를 회전하면서 앞으로 진행시켜 수조의 하단부에 위치한 파

재현 판을 구동하게 된다 연결된 스크류 축과 파 재현 구동판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7-10 .

한편 그림 와 그림 에 나타난 파 발생 제어판 스크류 축 파발생 구동판에 의해 수, 7-9 7-10 , ,

조 채워진 정지 상태의 물에 힘을 전달하여 고립파를 발생시킨다 연안으로 진행하는 고립파에.

의해 방파제와 주변 토사의 이동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회전식 연안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수리조건

유속

(v)

10m/s

예( )
1/60 60 Zr1/2

v/Zr1/2

10/601/2=1.29

1.29

m/sec

파고

(H)
10m 1/60 60 Zr

H/Zr

10/60=0.16
0.16m

주기

(S)
67sec

1/400,

1/60

400,

60
Xr/Zr1/2

 



 



=1.3sec

1.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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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파 발생장치의 제어판과 구동 소프트웨어7-9. .

그림 파 발생장치의 스크류 축과 파 재현 구동판7-10. .

기존 지진해일 파랑 조석 등의 재현을 위하여 각종 수리모형 실험에서는 실험대상 모형에, ,

다양한 방향의 입시파 재현을 위하여 파 발생장치의 이동이나 관측대상 모형의 이동 및 다채

널 방식의 파 발생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문제점은 파 발생장치의 크기와.

규모 무게 때문에 이동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

연구에서는 파 발생장치는 고정하고 실제 관측이 필요한 연안부근 구조물의 모형을 회전 가능,

하도록 회전식 연안 구조물 모형을 제작하여 관측대상 모형을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여러

입사파에 의해 연안구조물 외력변화와 토사이동 현상 규명을 위하여 회전식 연안구조물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회전식 연안 구조물은 장치의 구성은 실험 대상 모형을 회전하는 회전.

모형 지지부 회전 모형 지지부 위에 실험 대상 지형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형 설치부 회전, ,

모형 지지부가 회전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회전체 실린더 모형의 지지부를 손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볼 트랜스퍼를 설치한 보조 회전 장치부 회전하는 모형 지지부로 인한 움직임과 뒤틀,

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로 설계된 안전 장치부 실제 지형 및 실험 지역의 경사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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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사 조절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작한 회전식 연안 구조물 장치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7-11 .

그림 제작된 회전식 연안 구조물 장치7-11. .

연안으로 진행하는 지진해일과 같은 고립파에 의해 연안 구조물 근방의 파랑변화와 토사이

동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수리모형 장치는 크게[3-6-4].

파 발생장치 회전식 연안구조물 대형수조 유속 및 토압측정 장치로 구성되었고 그림 에, , , , 7-12

전체적인 수리모형장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제작된 수리 모형실험 장치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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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 장치는 상사법칙에 근거하여 실제 연안의 제원을 실내 모형장치로 재현하Froude

였으며 폭과 수심의 적절한 설계로 충분한 유속과 수심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설계제작하였다, .․

제작된 수리 모형실험 장치는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을 측정할 수 있어 고립파 진행에 대한, ,

연안 구조물과 토사이동 현상을 규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향후 제작된 수리모형장치를 이용.

하여 고립파의 주기 및 파고 변화를 통하여 연안 구조물에 진입하는 파 형상 변화와 전단응력

변화에 따른 바닥층 지질의 액상화 현상 규명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3-6-4].

수리변수 계측장비4.

실험실 규모 소규모 에서 유속을 관측하는 것은 관측장비의 관측 방법 특성에 따라 많은 오( )

차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물의 마찰 저항을 전류로 측정하는 단일 지점 관측장비의 경우 관.

측장비의 크기가 작게 만드는 것이 관측오차를 줄이는 핵심이 된다 그러나 소형화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가격대비 단일 지점 관측이라는 큰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유속관측 장비로 흔히 사용되는 관측 방식이 수중 음향을 사용해 수중에 있는 입자의 속도를

도플러 효과를 사용해 추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장비를 통칭(Doppler) , ADCP(Acoustic

라고 부른다 는 사용되는 음향의 주파수에 따라 성능이 좌우 된Doppler Current Profiler) . ADCP

다 고주파 음파의 경우는 유속의 관측 정확도와 관측 간격 공간적 시간적 을 세밀하게 해주지. ( , )

만 먼거리까지 전파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저주파 음파의 경우에는 먼거리까지.

투과하거나 심지어 해저면 표층의 부드러운 부분을 통과해 지층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

나 관측 정확도와 관측 간격이 정밀하지 못하며 자연상 존재하는 많은 저주파 수중 생물의 울, (

음 지각 해수의 움직임에 따른 소리 관측장비 자체 등 에 의해 간섭현상으로 깨끗하지 못한, , , )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실험실 규모에서는 얕은 수심 짧은 파장 느린 유속 이라는 특성을. , ,

고려할 때 고주파 가 적합하며 이에 실험실 규모 관측장비 생산업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ADCP ,

유명한 의 사의 제품을 구매해 장비하였다 보다 오래된 의 원조격Norway Nortek . Nortek ADCP

인 의 경우 실제 바다나 호수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도플러 효과는SonTek .

음파가 수중의 미세한 입자와 충돌해서 돌아오는 파장의 상변화 를 해석(red shift or blue shift)

해 시간차이 만큼의 속도를 입자의 속도로 간주한다 또한 이 입자의 속도는 유속과 동일하다.

는 가정을 전재로 한다 그러나 단 방향 음파로는 빠르거나 느리다는 성분만을 검출할 수 있으.

므로 보통 개 이상의 크리스탈 진동자를 개의 서로 다른 방향 도 간격 개일 경우 도3 3 (120 , 4 90

간격 으로 음파를 전파 시켜 동일 시간 성분의 느려지고 빠른 성분의 방향을 검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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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quadopp

는 케이블을 노트북과 연결해 실시간 관측 결과 모니터링과 내장 매모리와 베터리Aquadopp

를 사용한 거치식 관측 방법을 제공한다 관측 방향을 수직 수평 상측 모니터링 등 원하는 방. , ,

향으로 관측이 가능하며 내장 자이로 센서로 관측중 미세한 진동 및 위치 변동을 자동으로 보,

정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수중 음향 관측 장비는 보통 음파의 전파속도를 고정수치 또는.

별도의 관측장비를 동원해 수온 보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는 자체적으로. Aquadopp

수온 및 압력을 관측해 보정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문적 사용 지식 없이 일정 수준 이

상의 관측 품질을 보장해 준다 또한 장비에 확장 센서 여분이 있어 본 실험을 위해서는 탁도.

센서 종을 부착하여 부유 물질의 수중 농도를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비는 소형으로 해2 , .

양 관측 및 등에 부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규칙파의 에너지Buoy ROV .

분포를 정의하는 로 환산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험실 규모Wave directional spectra ,

및 연안 얕은 수심 수 수십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장비의 상세한 사양( , m~ m) .

은 표 와 같다6-4 .

사용법(1) Aquadopp

는 원내에 처음 도입된 장비로 사용법은 간단한 편이지만 해양학적인 배경지식을Aquadopp

일부 가지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법을 상세히 기술한다, .

그림 에서 본체 번 매뉴얼 번 배터리 번 번 통원1) A AquaPro(ADCP) , 2 : , 3 : , 4 : Tool Box, 5 :

및 외부전원공급용 미터 케이블 번 번 외부 전원공10 , 6 : Converter USB port to Serial port, 7 :

급 아답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의 번 본체 을 의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오픈 후 번 배터리2) A 1 AquaPro Endcap Tool Box 3

를 장착하고 에 있는 실리콘을 과 하우징 내부에 잘 펴 바른 후 다시 닫는다Tool Box Endcap .

미터 통신 및 외부전원공급 케이블 번 를 본체 번 에 위치한 커넥터에3) 10 (5 ) AquaPro (1 ) Endcap

연결하고 다른 한쪽 커넥터 은 컴퓨터와 연결한다, (DB9 ) .

연결된 컴퓨터 또는 노트북 의 번호 및 활성화 유무를 확인한다4) ( ) Serial Port .

상기 번 단계를 완료한 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프로그램 설5) 1~4 “AquaPro” .

치 파일 및 라이센스 파일은 동봉된 에 포함되어 있으며 분실시 본사에 요청하게 되면USB ,

구매번호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161 -

표 제원7-4. Aquadopp

Water Velocity Measurement

Range ± 5 m/s (inquire for higher ranges)

Accuracy 1% of measured value ± 0.5

cm/s

Maximum sampling rate (output) 1 s

Internal sampling rate 23 Hz

Measurement area

Measurement cell size

(user selectable) 0.75 m

Measurement cell position

(user selectable) 0.3 5.0 m–

Default position

(along beam) 0.3 1.8 m–

Doppler uncertainty (noise)

Typical uncertainty for

default configurations 0.5 - 1.0 cm/s

Uncertainty in U,V at

1 Hz sampling rate 1.5 cm/s

Echo Intensity

Acoustic frequency 2 MHz

Resolution 0.45 dB

Dynamic range 90 dB

Sensors

Temperature Thermistor embedded in head

- Range -4°C to 40°C

- Accuracy/Resolution - 0.1°C/0.01°C

- Time response 10 min

Compass Flux-gate with liquid tilt

- Maximum tilt 30°

- Accuracy/Resolution 2°/0.1°

Tilt Liquid level

- Accuracy/Resolution 0.2°/0.1°

- Up or down Automatic detect

Pressure Piezoresistive

- Range 0-200 m (standard)

- Accuracy/Resolution 0.25% / Better

than 0.005% of full scale per sample

Data Communication

I/O RS-232 or RS-422

Baud rate 300 - 115200

User control Handled via WIN32 software,

ActiveX function calls, or direct commands

Data Recording

Capacity (standard) 2 MB,

expandable to 21MB or 78MB

Data record 40 bytes

Diagnostic record 40 bytes

Power

DC input 9-16 VDC

Peak current 2 amp at 12VDC

(user adjustable)

Max consumption at 1 Hz 0.2-1.0 W

Avg. consumption at 0.02 Hz 0.1 W

Avg. consumption at 0.002Hz 0.01 W

Sleep consumption 0.0013 W

Battery capacity 50 Wh

New battery voltage 13.5 VDC

Data collection (alkaline) 6 months at

10-min, ± 1.0 cm/s noise

Data collection (lithium) 12 months at

10-min, ± 1.0 cm/s noise

Environmental

Operating temperature -5°C to 45°C

Storage temperature -15°C to 60°C

Shock and vibration IEC 721 - 3 - 2

Pressure rating 300 m

(pressure sensor OK to 1.5*range)

Dimensions

Cylinder Diameter: 75mm

Length: 550 mm or 450 mm

Weight in air 3.5 kg

Weight in water Neutral

10-m polyurethan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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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비 구성7-13. Aquadopp .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에서 컴퓨6) “AquaPro” “Communication”

터와의 통신 설정을 한다.

그림 소프트웨어 포트 설정 탭7-14. Aquado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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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같이 메뉴 하위의 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7) 7-14 “communication” Serial Port

통신 포트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그림 시리얼 포트 설정 화면7-15. Aquadopp .

시리얼 포트는 컴퓨터에서 인식하지 않을 경우 동봉된 에 전용 드라이버가 포함이 되어USB

있다 시리얼 포트의 번호 확인은 컴퓨터에서 내컴퓨터 우클릭 장치관리자 포트에서. -> -> ->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와 같이 선택란에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8) 7-15 “Serial Port” Serial

를 확인하여 선택한 후 를 클릭한다Port “OK” .

통신 포트 설정 후 메뉴의 하위 메뉴인 를 클릭한다9) “communication” “connect” .

그림 연결 버튼7-16. Aquado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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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설정 케이블 및 에 문제가 없을 경우 그림 와 같이 를 클10) , Serial Port 7-16 “Connect”

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알림창을 볼 수 있다.

그림 연결 확인 화면7-17. Aquadopp .

만약 통신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를 찾으면서 아래 그림 왼쪽 화, Baud Rate 7-18

면처럼 연결을 시도한다 연결시도 후에도 통신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그림 오른쪽. 7-18

화면과 같은 알림창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로 통신 케이블 컴퓨터의 그리. , , Serial Port

고 전원공급 유무를 확인 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상기 세 가지가 문제없을 경우 공급업체에.

연락한다.

그림 연결된 포트 스캔7-18. Aquado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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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설정을 위해 아래 그림과11) AquaPro Deployment

같이 메뉴의 하위 메뉴 내 내의 를 클릭한다“Deployment” “Planning” “Use Existing” .

그림 관측 계획 화면7-19. Aquadopp .

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창이 나타난다12) “Use Existing” Deployment .

그림 관측 계획 화면 상세7-20. Aquadop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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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선택한다 아래 그림에서 탭13) AquaPro ( Frequency ).

그림 관측 계획 화면 상세7-21. Aquadopp (2).

센서 설치 형태를 그림 의 에서 설정한다14) I Mounting .

의 경우에는 자이로센서로 센서 자체의 위치 변화를 유속에 보정한다- Moving buoy .

의 경우에는 자이로센서의 각도 변화로 유속을 보정한다- Mooring line .

는 자이로센서의 변화를 에러로 처리한다- Fixed structure .

유속 설정한다15) Current( ) Profile .

측정주기를 의미함 기본 개수 개- Profile Interval(s) : ( Ping : 60 )

예 만약 그림처럼 이면 분에 하나씩 유속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이며) 600 10 , Sampling

이 로 이므로 기본 개수가 개일 경우 분 동안 측정하고 나머지 분은 다음interval 1Hz Ping 60 1 9

측정 시작 시간까지 임Sleep mode .

측정해역의 수심과 를 고려하여 조금 넉넉히 설정한다- Number of Cells : Cell Size .

예 수심 미터이고 가 미터일 경우 을 정도로 설정) 30 Cell Size 1.5 Number of Cells 22

설정된 간격으로 나누어져서 데이터가 저장된다- Cell Size (m) : .

예 만약 가 이면 수직적으로 미터 간격으로 한다) Cell size 2.5 , 2.5 Profile .

가 설치될 지점 환경 설정 탭16) AquaPro (Environment )

음속 계산을 염분이 포함된 물로 가정한다- Coastal area : .

음속 계산을 담수로 한다- River : .

음속 계산을 담수로 가정하여 온도 및 압력을 통해 보정한다- Deep water : , .

음속 계산을 해수로 가정하여 온도 및 압력을 통해 보정한다- Open ocea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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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사기간을 확인 할 수 있다17) Deployment planning .

과 을 설정하면 배터리 소모량 과 필- Battery Pack Type Assumed duration (Battery utilization)

요한 데이터 저장공간 을 확인해서 조사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Memory required) .

설정을 완료한 후 를 클릭하면 설정된 값들이 로 업데이트가 되며18) “Update” , AquaPro ,

로 업데이트가 완료 되면 성공적으로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확인 할 수 있다AquaPro .

설정 완료 후 관측을 위해 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19) AquaPro

의 하위 메뉴 를 클릭한다“Deployment” “Start Recorder Deployment” .

그림 관측 시작 방법7-22. Aquadopp .

를 클릭하게 되면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간을 설정하는20) “Start Recorder Deployment”

창에서 의 동작 시작시간을 설정하고 저장될 데이터 파일이름 무조건 글자 를 기입AquaPro ( 6 )

후 를 클릭한다“OK” .

그림 관측 시각 설정 창 및 프로젝트 이름7-23. Aquado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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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시간 설정 후 의 설정값을 컴퓨터에 저장한다21) AquaPro .

설정값을 저장하고 나면 내부에 있는 시간을 맞춘다 아래 그림과 같이22) AquaPro . “Set

에 클릭되어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간으로 내부시계가clock to PC time” AquaPro

맞춰진다.

그림 장비 내부 시간 설정7-24. .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의 창안에서 관측 설정값을 재확인 후 문제없으면 최종적으로23)

을 클릭한다“Confirm” .

라는 메세지를 확인 후 케이블 제거하고 를 꼽고 계24) “Successful deployment!” Dummy Plug

류하거나 케이블 연결 상태로 관측 자료의 품질을 점검한다.

그림 최종 장비 설정 확인창 그림 관측 성공 메시지7-25. . 7-26. .

탁도 센서 설정- Aquapro

관측 방식 센서 을 또는 중에서 결정하면 의1) ( mount) Down-Looking Up-looking Down-looking

경우에는 센서로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를 다음 그림과 같이 Down-looking distance to bottom

첫 탭에 넣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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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정7-27. Down-looking .

상기 그림의 붉은색 상자 에서 측정주기와 크기를 설정한다 의2) (2) Cell . AquaPro 2MHz HR

경우 크기는 까지 설정할 수 있다 상기 크기와 센서로부터 바닥 또는Cell 7mm~150mm . Cell

표층의 거리에 따라서 상기 붉은색 상자 에서 와 전체 수를 확인할 수 있(3) Profile range cell

다.

그림 고급 설정 탭7-28. .

만약 탁도 센서를 사용할 경우 설정 완료 후 상기 붉은색 상자 의3) OBS 3+ (4) “Use

에 클릭을 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 네모와 같이 설정을 한 후Advanced Settings”

를 클릭한다“U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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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완료후 처리 작업- Aquapro

관측 후 를 현장에서 회수 한 후 외부 물을 제거 한 후 컴퓨터와 를 미터1) AquaPro AquaPro 10

케이블로 연결하고 통신 설정을 한다 관측 시작 설정의 순서 동일. ( 1~7 )

통신설정 후 아래 그림과 같이 하위 메뉴의 를2) Deployment “Stop Recorder Deployment”

클릭한다.

그림 통신 설정 탭7-29. .

를 클릭하면 데이터 을 멈출 것인지 아래 그림처럼3) “Stop Recorder Deployment” , Collection

재확인하는 메시지에서 예 를 클릭하면 라는 메시지 확인할 수 있다“ ” Deployment stopped!” .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관측데이터 회수를 위해서 아래 그림처럼 하위4) AquaPro Deployment

메뉴의 를 클릭한다“Recorder Data Retrieval” .

그림 내부 메모리 접근 방법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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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하면 내부 메모리를 읽은 후 아래와 같은 창이5) “Recorder Data Retrieval” AquaPro

표시된다 아래 창에서 상단의 파일중에서 회수하기를 원하는 파일을 클릭하고. “Retrieval”

을 클릭한다 과 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Split file” “Dump” .

그림 내부 메모리 저장 화면7-31. .

데이터 변환- Aquapro

장비 내부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받은 후 사용자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기1) Raw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하위 메뉴중에서 을 클릭한다“Deployment” “Data Conversion” .

그림 데이터 변환 절차7-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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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이터 변환 절차7-33. (2).

을 클릭하면 그림 과 같이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2) “Data Conversion” 7-33 Raw .

먼저 그림 의 을 클릭하고 을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선3) 7-33 “Add file” Conversion Raw

택된 데이터를 확인 후 그림 의 파란색 화살표 번 를 클릭한다7-33 (3 ) .

그림 데이터 변환 절차7-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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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림 와 같이 을 원하는 데이터 파일의 타입과 기4) 7-34 Conversion

간을 설정할 수 있다 선택된 데이터의 총 관측기간 중에서 을 원하는 기간을. Raw Conversion

설정할 수 있다 데이터 파일을 선택한 후 우측 상단의 를 클릭하면 된 데이. “OK” , Conversion

터가 선택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동일한 폴더에 생성된다Raw .

실시간 관측- Aquapro

아래와 같이 를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다1) AquaPro Software .

또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은 과 동일하AquaPro Software Interval Current Profile Interval

다.

그림 실시간 관측 절차7-35. .

상기 의 기능의 하위 를 클릭하면 단2) AquaPro Software “On-line” “Start Data Collection”

순히 상기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만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하다 를 클릭. “Start with Record”

하면 실시간 데이터 취득 및 확인과 동시에 내부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된다AquaPro .

을 클릭하면 데이터 취득이 멈추게 된다 컴퓨터 저장위치는“Stop Data Collection” . Data

에서 설정 할 수 있다Recor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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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수리실험 내용 및 결과 분석8

해양의 환경은 시공간적으로 활발히 변화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의 이동과 농도 분포를 예측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항내의 이송 확산에 의한 오염물의 확산 거동은 매.

우 복잡하고 간단한 이론적인 배경만으로는 흐름의 패턴을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어려

움이 많다 그 중 수리실험 연구는 흐름의 거동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현상을 가장 정확하.

게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항내로 입사되는 파랑과 흐름 방향에 따라.

오염물 유출 패턴 및 농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리모형실험 개요에서는 항내의 오염물이 항외로 유출되는 이송 및 확산을 분석하기 위한

수리실험 장치 실험방법 대상해역의 해양환경에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수리실험은 축척을 가, , .

능한 범위 안에서 실험조건을 여러 가지로 선택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리실험실은 월성 원자력 반전소의 환경인.

파랑 수심 해저경사를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이는 현지의 조건을 고려한 수리특성을 재현하, , ,

고 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였다.

수리실험 결과 분석에서는 항내의 오염물질의 복잡한 이송 및 확산 거동을 추적자 분석을

통해 항내의 오염물질 유출률을 제시하였다 추적자 이동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분석 기.

법을 활용하여 초기에 투입한 추적자와 시간에 따라 항외로 빠져나가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자의 이송 및 확산 거동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정리하

였으며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속 방향 및 시간을 고려한 이송확산실험식을 제시하였다, , .

수리모형실험 개요1.

수리모형실험은 일정한 상사법칙에 따라 원형에 축척비를 적용하여 만든 모형에 수리현상을

재현하고 재현된 결과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연구방법이다 모형 축척에 적용된 파랑, . ,

주기 파향 및 흐름 조건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측정함으로써 현상을 이해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계측기법 및 기기의 발달은 수리모형실험의 활용분야를 넓히고 신뢰도를 한 단계. ,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인 수리 실험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

고 수리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 수리실험 및 관측장비 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수리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로는 길이 너비 깊이6.0 m, 4.0 m, 0.7

수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수리모형장치는 크게 파 발생장치 흐름 발생 장치 회전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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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연안구조물 대형수조 유속 및 파향 측정 장치 반사파 흡수 장치로 되어 있으며 실험 제원, , ,

은 아래 표 와 같다8-1 .

조파수로는 조파기 말단부에 파고를 감쇄할 수 있는 소파장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조파기,

는 피스톤형으로 구동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다 본 파 발생 시스템은 컴퓨터 소프Servo Motor .

트웨어로 구동되는데 왕복운동 횟수와 이동속도를 설정하고 파 발생 구동판에 의해 수조에 채

워진 정지 상태의 물에 힘을 전달하여 고립파를 발생시킨다 조파 장치의 운전은 메인 조파 컨.

트롤러에 의해 작성된 사용자 입력 값에 따라 실행 및 정지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제 원 비고

수조 크기 길이 너비 깊이6.0 m , 4.0 m, 0.7 m

조파판 크기 길이 너비 깊이0.7 m , 3.8 m, 0.7 m

최대 수심 0.5 m

모터 전달 속도 1 ~ 65 mm/s 파고설정

제어 주기 0.5 ~ 7.0 sec 주기설정

구동 방식 구동 방식Ac Servo Motor 프로그램

조파 형식 Piston Type Regular

반사파 제어 반사파 흡수망 수조후면

표 수리모형 실험장치 제원8-1.

그림 은 파 발생 제어판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데 스크린 상에서 작동 버튼8-1

은 상단에 위치한 원점 버튼과 중간에 위치한 버튼으로 원점 버튼은 서보모off SV(Servo) off

터의 초기 원점을 잡아 주는 버튼이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서보모터가 영점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며 서보모터 구동 전이나 다른 조건에서 실험할 때 또는 재부팅 시 항상 먼저 눌러주어 영

점을 맞춘다 버튼은 입력된 조건에서 서보모터의 반복횟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왕복운동. SV .

을 번 하고 싶을 경우 를 로 설정하면 왕복 회 후 서보모터는 작동을 멈춘다5 SV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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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파발생 제어판 및 재현 구동판8-1. .

회전식 연안 구조물 장치의 구성은 실험 대상 모형을 회전하는 회전 모형 지지부 회전 모형,

지지부 위에 실험 대상 지형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형 설치부 회전 모형 지지부가 회전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회전체 실린더 모형의 지지부를 손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볼 트랜스퍼를 설,

치한 보조 회전 장치부 회전하는 모형 지지부로 인한 움직임과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

로파일로 설계된 안전 장치부 실제 지형 및 실험 지역의 경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

사 조절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작한 회전식 연안 구조물 장치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이는. 8-2 .

지진해일 파랑 등의 재현을 위하여 각종 수리모형 실험에서는 실험대상 모형에 다양한 방향의,

입사파 재현을 위하여 파 발생장치의 이동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대상 모형에 다양한.

방향의 입사파 재현을 위하여 수조 하단에 흐름 발생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수중에 흐름을 발

생시켰다 반사파흡수 시스템은 조파기 또는 방파제로부터 조파판에 도달한 반사파를 최소화시.

킨다.

그림 회전식 연안 구조물 및 흐름 발생장치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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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수리모형 장치는 상사법칙에 근거하여 실제 연안의 제원을 실내 모형장치로Froude

재현하였으며 폭과 수심의 적절한 설계로 충분한 유속과 수심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설계제작, ․

하였다 모형실험의 결과를 원형에 적용하려면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수리학적 상사가 성립되.

어야 한다 수리모형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원형으로 환산하려면 두 개가 수리학적으로 상사성.

을 가져야 하며 이를 수리학적 상사라 한다 즉 수리학적 상사법칙은 모형실험에서 측정된 여, . ,

러 물리량을 원형에 적용할 때의 환산율을 규정한 것이다 수리학적 상사에는 기하학적 상사. ,

운동학적 상사와 동역학적 상사가 있다.

기하학적 상사란 형태의 상사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원형과 모형의 대응 길이 사이의 축척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기하학적 상사가 성립한다 즉 기하학적 상사는 흐름의 유동에는 관계없. ,

고 다만 흐름의 경계가 상사적이라는 것이다 기하학적 상사는 원형과 모형의 모양이 기하학적.

으로 유사한 것을 뜻한다 즉 서로 대응하는 모든 길이의 비가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 X,

를 일정한 비율의 크기로 축소하는 것을 정상모형이라 하며 다른 모형을 왜곡 모형이라Y, Z ,

한다 하지만 수리 모형실험에서는 수평비와 수심비를 자연 상태로 재현하는 것은 어려워 대부.

분 실내 수리 모형실험의 경우 연직축척과 수평축척을 달리하는 왜곡도 수평축적 수직축척 를(= / )

도입하여 수평비와 수심비를 왜곡하게 된다 왜곡모형에서 축적을 위해 사용하는[3-8-1].

상사법칙에 의한 축척비를 아래 표 에 나타내었으며 은 수평축적 은 수직축Froude 8-2 , Xr , Zr

적 은 길이축척을 의미한다, Lr .

Parameter Unit
Scale ratio

Froude law Distortion Model

Length     

Area  
 -

Velocity   

Discharge   




Time   



표 상사법칙의 축척비8-2. Froude

운동학적 상사는 원형과 모형에 있어서의 운동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으로 원형과 모형에서

운동하고 있는 대응입자가 기하학적으로 상사인 경로를 따라 동일한 속도비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원형과 모형은 운동학적 상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운동학적 상사에 관련된.

물리량에는 속도 가속도 유량 각변위 각속도 및 각가속도 등이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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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적 상사는 질량과 힘의 상사성을 말하는 것으로 운동학적으로 상사이고 운동에 내포

된 여러 가지 대응하는 물체의 질량비가 같고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힘의 비가 같을 때,

운동학적 상사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원형과 모형에서 흐름의 완전상사를 이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 할 수 있으며 실제의 수리현상에서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성분력이 작,

용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흐름을 주로 지배하는 힘 하나만

을 고려하여도 충분한 것이 보통이다.

항만 수리모형실험은 자유 수면을 갖는 파랑실험이므로 중력이 유체의 운동을 지배한다 따.

라서 모형과 원형 사이의 상사관계는 상사율에 의해 지배되며 상사율에 의거Froude , Froude

축소한 수리실험실의 제원은 그림 과 같다8-3 .

그림 수리실험 장비 도면 및 구동장치 제원8-3. .

왜곡모형에서 축적을 위해 사용하는 상사법칙의 정의는 식 과 같다Froude (8-1) .




(8-1)

여기서 은 중력, 은 관성력을 나타낸다 수리모형에서 수리학적 상사를 이루기 위하.

여 중력과 관성력의 비는 동일해야 한다 왜곡모형은 정상모형에 비하여 모형이 차지하는 공간.

과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고 모형에서 수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유속 및 수심 측정Reynolds

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차류의 과대 발생과 와류의 왜곡 경사의 증가로 인. ,

한 경사진 경계면에서 흐름 분리 발생 유속의 횡단 분포 왜곡 수리 구조물에서의 수두 유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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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변화 이차류 흐름축소 확대 만곡 등 의 과대 발생으로 수두 손실이 과대하게 발- ( , , )

생할 수 있다 제작된 수리모형 실험 장치는 국내 원전의 방파제 시설을 상사[3-8-2]. Froude

법칙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는데 설계된 수리 모형장치는 표 과 같다, 8-3 .

원형 축척비 축척
변환

변수
변환식 모형

기본

변수

길이(x) 1,600 m 1/400 400





1,600/400=4
4m

폭(y) 1,000 m 1/400 400


1,000/400=2.5
2.5m

수심(h) 20 m 1/60 60 



20/60=0.33
0.33m

수리

변수

유속(v) 10 m/s 1/60 60 




10/601/2=1.29

1.29

m/sec

파고(H) 10 m 1/60 60 



10/60=0.16
0.16m

주기(S) 67 sec
1/400,

1/60
400,60 












=1.3sec

1.3sec

표 수리실험실의 상사법칙 축척비8-3. Froude

수리 실험에 사용된 실험 관측항목은 모니터링 기 천해용 유속 관측 장비VIDEO 1 ,

기 유속관측 기를 수행하였으며 항목별 실험 장비 구성(Aquadopp Profiler) 1 , (Flow Tracker) 1 ,

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8-4 .

흐름의 경향을 관측하고 흐름의 강도를 관측함으로써 수치모형 결과의 보정을 위해 주요 관

심지역에 와 유속계를 이용한 유속 및 파향 관측을 수행 하였Aquadopp Profiler Flow Tracker

으며 모니터링 관측은 시간대별 영상을 파악함으로써 추적자가 항외로 빠져나가는 것, VIDEO

의 실시간 흐름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해당 시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차적인 분석이 가능2

하다.

는 사의 차원 로써 효과를 이용하여Flowtracker SonTek 3 Acustic Doppler Velocimeter Doppler

유속을 구하는 측정 장비로 얕은 수심에도 정확도 높게 유속을 측정하는 장비로 활용가능하다.

측정 범위는 이고 분해능은 정확도 최저수심은 이상0.1 ~ 4.5 m/s , 0.0001 m/s, 0.001 m/s, 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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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장비는 수심 측정대 유속 측정센서와 장비 기동을 위한 휴대용 컴퓨터로 구성되[3-8-3]. ,

어 있다.

그림 관측 및 실험장비 설치 모식도8-4. .

의 제어판은 휴대용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데 스크린 상에서 크게 가지 옵션으Flowtracker 3

로 구성되어있다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의 초기설정 기존의 관측데이터 및 메모리 확인. ,

기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

각 항목에서의 세부 항목은 그림 에서와 같이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설정 항목으로8-5 ,

는 단위 관측시간 센서 정상작동여부 파일 이름 설정이며 관측기기의 특성상 최소수심, , , 12

이상 전방 이상을 확보해야만 데이터의 오류 없이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측정 완료cm 10 cm .

후 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관측된 최종 데이터의 시간 유속 데이터Flowtracker , (U, V),

의 오차를 파일로 불러올 수 있다text .

의 제어판은 휴대용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며 초기의 스크린 상에서 크게 가지Flowtracker , 3

옵션으로 구성되어있다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의 초기설정 기존의 관. (Setup Parameters),

측데이터 및 메모리 확인 기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항목 으(System Functions), (Start Data Run)

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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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원 유속 관측장비8-5. 2 (Flowtracker).

은 은 단위를 설정으로 또는Setup Parameter Units Metric English Units(ft) Metric Units(m)①

을 설정한다 는 측정데이터를 초 설정하여 데이터가 평균 데이터로 획득. Avg Time 10~1000②

할 수 있다 는 데이터 수집 모드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Mode General General③

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는 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의 하는 옵션으mode . Qc Settings Test④

로 장비의 영점 설정 및 현재의 환경에서 데이터의 불량 및 오차 허용범위를 확인한다.

은 은 과거 관측된 데이터의 항목을 확인이 가능하다System Functions View Data File .① ②

는 현재 사용가능한 메모리 확인 가능하다 는 현재 장비에Recorder status . Format Recorder③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수 있다 는 현재의 온도를 측정한다. Temperature Data .④ ⑤

는 건전지의 남은 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는 현재 관측 데Battery Data . Raw Velocity Data⑥

이터의 유속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유속관측은 관측시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제공되어지며,

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나 파일로 불어오는 것이 가능하다Flowtracter csv txt . ⑦

는 현재의 온도센서 및 차원 유속 센서의 정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Auto QC test 2 . Show⑧

는 시스템 정보를 확인한다 은 현재 장비의 시간을 설정을 수행한Config . Set System Clock⑨

다.

은 은 관측데이터의 파일 이름을 설정한다 은 파일의Start Data Run Name . Extension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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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을 설정한다 을 수행하게 되면 자판에서 측정지점의 수심. Accept name Flowtracker⑨

을 입력한다 본 장비의 경우 메뉴얼상에 측정 센서로부터 전방으로 이내에 센서에 영. 10 cm

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야하며 최소 수심 또한 이상의 깊이에서 관, 10 cm

측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는 관측장비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 Flowtracker

램을 제공하여 내컴퓨터 장치관리자에서 포트를 확인한 후- USB Connect to a FlowTracker 버

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의 클릭하여 측정한 데이터파일을 선택하고 저장경로를 지정Recorder

한 후 데이터를 받는다 표 는 차원 유속계 관측 설정 및 파일 저장을 위한 사용자 메뉴얼. 8-4 2

을 요약한 것이다.

Setup Parameter 단위 및 시간설정

센서 및 장비 테스트 관측정보 및 프로그램설정

관측 설정 저장파일 설정

표 관측 설정 및 데이터 저장 파일 설정 방법8-4. Flow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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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원 유속 관측장비8-6. 3 (Aquadopp profiler).

는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음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수심에Aquadopp Profiler

따른 차원 유속 분포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수중에 일정 주파3 .

수의 초음파를 전송하고 부유하는 입자들에 의해 산란되어 돌아오는 반향을 수집 도플러 효, ,

과를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한다.

의 설정 프로그램 은 로 구성되어 관측자의 설정Aquadopp Profiler (Deployment Planning) GUI

과 관측 방법에 따라서 차원 유속 분포를 수집할 수 있다 관측장비의 선단부에는 기울기 온3 . ,

도 압력 센서가 기판에 부착되어 있으며 장비의 주요 구성 품목으로, PCB(Printed Circut Board) ,

는 장비 본체 연결 케이블 설치 프로그램 배터리팩으로 그림 과 같다, PC , USB, 8-6 .

의 경우 장비의 관측설정을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수행한다 따라서 프로Aquadopp profiler .

그램과 관측장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통신 드라이버 설치하고 연결을 활성화한다. Aquadopp

은 관측 목적에 따라 관측시간과 관측 길이설정을 할 수 있다profiler .

본 관측 장비의 기본 주파수 타입은 로 최대 수심까지 관측이 가능한 장비이다 관측2MHz 5m .

구간의 길이는 관측 수심보다 더 높게 설정하도록 추천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데이터 정확도.

분석을 통해 표층의 경계층을 데이터 허용치를 벗어난 경우 을 통해 제거하도록 한다Filt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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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방식은 계류형 및 고정형으로 환경 설정이 가능하고 현재 관측 설정에 따라서 본 프로그

램에서는 베터리 예상 소모량 확인 및 설정이 배터리 수용 용량을 넘어게되면 경고 메세지를

출력하게된다 사용자가 관측 장비들간의 시간 설정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기기간 시간오차를.

줄이도록 한다 관측된 장비는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Aquadopp

활용하여 텍스트 형태로 포맷 변환 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표 는 차원 유속계 관측. 8-5 3

설정 및 파일 저장을 위한 사용자 메뉴얼을 요약한 것이다.

연결포트설정(Serial Port) 설정프로그램 연결확인(Connect)

관측옵션설정(Use Existing) 관측 설정

최종 데이터 설정 항목 확인 저장파일 설정 옵션

표 관측 설정 및 데이터 저장 파일 설정 방법8-5. Aquad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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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리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파랑의 계절적 변동성에 따른 항내의 오염 유출률을 검토하기 위한 수리실험

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은 입사하는 파랑을 변화시켜가며 추적자 이동을 파악하는 추적자실험.

으로서 항외로 빠져나가는 유출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초기에 투입한 추적자의 면적을 계산한

후 시간에 따라 항외로 빠져나가는 추적자의 입자 면적을 산출하여 누적 유출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표 에 제시하였으며 예비 실험은 조파기 약 회 다채널 방식의8-6 , Case 30 , Case

는 약 회를 실시하였으며 본 실험 데이터의 실험 조건은 각 방향에 따라 조파기의 속도의15 ,

경우 다채널 방식의 모터는 에 대해 분간 회 반복 관측을 수행하50 mm/s, 30, 20, 10 rpm 20 10

였다 실험 당시의 수심은 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의 관측 장비 설정은 수면. 30cm , Aquadopp

아래 에서 간격으로 총 개 층의 유속 및 파향 관측을 초 단위로 하였고10cm 3cm 8 1 ,

은 수면 아래 에서 초 간격으로 관측을 수행하였다Flowtracker 10cm 1 .

관측 조건 비고

조파기(mm/s) 30, 40, 50 파랑실험

다채널 모터(rpm) 10, 20, 30 흐름실험

조파기 다채널 모터/ 조건 혼합 파랑 흐름 복합+

Aquadopp Profiler
수면 아래 10 cm

수직층 간격 3 cm × 8 cell
관측장비

Flowtracker 수면 아래 유속10 cm 관측장비

관측시간(min) 평균 분25 실험시간

수심(cm) 30 실험수심

표 수리실험 조건 및 관측방법8-6.

물체의 이류 및 확산 연구의 기법은 크게 두 종류 즉 인식 가능한 물체를 추적하는,

방법과 계류된 기기를 이용하여 고정점에서 관측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Lagrange Euler .

본 실험에서 수면아래의 농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오염물의 이송 및 확

산을 파악하기 위한 고형식 입자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관측(particulate) ,

기기를 통해 고정점에서 발생하는 유속이나 파향의 분포를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하도록 하였

다.

염료이동의 경우 차원적 현상과 저농도 측정이 가능하나 농도를 관측하기 위한 고가의 장3

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제약 사항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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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과 같은 고형식의 입자를 추적하는 실험 방법을 선택하였고 실험 후 고형식 입자는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차원적인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는 분명 존재. 2

한다 유속계를 통해 방법으로 분석한 입자의 농도를 관측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통. Lagrange

해 흐름의 와도 유속장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관측을 수행하였다 아래 표 에 각각 추적자, . 8-7

의 유형에 따라 실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3-8-4].

유속 관측 장비는 오일러 방식의 관측으로 한 고정점에서 유속의 시간변동을 파악하기 용이

하나 공간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많은 유속계를 동시에 관측.

하여야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조건의 실험 조, .

건을 반복 수행하고 관측 위치를 변화시켜가며 관측하여 유속측정의 오차를 극복하고자 하였,

다.

추적자

유형
장점 단점

염료

이동

차원적 현상의 연구 가능1. 3

역학상 영향력이 없는 오염물질 확2.

산 연구

저농도 측정 가능3.

장기간의 염료분자 추적 불가능1.

장시간에 걸친 육체적 작업요구2.

다량의 물을 추적하기에 비용이 큼3.

염료에 따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키4.

거나 부유퇴적물에 흡착 가능성이 있음

염료
확산양상에 대한 순간적 관측 가능1.

완전한 개괄적 양상 제공2.

검증을 위해 부대자료 필요1.

확산의 초기단계만 연구가능2.

야간 관측 불가능3.

부표

추적

부표추적이 가능1.

부표의 회수 및 재사용 가능2.

시간의 경과에 따른 흐름와도 변형3. ,

도와 점성계수 발산도를 알 수 있음,

차원적인 연구에 국한1. 2

부표 자체의 크기로 인한 문제점2.

폐쇄지역에서의 실험은 하루이내로3.

국한되어야함

유속계

추후 사용을 위한 데이터의 장기적1.

내부저장 가능

각 지점에서의 유속장에 대한 정보2.

를 얻을 수 있음

흐름의 와도 확산도 변형도를 알3. , ,

수 있음

순수 법으로 법에 의해1. Euler Lagrange

얻은 자료와의 상관관계 설정에 단점

차원적인 연구에 국한2. 2

고가의 장비이며 분실의 위험이 있음3.

표 추적자 유형별 장단점8-7.

일반적으로 유속관측 장비인 와 에서는 에서 얻어진Aquadopp profiler Flowtracker transducer

음향 빔 정보를 가지고 동서남북 및 수직방향으로 유속을 계산한다 특히 관측 장비를 프레임. ,

에 장착할 때는 에서 음향 빔이 발사되는 방향에 어떠한 방해물도 없도록 설치하여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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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에 의한 간섭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한다 의 길이는 모두 로. Aquadopp profiler bin 3 cm

설정하였고 높은 분해능으로 유속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취하고 개개의 의 유속을ping

측정하였다.

차원 유속계 자료들은 초 간격으로 관측 시간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두 개의 관측자를3 1

비교하고 검증하는 자료처리 과정에 사용하였다 우선 얻어진 유속 및 유향 자료를 전기전도도.

값의 안정된 상태를 보고 프로그램의 결과 값에서 이상치 자료는 제거하였다 많은 보조 자료.

를 이용할수록 유속측정오차가 더욱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료는 실험조. , Aquadopp

건에서 실시간으로 자료저장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리실험의 자료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으며 사용한 자료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유속측정오차를 조합에 따라 얻어진 절대유속

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후 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림 은 수심 조건에서의 파랑 및 흐름의 대표적으로 입사되는 실험조건을 보여주8-7 30 cm

고 있다 유속관측 장비의 위치는 은 는 을 나타낸다. B1 Aquadopp profiler, B2 Flowtracker .

그림 실험조건 관측 위치 정보 및 방법8-7. .

본 연구에서 응용한 이미지 분석 기법은 카메라로 측정된 디지털 이미지로부터 특정 패턴이

나 특징을 추출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디지털 이미지로부.

터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나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이 가지고 있는 색의 구성,

정보인 를 이용하여 입자의 이동 패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RGB(Red, Green, Blue) .

이미지를 획득하여 값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광원은 같은 장면의 이미지라 할지라도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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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반사 및 해상도에 의하여 다양한 값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항내 주변의 추적[3-8-5].

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리실험실 환경에서는 빛의 노출을 일정하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추적자 농도 분석 이미지 처리 방법8-8. .

촬영된 이미지에서 항내의 추적자를 식별하도록 각 픽셀의 값을 통해 프로그램 코드로RGB

이루어진 이미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항내 추적자를 감지 후 유출률이 계산되어진다 측정된.

이미지는 초 마다 획득되며 전체의 픽셀 수는 이며 각 픽셀에 할당되어 있는 색깔1 1920×1080 ,

이 값으로 추출되어 패턴은 의 차원 행렬을 이루게 된다RGB RGB 1920×1080×3 3 .

이미지 중 추적자가 샘플링 되는 는 의 값을 가지고 존재한RGB (140, 120, 120) ~ (255, 0, 0)

다 촬영된 이미지 중 전체 픽셀의 이미지가 다 유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항외로 빠져나가는 입. ,

자는 제외하고 항내에 존재하는 입자만 샘플링 하여 값을 획득하였다 그 결과 촬영 된RGB .

이미지는 항외로 유출되는 입자의 정보를 추출 할 수 있으며 유출률을 산출하는 과정은 그림

에 나타내었다 촬영된 이미지의 추적자 유출량을 보여주는 수리실험 결과를 각 시간별로8-8 .

나타내었다 이미지를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하여 항내의 입자 유출량 패턴을 나누어 흐름패턴.

을 분석하였으며 입사파의 조건에 따라서 좌우측의 추적자 흐름 패턴을 분석하였다.‧

다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월성원전 남쪽 해안은 동해에 완전히 노출된 해안으로서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안으로

그림 와 같다 대상해안으로 유출되는 하천은 월성원전 취수방파제 남쪽에 위치한 나산천이8-9 .

있다 월성원자력 발전소는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안은 해안선이 남북으로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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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동쪽으로 바다가 위치해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주로 북동계열의 파랑이 북쪽에서 남쪽으,

로 흐르는 흐름 해빈류 을 형성하고 여름철에는 남동계열의 파랑이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 ,

흐르는 흐름 해빈류 을 형성하게 된다 년도 월성원자력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 . 2000~2005

평균 유의파고는 의 분포를 보이며 주파향의 방향은 북동방향(35.62°, 129.67°) 1.08~1.28 m ,

에서 입사하는 파향이 우세하다 즉 나아해변의 해안선의 접선 방향으로 입사하는 파향이 우세.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월성원자력 발전소 위치8-9. .

태풍 내습시기인 월 사이 최대 유의파고는 으로 가장 크며 월 월까지의 나머8~9 12.03 m , 10 ~6

지 달에는 의 분포를 보인다 평균 유의파고는 월에 로 가장 높으며 계절2.97~5.56 m . 9 1.52 m ,

적인 파랑특성은 겨울철에 북동과 북북동 방향에서 입사하는 파랑이 정도로 비교1.27~1.42 m

적 높으며 봄 여름철에는 북동과 남남서 방향에서 입사하는 파랑이 정도의 분포, ~ 0.97~1.17 m

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우리나라 전해역의 상세 격자점에서의 수치모델에 의한 간접적 파랑정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해상의 매 격자점에서 매시간 연속 파랑자료를 산출하여 축18 km

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해안의 국지 설계파의 산출에 필요한 외해 입사파의 선정을 위.

한 기초자료로 장기 파랑산출 결과에서 나타난 이상파고 발생 시에 대한 파랑을 정밀 재산출

하고 아울러 더 긴 기간에 대해 태풍에 의한 이상파의 정밀 산출을 실시한다 그림 은 이. 8-10

의 극치를 통계 분석하여 전 해역에 대해 파고 주기 및 파향별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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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격자점 에서 파향의 발생빈도는 파랑이 파향이 그리고 파향23 NE 19.42%, SSW 18.72% NNE

이 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파고의 경우 의 파고계급이 의 가장16.59 % . 0.4 0.8m 36.24%～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의 파고계급이 의 파고는, 0.8 1.2m 24.79%, 1.2 1.6m～ ～

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파의 주기는 미만의 주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를 제외13.94% . 4sec

하면 의 주기계급이 의 주기계급이 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그리, 6 7sec 18.03%, 5 6sec 16.96% .～ ～

고 격자점 의 경우에 파향의 발생빈도는 순으로 나타났고 최대 발생 파24 NE > SSW > NNE ,

고계급은 순으로 나타나 번 격자점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나 주기의0.4 0.8m > 0.8 1.2m 23～ ～

경우 미만을 제외하면 의 계급이 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4sec , 5 6sec 17.96% .～

그림 설계파랑 산출 프로그램8-10. DW-KORDI.

격자점 번과 번의 계절적인 파랑특성은 춘계와 하계의 경우 추계에는 그리고23 24 SSW, NE

동계에는 계열의 입사파랑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격자점 의 경우 하계에NNE . 24

는 파향이 주 입사파향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계절에서는 모두 계열의 파랑이 탁월SSW NE

하게 나타난다 표 은 격자점 과 에서 파향별 연간 최대 유의파고를 나타낸다 격자점. 8-8 23 24 .

에서 주 입사파향인 와 방향에서 년 빈도의 최대 유의파고는 각각 와23 NE SSW 100 7.78m

로 나타났다 그리고 격자점 의 경우 와 방향에서 년 빈도의 최대 유의파고6.24m . 24 NE SSW 100

는 와 로 제시하고 있다7.59m 7.0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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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점 번 파고23 (m)

방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년10

빈도
3.16 5.44 5.92 5.78 4.77 5.41 5.4 5.18 5 3.66 2.1 2.02 1.78 1.48 1.61 1.87

년20

빈도
3.56 5.84 6.17 6.05 6.33 7.19 7.1 6.56 6.22 4.48 2.34 2.32 2.1 1.64 1.94 2.2

년30

빈도
3.77 6.05 6.3 6.2 7.31 8.3 8.16 7.38 6.95 4.94 2.48 2.5 2.3 1.74 2.14 2.39

년50

빈도
4.04 6.31 6.49 6.37 8.6 9.76 9.55 8.45 7.86 5.5 2.66 2.72 2.56 1.86 2.41 2.62

년100

빈도
4.38 6.64 7.78 7.07 10.44 11.84 11.53 9.94 9.11 6.24 2.9 3.03 2.94 2.01 2.78 2.94

격자점 번 주기23 (s)

방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년10

빈도
7.96 10.48 10.99 10.81 9.04 9.51 9.57 9.6 9.75 8.64 7.62 6.99 6.6 6.11 6.12 6.26

년20

빈도
8.45 10.86 11.22 11.06 10.42 10.96 10.98 10.8 10.87 9.56 8.05 7.49 7.18 6.44 6.71 6.78

년30

빈도
8.7 11.05 11.34 11.19 11.19 11.78 11.77 11.47 11.49 10.04 8.29 7.77 7.52 6.63 7.05 7.07

년50

빈도
9 11.29 11.54 11.35 12.14 12.77 12.73 12.27 12.22 10.59 8.59 8.11 7.93 6.85 7.48 7.42

년100

빈도
9.38 11.58 12.63 11.41 13.37 14.07 13.99 13.3 13.16 11.28 8.97 8.55 8.49 7.13 8.04 7.86

격자점 번 파고24 (m)

방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년10

빈도
4.16 5.5 6.15 5.84 4.59 5.65 5.6 5.53 5.06 3.97 3.04 2.34 2.54 2.45 2.28 2.54

년20

빈도
5.06 5.9 6.45 6.11 6.03 7.53 7.37 7.02 6.16 4.91 3.21 2.53 2.92 2.86 2.55 2.8

년30

빈도
5.61 6.12 6.6 6.26 6.93 8.71 8.48 7.92 6.8 5.45 3.3 2.63 3.14 3.1 2.71 2.94

년50

빈도
6.33 6.38 6.79 6.56 8.11 10.25 9.93 9.08 7.6 6.12 3.46 2.75 3.42 3.42 2.91 3.11

년100

빈도
7.36 6.73 7.59 7.54 9.8 12.45 12 10.69 8.68 7.01 4.12 2.91 3.81 3.86 3.18 3.33

격자점 번 주기24 (s)

방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년10

빈도
9.25 10.56 11.26 10.87 8.82 9.63 9.65 9.84 9.76 8.99 9.03 7.53 7.71 7.8 7.55 7.64

년20

빈도
10.2 10.93 11.53 11.13 10.11 11.12 11.07 11.09 10.77 9.99 9.28 7.83 8.27 8.43 7.99 8.01

년30

빈도
10.75 11.14 11.67 11.26 10.84 11.95 11.87 11.77 11.32 10.53 9.42 7.98 8.58 8.78 8.24 8.21

년50

빈도
11.42 11.38 11.83 11.02 11.73 12.97 12.85 12.61 11.96 11.16 8.82 8.17 8.96 9.22 8.54 8.45

년100

빈도
12.31 11.68 12.45 11.81 12.89 14.29 14.13 13.68 12.78 11.94 9.62 8.39 9.46 9.79 8.92 8.74

표 빈도별 설계 파고 및 주기 격자점 번8-8. ( 2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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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월성원자력 발전소 전면에서 관측 한 평균유속은 최2003 11 (35.67°,129.49°) 0.22 m/s,

대유속은 정도로 나타났다 흐름방향은 창조류와 낙조류 각각 남서와 북동 방향에서0.29 m/s .

입사하는 파랑이 나타났다 관측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유동은 조석류의 영향보다는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는 동해안의 해류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수리실험의 대상 해역인 월.

성원자력발전소 부근 해역은 동한해류에 의해 북동방향으로 해류가 강하게 나타나는 해역이며

조석은 대조차 정도로서 아주 작은 해역이다20cm [3-8-7].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유입하는 대마난류는 연중 열과 염을 동해로 공급하므로 동해

의 해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한해협을 통과한 대마난류는 두개의 분지로 나뉘어 한 분지.

는 일본 북부연안을 따라 흐르고 다른 하나의 분지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흐르는데 이 해류

를 그림 과 같이 동한난류라 한다8-11 .

그림 년 평균 표층 해류 및 파랑 관측 자료8-11. 21 .

그림 는 최병주 외 명이 발표한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추정한 동해 표층해류와 공8-12 3 “

간분포 변동성 을 인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해 해역에 대한 상세한 해류 분포를 살펴” .

보기 위하여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추정한 표층 지형류의 공간적인 분포와 같은 시기에 국

립해양조사원에서 투하하여 이 해역을 통과한 시간 간격으로 내삽된 인공위성 위치추적 표층6

뜰개 의 이동 궤적을 함께 표시하여 비교하였다 년 월(Surface Velocity Program-type) . 2003 8 14

일에 표층뜰개 번호 가 한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강원대지를 경유하여 동한만까지( 41132)

북상하여 월 일에 방향을 바꾸어 야마토천퇴로 이동하였다 그 동안 표층뜰개의 평균 이동8 31 .

속력은 약 이었다0.59m/s [3-8-8].

년 월 일에 두개의 표층뜰개가 한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였다 첫 번째 표층뜰개 번2004 6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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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는 강원대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한 후에 월 일에 일본분지로 이동하였다 이때의41114) 7 4 .

평균 이동속력은 로 상대적으로 빨랐다 두 번째 표층뜰개 번호 는 강원대지에서0.65 m/s . ( 41109)

울릉대지로 이동하여 다시 울릉도 동쪽을 지나 울릉분지로 이동하였다 표층뜰개의 평균 이동.

속력은 약 였으며 인공위성 고도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동한난류의 주축을 따라 이0.46 m/s

동하였다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실험에서의 흐름 발생 장치는 평균. 0.3, 0.34, 0.44

의 가지 조건의 유속으로 흐름 실험을 수행하였다m/s 3 [3-8-8].

그림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추정한 표층 지형류 공간 분포 및 부이 이동 궤적8-12. .

수리실험 결과 분석2.

항만은 항구를 제외하고는 외해와 단절된 준 폐쇄 지역이기 때문에 항내의 이송 확산에 의

한 오염물의 복잡한 확산 거동은 매우 복잡하고 간단한 이론적인 배경만으로는 흐름의 패턴을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항내의 오염물질의 복잡한 이송 및.

확산 거동을 추적자 분석을 통해 항내의 오염물질 유출률을 제시하고자한다 실험 조건은 조파.

장치로 인한 파랑 조건과 흐름발생장치로 인한 해류 조건을 통해 입사되는 방향에 따른 항내

의 입자유출을 각각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항내의 오염물이 부하되어 있을 때 해수의 순환율은 오염물질이 순환되지 못할 시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방사능 중대사고의 경우 해수의 순환율에 의하여 방사,

성 오염물질의 이송 및 확산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대량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배출.

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하여 에서는Tokyo Electric Power Company(TEPCO) silt fences,



- 194 -

차단벽 등을 설치하는 저감 대책을 수행하였지만 오염물질 차단에는 실패하였고 유sandbag, ,

출된 오염물질이 파랑 및 해류의 영향을 받아 외해로 이송 및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8-9].

후쿠시마 발전소의 주변 환경은 오야시오의 차가운 해류와 쿠로시오의 따뜻한 해류가 만나

는 위치에 인접해 있어 해수를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 시키며 이는 북미의 서쪽 해안까지 방사,

능 물질이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후쿠시마의 경우 단기간에 일회성의 오염[3-8-9]. ,

유출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년 월에 원자로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재차 유출되어 후쿠2011 6

시마 주변 해역의 오염 농도는 다시 높은 관측결과를 보이며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침전,

된 방사능 물질과 해양 생물 및 생태계에서도 허용기준치 이상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3-8-10].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후쿠시마 원전 북쪽 남쪽 및 항만 유입부에서 검출된 자료의 분석결,

과는 표층의 의 농도 분포는 시간에 따라 지수적인 감소 분포를 보인다고 제시하였137Cs, 90Sr

다 본 연구에서도 오야시오의 차가운 해류와 쿠로시오의 따뜻한 해류의 영향이 해수를 태평양.

으로 이송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관측된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의 특성 때. ,

문에 반감기가 긴 의 경우 주변해역의 표층에서 오염 농도 분포가 관측되었으며 반감기137Cs ,

가 짧은 방사성 물질은 발전소 주변에서만 농도가 관측되었다 [3-8-11].

현재까지도 에서는 방사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TEPCO

으며 년 월 이후 의 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중대사고 이후, 2011 3 137Cs ,

오염물질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여 오염수가 빗물 및 배수로를 통해 항만내로 재유출되는 사

고가 발생한바 있다 원자력 중대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방사능의 유출은 단기간이라[3-8-11].

말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 및 환경에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항 내부에서 부하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파랑 및 흐름 조건으.

로 인하여 항외로 유출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방사성 오염물질 보다는 항내의 수질에 관련된 연안 및 항만부의 오염의 거동

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 및 실험적 연구가 지속되어왔다 항내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

수교환에 대한 연구는 내만의 심각한 오염문제가 제기된 년대를 시초로 하여 시작되었으1970

며 해수의 수송과 교환능력의 평가에 대해 우선 만구 해협을 통한 교환율에 관한 연구로서, ,

관측 자료해석 실험들을 통하여 교환능력을 평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 [3-8-12].

항만의 오염물질의 거동은 해양에서의 난류현상 에 의한 복잡성과 오염물(turbulent process)

질 확산과정을 하나의 특정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구조물,

의 형상 및 다양하게 변화하는 해양환경 등의 복잡성 때문에 해수 교환 능력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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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이르러 해수교환을 산정하는 기법 교환기구의 해석에 있어 대다수의 연구가 이1980 ,

루어 졌으며 표류판을 추적하는 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환율을 구하였다 실제해양에Lagrange .

서 의 방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바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군을 동시 추적buoy . float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수치실험에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다, [3-8-12].

수치모델을 이용한 해수교환율은 대상 해역내의 초기 투하 입자수에 대한 계산 수행 후 잔

류 입자수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유체의 체적 변화율로서 해양에서는 주로 조량[3-8-14].

혹은 식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서 물질의 농도가 초기 농도의 절반(Tidal prism) Kundsen ,

혹은 완전 제거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의된다(50%), e-folding Scale(63.21%), (100%)

[3-8-15].

한편 국내에서는 현장관측에 의해 가막만에서 해수의 유량과 유동범위로부터 해수교환을 추

정한 연구 가 있었고 거제만 과 마산만 에서는 만구단면에서 적[3-8-16] , [3-8-17] [3-8-18] Euler

인 연속관측에 의해 교환율을 추정한 연구가 있다 염료확산기법을 적용한 국내사례에는 마산.

만에서 재해방지시설을 이용한 해수교환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확산모듈을 사용한 연구가Dye

있었고 주문진항에서 해수교환시설 설치에 따른 해수교환율을 산정하는 등 대부분 항[3-8-19],

만에서의 해수교환율 산정에 염료확산기법이 적용된 바 있다 [3-8-20].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의 오염물질의 거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관련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리실험 대상인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주변.

해역에서의 해류 흐름조건 및 취송류 파랑조건 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켜 수리실험을 수행하( ) ( )

고자 하였다 이는 연안역에서의 해수순환은 조류 해류 취송류 밀도류 등과 같은 다양한 흐. , , ,

름에 의하여 지배되며 특히 해수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큰 하천이 없는 폐쇄성 해역에서는 조,

류 취송류 해류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위 실험조건을 수행하게 되었다, , [3-8-21].

흐름 실험의 경우 정상상태를 최대한 유지시키고 실험실의 해류흐름에 의해 항내의 물질이

외해로 빠져나가는 거동을 실험인자들을 변화시켜가며 유출률 거동을 조사하였으며 파랑조건,

의 경우 입사되는 파랑의 주기 및 파고는 동일하나 파향을 변화시켜 오염물질이 빠져나가는

거동을 조사하였다 즉 추적자를 이용하여 항만 내에 균일하게 입자를 배치시킨 후 각각의 입. , ,

자를 추적하여 항외로 유출되는 농도를 초기의 농도와 시간당 평균농도를 비교하여 물질의 농

도가 초기 농도의 절반 오염물 제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산정하였다(50%), (95%) .

수리모형 실험은 모형실험의 축척의 문제 측정 장비의 신뢰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내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험연구는 흐름의 거동특성을 이해하는데 지.

대한 공헌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현장과 동일한 모형을 통한 실험이지만 이는 경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

에 없으므로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항내의 오염물 이동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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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흐름 조건 입자의 이동 분석.

본 실험에서는 흐름관에서 방류되어 확산 이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흐름이 생성되는 조,

건으로 이는 해류의 수리 실험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흐름에 기인하여 항내 오염물의 유출 경.

향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좌측영역과 우측영역의 유출률을 분리하여 실험결과를 살펴보았

다 즉 흐름의 입사각에 대한 실험 조건과 실험의 대표적인 흐름 조건 및 입자의 거동은 표.

와 같다 좌측영역 빨간 점선과 우측영역 파란 점선은 추적자의 대표8-9 . (left area) (right area)

적인 이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험 결과에서 사용한 방향은 항만의 유출부가 로. , 0°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북 기준의 방향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흐름입사각 (75°) 흐름입사각 (90°) 흐름입사각 (105°)

실험

유형

흐름

거동

표 흐름조건 입자의 이동 분석8-9.

의 조건에서의 유출 실험 결과는 좌측영역 빨간 점선 의 항만 유출부 부근의 경우 반시75° ( )

계 방향으로 항내를 순환하는 흐름 패턴을 보이며 선단부의 추적자가 항외로 빠져나간다 부, .

분적으로 입자가 우측항내로 유입되는 흐름 패턴을 보인다 우측영역 파란 점선 의 경우 시계. ( )

방향으로 순환하는 패턴을 보이며 항외로 추적자가 유출되고 있다 음영 회색 의 영역은 추적. ( )

자의 흐름이 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체구간을 보이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실험. 75°

에서는 선단부와 중앙부의 추적자만 항 외부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우측 항 외.

부에서는 구조물의 경사면을 따라서 연안류의 흐름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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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에서의 유출 실험 결과는 좌측영역 빨간 점선 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항내를90° ( )

순환하는 패턴을 보이며 추적자가 항외로 빠져나간다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추. 75°

적자가 우측항내로 유입되는 흐름 패턴을 보인다 또한 음영 회색 의 영역은 추적자의 흐름이. ( )

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체구간을 보이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우측영역 파란 점선 의. ( )

경우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패턴을 보이며 항외로 빠져나가지만 좌측영역의 추적자가 우측,

영역으로 유입되어 선단부의 추적자만 항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측 항에서는 유출.

되는 추적자와 유입되는 추적자의 비가 실험 초기에는 유입되는 추적자의 비율이 높아 농도는

높아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우측항의 추적자의 비율은 다시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의 조건에서의 유출 실험 결과는 좌측영역 빨간 점선 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항내를105° ( )

순환하는 패턴을 보이며 추적자가 항외로 빠져나간다 부분적으로 입자가 우측항내로 유입되는.

흐름 패턴을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흐름의 영향이 항내 깊이 영향을 미쳐 입자의 흐름이 정체.

되는 구역이 없이 추적자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측영역 파란 점선 의 경우 시. ( )

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패턴을 보이며 항외로 빠져나가며 흐름의 영향이 항내 깊이 영향을 미,

쳐 입자의 정체구역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 흐름 조건 관측 데이터 분석.

흐름 실험 조건에서의 항내 추적자의 누적 유출률을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모터의 회전속.

도 과 입사 조건인 의 실험결과를 각각 시계열과 데이터 분산30, 20, 10 rpm 105°, 90°, 75°

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유출률과 물리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분석에 앞서 우측 영.

역에서의 입자 유출률은 좌측의 추적자가 우측으로 유입되거나 흐름이 정체되어 추적자의 유

출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자 유출률은 좌측 영역만 고려하였다. .

누적 유출률 계산은 초기에 부하했던 추적자의 입자 면적을 최댓값으로 정하고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입자면적을 산출하여 비율로 제시하였다 즉 초기에 부하했던 추적자의 면적 분포를. ,

로 산정했을 때 시간에 따라 유출률의 기울기는 모터의 회전속도는 유속100% , 30( 0.44m/s), 20

유속 유속 에 따라 유출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며 유입되는 흐름( 0.34m/s), 10( 0.30m/s) rpm ,

의 방향은 의 순서로 유출률 기울기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에105°, 75°, 90° . 8-10

서는 관측된 실험 데이터의 입자 유출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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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실험 105°

유속( 0.33 m/s)

흐름실험 90°

유속( 0.33 m/s)

흐름실험 75

유속( 0.33 m/s)
항내 입자 잔여율 (%)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각 영역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Blue:Right, Red:Left)

항내 입자 잔여율 (%)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각 영역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Blue:Right, Red:Left)

항내 입자 잔여율 (%)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각 영역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Blue:Right, Red:Left)

표 흐름조건 유출률 실험결과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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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의 추적자의 이송 및 확산의 물리적인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의 조건에서의 유출 실험 결과는 초기 일 추적자 투하 후 초기에 인접된 거리에 위75° (0~3 )

치한 추적자들은 소규모와동에 의해 데이터의 분산이 증가하게 된다 일 이후 분산이 줄어든. 3

것은 유동장의 공간적 균일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기 오염물 농도 분포가 항.

내에 완전히 포화되었을 때 소규모 와동 발생이 추적자의 유출 결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 이후 분산이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단. 3 ,

계에서의 입자의 분산은 유출부 근처에서 추적자가 재유입 또는 유출되는 영향으로 초기의 소

규모 와동에 의한 데이터 분산보다 유동장에 의한 영향을 더 받아 분산이 커진 결과를 보인다.

흐름의 거동 모니터링 결과 항내 가운데 위치한 방파제 선단부의 구조물 형상이 유입되는 흐

름을 반사 및 굴절시켜 소규모 와류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측데이터의 경우도 마찬가,

지로 외해에서의 데이터 분포보다 항내 유입부의 유속 데이터의 유속 편차가 큰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의 조건에서의 유출 실험 결과는 전반적으로 실험조건 의 경우보다 초기의 분산이90° 75°

감소하였다 조건은 항내 가운데 위치한 방파제의 선단부에 의해 발생하는 소규모 와동에. 90°

의한 분산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이라 사료된다 일 이후 분산은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추. 3

세를 보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입자의 분산은 항내로 해수의 재유입에 따른 추적자,

의 유출 유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의 조건에서의 유출 실험 결과는 실험초기 일 에 인접된 거리에 위치한 추적자들은105° (0~3 )

소규모와동에 의해 데이터의 분산이 증가하게 되며 일 이후 분산은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3

추세를 보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입자의 분산은 항내로 해수의 재유입에 따른 추적,

자의 유출 유입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흐름 거동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되었다 실험.

결과에서는 구조물 가운데 위치한 방파제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 및 굴절의 영향이 가장 적어

소규모 와동이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흐름이 직접적으로 좌측항내로 유입되어 상대적으

로 빠르게 추적자의 유출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인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항만에서의 오염물 확산은 유동장의 분포와 와동의 공간적 및 시간적

규모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며 본 실험에서의 결과는 시공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항내에, ,

서의 오염물 확산은 초기 유입된 오염물과 이후 오염물이 수일 규모까지 유출되는 결과를 보

였다 그림 에서는 관측된 실험 데이터를 흐름의 입사 방향과 유속의 크기에 따른 유출률. 8-13

을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는 유출률을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의 분산을 제시하였다. 8-14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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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흐름조건 추적자의 유출률 좌측영역8-13. : (a) 75° (b) 90° (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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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흐름조건 추적자의 분산 유출률 좌측영역8-14. : (a) 75°(b) 90°(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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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추적자 위치는 공간적 균일 한 유동장에서의 흐름에 의한 분산(spatially homogeneous)

이 아니라 공간적 비균일 한 유동장에서의 분산으로 실험의 입자 분산도는, (nonhomogeneous)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흐름 실험 조건에서의 입사되는 방향에 대한.

유출률은 그림 에서 제시하고 있다8-15 .

흐름을 발생시키는 모터의 회전속도 에서의 각 방향별 유출률 결과는 아래와 같다10 rpm .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105° 3 25.65%, 4.29%, 7.5 49.96%, 23.57%, 15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56.36%, 36.31% . 90° 3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15.07%, 4.28%, 7.5 31.26%, 19.16%, 15 38.19%,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38.83% . 75° 3 18.87%, 3.84%, 7.5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38.92%, 15.06%, 15 53.22%, 41.77% .

조건과 비교한 평균적인 유출률 감소는 에서는 이며 에서는 로105° 90° 35.95% , 75° 15.88%

관측되었다.

본 실험에서의 유속 감소의 기울기는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105°, 75°, 90° .

흐름을 발생시키는 모터의 회전속도 에서의 각 방향별 유출률 결과는 아래와 같다20 rpm .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105° 3 68.50%, 18.71%, 7.5 70.62%, 41.76%, 15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88.23%, 66.88% . 90° 3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34.88%, 13.02%, 7.5 53.30%, 30.30%, 15 38.19%,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38.83% . 75° 3 40.87%, 9.38%, 7.5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57.12%, 40.80%, 15 76.09%, 63.60% .

조건과 비교한 평균적인 유출률 감소는 에서는 이며 에서는 로105° 90° 44.41% , 75° 23.43%

관측되었다.

본 실험에서의 유속 감소의 기울기는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105°, 75°, 90° .

흐름을 발생시키는 모터의 회전속도 에서의 각 방향별 유출률 결과는 아래와 같다30 rpm .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105° 3 71.18%, 37.30%, 7.5 85.20%, 50.50%, 15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96.48%, 67.22% . 90° 3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65.97%, 44.36%, 7.5 80.58%, 62.77%, 15 85.43%,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 에서의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일에서는79.63% . 75° 3 62.21%, 24.87%, 7.5

최대 최소 일에서는 최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91.88%, 58.30%, 15 96.62%, 73.59% .

조건과 비교한 평균적인 유출률 감소는 에서는 이며 에서는 로 관105° 90° 8.25% , 75° 0.88%

측되었다.

그림 에서는 추적자 유출률을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의 분산을 제시하였다8-16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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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흐름조건 추적자의 유출률 좌측영역8-15. : (a) 10 (b) 20 (c) 3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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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흐름조건 추적자의 분산 유출률 좌측영역8-16. : (a) 10 (b) 20 (c) 3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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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고려할 때 항만에서의 오염물 확산은 유동장의 분포와 와동의 공간적 및 시간적

규모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본 실험에서 유출률은 입사되는 방향에 따라. 105°, 75°, 90°

의 순서로 빠르게 입자가 유출되는 결과를 보이며 감소되는 평균 농도는 표 과 같다, 8-11 .

흐름입사각 (105°) 흐름입사각 (75°) 흐름입사각 (90°)

실험조건

rpm10 - 감소 15.88 % 감소 35.95 %

rpm20 - 감소 23.43 % 감소 44.41 %

rpm30 - 감소 0.88 % 감소 8.25 %

표 흐름조건 입자의 유출률 비교 분석8-11.

추적자의 이동 흐름을 평가 및 검 보정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 실험별· Aquadopp

와 를 이용하여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의 파랑 유속 측정용profiler Flowtracker . ·

음파 센서 기와 은 초당 파랑 값을 관측하였다 본 실험Aquadopp profiler(2MHz) 1 Flowtracker .

의 추적자는 표층에서의 이송 및 확산에 지배적이므로 표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은 수리실험실 실험 조건이며 수심은 이고 층별 유속관측 장비는 간격으로 총8-17 30 cm 3cm

개 층 관측을 수행하였다 장비는 계류 방식으로 거치하여 표층아래 지점부터 관측을8 . 10cm

수행하였다.

그림 관측 위치 및 관측 장비 설정 모식도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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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수리모형은 상사의 법칙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는데 제작된 수리모형 실험 장Froude ,

치는 수평축척 수직축척 의 폭 길이 수심 의 왜곡도 으로 설1/400, 1/60 4 m, 6 m, 0.33 m 6.6

계하였다 따라서 수리학적 상사의 법칙에 따라 아래 표 과 같이 유속비 파고비. Froude 8-12 , ,

주기비를 각각 정리 할 수 있다 즉 실제 해역 원형 에서 의 유속은 본 실험조건에서의. ( ) 10 m/s

유속 와 같으며 실제 해역 원형 에서 의 파고는 본 실험에서는 이며 실제1.29 m/s , ( ) 10 m 0.16 m ,

해역 원형 에서 주기 는 본 시험조건에서는 와 같다( ) 67 sec 1.3 s .

원형 축척비 축척변환 변환식 모형

유속 10 m/s 1/60 





 
1.29 m/s

파고 10 m 1/60    0.16 m

주기 67 sec
1/400

1/60
 







1.3 s

표 상사의 법칙에 따른 수리 제원8-12.

그림 은 에서의 수직 층별 유속 결과를 구조물의 기준을 정북방향으로 보정하여8-18 rpm 30

개의 방위로 도시하였다 유속을 환산하여 평균유속은 이다 실험 결과에서 사용한36 . 0.44 m/s .

방향은 항만의 유출부가 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북 기준의 방향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0°

가 필요하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유속은 최병주 외 명이 발표한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 3 “

추정한 동해 표층해류와 공간분포 변동성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실험에서의 흐름”

발생 장치는 평균 의 가지 조건의 유속으로 흐름 실험을 수행하였다0.3, 0.34, 0.44 m/s 3 .

그림 흐름실험 층별 관측 유속 및 방향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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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표층 흐름 결과의 구조물 주변 유속장을 나타낸 것이다8-13 .

에서는 관측 유속의 경우 최소 실제 최대 실제10 rpm 0.025 m/s( : 0.19 m/s), 0.049 m/s( : 0.37

평균 실제 의 유속 크기를 보인다m/s), 0.039 m/s ( : 0.30)m/s .

에서는 관측 유속의 경우 최소 실제 최대 실제20 rpm 0.025 m/s( : 0.19 m/s), 0.058 m/s( : 0.44

평균 실제 의 유속 크기를 보인다m/s), 0.044 m/s ( : 0.34 m/s) .

에서는 관측 유속의 경우 최소 실제 최대 실제30 rpm 0.031 m/s ( : 0.24 m/s), 0.098 m/s( : 0.76

평균 실제 의 유속 크기를 보인다m/s), 0.057 m/s( : 0.44 m/s) .

수리실험관측 유속비Froude

최대: 0.049 m/s 최대: 0.37 m/s

최소: 0.025 m/s 최소: 0.19 m/s

평균: 0.039 m/s 평균: 0.30 m/s

최대: 0.058 m/s 최대: 0.44 m/s

최소: 0.025 m/s 최소: 0.19 m/s

평균: 0.044 m/s 평균: 0.34 m/s

최대: 0.098 m/s 최대: 0.76 m/s

최소: 0.031 m/s 최소: 0.24 m/s

평균: 0.057 m/s 평균: 0.44 m/s

표 흐름실험 유속 관측 결과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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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랑 조건 입자의 이동 분석.

본 실험에서는 유입되는 파향이 구조물에 수직이 되는 방향에서 입사되는 파향을 기준으로

의 파향으로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입사의 파향에 따른 대표적인 흐름 거동은 표±15° .

와 같다 좌측영역 빨간 점선과 우측영역 파란 점선은 대표적인 추적8-14 . (left area) (right area)

자의 이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입사각이 의 조건에서의 유출 실험 결과는 좌측영역 빨간 점선 의 항만 유출345°, 0°, 15° ( )

부 부근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항내를 순환하는 패턴을 보이며 추적자가 항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 음영 회색 의 영역은 추적자의 흐름이 항내에 영향을 미치. ( )

지 않는 정체구간을 보이는 영역이다 우측영역 파란 점선 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 )

패턴을 보이며 항외로 빠져나가며 마찬가지로 흐름의 영향이 항내 깊이 영향을 미쳐 입자가,

정체구역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흐름 패턴의 경우 좌측과 우측의 항 모두 반시계 반향으로 순환하여 흐름 실험과는 다른 흐,

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패턴은 파랑 입사의 경우 좌측항의 입자가 우측으로 유.

입되는 이동이 흐름실험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좌 우측항 분석이 가능했다 또한 구조물· .

중앙에 위치한 방파제 선단부의 경사는 입사되는 파랑에 회절 및 굴절의 영향을 주어 유출률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에서는 관측된 실험 데이터의 입자 유. 8-15

출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파랑입사각 (345°) 파랑입사각 (0°) 파랑입사각 (15°)

실

험

조

건

흐

름

거

동

표 파랑조건 입자의 이동 분석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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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실험 345°

유속( 0.38 m/s)

파랑실험 0°

유속( 0.38 m/s)

파랑실험 15°

유속( 0.38 m/s)
항내 입자 잔여율 (%)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각 영역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Blue:Right, Red:Left)

항내 입자 잔여율 (%)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각 영역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Blue:Right, Red:Left)

항내 입자 잔여율 (%)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각 영역 잔여 입자수 전체 입자수/

(Blue:Right, Red:Left)

표 파랑조건 유출률 실험결과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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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랑 조건 관측 데이터 분석.

파랑 실험 조건에서의 항내 추적자의 누적 유출률을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입사 조건인.

의 실험결과를 각각 시계열과 데이터 분산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항내의345°, 0°, 15°

좌측 영역과 우측 영역을 분리하여 유출률과 물리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사용.

한 방향은 항만의 유출부가 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북 기준의 방향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0°

의가 필요하다 누적 유출률 계산은 초기에 부하했던 추적자의 입자 면적을 최댓값으로 결정하.

고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입자면적을 산출하여 비율로 제시하였다 즉 초기에 부하했던 추적, .

자의 면적 분포를 로 산정 했을 때 시간에 따라 유출률의 기울기는 좌측항의 경우100% , 15°,

순에 따라 유출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며 우측항의 경우 순에0°, 345° , 345°, 0°, 15°

따라 유출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좌측항과 우측항의 경우 일에 인접된 거리에 위치한 추적자들은 소규모와동에3

의해 데이터의 분산이 증가하게 된다 일 이후 분산이 줄어든 것은 유동장의 공간적 균일성에. 3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출되는 기울기의 패턴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경계.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오염물 농도 분포가 항내에 완전히 분포되어 소규모 와동.

발생이 추적자의 유출 결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판단된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분산이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의 입,

자의 분산은 유출부 근처에서 추적자가 항내로 재유입 또는 유출되는 영향으로 실험초기의 소

규모 와동에 의한 데이터 분산보다 유동장에 의한 영향을 더 받아 분산이 커진 결과를 보인다.

추적자의 거동 모니터링 결과 항내 가운데 위치한 방파제 선단부의 구조물 형상이 유입되는

파랑을 반사 및 굴절시켜 유출률 기울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시간에 따라 유출률의 기울기는 좌측항의 경.

우 에 따라 유출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며 우측항의 경우15°, 0°, 345° , 345°, 0°,

에 따라 유출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15° .

지수 함수를 나타내는 기울기 양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파고에 의해 항내에서의 입자의 확산

이 자유 확산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입사되는 파고가 작을 때는 이송에 의한.

영향보다 확산에 의한 영향이 크며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에 의한 영향 보다는 이송에 의,

한 영향이 더 지배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항내는 외해의 파랑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파제.

의 영향으로 항내의 정온도가 확보되고 이로 인해 자유 확산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

항만에서의 오염물 확산은 유동장의 분포와 와동의 공간적 및 시간적 규모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결과는 시공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항내에서의 오염물 확산을.

초기 유입된 오염물과 이후 오염물이 수일 규모까지 유출되는 결과를 그림 에서 나타내고8-19

있으며 분산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 분석은 그림 과 같다,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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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파랑조건 추적자의 유출률 좌우영역8-19. : (a) 15°(b) 0°(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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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파랑조건 추적자의 분산유출률8-20. : (a) 15°(b) 0°(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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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흐름 실험 조건에서의 입사되는 방향에 대한 유출률은 그림 과 그림 에서 제8-21 8-22

시하고 있다.

좌측항 에서는 일 최대 최소 일 최대 최소 일 최345° 3 ( 27.62%, 8.43%), 7.5 ( 33.82%, 12.34%), 11 (

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42.88%, 15.85%) .

좌측항 에서는 일 최대 최소 일 최대 최소 일 최0° 3 ( 29.02%, 12.56%), 7.5 ( 39.78%, 27.27%), 11 (

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44.09%, 32.72%) .

좌측항 에서는 일 최대 최소 일 최대 최소 일 최15° 3 ( 24.79%, 4.63%), 7.5 ( 46.44%, 15.82%), 11 (

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57.52%, 23.48%) .

조건과 비교한 평균적인 유출률 감소는 에서는 기울기 증가 이며 에서0° 15° 14.04% , 345°

는 기울기 감소 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유속 감소의 기울기는7.59% . 15°, 0°,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345° .

그림 파랑조건 추적자의 유출률 좌측영역8-21. : .

우측항 에서는 일 최대 최소 일 최대 최소 일 최345° 3 ( 55.67%, 9.75%), 7.5 ( 59.13%, 34.63%), 11 (

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80.02%, 45.30%) .

우측항 에서는 일 최대 최소 일 최대 최소 일 최0° 3 ( 51.70%, 20.91%), 7.5 ( 67.22%, 50.12%), 11 (

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69.23%, 62.72%) .

우측항 에서는 일 최대 최소 일 최대 최소 일 최15° 3 ( 36.71%, 1.24%), 7.5 ( 49.96%, 23.57%), 11 (

대 최소 의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74.50%,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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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비교한 평균적인 유출률 감소는 에서는 기울기 감소 이며 에서0° 15° 14.33% , 345°

는 기울기 증가 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유속 감소의 기울기는3.54% . 345°, 0°,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15° .

그림 파랑조건 추적자의 유출률 우측영역8-22. : .

본 실험에서 우측영역의 경우 의 순서로 빠르게 입자가 유출되는 결과를 보345°, 0°, 15°

이며 좌측영역의 경우 의 순서로 입자가 유출되는 결과를 보인다 를 기준, 15°, 0°, 345° . 0°

으로 감소되는 평균 기울기는 표 와 같다8-16 .

파랑입사각 (345°) 파랑입사각 (0°) 파랑입사각 (15°)

좌 우 좌 우 좌 우

감소 7.59 % 증가 3.54 % - - 증가 14.04 % 감소 14.33 %

좌측 유출률 15° > 0° > 345°

우측 유출률 345° > 0° > 15°

표 파랑조건 입자의 유출률 비교 분석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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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는 추적자 유출률을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의 분산을 제시하였다 자유 확8-23 BOX .

산을 고려할 시에는 연안류 및 쇄파되는 파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조

건 및 다양한 파랑 조건하에서 실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유출부 근처.

에서 항내로 추적자가 재유입 되거나 유출되는 영향으로 실험결과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산도

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입사되는 파고는 단파의 일정한 규칙파이지만 유입된 파고가 상.

호 중첩되어 특정 주기에서는 추적자가 대량으로 유입 또는 유출되어 변동 폭이 큰 결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추적자의 분산 유출률 우측영역 좌측영역8-23. : (a) (b) .

그림 는 수직 층별 유속 및 표층 흐름 결과를 개의 방위로 나누어 도시하였으며 구조8-24 36 ,

물의 기준이 로 보정하여 관측하였다 관측 지점에서의 파랑의 경우 구조물에 직각이 되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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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서 입사되며 항내로 유입되었던 해수의 질량이 항내를 순환하여 항외로 빠져나가는 흐,

름 패턴을 보여주게 된다 실제 해역으로 유속을 환산하면 이다 관측. 0.38 m/s, 0.12 m/s . B2

위치는 항내 유출입 부근으로 직립제가 파랑의 에너지를 반사시켜 유속 및 파향의 흐름 변화

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그림 파랑실험 층별 관측 유속 및 방향8-24. .

마 유출률. Fitting curve

항만 내에 오염물질이 부하되었을 경우 해수가 교환됨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따라서.

보존성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농도 변화로 부터 농도 교환율 를 식 과 같이 구할 수 있E (8-2)

다.

 

∆
× (8-2)

여기서, 는 항내 오염물질의 초기 농도이고 ∆는 항내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농도 변화

이다 가 농도 변화율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본 연구에서는 항만 내에 보존성 오염물질이 초. E

기에 전 항내에 골고루 부하되었을 경우 외해와의 해수교환의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는 질량

보존법칙에 의하여 항구를 통한 유입 유출 확산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외해 즉 항외각의, , . ,

농도를 으로 간주하면 해수유통으로 인한 항내 농도의 유입 유출 확산을 고려하면 아래와0 , ,

같이 된다.



∆


 (8-3)

여기서, 는 유입 농도, 는 유출 농도, 는 평균농도 는 확산계수이다 전 항내에 오염,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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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골고루 부하되었을 경우 항내에서 오염물질의 유출률은 이송 및 확산을 고려해야한다.

본 실험에서는 항외로 배출되는 실험식의 조건으로 식 를 수질변화의 추정에 사용하는 이(8-3)

송 확산실험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의 항외로 배출되어 항내에 농도 는 아래와 같· . C

이 식 으로 표현하였다(8-4) .

 exp


×
 (8-4)

식 에서 항외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이송과 확산은 시간과 방향성분을 고려하여 제시하(8-4)

고 있다 여기서. , 는 입사되는 파랑 또는 흐름의 방향성분을 나타내며 는 단면평균유, u

속( 는 확산에 의한 해수교환 환산계수), d ( 는 시간 는 항내의 단면적), t (sec), A ( 을)

나타내고 있다.

유속은 관측된 실험조건의 유속을 유속비로 환산하여 실제 해역의 유속을 사용하였Froude ,

다 즉 흐름의 조건의 경우 대한해류의 평균유속을 인용하여 의 값을 적용하. , , 0.30 ~ 0.44 m/s

였으며 파랑실험의 경우 의 일정한 유속을 적용하여 방향에 따른 유출률을 비교하였, 0.38 m/s

다 항내의 단면적은. 250,000 이며 본식에 제시한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 는 무차원의, C

값을 가진다.

실제 데이터의 값과 실험조건의 최적의 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조정 계수fitting curve

, 를 통하여 높은 경향성을 가질 때까지 반복 수행하였다 여기서. 는 이며0.0005 , 는 0.25

이다 결정계수 는 추정된 의 값이 표본관측점들을 얼마나 잘 적합 시키고 있는. R2 Fitting curve

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결정계수. (  는 과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값이 에 가까울수록) 0 1 , 1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방향 성분의 경우 구조물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방향을 최댓값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사질 해.

안의 경우 주변의 곶이나 수심변화가 크지 않으면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의 대표 파향에 따

라 법선 방향으로 해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해안의 형태는 파향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입사하는 방향에 따른 항내의 오염물질의 이송 및 확산 결과에 영향을 주며 입. ,

사하는 방향에 따라 의 절댓값으로 제시하여 방향 성분에 따른 가중치를 그림 와 같, 8-25

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는 구조물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방향을 나타내며 의 경우 구조물 우측에서0° , 90°

좌측으로 입사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방향 성분의 가중치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

특히 선단부의 경사 및 내부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반영되는 가중치는 아니지만

앞서 설명한 입사하는 파랑의 대표 파향이 해안선의 형상에 중요한 정보로 가정하여 방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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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의 함수로 산정하였다cos .

그림 방향성분 가중치 분석8-25. .

그림 의 흐름 관측의 경우 유입되는 모터의 회전 속도 에서 좌측 항내 오염물의8-26 10 rpm

유출률은 에서 에서 에서 를 보였다 각 실험의50% 105° 11.71day, 75° 15.29day, 90° 19.29day .

유출률 기울기는 지수적인 함수분포를 나타나며 오염물의 정도의 유출은 에서, 95% 105°

에서 에서 로 배출될 수 있다50.62day, 75° 66.12day, 90° 83.46day .

그림 흐름조건의 피팅 커브 실험조건8-26. ( 10 rpm).

그림 의 흐름 관측의 경우 유입되는 모터의 회전 속도 에서 좌측 항내 오염물의8-27 20 rpm

유출률은 에서 에서 에서 를 보였다 각 실험의50% 105° 6.66day, 75° 8.75day, 90° 11.00day .

유출률 기울기는 지수적인 함수분포를 나타나며 오염물의 정도의 유출은 에서, 95% 105°

에서 에서 로 배출될 수 있다28.92day, 75° 37.75day, 90° 47.62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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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흐름조건의 피팅 커브 실험조건8-27. ( 20 rpm).

그림 의 흐름 관측의 경우 유입되는 모터의 회전 속도 에서 좌측 항내 오염물의8-28 30 rpm

유출률은 에서 에서 에서 를 보였다 각 실험의 유50% 105° 3.13day, 75° 4.08day, 90° 5.16day .

출률 기울기는 지수적인 함수분포를 나타나며 오염물의 정도의 유출은 에서, 95% 105°

에서 에서 로 배출될 수 있다13.50day, 75° 17.62day, 90° 22.25day .

그림 흐름조건의 피팅 커브 실험조건8-28. ( 30 rpm).

그림 의 좌측 항내에서의 실험 조건에 따른 유출률을 보여주고 있다 흐름조건8-29 . rpm 30,

의 순서에 따라서 빠르게 오염물질이 유출되며 방향은 의 순서로 유출20, 10 , 105°, 75°, 90°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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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흐름조건의 피팅 커브 비교8-29. .

식 에서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항내에 오염물질이 부하되었을 시 실험인자를 변화시(8-4)

켜가며 이송 및 확산 거동에 의한 유출률 누적 곡선 변수를 표 에 제시하였다 실험변수8-17 .

는 기울기 조정 계수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변수이며 방향성은A , cos의 경우 값이

이므로 기울기 조정에 오류를 보인다 따라서 수식의 방향성 입력 값은 를 입력하여0 . 91° ,

에서 데이터의 신뢰도인 결정계수 은 최소 에서 최대 의 값을 보75°, 90°, 105° (R2) 0.78 0.89

이고 있다.

결정계수

실험조건.

75° 90° 105°

u d R u d R u d R

10 rpm 0.30 1.7 0.88 0.30 5.0 0.87 0.30 1.9 0.89

20 rpm 0.34 3.3 0.78 0.34 8.0 0.84 0.34 4.5 0.88

30 rpm 0.44 6.7 0.80 0.44 16.0 0.82 0.44 9.2 0.79

표 흐름조건 실험의 매개변수 및 결정계수8-17.

그림 의 파랑 관측의 경우 유입되는 파랑의 방향에 따라 우측 항내 오염물의 유출8-30 50%

률은 에서 에서 에서 를 보였다 각 실험의 유출률 기345° 5.67 day, 0° 6.17 day, 15° 9.95 day .

울기는 지수적인 함수분포를 나타나며 오염물의 정도의 유출은 에서 에, 95% 345° 24.42day, 0°

서 에서 로 배출될 수 있다26.71day, 15° 43.00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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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파랑조건의 피팅 커브 우측영역8-30. : .

그림 의 파랑 관측의 경우 유입되는 파랑의 방향에 따라 좌측 항내 오염물의 유출8-31 50%

률은 에서 에서 에서 를 보였다 각 실험의 유출률15° 12.21 day, 0° 14.25 day, 345° 18.54 day .

기울기는 지수적인 함수분포를 나타나며 오염물의 정도의 유출은 에서, 95% 15° 52.79day, 0°

에서 에서 로 배출될 수 있다61.50day, 345° 79.92day .

그림 파랑조건의 피팅 커브 좌측영역8-31. : .

그림 에서는 좌측 항과 우측 항내에서의 유출률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물의 우측 영역의8-32 .

유출률이 좌측영역보다 빠르게 유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측항의 경우 의, 345°, 0°, 15°

순서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며 좌측항의 경우 의 순서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15°, 0°, 345°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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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파랑조건의 피팅 커브 좌측영역8-32. ( ).

식 에서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항내에 오염물질이 부하되었을 시 실험인자를 변화시(8-4)

켜가며 이송 및 확산 거동에 의한 유출률 누적 곡선 변수를 표 에 제시하였다 실험변수8-18 .

는 기울기 조정 계수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변수이며 에서 데이터의A , 345°, 0°, 15°

신뢰도인 결정계수 은 최소 에서 최대 의 값을 보이고 있다(R2) 0.48 0.80 .

결정계수

실험조건.

345° 0° 15°

           

Left 0.38 1.0 0.69 0.38 1.0 0.70 0.38 2.3 0.69

Right 0.38 5.0 0.80 0.38 3.3 0.71 0.38 3.0 0.48

표 파랑조건 실험의 매개변수 및 결정계수8-18.

바 실험결과 요약.

본 실험은 원자력 발전소 항내에 오염물질이 부하되었을 때 다양한 해양환경에 따른 항내

유출실험이다 즉 항만에서의 오염물 확산은 유동장의 분포와 와동의 공간적 및 시간적 규모. ,

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시공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항내에서의 오염물.

확산을 초기 유입된 오염물과 이후 오염물이 수일 규모까지 유출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오염.

물 유출률 분석을 통해 본 실험에서의 추적자의 이송 및 확산의 물리적인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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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초기에 인접된 거리에 위치한 추적자들은 소규모와동에 의해 데이터의 분산이 증가한다.

이는 항내 가운데 위치한 방파제 선단부의 구조물 형상이 유입되는 흐름을 반사 및 굴절시켜

소규모 와류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사료된다 실험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산이 줄어든 것은 유동.

장의 공간적 균일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추적자 상호간에 간섭에 의한 분산의 감. ,

소로 일정한 유출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분산이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 ,

단계에서의 입자의 분산은 유출부 근처에서 추적자가 재유입 또는 유출되는 영향으로 실험초

기의 소규모 와동에 의한 데이터 분산보다 유동장에 의한 영향에 지배적인 유출률을 보인다.

항내 유출률 계산의 분석방법은 초기에 부하했던 추적자의 입자 면적을 최댓값으로 결정하

고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입자면적을 산출하여 비율로 제시하였다 즉 초기에 부하했던 추적, .

자의 면적 분포를 로 산정 했을 때 시간에 따라 항내에 남아있는 평균농도의 비로 결정100% ,

하여 유출률을 산정하였다.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출률의 기울기가 지수 함수로 분석됨에 따라 항내에서의 입자의

확산이 자유 확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파고가 작을 때는 이송에 대한.

영향보다 확산에 대한 영향이 크며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에 대한 영향 보다는 이송에 지,

배적인 확산을 보이는 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항내는 외해의 파랑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 ,

파제의 영향으로 항내의 정온도가 확보되고 이로 인해 자유 확산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

단하였다.

흐름조건에서는 모터의 회전속도는 에 따라 유출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30, 20, 10 rpm

다 이는 실험 이송확산실험식에서 평균유속이 증가할수록 유출률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유입되는 흐름의 방향은 의 순서로 유출률 기울기가 감소하는 결과가. 105°, 75°, 90°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실험 이송확산방정식에서 방향 성분의 경우 구조물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방향을 최댓값으로 가정하였다 입사하는 방향에 따라 항내의 오염물질의 이송 및 확산 결과에.

영향을 주며 입사하는 방향에 따라, 의 절댓값으로 제시하여 방향 성분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의 경우 가중치가 가장 작으며 구조물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의 경우 가중. 90° , 0°

치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현재 방향 성분의 가중치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 특히 선단부.

의 경사 및 내부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반영되는 가중치는 아니지만 입사하는

파랑의 대표 파향이 해안선의 형상에 중요한 정보로 가정하여 방향성에 따라 의 함수로 산, cos

정하였다.

파랑 조건의 경우 좌측 항과 우측 항으로 나누어 실험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유출률의 기울.

기는 좌측항의 경우 순에 따라 유출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며 우측항의15°, 0°, 345° ,

경우 순에 따라 유출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파랑이 유입되는 각345°, 0°, 15° .

도에 따라서 유출률이 다르다는 결과로 입사하는 방향에 따라 이송확산실험식의 방향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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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산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실험의 결과가 항내의 유출률의 복합적인 양상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모형실험의 축척의

문제 측정 장비의 신뢰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실험, .

은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나 향후 확장된 수리 실험 설계를 통하여 현상을 가장 정확

하게 재현할 수 있는 항내의 오염물 이동 특성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 225 -

제 절9 이송 연산에 의한 난류정밀 확산모델 개발Forward particle

본 연구에서는 전방입자 추적법에 의한 난류 전송 모델의 개발로써 대기 방사능 물질 및 화

산재가 도달하는 공간 영역에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피해 정보를 추정하고 이를 공간적 확산,

영역 정의 침적 범위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기 흐름장의 영향을 받아 확산재 검증을, .

위한 모형으로 무작위 행보법에 의한 라그랑지 방법을 사용하여 확산처리에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화산재 수치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오일러 모델은 이송의 처리에 따른 수치 진동 수치 확산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위 보,

간을 취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입자[3-9-1].

추적기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의 이송 및 확산에 대한 새로운 혼합 방법을 제안한바 있으며

이 방법에 의하면 수치계산이 빠르고 결과가 정확하며 흐름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적용 능력이

탁월한 이송 확산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3-9-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기확산 모델과 비교한 기반의 무작위 행보법에 의한 화산재Matlab

이송 확산 모형을 수립하여 계절별로 화산재가 백두산 지역에서 남하하여 한반도남부로 확장

진출될 가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작위 행보법에 의한 이송 확산 모형과 전방입.

자추적기법을 사용한 이송 확산 연산에 의한 난류 정밀 확산 모델을 개발하여 두 모델의 비교

검증을 통해 오염원의 분포도 오염물의 침적범위 및 침전 정도를 결과물로 산출하여 앞으로,

백두산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나 유독 물질과 같은 사고 발생시 영향평가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외 이송확산 및 화산재 모델1. ㆍ

가 이송확산 모델.

국내 외 기존 난류 전송모형의 수치모의 기법은 대표적으로 오일러 방법 오일러(Eulerian) , -ㆍ

라그랑지 방법 이송항 처리에 있어 내삽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전방추적을(Eulerian-Lagrangian) ,

사용하여 이송항의 수치확산을 제거한 전방추적 방법 그리고 가장 실제 현상(Forward tracking) ,

에 부합되나 확산항 처리를 위해 많은 격자를 요구하는 무작위행보법 에 의한 라(Random walk)

그랑지 방법이 있다(Lagrangian) .

오일러 모델은 확산처리에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송의 처리에 따른 수치진동

및 수치 확산 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위 보간(Oscillation) (Numerical diffusion) (Higher

을 취해야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오일러 방법은 년 에 의interpolation) . 1979 Leo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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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안된 QUICKEST(Quadratic Upstream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 with

가 있다 오일러 방법과 라그랑지 방법을 결합한Estimated Streaming Terms) .

방법이 최근 많이 적용되는데 이 방법은 수치진동과 수치확산을 줄여 높Eulerian-Lagrangian

은 정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위보.

간 알고리즘이 요구되는데 그에 상응하여 계산시간이 더욱 요구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송에 대한 라그랑지 접근법은 보통 이나FPTM(Forward Particle Tracking Method)

을 사용한다 전방RPTM(Single-step Reverse Particle Tracking Method, Holly and Preissmann) .

추적법은 수치계산이 빠르고 결과가 정확하며 흐름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적용 능력이 탁월하

다 이 방법은 할당된 입자가 계속적으로 전방으로 움직이므로 정확한 이송 과정의 예측이 가.

능하고 보간 기법으로 인한 계산상의 지연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무작위행보법에 의한.

라그랑지 방법은 전방추적법과 유사하나 확산 과정의 모의가 수많은 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오일러 격자 체계에서 유한 차분법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

다 표 과 표 는 각각 국내와 국외의 난류 전송모형의 수치모의 기법이 정리되어 있다. 9-1 9-2 .

표 국내 난류 전송 모형의 수치모의 기법9-1.

국

적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국

내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강시환 등( ,

2006)

준설 탁도플륨의-

차원 이송확산3

거동 모형 개발

항만준설작업으로 인해 재부유된 퇴적물로-

구성된 탁도 플륨의 거동을 예측 차원3

이송확산 모형 제안

이송과정에 전방입자추적기법을 적용하고- ,

확산과정에 유한차분기법사용

성균관대

이정렬( ,

1998)

전방추적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전송모델

보간기법의 사용없이 많은 입자를 요구하지-

않는 오일러 라그랑지 방법 제안-

확산계수와 무관하고 계산시간도 단축되어-

다양한 흐름과 다양한 전송 물질의

공급원에서도 적용 가능

부산수산

대학교

이종섭( ,

김호진,

1995)

- Random Walk

모형에 의한

확산해의 민감도

분석

오일러리안적 해석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라그란지안적인

입자추적 방법에 의한 물질 수송 및 확산

확산해석을 위한 모형의- Random walk

알고리즘 구축 및 모델의 적용성 확장과

신뢰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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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외 난류 전송 모형의 수치모의 기법9-2.

서울대학교

서일원( ,

김대근,

1994)

오일러 라그랑지- -

방법을 이용한

차원1

확산방정식의

수치모형

방법을 이용하여 차원- Eulerian-Lagrangian 1

종확산방정식의 수치모형 비교 분석,

지배방정식을 연산자 분리방법에 의해-

이송만을 지배하는 이송방정식과 확산만을

지배하는 확산방정식으로 분리

군산대학교

서승원( ,

1996)

오일러 라그랑지- -

농도 및 입자

결합모형에 의한

연안의 부유사

확산해석

연안에서의 효율적인 확산해석을 위한-

연산자 분리기법에 의한 Eulerian-lagrangian

농도 모형과 방법이 결합된 모형Random walk

수립

국

적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국

외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imou and Adams,

1993)

무작위 행보- (Random

에 의한walk)

입자추적모형(Particle-trac

개발king model)

수직적으로 잘 혼합된 하구와-

연안에서의 물입자 거동 모의를

위한 모형 개발

수심 평균된 조건에서-

무작위적 입자거동의 모의 기법

개발 및 분석

미육군공병단

(Johnson et al.,

2000)

입자추적기법을 사용한-

준설부유토사의 이송확산

예측 모형 개발

이송확산 예측 모형- SSFATE

모형을 개발하여

미육군공병단의 준설현장에

사용

University of

Nevada

(Chung-hwan Je et

al., 2007)

수치 응집 수송 모델에-

의한 준설 작업으로 재

부유되는 퇴적물의

시뮬레이션

사바나 강 준설 현장-

모델에서 필드 데이터와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임

HUMBLE OIL and

REFINING CO.

(Garder et al.,

1964)

입자 다차원 혼합이동의-

수치 해석

적- Eulerian-lagrangian

접근법을 이용하여

FPTM(Forward Particle Tracking

을 이용Method)

농도 전방 추적 단일 단계- ,

전방 추적 단일 단계 후방,

추적 유한 차분 요소 근사법 등, /

다소 복잡한 개의 연속단계를5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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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송확산 모델.

화산재 확산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또는VATDM(Volcanic Ash and Dispersion/Tracking Model)

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VAFTAD(Volcanic Ash Forecast Transport And Dispersion Model) .

이러한 모델의 예는 표 에서 대표적 화산재 모형의 항목 및 특징을 기술하였다9-3 .

모델로 이는 화산뿐 아HYSPLIT 4(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

니라 오염 사건에 뒤따르는 방사성 구름 사막 먼지 들불 연기의 확산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 ,

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그랑지 함수 모델로 이름 붙여짐에도 불구하고 는. HYSPLIT 4

모델링을 위해서 오일러 함수 접근법을 결합하여 실행된다 소프트웨어는 화산재의 확[3-9-3].

산과 집중을 보여주는 분화 구름의 그래픽 영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3-9-4, 3-9-5].

는 화산재를 추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의 한 예이며 생성된 지 시간 이내인 비PUFF , 48

교적 신생의 화산재 구름에 대해 활용된다 이는 차원의 공중 확산 차원의 강하 지역 및. 2 , 2 3

차원의 보기를 포함한다 는 집중하고 있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분화에 의한[3-9-3]. FALL3D

화산재의 추적과 침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오일러 함수 접근법에 기초한 모델이다. FALL3D

는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되었고 시스템에서 가장 잘 구동된다FORTRAN-90 , Unix, Linux, Mac

이 모델의 적용 예는 년 에트나 화산 분화 와 년 차이텐 화산 분화[3-9-6]. 2001 [3-9-7] 2008

에서 볼 수 있다 모델은 화산재 및 구름과 테프라 낙하 수송 분산 및 증착을[3-9-8] . ASH3D , ,

연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차원적 오일러 대기 모델로써 오염물의 확산 및 분포를 그래픽. 3

영상물로 제공한다 코드를 사용한 개발되었으며 및 시스템 상에서. Fortran-95 , Unix Windows

Washington State

University

(Hathhorn, 1997)

오염물 이송에 대한-

입자추적 방식

난수발생함수로 비정규분포를-

가정한 차원 확산모형의1

효율성 입증

University of

Karlsruhe

(Leonard, 1979)

적 방법을- Eulerian

이용한 이송확산 예측

모형 개발

- QUICKEST(Quadratic Upstream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 with Estimated

를 제시Streaming Terms)

Sogreah Engineering

(Holly and

Preissmann, 1977)

차원 이송에 대한- 2

정확도 계산 및 분석

적- Eulerian-lagrangian

접근법을 이용하여

RPTM(Single-step Reverse

를Particle Tracking Method)

이용

알고 있는 주위의 격자점의-

값을 사용하여 격자점 사이의

미지 값을 계산하는 보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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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되어진다 모델은 독일 함부르크 기후 컴퓨팅 센터에서 개발된 모델로서 화산이. ATHAM

분출함에 따라 화산의 연주 기둥에서의 입자의 농도 분포 등 화산 기둥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및 바이오매스 연소 기둥을 시뮬레이션이 가능 하도록 수립되었다 플리니식 화산 분화를 수치.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코드를 사용한 개발된 시스템 상에서 구동되어진다Fortran-90 Unix .

모델은 라그랑지안을 지배방정식을 사용하여 수직상태에서의 입자의 확산 및 이송MLDP0 3D ,

수평의 확산 및 이송의 수치해석에 활용가능하다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Fortran-90

및 시스템 상에서 구동된다Unix AIX .

표 화산재 전송 모형 항목9-3.

구동 이미지

모델명( )
특징

구동 시스템

사용 언어( )

(HYSPLIT 4)

화산뿐 아니라 오염 사건에-

뒤따르는 방사성 구름 사막 먼지, ,

들불 연기의 확산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오일러 함수 접근법을 결합하여-

실행 분화 구름의 그래픽 영상으로

결과물

Unix,

Linux,

PC,

Apple

(Fortran90)

(PUFF)

화산재를 추적하는 목적-

생성된 지 시간 이내의 화산재- 48

구름에 대해 활용됨

초기에 빠른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운영

결과물은 명시된 시간 동안-

개개의 입자들이 이동한 그래프의

형태로 제시

Unix,

Linux

(C, C++)

(FALL3D)

집중하고 있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분화에 의한 화산재의

추적과 침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모델

오일러 함수 접근법에 기초한-

모델

Unix,

Linux,

Mac

(Fortran90)

(ASH3D)

화산재 구름과 테프라 낙하 수송- , ,

분산 및 증착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됨

차원 오일러 대기 모델- 3

Linux,

Window

(Fortra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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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광역의 지역에 대기질을 분석하는데 모델로 지구 온난화 가스 재 기후FLEXPART , , ,

이상변화 물순환 공기오염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델로 기반의 언어로 개발되었, , Fortran

으며 및 상에서 구동되어진다 모델은 화산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물질Unix Lunux . TEPHRA2

즉 화산재의 확산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난평가를 예측하는 좋은 모델로 활동되어지고

있다 기반의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상에서 구동되어진다 모델은 정상상. C Unix . VOLCALPUFF

태가 아닌 비정상상태에서 기상학과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대기질에 존재하는 장거리 오

염물질을 분석하는 모델이다 기반의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및 상에서 구동. Fortran Unix Lunux

되어진다.

(ATHAM)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함부르크-

독일 기후 컴퓨팅 센터에서 개발

고에너지 기둥의 광역의 진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설계

전형적인 플리니식 화산 분화와-

바이오매스 연소 기둥을 시뮬레이션

가능

Linux

(Fortran90)

(MLDP0)

라그랑지 입자 모델- 3D

차 수직 무작위 변위- 0 :

수평 확산 차 랑주뱅 방정식- : 1

Linux,

AIX

(Fortran90)

(FLEXPART)

넓은 범위 지역에 대기질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델

지구 오난화 가스재 같은 물질- , , -

기후이상변화 물순환 공기오염,

Unix/Linux

(Fortran)

(TEPHRA2)

화산재로 예측-

재난평가를 예측하는데 좋은 모델-

Unix

(C)

(VOLCAPUFF)

정상상태가 아닌 비정상상태에-

기상학과 대기질 모델링시스템

대기질에 있는 장거리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모델

Fortran77/90

(Unix/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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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확산 수치해석2.

가. 난류 전송 모델 무작위 행보법 수치모의 해석 및 검증

이송확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수치 해석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Random

무작위 행보법 에 의한 라그랑지 방식 의 통해 화산재의의 차Walk Method( ) Lagrangian Method( ) 3

원적인 이송과 확산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라그랑지 방식은 시간에 따라 입자를 추적하면서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써 임의의 구역

을 지나가는 연속적인 입자의 계산을 위해서는 많은 입자들의 경로 이를 위해서는 무수히 많

은 입자들을 초기 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계산수행의 시간이 오래 걸리나 실제 상황과 근접.

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수치 계산에 유용하다 오일러 방식은 임의의 격자를 지나가는 입.

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지배 방정식을 통해 오일.

러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1)

여기서 와 는 이동 거리를 나타내고 는 임의의 입자에 이동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x y , u, v .

식 은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와 임의의 격자를 지나가는 입자의 공간에 따라 계산을 하(9-1)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일러 방식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써 연. ,

속적인 입자의 계산에 적합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임의의 격자를 부여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계산수행의 시간이 라그랑지 방식에 비하여 빠르므로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확산 방식은 무작위 행보법을 통해 확산의 정도에 따라 농도 입자들의 위치가 무작위적.

으로 행보함으로써 실제적인 수치 계산을 더욱 설득력 있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무작위적.

운동은 확산이 인 평균과0 의 분산에 의해 결정되며 확산의 분포는 정규분포와 비슷한 거

동을 하게 된다.

입자의 이동경로가 주어지면 다음으로 주어진 측정시간 동안에 입자의 이송과 확산의 계산

을 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작위 행보법을 위해 확산이 인 평균과 분산이 이 되. 0 1

는 수를 만들어 주는 함수인 함수로 수행하며 시스템에 주어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random

도록 경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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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 결과(a) 수치해석 결과(b)

그림 해석해 와 수치해석 비교 검증9-1. (a) (b) .

라그랑지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 임의의 입자를 따라가면서 계산을 수

행하는 방식으로 수치확산 실험결과를 무작위 행보 에 의한 라그랑지 모형의 계(random walk)

산결과와 해석해를 비교한 것이 그림 에 있다 여기서 계산격자는9-1 . × 계산시간의,

간격은 초이며 확산계수는10 sec로 가정하였다 무작위 행보방법에 의한 확산실험결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개 정도의 많은 입자가 있어야만 해석해에 근접하는데 이는 수치모의계,

산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나. 전방입자추적법 수치모의 해석 및 검증

이송 확산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이송확산식에 근거한 다양한 수치 모델링

접근방법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안되었다 한편 오일러 모델은 확산처리 능력에서는 탁월하.

나 이송의 처리에 따른 수치 진동 수치 확산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위 보간을 취해야하는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오일러 방법과 라그랑지 방법을 결합한 방법이. Eulerian-Lagrangian

최근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수치진동과 수치확산을 줄여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위보간 알고리즘이 요구되는데 그에 상응[3-9-9].

하여 계산시간이 더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수치모의에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은 가지고 있다.

위의 수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방입자추적기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의 이송 및

확산에 대한 새로운 혼합 방법을 제안한바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수치계산이 빠르고 결과,

가 정확하다 즉 전방입자추적기법에 의한 수치 계산은 할당된 입자가 계속적으로 전[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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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움직이므로 정확한 이송 과정의 예측이 가능하고 보간 기법으로 인한 계산상의 지연이

없고 수치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무작위 행보방법에 의한 라그랑지 방법과는 유사하나 확산 과정의 계산이 고,

정된 오일러 격자체계에서의 유한 차분법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격.

자당 한 개 정도의 입자가 투여되어도 이송 및 확산 거동을 충분히 모의할 수 있다 그림. 9-2

는 난류 혼합되어 전 화산층에 걸쳐 등농도의 연직기둥을 형성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연속적으

로 진행되는 화산재가 일정한 흐름에 의해 이송되고 병합되어 플룸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러한 현상을 수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나타낸 것이다 [3-9-10].

그림 등 농도 연직 기둥 분포의 가정9-2. .

차원 이송확산 방정식은 다음 식 와 같다3 (9-2) .




 


 


 


 

















 (9-2)

여기서 는 농도이고C , , , 와 , , 는 각각 , , 방향에 대한 확산계수 및 유속

성분이다 물리적으로 이송과정과 확산과정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본 모형에서는 각각. ,

의 과정의 선형성에 기초하여 각각의 과정을 따로 모의한 후에 서로 중첩시키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즉 이송과정은 라그랑지 방법으로 주변유속에 의해 이송되어지는 입자의 연속적인 위. ,

치를 파악하고 각 입자가 위치해 잇는 격자의 가운데로 농도를 할당한 후에 음해 유한 차분, ,

법을 이용하여 확산과정을 수행하고 다시 원래 입자들의 위치로 되돌리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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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격자간 매 시간당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모형의 수치 계산과정은 그림, [3-9-2].

에 있다9-3 .

그림 전방입자 추적법 수치해석 과정9-3. .

이송과정의 관계식은 식 과 같다 이송과정을 물질도함수로 표현한 것이며 특성곡선법(9-3) . ,

에 의하여 수치해석된다 이 식은 주변유속에 의해 특성곡선을 따라 일정하게 이동된[3-9-11].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자의 현재 시간에서의 위치를. (
,
,
 으로 정의할 때 다음 시간에서) ,

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9-3)

수치모형 실험3.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백두산 화산 폭발시 화산재의 이송 및 확산을 모의하였다.

모형의 격자 체계는 가로 세로별로 이다 격자의 간격은168×156 . 도이다 본 모형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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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자료는 기상청 현업 예보용 모델인 RDAPS(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의 자료이다 여기서 격자 시스템은 가로 세로 도 간격으로 카테시안 격자 체계. 1/2 (27× 이30)

다.

계절별 화산재의 이송 확산 모의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입력값인 해상풍 자료는 기상청 현

업 예보용 모델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상청RDAPS . (KMA; Korea Meteorological

에서는 기상수치예보모델을 적용하여 수치예보를 하고 있으며 전지구 모델로는Administration)

를 지역모델은GDAPS(Global Date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Regional Date

를 사용하고 있다 는 와 에 시간으로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 RDAPS 00UTC 12UTC 3

누적된 자료를 격자에 대하여 예측시간으로부터 시간에 대하여 자료를 생성한다30km 48

본 모형에서는 는 시간 마다 회씩 수치모의를 수행하며 계산 수행 시작[3-9-12]. RDAPS 12 1

시간으로부터 시간 후 까지의 예측 자료를 시간 간격으로 산출해내며 화산재의 이동을 좀48 3

더 상세히 모의하기 위하여 분 간격의 바람자료를 보간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계산 수행 시30 . ,

간이 뒤로 이어 질수록 바람장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자료를 하RDAPS

나가 아닌 다중으로 입력한다 이때 입력된 자료 중 가장 최근에 계산된 값만을 자동으로 분류.

하여 실제 해상풍 이동경로에 가장 근접한 값만을 도출해 내도록 하였으며 그림 에서는 위9-4

데이터 가공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자료에서 추출한 해상풍 자료 가공 개념도9-4. RDAPS .

그림 는 입력된 바람장 자료를 도시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앞바다에 저기압이 진출하9-5 .

기 시작한 월 일 시부터 월 일 까지 시간 간격으로 도시되어 있다 러시아 연해주2 22 12 2 24 00 6 .

앞바다에 진출한 저기압을 로 표시하였고 북한 동해안 앞바다에 진출한 저기압을 로 표시A , B

하였다 먼저 그림 는 월 일 시 시점으로서 러시아 연해주 앞바다에 저기압 가 진. 9-5(a) 2 22 12 A

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는 그로부터 시간 후 북한 동해안 앞바다에 저기압 가. 9-5(b) 6 B

진출하기 시작한 시간인 월 일 시의 바람장을 도시하였다 이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생성2 2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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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람장은 시간 전인 월 일 시 보다 작아졌다 그림 는 월 일 시 시점으로6 2 22 12 . 9-5(c) 2 23 00

서 저기압 가 훗카이도 해역을 향하고 있으며 동해로 향하는 바람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기A

압 는 동해의 중앙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다시 저기압 에 의하여 동해안을B . B

향하는 강한 바람장이 형성되었다 그림 는 월 일 시 시점으로서 저기압 가 일본. 9-5(d) 2 23 06 A

훗카이도를 지나 동해로 향하는 바람장을 더욱 발달 시켰으며 저기압 는 동해의 중앙을 지나B

일본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 (b)

(c) (d)

그림 년 동해 너울파 내습시 바람장 이동 경로9-5. 2008 (RDAPS)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a) 2 22 12 , (b) 2 22 18 , (c) 2 23 00 , (d) 2 23 06 .

그림 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인 분석일기도이다 그림 의 바람장 이동경로와 동일9-6 . 9-5

한 시간대의 분석일기도를 배치하여 각 시간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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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장 정보와 분석일기도 모두 예측 및 예보 자료로서 저기압의 위치에 있어 약간의RDAPS

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동경로가 유사하다고 판단 할 수 있었다 [3-9-13].

(a) (b)

(c) (d)

그림 년 동해 너울파 내습시 분석 일기도9-6. 2008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a) 2 22 12 , (b) 2 22 18 , (c) 2 23 00 , (d) 2 23 06 .

가 시스템 운영.

분화 구름 내의 입자의 함량은 우산구름의 꼭대기에서 얼마나 많은 화산재가 확산될 것인가

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고 혹은 우산구름 꼭대기에서 화산재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퍼져나갈 것인가를 계산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3-9-14].

풍향과 풍속은 화산재가 퇴적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화산재가 어떤 방향으

로 얼마나 멀리 운반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화산재 입자를 낙하 속도는 누구누구의.

논문을 인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파라미터는 강하화산재의 침적량으로 이는 화산재 입자,

가 대기로부터 제거될 때 그리고 지표면에서의 화산재의 두께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 아래 그.

림 은 수치모의 시스템의 운용개념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9-7 .



- 238 -

그림 화산재 이송확산9-7.

운용과정.

그림 수치모의 운용 방법9-8. .

본 수치모의 시스템은 운영체제 기반으로서 언어를 이용하여 형식으Windows MATLAB CUI

로 컴파일 된 프로그램이다 본 시스템은 주어진 시간에 바람장 침전속도 오염물질의 위경도. , ,

시작 위경도 지정을 입력 조건으로 하여 수치모의 되어 계산 결과를 도출 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 있다 시스템 내부에서 를 하면 좌측에 바람장의 선택 화면이 나타난. Open winddata click

다 초기화면에서 바람장을 선택하게 되면 우측의 리스트 박스 안에 일치의 분 간격으로 보. 3 30

간된 바람장의 시간을 제시해준다 그림 에는 시스템 운용을 위한 설명이 제시되어있다. 9-8 .

좌측 격자 정보에서 이송확산이 시작된 포인트를 지정하면 우측에 지점의 위경도 정보가 제

공된다 위치 설정과 시간 설정을 마치게 되면 을 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바람정. Animation click

보의 시작 날짜로부터 선택된 시간 바람정보까지의 수치모의가 수행된다.

나 수치모의 분석 계절별 화산재 예측.

분화 물질이 더 많다는 것은 확산되는 화산재가 더 많이 방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

사하게 더 긴 시간 동안의 지속적인 분화는 더 많은 화산재를 방출할 것이며 더 넓은 지역으,

로 퍼져나갈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연주의 높이가 더 높다는 것은 화산재가 퍼.

져나갈 수 있는 확산 범위와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화산재 입자들의 강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분연주에 작용하는 풍속이 더 세다는 것은 화산재.

의 확산 방향과 거리 뿐 아니라 확산 규모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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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지역의 풍향은 계절에 무관하게 주로 서풍 계열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통상적인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백두산에서 발생한 화산재는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나 백두산 지.

역에 서풍이 불다가 북풍 계열의 바람 북풍 또는 북동풍 이 유입되면 화산재는 남한으로 확산( )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각 계절별로 화산재가 백두산 지역에서 남하하여 한반도남부로 확장 진.

출될 가능성은 최근 년간의 기상장 분석 결과 약 로 계산되었다 화산분출은 현3 28% [3-9-16].

재 지진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천지내 북서부에 분출하고 계절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

인 북서계절풍의 빈도가 높은 가을에서 봄 사이에 분화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실시하였다 분.

출시 폭발력에 의해 정도의 성층권역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도까지 상승한 입자12km .

들은 대류권에서의 확산과 풍속에 따라 멀리 이동할 수 있어 풍향에 따라 광범위하게 퇴적될

수 있다 따라서 화산재의 높이는 고도 까지 시뮬레이션하였다 화산재 시뮬레이션. 1, 3, 10km .

에 사용된 변수는 분출고도 화산재양 대기확산속도 풍속 풍향 확산계수는, , , , , 2000 

을 적용하였으며 표 에 수치해석의 입력값을 제시하였다[3-9-17] 9-4 .

계산수행시간 바람장 적용 분출높이 확산속도 침강계수

일3

봄

여름

가을

봄겨울

1 km

3 km

10 km

2000  3 cm/s

표 수치모의 입력 변수9-4.

시뮬레이션에서 화산분화는 계절에 따른 방향을 제한하였지만 시뮬레이션에서와 같이 북서,

계절풍을 따라 화산재가 이동한다면 시간이면 울릉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12

다 하지만 실제 폭발시 대기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향한다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이 화산재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화산재가 북서 계절풍을 따라 지속.

적으로 확산된다면 시간 후에는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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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a) (2014.3.10)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12 hr

봄(b) (2014.3.10)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24 hr

봄(c) (2014.3.10)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48 hr

여름(d) (2014.8.12)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12 hr

여름(e) (2014.8.12)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24 hr

여름(f) (2014.8.12)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48 hr

가을(g) (2014.10.14)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12 hr

가을(j) (2014.10.14)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24 hr

가을(i) (2014.10.14)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48 hr

겨울(j) (2014.1.19)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12 hr

겨울(k) (2014.1.19)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24 hr

겨울(l) (2014.1.19)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48 hr

그림 년 화산재 고도 침적범위9-9. 2014 ( 1km)

봄 여름 가을 겨울(a-c) (d-f) (g-i) (j-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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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a) (2014.3.10)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12 hr

봄(b) (2014.3.10)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24 hr

봄(c) (2014.3.10)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48 hr

여름(d) (2014.8.12)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12 hr

여름(e) (2014.8.12)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24 hr

여름(f) (2014.8.12)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48 hr

가을(g) (2014.10.14)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12 hr

가을(h) (2014.10.14)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24 hr

가을(i) (2014.10.14)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48 hr

겨울(j) (2014.1.19)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12 hr

겨울(h) (2014.1.19)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24 hr

겨울(l) (2014.1.19)

화산재높이 3km

수치모의 +48 hr

그림 년 화산재 고도 침적범위9-10. 2014 ( 3km)

봄 여름 가을 겨울(a-c) (d-f) (g-i) (j-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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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a) (2014.3.10)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12 hr

봄(b) (2014.3.10)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24 hr

봄(c) (2014.3.10)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48 hr

여름(d) (2014.8.12)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12 hr

여름(e) (2014.8.12)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24 hr

여름(f) (2014.8.12)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48 hr

가을(g) (2014.10.14)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12 hr

가을(h) (2014.10.14)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24 hr

가을(i) (2014.10.14)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48 hr

겨울(j) (2014.1.19)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12 hr

겨울(k) (2014.1.19)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24 hr

겨울(l) (2014.1.19)

화산재높이 10km

수치모의 +48 hr

그림 년 화산재 고도 침적범위9-11. 2014 ( 10km)

봄 여름 가을 겨울(a-c) (d-f) (g-i) (j-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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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치모의 분석 일본 아소산 화산재 예측.

아소산은 일본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만년전 화산 활동을 시작해 하루에도 수백 명이3000

몰리는 관광지이지만 지난 년 아무런 전조 없이 화산이 터져 명이 사망했고 년 전에, 1958 12 35

는 대규모 폭발로 관광객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있었다 일 오전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3 . 26

나케다케 제 화구에서 화산재가 높이 연기 기둥은 까지 치솟았다고 현지 언론들이1 1km , 1.5 km

보도했다 일 분화를 시작해 이날은 화염과 함께 화산재가 구마모토현뿐 아니라 오[3-9-18]. 25

이타현 지역까지 퍼졌다30~50km .

특히 아소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워 도쿄까지 직선거리가 지만 서울까지는, 900 650㎞

부산까지는 에 불과하여 특히 여름철 남동풍이 불면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350 ,㎞ ㎞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화산재가 계속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에도 건강상의 피해도.

우려돼 화산재가 떨어지는 범위와 정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상청 현업 예보용

모델인 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와 시간후 화산재RDAPS . 24

는 아소산으로부터 서풍을 따라 약 지역까지 퍼저 나갔으며 남동풍을 따라 화산재가 이20km

동한다면 시간이면 부산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다 대기 방향이 남동풍으로 향48 .

한다면 우리나라 남부 지역이 화산재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남서풍이라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영향을 보여준다.

(a) 2014.11.26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12 hr

(b) 2014.11.26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48 hr

(c) 2014.11.26

화산재높이 1km

수치모의 +72 hr

그림 아소산 화산재 고도 침적범위9-12. ( 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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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 연동 체계 개발10 DB GUI

개발환경1.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 이하 초기버전은 레드햇 리눅스 계열의( RAPS-K) (Red Hat Linux)

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프로그램 구CentOS(The Community ENTerprise Operating System)

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의 개발 시 소스코드APM(Apache, PHP, MySQL) . RAPS-K

편집 및 파일 관리를 위해 와 를 이용하였으며 접속을 통한 터미Aptana Studio 3 FileZilla SSH

널 사용을 위해 가 이용되었다 의 프레임워크로는 오픈소스인 가 사PuTTY . RAPS-K Wordpress

용되었다.

개발도구2.

의 개발 시 소스코드 편집 및 파일 관리를 위해 와 를 이용하RAPS-K Aptana Studio 3 FileZilla

였으며 원격 접속을 통한 터미널 사용을 위해 가 이용되었다SSH PuTTY .

가. Aptana Studio 3

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서 등 다양한 를 지원Aptana studio 3 Windows, Mac OS, Linux OS

하고 등 많은 개발 언어의 편집을 위한XHTML, PHP, CSS, Javascript Code Assist,

등 여러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Auto-format .

다운로드(1) Aptana Studio 3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다음 주소에 접속하여 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윈도Aptana Studio 3

우 등 아래에서 안내되는 내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를 통해 직접 설, Mac OS

치 파일을 내려 받아 설치해야 한다.

다운로드 주소 : http://www.aptana.com/products/studio3/download.html

이후 안내는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터미널에 다음 명령을 입력해 설치 파일을 내Centos

려받을 수 있다.

$ wget https://github.com/aptana/studio3/releases/download/v3.6.1/Aptana_Studio_3_Setup_Linux_x86_64_3.6.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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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2) Aptana Studio 3

내려받은 의 설치 압축 파일을 경로에 해제한다Aptana Sutdio 3 /tmp .

$ unzip Aptana_Studio_3_Setup_Linux_x86_64_3.6.1.zip d /tmp–

압축 해제된 의 경로를 변경한다Aptana Studio 3 .

$ mv /tmp/Aptana_Studio_3 /opt

프로그램의 편리한 실행을 위해 링크를 설정한다.

$ ln /opt/Aptana_Studio_3/AptanaStudio3 /usr/local/bin/aptana

실행(3) Aptana Studio 3

터미널에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를 실행한다Aptana Studio 3 .

$ aptana

나. FileZilla

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환경에서 및 를 지원하며FileZilla GUI FTP SFTP Windows, Mac

등 다양한 를 지원하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서OS, Linux OS . RAPS-K

버에 다량의 파일의 복사 삭제 다운로드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저장소 등록(1)

터미널의 명령을 통해 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장소 를 등록해야 한install FileZilla (Repository)

다 다음의 명령을 터미널에 입력한다. .

$ rpm -ivh http://fedora.mirrors.pair.com/epel/6/i386/epel-release-6-8.noarch.rpm

설치(2)

다음의 명령을 실행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yum install filezilla

실행(3)

다음의 명령을 실행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filez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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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환경 구축3.

프로그램은 환경에서 개발되었으며 운영 시에도 동일한RAPS-K APM(Apache, PHP, MySQL)

환경이 필요하다 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웹 서버를 구현하였으며 동적인 웹 페. Apache HTTP

이지 생성 및 데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를 이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PHP5 .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MySQL .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설치를 시작한다APM .

$ yum install httpd mysql mysql-server php php-mysql

현재 서버에 설치되어있는 관련 패키지들의 버전 정보는 다음과 같다APM .

$ rpm -qa | egrep "^(httpd|php|mysql)" | sort -n
httpd-2.2.15-29.el6.centos.x86_64
httpd-tools-2.2.15-29.el6.centos.x86_64
mysql-5.5.46-1.el6.remi.x86_64
mysql-libs-5.5.46-1.el6.remi.x86_64
mysql-server-5.5.46-1.el6.remi.x86_64
php-5.3.3-26.el6.x86_64
php-cli-5.3.3-26.el6.x86_64
php-common-5.3.3-26.el6.x86_64
php-mysql-5.3.3-26.el6.x86_64
php-pdo-5.3.3-26.el6.x86_64

가 설정. Apache

파일을 열고 항목을 변경한다 줄 번호/etc/httpd/conf/httpd.conf ServerName . ( : 277)

#ServerName www.example.com:80
ServerName 147.43.172.76:80

서버 부팅 시 자동 시작되도록 설정한다.

$ chkconfig httpd on

나 설정. MySQL

현재 서버에 생성된 관리자 계정은 다음과 같다.

ID : root

PW : Smardi0292@!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RAPS-K raps .

서버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한다.

$ chkconfig mysql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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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ordpress

이하 워드프레스 는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 형태의Wordpress( ) APM CMS (Content

프레임워크로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템플릿을 구성하였으며 회Management System) RAPS-K

원 관리 및 환경 개발에 활용되었다GUI .

가 설치.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

$ wget wordpress.org/wordpress-4.3.1.tar.gz /var/www/html

최신 버전의 워드프레스 설치 파일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https://ko.wordpress.org

과 같은 화면에서 우측의 다운로드 링크의 연결 주소를 명령어 이후의 파라10-1 [.tar.gz ] wget

미터로 입력하여 최신 버전의 설치파일을 내려 받도록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이전 버전으로 설.

치 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버전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다운로드 주소 확인10-1. Wordpress .

다운로드 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다.

$ tar zxvf -C wordpress-4.3.1.tar.gz /var/ww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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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을 해제하면 압축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생성된다 이하의 경로는. /var/www/html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서버의 주소와 같으므로 폴더 이름을 변경한다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주소로 접속하여 이후의 설치 과정을 진행할 수 있, https://147.43.172.76/SMARDI

다.

$ mv wordpress-4.3.1 SMARDI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의 웹서버 접근 권한 및 계정의 개발 권한을 위해 다음의 명령smardi

을 입력해 폴더의 소유권을 변경한다 소유자는 로 변경하였으며 그룹은SMARDI . smardi ,

로 변경하였다 현재 서버에서 서버 의 계정은 로 설정되어있으므nobody . HTTP (Apache) nobody

로 이와 같이 설정한다.

$ chown R smardi:nobody /var/www/html/SMARDI–

웹 브라우저를 통해 주소로 접속하면 그림 와 같은 설정 화https://147.43.172.76/SMARDI 10-2

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

그림 워드프레스 설치 화면의 예10-2. .



- 249 -

이 때 생성하는 관리자 계정은 다음과 같다, .

ID : admraps

PW : SMARDI0292@!

나. Plugins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몇 가지 플러그인을 워드프레스에 추가하였다 현재 다음과RAPS-K .

같은 플러그인들이 설치되어있다.

- Akismet

- Duplicator

- HTML Javascript Adder

- Include Me

- Insert PHP

- IP Based Login

- iThemes Security

- KBoard

- Nav Menu Roles

- Ninja Forms

- Popup Maker

- Theme File Duplicator

- TinyMCE Advanced

- WP Canvas - Shortcodes

- WP Google Maps

각 플러그인들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Akismet

아키스멧은 웹 사이트의 스팸 필터링 서비스로 전세계적으로 사용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오랫동안 많은 패턴들이 학습되어 수많은 스팸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수시로

침입을 시도하는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 Duplicator

워드프레스의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시스템을 이관하기 위한 플러그인으로 스마디 서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동일한 환경 및 설정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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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ML Javascript Adder

워드프레스 컨텐츠 내에서 구문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다Javascript .

(4) Include Me

컨텐츠 내에 및 등의 코드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다Javascript CSS, HTML .

(5) Insert PHP

컨텐츠 내에 구문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다PHP .

(6) IP Based Login

회원 로그인 시 회원별로 등록된 인지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IP .

(7) iThemes Security

웹 프로그램의 각종 보안 설정을 검토하고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RAPS-K .

(8) KBoard

공지사항 등 한국형 게시판 구현을 위해 사용된다.

(9) Nav Menu Roles

웹 프로그램의 메뉴를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RAPS-K .

(10) Ninja Form

다양한 사용자 입력 폼을 작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11) Popup Maker

팝업 화면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12) Theme File Duplicator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하는 테마와 개발 중인 테마를 분리하여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13) TinyMCE Advanced

워드프레스 입력 도구를 보다 편한 입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에디터로 확장하WYSIWYG

기 위해 사용된다.

(14) WP Canvas - Shortcodes

워드프레스의 여러 플러그인 및 위젯을 삽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15) WP Google Maps

워드프레스 페이지 내에 구글 지도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다 보안 설정.

클라이언트의 접속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플러그인이 사용된다iThemes Security .

현재 프로그램에 적용된 보안 설정은 다음과 같다.

워드프레스의 설정이 포함되어있는 파일과 파일의 숨김 및 외부 접wp-config.php .ht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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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차단

일 동안 동일한 에서 회 이상의 부정적인 접근이 발생할 경우 분간 접근 차단7 IP 3 15

차단되는 사용자 발생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 자동 발송

매일 데이터베이스 백업

사용자가 임의의 주소로 접속하여 페이지 발생 시 오류를 확인할 수 없도록 빈 페이지404

표시하여 임의의 접근을 통한 사이트 구조 파악을 차단

한 사용자가 번 이상 잘못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분 동안 접속 차단5 5

회원 생성 시 강화된 패스워드 사용 강제

사용자가 사이트 이용 시 가 아닌 별칭이 표시ID

그 외 보안사항은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시 추가 예정

구조5. Raps-K

프로그램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사용자의 입력 및 화면RAPS-K /var/www/html/SMARDI . GUI

구성등 포어그라운드는 워드프레스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와 를 통해 백raps-data raps-function

그라운드 프로그램이 구현되어있다.

가. raps-data

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의 하위 경로raps-data /var/www/html/SMARDI/raps-data . raps-data

에는 등의 폴더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경로에는 사용자의 평가 단계마input, output, post, ref

다 발생되는 파일 또는 템플릿 파일들이 저장된다.

(1) input

경로에는 사용자별로 평가를 시작할 때 생성하는 파일들이 사용자명의raps-data/input input

폴더에 저장된다 사용자가 새로운 평가를 시작하여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기존의 사용. input

자명의 폴더에 포함된 파일들은 삭제 후 새롭게 생성된다 평가 완료 시 평가에 사용된. input

파일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 완료 후에도 삭제되지 않는다.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생성되는 파일은 이며 각 파일의 내용input.inc, release1.dat, source1.dat

예시 은 그림 그림 와 같다( ) 10-3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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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예시10-3. input.inc .

그림 예시10-4. release1.dat .

그림 예시10-5. source1.dat .

(2) output

경로에는 사용자별로 평가 완료 시 계산 서버에서 전달받은 결과 로우 파일들raps-data/out

과 그래픽 요소로 가공된 지도 및 그래프 파일들이 저장된다 평가 완료 시 계산 서버에서는.

생성된 모든 파일들을 형태로 압축하여 로그인 서버에 전달한다 로그인 서버에서는output.zip .

해당 파일을 평가를 수행한 사용자명의 폴더에 압축 해제를 수행한다 해제된 각 파일들은 그.

래프 및 지도 이미지 생성에 활용되며 해당 작업이 끝나면 경로로 복사된다/raps-data/post .

매 평가 수행 시마다 내의 이전에 생성됐던 파일들은 삭제된다output .

평가 결과로 계산 서버에서 로그인 서버로 전달되는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airc_time.out

cc_plot1.out

dryc_plot.out

dryc_plot1.out

dryc_time.out

ladas.out

led_chk

legend_p.out

wetc_plot1.out

wetc_tim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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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파일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airc_time.out

타입의 주요 도시별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air .

첫 번째 행의 문자열을 분석하여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들의 단위를 추출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의 문자열들을 분석하여 날짜 정보의 위치와 그래프로 생성할 도시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열의 값을 통해 그래프 생성 시 축에 해당하는 시간 지표를 추출할 수 있다date x .

각 도시별 열의 값을 통해 그래프 생성 시 축에 해당하는 시간 지표를 추출할 수 있다y .

2) dryc_time.out

타입의 주요 도시별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dry .

파일의 분석은 파일과 동일하게 수행하여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airc_time.out .

3) wetc_time.out

타입의 주요 도시별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wet .

파일의 분석은 파일과 동일하게 수행하여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airc_time.out .

4) cc_plot1.out

평가 결과로 생성된 평가 기간 동안의 한반도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도 데이터가 바이너

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데이터는 평가 기간 동안 일정 시간 간격 예 시간 으로 일정한 고. ( : 3 )

도 별로 생성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 약 이상 로 생성된다( 500MB ) .

5) ladas.out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를 기록한 파일이다 로그인 서버에서는 계산.

서버에서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이 파일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평가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6) legend_p.out

평가 결과로 지도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각 지도 데이터의 고도 지표를 얻을 수 있다.

(3) post

경로에는 사용자들이 수행한 평가 결과들이 사용자명과 시간의 조합으로 이raps-data/post

루어진 경로에 저장된다 시간 값은 형태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 및 각. Unix timestamp .

사용자는 로그인 서버에서 수행한 평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파일이 생성된 경로는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폴더에 저장된 결과 파일들은 일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삭제된. post 3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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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

경로에는 평가 결과를 그래픽 데이터로 가공할 때 사용되는 파일들이 저장된raps-data/ref

다 그림 과 같이 현재 등의 파일이 저장되어있으며 지도 데이터 생성. 10-6 coastline_1px.png

시 이미지 위에 오버레이되는 용도로 활용된다.

그림 10-6. coastline_4px.png.

나. raps-function

은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의raps-function /var/www/html/SMARDI/raps-function . raps-function

하위 경로에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경로에는 평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ladas, loras

프로그램 코드들이 포함되어있다 폴더 내에는 등의 경로로 나뉘. ladas input, calc, post, result

어져 있으며 각각 평가 과정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1) input

경로에는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파일을 검증하여 계산raps-function/input input ,

서버에 전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파일들이 포함되어있다 경로에 포함된 파일들은. input

다음과 같다.

generate_input_files.php

get_input_template_preview_sourc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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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_input_template.php

save_input_template.php

temp_edit_template_script.html

temp_input_popup.php

temp_ladas_input_start_calc.php

temp_load_template_in_ladas.php

여기서 각 파일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generate_input_file.php

사용자가 평가 입력 화면에서 폼에 입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파일의 내용을Ladas input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파일에는 표 과 같이 등 개의 파라generate_input_file.php 10-1 content, input_type, user 3

미터가 전달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한다. .

값에 따라서 경로 내에 사용자명의 폴더를 생성한다user raps-data/input .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여 해당하는 타입의 파일명을 가져온다input_type .

값을 리눅스에서 파일에 저장해도 오류가 나지 않도록 변환한다content .

변환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모든 결과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경우 문자열을 반환한다“OK” .

표 매개변수10-1. generate_input_file.php

Parameter description

content 파일에 기록될input text

input_type 파일의 종류input

user 평가 수행 사용자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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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t_input_template_preview_source.php

파일 템플릿 편집 화면에서 그림 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템플릿 값의 미리보input 10-7

기를 나타내기 위한 등을 포함한 파일을 생성한다HTML, CSS, Javascript .

그림 파일 템플릿 수정 시 미리보기 예시10-7. input .

3) get_input_template_preview.php

파일 생성 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적용되어 그림 과 같이 표시되는 미input 10-8

리보기를 생성한다.

그림 파일 작성 시 미리보기 예시10-8. in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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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t_input_template.php

매개변수로 전다로디는 값에 따라서 평가의 파일로 지정된 템플릿input_type LADAS input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 반환한다.

5) save_input_template.php

파일의 템플릿 편집 화면에서 사용자가 변경한 템플릿 내용을 과input input_type content

값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6) temp_edit_template_script.html

파일 템플릿 편집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동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input

코드가 포함되어있다 버튼의 눌림에 따른 동작 및 입력된 값의 유효성 검증 등을Javascript .

수행한다.

이 파일은 직접적으로 불려 사용되지 않고 워드프레스 페이지에 삽입되어 동작한다 워드, .

프레스 페이지에 코드를 입력할 경우 등의 편의 기Javascript , Audo-formatting, Code Assistant

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에서 먼저 편집한 후 워드프레스로 옮기는 형태로Aptana Studio 3

진행되었다.

7) temp_input_popup.php

파일 정보 입력 후 입력 파일 생성 버튼 클릭 시 그림 와 같이 계산 시작을 확input [ ] 10-9

인하는 팝업을 표시하는 코드를 포함한다 시작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Javascript . [ .]

으로 이동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임시 저장된 파일들을 생성하여 계산 서버에 전송한다input .

그림 생성 중 계산 시작 확인 팝업10-9. Input .

8) temp_ladas_input_start_calc.php

사용자가 계산 시작 버튼을 클릭할 경우 계산 진행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취소 버튼을 클,

릭할 경우 파일 수정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코드를 포함한다input Java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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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mp_load_template_in_ladas.php

파일 편집 화면에서 파일을 불러오는input get_input_template_preview_source.php

코드를 포함한다Javascript .

(2) calc

경로에는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한 후 계산 서버에서 계산이 진행되raps-function/calc input ,

는 동안의 로직을 담고 있다 경로에 포함된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calc .

checkProgress.php

copyInputFiles.php

makeCloneDataset.php

runLadas.php

temp_ladas_calc_log_progress.php

temp_ladas_calc_lo_table.php

temp_ladas_calc_process.php

temp_ladas_calc_receive_input.php

여기서 각 파일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checkProgress.php

접속을 통해 계산 서버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변경되는 파일을 수시로SSH ladas.out

확인하여 현재 계산 진행 정도를 파악한다.

2) copuInputFiles.php

접속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을 계산 서버로 복사한다SSH input .

3) makeCloneDataset.php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사용자가 생성하지 않았지만 계산에 필요한 파일들을 계산LADAS ,

서버의 템플릿 폴더에서 사용자명의 폴더로 복사하여 평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runLadas.php

접속을 통해 계산 서버 내 사용자명의 폴더에 생성된 를 통해SSH (makeCloneDataset.php

복사된 파일을 실행해 계산을 시작시킨다) run.sh .

5) temp_ladas_calc_log_progressphp

계산 과장을 나타내는 로딩 막대 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는 코드(Progress bar)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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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6) temp_ladas_calc_log_table.php

계산 과정의 로그 데이터를 표시하는 테이블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코드를 포함한다CSS .

7) temp_ladas_calc_process.php

평가 과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불려야 하는 프로그램들을 관리한다.

평가가 시작되면 계산 서버 내에 사용자명의 작업 폴더를 생성한다.

사용자가 입력했던 정보로 생성된 파일들을 작업 폴더로 복사한다input .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진행 정도를 확인한다. ( )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 파일들을 압축하여 로그인 서버로 복사해온다.

복사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다.

결과 파일들로 그래프와 지도 데이터를 생성한다.

결과 확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3) post

경로에는 평가가 완료된 후 사용자에게 제공할 그래프 및 지도 이미지를raps-function/post

생성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있다 경로에 포함된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post .

checkMapProgress.php

downloadOutputs.php

generateGraph.php

generateMap.php

generateMapSpecificHeight.php

getLastPostUid.php

moveOutputs.php

여기서 각 파일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checkMapProgress.php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지도 이미지 생성의 진행률 을 확인하여 반환한다(%) .

2) downloadOutputs.php

계산 서버에 평가 종료 후 사용자명의 폴더에 생성된 폴더 내의 파일들을 압output1_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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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 및 를 통해 로그인 서버로 가져온다SSH SFTP .

3) generateGraph.php

평가 결과 주요 도시별 시간대별 오염 정도에 대한 그래프를 생성한다.

4) generateMap.php

평가 결과 한반도 주변의 시간대별 고도별 오염도 지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

5) gemerateMapSpecificHeight.php

평가 결과로부터 특정 고도에 대한 시간대별 오염도 지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6) getLastPostUid.php

평가를 수행한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작업 고유번호 를 확인한다(ID) .

7) moveOutputs.php

경로에 생성된 임시 결과 파일들을 경로로 이동한다 빠른raps-data/output raps-data/post .

이동을 위해 파일들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4) result

경로에는 평가가 완료된 후 사용자에게 그래프 및 지도 이미지를 표시하raps-function/result

기 위한 로직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로에 포함된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result .

generateMapLegend.php

getAllMapSrc.php

getDownloadUrl.php

getGraphList.php

getLabelHeight.php

getLabelTime.php

getLegendLabels.php

getMapSrc.php

temp_map_container.php

temp_map_container.php

temp_result_page.php

여기서 각 파일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generateMapLegen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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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의 오염도 지표에 색상을 할당한 이미지를 반환한다.

2) getAllMapSrc.php

현재 수행된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모든 지도 이미지들의 들을 반환한다 들은 쉼표url . url

로 구분되어 한 줄의 형태로 반환된다(,) text .

3) getDownloadUrl.php

현재 수행된 평가 결과 파일들을 압축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을 반환한다Url .

4) getGraphList.php

평가 결과로 생성된 그래프 이미지들의 을 반환한다 은 쉼표로 구분되어 한 줄의url . url

형태로 반환된다text .

5) getLabelHeight.php

지도 이미지를 표현할 때 고도 지표를 확인한다 고도 값은 쉼표로 구분되어 한 줄의. text

형태로 반환된다.

6) getLabelTime.php

지도 이미지를 표현할 때 시간 지표를 확인한다 시간은 쉼표로 구분되어 한 줄의 형. text

태로 반환된다.

7) getLegendLabels.php

지도 이미지에서 오염도 지표의 값들을 반환한다.

8) getMapSrc.php

특정 시간 특정 고도에 대한 지도의 을 반환한다, url .

9) temp_map_container.php

지도 영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한다 고도와 시간Javascript .

을 선택하는 슬라이드 스위치의 이벤트를 관리한다.

10) temp_map_controller.php

지도 영역에 구글 지도를 불러오고 위도 및 경도 가이드라인을 표시하도록 하는 Javascript

코드를 포함한다.

11) temp_result_page.php

결과 화면을 채우는 요소들 지도 이미지 그래프 등 을 순차적으로 불러오도록 하는( , )

코드를 포함한다Javascript .

(5) etc

경로에는 평가와 별도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활용된 프로그램들이 포함raps-function/etc

되어 있다 경로에 포함된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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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GeoDataToDB.php

insertGeoCellDataToDB.php

getCellRealData.php

generateGeoCellPixcelData.php

insertGeoCellPixcelDataToDB.php

modifyColumnZero.php

여기서 각 파일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insertGeoDataToDB.php

파일 중 하나인 파일 내에는 결과가 도출되는 지점들의 위도 경도 값이input geop_to.dat ,

저장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파일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불. insertGeoDataToDB.php geop_to.dat

려들여 측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점의 위도 경도 값을 내 테이블에 저장, DB rapsk_geo_info

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테이블의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column .

동서 방향으로 현재 지점이 몇 번째로 위치하는지 번호를 지정한다row_no : .

남북 방향으로 현재 지점이 몇 번째로 위치하는지 번호를 지정한다col_no : .

현재 지점의 경도 값을 지정한다lat : .

현재 지점의 위도 값을 지정한다lon : .

2) insertGeoCellDataToDB.php

테이블에 저장된 각 지점들의 위치 값들은 지도상에 표시될 때 점으로 표rapsk_geo_info

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각 지점과 지점 사이에 사각형 영역 을 생성하insertGeoCellDataToDB.php (Cell)

는 동작을 수행한다 은 행 열의 지점부터 한 열씩 생성한 뒤 한 행의 지점들의 이 생. cell 1 1 cell

성되면 다음 행의 열부터 을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 때 각 지점의 을 생성하는1 cell . cell

규칙은 다음과 같다.

행 열의 경우 현 지점으로부터 행 열 사이의 값 과 현 지점으로부터 행 열1 1 : 1 2 (width) 2 1

사이의 값 를 구한다 현 지점의 위도 와 경도 값에 와 을 적용해서(height) . (lon) (lat) width height

현 지점의 을 생성한다cell .

좌측 상단의 위도 : lon width/2–

우측 상단의 위도 : lon + width/2

우측 하단의 위도 : lon + width/2

좌측 하단의 위도 : lon widt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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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의 경도 : lat + height/2

우측 상단의 경도 : lat + height/2

우측 하단의 경도 : lat height/2–

좌측 하단의 경도 : lat height/2–

그 외의 경우 좌측의 값은 이미 계산된 지점의 우측 값으로 지정된다 우측 하단의 위치: .

는 현 지점과 오른쪽 아래 행 열 의 지점을 연결한 직선과 오른쪽 열 의 지점 아래쪽(+1 +1 ) (+1 ) ,

행 의 지점을 연결한 직선이 교차하는 위치로 결정된다 우측 상단의 위치는 현 지점의(+1 ) . x

방향 수평선에 직교하며 우측 하단 지점의 방향 마이너스 거리만큼의 위치로 결정된다y .

3) getCellRealData.php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각 지점을 둘러싼 의 꼭짓점들의 좌표insertGeoCellDataToDB.php cell

위도 경도 를 반환한다 각 좌표는 쉼표로 구분되어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된다( , ) . .

4) generateGeoCellPixcelData.php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각 지점을 둘러싼 을 지도에insertGeoCellDataToDB.php cell Google

표현하기 위해서 각 꼭짓점의 값을 픽셀 단위로 변환해야한다 이러한 픽셀로 변환된 위치 정.

보를 이용하여 측정 결과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이미지를 지도상에 그림Google

과 같이 오버레이시킬 수 있다10-10 .

그림 프로그램 실행 화면10-10. generateGeoCellPixcelData.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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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지도가 표시되며 중앙은 모든 지점의 중앙값과 맞춰Google

져있다 화면 상단에는 위경도 좌표를 픽셀 좌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 번호를 입력하게 되. cell

어있으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좌표 변환이 진행된다 변환cell .

된 좌표는 파일을 통해 에 저장된다 변환 시 픽셀 좌표는insertGeoCellPixcelDataToDB.php DB .

현재 나타난 지도의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로 변환되므로 좌측 상단의 위치보다

좌측에 있거나 위에 있는 지점의 경우 마이너스 값으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변환이.

끝난 뒤에는 전체적으로 오프셋을 적용하여 가장 좌측에 위치한 의 꼭짓점의 좌표를 으cell x 0

로 가장 위에 위치한 의 꼭짓점의 좌표를 으로 정규화해야 한다, cell y 0 .

5) insertGeoCellPixcelDataToDB.php

프로그램에서 픽셀 값으로 변환된 위치 정보를 에 저장generateGeoCellPixcelData.php DB

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6) modifyColumnZero.php

픽셀 값으로 변환된 의 모든 꼭짓점들의 좌표 값과 좌표 값을 조회하여 최소값과 최cell x y

대값을 찾아낸다 이 때 각 좌표축의 최소값을 으로 만들 수 있는 오프셋을 계산하여 모든. , 0

좌표값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측정 결과로 표현되는 이미지의 크기가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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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

제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1

본 연구를 통하여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를 안정적으

로 수신하고 대용량의 수치예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전처리 및 모듈, DBㆍ

을 개발하였다 수신된 기상자료를 대기확산 해석 모델인 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LADAS-Global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와 계산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파일을 미리 변환하여 자료를

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년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체결을 통DB . 2012 MOU

하여 한국기상청의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였다 지구규모UM .

대기확산모델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계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파일로 구성하여 계산시작 일을 입력하면 기상수치예보자료의 폴더를 자동으로interactive

찾아 계산 시작일로 부터 종료일까지 해당 기간을 찾아 필요한 기상 정보를 추출하는 shell

을 개발하여 지구규모 대기확산모델의 운영을 간편화하였다program .

전 세계 원자력시설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구규모 차원 대기확산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3 LADAS-Global . LADAS-

은 후쿠시마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및 의 확산현상을 모사하였고Global Xe-133, I-131 Cs-137 ,

과 의 공기중 계산된 핵종 농도 값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농도 값과I-131 Cs-137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은 관측값과 전반적인 일치를 보여 방사. LADAS-Global

선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현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지규모. 2011

대기확산모델 만이 개발되어 국지규모의 평가만이 수행되어 지구규모 관점의LADAS-Regional

확산평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 개발되어 전 세계 방사선. LADAS-Global

사고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이 가능해졌다 또한 방사성핵종에 의한 초기 및 장기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지구규모 대기확.

산모델 의 산정결과인 공기 및 지표면 침적 핵종농도 값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여Ladas-Global

피폭선량과 지표면 침적농도 값을 산정하였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평가를 위하여 해양확산모델 을 개발하였LORAS-Global

다 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해양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해수. LORAS-Global ,

부유사 및 해저토내 농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연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모델,

을 병렬화하여 신속한 계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후쿠시마 사고시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Cs-137

의 지구규모 확산도를 산정한 결과 년에 미국 서부 연안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는 쿠로시오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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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에 의해 태평양을 순환하여 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남해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2015 ,

양이 너무 작아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핵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오.

염되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여 인간이 받게 될 선량 및 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해양구획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양 구획모델의 산정결과를 후쿠시마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 중 관.

측값과 비교하여 본 바 좋은 일치를 보였다.

지역규모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

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확산해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양 순환이므로 연안역의 지진해일에 의한 고립파 재현과 파고 유속 및,

전단응력 측정을 위한 수리장치를 포함하여 수리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모형장치는 지진해일.

로 인한 토사 이동 침식 쇄굴 및 월파로 인한 침수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소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시설 월성 호기의1, 2

냉각시설을 위한 취수구역을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수리모형장치는 크게 파 발생장치 회. ,

전식 연안구조물 대형수조 유속 및 토압측정 장치로 구성되었다 수리모형장치에서 고립파의, , .

재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파의 발생이다 일정한 주기를 갖는 고립파 발생을 위하여 파.

발생장치를 제작하였는데 장치는 크게 파 발생 크기를 조절해 주는 제어 소프트웨어 회전식, ,

스크류축 파 재현 구동판 등으로 구성되었다, .

개발된 지구규모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은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의 핵심기술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만일의 사고시 정

부의 비상대응행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절 관련 분야 기여도2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전 세계 원전 사고

시 신속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선진적 방사선 환경ㆍ

방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 및 해양 확산평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및 주변국 원전시설 사고시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심기술 확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고유의 모델을 확보함으로써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

은 기술을 확보하였다 특히 중국의 원전 시설은 중국의 동해안 지역이 많이 위치함으로써 만.

일의 중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대기 및 해양확산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긴급히 필요하다.

대기 및 해양 방사능 오염 확산 피해 예측을 통하여 원자력시설에서의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

비하는 기술로서 환경과 주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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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원전 사고 대비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 ,

템은 및 등의 원자력전문기관에서 사고시 환경평가를 위하여 활용가능하고 이를 통IAEA KINS

하여 방사선 환경방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화를 선도할 수 있다 방사.

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IAEA/RCA , ,

리핀 태국 말레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적 우위를, ,

선점함으로써 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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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은 전 세계 원전 및 주변국의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차원의 방사선 환경방호ㆍ

대응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본 기술을 활용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후쿠시마 사고후 국제사회는 조사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를 구성하여 사고후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방사선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표.

적으로 산하 및 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후쿠시마 사고UN UNSCEAR, IAEA OECD/NEA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사선 영향 및 조사.

평가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를 국제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사선 환경방호 분야의 기술력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전 주변 환경 영향 및 안전성 평가에 확산영향 결정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건설시,

인허가 평가와 건설 후 주변 대기 및 해황 변화 현상을 예측하여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대기 및 해양 방사능 오염 확산 피해 예측 기술은 원자력시설에서의 만일의 비상. /

사태를 대비하는 기술로서 환경과 주민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관련 기술의 상호 평가 및 운영을 통하여 시스템의 활용을IAEA, ,

극대화 할 수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 및 상업적 활, , ,

용이 가능하다 관련 기술은 대기 해양 수자원 피해예측 및 대책기술 연구 분야의 선도적 우. , ,

위를 선점할 수 있고 국내 고유 기술 확보를 통하여 국제 방사선 환경방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할 수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에 대해.

동 분야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외교적 분쟁시 정량적 기술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존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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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

관련 회의 자료IAEA MODARIA∎

의 모델간 비교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및 자료IAEA MODARIA WG10∎

보고서IAEA Safety series No. 115∎

발틱해 해양환경내 관측자료 및 평가 보고서IAEA Cs-137∎

후쿠시마 사고 초기 선량 관측 및 평가 보고서IAEA∎

후쿠시마 사고 조사 및 평가 보고서UNSCEAR∎

체르노빌 사고 년후 평가 보고서UNSCEAR 10∎

후쿠시마 사고 대기확산 평가 보고서WMO∎

후쿠시마 사고 일본 국민 및 전 세계 주민 건강 위해도 평가 보고서WHO∎

후쿠시마 사고 조사 보고서OECD/NEA∎

후쿠시마 사고 평가 보고서IRSN∎

일본 동경전력 및 후쿠시마 사고후 환경내 관측자료 보고서MEXT∎

일본 해양연구원 해류 자료JCOPE2∎

일본 후쿠시마 사고 대기 및 해양 방사성핵종 선원항 자료JAEA∎

방사선방호 평가 보고서ICRP-60, 103, 113∎

후쿠시마 사고후 전 세계 모니터링 지점 방사성핵종 공기중 농도 자료∎

미국 후쿠시마 사고 조사보고서NRC∎

미국 전 세계 해류 자료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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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7

보안 등급 분류

선택( )

보안 일반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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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결과8

장비 개요-

기상청과의 를 통해 년 월 중순 자료 전송 를 거쳐 년 월 부터는 정상MOU 2012 12 Test , 2013 1

적으로 기상청의 자료가 수신 중에 있다 자료는 국지모델의 경우 매일 개 파일. 750 , 137Gbyte

의 자료 지역 모델 포맷 가 수신되고 있다 또한 자료는 매일( 20Gbyte, ARL 3Gbyte) . NCOM

의 자료가 수신된다 따라서 하루 약 정도의 데이터를 수신 할 수 있는 요건1.7Gbyte . 170Gbyte

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전 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림 은 최종 구축, . 8-1-1

된 시스템의 전체 모식도이다.

그림 시스템 구성 모식도8-1-1 .

장비 정보-

번호NFEC : 2012-07-168074

설치장소 방사선응용연구동 층 호실: 2 206

모델명 : Dell R710

구축일자 년 월 일: 2012 7 26

자산번호 : J20-1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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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활용 내역-

기상 수치예보자료 구축1) DB

기상청 원시자료는 원시자료로서 별도로 저장되며 대기 해양 확산 모델을 위해 전처리 된, /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파일들의 파일 이름을 인덱스로 파일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DB

구성파일 들을 작성하게 된다 상기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매일 차례 년 이후로 원활하게. 4 2013

전송되어 지속적으로 약 가량 저장 하고 있다190Tbyte .

r120.uu.3d.2013010100.bin

1) 2) 3) 4) 5)

지역 모델은 전지구 모델은1) r120, g512

담고 있는 변수의 변수명 방향 풍속2) (uu: U wind m/s, vv)

차원 공간상 자료인지 혹은 차원 자료인지 강우와 같은 경우는 차원3) 3 2 ( 2 )

계산 시작 시간4)

입력자료의 경우 중 인 경우 아스키는5) LADAS binary bin, asc

입력자료는 확장자로 사용 중LORAS dat

대기 및 해양 확산 모델 개발 및 평가2)

대기 확산 및 해양 확산 평가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계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병렬화를

수행하였다 도입한 장비는 를 사용한 병렬형 계산이 가능한 장비로. Message Passing Interface

대규모의 전산 실험시 계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대기 확산과 해양확산은 사고시 비.

상대응에 적합하도록 빠른 계산을 요구한다 일반 컴퓨터로 일 계산시간이 필요하던 프로그램. 1

이 병렬 컴퓨터에서 계산하게 되면 사용 분 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기확산, 20(84cpu ) .

모델 와 해양확산 모델 는 모두 상기와 같이 대규모 계산을 효율적으로 빠른 시LADAS LORAS

간내에 계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병렬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대기 및 해.

양 확산 모델은 다양한 현안 사안에 대응하고 수치 실험을 통해 해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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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병렬형 계산 모식도8-1-2 .

대기 및 해양 확산 모델을 통한 현업 지원3)

해양 유류 사고 대응-

모델을 활용해 해양 유류 오염 사고에 대응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하였다 상LORAS-OIL .

기 모델은 국민안전처 방제기획과에서 년 월 일 개최된 해양사고 유류 및 해상 표류2016 7 7 ‘ [

물 확산예측 모델링 공동심포지움 에서 발표되었으며 해당 방제 시스템 운영 기관 기상청] ’ , ( : ,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화학물진안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 , , ,

소 의 하나로 등록되어 운영중에 있다 해당 모델은 국민안전처 방제기획과에서 해상 사고시) .

유류의 확산 방향 범위를 예측하는데 수차례 지원한바 있다.

중국사고 대응-

해양 확산의 중요한 요소는 해류 예보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예보하는 기관이 없으며 서해의 경우에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국내 원전 뿐만 아니라 중국 원,

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조석이 지배적인 서해의 경우에는 해류 예보자료가 없지만. ,

서해 남해 동해를 포함한 과거 년간의 조석 해일 파랑 복합 실험을 재현함으로써 해류를, 20 - - ,

정의 하는 상수 조화상수 를 추출 할 수 있다 이는 연속적인 면관측이 어려운 점과 자료 간격( ) .

의 크기 때문에 원하는 품질의 자료를 얻지 못하기에 취하는 대안으로 년 수치 계산을 위해20

약 개월의 계산 시간을 소요해 해당 상수를 추출 하였다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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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류 구축을 위한 모델 정보8-1-3 DB .

상기에 구축된 년간의 과거 해류 재현 정보는 각 계산 절점당 시계열로 변환된다 변환된20 .

지점의 시계열 수위 유속 자료는 해류의 상수를 얻기 위해 분석을 실시 하게 된다 변환해야, .

할 지점은 약 지점이며 시간은 각 년 시간 간격은 분에 해당한다 분석에 소요되500,000 , 20 , 1 .

는 시간은 한 지점당 약 분이며 이는 구축된 컴퓨터에 병렬로 작업을 분산해 분석 작업10~15 ,

시간을 대폭 줄였다 개의 를 할당해 분석하였으며 약 일간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구. 100 CPU , 30 .

축된 해류 상수의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제외한 해류의 성분을 예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

양에 방출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확산 영향 평가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그림 모식도8-1-4 LORAS-T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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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9

이행 실적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실적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특이사항 없음1) :

안전 관리 대책2)

실험실 안전시설 비치-

실험실 연구종사자의 안전교육 수시 수행-

실험실 안전관리표 연구원 안전관리팀 매달 제출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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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가 과학기술 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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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비 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제

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

구분 여부

국제공동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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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공동연구

2 0 1 2

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2 0 1 2

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공동연구

2 0 1 2

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2 0 1 2

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공동연구

2 0 1 2

M2A8

발간

학회지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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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2 0 1 2

M2A8

A402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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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국외

2 0 1 2

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공동연구

2 0 1 2

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2 0 1 2

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공동연구

2 0 1 2

M2A8

A402

5912

발간

학회지
국외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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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내

제한된 구역의

구조물 계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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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내 오염물

유출 특성에 관한

수리실험

발간

학회지
국내 비

2 0 1 2

M2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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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국내 비

2 0 1 2

M2A8

A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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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학회지
국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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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번호 활용형태 기여도

2 0 1 2

M2A8

A402

5912

특허 등록

연속 추적자

투입이 가능한

재순환

수리모형장치

서경석 대한민국
서경석김

기철

특허
자체활용

2 0 1 2

M2A8

A402

5912

특허 등록

주기 조절용

디스크형 조파

발생 장치

서경석 대한민국
서경석김

기철

특허
자체활용

2 0 1 2

M2A8

A402

5912

특허 등록
소규모 순환형

조파수로 장치
서경석 대한민국

서경석김

기철박건

형

특허
자체활용

2 0 1 2

M2A8

A402

5912

특허 등록
다지점 소스투입

장치
서경석 대한민국

서경석김

기철박건

형

특허
자체활용

2 0 1 2

M2A8

A402

5912

특허 등록

다중 조사를 위한

수중 계측기

고정 장치

서경석 대한민국

서경석김

기철박건

형

특허
자체활용

2 0 1 2

M2A8

A402

5912

특허 출원

회전식 연안구조물

모사 외력변화

수리모형장치

김기철 대한민국

김기철서

경석민병

일

자체활용

2 0 1 2

M2A8

A402

5912

특허 출원

카메라의

픽셀 값을

이용한 녹조 적조

경보시스템 개발

염민교 대한민국

염민교민

병일서경

석

자체활용

2 0 1 2

M2A8

A402

5912

특허 출원

해저기준점 설정을

통한 해저지각변이

모니터링 시스템

민병일 대한민국

민병일서

경석박기

현김소라

자체활용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백만 원 전년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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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기업화 예정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년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 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 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 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 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 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 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 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 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

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

전 세계 원전 정보 파악 및 사고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환경내 방사성물질의 확산범위 예

측을 통한 관련 대응책 강구

기술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인 방사선사고 환경방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사회의 환경방호의 선도적 위

치 확보 및 관련 외국기관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능력 확보

전 세계 원전 사고시 신속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선진적 방사선 환경방

호 체계 구축

전 세계 원전 사고 대비 방사선 환경방호 시스템은 및 등의 원자력전문기관에서 사고시

환경평가를 위하여 활용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방사선 환경방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화를 선도함

경제적 산업적 측면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방사선 사고시 환경내 방사성물질 확산평가 핵심기술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

호하는 선제적 방사선 방호기술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갖음

또한 독자적 방사선 사고시 환경내 방사성물질 확산평가 핵심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한수원 한국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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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술원 등의 관련기관에서 활용가능하여 산업적 활용도를 높임

문제점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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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방사선 사고시 주요 환경내 확산영향 결정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서경석

번호 대표성과명 성과
등급 성과수준 사유

1
전 지구규모 방사성물질

대기확산 영향평가 기술 개발
1

• 방사선 사고시 대기 확산영향 및 초기 오염도 평가 

기술 확립

국제 프로젝트에 주도적 역IAEA/MODARIA KAERI• 

할 수행 및 일본 비교 검증을 통한 참WSPEEDI-II .

여국 자료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술력 인정

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 선정 미래창2014 100 (• 

조과학부 년 월, 2014 7 )

2
국제공동IAEA MODARIA

연구 주도
1

IAEA MODARIA(Modelling and Data for• 

는 방사선 환경방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호에 관련된 모델의 검증 및 비교를 위한 국제공동

연구로 후쿠시마 사고 후 대기 및 해양 환경영향 평

가를 위한 워킹 그룹 에는 개국이 참여하였음10 9 .

워킹 그룹 의 후쿠시마 사고평가에MODARIA 10• 

가 주도적 역할 수행하였고 의 평가결KAERI , KAERI

과를 참여국에 제공하여 평가결과는 의IAEA

로 발간중으로 우리나라의 방사선technical report

환경방호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3

지구규모 및 지역규모 차3

원 해양확산모델 및 오염도

평가모델 개발

1

전 세계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 

성물질의 해수 부유사 및 해저토내 시 공간적 방, ㆍ

사성핵종의 농도를 평가하는 코드 LORAS-Global,

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Regional

하는 기술을 확보함.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해당결과를 국제 저널SCI• 

에 다수 게재함.

년 대한민국을 빛낸 산업기술 성과 선 선정2014 27• 

한국공학한림원 년( , 2015 )

4
해양확산모델 검증 위한 수리

모형장치 제작 및 결과 분석
3

개발된 해양확산모델 검증을 위하여 실제 월성원전• 

방파제를 실내 규모로 제작하여 실내실험 수행 및

모델 검증

수리모형장치를 이용한 결과분석은 년 및2013 2016• 

년 방사성폐기물학회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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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방사선환경방호 핵심기술 및 사고대응 시스템 개발

에 관한 연구 과제 세부과제” ( “방사선사고 생태환경방호 대응기술

개발 에 관한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년2017 3월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원

협동연구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한국원자력연구원

금동권

전 인 임광묵

김병호 최용호

한국수력원자력 주 방사( )

선보건연구원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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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NRF-2012M2A8A402

5913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5.3.1.~2017.2

.28
단계구분 2/2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명 원자력안전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환경방호 핵심기술 및 사고대응 시스템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사고 생태환경방호 대응기술 개발

연 구 책 임 자 금동권

해 당 단 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9.4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1,560,000 천원

내부 9.4명 기업 천원

외부 명 계 1,56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22.6명

총 연구비

정부 3,720,000 천원

내부 21.7명 기업 천원

외부 0.9명 계 3,72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 참 여 기 업 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 주( )

방사선보건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희선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500 .) 보 고 서 면 수 418p

본 연구는 원자력 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선량평가기술개발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

료 구축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완화기술개발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 개 세부목표로, , 4

수행되었으며 세부목표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 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선량평가기술개발∙

국제 표준방법의 단계적 생태계 방사능영향평가 코드 아시아 최초 개발 세계 최고 수준 대비- (K-BIOTA) ,

이상 기술력 확보90%

국제공동연구에 참가를 통한 코드의 성능검증 및 국제공동연구 논문 생산 코드의 국제화 추진 및 국- IAEA ,

제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고초기 평가를 위한 동적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등록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영향- (K-BIOTA-DYN) , ,

분석을 통한 코드의 실용성 테스트 완료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국내 원자력시설 주변 및 대덕연구부지 주변 생태계 해양 육수 민물 강 하구 및 육상 생태계 필드조사로- ( , ( ), )

부터 핵종전이인자 측정

약 생물종 가지 핵종에 대한 전이인자 약 여개 자료 구축- 170 26 8000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완화기술개발∙

작물을 이용한 환경복원 기술현황 분석-

수생 미나리 부레옥잠 큰고랭이 줄 및 육생식물 옥수수 수수 토마토 메밀 고구마 케나프 유채 맥문- ( , , , ) ( , , , , , , ,

동 수호초 에 대한 방사성세슘 흡수특성 자료 생산, )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

국내 고유 모델 동물 야생등줄쥐 개발 및 분류학적 특성 조사- ( )

방사선조사를 통한 선량 효과 염색체 이상 및 손상 반응 자료 관계식 도출- - ( )

색인어

각 개 이상( 5 )

한글
원자력사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신권고 환경방호 생태계 선량평가 환, 103, , , ,

경복원 전이인자 야외조사, ,

영어
nuclear accident, ICRP103, environment protection, ecosystem, dose

assessment, environment restoration, concentration ratio,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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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Ⅰ

방사선사고 생태환경방호 대응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원자력 사고 대응기술은 유사시 국민 건강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확보하여야 하는 핵심 기술이다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 중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기.

술 국내 생태환경 핵종 전이특성인자 야생동물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은 생태환경 방사, ,

선 리스크 평가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로 국민 건강과 함께 생태환경이 건전하게 유지되

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장단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사고대응기술이며 방사능에, ,

오염된 환경의 오염 완화기술은 오염완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장기간 오염

된 환경에 노출되는 주민의 방사능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시설의 정상가동 중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생태환경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생태계 방사선 선량평가 기술 관련 국내 고유 생태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식물, ,

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본 연구는 크게 원자력 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개발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 오염 환경완화기술 개발, ,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의 가지 세부연구목표로 수행되었다4 .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계획 및 기존 피폭 상황시 생태계 선

량평가를 위하여 평형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코드의 성능 개선 국제공동연구 참,

여를 통한 코드 성능검증 핵종 유출 생태계 오염 평가 적용 연구 원전 사고 초기의 생, ,

태환경 선량평가를 위한 동적모델 개발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분석을 통한 코드의 적, ,

용성 및 실용성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분야에서는 생태계 선량평가

의 핵심 입력인자인 전이인자의 국내 특성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원전 주변의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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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저 하구 및 육상 생태계 대덕 원자력 시설 주변 생태계의 핵종 전이 특성을 측, , ,

정 조사하여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방사능 오염 환경 완화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현황분석을 통해 핵종흡수력이 큰 식

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온실에서 후보 식물의 포트 재배를 통해 핵종 흡수 특성을 실험,

적으로 조사하여 환경 친화적인 오염 완화 기술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야생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규명 분야에서는 국내 야생 동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biota

조사법을 수립하고 생물학적 특성 조사와 함께 야생 모델 동물에 대한 선량 효과 관계, -

를 도출하였으며 선량 효과 관계식 검증을 위해 야외조사를 통한 생태 역학적 특성 조-

사와 함께 스크리닝 선량 기준을 유도하였다.

연구개발결과.Ⅳ

원자력 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개발1.

코드의 성능개선을 위해 취급핵종을 개 당초 개 로 확장하였으며 스크리닝 단계78 ( 35 ) ,

선량평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대상 동식물을 개 생태계 육상 민물 해양 개 그룹으. 3 ( , ) 11

로 분류 육상 개 민물 개 해양 개 하고 그룹별 선량평가를 위해 보수적 가정을 도( 3 , 4 , 4 )

입하여 개 그룹별 개 핵종에 대한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11 78

다 단계의 스크리닝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개 생태계의 개 핵종별 환경매체 최대 농. 2 3 78

도 제한 값 과 생태계별 위험도지표 를 개발하였(level 1) (RQ, risk quotient) (level 2)

다.

생태모델비교 국제공동연구의 하나인 습지 시나리오 비교 테스트에IAEA (wetlands)

참가하여 국내코드 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모델의 주요 입력인자(K-BIOTA) .

(CR, Kd, Cenv 의 불확실도 분석을 위해 종) normal, log-normal, uniform, exponential 4

류의 확률밀도함수와 법을 적용한 모듈을 개발하였다 코드 적용연구를LHS sampling .

위해 후쿠시마 사고 후 오염이 가장 심한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해양 생물종에1

대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국제공동연구 후쿠시마 시나IAEA/MODARIA

리오 테스트에 참가하여 모델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해양오염이 가장 심한.

항구 내 생물종은 단기적으로 급성피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장기적 만성피,

폭은 생태계 건전성이 위험 받을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사고 초기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한 동적모델의 국내외 기술 현황조사와 함께

해양 호수 산림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방사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각각 다른 종, , 3

류의 동적격실모델을 개발하였다 호수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한 동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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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오염된 유럽 개 지역 호수에(K-BIOTA-DYN-F) 8

대한 모델 예측과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체르노빌 사고 후.

호수에서 측정된 물과 어류에 대한 137 방사능 농도는 모델 예측결과와 잘 일치하였다Cs .

가장 크게 선량이 평가된 곳은 노르웨이의 호수이며 포식자 어류에Ovre Heimdalsvatn

대해 계산된 선량은 수생동물의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 기준 값인(UNSCEAR) 1.E7 μ

보다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유럽Gy/d 1.5E2 Gy/d .μ

지역 호수 내 어류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준임을 나타낸다.

산림에 거주하는 야생동식물 오염 및 선량평가 모델 을 후쿠시마 사고(K-BIOTA-T)

로 인한 후쿠시마 지역 산림의 생태계 방사선영향 평가에 적용하였다 모델에 의해 예측.

된 후쿠시마 산림 지역의 나무의 오염농도는 실제 측정한 값과 배우 유사하였다 곰 멧. ,

돼지 노루 등 동물의 모델 예측 농도는 넓은 범위의 분포를 나타내는 측정된 값들의 중,

간 값 수준을 보여주었다 동물에 대해 계산된 선량은 에서 제시하는 육상동물의. ICRP

밴드 최솟값보다 작았다 이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산림지역의 야생동식물DCRL .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준임을 나타낸다.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2.

국내 월성 및 한빛 원전 주변과 대덕 시설 주변 생태계의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을 위해 해양 및 육수 민물 생태계 수저 생태계 강 하구 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야생( ) , ,

동식물 및 물과 토양을 채취하여 약 생물종 총 개 핵종에 대한 약 여 개의170 26 8,000

전이인자 데이터를 측정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월성과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년에 걸, . 4

쳐 야외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년은 대덕 시설 주변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생물 시1 .

료는 특성에 따라 통발 그물 투망 낚시 잠수 엽총 손 채취 등의 방법으로 채취하였, , , , , ,

다 매체 시료는 생물 시료 채취 장소에서 물의 경우 채수기를 이용하거나 시. van Dorn

료 병에 직접 채취하였고 토양의 경우 높이 의 원통형 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하10 cm

였다.

해양 및 육수생태계 조사에서는 약 개 생물종 어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수초50 ( , , , ,

류 등 에 대하여 총 개 핵종) 22 (K, Ca, Na, Mg, Al, Fe, Ti, Sr, Mn, Cr, Cu, Zn, Li, Ni,

의 전이인자 약 개 데이터를 측정 생산하였다Co, V, Rb, Cs, Ba, Pb, Th, U) ( 1700 ) , .

또한 강 하구 및 인접 바다에 대한 조사에서는 월성의 대종천 하서천 어귀 및 영광의 고/

리포 법성포 하구 부근에서 약 여 종의 생물을 채취하여/ 60 K, Na, Sr, Mn, Zn, Co, Cs,

등 총 개 핵종에 대한 전이인자 약 개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해양 및 육수의U 26 ( 2300 ) .

수저 생태계 조사에서는 약 종의 생물에 대하여 약 개의 전이인자 자료를 생90 2,800

산하였다 수생생물 전이인자는 거의 전부 이상으로 생물 농축 현상이 관찰되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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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생태계 조사에서는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곤충류 교목류 관목류 국화, , , , , , ,

과류 초본류 등 약 종의 동식물에 대해 총 개 핵종, 40 24 (Ca, K, Mg, Na, P, S, Al, Sr,

등 의 전이인자를 측정하여 약 개의 전이인자Fe, Mn, Li, Ba, Cr, Co, Zn, Th, U ) 1300

자료를 생산하였다 매체가 토양인 육상의 경우 수생태계와는 다르게 를 제. Ca, Mg, P, S

외하고는 거의 모든 측정치가 이하였다1 .

위와 같이 조사된 국내 특성 전이인자 값은 의 일반 값 에 비해IAEA (generic value)

수십 수백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

국내 고유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 환경 완화기술 개발3.

방사능오염 환경 복원을 위한 기술현황분석을 통해 후보 작물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후.

보작물은 방사성 세슘 흡수 능력이 큰 수생식물로 큰 고랭이 미나리 애기부들 줄 연, , , ,

꽃 부레옥잠 좀 개구리밥 검정말 등이었고 육상식물로는 옥수수 수수 케나프 고구, , , , , , ,

마 유채 메밀 목화와 같은 농작물과 수호초 맥문동과 같은 지피식물이다, , , , .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미나리 애기부들 줄을 이용하여 근, ,

권여과 실험을 수행한 결과 모든 경우에 세슘 수용액 중 이상의 세슘을 시간, 70 % 60

이내에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식물의 현장 적용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미나리 애기부들 줄의 세 후보식물 중 미나리의 세슘 흡수력이 가장 뛰어 났으며. , , ,

미나리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 약 의 세슘 흡수율을 보였다, 120 98 % .

육상식물의 방사성세슘 흡수는 토마토 고구마 케나프 수수 유채 옥수수 토마토 순, , , , ,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비료를 살포하였을 경우가 살포하지 않았을 때 보다 옥수수 수, ,

수 토마토의 방사성세슘 흡수는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화의 경우 방사성, .

세슘 흡수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수호초와 맥문동의 경우 방사성세슘 흡수는 일정 시.

간이 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들 지피식물은 작물 성장에 따른.

바이오매스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핵종 흡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메밀.

의 경우 고농도 토양에서 더 많은 핵종을 흡수할 가능성이 관찰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흡

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야생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조사4. biota

국내 생태계 방사선생물지표를 개발하기 외형 두개골 치아 특성을 분석하여 등줄쥐, ,

아종인 를 모델동물로 선정하고 실험에 소요되는 야생 등줄쥐 포획 및 교배A. a. coreae

를 통한 실험용 개체 수 확보 마리 실험 군 와 함께 분류학적 특성 조사 국내 청F1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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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역에서 포획한 등줄쥐를 교배하여 출산한 새끼가 성장 한 후 외부형태와 두개골 및,

치아특성을 바탕으로 종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우스 골수세포를 대상으로 염색체를.

제작 염색법을 확립하여 실제로 등줄쥐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피모색깔 외부형태 생식기 발달정도 등을 바탕으로 중간연령 이상의 성축 암컷 만을, , ( )

대상으로 방사선(137 선량률 분 을 조사Cs, : 0.8 Gy/ ) (0, 0.25, 0.5, 0.75, 1, 3, 5 Gy,

마리 실험군 하여 장기무게 혈액세포 수 혈액생화학 지표 변화 골수세포 과n=3-5 / ) , , , , gap

이동원 및 환상 염색체이상 그리고 염색체 손상도 선량 효과 관계를 다음과 같이break, -

도출하였다.

장기무게 혈액세포 수 혈액생화학 지표 변화 골수세포 및, , , Gap Break:

(YGap/break frequency=0.058(±0.0103)+0.0485(±0.0296)*D+0.0046(±0.013)*D2,

R2=0.96),

이동원 및 환상 염색체 이상:

(YDic/ring frequency=0.0042(±0.0028)+0.0075(±0.0060)*D+0.0013(±0.0024)*D2,

R2=0.99), and

염색체 손상도:

(YMicronucleus frequency=0006(±0.0004)+0.003(±0.0014)×D+0.0005(±0.0005)×D2,

R2=0.99)

염색체이상과 적혈구 미소핵 출현빈도 그리고 비장세포 세포고사 반응을 혼용할Gap

경우 이하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Gy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야생생태계 선량평가코드는 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종합 시스템의

하부 모듈로 장단기 생태환경 방사선 리스크 평가 뿐 아니라 주민 및 환경 통합 방사선

방호를 위한 국내 기반 기술로 활용하고 국내 고유 생태계 핵종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

는 야생 동식물 선량평가를 위한 모델변수 입력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등. IAEA

에 자료를 제공하여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

작물을 이용한 물 및 토양으로부터 방사성 세슘 핵종 흡수 자료는 제염 필드 조업 조

건을 설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오염 환경 복원을 위한 융합

기술 미생물 활용 또는 유전자 조작 기술과 접목한 신품종 개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

활용될 수 있다 야생동물 생물학적 특성 조사에서 도출된. 모델동물인 등줄쥐는 인간을

대신하여 환경방사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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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TitleⅠ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protect environment from the radiation risk of

emergency exposure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Ⅱ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technologies protecting the

environment from the radiological risk for an emergency exposure resulting from a

nuclear accident.

.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Ⅲ

Thi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with four goals; the development of the

radiologic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eco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ve database for radionuclide transfer characteristic in domestic

eco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phyto-technology to remedy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n radiation of

domestic wildlife.

The development of the radiologic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ecosystem

includes the work scopes; the upgrade of the biota dose assessment code which is

based on the equilibrium model suitable for planned and existing exposure, the

performance test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IAEA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gram, the application study through the radionuclide release scenario test, the

development of dynamic models to assess the radiological effect of wildlife at the

early stage of nuclear accident together with investigation of the state-of-art

dynamic models, and the validation of the model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adiological risk for wildlife due to the Chernobyl and Fukushima accidents.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database for radionuclide transfer characteristic

in domestic ecosystem includes the work scopes; the measurement of concentration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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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for the wildlife biota neighboring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Daedeok nuclear complex,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data base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code to manage the domestic ecological data.

The development of phyto-technology to remedy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includes the work scopes; the selection of candidate plants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radionuclide absorption characteristics of

candidate plants from the contaminated water and soil through the plant cultivation

using ports in a greenhouse.

The investigation of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n radiation of domestic wildlife

includes the work scopes; the investigation of methodologies for the biological effect

of radiation on wildlife,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wildlife on radiation, and the derivation of the dose-effect relationship for a

screening purpose together with field survey to validate.

. Result of ProjectⅣ

1. Development of wildlife dose assessment code.

The Korean wildlife dose assessment code K-BIOTA has been upgraded through

the extension to 78 radionuclides which allow the code to apply a wide variety of

conceivable exposure situations including those arising from routine discharges,

potential releases from repository for the radioactive waste, and a nuclear accident.

The upgraded K-BIOTA considers 11 groups of organisms that have similar habitats

in three ecosystems (terrestrial, marine, and freshwater), and use the graded

approach of three steps (level 1 to level 3). Level 1 assessment calculates the risk

quotients using the measured media concentration and the environmental media

concentration limit (EMCL) that have been derived from a bench-mark screening

dose. Level 2 assessment calculates dose rates but allows the user to examine and

edit some major 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including concentrations ratios

and distribution coefficients. Level 3 assessment is a detailed assessment stage

using the site specific data. A module for the uncertainty analysis of dose rate on

major model parameters (concentration ratio, Kd, and environmental medium

concentration) was also developed. The module can use four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normal, log-normal, uniform and exponential distribution for a data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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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ine Hypercube Sampling method. The upgraded K-BIOTA was applied to

analyze the radiation risk of marine biota in the port of the FDNPS contaminated by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accumulated

dose for 3 months after the accident was about 4 to 4.5 Gy, indicating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an acute radiation effect in the early phase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however, the total dose rate for most organisms studied was

usually below the UNSCEAR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s bench mark level for chronic exposure except for the initial

phase of the accident, suggesting a very limited radiological effect on the marine

biota at the population level.

Three different types of dynamic compartment model were developed to assess

the activity concentration and radiation dose for wildlife in marine, lake, and forest,

respectively, as consequences of a nuclear accident. The performance of the models

was tes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adiological impact of wildlife due to the

Fukushima and Chernobyl nuclear accidents. The dynamic model

(K-BIOTA-DYN-F) for a lake was applied to assess the 137Cs concentration of

water and fish in seven lakes of Europe contaminated owing to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A good agreement was found between the predicted and observed

137Cs activity concentration of water and fish which had been measured from lakes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The calculated temporal radiation dose rate showed

that the maximum radiation dose rate would be about 1.5E2 μGy/d for predator fish

in Ovre Heimdalsvatn, Norway, which was much lower than the

UNSCEAR’benchmark level of 1.E7 μGy/d for aquatic bio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opulation of biota in all lakes studied will maintain its integrity without any

radiological effect despite a Chernobyl type disaster.

The predictive capability of the dynamic model for a forest (K-BIOTA-DYN-T)

was tested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measured radioactive cesium inventory of

trees and the activity concentration of animals from the Fukushima forest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The predicted radioactive cesium inventories for trees agreed

well with those for evergreens and deciduous trees measured in the Fukushima

forest area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predicted temporal activity

concentrations for animals were within the range of the measured activity

concentration of deer, wild boar, and black bear, which exhibited a very scattered

trend through the sampling from a wide area. The radiation dose rates for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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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 were estimated to be much smaller than the lower limit (0.1 mGy/d) of the

derived consideration reference level (DCRL) of ICRP for terrestrial plants and

animals, indicating that the radiation effect of the Fukushima accident on the wildlife

in the Fukushima forest would be insignificant.

2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database for radionuclide transfer

characteristic of domestic ecosystems.

A total of 8000 transfer factor (TF) values were measured for about 170 wildlife

species and 26 different elements through the collections of wildlife (plants and

animals) and media (water and soil) samples in different types of ecosystems

(marine, freshwater, estuary, water bottom and terrestrial). The field works were

carried around the Wolseong and Younggwang NPPs for the first four years and

around Daedeok facilities for the last year. Wildlife samples were collected by

means of trapping, netting, fishing, diving, shooting and hand-catching by employed

divers and hunters, and self-catching using with or without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sms.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using a van Dorn

sampler or collected directly into sample bottles. Soil was sampled using a

cylindrical sampler of a height of 10 cm.

In the study of marine and freshwater ecosystems, about 1700 TF values were

obtained for about 50 wildlife species (fish, mollusca, crustacean, seaweed, vascular

plant) and 22 nuclides (K, Ca, Na, Mg, Al, Fe, Ti, Sr, Mn, Cr, Cu, Zn, Li, Ni, Co,

V, Rb, Cs, Ba, Pb, Th, U). In the study of estuaries and adjacent seas, more than

60 wildlife species were sampled near four estuaries located around the NPP sites,

and a total of 2300 TF values were produced for 26 nuclides including K, Na, Sr,

Mn, Zn, Co, Cs, U. In the study of the water-bottom ecosystem, a total of 2800

TF values were acquired as the result of analyzing about 90 wildlife species. The

TF values for aquatic organisms were mostly higher than 1, reflecting the

phenomenon of biological concentration.

In the study of terrestrial ecosystems, a total of 1200 TF values were measured

for about 40 wildlife species including mammals, reptiles, amphibians, birds, insects,

trees, shrubs, composites and grasses, and 24 nuclides (Ca, K, Mg, Na, P, S, Al,

Sr, Fe, Mn, Li, Ba, Cr, Co, Zn, Th, U et al.). For terrestrial ecosystems, where soil

acts as the medium for radionuclide transfer to wildlife, almost all of th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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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values were lower than 1 except for Ca, Mg, P and S.

The measured TF values for the domestic ecosystems showed different values

from the corresponding IAEA generic values by factors of several tens to several

hundred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se domestic site-specific data for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the assessment.

3. Development of phyto-technology to remedy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The state of art of the phytoremediation was investigated, and a number of

criteria was developed to select an appropriate plant, which can be used to remove

radionuclide from the environment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Based on the

criteria, a few aquatic and terrestrial plants that are able to absorb radioactive

cesium highly were selected as the candidate plants for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The 137Cs uptake by water parsley, raupo, and wild rice was studied while

cultivating the plants in a hydroponic medium.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more than 70% of the initial Cs in solution was removed by the

candidate plants in 60 hours, indicating the potential possibility to remove 137Cs

successfully from a contaminated solution. Of all the studied aquatic candidate

plants, the highest uptake of Cs was obtained from the water parsley. The water

parsley absorbed more than 98% of 137Cs in solution for 120 hou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one of strong candidates of aquatic plant to remove of 137Cs in

solution.

Radiocesium uptake for the candidate terrestrial plants appeared to be higher in

the order of tomato, sweet potato, kenaf, sorghum, rapeseed, corn tomato,

buckwheat, pachysadra and liliaceae. When fertilizer was applied, it was found that

the radioactive cesium absorption of corn, sorghum and tomato was better than

when it was not applied. The absorption power of radioactive cesium in cotton was

very weak. In the case of pachysadra and liliaceae, the absorption of radioactive

cesium did not occur any longer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was because

the biomass of the two plants was not great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growth,

and consequently the absorption of radioactive cesium was limited. The buckwheat

was observed to absorb more radioactive cesium from the soil with high

concentrations than from the soil with low concentration. However,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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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its absorption characteristics better, additional experiments are needed.

4. Investigation of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n radiation of domestic

wildlife.

By some criteria including a small size, an inhabitation over wide areas, a moving

within a limited range, a living on local grains, and enough number of population and

taxonomy on the basis of external and skull forms, Apodemus agrarius coreae (A. a.

coreae), which is a species of wild mouse was selected as a reference model

animal for the study. They were captured from fields, and were bred in a laboratory

to secure enough population for the experiment. A chromosomal aberration method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biological effects caused by radiation using commercial

mouse strain of C57BL/6, and the same method was subsequently applied to F1 of A. a.

coreae.

The wild dark-striped field mice captured were irradiated with doses(0, 0.25, 0.5, 0.75,

1, 3, 5 Gy, n=3-5 mice/dose), and the following dose-responses were derived.

Gap and break based chromosome aberrations:

(YGap/break frequency=0.058(±0.0103)+0.0485(±0.0296)*D+0.0046(±0.013)*D2, R2=0.96),

Dicentric and ring based chromosome aberrations:

(YDic/ring frequency=0.0042(±0.0028)+0.0075(±0.0060)*D+0.0013(±0.0024)*D2, R2=0.99), and

Micronucleus frequency:

(YMicronucleus frequency=0006(±0.0004)+0.003(±0.0014)×D+0.0005(±0.0005)×D2, R2=0.99)

It was proved that the radiation dose less than 1 Gy can be evaluated by combining

each dose-effect relationship of the gap chromosomal aberration, the frequency of

micronucleus in polychromatic erythrocytes, and apoplectic splenocytes.

. Proposal for ApplicationsⅤ

The Korean computer code to assess the risk of radioactivity to wildlife

(K-BIOTA, and K-BIOTA-DYN) can be used not only to assess the radiation dose

of the domestic ecosystem in an emergency case, but also as a basic assessment

framework for the integrated radiation protection of human with non-human

recommended by ICRP 103.

The established database of domestic transfer factors for wildlife is plann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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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n determining input values of TFs for Korean wildlife dose assessment

models. It can also be provided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ies such as the IAEA to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database for wildlife transfer

factors.

The Cs uptake experiment results by the candidate plants from the water and soil

will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to design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 for

the field decontamination process, and in the future to develop some transgenic

plants that have more selective absorption power of radioactive cesium from a

contaminat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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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기술적 측면1.

원자력 사고시 초기 및 중장기 종합 대응기술은 유사시 국민 건강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확보하여야 하는 핵심 기술이다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 중 생.

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기술 국내 생태환경 핵종 전이특성인자 야생동물 방사선 생물학, ,

적 특성은 생태환경 방사선 리스크 평가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로 국민 건강과 함께 생태

환경이 건전하게 유지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장단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사고,

대응기술이며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의 오염 완화기술은 오염완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

을 촉진하고 장기간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는 주민의 방사능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

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생태환경 방사선 영향평가는 최근. UNSCEAR (United Nations

의 일본 후쿠시마 사고 방사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선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독립적인 목차로 취급될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술

분야이다.

경제 산업적 측면2.

원자력사고는 사고 자체가 국가 경제에 파국적인 결말을 야기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위,

치에 따라 주변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

럼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 올 수 있는 원자력 사고를 대비한 대응 기술은 유사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 서해안에 다수 위치한 중국 원자력발전.

소 년까지 총 기의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사고 위험에 상대, 2016 26

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으므로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아 원자력사고 대응기술 개발을 적

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

다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의 완성도 및 대응 숙련도에 따라 유사시 국가가 감당해야 하.

는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예방적 기술개발을 통한 대응기술 확

보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38 -

사회적 측면3.

최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설 주변 주민들 자체의 건

강 뿐 아니라 시설 주변 생태계 또한 시설 운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합

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의 인간.

및 비인간 생활권을 포함한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는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설.

운영자간의 관념적 시각차에 대한 의견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객관적인 매개체로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제 절2 연구개발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원자력 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선량평가기술개발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완화기술개발 야생, ,

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 가지 세부연구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세부목표4 .

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2012

생태환경 장단기 선

량평가 기술 개발

생태환경선량평가 코드 기능 개선 및 성능K-BIOTA∙

확장

취급핵종 확장 개 개- (25 -> 60 )

스크리닝 레벨 평가 기능 도입-

최대 선량환산인자 도출.

환경매체 농도 제한치 설정.

코드 기능 개선

국내 생태계 핵종 전

이 특성 인자 측정

원자력 시설 주변 수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biota∙

측정

월성 영광 부지 주변 반경 내 여 곳- , 10 km 10

바다 해조류 어류 연체류 갑각류- : , , ,

민물 수초 어류- : ,

생물별로 물 시료와 함께 채취-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자료

구축

방사능 오염 환경 완

화 기술 개발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핵종흡수력 큰 식물 자료 조사∙

원자력 사고 후 환경 복원을 위한 종합적 기술 현황-

분석 조사 식물을 활용하는 기술 중심( )

기술 현황분석 조

사

국내 야생 방사biota

선 생물학적 특성 조

사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조사법 분석biota∙

모델선정 분류학적 특성 조사- /

방사선 신체 피폭선량 평가법 확립-

생물학적 조사 방

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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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생태환경 장단기 선

량평가 기술 개발

생태환경선량 코드 비교연구 및 성능 검증∙

국제공동연구 참여- IAEA/MODARIA

시나리오 테스트 참가 및 코드 비교 검증-

코드 비교 검증

국내 생태계 핵종 전

이 특성 인자 측정

원자력시설 강 하구 및 바다 핵종 전이 특성인자biota∙

측정

월성 및 영광 부지 주변 곳의 강 하구- 4

강 하구 연체류 어류 갑각류 식물- : , , ,

바다 어류 연체류 해조류 갑각류- : , , ,

개펄 및 물 시료 동시 채취-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자료

구축

방사능 오염 환경 완

화 기술 개발

핵종흡수력이 큰 수생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

(I)

대상 식물 온실 포트 재배-

처리 유형별 핵종 흡수력조사-

실험을 통한 식물

핵종 흡수력 테스

트

국내 야생 방사biota

선 생물학적 특성 조

사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실험적 조사biota∙

동물모델 선량 반응 자료 축적- -

실험적 선량 반응-

자료 생산

2014

생태환경 장단기 선

량평가 기술 개발

핵종 유출 생태계 오염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 모델∙

적용 연구

가상 핵종 유출 시나리오 설정-

생태환경 방사선 리스크 평가-

시나리오 적용 연

구

국내 생태계 핵종 전

이 특성 인자 측정

육상 생태계 핵종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biota∙

월성 및 영광 부지 주변 반경 내 육상 생태계- 10km

대상

동물 포유류 연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곤충- : , , , , ,

식물 교목류 관목류 화본과 국화과- : , , ,

토양 시료와 동시 채취-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자료

구축

방사능 오염 환경 완

화 기술 개발

핵종흡수력이 큰 수생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

(II)

대상 식물 온실 포트 재배-

처리 유형별 핵종 흡수력조사-

대상 식물간 흡수력 비교 분석-

실험을 통한 식물

핵종 흡수력 테스

트

국내 야생 방사biota

선 생물학적 특성 조

사

방사선 위해도 평가를 위한 모델링dose-effect∙

동물모델 선량 반응 축적 및 신체 손상도 평가- -
실험 및 모델링

2015

생태환경 장단기 선

량평가 기술 개발

사고초기 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 개발∙

동적모델 개발 현황 조사-

모델 및 전산 소스 코드 개발-

모델 개발

국내 생태계 핵종 전

이 특성 인자 측정

수저생태계 핵종전이특성인자 측정biota∙

월성 및 영광 부지 주변-

해양수저 연체동물 극피동물 갑각류 어류 해조류- : , , , ,

민물수저 조개류 어류 수초 등- : , ,

해저토 하천토 물 시료 함께 채취- , ,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자료

구축

방사능 오염 환경 완

화 기술 개발

핵종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

(I)

대상 식물 온실 포트 재배-

처리 유형별 핵종 흡수력조사-

실험을 통한 식물

핵종 흡수력 테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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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생 방사biota

선 생물학적 특성 조

사

야생 모델동물의 방사선 생태 역학적 특성 조사∙

선량 효과 야외 검증실험- -

동물모델 신체 손상도 및 생태 특성 평가-

실험을 통한 특성

평가

2016

생태환경 장단기 선

량평가 기술 개발

사례분석을 통한 동적모델 적용성 테스트∙

윈도우 기반 전산 코드 개발- K-BIOTA-DYN

후쿠시마 사고 해석에 적용-

전산 코드 개발 및

사고 해석 적용

국내 생태계 핵종 전

이 특성 인자 측정

야생생태계 핵종전이 특성데이터 종합 자료 구축∙

대덕 시설 주변 반경 내- 10km

교목 관목 초본류 포유류 연체류 양서류 파충류- , , , , , , ,

곤충

국내 야생 핵종 전이인자 전자파일 구축-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자료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사능 오염 환경 완

화 기술 개발

핵종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

(II)

온실 식물 재배-

처리 유형별 핵종 흡수 특성 조사-

식물간 핵종 흡수력 비교 분석-

실험을 통한 식물

핵종 흡수력 테스

트

국내 야생 방사biota

선 생물학적 특성 조

사

스크리닝 레벨 선량 유도∙

야외 검증 보완실험-

방사선 선량 반응식 작성- -

선량 반응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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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절1 국외기술개발현황

제 절2 국내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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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국외기술개발 현황

환경방호기술에 대한 국외 기술현황을 아래 표에 요약하였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는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철학 및 방향을 Publication 103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제기구 나라/ 현황

UNSCEAR

- 1996 Report Scientific Annexes: Effects of radiation on the environment

- 2008 Report(2011): Vol.2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on non-human biota

- 2014 Fukushima Report

ICRP 출판 중- ICRP103 (2007), ICRP108(2008), ICRP114(2009), ICRP124( )

IAEA

- TECDOC 1091(1999), 1270(2002)

스톡홀름- conference (2003)

- Basic Safety Fundamentals (2006), BSS(2011), New safety Guides (DS427, 432,

442)

국제공동연구- : EMRAS I, EMRAS II, MODARIA

개정작업 중 고려- IAEA SRS19 (2001) : planned exposure

USA

- US DOE Order 458.1 (Radiation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 US DOE-STD-1153-2002 (RESRAD-BIOTA: A graded approach for evaluating

radiation doses to biota)

권고가 규제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음사업자의무- DOE NRC ( X)

에서 요구하는 원전의 환경영향 평가 검증을 위해 내부적으로 선- NUREG-1555 NRC

량 계산 수행

코드 활용(NRCDose2.3.10 or RESRAD-biota )

EU

- COUNCIL DIRECTIVE 2013/59/EURATOM (5 December 2013): this calls for a

policy protecting the

environment against the harmfu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 FASSET (2000~2003), EPIC(2000~2003), ERICA (2004~2007),

PROTECT(2006~2008)

유럽 개 기관 출범- Research Network: 8 European Radioecology Alliance (2011)

Japan

후쿠시마 사고 후 새로운 규제기관 설립-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

신규제요건 및 법 개정 년 월 공표에서 안전 목표를 인간 외에 환경보호를- (2012 6 )

추가

Canada
인허가문서 및 환경영향평가 연례보고서에-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2000):

생물상 방사선 영향 기술

기타
스웨덴 영국 캐나다 핀란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캐나다 호주우라늄광 중- , , , ( ), , ( ),

국 영국신규원전 리투아니아해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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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하고 에 비인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 참(2007) , Publication 108(2009)

조동식물 개념을 에서 참조동식(reference animals and plants, RAPS) , ICRP114(2009)

물 전이계수를 에서 피폭상항별 환경방호 적용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ICRP124(2014) .

UNSCEAR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는 전리방사선에 의한 비인간종 방사선 영향 평가의 배경 및 기술현황을 종합Radiation)

적으로 정리하였으며 (UNSCEAR,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2008

Reports Annexes E: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on non-human biota, United

년에는 국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후쿠시마Nations, New York 2011), 2012~2013

사고 방사선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Fukushima report, 2014).

국제원자력기구 는 스톡홀름 국제 학술회의 에서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IAEA) (1996)

환경 방사선방호를 위한 의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계획의 목적은 환경 방IAEA .

사선방호를 위한 현재의 기술적 능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의 공동사업을 촉진시키고

회원국들의 환경방호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다 는 현재 생태환경의 모델비교 공동. IAEA

연구를 위해 프로젝트를 진MODARIA (Model and Data for Risk Impact Assessment)

행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신 권고 이 후 주민 및 환경 통합 평가에 대한. ICRP 103

실제적 방법 모색이 핵심 주제이다 분야별 공통적 기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합동 의.

제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분야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예 불확실도 분석 기능은( ,

거의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공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전체적으로 정상시 또는),

사고시 주민 및 생태환경 선량평가 모델 및 평가를 위한 입력데이터 개선 및 향상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데이터 및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하여 를 필요한 모( DB update).

든 데이터를 고려하기 보다는 민감도분석을 통한 핵종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고 중,

요 핵종에 대한 데이터 신뢰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환경생태 선.

량평가 코드 검증과 야외조사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의 국제적 기여를 위해K-BIOTA

상기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본 과제도 참여 하고 있다 에. Basic Safety Standard (2014)

는 환경방호에 대한 기술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속적으로 관련 가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를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판에는 계획 피폭시 야생동식물 방사선 영향. SRS19

평가가 포함된다.

미국의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경방호는 및 에 근거를 두US/DOE order 5400.5 5400.1

고 있다 이들 규제법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주민 뿐 아니라 환경도 방호하는 것을 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는 산하에 를 설치하고. DOE Biota dose assessment committee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을 개발(DOE-STD-1153-2002)

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이다 는 단계적, RESRAD-BIOTA . RESRAD-BIOTA

평가법 을 적용하여 의 선량한도 기존을 만족하는가를 판단하기(graded approach) NCRP

위해 개발된 코드로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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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방사선 방호 측면보다는 자연보존 차원에서 전리방사선을 포함한 모든 환경위

해 인자들로부터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가.

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CEH (Center for Ecology and Hydrology) ,

감독기관인 도 규제 및 검증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EA(Environmental Agency) .

개발된 기술은 환경평가에 적용하고 있다UK Natura 2000 site .

유럽연합은 비인간종 방사선 위해도 영향 평가를 위한 종합시스템 개발을 위해 EC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EURATOM FASSET (Framework for Assessment of

과 후속연구인Environmental Impact, 2000~2003) ERICA(Environmental Risk from

프로젝트 노르웨이Ionizing Contaminants: Assessment and Management, 2004~2007) ,

를 중심으로 북해지역의 생태 보존에 중점을 둔 EPIC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프로젝트Ionizing Contaminants in the Arctic) , PROTECT(Protection of the

를 수행하였다 년Environment from Ionizing Radiation in a Regulatory Context) . 2013

는 환경방호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EU .

년 유럽의 개 연구기관이 연합하여 를 결성하였2011 8 European Radioecology Alliance

으며 향후 년간 핵심 연구주제로 주민 및 환경 방사선 통합방호기술 실용화 야생동식15 ,

물의 저 선량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연구 방사성물질 및 일반 독성물질의 혼합 위해도,

평가 기술개발로 정하고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원자력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수행으로부터 주변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된

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한다. (Canada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환경평가를 위한 가지 카테고리2003). 4 (Screening, Comprehensive study, Mediation,

를 설정하고 와Review panel)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가 협력하여 기술검토를 수행한다CEAA(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

특히 우라늄광 주변의 호수 및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다수 수행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원자력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주민 및 환경 방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기술 개발은 차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하고 있다 특히 스, EU .

웨덴의 경우 포스마르크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건설로 인한 장기 생태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년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안전 관리 및 규제를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2011

규제기관 을 설립하고 안전지침과 규제요건의 전면(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

검토 실시함 신규제요건 및 법 개정 년 월 공표 에서 안전 목표를 인간 외에 환. (2012 6 )

경보호를 추가한 것이 핵심 사항이다.

식물을 이용한 환경오염 완화기술은 오염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식물을 이용한 토양 제염은 미국의 핵실험 부지 환경복.

구 기술로 년대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고 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현장 적용 연1960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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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식물의 핵종흡수가 조사되었다 식물을 이용한 토양 핵종 제.

거기술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식물의 핵종흡수량과 속도이다 이는 핵종 흡수량이 환경복.

구기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식물이 특정 핵종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

는 다양한 보조 방법 또한 개발되고 있다 토양내의 핵종 유동성을 강화시켜 핵종이 식.

물에 보다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식물의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 특정 식물,

이 특정 핵종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개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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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국내연구동향

우리나라는 차 중장기 연구개발에서 처음으로 비이간종 선량평가를 위한 기초 요소기3

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참조동식물 도출 선량환산인자계산 방법론 개발. , ,

참조동식물 전이계수 확보를 위한 실험적 측정 및 모델 개발 선량평가를 위한 기본프레,

임 개발이 이루어졌다 차 중장기 연구개발을 통해 선량평가(K-BIOTA V1.0, V2.0) . 3

모델 및 코드 개발 분야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대폭 줄였으나 screening level

평가기능 취급핵종 확대 등을 통한 기능 개선을 통해 방사선사고 중장기 대응기술로의,

코드의 실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 초기 생태환경 선량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 개발 또한 필요하다 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동적 모델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선진국과의 기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생.

태환경 선량평가 모드 개발과 함께 원자력 사고 시 생태환경 방사능 위해도 장단기 영향

평가의 핵심 입력데이터인 국내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 인자 자료 확보가 매우 필요하

다 국내 고유 데이터 생산은 국내 생태계 선량평가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관.

련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해당분야 국제 기여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국내 야생생태.

계에 대한 방사선생물학적 영향 생태학적 특성 연구 실적은 국내에서 아주 미미하다( )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저 선량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적 연구 추세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인간방호 연구를 위한 대체 동물로서의 생물학적 연구 환경 독성물질에 대한 야생동. ,

식물에 대한 연구는 일반 환경 분야에서 분자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방사선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평가 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ecological assessment)

부족하다 환경생태계 방호를 위한 개체 또는 집단수준의 방사선 생물학적 연구가 필요.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 복원과 오염을 완화하는 방법들이 주

목 받고 있다 단기 긴급 대응 방안으로 물리화학적 방법 등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광범.

위한 오염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이고 작물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다 국내에서 식물을 이용하여 토양 또는 물속의.

유해성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일반 환경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부 수행되고 있

다 최근 해바라기와 콩의 수경 재배를 통해 수중의 천연 우라늄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

적 연구수행 기록이 있으나 반감기가 길어 환경으로 누출되면 장기간 방사선 영향을 끼

치는 137 이나Cs 90 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제거 기술 개발 실적은 없다 작물의 종류Sr .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작물이 잘 흡수하는 핵종의 종류가 다르므로 137 이나Cs 90 과 같은Sr

방사성 동위원소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의 발굴이 매우 필요하다 아래 표는 기술개발 대.

상 분야의 국제수준 대비 국내 기술 수준 비교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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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 국제 수준

생태환경 선량평가 코드 K-BIOTA V2.0 (70)

유럽연합-ERICA tool( )

미국-RESRAD-BIOTA ( )

사고 초기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 인자
일부 참조동물K-BIOTA-CR,

실험데이터 (30)

핸드북-IAEA/TRS ,

-ICRP report

야생동식물 생물학적 영향

분자 수준의 저 선량 연구 일부

수행 중이며 주로 인간방호에 초

점 (20)

체르노빌 사고 후 생태계 수준의 연구 다수-

진행

-UNSCEAR(2011)

유럽연합-FREDERICA( )

생태계 dosimetry K-BIOTA-DCC (90) -ICRP 108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 오염

환경 완화기술

토양 및 물의 핵종 제거를 위한

연구 수행 (30)

미국 핵 실험장 주변 환경오염 복구- (WIPP

사업)

체르노빌 시고 후 매우 활발한 대응책 기술-

개발

유럽연합의 프로젝트-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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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절1 생태환경장단기 선량평가기술 개발

제 절2 국내생태계 핵종전이 측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제 절3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 완화 기술 개발

제 절4 국내 야생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b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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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 개발

1. 생태환경방호기술 개요

그림 에 생태환경방호기술의 구성을 보여준다 생태환경방호기술은 크게 환경방사3.1.1 .

능에 의한 생태계의 방사선 위해도 평가 사고 후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기술들,

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사고 또는 정상운영 시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핵종으로부터.

생태환경을 방호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기술개발을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환경 및

조건에서 생태계 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코드개발 국내 고유생태특성인자도출 야생, ,

생태계 방사선생물학적 특성조사 및 환경오염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

계에서는 코드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단계에서 개발된 평가코드 기본 프레임

을 바탕으로 핵종확장 스크리닝 단계 평가 불확실도 분석 기능을 통해 코드의 성능 향, ,

상을 추구하고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코드의 검증 국내 고유 생태특성인자 필드 야, , (

외 조사 방사선 생물학적 조사 뿐 아니라 환경복원 기술의 일환으로 작물을 이용한 토) ,

양 오염 정화 기술개발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림 생태환경 방호기술의 구성3.1.1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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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선량평가 코드 기능개선 및 성능 확장2. K-BIOTA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한 국내 유일의 전산코드 의 성능향상 및 국제공동연K-BIOTA

구 참여를 통한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년 윈도우 버전. 2011 K-BIOTA V2.0

까지 완성되었다 이번 단계 의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취급핵. (2012~2016)

종의 확장 스크리닝 단계평가의 도입 입력인자에 대한 불확실성평가 기능 추가를 통하, ,

여 코드의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년 말부터 시작되는, 2012 IAEA MODARIA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하여 국내 코드(Model and Data for Radiological Risk Impact)

의 검증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 원자력 사고 초기의 주요 특징인 환경매체농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동적모델 개발을 통해 정상운영 뿐 아니라 사고 시에도K-BIOTA-DYN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코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림 는. 3.1.2

개발 로드맵을 표 은 코드의 개발 현황을 보여준다 년에K-BIOTA 3.1.1 K-BIOTA . 2012

는 취급핵종의 확대 스크리닝 단계 선량평가 기능 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의, K-BIOTA

성능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년에 수행된 기능개선 및 성능확장에 대. 2012 K-BIOTA

한 주요 연구 내용이다.

그림 3.1.2 개발 로드맵K-BIOTA

가 취급핵종 확장.

초기 코드에서 취급 핵종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환경감시계획에서K-BIOTA

고려되는 가지이었으나 주관 환경모델비교 국제공동연구31 IAEA EMRA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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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지 핵종을 추가하여 에는(2009~2011) 4 K-BIOTA V2.0 35

가지를 취급할 수 있었다 의 새 버전에서는 코드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K-BIOTA ICRP

에서 고려하는 개의 핵종을 포함하여 총 개 핵종을 취급할 수 있도록103 (2007) 77 78

개선하였다 핵종을 코드에 반영하기 위해서 핵종별 데이터 파일의 작성. transformation

과 소스코드의 수정이 필요하다 표 에 에서 요구하는 에서. 3.1.2 K-BIOTA ICRP38(1983)

발췌된 핵종 데이터 파일의 예시를 보여준다transformation .

이 후 버전에는 총 개의 핵종 선량환산계산시 고려된 딸핵종K-BIOTA V3.0 91 ( 14

개 포함 에 대한 데이터가 로부터 발췌되어 외부파일로 저장되어) transformation ICRP38

있으며 코드 실행 시 선택된 핵종의 데이터를 해당 외부파일로부터 읽어, transformation

선량환산인자를 계산한다 표 의 오른쪽 칼럼에 추가 고려된 핵종을 그림 에 핵. 3.1.3 , 3.1.3

radiation index*, Ej, MeV yield, yj (Bq-s)-1

3

2

2

2

2

2

2

2

2

8.348e-1

8.288e-1

8.341e-1

4.735e-3

5.33e-3

5.9e-3

5.426e-4

5.751e-4

1.865e-5

1.e0

2.24e-4

2.04e-5

5.27e-1

1.13e-1

9.12e-3

1.45e0

3.82e-2

3.1e0

*radiation index, j

1: continuous beta

2: beta+, Auger electron, internal conversion electron

3: K- and L- series x-ray, gamma ray, annihilation photon

4: alpha particle, alpha-recoil, spontaneous fission (SF)

표 핵종 데이터 예시3.1.2 transformation (54Mn)

코드명 주요 사항 비고

K-BIOTA-DCC 선량환산인자 계산 모듈 년2008

K-BIOTA-CR 전이인자 계산 모듈 년2009

K-BIOTA(F) 생태계 선량평가 포트란 소스 코드 년2010

K-BIOTA-ENV(F) 환경매체 오염농도 평가 포트란 소스 코드 년2010

K-BIOTA V1.0 윈도우 버전 생태계 선량평가 년2010

K-BIOTA V2.0 모델 모델K-BIOTA V1.0 + C14 + H3 년2011

K-ENVCON V1.0 윈도우 버전 환경매체 오염농도 평가 코드 년2012

K-BIOTA V3.0 핵종확장 스크리닝 단계 평가K-BIOTA V2.0+ + 년2012

K-BIOTA V3.1 K-BIOTA V3.0 + uncertainty analysis 년2013

K-BIOTA V3.2 K-BIOTA V3.1 + dynamic model 년2015 ~ 2016

표 개발현황3.1.1 K-B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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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확장 전후의 핵종선택화면을 보여준다 참고로 미국의 는K-BIOTA . RESRAD-biota

개 의 코드는 개의 핵종을 취급 한다 표 참고37 , EU ERICA 32 ( 3.1.4 ).

K-BIOTA V2.0 이 후K-BIOTA V3.0

Am-241, Ba-140, Be-7,

C-14, Ce-144, Co-58,

Co-60, Cr-51, Cs-134,

Cs-137, Fe-59, H-3, I-129,

I-131, K-40, La-140,

Mn-54, Nb-85, Nb-95m,

Pb-210, Po-210, Pu-238,

Pu-239, Pu-240, Ra-226,

Rh-106, Ru-106, Sr-90,

Tc-99, Th-230, Th-234,

U-234, U-238, Zn-65,

개Zr-95 (35 )

Ag110m, Am-241, Ba-140, Be-7, C-14, Ca-45, Cd-109,

Ce-141, Ce-144, Cf-252, Cl-36, Cm-242, Cm-243, Cm-244,

Co-57, Co-58, Co-60, Cr-51, Cs-134, Cs-135, Cs-136, Cs-137,

Eu-152, Eu-154, Eu-155, Fe-59, H-3, I-125, I-129, I-131,

I-132, I-133, Ir-192, K-40, La-140, Mn-54, Nb-94, Nb-95,

Nb-95m, Ni-59, Ni-63, Np-237, P-32, P-33, Pa-231, Pb210,

Po210, Pu238, Pu-239, Pu-240, Pu-241, Ra-226, Ra-228,

Rh-106, Ru-106, S-35, Sb-124, Sb-125, Se-75, Se-79, Sr-89,

Sr-90, Tc-99, Te-129m, Te-132, Th-227, Th-228, Th-229,

Th-230, Th-231, Th-232, Th-234, U-233, U-234, U-235,

개U-238, Zn-65, Zr-95 (78 )

굵은체 추가된 핵종:

표 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핵종3.1.3 K-BIOTA

그림 핵종 추가 전 후의 핵종선택 화면3.1.3 K-B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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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RESRAD-biota ( ) ERICA(EU) 한국K-BIOTA ( )

Am-241

Ba-140

Ce-141, Ce-144

Cm-242, Cm-244

Co-58, Co-60

Cr-51

Cs-134, Cs-135,

Cs-137

Eu-152, Eu-154,

Eu-155

H-3

I-129, I-131

Pu-239

Ra-226, Ra-228

Sb-125

Se-75

Sr-90

Tc-99

Th-232

U-233, U-234, U-235,

U-238

Zn-65

Zr-95

개(32 )

Am-241

C-14

Cl-36

Cm-242, Cm-241,

Cm-244

Cs-134, Cs-135,

Cs-137

H-3

I-129, I-131

K-40

Ni-63, Ni-59

Nb-94

Np-237

Pb-210

Po-210

Pu-238, Pu-239,

Pu-240, Pu-241

Ra-226

Ru-106

Sr-89, Sr-90

Tc-99

Th-227, Th-228,

Th-230, Th-231

Th-232, Th-234

U-234, U-235,

U-238

개(37 )

Ag110m

Am-241

Ba-140

Be-7

C-14

Ca-45, Cd-109

Ce-141, Ce-144

Cf-252, Cl-36

Cm-242, Cm-243, Cm-244

Co-57, Co-58, Co-60

Cr-51

Cs-134, Cs-135, Cs-136

Cs-137

Eu-152, Eu-154, Eu-155

Fe-59

H-3

I-125, I-129, I-131

I-132, I-133

Ir-192

K-40

La-140

Mn-54

Nb-94, Nb-95, Nb-95m

Ni-59, Ni-63

Np-237

P-32, P-33

Pa-231

Pb210, Po210

Pu238, Pu-239, Pu-240, Pu-241

Ra-226, Ra-228

Rh-106, Ru-106

S-35

Sb-124, Sb-125

Se-75, Se-79

Sr-89, Sr-90

Tc-99

Te-129m, Te-132

Th-227, Th-228, Th-229, Th-230

Th-231, Th-232, Th-234

U-233, U-234, U-235, U-238

Zn-65

Zr-95

개(78 )

표 생태계 선량평가 코드별 취급핵종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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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크리닝 단계 평가.

적용 대상동식물(1)

스크리닝 단계 평가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예비적 평가이므로 개별 동식물보다는 동식

물을 거주 특성별로 그룹화 하여 그룹별로 선량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표 와 같이 개의 생태계로 구분하고 서식환경별로 대상 동식물을 개로 그3.1.5 3 11

룹화 하였다.

육상생태계는 지상식물 지상동물 지중동물로 그룹화하고 수생생태계는 수상동물 수, , , ,

중동물 저서동식물 하저퇴적토 거주 동물로 구분한다 참조를 위해 표 에 각 그룹에, , . 3.1.5

속하는 동식물을 예시하였으나 개별동물은 스크리닝 단계 평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생태계 Group biota examples 서식지 그림( 3.1.4)

Terrestrial

육상( )

Terrestrial plants tree, shrub, grass. ①

Terrestrial animals (on-soil)
flying insect, deer, mammal,

reptile
①

Terrestrial animals (in-soil) earthworm, rat ②

Freshwater

민물( )

Freshwater biota (on-water) birds, amphibian ③

Freshwater biota (pelagic) pelagic fish, plankton ④

Freshwater biota (benthos)
benthic fish, vascular plant,

bivalve mollusca, crustacean
⑤

Freshwater biota

(in-sediment)
insect larvae ⑥

Marine

해양( )

Marine biota (on-water)
wading birds, mammal,

reptile
③

Marine biota (pelagic) pelagic fish, plankton ④

Marine biota (benthos)
benthic fish, vascular plant,

bivalve molles, gastropod
⑤

Marine biota (in-sediment) polychaete worm ⑥

표 스크리닝 평가를 위한 동식물 그룹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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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고려하는 동식물 서식지3.1.4 K-BIOTA

스크리닝 단계 평가 선량환산인자(2)

환경에 거주하는 동식물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동식물의 거주 환경에 따라

방사선에 피폭되는 정도가 변하게 된다 이는 동식물의 크기 뿐 아니라 환경매체밀도 등.

에 따라 동식물의 방사선 흡수율 및 방사선 차폐로 인한 감쇠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스크리닝 목적의 선량평가에서는 보수적 가정을 통해 선량환산인자를 유도한다. .

내부선량환산인자①

참조동식물의 내부선량환산인자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Gydμ -1/Bqkg-1) (3.1.1)

여기서

  내부선량환산인자:

: radiation 에서의 yield

: radiation 의 에너지

: radiation 의 또는weighting factor quality factor

 흡수율:

대상 동식물의 크기가 매우 커서 동식물 내부의 방사성 핵종에 의해 방출되는 방사선

이 에너지 크기에 무관하게 전부 동식물 내부에 흡수 ( 된다고 가정할 때 해당 동식물=1)

은 최대로 내부피폭 된다 이 경우 내부선량환산인자는 동식물의 크기 및 종류에 상관없이 동.

식물 내부에서 핵종별로 방출되는 방사선의 붕괴 에너지 특성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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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방사선의 공간이동거리가 짧은 알파나 저에너지 베타인 경우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동,

거리가 큰 이나 고에너지 베타인인 경우 방사선피폭을 과대평가 한photon , (overestimation)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흡수율. 100% ( 의 가정은 보수적 관점의 동식물 내부선=1)

량환산인자 계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식 에서 방사선(3.1.1) weighting factor ( 가 로 가정되면 비 가중 내부선) 1 (unweighted)

량환산인자가 계산된다 사람과 달리 동식물에 대한. 의 합의된 값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코드에서는 의 값을 적용하고 있고RESRAD-biota alpha=20, beta=gamma=1 ,

코드에서는 이하EIRCA, K-BIOTA alpha=10, low-beta (10 MeV )=3, high-beta (10

이상 의 값을 기본 값으로 적용하고 있다MeV ) = gamma=1 .

식 에 의해 계산된 주요 핵종별 내부선량환산인자의 코드별 비교를 표 에서(3.1.1) 3.1.6

보여준다 동일한 핵종에 대해서 코드별로 서로 다른 값을 보여주는 경우는. 값과 고려한 딸

핵종의 차이 때문이다 등 은. Amiro (1997) 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코드에, RESRAD-biota

서 의 값을 에서는alpha=10, beta = gamma=1 , K-BIOTA alpha=10, low (<0.01 MeV)β

의 값을 적용하였다 감마핵종인 경우 예=3, high = gamma=1 . ( , K-40)β 이 모두 이므로1

코드 사이에 내부선량환산인자 값의 차이가 없다 그에 비해 순수 알파인 경우.  크기만큼

선량환산인자 값의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경우 각각 및 의. U-238 20 10 를 적용한

의 내부선량환산인자 값이 방사선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RESRAD-biota, K-BIOTA (

핵종에 대해  등 경우보다 각각 약 배 큰 값을 보여준다 삼중수=1) Amiro (1997) 20, 10 .

소 의 경우 저에너지 베타 와 고에너지 베타를 구분하여 가중치를 고려한(H-3) (<0.01 MeV)

에서 상대적으로 큰 내부 선량환산인자 값을 결과하였다 반면에 베타방출 핵종의K-BIOTA .

방사선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의 결과와 결과는 동일한 내부선량환산Amro RESRAD-biota

인자 값을 보여준다.

한편 선량환산인자 값은 딸핵종 고려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표 에. 3.1.7

선량환산인자 계산 시 고려한 모델별 공통핵종의 딸핵종을 보여준다. 90 및Sr 137 에 대Cs

해 동일한 딸핵종을 고려한 및 에서 거의 동일한 선량환산인RESRAD-biota K-BIOTA

자 값이 유도된 것을 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1.6 .

핵종 Amiro (1997) RESRAD-biota K-BIOTA(2011)

Cs-137

Sr-90

U-238

Zr-95

-

-

-

-

Ba-137m

Y-90

Th234, Pa-234

Nb-95

Ba-137m

Y-90

-

-

표 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해 모델별 고려한 공통핵종의 딸핵종 비교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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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선량환산인자②

외부선량환산인자는 동식물이 거주하는 환경매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때 오염 환경

매체로부터 받는 외부피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야생 동식물은 매우 다양한 조건.

및 환경에서 서식하므로 표준적인 외부 피폭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크리닝 평가 목.

적의 동식물 외부선량환산인자( 는 무한 크기의 물 또는 토양에 동식물이) (infinite)

존재하고 대상동식물이 환경매체 중심점에 있다는 가정과 함께 식 로 부터 구할 수, (3.1.2)

있다 이 가정은 과대평가된 외부선량환산인자를 결과하나 대상동식물의 크기나 종류에.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어 동식물 그룹별 선량평가를 수행하는 스크리닝 평가에 적합한

방법이다.

  ×
 



 ( Gydμ -1/Bqkg-1) (3.1.2)

식 를 이용한 외부선량환산인자 계산 시 환경매질에서 이동거리가 큰 이나(3.1.2) photons

고에너지 베타에 의한 외부방사선 피폭만 고려하며 저에너지 베타나 알파입자에 의한,

외부피폭은 무시한다 일반적으로 저에너지 방사선은 대상 동식물의 피부를 실제적으로.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대개의 경우 합리적이나 피부조직의 두께가 매우.

작은 동물의 경우 보통 이하 저에너지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0.05cm ) .

러나 모델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 가정은 모든 동식물에 적용한다.

핵종 Amiro (1997) RESRAD-biota K-BIOTA(2011)

C-14

Co-60

Cs-137

H-3

I-129

I-131

K-40

Pu-239

Sr-90

Tc-99

U-238

Zn-65

Zr-95

6.84E-4

-

1.12E-2

7.89E-5

1.22E-3

-

9.42E-3

7.2E-2

2.72E-3

1.4E-3

5.92E-2

-

-

6.84E-4

3.56E-2

1.17E-2

7.89E-5

1.22E-3

7.94E-3

9.42E-3

1.45E0

1.56E-2

1.4E-3

1.2E0

8.22E-3

2.3E-2

6.96E-4

3.6E-2

1.2E-2

1.84E-4

1.2E-3

7.9E-3

9.4E-3

7.2E-1

1.6E-2

1.4E-3

5.9E-1

8.3E-3

1.2E-2

radiation weighting

factor, 

=1α

=1β

=1γ

=20α

=1β

=1γ

=10α

low (<0.01MeV)β

=3

high = =1β γ

표 내부선량환산인자 비교3.1.6 (Gy/d per Bq/kg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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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는 대상동식물의 피폭지점 을 대상동식물 피부 표면Amiro (1997) (target position)

아래 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피부표면 두께의 차폐효과로 인해 피폭지점을 피70 m .μ

부표면으로 가정한 것에 비해 다소 작은 외부선량환산인자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피.

부표면을 피폭지점으로 가정한 나 코드에서는 저에너지 베타나K-BIOTA RESRAD-biota

알파에 의한 방사선 피폭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실제적인 차이는 무시할 수준이

다.

표 에 외부선량환산인자를 계산하기 위한 적용된 매질과 생태특성에 대한 모델 간3.1.8

비교를 요약하여 놓았다 는 육상동물의 경우 균일한 오염농도를 가진 반무. Amiro (1997)

한 크기의 토양 표면 아래 거주한다고 가정하였고 수생동물의 경우(semi-infinite) 10cm ,

균일한 오염농도를 가진 반무한 크기의 수면 아래 거주한다고 가정(semi-infinite) 10 cm

하였다 곰 노루 등과 같이 지상에 거주하는 동물이나 물새와 같이 물의 표면 근처에서. ,

서식하는 동물의 경우 환경매질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만이 존

재하므로 일정 깊이의 오염매질 내에 이들 동식물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매질 자체의 차

폐효과를 고려할 때 과대평가된 외부선량환산인자를 결과할 것이다 에서는 생. K-BIOTA

태특성별로 거주 환경이 유사한 동식물을 동일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표 참조 그룹( 3.1.5 ).

별로 거주환경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수준의 외부피폭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상동물.

과 지중동물을 비교할 때 동일한 오염 토양일 경우 지상동물은 지중동물의 약 에 해1/2

당되는 피폭을 받는다 이는 지중동물은 무한크기 의 토양 속에 존재하는 반면 지상. (4 )π

동물은 반무한 크기 의 토양표면에 위치하므로 공기로부터의 피폭이 없을 때 이론적(2 )π

으로 지중동물의 의 피폭을 받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농도로 오염된 수생1/2 .

태계에서 물새와 같이 수 표면에 거주하는 수생동물의 외부선량환산인자는 어류와 같이

수중에 거주하는 동물 보다 외부피폭이 반으로 줄 것이다 저서어류와 같이 물과 하저퇴.

적토 근처에 주로 사는 동물들은 오염된 뮬과 하저퇴적토로부터 동시에 외부피폭이 되지

만 물과 하저퇴적토의 밀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므로 물의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할 수 있

다 갯지렁이와 같이 하저퇴적토 내에 거주하는 동물은 하저퇴적토가 육상토양. (sediment)

과 유사한 밀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중동물과 동일한 외부선량환산인자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환경매체에서의 밀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반무한.

크기의 물 또는 하저퇴적토의 외부선량환산인자는 동일하며 각각 무한 크기의 물 무한,

크기의 토양에 대한 외부선량환산인자 값의 이 된다1/2 .

표 에 식 과 로부터 계산된 스크리닝 단계 평가를 위한 핵종별 내 외3.1.9 (3.1.1) (3.1.2)

부 선량환산인자 값을 요약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 값들은 보수적 가정과. 3.1.9

함께 도출한 것이므로 동식물의 크기와 거주 환경을 고려한 실제의 값들 보다 일반적으

로 크다 표 의 값들은 다음 절에서 기술될 스크리닝 단계 평가에 사용될 환경매체농. 3.1.9

도제한치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EM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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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스크리닝 단계 평가 평가(level 1 )③

환경매체 농도 제한치 (EMCL)㉮

일반적 스크리닝 단계 평가는 측정 또는 계산된 환경매체 방사능 농도 준위가 야생생

태계에 방사선 위해를 주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만약 방사선.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환경매체 농도라면 생태계의 방사선 위험은 무시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평가는 종료된다 일반적 스크리닝 레벨 평가를 위해서는 핵종별 환경매체.

농도제한치 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Environmental Medium Concentration Limit, EMCL) .

환경매체농도는 는 핵종별 생태별로 다르며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한다(EMCL) , .

 

lim
(3.1.3)

여기서

 환경매체농도제한치 물 토양: ( : Bq/L, : Bq/kg)

lim 스크리닝 기준선량속도: ( Gy/d)μ

 환경매체 단위농도로부터 받는 선량속도 물 토양: ( : Gy/d per Bq/L, : Gy/d perμ μ

B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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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ro (1997) RESRAD-biota K-BIOTA(2011)

육생

(terrestrial)

동물 균일한 오염농도를- :

가진 반무한

크기의 토(semi-infinite)

양 표면 아래 거주10cm

식물 균일한 오염농도를- :

가진 반무한 크기의 공기

밀도( :1,189kg/m3 내 지상)

에 거주1m

동식물 무한 크기의 토양- :

속에 거주

공기로부터의 피폭은 무-

시

지중동물 무한 크기- (in soil):

의 토양 속에 거주

지상동식물 반무한- (on soil):

크기의 오염토양 표면에 거주

공기로부터의 피폭은 무시-

수생

(aquatic)

모든 어류 균일한 오염농- :

도를 가진 반무한

크기의 수(semi-infinite)

면 아래 거주10cm

어류 반무한 크기의 물속- :

에 거주

수중어류 유영어류- ( (pelagic

플랑크론 등 무한 크기fish), ):

의 물속에 거주

저서어류 조- (benthic fish),

개류 갑각류 등 반무한 크기의, :

물과 하저퇴적토 경(sediment)

계에 거주

하저퇴적토동물 갯지렁이- (

등 무한 크기의 하저퇴적토):

내에 거주

육수생

(riparian)

구분하지 않음- 반무한 크기의 물 또는-

하저퇴적토 경계에 거주

구분하지 않음-

대상동식물의 피폭지점- :

아래tissue 70 mμ

토양밀도는 물의 배- 1.5

방사선가중치 고려하지-

않음

대상동식물의 피폭지점- :

tissue surface

동식물과 모든 환경매체-

의 밀도는 동일

방사선가중치 알파- ( =20,

베타 및 photon=1)

대상동식물의 피폭지점- :

tissue surface

동식물과 모든 환경매체의 밀-

도는 동일

방사선가중치알파 고에- ( =10,

너지 베타 저에너지 베타 및=3,

photon=1)

표 스크리닝 평가를 위한 외부선량환산인자 계산을 위한 모델별 가정 비교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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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내부선량

환산인자*

외부선량환산인자**

수중 수표면 지중 지상 하저토

Ag-110m

Am-241

Ba-140

Be-7

C-14

Ca-45

Cd-109

Ce-141

Ce-144

Cf-252

Cl-36

Cm-242

Cm-243

Cm-244

Co-57

Co-58

Co-60

Cr-51

Cs-134

Cs-135

Cs-136

Cs-137

Eu-152

Eu-154

Eu-155

Fe-59

H-3

I-125

I-129

I-131

I-132

I-133

Ir-192

K-40

La-140

Mn-54

Nb-94

Nb-95

Nb-95m

Ni-59

0.0387

0.769

0.0462

6.78E-4

6.96E-4

0.00106

0.00167

0.00342

0.0184

0.83

0.00377

0.856

0.815

0.812

0.00235

0.014

0.0359

6.08E-4

0.0237

9.28E-4

0.0316

0.0117

0.0178

0.0209

0.0018

0.018

1.84E-4

0.00114

0.00145

0.00787

0.0376

0.0139

0.0141

0.00936

0.0391

0.0117

0.024

0.0112

0.00328

2.22E-4

0.0387

0.00105

0.0459

6.79E-4

6.75E-4

0.00107

0.00142

0.00338

0.0183

8.44E-5

0.00378

1.42E-4

0.00357

1.27E-4

0.0018

0.0139

0.0359

4.51E-4

0.0237

9.29E-4

0.0316

0.0117

0.0175

0.0208

0.00165

0.018

2.57E-5

7.02E-4

0.0011

0.00787

0.0376

0.014

0.0141

0.00936

0.0392

0.0115

0.024

0.0112

0.00321

3.32E-5

0.01935

5.25E-4

0.02295

3.395E-4

3.375E-4

5.35E-4

7.1E-4

0.00169

0.00915

4.22E-5

0.00189

7.1E-5

0.00178

6.35E-5

9E-4

0.00695

0.01795

2.255E-4

0.01185

4.645E-4

0.0158

0.00585

0.00875

0.0104

8.25E-4

0.009

1.285E-5

3.51E-4

5.5E-4

0.00394

0.0188

0.007

0.00705

0.00468

0.0196

0.00575

0.012

0.0056

0.00161

1.66E-5

0.0387

0.00105

0.0459

6.79E-4

6.75E-4

0.00107

0.00142

0.00338

0.0183

8.44E-5

0.00378

1.42E-4

0.00357

1.27E-4

0.0018

0.0139

0.0359

4.51E-4

0.0237

9.29E-4

0.0316

0.0117

0.0175

0.0208

0.00165

0.018

2.57E-5

7.02E-4

0.0011

0.00787

0.0376

0.014

0.0141

0.00936

0.0392

0.0115

0.024

0.0112

0.00321

3.32E-5

0.01935

5.25E-4

0.02295

3.395E-4

3.375E-4

5.35E-4

7.1E-4

0.00169

0.00915

4.22E-5

0.00189

7.1E-5

0.00178

6.35E-5

9E-4

0.00695

0.01795

2.255E-4

0.01185

4.645E-4

0.0158

0.00585

0.00875

0.0104

8.25E-4

0.009

1.285E-5

3.51E-4

5.5E-4

0.00394

0.0188

0.007

0.00705

0.00468

0.0196

0.00575

0.012

0.0056

0.00161

1.66E-5

0.0387

0.00105

0.0459

6.79E-4

6.75E-4

0.00107

0.00142

0.00338

0.0183

8.44E-5

0.00378

1.42E-4

0.00357

1.27E-4

0.0018

0.0139

0.0359

4.51E-4

0.0237

9.29E-4

0.0316

0.0117

0.0175

0.0208

0.00165

0.018

2.57E-5

7.02E-4

0.0011

0.00787

0.0376

0.014

0.0141

0.00936

0.0392

0.0115

0.024

0.0112

0.00321

3.32E-5

표 스크리닝 단계 평가를 위한 선량환산인자3.1.9 K-B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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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63

Np-237

P-32

P-33

Pa-231

Pb-210

Po-210

Pu-238

Pu-239

Pu-240

Pu-241

Ra-226

Ra-228

Rh-106

Ru-106

S-35

Sb-124

Sb-125

Se-75

Se-79

Sr-89

Sr-90

Tc-99

Te-129m

Te-132

Th-227

Th-228

Th-229

Th-230

Th-231

Th-232

Th-234

U-233

U-234

U-235

U-238

Zn-65

Zr-95

2.36E-4

0.685

0.00958

0.00106

0.62

0.00607

0.744

0.769

0.719

0.722

2.33E-4

3.4

7E-4

0.0223

0.0225

6.73E-4

0.0303

0.0074

0.00574

7.7E-4

0.00811

0.0156

0.0014

0.00416

0.00473

0.822

0.758

0.685

0.674

0.00294

0.561

0.0125

0.674

0.663

0.619

0.588

0.00827

0.0118

2.36E-4

0.0175

0.00959

0.00106

0.00132

0.00586

1.18E-7

1.55E-4

7.62E-5

1.38E-4

3.5E-8

0.0366

5.72E-11

0.0223

0.0224

6.74E-4

0.0303

0.00723

0.00555

7.7E-4

0.00812

0.0156

0.00139

0.00407

0.00457

0.00199

2.86E-4

0.00263

2.04E-4

0.00242

1.72E-4

0.0124

9.04E-5

1.91E-4

0.00273

1.44E-4

0.00808

0.0118

1.18E-4

0.00875

0.00479

5.3E-4

6.6E-4

0.00293

5.9E-8

7.75E-5

3.81E-5

6.9E-5

1.75E-8

0.0183

2.86E-11

0.01115

0.0112

3.37E-4

0.01515

0.00361

0.00278

3.85E-4

0.00406

0.0078

6.95E-4

0.00203

0.00229

9.95E-4

1.43E-4

0.00132

1.02E-4

0.00121

8.6E-5

0.0062

4.52E-5

9.55E-5

0.00137

7.2E-5

0.00404

0.0059

2.36E-4

0.0175

0.00959

0.00106

0.00132

0.00586

1.18E-7

1.55E-4

7.62E-5

1.38E-4

3.5E-8

0.0366

5.72E-11

0.0223

0.0224

6.74E-4

0.0303

0.00723

0.00555

7.7E-4

0.00812

0.0156

0.00139

0.00407

0.00457

0.00199

2.86E-4

0.00263

2.04E-4

0.00242

1.72E-4

0.0124

9.04E-5

1.91E-4

0.00273

1.44E-4

0.00808

0.0118

1.18E-4

0.00875

0.00479

5.3E-4

6.6E-4

0.00293

5.9E-8

7.75E-5

3.81E-5

6.9E-5

1.75E-8

0.0183

2.86E-11

0.01115

0.0112

3.37E-4

0.01515

0.00361

0.00278

3.85E-4

0.00406

0.0078

6.95E-4

0.00203

0.00229

9.95E-4

1.43E-4

0.00132

1.02E-4

0.00121

8.6E-5

0.0062

4.52E-5

9.55E-5

0.00137

7.2E-5

0.00404

0.0059

2.36E-4

0.0175

0.00959

0.00106

0.00132

0.00586

1.18E-7

1.55E-4

7.62E-5

1.38E-4

3.5E-8

0.0366

5.72E-11

0.0223

0.0224

6.74E-4

0.0303

0.00723

0.00555

7.7E-4

0.00812

0.0156

0.00139

0.00407

0.00457

0.00199

2.86E-4

0.00263

2.04E-4

0.00242

1.72E-4

0.0124

9.04E-5

1.91E-4

0.00273

1.44E-4

0.00808

0.0118

내부선량환산인자* (  ), Gy/d per Bq/kg freshμ

외부선량환산인자**

수중1) (in-water),    ( Gy/d per Bq/l)μ

수표면2) (on-water),    ( Gy/d per Bq/l)μ

지중3) (in-soil),    ( Gy/d per Bq/kg soil)μ

지상4) (on-soil),   ( Gy/d per Bq/kg soil)μ



- 65 -

lim은 동식물 방사선 위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 선량속도이다 표 에 여. 3.1.10

러 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 선량속도 값을 요약하였다 에서는 표 의. K-BIOTA 3.1.10

에서 적용한 값을 이용하여 환경매체 농도 제한치를 구하였다 그러나UNSCEAR, US/DOE .

의 코드처럼 스크리닝 목적으로 보다 강화된 기준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EU ERICA . ERICA

에서는 동식물 구분 없이 를 적용하였다 기준 선량속도 값이 작을수록 비례하여10 Gy/h .μ

방사선 위해도가 무시될 수 있는 환경매체 농도 값도 작아질 것이다.

동식물(biota) IAEA (1992)

US/DOE (Hiley

et al, 2003,

NCRP, 1991)

UNSCEAR

(1996)
ERICA (EU)

육상식물

(Terrestrial plant)

10 mGy/d

(400 Gy/h)μ
10 mGy/d 10 mGy/d

10 Gy/hμ
육상동물

(Terrestrial animals)

1 mGy/d

(40 Gy/h)μ
1 mGy/d 1 mGy/d

수생동물

(Aquatic organisms)
10 mGy/d 10 mGy/d

표 위해도 판단 일반적 기준 선량속도3.1.10

 의 값은 환경매체 단위농도로부터 동식물이 받는 선량속도로 핵종의 종류 및 거주지 특

성에 따라 변한다 동식물 거주지별로 다음과 같이.  값이 결정된다.

지상동식물 소나무 노루 등- ( , )

거주지 지상: (on-soil)

       (3.1.4)

지중동물 두더지 지렁이 등- ( , )

거주지 지중: (in-soil)

      ∈ (3.1.5)

물새류 양서류 포유류- , ,

거주지 수표면: (on-water)

       (3.1.6)

유영 어류 녹조류 플랑크톤 등- (pelagic fish), ,

거주지 수중: (in-water)

하저퇴적토5) (in-sediment), ( Gy/d per Bq/kg soil )μ

주:

내부선향환산인자 계산시 다음의 적용1) radiation weighting factor

alpha:10, low beta (<0.01MeV):3, high beta & gamma: 1

외부선량환산인자 계산시 토양 하저퇴적토의 밀도는 물과 같다고 가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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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7)

저서어류 갑각류 조개류- (benthic fish), ,

거주지 물 하저퇴적토 계면: - (at water-sediment interface)

       ∈ (3.1.8)

갯지렁이 등-

거주지 하저퇴적토: (sediment)

       (3.1.9)

핵종 EMCL (Bq/kg) limiting biota group

Ag-110m

Am-241

Be-7

C-14

Cd-109

Ce-141

Ce-144

Cl-36

Cm-242

Cm-243

Cm-244

Co-57

Co-58

Co-60

Cr-51

Cs-134

Cs-135

Cs-136

Cs-137

Eu-152

Eu-154

Eu-155

Fe-59

H-3

I-125

I-129

I-131

I-132

I-133

La-140

Mn-54

3600

650

1000000

1070

14700

296000

54600

28700

6480

6650

6840

216000

32600

12700

1.34E6

299

7640

224

606

56800

47800

602000

44800

36200

801000

557000

85900

18000

48400

24500

7740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plants

표 평가를 위한 육상생태계3.1.11 Level 1 EMC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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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해당동식물과 환경매체 토양 물 의 핵종 농도비이고( , ) ,  는 내부선량환

산인자, 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외부선량환산인자, 는 물과 하저퇴적토 사이의 핵종

평형분배계수이다 따라서 식 식 를 이용하여 환경매체최대농도 를 계산하. (3.1.3)~ (3.1.9) (EMCL)

Nb-94

Nb-95

Nb-95m

Ni-59

Ni-63

Np-237

P-32

P-33

Pb-210

Po-210

Pu-238

Pu-239

Pu-240

Pu-241

Ra-226

Ra-228

S-35

Sb-124

Sb-125

Se-75

Se-79

Sr-89

Sr-90

Tc-99

Te-129m

Te-132

Th-227

Th-228

Th-229

Th-230

Th-231

Th-232

Th-234

U-233

U-234

U-235

U-238

Zn-65

Zr-95

41600

89200

311000

9.59E6

3.21E6

14400

77.8

704

8690

122

500

535

533

1.65E6

33

161000

29100

7950

32600

140000

1.04E6

6850

3560

34000

117000

103000

3120

3380

3740

3800

311000

4570

63400

512

520

557

586

15200

84700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plants

Terrestrial animals (in-soil)

Terrestrial animals (in-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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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   ,  , 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값은 일차적으로 출판중인

핸드북으로부터 문서에 존재하지 않으면 코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인용IAEA , IAEA ERICA

하였다.  값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동식물이라도 종류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지만 스크리

닝 목적의 평가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동식물 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하였

다 계산된 핵종별 환경매체최대농도 와 을 결정하는 를 표. (EMCL) EMCL limiting biota

표 에 요약하였다 단3.1.11~ 3.1.13 .  값이나,  값이 존재하지 않는 핵종의 값은EMCL

구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토양 중( EMCL K-40, Rh-106, Ca-45, Cf-252, Ir-192,

민물의 중 등이 이에 해당된다Pa-231, EMCL Be-7, K-40, Rh-106, Cf-252, Ir-192 ).

값이 존재하지 않는 핵종은 스크리닝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이의 해결 방법EMCL Level 1 .

으로 유사 핵종의  값이나,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문가 판단이 요구된다.

핵종
물, EMCL

(Bq/L)

퇴적토, EMCL

(Bq/kg)
limiting biota group

Ag-110m

Am-241

Ba-140

C-14

Ca-45

Cd-109

Ce-141

Ce-144

Cl-36

Cm-242

Cm-243

Cm-244

Co-57

Co-58

Co-60

Cr-51

Cs-134

Cs-135

Cs-136

Cs-137

Eu-152

Eu-154

Eu-155

Fe-59

H-3

I-125

I-129

1.9

0.358

33.9

1970

590

21.4

16

1.41

6450

46.6

45.1

49.1

46.7

6.2

2.4

7470

2.95

75.3

2.21

5.98

322

274

3210

79.4

4.77E7

6740

5300

228000

190000

67800

9830

590

21.4

2.94E6

543000

6450

233000

226000

246000

4.95E6

657000

255000

7470

405000

1.03E7

303000

819000

161000

137000

1.61E6

397000

4.77E7

2.02E6

1.59E6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on-water)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표 평가를 위한 민물생태계3.1.12 Level 1 EMC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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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1

I-132

I-133

La-140

Mn-54

Nb-94

Nb-95

Nb-95m

Ni-59

Ni-63

Np-237

P-32

P-33

Pa-231

Pb-210

Po-210

Pu-238

Pu-239

Pu-240

Pu-241

Ra-226

Ra-228

Ru-106

S-35

Sb-124

Sb-125

Se-75

Se-79

Sr-89

Sr-90

Tc-99

Te-129m

Te-132

Th-227

Th-228

Th-229

Th-230

Th-231

Th-232

Th-234

U-233

U-234

U-235

U-238

977

204

553

197

8.75

0.521

1.12

3.89

12700

2060

0.365

0.87

7.86

1.99

15.5

0.0791

1.61

1.72

1.71

5300

0.0226

110

8.96

18600

26.1

109

124

928

10.3

5.34

5480

229

202

0.0247

0.0279

0.0289

0.0314

0.225

0.0377

0.0438

5.5

5.59

5.98

6.3

195000

61300

166000

197

861000

416000

892000

3.11E6

2.54E8

4.12E7

3.65

43.5

393

1.99

1.55E6

1.58E6

2.23E6

2.39E6

2.38E6

7.37E9

344

1.67E6

356000

9280

324000

1.36E6

373000

2.78E6

20600

10700

27400

229000

202000

455000

513000

532000

577000

4.13E6

694000

806000

275

279

299

315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on-water)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on-water)

Freshwater biota (on-water)

Freshwater biota (on-water)

Freshwater biota (on-water)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on-water)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pelagic)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in-sediment)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Freshwater biota (ben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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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65

Zr-95

22.8

314

11400

314000

Freshwater biota (on-water)

Freshwater biota (pelagic)

핵종
해수, EMCL

(Bq/L)

퇴적토, EMCL

(Bq/kg)
limiting biota group

Ag-110m

Am-241

C-14

Ca-45

Cd-109

Ce-141

Ce-144

Cl-36

Cm-242

Cm-243

Cm-244

Co-57

Co-58

Co-60

Cs-134

Cs-135

Cs-136

Cs-137

Eu-152

Eu-154

Eu-155

H-3

I-125

I-129

I-131

I-132

I-133

Mn-54

Nb-94

Nb-95

Nb-95m

Ni-59

Ni-63

Np-237

P-32

P-33

Pb-210

Po-210

1.29

0.0188

845

18700

2.6

0.985

0.182

1.96E6

0.0183

0.0192

0.0192

17

2.25

0.87

62

1580

46.5

126

0.285

0.24

3.02

4.77E7

103

81.1

14.9

3.13

8.46

0.434

0.52

1.11

3.89

2000

1370

16.2

5.49

49.7

0.634

0.0195

12900

37700

845000

9.33E6

7810

2.96E6

546000

58700

36500

38300

38500

5.11E6

674000

261000

248000

6.34E6

186000

503000

569000

479000

6.04E6

4.77E7

7220

5680

1050

219

592

868000

416000

892000

3.11E6

4E7

2.73E7

16200

44000

397000

63400

390000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on-water)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on-water)

Marine biota (on-water)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표 평가를 위한 해양생태계3.1.13 Level 1 EMC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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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험도 지표Level 1 (Risk Quotient,㉯ ≤  )

앞 절에서 계산된 값으로 부터 일반적 스크리닝 목적의 위험도 지표EMCL (RQ, risk

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단계 위험도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Qutient) . Level 1 .

≤   


 (3.1.10)

는 핵종 에 대한 위험도 지표로 다음과 같다.

  

측정된핵종 의환경매체의농도
(3.1.11)

측정된 환경매체 농도를 이용하여 ≤ 값을 계산하고 ≤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 단계 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에 포함된 어떤 동식물도 스크리닝 선량속도를 초과할 확률이 매우 낮:

Pu-238

Pu-239

Pu-240

Pu-241

Ra-226

Ra-228

Ru-106

S-35

Sb-124

Sb-125

Se-75

Se-79

Sr-89

Sr-90

Tc-99

Te-129m

Te-132

Th-227

Th-228

Th-229

Th-230

Th-231

Th-232

Th-234

U-233

U-234

U-235

U-238

Zn-65

Zr-95

0.0206

0.0221

0.022

68.1

1.55

7520

2.22

2.88E6

37.9

155

15.8

118

770

400

16.7

53.4

47

0.00608

0.0066

0.0073

0.00742

1.38

0.00891

0.269

8.24

8.38

8.96

9.45

32

0.423

2060

2210

2200

6.81E6

6190

1.5E7

88900

1.44E6

75900

311000

47500

354000

6160

3200

1670

53400

47000

18200

19800

21900

22300

4.13E6

26700

806000

8240

8380

8960

9450

32

846000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in-sediment)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benthos)

Marine biota (pelagic)

Marine biota (in-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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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방사선적 위험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평가를 종료한다.

≤     평가에 포함된 동식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스크리닝 선량속도를 초과할:

확률이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다음단계 의 평가를 진행한다(level 2) .

부지 특성적 스크리닝 평가(level 2)㉰

부지 특성적 스크리닝 평가는 일반적 스크리닝 평가 에서(level 1) ≤  값이 보다 클1

때 수행한다 이 단계의 평가는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위해 적용 동식물에 대한 부지 특성적.

이나  값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평가보다 덜 보수적이다 그러나 개별 동식물에level 1 .

대한 평가나 선량환산인자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 에 평가 단계별 변경 가능한 항. 3.1.14

목을 보여준다.

평가 위험도 지표(4) Level 2 (Risk Quotient, ≤  )

평가에서의 위험도 지표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Level 2 .

≤    


lim (3.1.12)

여기서

 핵종: 에 대한 선량속도

lim 스크리닝 기준선량속도 표: ( Gy/d) ( 3.1.10)μ

토양과 물의 환경매체 농도  및  가 주어질 때 생태별 동식물 그룹별 핵종, 의

선량속도 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및 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평가에서는 평균적인 입력 파라미터 값을 적용한다. level 2 .

지상동식물 소나무 노루 등 거주지 지상- ( , ), : (on-soil)

         (3.1.13)

항목 level 1 level 2 level 3

동식물 종류 고정 고정 변경가능

선량환산인자 고정 고정 변경가능

입력 파라미터 및 의 값CR Kd 고정 변경가능 변경가능

radiation weighting factor, occupancy factor 고정 고정 변경가능

압력 파라미터 불확실도 분석 (uncertainty analysis) 불가능 불가능 가능

표 평가 단계별 변경 가능한 항목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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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동물 두더지 지렁이 등 거주지 지중- ( , ), : (in-soil)

       ∈  (3.1.14)

물새류 양서류 포유류 거주지 수표면- , , , : (on-water)

         (3.1.15)

유영 어류 녹조류 플랑크톤 등 거주지 수중- (pelagic fish), , , : (in-water)

       ∈  (3.1.16)

저서어류 갑각류 조개류 거주지 물 하저퇴적토 계면- (benthic fish), , , : -

        ∈  (3.1.17)

갯지렁이 등 거주지 하저퇴적토- , : (sediment)

         (3.1.18)

식 를 이용하여(3.1.12)~(3.1.18) ≤ 값을 계산하고 ≤  값에 따라 정밀평가 여부

를 결정한다 평가에서 사용되는, Level 1  값은 최댓값인 반면 평가에서는 보통, level 2

평균값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평균값의 배 에 대응 에 대응되는 값을3 (95% percentile )

시용하므로 평가가 평가보다 덜 보수적이다 평가 위험도지표에Level 2 Level 1 . Level 2

따라 다음의 결정을 진행한다.

≤    평가에 포함된 모든 동식물에 대한 위험도지표가 보다 작으면 방사선적 위: 1

험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평가를 종료한다.

≤    평가에 포함된 동식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위험도지표가 보다 크면: 1

부지 특성적 데이터를 반영하여 정밀평가 를 수행한다(Level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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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선량 코드 비교연구 및 성능 검증3.

가 국제공동연구. IAEA/MODARIA

프로그램은 방사선 환경 생태모델의 검증 및 비교를 위한 국제공동연IAEA/MODARIA

구로 환경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 및 회원국 사이의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IAEA

동강령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표 과 같이 개 분야 개의(action plan) , 3.1.15 4 10 WG

으로 구성되었다 본 과제는 및 참가하였으며 특히(Working Group) . WG4 WG8

의 시나리오 평가 참가를 통한 국내개발 코드의 기술 검증과 코드WG8(biota modeling)

의 세계화에 역점을 두었다.

Field Working Group

Remediation of

Contaminated Area

WG 1: Remediation strategies and decision aiding techniques

WG 2: Exposures in contaminated urban environments and effect of remedial

measures

WG 3: Application of models for assessing radiological impacts arising from

NORM and radioactivity contaminated legacy sites to support the

management of remediation

Uncertainties and

Variability

WG 4: Analysis of radiological data in IAEA TRS publications to identify

key radionuclides and associated parameter values for human and wildlife

assessment

WG 5: Uncertainty and variability analysis for assessments of radiological

impacts arising from routine discharges of radionuclides

WG 6: Common framework for addressing environment change in long term

safety assessment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WG 7: Harmonization and inter-comparison of models for accidental tritium

releases

Exposures and Effects

on Biota

WG 8: Biota Modelling: Further development of transfer and exposure

models and application to scenarios

WG 9: Models for assessing radiation effects on populations of wildlife

species

Marine Modeling
WG 10: Modeling of marine dispersion and transfer of radionuclides

accidentally released from land-based facilities

표 의3.1.15 MODARIA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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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 평가 참가 및 코드 비교 검증.

습지 시나리오(1) (wetland)

습지 시나리오 개요①

습지는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며 양 생태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습지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아직 습지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는 수행

된 적이 없다 이런 배경으로 습지생태계가 시나리오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

적으로 서로 다른 Steel Creek (South Carolina, USA), Utnora swamp (Sweden), and

의 곳의 습지를 시나리오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Duke Swamp (Canada) 3 (

3.1.5).

본 시나리오에는 크게 가지 모델 과 개의 기관이3 (ERICA, RESRAD-Biota, K-Biota) 6

참가하였다 표 각 참가자들은 표 의 습지별 핵종정보를 이용하여 표( 3.1.16). 3.1.17

의 습지별 동식물의 핵종농도와 선량 계산결과를 요청받았다3.1.18 .

그림 습지 시나리오 대상 부지3.1.5 (a) Steel Creek, (b) Duke Swamp, (c)

Utnora Swamp

평가 결과②

그림 은 에서의 모델예측과 측정된3.1.6 Steel Creek 137 핵종농도의 비교를 그림Cs ,

은 에서의3.1.7 Utnora swamp 137 에 의한 내 외부 선량속도 의 모델 비교를Cs ( Gy/h)µ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각 모델이 적용한 가정 참조동식물 선정 거주율 값 등 의 차. ( , , CR )

이에 의해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시나리오 비교 분석을 통.

해 평가의 본질적 불학실성 접근법 차이에 따른 결과의 영향 평가의 문제점 분석이며, , ,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공동연구 논문으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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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Model Origin of

transfer

parameters

Origin of organism dimensions

ARPANSA ERICA Tool Model default1 Model default

ANSTO ERICA Tool Model default Mainly model default

CEH ERICA Tool Draft TRS Model default

SCK ERICA Tool Draft TRS Mainly model default, but also some new organism

sizes from Wikipedia or own data.

SNL

KAERI

RESRAD-Biota

K-Biota

Draft TRS

Draft TRS

Chosen from a set of model default organism

sizes.

Mainly from Wikipedia

표 습지 시나리오에 참가한 모델 및 기관3.1.16

Wetland Vegetation Animal

Steel Creek swamp Grasses, Sedges, Alder tree

Shrubs, Willows.

Green tree frog, Aquatic snakes, Terrestrial

snakes, Ducks, Spiders, Beetles, Aphids,

Leafhoppers, Cicadas, Grasshoppers, Crickets

Utnora swamp Spruce, Fern, Alder tree, Forbs,

Sedges

Moor frog

Duke Swamp Peat moss, Grass, Forbs, Ferns,

Cedar (Thuja), Balsam fir

White-footed mouse,

표 시나리오에서 고려되는 습지별 동식물3.1.18

137Cs

(Bq/kg d.w. or Bq/l)

14C

(Bq/kg)

14C

(Bq/g C)

Steel Creek

soil

water

3500

0.81

-

-

-

-

Utnora

soil

water

30000 (12000-74000)

0.2

-

-

-

-

Duke

soil

air

-

-

7600 (310-27000)

-

14 (0.56-50)

15 (1.1-38)

표 습지별 핵종 정보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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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의 모델과 실험의 핵종농도 비교3.1.6 Steel Creek .

그림 3.1.7 에서의Utnora swamp 137 에 의한 내 외부 선량속도Cs (µ 의 모델 비교G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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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개선. K-BIOTA

년도의 취급핵종 확장 스크리닝 단계 선량평가 기능 추가에 이어 년 연구에2012 , 2013

서는 선량평가를 위한 핵심 입력 파라미터인 전이계수CR ( ), Kd 평형분배계수( ),  토양농(

도),  물 농도 의 민감도 불확실도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코드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입( ) .

력파라미터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은 단계 평가 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3 (level 3) . 3

계 평가는 스크리닝 단계 평가인 단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1,2 RQ(Risk Quotient)

때 부지 특성적 데이터를 적용하여 정밀 평가를 위해 수행된다.

불확실도 분석 모듈(1) (Uncertainty Analysis)

입력인자의 확률분포함수①

에서는 그림 에서 보여주는 종류의 확률분포함수를 고려하였K-BIOTA V3.1(F) 3.1.8 4

다.

분포Normal㉮

-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평균: ,  표준편차: )

 





  

(3.1.15)

- 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

  

 


 

  (3.1.16)

입력 파라미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sampling 의 최소 및 최대 를(a) (b) 99.9%

의 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ercentile .

   ,   (3.1.17)

역으로 가 주어지면 식 로부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a, b (3.1.17) .

분포Lognormal㉯

-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평균: ,  표준편차: )

 






 
ln   

(3.1.18)

분포의 는 수치 해석적으로 구한다 분포와 분포는 다Lognormal cdf . lognormal normal

음의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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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확률분포 함수의 및 예시3.1.8 pdf cdf (from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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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  ln     (3.1.19)

식 및 식 를 이용하여 분포의 최소 및 최대 변위는(3.1.17) (3.1.19) lognormal (A) (B)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3.1.20)

분포Uniform㉰

-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최소: ,  최대: )

  


(3.1.21)

- 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

  

 
(3.1.22)

분포Exponential㉱

-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평균: )

    (3.1.23)

- 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

     (3.1.24)

분포의 표준편차는Exponential  와 같다.

모든 분포에 대해 샘플링 과 각 분포의 함수로부터 독립변수random [0,1] cdf 의 샘플링

을 샘플링 법을 적용하여 구한다 샘플링 결과의 한 예시로 표 에 최Latin Hypercube . 3.1.19

소 최대 인 분포에 대한 샘플링 결과 를 보여준다 샘플의 최소 최10, 500 uniform (N=50) . ,

대 평균 표준편차 분산 중간 값 등이 제시된다, , ( ), (median) .

코드 개발 및 등록(2)

불확실도 분석 기능이 추가된 코드가 개발 등록되었다 등록번K-BIOTA V31.(F) (

호 그림 는 코드의 구조를 보여준다 불확실도 분석은 단계:C-2013-015027). 3.1.9 . 3

평가 시 입력인자 영향을 정밀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불확실도 분석은 필요(level 3) .

한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기능이 선택되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입력파일,

이 요구된다.

표 에 각 평가 단계별 입력 및 출력 파일명을 요약하였다 단계의 불확실도 분3.1.20 . 3

석을 선택하면 해당 입력인자 분포함수 지정을 위한 파일index (crdist.una, kddis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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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정된 분포함수의 표준편차 정규분포 분포 또는 최대 최condist.una) ( , lognormal ) ,

소 분포 를 지정하는 파일이 필요하다 본 코드에서는 단계 평가(uniform ) ave_var.una . 3

시 입력되는 CR, Kd 값을 각 파라미터의 평균값으로 자동 사용한다, CON-ENV .

그림 구조3.1.9 K-BIOTA V3.1(F)

VARIABLE DISTRIBUTION RANGE

1 UNIFORM 10.0 TO 500.

RUN NO. X(1)

1 312.

2 255.

3 416.

4 441.

5 129.

.

.

47 491.

48 46.9

49 138.

50 78.3

MIN MAX RANGE MEAN MEDIAN VARIANCE

13.63868 490.8883 477.2497 255.1475 254.7529 20071.47

표 분포 로 부터 된 결과 예시3.1.19 Uniform (10,500)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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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Input files Output files

name(*.inp) description name(*.rst) description

Level 1 T1-con-env 환경매체농도 T1-fw-emcl 민물생태계 환경매체농도제한치

T1-index 생태계 선택 T1-soil-emc

l

육상생태계 환경매체농도제한치

T1-indexrn 핵종선택 T1-mw-emc

l

해양생태계 환경매체농도제한치

T1-screenlevel-dc

c

선량환산인자 고(

정)

T1-fw-RQ 민물생태계 위험도지표

T1-soil-RQ 육상생태계 위험도지표

T1-mw-RQ 해양생태계 위험도지표

Level 2 T2-con-env 환경매체농도 T2-fw-RQ 민물생태계 위험도지표

T2-index 생태계 선택 T2-soil-RQ 육상생태계 위험도지표

T2-indexrn 핵종선택 T2-mw-RQ 해양생태계 위험도지표

T2-screenlevel-dc

c

선량환산인자 고(

정)

T1-screenlevel-d

와 동일cc

T2-cr-fw 민물생태계 전이인

자

T2-cr-mw 해양생태계 전이인

자

T2-cr-soil 육상생태계 전이인

자

T2-Kd-fw 민물생태계 평형분

배계수

T2-Kd-mw 해양생태계 평형분

배계수

Level 3 T3-con-env 환경매체농도 T3-dose rate 선량속도

T3-index 생태계 선택 T3-ext-dcc 외부선량환산인자

T3-indexrn 핵종선택 T3-int-dcc 내부선량환산인자

T3-cr 동식물 전이인자 T3-inputdata

-summary

입력인자 요약

T3-geometry 동식물 크기

T3-occupancy 동식물 거주비율

T3-Kd 수생태계 평형분배

계수

T3-suggested mass 동식물의 질량 (0

의 값을 주면 계산

값 자동사용)

T3-weighting

factor

방사선 가중치

T3-ext-dcc 육상생태계 동식물

외부선량환산인자

수생태계는 자동(

계산)

표 3.1.20 Summary of I/O files for the K-BIOTA V3.1(F)



- 83 -

라 적용 사례.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후쿠시마 발전소 근해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선량 평가 계산에

입력인자의 불확실도 분석을 통해 코드의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고려된 핵종은. 131I,

134Cs, 137 가지이며 생물종은 가지이다 표 평가에 사용된 별 평균Cs 3 , 6 . 3.1.21 biota CR

값을 요약하였다 평형분배계수. (Kd 는 및 의 경우 각각) Cs I 4100 and 70 l/kg

이다(IAEA/TRS422, 2004) .

의Benthic fish (biota 2) 134 핵종 이 분포를 가질 때 대응되는 선량분포Cs CR normal

를 얻기 위한 예제를 가정하자 의. Benthic fish 134 값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을 위Cs CR

한 타입 지정파일 은 다음과 같다pdf crdist.una .

핵종 biota 1 2 3 4 5 6

134Cs 0 1 0 0 0 0

137Cs 0 0 0 0 0 0

131I 0 0 0 0 0 0

T3-carbon 데이터Carbon

이 선택되었을(C14

때)

T3-hydrogen 데이터 가 선H (H3

택되었을 때)

L e v e l

3 -

uncertai

n t y

analysis

condist.una 환경매체 확률분포

함수 지정

lhs 선택된 변수의 Latin-hypercube

결과sampling

kddist.una 평형분배계수 확률

분포함수 지정

y-pdf 계산된 확률분포함수dose rate

crdist.una 선택된 동식물 전이

계수 확률분포함수

지정

x vs ydose

plot

선택된 변수의 값에 따sampling

른 선량속도

ave_var.una 지정된 확률분포함

수의 평균 또는 분

산 값 (uniform

인 경distribution

우 최소 최댓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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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의 세로는 핵종 가로는 종류를 나타낸다 입력인자의 타입crdist.una , biota . pdf

은 다음의 로 지정한다index .

수행하지 않음‘0’: uncertainty analysis

분포‘1’: normal

분포‘2’: lognormal

분포‘3’: uniform

분포‘4’: exponential

위 예제에서 대신 가 주어지면 의‘1’ ‘2’ benthic fish 134 핵종 이 분Cs CR lognormal

포를 가질 때 대응되는 선량분포를 얻기 위한 것이 된다 평형분배계수. Kd에 대한 pdf

타입 지정파일 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모든 타입 지정이 인 것은 이미kddist.una . pdf '0'

값을 대상 입력인자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CR .

핵종 Kd

134Cs 0

137Cs 0

131I 0

Kd는 핵종에만 의존되므로 모든 에 대해 동일한 값이 적용된다 따라서biota .

파일에서는 핵종에 대한 구분만이 필요하다 환경매체농도 타입 지정파일kddist.una . pdf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모든 타입 지정이 인 것은 이미 값을 대상condist.usa . pdf '0' CR

입력인자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육상생태계 수생태계

핵종 토양 또는 물1 2 3 4

134Cs 0 0 0 0 0

137Cs 0 0 0 0 0

131I 0 0 0 0 0

위 파일에서 세로는 핵종 가로는 환경매체의 종류를 나타낸다 육상생태계의 경우 개, . 4

organism

CR
131I 134Cs/

137Cs

Pelagic fish 3.6 79.4

Benthic fish 3.6 71.2

Molluscs 8790 49.9

Crustacean 3.6 53.4

Macroalgae 4200 96.4

Polychaete worm 14 178

표 평가에 사용된 별 평균 값3.1.21 biota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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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양을 구분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수생태계 민물 해양 의 경우 환경매체 첫 번째. ( , )

칼럼만이 고려되며 물의 농도에 대응된다 즉 수생태계의 경우 번째 칼럼 인덱스는. 2~4

의미가 없다.

에서 불확실도 분석은 한 개의 입력파라미터 대해서만 수행되도록K-BIOTA V3.1(F)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확률분포함수를 지정하기 위한 위 가지 파일. 3 index (crdist.una,

중 이 아닌 는 오직 하나이어야 한다kddist.una, condist.una) "0' index .

표 는 의3.1.22 benthic fish 134 에 대한 평균값Cs ( 이 이고 표준편차) 71.2 ( 가 인) 1.E5

정규분포를 가질 때 계산되어 지는 선량환산인자 계산결과 파일 이다 모든 핵종의y-pdf.rst (

바닷물의 농도는 로 가정하였다 파일은 입력된 분포함수로부터 샘플링 된1 Bq/l ). benthic

fish-CR-134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의 선량 분포와 최솟값 최댓값 평균 분Cs benthic fish , , ,

산 중간 값 및, 25, 50, 75, 95, 99 percentile 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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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m=benthic fish

Midpoint Frequency Cumulative fraction

0.364E+02 0.200E-02 0.200E-02

0.367E+02 0.400E-02 0.600E-02

0.371E+02 0.800E-02 0.140E-01

.

.

0.419E+02 0.340E-01 0.962E+00

0.423E+02 0.180E-01 0.980E+00

0.427E+02 0.100E-01 0.990E+00

0.431E+02 0.800E-02 0.998E+00

0.434E+02 0.000E+00 0.998E+00

0.364E+02 1 X

0.367E+02 2 XX

0.371E+02 4 XXXX

0.375E+02 8 XXXXXXXX

0.379E+02 14 XXXXXXXXXXXXXX

0.382E+02 22 XXXXXXXXXXXXXXXXXXXXXX

0.386E+02 3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390E+02 43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393E+02 53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397E+02 60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401E+02 60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405E+02 55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408E+02 47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412E+02 37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416E+02 26 XXXXXXXXXXXXXXXXXXXXXXXXXX

0.419E+02 17 XXXXXXXXXXXXXXXXX

0.423E+02 9 XXXXXXXXX

0.427E+02 5 XXXXX

0.431E+02 4 XXXX

0.434E+02 0

Total= 500

Min= 0.362E+02 Max= 0.436E+02 Mean= 0.400E+02 Sigma= 0.122E+01 Varian= 0.149E+01 Median=

0.396E+02

25 percentile= 0.390E+02

50 percentile= 0.398E+02

75 percentile= 0.406E+02

95 percentile= 0.418E+02

99 percentile= 0.427E+02

표 결과 파일의 한 예 정규분포3.1.22 Uncertainty analysis ( )



- 87 -

핵종 유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 모델 적용 연구4.

가 서론.

비인간종 선량평가는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 중 또는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환경

으로 유출되었을 때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

다 비인간종선량평가를 위해서는 보통 평형모델과 동적모델이 사용된다 평형모델은 기. .

존피폭이나 계획피폭에 적당한 모델이고 동적모델은 원자력사고와 같은 비상피폭이나,

해체 또는 방성물질의 순간방출과 같이 환경매체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큰 경우

에 적합한 모델이다.

본 절에서는 원자력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량 해양으로 유출되어 해양 생태계를

오염 시켰을 경우 오염된 해양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방사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동

적 모델을 기술한다.

나 해양생태계 방사선 영향 평가 동적 모델.

동적모델(1) K-BIOTA-DYN-M

모델은 개의 해양생물종7 (phytoplankton, zooplankton, prey fish, benthic fish,

격실 과 개의 퇴적토 격실crustacean, mollusca, macroalgae) (compartment) 1 (sediment

로 구성된다 모델의 구조는 그림 에서 보여준다) . 3.1.10 .

바다물중에 식물성플랑크톤의 양이 매우 많아 바다와 식물성플랑크톤 사이에 핵종은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식물성플랑크톤의 농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보수적 가정이다 동물성플랑크톤 어류와 같은 생물종은 해수와 먹이로부터 방사성핵종. ,

을 흡수하고 동시에 방사성붕괴와 생물학적배설에 의해 흡수된 핵종을 배출한다고 가정

한다 해초의 일종인 말류 경우는 해수로부터 방사성핵종을 흡수하고 동시. (macroalgae)

에 방사성붕괴 및 생물학적 배설로 핵종을 배출한다고 가정하였다 해양 생물종으로부터.

방사성핵종의 생물학적 배설은 단계 모델 로 일어난다고 몇몇 문헌에2 (fast-slow )

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다양한 생물종 및 핵종에 대한 핵종(Vives I Batlle et al, 2008a)

배설속도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단순화를 위해 핵종의.

생물학적 배설은 단일단계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먹이사슬을 통한 해양생물.

종 사이의 핵종이동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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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양생물종 오염평가 동적모델 구조3.1.10 K-BIOTA-DYN-M

식물성플랑크톤:

      (3.1.25)

동물성플랑크톤:



 
       (3.1.26)

먹이어류 (Prey fish):



 
       (3.1.27)

포식어유 (Predator fish):



 
        (3.1.28)

갑각류 (Crustacean:):



 
          (3.1.29)

연체류 (Mollusc:):



 
        (3.1.30)

말류 (Macro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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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1)

여기서

  식물성플랑크톤 해수 핵종 전인계수: - (Bq/kg per Bq/l)

  해수의 농도: (Bq/l)

 ∼  생물종 농도: (Bq/kg)

∼ 생물종 단위 무게당 물로부터 핵종흡수속도: (Bq/kg d)

∼ 생물종 단위 무게당 먹이로부터 핵종흡수속도: (Bq/kg d)

 방사능붕괴속도: (d-1)

∼ 생물학적 핵종 배설속도: (d-1)

한편 해수 및 먹이로부터 방사성핵종의 흡수속도 ,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  (3.1.31)

   ×  (3.1.32)

여기서

 생물종 의 물로부터 핵종흡수상수: j , l/(kg d)

 먹이 로부터 핵종흡수상수: i , d-1,(=× × )

 하루 먹이섭취량 중 생물종 의 비율: k

 생물종 단위 무게당 하루 먹이 섭취량: , d-1

 먹이 중 체내로 소화 흡수된 핵종의 비:

 먹이 의 핵종 농도: k , Bq/kg

핵종 에 대한 생물종의 내부 및 외부선량속도는 다음에 의해 계산된다i .

         (3.1.33)

            (3.1.34)

여기서

    핵종 의 내부선량환산인자: i , Gy/d per Bq/kg wetμ

   핵종 의 외부선량환산인자: i , Gy/d per Bq/kg wetμ

  퇴적토 농도: , Bq/kg wet

vw,vws,vs 생물종의 물 물 퇴적토 표면 퇴적토 내 거주율: , - ,

퇴적토의 외부선량환산인자는 퇴적토의 조성과 밀도가 물의 것과 유사하므로 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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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량환산인자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방사선 종류에 의(Ulanovsky and Proehl,2008).

한 방사선 가중치는 알파의 경우 저 베타인 경우 나머지는 로 가정하였다10, 3, 1

선량환산인자계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논문에(Ulanovsky and Proehl, 2006).

서 기술하였다 (Keum et al., 2010, 2014).

해수중의 방사성핵종의 퇴적토로의 침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해수 핵종 퇴, , ,

적토의 성질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통 핵종은 퇴적토에 침강된 후 퇴적토 내부로 확.

산 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깊이 방향의 핵종농도 이동 특성을 고려(diffusion)

하기 위하여 퇴적토를 다중층 으로 나누어 모델링하기도 한다(multi layer) (Simmonds

그러나 퇴적토 내부로의 확산과정은 대체로et al., 2002; Vives i Batlle et al., 2008b).

느리게 진행되므로 사고 초기동안 핵종은 퇴적토 표면에 주로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퇴적토의 표면농도는 해수에서 퇴적토로의 핵종의 침강속도와 퇴적토에서 해수로 핵종의

재부유속도 차이에 의해 근사적으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모델을.

적용하여 퇴적토농도의 시간변위를 구하였다.




 


 


 (3.1.35)

여기서  
   는 핵종침강속도,  는 해수의 깊이,  는 퇴적토의 깊이,

  는 퇴적토의 밀도,  는 해수와 퇴적토사이의 핵종평형분배계수이다 위식에.

서 퇴적토 농도의 단위는 질량 기준이므로 질량기준 환산을 위해서는 퇴적토의 공극dry wet

률로 의 값을 적용하였다0.5 .

위의 모델은 측정되었거나 모델로 계산된 해수의 농도가 입력 데이터처럼 주어질 때

식 식 를 사용하여 생물종의 방사능 체내 농도 퇴적토의 농도 및 생물(3.1.25)~ (3.1.35) ,

종의 내외부선량속도를 계산한다.

다 모델 적용연구.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해양 생물종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1)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해양 오염이 가장 컸던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해양 생물1

종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으로 분석하였다K-BIOTA-DYN-M .

가 입력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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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농도①

해수의 농도는 생물종농도 퇴적토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 입력 데이터이다 본, .

연구에서는 개발된 모델의 성능평가를 위해 후쿠시마 사고에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고의 장기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후쿠시마사고 후 년까지 측정된 후쿠시마 제2.5 1

발전소 항구 내 해수농도를 공개된 웹사이트로부터 발췌하였다 결과는(TEPCO,2014).

그림 에서 보여준다 시료가 채취된 지점은 호기 북쪽 지점 과3.1.11 . 5&6 30 m (S1) , 1&2

호기 남쪽 지점 두 곳으로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두 곳의 해수농도330 m (S2)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사고 후 약 달이 지난 후 최대. 1 1.E8 Bq/m3까지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사고 후 개월이 지난 후에는 거의 정상수준인 수준으로 돌아6 background

왔다.

그림 사고 후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해수의 농도 변화3.1.11 1

퇴적토 농도②

퇴적토의 농도는 외부선량속도 계산에 활용된다 사고 초기동안 후쿠시마 제 발전소. 1

항구 내에서 측정된 퇴적토의 농도는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 는 식.

를 적용하여 퇴적토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사고 후 약 개월이 경과 한 후 측정(3.1.35) . 6

된 퇴적토의 농도와 모델의 을 통해 핵종침강상수Cs fitting ( 를 구하였으며 이 값을 적용)

하여 사고초기 퇴적토 핵종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결과 측정된 퇴적토농도와 잘. fitting

일치하는 핵종침강속도는 1.E-5d-1 로 계산되었다 이 때 적용한 다른 모델상수는 해수깊이.

퇴적토깊이 퇴적토밀도 이며10 m, 0.05 m, 1.2 kg/l (Simmonds et al. 2002), Kd 값은

에 대해 에 대해 값을 로부터 발췌 적Cs 4.0E+03 l/kg, I 7.0E+01 l/kg IAEA/TRS422(2004)

용하였다.

그림 는 모델과 측정된 농도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3.1.12

델이 실제 측정 데이터를 잘 예측하고 있다 만약 식 대신. (3.1.35) Kd 평형모델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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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계산되는 퇴적토농도는 실제보다 약 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10 .

Kd 평형모델을 적용하면 본 연구의 동적모델에 비해 오염된 퇴적토로부터 피폭되는 생물

종의 외부 피폭은 약 배 정도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 대한 별도의10 . Iodine

측정값은 존재하지 않아 근사적으로 로부터 구한 핵종침강속도를 이용하여 사고 초기Cs

131 의 퇴적토의 농도를 계산하였다I .

그림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퇴적토 농도 측정 및 모델의 비교3.1.12 1 Cs

입력인자③

본 모델에서 사용되는 생태특성파라미터는 생물종의 질량 거주율 내외부선량환산인, ,

자 식물성플랑크톤 해수 핵종전이인자 방사능붕괴상수 생물학적 배설 반감기 물 및, - , , ,

먹이로부터 핵종흡수속도 생물종단위 무게당 일일 먹이 섭취량 핵종체내소화흡수율 등, ,

이다 본 적용연구에서 사용된 생태 생태특성 파라미터의 값을 표 에 요약하였다. 3.1.23. .

대개의 값들은 문헌에서 구하였으며 문헌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정을 도입하였다, .

생물종의 질량은 로부터 인용하였으며 먹이어류ERICA tool (Larsson, 2008) , (prey

는 멸치를 가정하였다 크기 생물종의 거주율은 각 생물종의fish) ( : 1cm x 1cm x 15).

서식지를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바다 바닥 근처에서 주로 서식하는 갑각류 말. ,

류 등의 해저생물의 거주율은 vws 이다 식물성플랑크톤 해수 핵종전이인자 는 및=1 . - I

에 대해 각각 이다Cs 9.5E+02, 8.04 (IAEA/TRS47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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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생태특성 파라미터 값3.1.23

한편 하나의 생물종에 대해 다수의 데이터가 존재하면 그 값들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요오드 체내소화흡수율 ( 은 적절한 데이터의 부재로 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물 및) Cs .

먹이로부터 흡수된 모든 요오드가 체내에 소화 흡수되었다고 가정하면 (   어류 갑각류) , ,

연체동물 체내 요오드 농도는 표 의 가정된 값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비교하여 각각 약3.1.23.

배 정도 큰 값으로 계산되며 후속적으로 내부선량도 크게 평1.6, 2.6, 2.9 , 17%, 45%, 55%

가된다.

본 적용연구에서 사용한 연체동물의 요오드 생물학적 배설속도 는 유엔방사선과(0.26)

학위원회 에서 적용한 값 에 비해 약(UNSCEAR) 0.012 (Vives i Batlle et al., 2014) 20

배 컸다 갑각류의 요오드 생물학적 배설속도는 데이터 부재로 연체류와 같은 을 가. 0.26

정하였으며 이 값은 에서 적용한 와 유사하였다 어류에 대한 요오드의, UNSCEAR 0.44 .

생물학적 배설속도는 다른 생물종인 말류나 동물성플랑크톤과의 일관성을 위해 여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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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중 큰 값 을 적용하였다 동물성플랑크톤의 생물학적 배설속도는 큰(fast rate) . Cs

값 의 평균값을 선택하였다 갑각류 연체류 말류의 생물학적 배설속도는(fast rate) . , , Cs

연구에서 적용한 값과 유사하다 먹이사슬에 따른 생물상의 먹이 조성UNSCEAR . ( 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먹이의 조성은 가정되었다 이 가정이 생물종의 농도 계산에 불확실. .

성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지만 먹이생물 사이의 농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과④

생물종의 농도㉮

생물종의 농도는 내부피폭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은 후쿠시마 제 발전소. 3.1.13 1

호기 북쪽 에서의 계산된 생물종의 농도를 보여준다 해수의 농도 변화가5,6 30 m (S1) .

비슷한 호기 남쪽 에서도 유사한 생물종 농도와 결과를 얻었다1,2 330 m (S2) .

식물성플랑크톤의 농도는 해수와의 평형의 가정으로부터 해수의 농도변화와 정확히 일

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에서. S1 131 의 가장 큰 농도는I 1.08E+08 Bq/kg, 137 의 가Cs

장 큰 농도는 로 평가되었다5.5E+05 Bq/kg .

가장 큰 137 의 농도는 약 로 동물성플랑크톤에서 나타났다 만약 동Cs 4.1E+06 Bq/kg .

물성플랑크톤의 농도가 평형모델로 계산된다면 의 값 을130 CR (IAEA/TRS479,2014)

적용하였을 때 이다 이 값은 동적모델에 비해 약 승수 큰 값이다 본3.8E+07 Bq/kg . 3 .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에서 동물성플랑크톤은 해수 및 식물성플랑크톤으로부터 핵종을 흡

수한다 본 적용 연구에서 사용된 입력상수를 기준할 때 동물성플랑크톤은 대개 물로부.

그림 후쿠시마 제 발전소 호기 북쪽 에서 생물종 농도3.1.13 1 5,6 30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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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물성플랑크톤의 먹이인 식물성플랑크톤의 상Cs .

대적으로 낮은 농도와 동물성플랑크톤의 물로 부터의 큰 흡수속도가 원인이다 에Cs . S1

서 말류의 가장 큰 농도는 131 의 경우I 5.6E+04 Bq/kg, 137 의 경우 로Cs 6.3E+04 Bq/kg

평가되었다.

본 적용연구에서는 입력인자의 가정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생물종 농도 계산의 불확실

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주요 입력상수에 대한 생물종 농도의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

민감도 분석에 적용한 입력인자는 물의 핵종흡수속도( 먹이로부터 핵종흡수속도), ( 생물),

학적 배설속도( 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범위의 값에서 조사되었다) .

기준 값 최소-0.5 ( ) <ⅹ  기준 값 최대< 2.0 ( )ⅹ

기준 값 최소-0.5 ( ) <ⅹ  기준 값 최대< 2.0 ( )ⅹ

기준 값 최소-0.1 ( ) <ⅹ  기준 값 최대< 10.0 ( )ⅹ

물의 온도나 계절별 변화를 고려하여 핵종흡수속도는 표 의 기준 값 대비 각각3.1.23

배로 생물학적배설속도는 와 속도 차이가 약 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0.5, 2 , slow fast 10

감안하여 기준 값의 배로 민감도분석을 위한 값의 범의로 설정하였다0.1, 10 .

먹이로부터 핵종흡수속도( 는) , , 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덩어리 상수

이다 기준 값은 표 에 요약된 대표적 값을 의미한다(lumped constant) . 3.1.23 .

입력인자에 대한 생물종농도의 민감도는 핵종과 생물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동물.

성플랑크톤의 가 말류를 제외한 다른 생물종의 131 의 농도에 가장 민감한 입력상수이었다I .

이것은 그림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물성플랑크톤의 먹이인 식물성플랑크톤의 높은3.1.13

131 의 농도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물성플랑크톤의I . 의 범위에서 동물성플랑크톤,

먹이해수어 해저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 , 131 의 최대농도는I 의 최대값을 적용하였을 때가 최

소값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각각 배 크게 평가되었다2.5, 2.3, 2.1, 2.0, 2.0 .

한편 동물성플랑크톤의, 가 생물종의 농도에 가장 민감한 입력인자로 나타났다 그림Cs (

참조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물성플랑크톤의3.1.14A ). 의 범위에서 동물성플랑크톤 먹이해,

수어 해저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의 최대농도는, , , Cs 의 최댓값을 적용하였을 때가 최솟값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각각 배 크게 평가되었다 동물성플랑크톤에 대한3.9, 3.1, 2.9, 2.4, 2.3 .

배의 농도 증가는 동물성플랑크톤은 의 대부분을 물로부터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3.9 Cs Cs

다. 의 영향은 상위동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작아지는데 이는 상위동물은 먹이로부터 Cs

흡수량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먹이해수어 의. (prey fish) 의 범위에서 먹이해수어,

해저어류 갑각류의 의 최대농도는, Cs 의 최댓값을 적용하였을 때가 최솟값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각각 배 증가하였다1.3,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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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델의 주요 입력상수에 대한 생물종의 농도 민감도 분석 결과3.1.14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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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해수어 (prey 의fish) 는 모델의 가정으로부터 핵종간 이동이 없으므로 연체류 농Cs

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로부터만 핵종을 흡수하는 말류의 농도는. 131I, 137 두 핵종 모Cs

두에 대해 말류의  값에 비례한다.

동물성플랑크톤의 는 생물종 농도에 가장 민감한 입력상수로 나타났다 그림 참. ( 3.1.14C

고 본 연구에서 조사된 동물성플랑크톤의). 의 범위에서 동물성플랑크톤 먹이해수어 해저, ,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의 최대농도는 동물성플랑크톤, , Cs 의 최솟값을 적용하였을 때가 최

댓값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각각 배 크게 평11.0, 16.1, 18.3, 12.4, 7.3, 3.1, 2.9, 2.4, 2.3

가되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입력상수의 범위에서 입력상수 값의 조합.

에 따라 생물종의 농도는 수천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후속적으로 선량 계산에도 같은,

수준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는 평형모델과 동적모델의 생물종농도 비교를 보여준다 동적모델은 평형모3.1.15 .

델에 비해 생물종의 최대농도에 도달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여준다 평형모델은.

해수와 생물종간의 순간적인 평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해수의 최대농도에서 최대 생물종

농도가 나타나지만 동적모델은 생물종으로의 핵종이동 지연 효과 흡수와 배설 차이로(

인한 핵종 체류시간 때문에 최댓값이 더 늦게 더 작은 값으로 나타난다 의 경우 최) . Cs

대농도는 평형모델이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나지만 생물종간의 핵종 밸런스와 핵종의 생,

물종 체류 시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동적모델에서 더 큰 농도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의 성능테스트를 위해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에서 채취1

한 어류의 농도와 모델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림 사고 초기 일본 동경전력에서( 3.1.16).

측정한 어류의 농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고 후 약 년 지난 후부터 항구 내 어류를1.5

채취하기 시작하여 농도측정 결과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TEPCO, 2014).

동일한 시점에 측정도 어류농도도 승수 이상의 매우 큰 범위의 값을 보여주고 있3 Cs

다 이는 동일한 시점에 채취된 어류라도 어류의 종류 나이 거주지 등에 따라 의 흡. , , Cs

수 및 배출속도가 다르게 때문일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Buesseler, 2012).

성물질이 일시적으로 대량 바다로 유입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류

의 방사능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은 어류를 오염시키는 방사능 오염원Cs

예를 들면 오염된 바닥퇴적토입자 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

어류의 퇴적토입자 섭취가 존(Tadeda et al., 2013; Koyanagi, 1980; Buessler, 2012).

재한다면 어류의 농도 계산에 추가하여야 흡수경로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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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물상 농도에 대한 동적모델과 평형모델의 비교3.1.15

그림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어류의3.1.16 1 137 방사능농도와 모델의 비교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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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일 시점에서 측정된 광범위한 농도 범위는 모델3.1.16

입력인자의 단일 조합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델과 측정데이터 비교는.

모델의 저서어류의 입력인자를 변화하면서 시도하였다 모델의 입력인자 변화는 내면적.

으로 어류의 나이 종류 등을 반영하는 것과 같다 저서어류의 입력인자 이외도 먹이사슬, .

경로상의 하부 영양동물의 입력인자를 변화시키면 측정데이터의 변동성을 모드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동일 어종의 농도 데이터를 시간의 함수.

로 얻을 수 있다면 단일 조합의 입력데이터 값으로 모델과 측청 값의 비교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적모델은 적절한 입력데이터와 함께 원전 사고 후 해

양 생물종의 방사능 오염농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선량속도 (dose rate)㉯

그림 은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해양생물종의 선량속도를 보여준다 해수3.1.17 1 .

의 농도가 최대인 시점 근처에서 최대의 피폭을 보여준다 계산된 총 선량속도는 일시적.

으로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 의 수생동식물 건전성 유지 기준 값인(UNSCEAR) 10

만성피폭기준 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준 값을 하회한다mGy/d ( ) .

더구나 측정된 어류의 최대농도 (2.1E+05 Bq/kg for 137Cs, 1.1E+05 Bar/kg for

134 그림 참조 를 적용하여 계산된 총 선량속도는 수준이Cs 800 days, 3.1.16 ) 1.3 mGy/d

었다.

그림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 주요 해양생물종 방사선 선량속도 계산3.1.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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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여전히 기준 이하이며 에서 제시하는 어류의UNSCEAR , ICRP(2008)

밴드인 의 하단부 근처이다DCRL(DerivedConsiderationReferenceLevel) 1~10 mGy/d .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해양생물종 집단의 건전성에 대한 실제적 영향은 크지 않

을 것이다 한편 사고 초기 개월 동안 저서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말류가 받은 급성피. 3 , , ,

폭선량은 각각 로 평가되었다 이 값들은 의 급성피폭 기4.2, 4.0, 4.4, 4.5 Gy . UNSCEAR

준 를 상회한다 급성피폭에 대한 기준 값에 대한 논쟁은 아직 있지만 이를 기준으1 Gy .

로 볼 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해양생물종 급성피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

나 아직까지 급성피폭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조사 및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평가결과는 결과 결과UNSCEAR (UNSCEAR, 2014; Vives i Batlle et al., 2014)

와 다소 상이하다 결과에서는 사고 초기 개월 급성피폭은 어류 갑각류 연. UNSCEAR 3 , ,

체류에 각각 이었다 양 연구결과 차이의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퇴0.12, 0.08, 0.15 Gy .

적토로부터 외부피폭을 고려한 반면 결과에서는 퇴적토부로부터 받는 피폭을UNSCEAR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류에 대한 초기 개월 급성피폭은 오히려 결과. 3 UNSCEAR

가 로 본 연구의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결과에서 말류의6.8 Gy 4.5 . UNSCEAR 131 최I

대농도는 로 이상의 피폭을 예측한 반면 본 연구에서 계산된2.0E+08 Bq/kg 480 mGy/d

말류의 131 최대농도는 이었다 이 값은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다소 떨어I 5.6E+04 Bq/kg .

진 히지키니에서 측정된 말류의 131 농도인 보다 약 배I 2.2E+03 Bq/kg (Weiss,2011) 20

정도 컸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말류의. 131 최대 농도값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내부피폭I

은 정도이었다 만약 평형모델로 계산한다면 의 값0.14 mGy/d . CR 4.2E+03 CR

을 적용할 때 최대농도는 이며 내부피폭은(IAEA/TRS479,2014) 4.6E+08 Bq/kg ,

이었다1.1E+03 mGy/d .

핵종의 피폭선량에 대한 핵종 및 피폭경로의 영향을 그림 에서 보여준다 방사성3.1.18 .

이 생물종의 총 피폭선량을 결정하는 핵심핵종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퇴적Cs .

토내의 방사성 에 의한 외부피폭이 전체피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s . 131I

는 사고 초기 내부피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퇴적토 내 방사성 에 의한 외부피폭Cs

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총 피폭의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사고초기에는 해1% .

수의 농도 증가와 함께 생물종농도 증가로 내부피폭의 영향이 증가하였다 한 예로 말류.

의 경우 말류의 농도가 최대일 때 총 피폭선량의 가 내부피폭에 기인하였다 그러26 % .

나 사고 후기 모든 생물종의 총 피폭의 이상은 외부피폭 특히 퇴적토로부터 방사99 %

능 에 기인된다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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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양 생물종의 총 피폭선량에 대한 핵종의 종류 위 및 피폭경로의 영향 아3.1.18 ( ) (

래)

결론⑤

후쿠시마 사고 후 해양 오염이 가장 심한 항구 내 해양 생물종에 대한 방사선 위험도

평가 결과 사고 초기 급성피폭의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만성피폭에 의해 해양생태계의 건전성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결론은 오.

염이 가장 심한 후쿠시마 제 발전소 항구 내에서 측정된 해수를 기준으로 도출된 것이1

므로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 심한 근해 원해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종에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본 모델에서 제시한 해수에서 퇴적토로의 핵종침강모델은 사고초기 퇴.

적토 농도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사고 초기 퇴적토의 농도가 알려지지 않아도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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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로부터 퇴적토농도 예측과 함께 퇴적토로부터의 외부피폭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동적모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대량으로

방성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사고초기의 환경매체 농도의 시간변위를 고려하여

해양생물종의 오명농도와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

다.

모델 비교 연구(2) IAEA MODARIA

시나리오 개요①

국제공동연구에서 해양생물종 선량평가를 위한 모델비교 연구가 수IAEA MODARIA

행중이다 모델비교를 위해 설정된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일인 년 월 일. 2011 3 11

부터 년 월까지2011 7 90Sr, 131I, 137 개 핵종의 해수농도와 퇴적토 농도가 주어지고Cs 3

유영어류 해저어류 갑각류 연체류 말류의 농도 및 피폭선량을 참가자(pelagic fish), , , ,

각자 모델로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다음의 개 지역의. 4

해수 및 퇴적토 농도는 측정값이 아니며 모델링에 의해 계산된 값들이다 그림( 3.1.19).

- Station 1 - Dai-Ichi N Channel (30 m north of the Dai-ichi drainage

channels): 37° 25' 51'' N, 141° 2' 3'' E

- Station 2 - Dai-Ichi S Channel (330 m south of the Dai-ichi drainage

channels): 37° 24' 54'' N, 141° 2' 2'' E

- Station 3 - Dai-Ni: 37° 19' 20'' N, 141° 1' 35'' E

- Station 4 - SW Dai-Ni Iwasawa shore (16 km down south of the Dai-ichi

discharge): 37° 14' 30'' N, 141° 0' 49''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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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델 비교를 위해 제공된 개 지역의 해수 및 퇴적토 농도3.1.19 4

참가모델②

시나리오 테스트에 참가하는 자는 각자의 모델을 활용하여 지정한 해양생물종의 농도

및 선량속도를 계산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한다 표 에 시나리오 테스트. 3.1.24

에 참가한 국가와 모델을 요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모델. KAERI

참가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체르노빌 사고 후 상당한K-BIOTA-DYN-M . , ,

기술력을 축척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참가국 기관/

BURN-POSEIDON 네덜란드 우크라이나NRG ( ), IMMSP( ),

D-DAT 벨기에SCK/CEN ( )

EOCOMOD 러시아Spa Thypoon( )

EDEN V3 프랑스IRSN ( )

K-BIOTA-DYN-M 한국KAERI ( )

해양동적모델NRPA 노르웨이NRPA ( )

RESRAD-BIOTA 미국ANL ( )

표 후쿠시마 시나리오 참가 모델3.1.24 IAEA MOD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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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③

그림 은 모델 비교의 한 예로 해저어류 에 대한 결과이다 비슷한3.1.20 (benthic fish) .

결과가 말류 유영어류 갑각류 연체류 등에 대해서도 얻어졌다 전체적으로 모델에 따른, , , .

결과 차이는 존재하지만 동적모델과 평형모델 사이의 차이보다는 작았으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내부피폭 선량보다는 외부피폭선량의 모델 간 차이는 상대.

적으로 작았는데 이는 외부피폭선량은 해양생물종의 농도와 무관하고 해수와 퇴적토의

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해양생물종의 방사능 오염농도를 계산하는 모델의 개념이 모델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생물종의 방사능 농도는 내부피폭선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부피폭선량의

모델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와 은 유사한 방법론을 가지. ECOMOD BURN

고 있으며 일부 결과에서 나머지 모델 그룹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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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저어류 의 핵종별3.1.20 (benthic fish) (90Sr, 131I, 137 농도 위 내부피폭선량Cs) ( ),

중간 및 외부피폭선량 아래 모델 간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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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초기 생태계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5.

가. 서 론

생태계 선량평가는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 중 또는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

로 유출 되었을 때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

다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에서 정의한 피폭상황에 따라 평형. ICRP 103

모델과 동적모델이 사용된다 평형모델은 기존 피폭이나 계획 피폭에 적당한 모델이고. ,

동적모델은 원자력 사고와 같은 비상 피폭이나 해체 또는 방사성 물질의 순간 방출과 같

이 환경 매체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큰 경우에 적합한 모델이다 사고 초기 환경.

매체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기간에 평형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고 평가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동적모델이 필요하다.

나 동적모델 개발 현황.

생태계 피폭 선량평가 동적모델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며 다양한 개념의 모

델들이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생태계는 크게 해양 생태계 민물 생태계 육상 생태계로. , ,

구분되며 각 생태계 별로 핵종이동 특성이 다르므로 별도의 동적모델이 고려되어야 한

다 해양 생태계 분야 동적모델 개발은 후쿠시마 사고 이 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 .

쿠시마 사고 초기 해양 생태계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동적모델이 요구 되었으나 동

적 모델의 미비로 평형모델이 평가에 주로 사용되었다 표(Keum et al., 2014). 3.1.25

에 여러 나라가 개발한 해양 생태계 파폭선량평가 동적 모델의 종류를 보여준다 이 모.

델들은 현재 의 국제공동연구 후쿠시마 해양 오염 시나리오 비교 연구IAEA MODARIA ,

에 참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 (Vives et al., 2015b) EU COMET (Coordination and

프로젝트 내Implementation of a pan European instrument for Radioecology) marine

그룹에서modeling STERNE (Duffa et al., 2015), Pelagic trophic chain model

모델 등이 후쿠시마 사고 해양 생(Belharet et al., 2015) D-DAT (Vives et al., 2015a)

태계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는 내륙에서 일어난 사고로 후쿠시마 사고와 달리 심각한 해양생태계 오

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반면에 호수 강 등의 민물 생태계와 산림 등의 광범위한 육상,

생태계 오염을 발생시켰다 체르노빌 사고 후 유럽을 중심으로 민물 생태계 오염 평가를.

위한 동적모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체르노빌 사고 영향평가에 적용되었다 표, .

에 체르노빌 사고 후 유럽 전역에 걸친 호수의 오염 평가를 위해 개발된 코드의3.1.26

종류를 보여 준다 그러나 현존하는 민물 생태계 방사능 영향 평가 모델(IAEA, 2000).



- 107 -

들은 대개 사람의 섭취 선량평가를 위해 물 및 어류의 농도 평가를 최종 결과로 제시하

는 것으로 오염 환경에 거주하는 생물종 자체가 받는 피폭선량평가까지는 고려하지 않았

다 이는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사선 방호는 인간의 방호에만 초점을 두고 비인간종 방.

호는 관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코드명 국가

ERICA EU

RESRAD_Biota USA

K-BIOTA-DYN-M Korea

ECOMOD Russia

D-DAT Belgium

BURN-POSEIDON Netherlands-Ukraine

NRPA dynamic model Noway

표 해양 생태계 선량평가 동적 모델3.1.25

코드명 국가 기관/

ENEA Italy

STUDSVIK Sweden

LAKECO Netherlands

VTT Finland

UU-emp/-mixed/-generic Sweden

표 민물생태계 호수 선량평가 동적 모델3.1.26 ( )

다 민물생태계 선량평가 동적 모델.

민물 생태계 선량평가 모델 은 동적격실K-BIOTA-DYN-F (dynamic compartment)

모델의 일종이며 크게 호수 모델 먹이사슬 모델 피폭선량계산 모델의 가지로 구성된, , , 3

다 민물 생태계 중 호수를 대표적으로 선정한 것은 하천과 달리 호수의 경우 주변 유역.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핵종이 유입 축적되어 오랫동안 오염 환경이 지속되고 이러한 오, ,

염 환경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피폭되기 때문이다.

(1) 호수 모델의 개요(lake)

그림 에 원자력 사고시 호수의 대표적 오염 경로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사고로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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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면 대기확산을 통해 주변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오염

된다 호수의 오염은 상류지역의 하천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방사성구. ,

름이 지나가는 동안 방사성물질이 호수표면에 직접 침적 되기고 하며 호수(deposition) ,

유역 의 토양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이 강우 시 등(catchment area) runoff, soil erosion

을 통해 호수로 재차 유입되기도 한다 이렇게 호수로 유입된 방사성물질은 호수 내에서.

다양한 물리 화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분배되고 이동하게 된다 그림 에 본 연구에, . 3.1.22

서 적용한 호수모델의 구조를 보여준다 모델은 호수 물 부유입자. (water), (suspended

호수 물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퇴적토층 퇴적층particle), (sediment interface layer),

으로 구성된다(bottom sediment) .

호수중의 방사성 핵종은 부유입자에 흡착되고 퇴적되어 표면퇴적층을 이룬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부유입자 및 표면퇴적층의 핵종 농도는 동일하며 물과 평형관계를 유지한

다고 가정한다 즉. ,

   (3.1.36)

호수물의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1.37)

여기서 은 지연인자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1.38)

그림 원자력사고 시 민물생태계 호수 의 주 오염 경로3.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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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총 핵종농도  는 다음과 같다.

        (3.1.39)

퇴적토에 대한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1.40)

위 식에서 표면 퇴적토층 및 퇴적토의 두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퇴.

적으로 인해 표면 퇴적층으로부터 핵종이 유입되는 동시에 증가하는 퇴적토 양만큼 퇴,

적토는 심부 퇴적토로 묻히므로 퇴적토로부터 핵종 유출의 효과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심부 퇴적토 로 사라지는 핵종 손실률(deep sediment) (, Bq/m2 은 다음과 같다) .




  


 (3.1.41)

결과적으로 단위 면적당 모든 퇴적토에 침적되는 총 핵종의 양 ( 은 다음과 같다) .

 


 


 (3.1.42)

그림 호수모델의 구조 및 핵종이동 흐름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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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식 로부터 호수 부유입자 퇴적토 농도가 계산되는데 호수와 부유(3.1.36)~ (3.1.42) , ,

입자의 농도 합은 의 농도로 볼 수 있다unfiltered water .

(2) 선원항

식 중 호수로 유입되는 핵종 선원항(3.1.37)  ,  ,  의 크기는 사고 당시의 기상

조건 뿐 만 아니라 호수로 유입되는 강의 유량 및 오염 정도 호수 주변 유역의 환경 특성 등,

여러 가지 부지 특성적 요인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대기로부터 호수 표면에 직접 침적되.

는 선원항  는 사고 초기 오염 방사능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만 존재하며 호수주변 유역으,

로부터 유입되는 간접적 선원항  은 사고 초기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호수 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선원항의 정량적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도입하.

였다.

①   결정

호수로 유입되는 상류 지역의 오염된 강에 의한 선원항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1.43)

호수의 상류 지역에 원자력 시설이 존재하고 시설로부터 강으로 방사성 핵종이 유출된

다면 호수는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핵종에 의해 오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호수가 원자력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존재하여 호수로 유입되는 강으로부터 직접적인 방

사성 핵종 유입이 없는 경우 이 선원항은 무시할 수 있다.

②   결정

대기로부터 호수 표면 침적에 의해 직접 유입되는 선원항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1.44)

여기서 는 호수 표면 위의 공기 중 농도로서 측정값이나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예측 값,

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모델을 적용하여 구한다 방사성 물질의 방출. Gaussian .

고도가 매우 높은 경우 확산에 대한 빌딩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방출원에서 거리 떨x

어진 지점에서 공기농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IAEA,2001).

 



  (3.1.45)

 방출원에서 거리 의 공기농도: x (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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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출원에서 거리 에 있는 호수 방향으로 바람 방향의 비율: x

 풍속: (m/s)

 핵종 의 방출률: i (Bq/s)

 확산인자: Gaussian

확산인자Gaussian  는 다음의 식으로 부터 구한다.




×

exp   
 

(3.1.46)

위 식에서 방출 고도( 의 크기에 따라 연직 방향의 대기확산계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 46m

  
 46m <  < 80m

  
  > 80m

식 의 침적속도(3.1.43) 는 핵종 형태별로 표 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3.1.27 .

③   결정

호수 유역으로부터 호수로 유입되는 선원항은 사고 당시 호수 주변 유역에 대기 침적

되었던 핵종이 빗물이나 침식토 에 의해 호수로 유입되는 것이다 이것은(eroded soil) .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호수를 오염시키는 선원항이다 에서는 일. IAEA TRS19 (2001)

반적 접근법으로 호수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호수 유역의 면적을 호수면적의 배로100 ,

이 중 약 정도가 호수로 유입된다고 가정하여 선원항을 구하였다 이 가정에 따르면2% .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3.1.47)

surface type
aerosol bound radionuclides

(about 1 크기 기준m )

elemental

iodine

organic bound

iodine

soil or freshwater body

grass

trees

other plants

5.0E-4

1.5E-3

5.0E-3

2.0E-3

3.0E-3

1.5E-2

5.0E-2

2.0E-2

5.0E-5

1.5E-4

5.0E-4

2.0E-4

표 핵종 형태별 침적속도3.1.27 (m/s) (Muller and Proh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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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관계식은 사고 평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연중 대기

방출이 있을 경우 대기로부터 호수 오염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평가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호수 및 호수 유역이 방사성 핵종에 오염되었을 경.

우를 고려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경험식 을 사용하는 방법이(Monte et al, 1995, 2002)

있다 등은 사고로 인해 호수 유역이 오염되었을 경우 호수로 유입되는 초기 및. Monte

후기의 방사성 물질 유입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1.48)

는 호수 및 호수 유역의 단위 면적당 침적량이며, 는 호수 유역에서 핵종의 침적 후

물로의 이동상수로 경험적으로 의 값을 사용한다0.4 . 는 측정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으며,

또는      의 관계로부터 계산할 수 도 있다 만약. 의 값이 주어지면 호수로

의 대기 침적은     의 관계로부터 구한다.

식 식 의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표 에 요약되어 있다(3.1.38) (3.1.48) 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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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정의 단위

 호수 및 퇴적토의 표면적 m2

 대기 중 농도 Bq/m3

 퇴적토농도 Bq/kg

 호수로 유입되는 강의 오염 농도 Bq/m3

 부유입자 또는 표면퇴적층의 농도 Bq/kg

 호수물의 농도 Bq/m3

 단위면적당 침적량 Bq/m2

 퇴적토의 높이 m

 표면퇴적층의 높이 m

 호수의 깊이 (= ) m

 확산인자Gaussian m-2

 핵종 방출고도 m

 핵종평형분배계수 m3/kg

 퇴적토에서 표면퇴적층으로의 핵종 이동 속도 d-1

 퇴적토에서 심부퇴적토로의 핵종 이동 속도 d-1

 표면퇴적층에서 퇴적토로의 핵종 이동 속도 d-1

 수중 입자의 퇴적속도 kg/m2d

 퇴적토의 질량 (= ) kg

 표면퇴적층의 질량 (= ) kg

 방출원에서 호수 방향으로 바람 방향의 비율 m3

 강의 유입량 (discharge rate) m3/d

 강의 유출량 m3/d

 핵종 의 방출률i (= ) Bq/d

 핵종 의 총 방출량i Bq/d

 ,  ,   선원항 Bq

  일 때 호수유역으로 유입되는 핵종 플럭스t=0 Bq/d

   핵종 방출시간 d

 단위 면적당 모든 퇴적토에 침적된 핵종의 합 Bq/m2

 시간 d

 풍속 m/d

 호수의 부피 m3

 침적속도 m/d

 호수 중 부유입자 농도 kg/m3

x 방출원에서 거리 m

 식 의 경험상수(3.1.48) (=5.8x10-7, =2.7x10-8) d-1

 호수 유역에서 핵종의 침적 후 물로의 이동상수 (0.4) m-1

 단위 면적당 퇴적에 의한 핵종 손실 Bq/m2

 핵종붕괴상수 d-1

 표면퇴적층의 밀도 kg/m3

 퇴적토의 밀도 kg/m3

 연직방향 대기확산계수 m

표 호수 오염 파라미터의 정의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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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먹이사슬 모델(food chain)

① 모델의 개요

원자력 사고로 인해 호수와 같은 민물 생태계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민물 생태계의 생

물종은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된다 오염된 물과 퇴적토로부터의 직접적인 외부피폭과 오.

염물 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이 주된 피폭경로이다 이 중 생물종의 내부 피폭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오염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종의 먹이사슬 모델을 통한 오염농도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물 생태계의 대표적 생물종인 독립영양생물종.

의 먹이사슬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림 에 민물 생태계 생(autotrophic species) . 3.1.23

물종의 핵종이동 모델 개념을 보여준다.

생물종은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먹이어류 소형어류 포식어류 대형어류, , ( ), ( )

로 구성된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최하위 영양동물이며 포식어류는 최상위 생물종이다. , .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로부터 핵종을 흡수하고 나머지 상위 영양동물은 물 및 먹이로부,

터 핵종을 흡수한다 모든 생물종은 방사능 붕괴와 대사 작용을 통한 생물학적 배출에.

의해 몸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다.

그림 민물 생태계 먹이사슬 모델3.1.23



- 115 -

② 모델 방정식

그림 를 기반으로 생물종의 방사능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3.1.22 .

식물성플랑크톤




    





  (3.1.49)

동물성플랑크톤




     





  (3.1.50)

먹이어류 (prey fish)




      





  (3.1.51)

포식어류 (predatory fish)




      





  (3.1.52)

식 식 의 우변 첫째 항은 물로부터 핵종 흡수율이고 둘째 항은 먹이(3.1.49) (3.1.52) ,∼

로부터 핵종 흡수율 셋째 항은 생물종 생체량 변화율 넷째 및 다섯째 항은 각각 방사능, ,

붕괴 및 생물학적 배출에 의한 핵종 감소율이다 생물종의 생체량 변화율은 생체량 증가.

에 의한 희석 효과를 나타내므로 식 식 의 우변(3.1.49) (3.1.52)∼   항은 생물종의

성장에 의한 희석 상수로 대신할 수 있다 즉.

식물성 플랑크톤




      (3.1.53)

동물성플랑크톤




         (3.1.54)

먹이어류 (prey fish)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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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식어류 (predatory fish)




        (3.1.56)

식 식 의 모델 파라미터 정의는 표 에 정리되어 있다 포식자의(3.1.53)~ (3.1.56) 3.1.29 .

먹이 일일 섭취율은 온도 먹이의 생체량 포식자의 생체량 등 여러 생리학적 요소에 의, ,

해 변하지만 본 모델에서는 연중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생물학적 반감기는 생물종의 종류 및 크기 무게 서식지의 수온 등에 따라 크게 변한( ),

다 본 모델에서는 다음의 경험식을 사용한다. (IAEA, 2000).

식물성플랑크톤:   


( : 1~2 days) (3.1.57)

동물성플랑크톤:   


( : 5 days) (3.1.58)

소형 어류 무게 이하( 300 g ):   






 (3.1.59)

대형 어류 무게 이상( 300 g ):   
 





 (3.1.60)

여기서 는 생물종 개체의 무게, 는 물의 온도 이다(oC) .

③ 생물종 피폭 선량률 계산모델

식 식 로부터 호수의 농도 퇴적토의 농도 생물종의 농도가 구해지면(3.1.36)~ (3.1.52) , ,

핵종 에 대한 생물종의 내부 및 외부 선량률은 다음에 의해 계산된다i .

내부:           (3.1.61)

외부:              (3.1.62)

여기서

  핵종 의 생물종 농도: i , Bq/kg-wet

  핵종 의 퇴적토 농도: i , Bq/kg-wet

  핵종 의 호수 농도: i , Bq/l

    핵종 의 내부선량환산인자: i , Gy/d per Bq/kg-wet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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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종 의 외부선량환산인자: i , Gy/d per Bq/kg-wetμ

   생물종의 물 물 퇴적토 표면 퇴적토 내 거주율: , - ,

파라미터 정의 단위

 먹이어류 농도(prey fish) Bq/kg-prey

 포식어류 농도(predatory fish) Bq/kg-pred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Bq/kg-pp

 동물성 플랑크톤 농도 Bq/kg-zp

 호수물의 농도 Bq/m3

 포식어류 단위 질량당 먹이 일일 섭취율 kg-prey/kg-pred d

 동물성플랑크톤의 단위 질량당 먹이 일일 섭취율 kg-pp/kg-zp d

 먹이어류의 단위 질량당 먹이 일일 섭취율 kg-zp/kg-prey d

 식물성플랑크톤의 단위 질량당 물 일일 섭취율 m3/kg-pp d

  동물성플랑크톤의 단위 질량당 물 일일 섭취율 m3/kg-zp d

 먹이어류의 단위 질량당 물 일일 섭취율 m3/kg-prey d

 포식어류의 단위 질량당 물 일일 섭취율 m3/kg-pred d

  식물성플랑크톤의 성장 희석상수 d-1

  동물성플랑크톤의 성장 희석상수 d-1

  먹이어류 의 성장 희석 상수(prey fish) d-1

  포식어류 의 성장 희석 상수(predatory fish) d-1

 핵종붕괴상수 d-1

 식물성플랑크톤의 생물학적 핵종 배출속도 d-1

 동물성플랑크톤의 생물학적 핵종 배출속도 d-1

 먹이어류의 생물학적 핵종 배출속도 d-1

 포식어류의 생물학적 핵종 배출속도 d-1

 호수의 온도 oC

표 민물생태계 먹이사슬 모델 파라미터의 정의3.1.29

식 의 유도에서 퇴적토의 외부선량환산인자(3.1.62) ( 는 퇴적토의 조성과 밀도가 물)

과 유사하므로 물에 대한 선량환산인자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Ulanovsky and Proehl,

본 모델에서 고려하는 생물종은 물에서 주로 거주하므로 거주율은2006).  이 된다 만약=1 .

가재나 조개류 수초와 같이 하저에 주로 서식하는 생물종을 고려하는 경우 먹이사슬 경로 고,

려와 함께 거주율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계산 프로토콜

그림 에 민물 생태계 호수 의 호수 퇴적토 생물종 농도 및 생물종 피폭선량률 계3.1.24 ( ) , ,

산을 위한 계산 프로토콜을 보여 준다 선원항 계산을 위한 대기관련 입력 인자 침적량. , ,

유입되는 강의 농도 및 유량 등이 필수적인 데이터이며 이들로부터 선원항이 결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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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모델과 먹이사슬 모델을 구성하는 상미분방정식의 해를 4th 법을order Runge-Kutta

적용하여 구한다 미분방정식의 해인 시간별 호수의 농도 퇴적토의 농도 생물종의 농도. , ,

로부터 모델 생물종의 내 외부 선량률을 구한다 여러 핵종이 존재할 때는 핵종별로 독, .

립적으로 계산을 각각 수행하고 물론 이 경우 핵종별 입력데이터는 다르다 생물종 총( ),

선량률은 모든 핵종에 대한 합으로 구한다.

마. 모델의 적용연구

(1) 호수 오염 시나리오IAEA/VAMP

모델 테스트를 위하여 공동으로 주관한IAEA/EC VAMP(Validation of environmental

국제공동연구의 에서 호수오염 평가모델 비Modeling Predictions) Aquatic Working Group

교 연구를 위해 적용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유럽 지역 호수들에 대한 137 오염농도Cs

및 생물종의 피폭 방사선량률 을 평가하였다 공동연구에서 호수 및 생(dose rate) . VAMP

물종 농도 평가는 수행되었으나 생물종의 피폭선량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

이다 그림 와 표 에 모델 테스트를 위한 호수의 지리적 위치와 특성 데이터. 3.1.25 3.1.30

그림 계산 프로토콜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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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호수의 특성 데이터는 보고서 에서 요약 발. IAEA (IAEA-TECDOC-1143, 2000)

췌한 것이다.

(2) 입력 데이터

계산에 적용된 입력 데이터를 표 에 요약 정리하였다 단위 면적 당 침3.1.31~3.1.33 .

적량 ( 이 주어지므로 공기농도 계산은 필요하지 않다 호수로 유입되는 유량) . 은 호수의

부피( 와 표 의 물 체류시간으로부터 구한다 핵종 방출기간) 3.1.30 .   은 체르노빌 사고 시

화재가 지속된 일로 가정하였다10 .

표 의 생물종 핵종 이동 상수는 문헌으로부터 구하였다3.1.32 (IAEA, 2000; Till &

생물종의 개체 질량 은 플랑크톤의 경우 모Grogan, 2008). (W1, W2, W3, W4) ERICA

델로 정의하였으며 먹이어류는 피라미를 모형으로 크기의 타원체로, 1cm x 1cm x 1cm

가정하였다 포식어류의 크기는 부지에서 측정된 어류의 값을 적용하였다 모든 생물종의. .

성장에 의한 희석 효과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즉( ,  표 에 생물종 크기에 따른 내=0). 3.1.33

외부 선량환산인자를 보여준다 이 값들은 의 질량에 대해 에서 적용. W1, W2, W3, W4 ICRP

한 를 적용하여uniform isotropic model (Ulanovsky and Proehl, 2006) K-BIOTA V3.0

으로 구하였다(Keum et al., 2015) .

그림 모델 테스트에 적용된 호수의 위치3.1.25 IAEA/VAMP

( :Ovre Heimdalsvatn, Norway, :Devoke Water, UK, :Esthwaite Water, UK, :① ② ③ ④

IJsselmeer, Netherlands, :Iso Valkjarvi, Finland, :Hillesjon, Sweden, : Bracciano, Italy)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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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호수면적

(km2)



평균깊이

(m)

호수부피

(m3)



부유입자농도

(mg/L)



퇴적속도

( g /m 2 / a )



침적량

(kBq/m 2 )



물

체류시간

(d)

① 0.78 4.7 3.7E6 0.3 60 130 63

② 0.34 4 1.36E6 0.5 300 17.5 88

③ 1.0 6.4 6.4E6 1.0 700 2.25 70

④ 1147 4.3 4.9E9 40 500 2.0 150

⑤ 0.042 3 1.3E5 1.0 70a) 70 1095

⑥ 1.6 1.7 2.7E6 5.0 40b) 100 130

⑦ 57 89 5.1E9 1.0 100b) 90
50005

년(137 )

a) assumed value; b) estimated value

표 호수 특성 데이터3.1.30

파라미터
호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m2) 7.8E5 3.4E5 1.0E6 1.15E9 4.2E4 1.6E6 5.7E7

 ( Bq/m
3) 0 0 0 0 0 0 0

 ( Bq/m
2) 1.3E5 1.75E4 2.0E3 2.25E3 7.0E4 1.0E5 9.E4

 (m) 0.1 0.1 0.1 0.1 0.1 0.1 0.1

 (m) 5.E-4 5.E-3 5.E-4 5.E-4 5.E-4 1.E-4 5.E-4

 (m3/kg) 15 10 10 20 15 15 15

 (d
-1 ) 2.5E-2 2.5E-3 2.5E-4 2.5E-2 2.5E-2 2.5E-3 2.5E-2

 (d
-1 ) 5.01E-4 5.01E-4 5.01E-4 5.01E-4 5.01E-4 5.01E-4 5.01E-4

 (d-1 ) 3.97E-3 3.97E-3 3.97E-3 3.97E-3 3.97E-3 3.97E-3 3.97E-3

 (kg/m2d ) 1.64E-4 8.2E-4 1.92E-3 1.37E-3 1.92E-4 2.5E-3 5.0E-4

 (m3/d ) 5.8E4 1.54E4 9.14E4 3.27E7 1.19E2 2.08E4 1.02E5

 (m
3/d ) 5.8E4 1.54E4 9.144E4 3.27E7 1.19E2 2.08E4 1.02E5

   (d) 10 10 10 10 10 10 10

 ( m3) 3.7E6 1.36E6 6.4E6 4.9E9 1.3E5 2.7E6 5.1E9

 (kg/m3 ) 3.E-4 5.4E-4 1.0E-3 4.0E-2 1.E-3 5.E-3 1.0E-3

 ( ) 각각 0.05, 2.33E-3

 (m-1 ) 0.4

 (d-1 ) 9,21E-4 (137Cs)

 (kg/m3) 1.E3

 (kg/m3 ) 1.E3

 (oC ) 20

표 계산에 적용한 호수 입력 데이터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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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① 민감도 분석

평가 결과는 모델의 입력상수 값에 따라 크게 변한다 평가에 앞서 입력상수에 대한 호.

수 및 포식어류의 농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입력 인자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조사

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노르웨이. 호수에 대해서 부지특성데이터를 제Ovre Heimdalsvatn

외한 일반적 상수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표 및 의 값을 값으로 설. 3.1.31 3.1.32 default

정하고 각 상수에 대해 배 배의 값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0.1 , 10 . 의 default

값이 일 때 각각 및 의 값을1 0.1 10 의 최소 최대로 적용하였다, .

㉮ 호수 농도

그림 에 호수 농도에 대한 주요 호수 입력 상수의 영향을 보여준다 핵종분배계3.1.26 .

파라미터
호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kg-prey/kg-pred d) 0.07 0.07 0.07 0.07 0.07 0.07 0.05

 (kg-pp/kg-zp d) 0.06 0.06 0.06 0.06 0.06 0.06 0.03

 (kg-zp/kg-prey d) 0.06 0.06 0.06 0.01 0.06 0.06 0.01

 (m
3/kg-pp d)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m
3/kg-zp d) 0.015 0.015 0.015 0.15 0.015 0.015 0.015

 (m
3/kg-prey d)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m
3/kg-pred d) 7.5E-4 7.5E-4 7.5E-4 7.5E-5 7.5E-4 7.5E-4 7.5E-4

 (kg) 2.5E-12 2.5E-12 2.5E-12 2.5E-12 2.5E-12 2.5E-12 2.5E-12

 (kg) 2.35-6 2.35-6 2.35-6 2.35-6 2.35E-6 2.35E-6 2.35E-6

 (kg) 5.24E-4 5.24E-4 5.24E-4 5.24E-4 5.24E-4 5.24E-4 5.24E-4

 (kg) 1.0 1.3 0.3 0.2 0.3 0.3 0.3

표 생물종 핵종 이동 상수3.1.32

생물종 질량, (kg)
내부선량환산인자

( Gy/d per Bq/kg)μ

외부선량환산인자

( Gy/d per Bq/kg)μ
비고

식물성 플랑크톤 2.05E-12 0.244E-4 0.117E-1 모델ERICA

동물성 플랑크톤 2.35E-6 0.178E-2 0.994E-2 모델ERICA

먹이어류 5.24E-4 0.313E-2 0.859E-2
1cm x 1cm x

타원체 가정1cm

포식어류

0.2 0.406E-2 0.760E-2

부지 특성 데이

터

0.3 0.414E-2 0.759E-2

1.0 0.466E-2 0.707E-2

1.3 0.469E-2 0.703E-2

표 생물종의3.1.33 137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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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와 표면퇴적층 상수 ( 가 호수의 농도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값이 커질수록 호수의 초기농도는 작아지고 후기농도는 커지는 경향.

이 나타났다 반면에. 와 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종 핵종 상수.

는 호수의 농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림 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선원항의 크기는. 3.1.26

호수의 농도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침적량. 의 값이 배 증가하면 호수의 농도도10 10

배 증가한다 따라서 부지 침적량의 정확한 측정은 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그림 호수농도에 대한 주요 입력 인자의 영향3.1.26

㉯ 포식어류의 농도

그림 에 포식어류 농도에 대한 주요 입력 상수의 영향을 보여준다 포식어류의3.1.27 .

농도는 기본적으로 물 및 먹이의 섭취률 대사 작용을 통한 핵종의 생물학적 손실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생물종 핵종이동상수 뿐 아니라 물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입력.

인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즉 그림 에서 보여 주는 것 같이 물의 농도에 상대. 3.1.26

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와 표면퇴적층 상수 ( 의 영향을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다 먹이사슬에서 포식어류는 최상위에 있으므로 영양의 하위 단계인 플랑크톤 및 먹이 어류.

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핵종상수의 영향도 받는다 동물성 플랑크톤의 물 및 먹이 섭취상수인.

 및 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포식어류는 본 모델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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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플랑크톤의 상위 생물종인 먹이어류의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고 차례로 그 보다 상위 어종인 포식어류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포식어류 자체의 물.

섭취상수 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종의 체내 손실은 핵종붕괴 생물학적. ,

손실 질량 증가로 인한 희석 효과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즉, .   이다 이 값이.

커질수록 핵종 손실이 커지므로 생물종 내의 핵종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 포식어류 농도에 대한 주요 입력 인자의 영향3.1.27

본 연구에서 생물종의 크기 변화로 인한 희석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생물학적 반감기이다 포식어류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식.

에 따라 온도 및 개체 질량의 함수이므로 포식어류의 질량은 농도결정에 매우 중요한(3.1.60)

입력 인자가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호수에 서식하는 포식어류의 종류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질량 분포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단일 질량 값으로 포식어류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모델과 실험의 비교

㉮ 호수 농도

체르노빌 사고 년 월 일 이후 측정된 호수농도와 본 모델에 의해 계산된 호수(1986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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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와의 비교를 그림 에 보여준다 계산에 적용된 모델 입력 인자는 표 에3.1.28 . 3.1.31

요약되어 있다 대기로부터 호수 표면에 직접 침적되는 선원항은 부지특성 데이터로 제.

공한 침적량 의 값으로부터 구하였다 (     여기서 핵종 방출시간).  은 체르

노빌 사고 시 화제 지속 시간을 고려하여 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대기로부터의 직접 침적10 .

량은 호수 주변 유역에서 호수로 유입되는 양 에 비해 크지 않아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을 보면 대체적으로 모델과 실험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는 본3.1.28 .

모델이 사고 시에 호수의 오염 농도를 평가하는데 합리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평가는 입력 인자의 영향을 크게 받고. ,

입력 인자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보수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산,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부지특성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호수농도의 모델과 실험데이터의 비교3.1.28

② 포식어류의 농도

그림 에 호수별 측정된 포식어류의 농도와 모델의 비교를 보여준다 호수 중3.1.29 .

에 대한 어류의 측정농도는 존재하지 않아 그림에 포함하지 않았Esthwaie Water(UK)

다 채취된 어류의 종류 및 크기가 호수별로 다소 다르긴 하지만 모델은 측정값을 비교.

적 잘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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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질량은 생물학적 반감기 (  를 결정하는 요소로 질량이 클수록 반감기는 작아지)

고 핵종의 생물학적 손실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호. Devoke Water(UK)

수의 결과에서 보여준다 질량을 로 적용하였을 경우 의 측정값과 더 잘 일치하. 1.3 kg perch

고 있고 질량을 로 적용하였을 경우 와 더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대사를, 0.3 kg trout .

통한 핵종의 손실이 질량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일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호수 및 생물종 농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보수적 관점에서 다소 과대평가되는 입력 인자의 선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포식어류의 모델과 실험 데이터의 비교3.1.29

③ 생물종의 피폭 선량률

그림 은 시간별 생물종의 피폭선량률을 보여준다 호수 및 생물종의 농도가 시간3.1.30 .

에 따라 변화하므로 생물종의 피폭 선량률도 연동되어 변한다 가장 큰 값을 보여주는.

사고 초기 노르웨이 스웨덴 호수의 포식어류 선량률도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

의 수생동식물 건전성 유지 판단 기준값(UNSCEAR) (1.7E7μ 붉은 점선 보다 매우Gy/d, )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평가 결과는 체르노빌 사고로 오염된 유럽 지역의 호수에 서.

식하는 민물 생태계의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에 적용한 부지특.

성 데이터 뿐 만 아니라 일반적 핵종이동상수 값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평가 결과의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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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또한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된 최대 선량률이 기. UNSCEAR

준 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사고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호수별 생물종의 피폭 선량률3.1.30

④ 결론

원자력사고 후 오염된 민물 생태계 호수 선량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이 개발되었다 개( ) .

발된 모델은 호수 모델 먹이사슬 모델 선량률 모델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선원항으로, , 3 .

대기로부터 호수표면으로의 직접침적 호수유역으로부터의 토양침식 등에 의한, runoff,

간접 유입 상류 오염 하천으로부터의 직접 유입을 고려하며 모델로부터 시간 경과에 따, ,

른 호수 퇴적토 및 생물종 농도가 동시에 계산되고 후속적으로 생물종의 내 외부 선량, ,

률이 계산된다.

모델의 민감도 분석 결과 모델 파라미터 중 분배계수 표면퇴적토특성 두께 및 밀도 이, ( )

호수 농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상수와 함께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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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 섭취 상수가 포식어류의 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테스트를 위해 주관의IAEA/EC VAMP (Validation of Environmental Model

모델 연구에서 시나리오로 선정한 체르노빌 사고로 오염된 유럽 개 지역 호Prediction) 7

수의 오염을 평가한 결과 본 모델은 적용한 호수 모두에 대해 측정된 호수 및 포식어류

의 농도를 대체적으로 잘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한 대상 호수의 생물종 피.

폭 선량률은 포식어류의 최대 선량률이 의 수생식물 생태계 건전성 판단 기준UNSCEAR

값 보다 매우 작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유럽 지역의 호수 생태계가 건전(1.0E+7 Gy/d) .μ

성에 영향을 받을 만큼 체르노빌 사고로부터 방사선적 위해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

단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원자력 사고 후 민물 생태계 호수 에 거주하는( )

생물종에 대한 오염 농도 뿐 아니라 방사선 피폭 선량률 계산과 건전성 판단 여부에 효

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본 모델은 호수가 상수원일 경우 호수 및 어.

류의 농도로부터 주민의 음용수 및 어류 섭취선량 계산에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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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분석을 통한 동적모델 적용성 테스트6.

가 서론.

원자력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서식하는 육상동물은 오염된 먹이나 토양 섭

취로 인해 내부 피폭되고 오염된 표면토양으로부터 외부 피폭된다 오염된 환경에서 서.

식하는 동식물의 선량평가는 생태계 건전성 여부를 판단한기 위해 필수적이다 오염된.

육상 환경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 구성 요소의 방사

능 농도를 알아야 한다 야생 동식물은 주로 숲에 서식하므로 야생동식물의 선량평가를.

위해서는 숲에 침적된 방사성핵종의 양을 도태로 산림 생태계 구성 요소의 방사능 농도

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육상 동식물 선량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 K-BIOTA-DYN-T

는 크게 부분의 모듈로 구성된다 첫째는 핵종의 침적으로부터 육상 동식물 오염 농도2 .

를 평가하는 모듈이며 둘째는 동식물의 내 외부 피폭선량을 계산하는 모듈이다 각 모듈, .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한다.

나 육상생태계 선량평가 동적 모델.

(1) 육상 동식물 오염평가 모델

사고에 의해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 핵종은 기류를 따라 확산하고 육상에 침적함으로써

육상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육상의 야생동식물은 주로 숲에 서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숲 생태계에 적합한 육상 생태계 핵종이동 경로를 고려하였다 그림 에 본 연구에서. 3.1.31

적용한 모델 의 핵종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은(K-BIOTA-DYN-T) . K-BIOTA-DYN-T

동적 격실모델로 산림표면의 낙엽층 표면유기토양(forest litter), (organic surface

광물토양 나무표면 및 나무내부layer), (mineral soil), (tree external) (tree internal),

야생열매 초식동물 잡식동물 육식동물(wild crops), (herbivore), (omnivore), (carnivore)

의 개 격실 을 고려한다 산림으로 확산된 방사성 핵종은 나무와 낙엽층9 (compartment) .

에 일차적으로 침적되고 낙엽층에 침적된 핵종은 분해를 통해 유기토양으로 전이되고,

빗물을 통해 하부의 광물 토양으로 이동하게 된다 나무에 침적된 핵종은 비 눈 바람에. , ,

의해 또한 낙엽 등에 의한 풍화현상에 의해 산림표면의 낙엽층으로 이동된다.

산림생태계 격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현상은 낙엽층의 분해

나뭇잎의 흡수 나무의 잎이나 줄기의 풍화(decomposition), (foliar absorption),

표면유기토양으로부터 나무의 뿌리흡수 심부토양으로의 침(weathering), (root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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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표면유기토양에서 광물토양으로의 이다 야생열매와 광물토양(leaching), (percolation) .

은 평형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하였다 동물의 대사 작용을 통한 배설 및 핵종의 방사능.

붕괴에 의한 체외 손실이 있으며 동식물의 성장에 의한 질량 변화 효과는 무시하여 질량

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동물의 배설속도는 동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배설속도는.

질량함수로 고려하였다.

그림 의 육상 생태계 핵종 이동 경로3.1.31 K-BIOTA-DY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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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다양하고 복잡한 먹이사슬을 구성하지만 모든 현상을 상세하

게 모델링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상세모델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 종류를 크게 초식동물. ,

잡식동물 육식동물 가지 분류하였다 초식동물은 오염된 야생열매 예를 들면 고사리, 3 . ( , ,

버석 산딸기 등 를 먹이로 하며 잡식동물은 야생열매를 주로 먹이로 섭취하되 초식동물, ) ,

을 일부분 섭취하고 육식동물은 야생열매 섭취 없이 초식동물만을 먹이로 섭취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초식 및 잡식동물은 오염된 야생열매와 야생열매표면에 붙어있는 토.

양 섭취를 통해 내부피폭 되고 잡식동물은 오염된 야생열매 토양 및 초식동물의 섭취를, ,

통해 오염되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섭취하여 오염된다고 가정한다 동물별 핵종이동, .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초식동물 낙엽층 표면유기토양 광물토양 야생열매 초식동물. : → → → →

잡식동물 낙엽층 표면유기토양 광물토양 야생열매 초식동물 잡식동물 및. : → → → → →

낙엽층 표면유기토양 광물토양 야생열매 잡식동물→ → → →

육식동물 낙엽층 표면유기토양 광물토양 야생열매 초식동물 육식동물. : → → → → →

모델에서 고려한 생태계 각 구성 요소의 방사성핵종 의 농도 시간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낙엽층- (litter)




    (3.1.63)

유기토양- (organic surface layer, O-horizon)




   (3.1.64)

광물토양- (mineral soil layer)




 (3.1.65)

나무 표면- (tree external)




 (3.1.66)

나무 내부- (tree internal)



 



     (3.1.67)

야생열매- (wild crops)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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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식동물- (herbivore)




 (3.1.69)

잡식동물- (omnivore)




 

(3.1.70)

육식동물- (carnivore)




  (3.1.71)

여기서 , , , , , 는 각각 핵종  의 낙엽층 유기토양 광, ,

물토양 나무표면 나무내부 야생열매의 방사능 농도이며 단위는 토양의 경우 이, , , Bq/kg-dry

며 나무 및 야생열매의 단위는 이다, Bq/kg-fresh . , , 는 각각 핵종  의 초식,

잡식 및 육식동물의 방사능 농도이며 단위는 이다Bq/kg . ,  및 는 각각 초식,

잡식 및 육식동물의 무게이며 동물의 성장에 따른 무게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상수로 취급하

였다.

초식동물 잡식동물 및 육식동물의 일일 먹이 섭취량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 allometric

을 적용한다[FASSET, 2003].

  
,   

   
 (3.1.72)

초식동물과 잡식동물의 먹이가 주로 야생열매임을 고려하여 동일한 상수를allometric

가정하였다 여기서 초식 및 잡식동물의 먹이 섭취량은 건조 질량기준이고 육식동물의. ,

먹이 섭취량은 중량기준이다 대사를 통한 생물학적 배출속도는 다음의fresh . allometric

관계식을 적용하였다[FASSET, 2003].

 








,  








 








(3.1.73)

본 모델에서는 침적을 시간의 함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즉 침적이 완료된 때를 시작으.

로 축적된 총 침적량의 시간 경과에 따른 격실의 핵종 분배를 계산한다 산림 단위면적.

당 핵종 의 침적량을  라고 하면 각 격실의 핵종 의 초기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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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5)

 ,  (3.1.76)

    (3.1.77)

여기서

 산림 단위면적당 핵종: 의 침적량, Bq/m2

 총 침적량 중 나무표면 잎 껍질 등 에 침적된 비: ( , )

 단위면적당 낙엽층 의 생체밀도: (litter) , kg/m2

  단위면적당 나무의 생체밀도: , kg/m2

만약 침적량이 알려지지 않으면 공기 중 핵종 의 농도 및 침적속도로부터 침적량 를 다

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1.78)

여기서  는 핵종(Bq/m3) 의 지표면공기농도,  는 건침적 속(m/d) (dry deposition)

도,  는 습침적 속도(m/d) (wet deposition) ,  는 침적 기간이다(d) .

식 식 는 비선형 상미분방정식의 집합체이며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통(3.1.63)~ (3.1.77)

해 해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 4th order Runge-Kutta

를 구하였다.

(2) 피폭 선량평가 모델

동물의 피폭선량은 내부피폭과 외부피폭으로 구성된다 내부피폭은 오염된 먹이 섭취로.

부터 발생하고 외부피폭은 동물이 주로 이동하는 유기토양의 오염으로부터 발생한다 일.

반적으로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은 매우 작으므로 본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식.

식 로부터 표면유기토양 광물토양 동식물 농도가 구해지면 핵종(3.1.63)~ (3.1.77) , ,  에 대한

동식물 내부 및 외부 피폭선량은 다음의 식들에 의해 계산된다.

핵종①  의 내부 선량률

          (3.1.79)

핵종②  의 외부 선량률

         (3.1.80)

모든 핵종에 의한 총 선량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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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1)

여기서

  핵종:  의 동물 농도, Bq/kg-wet

   핵종:  의 표면유기토양층의 농도, Bq/kg

    핵종:  의 내부선량환산인자, Gy/d per Bq/kg-wetμ

   핵종:  의 외부선량환산인자, Gy/d per Bq/kg-wetμ

동식물의 내 외부 선량환산인자는 웹기반 선량환산인자 계산기 를, ICRP (ICRP, 2016)

이용하여 방법론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모델은ICRP 108 . ICRP 108 Taranenko et al

방법과 동일하다(2004) .

다 적용성 테스트를 위한 산림지역 후쿠시마 사고 영향 평가.

본 모델의 검증 및 성능테스트를 위해 후쿠시마 사고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델에.

의한 사고 후 동식물 농도 및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야생동식물농도와 모델에 의한 계산,

결과의 비교 농도 및 피폭선량에 대한 주요 입력인자의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

(1) 가정 및 입력 데이터

① 침적밀도

후쿠시마보고서 에는 침적밀도가 큰 지역에서 측정된UNSCEAR (2013) Okuma town

침적밀도를 적용하여 육상 동식물 선량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오쿠마 지역은 야생동.

식물이 실제적으로 살 수 없는 주민 거주지역이서 이 값 적용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인

다 후쿠시마 사고로 산림에 침적된. 137 침적밀도는Cs 5 x 104 ~105 Bq/m2 범위로 오

쿠마 지역보다 약 배 정도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10 (Hashimo to et al., 2014).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지역에서 측정된 침적밀도 범위 중 최댓값인 105 Bq/m2를 137Cs

침적밀도로 적용하였다 알려지지 않은. 134 및Cs 131 의 침적밀도는I 137 의 침적밀도와Cs

핵종 간 농도비로부터 구하였다 는 후쿠시마 지역 광범위한 토양으. Saito et al. (2015)

로부터 측정한 핵종 농도를 기반으로 137 에 대한Cs 134 및Cs 131 의 농도비 상관관계를 다I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34 침적밀도Cs (Bq/m2)= 0.91 x 137 침적밀도Cs (Bq/m2)

131 침적밀도I (Bq/m2)= 4.6 x 137 침적밀도Cs (Bq/m2)



- 134 -

위 식들로부터 계산된 134 및Cs 131 의 침적밀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I .

134 침적밀도Cs (Bq/m2)= 9.1 x 104 (Bq/m2)

131 침적밀도I (Bq/m2)= 4.6 x 105 (Bq/m2)

침적은 방사성핵종이 확산되는 시기에 일어나지만 정확한 방출 이력과 대기확산 정보

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후 강우가 있어 침적이 다량 있었을 것

으로 예측되는 월 일에 모든 핵종이 침적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초기 침적량3 15 .

을 크게 하는 것이므로 보수적인 평가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② 대상 동식물 및 선량환산인자

후쿠시마 사고 후 노루 곰 멧돼지 등의 육상sika deer ( ), black bear ( ), wild boar ( )

포유류에 대한 포획 및 방사성 측정이 알려지고 있다(2013 UNSCEAR Fukushim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에 따라 토끼 및 노루를 초식동물로 멧돼지 및 곰을Report). ,

잡식동물로 분류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참조 잡식동물의 먹이 중 초( 3.1.34 ).

식동물은 토끼 를 가정하였다 즉 잡식동물 곰 멧돼지 의 먹이사슬은 야생열매 토(hare) . ( , ) →

끼 초식동물의 경로를 거치며 초식동물 노루 토끼 의 먹이사슬은 야생열매 초식동물, ( , )→ →

의 경로를 거친다고 가정하였다 나무는 크게 침엽수와 낙엽수를 고려하였다. .

구분 종류

식물 나무
침엽수 (evergreen)

낙엽수(deciduous)

동물
초식동물 hare, deer

잡식동물 wild boar, black bear

잡식동물 의 경우 를 먹이로 섭취 가정 나머지 는 야생열매 섭취* (boar, bear) hare 10% 90%

표 모델 적용연구에 사용된 동식물3.1.34

표 에 대상 동식물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를 요약하여 놓았다 이 값들은 웹 기반3.1.35 .

선량환산인자 계산기 를 사용하여 방법을 선택하여 구하였ICRP (ICRP, 2016) ICRP 108

다 대상동물의 질량은 포획된 동물의 종류별 산술평균값을 각 동물의 대표 무게로 선택.

하였다.

③ 모델입력 상수

표 에 후쿠시마 사고 평가에 적용한 모델 입력상수의 값들을 요약하였다 이 값들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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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헌으로부터 인용하였으며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하였다 입력데이터 중, .

침적량 중 나무표면 잎 껍질 등 에 침적된 비를 로 잡식동물의 먹이 중 야생열매 섭( , ) 0.5

취비율을 로 가정하였다 동물의 먹이 및 생물학적 반감기를 나타내는 상0.9 . allometric

수의 경우 초식동물과 잡식동물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나뭇잎을 통한 식물 내.

부흡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나뭇잎 흡수속도상수. 는 으로 가정하였다0 .

변수

상수
정의 값


총 침적량 중 나무표면 잎 껍질 등에 침( , )

적된 비
0.5 (assumption)


광물토양에서 심부토양으로의 침출속도상

수 (leaching rate constant)

Cs (Hashimoto et al. 2013)

3.03x10-6 d-1 침엽수 (evergreen)

6.68x10-6 d-1 낙엽수 (deciduous)

I (Abbott & Rood, 1994)

7.76x10-5 d-1

 나뭇잎 흡수속도상수 (foliar absorption) 나무이므로 으로 가정0


유기토양에서 광물토양으로의 침투속도상

수 (percolation rate constant)

Cs

(Hashimoto et al. 2013)

1.7x10-3 d-1 침엽수 (4.2x10-3 fitting)

3.52x10-3 d-1 낙엽수(5.0x10-3 fitting)

I (Abbott & Rood, 1994)

1.98x10-2 d-1

  나무의 뿌리흡수속도상수 (root uptake Cs (Hashimoto et al. 2013)

표 후쿠시마 사고 평가에 적용된 모델 입력상수3.1.36

구분
질량

(kg)

내부선량환산인자

(   )

외부선량환산인자*

(   )

134Cs 137Cs 131I 134Cs 137Cs 131I

tree 1.42 x 10-2 7.8 x 10-3 5.9 x 10-3 5.98 x 10-3 2.16 x 10-3 1.47 x 10-3

hare 35 1.10 x 10-2 6.65 x 10-3 4.97 x 10-3 6.82 x 10-3 2.64 x 10-3 1.52 x 10-3

deer 73 1.26 x 10-2 7.27 x 10-3 5.40 x 10-3 6.29 x 10-3 2.42 x 10-3 1.39 x 10-3

wild boar 55 1.20 x 10-2 7.03 x 10-3 5.23 x 10-3 6.50 x 10-3 2.52 x 10-3 1.44 x 10-3

black bear 73 1.26 x 10-2 7.27 x 10-3 5.40 x 10-3 6.29 x 10-3 2.42 x 10-3 1.39 x 10-3

외부선량환산인자 계산 시 두께 의 토양의 를 가정* 10cm volume source

표 모델동물의 선량환산인자3.1.35



- 136 -

rate constant)

4.47x10-5 d-1 침엽수

3.54x10-5 d-1 낙엽수

뿌리흡수는 와 의 에 비례 가정I ( Cs I CR )

1.52x10-6 d-1 침엽수

1.20x10-6 d-1 낙엽수


낙엽층 분해속도 상수(litter)

(decomposition rate constant)

Cs (Hashimoto e t al. 2013)

1.47x10-2 d-1 침엽수

1.03x10-3 d-1 낙엽수 1.5x10-3

와 동일 가정I (Cs )

1.47x10-2 d-1 침엽수

1.03x10-3 d-1 낙엽수


나무표면풍화 속도 상수 (weathering rate

constant)

Cs (Hashimoto et al. 2013)

2.15x10-3 d-1 침엽수

3.06x10-3 d-1 낙엽수 6.0x10-3

I (Abbott & Rood, 1994)

8.67x10-3 d-1


나무내부풍화 속도 상수 (weathering rate

constant)

Cs (Hashimoto e t al. 2013)

1.05x10-3 d-1 침엽수

6.55x10-4 d-1 낙엽수

표면의 가정 와I (Abbott & Rood, 1994) 0.5 (Cs

유사)

4.34x10-3 d-1

  단위면적당 낙엽층 의 생체밀도(litter)
1.25 kg/m2 와 동일하다고 가정(grass )

Taranenko et al. (2004)

  단위면적당 유기토양의 질량    
 단위면적당 광물토양의 질량   
 유기토양의 밀도 1000 kg/m3

 광물토양의 밀도 1400 kg/m3 (M ler & Pr hl, 1993)ü ö

 낙엽층 의 두께(litter) 0.017 m (Hashimoto et al. 2013)

 유기토양의 두께 0.012 m (Hashimoto et al. 2013)

 광물토양의 두께 0.2 m (Hashimoto et al. 2013)

  나무 생체량밀도 15 kg/m2 (Taranenko et al. 2004)

 야생열매 광물토양 전이계수-
4.1 kg dry/kg-fresh (IAEA TRS 479, 2014)–

(bryophyte )


초식 및 잡식동물의 생물학적 핵종 손실속

도
 








(FASSET,2003)

 육식동물의 생물학적 핵종 손실속도  








(FASSET,2003)

 초식 및 잡식동물의 일일 먹이 섭취량   
 (FASSE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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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식동물의 일일 먹이 섭취량   
 (FASSET,2003)

 
초식 및 잡식동물 먹이 섭취량 allometric

상수
0.0658 (kg/d), 0.628 (FASSET,2003)

  육식동물 먹이 섭취량 상수allometric 0.0486 (kg/d), 0.834 (FASSET,2003)

  동물의 생물학적 반감기 상수allometric
13.22, 0.237 for Cs

16.7, 0.13 for I (FASSET,2003)

 초식 및 잡식동물의 핵종 소화 흡수율 1 for Cs & I (FASSET,2003)

 토양섭취 중 핵종 소화 흡수율
0.1 for Cs

1 for I (FASSET,2003)

 초식 및 잡식동물의 먹이 중 토양 함량비 0.05 (FASSET,2003)

  잡식 및 육식동물의 핵종 소화 흡수율 1 for Cs & I (FASSET,2003)


초식 및 잡식 동물의 몸 전체 대비 육질 내

핵종 농도 비
1 for Cs & I (FASSET.2003)

 초식 및 잡식동물의 건조 및 중량비fresh 5 (=1/0.2) (FASSET,2003)

 잡식동물의 먹이 중 야생열매 섭취비율 가정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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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결과

침적일자를 년 월 일로 가정하고 침적 후 년 동안 동식물의 농도 및 피폭선량2011 3 15 3

의 시간 변화를 계산하였다.

① 농도

상록수 숲에 핵종이 침적되었을 때 산림생태계의 핵종 농도 변화를 그림(evergreen)

및 에서 보여준다3.1.32 3.1.33 .

오염된 공기 흐름을 따라 낙엽층 과 나무표면에 침적된 핵종은 시간경과와 함께(litter)

유기토양 광물토양으로 확산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동물로 이동된다 낙엽층과 나무의 침, .

적비가 동일 ( 하지만 낙엽층의 초기 농도가 더 큰 것은 나무의 단위면적당 생체량=0.5)

이 낙엽층에 비해 배 크기 때문이다 침적 후 낙엽층의 핵종 농도는 지속적으로(biomass) 12 .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농도 증가 요인인 나무의 풍화속도보다 감소 요인인 낙엽의.

분해 및 핵종 붕괴 속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나무의 경우는 침적 후 풍화(decomposition) .

및 핵종붕괴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핵종 별 특성을 살펴보면 반감기 차이로. 131 의I

농도는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방사성세슘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134 와Cs 137 는 동일한 환경 이동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두 핵종의 반감기 차이로 시간 경Cs

과에 따라 농도 차이가 점차 커졌다.

유기토양의 방사성세슘 농도는 약 일 전후하여 피크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짧은 반130 .

감기로 인해 유기토양의 131 의 농도는 초기에 작은 피크 후 곧 무시할 수준으로 감소하I

였다 광물토양의. 134 의 농도 피크는 약 일 경과 후 나타났으나Cs 780 137 의 농도 피크Cs

는 일이 경과하여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사성 세슘의 심부토양1000 .

으로의 침출속도상수(leaching rate constant, 3.03x10-6d-1 는 방사능붕괴속도상수)

(134Cs, 137 에 대해 각각Cs 9.2x10-4d-1, 6.32x10-5d-1 보다 승수 작기 때문에 광물) 1~2

토양의 방사성세슘 농도감소는 방사능붕괴가 주된 요인이다 광물토양의 방사성세슘 농.

도 감소가 천천히 진행될수록 오염된 야생열매의 섭취에 의해 동물의 내부피폭 오래 지

속될 것이다 짧은 반감기로 인해. 131 의 농도는 광물토양에서 무시할 수준으로 평가되I

었다.

그림 는 동물의 핵종 농도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동물에 대해 초기 침적밀도가3.1.34 .

큰 137 의 농도가Cs 134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산토끼 를 제외하고는 동물 사이의Cs . (hare)

농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질량이 큰 동물은 먹이 섭취량이 증가하여 방사능 오염이 증.

가하는 반면 반대로 생물학적 손실도 커져 체외 방출량도 동시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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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낙엽층 과 상록수 의 핵종 농도 변화3.1.32 (litter) (evergreen)

그림 토양의 핵종 농도 변화3.1.33 (ever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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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이 작은 토끼의 농도가 노루의 농도보다 더 큰 것은 먹이섭취에 의한 증가요인보

다 배설에 의한 감소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잡식동물의 경.

우도 질량이 작은 멧돼지의 농도가 곰의 경우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131 의 농도I

는 모든 동물에 대해 무시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 3.1.34

이 광물토양의 131 농도는 매우 미미하므로 야생열매에 대한I 131 오염 수준이 매우 작아I

먹이섭취를 통한 131 오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I .

② 피폭 선량

후쿠시마 산림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시간 결과별 총 피폭선량 계산 결과를 그

림 상록수 및 낙엽수 에서 보여준다 총 피폭선량은 전체 핵종에 대한3.1.35 ( ) 3.1.36 ( ) .

내부 및 외부피폭의 합이다 상록수와 낙엽수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동물의 피. .

폭선량이 식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동물간의 피폭 선량 차이는 질량이 작은 동물에

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질량이 작은 동물의 농도가 더 컸기 때문이다 동물의 경우. .

침적 후 약 일 경과 후130 25 μ 내외의 피크 값을 보여주었다 이 피크 값은Gy/d . ICRP

에서 제시하는 육상동식물 유도참조준위124 (DCRL, Derived Consideration Reference

밴드의 하단 값인Level) 0.1 m 보다 작은 값이다 이의 의미는 후쿠시마 사고로Gy/d .

인한 산림 오염이 야생동식물의 집단 건전성에 위해를 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 동물 멧돼지 곰 산토끼 노루 의 핵종 농도 변화3.1.34 ( , , , ) (ever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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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쿠시마 사고에 의한 후쿠시마 지역 동식물 피폭선량 시간변화3.1.35 (evergreen)

그림 후쿠시마 사고에 의한 후쿠시마 지역 동식물 피폭선량 시간변화3.1.36 (decid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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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동물의 방사선량에 대한 피폭경로 영향을 보여준다 침적 초기에는 유기3.1.37 .

토양에 의한 외부피폭이 주된 피폭경로이며 약 일이 경과하면 오염된 먹이 섭취에 의550

해 내부 피폭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외부피폭선량은 유기광물의 농도 변화와 연동하.

여 그림 참조 약 일 정도에서 최대를 보여 준 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3.1.33 ) 130 .

그에 반해 내부피폭선량 피크는 먹이사슬 광물토양 야생열매 동물 에 따른 핵종이동( - - )

지연 효과에 따라 동물의 방사성 세슘 오염농도 변화 그림 참조 와 연동하여 약( 3.1.34 )

일 정도에서 발생하였다780 .

그림 은 멧돼지 피폭선량에 대한 핵종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멧돼지 외의 다른3.1.38 .

동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피폭은 방사성세슘에 의해 주로 일어나며. 131 의I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적밀도와 방사능 붕괴속도에 차이로 인해. 134 의Cs

농도가 137 농도보다 작으나 선량환산인자 표 참조 는 오히려Cs ( 3.1.36 ) 134 이 더 커서Cs

134 에 의한 피폭 기여도가Cs 134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시간 경과와 함께Cs . 134 의 방Cs

사능 붕괴로 인한 농도 감소로 약 일 이후부터는700 137 에 의한 피폭 기여도가 더 크Cs

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137 가 주요 피폭 원인이 된다Cs .

그림 방사선량에 대한 피폭경로 영향 비교3.1.37 (ever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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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과 측정값의 비교

후쿠시마 사고 후 약 개월이 경과된 년 월경 후쿠시마현 내 산림에서 측정한6 2011 9

방사성세슘 분포를 표 에서 보여준다 낙엽수 숲의 경우 낙엽층과 토양의 함유량이3.1.37 .

상록수 숲보다 더 컸다.

그림 와 그림 에서 방사성세슘의 산림 생태계 분포에 대한 모델예측과 측3.1.39 3.1.40

정값 비교를 보여준다 측정된 데이터는 정확한 일자가 알려지지 않아 월 일과 월 일. 9 1 9 30

계산 결과와 비교되었다 표 에 요약한 입력인자의 참조 값을 적용하였으며 이 중. 3.1.36

유기토양 광물토양의 침투속도상수(→  는 다른 입력인자의 값을 고정하고 최적화 방법으로)

종류 상록수 (evergreen) 낙엽수 (deciduous)

litter 0.09 0.11

organic soil 0.35 0.41

mineral source 0.23 0.32

외부tree ( ) 0.34 0.17

내부tree ( ) 0 0

표 년 월 후쿠시마 산림 내에서 측정한 방사성세슘3.1.37 2011 9 (137Cs +134 핵종량 분포Cs)

(Hashimoto e t al., 2013)

그림 멧돼지의 피폭선량에 대한 핵종의 기여도3.1.38 (ever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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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와 가장 잘 맞는 값을 도출한 것이다 본 연구의 침투속도상수는. Hashimoto et al

가 적용한 값에 비해 약 배 큰 값이다 상록수 및 낙엽수 나무 모두 관찰된 값이 모(2013) 2.5 .

델에 의한 계산된 월 일과 월 일 농도범위 사이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9 1 9 30 .

모델이 사고로 인한 산림의 핵종 농도 예측에 유용함을 의미한다.

그림 에 야생동물에 대한 모델 예측과 측정값의 비교를 보여준다 측정된 값은3.1.41 .

의 넓은 범위의 값으로 존재하며 멧돼지에 경우 측정된 개수가 가장 많았으10~10000 ,

며 그 분포 또한 더욱 크다 동물은 계속이동 하므로 특정 지역에서 시간의 연속성을 가.

지고 포획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후쿠시마 전체 산림지역에서 측.

정된 값의 단순 집합이므로 특정 위치에 대한 농도의 시간변화를 나타내는 모델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에 따라 핵종 이동 및 침적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고 또한 포획된 지역이 상록수 지역인지 낙엽수 지역인지 침적시점에서 동물의 환경적, ,

요인이 어떠하였는지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동물의 오염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후쿠시마 산림 내 상록수의 방사성세슘 재고량에 대한 모델과 측정값 비교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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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과 멧돼지의 경우 모델에 의한 예측이 전체적으로 측정값 분포의 중심 값 영역에 존

재하고 있으며 노루 의 경우는 모델 예측이 측정값보다 다소 큰 것을 보여주었다, (deer) .

먹이사슬관련 입력 데이터의 불확실성과 포획된 동물의 분산 및 불연속성을 감안하면 본

모델에 의한 예측은 후쿠시마 전체 지역의 평균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

실성을 감안하면 본 모델의 예측 능력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모델 입력인자의 민감도 분석(4)

주요 입력인자에 대한 동식물 농도 및 피폭선량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

감도분석에 적용한 입력데이터는 동물의 질량( 야생동물의 전이계수), ( 잡식동물의 야),

생열매섭취 비 ( 침적량 중 나무표면에 침적된 비), ( 침출속도상수), ( 풍화속도상수),

( 침투속도상수), ( 낙엽층 분해속도상수), (litter) ( 뿌리흡수속도상수), (  종류이) 9

다.

① 동물의 질량 영향

핵종의 농도 및 피폭선량에 대한 동물의 질량 영향을 조사하였다 표 에 후쿠시. 3.1.38

마 사고 후 후쿠시마 지역에서 포획된 동물 질량의 최대 및 최솟값을 보여준다 동물 질.

량에 의한 민감도분석은 최소 및 최대 질량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후쿠시마 산림 내 낙엽수의 방사성세슘 재고량에 대한 모델과 측정값 비교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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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쿠시마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동물 방사성세슘 농도 모델과 측정값 비교 모델3.1.41 (

에 의한 계산은 참조 값 사용)

동물 (animals)
질량 (kg)

평균 최소 (min) 최대 (max)

산토끼(hare) 35 10 60

노루(deer) 73 40 120

멧돼지 (boar) 55 10 150

곰 (bear) 73 40 140

표 민감도분석을 위한 동물의 질량 범위3.1.38

그림 는 동물의 질량 변화에 따른3.1.42 137 의 농도 변화이다 질량이 작을수록 농도Cs .

는 증가하였다 식 및 식 의 관계식에 따르면 질량이 작은. (3.1.72) (3.1.731) allometric

동물은 큰 질량의 동물보다 먹이의 양 방사능 섭취 도 작으나 대사를 통한 배출속도상수( )

생물학적 반감기 감소 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러나 그림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 . 3.1.43

핵종의 총 배설속도 질량 배출속도상수 는 질량이 큰 동물이 더 크다 즉 질량이 클( x ) .

수록 질량 증가에 따른 핵종 유입량보다 대사를 통한 배출 효과가 더 커져 농도는 작게

평가되었다.

그림 는 총 피폭선량에 대한 동물의 질량 영향이다 질량이 감소할수록 동물의3.1.44 .

농도가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내부피폭이 커지게 된다 본 모델에서 동물의 외부피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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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광물의 오염에 의해 야기된다고 가정하였는데 유기광물의 농도는 동물의 질량과는

무관하므로 동물의 질량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은 오직 내부피폭 즉 동물의 농도에만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그림 의 피폭선량 차이는 순수하게 내부피폭의 차이이다. 3.1.44 .

그림 동물의 질량에 따른 노루의3.1.42 137 농도Cs

그림 초식 및 잡식동물 질량에 따른 방사성세슘 생물학적 손실속도상수 및 총배설속도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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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생열매 전이인자 영향(CR)

동물의 먹이인 야생열매의 농도는 광물토양의 농도와 전이인자의 곱 (CR x Cmsl 에 의)

해 결정된다 동물이 섭취하는 야생열매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전이인자 값의 변화가 비.

교적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은 민감도분석에 적용한 토양에서의 방사성세슘. 3.1.39

전이인자의 최대 최소를 보여준다 이 값은 에 수록된 및, . IAEA TRS 479 lichen

의 에 대한 전이인자 최소 및 최댓값이다bryophytes Cs .

그림 는 노루 및 멧돼지 농도에 대한 전이인자 영향이다 전이인자가 클수록 동3.1.45 .

물 먹이인 야생열매의 방사능 농도도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동물의 오염 농도도 증가하였

다 동일한 크기의 전이인자일 때 초식 노루 및 잡식동물 멧돼지 사이의 방사능 농도. ( ) ( )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초식 및 잡식 동물의 질량 차이가 크지 않고 잡식동물의 먹이. ,

중 야생열매가 90% ( 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0.9) .

그림 은 노루 멧돼지 곰의 총 피폭선량에 대한 전이인자의 영향이다 사고 초기3.1.46 , , .

그림 동물의 질량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3.1.44

입력인자 참조 (reference) 최소 (min) 최대 (max)

전이인자Cs (CR) of lichen & bryophytes

(IAEA, TRS 479, 2014)
4.1 0.03 14

표 민감도분석을 위한 전이인자 범위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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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외부피폭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으므로 먹이섭취와 직접 연관이 있는 전이인자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동물의 내부농도 증가와 함께 내부피폭이.

증가하므로 전이인자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야생열매의 농도 증가로 내부피폭 크게 증

가하였다 동일한 전이인자에서 동물 사이의 피폭선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전이인. .

자에 대한 동물 사이의 농도 변화가 미미하다는 그림 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3.1.45 .

③ 잡식 동물의 먹이 중 야생열매의 섭취비 

잡식동물은 야생열매와 초식동물의 일부를 먹이로 섭취한다 본 연구에서 잡식동물 멧. (

돼지 곰 의 먹이 중 야생열매의 섭취 비, )  를 로 가정하였다 나머지 는 초식동물0.9 . 10%

산토끼 을 섭취한다고 가정하였다 대개의 경우( ) .  값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또한 일정한

값을 가질 수도 없다 개별동물 뿐 아니라 서식 환경에 따라 이 값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 값의 를 최댓값으로 야생열매와 초식동물의 섭취량 반인. 0.9

를 최솟값으로 하여 민감도분석에 적용하였다 표0.5 [ 3.1.40].

그림 노루 및 멧돼지 농도에 대한 전이인자 영향3.1.45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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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3.1.47 의 값이 및 일 때 곰 및 멧돼지의0.5 0.9 137 농도변화를 보여준다Cs . 

값이 에서 로 배 증가할 때 최대 농도는 약 증가했다0.5 0.9 1.8 11% .

그림 에3.1.48 의 값에 따른 잡식동물인 곰 및 멧돼지의 총 피폭선량 영향을 보여준다.

침적 초기에는 외부피폭이 전체 선량을 지배하므로 먹이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받

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동물의 방사능 오염 농도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④ 총 침적량 중 나무표면 잎 껍질 등 에 침적된 비( , )  영향

산림으로 확산된 핵종은 산림표면의 낙엽층 과 나무에 침적된다(litter) . 는 이 중 나무에

침적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즉. 가 커질수록 나무 표면에 핵종이 더 많이 침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값은 침적 시 산림의 나무밀도와 기상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만 본 연구에서.

는 평균적인 의 값으로 가정하였다 이 값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위해 최소 최대0.5 . 0.1, 0.9

의 값을 적용하였다 표[ 3.1.41].

그림 노루 멧돼지 곰의 총 피폭선량에 대한 전이인자의 영향3.1.46 , ,

입력인자 참조 최대(reference). (max) 최소 (min)

 0.9 0.5

표 민감도분석을 위한3.1.40 ƒwc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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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곰 및 멧돼지의3.1.47 137 농도에 대한Cs ƒwc 영향

그림 곰 및 멧돼지의 총 피폭선량에 대한3.1.48 ƒw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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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인자 참조 (reference) 최소 (min) 최대 (max)

 0.5 0.1 0.9

표 민감도분석을 위한3.1.41 ƒd 범위

그림 는3.1.49 에 따른 산림생태계 137 농도 변화를 보여준다 낙엽 층의 농도는Cs . 의

값이 작을수록 초기에는 더 크나 반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의 값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값이 작으면 동시에 낙엽 층과 유기토양과의 농도 차이도 커져 핵종 이

동 플럭스도 증가하므로 낙엽층의 농도 감소속도가 더 커지게 된다 토양의 경우도 낙엽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핵종이동 지연 효과에 따라 이 경향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그림 은3.1.50 에 따른 동물의 137 농도 변화이다Cs . 가 작을수록 낙엽층의 농도가 커

지므로 낙엽층 유기토양 광물토양 야생열매 초식 및 잡식동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에서 동→ → → →

물의 오염농도가 증가하였다 동일한.  값에서 동물 사이의 농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은3.1.51 에 따른 동물의 피폭선량 변화이다 피폭선량은 내부피폭과 외부피폭의 합.

니다 외부피폭은 유기토양의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내부피폭은 낙엽층 유기토양 광. , → →

물토양 야생열매의 피포경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 작을수록 유기토양의 농도는 초기에

증가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침적 초기에는 유기토양에 의한 외부피폭이.

주된 피폭경로이므로 유기토양의 영향을 주로 받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염된 먹이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이 주된 피폭경로가 되므로 광물토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림 를 참. 3.1.49

조하면 광물토양의 농도는 약 일 후부터800  영향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이후부터는 야생열매 농도 즉 동물의 먹이 농도 또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에 따른 피폭선량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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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ƒd 에 따른 산림생태계 137 농도 변화Cs

그림 3.1.50 ƒd 에 따른 동물의 137 농도 변화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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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침출속도상수( 의 영향)

침출속도상수는 광물토양에서 심부토양으로의 핵종이동속도로 광물토양의 농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 값이 클수록 광물토양의 농도감소 효과는 커진다 먹이사슬에 따라 광물. .

토양의 농도는 야생열매와 동물의 농도에 영향을 직접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 값의.

배 배 범위 내에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침출속도상수는 조사된0.1 ~10 [ 3.1.42].

값 범위 내에서 동식물의 농도 그림 뿐 아니라 총 피폭선량 그림 에( 3.1.52) ( 3.1.53)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 이는 조사된 방사성세슘 침출속도상수 값.

(3.03x10-7d-1~3.03x10-5d-1 이) 137 의 방사능붕괴속도상수Cs (6.32x10-5d-1 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입력인자 참조 (reference) 최소 (min) 최대 (max)


3.03 x 10-6 for Cs

(evergreen)
3.03 x 10-7 3.03 x 10-5

표 민감도분석을 위한3.1.42 ƛlea 범위

그림 4.1.51 ƒd 에 따른 동물의 피폭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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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림생태계3.1.52 137 농도에 대한Cs ƛlea 영향

그림 동물의 총 피폭선량에 대한3.1.53 ƛlea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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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나무의 풍화속도상수( 의 영향)

나무의 풍화속도상수는 나무표면의 핵종이 낙엽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값.

이 클수록 나무의 오염농도는 감소하고 낙엽층의 농도는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참조 값.

의 배 배 범위에서 농도 및 피폭선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표0.1 ~10 [ 3.1.43].

그림 및 는3.1.54 3.1.55 에 대한 생태계 137 농도 변화이다 나무의 농도는Cs . 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가 최소일 때 나무의 농도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반면에

최대일 때 나무의 농도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커질수록 나무로부터의 핵종 이동 증가

에 의해 낙엽층의 농도가 커지는 요인이 되나 낙엽층의 농도가 커지면 낙엽층과 유기토양과,

의 농도 차이로 인한 유기토양으로의 핵종 이동 플럭스 또한 증가하므로 시간이 일정 경과하

면 오히려 농도 크기가 역전된다 같은 이유로 유기토양의 경우는 낙엽층과 반대의 현상을 보.

여주었다.

값이 커질수록 농도 증가속도가 커지고 농도가 빨리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광물.

토양의 경우는 조사된 시간 범위에서 역전 현상 없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와 연동하여 동물의 농도 또한 광물토양 야생열매의 피폭 경로를 거쳐. →  가 증

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은 동물의 총 피폭선량에 대한3.1.56  영향이다 침적 초기에는 유기토양에 의한.

외부피폭이 주된 피폭 경로이므로 유기토양의 농도 변화와 피폭선량 변화는 유사하게 나타난

다 즉. 이 커질수록 피폭선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하면 오염먹이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의 기여도가 더 커지게 되고 이 시점부터 내부피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광물토양 농

도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림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광물토양의 농도 또한3.1.56  증가할수

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므로 시간 전체적으로 피폭선량은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이 최소의 배 배 증가할 때 최대 동물 피폭선량은 각각 약10 , 100 20%, 90%

증가하였다.

입력인자 참조 (reference) 최소 (min) 최대 (max)


2.15 x 10-3 for Cs

(evergreen)
2.15 x 10-4 2.15 x 10-2

표 민감도분석을 위한3.1.43 ƛw,te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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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ƛw,te에 대한 생태계 137 농도 변화Cs

그림 3.1.55 ƛw,te에 대한 동물 137 농도 변화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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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ƛw,te에 대한 동물 피폭선량 변화

⑦ 침투속도상수( 의 영향)

침투계수는 유기토양에서 광물토양으로의 핵종이동을 나타낸다 이 속도상수가 커질수.

록 유기토양의 농도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광물토양의 농도 증가속도는 커지게 된다 유.

기토양의 농도는 외부피폭에 광물토양의 농도는 내부피폭과 직접 관련이 있다 침투계수.

의 민감도 분석은 참조 값의 배 배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다 표0.1 ~10 [ 3.1.44].

그림 및 은3.1.57 3.1.58 에 대한 생태계 137 농도 변화이다 침투계수가 커질수록 유Cs .

기토양 농도 감소속도는 커지고 광물토양 농도의 증가속도는 커진다 광물토양이 커질수록 이.

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야생열매의 농도 즉 동물 먹이의 농도가 커져 동물의 오염농도도 커지

게 된다.

입력인자 참조 (reference) 최소 (min) 최대 (max)


4.2 x 10-3 for Cs

(evergreen)
4.2 x 10-4 4.2 x 10-2

표 민감도분석을 위한3.1.44 ƛper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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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ƛper에 대한 생태계 137 농도 변화Cs

그림 3.1.58 ƛper에 대한 동물 137 농도 변화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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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동물 피폭선량에 대한 침투속도상수의 영향이다 동물의 외부피폭은 유3.1.59 .

기토양으로부터 기인되고 내부피폭은 오염된 먹이의 섭취로부터 발생한다 침투속도상수, .

감소는 침적 초기의 유기토양의 농도 증가로 외부피폭이 커지는 요인인 반면 광물토양,

농도 감소요인이므로 내부피폭은 감소하게 된다 침적 초기에는 먹이사슬에 의한 핵종.

이동 지연 효과에 의해 동물의 농도가 크지 않아 외부피폭이 전체 피폭을 지배하지만 시

간이 경과하면서 유기토양의 농도는 감소하고 동물의 농도는 증가하므로 내부피폭이 주

된 피폭경로로 변한다 그림 에서 침투속도상수가 최소인 경우 광물토양으로의 핵. 3.1.59

종이동이 매우 미약하여 유기토양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광물토양 야생열매 경로에 의한 내부피폭 증가가 크지 않→

아 전체 시간동안 외부피폭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큰 결과를 보여준다 피폭선량의 시.

간변화가 유기토양 농도 (137 및Cs 134 의 합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Cs )

다 침투속도상수가 큰 경우는 침적초기에 외부피폭에 의해 피폭선량이 증가하다가 약.

일 경과하면 외부피폭은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 동물의 농도 변화로 내부피폭이 완만40

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다.

⑧ 낙엽층 분해속도상수(litter) ( 의 영향)

낙엽층의 분해는 산림표면의 낙엽층이 분해되어 유기토양으로 핵종이 전이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분해속도상수가 커질수록 유기토양의 농도 증가속도 커진다 본 연구에. .

그림 3.1.59 ƛper에 대한 동물 피폭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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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낙엽층의 분해속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참조 값의 배 배 범위 내에서 수행하0.1 ~10

였다 표[ 3.1.45].

낙엽층의 분해속도는 나무의 농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낙엽층의 분해속도가 작.

다는 것은 핵종이 장기간 낙엽층에 존재하고 토양의 농도 증가가 더디게 일어난 의미이,

다 반대로 분해속도가 크면 핵종이 유기토양으로 크고 빠르게 전이되어 유기토양 광물. →

토양 야생열매 동물의 먹이사슬 경로를 통해 광물토양 뿐 아니라 동물 농도 증가 또한→ →

빠르게 진행된다.

낙엽층의 분해속도가 클수록 침적초기 유기토양 농도 증가 속도가 커지므로 외부피폭

이 증가된다 유기토양 농도가 최댓값을 가진 후 유기토양 농도 감소에 의한 외부피폭은.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고 광물토양 야생열매 동물로 이어지는 오염경로에 의해 내부피→ →

폭이 증가한다.

입력인자 참조 (reference) 최소 (min) 최대 (max)


1.47 x 10-2 for Cs

(evergreen)
1.47 x 10-3 1.47 x 10-1

표 민감도분석을 위한3.1.45 ƛdc 범위

그림 3.1.60 ƛdc에 대한 생태계 137 농도 변화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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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뿌리습수속도상수(  의 영향)

뿌리흡수는 유기토양으로부터 나무로의 핵종 이동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뿌리흡수상.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참조 값의 배 배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다 표0.1 ~10 [ 3.1.46].

그림 3.1.61 ƛdc에 대한 동물 137 농도 변화Cs

그림 3.1.62 ƛdc에 대한 동물 피폭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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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흡수가 크면 유기토양 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는 반면 나무 낙엽층 유기토→ →

양의 경로를 따르는 증가요인도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뿌리흡수속도상수 범위에서.

뿌리흡수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뿌리흡수속도상수가 최대일 때 동물의.

농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 값이 참조 값 이하일 때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광물토양 야생열매 동물로 이어지는 경로 상 동식물 농도 및 동물의. → →

피폭선량도 뿌리흡수속도상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입력인자 참조 (reference) 최소 (min) 최대 (max)

 
4.47 x 10-5 for Cs

(evergreen)
4.47 x 10-6 4.47 x 10-4

표 민감도분석에 적용한3.1.46 ƛroot 범위

그림 3.1.63 ƛroot에 대한 생태계 137 농도 변화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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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4 ƛroot에 대한 동물 137 농도 변화Cs

그림 3.1.65 ƛroot에 대한 동물 피폭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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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지표⑩

표 및 표 그림 및 그림 에3.1.47 3.1.48, 3.1.66 3.1.67 137 최대농도 및 최대 피폭선Cs

량에 대한 입력 인자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놓았다 입력인자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 조사를 위해 각각 입력인자 최대 및 최댓값을 사용하여 구한 동식물의 농도 및

피폭선량 시간 변위 중 최댓값 비를 입력인자의 최대 및 최솟값 비로 나누어 민감도 지

표 로 정의하였다(sensitivity index) .

민감도 지표 농도 또는 피폭선량 최댓값의 비 입력인자의 최댓값 최솟값= ( )/( / )

즉 민감도 지표는 조사된 입력인자의 범위 내에서 입력인자 값의 단위 변화율에 대한

최대농도 및 최대피폭선량의 변화율이다 민감도 지표가 클수록 단위 입력인자의 변화에.

따른 최대농도 및 최대 피폭선량의 변화가 크다.

낙엽층 유기토양 광물토양 나무의 최대농도는 총 침적량 중 나무표면 잎 껍질 등, , , ( , )

에 침적된 비 ( 의 값에 가장 민감하였다 나무의 농도가 풍화계수의 영향을 작게 받는 것으) .

로 나타난 것은 농도의 최댓값이 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무 농도의 감소 속t=0 .

도는 풍화계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같은 이유로 낙엽층 최대농도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낙엽층 농도가 에서 최대 농도를 가지기 때문이며 낙엽층의 농도 감소 속도는t=0  영

향을 크게 받는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광물토양의. 137 최대 농도는Cs 와 무관하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감도 지표가 크지 않았다.
그림 동식물 최대 농도에 대한 주요 입력데이터 민감도 지표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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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최대 농도는 먹이의 농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광물토양 야생열매의 전이인자-

( 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식동물의 경우는 먹이 중 야생열매 섭취비) . ( 도 최)

대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입력인자로 나타났다.

최대 피폭선량의 경우 나무는 에 가장 민감하였으나 동물은 질량 먹이 중 야생열매 섭취,

비(), 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4)

육상생태계 야생동식물 선량평가를 위해 동물이 주로 서식하는 산림생태계를 기반으로

초식 잡식 육식동물의 피폭경로에 대한 모델을 수립하였다 산림생태계는 산림표면을, , .

덥고 있는 낙엽층을 포함하여 유기토양 광물토양 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에는 초식, ,

동물 잡식동물 육식동물이 서식한다고 고려하였다 야생동물의 먹이경로는 초식동물의, , .

경우 야생열매 초식동물 잡식동물의 경우 야생열매 초식동물 잡식동물 및 야생열매,→ → →

잡식동물 가지 독립적인 피폭경로를 고려하였으며 육식동물의 경우는 야생열매 초2 ,→ →

식동물 육식동물의 먹이경로를 고려하였다 야생열매는 산림에서 야생동식물이 먹이로.→

섭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식물로 가정하였으며 광물토양과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하였다.

동물의 섭취량 생물학적 반감기는 동물의 질량의 함수로 표현되는 법을 적용, allometric

그림 동식물 최대 피폭선량에 대한 주요 입력데이터 민감도 지표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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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물은 오염된 유기토양에 의한 외부피폭과 오염된 먹이 섭취를 통한 내부피폭.

을 고려하였다.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야생동식물 농도 및 선량평가 수

행과 함께 측정된 필드데이터와 비교가 수행되었다 모델에 의한 예측은 후쿠시마 지역.

에서 측정된 산림 생태계의 방사성세슘 재고량 분포와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였다 동물.

의 농도 측정값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른 시점에 채취된 만큼 매우 분산된 결과이나 모

델은 실험 결과의 중간 값 수준의 합리적 예측능력을 보여주었다.

parameter

ratio of

min to

max

parameter

value,

maxmin

ratio of the maximum 137Cs concentration obtained by using the

min value to that by max value, maxmin

litter
organic

soil

mineral

soil
tree deer boar bear

mass

(deer)
3

1.17

(0.39)

mass

(boar)
15

1.47

(0.1)

mass

(bear)
3.5

1.2

(0.34)

 467
398

(0.85)

398

(0.85)

397

(0.85)

 1.8
1.1

(0.61)

1.1

(0.61)

 9
8.0

(0.89)

2.26

(0.25)

1.2

(0.13)

9.0

(1)

1.2

(0.13)

1.2

(0.13)

1.2

(0.13)

 100
1

(0.01)

1

(0.01)

1

(0.01)

1

(0.01)

  100
1.8

(0.018)

1.7

(0.017)

1

(0.01)

1.7

(0.017)

1.7

(0.017)

1.7

(0.017)

 100
6.1

(0.061)

3.4

(0.034)

3.5

(0.035)

3.5

(0.035)

3.5

(0.035)

 100
3.3

(0.033)

1.5

(0.015)

1.5

(0.015)

1.5

(0.015)

1.5

(0.015)

  100
1.04

(0.01)

1.03

(0.01)

1.02

(0.01)

1.04

(0.01)

1.03

(0.01)

*blank indicates no effect;

**the value in parenthesis is a sensitivity index, the ratio of maxmin to maxmin

표 3.1.47 Sensitivity of input parameters on the maximum 137C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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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및 피폭선량에 대한 모델 입력인자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낙엽층 유기토. ,

양 광물토양 나무의 최대농도는 총 침적량 중 나무표면 잎 껍질 등 에 침적된 비, , ( , ) ( 의 값)

에 가장 민감하였다 나무의 농도가 풍화계수의 영향을 작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농도의.

최댓값이 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무 농도의 감소 속도는 풍화계수에 크게 영t=0 .

향을 받는다 같은 이유로 낙엽층 최대농도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낙엽층 농도가 에t=0

서 최대 농도를 가지기 때문이며 낙엽층의 농도 감소 속도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광물토양의 137 최대 농도는Cs 와 무관하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감도

지표가 크지 않았다 동물의 최대 농도는 먹이의 농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광물토양 야생열매. -

의 전이인자 ( 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식동물의 경우는 먹이 중 야생열매 섭취) .

비 ( 도 최대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입력인자로 나타났다 최대 피폭선량의 경우 나무는) .

에 가장 민감하였으나 동물은 질량 먹이 중 야생열매 섭취비, ( 및) 에 민감한 것으로 나

타났다.

parameter

ratio of min to

max parameter

value,

maxmin

ratio of the maximum total dose rate obtained by using the

min value to that by max value, maxmin

tree deer boar bear

mass

(deer)
3 1.14 (0.38)

mass

(boar)
15 1.12 (0.074)

mass

(bear)
3.5 1.18 (0.34)

 467 1.67 (0.0036) 1.6(0.0034) 1.63 (0.0035)

 1.8 1.02 (0.57) 1.02 (0.57)

 9 2.5 (0.28) 2.18 (0.24) 2.16 (0.24) 2.17 (0.24)

 100 1(0.01) 1(0.01) 1(0.01)

  100 1.8 (0.018) 1.83 (0.018) 1.83 (0.018) 1.83 (0.018)

 100 5.11 (0.05) 3.08 (0.03) 3.23 (0.03) 3.07 (0.03)

 100 4.74 (0.047) 3.34 (0.033) 3.42 (0.034) 3.38 (0.034)

  100 1.06 (0.01) 1.04 (0.01) 1.04 (0.01) 1.04 (0.01)

*blank indicates no effect;

**the value in parenthesis is a sensitivity index, the ratio of maxmin to maxmin

표 3.1.48 Sensitivity of input parameters on the maximum total do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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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생태계 핵종 전이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구축2

원자력 시설 주변 수생태계 해양 및 육수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1. ( ) biota

가 연구 배경.

전이인자 는 물이나 토양과 같은 환경매체와 생명체 간의 핵종의(TF: transfer factor)

농도비 로서 원자력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생명체의 방사선 피(CR: concentration ratio)

폭 선량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이다[Brown et al., 2008; Howard et al., 2013;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환경방사선 방호 체계 하에서 인간IAEA 2014].

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식용 동식물에 대한 전이인자 조사만 이루어 졌

다 이에 반해 년 리우 선언 이후 에 의해 야생 동식물 에 대한 방사선. 1992 ICRP (biota)

방호 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기본 골격이 발표됨 에 따라[Delistraty, 2008]

최근 의 주도로 야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구축을 위한IAEA database (DB)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년에 야생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핸드북2014

이 완성 출간되었다[IAEA, 2014] , .

위와 같은 의 자료는 국제적인 대표치로서 부지 특성치가 미비한 경우에 사용토IAEA

록 권고되어 있다 전이인자는 생물종이나 서식 환경에 따라 값의 변이가 매우 크므로.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부지 또는 국내 특성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영국과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와 와 같은 야생. ERICA RASRAD-BIOTA

동식물 선량평가 코드의 실행을 위하여 자국의 환경특성을 반영하는 고유의 전이인자

를 구축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DB , [Brown et al., 2008; Yu et al., 2013].

로 명명된 컴퓨터 코드 가 개발되어 있으나 국내 고유의K-BIOTA [Keum et al., 2013]

전이인자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 동식물의 방사선 피폭 규

제에 대비한 선제적 연구로서 야생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에 대한 국내 고유의 전이인자

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의 확보를 통하여 야생 동DB . DB

식물 선량평가 고유기술을 개발 보유하게 되면 원자력 수출국에서 나아가 명실상부한,

원자력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년에 걸쳐 국내 원전 부지 주변을 대상으로 야생 동식물에. 5

대한 전이인자 값을 조사하고 국내 고유의 전이인자 를 수립코자 하였다DB .

상기의 개년 연구 중 년 기간에는 월성과 영광 원자력발전소 이하 원5 2012 2015 (∼

전 주변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년에는 대덕시설) 2016

주변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차 년도인 년에는 해수와 육수가 매체인 해양 및 하천.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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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생태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해양으로의 방사성 핵종 유입은 원전으로부터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해양 침적 온배수의 배출 및 강물 유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의.

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천으로의 방사선 핵종 유입은 대기로 방출된 핵종의 수면 침적. ,

토양 침적 후 빗물의 흐름에 의한 유입 지하로 방출된 핵종의 침투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원자력 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또한 지하 방사성폐기.

물처분장도 가동 중에 있으므로 육수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야생동식물 선량평가를 위해

서는 꼭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본 조사는 아래와 같이 야외에서 채취한 동식물 시료와.

매체 시료 내 원소의 농도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나 연구 방법.

전이인자는 방사성 또는 안정 동위원소 추적자 실험 야외 시료 내 방사성 또는 안정,

동위원소 농도 측정 등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외 시료 내 안정 동.

위원소 측정법을 채택하였다 생태환경에서 안정 동위원소는 평[Hosseini et al., 2008].

형상태의 방사성 동위원소와 거동이 같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Tagami and Uchida,

2013; Konovalenko et al., 2014].

추적자 실험은 각종 생물체의 육성 기술이 요구되고 데이터의 현실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야외 시료에서 측정이 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

에 반해 야외 시료 내 안정원소는 최근 발달한 분석법으로 여러 가지 원소의 농도를 비

교적 손쉽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현실성이 높은 자료를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료채취(1)

월성의 경우 월에 영광의 경우 월에 원전 부지 주변 반경 이내의5, 6 , 9, 11 10 km

해양 및 하천 저수지에서 물 시료와 함께 서식 생물 어류 연체류 패류 해조류 수초, ( , ( ), ,

등 을 채취하였다 영광의 경우에는 해양 시료만 채취하였다 그림 과 는 각각) . . 3.2.1 3.2.2

월성과 영광 주변 시료채취 정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표 과 는 각각 월성3.2.1 3.2.2

과 영광 주변 정점 별 좌표와 채취 시료의 종류 및 지리 정보를 보여 주고 있다 생물.

시료 채취 현황을 종합 요약한 것은 표 과 같다 채취된 생물종은 총 여 종에, 3.2.3 . 40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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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D

M2-D

M3-D

M6-E

M5-E

M7-E

M4-E

그림 영광원전 주변 수생태계 시료채취 정점3.2.2 .

월 일 월 일 시료채취(D: 9 25 , E: 11 8 )

T3-A

T2-A

T1-A

M4-A

M2-A M3-A

M1-A

T5-B M8-C
M5-C

M6-C

M10-C

M7-C

M9-C

그림 월성원전 주변 수생태계 시료채취 정점3.2.1

월 일 월 일 월 일 시료채취(A: 5 24 , B: 6 20 , C: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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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a 좌표 도 분 초( , , N / E) 채취시료 종류 비고

M1-A 35,40,27.7 / 129,30,20.7〫〫〫 해수 어류, 읍천리 앞

M2-A 35,41,58.4 / 129,30,28.9 해수 어류, 발전소 앞

M3-A 35,42,51.4 / 129,31,25.6 해수 어류, 발전소 앞 멀리

M4-A 35,41,22.6 / 129,28,33.0 해수 해조류, 읍천리 해안

M5-C 35,44,12.6 / 129,29,52.0 해수 어류, 대본리 앞

M6-C 35,43,13.9 / 129,29,36.0 해수 어류, 봉길리 앞

M7-C 35,39,56.8 / 129,28,10.3 해수 어류, 수렴 리 앞1

M8-C 35,44,38.3 / 129,29, 6.1 해수해조류연체류패류, , ( ) 대본 리 해안3

M9-C 35,39,58.3 / 129,27,54.3 해수해조류연체류패류, , ( ) 수렴 리 해안1

M10-C 35,41,35.3 / 129,28,33.6 해수해조류연체류패류, , ( ) 읍천리 해안

T1-A 35,39,49.0 / 129,26,57.7 육수어류수초, , 수렴천

T2-A 35,41, 2.8 / 129,27,19.3 육수어류수초, , 하서천

T3-A 35,45, 1.0 / 129,27,59.1 육수어류수초, , 대종천

T4-B 35,45, 6.6 / 129,24,46.9 육수수초, 송전저수지

T5-B 35,45, 4.7 / 129,24,49.9 육수어류, 송전저수지

표 월성 원전 주변 수생태계 시료채취 정점 현황3.2.1

a 월 일 월 일 월 일 시료 채취A: 5 24 , B: 6 20 , C: 6 29 .

정점명 a 좌표 도 분 초( , , N / E) 채취시료 종류 비고

M1-D 35,26, 1.2 / 126,24,54.4 해수어류갑각류, , 성산리 앞

M2-D 35,24,57.5 / 126,24,17.1 해수어류갑각류, , 발전소 앞

M3-D 35,23,25.5 / 126,23,19.0 해수어류갑각류, , 계마항 앞

M4-E 35,25,45.5 / 126,25, 6.2 해수어류, 성산리 앞

M5-E 35,24, 9.9 / 126,23,48.3 해수어류, 발전소 앞

M6-E 35,23,20.1 / 126,23,22.3 해수어류갑각류, , 계마항 앞

M7-E1 35,23,53.4 / 126,24,17.9 해수해조류, 가마미해수욕장 앞

M7-E2 35,23,53.4 / 126,24,17.9 해수연체류패류, ( ) 가마미해수욕장 앞

표 영광 원전 주변 수생태계 시료채취 정점 현황3.2.2

a 월 일 월 일 시료 채취 은 시 는 시에 채취D: 9 25 , E: 11 8 . M7-E1 16~17 , M7-E2 05~06

부지 생태계 생물유형 정점수 시료량 종수 건수( / )

월성

해양연근해( )

어류 6 16 / 27

연체류패류( ) 3 홍합밤고둥소라고둥3( , , ) / 7

해조류 4 미역톳곰피3( , , ) / 10

육수 하천 저수지(3 , 1 )
어류 4 버들치은어붕어3( , , ) / 4

수초 4 물칭개나물큰물칭개나믈마름 등4( , , )/6

영광 해양연근해( )

어류 6 11 / 19

연체류패류( ) 1 굴1( ) / 1

갑각류 4 대하갯가재2( , ) / 4

해조류 1 모자반1( ) / 1

표 월성 및 영광 수생태계 생물시료 채취 현황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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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시료의 경우 어류는 선상에서 수 수십 깊이로 어망을 놓아 채취하였고 해조류~ m

와 연체류 패류 는 해안 근처에서 해녀 또는 어부의 도움으로 채취하였다 해수는( ) . Van

채수기 를 이용하여 선상에서는 해안가에서는 정도의Dorn (2.2 L) 3~20 m, 0.5~2.0 m

깊이에서 채취하였다 그림 및 는 각각 그물에 걸려 채취되고 있는 어류의 모. 3.2.3 3.2.4

습과 선상에서 채수기로 해수를 채취하고 있는 장면이다 육수생태계의 경우 수초 시료.

는 손이나 기다란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였고 물 시료는 시료용 병에 직접 채취하

였다 육수 어류는 낚시나 통발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그림 물 시료와 생물 시. ( 3.2.5).

료는 연관성 증대를 위해 가능한 한 근접한 시각에 근접한 위치에서 채취하였다 또한.

대표성 증대를 위해 물 시료는 정점 당 두 세 군데에서 채취하여 합하였고 생물 시료는,

가능하면 복수의 개체를 채취하였다 그림 은 위와 같이 채취한 해양 또는 육수 생. 3.2.6

물 시료의 사진이다.

물 시료는 채취 현장에서 수온 염도 등을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정점 당, pH, 300 ml

정도를 폴리에틸렌 병에 취한 다음 진한 질산을 첨가 하였고 생물 시료는 전신(0.3 ml)

에 대하여 시료 양이 허용하는 경우 반복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whole body) 2 ,

는 단일시료로 하여 생 체중을 측정하고 비닐 백에 담았다 모든 시료는 현장에서 냉장.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그림 어망을 이용한 해양 어류의 채취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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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상에서 샘플러를 이용한 해수 채취3.2.4 Van Dorn .

그림 육수생태계 어류 시료 채취를 위한 통발 설치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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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채취된 해양생물 시료 제일 위에서부터 좌에서 우로 가자미 쥐치 보리멸 용치놀3.2.6 ( , , ,

래기 서대 조기 망둥어 갯가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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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처리 및 분석(2)

운반된 생물 시료는 로 조절된 냉동고에서 충분히 냉동한 다음 동결건조기 오40 (－ ℃

페론 주 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연체류의 경우에는 패각을 제외한 몸통만 대( )) .

상으로 하였다 시료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적당하게 잘라서 동결건조용 용기에 담았다. .

동결건조는 상온에서 온도 시료 용기 내 진공도 이하에서cold trap 55 , 10 Torr― ℃

시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일정도 소요되었다 건조 후 무게는 신선중의2~5 . 20~30 %

정도였다.

건조된 생물 시료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상태로 만들어 균질화한 다음 일정량(1~3

의 대표 시료를 취하여 용해 추출 등 화학적 처리를 통해 정도의 액상 시료를g) , 50 ml

얻어서 분석하였다 물 시료의 경우 가 인 필터로 부유물을. pore size 0.45 m membraneμ

제거한 다음 분석하였다.

농도 분석은 와ICP-MS(Al, Ti, Mn, Cr, Cu, Zn, Li, Ni, Co, Rb, Cs, Ba, Pb, Th, U)

를 이용하여 여 가지 원소에 대하여 실시하였다ICP-AES(Ca, Fe, K, Mg, Na, Sr) 20 .

동결 건조한 생물 시료와 물 시료의 처리 및 농도 분석은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의뢰하

여 수행하였다 농도는 하나의 시료에 대해 세 번 측정한 결과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

전이인자 산정(3)

야생 동식물에 대한 전이인자(TF, L kg-1 는 그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fresh)

로 산정하였다[Howard et al., 2013; IAEA, 2014].




(3.2.1)

여기서,

Cbiota 핵종의 생물체 전신 농도: (Bq kg-1-fresh)

Cwater 수중 핵종 농도: (Bq L-1)

생물체 내 농도는 전신에 대한 것으로 매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것을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흡수가 일어나므.

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복이 있는 시료에 대해서는 그 산술평.

균값을 취하여 전이인자 값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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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물 시료의 수질 특성(1)

표 와 는 각각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물 시료의 수질 및 대표3.2.4 3.2.5

핵종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수온은 측정 시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월에 조사한 월성 해수의 경우 최저5, 6

최고 이었고 월과 월에 조사한 영광 해수의 경우 최저 최17.2 , 23.7 9 11 14.3 ,℃ ℃ ℃

고 이었다 월에 조사한 월성 육수의 경우 최저 최고 이었다26.2 . 6 17.1 , 24.2 .℃ ℃ ℃

수온은 같은 시기라도 조사 시각 날씨 수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해수의 는 월성이 영광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정도로 큰 차이가 없pH 8.0

었고 육수의 경우 해수보다 조금 낮은 경향이었다 염도는 의 범위로 월성 해. 31~35 ‰

수가 영광 해수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은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수 염도 차이는 우.

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본 조사에서 측정된 해수의 온도,

및 염도는 대체로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측정 범위 내에 속하고 있다pH [Kim, 2000].

해수 중 원소 농도는 가 특히 높아 대체로Na 10 gL-1 내외였고 다음으로는 Mg, K,

등의 순이었으며 등은 대체로 이하로 비교Ca, Sr, Li, Rb, Al Co, Cs, Pb, Th 1 gL-1μ

적 낮았다 육수 중에서도 의 농도가 타 핵종에 비해 높았으나 해수에. Na, Ca, Mg, K, Sr

비해서는 수십 수백 배 낮았고 나머지 조사 핵종들도 등을 제외하Al, Ti, Mn, Zn, Ba∼

고는 해수에 비해 최고 수백 배 정도까지 낮았다 저수지 물의 핵종 농도는 핵종에 따라.

대체로 하천과 비슷하거나 등 수배에서 수(Na, Ca, Mg, K, Sr, Al, Ti, Cu, Cs, Ba, Pb )

십 배 정도까지 높았다 등 월성 해수 중 와 농도는 염(Fe, Li, Cr, Mn, Ni, Zn, U ). Na K

도와 마찬가지로 영광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과 의 경우 영광이 월성보다 높았다Mn Zn .

해양생태계 전이인자(2)

표 및 은 각각 월성 및 영광 해양생태계 어류에 대한 핵종별 전이인자 조사3.2.6 3.2.7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두 해역에서는 계절적 및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양태 한 종만.

제외하고는 채취어종이 모두 달랐다.

해수 중 농도가 매우 높은 와 의 전이인자 값은 월성과 영광의 모든 어종에서Na Mg 1

이하였지만 및 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들은 어느 경우에나 모두 이상으로Ni, Li, Th U 1

최고 2.4×104 보리멸 에 달하였다 및 의 전이인자 값이 대체로(MC-7/ /Zn) . Zn, Mn Al

수백에서 수천 정도로 가장 높았고 의 전이인자 값도 수십에서 수천 정도로Fe, Cr, Cu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원전의 주요 방출 핵종인 과 의 경우 각각 수 및 수십 정도. Sr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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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별로 높지 않았다 어종 간 전이인자 값의 변이는 등이 컸고. Al, Cr, Zn, Th K, Ca,

등은 비교적 작았다 특히 과 의 경우 최대종과 최소 종간에 약 수Na, Mg, Sr, Cs . Al Cr

백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양태의 경우 월성의 과 전이인자 값이 영광에 비해. Mn Cr

수십 배 이상 높았을 뿐 나머지 핵종들은 두 해역 간 차이가 수 배 이내였다.

a 월 일 월 일 월 일 시료 채취A: 5 24 , B: 6 20 , C: 6 29 .

시료명

정점(

명)

온도

( )℃
pH

염도

( )‰

핵종 농도 (mg L-1)

K Na Sr Mn Zn Co Cs U

M1-D 26.2 7.99 31 2.8E+02 7.9E+03 4.7E+00 2.4E-02 1.5E-02 4.9E-04 1.4E-04 2.7E-03

M2-D 23.8 8.01 31 3.1E+02 8.4E+03 5.3E+00 1.8E-02 9.0E-03 4.3E-04 9.0E-05 2.6E-03

M3-D 23.9 8.00 31 3.0E+02 8.3E+03 5.2E+00 3.9E-02 9.3E-03 6.3E-04 1.4E-04 2.6E-03

M4-E 15.6 7.99 32 4.1E+02 9.6E+03 6.3E+00 2.7E-01 1.7E-02 3.3E-03 6.1E-04 3.2E-03

M5-E 14.3 7.96 33 4.0E+02 9.9E+03 6.3E+00 4.2E-01 2.2E-02 4.3E-03 7.8E-04 3.1E-03

M6-E 14.4 7.99 33 4.0E+02 9.3E+03 6.2E+00 6.5E-02 3.2E-02 1.5E-03 5.2E-04 3.0E-03

M7-E1 15.2 7.94 32 3.3E+02 8.0E+03 5.2E+00 1.1E-01 1.0E-02 1.9E-03 5.3E-04 3.5E-03

M7-E2 13.6 8.02 33 3.7E+02 8.7E+03 5.6E+00 5.2E-02 7.1E-03 1.4E-03 4.4E-04 3.2E-03

표 영광 원전 주변 물 해수 시료의 수질 특성 및 대표 핵종의 농도3.2.5 ( )

a 월 일 월 일 시료 채취D: 9 25 , E: 11 8 .

시료명

정점(

명)

온도

( )℃
pH

염도

( )‰

핵종 농도 (mg L-1)

K Na Sr Mn Zn Co Cs U

M1-A 18.0 8.09 34 4.8E+02 1.1E+04 7.1E+00 4.0E-03 6.1E-03 6.6E-04 4.8E-04 3.0E-03

M2-A 18.1 8.11 35 4.8E+02 1.1E+04 7.2E+00 3.4E-03 4.2E-03 6.3E-04 4.2E-04 2.9E-03

M3-A 17.2 8.12 34 4.5E+02 1.1E+04 7.1E+00 2.9E-03 2.9E-03 5.6E-04 4.1E-04 2.9E-03

M4-A 18.4 8.18 35 4.7E+02 1.1E+04 7.1E+00 4.9E-03 3.1E-03 6.0E-04 5.1E-04 3.2E-03

M5-C 22.1 8.15 35 5.0E+02 1.0E+04 6.7E+00 4.3E-03 4.8E-03 5.1E-04 3.5E-04 3.0E-03

M6-C 21.7 8.15 35 5.0E+02 1.0E+04 6.7E+00 2.5E-03 3.4E-03 5.3E-04 3.5E-04 3.1E-03

M7-C 20.6 8.13 35 4.9E+02 1.0E+04 6.7E+00 1.6E-02 6.4E-04 5.9E-04 3.7E-04 3.0E-03

M8-C 23.7 8.26 34 4.7E+02 9.7E+03 6.4E+00 7.1E-03 2.8E-03 5.8E-04 3.3E-04 2.8E-03

M9-C 23.6 8.17 34 4.8E+02 1.0E+04 6.6E+00 5.2E-03 1.3E-03 5.6E-04 3.7E-04 2.9E-03

M10-C 23.5 8.19 35 4.8E+02 1.0E+04 6.6E+00 3.8E-03 1.5E-04 5.8E-04 3.5E-04 2.9E-03

T1-A 17.1 7.40 - 2.5E+00 1.9E+01 1.4E-01 6.4E-03 3.4E-03 <MDA 3.6E-05 3.1E-05

T2-A 19.2 7.60 - 1.5E+00 1.4E+01 1.1E-01 3.6E-03 1.2E-03 <MDA 2.8E-05 2.9E-05

T3-A 20.5 7.98 - 1.7E+00 1.3E+01 1.0E-01 3.3E-03 9.2E-04 <MDA 2.8E-05 2.5E-05

T4-B 24.2 8.11 - 1.2E+00 1.3E+01 1.1E-01 1.4E-01 7.3E-03 <MDA 4.2E-05 7.8E-05

T5-B 24.1 8.08 - 1.2E+00 1.3E+01 1.1E-01 6.7E-02 6.9E-03 <MDA 3.8E-05 6.1E-05

표 월성 원전 주변 물 해수 및 육수 시료의 수질 특성 및 대표핵종 농도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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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K Ca Na Mg Al Fe Ti

M1-A 가자미[2] 4.5E+00 1.2E+01 9.8E-02 2.7E-01 1.4E+02 - 5.9E+01

성대홍치( ) 4.8E+00 2.2E+01 1.5E-01 3.3E-01 9.4E+02 - 2.6E+02

눈볼대 6.1E+00 2.4E+01 1.6E-01 2.9E-01 1.4E+02 - 4.0E+01

M2-A 가자미[2] 6.2E+00 1.5E+01 1.3E-01 2.7E-01 1.1E+03 - 1.6E+02

M3-A 가자미[2] 5.9E+00 1.4E+01 1.1E-01 2.2E-01 5.9E+02 - 2.4E+01

성대홍치( ) 3.3E+00 2.4E+01 9.3E-02 3.0E-01 2.8E+01 - 1.9E+00

날치기 5.9E+00 4.1E+01 1.3E-01 3.9E-01 4.4E+02 - 3.5E+01

M5-C 성대[2] 7.0E+00 2.5E+01 1.5E-01 3.4E-01 3.6E+02 2.2E+02 -

양태 7.3E+00 3.3E+01 2.2E-01 1.6E-01 1.0E+03 3.6E+02 -

도다리[2] 7.4E+00 2.1E+01 1.7E-01 3.6E-01 2.4E+03 4.2E+02 -

M6-C 성대 6.7E+00 3.4E+01 2.1E-01 4.0E-01 4.8E+02 3.5E+02 -

도다리 7.5E+00 1.9E+01 1.4E-01 2.5E-01 1.6E+02 3.9E+02 -

쥐치 6.8E+00 2.2E+01 1.7E-01 3.9E-01 4.6E+03 8.9E+02 -

양태[2] 7.5E+00 2.5E+01 2.2E-01 1.5E-01 1.3E+02 2.9E+02 -

삼세기 5.8E+00 2.0E+01 2.8E-01 3.4E-01 3.0E+03 6.5E+02 -

불볼락[2] 9.0E+00 2.7E+01 1.6E-01 1.6E-01 1.0E+02 2.7E+02 -

용치놀래기[2] 8.1E+00 2.9E+01 1.7E-01 4.3E-01 4.7E+02 4.1E+02 -

볼락[2] 5.6E+00 3.4E+01 2.1E-01 4.4E-01 1.4E+02 3.2E+02 -

쥐노래미 6.8E+00 2.3E+01 1.6E-01 3.4E-01 1.7E+02 4.2E+02 -

M7-C 농어 7.6E+00 2.3E+01 1.3E-01 1.3E-01 5.0E+01 1.4E+02 -

양태 5.9E+00 3.4E+01 1.4E-01 1.6E-01 4.7E+01 1.7E+02 -

용치놀래기[2] 8.0E+00 2.6E+01 1.5E-01 3.8E-01 1.4E+02 3.1E+02 -

쥐노래미[2] 7.9E+00 1.9E+01 1.7E-01 1.6E-01 1.4E+03 6.2E+02 -

쥐치 7.1E+00 2.7E+01 1.6E-01 3.3E-01 4.1E+02 4.5E+02 -

망상어[2] 6.0E+00 3.2E+01 1.8E-01 4.4E-01 1.1E+03 5.1E+02 -

전갱이 1.3E+01 3.8E+01 3.9E-01 2.5E-01 5.5E+01 3.3E+02 -

보리멸 6.9E+00 3.1E+01 1.6E-01 4.5E-01 1.5E+04 3.2E+03 -

표 월성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어류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3.2.6

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A: 5 24 , C: 6 29

b 은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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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A: 5 24 , C: 6 29

b 은 반복수[ ]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Sr Mn Cr Cu Zn Li Ni

M1-A 가자미[2] 2.7E+00 1.0E+03 3.9E+01 3.5E+01 4.9E+02 1.2E-01 1.7E+01

성대홍치( ) 4.7E+00 3.8E+02 2.2E+01 2.5E+01 7.3E+02 1.8E-01 1.7E+01

눈볼대 4.1E+00 1.5E+02 2.5E+01 2.1E+01 1.3E+03 1.8E-01 1.3E+01

M2-A 가자미[2] 4.1E+00 1.0E+03 3.9E+01 2.0E+02 2.7E+03 3.7E-01 8.0E+00

M3-A 가자미[2] 2.7E+00 1.4E+03 6.3E+01 1.1E+02 4.0E+03 2.3E-01 1.4E+01

성대홍치( ) 5.3E+00 3.5E+02 3.9E+01 1.7E+02 8.0E+02 1.5E-01 7.1E+00

날치기 1.1E+01 2.7E+03 5.1E+01 3.2E+02 1.3E+03 3.2E-01 7.3E+00

M5-C 성대[2] 5.1E+00 1.3E+03 2.0E+02 3.2E+02 2.6E+03 5.1E-01 3.3E+01

양태 7.3E+00 1.5E+03 3.2E+02 1.5E+02 4.0E+03 8.1E-01 6.6E+01

도다리[2] 4.6E+00 2.4E+03 3.1E+02 1.5E+02 2.8E+03 3.9E-01 1.0E+02

M6-C 성대 8.4E+00 2.9E+03 1.4E+03 1.7E+02 3.8E+03 4.1E-01 1.0E+01

도다리 4.6E+00 2.5E+03 7.6E+02 1.0E+03 5.1E+03 3.6E-01 4.5E+01

쥐치 5.6E+00 2.8E+03 4.5E+03 3.5E+02 3.5E+03 4.0E-01 5.0E+01

양태[2] 5.5E+00 9.6E+02 1.4E+03 2.6E+02 5.2E+03 4.7E-01 5.3E+01

삼세기 3.9E+00 5.2E+02 1.8E+03 5.9E+02 3.4E+03 3.3E-01 3.1E+01

불볼락[2] 4.8E+00 2.3E+03 1.5E+03 2.7E+02 4.3E+03 4.6E-01 2.5E+01

용치놀래기[2] 8.3E+00 4.2E+03 2.2E+03 1.7E+02 4.9E+03 3.3E-01 2.7E+01

볼락[2] 6.2E+00 3.5E+02 1.9E+03 7.4E+01 2.8E+03 4.4E-01 1.9E+01

쥐노래미 3.4E+00 2.4E+03 1.2E+03 1.3E+03 3.7E+03 4.2E-01 1.5E+01

M7-C 농어 5.2E+00 2.9E+02 7.1E+01 2.9E+02 2.0E+04 2.4E-01 2.4E+01

양태 6.1E+00 3.5E+03 1.5E+03 2.5E+02 2.9E+03 5.3E-01 3.9E+01

용치놀래기[2] 4.9E+00 2.4E+02 1.2E+02 4.8E+02 2.3E+04 5.1E-01 1.0E+02

쥐노래미[2] 3.8E+00 3.3E+03 7.3E+01 6.7E+02 1.5E+04 3.0E-01 2.5E+01

쥐치 5.0E+00 8.5E+02 9.8E+01 1.0E+03 2.2E+04 6.0E-01 7.7E+01

망상어[2] 9.2E+00 3.7E+02 1.1E+02 1.2E+02 1.6E+04 2.4E-01 2.8E+01

전갱이 4.5E+00 5.3E+02 7.6E+01 4.3E+02 1.6E+04 2.6E-01 1.9E+01

보리멸 7.3E+00 4.9E+02 9.1E+02 3.8E+02 2.4E+04 1.6E+00 2.4E+02

표 월성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어류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계속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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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월성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어류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계속3.2.6 ( )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Co Rb Cs Ba Pb Th U

M1-A 가자미[2] 1.9E+01 6.1E+00 2.8E+01 1.5E+01 5.5E+01 2.0E+01 1.2E+00

성대홍치( ) 2.6E+01 4.1E+00 3.0E+01 3.2E+01 7.7E+01 2.4E+01 1.1E+00

눈볼대 2.1E+01 4.9E+00 4.3E+01 2.3E+01 9.4E+01 2.1E+01 1.4E+00

M2-A 가자미[2] 1.8E+01 5.7E+00 3.1E+02 3.0E+01 2.3E+02 3.0E+01 1.4E+00

M3-A 가자미[2] 1.7E+01 4.5E+00 5.5E+01 1.4E+01 6.1E+01 1.1E+01 9.1E-01

성대홍치( ) 2.0E+01 3.9E+00 2.3E+01 1.0E+01 5.0E+01 1.9E+01 1.1E+00

날치기 3.0E+01 6.0E+00 2.8E+01 2.3E+01 1.0E+02 2.0E+01 1.8E+00

M5-C 성대[2] 2.8E+01 6.3E+00 4.5E+01 1.3E+01 1.8E+02 3.9E+00 5.4E-01

양태 2.0E+01 5.5E+00 3.9E+01 4.2E+01 2.7E+01 2.9E+01 1.3E+00

도다리[2] 3.3E+01 7.4E+00 2.1E+01 3.5E+01 9.4E+01 1.2E+02 1.6E+00

M6-C 성대 2.6E+01 5.4E+00 7.1E+01 1.6E+01 1.1E+02 5.4E+01 1.6E+00

도다리 2.9E+01 7.7E+00 2.4E+01 1.6E+01 6.0E+02 1.1E+00 8.7E-01

쥐치 3.0E+01 8.9E+00 1.4E+02 6.7E+01 4.1E+02 9.5E+01 2.2E+00

양태[2] 1.0E+01 5.1E+00 4.3E+01 1.9E+01 9.4E+01 3.0E+00 1.2E+00

삼세기 2.5E+01 6.9E+00 1.7E+01 2.5E+01 4.0E+02 8.7E+01 1.2E+00

불볼락[2] 4.2E+00 5.8E+00 7.0E+01 2.4E+01 5.1E+02 3.0E+00 6.6E-01

용치놀래기[2] 2.1E+01 7.0E+00 3.0E+01 3.1E+01 1.4E+02 5.4E+01 1.9E+00

볼락[2] 1.9E+01 5.3E+00 3.4E+01 2.7E+01 1.3E+02 5.2E+01 1.7E+00

쥐노래미 2.9E+01 5.9E+00 3.3E+01 1.6E+01 1.4E+02 2.9E+00 6.4E-01

M7-C 농어 2.5E+00 6.2E+00 6.3E+01 1.1E+01 3.1E+02 1.9E+00 5.3E-01

양태 3.3E+00 4.5E+00 4.9E+01 1.8E+01 7.2E+01 1.8E+00 7.9E-01

용치놀래기[2] 1.8E+01 7.2E+00 3.5E+01 2.2E+01 6.0E+01 1.1E+00 6.6E-01

쥐노래미[2] 7.1E+00 6.2E+00 4.7E+01 3.4E+01 2.1E+02 1.7E+01 9.9E-01

쥐치 3.1E+01 7.4E+00 2.1E+01 3.3E+01 2.3E+02 7.8E+00 7.8E-01

망상어[2] 2.4E+01 6.7E+00 3.0E+01 4.6E+01 1.8E+02 5.7E+01 3.2E+00

전갱이 4.2E+00 4.6E+00 4.2E+01 2.3E+01 6.9E+01 - 1.6E+00

보리멸 1.5E+02 9.9E+00 9.7E+01 3.4E+02 4.0E+02 1.1E+02 5.0E+00

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A: 5 24 , C: 6 29

b 은 반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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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K Ca Na Mg Al Fe Ti

M1-D 민어 1.2E+01 1.9E+01 1.0E-01 1.7E-01 3.5E+02 2.1E+01 5.0E+01

숭어 1.7E+01 3.3E+01 1.2E-01 2.5E-01 2.0E+03 9.8E+01 1.9E+02

밴댕이[2] 7.4E+00 2.0E+01 8.8E-02 1.7E-01 2.8E+02 2.3E+01 6.1E+01

M2-D 황강달이 9.2E+00 1.6E+01 1.5E-01 1.4E-01 1.5E+02 2.8E+01 2.5E+01

민어 1.1E+01 2.1E+01 1.4E-01 1.6E-01 9.9E+01 2.0E+01 2.2E+01

밴댕이[2] 9.4E+00 2.0E+01 1.2E-01 1.8E-01 1.7E+02 2.7E+01 3.9E+01

M3-D 삼치 1.4E+01 1.3E+01 1.1E-01 2.0E-01 1.9E+01 1.1E+01 4.7E+00

황강달이 8.0E+00 1.6E+01 1.0E-01 1.3E-01 1.5E+01 7.2E+00 2.7E+00

M4-E 서대[2] 9.5E+00 2.1E+01 1.3E-01 3.9E-01 2.8E+01 1.2E+01 4.6E+01

숭어[2] 8.1E+00 2.4E+01 1.5E-01 4.4E-01 2.8E+02 1.0E+02 3.4E+02

양태 7.4E+00 3.2E+01 1.6E-01 4.0E-01 1.1E+01 8.3E+00 2.3E+01

조기 8.0E+00 1.5E+01 1.6E-01 3.1E-01 6.0E+01 1.5E+01 8.2E+01

M5-E 망둥어[2] 8.5E+00 1.8E+01 1.4E-01 3.0E-01 4.9E+00 5.6E+00 9.2E+00

웅어[2] 7.7E+00 1.9E+01 1.3E-01 2.8E-01 3.2E+00 2.6E+00 4.6E+00

밴댕이 6.7E+00 1.7E+01 1.2E-01 3.4E-01 2.5E+01 8.6E+00 2.8E+01

서대[2] 6.3E+00 2.1E+01 1.0E-01 3.8E-01 3.2E+01 9.5E+00 4.3E+01

M6-E 황강달이 4.1E+00 1.4E+01 2.2E-01 2.7E-01 3.5E+01 3.2E+01 3.6E+01

망둥어 6.7E+00 1.6E+01 1.5E-01 3.3E-01 1.6E+02 8.6E+01 1.4E+02

장어 4.3E+00 2.2E+01 2.0E-01 3.6E-01 8.9E+01 6.3E+01 8.7E+01

표 영광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어류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3.2.7

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D: 9 25 , E: 11 8

b 은 반복수[ ] .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Sr Mn Cr Cu Zn Li Ni

M1-D 민어 3.7E+00 1.1E+02 4.1E+01 1.2E+02 5.3E+02 1.6E-01 8.4E+00

숭어 1.4E+01 1.4E+02 1.3E+02 1.6E+02 6.9E+02 1.6E+00 3.9E+01

밴댕이[2] 3.2E+00 1.5E+02 2.7E+01 2.9E+02 1.0E+03 3.9E-01 5.2E+00

M2-D 황강달이 3.4E+00 1.2E+02 1.3E+02 1.5E+02 8.2E+02 1.8E-01 6.4E+01

민어 4.4E+00 1.0E+02 4.9E+01 1.5E+02 9.8E+02 2.5E-01 1.1E+01

밴댕이[2] 4.3E+00 1.8E+02 3.0E+01 3.2E+02 2.1E+03 6.4E-01 5.8E+00

M3-D 삼치 2.1E+00 3.5E+01 4.3E+00 2.1E+02 1.1E+03 1.9E-01 9.8E-01

황강달이 3.9E+00 6.3E+01 4.7E+01 1.1E+02 8.7E+02 2.0E-01 7.9E+00

M4-E 서대[2] 1.0E+01 1.8E+01 1.3E+01 4.8E+01 4.7E+02 1.3E+00 1.7E+01

숭어[2] 8.1E+00 4.1E+01 7.5E+01 1.1E+02 6.2E+02 9.0E+00 4.7E+01

양태 8.2E+00 1.8E+00 1.5E+01 7.0E+01 1.4E+03 1.5E+00 3.7E+01

조기 5.5E+00 9.8E+00 2.4E+01 6.8E+01 5.7E+02 2.4E+00 1.9E+01

M5-E 망둥어[2] 4.1E+00 8.3E+00 1.2E+01 8.6E+01 6.1E+02 7.5E-01 1.9E+02

웅어[2] 3.8E+00 5.1E+00 6.7E+00 6.2E+01 5.8E+02 1.4E+00 1.2E+01

밴댕이 3.0E+00 1.1E+01 1.5E+01 5.0E+01 1.1E+03 1.7E+00 1.1E+01

서대 1.1E+01 1.6E+01 1.6E+01 3.7E+01 3.9E+02 2.0E+00 1.8E+01

M6-E 황강달이 4.0E+00 2.9E+01 2.4E+01 8.5E+01 2.4E+02 1.0E+00 5.8E+01

망둥어 6.6E+00 4.9E+01 2.8E+01 5.6E+01 2.5E+02 2.3E+00 2.3E+01

장어 8.4E+00 1.3E+02 2.5E+01 5.3E+01 3.1E+02 5.9E+00 2.2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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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Co V Rb Cs Ba Pb Th U

M1-D 민어 2.5E+01 - 7.1E+00 9.0E+01 1.7E+01 1.2E+02 4.4E+00 1.0E+00

숭어 6.9E+01 - 1.6E+01 2.0E+02 2.0E+02 9.5E+02 3.5E+01 5.5E+00

밴댕이[2] 2.8E+01 - 3.1E+00 7.7E+01 1.5E+01 1.1E+02 2.7E+00 1.8E+00

M2-D 황강달이 3.0E+01 - 5.6E+00 7.5E+01 3.2E+01 - 2.5E+00 6.8E-01

민어 2.8E+01 - 6.6E+00 9.1E+01 1.2E+01 - 2.1E+00 4.1E-01

밴댕이[2] 3.4E+01 - 4.6E+00 1.6E+02 1.3E+01 - 3.1E+00 1.5E+00

M3-D 삼치 1.3E+01 - 6.0E+00 9.7E+01 6.1E+00 1.7E+02 7.5E-01 6.1E-01

황강달이 1.5E+01 - 5.1E+00 4.4E+01 4.0E+01 3.1E+01 3.4E-01 2.0E+00

M4-E 서대[2] 8.5E+00 1.4E+01 1.2E+01 1.7E+01 4.1E+01 1.6E+01 1.9E+00 1.1E+00

숭어[2] 4.0E+01 1.4E+02 2.9E+01 1.1E+02 3.7E+02 6.8E+01 5.9E+01 5.8E+00

양태 1.1E+01 8.2E+00 7.2E+00 2.4E+01 2.2E+01 1.1E+01 1.1E+00 8.8E-01

조기 1.5E+01 2.6E+01 1.2E+01 3.4E+01 6.7E+01 1.0E+01 1.6E+01 2.1E+00

M5-E 망둥어[2] 6.0E+00 4.0E+00 8.0E+00 2.3E+01 2.0E+01 5.9E+00 0.0E+00 4.3E-01

웅어[2] 6.3E+00 4.0E+00 7.5E+00 1.8E+01 7.1E+00 3.0E+00 0.0E+00 1.2E+00

밴댕이 7.0E+00 1.4E+01 6.6E+00 2.2E+01 2.5E+01 1.1E+01 1.1E+01 1.7E+00

서대 9.6E+00 1.6E+01 6.8E+00 2.0E+01 3.8E+01 8.7E+00 9.5E+00 1.5E+00

M6-E 황강달이 1.5E+01 - 3.2E+00 2.2E+01 2.9E+01 3.4E+01 6.1E+00 6.4E-01

망둥어 3.7E+01 - 8.3E+00 3.6E+01 5.0E+01 2.2E+02 2.7E+01 1.4E+00

장어 6.2E+01 - 5.3E+00 2.8E+01 6.2E+01 1.3E+02 1.6E+01 1.7E+00

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D: 9 25 , E: 11 8

b 은 반복수[ ] .

위와 같이 조사된 어류에 대한 핵종별 전이인자는 의 경우 전부 다 의 핸드북Cs IAEA

에 제시된 해양 어류 전이인자 값의 범위 내에 속하고 있고 등의[2014] Na, Mg, Mn

경우에도 대체로 해당 범위 내에 있거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그 밖의 핵종들은 범위를

다소 벗어나고 있다 본 조사치는 의 대표치 에 비해 의. IAEA (GM: geometric mean) Ca

경우 모든 어종에서 높았고 등의 경우 대체로 낮았다 특히Ni, Pb, Sr, Th, U, Zn, Co .

의 경우 본 조사치가 어종에 따라 대체로 수십에서 수백 배 정도까지 낮았다 이는 평Co .

가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특성 자료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은 월성과 영광 해역에서 채취한 연체류 갑각류 및 해조류에 대한 핵3.2.8 3.2.10 ,∼

종의 전이인자 값을 나타내고 있다 두 해역에서 공통적으로 채취된 생물종은 하나도 없.

었다 연체류 표 및 의 경우 의 전이인자가 두 해역에 걸쳐 대체로 수천. ( 3.2.8 3.2.10) Zn

수만 정도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갑각류의 경우 영광 대하 갯가재 에는 가 수천 정( / , ) Cu∼

도로 가장 높은 경향이었다 연체류와 갑각류에 있어서도 와 의 전이인자 값은 어. Na Mg

류와 같이 대부분 이하였고 의 전이인자도 이하의 값이 종종 관찰되었다1 Li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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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K Ca Na Mg Al Fe Ti

M8-C 홍합 2.8E+00 4.5E+00 1.5E-01 3.4E-01 1.2E+02 8.6E+02 -

밤고둥 3.0E+00 1.4E+01 1.4E-01 7.6E-01 2.3E+04 1.0E+04 -

M9-C 홍합 2.8E+00 1.9E+01 2.1E-01 4.4E-01 7.7E+03 1.3E+03 -

밤고둥 3.5E+00 1.6E+01 1.6E-01 8.6E-01 1.0E+05 1.0E+04 -

M10-C 홍합[2] 4.8E+00 1.6E+00 4.3E-01 5.3E-01 4.8E+03 4.2E+03 -

소라고둥 5.2E+00 6.4E+00 2.9E-01 1.0E+00 6.9E+03 7.4E+03 -

밤고둥 3.7E+00 2.0E+01 1.6E-01 6.9E-01 4.2E+02 1.4E+03 -

표 월성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연체류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3.2.8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Sr Mn Cr Cu Zn Li Ni

M8-C 홍합 1.8E+00 1.3E+03 3.1E+03 7.0E+02 1.1E+02 1.4E-02 1.0E+03

밤고둥 3.8E+00 1.5E+03 9.2E+02 7.1E+03 4.2E+03 1.1E+00 4.3E+02

M9-C 홍합 5.4E+00 1.8E+03 6.8E+02 1.6E+03 2.6E+03 2.2E-01 1.4E+03

밤고둥 5.0E+00 2.0E+03 2.1E+03 1.3E+04 5.5E+03 6.0E-01 5.4E+02

M10-C 홍합[2] 1.0E+00 1.1E+03 1.4E+02 1.1E+03 7.3E+04 1.1E+00 1.4E+02

소라고둥 2.7E+00 7.4E+02 2.8E+02 7.4E+03 2.1E+04 1.7E-01 2.3E+02

밤고둥 4.8E+00 3.4E+03 1.2E+03 1.2E+04 2.2E+03 2.0E-02 9.0E+02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Co Rb Cs Ba Pb Th U

M8-C 홍합 1.9E+02 1.9E+01 1.5E+02 8.7E+02 1.1E+03 8.7E+02 2.7E+01

밤고둥 2.5E+02 1.9E+01 1.7E+02 5.9E+02 1.2E+03 6.6E+02 2.6E+01

M9-C 홍합 4.0E+02 8.6E+00 1.7E+01 5.9E+01 1.3E+03 1.2E+02 1.7E+01

밤고둥 3.5E+02 2.0E+01 1.4E+02 6.6E+02 3.6E+03 8.6E+02 2.4E+01

M10-C 홍합[2] 1.3E+02 7.9E+00 2.3E+01 6.0E+01 1.0E+03 1.3E+02 2.9E+01

소라고둥 1.0E+02 1.2E+01 2.9E+01 7.2E+01 1.2E+04 1.7E+02 3.7E+01

밤고둥 2.9E+02 1.9E+01 2.0E+02 5.6E+02 2.9E+03 1.2E+03 2.2E+01

a 월 일 시료채취C: 6 29

b 은 반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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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K Ca Na Mg Al Fe Ti

M4-A 미역[2] 1.3E+01 3.6E+00 8.4E-01 1.2E+00 1.5E+02 - 2.1E+02

곰피[2] 7.2E+00 6.1E+00 8.6E-01 1.4E+00 1.2E+03 - 1.0E+03

톳[2] 8.2E+00 5.0E+00 4.6E-01 8.1E-01 7.5E+02 - 5.7E+02

M8-C 미역[2] 4.2E+00 1.2E+01 8.2E-01 1.4E+00 1.1E+04 1.2E+04 -

톳[2] 8.4E+00 1.2E+01 6.2E-01 1.5E+00 1.2E+04 1.7E+04 -

M9-C 미역[2] 1.5E+01 4.9E+00 8.3E-01 1.2E+00 1.3E+04 4.2E+03 -

곰피[2] 8.7E+00 6.6E+00 8.0E-01 1.4E+00 6.8E+02 4.6E+02 -

M10-C 미역[2] 1.7E+01 5.5E+00 8.4E-01 1.3E+00 5.3E+03 3.8E+03 -

곰피[2] 5.3E+00 6.4E+00 7.1E-01 1.3E+00 1.7E+02 3.9E+02 -

톳 8.3E+00 5.7E+00 5.8E-01 1.1E+00 5.1E+02 6.4E+02 -

표 월성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해조류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3.2.9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Sr Mn Cr Cu Zn Li Ni

M4-A 미역[2] 1.5E+01 7.4E+01 2.5E+01 3.5E+01 6.7E+02 1.1E+00 2.3E+01

곰피[2] 2.2E+01 1.8E+02 3.5E+01 1.2E+02 2.3E+03 1.3E+00 3.4E+01

톳[2] 1.6E+01 2.3E+02 1.7E+01 8.0E+01 3.0E+02 8.0E-01 5.1E+01

M8-C 미역[2] 2.3E+01 6.7E+02 8.9E+02 2.1E+02 1.2E+03 2.5E+00 4.6E+02

톳[2] 3.0E+01 1.2E+03 4.1E+02 3.9E+02 1.1E+03 3.7E+00 4.3E+02

M9-C 미역[2] 9.4E+01 3.4E+02 1.8E+02 2.0E+02 1.8E+03 1.5E+00 9.4E+01

곰피[2] 2.5E+01 9.7E+01 3.0E+01 3.3E+02 6.0E+03 7.8E-01 5.8E+01

M10-C 미역[2] 1.9E+01 5.0E+02 1.3E+02 2.2E+02 1.7E+04 1.5E+00 1.2E+02

곰피[2] 2.3E+01 1.3E+02 3.0E+01 3.4E+02 5.7E+04 7.8E-01 5.1E+01

톳 2.6E+01 4.3E+02 1.9E+01 2.0E+02 8.4E+03 6.7E-01 1.5E+02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Co Rb Cs Ba Pb Th U

M4-A 미역[2] 1.6E+01 2.0E+01 8.2E+00 1.1E+02 5.5E+01 7.9E+00 5.3E+01

곰피[2] 2.9E+01 1.3E+01 2.3E+01 2.1E+02 9.8E+01 1.6E+01 3.0E+01

톳[2] 2.5E+01 1.0E+01 1.2E+01 1.2E+02 8.6E+01 1.0E+01 2.4E+01

M8-C 미역[2] 1.3E+02 6.8E+00 9.4E+01 2.9E+02 5.6E+02 2.8E+02 4.6E+01

톳[2] 2.3E+02 1.1E+01 1.6E+02 3.7E+02 4.4E+02 5.7E+02 4.8E+01

M9-C 미역[2] 5.6E+01 2.6E+01 4.1E+01 1.7E+02 2.7E+02 1.1E+02 5.2E+01

곰피[2] 3.3E+01 9.2E+00 2.5E+01 1.9E+02 1.1E+02 2.9E+01 3.4E+01

M10-C 미역[2] 5.1E+01 2.7E+01 4.1E+01 1.7E+02 4.5E+02 1.1E+02 5.4E+01

곰피[2] 3.2E+01 7.7E+00 2.5E+01 1.6E+02 1.4E+02 2.8E+01 2.9E+01

톳 3.2E+01 1.2E+01 7.2E+01 1.5E+02 2.1E+02 2.6E+01 4.2E+01

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A: 5 24 , C: 6 29

b 은 반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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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K Ca Na Mg Al Fe Ti

M1-D 대하 1.2E+01 1.6E+01 2.0E-01 3.1E-01 4.3E+02 2.1E+01 6.6E+01

M2-D 대하 1.1E+01 2.6E+01 2.2E-01 4.2E-01 3.4E+02 2.4E+01 5.3E+01

M3-D 대하 1.1E+01 1.6E+01 2.1E-01 3.4E-01 6.1E+01 7.1E+00 1.3E+01

M6-E 갯가재[2] 3.5E+00 4.8E+01 2.0E-01 1.3E+00 1.8E+01 1.3E+01 1.9E+01

M7-E 굴[2] 8.8E+00 1.8E+00 6.0E-01 7.3E-01 1.7E+02 1.3E+02 2.0E+02

모자반[2] 9.1E+00 1.3E+01 8.6E-01 1.5E+00 1.5E+02 1.2E+02 8.0E+01

표 영광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갑각류 연체류 및 해조류의 핵종 전이인자3.2.10 ,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Sr Mn Cr Cu Zn Li Ni

M1-D 대하 1.4E+01 4.4E+01 2.1E+01 7.1E+03 8.7E+02 1.6E-01 8.9E+00

M2-D 대하 2.1E+01 8.2E+01 1.9E+01 8.8E+03 1.4E+03 1.8E-01 1.2E+01

M3-D 대하 1.4E+01 2.0E+01 8.9E+00 6.4E+03 1.4E+03 1.7E-01 1.2E+01

M6-E 갯가재[2] 4.3E+01 7.4E+01 2.3E+01 6.1E+02 4.2E+02 8.8E-01 4.8E+01

M7-E 굴[2] 9.4E-01 8.2E+01 2.9E+01 3.4E+03 1.7E+04 1.4E+01 1.9E+01

모자반[2] 3.0E+01 6.2E+01 7.6E+01 4.3E+01 3.6E+02 2.1E+00 5.5E+01

정점명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Co Rb Cs Ba Pb Th U

M1-D 대하 1.0E+02 8.2E+00 7.6E+01 4.1E+01 7.6E+01 1.3E+01 8.9E-01

M2-D 대하 7.7E+01 8.2E+00 1.1E+02 7.2E+01 - 5.6E+00 7.9E-01

M3-D 대하 6.1E+01 8.0E+00 6.2E+01 3.6E+01 3.9E+01 3.0E+00 6.7E-01

M6-E 갯가재[2] 6.1E+01 4.7E+00 1.1E+01 1.0E+02 2.0E+01 4.9E+00 7.1E-01

M7-E 굴[2] 4.2E+01 1.9E+01 4.5E+01 5.6E+01 1.0E+02 4.6E+01 1.3E+01

모자반[2] 3.6E+01 1.1E+01 3.7E+01 1.1E+02 1.7E+02 2.5E+01 4.7E+01

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D: 9 25 , E: 11 8

b 은 반복수[ ] .

월성 연체류 표 는 어류에 비해( 3.2.8) Al, Fe, Cr, Cu, Zn, Ni, Co, Rb, Cs, Ba, Pb,

등의 전이인자 값은 다소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 핵종들은 대체로 서로 비슷하였Th, U

다 표 참조 영광의 경우 표 갑각류 대하 갯가재 와 연체류 굴 의 전( 3.2.6 ). ( 3.2.10) ( , ) ( ) Cu

이인자 값이 어류에 비해 대체로 높았고 연체류의 전이인자 값도 어류에 비해Zn, Li, U

높았다 표 참조( 3.2.7 ).

월성과 영광 해역에서의 해조류 전이인자 표 및 는 채취 시기 및 장소( 3.2.9 3.2.10) ,

생물종 및 핵종에 따라 최소 4.6×10-1 톳 최고(M1-A/ /Na), 5.7×104 곰피(M10-C/ /Zn)

의 범위를 보였다 해조류에 있어서도 의 전이인자 값은 전부 이하였고 도 이하. Na 1 Li 1

의 값이 많이 측정되었으나 의 전이인자 값은 해양 동물과 달리 대부분 이상이었Mg 1

다 핵종별 전이인자 값은 이 대체로 수천 수만 정도로 가장 높은 경향이었고 그 다. Zn ∼

음은 등의 순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해조류의 과 전이인자 값Al, Fe, Mn, Cu, Ba . Sr Cs

은 두 핵종 모두 수 십 정도로 해양 동물과 달리 차이가 별로 없었다 동일종의 해조류.

에 있어서도 채취시기 및 장소에 따라 전이인자 값이 다소 달랐고 해조류의 종 간 전이

인자 값의 차이도 채취시기 및 장소에 따라 경향이 달랐다 핵종별 동일한 채취 시기 및.



- 187 -

장소에서의 해조류의 종류 간 전이이자 값의 변이 정도는 등이K, Na, Mg, Co, Ba, U

대체로 배 정도로 매우 낮았고 이 최고 배에 달해 가장 높았다2 Al 30 .

육수생태계 전이인자(3)

월성 원전 주변 하천이나 저수지와 같은 육수 어류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값 표(

은 해양 어류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다 특히 등의3.2.11) . K, Na, Mg, Sr, Li, Rb, Th, U

경우 육수 어류가 해양 어류에 비해 전이인자 값이 대체로 수십 수백 배 정도 높았다.∼

육수에서도 해수와 비슷하게 과 의 전이인자 값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 와 의Al Zn Na Li

전이인자 값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의 전이인자 값은 전부 이상으로 대부. Na, Mg, Li 10

분 이하의 값을 보인 해양 어류와는 대조적이었다 생물 종 간에는1 . Al, Fe, Ti, Li, Pb,

등의 경우 은어의 전이인자 값이 버들치와 붕어에 비해 높아 수 수십 배까지의 차이U ∼

를 보였고 등은 붕어가 가장 높았으나 종 간 차이는 최대 배 정도에 불과Ca, Mg, Sr 3

하였다 버들치는 과 의 전이인자 값이 다른 어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두 장소에. Mn Zn .

서 채취된 버들치의 핵종별 전이인자는 과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거의 같았다Al Fe .

표 는 월성 원전 주변 하천이나 저수지에 서식하는 수생식물에 대해서 핵종별로3.2.12

조사한 전이인자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육수 식물도 어류와 마찬가지로 와 를 포함한. Na Li

모든 조사 핵종의 전이인자 값이 전부 이상이었다 육수 식물에서도 앞에서 언급된 대1 .

부분의 생물 유형들과 유사하게 의 전이인자 값이 대체로 수천 정도로 가장 높은 편이Zn

었고 다음으로는 의 순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와 이 전부 이Al, Fe, Mn, K, Fe . Na U 100

하로 가장 낮았고 등도 비교적 낮았다 수초의 종간에는K, Mg, Sr, Li . K, Na, Mg, Rb,

의 경우 마름이 물칭개류보다 전이인자 수치가 높은 경향이었고 등은 그Ba Fe, Mn, Zn

반대였으며 나머지 핵종들은 세 가지 수초 종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채취 지점 및 수초.

의 종류에 따른 전이인자 값의 변이 정도는 모든 조사 핵종에서 수 배 이내로 비교적 낮

았다.

위와 같이 조사된 육수 어류의 전이인자 값은 의 핸드북IAEA [IAEA, 2014; Yankovich

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값 에 비해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소et al., 2013] (GM) Rb

높거나 비슷한 경향이었다 은 수십 배 정도 높았고 등도 비교. Al, Cr, Th, U Ti, Ba, Pb

적 크게 높았으나 는 차이가 대체로 배Ca, Na, Mg, Fe, Sr, Mn, Cu, Zn, Ni, Cs 2 3∼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외의 핵종은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

육수 식물 유관속식물 의 경우 본 조사치는 의 일반적인 값에 비( : vascular plant) IAEA

해 의 전이인자가 대체로 수 백 배 정도 낮았고 와 도 다소 낮았으나 의 전이Th Rb Ba Zn

인자는 수 십 배 정도 높았고 의 전이인자 값은 큰 차이가Ca, Mg, Sr, Mn, Cr, Cu, U

없었다 단 유관속식물의 전이인자도 의 물칭개 나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 Th T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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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하고 있는 값의 범위 내에 있었다IAEA .

정점명a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K Ca Na Mg Al Fe Ti

T1-A 은어 마리(3 ) 9.8E+02 3.3E+02 6.5E+01 5.6E+01 4.4E+04 4.3E+03 9.1E+03

T2-A 버들치다수( ) 1.3E+03 4.8E+02 7.4E+01 7.3E+01 8.6E+02 1.8E+02 5.8E+02

T3-A 버들치다수( ) 1.0E+03 4.0E+02 7.4E+01 7.4E+01 3.7E+03 6.4E+02 1.1E+03

T5-B 붕어 마리(2 ) 1.5E+03 9.3E+02 8.3E+01 1.4E+02 7.8E+03 5.8E+02 3.9E+03

표 월성 원전 주변 육수생태계 어류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3.2.11

정점명a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Sr Mn Cr Cu Zn Li Ni

T1-A 은어 마리(3 ) 1.0E+02 1.3E+03 - 3.4E+02 2.2E+03 2.0E+02 -

T2-A 버들치다수( ) 1.4E+02 1.2E+03 - 7.5E+02 1.3E+04 2.4E+01 -

T3-A 버들치다수( ) 1.1E+02 1.9E+03 - 7.5E+02 1.6E+04 4.2E+01 -

T5-B 붕어 마리(2 ) 2.7E+02 2.3E+02 3.3E+03 2.3E+02 2.2E+03 5.8E+01 5.8E+02

정점명a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Co Rb Cs Ba Pb Th U

T1-A 은어 마리(3 ) - 1.5E+03 2.7E+03 3.2E+02 2.1E+03 7.0E+03 1.1E+03

T2-A 버들치다수( ) - 1.1E+03 5.2E+02 2.5E+02 5.5E+02 4.4E+02 1.0E+02

T3-A 버들치다수( ) - 1.2E+03 6.9E+02 2.0E+02 5.8E+02 7.4E+02 1.9E+02

T5-B 붕어 마리(2 ) - 5.7E+02 1.6E+03 5.5E+02 5.9E+02 7.4E+03 3.6E+02

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A: 5 24 , B: 6 20 .

정점명a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K Ca Na Mg Al Fe Ti

T1-A 큰물칭개나물 4.3E+02 3.4E+01 6.5E+00 3.0E+01 2.5E+03 1.4E+03 2.0E+03

물칭개나물 3.9E+02 7.5E+01 1.6E+01 4.1E+01 2.0E+03 1.1E+03 1.6E+03

T2-A 수초1 8.9E+02 7.1E+01 1.6E+01 4.1E+01 1.2E+03 5.6E+02 1.2E+03

물칭개나물 1.2E+03 1.1E+02 3.7E+01 6.0E+01 7.7E+02 5.4E+02 6.3E+02

T3-A 물칭개나물 7.4E+02 1.1E+02 3.1E+01 4.7E+01 4.9E+02 4.6E+02 3.5E+02

T4-B 마름 1.7E+03 8.4E+01 7.0E+01 1.9E+02 2.5E+03 3.5E+02 1.9E+03

표 월성 원전 주변 육수생태계 수초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3.2.12

정점명a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Sr Mn Cr Cu Zn Li Ni

T1-A 큰물칭개나물 3.1E+01 8.0E+02 - 2.9E+02 1.2E+03 7.2E+01 -

물칭개나물 6.3E+01 6.5E+02 - 3.7E+02 2.1E+03 6.8E+01 -

T2-A 수초1 6.7E+01 1.3E+03 - 5.8E+02 7.7E+03 1.1E+02 -

물칭개나물 1.1E+02 1.2E+03 - 6.0E+02 1.0E+04 1.2E+02 -

T3-A 물칭개나물 9.9E+01 1.1E+03 - 7.3E+02 7.5E+03 4.3E+01 -

T4-B 마름 9.9E+01 4.3E+02 6.9E+02 4.1E+02 2.8E+02 7.3E+01 4.9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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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a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Co Rb Cs Ba Pb Th U

T1-A 큰물칭개나물 - 4.4E+02 6.0E+02 1.6E+02 1.6E+02 1.0E+02 7.0E+01

물칭개나물 - 2.2E+02 5.9E+02 8.6E+01 1.4E+02 1.4E+02 4.0E+01

T2-A 수초1 - 3.5E+02 1.8E+02 1.1E+02 1.8E+02 1.2E+02 8.2E+01

물칭개나물 - 4.7E+02 1.9E+02 1.9E+02 9.1E+02 2.3E+02 5.3E+01

T3-A 물칭개나물 - 3.1E+02 1.6E+02 1.5E+02 2.4E+02 4.7E+01 1.8E+01

T4-B 마름 - 1.0E+03 5.7E+02 6.5E+02 2.7E+02 1.8E+02 6.5E+01

a 월 일 월 일 시료채취A: 5 24 , B: 6 20 .

원자력 시설 주변 강 하구 및 바다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2. biota

가 연구 배경.

연구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위의 원자력 시설 주변 수생태계 해양 및 육수“1. ( ) biota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단 강 하구와 그 인접 바다는 조석 현” . ,

상에 의하여 민물과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교차 혼합됨에 따라 기수역(brackish-water⦁

이 형성되고 하천이나 해양과는 다른 생물서식 환경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동해zone) .

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작아 조간대 가 협소하나 서해안에서는 조석 간만(intertidal zone)

의 차가 수 에 달해 조간대가 매우 넓게 형성되고 있다 조간대는 밀물일 때는 물 해수m . (

또는 기수 에 잠겨 있고 썰물일 때는 공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생물들이 혹독한 서식환)

경에 놓이게 된다 특히 서해안 조간대에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 개펄이 광범위하게 발달.

되어 특이한 서식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개펄에는 민물이 흘러들어와 서식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차 년도인 년에는 해양 및 육수생태계와 구. 2 2013

분되는 또 다른 수생태계인 강어귀와 그 인접 바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연구 방법.

위의 해양 및 육수생태계 조사에서와 같이 안정원소 농도 분석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시료 채취(1)

월성의 경우 원전 부지에서 각각 남북으로 정도 떨어져 있는 하서천과 대종3 4 km∼

천 어귀 부근의 육수 및 해수 또는 기수역에서 년 회 월 및 월 에 걸쳐 야생 동식2 (5 10 )

물 시료를 물 시료와 함께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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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시료채취 정점3.2.8

그림 월성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시료채취 정점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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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경우에는 조간대 개펄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고리포 자룡천 와 법성포 와탄천( ) ( )

하구 원전 부지에서 각각 남북으로 정도 부근에서 역시 년 회에 걸쳐 생물 시료( 3 km ) 2

와 함께 물 해수 또는 기수 시료와 개펄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림 과 은 각각( ) . 3.2.7 3.2.8

월성과 영광 주변 시료채취 정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표 과 는 각 정점3.2.13 3,2.14

의 좌표와 주변 지리 정점별 채취 시료의 종류를 보여 주고 있다 표 는 생물 시, . 3.2.15

료의 채취 현황을 종합 요약한 것이다 조사된 생물종은 총 여 종에 달한다, . 60 .

정점명 a 좌표 도 분 초( , , N / E) 채취시료 종류 비고
M1-A 35,44,33.05/129,29,05.79〫〫〫 해수 기수 갑각류 극피류/ , , 대종천 어귀 인접 바다

M1-B 35,44,33.47/129,29,05.52 해수 기수 갑각류/ , 대종천 어귀 인접 바다

M2-A 35,44,33.82/129,29,05.15 해수 기수 해조류/ , 대종천 어귀앞 바위 밑

M2-B 35,44,33.82/129,29,05.15 해수 기수 해조류/ , 대종천 어귀앞 바위 밑

F1-A 35,44,38.26/129,29,02.01 육수 어류, 대종천 하류 어귀

F1-B 35,44,38.79/129,29,01.92 육수 어류 갑각류, 대종천 하류 어귀

F2-A 35,44,36.04/129,29,00.28 육수 수초, 대종천 하류 어귀

F2-B 35,44,36.04/129,29,00.28 육수 수초, 대종천 하류 어귀

M3-A 35,40,40.86/129,28,00.18 해수 기수연체류갑각류/ , , 하서천 인접 바다

M3-B 35,40,40.86/129,28,00.18 해수 기수어류갑각류/ , , 하서천 인접 바다

M4-A 35,40,40.81/129,27,58.01 해수 기수해조류/ , 하서천 어귀 인접 바다

M4-B 35,40,40.81/129,27,58.01 해수 기수해조류/ , 하서천 어귀 인접 바다

F3-A 35,40,39.62/129,27,51.12 육수어류곤충류, , 하서천 하류 어귀

F3-B 35,40,39.62/129,27,51.12 육수어류갑각류, , 하서천 하류 어귀

F4-A 35,40,40.78/129,27,51.32 육수수초, 하서천 하류 어귀

F4-B 35,40,40.78/129,27,51.32 육수수초, 하서천 하류 어귀

표 월성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시료채취 정점 현황3.2.13

a 차 월 일 차 월 일 시료 채취A: 1 (5 14 ), B: 2 (10 14 ) .

정점명 a 좌표 도 분 초( , , N / E) 채취시료 종류 비고

M1-C 35,26,03.84/126,25,32.87 해수 기수개펄어류갑각해조류/ , , , , 고리포 조간대 끝 바다

M1-D 35,26,03.84/126,25,32.87 해수 기수개펄흙어류갑각류/ , , , 고리포 조간대 끝 바다

M2-C 35,25,53.55/126,26,05.18 해수 기수개펄흙연체류/ , , 고리포 조간대 개펄

M2-D 35,25,53.55/126,26,05.18 기수개펄흙연체류, , 고리포 조간대 개펄

M3-C 35,21,40.53/126,25,44.63 기수개펄흙갑각연체류, , , 법성포 조간대 개펄

M3-D 35,21,40.53/126,25,44.63 개펄갑각연체류, , 법성포 조간대 개펄

M4-C 35,21,36.71/126,25,37.47 기수어류갑각류, , 인근 조간대 바다M3-C

M4-D 35,21,44.30/126,25,32.85 기수어류, 인근 조간대 바다M3-D

M5-D 35,22,05.82/126,24,58.59 해수 기수어류/ , 법성포 조간대 바다

M6-D 35,22,26.24/126,23,58.92 해수어류, 법성포 조간대 밖 바다

표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시료채취 정점 현황3.2.14

a 차 월 일 차 고리포 월 일 법성포 월 일 시료 채취C: 1 (7 10 ), D: 2 ( 12 5 , 10 31 ) .

각종 동식물 시료는 서식 환경 및 생육 특성에 따라 통발 그물 상치 투망 잠수부 활, , ,

용 개펄 탐색 직접 채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채취하였다 그림 는 대종천, ,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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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귀 부근 하천 쪽에서 투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법성포 하구에서는 선상에서 수. m

깊이로 어망을 놓아 어류와 갑각류 등을 채취하였다 그림 은 채취된 생물 시료의. 3.2.10

사진들이다.

부지 생태계 생물유형 정점수 생물종수

월성

하천어귀 해수 기수역/

어류 1 쥐치붕장어용치놀래미3( , , )

연체류 1 문어1( )

갑각류 4 불게 참게 등 각종 게4( , )

극피류 1 불가사리1( )

해조류 4 미역곰피파래도박 등6( , , , )

하천어귀 육수역

어류 4 황어은어붕어 미꾸라지 등7( , , , )

갑각류 2 참게1( )

곤충류 1 물방개1( )

수초 4 물칭개나물민물파래 등4( , )

영광 조간대 및 인접해수

어류 6 부서병어서대숭어망둥어 등19( , , , , )

연체류 4 백합동죽모시조개굴 등7( , , , )

갑각류 5 각종 게 및 새우류9( )

해조류 1 파래1( )

표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바다 생물시료 채취 현황3.2.15

물 시료는 수심이 다소 깊은 곳에서는 채수기 또는 잠수부를 이용하Van Dorn (2.2 L)

여 수 이내에서 채취하였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깊이 내외의 표층수를 폴리m 0.3 m

에틸렌 시료용 병에 직접 채취하였다 갯벌 시료의 경우 생물 시료 채취 지점 주변. 4~5

곳에서 정도씩 모종삽으로 떠서 합하여 총 에 달하는 혼합시료를50~100 g 300~400 g

얻었다 생물 시료와 매체 물 및 개펄 시료는 연관성 증대를 위해 가능한 한 근접한 시. ( )

각과 위치에서 채취하였다.

물 시료는 앞에서 언급한 수생태계 해양 및 육수 조사에서와 같이 채취 직후 현장에( )

서 염도 등을 측정하고 질산을 처리하였다 생물 시료는 그대로 또는 갯벌 흙 등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고 흡습지로 물기를 닦아 낸 다음 비닐 백에 담았다 모든 시료는 현장에.

서 즉시 냉장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시료 처리 및 분석(2)

물과 생물 시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은 앞의 해양 및 육수생태계 시료에 대한 방법과

동일하였다 개펄 시료의 경우 원심분리기 분 를 이용하여 액상과 고상으. (3000 rpm, 10 )

로 분리하고 각각 위의 물 시료 및 건조생체의 분말 시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농도 분석은. ICP-MS(Mn, Li, Al, Ti, V, Cr, Co, Ni, Cu,

와 를 이Zn, As, Rb, Y, Mo, Cs, Cd, Ba, Pb, Th, U) ICP-AES(Ca, K, Mg, Na, Sr,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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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가지 원소에 대하여 시하였다 동결 건조한 생물 시료 및 물과 개펄 시료의26 .

처리 및 농도 분석은 역시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전이인자 산정(3)

전이인자(TF, L kg-1 의 산정도 앞의 해양 및 육수생태계 조사에서와 같은 방-fresh)

식으로 실시하였다 식 참조 개펄에서 채취한 생물 시료에 대해서는 인접 조간( (3.2.1) ).

대에서 채취한 물 시료 내 농도를 이용하여 식 과 같이 전이인자를 계산하였다(3.2.1) .

다 연구 결과.

물 시료의 수질 특성(1)

표 과 은 각각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와 인접 바다에서 채취한3.2.16 3.2.17

물 시료의 특성과 대표 핵종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수온은 해수 기수 포함 의 경우 측정 시기에 따라 차이가 컸다 월과 월에 조사한( ) . 5 10

월성 해수의 온도는 각각 정점에 따라 및 의 범위였고 월13.7~16.1 22.6~23.3 7 ,℃ ℃

월 및 월에 조사한 영광 해수의 경우 각각 및10 12 27.0~29.3 , 16.2~17.8℃ ℃

의 범위였다 반면에 월과 월에 조사한 월성 육수의 경우 각각10.3~10.5 . 5 10℃

및 의 범위로 시기적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월에19.9~22.5 21.3~22.6 . 5℃ ℃

그림 대종천 어귀 부근 수생동물 채취를 위한 투망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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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수에 비해 육수의 온도가 빨리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수온은 같은 시기와 장소라도 조사 시각 날씨 수심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 , ,

으로 판단된다.

그림 강 하구 및 인접 바다에서 채취된 야생 동식물 시료 제일 위에서부터 좌에서 우로3.2.10 (

미끌도박 홍조류 불게 민꽃게 집게 버들치 수초 수초, , , ,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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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해수의 는 조사 정점 및 시기 간에 큰 차이 없이 내외였고 육수의 는pH 8.1 pH

의 범위로 비교적 변이가 컸다 하서천에 대한 차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육수의7.1~9.4 . 1

는 의 범위로 해수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하서천 차 조사 시의 높은 는 일pH 7.1~7.5 . 1 pH

시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광 해수 및 조간대수 기수 의 는 의. ( ) pH 7.2~7.9

범위로 월성 해수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금 낮았다 조간대수의 경우 육수의 영향을 비교.

적 많이 받아 가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염도는 월성 해수의 경우 영pH . 20.3~34.8 ,‰

광 해수 및 조간대수의 경우 의 범위로 육수의 영향 정도에 따라 비교적23.7~33.5 ‰

크게 변하였다 월성 육수의 염도는 전부 으로 측정되어 해수의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0

보인다.

해수 중 원소 농도는 가 대체로Na 12 g L-1 정도로 가장 높았고 조간대수는 이보다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특히 영광의 조간대수의 농도는 해수의 수준에. M2-C Na 1/15

불과하였다 이는 간조시 바닷물이 빠져나간 개펄에 하천수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대체로 등의 순이었으며. Na Mg, Ca, K, Sr, Fe, Al Sr, Cs,

등은Th, U 10 g Lμ -1 이하로 비교적 낮았다.

육수에서도 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나 해수에 비해서는 배 이상 낮았다 또한 육Na 100 .

수 내 의 농도도 타 핵종에 비해 높았으나 해수 중 농도에 비해서는 크게Ca, Mg, K, Sr

낮았다 나머지 조사 핵종들도 등을 제외하고는 해수에 비해 최고. Mn, Al, Zn, Ba, Cd

수 백 배 정도까지 낮았다.

시료명 a

정점명( )

온도

( )℃
pH

염도

( )‰

대표 핵종 농도 (mg L-1)

K Na Sr Mn Zn Co Cs U

M1-A 13.7 8.11 34.0 4.5E+02 1.2E+04 8.0E+00 9.5E-03 6.8E-03 1.2E-03 3.8E-04 4.0E-03

M1-B 23.0 8.04 20.3 2.3E+02 6.7E+03 4.4E+00 1.4E-02 1.0E-02 1.1E-03 2.8E-04 2.9E-03

M2-A 16.1 8.26 26.0 3.4E+02 9.3E+03 6.0E+00 1.8E-02 1.9E-02 7.8E-04 2.5E-04 2.3E-03

M2-B 22.6 8.12 24.6 2.6E+02 7.4E+03 4.9E+00 1.3E-02 1.7E-02 8.2E-04 2.4E-04 2.1E-03

F1-A 20.6 7.50 0.0 4.3E+00 8.1E+01 1.4E-01 1.3E-02 4.7E-03 9.3E-05 3.3E-05 2.3E-05

F1-B 21.8 7.50 0.0 9.8E+00 5.8E+01 1.2E-01 1.5E-02 4.9E-03 1.3E-04 5.8E-05 3.0E-05

F2-A 19.9 7.50 0.0 2.9E+00 4.2E+01 1.1E-01 1.5E-02 2.5E-03 1.0E-04 3.7E-05 1.6E-05

F2-B 21.3 7.27 0.0 1.0E+01 3.8E+01 1.2E-01 1.7E-02 9.2E-03 1.4E-04 6.2E-05 2.9E-05

M3-A 14.1 8.12 34.8 8.5E+02 1.2E+04 7.9E+00 1.1E-02 6.7E-03 6.9E-04 2.2E-04 1.9E-03

M3-B 23.3 8.09 30.0 3.0E+02 8.3E+03 5.5E+00 6.3E-02 5.8E-03 9.7E-04 2.8E-04 3.1E-03

M4-A 13.8 8.11 34.6 4.7E+02 1.2E+04 8.1E+00 1.0E-02 3.2E-03 9.4E-04 2.9E-04 2.9E-03

M4-B 22.8 8.08 28.5 3.0E+02 8.5E+03 5.6E+00 1.9E-02 7.1E-03 8.5E-04 2.7E-04 2.5E-03

F3-A 22.5 9.38 0.0 7.7E+00 4.4E+01 1.4E-01 1.5E-02 8.1E-03 2.4E-04 1.1E-04 3.3E-05

F3-B 21.8 7.17 0.0 7.6E+00 3.8E+01 1.3E-01 7.9E-02 1.7E-02 2.7E-04 5.2E-05 3.8E-05

F4-A 22.2 9.44 0.0 3.9E+00 4.0E+01 1.3E-01 1.1E-02 6.7E-03 1.5E-04 5.6E-05 2.4E-05

F4-B 22.6 7.10 0.0 4.9E+00 3.0E+01 1.4E-01 2.3E-02 9.4E-03 2.4E-04 8.4E-05 3.4E-05

표 월성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바다 물 시료의 수질 특성 및 대표 핵종 농도3.2.16

a 차 월 일 차 월 일 시료 채취A: 1 (5 14 ), B: 2 (10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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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

정점명( )

온도

( )℃
pH

염도

( )‰

대표 핵종 농도 (mg L-1)

K Na Sr Mn Zn Co Cs U

M1-C 27.8 7.92 27.7 4.0E+02 1.1E+04 7.1E+00 1.7E+00 8.8E-02 1.5E-02 1.8E-03 2.9E-03

M1-D 10.3 7.90 33.5 8.5E+02 1.0E+04 6.6E+00 3.1E-02 2.3E-02 1.5E-03 3.7E-04 3.1E-03

M2-C 29.3 7.22 - 3.4E+01 7.4E+02 5.7E-01 4.8E-01 3.1E-02 1.8E-03 2.3E-04 2.5E-04

M2-D 10.5 7.40 28.5 3.1E+02 8.6E+03 5.8E+00 3.5E-01 2.4E-02 1.6E-03 3.8E-04 2.4E-03

M3-C 27.0 7.75 24.1 3.3E+02 9.3E+03 6.2E+00 2.6E-01 4.8E-02 3.3E-03 8.7E-04 2.4E-03

M4-C 27.2 7.80 23.7 3.4E+02 9.4E+03 6.2E+00 2.1E-01 5.3E-02 2.7E-03 6.1E-04 2.2E-03

M4-D 16.2 7.87 30.6 4.1E+02 1.0E+04 6.9E+00 1.9E-01 1.3E-02 2.3E-03 3.6E-04 2.5E-03

M5-D 16.9 7.69 31.4 4.1E+02 1.1E+04 7.5E+00 9.9E-02 1.3E-02 1.6E-03 3.6E-04 2.8E-03

M6-D 17.8 7.88 32.0 4.4E+02 1.1E+04 7.4E+00 2.9E-02 3.0E-02 1.1E-03 2.8E-04 2.8E-03

표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물 시료의 수질 특성 및 대표 핵종 농도3.2.17

a 차 월 일 차 월 일 법성포 또는 월 일 고리포 시료 채취C: 1 (7 10 ), D: 2 (10 31 / 12 5 / ) .

월성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생태계 전이인자(2)

표 은 월성 원전 주변 하천 어귀 및 인접 바다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에 대한3.2.18

핵종별 전이인자를 년 월에 조사한 결과이다 어귀에 인접한 바다 쪽의 물 시료 중2013 5 .

에서 염분 농도가 일반 해수보다 낮은 기수에 속하는 것은 해조류가 채취된 하나M2-A

뿐이었고 나머지 세 시료는 전부 해수에 해당하였다 표 참조 월성의 경우 동해( 3.2.16 ).

안의 특성상 조석간만의 차이가 매우 작아 하천 어귀 부근에서 기수역이 형성된다 해도

매우 좁고 파도의 영향으로 항상 유동적이라서 기수의 채취가 곤란하였고 또한 서식하는

생물체도 육안으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바다의 반대 방향으로는 하천 어귀.

로부터 정도 상류 쪽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여기에서 채취된 물은 전부 염분10 20 m∼

이 거의 없는 육수에 해당하였다 표 참조( 3.2.16 ).

원소의 전이인자(L kg-1 는 해수에 있어서는 와 를 제외하고나-fresh) Mg, Na, Li, Sr U

어느 경우에나 이상으로 생물 농축 현상이 관찰되었고 기수 해조류 의 경우에1 (M2-A)

는 만 네 가지 생물종 모두 이하였고 나머지 핵종들은 전부 이상이었다Na 1 1 .

해수에서는 과 의 전이인자가 생물종에 따라Zn As 3.4×102~6.0×103의 범위로 대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 모두 최고Mn, Ti, Cu 4.4×103 정도로 높은 편이었으며 Mg,

등은 대체로 이하로 낮았고 특히 는 어느 생물종이나 이하였다Na, Li, Mo, U 10 Na 1 .

원전 사고 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오염 핵종인 과 의 바다 해수 생물 전이인자는Cs Sr ( )

대체로 수십 정도로 크게 높지는 않았다 해조류에 대한 핵종별 기수 전이인자. (M2-A)

는 해수 전이인자 에 비해 등은 대체로 수 배 정도 높았(M4-A) Ca, Mg, Na, Li, Pb, U

으나 와 등은 그 반대였으며 나머지 핵종들의 경우 거의 비슷한 경향이었다 기수Fe Zn .

역 해조류에 있어서는 곰피의 전이인자 값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육수에서의 전이인자는 해수와 달리 어느 경우에나 이상이었고 를 제외하고는 해1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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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경향이었다 의 전이인자가 핵종 및 생물종에. Ti, Cr, Zn, Rb, Th

따라 대체로 수백 수만의 범위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가 어느 생물종에 있어서나~ Na

이하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조사된 생물종 중에서는 은어에 대한 전이인자가 여러100 .

핵종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육수 의 전이인자는 수백 수천 정도로 해수에. Cs ~

비해 배 정도 높았다 위와 같은 육수와 해수 간 전이인자의 차이는 채취 생물종 및10 .

수중 원소 농도 수질 특성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생물종에 따른 전이인자의 변이 정도는 해수에서는 가 배 정도로 육수에서는Fe 400 ,

이 배 정도로 가장 컸다 한편 해수에서는 가 배 이내로Y 1,000 . Mg, Na, Li, Co, Mo 10

변이 정도가 가장 낮았고 육수에서는 등이 그러하였다 기수 해조류의Mg, Na, Zn, Sr .

경우 등이 수 십 배 정도로 변이가 비교적 컸고Fe, Al, Ti, Cr, Y, Ba Ca, K, Mg, Na,

등이 수 배 이내로 비교적 작았다Li, Rb, Mo .

월성 원전 주변 하천 어귀 및 인접 바다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에 대한 핵종별 전이

인자를 동 년 월에 조사한 결과는 표 와 같다 강어귀에 인접한 바다 쪽에서 채10 3.2.19 .

취한 물은 월과는 달리 네 곳 모두 염분 농도가 이하로 일반 해수보다 낮아 기수5 30‰

로 볼 수 있었다 표 참조 월과 월 두 시기에 공통적으로 채취된 생물종은( 3.2.16 ). 5 10

기수 또는 해수의 경우 미끌도박 하나뿐이었고 육수의 경우에는 황어와 미꾸라지 둘뿐이

었다.

해조류의 경우 월 기수에서는 월 기수에 비해 의 전이인자 값이 대체로 배10 5 Sr 10

정도 낮았고 의 그것이 배 정도 높았을 뿐 나머지 핵종들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V 10

다 육수에서는 황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월이 월에 비해 등 다수의 핵종. 10 5 K, Co, Rb

에서 다소 낮았고 나머지 핵종들에서는 대체로 서로 비슷하였으며 생물종 전체로 보아서

도 월이 월에 비해 약간 낮은 경향이었다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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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Ca K Mg Na Fe Mn Li

M1-A 참게[2] 3.3E+01 4.0E+00 5.9E-01 3.6E-01 - 3.8E+02 8.1E-01

불가사리 3.5E+01 3.2E+00 8.8E-01 4.5E-01 - 4.8E+02 4.0E+00

M2-A 미역 3.6E+00 2.0E+01 1.2E+00 8.2E-01 5.1E+00 3.9E+01 1.2E+00

곰피 7.6E+00 2.6E+01 1.4E+00 6.8E-01 4.4E+02 6.8E+02 4.6E+00

파래 2.3E+00 2.4E+01 3.5E+00 5.9E-01 1.1E+02 1.6E+02 2.8E+00

미끌도박 1.4E+00 1.5E+01 1.0E+00 9.7E-01 4.8E+00 6.2E+01 1.4E+00

M3-A 문어 5.3E-01 3.8E+00 5.7E-01 4.3E-01 2.1E+00 8.1E+01 6.3E-01

참게 3.8E+01 2.4E+00 1.0E+00 4.0E-01 5.2E+01 4.4E+03 2.4E+00

M4-A 해조류 1.7E+00 2.9E+01 4.4E-01 3.4E-01 2.0E+02 6.0E+01 6.3E-01

파래 9.5E-01 1.6E+01 1.6E+00 5.4E-01 8.8E+02 1.5E+02 7.7E-01

F1-A 황어 6.9E+02 2.3E+03 7.9E+01 3.8E+01 7.0E+02 6.5E+02 8.7E+01

은어 6.5E+02 2.2E+03 1.0E+02 7.8E+01 2.1E+04 1.5E+04 2.0E+03

F2-A 민물파래 2.0E+02 1.2E+03 1.6E+02 2.3E+01 7.2E+03 3.6E+03 9.0E+02

F3-A 미꾸라지 7.8E+02 1.4E+03 1.3E+02 6.9E+01 2.5E+02 5.8E+02 2.7E+01

피래미 5.3E+02 7.5E+02 8.0E+01 2.6E+01 1.9E+02 4.9E+02 1.6E+00

은어[2] 6.4E+02 9.4E+02 1.4E+02 9.2E+01 4.6E+03 3.3E+03 5.4E+02

망둑 6.6E+02 1.3E+03 1.2E+02 6.2E+01 2.7E+02 7.6E+02 4.4E+01

물방개 6.0E+01 1.2E+03 3.4E+02 6.8E+01 9.6E+02 4.3E+03 7.8E+01

F4-A 물칭개나물 7.7E+01 2.7E+03 1.3E+02 5.2E+01 2.4E+02 5.2E+03 3.1E+01

표 월성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3.2.18 I

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Al Ti V Cr Co Ni Cu

M1-A 참게[2] 6.2E+01 4.4E+03 1.7E+01 1.1E+02 1.3E+02 2.9E+01 3.1E+03

불가사리 4.8E+00 6.6E+02 7.9E+00 1.2E+02 7.2E+01 4.1E+01 7.3E+02

M2-A 미역 3.4E+01 1.8E+01 6.2E+00 4.2E+00 1.4E+01 1.8E+01 3.1E+01

곰피 7.8E+02 4.4E+03 2.3E+02 4.3E+02 1.8E+02 2.7E+02 1.5E+02

파래 2.8E+02 3.3E+02 6.7E+01 9.2E+01 7.4E+01 1.6E+02 2.8E+02

미끌도박 9.6E+00 8.9E+00 5.6E+01 2.8E+00 1.2E+01 1.3E+02 5.1E+01

M3-A 문어 2.3E+01 1.9E+01 9.2E-01 1.3E+01 1.6E+01 3.5E+01 2.3E+03

참게 2.9E+00 1.6E+03 5.7E+01 1.5E+02 1.7E+02 7.5E+01 4.1E+03

M4-A 해조류 1.4E+02 1.4E+02 7.4E+00 1.5E+01 9.0E+00 3.8E+01 3.0E+01

파래 1.4E+02 2.0E+02 3.2E+01 1.0E+02 3.7E+01 8.9E+01 1.2E+02

F1-A 황어 1.1E+03 3.3E+03 1.6E+02 9.9E+03 1.8E+03 1.8E+03 1.6E+03

은어 2.4E+04 1.1E+05 6.7E+03 1.6E+05 2.1E+04 3.5E+04 3.6E+03

F2-A 민물파래 4.4E+03 1.7E+04 2.1E+03 4.7E+03 4.5E+03 1.9E+03 1.4E+03

F3-A 미꾸라지 7.6E+01 8.3E+02 1.6E+02 1.2E+03 8.5E+02 2.4E+02 6.8E+02

피래미 1.5E+02 5.8E+02 7.6E+01 8.4E+02 2.3E+02 1.5E+02 4.6E+02

은어[2] 2.0E+03 2.4E+04 3.0E+03 1.1E+04 4.5E+03 5.3E+03 1.6E+03

망둑 1.7E+02 9.2E+02 1.3E+02 4.5E+03 9.5E+02 1.5E+03 6.8E+02

물방개 1.3E+03 3.1E+03 4.8E+02 3.8E+03 1.4E+03 1.3E+03 4.1E+03

F4-A 물칭개나물 2.7E+02 6.2E+02 8.4E+01 4.9E+02 1.1E+03 3.1E+02 1.0E+03



- 199 -

주 년 월 일 시료채취) 2013 5 14 , a 안은 반복수 이하 동[ ] ( ).

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Zn Sr As Rb Y Mo

M1-A 참게[2] 2.1E+03 3.6E+01 2.1E+03 1.0E+01 4.7E+01 2.5E+00

불가사리 6.0E+03 2.8E+01 7.7E+02 7.8E+00 2.3E+01 3.6E+00

M2-A 미역 7.0E+01 1.7E+01 2.1E+03 5.7E+01 4.0E+01 2.9E+00

곰피 2.5E+02 5.7E+01 1.5E+03 9.4E+01 1.1E+03 7.7E+00

파래 1.0E+02 1.6E+00 4.8E+02 4.6E+01 1.5E+02 4.7E+00

미끌도박 3.5E+02 1.6E+00 1.1E+03 4.7E+01 3.3E+01 8.9E+00

M3-A 문어 1.9E+03 4.8E-01 4.2E+03 2.3E+01 5.7E+00 2.0E+00

참게 1.7E+03 5.3E+01 2.4E+03 1.2E+01 4.6E+01 2.8E+00

M4-A 해조류 3.4E+02 1.4E+01 4.8E+03 7.4E+01 8.5E+01 2.1E+00

파래 6.3E+02 7.6E-01 3.6E+02 3.3E+01 4.0E+01 2.4E+00

F1-A 황어 1.7E+04 2.6E+02 9.6E+02 5.5E+03 6.8E+01 1.3E+02

은어 1.5E+04 4.3E+02 1.8E+03 1.2E+04 1.7E+04 5.2E+02

F2-A 민물파래 2.8E+03 2.3E+02 4.4E+02 6.7E+03 4.4E+03 1.3E+02

F3-A 미꾸라지 1.1E+04 3.4E+02 1.7E+03 2.2E+03 1.4E+01 1.1E+02

피래미 1.3E+04 1.8E+02 2.3E+02 1.5E+03 2.9E+01 1.3E+02

은어[2] 8.2E+03 3.2E+02 1.3E+03 4.2E+03 9.1E+02 7.0E+02

망둑 7.6E+03 2.0E+02 5.6E+02 3.8E+03 4.5E+01 3.6E+02

물방개 1.7E+04 5.4E+01 3.5E+03 1.8E+03 4.6E+02 6.2E+03

F4-A 물칭개나물 4.8E+03 7.6E+01 1.2E+02 3.2E+03 3.3E+01 6.2E+02

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Cd Cs Ba Pb Th U

M1-A 참게[2] - 3.1E+01 9.8E+01 1.5E+02 5.2E+02 1.4E+00

불가사리 - 1.5E+01 4.5E+01 6.7E+02 2.5E+02 2.7E+01

M2-A 미역 - 1.8E+01 1.2E+02 1.5E+02 1.3E+02 8.8E+01

곰피 - 3.2E+02 8.5E+02 1.2E+03 1.8E+03 4.8E+01

파래 - 1.4E+02 6.6E+01 4.5E+02 3.4E+02 2.6E+00

미끌도박 - 1.6E+01 4.0E+00 9.2E+01 1.1E+02 1.4E+01

M3-A 문어 - 1.6E+01 2.0E+00 7.8E+01 2.3E+02 9.4E-01

참게 - 7.9E+01 3.4E+02 3.0E+02 3.5E+02 3.3E+00

M4-A 해조류 - 2.1E+01 1.6E+02 1.2E+02 2.0E+02 7.3E+00

파래 - 6.5E+01 1.9E+01 1.4E+02 2.0E+02 1.5E+00

F1-A 황어 6.2E+03 1.4E+03 1.8E+02 2.6E+02 6.5E+03 1.3E+03

은어 9.0E+03 8.6E+03 4.7E+03 8.1E+03 1.3E+05 1.5E+04

F2-A 민물파래 - 1.9E+03 5.3E+02 2.1E+03 2.6E+04 3.3E+03

F3-A 미꾸라지 1.5E+03 2.4E+02 9.7E+01 1.9E+02 5.2E+03 2.2E+02

피래미 1.2E+03 1.5E+02 1.8E+02 8.6E+01 6.4E+03 6.7E+01

은어[2] 2.9E+03 1.7E+03 1.1E+03 2.4E+03 1.8E+04 3.4E+03

망둑 5.8E+03 4.9E+02 1.0E+02 1.5E+02 8.0E+03 2.5E+02

물방개 1.1E+03 4.2E+02 3.0E+02 8.4E+02 1.6E+04 6.3E+02

F4-A 물칭개나물 3.9E+03 1.4E+02 3.8E+02 1.3E+03 1.6E+03 2.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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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Ca K Mg Na Al Sr

M1-B 불게꽃방게( )[2] 7.4E+00 8.4E+00 2.8E+00 6.1E-01 1.1E+02 6.0E+00

집게고둥게( ) 7.2E+00 7.1E+00 1.2E+00 4.9E-01 1.3E+02 6.1E+00

M2-B 바다이끼 5.3E+00 8.4E+00 3.1E+00 7.0E-01 1.9E+02 7.8E-01

미끌도박 3.0E+00 8.7E+00 1.6E+00 8.0E-01 6.6E+01 6.8E-01

홍조류[2] 2.0E+00 8.9E+00 1.1E+00 5.8E-01 5.8E+01 4.5E-01

M3-B 쥐치새끼( )[2] 7.0E+00 1.0E+01 5.0E-01 4.9E-01 7.2E+01 1.5E+00

붕장어 7.9E+00 9.5E+00 3.4E-01 1.4E-01 6.2E-01 9.6E-01

용치놀래기 6.0E+00 1.3E+01 5.0E-01 1.6E-01 1.3E+01 2.0E+00

갑각류게종류( ) 6.3E+00 5.6E+00 2.0E+00 6.8E-01 1.8E-01 4.7E+00

M4-B 도박류 2.1E+00 1.3E+01 1.4E+00 7.6E-01 1.2E+02 5.1E-01

F1-B 붕어 1.1E+02 3.1E+02 5.1E+01 1.8E+01 6.4E+01 5.5E+01

황어새끼( ) 1.2E+02 2.4E+02 4.6E+01 1.7E+01 3.9E+01 5.4E+01

참게새끼( ) 9.2E+01 1.2E+02 1.8E+02 4.6E+01 6.9E+01 2.2E+02

F2-B 수초 1[2] 3.1E+01 1.5E+02 3.9E+01 2.6E+01 2.8E+02 1.7E+01

F3-B 붕어[2] 2.2E+02 5.7E+02 1.0E+02 5.2E+01 1.2E+02 1.3E+02

버들치 1.3E+02 3.4E+02 4.6E+01 2.4E+01 7.3E+01 2.8E+01

황어 1.3E+02 3.6E+02 5.4E+01 2.2E+01 1.9E+01 7.2E+01

미꾸라지[2] 1.4E+02 3.7E+02 5.9E+01 2.3E+01 9.3E+01 3.8E+01

참게 1.1E+02 2.1E+02 1.6E+02 9.4E+01 3.3E+02 2.1E+02

F4-B 수초 2 4.4E+01 3.7E+02 5.1E+01 2.5E+01 3.8E+02 2.0E+01

표 월성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3.2.19 II

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Fe Zn Mn Cr Ti

M1-B 불게꽃방게( )[2] - 2.9E+03 3.1E+02 8.4E+01 3.9E+02

집게고둥게( ) - 7.0E+03 6.7E+03 4.1E+01 3.0E+02

M2-B 바다이끼 - 2.0E+02 4.1E+02 4.6E+01 3.2E+02

미끌도박 - 5.4E+02 1.2E+02 1.3E+01 1.5E+02

홍조류[2] - 7.3E+02 2.1E+02 7.2E+01 1.4E+02

M3-B 쥐치새끼( )[2] - 2.4E+03 1.7E+02 2.5E+01 3.1E+02

붕장어 - 2.3E+03 1.5E+02 2.2E+02 1.8E+02

용치놀래기 - 3.0E+03 1.7E+02 2.8E+01 3.4E+02

갑각류게종류( ) - 2.5E+03 1.9E+02 6.8E+01 1.0E+03

M4-B 도박류 - 6.7E+02 8.5E+01 5.5E+01 3.5E+02

F1-B 붕어 3.6E+02 7.9E+03 2.4E+02 3.5E+02 5.6E+02

황어새끼( ) 2.0E+02 1.0E+04 1.3E+02 5.5E+02 3.4E+02

참게새끼( ) 3.5E+02 2.0E+03 1.6E+03 3.0E+02 5.3E+02

F2-B 수초 1[2] 2.1E+03 9.8E+02 5.3E+03 1.3E+03 6.2E+03

F3-B 붕어[2] 3.7E+02 3.7E+03 1.2E+02 9.6E+02 7.9E+02

버들치 1.8E+02 2.1E+03 5.5E+01 1.4E+02 3.7E+04

황어 1.0E+02 1.9E+03 3.4E+01 6.0E+02 8.1E+02

미꾸라지[2] 2.1E+02 2.0E+03 3.9E+01 5.0E+02 5.1E+02

참게 6.7E+02 6.6E+02 2.9E+02 4.6E+02 2.7E+03

F4-B 수초 2 4.5E+03 1.0E+03 5.5E+03 4.6E+02 1.4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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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V Co Ni Cu As

M1-B 불게꽃방게( )[2] 3.6E+01 1.1E+02 7.6E+01 4.4E+03 3.0E+03

집게고둥게( ) 2.1E+01 2.6E+02 1.2E+02 4.6E+03 1.8E+03

M2-B 바다이끼 1.0E+02 7.2E+01 8.9E+01 9.5E+01 4.1E+02

미끌도박 5.5E+02 1.9E+01 2.4E+01 4.1E+01 5.0E+03

홍조류[2] 5.0E+02 2.0E+01 5.4E+01 3.3E+01 2.1E+03

M3-B 쥐치새끼( )[2] 3.9E+01 1.1E+01 1.5E+01 6.0E+02 1.4E+03

붕장어 4.6E+00 1.3E+01 3.4E+01 1.2E+02 1.0E+03

용치놀래기 6.4E+01 9.0E+00 1.0E+01 1.5E+02 9.5E+02

갑각류게종류( ) 2.2E+01 6.1E+01 4.6E+01 2.5E+03 1.2E+03

M4-B 도박류 3.6E+02 2.2E+01 3.0E+01 8.8E+01 4.5E+03

F1-B 붕어 6.9E+01 1.4E+02 8.3E+01 1.5E+02 1.0E+02

황어새끼( ) 3.4E+01 1.2E+02 7.7E+01 1.0E+02 1.9E+02

참게새끼( ) 8.4E+01 6.0E+02 2.6E+02 1.5E+03 3.4E+02

F2-B 수초 1[2] 6.6E+02 1.6E+03 5.7E+02 5.2E+02 2.0E+02

F3-B 붕어[2] 8.4E+01 1.8E+02 1.5E+02 5.3E+02 6.0E+01

버들치 2.1E+02 7.3E+01 5.0E+01 3.5E+02 1.7E+02

황어 1.3E+02 7.2E+01 9.4E+01 4.0E+02 2.9E+01

미꾸라지[2] 1.2E+02 1.2E+02 8.0E+01 3.7E+02 5.4E+01

참게 2.6E+02 4.7E+02 2.9E+02 6.6E+03 2.7E+02

F4-B 수초 2 3.9E+02 2.4E+03 2.2E+02 4.5E+02 2.3E+02

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Rb Ba Pb Th U

M1-B 불게꽃방게( )[2] 1.5E+01 1.5E+02 2.2E+02 - 3.7E+00

집게고둥게( ) 1.3E+01 1.7E+02 1.6E+02 - 7.6E+00

M2-B 바다이끼 9.6E+00 2.0E+01 8.1E+02 - 2.7E+00

미끌도박 1.4E+01 1.9E+01 2.8E+02 - 4.3E+01

홍조류[2] 1.6E+01 1.2E+01 1.3E+02 - 3.2E+01

M3-B 쥐치새끼( )[2] 9.5E+00 6.8E+01 2.5E+02 - 1.8E+00

붕장어 8.3E+00 6.7E+00 1.1E+02 - 2.3E-01

용치놀래기 9.9E+00 2.9E+01 2.1E+02 - 1.1E+00

갑각류게종류( ) 8.3E+00 1.2E+02 9.0E+02 - 8.0E-01

M4-B 도박류 2.5E+01 3.4E+01 4.7E+02 - 4.5E+01

F1-B 붕어 8.5E+02 1.6E+02 4.3E+02 - 1.1E+02

황어새끼( ) 6.5E+02 1.7E+02 3.6E+02 - 3.8E+01

참게새끼( ) 5.2E+02 3.2E+03 3.0E+02 - 2.4E+02

F2-B 수초 1[2] 5.1E+02 6.1E+02 1.0E+03 1.2E+04 1.2E+03

F3-B 붕어[2] 7.7E+02 8.8E+02 3.6E+02 - 1.1E+02

버들치 1.0E+03 1.2E+02 1.7E+02 - 3.5E+01

황어 1.0E+03 9.2E+01 9.6E+01 - 9.4E+00

미꾸라지[2] 7.4E+02 8.4E+01 1.8E+02 - 7.2E+01

참게 7.5E+02 2.7E+03 4.8E+02 - 3.4E+02

F4-B 수초 2 2.8E+02 5.6E+02 8.6E+02 2.2E+03 4.9E+02

주 년 월 일 시료 채취) 2013 10 14 . a 안은 반복수 이하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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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생태계 전이인자(3)

표 은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조간대 및 인접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대하3.2.20

여 년 월에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 시료 내 염분의 농도는 네 정점 모두2013 7 .

이하로 기수의 성질을 갖고 있었다 표 참조30 ( 3.2.17 ).‰

영광 기수에서의 동식물 전이인자도 월성에서와 유사하게 가 대체로 가장 낮아Na

에서의 연체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하로 측정되었고 가M2-C 1 As 7.3×101~1.7×104의

범위로 대체로 가장 높았으나 최고치는 동죽의 전이인자Mo (2.9×104 였다 생물의 종류) .

에 따라서는 개펄 속에 서식하는 연체류 조개 지렁이 등 의 전이계수가 갑각류나 어류( , )

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높았다 한편 갑각류는 어류에 비해 전이인자가 다. Cu, Sr, Ba

소 높았고 나머지 핵종들은 서로 비슷한 경향이었다 생물종에 따른 전이인자의 변이 정.

도는 가 가장 커 배에 달하였고 다음으로는 이 비교적 컸으며Mo 15,000 Cu, Pb, Th, U

나머지 핵종들은 대체로 수 십 정도로 작은 편이었다.

월성의 기수에서 채취된 생물들 표 참조 과 동일한 유형끼리 비교해 보면 갑각( 3.2.19 )

류의 경우 게 및 새우류 영광이 월성에 비해 만 수 배 정도 높았을 뿐 나머지 핵종( ) Ca

들은 전반적으로 영광이 다소 낮았다 기수 어류의 경우에도 만 영광이 월성보다 대체. Ca

로 배 정도 높았을 뿐 의 전이인자는 서로 비슷하였고 나머지 핵종들은2 3 Sr, Ba, U∼

전반적으로 영광이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기수 해조류의 경우 공통적으로 채취된 파래.

를 보면 등의 전이인자 값은 영광과 월성 표 참조 이 비슷하였Ca, Li, Ti, Ba, U ( 3.2.18 )

고 나머지 핵종들은 역시 전반적으로 영광이 월성에 비해 낮았다.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조간대 및 인접 바다에 대하여 동 년 월 말에서 월 초에10 12

걸쳐 조사한 핵종별 전이인자 값은 표 과 같다 후기 조사에서는 전기 조사에서 채3.2.21 .

취된 것과 같은 종의 동물이 여러 가지 채취되었으나 해조류는 한 종류도 채취되지 않았

다 물 시료의 염분 농도는 를 제외하고는 전부 내외로 서해의 일반 해수에. M1-D 30‰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후기 조사에서는 전기 조사에 비해 어류의 경우 Mn, Al, Ti, V, Cr, Zn, As,

의 전이인자 값이 대체로 배 내외 높았고 나머지 핵종들은 약간 높거나Ba, Pb, Th 10

비슷한 경향이었다 갑각류의 경우에도 후기 조사에서 전기에 비해 다소 높거나. (Mn, Al,

등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체류의 경우에는 후기 조사에서 전기에 비해Cr, Pb, Th ) .

의 전이인자 값이 비교적 크게 낮았고 의 값은 다소 높은 경Ca, K, Na, Sr, As, Rb, U Li

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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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Ca K Mg Na Fe Mn Li

M1-C 부세[2] 2.9E+01 8.0E+00 3.9E-01 1.2E-01 6.0E-01 4.0E+00 5.0E-01

모래무지[2] 2.7E+01 8.5E+00 4.4E-01 1.5E-01 9.9E-01 2.0E+00 6.2E-01

병어 2.0E+01 6.2E+00 4.7E-01 1.8E-01 2.0E+00 1.0E+01 6.8E-01

황강달이 2.4E+01 5.5E+00 4.3E-01 2.5E-01 1.7E+00 2.4E+00 7.9E-01

가숭어 1.9E+01 9.1E+00 4.6E-01 1.2E-01 1.7E+01 1.1E+01 4.0E+00

참숭어 2.2E+01 7.0E+00 3.4E-01 1.2E-01 1.8E+00 2.3E+00 6.1E-01

양태 1.4E+01 7.4E+00 3.2E-01 8.4E-02 4.2E-01 3.0E-01 3.3E-01

졸복[2] 1.4E+01 7.2E+00 2.8E-01 1.4E-01 2.8E+00 3.1E+00 5.7E-01

전어[2] 1.7E+01 7.7E+00 5.2E-01 1.8E-01 4.8E+00 5.0E+00 2.5E+00

광어[2] 2.5E+01 8.3E+00 3.5E-01 1.3E-01 7.7E-01 5.1E+00 5.8E-01

어류1 2.6E+01 7.1E+00 4.8E-01 2.3E-01 3.1E+00 4.4E+00 2.2E+00

망둥어[2] 1.4E+01 7.1E+00 3.2E-01 1.4E-01 6.6E-01 1.4E+00 3.6E-01

서대[2] 1.6E+01 7.2E+00 3.0E-01 9.6E-02 8.5E-01 3.6E+00 5.0E-01

어류2[2] 2.0E+01 7.0E+00 3.8E-01 1.8E-01 1.4E+00 7.3E+00 1.1E+00

참치 1.5E+01 9.3E+00 4.5E-01 2.3E-01 2.9E+00 3.4E+00 6.3E-01

꽃새우[2] 2.3E+01 5.0E+00 5.8E-01 1.3E-01 7.7E-01 1.5E+00 3.6E-01

뻘게[2] 1.3E+02 5.2E+00 2.8E+00 3.3E-01 8.7E-01 4.4E+01 2.8E+00

꽃게[2] 5.4E+01 4.1E+00 1.3E+00 4.4E-01 1.0E+00 8.9E+00 1.4E+00

징거미새우[2] 2.3E+01 4.4E+00 6.8E-01 1.4E-01 1.1E+00 2.5E+00 4.6E-01

갑각류[2] 1.5E+02 3.3E+00 5.2E+00 2.3E-01 4.5E+00 3.2E+01 6.2E+00

민꽃게[2] 1.1E+02 4.9E+00 2.5E+00 3.2E-01 2.7E+00 2.7E+01 5.1E+00

범게[2] 1.2E+02 5.0E+00 2.0E+00 3.4E-01 4.1E+00 2.3E+01 5.4E+00

중하[2] 2.2E+01 5.6E+00 8.5E-01 1.9E-01 1.5E+00 2.2E+00 4.7E-01

쏙[2] 3.3E+01 3.3E+00 1.3E+00 2.6E-01 8.0E-01 4.8E+00 5.8E-01

녹조류 파래1( ) 2.2E+00 3.9E+00 1.6E+00 7.9E-02 1.2E+01 5.4E+00 2.5E+00

녹조류 파래2( ) 3.5E+00 5.4E+00 1.5E+00 2.7E-02 2.7E+01 2.0E+01 6.1E+00

M2-C 백합 2.8E+01 7.7E+01 6.3E+00 6.3E+00 1.2E+01 1.2E+01 1.7E+01

모시조개 3.0E+01 7.5E+01 6.4E+00 6.8E+00 1.0E+01 4.9E+00 1.9E+01

동죽 5.0E+01 7.2E+01 7.4E+00 6.2E+00 4.8E+01 2.2E+03 3.7E+01

갯지렁이 6.5E+01 1.4E+02 8.0E+00 3.3E+00 2.5E+01 1.1E+02 9.5E+00

갯고둥 2.5E+02 4.4E+01 1.4E+01 1.9E+00 1.1E+01 6.2E+00 6.7E+00

M3-C 백합[2] 2.6E+00 6.5E+00 5.4E-01 3.9E-01 4.0E+01 1.6E+01 2.3E+00

조개류 2.4E+00 5.0E+00 7.0E-01 3.5E-01 3.3E+02 9.9E+01 1.3E+01

굴 6.2E+00 5.0E+00 4.6E-01 3.3E-01 3.1E+01 3.2E+01 1.6E+00

갯지렁이 1.2E+00 7.1E+00 4.8E-01 2.6E-01 1.1E+02 1.4E+01 2.1E+00

개펄게 4.3E+00 3.8E+00 3.8E+00 4.4E-01 2.2E+02 8.6E+02 1.1E+01

M4-C 어류1 4.5E+00 8.4E+00 4.8E-01 2.0E-01 1.2E+01 3.6E+01 2.9E+00

어류2 5.0E+00 9.0E+00 4.7E-01 1.9E-01 5.1E+01 7.8E+01 6.3E+00

어류3 4.0E+01 8.3E+00 3.9E-01 1.5E-01 6.0E+00 1.9E+01 1.4E+00

망둥어[2] 1.7E+01 9.1E+00 3.4E-01 1.5E-01 3.0E+00 6.4E+00 6.1E-01

박대서대새끼( ) 5.8E+00 9.3E+00 3.3E-01 1.8E-01 1.0E+01 1.1E+01 4.6E-01

범게 4.5E+00 5.4E+00 2.2E+00 6.3E-01 3.4E+01 9.7E+01 4.5E+00

표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3.2.2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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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Al Ti V Cr Co Ni Cu

M1-C 부세[2] 6.0E-01 2.7E+00 9.6E-01 8.5E+00 3.0E+00 2.1E+00 2.9E+01

모래무지[2] 1.2E+00 6.6E+00 1.9E+00 1.5E+01 3.7E+00 5.6E+00 2.4E+01

병어 5.1E-01 1.6E+01 3.2E+00 9.2E+00 3.3E+00 3.7E+00 3.5E+01

황강달이 5.3E-01 1.4E+01 1.7E+00 2.7E+01 3.5E+00 1.4E+01 3.5E+01

가숭어 4.2E+00 1.4E+02 2.0E+01 4.7E+01 1.4E+01 2.9E+01 9.4E+01

참숭어 1.9E+00 9.1E+00 2.6E+00 1.1E+01 2.6E+00 3.9E+00 3.4E+01

양태 4.1E-01 3.7E+00 4.6E-01 6.0E+00 1.3E+00 1.5E+00 1.8E+01

졸복[2] 6.5E-01 1.6E+01 2.1E+00 1.7E+01 4.1E+00 6.7E+00 3.4E+01

전어[2] 1.4E+00 4.4E+01 7.5E+00 2.4E+01 5.2E+00 1.2E+01 4.5E+01

광어[2] 7.0E-01 6.6E+00 4.9E-01 1.2E+01 3.2E+00 4.4E+00 3.9E+01

어류1 8.7E-01 2.5E+01 4.0E+00 2.0E+01 4.6E+00 9.6E+00 4.2E+01

망둥어[2] 7.6E-01 4.4E+00 1.2E+00 5.5E+00 2.2E+00 2.1E+00 4.0E+01

서대[2] 8.2E-01 5.0E+00 8.1E-01 4.5E+00 2.1E+00 1.5E+00 8.6E+01

어류2[2] 7.7E-01 3.6E+00 3.5E+00 1.0E+01 5.1E+00 5.2E+00 3.3E+01

참치 5.6E+00 5.3E+01 5.1E+00 8.3E+00 1.9E+00 4.2E+00 6.8E+01

꽃새우[2] 1.5E+00 7.2E+00 9.4E-01 4.0E+00 4.3E+00 3.3E+00 1.8E+02

뻘게[2] 2.8E+00 2.7E+01 9.5E-01 6.2E+00 1.6E+01 7.4E+00 8.2E+02

꽃게[2] 1.6E+00 1.0E+01 1.3E+00 5.1E+00 1.0E+01 6.8E+00 5.0E+02

징거미새우[2] 2.7E+00 1.2E+01 1.2E+00 7.1E+00 3.9E+00 4.2E+00 6.0E+02

갑각류[2] 2.5E+00 4.2E+01 5.8E+00 1.6E+01 2.1E+01 1.7E+01 3.5E+02

민꽃게[2] 1.6E+00 3.1E+01 3.5E+00 1.2E+01 2.0E+01 1.3E+01 1.5E+03

범게[2] 2.8E+00 3.9E+01 6.2E+00 9.6E+00 2.1E+01 1.3E+01 1.0E+03

중하[2] 1.9E+00 1.5E+01 2.0E+00 5.2E+00 4.9E+00 5.8E+00 5.8E+02

쏙[2] 1.3E+00 5.4E+00 1.2E+00 3.6E+01 8.7E+00 9.4E+00 4.8E+02

녹조류 파래1( ) 2.5E+00 1.4E+02 2.5E+01 1.5E+01 6.5E+00 1.6E+01 3.9E+01

녹조류 파래2( ) 6.5E+00 4.8E+02 4.6E+01 4.6E+01 1.6E+01 3.2E+01 4.8E+01

M2-C 백합 8.3E+00 8.9E+01 1.6E+01 3.3E+01 8.0E+01 2.1E+02 5.6E+02

모시조개 9.5E+00 7.9E+01 1.6E+01 1.8E+01 1.2E+02 1.7E+02 8.0E+02

동죽 2.6E+01 2.9E+02 3.9E+01 1.1E+02 2.7E+02 4.1E+02 5.0E+02

갯지렁이 3.8E+01 8.8E+01 3.3E+01 2.7E+01 1.7E+02 2.7E+02 5.3E+03

갯고둥 1.5E+01 5.1E+01 9.5E+00 2.7E+02 7.4E+01 5.8E+02 3.7E+03

M3-C 백합[2] 6.0E+00 4.0E+01 1.9E+01 2.5E+01 8.5E+01 1.3E+02 3.9E+02

조개류 4.9E+01 3.0E+02 1.5E+02 1.7E+02 2.3E+02 1.8E+02 3.1E+02

굴 3.2E+00 2.2E+01 1.2E+01 1.8E+01 3.2E+01 6.3E+01 5.0E+03

갯지렁이 2.2E+01 3.2E+02 9.4E+01 3.6E+01 1.0E+02 2.3E+01 3.0E+02

개펄게 7.8E+00 3.3E+02 7.1E+01 7.7E+01 6.8E+01 5.3E+01 1.6E+03

M4-C 어류1 1.9E+00 6.1E+01 3.2E+01 1.8E+01 7.8E+00 1.6E+01 1.6E+01

어류2 6.8E+01 2.2E+02 6.0E+01 9.2E+01 4.4E+01 3.7E+01 2.7E+01

어류3 1.4E+01 9.6E+00 6.7E+00 1.2E+02 3.3E+01 6.8E+01 1.6E+01

망둥어[2] 8.1E+00 4.0E+00 6.5E+00 2.8E+01 1.3E+01 1.3E+01 1.5E+01

박대서대새끼( ) 6.5E+00 6.2E+01 3.4E+00 7.2E+01 7.4E+00 2.7E+01 1.2E+01

범게 5.2E+01 2.6E+02 3.2E+01 6.7E+01 4.7E+01 7.2E+01 2.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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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Zn Sr As Rb Y Mo

M1-C 부세[2] 1.4E+02 6.4E+00 2.6E+02 1.1E+01 3.3E-01 6.5E+00

모래무지[2] 1.5E+02 6.5E+00 4.2E+02 9.8E+00 5.2E-01 7.4E+00

병어 2.6E+02 5.8E+00 2.0E+02 1.3E+01 1.2E+00 1.5E+01

황강달이 1.3E+02 6.0E+00 1.9E+02 1.1E+01 9.4E-01 8.8E+00

가숭어 1.4E+02 5.0E+00 2.3E+02 3.2E+01 1.0E+01 2.3E+01

참숭어 1.6E+02 6.5E+00 2.2E+02 1.6E+01 9.8E-01 1.3E+01

양태 1.5E+02 2.8E+00 1.8E+02 9.5E+00 1.8E-01 1.9E+00

졸복[2] 1.0E+03 3.7E+00 3.6E+02 1.3E+01 1.5E+00 8.5E+00

전어[2] 2.2E+02 1.8E+00 2.7E+02 1.6E+01 2.8E+00 4.3E+01

광어[2] 1.9E+02 4.3E+00 4.7E+02 1.2E+01 3.4E-01 3.1E+00

어류1 2.8E+02 3.7E+00 1.5E+02 1.0E+01 1.9E+00 1.1E+01

망둥어[2] 1.7E+02 4.7E+00 2.0E+02 1.4E+01 3.2E-01 1.1E+01

서대[2] 1.2E+02 6.0E+00 2.7E+03 1.5E+01 3.3E-01 7.3E+00

어류2[2] 1.3E+02 5.8E+00 7.3E+01 1.4E+01 4.2E-01 1.5E+01

참치 2.1E+02 6.3E-01 1.2E+02 1.2E+01 - -

꽃새우[2] 1.3E+02 1.8E+01 4.6E+02 1.1E+01 7.3E-01 1.8E+01

뻘게[2] 1.8E+02 8.8E+01 7.4E+02 1.2E+01 5.3E+00 1.6E+01

꽃게[2] 1.3E+02 4.1E+01 4.3E+02 1.0E+01 2.7E+00 1.8E+01

징거미새우[2] 1.7E+02 1.9E+01 8.7E+02 1.0E+01 1.4E+00 2.4E+01

갑각류[2] 1.7E+02 1.0E+02 5.8E+02 1.3E+01 7.3E+00 2.3E+01

민꽃게[2] 2.2E+02 7.8E+01 8.9E+02 1.3E+01 4.8E+00 2.3E+01

범게[2] 2.3E+02 8.8E+01 6.4E+02 1.6E+01 5.3E+00 3.0E+01

중하[2] 2.0E+02 1.7E+01 4.9E+02 1.2E+01 1.2E+00 6.3E+01

쏙[2] 1.7E+02 2.9E+01 1.5E+03 7.3E+00 9.3E-01 2.6E+01

녹조류 파래1( ) 2.3E+01 3.0E-01 9.0E+01 1.2E+01 - -

녹조류 파래2( ) 4.2E+01 3.8E-01 6.5E+01 2.8E+01 - -

M2-C 백합 5.0E+02 1.3E+01 1.7E+03 1.9E+02 2.7E+01 2.8E+04

모시조개 4.7E+02 1.5E+01 2.8E+03 1.9E+02 2.5E+01 2.2E+04

동죽 4.8E+02 3.9E+01 2.4E+03 2.1E+02 7.5E+01 2.9E+04

갯지렁이 2.8E+03 2.4E+01 8.0E+03 2.9E+02 3.3E+01 1.2E+04

갯고둥 1.4E+03 9.0E+01 1.7E+04 9.7E+01 1.5E+01 2.0E+04

M3-C 백합[2] 3.1E+02 1.2E+00 1.2E+03 2.3E+01 3.7E+01 4.4E+01

조개류 1.1E+03 1.8E+00 1.9E+03 5.9E+01 1.8E+02 1.1E+02

굴 6.7E+02 1.3E+00 9.4E+02 1.9E+01 3.6E+01 4.3E+01

갯지렁이 8.1E+02 2.5E-01 7.8E+02 1.7E+01 - -

개펄게 3.4E+02 4.4E+00 1.1E+03 1.8E+01 - -

M4-C 어류1 5.9E+02 1.4E+00 3.2E+02 9.2E+00 - -

어류2 3.0E+02 2.6E+00 2.8E+02 2.7E+01 - -

어류3 3.5E+02 1.0E+01 4.5E+02 1.8E+01 5.0E+00 2.7E+00

망둥어[2] 2.6E+02 4.9E+00 1.6E+02 2.3E+01 2.6E+00 7.0E+00

박대서대새끼( ) 2.5E+02 1.6E+00 6.1E+02 1.8E+01 - -

범게 3.3E+02 4.5E+00 1.1E+03 1.8E+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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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Cs Ba Pb Th U

M1-C 부세[2] 7.8E+00 1.1E+01 6.2E-01 7.1E-01 8.8E-01

모래무지[2] 7.9E+00 9.7E+00 3.0E+00 7.9E-01 2.1E+00

병어 9.0E+00 8.0E+00 3.2E+00 2.1E+00 2.3E+00

황강달이 9.0E+00 2.2E+01 1.4E+00 1.8E+00 1.8E+00

가숭어 4.4E+01 6.0E+01 1.2E+01 2.0E+01 5.7E+00

참숭어 6.4E+00 2.3E+01 4.2E+00 1.6E+00 2.2E+00

양태 7.4E+00 4.7E+00 3.7E-01 1.7E-02 3.3E-01

졸복[2] 8.2E+00 7.2E+00 2.1E+00 2.4E+00 2.0E+00

전어[2] 1.3E+01 2.1E+01 5.5E+00 7.2E+00 5.5E+00

광어[2] 6.6E+00 6.8E+00 8.8E-01 3.8E-01 6.2E-01

어류1 1.5E+01 8.5E+00 2.7E+00 4.4E+00 3.9E+00

망둥어[2] 5.2E+00 6.8E+00 1.0E+00 3.5E-01 6.0E-01

서대[2] 4.7E+00 5.2E+00 5.9E+00 4.0E-01 5.7E-01

어류2[2] 5.2E+00 1.0E+01 4.1E+00 1.1E+00 9.0E-01

참치 - 3.6E+01 2.2E+00 3.6E+00 1.4E+00

꽃새우[2] 5.0E+00 2.0E+01 3.8E+00 1.6E+00 1.2E+00

뻘게[2] 1.1E+01 1.0E+02 1.8E+00 1.3E+00 6.9E-01

꽃게[2] 7.5E+00 5.0E+01 1.8E+00 2.6E+00 1.1E+00

징거미새우[2] 6.4E+00 3.5E+01 1.4E+00 3.6E+00 9.3E-01

갑각류[2] 2.5E+01 1.7E+02 6.3E+00 9.3E+00 3.5E+00

민꽃게[2] 1.5E+01 1.2E+02 4.0E+00 7.0E+00 2.3E+00

범게[2] 2.5E+01 1.6E+02 6.4E+00 6.0E+00 3.9E+00

중하[2] 7.8E+00 5.4E+01 1.2E+00 2.3E+00 1.5E+00

쏙[2] 5.5E+00 4.5E+01 1.5E+00 1.7E+00 7.1E-01

녹조류 파래1( ) - 3.7E+01 8.1E+00 1.4E+01 2.4E+00

녹조류 파래2( ) - 1.2E+02 1.5E+01 4.3E+01 9.2E+00

M2-C 백합 6.9E+01 8.2E+00 3.5E+01 4.4E+01 7.9E+01

모시조개 7.5E+01 7.9E+00 3.5E+01 3.1E+01 8.8E+01

동죽 1.7E+02 3.5E+01 5.3E+02 1.5E+02 1.0E+02

갯지렁이 5.2E+01 6.7E+00 1.2E+02 2.8E+01 9.9E+01

갯고둥 2.5E+01 4.1E+00 3.3E+01 1.7E+01 1.2E+02

M3-C 백합[2] 2.8E+01 1.3E+01 2.6E+01 2.6E+01 1.3E+01

조개류 2.0E+02 1.0E+02 1.4E+02 2.9E+02 4.7E+01

굴 1.5E+01 7.9E+00 3.3E+01 1.3E+01 2.0E+01

갯지렁이 - 4.4E+01 4.0E+01 0.0E+00 3.7E+01

개펄게 - 3.2E+02 1.2E+02 5.8E+01 1.5E+01

M4-C 어류1 - 9.7E+00 9.1E+00 0.0E+00 6.8E+00

어류2 - 9.6E+01 8.0E+01 5.8E+01 6.2E+00

어류3 2.3E+01 2.1E+01 4.6E+01 6.1E+00 2.6E+00

망둥어[2] 1.9E+01 1.1E+01 6.7E+00 3.0E+00 7.1E-01

박대서대새끼( ) - 1.8E+01 1.2E+01 1.9E+00 7.9E-01

범게 - 1.8E+02 3.9E+01 2.5E+01 1.3E+01

주 년 월 일 시료 채취) 2013 7 10 . a 안은 반복수 이하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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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Ca K Mg Na Al

M1-D 서대[2] 2.1E+01 3.8E+00 4.4E-01 2.3E-01 2.0E+01

농어[2] 1.8E+01 3.0E+00 3.3E-01 1.2E-01 9.0E+00

참숭어[2] 2.5E+01 3.9E+00 3.7E-01 1.1E-01 1.8E+01

황강달이[2] 2.7E+01 3.6E+00 4.1E-01 1.3E-01 3.9E+01

가숭어[2] 1.6E+01 3.3E+00 3.4E-01 2.0E-01 3.6E+02

졸복 1.9E+01 3.0E+00 2.8E-01 1.5E-01 1.7E+01

망둥어[2] 2.6E+01 3.5E+00 4.1E-01 2.4E-01 7.1E+01

징거미새우[2] 2.6E+01 3.3E+00 5.9E-01 2.2E-01 1.6E+02

게류 1.5E+02 5.7E-01 4.1E+00 2.6E-01 3.7E+02

범게 1.2E+02 2.0E+00 1.6E+00 5.3E-01 3.3E+02

M2-D 동죽 4.7E+00 8.3E+00 4.3E-01 2.1E-01 8.1E+01

백합 9.9E+00 5.5E+00 4.5E-01 3.1E-01 1.0E+02

M3-D 개펄집게 4.0E+00 4.4E+00 2.6E+00 5.4E-01 4.7E+01

모시조개 2.0E+00 4.6E+00 1.4E+00 7.4E-01 1.8E+02

동죽 2.9E+00 2.1E+00 1.3E+00 7.0E-01 3.4E+02

M4-D 망둥어[2] 5.1E+00 9.6E+00 3.3E-01 1.5E-01 1.2E+01

M5-D 웅어 4.9E+00 8.8E+00 3.7E-01 1.9E-01 5.1E+00

농어 4.7E+00 7.9E+00 3.7E-01 1.4E-01 1.1E+00

숭어 5.6E+00 1.1E+01 9.3E-01 2.0E-01 3.2E+02

M6-D 덕자새끼[2] 5.2E+00 1.1E+01 7.0E-01 6.3E-01 2.3E+02

부세 5.1E+00 8.0E+00 3.2E-01 2.2E-01 8.2E+00

표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인접 바다 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3.2.21 II

정점명 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Sr Fe Zn Mn Cr

M1-D 서대[2] 7.8E+00 - 7.1E+02 2.2E+02 5.0E+01

농어[2] 3.8E+00 - 6.1E+02 2.6E+01 7.6E+01

참숭어[2] 7.3E+00 - 5.0E+02 9.5E+01 5.4E+01

황강달이[2] 3.8E+00 - 5.2E+02 9.5E+01 1.1E+02

가숭어[2] 7.0E+00 - 6.1E+02 3.8E+02 2.7E+02

졸복 4.8E+00 - 5.4E+03 2.1E+02 3.8E+01

망둥어[2] 8.0E+00 - 1.2E+03 1.7E+02 1.1E+02

징거미새우[2] 2.0E+01 - 7.4E+02 8.9E+01 1.3E+02

게류 9.7E+01 - 4.6E+02 3.0E+03 1.2E+02

범게 7.4E+01 - 6.8E+02 5.0E+02 1.6E+02

M2-D 동죽 1.5E+00 - 7.0E+02 2.4E+01 4.2E+01

백합 1.9E+00 - 1.6E+04 1.7E+01 6.3E+01

M3-D 개펄집게 3.9E+00 2.9E+02 1.2E+03 7.8E+02 2.6E+02

모시조개 5.2E-01 1.2E+02 1.7E+03 4.9E+01 9.6E+01

동죽 5.3E-01 2.6E+02 1.5E+03 1.4E+03 1.8E+02

M4-D 망둥어[2] 1.0E+00 1.3E+01 1.2E+03 1.8E+01 2.4E+01

M5-D 웅어 1.2E+00 2.9E+01 1.1E+03 2.6E+01 4.1E+01

농어 2.0E+00 1.6E+01 1.6E+03 2.5E+00 7.4E+00

숭어 1.5E+00 3.6E+03 1.5E+03 8.6E+02 2.1E+03

M6-D 덕자새끼[2] 1.3E+00 3.8E+02 8.2E+02 1.8E+02 6.3E+01

부세 7.2E-01 1.1E+02 3.8E+02 1.4E+02 2.9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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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Ti Li V Co Ni Cu

M1-D 서대[2] - 3.8E-01 1.1E+01 1.2E+01 1.6E+01 7.3E+01

농어[2] - 9.9E-01 6.2E+00 7.6E+00 8.0E+00 3.0E+01

참숭어[2] - 1.1E+00 2.3E+01 9.2E+00 5.8E+00 3.6E+01

황강달이[2] - 1.2E+00 1.2E+01 1.6E+01 2.4E+01 4.7E+01

가숭어[2] - 2.6E+00 9.4E+01 6.6E+01 6.8E+01 1.0E+02

졸복 - 1.4E+00 3.3E+00 3.5E+01 4.9E+00 3.1E+01

망둥어[2] - 5.3E-01 2.0E+01 3.3E+01 2.5E+01 8.1E+01

징거미새우[2] - 7.1E-01 2.5E+01 4.6E+01 3.6E+01 1.0E+03

게류 - 3.7E+00 1.1E+02 1.2E+02 5.9E+01 4.9E+02

범게 - 6.9E+00 8.8E+01 1.1E+02 7.8E+01 3.0E+02

M2-D 동죽 - 1.9E+00 4.3E+01 9.8E+01 6.9E+01 1.4E+02

백합 - 3.8E+00 7.1E+01 7.9E+01 5.0E+01 6.1E+03

M3-D 개펄집게 1.4E+03 1.0E+01 1.5E+02 1.2E+02 8.8E+01 2.8E+03

모시조개 4.3E+02 8.1E+00 7.4E+01 1.8E+02 1.7E+02 3.0E+02

동죽 8.7E+02 8.5E+00 1.4E+02 2.1E+02 7.1E+01 1.6E+02

M4-D 망둥어[2] 4.4E+01 3.9E-01 9.4E+00 8.7E+00 8.2E+00 6.0E+01

M5-D 웅어 1.7E+02 2.9E+00 1.0E+01 1.1E+01 1.4E+01 5.9E+01

농어 3.3E+01 4.8E-01 8.7E+00 6.6E+00 1.2E+01 7.5E+01

숭어 3.6E+03 4.0E+01 6.5E+02 6.1E+02 4.6E+02 2.4E+02

M6-D 덕자새끼[2] 3.3E+02 1.6E+00 2.2E+01 3.8E+01 2.8E+01 9.3E+01

부세 5.3E+01 3.0E-01 2.4E+00 1.9E+01 1.4E+01 4.7E+01

정점명 a 종명 b 전이인자 (L kg-1-fresh)

As Rb Ba Pb Th U

M1-D 서대[2] 1.0E+04 7.4E+00 3.3E+01 1.6E+02 2.4E+00 1.5E-01

농어[2] 1.8E+03 5.9E+00 1.6E+01 3.4E+01 6.1E+00 -

참숭어[2] 6.2E+02 6.5E+00 5.6E+01 3.2E+02 1.4E+01 1.9E+00

황강달이[2] 1.3E+03 6.0E+00 5.0E+01 4.7E+01 8.8E+01 1.9E+00

가숭어[2] 1.0E+03 1.3E+01 2.2E+02 3.3E+02 3.0E+02 7.5E+00

졸복 5.3E+02 5.9E+00 2.1E+01 9.9E+01 1.2E+01 1.2E+00

망둥어[2] 9.9E+02 7.3E+00 5.9E+01 1.8E+02 2.3E+01 1.7E+00

징거미새우[2] 6.8E+03 1.3E+01 1.9E+02 1.6E+02 1.1E+02 1.4E+00

게류 9.6E+01 9.5E+00 4.9E+02 5.5E+02 9.6E+02 1.5E+01

범게 1.3E+03 1.2E+01 3.6E+02 3.4E+02 2.5E+02 5.7E+00

M2-D 동죽 1.8E+03 1.4E+01 3.3E+01 1.5E+02 6.4E+01 6.2E+00

백합 2.2E+03 9.4E+00 4.5E+01 3.9E+02 1.2E+02 3.3E+01

M3-D 개펄집게 7.5E+02 3.6E+01 6.2E+02 2.2E+02 6.6E+01 2.9E+01

모시조개 9.4E+02 1.8E+01 1.7E+02 7.9E+01 1.7E+02 2.4E+01

동죽 6.9E+02 2.3E+01 2.8E+02 1.7E+02 3.0E+02 2.7E+01

M4-D 망둥어[2] 4.6E+02 1.1E+01 2.7E+01 2.5E+01 0.0E+00 1.1E+00

M5-D 웅어 8.6E+02 8.1E+00 1.4E+01 1.2E+01 0.0E+00 2.0E+00

농어 1.2E+03 9.6E+00 2.1E+01 8.1E+00 0.0E+00 8.5E-01

숭어 5.9E+02 1.9E+02 1.3E+03 7.5E+02 1.4E+03 3.0E+01

M6-D 덕자새끼[2] 9.7E+02 2.1E+01 6.2E+01 1.7E+02 1.1E+02 4.1E+00

부세 4.4E+02 8.6E+00 4.0E+01 2.3E+01 0.0E+00 7.8E-01

a 월 일 월 일 시료 채취M1, M2: 12 5 , M3~6: 10 31 . b 안은 반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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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역의 수질 특성이 비교적 잘 나타난 영광에서의 월 조사에 의한 전이인자 값은7

최근 가 제시한 일반적인 값 에 비해 등을IAEA[IAEA, 2014] (GM) Li, Mg, Mo, Rb, U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다 특히 의 경우 네 가지 생물 유형 어. Fe, Mn, Ti (

류 갑각류 연체류 해조류 모두에 있어서 대체로 수십 수천 배 정도 낮았고 의 경, , , ) Al∼

우 연체류 조개류 등 전이인자가 수천 배 정도 낮은 경향이었으며( ) Co, Cu, Ni, Pb, Sr

등도 어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배 이상 낮았다 이와 반대로 어류의 및 전이10 . Mo U

인자 갑각류의 전이인자 연체류의 전이인자는 영광 월 조사치가, Mg , Cs, Mg, Mo, Rb 7

의 일반치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고 어류의 전이인자는IAEA As, Ba, Co, Li, Ni, Pb, Sr

서로 비슷한 경향이었다.

이처럼 기수역 전이인자 값이 와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생물 유형IAEA

이라도 조사된 생물종이 다르고 또한 염분의 농도 등 기수의 특성이 지리적으로 크게 다

를 뿐만 아니라 기수역 자체 내의 환경 변화도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다시 한 번 보다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특성치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시설 주변 육상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3. biota

가 연구 배경.

여기서도 연구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위 원자력 시설 주변 수생태계 해양 및 육수“1. ( )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biota ” . ,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체로 평탄한 지형의 초원이나 임야로 이루어진 서%

구의 육상생태계와는 전이 특성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차 연도인 년에는 우3 2014

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야산 지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육상생태계 내.

핵종 전이의 매체인 토양으로의 핵종 유입은 주로 대기로부터의 침적이나 오염된 하천수

의 범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야산 지대의 경우 낙엽 등 식물의 유체를 통하여 핵종.

이 제자리로 환원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나 연구 방법.

위의 해양 및 육수생태계 조사에서와 같이 야외채취 시료 대한 안정원소 농도 분석법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료채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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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의 경우 원전 부지에서 서 북서쪽 방향으로 정도 떨어져 있는 환서리와3 6 km∼ ∼

상라리 소재 야산 지역 일대에서 년 회 월 및 월 에 걸쳐 야생 동식물 시료를 주변2 (7 12 )

토양 시료와 함께 채취하였다 영광의 경우에는 원전 부지에서 정도 동 남쪽. 1 3 km∼ ∼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리와 칠곡리 소재 야산 지역 그림 참조 일대에서 역( 3.2.11 )

시 년 회 월 및 월 에 걸쳐 동식물 시료와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2 (9-10 11-12 ) .

그림 와 은 각각 월성과 영광 주변 시료 채취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3.2.12 3.2.13

다 각 지점의 좌표와 지리적 특성 지점별 채취 시료의 종류는 표 및 과. , 3.2.22 3.2.23

같다 표 는 동식물 시료의 채취 현황을 종합 요약한 것이다 채취된 생물종은 약. 3.2.24 , .

종정도다30 .

그림 육상생태계 전이인자 조사 대상 야산 지대의 전경 영광 성산리3.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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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월성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시료채취 지점 노란색 상라리 파란색 환서리3.2.12 ( : , : )

그림 영광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시료채취 지점 노란색 성산리 파란색 칠곡리3.2.1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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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a 좌표 도 분 초( , , N/E) 채취시료 종류 채취 지역 지리

T1-A 35,44,26/129,25,43 b〫〫〫
동물 종살모사 등4 ( )

식물 종칡쑥 등6 ( , )
우산 동쪽 산기슭야산야지 상라리( , ) /

T2-A 35,42,26/129,26,20 b,c
동물 종메뚜기 등7 ( )

식물 종싸리류 등8 ( )

붕금산 남쪽 산기슭 야산계곡 환서( , ) /

리

T3-B 35,44,19.90/129,25,32.78 멧돼지 우산 동쪽 산기슭 상라리/

T4-B 35,44,30.37/129,25,52.82 까마귀 까치, 우산 동쪽 산기슭 상라리/

T5-B 35,42,01.94/129,26,27.23 고라니 봉금산 남쪽 산기슭 야산 환서리/

T6-B 35,42,04.87/129,26,19.11 멧비둘기꿩, 봉금산 남쪽 산기슭 야산 환서리/

표 월성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시료채취 지점 현황3.2.22

a 차 월 일 차 월 일 시료 채취A: 1 (7 10 11 ), B: 2 (12 00 19 ) .∼ ∼

b 시료 별 채취지점이 위도와 경도 모두 초 이내에 있음±1 .

동물 시료의 채취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다음 실시하였다 포유류와.

조류는 전문 엽사를 활용하여 총기로 포획하였다 이때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알은 안전하게 코팅된 것을 사용하였다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 연체류 등은 각종 포. , , ,

획도구 막대 망채 통발 등 를 이용하거나 장갑 낀 손으로 포획하였다( , , ) .

식물의 경우 나무는 가슴 높이에서 지름 이하의 것을 대상으로 낙엽층으로부터5 cm

정도의 높이에서 톱으로 잘라 채취하였다 국화과류와 화본과류 등은 지상5 cm . 5 cm

정도의 높이에서 낫으로 잘라 채취하였다 덩굴류는 장갑 낀 손으로 필요한 만큼 걷어.

내어 채취하였다 그림 는 위와 같이 채취되었거나 채취 직전의 동식물 시료를 보. 3.2.14

여 주고 있다.

토양 시료는 지름 높이 의 원통형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를 이용하여7.5 cm, 10 cm

지표로부터 깊이까지의 흙을 채취하였다 그림 참조 이때 제일 위에 낙엽10 cm ( 3.2.15 ).

층과 부식층이 있는 산지 토양의 경우 그 두 층을 충분히 걷어 낸 다음 시료를 채취하였

다 토양 시료는 식물 시료를 채취한 곳에서는 반경 이내에서 반복으로 채취하고. 1 m 2

합하여 단일 복합시료로 하였다, .

동물 시료를 채취한 곳에서도 근처의 토양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채취하거나 동물 시

료 채취지점과 인접한 곳에서 식물이 채취된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 채취 없이 그 식물에

대한 토양 시료로 대신하였다 한편 포유류나 조류와 같이 활동반경이 넓은 동물에 대해.

서는 조사 지역 일대의 다수 토양 시료 내 원소의 평균 농도를 토양 중 농도로 보는 것

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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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a 좌표 도 분 초( , , N/E) 채취시료 종류 채취 지역 지리
T1-C 35,24,20/126,26,12〫〫〫 식물 종칡덩굴1 ( ) 발전소 동쪽 산기슭 저수지 인근 성산리/

T2-C 35,24,23/126,26,04 b〫〫〫 식물 종쑥 강아지풀2 ( , )
발전소 동쪽 산기슭 저수지 인근 야지 성/

산리

T3-C 35,23,45/126,26,02 b
식물 종교목류 칡덩굴4 ( , ,

쑥 강아지풀, )

발전소 남동쪽 산기슭 칠암폭포 주변야산( ,

야지 칠곡리)/

T4-C 35,24,23.03/126,26,06.17 참새 발전소 동쪽 산기슭 성산리/

T5-C 35,24,23/126,26,18 b 멧비둘기 꿩 살모사, , 발전소 동쪽 산기슭 성산리/

T6-C 35,23,43/126,26,13 c 꿩 발전소 남동쪽 산기슭 칠곡리/

T7-C 35,23,42.05/126,26,05.31 참새 발전소 남동쪽 산기슭 칠곡리/

T8-C 35,23,41.41/126,26,11.36 고라니 발전소 남동쪽 산기슭 칠곡리/

T9-D 35,24,35.74/126,25,30.55 멧돼지 발전소 동쪽 야산 성산리/

T10-D 35,24,08.59/126,26,18.61 고라니 발전소 남동쪽 야산 성산리/

T11-D 35,23,29.19/126,25,49.17 멧비둘기 발전소 남동쪽 야산 칠곡리/

T12-D 35,23,43/126,26,13 c 참새 발전소 남동쪽 산기슭 칠곡리/

T13-D 35,23,09.82/126,25,41.98 까치 발전소 남쪽 산기슭 칠곡리/

표 영광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시료채취 지점 현황3.2.23

a 차 차 시료 채취C: 1 (9. 27 10. 2), D: 2 (11. 28 12. 9) .∼ ∼

b 시료 별 채취지점이 위도와 경도 모두 초 이내에 있음±1 .

c 차와 차 채취지점이 위도와 경도 모두 초 이내에 있음1 2 ±1 .

부지 생태계 생물유형 정점수 생물종수

월성
야산 산기슭 및 인근 개,

울 주변 야지

포유류 2 멧돼지 고라니2( , )

조류 2 참새까치멧비둘기꿩4( , , , )

파충류 2 살모사줄장지뱀2( , )

양서류 2 무당개구리1( )

절지류곤충( ) 2 갈색여치메뚜기방아깨비3( , , )

절지류지네( ) 1 지네1( )

연체류 2 지렁이1( )

교목류 2 참나무류단풍나무대나무3( , , )

관목류 1 진달래류싸리류2( , )

덩굴류 2 칡덩굴1( )

국화과류 2 개망초쑥머위미상 종4( , , , 1 )

백합과류 1 원추리1( )

영광
야산 산기슭 및 인근 저,

수지 주변 야지

포유류 3 고라니 멧돼지2( , )

조류 7 멧비둘기꿩참새까치4( , , , )

파충류 1 살모사1( )

교목류 1 미상 종1( 1 )

덩굴류 2 칡덩굴1( )

국화과류 2 쑥1( )

화본과류 2 강아지풀1( )

표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동식물 시료채취 현황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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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육상생태계 채취 전후의 동식물 시료의 모습 제일 위에서부터 각줄 좌에서 우로3.2.14 , (

교목류 쑥 멧비둘기 참새 꿩 까치 줄장지뱀 멧돼지 고라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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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시료는 포획 또는 채취 직후 흙을 깨끗이 닦거나 털어 내고 전신 단위로 생 체

중을 측정한 다음 비닐 백에 담아 냉장하였다 이때 포유류와 같이 덩치가 큰 동물은 현.

장 인근으로 운반하여 전신 생 체중을 측정하고 부위별로 해체한 다음 주요 부위 다리( ,

주요 장기 들만 취하여 생 체중을 측정하고 즉시 냉동하였다 총기로 포획한 동물에 대) .

해서는 총알이 박혀 있거나 관통한 부분은 충분히 제거하였다 교목류와 관목류와 같이.

부피가 큰 식물들도 현장에서 부위별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시료 개체수가 다수일 경우.

가능하면 반복 이상으로 하였으나 곤충류나 지렁이와 같이 몸집이 작은 경우에는 여러2

마리를 합하여 단일시료로 취급하였다.

시료 처리 및 분석(2)

위와 같이 현장에서 처리된 시료는 가능한 한 빨리 실험실로 운반하여 건조하였다 생.

물 시료의 건조는 앞에서 언급한 수생생물의 건조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단 부. ,

피가 큰 교목류와 관목류의 부위별 시료에 대해서는 잘게 자르고 잘 섞은 다음 적당량의

대표시료를 취하여 동결건조 하였다 또한 포유류의 다리 시료에 대해서는 적당량의 살.

점을 뼈와 분리한 다음 살점과 뼈 시료를 취하여 각각 동결건조 하였다 동결건조 후 무.

게는 시료의 종류에 따라 생체중의 정도였다 토양 시료는 식물의 잔해 등 이10~50 % .

물질을 골라내고 실내의 음지에 얇게 펴서 일 이상 풍건하였다7 .

건조된 육상생물 시료는 앞의 수생생물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토

양 시료는 건조한 후 눈의 직경이 인 체로 쳐서 큰 입자를 골라낸 다음 생물 시료2 mm

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체로 친 토양 시료의 일부를.

취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원소의 농도 분석은.

그림 육상생태계 토양 시료 채취 장면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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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ICP-MS(Mn, Li, Al, Ti, V, Cr, Co, Ni, Cu, Zn, As, Rb, Cs, Cd, Ba, Pb, Th, U)

를 이용하여 총 가지 원소에 대하여 실시하ICP-AES(Ca, K, Mg, Na, P, S, Sr, Fe) 26

였다 동결 건조한 생물 시료의 처리 및 농도 분석은 기초과학지원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뢰하였다. .

전이인자 산정(3)

육상 동식물에 대한 전이인자 는 그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TF, dimensionless)

로 산정하였다[Howard et al., 2013; IAEA, 2014]




(3.2.2)

여기서,

Cbiota 핵종의 생물체 전신 농도: (Bq kg-1-fresh)

Csoil 토양 중 핵종 농도: (Bq kg-1-dry)

전신을 부위별로 나누어 농도를 측정한 식물체의 경우 부위별 농도에 대한 가중 평균

을 구하여 전신농도로 하였다 포유류와 같이 몇 개의 주요 부위만 측정한 경우에는.

의 핸드북에 제시되어 있는 조직 전신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전신에 대한 전IAEA[2014] -

이인자를 산출할 수 있다 반복 이상의 시료에 대해서는 그 산술평균을 취하여 전이인. 2

자 값으로 하였다.

다 연구 결과.

토양 시료의 특성(1)

표 와 은 각각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3.2.25 3.2.26

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토양의 는 두 지역 모두 대체로 정도로 산성이었고 유기물 함량은 월성이pH 5 6 1∼ ∼

영광이 정도로 영광 토양이 월성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양이온치환용량5 %, 2 9 % .∼

은 영광이(CEC) 10 40 cmol kg∼ -1 월성이, 20 30 cmol kg∼ -1 정도로 두 지역이 대체

로 비슷한 경향이었다 치환성 함량은 대체로 월성이. Ca 0.5 2.5 cmol kg∼ -1 영광이,

1.0 5.0 cmol kg∼ -1 정도로 영광이 월성보다 높은 편이었고 치환성 와 함량도 영Mg K

광이 월성보다 높았다 토성은 월성의 경우 양토 가 주종이었으나 영광에서는 모두.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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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질 양토 로 조사되었다(silty loam) .

이상과 같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각 지역의 지질 지형학적 및 기상학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토양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화강암의 풍화토적인 특

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o et al., 1997].

Soil No.a
pH

(1:5)

OMb

(%)

CECc

(cmol kg-1)

ECd(cmol kg-1) Sand

(%)

Silt

(%)

Clay

(%)
Texturee

Ca Mg K

S-1 4.7 4.42 41.47 1.06 0.48 0.08 46.02 45.58 8.40 L

S-2 5.1 4.46 31.99 1.30 0.51 0.08 34.41 57.03 8.56 SiL

S-3 6.0 1.24 31.75 2.42 0.88 0.05 33.69 48.08 18.24 L

S-4 6.7 0.87 31.83 2.08 0.84 0.02 39.18 47.95 12.88 L

S-5 6.0 1.11 30.58 1.95 0.75 0.04 36.56 47.21 16.24 L

S-6 6.0 1.07 32.22 2.36 0.88 0.05 36.39 48.02 15.60 L

H-1 4.9 5.57 28.38 0.63 0.26 0.05 37.35 50.97 11.68 SiL

H-2 4.4 2.23 20.31 0.10 0.05 0.02 36.53 49.32 14.16 L

H-3 5.3 2.61 21.17 1.01 0.38 0.05 39.98 51.94 8.08 SiL

H-4 6.7 1.24 13.80 1.04 0.37 0.03 76.20 21.72 2.08 LS

H-5 5.3 4.14 17.80 0.73 0.22 0.05 45.18 46.26 8.56 L

H-6 6.4 0.75 10.58 0.73 0.28 0.02 77.75 17.62 4.64 LS

H-7 5.9 2.68 19.44 0.64 0.20 0.06 35.53 51.52 12.96 SiL

H-8 5.0 2.68 20.31 0.41 0.25 0.03 38.99 47.01 14.00 L

H-9 5.4 5.09 27.36 1.30 0.39 0.08 39.72 49.72 10.56 L

표 월성 원전 주변 토양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3.2.25

a 상라리 환서리S-: , H-: b Organic matter c Cation Exchange capacity

d Exchangeable cation e L: loam, SiL: silt loam, LS: loamy sand.

Soil No.a
pH

(1:5)

OMb

(%)

CECc

(cmol kg-1)

ECd(cmol kg-1) Sand

(%)

Silt

(%)

Clay

(%)
Texturee

Ca Mg K

C-1 5.12 9.66 18.19 1.56 1.67 0.41 26.95 62.89 10.16 SiL

C-2 5.23 3.40 21.80 0.74 0.93 0.37 22.16 66.00 11.84 SiL

C-3 5.33 9.32 22.27 2.43 1.54 0.59 22.04 67.24 10.72 SiL

C-4 5.44 2.99 17.33 1.80 2.05 0.69 12.96 67.37 19.67 SiL

C-5 6.29 4.90 27.36 5.15 2.85 0.69 27.55 58.37 14.08 SiL

S’-1 5.65 4.08 28.15 3.09 4.06 0.55 24.03 61.66 14.31 SiL

S’-2 5.62 5.41 21.56 2.52 3.88 0.45 20.56 64.72 14.72 SiL

S’-3 5.56 5.44 25.32 3.10 4.67 0.62 19.72 63.24 17.04 SiL

S’-4 5.17 6.81 24.23 1.31 3.47 0.49 23.67 63.61 12.72 SiL

S’-5 6.29 6.26 21.83 5.91 6.90 0.68 25.18 57.70 17.12 SiL

S’-6 6.11 2.31 21.40 5.00 3.15 0.52 39.22 51.18 9.60 SiL

표 영광 원전 주변 토양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3.2.26

a 칠곡리 성산리C-: , S’-: b Organic matter c Cation Exchange capacity

d Exchangeable cation e SiL: silt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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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주요 핵종의 농도는 월성 표 과 영광 표 두 지역 모두 이( 3.2.27) ( 3.2.28) Al

전체 지점에서 2.0×104 mg kg-1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가Na 104 mg kg-1 내외로 그

다음이었으며 대체로 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와 의 농도는 대체Mn, Ba, Cr, Sr . Cs U

로 1 mg kg-1 내외로 가장 낮았다 동일 지역 내에서 각 핵종의 농도는 채취지점에 따라.

대체로 수 배 이내의 차이를 보였으나 의 경우 차이가 배에 달하였다 과Cs 15 30 . Sr∼

등의 농도는 월성 토양이 영광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고 와 등의 농도는 반대로Ba Cs U

영광 토양이 높은 경향이었다 각 지역 또는 지점에서의 토양 내 핵종 농도는 모암 내.

핵종의 농도와 토양의 형성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Coughtrey and

Thorne, 1983; Cho et al., 1997].

시료명a 주요 핵종 농도 (mg kg-1)

Cs Cr Na Al Sr Mn Zn Co Ba U

S-1 1.8E-01 1.7E+01 1.4E+04 2.9E+04 6.0E+01 4.9E+02 4.3E+01 7.4E+00 2.6E+02 5.6E-01

S-2 4.8E-02 3.3E+01 1.1E+04 2.7E+04 5.2E+01 4.4E+02 4.8E+01 9.2E+00 1.7E+02 3.6E-01

S-3 2.4E-02 1.2E+01 2.0E+04 4.5E+04 3.1E+02 7.6E+02 6.9E+01 1.4E+01 3.6E+02 4.3E-01

S-4 1.1E-01 1.3E+01 1.8E+04 5.0E+04 2.6E+02 8.2E+02 6.2E+01 1.2E+01 3.4E+02 5.5E-01

S-5 4.1E-02 1.3E+01 1.8E+04 4.3E+04 2.1E+02 7.5E+02 5.9E+01 1.2E+01 3.7E+02 3.6E-01

S-6 5.6E-02 1.2E+01 1.8E+04 3.2E+04 2.2E+02 6.9E+02 6.6E+01 1.2E+01 3.4E+02 2.9E-01

H-1 2.5E-01 7.0E+01 5.2E+03 4.8E+04 5.7E+01 9.4E+02 1.8E+02 1.3E+01 2.9E+02 7.5E-01

H-2 1.9E-01 7.7E+01 6.6E+03 7.2E+04 7.4E+01 9.9E+02 1.7E+02 1.5E+01 3.7E+02 1.4E+00

H-3 7.6E-01 6.1E+01 9.2E+03 2.1E+04 3.9E+01 9.4E+02 2.2E+02 1.5E+01 1.9E+02 6.1E-01

H-4 7.7E-01 4.7E+01 1.2E+04 2.9E+04 6.9E+01 1.1E+03 3.3E+02 1.2E+01 3.6E+02 9.0E-01

H-5 4.6E-01 5.1E+01 8.9E+03 2.0E+04 3.7E+01 8.5E+02 2.5E+02 9.9E+00 2.2E+02 6.3E-01

H-6 6.6E-01 4.7E+01 1.3E+04 2.7E+04 6.8E+01 1.0E+03 3.4E+02 1.0E+01 3.7E+02 8.1E-01

H-7 2.1E-01 4.7E+01 8.2E+03 2.4E+04 4.4E+01 8.7E+02 1.9E+02 9.8E+00 2.1E+02 6.2E-01

H-8 1.8E-01 6.8E+01 6.0E+03 2.9E+04 3.8E+01 8.3E+02 1.8E+02 1.2E+01 2.0E+02 9.2E-01

H-9 5.5E-01 1.1E+02 7.4E+03 2.7E+04 4.8E+01 9.0E+02 2.0E+02 1.5E+01 2.4E+02 8.5E-01

표 월성 원전 주변 토양 시료 내 주요 핵종의 농도3.2.27

a 상라리 환서리S-: , H-:

시료명a 주요 핵종 농도 (mg kg-1)

Cs Cr Na Al Sr Mn Zn Co Ba U

C-1 2.5E+00 4.7E+01 1.1E+04 2.1E+04 2.4E+01 5.8E+02 7.1E+01 8.9E+00 7.3E+01 1.7E+00

C-2 2.7E+00 4.7E+01 1.3E+04 2.4E+04 2.0E+01 4.4E+02 6.3E+01 7.3E+00 5.8E+01 1.7E+00

C-3 2.1E+00 4.5E+01 9.8E+03 2.3E+04 1.7E+01 4.4E+02 6.6E+01 8.5E+00 6.2E+01 1.5E+00

C-4 2.5E+00 5.6E+01 1.0E+04 2.2E+04 1.3E+01 3.1E+02 6.6E+01 9.1E+00 9.8E+01 1.5E+00

C-5 1.2E+00 3.0E+01 8.7E+03 2.3E+04 3.7E+01 6.7E+02 6.2E+01 1.4E+01 1.5E+02 2.0E+00

S’-1 1.9E-01 1.0E+02 4.3E+03 2.9E+04 1.2E+01 7.9E+02 9.3E+01 3.8E+01 8.6E+01 1.8E+00

S’-2 3.0E-01 9.0E+01 6.8E+03 2.1E+04 2.2E+01 8.4E+02 7.5E+01 3.2E+01 9.7E+01 1.6E+00

S’-3 2.4E-01 8.0E+01 6.0E+03 2.5E+04 1.1E+01 6.0E+02 7.8E+01 2.7E+01 8.0E+01 1.5E+00

S’-4 3.1E-01 8.8E+01 5.7E+03 2.6E+04 1.6E+01 4.8E+02 7.5E+01 2.8E+01 8.5E+01 1.9E+00

S’-5 3.3E-01 8.9E+01 6.8E+03 3.1E+04 3.2E+01 7.2E+02 9.2E+01 3.2E+01 1.3E+02 2.0E+00

S’-6 1.2E+00 5.3E+01 8.7E+03 2.6E+04 2.5E+01 6.4E+02 8.9E+01 1.7E+01 1.5E+02 2.3E+00

표 영광 원전 주변 토양 시료 내 주요 핵종의 농도3.2.28

a 칠곡리 성산리C-: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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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전이인자(2)

표 는 월성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에 대하여 조사한 결3.2.29

과이다 총 종류의 핵종에 대한 전이인자 값을 얻을 수 있었다. 24 .

원소의 전이인자 는 생물체에 의한 요구도가 큰 대량원소인(dimensionless) Ca, P,

를 제외하고는 전부 어느 경우에나 이하였다 의 전이인자는 모S[Marschner, 1986] 1 . S

든 조사 생물종에서 이상이었다 또 다른 대량원소인 의 전이인자도 정도로1 . K 0.1 0.8∼

비교적 큰 편이었다 원전의 주요 방출 핵종 중의 하나인 의 전이인자는 대체로 와. Sr K

유사한 수준이었다 등은 대체로. Fe, Ti, Co, As, Th, U 10-2 10∼ -4 정도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관찰된 전이인자 값 중 최대치는. 1.8×101 줄장지뱀의 와 전이인자 이었고( P S )

최소치는 4.6×10-6 칡의 전이인자 이었다( Ti ) .

생물종에 따른 전이인자는 의 경우 뼈가 있는 척추동물 살모사 줄장지뱀 무당개구Ca ( , ,

리 에서는 전부 이상이었으나 절지류 곤충 지네 는 척추동물에 비해 수십 수백 배) 1 ( , ) ∼

낮았고 식물에서는 채취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이하였다 흙속에1 .

사는 지렁이 연체류 에 대한 핵종별 전이인자 값은 의 경우 파충류 및 곤충( ) K, S, Cu, Zn

류와 비슷하였고 는 파충류에 비해 는 파충류와 곤충류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나머Ca , P

지 핵종들은 대체로 두 생물 유형에 비해 수 수백 배 높았다 등. Na, P, S, Zn, Li, Cr∼

의 전이인자는 동물이 식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 핵종의 경우 동물과 식물

이 대체로 비슷하였다 동물과 식물을 망라한 모든 조사 생물종 및 채취 지점에 따른 전.

이인자 값의 변이 정도는 가 배 이내로 가장 낮았고 도 비교적 낮은 편K 10 Mg, S, Cu

이었으며 가 수만 배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 천 배 이상Ti Al, Li, Cr, As, Th, U

으로 높았다 또한 도 변이가 수백 배 정도로 비교적 높았다. Na, Fe, V, Pb .

위와 같이 조사된 월성 원전 주변의 육상생태계 동식물 전이인자는 의 일IAEA[2014]

반치 에 비해 환형동물 지렁이 의 전이인자 파충류 살모사 줄장지뱀 의 과(GM) ( ) Mn , ( , ) Zn

전이인자 교목류 단풍나무 참나무 의 및 전이인자 정도만 수 수십 배Cu , ( , ) Zn, Rb Sr ∼

높았을 뿐 나머지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수 수십 배 낮은 경향이∼

었다 특히 관목류 진달래류 의 전이인자와 파충류의 전이인자는 최고 수백. (T2-A/ ) Th U

배까지 낮았다 전자의 경우 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치의 범위를 약간 벗어났. IAEA[2014]

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핵종이 토양으로부터 생물체.

로 전이되는 정도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핵종의 생물학적 가용도

와 생물종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내 또는 부지 특(availability) .

성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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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Ca K Mg Na P S

T1-A 살모사(S-1,2) 4.1E+00 1.8E-01 9.9E-02 1.0E-01 1.4E+01 8.9E+00

무당개구리(S-1) 2.6E+00 1.7E-01 9.6E-02 6.8E-02 1.2E+01 7.2E+00

지렁이A(S-6) 3.1E-01 4.3E-01 2.8E-01 1.9E-01 1.7E+00 9.9E+00

지렁이B(S-3) 2.3E-01 3.8E-01 2.1E-01 1.7E-01 1.5E+00 8.9E+00

갈색여치(S-3) 1.4E-02 4.4E-01 2.9E-02 1.3E-02 2.6E+00 8.2E+00

단풍나무(S-1) 1.5E+00 1.7E-01 1.5E-01 1.8E-03 9.5E-01 2.5E+00

참나무류(S-2) 2.4E+00 2.5E-01 1.7E-01 2.5E-03 6.0E-01 1.4E+00

칡(S-2) 1.5E+00 4.1E-01 2.2E-01 1.7E-03 6.6E-01 1.4E+00

개망초[3](S-3) 8.1E-02 7.0E-01 4.6E-02 7.3E-04 9.0E-01 2.2E+00

쑥[3](S-4) 1.2E-01 7.9E-01 5.7E-02 1.3E-03 1.6E+00 4.1E+00

산머위[2](S-5) 1.2E-01 4.6E-01 4.6E-02 2.3E-03 4.1E-01 9.3E+00

T2-A 줄장지뱀(H-8) 1.5E+00 1.4E-01 1.0E-01 1.7E-01 1.8E+01 1.8E+01

무당개구리(H-3) 1.3E+00 1.1E-01 9.6E-02 1.1E-01 1.0E+01 8.3E+00

지렁이A(H-9) 4.3E-01 2.3E-01 3.6E-01 1.7E-01 2.6E+00 4.0E+00

지렁이B(H-3) 4.0E-01 2.3E-01 4.0E-01 1.4E-01 3.1E+00 7.5E+00

갈색여치(H-8) 6.9E-02 1.3E-01 6.1E-02 3.4E-02 5.6E+00 5.8E+00

메뚜기(H-8) 5.1E-02 1.8E-01 1.1E-01 4.1E-02 8.2E+00 9.4E+00

방아깨비(H-8) 6.4E-02 2.3E-01 1.2E-01 3.2E-02 7.8E+00 9.3E+00

지네(H-3) 6.0E-02 1.2E-01 6.3E-02 1.3E-01 4.8E+00 1.3E+01

참나무(H-1) 8.2E-01 8.7E-02 8.6E-02 1.3E-02 4.9E-01 1.6E+00

대나무(H-3) 5.4E-02 4.8E-01 6.4E-02 1.5E-03 9.2E-01 2.3E+00

진달래류(H-2) 3.1E-01 9.7E-02 7.3E-02 5.8E-03 7.6E-01 2.9E+00

싸리나무(H-1,2) 4.8E-01 1.2E-01 8.1E-02 5.9E-03 1.3E+00 3.2E+00

칡(H-7) 8.9E-01 2.4E-01 2.0E-01 2.3E-03 1.4E+00 3.9E+00

원추리(H-5) 2.6E-01 2.0E-01 1.6E-01 8.1E-04 7.1E-01 1.5E+00

국화과미상( )(H-4) 4.2E-01 2.3E-01 1.5E-01 2.3E-03 1.2E+00 4.7E+00

개망초(H-6) 4.2E-01 1.9E-01 6.1E-02 1.2E-03 1.9E+00 1.2E+01

표 월성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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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Al Sr Fe Mn Li Ti

T1-A 살모사(S-1,2) 1.0E-02 1.3E-01 4.0E-03 1.1E-02 1.2E-02 1.7E-03

무당개구리(S-1) 1.9E-02 3.6E-01 9.9E-03 1.8E-02 2.0E-02 5.3E-03

지렁이A(S-6) 4.9E-01 3.2E-01 1.4E-01 1.8E-01 1.8E-01 1.4E-01

지렁이B(S-3) 3.4E-01 2.3E-01 1.1E-01 1.6E-01 1.7E-01 1.1E-01

갈색여치(S-3) 4.7E-04 1.5E-02 3.4E-04 6.9E-03 9.0E-03 1.7E-04

단풍나무(S-1) 1.0E-03 8.6E-01 1.4E-03 1.7E-01 1.9E-03 1.4E-04

참나무류(S-2) 1.0E-03 8.2E-01 1.1E-03 9.7E-02 1.5E-03 1.1E-04

칡(S-2) 8.3E-04 5.4E-01 8.4E-04 2.6E-02 8.8E-04 8.5E-05

개망초[3](S-3) 5.5E-04 5.5E-02 4.4E-04 8.5E-03 1.0E-02 2.3E-04

쑥[3](S-4) 9.5E-04 6.0E-02 7.0E-04 2.4E-02 8.7E-03 4.0E-04

산머위[2](S-5) 6.0E-03 5.0E-02 2.8E-03 6.2E-03 6.1E-03 2.0E-03

T2-A 줄장지뱀(H-8) 6.0E-04 2.0E-01 1.0E-03 3.1E-03 1.5E-02 1.8E-04

무당개구리(H-3) 1.9E-02 3.9E-01 5.9E-03 1.2E-02 1.2E-02 3.1E-03

지렁이A(H-9) 4.1E-01 4.2E-01 1.2E-01 1.8E-01 1.2E-01 8.8E-02

지렁이B(H-3) 5.2E-01 5.2E-01 1.3E-01 1.7E-01 1.1E-01 9.0E-02

갈색여치(H-8) 3.4E-04 8.0E-02 4.6E-04 2.1E-02 2.7E-02 9.2E-05

메뚜기(H-8) 9.4E-04 4.8E-02 8.3E-04 9.7E-03 8.9E-03 2.3E-04

방아깨비(H-8) 4.4E-04 3.7E-02 1.5E-03 1.3E-02 8.9E-02 2.6E-04

지네(H-3) 1.4E-02 1.7E-01 4.2E-03 1.9E-02 5.8E-03 2.3E-03

참나무(H-1) 1.8E-03 4.2E-01 2.7E-03 7.5E-02 2.4E-03 4.7E-04

대나무(H-3) 2.4E-04 6.0E-02 5.3E-04 1.2E-02 1.9E-04 2.5E-05

진달래류(H-2) 6.6E-04 1.5E-01 9.1E-04 2.6E-01 1.5E-03 1.1E-04

싸리나무(H-1,2) 8.1E-04 3.9E-01 1.4E-03 2.3E-02 1.9E-02 4.2E-04

칡(H-7) 2.4E-04 5.2E-01 6.3E-04 1.9E-02 2.6E-04 4.6E-06

원추리(H-5) 9.1E-04 2.1E-01 6.5E-04 3.9E-03 6.3E-03 2.2E-04

국화과미상( )(H-4) 1.0E-03 1.9E-01 8.5E-04 1.1E-02 6.7E-03 4.9E-04

개망초(H-6) 5.8E-04 1.6E-01 6.4E-04 8.0E-03 5.6E-03 2.6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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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Ba V Cr Cu Co Ni

T1-A 살모사(S-1,2) 1.8E-02 2.8E-03 2.1E-02 1.5E-01 - -

무당개구리(S-1) 3.2E-02 9.7E-03 2.4E-02 8.8E-02 - -

지렁이A(S-6) 1.9E-01 1.8E-01 6.3E-01 2.7E-01 - -

지렁이B(S-3) 1.8E-01 1.7E-01 5.9E-01 2.5E-01 - -

갈색여치(S-3) 6.3E-03 9.1E-04 1.2E-03 3.6E-01 - -

단풍나무(S-1) 1.2E-01 1.9E-03 1.1E-02 2.2E-01 2.7E-03 5.9E-02

참나무류(S-2) 2.8E-01 1.5E-03 3.5E-03 2.0E-01 2.4E-03 4.4E-02

칡(S-2) 3.0E-02 1.6E-03 1.1E-03 1.3E-01 1.4E-03 6.6E-02

개망초[3](S-3) 2.2E-02 1.3E-03 2.7E-02 1.0E-01 - -

쑥[3](S-4) 1.7E-02 2.7E-03 7.8E-03 2.5E-01 - -

산머위[2](S-5) 1.2E-02 2.8E-03 1.1E-02 5.5E-02 - -

T2-A 줄장지뱀(H-8) 7.1E-03 1.9E-03 3.7E-03 9.6E-02 - -

무당개구리(H-3) 3.9E-02 4.7E-03 1.2E-02 4.9E-02 - -

지렁이A(H-9) 2.3E-01 1.3E-01 8.7E-02 1.6E-01 - -

지렁이B(H-3) 3.0E-01 1.4E-01 1.6E-01 1.2E-01 - -

갈색여치(H-8) 7.0E-03 2.9E-03 5.3E-04 1.5E-01 - -

메뚜기(H-8) 9.1E-03 1.4E-03 6.2E-04 4.2E-01 - -

방아깨비(H-8) 7.0E-03 7.2E-03 2.5E-03 3.3E-01 - -

지네(H-3) 2.6E-02 4.2E-03 9.4E-03 3.3E-01 - -

참나무(H-1) 1.0E-01 3.0E-03 3.6E-03 1.8E-01 4.7E-03 2.2E-02

대나무(H-3) 1.9E-02 1.6E-03 2.9E-03 4.3E-02 3.3E-04 1.7E-02

진달래류(H-2) 6.7E-02 2.7E-03 4.3E-03 8.6E-02 2.8E-03 2.1E-02

싸리나무(H-1,2) 4.1E-02 4.3E-03 2.3E-03 1.5E-01 9.6E-04 1.0E-02

칡(H-7) 4.2E-02 2.1E-03 1.3E-03 8.6E-02 7.1E-04 1.1E-02

원추리(H-5) 4.0E-02 2.4E-03 9.9E-04 3.7E-02 - -

국화과미상( )(H-4) 6.5E-02 2.3E-03 2.0E-03 6.5E-02 - -

개망초(H-6) 8.1E-03 2.3E-03 1.1E-03 8.2E-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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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Zn As Rb Pb Th U

T1-A 살모사(S-1,2) 4.2E-01 2.2E-02 2.0E-01 5.9E-02 2.3E-02 1.4E-02

무당개구리(S-1) 5.0E-01 2.9E-02 7.4E-02 1.8E-02 9.3E-03 8.1E-03

지렁이A(S-6) 3.2E-01 2.8E-01 1.5E+00 2.0E-01 4.6E-01 4.4E-01

지렁이B(S-3) 3.1E-01 2.2E-01 1.4E+00 1.9E-01 4.3E-01 3.0E-01

갈색여치(S-3) 3.8E-01 3.1E-02 1.7E+00 1.4E-03 7.7E-04 7.7E-04

단풍나무(S-1) 2.6E-01 1.5E-03 1.1E-01 6.8E-02 8.4E-04 2.1E-03

참나무류(S-2) 1.0E-01 2.8E-03 4.4E-01 3.3E-02 2.7E-03 1.1E-03

칡(S-2) 7.8E-02 5.7E-04 4.7E-01 1.3E-02 2.1E-03 4.3E-03

개망초[3](S-3) 5.0E-02 9.2E-03 2.1E+00 7.8E-03 - 1.5E-03

쑥[3](S-4) 1.1E-01 1.1E-02 2.0E+00 1.1E-02 1.2E-03 2.2E-03

산머위[2](S-5) 2.0E-02 3.4E-04 1.6E+00 9.5E-03 1.1E-02 7.4E-03

T2-A 줄장지뱀(H-8) 2.1E-01 3.3E-03 1.4E-01 5.6E-03 1.6E-04 1.7E-03

무당개구리(H-3) 1.3E-01 1.1E-02 1.4E-01 2.3E-02 5.7E-02 1.8E-02

지렁이A(H-9) 2.3E-01 1.9E-01 1.2E+00 1.5E-01 8.7E-01 1.6E-01

지렁이B(H-3) 2.2E-01 2.0E-01 1.2E+00 1.5E-01 1.1E+00 2.2E-01

갈색여치(H-8) 1.1E-01 4.7E-03 1.2E-01 8.3E-04 4.8E-03 4.3E-04

메뚜기(H-8) 3.1E-01 2.5E-03 9.3E-02 2.6E-03 - 2.7E-03

방아깨비(H-8) 3.8E-01 3.6E-03 1.4E-01 3.6E-03 - 1.4E-03

지네(H-3) 8.1E-01 6.0E-02 2.1E-01 1.7E-02 4.4E-02 1.2E-02

참나무(H-1) 7.1E-02 2.8E-03 1.5E-01 3.2E-02 1.4E-02 3.9E-03

대나무(H-3) 3.7E-02 1.0E-04 6.1E-01 4.3E-03 3.5E-04 3.8E-04

진달래류(H-2) 9.6E-02 1.9E-03 9.7E-02 1.5E-02 4.5E-04 8.8E-04

싸리나무(H-1,2) 7.4E-02 6.0E-03 5.6E-02 2.4E-02 - 4.8E-03

칡(H-7) 2.3E-02 1.3E-03 2.8E-01 4.3E-03 7.7E-04 7.6E-04

원추리(H-5) 2.4E-02 6.0E-03 9.6E-02 1.3E-02 1.4E-03 1.0E-03

국화과미상( )(H-4) 9.5E-03 8.7E-03 2.1E-01 5.6E-03 8.4E-04 1.0E-03

개망초(H-6) 2.8E-02 1.1E-02 9.5E-02 6.4E-03 - 9.7E-04

a 괄호 안은 연관 토양 안은 반복수, [ ]

지렁이 지렁이 무리와 같이 퍼낸 토양 시료 기준 인접 채취 토양 시료 기준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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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전이인자(3)

영광의 경우 월에 식물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표 과 같은 전이인자 자10 3.2.30

료가 생산되었다.

영광 지역에서 채취한 식물 전반에 대한 핵종별 전이인자 값은 위에서 언급된 월성 지

역에 비해 등의 경우 대체로 수 수십 배 높았고 의 경우 수 배Ca, Mg, Sr Ba ~ Li, Rb, U

정도 낮았으나 나머지 핵종들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영광에서( 3.2.16, 3.2.17).

의 측정치 중에서는 칡의 전이인자가Mg 2.6×101으로 가장 높았고 칡의 전이인자가Li

1.4×10-4로 가장 낮았다.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Ca K Mg Na Cd Cs

T1-C 칡(S’-5) 5.0E+00 9.1E-01 1.5E+00 3.1E-03 2.3E-02 1.2E-02

T2-C 쑥(S’-6) 2.2E+00 7.7E-01 4.2E+00 2.6E-03 2.6E-01 5.7E-03

강아지풀(S’-6) 7.6E-01 6.6E-01 2.8E+00 2.7E-02 2.9E-02 3.3E-03

T3-C 교목류 b(C-2) 4.5E+00 1.6E-01 2.0E+01 2.2E-03 6.4E-02 1.7E-03

칡(C-4) 4.6E+00 2.5E-01 2.6E+01 3.2E-03 5.1E-02 1.1E-03

쑥(C-5) 1.1E+00 8.9E-01 2.1E+00 4.8E-03 5.2E-01 1.4E-02

강아지풀(C-5) 3.9E-01 1.1E+00 1.1E+00 1.1E-02 6.4E-02 7.9E-03

표 영광 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3.2.30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Al Sr Fe Mn Li Ti

T1-C 칡(S’-5) 3.7E-04 1.9E+00 3.4E-04 3.3E-02 1.4E-04 -

T2-C 쑥(S’-6) 1.1E-03 6.0E-01 5.8E-04 7.8E-02 2.6E-04 -

강아지풀(S’-6) 4.8E-04 2.9E-01 4.5E-04 5.3E-02 1.5E-04 -

T3-C 교목류 b(C-2) 1.8E-03 2.2E+00 1.2E-03 2.3E-01 6.4E-04 -

칡(C-4) 5.1E-03 3.3E+00 8.0E-04 1.0E-01 1.9E-04 -

쑥(C-5) 1.6E-03 6.5E-01 8.5E-04 8.1E-02 5.6E-04 -

강아지풀(C-5) 5.2E-03 2.0E-01 3.5E-03 3.7E-02 1.5E-03 -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Ba V Cr Cu Co Ni

T1-C 칡(S’-5) 1.8E-01 - 2.7E-03 5.7E-02 7.7E-04 5.5E-03

T2-C 쑥(S’-6) 1.0E-01 - 6.0E-03 1.1E-01 1.3E-03 2.6E-02

강아지풀(S’-6) 7.9E-02 - 6.8E-03 5.5E-02 7.0E-04 5.2E-02

T3-C 교목류 b(C-2) 5.6E-01 - 9.8E-03 2.4E-01 3.6E-03 3.9E-02

칡(C-4) 2.9E-01 - 5.5E-03 1.7E-01 2.5E-03 1.7E-02

쑥(C-5) 1.4E-01 - 1.6E-02 2.3E-01 2.6E-03 6.8E-02

강아지풀(C-5) 8.4E-02 - 4.3E-02 6.8E-02 3.1E-03 8.1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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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Zn As Rb Pb Th U

T1-C 칡(S’-5) 7.1E-02 3.3E-03 1.7E-01 4.0E-03 - 3.2E-04

T2-C 쑥(S’-6) 1.7E-01 3.7E-03 2.2E-01 3.8E-03 - 5.1E-04

강아지풀(S’-6) 1.2E-01 1.3E-03 2.8E-01 1.9E-03 - 4.8E-04

T3-C 교목류 b(C-2) 3.2E-01 9.4E-03 1.3E-01 1.2E-02 - 1.1E-03

칡(C-4) 9.5E-02 6.0E-03 1.8E-01 4.8E-03 - 6.6E-04

쑥(C-5) 3.5E-01 1.2E-02 5.1E-01 1.1E-02 - 1.2E-03

강아지풀(C-5) 1.6E-01 6.5E-03 3.7E-01 6.0E-03 - 2.2E-03

a 괄호 안은 연관 토양

b 곁가지 잎 포함( )

그림 월성과 영광지역 칡덩굴의 핵종별 전이인자 농도비3.2.16 ( )

그림 월성과 영광지역 쑥의 핵종별 전이인자 농도비3.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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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수저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4. biota

가 연구 배경.

해양이나 하천 및 저수지 등과 같은 수생생태계 내 생물의 서식처는 크게 상부의 수층

과 하부의 바닥 수저 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 기반을 수층에 둔 수생 생물과 바닥에 둔( ) .

수생 생물은 온도 일광 염도 부유물 등 환경 조건의 차이로 인해 생리적 특성이 다르, , ,

고 이에 따라 원소의 흡수 농축 양태도 다를 수 있다 수저 부근에서는 상부와 달리 물과.•

바닥 퇴적물 간에 퇴적물의 교란 부유 침강 및 원소의 흡 탈착이나 확산 등과 같은 현, ,

상에 의해 상당한 물질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Till and Meyer, 1983; IAEA,

따라서 수저생태계에 있어서의 생물체 내 핵종의 농도는 단순히 물과 생물체 간2004].

의 핵종 이동이 아니라 물 퇴적물 생물체 삼자 간의 핵종 이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년에 수행했던 수생태계 조사에 더하여 년에는 월성과2012 2015

영광 원자력 부지 주변 해양 및 육수의 바닥 수저 생태계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수행하( )

였다 연구 배경 관련 기타 사항은 위 원자력 시설 주변 수생태계 해양 및 육수. “1. ( )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biota ” .

나 연구 방법.

핵종의 전이인자는 방사성 또는 안정 동위원소 추적자 실험 야외 시료 내 방사성 또는,

안정 동위원소 농도 측정 등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와.

같이 야외 시료 내 안정 동위원소 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야외 시[Hosseini et al., 2008].

료에서 측정이 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나 야외 시료 내 안정원

소의 경우 최근 발달한 분석법으로 여러 가지 원소의 농도를 비교적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시료채취(1)

월성 및 영광 원전 부지로부터 반경 약 이내의 해수생태계와 육수생태계 하6~10 km (

천 및 저수지 에서 년 회 월 중순 월 초순 에 걸쳐 바닥 또는 그 가까이에 서식하) 2 (5 ~11 )

는 야생 동식물의 시료를 주변의 물 및 바닥 퇴적물 시료와 함께 채취하(bed sediment)

였다 육수생태계 시료 채취는 월성에서는 대종천과 하서천 및 송전저수지 영광에서는. ,

자룡천과 와탄천에서 수행되었다 월성의 차와 차 시료 채취일은 각각 월 일 및. 1 2 6 3~4

월 일이었고 영광의 경우에는 각각 월 일 및 월 일이었다 또한9 22~23 6 16~17 11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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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에서는 월 일 답사 시 육수생태계에서 물과 함께 수초와 퇴적물이 채취되었다5 14 .

이는 편의상 차 시료로 취급하기로 한다1 .

그림 과 는 각각 월성과 영광 주변 시료채취 정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3.2.18 3.2.19

고 표 과 는 각 정점의 좌표와 주변 지리 정점별 채취 시료의 종류를 보여3.2.31 3.2.32 ,

주고 있다 표 은 생물 시료의 채취 현황을 종합 요약한 것이다 조사된 생물종은. 3.2.33 , .

월성 영광 각각 약 종으로 도합 약 종정도이다, 50 90 .

그림 월성 원전 주변 수저생태계 시료채취 정점 차 조사 차 조사3.2.18 (A: 1 , B: 2 ).

그림 영광 원전 주변 수저생태계 시료채취 정점 차 조사 차 조사3.2.19 (C: 1 , D: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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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월 일 차 월 일 시료 채취a A: 1 (6 3-4 ), B: 2 (9 22-23 ) .

차 월 일 차 월 일 시료 채취 답사 월 일 시 채취a C: 1 (6 16-17 ), D: 2 (11 4-5 ) , * (5 14 ) .

정점명 a 좌표 도 분 초( , , N / E) 채취시료 종류 비고

M1-C 35,25,14.31/126,24,02.01 해수어류갑각해조류퇴적물, , , , 발전소와 윗방파제 사이

M2-C 35,26,27.87/126,24,07.88 해수어류갑각연체퇴적물, , , , 위 약간 먼 바다M1

M3-C 35,24,06.41/126,23,29.87 해수어류갑각류퇴적물, , , 발전소 가마미 앞/

M4-C 35,23,58.08/126,24,16.69 해수연체갑각해조류퇴적물, , , , 가마미해수욕장

M4-D 35,23,58.08/126,24,16.69 해수연체퇴적물, , 가마미해수욕장

M5-D 35,23,29.02/126,23,17.23 해수어류갑각퇴적물, , , 계마항 밖 발전소 아래

M6-D 35,24,07.74/126,23,19.93 해수어류갑각퇴적물, , , 조금 바깥M3

M7-D 35,25,45.41/126,24,28.63 해수퇴적물, 발전소 위 방파제 부근

F1-C 35,25,42.79/126,26,54.00 육수어류황소올챙이, , 자룡천 하류 갑문 위쪽,

F1-C* 35,25,42.79/126,26,54.00 육수수초퇴적물, , 에 대한 답사 시F1-C

F1-D 35,25,42.79/126,26,54.00 육수어류수초퇴적물, , , 자룡천 하류 갑문 위쪽,

F2-C 35,20,11.58/126,26,02.88 육수어류갑각류, , 와탄천 하류 법백교 옆,

F2-C* 35,20,11.58/126,26,02.88 육수수초퇴적물, , 에 대한 답사 시F2-C

F2-D 35,20,11.58/126,26,02.88 육수갑각수초퇴적물, , , 와탄천 하류 법백교 옆,

표 영광 원전 주변 수저생태계 시료채취 정점 현황3.2.32

정점명 a 좌표 도 분 초( , , N / E) 채취시료 종류 비고

M1-A 35,43,17.25/129,29,10.07〫〫〫
해수 연체 갑각 어류 극피 해조류 퇴적, , , , , ,

물
신월성 취수구 앞

M2-A 35,43,52.75/129,29,33.75
해수 연체 갑각 어류 척삭 미더덕 해, , , , ( ),

조류퇴적물,
구길리 앞바다

M3-A 35,44,21.07/129,29,28.28 해수갑각어류해조류퇴적물, , , , 대왕암 부근

M4-B 35,40,48.88/129,28,27.88
해수 갑각 극피 강장류 산호 척삭미색, , , ( ),

류 미더덕 퇴적물( ),
하서천 어귀 조금 위쪽

M5-B 35,41,03.33/129,28,43.33 해수어류극피강장류산호 퇴적물, , , ( ), 읍천항 앞바다

M6-B 35,42,45.75/129,29,16.41
해수 어류 극피 갑각 강장 산호 퇴적, , , , ( ),

물
발전소 앞바다

F1-A 35,45,06.01/129,24,49.66 육수연체갑각어류수초퇴적물, , , , , 송전저수지

F1-B 35,45,06.01/129,24,49.66 육수연체갑각어류곤충퇴적물, , , , , 송전저수지

F2-A 35,44,38.78/129,28,40,35 육수 어류 수초 퇴적물, , , 대종천 하류

F2-B 35,44,38.78/129,28,40,35 육수어류수초퇴적물, , , 대종천 하류

F3-A 35,40,59.14/129,27,24.75 육수어류연체류수초퇴적물, , , , 하서천 하류

F3-B 35,40,59.14/129,27,24.75 육수양서류어류수초퇴적물, , , , 하서천 하류

표 월성 원전 주변 수저생태계 시료채취 정점 현황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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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수저생태계 생물유형 정점수 생물종수

월성

해양

어류 6
개볼락 아귀 성대 고등어 우럭 용치놀래기 전갱이 보리멸 붕9( , , , , , , , ,

장어)

연체류 2 고둥류2( )

갑각류 5 집게꽃게범게게류 종4( , , , 1~2 )

극피류 5 불가사리 종성게3( 2 , )

기타 동물 4 미더덕산호류 종4( , 3 )

해조류 3 도박미역파래기타 종6( , , , 3~4 )

육수

하천 및 저수지( )

어류 3 붕어참붕어은어납자루피라미종개류버들치가물치8( , , , , , , , )

연체류 2 우렁이말조개다슬기3( , , )

갑각류 1 민물새우징거미새우2( , )

곤충류 1 물방개1( )

양서류 1 개구리1( )

수초 3 나사말류기타 종4( , 2~4 )

영광

해양

어류 5
박대 쑤기미 밴댕이 보구치 졸복 삼치 조기 전어 보리멸 부17( , , , , , , , , ,

세 병어기타 종, , 5-6 )

연체류 2
꼴뚜기 갯바위조개류 바지락 갯바위고둥 백합 소라고둥 큰구7( , , , , , ,

슬우렁이)

갑각류 6 쏙중하대하깔깔새우꽃게돌게기타 게류 종7( , , , , , , 1 )

해조류 2 파래모자반2( , )

육수하천( )

어류 2 잉어붕어동자개참붕어배스기타 종8( , , , , , 3 )

갑각류 1 칠게민물새우2( , )

양서류 1 황소올챙이1( )

수초 2 갈대마름나사말기타 종4( , , , 1 )

표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수저생태계 생물시료 채취 현황3.2.33

각종 동식물 시료는 서식 환경 및 생육 특성에 따라 통발 어항 및 그물 상치 잠수부, ,

이용 개펄 탐색 및 직접 채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채취하였다 그림, ( 3.2.20).

해양 생물 시료의 경우 주로 선상에서 채취 정점에 따라 약 깊이의 해저 부5~25 m

근에 어망을 놓아 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채취하였다 해수와 퇴적물 시료는 월성의, , .

경우 어망 근처의 해저에 투입된 잠수부로 하여금 채수기 그림Van Dorn (2.2 L)(

와 특별히 고안된 퇴적물 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토록 하였다 영광의 경우 해수3.2.21) .

는 주로 선상에서 채수기를 어망 근처의 바닥까지 내려 채취하였고 퇴적물은Van Dorn

선상에서 원통형 채취기를 바닥에 내려 끌어 담는 방식으로 채취하였다 그림 영( 3.2.21).

광의 가마미 해수욕장의 조간대 그림 의 에서는 연체류와 해조류 등을 직접( 3.2.19 M4)

탐색 채취하였고 해수는 플라스틱 시료용 병에 바로 채취하였으며 개펄 퇴적물, 500 ml

시료는 위 월성에서와 같은 퇴적물 채취기를 이용하여 직접 채취하였다 그림 월( 3.2.20).

성에서는 잠수부를 이용하여 해수 및 퇴적물과 함께 근처에 서식하는 연체복족류 고둥(

류 갑각류 극피류 강장류 척삭류 해조류와 같은 해저 생물들을 채취하였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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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생태계에서는 주로 통발 어항 및 그물을 바닥 가까이에 설치하여 어류 갑각류, , ,

연체류 등을 채취하였고 말조개와 같은 연체류는 얕은 물가 바닥에서 직접 채취하였다.

민물 수초는 물가 또는 수중에서 뿌리가 바닥에 박혀 있는 종류를 대상으로 채취하였다.

육수 시료는 플라스틱 시료용 병을 바닥까지 내려 직접 채취하였다500 ml .

그림 해양 및 육수 수저생태계 시료 채취 좌상 통발 준비 우상 어항 설치 이동 좌3.2.20 ( : , : ,

중 자룡천 그물 상치 우중 해양 그물 인양 좌하 갯벌 탐색 우하 퇴적물 시료 채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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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시료와 매체 물 및 퇴적물 시료는 연관성 증대를 위해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 )

에 비슷한 위치에서 채취하였다 물 시료는 채취 현장에서 수온 및 염도 해수 를 측. , pH ( )

정하고 최종적으로 시료 당 정도를 시료 병에 취한 다음 진한 질산을 첨가300 ml (0.3

하였고 생물 시료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흡습지로 물기를 닦아 낸 다음 비닐 백에 담ml)

았다 모든 시료는 현장에서 즉시 냉장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

시료 처리 및 분석(2)

생물 시료는 전신 단위 연체류의 경우 패각 또는 껍데기 제외 로 아래와 같이 처리 분( ) ,

석하였다 운반된 생물 시료를 로 조절된 냉동고에서 충분히 냉동한 다음 동결건. 40－ ℃

조기 오페론 주 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적당하게 잘라서( ( )) .

동결건조용 용기에 담았다 동결건조는 상온에서 온도 시료 용기 내. cold trap 55 ,― ℃

진공도 이하에서 시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일정도 소요되었다 건조 후10 Torr 2~5 .

무게는 신선중의 정도였다10~30% .

건조된 생물 시료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상태로 만들어 균질화한 다음 일정량

의 대표 시료를 취해 산 분해 등 화학적 처리 후 증류수를 가하여 의(0.7~1.0 g) 50 g

그림 수저 부근 해수 시료 및 퇴적물 시료 채취 좌상 잠수부 채수 준비 우상 채수 완3.2.21 ( : , :

료 신호 대기 좌하 해수 채취기 채취 후 우하 원통형 퇴적물 채취기 인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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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시료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물 시료의 경우 가 인 필. pore size 0.45 m membraneμ

터로 부유물을 제거한 다음 분석하였다 퇴적물 시료는 원심분리 하여 얻은 하부의 고상.

시료를 로 조절된 건조기에서 시간 이상 건조시키고 막자사발(solid phase) 105 12℃

등을 이용하여 곱게 갈아서 을 취해 산 분해시킨 다음 증류수와 질산 용액으로 희0.2 g

석 시료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농도 분석은 와 를 이. ICP-MS ICP-AES

용하여 최대 가지 원소21 (Sr, Li, Cr, Mn, Co, Ni, Cu, Zn, As, Rb, Cd, Cs, Ba, Pb, U,

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분쇄한 생물 시료 및 물과 퇴적물 시료Al, Fe, Ca, Mg, Na, K) .

의 처리 및 농도 분석은 충남대학교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전이인자 및 분배계수 산정(3)

수생 동식물에 대한 전이인자(TF, L kg-1 는 앞에서와 같이 그 정의에 따라 다-fresh)

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하였다[Howard, 2013; IAEA, 2014].




(3.2.1)

여기서,

Cbiota 핵종의 생물체 전신 농도: (Bq kg-1-fresh)

Cwater 수중 핵종 농도: (Bq L-1)

식 에서 패각이 있는 연체류와 고둥의 껍질 속에서 사는 집게에 대해서는 패각(3.2.1)

및 껍질을 제거하고 전신 농도를 구하였다 민물 수초의 경우 뿌리는 전신에서 제외하였.

다.

분배계수(L kg-1, Kd 는 고상과 액상 간 물질의 분배비로 물: distribution coefficient)

과 퇴적물 간에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다[IAEA, 2014].

 


(3.2.3)

여기서,

Csediment 퇴적물 내 핵종 농도: (Bq kg-1-dry)

Cwater 수 중 핵종의 농도: (Bq L-1)

위와 같은 야외 Kd 값은 퇴적물 내 핵종의 농도는 알려져 있으나 수 중 농도는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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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수 중 농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하여 값을 구하거나 바닥 서식 생물 내 핵종의TF

농도를 구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되는 자료이다 또한 수 중 농도로부터 퇴적물 내 농도.

를 추정할 수 있게 하여 수생태계의 바닥에 붙어서 살거나 퇴적물 속에서 생활하는 생물

들에 대한 외부피폭 선량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다.

다 연구 결과.

물 시료의 특성 조사(1)

표 과 는 각각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해양 및 육수생태계에서 채취한3.2.34 3.2.35

물 시료의 특성과 대표 핵종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수온은 조사 정점에 따라 월성과 영광 해수의 경우 각각 및9.3~22.7 11.8~24.1 ,℃ ℃

육수의 경우 각각 및 의 범위였다 조사 정점에 따른 온도의18.8~26.3 13.1~26.3 .℃ ℃

차이는 년 중 조사 시기 하루 중 조사 시각 및 날씨 채취 수심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

것으로 판단된다 는 조사 정점에 따라 해수가 월성의 경우 영광의 경우. pH 7.8~8.2,

의 범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육수는 각각 및 의 범위로 조사7.7~8.0 6.9~8.8 7.2~9.4

정점 간 차이가 비교적 컸다 해수의 염도는 월성이 영광이. 33.6~34.7 , 31.2~32.9‰ ‰

의 범위로 월성이 영광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리 지형적 차이로 인해. ,

일반적으로 동해가 서해보다 염분 농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해수 중 원소 농도는 조사 핵종 중 가 대체로Na 10 g L-1 정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는 가K 0.4~0.5 g L-1 정도로 높았다 육수 내 농도도 두 지역 모두 와 가 가장. Na K

높았으나 해수에 비해 두 핵종의 농도는 월성의 경우 수 백 배 정도 낮았고 영광의 경우

에는 차이가 수 십 배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영광 육수생태계.

의 시료 채취 정점이 조간대 갑문 근처여서 해수의 영향이 다소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와 다음으로는 해수의 경우 대체로 의 순으로 높. Na K Sr, Zn, Mn, Co, U, Cs

았고 육수의 경우에는 대체로 의 순으로 높았다 이것들의 농도도Sr, Mn, Zn, Co, U, Cs .

해수가 육수에 비해 수 수십 배 높은 경향이었다 해수 내 및 의 농도~ . K, Na, Sr, Mn Zn

는 월성과 영광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및 농도는 월성이 영광보다 다소 높Co, Cs U

았다 육수의 경우에는 와 농도는 영광이 월성에 비해 배 내외 높았으나 다른. K Na 10

핵종들은 비슷하거나 월성이 영광보다 대체로 수 배 정도 높은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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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

정점(

명)

깊이

(m)

온도

( )℃
pH

염도

( )‰

대표핵종 농도 (mg L-1)

K Na Sr Mn Zn Co Cs U

M1-A 15.0 - 8.2 34.3 4.4E+2 1.1E+4 5.4E+0 3.9E-2 1.0E-1 3.4E-2 6.5E-3 1.7E-2

M2-A 21.0 9.3 7.8 34.7 4.6E+2 8.8E+3 5.5E+0 3.3E-2 6.1E-2 1.3E-2 3.0E-3 8.4E-3

M3-A 20.0 9.5 7.9 34.0 4.2E+2 9.9E+3 5.5E+0 4.9E-2 5.6E-2 8.9E-3 2.1E-3 5.8E-3

M4-B 15.0 22.7 8.1 34.1 4.2E+2 1.0E+4 4.0E+0 4.6E-3 7.9E-3 1.2E-3 7.6E-4 3.0E-3

M5-B 18.0 22.5 8.1 33.9 3.7E+2 9.6E+3 3.9E+0 4.2E-3 1.9E-2 1.0E-3 5.4E-4 2.8E-3

M6-B 23.0 22.4 8.1 33.6 4.0E+2 1.0E+4 4.2E+0 3.3E-3 1.3E-3 9.0E-4 <0.001 2.5E-3

F1-A b ~0.5 26.3 8.4 - 2.1E+0 1.5E+1 1.4E-1 3.6E-1 3.0E-2 3.6E-3 5.7E-4 <0.001

F1-A c ~0.5 - 8.8 - 4.4E+0 1.5E+1 1.2E-1 1.8E-1 1.6E-2 3.6E-3 5.7E-4 <0.001

F1-B b ~0.5 25.2 7.9 - 6.2E+0 1.3E+1 9.2E-2 1.4E-2 3.0E-3 <0.001 <0.001 <0.001

F2-A b ~0.5 18.8 7.1 - 2.2E+0 1.5E+1 1.1E-1 6.0E-3 9.3E-3 <0.001 <0.001 <0.001

F2-B ~0.5 19.2 6.9 - 3.3E+0 1.4E+1 8.9E-2 3.9E-3 2.4E-3 <0.001 <0.001 <0.001

F3-A ~0.5 22.4 7.5 - 1.9E+0 1.5E+1 1.4E-1 1.7E-1 1.8E-2 2.7E-3 <0.001 <0.001

F3-B ~0.5 19.2 7.5 - 2.7E+1 1.4E+1 1.1E-1 6.7E-3 7.2E-3 <0.001 <0.001 <0.001

표 월성 원전 주변 물 해수 및 육수 시료의 수질 특성 및 대표 핵종의 농도3.2.34 ( )

차 월 일 차 월 일 시료 채취a A: 1 (6 3-4 ), B: 2 (9 22-23 )

반복 시료에 대한 평균 자료b 2

붕어 및 민물 새우에 대한 물 특성 농도는 인접 물 시료 개 와의 평균치c , (1 )

시료명 a

정점명( )

깊이

(m)

온도

( )℃
pH

염도

( )‰

대표핵종 농도 (mg L-1)

K Na Sr Mn Zn Co Cs U

M1-C 9.0 23.8 8.0 31.2 4.1E+02 9.7E+03 5.3E+00 2.7E-02 7.1E-02 9.1E-03 1.6E-03 5.0E-03

M2-C 8.5 23.6 8.0 31.4 3.6E+02 8.1E+03 5.5E+00 1.9E-02 5.9E-02 5.6E-03 1.1E-03 4.4E-03

M3-C 8.0 24.1 8.0 31.3 4.1E+02 1.0E+04 5.5E+00 1.9E-02 5.2E-02 4.8E-03 1.0E-03 4.1E-03

M4-C ~0.3 11.8 8.0 32.9 3.6E+02 9.9E+03 5.5E+00 5.3E-03 4.5E-02 3.6E-03 8.0E-04 5.0E-04

M4-D ~0.3 17.6 7.9 32.1 4.7E+02 8.5E+03 6.0E+00 3.9E-02 5.2E-03 < 0.01 < 0.01 < 0.01

M5-D 4.5 17.8 7.7 31.8 3.6E+02 9.9E+03 7.2E+00 1.1E-01 8.0E-03 < 0.01 < 0.01 < 0.01

M6-D 5.0 17.4 7.8 32.2 4.1E+02 1.0E+04 7.3E+00 4.9E-02 5.5E-03 < 0.01 < 0.01 < 0.01

M7-D 4.0 17.1 7.8 32.3 4.4E+02 1.3E+04 8.9E+00 3.5E-02 < 0.01 < 0.01 < 0.01 < 0.01

F1-C ~0.5 - 7.2 - 1.5E+01 1.3E+02 1.8E-01 9.9E-03 3.0E-03 5.2E-04 <0.001 <0.001

F1-C*b ~0.5 26.3 9.3 - 1.3E+01 1.8E+02 2.1E-01 1.4E-03 1.3E-03 <0.001 <0.001 <0.001

F1-D ~0.5 13.7 7.7 - 2.0E+01 1.8E+02 3.7E-01 2.5E-01 1.3E-02 < 0.01 < 0.01 < 0.01

F2-C ~0.5 14.2 7.3 - 1.3E+01 7.1E+01 1.8E-01 4.3E-03 3.5E-03 <0.001 <0.001 <0.001

F2-C*b ~0.5 25.0 9.3 - 1.7E+01 2.7E+02 3.2E-01 1.3E-03 5.9E-03 5.1E-04 3.0E-05 2.5E-04

F2-D ~0.5 13.1 9.4 - 5.6E+01 1.4E+03 9.5E-01 2.4E-01 < 0.01 < 0.01 < 0.01 < 0.01

표 영광 원전 주변 물 해수 및 육수 시료의 수질 특성 및 대표 핵종의 농도3.2.35 ( )

차 월 일 차 월 일 시료 채취 답사 월 일 시 채취a C: 1 (6 16-17 ), D: 2 (11 4-5 ) , * (5 14 ) .

반복 평균 자료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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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전이인자(2)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해양 및 육수생태계의 바닥에 서식하는 동식물 저서 생물 에( )

대하여 주요 핵종의 전이인자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월성 원전 주변 동식물 전이인자( )

표 는 월성 원전 주변 수생태계의 저서생물에 대한 차 조사 핵종별 전이인자3.2.36 1

값(L kg-1 을 나타내고 있다-fresh) .

해수에서 핵종의 전이인자 값은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상으로 생물 농Mg, Na, Li 1

축 현상이 관찰되었다 해수에서는 의 전이인자 값이 조사 정점 및 생물종에 따라. Mn

4.5×100~6.5×103의 범위로 대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등이 그 다음으로는Al, Zn ,

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편 가 전부 이하로 대체로 가장 낮Fe, As, Rb, Ba . , Na 1

았고 와 도 전부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 원전 사고 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오염Mg Li 10 .

핵종인 의 전이인자는Cs 8.8×10-1~4.0×101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위 의 전이인자인. Mn

6.5×103이 해수에서 관찰된 가장 높은 전이인자 값 집게 이었다(M2-A ) .

육수에서도 전이인자 값이 거의 전부 이상이었고 대체로 해수보다 높은 경향이었다1 .

육수에서는 의 전이인자가 대체로 이상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다음으로는Zn 1,000 K,

등이 높았으며 등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편 육수Mn, Cu, Rb Al, Ca, Sr, As, Ba . ,

에서도 해수와 비슷하게 의 전이인자가 각각 약 및Mg, Na, Li 10~230, 10~80 1~800

의 범위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의 전이인자는 측정치를 얻은 경우에. Cs

2.4×101~6.0×102의 범위로 해양생물에 비해 배 정도 높은 경향이었다 육수에서 가10 .

장 높은 전이인자도 역시 의 전이인자로서 수초에 대한 값인Mn F2-A 1.2×104이었다.

핵종별 조사 정점 및 생물종 간 전이인자의 변이는 해수의 경우 이 약 배로Sr 4,200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이 배로 컸으며 가 약 배로 가장 작았고 와 가Mn 1,400 Na 8 K As

각각 약 및 배로 그 다음으로 작았다 육수의 경우 변이 정도는 해수와 달리 가20 25 . Li

약 배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과 이 각각 및 배 정도로 컸으나1,100 Al Mn 900 800

는 육수에서도 해수와 마찬가지로 변이 정도가 약 배로 가장 낮았다 또한 육수에서Na 5 .

는 와 및 의 변이 정도가 모두 약 배로 와 의 경우 해수와 유사한 경향을K Sr As 10 K As

나타내었으나 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Sr .

생물군 간 전이인자는 해수의 경우 을 제외하고는 어류가 다른 해양 생물에 비해 대Zn

체로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육수에서는 수초와 연체복족류인 우렁이의 전이인자가 타.

생물군에 비해 특히 높은 경우가 많았고 한 정점에서 어류와 수초류 내 종간 변이는 대

체로 배 이내로 비교적 낮았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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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l Fe Ca Mg Na K Sr
M1-A 아귀 9.0E+00 4.3E+00 8.3E+00 2.3E-01 2.4E-01 4.4E+00 2.5E+00

개볼락 5.3E+00 6.7E+00 3.8E+01 3.1E-01 1.3E-01 6.8E+00 1.3E+01

고둥 반복(2 ) 1.2E+02 4.3E+01 4.7E+00 5.4E-01 2.3E-01 4.0E+00 2.5E+00

게류 1.8E+02 4.0E+01 7.7E+01 1.7E+00 4.4E-01 5.3E+00 8.5E+01

성게 5.8E+02 1.3E+02 2.2E+02 3.0E+00 2.5E-01 8.6E-01 1.0E+02

불가사리 9.1E+00 5.4E+00 1.9E+02 6.3E+00 5.5E-01 3.6E+00 9.8E+01

미역 2.3E+02 3.2E+01 4.5E+00 1.1E+00 8.9E-01 1.4E+01 2.9E+01

도박 5.7E+00 4.1E+00 1.2E+00 9.8E-01 1.0E+00 1.3E+01 2.3E+00

해조류 홍조류1( ) 1.3E+03 2.1E+02 9.4E+00 2.4E+00 6.9E-01 1.6E+01 8.1E+01

해조류 갈조류2( ) 8.7E+02 1.6E+02 2.2E+00 6.2E-01 5.7E-01 6.5E+00 1.7E+01

해조류 갈조류3( ) 5.7E+01 1.2E+01 3.8E+00 1.0E+00 3.7E-01 1.3E+01 4.4E+01

M2-A 아귀 4.0E+00 2.8E+00 9.6E+00 1.4E-01 2.3E-01 4.2E+00 2.3E+00

성대 반복(2 ) 1.3E+01 5.3E+00 2.4E+01 2.2E-01 1.6E-01 7.2E+00 5.9E+00

고둥류 8.5E+01 3.3E+01 2.6E+01 6.0E-01 3.2E-01 3.6E+00 2.4E-02

집게 1.7E+03 2.2E+02 6.0E+01 1.6E+00 3.9E-01 1.9E+00 5.8E+01

미더덕 6.9E+02 6.3E+01 2.0E+00 6.7E-01 8.2E-01 1.5E+00 2.7E+00

도박 1.4E+01 4.9E+00 1.9E+00 9.8E-01 9.8E-01 6.9E+00 4.4E+00

파래 3.1E+03 2.9E+02 2.8E+00 3.3E+00 7.6E-01 1.5E+01 2.2E-01

M3-A 아귀 3.5E+00 2.6E+00 9.1E+00 1.4E-01 1.9E-01 4.1E+00 1.5E+00

성대 4.7E+00 7.4E+00 2.6E+01 2.6E-01 2.0E-01 6.7E+00 5.6E+00

집게 8.1E+02 1.4E+02 6.0E+01 1.7E+00 3.1E-01 4.7E+00 7.4E+01

꽃게 6.1E+01 1.7E+01 7.1E+01 1.4E+00 3.8E-01 5.1E+00 8.8E+01

미역 2.4E+02 2.6E+01 5.7E+00 1.2E+00 8.6E-01 1.6E+01 2.9E+01

도박 2.0E+01 4.3E+00 1.8E+00 9.8E-01 8.5E-01 1.7E+01 3.1E+00

해조류3 4.3E+02 6.3E+01 6.7E+00 1.1E+00 8.1E-01 1.6E+01 6.1E+01

해조류 갈조류2( ) 2.2E+02 3.5E+01 5.1E+00 1.0E+00 8.0E-01 1.4E+01 4.3E+01

F1-A 말조개 반복(2 ) 2.1E+01 9.5E+01 3.1E+01 1.0E+01 1.4E+01 1.3E+02 4.2E+01

우렁이 5.4E+02 2.8E+02 3.4E+02 1.5E+02 2.4E+01 4.3E+02 1.3E+02

붕어 반복(2 ) 1.2E+01 1.4E+01 6.5E+02 8.3E+01 3.7E+01 3.4E+02 2.0E+02

민물새우 1.3E+01 7.5E+00 5.5E+02 6.5E+01 6.6E+01 3.2E+02 4.3E+02

수초1 8.9E+01 5.0E+01 7.2E+01 9.3E+01 5.1E+01 8.2E+02 8.4E+01

수초2 7.7E+02 4.5E+02 2.4E+02 1.4E+02 4.6E+01 1.3E+03 1.9E+02

수초3 4.2E+02 2.3E+02 1.4E+02 9.7E+01 6.0E+01 8.6E+02 1.5E+02

F2-A 은어 반복(2 ) 5.2E+02 2.7E+02 4.7E+02 7.1E+01 7.6E+01 1.1E+03 3.3E+02

버들치 1.8E+02 9.4E+01 3.8E+02 6.4E+01 6.4E+01 9.6E+02 1.2E+02

붕어 반복(2 ) 4.8E+02 1.9E+02 6.2E+02 8.0E+01 6.5E+01 9.4E+02 2.9E+02

피래미 2.0E+02 9.7E+01 4.7E+02 6.8E+01 6.7E+01 1.0E+03 2.2E+02

종개류 2.3E+02 8.7E+01 5.1E+02 6.9E+01 7.3E+01 1.1E+03 1.7E+02

수초3 1.0E+04 4.3E+03 1.1E+02 7.5E+01 2.3E+01 5.2E+02 1.5E+02

F3-A 버들치 1.1E+01 1.1E+01 3.3E+02 4.4E+01 5.9E+01 1.2E+03 1.1E+02

다슬기 6.1E+01 5.4E+01 8.3E+02 2.3E+02 2.4E+01 7.5E+02 2.2E+02

우렁이 9.6E+02 6.6E+02 5.6E+02 1.2E+02 2.1E+01 4.8E+02 1.5E+02

수초4 1.8E+02 1.4E+02 1.3E+02 4.9E+01 5.9E+01 1.1E+03 1.3E+02

표 월성 원전 주변 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6 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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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Li Cr Mn Co Ni Cu Zn
M1-A 아귀 2.2E-01 1.5E+00 2.2E+01 3.0E-01 1.8E+00 4.3E+00 1.2E+02

개볼락 7.2E-01 2.5E+00 7.6E+00 9.1E-01 7.9E+00 2.6E+00 1.6E+02

고둥 반복(2 ) 4.0E-01 1.0E+01 1.6E+02 2.4E+00 7.5E+00 2.1E+02 6.9E+02

게류 1.2E+00 2.4E+00 5.3E+01 1.5E+00 1.2E+01 3.8E+01 2.0E+02

성게 5.3E+00 1.2E+01 1.7E+02 4.7E+00 3.6E+01 1.7E+00 7.7E+01

불가사리 3.9E+00 9.3E-01 2.1E+02 3.0E+00 2.6E+01 1.7E+01 8.1E+01

미역 1.4E+00 7.3E+00 1.3E+02 1.5E+00 5.5E+00 1.8E+00 4.6E+01

도박 9.3E-01 1.2E+00 4.0E+01 3.4E-01 5.9E-01 1.3E+00 7.4E+01

해조류 홍조류1( ) 4.2E+00 2.5E+01 7.8E+02 6.1E+00 8.1E+00 5.9E+00 6.5E+01

해조류 갈조류2( ) 2.5E+00 6.8E+00 2.5E+02 2.8E+00 6.9E+00 3.0E+00 4.0E+01

해조류 갈조류3( ) 5.0E-01 3.4E+00 8.4E+01 1.1E+00 3.3E+00 2.6E+00 3.9E+01

M2-A 아귀 2.7E-01 9.1E-01 2.4E+01 6.6E-01 2.1E+00 3.4E+00 1.8E+02

성대 반복(2 ) 3.5E-01 2.8E+00 5.5E+01 1.0E+00 5.6E+00 3.5E+00 1.9E+02

고둥류 2.1E+01 2.3E+02 4.5E+00 1.1E+02 6.2E+02 4.2E+02 1.7E+02

집게 7.6E+00 2.6E+01 6.5E+03 2.2E+01 2.4E+01 2.6E+02 3.9E+02

미더덕 2.3E+00 1.3E+01 4.9E+02 7.5E+00 1.9E+01 7.6E+00 7.7E+01

도박 8.3E-01 4.0E+00 5.4E+02 1.4E+00 2.3E+00 4.9E+00 1.1E+02

파래 6.2E+00 3.7E+02 8.0E+00 5.9E+01 1.6E+01 3.0E+01 2.2E+01

M3-A 아귀 2.4E-01 1.5E+00 1.3E+01 7.4E-01 1.9E+00 2.7E+00 2.0E+02

성대 4.3E-01 1.7E+00 2.4E+01 1.5E+00 6.1E+00 1.7E+00 1.8E+02

집게 5.4E+00 5.6E+00 5.4E+02 9.7E+00 1.5E+01 1.2E+02 4.4E+02

꽃게 1.1E+00 2.4E+00 3.1E+02 5.5E+00 1.4E+01 5.5E+01 3.8E+02

미역 2.0E+00 1.2E+01 1.8E+02 8.9E+00 9.7E+00 2.9E+00 6.2E+01

도박 9.3E-01 2.4E+00 1.1E+02 1.6E+00 1.9E+00 1.6E+00 4.1E+01

해조류3 2.7E+00 1.0E+01 2.4E+02 1.2E+01 1.1E+01 5.8E+00 1.0E+02

해조류 갈조류2( ) 1.9E+00 7.9E+00 1.8E+02 8.4E+00 8.4E+00 3.2E+00 6.9E+01

F1-A 말조개 반복(2 ) 1.1E+01 5.4E+01 4.3E+02 3.3E+01 1.7E+01 1.2E+02 3.8E+02

우렁이 2.6E+02 7.5E+02 2.7E+02 1.6E+02 1.5E+02 2.5E+03 3.0E+03

붕어 반복(2 ) 1.1E+00 1.3E+02 3.2E+01 1.8E+01 1.2E+02 1.6E+02 2.8E+03

민물새우 7.5E-01 1.1E+02 3.7E+01 2.0E+01 1.2E+02 3.7E+03 1.0E+03

수초1 5.3E+01 2.5E+02 1.5E+02 7.9E+01 7.5E+01 1.2E+02 1.2E+02

수초2 4.2E+02 1.4E+03 1.1E+03 4.1E+02 3.2E+02 2.7E+02 3.1E+02

수초3 2.1E+02 5.6E+02 1.0E+03 2.6E+02 1.9E+02 2.4E+02 1.7E+02

F2-A 은어 반복(2 ) 1.6E+01 - 3.3E+02 - 2.5E+02 5.7E+02 2.3E+03

버들치 2.6E+00 - 5.8E+02 - 1.3E+02 4.4E+02 4.9E+03

붕어 반복(2 ) 7.7E+00 - 5.2E+02 - 3.0E+02 7.1E+02 4.9E+03

피래미 2.6E+00 - 2.9E+02 - 2.0E+02 5.9E+02 5.4E+03

종개류 1.4E+00 - 3.4E+02 - 2.0E+02 3.9E+02 2.3E+03

수초3 7.9E+02 - 1.2E+04 - 5.6E+02 1.9E+03 2.2E+03

F3-A 버들치 1.0E+00 3.6E+02 1.6E+01 1.1E+01 7.8E+01 1.9E+02 2.0E+03

다슬기 3.2E+01 3.6E+03 2.4E+02 8.5E+02 7.5E+02 2.1E+03 1.8E+03

우렁이 5.0E+02 3.6E+03 4.6E+02 4.1E+02 6.5E+02 5.5E+03 5.0E+03

수초4 1.1E+02 4.8E+02 2.5E+02 1.1E+02 1.1E+02 4.1E+02 3.7E+02

표 월성 원전 주변 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6 - 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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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s Rb Cs Ba Pb U

M1-A 아귀 3.8E+01 4.1E+00 8.8E-01 6.5E-01 - 1.3E-01

개볼락 4.2E+01 3.7E+00 2.3E+00 3.0E+00 - 2.3E-01

고둥 반복(2 ) 1.5E+02 5.6E+00 1.5E+00 4.0E+00 - 2.5E+00

게류 7.3E+01 4.0E+00 1.2E+00 1.1E+01 - 2.0E-01

성게 7.3E+00 2.1E+00 4.0E+00 1.3E+01 - 1.7E+00

불가사리 4.1E+01 2.5E+00 - 1.3E+01 - 6.8E+00

미역 7.2E+01 3.0E+01 2.5E+00 2.9E+01 - 1.1E+01

도박 4.0E+01 3.4E+01 9.1E-01 1.9E+00 - 1.5E+00

해조류 홍조류1( ) 1.8E+02 3.9E+01 1.2E+01 8.0E+01 - 4.4E+00

해조류 갈조류2( ) 4.2E+01 1.9E+01 8.1E+00 3.4E+01 - 2.3E+00

해조류 갈조류3( ) 1.3E+02 2.7E+01 9.5E-01 3.3E+01 - 4.3E+00

M2-A 아귀 1.5E+01 2.1E+00 1.1E+00 9.1E-01 - 1.9E-01

성대 반복(2 ) 7.4E+01 2.8E+00 2.8E+00 1.8E+00 - -

고둥류 2.4E+01 6.0E+02 3.4E+00 1.6E+01 - 4.2E+00

집게 1.5E+02 1.5E+01 3.7E+01 2.8E+02 - 4.4E+00

미더덕 2.8E+01 7.1E+00 1.2E+01 1.6E+02 - 2.4E+00

도박 5.7E+01 1.7E+01 1.5E+00 3.8E+00 - 2.2E+00

파래 7.4E+01 1.8E+02 4.0E+01 2.9E+01 - 2.0E+00

M3-A 아귀 2.6E+01 2.3E+00 2.0E+00 1.4E+00 - 2.1E-01

성대 5.6E+01 2.8E+00 3.9E+00 2.0E+00 - -

집게 4.2E+01 5.4E+00 1.5E+01 1.3E+02 - 2.2E+00

꽃게 9.7E+01 3.0E+00 1.7E+00 3.2E+01 - -

미역 9.6E+01 4.1E+01 1.1E+01 1.1E+02 - 2.4E+01

도박 6.7E+01 3.6E+01 2.8E+00 3.8E+00 - 6.8E+00

해조류3 1.7E+02 4.1E+01 1.6E+01 1.8E+02 - 2.6E+01

해조류 갈조류2( ) 1.5E+02 3.6E+01 8.7E+00 1.3E+02 - 7.9E+00

F1-A 말조개 반복(2 ) 2.0E+02 1.3E+02 2.4E+01 1.1E+03 1.2E+01 -

우렁이 5.9E+02 4.4E+02 3.2E+02 1.7E+02 1.4E+02 -

붕어 반복(2 ) 2.5E+02 4.1E+02 4.4E+01 1.4E+02 6.1E+00 -

민물새우 2.6E+02 6.2E+02 4.7E+01 4.2E+02 7.2E+00 -

수초1 1.1E+02 5.1E+02 1.0E+02 8.9E+01 2.9E+01 -

수초2 7.1E+02 6.7E+02 6.0E+02 5.1E+02 5.1E+02 -

수초3 3.8E+02 2.9E+02 3.8E+02 3.4E+02 1.0E+02 -

F2-A 은어 반복(2 ) 7.0E+02 2.0E+03 - 9.6E+01 7.4E+01 -

버들치 2.6E+02 2.0E+03 - 1.4E+02 4.8E+01 -

붕어 반복(2 ) 5.3E+02 1.2E+03 - 1.9E+02 2.9E+02 -

피래미 4.0E+02 1.5E+03 - 1.5E+02 5.9E+01 -

종개류 4.3E+02 2.1E+03 - 1.3E+02 3.4E+01 -

수초3 1.0E+03 1.3E+03 - 1.2E+03 1.1E+03 -

F3-A 버들치 1.3E+02 1.5E+03 - 8.4E+01 2.8E+01 -

다슬기 1.3E+03 9.1E+02 - 1.7E+02 4.1E+01 -

우렁이 1.3E+03 1.2E+03 - 3.4E+02 5.6E+02 -

수초4 2.6E+02 6.0E+02 - 2.7E+02 7.7E+01 -

표 월성원전주변 수생태계 바닥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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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차 조사에서의 해양 및 육수 생물종에 대한 핵종 별 전이인자 값을 보여3.2.37 2

주고 있다 해양의 경우 차 조사에서도 를 제외하고는 전이인자 값이 거의 전부. 2 Na, Mg

이상으로 나타났고 의 전이인자 값이 생물종에 따라 각각1 Al, Mn, Zn

6.4×100~1.2×105, 1.8×102~1.9×105 및 2.5×102~4.3×104의 범위로 가장 높았으며 Na

가 전부 이하로 가장 낮았다 의 경우 산호류에서 특히 높았고 은 산호류와 불가1 . Al Mn

사리류에서 은 산호류와 갑각류에서 특히 높았다 육수에서의 전이인자 값은, Zn . Al, Mn,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해양보다 높았다 또한 차에서와 비슷하게 모두 이상이었고Ba . 1 1

이 최고Zn 1.7×104 참붕어 최저( /F2-B), 1.1×103 수초류 으로 대체로 가장 높았( /F3-B)

으며 다음으로는 등이 비교적 높았다 전이인자 값의 변이 정도는 해양의 경우Cu, Mn .

이 약 배로 가장 높았고 가 배 이하로 가장 낮았다 육수의 경우Al 19,000 Na, K, Rb 10 .

에도 이 약 배로 가장 높았고 와 가 각각 약 배 및 배로 가장 낮았다Al 800 Mg Rb 6 8 .

나 영광 원전 주변 동식물 전이인자( )

표 과 는 각각 영광 원전 주변 해양 및 육수 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생물3.2.38 3.2.39

에 대한 핵종별 차 조사 전이인자 값1 (L kg-1 을 나타내고 있다-fresh) .

차 조사 시 영광과 월성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채취된 생물종은 해수의 경우 꽃게와1

파래뿐이고 육수의 경우에도 붕어가 유일하다 이들 생물종에 대한 두 지역에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꽃게의 경우 전이인자는 영광이 월성보Al, Cr, Mn, Co, Rb, Cs, Ba

다 대체로 수 배 높았고 나머지 핵종의 전이인자는 서로 비슷한 경향이었다 파래의 경.

우에는 전이인자는 영광이 월성보다 수 수십 배 높았으나Al, Sr, Mn, Zn, U ~ Cr, Cu,

전이인자는 그 반대였으며 나머지 핵종은 두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붕어As, Rb .

에 대한 전이인자는 의 경우 영광이 월성에 비해 수 수십 배 높았으나Li, Mn, Co, Zn ~

의 경우에는 반대로 월성이 영광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Al, Na, K, Rb .

영광 해저에서의 동식물 전이인자도 월성과 같이 가 전부 이하로 가장 낮은 편이Na 1

었으며 와 도 이하의 값이 많이 측정되어 대체로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에Mg Li 1 Na .

의 전이인자가 조사정점 및 생물종에 따라Mn 3.7×101~6.4×104의 범위로 대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과 이 각각Al Zn 2.0×100~2.9×104 및 7.8×101~1.6×103의 범위로

높은 편이었고 과 등도 비교적 높았다 의 전이인자는Ba As . Cs 3.4×100~2.2×102의 범

위로 대체로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Fe, Cu .

육수생태계에 있어서는 단 한 경우 어류 만 제외하고 모든 측정치가 이상(F2-C/ 1/Al) 1

으로 대체로 해양생태계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향이었다 특히. Mg, Na, K, Sr, Cr, Ni,

등은 해양에 비해 대체로 수 십 배 정도나 높았다 의 전이인자 값이 조사Cu, Zn, Rb . Na

생물종 전체에 걸쳐 대체로 내외로 해양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편이었고 다10

음으로는 역시 와 가 비교적 낮았다Mg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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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l Fe Ca Mg Na K Sr

M4-B 고등어새끼( ) 3.8E+02 3.0E+00 1.6E+00 6.3E-01 4.5E-01 6.4E+00 4.6E+00

별불가사리 3.4E+02 3.5E+00 2.6E+02 8.7E+00 4.3E-01 3.0E+00 8.2E+01

불가사리2 3.1E+02 2.4E+00 1.2E+02 3.3E+00 3.9E-01 2.9E+00 5.2E+01

게류 4.3E+03 9.8E+00 2.1E+02 6.3E+00 4.8E-01 3.8E+00 1.1E+02

미더덕 3.8E+04 2.7E+02 2.8E+01 9.5E-01 5.3E-01 2.5E+00 1.6E+01

산호 노랑1( ) 1.8E+04 8.4E+01 5.2E+02 1.2E+01 4.1E-01 1.4E+00 1.5E+02

산호 붉은색2( ) 7.7E+03 2.1E+01 4.2E+02 9.8E+00 4.3E-01 1.4E+00 1.2E+02

M5-B 우럭 반복(2 ) 6.8E+00 4.7E+00 2.7E+01 4.8E-01 1.9E-01 7.7E+00 1.1E+01

용치놀래기 6.4E+00 1.3E+00 7.7E+00 4.8E-01 1.7E-01 9.3E+00 9.6E+00

전갱이 2.0E+01 9.2E+00 2.4E+01 5.1E-01 2.6E-01 6.7E+00 8.4E+00

별불가사리 1.0E+01 1.1E+01 2.6E+02 8.3E+00 3.8E-01 3.6E+00 8.2E+01

산호 붉은색2( ) 8.3E+03 7.3E+01 1.8E+01 7.8E-01 2.5E-01 1.3E+00 1.3E+01

산호 나무색3( ) 1.2E+05 7.0E+02 2.9E+01 4.7E+00 5.5E-01 8.2E+00 3.0E+01

M6-B 성대 반복(2 ) 3.0E+02 2.0E+00 7.3E+00 4.3E-01 1.8E-01 8.9E+00 9.2E+00

보리멸 1.4E+02 3.9E+00 8.3E+00 6.1E-01 3.1E-01 7.4E+00 1.2E+01

붕장어 4.2E+02 9.9E+00 1.1E+01 4.1E-01 2.9E-01 6.5E+00 4.6E+00

게류미상( 1) 1.8E+03 2.1E+01 6.6E+01 1.5E+00 6.5E-01 4.1E+00 3.8E+01

게류미상( 2) 3.3E+03 3.1E+01 1.3E+02 3.7E+00 5.2E-01 5.1E+00 6.6E+01

산호류 1.2E+05 5.7E+02 3.2E+01 5.8E+00 1.0E+00 8.3E+00 3.1E+01

불가사리류 1.4E+01 1.0E+01 2.5E+02 8.4E+00 4.3E-01 4.0E+00 7.8E+01

F1-B 붕어 2.3E+01 1.3E+01 1.2E+02 1.2E+02 7.5E+01 4.6E+02 1.9E+02

참붕어 5.9E+01 1.4E+01 1.8E+02 1.1E+02 7.6E+01 3.7E+02 2.2E+02

납자루 1.3E+03 2.5E+02 7.0E+02 1.0E+02 8.3E+01 3.3E+02 1.9E+02

가물치새끼( ) 8.7E+01 8.6E+00 1.0E+02 1.3E+02 7.8E+01 4.4E+02 1.2E+02

민물새우 2.2E+02 1.3E+02 8.4E+02 9.8E+01 9.4E+01 3.9E+02 6.0E+02

징거미새우 1.2E+02 1.0E+02 8.6E+02 1.2E+02 1.0E+02 3.6E+02 6.2E+02

물방개 2.7E+03 6.3E+02 3.6E+01 3.7E+02 6.7E+01 3.8E+02 3.6E+01

우렁이 1.6E+03 1.5E+02 6.6E+01 1.1E+02 3.6E+01 1.1E+02 7.9E+01

F2-B 참붕어 3.2E+01 1.3E+02 5.5E+02 9.4E+01 6.6E+01 8.8E+02 2.7E+02

은어 8.0E+02 8.6E+01 5.4E+01 8.4E+01 7.7E+01 9.1E+02 1.3E+02

버들치 4.2E+02 2.3E+02 4.4E+02 8.5E+01 6.4E+01 8.9E+02 1.7E+02

종개류 1.5E+03 5.4E+02 5.0E+02 9.8E+01 6.0E+01 9.5E+02 1.5E+02

수초나사말류( ) 8.8E+03 2.5E+03 5.1E+01 6.9E+01 7.1E+01 6.2E+02 7.8E+01

F3-B 버들치 1.3E+02 2.9E+01 3.5E+01 5.8E+01 5.7E+01 1.1E+02 1.1E+02

개구리 5.1E+02 2.7E+02 7.0E+02 5.9E+01 7.0E+01 6.3E+01 1.6E+02

수초류미상( 1) 1.8E+04 3.9E+03 1.9E+01 7.2E+01 4.5E+00 1.1E+02 2.6E+01

수초류미상( 2) 1.1E+04 2.6E+03 2.8E+01 7.9E+01 7.7E+00 1.1E+02 3.9E+01

표 월성 원전 주변 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7 2–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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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Li Cr Mn Co Ni Cu Zn

M4-B 고등어새끼( ) 2.3E+00 1.6E+01 1.8E+02 9.5E+00 1.4E+00 1.0E+01 1.0E+03

별불가사리 1.5E+01 4.7E+01 1.1E+04 2.0E+02 7.5E+01 1.1E+02 2.0E+03

불가사리2 8.7E+00 2.4E+01 3.3E+03 1.1E+02 3.9E+01 2.2E+01 3.1E+03

게류 2.9E+01 1.5E+02 1.6E+04 2.7E+02 9.3E+01 4.2E+02 3.7E+03

미더덕 1.2E+01 2.3E+02 1.5E+04 4.0E+02 1.2E+02 3.9E+01 9.1E+02

산호 노랑1( ) 1.8E+01 2.5E+02 1.1E+04 5.2E+02 1.8E+02 3.3E+01 1.3E+03

산호 붉은색2( ) 1.3E+01 2.5E+02 4.4E+03 4.2E+02 1.8E+02 2.6E+01 2.1E+03

M5-B 우럭 반복(2 ) 1.3E+00 2.5E+01 2.0E+02 2.2E+01 7.4E+00 6.1E+00 7.7E+02

용치놀래기 1.3E+00 2.5E+01 2.1E+03 1.4E+01 5.1E+00 2.9E+00 6.3E+02

전갱이 7.6E-01 4.4E+01 5.3E+02 2.1E+01 7.0E+00 1.0E+01 5.4E+02

별불가사리 9.8E+00 7.5E+01 9.7E+03 1.7E+02 8.8E+01 8.3E+01 6.2E+02

산호 붉은색2( ) 2.4E+00 1.6E+02 1.2E+04 2.4E+02 3.7E+01 3.4E+01 2.5E+02

산호 나무색3( ) 1.8E+01 3.1E+02 1.0E+05 1.0E+03 2.0E+02 1.5E+02 1.9E+03

M6-B 성대 반복(2 ) 1.5E+00 2.9E+01 2.4E+03 2.1E+01 1.5E+01 6.4E+00 7.9E+03

보리멸 1.9E+00 3.0E+02 9.5E+02 3.0E+01 4.8E+00 2.2E+00 1.0E+04

붕장어 7.3E-01 3.9E+01 2.1E+03 2.5E+01 4.6E+00 1.5E+01 8.2E+03

게류미상( 1) 2.8E+00 3.5E+01 7.9E+03 8.8E+01 2.1E+01 4.0E+02 1.0E+04

게류미상( 2) 7.6E+00 6.4E+01 1.1E+04 1.8E+02 4.9E+01 2.7E+02 1.7E+04

산호류 2.1E+01 3.6E+02 1.9E+05 1.3E+03 3.1E+02 2.1E+02 4.3E+04

불가사리류 1.2E+01 5.6E+01 1.3E+04 2.0E+02 8.2E+01 1.9E+02 1.1E+04

F1-B 붕어 3.3E+00 - 1.2E+02 - 4.3E+01 2.9E+02 1.0E+04

참붕어 6.8E+00 - 5.1E+02 - 7.2E+01 2.7E+02 1.3E+04

납자루 3.5E+01 - 6.8E+02 - 2.8E+02 5.0E+02 4.2E+03

가물치새끼( ) 5.2E+00 - 2.0E+02 - 1.3E+02 2.1E+02 3.9E+03

민물새우 1.2E+01 - 4.0E+02 - 2.4E+02 1.3E+04 5.0E+03

징거미새우 1.1E+01 - 2.8E+02 - 1.1E+03 1.3E+04 9.1E+03

물방개 5.6E+01 - 3.8E+03 - 6.3E+02 3.4E+03 8.2E+03

우렁이 5.8E+01 - 5.3E+02 - 1.3E+02 3.3E+04 1.1E+04

F2-B 참붕어 - - 6.1E+02 - 2.3E+02 1.4E+03 1.7E+04

은어 - - 6.3E+02 - 6.8E+01 8.5E+02 9.1E+03

버들치 - - 1.7E+03 - 2.0E+02 1.3E+03 1.6E+04

종개류 - - 1.2E+03 - 7.8E+02 1.4E+03 1.3E+04

수초나사말류( ) - - 1.6E+04 - 1.6E+04 1.9E+03 5.1E+03

F3-B 버들치 - - 3.0E+02 - 1.7E+01 3.1E+02 2.5E+03

개구리 - - 6.4E+02 - 1.2E+03 2.1E+03 2.6E+03

수초류미상( 1) - - 7.5E+03 - 7.9E+03 1.7E+03 1.3E+03

수초류미상( 2) - - 5.2E+03 - 6.8E+03 1.4E+03 1.1E+03

표 월성 원전 주변 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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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s Rb Cs Ba Pb U

M4-B 고등어새끼( ) 1.4E+01 9.7E+00 1.0E+01 4.7E+01 1.9E+01 3.1E+00

별불가사리 9.1E+01 7.5E+00 5.8E+00 3.3E+02 4.6E+02 6.9E+01

불가사리2 4.4E+01 7.6E+00 6.2E+00 1.7E+02 2.2E+02 1.7E+01

게류 1.7E+02 1.2E+01 2.7E+01 3.9E+02 2.1E+02 4.1E+00

미더덕 4.7E+01 1.7E+01 1.4E+02 2.4E+02 3.8E+02 2.3E+01

산호 노랑1( ) 2.0E+01 1.1E+01 8.0E+01 8.4E+02 5.4E+02 2.7E+01

산호 붉은색2( ) 3.8E+01 8.1E+00 4.4E+01 5.7E+02 3.2E+02 2.3E+01

M5-B 우럭 반복(2 ) 4.2E+01 1.1E+01 2.5E+01 2.7E+01 1.2E+01 1.6E+00

용치놀래기 3.8E+01 1.4E+01 2.6E+01 2.8E+01 6.7E+00 1.8E+00

전갱이 2.5E+01 8.5E+00 2.6E+01 8.8E+01 2.4E+01 3.4E+00

별불가사리 1.1E+02 7.6E+00 8.2E+00 3.3E+02 1.4E+02 1.0E+02

산호 붉은색2( ) 7.7E+00 5.0E+00 4.6E+01 9.6E+01 4.1E+02 1.5E+01

산호 나무색3( ) 1.5E+01 4.4E+01 4.9E+02 8.7E+02 1.9E+03 2.4E+02

M6-B 성대 반복(2 ) 6.8E+01 1.3E+01 - 2.4E+01 2.1E+01 1.5E+00

보리멸 2.0E+01 8.5E+00 - 3.7E+01 2.5E+01 4.6E+00

붕장어 3.0E+01 1.1E+01 - 2.4E+01 5.1E+01 5.5E+00

게류미상( 1) 1.9E+02 9.9E+00 - 1.7E+02 4.1E+02 9.1E+00

게류미상( 2) 1.3E+02 1.4E+01 - 3.8E+02 4.7E+02 6.6E+00

산호류 2.9E+02 4.1E+01 - 3.3E+03 5.4E+03 2.9E+02

불가사리류 2.1E+02 8.9E+00 - 3.5E+02 5.9E+02 1.4E+02

F1-B 붕어 6.8E+01 1.0E+03 - 2.3E+02 - -

참붕어 4.9E+01 1.1E+03 - 2.5E+02 - -

납자루 1.1E+02 9.9E+02 - 4.4E+02 - -

가물치새끼( ) 4.9E+01 2.2E+03 - 7.7E+01 - -

민물새우 2.2E+02 1.5E+03 - 1.0E+03 - -

징거미새우 1.2E+02 2.1E+03 - 1.1E+03 - -

물방개 1.2E+03 3.7E+02 - 1.2E+02 - -

우렁이 1.8E+02 3.6E+02 - 1.6E+02 - -

F2-B 참붕어 1.0E+02 2.2E+03 - 1.9E+02 - -

은어 6.6E+01 2.7E+03 - 1.2E+02 - -

버들치 6.8E+01 2.1E+03 - 2.3E+02 - -

종개류 6.9E+01 1.6E+03 - 9.2E+01 - -

수초나사말류( ) 1.4E+02 4.6E+02 - 3.9E+02 - -

F3-B 버들치 4.6E+01 1.6E+03 - 1.2E+02 - -

개구리 3.7E+01 8.6E+02 - 2.7E+02 - -

수초류미상( 1) 9.3E+01 2.0E+03 - 2.1E+02 - -

수초류미상( 2) 8.4E+01 1.4E+03 - 2.1E+02 - -

표 월성 원전 주변 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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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수에서와 비슷하게 육수에서도 또는 의 전이인자가 각각Mn Zn

2.5×102~2.7×105 및 8.9×102~1.6×104의 범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Al, Cr, As

등이 높은 경향이었다 의 전이인자는 갈대에서만. Cs F2-C 4.5×102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 시료에 대한 핵종별 전이인자 분포 범위인 1.2×100(Na)~2.0×104 의 중간에(Mn)

해당되는 것으로 와 거의 같은 값이다Fe .

조사 정점 및 생물종 간 전이인자의 변이는 해수의 경우 이 약 배로 가장 컸Al 15,000

고 다음으로 이 약 배로 컸으며 가 약 배로 역시 가장 작았고Mn 1,700 Na 6 K, Rb, Mg,

이 배 정도로 그 다음으로 작았다 육수에서도 해수와 같이 전이인자의 변Zn 10~20 . Al

이 정도가 약 배로 가장 컸고 다음은 으로 약 배의 변이를 보였으며28,000 Mn 1,100 K

가 배 정도에 불과해 변이가 가장 작았고 다음으로는 와 의 변이가 약 배로3 Rb Ni 5,6

작았다 영광 육수에서 전이인자의 변이 정도는 배로 나타나 타 수생태계에 비해. Na 33

변이가 컸다.

영광 해수에서 생물종 간 전이인자는 조간대 바닥 에서 서식하는 연체류 갑각(M4-C) ,

류 해조류에 대한 의 전이인자가 타 정점의 어류나 동일 생물군에 비, Al, Fe, Mn, Co, U

해 높은 경향이었다 내에서는 갯벌게 갑각류 에 대한. M4-C ( ) Al, Fe, Ca, Sr, Li, Co,

전이인자가 다른 생물종에 비해 특히 높았고 모자반 갈조류 에 대한Cs, Ba ( ) Al, Fe, K,

전이인자도 제일 높거나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조간대 이외의 해양생태계에Mn, Co, Rb .

서는 녹조류인 파래 의 전이인자와 갑각류 게류 및 새우류 의(M1-C) Al, Fe, Mn ( ) Sr,

전이인자가 타 생물군에 비해 높은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생물군 간에 특징적인Cu

차이는 없었다 육수생태계에서는 의 전이인자만 잉어 붕어 및 참붕어 같은 어류에서. Zn ,

가장 높았을 뿐이고 다른 핵종의 경우 황소올챙이 나 칠게(Li, Cr, Co, Rb) (Ca, Mg, Na,

또는 수초류인 마름 과 갈대 에서 가장 높았다Sr, Ni, Cu, As, Ba) (Al, Fe, Mn) (K, Pb) .

영광 원전 주변 수저 생태계에 대한 차 조사 전이인자 값은 표 과 같다 차2 3.2.40 . 2

조사에서도 영광과 월성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채취된 생물종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수

의 경우 찾아볼 수 없고 육수의 경우에도 참붕어와 민물새우 정도에 불과하다 참붕어의.

경우 의 전이인자 값은 영광이 월성보다 수 수십 배 낮았으Mg, Na, K, Mn, Zn, As, Rb ~

나 여타 핵종은 월성과 비슷하거나 월성보다 다소 높았다 민물새우의 경우에는 조사된.

거의 모든 핵종에서 월성에 비해 수 수십 배 낮았다~ .

영광 해저에 대한 차 조사 전이인자도 핵종 간에는 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 전2 1 Na

부 이하로 가장 낮았고 도 대부분의 갑각류와 연체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하였1 Mg 1

으며 도 이하의 값이 많이 측정되었다 반면에 이 조사정점 및 생물종에 따라Li 1 . Zn

1.3×103~1.5×104의 범위로 가장 높았고 3.1×100~7.7×102의 범위를 보인 가 다음으Ni

로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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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l Fe Ca Mg Na K Sr

M1-C 박대 6.7E+01 1.4E+01 1.6E+01 4.5E-01 2.9E-01 9.4E+00 1.1E+01

쑤기미 1.3E+02 1.7E+01 2.9E+01 3.3E-01 2.0E-01 7.3E+00 1.1E+01

밴댕이 1.1E+02 1.7E+01 2.0E+01 4.9E-01 3.7E-01 6.0E+00 5.1E+00

어류1 7.7E+01 1.7E+01 3.0E+01 5.1E-01 4.3E-01 6.6E+00 3.6E+00

어류2 2.4E+02 3.3E+01 2.7E+01 6.1E-01 3.7E-01 9.0E+00 5.7E+00

졸복 1.1E+01 1.2E+01 1.0E+01 2.4E-01 1.8E-01 7.4E+00 5.0E+00

조기 6.8E+01 9.9E+00 1.8E+01 4.3E-01 3.3E-01 7.3E+00 5.9E+00

쏙 5.8E+02 9.0E+01 2.4E+01 1.3E+00 2.6E-01 2.6E+00 4.0E+01

중하 1.2E+02 1.2E+01 1.6E+01 6.0E-01 2.7E-01 6.3E+00 2.0E+01

꽃게 1.2E+02 1.0E+01 5.2E+01 1.1E+00 4.5E-01 5.2E+00 5.5E+01

파래 4.5E+03 5.0E+02 6.5E+00 3.4E+00 7.3E-01 1.5E+01 3.7E+00

M2-C 보구치 8.3E+00 5.2E+00 1.8E+01 3.7E-01 2.6E-01 8.9E+00 5.5E+00

삼치 2.0E+00 2.4E+00 7.9E+00 3.8E-01 2.6E-01 1.0E+01 2.2E+00

박대 1.2E+02 1.2E+01 2.1E+01 5.1E-01 2.4E-01 8.6E+00 1.1E+01

조기 3.4E+01 8.1E+00 1.6E+01 5.2E-01 4.6E-01 8.0E+00 5.0E+00

전어 2.2E+02 2.9E+01 3.0E+01 4.3E-01 2.0E-01 9.9E+00 3.1E+00

어류3 3.3E+01 7.9E+00 2.4E+01 5.8E-01 4.8E-01 8.3E+00 4.8E+00

쑤기미 4.2E+02 6.8E+01 2.3E+01 4.0E-01 2.4E-01 8.3E+00 4.9E+00

밴댕이 1.3E+02 1.7E+01 2.3E+01 6.3E-01 5.2E-01 5.6E+00 4.3E+00

보리멸 2.5E+02 1.9E+01 2.9E+01 5.8E-01 4.7E-01 5.4E+00 1.1E+01

꽃게 1.5E+02 1.6E+01 6.4E+01 1.5E+00 4.9E-01 6.5E+00 4.8E+01

쏙 3.1E+02 5.0E+01 3.5E+01 1.6E+00 4.4E-01 4.0E+00 3.3E+01

중하 6.4E+01 5.6E+00 2.0E+01 8.9E-01 4.4E-01 1.0E+01 1.6E+01

깔깔새우 2.7E+02 2.8E+01 3.7E+01 8.3E-01 4.8E-01 7.6E+00 4.0E+01

꼴뚜기 4.3E+01 2.5E+00 9.6E-01 4.5E-01 5.0E-01 6.5E+00 8.6E-01

M3-C 보구치 반복(2 ) 3.5E+01 8.4E+00 2.3E+01 3.0E-01 1.3E-01 8.1E+00 6.1E+00

밴댕이 2.1E+02 1.5E+01 2.3E+01 3.3E-01 1.4E-01 6.5E+00 4.5E+00

쏙 반복(2 ) 4.4E+02 7.2E+01 3.4E+01 1.6E+00 6.3E-01 6.1E+00 3.1E+01

중하 4.3E+02 2.9E+01 2.0E+01 7.4E-01 2.9E-01 7.2E+00 2.5E+01

대하 2.5E+02 2.7E+01 1.4E+01 5.2E-01 3.2E-01 8.3E+00 1.2E+01

꽃게 4.4E+02 2.7E+01 7.3E+01 1.5E+00 5.0E-01 5.0E+00 8.8E+01

돌게 6.9E+02 4.5E+01 1.3E+02 2.6E+00 4.4E-01 4.7E+00 1.2E+02

M4-C 백합 3.0E+03 4.3E+01 1.8E+00 4.7E-01 3.9E-01 7.3E+00 1.0E+00

큰구슬우렁이 1.5E+03 5.3E+01 4.6E+00 2.2E+00 2.2E-01 8.5E+00 1.9E+00

바지락 반복(2 ) 6.0E+03 9.7E+01 4.4E+00 6.4E-01 3.5E-01 7.8E+00 2.7E+00

갯고둥갯바위( ) 6.8E+02 2.9E+01 2.7E+01 1.4E+00 2.2E-01 7.2E+00 8.7E+00

갯조개갯바위( ) 1.7E+03 7.2E+01 1.1E+01 3.9E-01 2.9E-01 7.7E+00 4.2E+00

갯벌게 2.9E+04 4.3E+02 1.2E+02 3.5E+00 5.9E-01 4.3E+00 8.7E+01

모자반 2.0E+04 2.3E+02 1.0E+01 1.1E+00 5.0E-01 2.6E+01 7.7E+00

파래 1.2E+04 1.3E+02 1.9E+00 2.0E+00 4.6E-01 1.3E+01 1.4E+00

표 영광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8 - 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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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Li Cr Mn Co Ni Cu

M1-C 박대 6.7E-01 7.3E+00 2.3E+02 3.0E+00 6.2E+00 3.4E+00

쑤기미 1.1E+00 5.8E+00 2.3E+02 5.0E+00 1.0E+01 2.9E+00

밴댕이 4.9E+00 7.4E+00 2.5E+02 4.2E+00 7.2E+00 4.8E+00

어류1 3.4E+00 5.2E+00 1.8E+02 2.9E+00 5.0E+00 3.4E+00

어류2 6.6E+00 7.9E+00 2.9E+02 6.9E+00 1.2E+01 6.2E+00

졸복 4.4E-01 4.8E+00 8.4E+01 3.6E+00 4.2E+00 2.9E+00

조기 7.5E-01 6.3E+00 9.2E+01 5.7E+00 6.1E+00 2.4E+00

쏙 1.1E+00 8.8E+00 4.6E+02 1.2E+01 1.4E+01 6.0E+01

중하 7.0E-01 4.5E+00 1.8E+02 4.7E+00 6.9E+00 5.7E+01

꽃게 1.4E+00 3.7E+00 6.6E+02 1.1E+01 1.9E+01 4.3E+01

파래 8.5E+00 1.9E+01 1.3E+03 3.2E+01 1.6E+01 7.9E+00

M2-C 보구치 8.4E-01 5.1E+00 8.9E+01 3.3E+00 8.0E+00 2.8E+00

삼치 4.7E-01 4.0E+00 3.7E+01 1.4E+00 2.7E+00 2.8E+00

박대 1.1E+00 4.1E+00 2.5E+02 4.7E+00 7.6E+00 2.2E+00

조기 9.6E-01 8.4E+00 8.7E+01 4.2E+00 9.6E+00 2.9E+00

전어 1.7E+01 5.2E+00 3.3E+02 9.6E+00 1.2E+01 5.9E+00

어류3 1.2E+00 5.7E+00 1.1E+02 3.7E+00 9.2E+00 2.7E+00

쑤기미 1.6E+00 4.2E+00 1.8E+03 1.0E+01 9.4E+00 3.3E+00

밴댕이 7.5E+00 4.9E+00 3.4E+02 5.1E+00 8.7E+00 4.0E+00

보리멸 8.2E-01 1.7E+01 1.3E+02 1.3E+01 1.7E+01 3.8E+00

꽃게 1.6E+00 7.3E+00 1.1E+03 1.6E+01 2.3E+01 9.5E+01

쏙 9.1E-01 5.6E+00 3.3E+02 1.9E+01 1.7E+01 1.0E+02

중하 7.6E-01 3.6E+00 1.3E+02 6.7E+00 9.1E+00 5.3E+01

깔깔새우 5.8E-01 6.6E+00 8.6E+02 1.5E+01 1.6E+01 2.1E+02

꼴뚜기 6.6E-01 2.6E+00 5.9E+01 2.0E+00 5.3E-01 2.0E+02

M3-C 보구치 반복(2 ) 6.4E-01 1.2E+01 1.5E+02 7.0E+00 1.0E+01 2.6E+00

밴댕이 2.5E+00 9.3E+00 2.8E+02 7.9E+00 1.1E+01 5.9E+00

쏙 반복(2 ) 1.3E+00 5.0E+00 3.8E+02 2.2E+01 1.6E+01 1.4E+02

중하 8.1E-01 7.4E+00 4.0E+02 1.5E+01 1.0E+01 1.6E+02

대하 6.8E-01 3.0E+00 3.0E+02 9.1E+00 5.7E+00 1.5E+02

꽃게 1.1E+00 1.2E+01 1.5E+03 3.7E+01 3.3E+01 1.0E+02

돌게 2.9E+00 1.2E+01 3.8E+03 4.1E+01 4.8E+01 1.3E+02

M4-C 백합 3.7E+00 6.3E+00 1.1E+03 4.8E+01 1.2E+01 1.6E+01

큰구슬우렁이 7.5E-01 3.0E+01 3.1E+03 5.1E+01 2.7E+01 6.1E+01

바지락 반복(2 ) 6.0E+00 1.8E+01 6.4E+04 7.7E+01 1.8E+01 1.0E+01

갯고둥갯바위( ) 5.0E-01 7.1E+01 9.5E+02 3.9E+01 1.2E+02 4.3E+02

갯조개갯바위( ) 2.0E+00 2.4E+01 1.0E+03 4.3E+01 1.2E+01 3.1E+01

갯벌게 1.5E+01 2.4E+01 2.9E+04 1.7E+02 3.8E+01 2.6E+02

모자반 3.0E+00 1.6E+01 3.2E+04 1.1E+02 2.2E+01 7.6E+00

파래 2.8E+00 9.9E+00 1.3E+03 3.3E+01 1.2E+01 1.1E+01

표 영광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8 - 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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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Zn As Rb Cs Ba U

M1-C 박대 9.2E+01 2.6E+02 1.0E+01 6.4E+00 1.8E+01 -

쑤기미 2.0E+02 5.5E+01 7.0E+00 8.6E+00 1.8E+01 -

밴댕이 3.0E+02 5.3E+01 6.0E+00 1.3E+01 3.4E+00 -

어류1 2.1E+02 3.7E+01 4.2E+00 9.3E+00 2.4E+00 -

어류2 3.3E+02 5.6E+01 1.1E+01 1.1E+01 1.2E+01 -

졸복 5.4E+02 3.2E+01 8.1E+00 4.9E+00 6.1E+00 -

조기 1.3E+02 3.6E+01 7.0E+00 7.2E+00 1.0E+01 -

쏙 1.9E+02 1.2E+02 6.3E+00 1.1E+01 7.6E+01 -

중하 2.1E+02 6.3E+01 1.2E+01 6.1E+00 2.4E+01 -

꽃게 1.6E+02 1.2E+02 9.2E+00 3.4E+00 4.0E+01 -

파래 7.8E+01 3.5E+01 3.3E+01 7.0E+01 3.0E+01 -

M2-C 보구치 1.2E+02 3.7E+01 6.7E+00 1.4E+01 7.8E+00 -

삼치 1.2E+02 3.0E+01 7.4E+00 2.0E+01 3.5E+00 -

박대 9.9E+01 6.8E+01 8.7E+00 6.9E+00 1.9E+01 -

조기 1.3E+02 4.7E+01 7.0E+00 9.9E+00 8.7E+00 -

전어 3.3E+02 7.2E+01 9.9E+00 1.3E+01 1.3E+01 -

어류3 1.3E+02 3.8E+01 6.2E+00 1.2E+01 5.4E+00 -

쑤기미 1.5E+02 1.4E+02 7.1E+00 1.3E+01 1.2E+01 -

밴댕이 2.5E+02 5.3E+01 4.2E+00 1.4E+01 5.2E+00 -

보리멸 2.8E+02 4.5E+01 5.7E+00 1.6E+01 3.1E+01 2.3E+00

꽃게 2.7E+02 2.0E+02 8.9E+00 4.4E+00 9.1E+01 -

쏙 1.9E+02 1.6E+02 5.3E+00 6.8E+00 9.2E+01 -

중하 1.9E+02 6.7E+01 1.4E+01 7.8E+00 3.7E+01 -

깔깔새우 3.0E+02 2.0E+02 1.6E+01 1.5E+01 8.3E+01 1.3E+00

꼴뚜기 2.3E+02 6.5E+01 1.4E+01 6.0E+00 3.8E+00 1.1E+00

M3-C 보구치 반복(2 ) 1.5E+02 3.3E+01 5.9E+00 1.3E+01 1.2E+01 -

밴댕이 4.4E+02 4.9E+01 7.1E+00 2.7E+01 1.0E+01 2.0E+00

쏙 반복(2 ) 2.3E+02 1.8E+02 7.3E+00 9.2E+00 1.0E+02 -

중하 3.9E+02 1.3E+02 1.7E+01 2.2E+01 9.4E+01 1.0E+00

대하 2.0E+02 7.5E+01 1.1E+01 9.7E+00 5.0E+01 -

꽃게 3.2E+02 1.4E+02 1.2E+01 1.3E+01 1.5E+02 7.2E-01

돌게 3.9E+02 6.1E+02 9.9E+00 1.8E+01 1.8E+02 1.0E+00

M4-C 백합 2.6E+02 4.8E+01 1.5E+01 2.4E+01 2.5E+01 3.7E+01

큰구슬우렁이 4.7E+02 1.2E+02 1.5E+01 1.4E+01 9.0E+00 8.4E+01

바지락 반복(2 ) 2.4E+02 5.2E+01 1.6E+01 4.2E+01 6.1E+01 5.8E+01

갯고둥갯바위( ) 1.6E+03 3.0E+02 1.3E+01 9.9E+00 1.0E+01 1.0E+02

갯조개갯바위( ) 4.3E+02 1.1E+02 1.6E+01 1.6E+01 3.4E+01 9.0E+01

갯벌게 3.5E+02 2.6E+02 2.8E+01 2.2E+02 1.2E+03 7.7E+01

모자반 9.3E+01 1.1E+02 6.0E+01 1.3E+02 1.1E+02 1.1E+02

파래 2.2E+02 2.3E+01 1.8E+01 7.2E+01 6.3E+01 4.5E+01

표 영광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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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l Fe Ca Mg Na K Sr

F1-C 배스 2.4E+00 1.9E+02 4.8E+02 2.4E+01 8.1E+00 1.4E+02 1.8E+02

잉어 2.0E+01 5.7E+01 4.2E+02 2.0E+01 6.1E+00 1.3E+02 2.5E+02

붕어 9.7E+01 1.6E+02 5.7E+02 2.5E+01 6.3E+00 1.2E+02 2.5E+02

동자개 3.3E+01 6.2E+01 6.0E+02 2.4E+01 1.1E+01 2.0E+02 2.3E+02

가숭어 8.5E+00 3.8E+01 3.9E+02 1.7E+01 6.2E+00 1.4E+02 1.9E+02

황소올챙이 1.7E+03 3.4E+03 8.4E+01 2.4E+01 8.3E+00 8.3E+01 2.7E+01

갈대 반복(2 ) 3.7E+03 9.2E+02 4.5E+00 7.5E+00 2.7E+00 2.7E+02 8.3E+00

마름류 반복(2 ) 2.2E+04 4.2E+03 1.7E+01 2.3E+01 5.4E+00 1.9E+02 2.1E+01

F2-C 붕어 4.4E+00 5.1E+01 8.0E+02 5.6E+01 1.4E+01 1.4E+02 2.5E+02

참붕어 2.1E+00 4.3E+00 6.6E+02 4.8E+01 1.1E+01 1.6E+02 2.7E+02

가숭어 2.0E+01 1.3E+01 4.6E+02 3.7E+01 1.1E+01 1.5E+02 3.2E+02

어류1 7.7E-01 7.7E+00 5.8E+02 4.6E+01 1.3E+01 1.6E+02 2.0E+02

어류2 8.0E+00 1.3E+01 4.4E+02 4.2E+01 1.0E+01 1.6E+02 2.0E+02

어류3 1.1E+00 6.4E+00 3.1E+02 3.4E+01 8.7E+00 1.6E+02 1.1E+02

칠게 6.7E+01 1.8E+02 2.6E+03 3.6E+02 3.8E+01 1.1E+02 2.2E+03

갈대 반복(3 ) 8.2E+02 4.2E+02 5.5E+00 5.6E+00 1.2E+00 2.0E+02 1.2E+01

표 영광 원전 주변 육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9 1–

계속( )

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Li Cr Mn Co Ni Cu Zn

F1-C 배스 - 1.5E+02 2.5E+02 6.6E+01 1.7E+02 6.3E+01 5.3E+03

잉어 2.4E+01 2.0E+02 6.8E+02 1.1E+02 1.6E+02 1.5E+02 1.6E+04

붕어 8.9E+01 2.8E+02 1.6E+03 2.0E+02 2.3E+02 2.0E+02 1.2E+04

동자개 2.7E+01 2.2E+02 4.8E+02 1.4E+02 2.1E+02 2.6E+02 6.0E+03

가숭어 1.3E+01 1.7E+02 9.2E+02 7.5E+01 1.1E+02 8.1E+01 3.3E+03

황소올챙이 1.6E+03 1.7E+03 8.2E+03 1.9E+03 5.6E+02 7.4E+02 4.2E+03

갈대 반복(2 ) 6.8E+01 5.1E+02 3.1E+04 - 3.8E+02 2.8E+02 2.9E+03

마름류 반복(2 ) 4.0E+02 7.8E+02 2.7E+05 - 5.1E+02 5.2E+02 5.4E+03

F2-C 붕어 2.1E+01 1.8E+02 1.3E+03 - 2.1E+02 2.7E+02 1.2E+04

참붕어 2.1E+01 2.0E+02 1.3E+03 - 2.2E+02 2.9E+02 1.3E+04

가숭어 4.1E+01 1.4E+02 6.6E+02 - 1.4E+02 1.2E+02 2.8E+03

어류1 5.6E+00 1.4E+02 9.3E+02 - 1.5E+02 2.4E+02 8.7E+03

어류2 8.5E+00 1.7E+02 8.1E+02 - 1.6E+02 2.7E+02 8.0E+03

어류3 3.0E+00 1.8E+02 2.8E+03 - 1.0E+02 5.1E+02 4.0E+03

칠게 2.8E+02 3.4E+02 2.3E+04 - 6.6E+02 6.2E+03 6.3E+03

갈대 반복(3 ) 1.1E+01 2.7E+02 2.0E+04 1.3E+02 2.4E+02 1.5E+02 8.9E+02

표 영광 원전 주변 육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9 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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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s Rb Cd Cs Ba Pb U

F1-C 배스 3.9E+02 2.8E+02 - - 1.8E+01 - -

잉어 3.3E+02 1.9E+02 - - 7.8E+01 - -

붕어 5.3E+02 2.2E+02 - - 1.2E+02 - -

동자개 4.0E+02 2.3E+02 - - 5.4E+01 - -

가숭어 3.9E+02 2.8E+02 - - 3.6E+02 - -

황소올챙이 7.9E+02 6.5E+02 - - 4.2E+02 - -

갈대 반복(2 ) 8.5E+01 4.0E+02 - - 1.1E+02 - -

마름류 반복(2 ) 2.5E+02 5.5E+02 - - 5.9E+02 - -

F2-C 붕어 5.0E+02 1.5E+02 - - 1.2E+02 5.3E+02 -

참붕어 5.5E+02 1.6E+02 - - 1.3E+02 4.8E+02 -

가숭어 4.7E+02 2.2E+02 - - 4.8E+01 7.5E+02 -

어류1 3.7E+02 2.4E+02 - - 5.8E+01 9.9E+01 -

어류2 3.7E+02 2.2E+02 - - 4.3E+01 - -

어류3 4.1E+02 3.0E+02 - - 7.3E+01 - -

칠게 1.8E+03 1.2E+02 - - 2.5E+03 5.2E+02 -

갈대 반복(3 ) 4.6E+01 1.7E+02 2.2E+01 4.5E+02 5.6E+01 2.1E+03 3.5E+01

표 영광 원전 주변 육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39 - 1

육수의 경우에는 민물새우 의 전이인자 값만 이하로 과 를 제외하고(F2-D) Na 1 Zn As

는 대체로 해수 전이인자보다 높은 경향이었다 한편 육수에서는 과 의 전이인자. Mn Zn

값이 1.3×101~5.2×103의 범위로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과 가 비교적Al Cu

높았다.

차 조사에서 조사 정점 및 생물종 간 핵종별 전이인자의 변이는 해수에서는 와2 Ni Cu

가 각 및 배 정도로 가장 컸고 육수에서는 과 가 각각 및 배 정250 100 Mn Ca 400 120

도로 가장 컸다 한편 해수에서는 육수에서는 의 변이가 배로. Na, K, Rb, K, As, Rb 3~4

가장 작았다 생물종 간에 있어서는 해수의 경우 전이인자. Fe, Ca, Na, Sr, Li, Mn, Ba

값은 꽃게가 가장 높았고 전이인자 값은 연체류 소라고둥 큰구Al, Mg, Cu, Zn, As, Rb ( ,

슬우렁이 가 나머지 전이계수 값은 어류가 가장 높았다 육수의 경우에는) , K, Cr, Ni . 14

개 핵종 중 개 핵종 이 나사말류를 포함한 수초류에8 (Al, Fe, Mg, Na, K, Li, Mn, Ba)

서 가장 높았고 은 참붕어에서 는 민물새우에서 가장 높았다Ca, Sr, Zn , Cu, As, 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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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l Fe Ca Mg Na K Sr

M4-D 백합 2.0E+02 2.1E+02 2.1E+00 6.8E-01 4.5E-01 5.4E+00 9.1E-01

소라고둥 2.2E+02 3.4E+02 7.3E+00 3.8E+00 2.8E-01 6.8E+00 1.9E+00

큰구슬우렁이 2.0E+01 2.8E+02 9.9E+00 3.3E+00 2.9E-01 7.3E+00 1.9E+00

바지락 3.7E+01 1.4E+02 1.9E+00 5.4E-01 3.1E-01 5.7E+00 7.3E-01

M5-D 어류미상( 1) 1.9E+01 3.0E+01 1.5E+01 3.6E-01 1.7E-01 7.8E+00 2.2E+00

병어새끼( ) 1.5E+01 2.5E+01 2.8E+00 4.5E-01 2.0E-01 1.0E+01 2.4E+00

박대 1.8E+02 2.0E+02 6.7E+00 6.3E-01 2.3E-01 8.0E+00 7.7E+00

어류미상( 2) 1.5E+02 1.7E+02 1.3E+00 6.0E-01 2.1E-01 8.1E+00 4.2E+00

쏙 8.3E+00 8.0E+00 1.7E+01 1.6E+00 2.0E-01 3.7E+00 2.0E+01

꽃게 3.5E+01 3.9E+01 8.6E+01 2.1E+00 5.2E-01 5.7E+00 3.2E+01

M6-D 부세새끼( ) 1.5E+01 1.2E+02 1.9E+01 3.4E-01 1.9E-01 8.1E+00 4.9E+00

어류미상( 1) 2.9E+01 1.1E+02 1.6E+01 3.7E-01 1.3E-01 7.0E+00 2.3E+00

어류미상( 3) 4.7E+01 1.3E+02 1.5E+01 4.3E-01 1.4E-01 8.3E+00 2.4E+00

싱어 1.0E+01 1.6E+02 2.8E+01 5.2E-01 1.6E-01 6.6E+00 3.4E+00

병어새끼( ) 1.9E+01 8.0E+01 8.4E+00 4.5E-01 2.2E-01 6.5E+00 2.9E+00

쏙 5.4E+01 2.0E+02 3.9E+01 1.6E+00 1.6E-01 3.1E+00 2.6E+01

꽃게 1.3E+02 4.2E+02 7.3E+01 2.1E+00 5.6E-01 6.7E+00 4.4E+01

대하 5.4E+01 1.3E+02 1.8E+01 7.2E-01 2.2E-01 7.9E+00 1.4E+01

F1-D 참붕어 3.7E+02 2.3E+02 6.1E+02 2.6E+01 7.9E+00 1.0E+02 1.4E+02

동자개 6.0E+01 6.1E+01 4.2E+02 1.8E+01 5.3E+00 1.3E+02 1.1E+02

갈대 6.4E+01 7.2E+01 1.4E+01 1.8E+01 4.0E+00 2.0E+02 1.9E+01

나사말류 7.8E+02 5.2E+02 3.0E+01 3.2E+01 9.6E+00 7.0E+01 4.5E+01

수초미상( 1) 5.6E+02 5.5E+02 5.2E+00 1.8E+01 9.7E+00 1.3E+02 8.5E+00

F2-D 민물새우 3.4E+01 4.8E+01 1.1E+02 3.0E+00 9.2E-01 4.8E+01 6.9E+01

갈대뿌리 위( ) 6.4E+01 7.2E+01 1.4E+01 1.8E+01 4.0E+00 2.0E+02 1.9E+01

표 영광 원전 주변 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4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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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Li Cr Mn Ni Cu Zn

M4-D 백합 8.0E-01 1.4E+01 6.7E+01 1.8E+01 1.7E+01 2.2E+03

소라고둥 3.4E-01 2.7E+01 9.0E+01 1.6E+01 5.4E+02 1.5E+04

큰구슬우렁이 2.4E-01 2.4E+01 2.4E+02 1.9E+01 7.3E+01 4.0E+03

바지락 2.9E-01 2.9E+01 3.7E+01 1.9E+01 3.0E+01 1.6E+03

M5-D 어류미상( 1) 3.4E-01 1.4E+01 5.3E+01 7.0E+00 8.9E+00 3.0E+03

병어새끼( ) 3.2E-01 1.1E+01 6.4E+01 3.1E+00 6.4E+00 2.5E+03

박대 1.9E+00 4.1E+01 1.6E+02 2.1E+01 7.2E+00 1.4E+03

어류미상( 2) 1.9E+00 3.0E+01 7.9E+01 1.2E+01 1.0E+01 1.3E+03

쏙 3.4E-01 7.0E+00 4.0E+01 7.6E+00 6.4E+01 1.9E+03

꽃게 1.4E+00 8.4E+00 2.2E+02 2.7E+01 8.2E+01 2.0E+03

M6-D 부세새끼( ) 2.5E-01 1.4E+01 4.4E+01 2.6E+02 5.8E+00 1.3E+03

어류미상( 1) 1.1E-01 1.1E+01 1.2E+02 6.5E+02 6.5E+00 3.3E+03

어류미상( 3) 3.6E-01 1.5E+01 6.0E+01 3.8E+02 8.0E+00 1.9E+03

싱어 1.6E+00 1.3E+01 1.9E+02 7.7E+02 9.1E+00 3.9E+03

병어새끼( ) 4.6E-01 7.3E+00 9.2E+01 5.0E+02 5.4E+00 2.5E+03

쏙 2.6E-01 1.4E+01 8.3E+01 5.6E+02 5.5E+01 2.8E+03

꽃게 3.3E+00 1.8E+01 4.4E+02 6.8E+02 8.6E+01 3.4E+03

대하 2.6E-01 1.4E+01 3.7E+01 5.6E+02 1.6E+02 2.8E+03

F1-D 참붕어 3.9E+01 - 6.5E+01 - 1.6E+02 2.3E+03

동자개 9.1E+00 - 3.1E+01 - 2.4E+02 1.2E+03

갈대 2.3E+01 - 9.1E+01 - 3.1E+02 1.5E+02

나사말류 1.2E+02 - 5.2E+03 - 1.8E+02 1.9E+02

수초미상( 1) 8.5E+01 - 2.1E+03 - 2.4E+02 3.1E+02

F2-D 민물새우 2.6E+00 - 1.3E+01 - 9.1E+02 -

갈대뿌리 위( ) 2.3E+01 - 9.1E+01 - 3.1E+02 1.5E+02

표 영광 원전 주변 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40 2–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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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종명
전이인자 (L kg-1-fresh)

As Rb Ba

M4-D

백합 3.9E+01 9.5E+00 1.4E+01

소라고둥 1.0E+02 1.1E+01 1.6E+01

큰구슬우렁이 1.6E+02 1.1E+01 8.3E+00

바지락 3.9E+01 8.4E+00 1.0E+01

M5-D

어류미상( 1) 2.7E+01 4.5E+00 1.1E+01

병어새끼( ) 4.8E+01 7.1E+00 1.1E+01

박대 4.4E+01 8.1E+00 4.8E+01

어류미상( 2) 4.8E+01 8.0E+00 2.8E+01

쏙 8.8E+01 3.7E+00 1.0E+02

꽃게 5.5E+01 6.5E+00 1.5E+02

M6-D

부세새끼( ) 8.8E+00 4.2E+00 3.0E+01

어류미상( 1) 1.7E+01 2.8E+00 1.2E+01

어류미상( 3) 1.7E+01 4.6E+00 1.4E+01

싱어 1.8E+01 3.2E+00 1.5E+01

병어새끼( ) 5.2E+01 4.9E+00 1.4E+01

쏙 5.5E+01 2.6E+00 1.2E+02

꽃게 7.6E+01 6.1E+00 1.5E+02

대하 1.2E+02 6.4E+00 6.6E+01

F1-D

참붕어 1.9E+01 9.4E+01 1.3E+02

동자개 2.0E+01 5.4E+01 7.0E+01

갈대 2.3E+01 6.4E+01 1.4E+02

나사말류 5.7E+01 7.8E+01 6.8E+02

수초미상( 1) 6.2E+01 8.3E+01 3.3E+02

F2-D
민물새우 7.3E+01 1.4E+02 7.6E+01

갈대뿌리 위( ) 2.3E+01 6.4E+01 1.4E+02

표 영광 원전 주변 수생태계 바닥 서식 동식물에 대한 핵종의 전이인자 차3.2.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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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동식물 전이인자와의 비교( ) IAEA

조사 지역 및 생물군 별로 차 조사한 생물종 전체에 대한 각 핵종 전이인자 값의 산1

술평균 을 계산하여 해당 의 자료 와 비교하였(AM: arithmetic mean) IAEA [IAEA, 2014]

다 그림 및 여기서는 의 자료 중에는 측정치가 개미만 으로( 3.2.22 3.2.23). IAEA 3 (N<3)

또는 단일 값으로만 나타낸 것들이 몇 개 있었고 본 조사 자료 중에도 인 것들AM N<3

이 여러 개 있어서 비교의 목적 상 단일치 포함 을 택하였다AM( ) .

그림 월성 및 영광과 의 해양 동식물 전이인자 비교3.2.22 IA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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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경우 본 조사 자료가 의 산술평균값에 비해 을 제IAEA Ca, Mg, Na, Sr, Mn, U

외하면 전반적으로 핵종 및 생물군에 따라 수 수백 배 낮았다 그림 위의 여섯~ ( 3.2.22).

핵종들도 월성과 영광 해양 어류의 전이인자 영광 해양 이매패류의 전이인자 영Ca , Mn ,

광 해양 복족류의 전이인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와 큰 차이가 없거나 보다U IAEA IAEA

낮았다 특히 은 수 십 배 이상 낮은 경우도 있었다 육수에서는 해수에 비해 대체로. Sr .

차이가 작은 편으로 와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초에 대한 전이인자IAEA

값은 월성과 영광 모두 에 비해 수 수십 배 높은 핵종들IAEA ~ (Al, Fe, Ni, Cu, Pb, Mn,

이 꽤 있었다 그림Zn) ( 3.2.23).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와 가 제시한 전이인자 값들 간 차이는 각 생물군을 구IAEA

성하고 있는 생물종들이 서로 다르고 또한 수생태계의 환경조건이 서로 다른 데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선량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

지 또는 국내 환경특성 전이인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월성 및 영광과 의 육수 동식물 전이인자 비교3.2.23 IA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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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종의 분배계수( ) (Kd)

표 은 월성과 영광의 차 조사 육수생태계 퇴적물에 대한 핵종별 야외 분배계수3.2.41 1

(field Kd, L kg-1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핵종별) . Kd 값은 이 조사 정점에 따라Al

1.1×102~5.8×103의 범위로 대체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등이 비Fe, Cr, Mn, Rb, Pb

교적 컸으며 가 대체로 내외로 가장 낮았고 와 도 전부 이하로 낮은 편이었Ca 1 Na Sr 10

다 조사 정점 간 변이는 이 배 정도로 가장 컸고 이 배. Mn 300 Sr, Ni, Cu, As, Ba 2~3

정도로 가장 작았다.

위와 같은 Kd 값은 바닥 퇴적물 에 대한 것으로 는 바닥 퇴적물의(bed sediment) IAEA

Kd 값을 부유 퇴적물 의 로 정하고 있다(suspended sediment) 10% [IAEA, 2001; IAEA,

이에 따라 가 보고하고 있는 목적의 민물 부유 퇴2014]. IAEA[IAEA, 2001] screening

적물에 대한 Kd 값에 을 곱해 주면 본 연구 결과는 비교가 가능한 핵종들의 경우0.1

값에 비해 과 만 대체로 수 수십 배 낮았고 와 는 수 배 높았으며IAEA Cr Sr ~ Cs U Fe,

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었다Mn, Zn .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Al Fe Ca Na K Sr

월성

F1-A b 1.1E+02 6.2E+01 1.3E+00 5.0E+00 2.5E+01 3.3E+00

F2-A b 2.2E+03 4.5E+02 4.0E-01 8.7E+00 6.3E+01 1.5E+00

F3-A 1.3E+02 4.9E+01 9.3E-01 8.2E+00 6.9E+01 2.9E+00

영광
F1-C*c 5.8E+03 9.0E+02 3.9E-01 3.6E-01 1.1E+01 1.8E+00

F2-C*c 1.7E+03 6.5E+02 5.3E-01 3.2E-01 6.1E+00 1.1E+00

표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육수생태계 퇴적물 시료의 핵종 분배계수3.2.41 (Kd) I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Li Cr Mn Co Ni Cu Zn

월성

F1-A b 2.5E+01 6.7E+01 7.7E+00 2.2E+01 1.6E+01 1.7E+01 1.7E+01

F2-A b 6.7E+01 - 2.8E+02 - 1.8E+01 3.5E+01 3.8E+01

F3-A 1.2E+01 1.2E+02 6.4E+00 1.4E+01 2.3E+01 1.5E+01 1.6E+01

영광
F1-C*c 1.3E+02 1.2E+02 9.3E+02 - 4.4E+01 4.0E+01 3.2E+02

F2-C*c 2.4E+01 6.1E+01 2.0E+03 1.3E+02 2.9E+01 2.0E+01 9.5E+01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As Rb Cd Cs Ba Pb U

월성

F1-A b 5.6E+01 1.2E+01 - - 1.5E+01 1.7E+01 -

F2-A b 7.3E+01 2.3E+02 - - 1.0E+01 1.0E+02 -

F3-A 5.6E+01 1.7E+02 - - 1.7E+01 2.6E+01 -

영광
F1-C*c 5.0E+01 8.0E+01 - - 2.4E+01 - -

F2-C*c 4.5E+01 1.6E+01 1.9E+01 3.9E+02 2.1E+01 4.0E+03 5.3E+01

물 및 생물 시료 채취 지점과 동일a

반복 평균b 2

반복 평균 답사 시 시료c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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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차 조사 해양생태계에 대한 퇴적물의 핵종별 야외 분배계수3.2.42 1 (field Kd, L

kg-1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해양 퇴적물의) . Kd 값은 육수 퇴적물에 비해 대체로 수 수십~

배 정도 낮은 경향이었다 핵종 간에는 육수 퇴적물과 비슷하게 해양 퇴적물의. Kd 값도

이 조사지역 및 정점에 따라Al 9.4×101~3.7×103의 범위로 대체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와 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와 가 각각Fe Mn Ca Na 3.7×10-2~1.4×10-1 및

6.9×10-3~1.5×10-2의 범위로 가장 낮았다.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Al Fe Ca Na K Sr

월성

M1-A 4.9E+02 5.9E+01 3.7E-02 1.1E-02 2.8E-01 5.5E-02

M2-A 5.9E+02 5.2E+01 3.7E-02 1.5E-02 2.3E-01 5.8E-02

M3-A 9.4E+01 3.3E+01 1.4E-01 8.1E-03 1.4E-01 2.3E-01

영광

M1-C 8.6E+02 8.0E+01 5.0E-02 1.1E-02 3.0E-01 7.3E-02

M2-C 8.1E+02 7.2E+01 5.0E-02 1.5E-02 2.9E-01 6.2E-02

M3-C 9.7E+02 7.7E+01 5.6E-02 1.1E-02 2.5E-01 5.7E-02

M4-C 3.7E+03 4.0E+01 1.4E-01 6.9E-03 3.6E-01 1.7E-01

표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퇴적물 시료의 핵종 분배계수3.2.42 (Kd) I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Li Cr Mn Co Ni Cu Zn

월성

M1-A 3.3E-01 9.8E-01 4.8E+01 9.0E-01 6.3E-01 2.9E-01 3.7E+00

M2-A 5.6E-01 2.2E+00 6.5E+01 3.5E+00 1.3E+00 5.6E-01 8.4E+00

M3-A 2.8E-01 7.8E-01 1.3E+02 5.2E+00 8.9E-01 4.8E-01 5.4E+00

영광

M1-C 8.3E-01 5.7E+00 8.1E+01 7.6E+00 2.7E+00 7.5E-01 6.8E+00

M2-C 8.9E-01 4.6E+00 1.1E+02 1.1E+01 3.2E+00 6.6E-01 7.1E+00

M3-C 9.1E-01 5.9E+00 1.4E+02 1.5E+01 4.0E+00 8.2E-01 9.6E+00

M4-C 3.5E-01 1.9E+00 3.9E+02 1.1E+01 1.2E+00 3.0E-01 4.6E+00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As Rb Cd Cs Ba Pb U

월성

M1-A 3.1E+00 2.9E+00 1.2E-02 2.4E+00 8.2E+00 1.5E+00 5.2E-01

M2-A 4.9E+00 1.9E+00 4.6E-02 6.1E+00 1.5E+01 3.5E+00 1.3E+00

M3-A 4.0E+00 2.8E+00 4.9E-02 3.0E+00 6.0E+00 2.6E+00 1.7E+00

영광

M1-C 6.1E+00 1.9E+00 9.7E-02 6.1E+00 2.8E+01 5.0E+00 2.1E+00

M2-C 6.4E+00 1.3E+00 1.2E-01 1.2E+01 3.9E+01 4.4E+00 2.5E+00

M3-C 7.0E+00 1.2E+00 1.6E-01 1.2E+01 4.0E+01 5.6E+00 2.5E+00

M4-C 4.4E+00 3.5E+00 - 9.2E+00 7.1E+01 - 1.2E+01

물 및 생물 시료 채취 지점과 동일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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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는 각각 육수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차 채취 퇴적물 시료의3.2.43 3.2.44 2 Kd

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차 시료. 2 Kd 값은 차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십 수백 배 정도 높1 ~

은 경향이었다 이는 환경 변이 등에 기인하는. Kd 값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

로 보인다 육수의 경우 차와 비슷하게 등의. 1 Al, Fe, Mn, Rb Kd 값이 비교적 높았고

이 비교적 낮았다 해수에서도 차와 같이 의Ca, Na, Sr . 1 Al Kd 값이 2.8×104~4.0×105의

범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 가 비교적 높았으며 가Mn Fe Na 1.0×100~1.7×100의

범위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와 가 낮았다 차 조사에서도 차 조사와 비슷하게Ca K . 2 1

육수 퇴적물 Kd 값이 해수 퇴적물 Kd 값보다 과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 수십 배Mn Ba ~

정도 높은 경향이었다 그림 참조( 3.2.24 ).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Al Fe Ca Na K Sr Mg

월성

F1-B 4.4E+05 6.4E+04 1.1E+02 9.4E+02 2.0E+03 3.7E+02 4.6E+00

F2-B 4.9E+05 8.7E+04 3.2E+01 8.6E+02 7.1E+03 1.9E+02 6.9E+00

F3-B 6.2E+05 1.4E+05 1.3E+02 8.6E+02 4.5E+02 4.0E+02 5.5E+01

영광
F1-D 2.6E+04 1.3E+04 3.1E+01 5.2E+01 1.2E+03 1.1E+02 4.5E+01

F2-D 5.9E+04 4.1E+04 1.7E+01 9.0E+00 4.4E+02 4.1E+01 6.8E+00

표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육수생태계 퇴적물 시료의 핵종 분배계수3.2.43 (Kd) II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Li Cr Mn Co Ni Cu

월성

F1-B 2.7E+04 - 2.4E+04 - 2.1E+04 1.9E+04

F2-B - - 4.6E+04 - 7.4E+03 8.5E+03

F3-B - - 3.7E+04 - 1.0E+04 3.0E+04

영광
F1-D 5.6E+03 - 5.9E+02 - - 1.8E+03

F2-D 4.1E+03 - 1.4E+03 - - 2.1E+03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Zn As Rb Ba

월성

F1-B 2.5E+04 4.8E+02 4.5E+03 8.9E+03

F2-B 2.2E+04 9.7E+01 3.2E+04 1.7E+03

F3-B 1.8E+04 4.4E+02 6.2E+03 4.7E+03

영광
F1-D 3.9E+03 5.4E+02 3.5E+03 1.2E+03

F2-D - 1.1E+03 2.1E+03 9.8E+02

a 물 및 생물 시료 채취 지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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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Al Fe Ca Na K Sr Mg

월성

M4-B 3.5E+05 3.5E+03 3.0E+01 1.3E+00 2.6E+01 4.0E+01 2.6E-01

M5-B 4.0E+05 5.0E+03 3.9E+01 1.7E+00 4.0E+01 7.3E+01 1.3E+00

M6-B 3.4E+05 5.9E+03 3.0E+01 1.0E+00 2.3E+01 3.2E+01 5.6E-01

영광

M4-D 1.3E+05 4.8E+04 1.0E+01 1.3E+00 4.7E+01 7.3E+00 3.9E-01

M5-D 2.8E+04 3.3E+04 6.6E+00 1.4E+00 6.3E+01 6.9E+00 1.3E+00

M6-D 1.2E+05 8.7E+04 5.2E+00 1.7E+00 5.1E+01 5.7E+00 7.7E-01

M7-D 1.6E+05 8.0E+04 3.7E+00 1.4E+00 3.3E+01 3.3E+00 2.4E-02

표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해양생태계 퇴적물 시료의 핵종 분배계수3.2.44 (Kd) II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Li Cr Mn Co Ni Cu Zn

월성

M4-B 1.2E+02 1.8E+01 9.3E+04 4.3E+03 9.9E+01 1.0E+02 3.3E+03

M5-B 2.5E+02 6.7E+02 1.8E+05 7.2E+03 4.1E+02 1.3E+02 2.5E+03

M6-B 1.9E+02 2.5E+02 6.5E+05 9.0E+03 2.7E+02 1.9E+02 3.1E+04

영광

M4-D 7.1E+01 5.5E+02 2.6E+03 - 3.3E+02 1.8E+01 4.5E+03

M5-D 2.2E+02 2.4E+03 3.3E+03 - 1.2E+03 2.3E+02 1.2E+04

M6-D 2.4E+02 2.2E+03 6.0E+03 - 1.0E+03 1.8E+02 1.8E+04

M7-D 2.4E+02 1.5E+03 1.2E+04 - 7.9E+02 1.3E+02 -

구 분
시료명 a

정점명( )

분배계수(Kd, L kg-1)

As Rb Cs Ba Pb U

월성

M4-B 2.6E+01 4.3E+02 8.6E+02 1.3E+03 4.4E+03 1.6E+02

M5-B 1.2E+01 6.5E+02 2.2E+03 2.4E+03 6.1E+03 3.7E+02

M6-B 6.5E+01 3.8E+02 - 1.3E+03 1.0E+04 2.5E+02

영광

M4-D 6.4E+01 4.3E+02 - 9.9E+03 - -

M5-D 1.1E+02 2.7E+02 - 7.4E+03 - -

M6-D 8.6E+01 2.1E+02 - 4.6E+03 - -

M7-D 5.8E+01 1.1E+02 - 9.7E+03 - -

a 물 및 생물 시료 채취 지점과 동일.

이상과 같은 Kd 측정치는 퇴적물 내 총 원소에 대한 것으로 입자의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에 대한 값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은 인공 방사.

성 핵종이므로 는 통상 퇴적물 입자의 표면에 존재하여 용해 원소와 교환이 가능한IAEA

상태에 있는 원소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Kd 값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IAEA, 2004;

해양 퇴적물의 경우 는 표면 흡착 원소IAEA, 2014]. IAEA[IAEA, 2004] Kd 값을 총 원

소 Kd 값의 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 퇴적물20% . Kd 값을 방사성 핵종에 적용할

때에는 물론 육수 퇴적물 자료의 적용 시에도 이런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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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 조사 육수 및 해수 퇴적물3.2.24 2 Kd 값 비교 핵종별 표 및 값( 3.2.42 3.2.43

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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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원자력 시설 주변 야생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5. biota

가 연구 배경.

대덕 원자력 부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일대 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원자력연( )

구원 과 한전원자력연료 에서는 각종 원자력시설이 가동 중에 있다 이러(KAERI) (KNF) .㈜

한 시설로부터 미량이나마 방사성 물질이 환경 중으로 방출되면 방사성 핵종이 야생 동

식물의 체내로 유입되어 방사선 내부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 야생 생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인체에 대한 피폭처럼 규제의 대

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원전 부지 주변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자력 시설이 가.

동되고 있는 대덕 부지 주변에 대해서도 야생 전이인자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년 기간에 수행했던 월성과 영광 원전 부지 주변 생2012 2015∼

태계 조사에 이어 년에는 대덕 원자력 부지 주변 생태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2016

하였다 대덕 원자력 부지는 원전과 달리 내륙이지만 야생생태계는 주로 해발 수백 이. m

하의 산림과 크고 작은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의 원전 부지 주변 육지와 크게 다르

지 않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산림을 대상으로 한 육상생태계와 하천 등을 대상으로 한.

육수생태계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는 대덕 주변 대표적인 육상 및 육. 3.2.25

수 생태계의 전경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연구 방법.

핵종의 전이인자는 방사성 또는 안정 동위원소 추적자 실험 야외 시료 내 방사성 또는,

안정 동위원소 농도 측정 등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와.

같이 야외 시료 내 안정 동위원소 측정법을 적용하였다[Hosseini, 2008].

시료채취(1)

대덕 원자력 부지로부터 반경 약 이내의 육상생태계 산림 지역 와 육수생태계5 km ( )

하천 및 개울 에서 년 회 월 월 에 걸쳐 야생 동식물 시료와 토양 또는 물 시료를( ) 2 (6 ~11 )

아래와 같이 채취하였다 시료의 채취 방법은 육상생태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전 주. “3.

변 육상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과 동일하였고 육수생태계의 경우 원biota ” “1.

자력 시설 주변 수생태계 해양 및 육수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원전 주( ) biota ” “4.

변 수저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참biota ” ( 3.2.26

조)

육상생태계의 경우 대덕 부지의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걸쳐 있는 네 곳의 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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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금고동 구룡동 방현동 일대 에서 차로 년 월 중 하순에 차로 월 하( , , ) 1 2016 6 ~ , 2 10

순 월 중순에 야생 동식물 시료와 주변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육수생태계의 경우~11 .

부지의 동쪽을 흐르는 갑천 한빛대교 인근 에서 월 초 차 와 월 상순에 수생생물( ) 7 (1 ) 11

시료를 물 시료와 함께 채취하였다 또한 월 구룡동 육상시료 채취 시에는 인근 개울. 6

육수생태계 에서 가재와 개울물을 채취하였다( ) .

그림 은 육상 및 육수 생태계에 대한 시료 채취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점3.2.27 .

의 좌표와 지리적 특성 지점별 채취 시료의 종류는 표 및 과 같다 표, 3.2.45 3.2.46 .

은 동식물 시료의 채취 현황을 종합 요약한 것이다 조사된 생물종은 총 약 여3.2.47 , . 30

종에 달한다 그림 은 채취 전후의 육상 및 육수 식물 시료를 보여주고 있다. 3.2.28 .

시료처리 및 분석(2)

동식물 시료와 토양과 물 시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육상의 경우 원“3.

전 주변 육상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과 같고 육수의 경우에는 원자biota ” “1.

력 시설 주변 수생태계 해양 및 육수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원전 주변( ) biota ” “4.

수저 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과 거의 동일하다 분석 핵종은biota ” . Ca, K, Mg,

등 총 가지였다Na, Al, Sr, Fe, Mn, Ba, Co, Zn, Cs, Pb, U 21 .

전이인자 산정(3)

육상 동식물 전이인자 와 수생 동식물 전이인자(TF, dimensionless) (TF, L

kg-1 는 앞에서와 같이 그 정의에 따라 각각 식 및 과 같이 산정하였-fresh) 3.2.2 3.2.1

다[Howard et al., 2013; IAEA, 2014].




(3.2.2)

여기서,

Cbiota 핵종의 생물체 전신 농도: (Bq kg-1-fresh)

Csoil 토양 중 핵종 농도: (Bq kg-1-dry)




(3.2.1)

여기서,

Cbiota 핵종의 생물체 전신 농도: (Bq kg-1-fresh)

Cwater 수중 핵종 농도: (Bq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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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인자 산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림 대덕 시설 주변 대표 생태계 전경 상 육상생태계 하 육수생태계3.2.2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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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덕 시설 주변 야외 시료채취 현장 작업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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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토양 및 물 시료의 특성(1)

대덕 부지 주변 세 곳의 야산 지대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표 과 같다 이 시료들은 차 시료 채취 시 동물 서식 지역에 대한 대3.2.48 . 2

표 시료로 채취한 것으로 대덕 지역 야산 지대의 일반적 토양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토양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산성이고 모래함량이 비교적 높았다. .

그림 대덕부지 주변 육상 및 육수생태계 시료채취 지점 육상 육수3.2.27 (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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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 월 중순 월 초 차 월 하순 월 중순 시료 채취A: 1 (6 ~7 ), B: 2 (10 ~11 ) .

b 복수종 대표좌표로 종 별 채취지점이 위도와 경도 모두 대체로 초 이내에 있음±1 .

지점명a 좌표 도 분 초( , , )b 채취시료 종류 채취 지역 지리

T1-A
N 36,26,01.90

E 127,21,51.80
식물 종 토양 종5 , 4 보덕봉 북쪽 야산 구룡동/

T2-A
N 36,27,31.67

E 127,22,47.25

식물 종 동물 종벌 토5 , 1 ( ),

양 종2
오봉산 기슭 야산 금고동/

T3-A
N 36,27,58.73

E 127,23,36.24
식물 종 토양 종7 , 2 불무산 북쪽 기슭 야산 금고동/

T4-A
N 36,24,37.54

E 127,21,59.79
식물 종 토양 종6 , 3 적오산 남서쪽 기슭 야산 방현동/

T5-A
N 36,26,54.81

E 127,21,16.81
동물 종다람쥐1 ( ) 구룡동 야산 지대

T6-A
N 36,26,41.27

E 127,21,38.06
동물 종찌르레기1 ( ) 구룡동 야산 지대

T7-A
N 36,26,45.03

E 127,21,37.46
동물 종참새1 ( ) 구룡동 야산 지대

T8-A
N 36,27,48.93

E 127,22,58.16
동물 종참새1 ( ) 금고동 야산 지대

T9-A
N 36,28,01.46

E 127,23,28.67
동물 종찌르레기1 ( ) 금고동 야산 지대

T10-A
N 36,27,44.04

E 127,23,07.34
동물 종멧비둘기1 ( ) 금고동 야산 지대

T11-A
N 36,28,06.96

E 127,23,08.22
동물 종다람쥐1 ( ) 금고동 야산 지대

T12-B
N 36,26,06.33

E 127,21,53.72
식물 종억새 토양 종1 ( ), 1 보덕봉 북쪽 야산 구룡동/

T13-B
N 36,27,49.05

E 127,23,29.11

식물 종억새덩굴류2 ( , ),

토양 종2
불무산 북쪽 기슭 야산 금고동/

T14-B
N 36,26,25.98

E 127,21,57.02
동물 종까치 고라니2 ( , ) 구룡동 야산 지대

T15-B
N 36,26,17.83

E 127,21,39.08

동물 종살모사 산개구리3 ( , ,

멧비둘기)
구룡동 야산 지대

T16-B
N 36,26,13.86

E 127,21,31.49

동물 종사마귀메뚜기 방4 ( , )

아깨비잠자리, )
구룡동 야산 지대

T17-B
N 36,26,29.84

E 127,22,12.93
동물 종꿩1 ( ) 구룡동 야산 지대

T18-B
N 36,27,58.25

E 127,23,45.66
동물 종까치1 ( ) 금고동 야산 지대

T19-B
N 36,27,33.30

E 127,23,00.28
동물 종고라니1 ( ) 금고동 야산 지대

T20-B
N 36,26,30.89

E 127,23,02.37
동물 종꿩1 ( ) 봉산동 야산 지대

표 대덕부지 주변 육상생태계 시료채취 지점현황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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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 월 중순 월 초 차 월 하순 월 중순 시료 채취A: 1 (6 ~7 ), B: 2 (10 ~11 ) .

부지 생태계 생물유형 정점수 생물종수

대덕

육상

야산지대( )

포유류 4 다람쥐고라니2( , )

조류 9 꿩찌르레기까치참새멧비둘기5( , , , , )

파충류 1 살모사1( )

양서류 1 산개구리1( )

곤충류 2 벌사마귀메뚜기방아깨비잠자리5( , , , , )

교목류 1 개복숭아나무1( )

관목류 4 산딸기싸리류2( , )

국화과 4 엉겅퀴개망초쑥씀바귀4( , , , )

백합과 1 둥굴레1( )

화본과 2 억새1( )

덩굴류 3 칡 콩과 미상2( / , 1)

양치류 1 고사리1( )

기타식물 3 질경이자리공닭의장풀3( , , )

육수

하천 개울( , )

어류 1 피라미 버들치 모래무지3( , , )

갑각류 3 민물가재1( )

수초 1 마름 개구리밥 수초3( , , 1)

표 대덕 부지 주변 육상 및 육수 생태계 생물시료 채취 현황3.2.47

대덕 부지 주변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채취한 토양 시료 내 주요 핵종의 농도는 각각

표 및 과 같다 대덕 주변 야산 지대의 토양에서도 월성 및 영광 지역과 유3.2.49 3.2.50 .

사하게 과 가 각각 최고Al Na 3.3×104 및 1.3×104 mg kg-1으로 가장 높았고 와 이Cs U

1~2 mg kg-1 정도로 가장 낮았다 채취 지점 간 핵종 농도의 변이는 대체로 배 이. 10

내였다.

육수 시료의 경우 는 정도이고 온도는 정도였다 수온은 채취 시점에pH 7 26~27 .℃

따라 변화가 클 것이다 육수 중 핵종 농도는 월성 및 영광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양 중.

농도보다 훨씬 낮았고 핵종 간에는 와 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표 참조Na Sr ( 3.2.51 ).

지점명a 좌표 도 분 초( , , ) 채취시료 종류 채취 지역 지리

F1-A
N 36,26,02.80

E 127,21,52.70
동물 종가재 개울물 종1 ( ), 1 인근 개울 구룡동T1-A /

F2-A
N 36,24,34.26

E 127,24,59.84

동물어류 종 식물 종( ) 3 , 3 ,

하천수 종2
한빛대교 인근 갑천 탑립동/

F3-B
N 36,26,17.83

E 127,21,39.08
동물 종가재1 ( ) 구룡동 야산 개울

F4-B
N 36,27,42.44

E 127,22,43.28
동물 종가재1 ( ) 금고동 야산 개울

표 대덕 부지 주변 육수 생태계 시료채취 지점 현황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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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No.a pH
OMb

(%)

CECc

(cmol kg-1)

ECd(cmol kg-1) Sand

(%)

Silt

(%)

Clay

(%)
Texturee

Ca Mg K

GR 4.8 2.2 8.9 2.5 1.6 0.6 50 21 29 SCL

GG 5.1 2.5 8.4 3.7 2.1 0.8 67 19 14 SL

BS 5.3 1.8 6.9 1.3 0.7 0.3 51 29 20 L

표 대덕 부지 주변 야산 지대 대표 토양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3.2.48

a 구룡동 금고동 봉산동GR: , GG: , BS: .
b Organic matter
c Cation exchange capacity
d Exchangeable cation
e SCL: Sandy clay loam, SL: Sandy loam, L: loam.

그림 대덕 시설 주변 야외 채취 생물 시료 좌상에서 시계 방향으로 자리공 양치류 덩3.2.28 ( , ,

굴류 수초 자라풀 종류로 추정 개구리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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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
주요 핵종 농도 (mg kg-1)

Cs Cr Na Al Sr Mn Zn Co Ba U

GR-1 3.1E+00 5.9E+01 3.2E+03 1.7E+04 1.2E+01 3.2E+02 5.8E+01 1.1E+01 7.6E+01 1.7E+00

GR-2 2.3E+00 7.9E+01 2.4E+03 2.1E+04 1.5E+01 3.1E+02 6.2E+01 1.2E+01 7.0E+01 2.2E+00

GR-3 3.1E+00 7.5E+01 3.1E+03 1.6E+04 1.1E+01 3.6E+02 5.6E+01 1.0E+01 6.4E+01 1.8E+00

GR-4 2.6E+00 6.1E+01 2.4E+03 2.1E+04 1.6E+01 3.2E+02 6.3E+01 1.0E+01 6.5E+01 1.8E+00

GG-1 1.9E+00 3.0E+01 1.2E+04 3.3E+04 1.9E+01 1.9E+02 7.1E+01 3.4E+00 4.9E+01 1.9E+00

GG-2 1.4E+00 6.4E+01 6.6E+03 2.8E+04 8.0E+00 1.2E+02 5.7E+01 5.2E+00 1.0E+02 2.3E+00

GG-3 1.8E+00 6.4E+01 1.1E+03 2.6E+04 1.8E+01 4.1E+02 8.5E+01 1.2E+01 7.8E+01 1.5E+00

GG-4 1.5E+00 7.6E+01 1.7E+03 2.2E+04 1.4E+01 5.7E+02 9.3E+01 1.3E+01 5.0E+01 1.2E+00

BH-1 1.8E+00 4.8E+01 1.3E+04 3.3E+04 5.9E+01 2.3E+02 6.8E+01 4.0E+00 1.2E+02 2.1E+00

BH-2 1.7E+00 5.7E+01 8.9E+03 2.7E+04 2.3E+01 7.8E+01 5.3E+01 4.4E+00 7.0E+01 2.2E+00

BH-3 3.1E+00 5.1E+01 9.8E+03 2.4E+04 2.2E+01 8.7E+01 4.8E+01 4.7E+00 6.6E+01 1.7E+00

표 대덕 부지 주변 토양 시료 내 주요 핵종의 농도 차 채취 시료3.2.49 (1 )

a 구룡동 금고동 방현동GR-: , GG-: , BH-: .

시료명 a
주요 핵종 농도 (mg kg-1)

Cs Cr Na Al Sr Mn Zn Co Ba U

GR 9.6E-01 7.7E+01 3.1E+03 1.7E+04 3.9E+00 2.6E+02 7.5E+01 1.2E+01 2.9E+01 9.8E-01

GG 1.2E+00 4.9E+01 3.2E+03 1.8E+04 5.6E+00 2.7E+02 9.6E+01 1.1E+01 4.3E+01 1.5E+00

BS 1.0E+00 1.9E+01 1.1E+04 3.0E+04 6.8E+00 1.5E+02 9.3E+01 3.8E+00 2.7E+01 1.7E+00

표 대덕 부지 주변 토양 시료 내 주요 핵종의 농도 차 채취시료3.2.50 (2 )

a 구룡동 금고동 봉산동GR: , GG: , BS: .

시료명

정점명( )

깊이

(m)

온도

( )℃
pH

대표핵종 농도 (mg L-1) a

Cs Na Sr Mn Zn Co Ba U

F1-A ~0.2 - - <0.001 6.1E+00 4.3E-02 <0.001 <0.001 <0.001 7.9E-03 <0.001

F2-A-1 ~0.5 26.6 7.0 <0.001 4.4E+01 8.5E-02 6.0E-02 3.3E-02 5.6E-04 2.6E-02 7.1E-04

F2-A-2 ~0.5 26.5 6.9 <0.001 4.4E+01 8.2E-02 5.6E-02 1.5E-02 <0.001 2.5E-02 5.7E-04

F3-B - - - 6.6E-05 5.5E+00 4.5E-02 1.8E-04 3.7E-03 5.6E-05 3.9E-03 2.7E-04

F4-B - - - <0.0001 7.9E+00 6.0E-02 3.6E-04 2.2E-03 2.6E-04 8.5E-03 4.3E-04

표 대덕 부지 주변 육수 시료의 수질 특성 및 대표 핵종의 농도3.2.51

a 최소검출가능농도< MDA: .

육상생태계 전이인자(2)

대덕 주변 야산 지대의 육상생태계에 대해 년 상반기에 조사한 핵종별 야생생물2016

전이인자는 표 와 같다 육상 생물 전이인자는 월성 및 영광 지역과 비슷하게3.2.52 . Ca,

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이하였다 측정된 값 중 최저치와 최고치는 각각Mg, Rb, Cd 1 .

1.3×10-4 칡 고사리 및(Na- , Al- / T3-A) 2.8×101 질경이 이었다(Ca- / T3-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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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Ca K Mg Na Al Sr

T1-A 산딸기(GR-1) 1.9E+00 2.0E-01 4.2E+00 3.8E-03 4.8E-03 9.4E-01

엉겅퀴(GR-2) 2.2E+00 1.8E-01 2.1E-01 4.6E-04 6.7E-04 3.7E-01

칡(GR-2) 5.3E-01 1.1E-01 2.9E-01 1.0E-03 2.2E-04 2.2E-01

둥굴레(GR-3) 1.4E+00 3.7E-01 1.1E+01 1.3E-03 1.1E-03 7.3E-01

고사리(GR-4) 1.1E-01 1.9E-01 4.0E-01 1.3E-03 4.0E-03 3.1E-02

T2-A 개망초(GG-3) 4.9E-01 1.9E-01 6.0E-02 7.0E-03 1.0E-03 1.7E-01

쑥(GG-3) 8.1E-01 5.0E-01 1.5E-01 1.9E-03 1.2E-03 2.9E-01

산딸기(GG-3) 7.0E-01 8.6E-02 1.5E-01 2.6E-03 1.5E-04 3.5E-01

고사리(GG-3) 2.8E-01 3.1E-01 1.3E-01 1.7E-03 2.6E-04 1.4E-01

자리공(GG-4) 5.8E-01 1.4E+00 4.6E-01 1.9E-03 1.8E-03 2.4E-01

벌(GG-3) 4.5E-01 2.3E-01 2.9E-01 1.8E-01 2.8E-02 1.3E01

T3-A 쑥(GG-1) 2.9E+00 2.1E-01 2.4E+00 2.2E-04 3.7E-04 5.2E-01

칡(GG-1) 5.8E+00 9.2E-02 2.7E+00 1.3E-04 1.9E-04 1.1E+00

씀바귀(GG-1) 4.1E+00 2.5E-01 3.3E+00 5.2E-04 1.9E-04 8.8E-01

칡(GG-1) 8.2E-01 7.3E-02 2.0E+00 2.3E-04 1.6E-04 8.6E-01

싸리(GG-2) 4.0E+00 6.8E-02 8.3E-01 3.3E-04 3.3E-04 8.7E-01

고사리(GG-2) 4.9E-01 8.7E-02 5.6E-01 2.9E-04 1.3E-04 5.0E-02

질경이(GG-2) 2.8E+01 2.9E-01 2.8E+00 2.0E-03 4.8E-03 3.9E+00

T4-A 산딸기(BH-1) 6.5E-01 1.7E-01 1.1E+00 1.8E-04 6.9E-04 2.0E-01

개복숭아(BH-1) 4.6E-01 8.2E-02 5.3E-01 8.1E-04 3.5E-04 1.2E-01

자리공(BH-1) 3.7E-01 3.8E-01 9.7E-01 2.1E-04 1.0E-03 6.7E-02

고사리(BH-2) 1.4E+00 1.8E-01 1.5E+00 5.8E-03 2.2E-03 2.9E-01

씀바귀(BH-3) 4.0E+00 5.7E-01 1.5E+01 2.4E-03 3.6E-03 7.5E-01

닭의장풀(BH-3) 2.4E+00 1.6E-01 4.8E+00 1.0E-03 5.0E-04 5.1E-01

표 대덕 시설 주변 육상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 차 시료3.2.52 (1 )

a 괄호 안은 연관 토양.

및 의 전이인자가 꿀벌 을 제외하고는 채취지점 및 생물종에 따Na, Al, Fe Li (T2-A)

라 10-3 10∼ -5 정도의 범위로 가장 낮았고 가 대체로Ca 10-1 10∼ 1의 범위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생물종 간에는 질경이 의 전이인자가 다른 식물 종. (T3-A) Ca, Al, Sr, Fe, Ba

보다 특히 높았고 산딸기 의 경우에는 의 전이인자가(T1-A, T4-A) Cr, Co, As, Pb, U

특히 높았다 꿀벌의 경우 식물 종들에 비해 의 전이인자가 대체로. Na, Al, Fe, Li, Cs 10

배 내외 높았다 생물종 및 채취지점 간 전이인자 값의 변이 정도는 가 배로 가장. Ni 15

낮았고 가 배로 가장 높았다Mg 250 .

그림 는 대덕 주변 관목류 산딸기 싸리류 와 국화과 엉겅퀴 개망초 쑥 씀바3.2.29 ( , ) ( , , ,

귀 의 핵종별 전이인자를 비교한 것이다 와 의 전이인자 값은 관목류에서 다소 높았) . Pb U

고 의 전이인자 값은 국화과에서 다소 높았으나 타 핵종의 경우 차이가 대체K, Mg, Zn

로 배 이내였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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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Fe Mn Li Ba Cr

T1-A 산딸기(GR-1) 3.1E-03 1.6E-01 3.4E-03 2.2E-01 1.2E-02

엉겅퀴(GR-2) 5.6E-04 1.3E-02 5.9E-04 2.9E-02 3.6E-03

칡(GR-2) 2.7E-04 2.4E-02 2.2E-04 4.3E-02 1.6E-03

둥굴레(GR-3) 1.4E-03 2.5E-01 8.0E-04 1.4E-01 4.1E-03

고사리(GR-4) 3.4E-03 2.0E-01 2.8E-03 1.5E-01 2.4E-02

T2-A 개망초(GG-3) 7.9E-04 3.8E-02 1.1E-03 1.1E-01 2.9E-03

쑥(GG-3) 1.0E-03 1.3E-01 2.4E-03 2.1E-01 7.2E-03

산딸기(GG-3) 2.7E-04 2.5E-02 7.8E-04 9.9E-02 4.7E-03

고사리(GG-3) 4.5E-04 1.2E-01 1.3E-03 7.4E-01 6.5E-03

자리공(GG-4) 4.6E-04 1.6E-01 5.8E-04 6.4E-02 2.5E-03

벌(GG-3) 2.4E02 2.9E01 4.3E-02 1.0E-01 3.9E-02

T3-A 쑥(GG-1) 9.3E-04 2.4E-01 2.9E-03 1.6E-01 1.3E-02

칡(GG-1) 4.6E-04 1.0E-01 3.6E-03 3.4E-01 4.8E-03

씀바귀(GG-1) 8.7E-04 2.9E-01 3.1E-03 1.1E-01 1.4E-02

칡(GG-1) 5.7E-04 4.1E-02 9.4E-04 2.1E-02 5.4E-03

싸리(GG-2) 6.1E-04 3.7E-01 1.1E-03 1.2E-01 4.0E-03

고사리(GG-2) 4.7E-04 2.7E-01 6.7E-04 9.9E-02 3.6E-03

질경이(GG-2) 4.7E-03 2.4E-01 1.2E-02 2.7E-01 5.4E-03

T4-A 산딸기(BH-1) 1.7E-03 1.3E-01 5.6E-03 1.2E-01 3.5E-02

개복숭아(BH-1) 9.6E-04 1.8E-02 2.5E-03 3.4E-02 8.5E-03

자리공(BH-1) 1.3E-03 2.5E-01 8.8E-04 2.7E-02 2.0E-03

고사리(BH-2) 2.3E-03 1.5E+00 4.0E-03 6.0E-01 8.1E-03

씀바귀(BH-3) 4.6E-03 3.8E-01 7.1E-03 1.7E-01 9.2E-03

닭의장풀(BH-3) 1.2E-03 5.9E-01 1.0E-03 9.1E-02 3.4E-03

표 대덕 시설 주변 육상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 차 시료3.2.52 (1 )

계속( )

그림 대덕 주변 관목류와 국화과 식물 전이인자 값 비교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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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Cu Co Ni Zn As

T1-A 산딸기(GR-1) 1.0E-01 5.1E-03 2.1E-02 6.8E-02 9.9E-03

엉겅퀴(GR-2) 4.3E-02 4.3E-03 4.0E-02 1.4E-02 3.9E-04

칡(GR-2) 2.0E-02 8.9E-04 9.7E-03 2.2E-02 1.9E-03

둥굴레(GR-3) 5.1E-02 3.2E-03 2.3E-02 1.5E-01 9.6E-03

고사리(GR-4) 3.0E-02 8.4E-03 1.4E-02 7.5E-02 3.8E-03

T2-A 개망초(GG-3) 3.4E-02 2.3E-03 7.3E-03 2.6E-02 1.2E-03

쑥(GG-3) 1.2E-01 6.6E-03 2.1E-02 6.0E-02 3.3E-03

산딸기(GG-3) 4.9E-02 4.0E-03 9.9E-03 1.8E-02 1.2E-02

고사리(GG-3) 7.2E-02 8.0E-03 1.5E-02 4.4E-02 1.0E-02

자리공(GG-4) 5.2E-02 5.1E-03 1.2E-02 8.9E-02 1.1E-02

벌(GG-3) 2.7E-01 3.2E-02 6.1E-02 3.0E-01 1.4E-02

T3-A 쑥(GG-1) 3.5E-01 2.5E-02 9.8E-02 1.3E-01 7.8E-03

칡(GG-1) 2.8E-01 8.5E-03 1.1E-01 5.9E-01 2.6E-03

씀바귀(GG-1) 2.0E-01 1.7E-02 9.2E-02 2.3E-01 3.9E-02

칡(GG-1) 7.5E-02 5.3E-03 4.5E-02 4.1E-02 1.2E-02

싸리(GG-2) 6.3E-02 6.6E-03 4.6E-02 8.1E-02 2.1E-02

고사리(GG-2) 8.0E-02 2.3E-02 1.9E-02 4.4E-02 6.4E-03

질경이(GG-2) 2.3E-01 2.2E-02 2.4E-02 1.4E-01 5.9E-03

T4-A 산딸기(BH-1) 1.4E-01 5.4E-02 7.5E-02 9.9E-02 4.0E-02

개복숭아(BH-1) 4.7E-02 1.9E-02 3.2E-02 4.2E-02 2.7E-02

자리공(BH-1) 3.9E-02 7.0E-03 2.5E-02 1.7E-01 1.4E-03

고사리(BH-2) 1.3E-01 4.8E-02 6.8E-02 1.4E-01 7.7E-03

씀바귀(BH-3) 2.4E-01 2.7E-02 6.4E-02 5.7E-01 6.7E-03

닭의장풀(BH-3) 9.6E-02 1.6E-02 4.4E-02 6.0E-02 2.5E-03

표 대덕 시설 주변 육상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 차 시료3.2.52 (1 )

a 괄호 안은 연관 토양. 계속( )

표 은 년 하반기에 채취한 살모사 등 척추동물과 곤충류에 대한 핵종별 전3.2.53 2016

이인자 값을 나타내고 있다 대덕 주변 육상 동물도 식물들과 비슷하게 전이인자 값이.

대체로 이하였다 뼈의 주성분인 및 그와 유사한 성질의 핵종인 의 전이인자는1 . Ca Sr

척추동물 살모사 북방산개구리 의 경우 모두 이상으로 곤충류보다 대체로 배 이상( , ) 1 10

높았고 의 경우 모든 조사동물에서 이상이었다 의 경우 와 반대로 곤충류가Mg 1 . Cu Ca

배 정도 높았으나 나머지 핵종의 경우 차이가 대체로 수 배 이내였다 그림 참10 ( 3.2.30

조).



- 271 -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Rb Cd Cs Pb U

T1-A 산딸기(GR-1) 8.5E-01 1.4E+00 9.8E-03 2.4E-02 1.8E-02

엉겅퀴(GR-2) 3.9E-01 1.0E+00 4.0E-03 2.1E-03 1.2E-03

칡(GR-2) 3.1E-01 3.3E-01 2.3E-03 1.1E-02 1.7E-03

둥굴레(GR-3) 1.8E+00 1.1E+00 3.2E-03 8.8E-03 3.7E-03

고사리(GR-4) 9.0E-01 9.4E-01 1.0E-02 8.5E-03 7.1E-03

T2-A 개망초(GG-3) 2.3E-01 3.6E-01 2.9E-03 3.1E-03 1.7E-03

쑥(GG-3) 8.3E-01 2.5E+00 7.4E-03 6.5E-03 1.8E-03

산딸기(GG-3) 3.2E-01 5.0E-01 4.4E-03 1.5E-02 3.7E-03

고사리(GG-3) 4.4E-01 8.4E-01 4.4E-03 2.3E-02 6.8E-03

자리공(GG-4) 4.0E+00 9.5E-01 4.9E-03 9.3E-03 5.1E-03

벌(GG-3) 7.2E-01 3.6E-01 8.2E-02 1.8E-02 5.7E-03

T3-A 쑥(GG-1) 3.2E-02 2.7E+00 1.5E-03 4.8E-03 1.5E-03

칡(GG-1) 6.3E-02 8.3E-01 1.8E-03 3.1E-03 6.5E-04

씀바귀(GG-1) 4.1E-02 2.4E+00 2.0E-03 1.0E-02 3.0E-03

칡(GG-1) 4.6E-02 2.3E-01 1.8E-03 1.9E-03 2.0E-03

싸리(GG-2) 6.7E-02 5.4E-01 2.6E-03 6.8E-03 2.0E-03

고사리(GG-2) 7.9E-02 8.4E-01 5.6E-03 8.0E-03 2.1E-03

질경이(GG-2) 1.1E-01 1.9E+00 2.5E-02 9.6E-03 6.2E-03

T4-A 산딸기(BH-1) 8.3E-02 3.9E+00 7.0E-03 7.5E-02 1.2E-02

개복숭아(BH-1) 9.5E-02 9.9E-01 3.3E-03 2.0E-02 5.2E-03

자리공(BH-1) 2.0E-01 2.4E-01 3.7E-03 1.8E-03 1.7E-03

고사리(BH-2) 4.3E-01 1.8E+00 7.1E-02 1.0E-02 1.0E-02

씀바귀(BH-3) 4.0E-01 7.3E+00 1.8E-02 2.3E-02 9.3E-03

닭의장풀(BH-3) 2.7E-01 5.7E-01 3.0E-03 4.1E-03 1.3E-03

표 대덕 시설 주변 육상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 차 시료3.2.52 (1 )

a 괄호 안은 연관 토양 계속. ( )

그림 대덕주변 육상생태계 척추동물 및 곤충류의 핵종별 전이인자 비교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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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Ca K Mg Na Al Sr

T15-B 살모사(GR) 1.2E+01 2.1E-01 1.3E+00 5.9E-01 3.0E-03 1.2E+00

북방산개구리(GR) 8.1E+00 2.5E-01 1.4E+00 3.1E-01 9.1E-04 4.0E+00

T16-B 사마귀(GR) 1.0E+00 2.5E-01 1.3E+00 3.9E-01 7.9E-04 1.6E+00

메뚜기(GR) 5.1E-01 3.8E-01 2.2E+00 1.1E-01 1.1E-03 5.2E-01

방아깨비(GR) 5.2E-01 3.0E-01 1.8E+00 5.3E-02 1.2E-03 2.9E-01

잠자리(GR) 7.4E-01 2.9E-01 1.4E+00 2.6E-01 1.4E-03 1.4E-01

표 대덕시설 주변 육상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 차시료3.2.53 (2 )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Fe Mn Li Ba Cr

T15-B 살모사(GR) 2.2E-03 1.0E-02 1.6E-04 6.8E-02 3.9E-03

북방산개구리(GR) 1.4E-03 4.9E-02 1.5E-04 2.5E-01 3.5E-03

T16-B 사마귀(GR) 1.7E-03 2.1E-02 3.9E-04 1.3E-01 1.0E-02

메뚜기(GR) 1.2E-03 6.0E-02 2.3E-05 1.0E-01 3.0E-03

방아깨비(GR) 1.1E-03 2.6E-02 4.4E-04 3.6E-02 3.3E-03

잠자리(GR) 2.8E-03 3.2E-02 1.2E-04 2.1E-02 4.0E-03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Cu Co Ni Zn As

T15-B 살모사(GR) 3.4E-02 7.3E-05 3.9E-03 3.0E-01 2.8E-03

북방산개구리(GR) 8.1E-02 1.5E-03 4.0E-03 2.3E-01 2.9E-03

T16-B 사마귀(GR) 9.1E-01 4.6E-04 1.1E-02 1.2E+00 2.8E-03

메뚜기(GR) 5.5E-01 1.1E-02 9.0E-03 8.5E-01 2.2E-03

방아깨비(GR) 6.8E-01 8.3E-04 4.0E-03 7.3E-01 2.1E-03

잠자리(GR) 3.5E-01 3.1E-03 1.2E-03 4.3E-01 6.1E-03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dimensionless)

Rb Cd Cs Pb U

T15-B 살모사(GR) 4.7E-01 3.9E-02 3.7E-02 5.5E-03 2.3E-04

북방산개구리(GR) 6.3E-01 3.1E-02 3.9E-02 1.0E-02 7.5E-03

T16-B 사마귀(GR) 1.8E-01 2.1E-02 2.4E-02 6.3E-02 7.0E-03

메뚜기(GR) 3.8E-01 4.9E-03 3.6E-02 1.0E-03 6.3E-03

방아깨비(GR) 3.2E-01 6.8E-02 3.3E-02 1.1E-03 7.4E-03

잠자리(GR) 2.6E-01 5.4E-02 4.0E-02 6.1E-03 3.1E-02
a 괄호 안은 연관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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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생태계 전이인자(2)

대덕 시설 주변 육수생태계에 대해서 년 회에 걸쳐 동식물 전이인자를 조사한 결과는2

표 와 같다 육수생태계에서는 전이인자 값이3.2.54 . 5.4×10-1 모래무지(U: /F2-A-1)∼

3.5×105 가재 의 범위로 육상과 달리 거의 모든 전이인자가 보다 컸다 핵(Mn: /F4-B) 1 .

종 간에는 의 전이인자 값이 비교적 컸고 등이 비교적 작았다Al, Mn, Cu, Zn Na, Li, U .

생물 유형에 따라서는 각갑류인 가재의 경우 의 전이인자가 어류나 수초Ca, Na, Mn, Cu

에 비해 높았고 수초의 경우 의 전이인자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았으나 어류의 경우U

에는 모든 조사핵종에서 대체로 가장 낮거나 등 중(Al, Fe, Mn, Li, Ba, Cu, Ni, Pb, U )

간 정도였다 그림 참조( 3.2.31 ).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L kg-1-fresh)

Ca K Mg Na Al Sr

F1-A 가재구룡( ) 3.3E+03 8.6E+02 2.2E+02 3.6E+02 - 1.4E+03

F2-A-1 피라미 4.0E+02 4.2E+02 9.3E+01 2.9E+01 2.8E+02 2.2E+02

버들치 3.2E+02 2.6E+02 6.9E+01 2.2E+01 2.0E+02 1.8E+02

모래무지 4.6E+02 2.5E+02 7.6E+01 2.5E+01 1.6E+02 1.5E+02

F2-A-2 개구리밥 5.7E+01 2.3E+02 4.1E+01 1.0E+01 1.6E+03 5.8E+01

마름 4.9E+01 1.1E+02 8.7E+01 1.0E+01 1.3E+04 7.4E+01

수초 미상 b 1.0E+01 1.5E+02 2.5E+01 9.0E+00 3.9E+02 2.7E+01

F3-B 가재구룡( ) 3.5E+03 6.1E+02 2.4E+02 3.7E+02 9.2E+03 1.6E+03

F4-B 가재금고( ) 3.4E+03 9.6E+02 3.1E+02 2.6E+02 6.4E+03 1.3E+03

표 대덕시설 주변 육수생태계 핵종의 전이인자3.2.54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Fe Mn Li Ba Cr

F1-A 가재구룡( ) - - 3.1E+02 3.3E+03 4.1E+02

F2-A-1 피라미 2.4E+02 2.1E+02 2.4E+01 3.9E+01 7.5E+02

버들치 1.8E+02 1.4E+02 3.9E+00 5.1E+01 4.9E+02

모래무지 1.5E+02 6.7E+02 8.0E-01 2.9E+01 8.1E+02

F2-A-2 개구리밥 9.4E+02 5.0E+03 1.1E+01 1.4E+02 5.2E+02

마름 6.9E+03 9.8E+03 1.1E+02 3.9E+02 2.9E+03

수초 미상 b 2.6E+02 2.0E+03 4.3E+00 7.4E+01 1.5E+02

F3-B 가재구룡( ) 3.1E+03 1.1E+05 2.6E+02 7.3E+03 1.4E+03

F4-B 가재금고( ) 5.4E+03 3.5E+05 1.1E+02 3.3E+03 1.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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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Cu Co Ni Zn As

F1-A 가재구룡( ) 4.4E+04 - 9.6E+02 - 7.7E+01

F2-A-1 피라미 2.6E+02 1.3E+01 6.8E+01 1.7E+03 1.3E+02

버들치 4.4E+02 3.2E+00 3.4E+01 1.0E+03 8.3E+01

모래무지 2.6E+02 1.4E+01 6.3E+01 7.8E+02 9.6E+01

F2-A-2 개구리밥 6.6E+02 - 1.7E+02 1.6E+03 8.4E+01

마름 1.8E+03 - 4.5E+02 2.8E+03 4.4E+02

수초 미상 b 3.2E+02 - 7.8E+01 7.0E+02 3.6E+01

F3-B 가재구룡( ) 8.2E+04 3.8E+03 2.5E+03 5.7E+03 1.0E+02

F4-B 가재금고( ) 5.9E+04 1.3E+03 2.0E+03 1.1E+04 9.2E+02

채취

지점
종명 a

전이인자 (L kg-1-fresh)

Rb Cd Cs Pb U

F1-A 가재구룡( ) 1.3E+03 - - - -

F2-A-1 피라미 2.6E+02 - - 3.4E+00 9.5E+00

버들치 2.2E+02 - - 3.8E+00 8.4E+00

모래무지 1.8E+02 - - 9.7E+00 5.4E-01

F2-A-2 개구리밥 2.4E+02 - - 4.7E+02 2.4E+02

마름 2.1E+02 - - 3.2E+03 1.2E+03

수초 미상 b 1.2E+02 - - 1.1E+02 6.8E+01

F3-B 가재구룡( ) 2.7E+03 - 2.1E+03 - 2.1E+02

F4-B 가재금고( ) 1.6E+03 - - 1.1E+03 1.2E+02

a
괄호 안은 연관 토양.

b
자라풀 종류로 추정됨.

그림 대덕 육수생태계 생물 유형별 핵종 전이인자 비교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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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 완화기술 개발3

핵종 흡수력이 큰 수생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1

가 연구배경.

원자력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환경에 누출되었을 때 토양을 비롯한 자

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의 복원을 위하여 기존 공학적인 기.

술을 이용하면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염된 토양을 경제적 및 친환경,

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학적 오염 토양복원 기술 이 주목받고(Phytoremediation)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 원자력 국가에서는 식물체의 선발과 정화기능의 극대화방

안 오염 현장에의 적용 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한 이후 상당한 기술경쟁,

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업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유기,

술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현존하는 식물의 낮은 오염물질 흡수율과 식.

물의 오염물질에 대한 독성으로 인한 식물체의 성장 둔화와 같은 기술적 현안을 해결하

기 위하여 토양 미생물 기술과 유전자 조작기술을 접목하여 기술한계를 극복하려는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환경 오염원에 대한 식물의 정화기술 개발은 담수 수계에 분포하는

일부 아열대성 수생식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예기치 않은 국내 원전 사고,

시 방사능에 의한 오염 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적정 정화식물을

선정하여 이를 이용한 방사성 핵종 정화 연구 그리고 이의 활용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 년도에는 이 분야의 기술현황1

을 분석하여 국내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차 년도에는 차 년도에서 선발된 후보 수, 2 1

생식물을 대상으로 일반 생육특성을 조사하고 차 년도에는 근권 여과법에 의한 후보식, 3

물의 세슘 제거 실험을 수행함과 아울러 식물체 부위별 세슘 흡수력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나 기술개발현황.

기존 방사능오염환경 복원기술(1)

방사성핵종 오염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기존방법들은 오염물질을 토양에서 제

거하여 그 물질을 외부에서 최소화하거나 토양 모체 내에서 부동화 유리화 및 응고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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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중처리 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단지 방사성핵종의 이동(in-situ methods) ,

을 제한하여 유기물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기초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에

따른 비용 증가와 토양 침식 바람을 통한 오염토양물질의 분산 등을 수반한 고유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학관점에서 극히 안전한 토양으로 될 수 있.

지만 물질의 방사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또한 화학적 처리방법도 금속과 방.

사성핵종 복원에 활용 가능하지만 복원공정에 드는 비용이 크고 여러 오염물질 중에서,

특정 오염물질만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기술을 포함하여 방사성핵종 오염토양.

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적인 방법 표 들이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방법만이( 3.3.1)

대규모 조건하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 술 명 기술 개요 기술 변수

열적

처리방법

유리화법

굴착된 오염토양 및 슬러지를 전기적으로

용융시킴으로써 용출특성이 매우 적은 결

정 구조로 만드는 방법

토성의 가소성 입도분포 수분함량 열용량, , , ,

오염물질의 농도 분배계수 용해도 열적, , ,

안정성

열탈착법

열탈착법은 통제된 환경에서 토양을 일정

온도로 가열하여 토양에 흡착된 오염물질

을 휘발 탈착시키는 지상처리기술로서,

오염지역의 굴착된 오염토양을 열탈착장

치에 투입하여 처리하는 방법

토양가소성 입도분포 수분함량 열용량 유, , , ,

기물질 농도 오염물질의 농도 탈착장비의, ,

종류 처리온도 체류시간, ,

물리/

화학적

처리방법

토양

법capping

매립 폐기물위에 불침투성 표면물질을 씌

워 방사성폐기물을 외부와 격리하여 봉쇄

하는 방법

불침투성 캡단일 혹은 다층 점토 플라스틱( ,

판 토양의 안정성, )

토양

세척법

방사능 오염 토양 중 미세하면서 고농도

로 오염된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토양의 오염부피 및 부하량을 크게 감소

시키고 토양 내 침전 또는 흡착되어있는

오염물질을 세척제계면활성제 등와 기( )

계적 마찰력에 의해 용출시키는 방법

입도분포 및 점토함량 유기물 함량 완충능, ,

력 양이온 교환능력 흡착성점도세척, , PH.

첨가제 종류 및 농도

토양

세정법

오염물 용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첨가

제를 함유한 물 또는 순수한 물을 토양 및

지하수에 주입하여 오염물질을 침출 처리

하는 방법

수리전도도 토양 표면적 양이온 교환, , PH,

능력 점토함량 오염물질의 농도 및 흡착성, ,

분배계수( )

용제

추출법

용제추출법은 오염토양을 추출기내에서

유기용매와 혼합시켜 용해시킨 후 분리기

에서 오염물질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물리

화학적 지상처리 방법(Ex- situ)ㆍ

입도분포 및 점토함량 유기물 함량 양이, ,

온 교환능력 오염물질의 농도입도별, PH, (

농도분포 및 흡착성분배계수) ( )

고형화/

안정화법

오염토양에 첨가제시멘트석회슬래그( , ,

등 를 혼합하여 오염성분의 이동성을 물)

리적으로 저하 또는 화학적으로 용해도를

낮추거나 무해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방법

토양의 입경 수분함량 토양구조 고유투수, , ,

계수 토양의 온도오염물질 종류 및 농도, ,

오염물질 용해도 및 용출가능성 안정화된,

매체의 강도 및 내구성

동전기법 오염토양에 첨가제시멘트석회슬래그( , , 토성입도 및 구조 공극수의 전기전도도( ) , ,

표 방사능 오염토양 복원 방법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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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전환과 생물 분해를 통하여 토양과 퇴적물의 방사성 및 금속 오염물질을 정화하

기 위하여 미생물 처리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처리조건이 유연한 독성물질을 제거하는데,

선택성이 매우 높아서 잠재성이 큰 방법으로서 지중과 지상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식물 토양 정화법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자연친화적이며 에너지 요구량이 적어서

물리적 처리방법에 비하여 경제적이고 대기 중이나 수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적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며 토양의 특성 및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

이 단점이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표 에 나타3.3.2

난 식물정화기술의 장점을 고려하여 오염의 보건위험 장래 토지이용 목적 경제성 복원, , ,

의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물을 이용한 토양 오염 저감 기술 분석(2)

식물이용 토양정화기술은 수목 초본식물 수생식물들을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분, ,

해 안정화시키는 것으로서 식물뿐만 아니라 근권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의 작용도 포함된,

다.

가 식물정화기술 유형( )

근권여과 는 식물 뿌리에서 분비된 삼출물이 주변의 미생물들의 대(rhizosperefiltration)

사기질로 작용하여 근권 미생물의 군집을 다양하게 하고 유해물질의 분해능을 촉진시키

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식물추출 은 식물의 뿌리가 유해금속이나 방사성. (phytoextraction)

물질을 흡수하여 줄기와 잎 및 목부와 같은 식물체의 조직 내로 수송하여 제거하는 기술

분야로 토양으로부터 목적물질을 흡수하여 체내에 고농도로 축적시킬 수 있는 고축적종

을 이용한다 식물분해 는 식물체가 생산한 효소(hyperaccumulator) . (phyto- degradation)

기 술 명 기술 개요 기술 변수

등를 혼합하여 오염성분의 이동성을 물)

리적으로 저하 또는 화학적으로 용해도를

낮추거나 무해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방법

수분함량 양이온 교환능력 염도 유기물, , ,

함량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전하, PH, ,

생물학적

처리방법

생물학적

분해법

지중처리 기술로서 지중에 관정(In-situ)

을 삽입하여 산소 및 영양물질 등을 공급

하기 때문에 굴착 및 이송 등에 비용이 소

요되지 않고 오염 된 토양 및 지하수를 동

시에 처리하는 방법

미생물 군수 및 활성도 온도 및 수분, , PH

함량 토양구조 지하수깊이 오염물질 의, , ,

화학적 구조와 농도 및 독성

식물토양

정화법

토양이나 물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방사

성 핵종을 식물체의 뿌리를 통해 흡수하

는 방법으로서 식물에 의한 추출 식물안,

정화 그리고 뿌리에 의한 여과법이 있음,

오염깊이 토성 토양의 온도 수분함, , , PH,

량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독성 식물종, , , ,

생장률 및 생장기간 독성에 대한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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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물체내에서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기술이다 식물안정화 는 비. (phytostabilization)

독성 금속의 고정이나 토양개량제의 처리 또는 이들 처리 없이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현

장에서 독성금속을 불활성 시키는 방법이다 폐광선이나 제련소 주변 지역과 같이 식물.

재배를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식생을 복구시키기 위한 기술에 기반

을 두고 있다.

나 식물정화기술 개발 현황( )

수생식물에 의한 정화①

수생식물은 일반적으로 유관속 고등 식물로 수중에서 생육하는 식물들을 말한다 이들.

은 수중에서의 생활 습성에 따라 크게 부유식물 정수식물 및 침수 식물로 구분한다 세, .

계적으로 생이가래와 더불어 탁월한 수질개선효과를 보이는 식물로는 부레옥잠과 개구리

밥이 있다 표 물옥잠과에 속하는 종류의 하나인 부레옥잠은 제한조건이 없다면( 3.3.3). 8

최고의 생산력을 보일 정도로 이상적인 속도로 생육 증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하, . 10 ℃

에서 성장이 제한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는 부레옥잠이 방사성 폐용액으로부. Saleh

터 137 과Cs 60 와 같은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데 양호한 식물정화식물로서의 적합성을Co

확인하였다.

육상식물에 의한 정화②

육상식물은 미생물의 해독 작용을 증진시키고 비옥도가 낮고 토성이 나쁜 입지에서도,

군락 조성이 가능하며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식물정화 후 생산된 작물체를 원료로

하여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인근 방사능 오염Bio . 1986 ,

토양 정화를 위하여 해바라기 갈대 포플러 버드나무 유채꽃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 세, , , ,

슘 제거 연구를 수행한 결과 포플러가 세슘의 제거에 가장 효과적임을 실험적으로 확인,

장점 근권여과 식물추출 식물 안정화

환경교란의 최소화 ○ ○ ○

적용 오염물질의 다양성 ○ ○ ○

부차적 생성물의 최소화 ○ ○

유기물질의 분해성 ○

대량의 저농도 오염수의 처리 경제성 ○

표토층의 농업적 이용 ○

매립 및 소각 불필요 ○

독성 화학제 미사용 ○

표 식물정화기술의 장점 비교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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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방사성 세슘을 흡수한 포플러를 소각하는 대신에 퇴비균을 이용하여 분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세슘의 식물복원을 위한 식물을 찾기 위하,

여 종류의 벼 종류의 수수 종류의 다른 식물을 경작하여 방사능에 오염된300 , 200 , 30

곳의 현장에 이러한 식물들을 재배하여 식물의 지역 성장특성과 방사성 세슘 흡수력10

을 시험하였다.

수종명 오염물 흡수력 수집 능력 재활용성 내한성 내공해성 맹아력

갈대 Ο △ △ Ο Ο Ο

애기부들 Ο △ Ο Ο Ο Ο

꽃창포 Ο △ △ Ο Ο Ο

줄 Ο △ △ Ο Ο Ο

달뿌리풀 Ο △ △ Ο Ο Ο

물억새 Ο △ △ Ο Ο Ο

부레옥잠화 Ο Ο Ο Χ Ο Ο

좀개구리밥 △ Ο Ο △ Ο Ο

마름류 △ Χ △ △ Ο Ο

미나리 Ο Ο △ Ο Ο Ο

연꽃 △ Χ △ Χ Ο Ο

검정말 △ Χ △ Ο Ο

표 수생식물의 정화특성3.3.3

식물에 의한 방사성핵종 제거 연구 현황③

서로 다른 환경을 차지하고 있는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식물 종들은 오염토양으로부터

많은 방사성핵종을 흡수하고 이러한 흡수정도는 식물 종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

헌에 보고되고 있다.

는 꽃단풍 풍나무 튤립나무가Pinder(1984) , , 244Cm, 137Cs, 238Pu, 226Ra, 90 을 흡수함Sr

을 발견하였고 은 코코스야자가 핵무기에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 Robison

의 137 을 흡수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칼륨과 인을 토양에 첨가할 때 나무에 의해 흡수Cs .

되는 137 의 양이 감소함을 목격하였다Cs .

는 라디에타 소나무묘목이 폰데로사 소나무보다Entry(1994) 137 와Cs 90 의 흡수력이Sr

큼을 보고하였다 와 의 원자구조는 식물영양소 과 과 비슷하므로 이들의 이동. Cs Sr K Ca

흡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137 와Cs 90 의 흡수연구에 크게 활용할 수 있다Sr .

양이온 치환능력 염기포화 가 토양에서, , pH 137 와Cs 90 의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의Sr .

양이온 치환력이 높을수록 90 의 식물흡수력은 더욱 커진다Sr .

토양 중에서 양이온 특히 과 토양 점토의 양이 식물이 오염토양으로부터 흡K Ca, pH,



- 280 -

수하는 137 와Cs 90 의 양을 제한하고 토양 중 유기질의 양과 유형은 토양에서Sr , 137 와Cs

90 의 이용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r .

는Paasikallo(1984) 137 와Cs 90 는 물이끼 토탄에서 자랄 때 더 많은Sr 137 와Cs 90 을Sr

함을 보고하였다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식물에 의한. 137 와Cs 90 흡수에 영향을 준다 질Sr .

소 제한토양에서 질소비료를 주는 것은 뿌리 성장과 밀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토양으

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식물 성장을 증가시켜 137 와Cs 90 흡수에 간Sr

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토양 중 뿌리의 밀도가 높을수록Kirk(1989) 137 은 식물에 의하여 더 많이 흡수됨Cs

을 보고하였다 또한 물의 이용 여부가 방사성핵종의 식물흡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

는 보리 자주개자리 벼 옥수수식물이 대체적으로 물을 주면 더 많은Sazharova(1982) , , ,

핵분열생성물을 흡수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균근은 토양 균류와 식물뿌리와 공생관계로서 식물은 균류에게 설탕형태로 탄소

를 공급하고 균류는 식물에게 토양 원소를 제공한다 뿌리에 의한 방사성핵종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근권 영역이 증가되거나 근권 지역으로 방사성핵종의 확산이 증가되

어야 한다(Barber, 1984). 137 와Cs 90 는 토양용액에서 낮은 유동도와 농도를 가지고 있Sr

기 때문에 뿌리들의 균사 감염은 이러한 방사성핵종의 흡수를 크게 증가시킨다 또한.

137 와Cs 90 과 같은 원소들은 비 균근 식물보다 균근 식물에 의하여 더 쉽게 흡수되는Sr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약하면 식물정화기술은 경제적이고 실용적 가치가 있는 미래 선진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통하여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토양을 정화시키고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적용효과를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적용 결과들이 필요하

며 식물 미생물 유전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 - .

식물 토양 정화 기술 토의 및 기술개발 계획④

국내 적정 후보식물 선정㉮

식물을 방사성핵종의 제거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화용 식물로 적합한 여러 식물을 선발

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을 설정하였다.．

국내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

방사성 핵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어떤 관련된 규제에 매이지 않고 쉽게 환경 정화 식물로 도입이 가능한 것-

유전적 정보 재배법 생물 공학 기법 등 그 식물에 대한 기초 정보나 기술적인 정- ,

보가 있는 식물

지금까지 국내외 기술현황분석 결과와 상기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방사성 세슘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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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뛰어난 수생식물과 육상식물의 후보식물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특히 옥수수와.

수수는 유전적 정보가 국내외 많이 알려져 있고 에 대한 뛰어난 흡수력을 가지고 있Cs

다.

수생식물 큰 고랭이 미나리 애기부들 줄 부레옥잠 좀개구리밥 검정말 연꽃- : , , , , , , ,

육상식물 포플러 버드나무 옥수수 수수 해바라기 벼- : , , , , ,

국내 기술개발계획㉯

본 연구에서는 표 에 나타난 취약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 수생 및 육상식물3.3.4

의 온실 재배를 통해 핵종 흡수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고 이후 연구 단계에서는 최종,

적으로 선발된 식물에 대하여 화합물 유기산 및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방사성Chelate ,

핵종의 흡수기작을 규명함과 동시에 모델식물에서 방사성 핵종 고 흡수 유전자를 선별하

여 이를 최종 선발된 식물체로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기술 목표이

며 표 와 같이 단계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3.3.5 1 .

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방사능 오염토양

식물 정화 능력

평가기술

국제 수준
미국과 유럽에서 연구개발을 상당부분 진행하였고 최근 후쿠시마- ,

사고 이후 일본의 실험적 경험이 풍부함.

국내 수준
방사성 핵종의 토양 작물체 전이계수 측정실험을 수행한 바 있어 이- -

기술에 대한 기반기술수준은 획득하였음.

방사성 핵종 제거

토양균 이용 기술

국제 수준

오염물질에 대한 식물체의 내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식물체- ,

오염물질 토양 및 세균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여 균과 식물의 협력을,

통하여 토양을 정화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국내 수준

일반 농작물에 대한 토양 미생물 이용 기술수준은 우수하지만 방사성- ,

핵종의 오염토양에서 식물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토양균

이용기술은 미진함.

방사성 핵종 고흡수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국제 수준

기존 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내성과 흡수력이-

뛰어난 고흡수 식물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실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국내 수준

애기장대 유채화 같은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식물형질 전환체를- ,

만드는 기반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바 있으나 방사성 핵종을

고농도로 흡수할 수 있는 식물체의 유전자 조작연구는 초기상태임.

표 선진국 대비 국내 취약기술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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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생식물의 핵종흡수력 실험.

실험방법(1)

본 연구에서는 식물의 뿌리를 이용해서 오염된 지표수로부터 방사성 핵종중 하나인 세

슘을 생물 또는 비생물적인 과정을 통해 뿌리 주변에 흡수 여과하거나 식물체 내로 흡, ,

수하는 근권여과법을 적용하여 식물 생장상 에서 실험을 수행하(Plant growth chamber)

였으며 차 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뿌리 여과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 큰 고랭이 미, 1 ,

나리 애기부들 줄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

세 가지의 초기 세슘농도 를 가지는 수용액에서 네 종류의 수생(50, 100, 150 Bq/ml)

식물인 줄 애기부들 미나리 큰고랭이에 대하여 세슘 흡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두 가지, , , ,

의 조건 에서 변화에 대한 식물의 세슘 흡수 영향을 관찰하였다pH (pH 5, 9) pH .

식물을 유리 화병에서 수생 재배하는 동안 일정 경과 시간에 수용액을 채취 분석하여, ,

세슘 농도를 측정함으로서 식물로의 세슘 흡수량을 확인하였다 를 이용한. HPGe detector

감마선 분광분석을 통하여 세슘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조건(2)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보관된 종자를 확보하여 배양하였다 종이배지로.

채워진 원형 배양조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종자들을 발아시켰다 종자들의 발아조건은 영.

국 식물원 종자 정보 서비스KEW (SID; Seed Information Service,

http://data.kew.org/sid/sidsearch.html 를 참고하여 온도 습도 광주기는) 15~25 , 75 %,℃

시간으로 하였으며 발아 후 활착조건은 규사배지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온도14 , 25 ,℃

습도 광주기는 시간으로 하였다75 %, 12 .

세 종류의 초기 세슘농도 를 갖는 수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100, 200, 300 Bq/ml) 4

에 용해된 를 구입하여 증류수에 희석하였다 종자를 발아시mCi 137Cs (0.1M HCl CsCl) .

연구내용 후보 식물 세부 연구 내용 실험방법

근권여과법에 의

한 후보 수생식물

의 세슘 제거 실험

줄-

미나리-

애기부들-

큰고랭이-

일반 생육특성 조사-

식물의 세슘 흡수 실험-

식물체 부위별 세슘-

흡수력 규명 실험

식물생장상에서 이- 150 Bq/ml

하의 다양한 세슘 초기 농도에

따른 식물의 핵종 흡수 실험

수용액의 별 세- pH (pH 5, pH 9)

슘 제거실험

과 분석을 통한 식물체- SEM EDS

내 세슘의 흡수 분포 예측

표 단계 기술개발 계획3.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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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규사배지에서 활착한 실생묘를 생장시키기 위하여 식물 생장상 그림 에서 온도( 3.3.1)

습도 광주기를 시간 광 밝기를 으로 하였다 일의 생장시간25 , 75 %, 16 , 5,000 lux . 7℃

이 지난 실생묘들은 통기성 배수성이 좋고 비료성분이 거의 없는 상토로 옮겨졌으며 생,

장조건은 상기 조건과 동일하다.

상토에서 자란 묘목들 중 육안으로 크기가 균등한 것들을 선발하여 유사한 무게

의 무게를 가진 식물들을 유리 화병에 옮겨 심는다 유리 화병에 각 농도별(10~20 g) .

세슘 수용액 를 첨가한 후 식물들의 뿌리 부분이 수용액에 완전히 담가지도록 하80 ml

여 일 동안 생장시킨다 이때 식물 생장조건은 실생묘의 생장조건과 동일하게 하였7~12 .

으며 생장기간 동안 일정시간을 간격으로 를 채취하여 감마분석기를 이용하여 식, 0.5 ml

물에 의한 세슘 흡수율을 조사한다 수용액 중 는 와 로 조절하며 와. pH HNO3 NaOH , pH 5

을 가진 세슘 함유 수용액에서 식물의 세슘 흡수실험이 수행된다7 .

실험 결과(3)

가 후보 수생식물의 일반 생육특성( )

본 연구에 사용된 큰 고랭이 미나리 애기부들 줄은 정수식물로서 비교적 유속이 낮, , ,

고 안정한 얕은 수심으로 이루어진 육역과 수역이 접하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유속이

빠른 지역에서보다 식물 정화 환경이 좋다 각 후보식물의 세슘 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식물들이 성장하면서 수용액 중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흡수 효율 변화를 파악하,

그림 식물 생장상 내외부 사진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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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적으로 각 식물의 흡수 한계범위를 조사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

용될 각 후보식물의 일관성 있는 출발 묘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절적 환경에 따른 성장 영향을 배제하고 균일한 크기를 갖는

식물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서 각 식물의 종자를 확보하여 배양 발아시켜,

일정시간 동안 생장시킨 실생묘를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 식물원 종자 정보. KEW

서비스의 자료를 참고하여 후보식물들의 발아율 저장성 및 발아법 등에 대한 종자특성,

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표 에 보여주고 있다3.3.6 .

표에 나타난 것처럼 각 식물들의 종자 특성을 검토한 결과 전처리에 개월 발아에1 , 1

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의 경우 저장성이 떨어져 발아.

가 잘 될지 예측 불가능하였고 나머지 종자들도 발아율이 아주 낮거나 발아 실험 자료가

없어서 발아여부가 불투명하여 여러 발아조건에서 발아실험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나머지 종자들도 발아율이 낮아 자연 상태에서 발아된 실생묘를 획득하거나 특히. ,

줄과 미나리의 경우 뿌리 번식이 우선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실생묘를 확보

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큰고랭이의 경우 충분한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아율 산정.

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식물명 발아율
Kew SID

발아율※

Kew SID

저장성※

발아법

투고논문 기준( )

큰고랭이
19.2 %(25 /℃

15 )℃
2.4~26.0 % orthodox

미나리 0 % 0.4~28.8 %
orthodox ~

uncertain
저온 습윤 처리 주 약 발아함5 , 40 %

애기부들 실험자료 없음 17.9~20.0 % orthodox 광발아성30/20 ,℃

줄 실험자료 없음 없음 intermediate

연꽃 실험 자료없음 없음 orthodox
물리적 휴면 추정종피 절단하면 발아(

잘 됨)

참고 자료 영국 식물원 종자정보 서비스: KEW (※ http://data.kew.org/sid/sidsearch.html)

용어 설명- :

건조 후수분함량 장기 저온저장 가능 종. orthodox : ( 3~7 %) .

이상 종자의 저장특성을 나타낸 종 의 장기저장조건종자. orthodox ~ uncertain : 50 % orthodox . IPGRI (

함수율 에서의 저장 시험이 필요3~7 %, -18 ) .℃

건조 내성은 와 중간 특성 저온 내성은. intermediate : orthodox recalcitrant ,

급격히 약해짐

종자 수분함량 까지 건조 가능 건조 후 저온 저장시 활력 감소. recalcitrant : 10~12 % . .

표 3.3.6 식물들의 종자 특성

나 후보 수생식물의 종자 발아 및 생장실험( )

후보식물의 종자특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 과 같이 다양한 발아조건에서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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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발아실험을 수행하였다 큰고랭이의 경우 종이배지에서 립의 종자를 반복으로1 . , 100 4

발아실험을 수행한 결과 의 낮은 발아율을 보이면서 발아립 립 중 개의 실생묘를3 % 12 9

확보하였다 미나리의 경우 종자를 저온 습윤 처리 후 치상하였으나 발아하는 데는 실패.

하였다 애기부들은 발아율 로서 발아립 립 중 개의 실생묘를 확보하였고. 14.8 % 59 50 ,

줄의 경우 발아립 립을 확보하였으나 전량부패로 실생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5 .

큰고랭이와 애기부들의 실생묘를 규사 배지로 옮겨 온도 시간 광 조건으로25 , 12℃

증류수를 공급하면서 배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장력이 떨어져 성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성장에 필요한 비료성분의 결핍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 발아. . 2

실험에서는 종자확보가 가능한 미나리와 애기부들에 대하여 차 발아실험을 수행하여 미2

나리의 경우 종자 립에서 실생묘 개를 획득하였고 애기부들의 경우 립의 종400 108 , 1000

자 중 개의 실생묘를 획득하였다 차 발아실험 후 획득한 실생묘들이 비료 결핍으로200 . 1

쇠퇴하였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차 발아실험에서 획득한 실생묘들에게 중성비료를 투여2

한 결과 그림 와 같이 지속적인 생존성을 보였다 이후 발육성이 양호한 실생묘를3.3.2 .

선별하여 각각의 성체를 개별 트레이에 옮겨 심어 생장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

식물명 발아실험 방법 발아 실험 결과 발아 후 활착

큰고랭이

시간25/15 (12/12 ),℃

시간 광주기로 배양14

종이 배지 립 반복( , 100 4 )

발아율 3 %

발아립 립 중 개12 9

실생묘 확보

규사 배지 시간 광, 25 , 12℃

조건으로 배양 증류수 공(

급)

미나리

저온습윤처리 주 후(5 ) 6℃

시간25/15 (12/12 ),℃

시간 광주기로 배양14

종이 배지 립 반복( , 100 4 )

저온 습윤 처리 주후6

치상함

애기부들

시간30/20 (12/12 )℃

시간 광주기로 배양14

종이 배지 립 반복( , 100 4 )

발아율 14.8%

발아립 립 약 개59 50

실생묘 확보

줄

시간25/15 (12/12 ),℃

시간 광주기로 배양14

립 반복(100 4 )

발아율 1.3%

발아립 립 전량 부패로5 ,

생존 실생묘 없음

표 후보식물의 발아실험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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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기 부

애 기 부 미나리

미나리

그림 애기부들과 미나리의 실생묘3.3.2

그림 트레이에서 애기부들 와 미나리 실생묘의 생장실험3.3.3 (a) (b)

다 후보 수생식물의 핵종 흡수 실험( )

본 연구에서 선정된 후보식물인 미나리 애기부들 줄을 의, , 50, 100, 150 Bq/ml 137Cs

초기농도를 가진 수용액에서 생장시키면서 이들의 핵종 흡수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

행한 실험 결과가 그림 그리고 에 나타나 있다 이때 각 수용액의3.3.4, 3.3.5, 3.3.6 . Cs

농도 와 에서의 실험결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pH 5 9 .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나리에 의한 흡수는 종류의 세슘 초기농도 종3.3.4 Cs 3 , 2

류의 농도를 갖는 수용액에서 모두 실험 시작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약pH 7 40~50

의 를 빠르게 흡수하였으며 시간 이내에 약 내외의 을 흡수한 것으로% Cs , 70 90 % Cs

나타났다 특히 초기농도 를 갖는 수용액에서 시간이 지난 후 약. 50 Bq/ml, pH 5 120 98

의 흡수율 보이고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인 약 를 나타% , 240 Cs 99 %

내었다 반면에 초기농도 를 갖는 수용액에서 최종 흡수율은 약 로. 50 Bq/ml, pH 9 92 %

서 가장 낮았다.

한편 미나리 경우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수용액의 각 초기 농도가 흡수율에 미Cs

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에 보다는 의 수용액에서 미나리에 의한 흡수율이, pH 9 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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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에서의 흡수율은 에서의 흡수율과 비교할 때 세 종류의, pH 5 pH 9 Cs

초기농도 조건에서 모두 약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5 % .

이와 같이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방사능 농도 함수로서 미나리는 종류의 방사능 농도3

에서 실험되었으며 모든 실험 농도로부터 미나리는 을 흡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Cs

나타났다 또한 미나리의 흡수율이 수용액에 있는 초기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Cs Cs

사실은 의 부레옥잠에 의한 방사성핵종 흡수실험결과와 일치하고 있H.M. Saleh(2012)

다.

의 부레옥잠을 이용한 방사성 핵종 제거실험에서 가 부레옥잠의 핵종흡H.M. Saleh pH

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실험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

르면 방사성 핵종에 대한 부레옥잠의 가장 높은 흡수율은 에서 목격되었다 또한pH 4.9 .

부레옥잠에 의한 60 및Co 137 의 흡수는 에 의존하고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Cs pH pH

가 에서 증감 없이 일정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비슷한 경향이 에pH 4.9 - 10.9 . Center

의하여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에 가까운 중성배지의 조건에서 부레옥잠. pH 7

이 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부레옥잠은 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견딜 수 있다, pH 4-10

고 하였다(Center et al., 2002).

그림 초기농도 에 따른 미나리의3.3.4 Cs , pH 137 흡수율 비교Cs



- 288 -

이러한 현상은 부레옥잠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도 해바라기 갓 강낭콩을 이용한 수생법. Minjune Yang(2008) , , (Rhizofiltration)

의 우라늄으로 오염된 지하수 정화 효율 규명이라는 연구에서 가 증가할수록 수생법pH

에 의한 우라늄제거 효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조건에 따라 제. pH

거 효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변화에 따라 수용액 내의 우라늄 존재 성상이 매우pH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이며 특히 수용액의 가 증가함에 따라 우라늄은 이온상으로 존, pH

재하기보다는 쉽게 고상의 침전물로 형성함으로써 수용액에 의한 식물 흡수능력은 상대

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식물정화실험에서 는 용액중 금속화학과 금속이온간의 경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pH

변수로서 낮은 에서 많은(Friis and Myers-Keith, 1986; Galun et al., 1987). pH(2.9)

양의 양자들이 식물뿌리표면의 흡착점에서 두 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와(Cs+ and Co2+)

경합 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의(Mohapatra et al., 2009) .

자유로운 확산과 폐수중 존재하는 염의 흡수가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목할 만pH

한 사실이며 일부 식물은 산 혹은 알칼리 매체에서 살아가고 중성에 대하여 를 변경, pH

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fari, 2010).

그림 에 나타난 애기부들의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애기부들에 의한 흡수3.3.5 Cs

는 상기에서 설명된 미나리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수용액의 각.

초기 농도가 흡수율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에서 미Cs Cs , pH5

나리에 의한 흡수율은 에서의 흡수율과 비교할 때 세 종류의 초기농도 조건에서pH9 Cs

모두 약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에 따른 차이가5~9 % , pH

오히려 뚜렷해짐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미나리와 비교하여 애기부들의 흡수율은 전체. Cs

적으로 약 안팎으로 낮게 나타났다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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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농도 에 따른 애기부들의3.3.5 Cs , pH 137 흡수율 비교Cs

실험시작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실험조건에서 약 의 를 빠르게7 24~40 % Cs

흡수하였으며 시간 이내에 약 내외의 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 80~90 % Cs .

초기농도 를 갖는 수용액에서 시간이 지난 후 약 의 흡수율100 Bq/ml, pH 5 120 94 %

보이고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인 약 를 나타내었다 반면, 240 Cs 95 % .

에 초기농도 를 갖는 수용액에서 최종 흡수율은 약 로서 가장 낮았50 Bq/ml, pH 9 85 %

다.

그림 은 줄의 흡수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줄도 애기부들과 마찬가지로 줄3.3.6 Cs .

에 의한 흡수는 미나리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기농도가 줄Cs . Cs

의 흡수율 변화에 대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는 줄의 흡수율 변화에 다Cs , pH Cs

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나리와 애기부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흡.

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나리와 애기부들에 비하여 시간이 지난 후 모든 실험조3

건에서 까지 흡수율은 미나리와 줄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그 이후 줄의47~57 % Cs .

흡수율은 미나리와 애기부들에 비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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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농도 에 따른 줄의3.3.6 Cs , pH 137 흡수Cs

실험시작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실험조건에서 약 의 높은 흡수7 53~61 % Cs

율을 보이면서 시간 후 내외의 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농도, 70 67~84 % Cs . 50

를 갖는 수용액에서 시간이 지난 후 약 의 흡수율 보이고 시간Bq/ml, pH 5 120 88 % , 240

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인 약 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초기농도Cs 89 % . 100

를 갖는 수용액에서 최종 흡수율은 약 로서 가장 낮았다Bq/ml, pH 9 80 % .

그림 은 초기농도 와 에서 미나리 애기부들 줄의 흡수3.3.7 Cs 50 Bq/ml, pH 5 pH 9 , ,

율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실험시간 시간 이내에서 미. 60

나리와 애기부들에 비하여 줄의 초기 흡수율은 높지만 그 이후 흡수율은 급격히Cs Cs

둔화된다 이는 그림 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시간 지나면서 줄의 경우 노쇠가 시작. 3.3.8 60

되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거의 고사되어 흡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슘은 식, .

물에 대하여 높은 방사성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높은 방(Jadia and Fulekar, 2009).

사능 농도는 물질대사과정을 방해함과 아울러 성장을 억제하고 때때로 식물을 죽게 한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림 은 초기(Schaller and Diez, 1991) . 3.3.9, 3.3.10 Cs

농도 과 그리고 와 에서 미나리 애기부들 줄의 흡수율100 Bq/ml 150 Bq/ml pH 5 pH 6 , ,

비교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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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국내외 기술현황분석 결과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방사성 세슘의 흡수력이 뛰어난-

수생식물과 육상식물의 후보식물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수생식물 큰 고랭이 미나리 애기부들 줄 부레옥잠 좀개구리밥 검정말 연꽃: , , , , , , ,∙

육상식물 포플러 버드나무 옥수수 수수 해바라기 벼: , , , , ,∙

후보식물의 종자 특성 및 발아방법에 관련된 정보 부족에도 불구하고 애기부들과-

미나리의 성체와 실생묘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미나리 애기부들 줄의 모든 경우에 수용액 중 이상의 을 시간 이내- , , , Cs 70 % Cs 60

에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현장 적용가능성이 충분함을 입증하였다.

후보식물에 의한 흡수율은 수용액의 초기 농도보다는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Cs pH

나타났으며 에서의 흡수율은 에서의 흡수율과 비교할 때 세 종류의, pH 5 pH 9 Cs

초기농도 조건에서 모두 약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5 % .

미나리 애기부들 줄의 세 후보식물 중 미나리의 흡수력이 가장 뛰어 났으며- , , Cs ,

미나리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 약 의 흡수율을 보였다, 120 98 % Cs .

한층 광범위한 실험조건으로 하여 각 후보식물의 성장 한계실험을 수행함으로서- Cs

수용액의 한계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본 연구에서 생산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식물들이 현장에서 성장하여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수용액의 세슘농도 한계를 설정하고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각 식물의 흡수, Cs

효율을 활용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최적의 세슘을 흡수하기 위한 정과공정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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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농도 일 때 미나리 애기부들3.3.7 Cs 50 Bq/ml , ,

줄의 흡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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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시간 시간: 60

생장시간 시간: 200

생장시간 시간: 120

미나리애기부들줄

그림 생장시간에 따른 줄 애기부들 미나리의 생장상태 비교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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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농도 일 때 미나리 애기부들 줄3.3.9 Cs 100 Bq/ml , ,

의 흡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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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농도 일 때 미나리 애기부들3.3.10 Cs 150 Bq/ml , ,

줄의 흡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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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사2.

가 연구 배경.

방사성핵종 오염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기존방법들은 오염물질을 토양에서 제

거하여 그 물질을 외부에서 최소화하거나 토양 모체 내에서 부동화 유리화 및 응고시키,

는 지중처리 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단지 방사성핵종의 이동(in-situ methods) ,

을 제한하여 유기물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기초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에

따른 비용 증가와 토양 침식 바람을 통한 오염토양물질의 분산 등을 수반한 고유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학관점에서 극히 안전한 토양으로 될 수 있.

지만 물질의 방사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또한 화학적 처리방법도 금속과 방.

사성핵종 복원에 활용 가능하지만 복원공정에 드는 비용이 크고 여러 오염물질 중에서,

특정 오염물질만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기존 공학적인 기술을 이용하면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범위,

한 오염된 토양을 경제적 및 친환경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학적 오염 토양복원 기

술이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 국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식물의 낮은 오염물질 흡수율과 식물의 오염물질에 대한 독성으로 인한,

식물체의 성장 둔화와 같은 기술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양 미생물 기술과 유전자

조작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Friis N. et al., 1986).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년 동안 이 분야의 기술현3

황을 분석하여 국내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선발된 후보 수생식물인 줄 애기부들, , ,

미나리를 대상으로 일반 생육특성을 조사함과 아울러 근권여과법에 의한 수생식물의 세

슘 제거 실험을 수행하여 각 수생 식물의 세슘 흡수력을 조사하였다.

단계 차 및 차 연도에서는 국내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고 방사성 핵종을 해독할2 1 2 ,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유전적 정보와 생물학적 공학기법 관련 정보의 확보 가능성이,

큰 지상식물을 실험대상 식물로 선정하여 방사성 핵종 137 의 흡수력을 시험하였다Cs .

나 실험방법.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치한 방사성 핵종 실험온실에서 종의 한해살이 및 여러해살이6

식물들을 대상으로 포트실험을 수행하였다 식물재배에 사용할 토양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산림지에서 표층에서 깊이 미터 이내에서 채취한 마사토였으며 야외에서 햇빛에 의3 ,

하여 수일동안 건조하였다 스테인리스 스틸 를 사용하여 건조한. 10 mm x 10 mm s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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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을 걸러내어 자갈과 입자가 큰 마사를 제거하였다 최종 건조토양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건조한 토양의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건조된 토양을 서울시립.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원예학과에 의뢰하여 식물재배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방사성핵종 흡수실험에 사용할 여섯 가지 작물 즉 옥수수 수수 토마토 유채 고구마, , , , , ,

케나프는 모종을 구입하여 137 으로 핵종 처리한 약 의 토양을 담은 플라스틱 원형Cs 20kg

포트 에 옮겨 심었다 의 오염토양을 만들기 위하여(340mm D x 300mm H) . 9,500 Bq/kg ,

약 의 토양을 포트에 계량하고 이중 의 토양을 넓은 고무용기에 담은 후 약20 kg 10 kg ,

70 ml 137 용액과 유기물이 이상을 차지하는 의 혼합유박비료Cs(180,000 Bq) 70 % 90 g

를 골고루 살포하여 균일하게 섞은 후 이 토양을 포트에 재투입하고 적당한 양의 물을

주었다.

각 식물에 대하여 시비 토양에서 종의 핵종 흡수 반복실험 시비하지 않은 토양에3 ,

서 핵종 흡수실험 시비토양에서 핵종 미처리 실험 에 필요한 총 개의 재배포, (control) 30

트를 실험온실에 배치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다 식물 재배동안 시료 채취는 토양에 한하.

여 수행하였다.

수확한 작물은 줄기와 잎 열매부분으로 분류하여 절단 가위를 이용하여 잘게 썬 후 각,

각 계량하고 사각 알루미늄 호일에 담아 달 동안 자연 건조시켰다 균일하고 보다 미세, 2 .

한 입자를 가진 시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기계적 분쇄기를 사용하였고 이때 분쇄 칼날의,

회전속도는 이었다 건조시료가 분쇄되는 동안 재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28,000 rpm .

하여 밀폐상태에서 건조시료를 분쇄하였다 분쇄된 시료는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HPGe

를 이용한 감마선 분광분석을 통하여 각 건조시료의 세슘농도를 측정하였다detector .

최종적으로 평균 137 농도를 이용하여 각 식물의 전이계수를 비교하였다 전이계수는Cs .

토양중 방사성핵종농도 에 대한 식물 내 방사성핵종의 농도(Bq/kg dry wt.) (Bq/kg

비로 표시된다dry wt.) .

다 결과.

토양(1)

수목생장에 적당한 토양은 모래함량이 인 사양토 혹은 양토로서 배수성과 통50~60 %

기성이 양호한 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토양산도는 의 약산성성 토양이, pH 5.5~6.5

작물 생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물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고. (OM) ,

식물과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는 유기물이 토양 중에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3 % .

전질소 은 식물양분으로서 중요하며 단백질이나 엽록소의 주요성분인 질소는(TM) ,

이상 토양 중에 함유되어야 한다 또한 유효인산은 세포원형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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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인산은 이상 함유한 토양이 식물생장에 좋다 양이온 치환 용량 는60 mg/kg . (CEC)

양분 교환 양분흡착과 관련된 양이온 치환용량이 정도가 요구된다 칼, 12~20 cmol/kg .

륨은 식물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약 의 칼륨을 함유한 토양이 식물0.25~0.5 cmol/kg

재배에 좋다 나트륨 함량이 낮으면 염류 집적의 위험성이 낮아 의 염류. 0.1~0.5 cmol/kg

를 함유한 토양이 요구된다 세포내 구조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며 칼슘과 엽록소를 구.

성하는 원소로서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은 토양 중에 각각 2.5~5.0, 1.5 cmol/kg

를 함유할 필요가 있다 비료가 많이 쌓이면 발생하는 염류집적과 비례하는 전기전도도.

는 이하이어야 하고 염분은 이하로 토양에 존재하여야 식물 생장에 좋0.4 dS/m 0.05%

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식물 생장에 적당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조된

토양에 혼합유박 비료 그림 를 혼합 건조토양 혼합유박비료 하였( 3.3.11) ( 20 kg + 90 g)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혼합유박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 유기물. 4.0 %, 2.0 %, 1.0 %, 70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

그림 혼합유박비료3.3.11

또한 본 연구에서 작물재배에 사용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유기물 함량pH, EC, ,

유효인산 전질소 입자밀도 토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자, , Ca, Mg, K, ,

연과학대학 환경원예학과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과 같다3.3.8 .



- 299 -

시료
pH

W,1:5

EC

dS/m

O.M.

%

T-N

%

A.P.

mg/kg

Ca

cmol/kg

Mg

cmol/kg

K

cmol/kg

토성

cmol/kg

입자밀도

g/cm3

1 8.00 0.06 0.14 0.03 21.02 4.65 1.20 0.06
Loamy

Sand
1.67

2 8.04 0.05 0.14 0.02 19.98 4.70 1.31 0.07
Loamy

Sand
1.75

3 8.07 0.05 0.07 0.02 18.50 4.85 1.22 0.07
Loamy

Sand
1.81

평균 8.04 0.05 0.11 0.02 19.83 4.73 1.24 0.07 - 1.74

표 식물 재배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3.3.8 ∙

전기전도도O.M : Oganic matter, EC : , A.P. : Available phosphorous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의 시료를 분석하여 평3∙

균값을 얻었다 토양의 는 알칼리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 pH . , pH

의 약산성성 토양에서 식물의 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기전도도5.5~6.5 .

는 이하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으로0.4 dS/m 0.05 dS/m

나타났다 토양에 비료를 반복적으로 시비하는 경우 염류가 축적되어 전기전도도는 증가. ,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과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는 유기물이 토양 중에 이상. 3 %

함유되어야 하는데 본 토양 시료의 경우 로 유기물 함량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0.11 % .

본 연구에서는 유박비료를 시비하여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켰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잘.

자라는 토양은 양토 로서 의 점토 의 미세 모래 그리고(loamy soil) 7~27 % , 28~50 % ,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토양의 경우 배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한 특성을 가지52 % .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양의 토성은 양질사토 로서 식물생장에 적. (Loamy Sand)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생장 및(2) 137 흡수Cs

그림 는 옥수수 수수 토마토에 대하여 그림 은 케나프 고구마 유채에3.3.12 , , , 3.3.13 , ,

대하여 개월 동안 재배하여 수확하기 직전의 식물 생장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3~5 .

식물에 대하여 생장실험 후 수확한 시료의 건조 전 무게를 계량한 결과를 표 에 나3.3.9

타내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옥수수와 수수의 경우 시비한 토양에서 생장속도는 그. ,

렇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의 생장속도에 비하여 다소 빠르게 증가되는 것이 목격되

었으나 토마토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식물의, , 137 처Cs

리의 유무에 따른 생장속도 차이는 목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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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옥수수 수수 토마토 왼쪽부터 의 생장 사진3.3.12 , , ( )

그림 케나프 고구마 유채 왼쪽부터 의 생장3.3.13 , , ( )

유채와 케나프의 경우에서도 옥수수와 수수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하게 시비한 토양과

그렇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에 따라 생장한 차이가 목격되었지만 고구마 경우에는,

시비 여부와 무관함을 보였다 여섯 개의 실험 작물 중 수확 바이오매스가 가장 많은 것.

은 케나프로서 바이오매스의 양이 가장 작은 유채와 비교할 때 약 배 이상의 바이오10

매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은 실험 작물들에 흡수된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물 중 토마토의3.3.10 Cs .

흡수농도는 로서 실험작물 중에서 가장 높은 흡수력을 보여주었Cs 14,945 Bq/kg dry wt

으며 고구마 케나프 수수 유채 옥수수 순서로 흡수력이 감소하였다 케나프의 경, , , , , Cs .

우 실험작물 중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흡수력이, Cs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토마토의 흡수율이 케나프보다 약 배, C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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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높았다 케나프는 서부 아프리카 원산의 무궁화과 년생 초본식물로 세계 대 섬유. 1 3

작물의 하나이며 다양한 바이오 소재용 식물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

장이 아주 빨라서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많아서 이에 따라 흡수Cs

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생장하도록 한국원자력.

연구원 에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이용하여 품종을 개량함으(KAERI news, 2013)

로서 기능성 의류 목재 바이오 에탄올 등의 생산을 위한 친환경 산업소재로서의 이용과, ,

토양 오염 독성물질의 제거 에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B.S. Bada, 2010) .

표 은 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로서 두 가지 세슘 오염 토양에서 가지3.3.11 Suzuki 4

식물 즉 해바라기 아마란서스 수수 메밀에 의한 세슘 흡수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옅, , , , .

은 화산회토양에서는 세슘 흡수농도가 인 아마란서스의 세수흡수력78.9 Bq/kg dry wt

이 가장 좋았고 에서는 해바라기의 흡수농도가 로, gray lowland soil 69.1 Bq/kg dry wt

서 다른 실험 작물에 비하여 해바라기의 세슘 흡수력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시비를 한 수수의 경우 세슘 흡수력이 인 반면에서, 7643 Bq/kg dry wt

에 의한 실험에서는 화산회토양에서 이보다 훨씬 낮은 를 보여Suzuki 41.6 Bq/kg dry wt

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토양의 차이 시비 여부 토양 오염 농도 본연구. , , , ( : 9,843

연구 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한다Bq/kg, Suzuki : 1,680Bq/kg) .

옥수수 수수 토마토 유채 고구마 그리고 케나프에 대하여, , , , , 137 흡수실험을 수행하Cs

여 토양으로부터 식물체로 방사성 핵종이 전이하는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는, . 3.3.14

실험작물을 수확한 후 건조하여 잎과 줄기부분을 측정한 전이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단. ,

고구마의 경우에 지상부 바이오매스와 덩이줄기를 구분하여 전이계수를 측정하였다 비.

료를 살포한 경우 토마토의 전이계수가 가장 큰 반면에 가장 작은 전이계수를 갖는 작,

물은 옥수수이었으며 토마토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크게는 약 배 작게는 약 배, 5.3 , 1.2

큰 전이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구마의 경우 에서의 전이계수가 의 전. tuber shoot

이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계수는 토마토 고구마 고구마 케나. , (tuber), (shoot),

프 수수 유채 옥수수 순서로 감소하였으며 이들의 전이계수는 각각, , , , 1.58x100,

1.29x100, 1.20x100, 8.75x10-1, 8.06x10-1, 3.75x10-1, 2.97x10-1이었다 비료를 살포.

하지 않은 경우 가장 큰 전이계수를 갖는 작물은 고구마이었으며 수수는 가장 작은 전, ,

이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계수는 고구마 고구마 케나프 토마. (tuber), (shoot), ,

토 옥수수 유채 수수 순서로 감소하였으며 이들의 전이계수는 각각, , , , 1.08x100,

1.01x100, 7.00x10-1, 2.09x10-1, 1.00x10-2, 1.70x10-2, 1.00x10-3이었다 비료를 살포.

했을 때의 작물 전이계수가 살포하지 않았을 때 작물의 전이계수보다 보다 큰 것으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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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작물 건조전 식물 무게(g) 수확 직전 식물 키높이 (mm)

옥수수-1* 120.5 142

옥수수-2* 118.41 138

옥수수-3* 104.00 141

옥수수-4** 15.91 71

옥수수-C*** 66.33 131

수수-1* 138.18 150

수수-2* 148.20 149

수수-3* 120.89 147

수수-4** 35.28 127

수수-C*** 136.79 136

토마토-1* 345.43 135

토마토-2* 336.22 147

토마토-3* 340.16 145

토마토-4** 298.52 140

토마토-C*** 309.33 143

유채-1* 46.56 -

유채-2* 44.24 -

유채-3* 44.70 -

유채-4** 34.93 -

유채-C*** 46.33 -

고구마-tuber-1* 200.18 -

고구마-tuber-2* 122.20 -

고구마-tuber-3* 120.89 -

고구마-tuber-4** 127.28 -

고구마-tuber-C*** 136.79 -

고구마-shoot-1* 200.18 -

고구마-shoot-2* 122.20 -

고구마-shoot-3* 120.89 -

고구마-shoot-4** 127.28 -

고구마-shoot-C*** 136.79 -

케나프-1* 487.89 -

케나프-2* 452.16 -

케나프-3* 445.09 -

케나프-4** 395.19 -

케나프-C*** 420.23 -

표 식물 생장 비교3.3.9

* 137 처리를 한 시비 토양Cs

** 137 처리를 한 미시비 토양Cs

*** 137 처리를 하지 않은 시비 토양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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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흡수량Cs (Bq/kg dry wt)

시비 토양 미시비 토양

옥수수 2816 1564

수수 7643 729

토마토 14945 1981

유채 3556 663

고구마-tuber 12252 10241

고구마-shoot 11360 9577

케나프 8297 6638

표 실험 작물들의 흡수 농도3.3.10 Cs

표 실험 작물들의 흡수 농도3.3.11 Cs (Yasukazu Suzuki, 2014)

1.00E-03

1.00E-02

1.00E-01

1.00E+00

1.00E+01

전
이
계
수

시비토양 미시비토양

그림 옥수수 수수 토마토 유채 고구마 케나프의 전이계수3.3.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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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식물 동위원소 흡수실험3.

가 배경.

원자력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해 시설 주변의 생태계 및 주민은 직

간접적으로 방사선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방사선방호 분야의 주된 주.

제는 인간방호이었다 그러나 유엔환경개발회의 의 리오선언에서 지속가능한. (UNCED) “

개발 에 대한 국제적 원칙이 수립된 이후 방사선방호분야에서 전리방사선에 의한 환경방”

호 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사고 시 초기 및(Environmental Protection) . ,

중장기 종합 대응기술은 유사시 국민 건강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확

보하여야 하는 핵심 기술임이고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 중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의 오염

완화기술은 오염완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장기간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는

주민의 방사능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자력사고는 사고 자체가 사고발생 국가 경제에 파국적인 결말을 야기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위치에 따라 주변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 올 수 있는 원자력 사고를 대비

한 대응 기술은 유사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 서해안에.

다수 위치한 중국 원자력발전소 년까지 총 기의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우리나, 2016 26

라는 원자력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으므로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아

원자력사고 대응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

한 기술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의 완성도 및 대응 숙련도에 따라 유사시 대응비용은 천

문학적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술개발을 통한 대응기술 확보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사고 대응 기술의 일환으로 식물을 이용한 오염완화.

방법이 제기되고 특히 수생식물은 성장하는 장소에 따라 물 위 표면 및 물속에서 각각, ,

의 영양소를 흡수하고 이런 성장 형태는 각각 물과 퇴적물의 오염완화 방법으로 적용 가

능함을 토마토 재배를 통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물 위에 떠다니고[C. Sabbarese, 2002] . ,

뿌리는 물속에 있는 수생식물이 흡수하는 영양분 모두를 물에서 흡수하므로 오염된 물에

서 자라는 수생식물의 방사성동위원소 흡수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J.E. Pinder III,

이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수생식물의 방사성 동위원소 흡수2006, U. Sansone, 2002].

실험을 통하여 오염된 물 또는 물속의 토양의 오염완화 방법으로 적용 가능성 여부를 실

험을 통하여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우리나라 토종 작물은 아니지만 이미 국내 수질 정화 식물로 그

기능이 탁월하고 수생식물 중 번식이 왕성하고 재배가 용이한 부레옥잠을 이용하여 방사



- 305 -

성동위원소에 오염된 물에서 동위원소의 흡수 및 변화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나 실험 장치 및 방법.

부레옥잠의 특성(1)

부레옥잠은 부레옥잠화 부레옥잠속 에 속하는 수생식물로(Pontederiaceae), (Eichhornia)

서 북위 에서 남위 까지의 열대 아열대 온대지방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다 박40° 45° , , [

상용 외국의 경우 스리랑카 수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열대 지방에 번성하고, 2009]. , , ,

있고 남미 중미 대만 및 일본에서도 자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사한 바로는 큐슈 지방, , , .

의 논이나 관개수로에서 나타나며 칸토 지방에서 호쿠리쿠 지방 북위 까지도 자생, ( 37°)

한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포조사가 이루어진 일은 없으나 중부지방인.

수원에서도 가끔 발견되며 남부지방 또는 제주지역의 저수지 댐 관개수로에서 발생되, , ,

고 있다 표[ 3.3.12].

부레옥잠은 이상의 수온에서 잘 자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월 동안 재배가20 6~7℃

가능하며 이하가 되면 동해를 입게 되므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연 상, -3 ℃

태의 증식과 보존은 어렵다 따라서 부레옥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겨울에 자체증식.

을 하여 보존을 하거나 종자를 받아 보관 후 종자 번식을 하여야 한다 봄에 성숙한. 1

개체가 년 동안 번식하는 개체의 수가 수백 개인 것으로 추정되고 축산 폐수 및 호수1 ,

나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도시 하수의 정화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학명 Eichhornia crassipes

계 식물

문 속씨식물

강 외떡잎식물

목 백합목

원산지 열대 아열대 아메리카,

서식장소 연못

서식형태 물위 또는 물가 흙

크기 잎자루 길이 10 ~ 20 cm

표 부레옥잠의 특성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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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흡수 실험(2)

가 실험 포트 및 농도( )

부레옥잠의 방사성동위원소 흡수 실험을 위해 137 을 사용하였다 대상 핵종은Cs . HPGe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이 용이하며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장 단기 실험에 유용하,

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방사능이므로 실험결과를 쉽게 분석 관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핵종의 농도는 가 되도록 희석하였으며 전체 물의 양은 각 당. 100 Bq/L pot 15

를 준비하였고 실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으로 실험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L 3 .

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위원소를 혼합하지 않은 도 동시에 재배하여 실험하였다 실험pot .

용기의 크기는 각각 의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였으며 그림40 x 90 x 20 cm [ 3.3.15],

부레옥잠은 국내 원예 종묘사에서 총 본을 구입하였다60 .

나 재배( )

전체 회수가 내외이므로 식물의 크기를 감안하여 실험포트 당 약 본 내sample 10 15

외의 부레옥잠을 재배하였고 높은 기온과 부레옥잠이 흡수하는 물의 양으로 인하여 줄어

든 물은 을 취한 후 처음처럼 보충하여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도록sample (15 L/pot)

하였다.

다 채취( ) Sample

부레옥잠 은 일에 한 번씩 총 번을 채취하였다 표 을 채취sample 2~3 9 [ 3.3.13]. Sample

할 때 물에 녹아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식물의 표면에 묻어 흡수한 동위원소와 혼합될

그림 부레옥잠 재배상자 및 재배 모습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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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가 있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채취한 을 여러 번 세척하여 표sample

면오염으로 인한 흡수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부레옥잠의 는 회당. sample 1 ~ 2

본을 취하여 건조 전 무게가 평균 내외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물 분석을80 g [ 3.3.16].

위해 부레옥잠 과 동시에 각 마다 의 물을 취해 분석하고 식물과 비교하sample pot 10 g

였다.

라 건조 및 분석( )

채취한 은 오염되지 않은 용기에 담아 그늘에서 약 주일간 건조한다 건조된sample 1 .

은 계측을 위해 분말로 만들어야 하는데 분말로 만들기 위해 약 일 동안 건조용sample 2

오븐에서 건조하여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 준다 이때 오븐의 온도는 정도로 유지. 90 ℃

한다 이후 을 막자사발에 넣고 고운 분말이 될 때 까지 분쇄하여 계측용. sample sample

을 제조한다 그림 의 건조 전 무게는 최소 에서 최고[ 3.3.16 ~ 3.3.17]. Sample 42.6 g

이었고 이 시료의 건조 후 무게는 최소 에서 까지 분포 되었고 표117.24 g 2.08 g 5.63 g [

각각의 무게 차이는 식물의 크기 및 뿌리의 생육상태에 따라 차이가 달랐다 실3.3.13] .

험 결과 채취한 은 감마선 계측기를 이용해 분 동안 계측하였다sample HPGe 30 .

그림 의 건조 전 좌 및 건조 후 우3.3.16 Sample ( ) ( )

그림 계측시료 제작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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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해석.

먼저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의 방사능 흡수 평가를 위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control

에서 실험한 부레옥잠 방사능 농도를 계측하였고 그 결과는pot 0.9514 Bq/g ~ 1.013

로 계측 되었고 이를 재배한 물의 방사능 농도는Bq 5.556E-05 Bq/ml ~ 1.111E-04

로 계측되었다 표Bq/ml [ 3.3.14].

반면에 의 방사성 동위원소100 Bq/L 137 를 혼합한 물에서 자란 부레옥잠의 동위원소Cs

흡수량은 그림 에 이를 재배한 물의 동위 원소량은 그림 에 나타내었다 분3.3.18 , 3.3.19 .

Date ID
Fresh Weight(g)

(A)

Dry Weight

(B)

Dry Rate

(B/A*100)

월 일8 6 WH-01

01 53.46 2.64 4.94

02 56.54 2.64 4.67

03 42.60 2.30 5.40

월 일8 8 WH-02

01 44.87 2.08 4.64

02 82.85 4.34 5.24

03 46.20 2.58 5.58

월 일8 11 WH-03

01 68.14 3.71 5.44

02 84.40 4.35 5.15

03 74.10 4.41 5.65

월 일8 13 WH-04

01 64.85 3.82 5.89

02 59.80 3.13 5.23

03 91.71 4.50 4.91

월 일8 16 WH-05

01 101.78 5.04 4.95

02 104.15 4.91 4.71

03 104.85 5.19 4.95

월 일8 18 WH-06

01 117.24 5.61 4.79

02 107.90 5.07 4.70

03 104.46 5.63 5.39

월 일8 20 WH-07

01 99.74 5.07 5.08

02 90.52 4.99 5.51

03 95.90 4.69 4.89

월 일8 22 WH-08

01 102.98 5.36 5.20

02 82.29 4.02 4.89

03 92.64 4.60 4.97

월 일8 25 WH-09

01 60.92 3.49 5.73

02 76.00 3.96 5.21

03 48.36 2.66 5.50

표 건조 전 건조 후의 무게 및 건조율3.3.13 S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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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 결과를 보면 재배시작 후 첫 번째 을 채취한 에 부레옥잠은 이미 상, sample Day 2

당이 많은 양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흡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레옥잠을 재배한 물의 농도는 부레옥잠이 흡수한 만큼 감소하여 이후에는 큰 변D4

화를 보이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가장 많은 동위원소를 흡수한 은 의. sample pot 2 day 9

에서 의 동위원소가 흡수 된 것으로 나왔고 이와 반대로 가장sample 1,284.51 Bq/ g dry ,

적은 동위원소를 흡수한 은 의 에서 를 흡수sample pot 1 day 14 sample 630.56 Bq/g dry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식물의 성장 능력 및 상태에 따라. (630.56 ~ 1,284.51)

의 동위원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흡수된 동위원소의 대부분은Bq/g dry

실험 일 이내에 흡수한 것으로 사료된다2 .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 자란 부레옥잠의 농도는 평균 이었고 오염된0.06638 Bq/g dry ,

물에서 재배한 부레옥잠의 평균 농도는 이었다 따라서 부레옥잠이 흡수887.4 Bq/g dry .

한 동위원소는 초기에 비해 약 배 흡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중에 오염된10,000 137 를Cs

흡수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 결과 대부분의 동위원소 흡수는 실험시작 일 이내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2

다 따라서 추가 실험에서는 식물의 을 시간단위로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할. sample

필요가 있고 실험 식물의 성장 상태도 동위원소 흡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많은

식물을 확보하여 성장 상태가 비교적 고른 식물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의 용.

이함을 위하여 재배용수의 오염을 식물이 폐사하지 않는 수준으로 오염도를 높여 실험할

Sampling Date Sample ID
Activity of Plant

(Bq/g)

Activity of Water

(Bq/ml)

월 일8 4 CNTL-00 N/A 5.556E-05

월 일8 6 CNTL-01 2.309E-01 1.111E-04

월 일8 8 CNTL-02 2.243E-01 5.556E-05

월 일8 11 CNTL-03 9.514E-01 1.111E-04

월 일8 13 CNTL-04 7.150E-01 1.667E-04

월 일8 16 CNTL-05 6.586E-01 1.667E-04

월 일8 18 CNTL-06 1.101E+00 1.111E-04

월 일8 20 CNTL-07 7.931E-01 5.556E-05

월 일8 22 CNTL-08 5.908E-01 5.556E-05

월 일8 25 CNTL-09 7.783E-01 5.556E-05

표 의3.3.14 Control Radioactivity



- 310 -

필요가 있으며 이런 수준의 오염도는 관련 문헌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거나 또는 직접

여러 가지 경우의 오염 유형으로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오염 농도를 알아내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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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레옥잠의 방사능 농도 변화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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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식물 및 속성식물 동위원소 흡수실험4.

가 실험대상 식물의 특성.

동위원소 흡수 실험을 진행한 지피식물은 수호초와 소엽맥문동을 사용하였고 속성식물,

로는 성장기간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 정도 걸리는 메밀을 대상으로 동위원소 흡수60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20].

수호초(1)

수호초 는 회양목과 수호초속 에 속하(Pachysandra terminalis) (Buxaceae), (Pachysadra)

는 지피식물로 여러해살이이며 추위 및 음지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잎이 넓으면.

서 중부지역에서 상록으로 월동하는 초본식물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부지역의

지피용으로 중요한 소재이다 용도는 전국의 공원 정원 야생지 및 경사면 녹지조성 등. , ,

지면을 피복하는 용도로 아주 우수한 소재이고 추위는 물론 여름 더위에도 강해 전국 어

디서든 잘 적응하며 특히 음지에서 잘 자란다 흰 꽃은 월에 피며 다 자랐을 때 크. 4 ~ 5

기는 미만으로 지면을 덮는다 분포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및 미국의 산림지역30 cm . ,

에 종이 자생한다4 .

소엽맥문동(2)

소엽맥문동 은 단자엽 식물 백합과 에 속하는 여러해(Ophiopogon japonicus) (Liliaceae)

살이풀로 주로 중부와 남부 지역에 분포하며 잎은 뿌리줄기에서 모여 나고 길이 10 ~

나비 안팎의 선형이다 월에 연한 자주색 또는 흰색으로 피는데 꽃25 cm, 2 ~ 4 mm . 5

줄기는 이며 편평하고 예리한 능선이 있다 열매는 월에 둥근 장과7 ~ 12 cm . 10 ~ 11

가 달려 짙은 하늘색으로 익는다 번식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어 자라면서 새순이 나온.

다 수염부리 끝이 땅콩처럼 굵어져 염주 모양의 혹이 생기는 것도 있다 자생지역은 산. .

지의 응달에 잘 자란다.

메밀(3)

메밀 은 마디풀목 마디풀과 에 속(Fagopyum esculentum) (Polygonales) (Polygonaceae)

하는 년생 초본으로 씨앗으로 번식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재배작물이며 우리나라1 .

에서는 과거 구황작물로 재배하였다 원줄기는 가지가 갈라지고 높이 정. 50 ~ 100 cm

도로 속이 비어 있으며 연한 녹색이지만 흔희 붉은빛을 띤다 어긋나는 잎의 잎몸은 길.

이 정도의 십자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월에 개화하고 열매는 길이3 ~ 6 cm . 6 ~ 10 5

정도의 예리하게 세모진 난형으로 흑갈색으로 익는다 빛이 잘 들고 물이 잘~ 6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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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는 곳에서 잘 자라며 생육기간은 일 정도이고 씨앗은 비교적 발아가 잘 되고 생육60

또한 특별한 관리 없이 잘 자란다 열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년.

회 파종이 가능하므로 오염토양 관리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3~4 [ 3.3.15].

나 방사성동위원소 흡수 실험.

오염 토양의 방사성동위원소 흡수 실험을 위하여 137 을 사용하였다 대상 핵종은Cs .

감마 계측기를 이용하여 계측이 용이하며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년 장 단HPGe (30 ) ,

기 실험에 유용하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능이므로 실험결과를 쉽게 계측 및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물명 수호초 소엽맥문동 메밀

학명
Pachysandra

terminalis
Ophiopogon japonicus

Fagopyum

esculentum

계 식물 식물 식물

문 속씨식물 속씨식물 속씨식물

강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목 노박덩굴목 백합목 마디풀목

분포지역 한국일본사할린섬중국, , , 한국일본중국, , 동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식지 나무그늘 산지의 응달 야생

크기 높이 약 30 cm
잎 나비 꽃줄기2~4 mm,

길이 7 ~ 12 cm
높이 60 ~ 90 cm

표 재배 작물의 특성3.3.15

그림 수호초 소엽맥문동 및 메밀 사진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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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초 및 소엽맥문동 실험토양 제작(1)

실험에 사용할 토양은 일반적으로 야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토양을 준비하고 햇볕에

충분히 건조한 후 분말 형태로 만들었다 이는 동위원소를 토양에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

한 과정이고 대기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오염완화 및 전이계수 등을 실험할 때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인. 700 Bq/ml 137Cs 60 ml

를 의 물에 희석 한 후 충분히 건조한 토양 에 골고루 혼합하였다 이는 흙의5 Kg 20 Kg .

수분 함량을 로 하여 자연 상태와 같은 조건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토양20 % .

은 총 이며 약 정도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후쿠시마 주변 토4,200 Bq 2,000 Bq/Kg-dry

양과 비슷한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 토양을 약 시간 정도 자연 상태로 보관하여 동. 48

위원소가 토양에 잘 흡착되도록 한 후 당 내외의 토양으로 수호초와 소엽맥port 950 g

문동을 월 일에 식재하였다 그림6 8 [ 3.3.21].

메밀 실험토양 제작(2)

메밀을 이용한 오염토양 완화 실험을 위하여 개의 대형3 pot( 45 cm x 90 cm x 50

개를 준비하였다 이는 개의 토양에 방사능동위원소의 오염 농도를 서로 다르게cm) 3 . 3

하여 각 조건에 대한 메밀의 동위원소 흡수 경향을 실험하기 위함이다 오염토양 제조를.

위해 의 토양을 충분히 건조한 후 잘게 부수고 일정한 크기의 채를 이용하여 고운20 Kg

흙으로 만들어 동위원소를 혼합할 때 동위원소가 토양에 골고루 섞이고 흡착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메밀을 이용한 실험은 메밀의 방사성동위원소를 흡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반복 실험을 하지 않고 개의 농도를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의 농도는3 pot . Pot 1

그림 수호초 및 소엽맥문동 실험 사진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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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740 Bq/ml 137 를 혼합하여 총 농도가 는Cs 40 ml 29,600 Bq, Pot 2 60 ml, 44,400

는 를 혼합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토양은 실험포트 상부에Bq, Pot 3 80 ml, 59,200 Bq .

약 정도로 덮고 하부는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채워 일반 환경에 동위원소가 오5 cm

염되었을 경우와 유사하게 모사하였다 그림[ 3.3.22, 3.3.23].

오염토양

일반토양

그림 실험포트 토양 구성 단면도3.3.22

그림 실험포트 메밀 파종사진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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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3)

수호초와 소엽 맥문동은 씨앗을 이용하지 않고 묘목으로 식재하였기 때문에 주일에1 1

회 정도 수분을 적정량 보충하는 것으로 재배를 하였고 메밀은 씨앗을 이용하여 싹을,

틔워서 재배를 시작하였다 메밀의 경우 파종 후 일 만에 발아하였고 역시 일에 한. 4 2~3

번 당 의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밀의 성장과port 1 Kg .

정은 그림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3.3.24 .

시료 채취(4)

수호초와 소엽맥문동은 각각 반복 회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총 개의 에 실험3 , 3 9 pot

을 진행하였으며 메밀은 개의 서로 다른 농도별로 회의 시료를 위해 개의 에서 실3 1 3 pot

험을 진행하였다 수호초와 소엽맥문동은 각각 월 일 월 일 및 월 일에 개의. 6 18 , 6 29 7 8 3

씩 총 개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림 메밀은 월 일에 파종하여 월pot 9 [ 3.3.25] 8 27 10 28

일에 모두 채취하였다 그림.[ 3.3.26]

분석시료 제작(5)

시료는 오염되지 않은 용기에 담아 그늘에서 약 주일 간 자연건조 한다 건조된 시료1 .

는 계측을 위해 분말로 만들기 위해 약 일 동안 건조용 오븐에서 건조하여 습기를 완전2

히 제거해 준다 이때 오븐의 온도는 정도로 유지한다 이후 시료를 막자사발에 넣. 80 .℃

고 고운 분말이 될 때 까지 분쇄하여 계측용 용기에 담아 그림 감마 계측[ 3.3.27] HPGe

기로 계측한다.

그림 메밀의 성장과정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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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시료무게 및 건조비(1)

수호초의 경우 시료의 건조 전 무게는 이었고 건조된 무게는23.8 g ~ 58.9 g 9.9 g

이었으며 건조율은 이었으며 표 맥문동의 경우는 표~ 17.19 g 24.71 ~ 41.73 [ 3.3.16]

에 메밀은 표 로 표시하였다 메밀의 경우 줄기와 잎의 건조율은 내외3.3.17 , 3.3.18 . 8 %

였으나 씨앗은 내외로 씨앗의 경우 섬유질 보다는 다른 요소의 함량이 높아 다른60 %

부위보다 건조율이 높았고 이는 다른 곡식과 같은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수호초와 소엽맥문동3.3.25 sample

그림 메밀의 좌 줄기와 잎 우 열매3.3.26 sample( : , : )

그림 감마 분석을 위한 시료3.3.27 HP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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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ID
Fresh Weight(g)

(A)

Dry Weight

(B)

Dry Rate

(B/A*100)

월 일6 18 SC01

01 58.91 17.19 29.13

02 24.90 6.35 25.50

03 44.64 12.83 28.74

월 일6 29 SC02

01 23.77 9.92 41.73

02 43.93 15.15 34.49

03 34.13 12.53 36.71

월 일7 8 SC03

01 29.61 8.63 29.15

02 43.87 10.84 24.71

03 37.82 11.33 29.96

표 수호초 시료 무게3.3.16

Date ID
Fresh Weight(g)

(A)

Dry Weight

(B)

Dry Rate

(B/A*100)

월 일6 18 MC01

01 29.28 7.63 26.06

02 30.09 8.23 27.35

03 30.14 8.46 28.07

월 일6 29 MC02

01 18.77 7.21 38.41

02 26.80 7.69 28.69

03 21.10 8.08 38.29

월 일7 8 MC03

01 30.17 7.90 26.18

02 25.48 6.85 26.88

03 29.41 8.24 28.02

표 맥문동 시료 무게3.3.17

종류 ID
Fresh Weight(g)

(A)

Dry Weight

(B)

Dry Rate

(B/A*100)

줄기잎, LV

01 218.78 17.67 8.08

02 220.68 19.24 8.72

03 226.21 17.38 7.68

열매 SD

01 59.91 38.84 64.83

02 55.90 33.79 60.45

03 60.00 36.45 60.75

표 메밀 시료 무게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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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2)

수호초의 실험결과 수호초가 흡수한 137 의 방사능 농도는 최소 에서Cs 0.03 Bq/g-dry

최대 임을 확인하였고 약 일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초기0.46 Bq/g-dry 10

일은 각 개의 시료가 최소 에서 최대 로 약 배의 차10 3 0.03 Bq/g-dry 0.46 Bq/g-dry 15

이가 났으나 일이 경과한 시료에서는 최소 에서 최대 로30 0.20 Bq/g-dry 0.28 Bq/g-dry

비교적 균일함을 보였다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호초가 흡수하는 동위원소 양은 일.

정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맥문동의 경우 최소[ 3.3.28]. 0.26 Bq/g-dry

에서 최대 의 동위원소를 흡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토양의0.60 Bq/g-dry [ 3.3.29].

농도는 수호초의 경우 맥문동의 경우1.59 Bq/g-dry ~ 3.00 Bq/g-dry, 2.60 Bq/g-dry

로 계측되었다 그림~ 2.82 Bq/g-dry [ 3.3.29].

오염된 토양과 식물의 동위원소 비율 전이계수 시료의 동위원소 토양의 동위원소 을( : / )

계산해 보면 초기 에 채취한 시료 월 일 는(6 18 ) 1.24 x 10-1 이었고 다음 일후 채취한10

시료 월 일 는(6 29 ) 1.25 x 10-1 마지막 일후 채취한 시료 월 일 는, 10 (7 8 ) 1.74 x 10-1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호초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

과할수록 오염도는 평균 로 계측되었으며 토양과 식물의 비0.32, 0.34, 0.49 (Bq/g-dry)

율도 7.32 x 10-2, 1.15 x 10-1 1.28 x 10-1로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림 이는 두 가지의 지피식물 모두 시간이 경과하면 토양에 있는 방사성동위원소3.3.30].

를 흡수하지만 그 양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피식물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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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피식물 수호초 맥문동 의 토양3.3.28 ( , ) 137 농도Cs



- 319 -

그 식물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그 크기가(volume) . ,

작은 관계로 오염된 식물의 폐기물 처리 방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이는 토양에 존재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제거라는 목적으로는 다소 효율이 떨어짐을 엿볼 수 있으나 본

실험 결과는 실험용 개당 주의 식물을 식재한 결과로 실제 지피식물의 재배방법과pot 1 1

같이 평지에 다량의 식물을 식재할 경우와 같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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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피식물 수호초 맥문동 의3.3.29 ( , ) 137 흡수실험 결과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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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의 경우 잎과 씨앗으로 분리하여, 137 을 계측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에 나Cs 3.3.31

타냈다 토양별로 농도를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토양의 농도가 와. 1.47 Bq/g-dry 2.51

에서 자란 메밀이 잎과 씨앗의 농도보다 토양의 오염도가 에서Bq/g-dry 4.72 Bq/g-dry

자란 메밀이 잎과 씨앗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였다 이는 메밀이 특정 농도일.

경우 동위원소를 잘 흡수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나 자세한 오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방법으로 실행하여 그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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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작물 및 구황작물 다모작 의 동위원소 흡수실험5. ( )

가 실험대상 식물의 특성.

동위원소 흡수 실험에 사용된 섬유작물로 목화를 선택하였고 다모작을 이용한 실험은,

성장기간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 정도 걸리는 메밀을 대상으로 모작을 하여 동위원60 3

소 흡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2]

먼저 목화 는 아욱과 목화속 에 속, (Gossypium arboreum L.) (Malvaceae), (Gossypium)

하는 식물로 한해살이 식물로 꽃의 모습은 무궁화나 접시꽃과 비슷하다 원줄기의 높이, .

는 에 달하고 곧게 서며 가지가 다소 갈라진다 꽃은 월에 걸쳐 계속 피고 지60 cm . 8~9

며 월이 되면 열매가 익는데 열매인 사과는 포로 싸여 있으며 그 열매가 갈래로 터지10 5

면서 그 안에서 씨앗과 씨앗을 싸고 있는 흰 솜털이 드러난다 목화의 원산지는 인도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에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이용되었다 인도에서는 년부터 목. BC 1800

화를 사용하였으며 년에 걸쳐 목화공업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한다, BC 1500~AD 1500 .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고려 말 도입되었고 년 초 품종개량을 통하여 다양1900

한 품종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목화는 원래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성장. ,

기간도 충분히 길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온도가 낮고 성장기간이 짧은 곳에서는. ,

영양생장에 많은 시일을 소비하게 되므로 성숙이 늦어진다 따라서 솜이 열리기 전에 서.

리가 내리면 섬유생산이 감소되고 탄력이 없는 불량 면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목화 성장, .

에 적당한 적지는 무상기간이 최소한도 일 이상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발아하200 . 12℃

며 그 후 성장기간에 이상이라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15 .℃

메밀 은 마디풀목 마디풀과 에 속(Fagopyum esculentum) (Polygonales) (Polygonaceae)

하는 년생 초본으로 씨앗으로 번식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재배작물이며 우리나라1 .

에서는 과거 구황작물로 재배하였다 원줄기는 가지가 갈라지고 높이 정. 50 ~ 100 cm

그림 메밀과 목화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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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속이 비어 있으며 연한 녹색이지만 흔희 붉은빛을 띤다 어긋나는 잎의 잎몸은 길.

이 정도의 십자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월에 개화하고 열매는 길이3 ~ 6 cm . 6 ~ 10 5

정도의 예리하게 세모진 난형으로 흑갈색으로 익는다 빛이 잘 들고 물이 잘~ 6 mm .

빠지는 곳에서 잘 자라며 생육기간은 일 정도이고 씨앗은 비교적 발아가 잘 되고 생육60

또한 특별한 관리 없이 잘 자란다 열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년.

회 파종이 가능하므로 오염토양 관리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3~4 [ 3.3.19].

나 재료 및 방법.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의 방사성 물질 흡수 실험에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137 을 사용하였다 대상 핵종은 감마 계측기를 이용하여 계측이 용이Cs . HPGe

하며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년 장 단기 실험에 유용하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17 ) ,

인공 방사능이므로 실험결과를 쉽게 계측 및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험토양 제작(1)

실험에 사용할 토양은 우리 일상생활 주변의 토양을 채취하여 햇볕에 충분히 건조한

후 약 채로 걸러 분말 형태로 만들었다 이는 동위원소를 토양에 가능하면 최대한2 mm .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한 과정으로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오염완화 및 전이계수 등을 실험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목화를 이용한 흡수 실험의 경우 건조된 토양을 준비하고 의12 Kg 75,000 Bq 137 을Cs

골고루 혼합하여 크기의 개에 각 씩 균일하게 분할하여 넣45 x 90 x 40 cm pot 3 4 Kg

고 약 시간 정도 자연 상태로 보관하여 동위원소가 토양에 잘 흡착되도록 한 후 목화48

작물명 목화 메밀

학명 Gossypium indicum Fagopyum esculentum

계 식물 식물

문 속씨식물 속씨식물

강 쌍떡잎식물 쌍떡잎식물

목 아욱목 마디풀목

분포지역 열대 온대지방, 동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식지
이상 연강우량15 , 1,000~1,500℃

인 지역mm
야생

크기 높이 약 내외90 cm 높이 60 ~ 90 cm

표 재배 작물의 특성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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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종하였다.

메밀의 다모작을 이용한 방사성물질 흡수 실험을 위하여 개의 대형3 pot( 45 cm x 90

개를 준비하였다 오염토양 제조는 목화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였지만cm x 50 cm) 3 .

오염 농토는 직전 실험 중 방사성물질 흡수율이 높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의 건조6 Kg

된 토양에 의180,000 Bq 137 을 혼합하여 각 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동위원소가 토Cs 2Kg

양에 흡착할 수 있도록 시간 정도 경과 후 차 작물을 파종하였다48 1 .

작물 재배(2)

목화와 메밀은 씨앗을 이용하여 실험 토양에 직접 파종하였다 목화의 경우 파종은. , 5

월 일에 하였고 당 개 지점을 선택하여 한 지점에 개의 씨앗을 파종하였고16 pot 6 5~6 ,

메밀의 경우 약 의 간격으로 고랑을 만들고 씨앗을 흩뿌리기를 한 후 흙으로 얇게10 cm

덮어다 두 작물 모두 적정량의 수분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작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목화는 파종 일 만에 싹이 나왔고 메밀은 파종 일 만에 발아 하여 메밀의 발아5 3

가 빨랐고 대부분의 씨앗이 발아하였다 그림.[ 3.3.33]

시료 채취 및 분석시료 제작(3)

목화는 월 일에 파종하여 월 일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는 뿌리와 그 밖의 부5 16 9 29

분으로 구분하였다 열매는 솜 형태로 발아하여 분석용 분말 시료를 제작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메밀은 성장기간이 일 이므로 모작은 파종 월 일 수확은 월 일에 하였고 모60 1 5 2 , 6 21 2

작은 파종은 월 일 수확은 월 일 그리고 마지막 모작은 파종은 월 일 수확은6 22 , 8 10 3 8 12 ,

월 일에 하였다 표9 29 .[ 3.3.20]

시료는 오염되지 않은 용기에 담아 그늘에서 약 주일 간 자연건조 한다 건조된 시료1 .

는 계측을 위해 분말로 만들기 위해 약 일 동안 건조용 오븐에서 건조하여 습기를 완전2

히 제거해 준다 이때 오븐의 온도는 정도로 유지한다 이후 시료를 막자사발에 넣. 80 .℃

고 고운 분말이 될 때 까지 분쇄하여 계측용 용기에 담아 감마 계측기로 계측하였HPGe

그림 목화와 메밀의 파종 후 발아모습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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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3.34]

다 결과 및 고찰.

목화(1)

목화시료의 건조 전 무게는 줄기 및 잎의 경우 이었고 건조 후204.27 g ~ 263.32 g

무게는 이었으며 건조 비율은 이었고 뿌리의 경우70.76 g ~ 85.24 g 31.75 ~ 34.64 ,

건조 전 무게는 이고 건조 후 무게는 이고 건조13.03 g ~ 20.57 g 4.07 g ~ 5.79 g

비율은 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목화는 줄기와 뿌리의 강도로 인하여 상27.37 ~ 31.23 .

대적으로 건조 비율이 높아 뿌리와 줄기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이 낮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예측할 수 있

다 표.[ 3.3.21]

이를 토대로 목화의 계측 결과를 보면 줄기 및 잎의 경우 과 에서137Cs pot 1 pot 2

로 계측 되었고 에서는 로 계측 되었고 평균은0.47 Bq/g-dry pot 3 0.54 Bq/g-dry 0.49

임을 보였다Bq/g-dry .

작물 파종구분 파종 수확

목화 N/A 05-16 09-29

메밀

차1 05-02 06-21

차2 06-22 08-10

차3 08-12 09-29

표 작물의 파종 및 수확시기3.3.20

그림 3.3.34 Sampl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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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의 경우 에서 로 가장 낮게 계측되었고 에서pot 2 1.67 Bq/g-dry pot 3 2.59

로 가장 높게 계측되었으며 평균은 임을 보여 줄기와 잎의 경우Bq/g-dry 2.00 Bq/g-dry

보다 약 배 을 흡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작물 토양의 동위원소 비율4 137Cs . -

은 내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TF : transfer factor) 0.06 [ 3.3.22].

토양의 경우 반복 모두 실험 전보다 실험 후 토양의3 137 계측 값이 다소 낮게 계측Cs

되었으나 작물의 137 계측 값이 적게 나온 결과와 비교하면 감소한Cs 137 은 작물이 흡Cs

ID
Fresh Weight(g)

(A)

Dry Weight

(B)

Dry Rate

(B/A*100)

G_P01
PLANT 231.65 74.2 32.03

ROOT 13.03 4.07 31.23

G_P02
PLANT 250.73 79.60 31.75

ROOT 20.57 5.63 27.37

G_P03
PLANT 263.32 85.24 32.37

ROOT 18.58 5.37 28.90

G_CNTL
PLANT 204.27 70.76 34.64

ROOT 19.94 5.79 27.53

표 목화의 현황3.3.21 sample

ID Dry Weight(B) Bq/g-dry Total (B * A)

G_P01

BEFORE(SOIL) - 6.88 -

PLANT 74.2 0.47 12.25

ROOT 4.07 1.74 7.07

AFTER(SOIL) - 6.40 -

G_P02

BEFORE(SOIL) - 6.55 -

PLANT 79.60 0.47 15.55

ROOT 5.63 1.67 9.42

AFTER(SOIL) - 6.28 -

G_P03

BEFORE(SOIL) - 13.24 -

PLANT 85.24 0.54 20.97

ROOT 5.37 2.59 13.90

AFTER(SOIL) - 10.47 -

G_CNTL

BEFORE(SOIL) - MDA -

PLANT 70.76 MDA MDA

ROOT 5.79 MDA MDA

AFTER(SOIL) - MDA -

표 목화의 계측 현황3.3.2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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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한 것 이라기보다는 수분 공급으로 인하여 재배 용기에 흡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3.3.35]

메밀(2)

메밀의 경우 작물의 수확이 가장 많은 경우는 처음 파종한 후 수확한 번째 에서2 pot

약 을 로 채취 하였고 가장 적게 수확한 경우는 번째 파종한 번째 에470 g sample 3 3 pot

서 약 을 로 수확하였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계측하기 위하여 이를 건조한27 g sample .

의 무게는 각각 및 이었고 건조율 은sample 58.79 g 4.12 g (Dry weight/Fresh Weight)

로 이는 작물의 구성요소 중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11.45 ~ 15.44

의미하고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메밀.

의 수확량은 재배가 반복될수록 감소되었는데 이는 일반 환경에서는 토양 추가적sample

인 관리로 토양의 작물재배 능력을 향상시킨 후 재 파종하지만 실험조건에서는 별도의

처리 없이 바로 파종하여 메밀이 자라기 위한 토양속의 영양분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3.23]

메밀 의sample 137 계측 결과 가장 높게 계측된 은 반복 중 첫 번째에서Cs sample 3 pot

차로 실험한 에서 로 계측되었고 가장 낮게 계측된 은 반1 sample 7.79 Bq/g-dry sample 3

복 중 세 번째에서 차로 실험한 에서 로 계측되었다 표pot 3 sample 3.49 Bq/g-dry [

전체적인 추세는 반복이 거듭할수록3.3.24]. 137 의 흡수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Cs

였고 그림 이는 수확량과 같은 경향을 보여 작물의 성장능력과 관련이 있는 현[ 3.3.36]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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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화 실험 토양의3.3.35 137 변화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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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Dry Weight(g)

(A)

Bq/g-dry

(B)
Total (B * A)

F_P01

차1 50.23 7.79 390.16

차2 26.55 5.98 158.39

차3 4.70 3.96 18.45

Total N/A N/A 567

F_P02

차1 58.79 4.43 260.11

차2 27.74 4.99 138.18

차3 6.69 3.53 23.29

Total N/A N/A 421.58

F_P03

차1 55.42 5.66 312.83

차2 32.49 4.29 139.06

차3 4.12 3.49 13.84

Total N/A N/A 465.73

F_CNTL

차1 53.27 <0.01 <0.53

차2 16.65 <0.01 <0.16

차3 11.95 <0.01 <0.11

Total N/A N/A N/A

표 메밀 계측 결과3.3.24 sample

ID
Fresh Weight(g)

(A)

Dry Weight

(B)
Dry Rate (B/A*100)

F_P01

차1 438.5 50.23 13.62

차2 229.2 26.55 12.37

차3 32.36 4.70 17.99

F_P02

차1 470.9 58.79 11.45

차2 223.4 27.74 11.58

차3 43.34 6.69 14.52

F_P03

차1 433.1 55.42 12.48

차2 250.6 32.49 12.42

차3 27.57 4.12 15.44

F_CNTL

차1 391.8 53.27 12.80

차2 134.6 16.65 12.96

차3 66.41 11.95 14.94

표 메밀 결과3.3.23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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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경우 실험 전 137 를 혼합한 토양은 각각 및 로 계Cs 5.31, 4.93 5.47 Bq/g-dry

측되었고 첫 번째 약 일간의 메밀을 재배하고 수확한 후에는 및60 4.98, 4.56 5.00

로 계측되어 각각 및 정도Bq/g-dry 6.21, 7.50 8.59 % 137 이 감소하였음을 보였고Cs ,

두 번째 모작 실험 후에는 및 세 번째 모작 는 으로(2 ) 2.61, 4.39 11.4 %, (3 ) 1.24, 0.23

감소하였으나 세 번째 실험 에서는 오히려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초기 오염토양pot 6 % .

을 준비할 때 일부 토양이 균일하게 혼합하지 않아 생긴 현상일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

만 이 역시 처음 137 를 혼합 한 후 계측한Cs 137 양 보다 작아Cs (5.47 Bq/g-dry) (4.71

작물이 토양에 포함된Bq/g-dry) 137 를 흡수하였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 토Cs .

양을 준비한 후와 모작 실험을 수행한 후를 비교해 보면 번 에서는3 1 pot 9.8 %, pot 2

에서는 그리고 에서는 감소함을 보여 메밀의 다모작을 통하여11.76 % pot 3 13.89 %

토양에 오염되어있는 137 의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Cs [ 3.3.37].

실험결과 도출된 작물과 토양의 137 비율 는 목화의 경우 번Cs (TF : Transfer Factor) 3

실험 에서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실험 에서 으로 가장 높pot 5.2E-02 pot 2 7.6E-02

은 값을 보였으며 평균은 이었다6.7E-02 .

메밀의 경우에 차로 파종한 실험 에서 으로 가장 높았으며 차 파종의 실1 pot 1 1.56 , 3

험 에서 로 가장 낮았고 전체적으로 평균 임을 보였다 본 결과는 최근 개pot 3 0.74 1.04 .

발된 국내 식물 의 선량평가에 입력 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표biota [ 3.3.25].

0

1

2

3

4

5

6

7

8

9

B

q

/

g

-

d

r

y

POT 1 POT 2 POT 3

1 st

2 nd

3 rd

그림 다모작 메밀의 수확시기별3.3.36 137 농도Cs



- 329 -

0

1

2

3

4

5

6

B

q

/

g

-

d

r

y

BEFORE 1 st 2 nd 3 rd

POT 1

POT 2

POT 3

그림 다모작 메밀 실험 토양의3.3.37 137 변화Cs

목화 메밀 차1 메밀 차2 메밀 차3

Pot 1 0.073 1.56 1.23 0.83

Pot 2 0.076 0.97 1.14 0.81

Pot 3 0.052 1.13 0.97 0.74

Average 0.067 1.22 1.12 0.79

표 작물 토양의3.3.25 - 137 비Cs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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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국내 야생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biota

연구배경1.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동식물은 지구탄생 및 인간 활동과 더불어 만들어진 방사성물

질뿐만 아니라 우주와 의료산업적 방사선 환경에서 살고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도 이런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간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안(ICRP) 60

을 발표하고 그 동안 방호정책 기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권고안 도 시간(1990) , . ICRP 60

이 경과함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개정안 이 발표되는 단계에[ICRP 2007]

이르렀다 여기에는 내부 피폭량 수정과 평가법 보완 저선량 영역 이하 에 대. , (200 mGy )

한 인체영향 자료보완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는데 인간이외의 동식물모델, , [ ․

을 개발하여 선량영향을 평가 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 평가법] .․

은 혈액이나 신체장기 또는 조직세포의 반응도를 이용하는 생물학적 선량평가법이 있다.

또한 환경 방사성물질에 의한 선량 및 영향평가를 위하여 열형광 선량계를 이용한 물리,

학적 선량 평가법을 중심으로 환경시료를 채집하여 방사성핵종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먹이사슬을 통하여 인간신체에 축적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반감기가 다르다.

또한 환경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인 인간신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온습도 강우량 등과,․

같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선량 및 영향평가가 어렵다.

권고안 에 기반을 둔 방사선방호정책은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ICRP 60(1990)

행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방호정책도 수정 및 보완이 필요.

하게 되었다 특히 원폭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정보 가운데 암 발생에 대한 자료의. ,

보강 방사선 가중치 및 조직가중치 수정요인의 발생 내부피폭 선량계측 모델의 발전이, ,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 부분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전통적 행위와. , ,

피폭을 줄이기 위한 행동 간의 차이가 그 것이다 즉 년대에 수립된 방호정책이 시. , 1990

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면이 발견되면서 토론의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기존 권고안 의 문제점과 시대변화에 따른 정책보완의 필요성이 증가ICRP 60

하여 박사의 주도하에 의견수렴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활동이 결실을 맺어가면서Clark .

개정 초안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방사선[ICRP, 2007]. (1)

위험에 대한 향상된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고 방호체계 요소를 유지하면서 적용방, (2) 3

법을 명료화하고 행위와 개입간의 상이한 상호관계를 통일하기 위하여 피폭상황으, (3)

로 중심체계를 개편하고 인간 외 생물 종 보호 및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기존, (4) , (5)

문서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림( 3.4.1).․

또한 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요약하면 참조 동식물 모델을 개발하여 생물학, ICRP,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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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 및 선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사선학적 환.

경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종 보존 서식지 보호 등 를 목표로 체계적 접근을 유도한 다( , , )

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방호와 평행한 개념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있는 권고. ICRP

안 도 종의 참조 동물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이용하여 선량계측량 설정 선량평가91 12 , , ,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반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축적.

된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교란변수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환경 방사선이. ,

나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야생 동물모델 선정 및 방사선 생물Biota

학적 특성 및 방사선 피폭량을 추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선량평가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

게 되었다.

ICRP 권고안 60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향

1. 방사선학적 환경보호 목표 강화
가. 생물다양성 유지, 종 보존, 서식지 보호

2. 체계적 접근 필요성 인정
3. 기존 기본골격의 변화 (ICRP 61)

가. 참조동식물 설정: 12종
(1) 선량계측량 설정, 선량평가, 영향평가

• 참조동물 모델개발과 선량영향평가

• 원전 주변방사선 및 방사능 안전성 증명

한수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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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배경 요약3.4.1

야생 동물모델 선정2. Biota

원전관련 시설로부터 유래되는 방사선이나 방사능이 주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원.

자력기구 도 방사선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선 과 방사성(IAEA) [IAEA 190, 288, 332]

물질 이 육 해상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IDEA-TECDOC-1270, 2002] ∙

방법의 개발과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이 인간 및 생[ICRP, 2003].

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학적평가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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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방사선량 측정과 음식물 토양 물 나무 식물에 축적된 방사성핵종의 측정이 있다, , , , ,

와 와 등 둘째 생[Shirashi Yamamoto, 1996; Tagami Uchiyama, 1996, Yukawa , 1999]. ,

물학적 영향평가를 위해 자주달개비 등 나 가축 등 등이 활용되[Kim , 2000] [Kim , 1997]

고 있으나 교란변수의 개입 때문에 인간에 대하여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야생 소, . ,

동물 등 등[Roderick, 1963; Yonezawa , 1996; Wickliffe , 2002; Abramsson-Zetterberg

등 과 을 이용하여 환경영향을 평가 하려는 시도가 있, 1997; Tsiperson Soloviev, 1997]

었으나 개체 수의 부족뿐만 아니라 선량 반응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지표로서 활용성이-

낮았다 셋째 원전사고에 의해서 유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환경피폭의 원인이 되기 때. , ∙

문에 먹이사슬을 고려한 거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미흡했다 지금까지 보, .

고를 살펴보면 대기 토양 물 나무 식물 버섯 등을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농도변화만을, , , , ,

추시해 왔다 그러나 방사성 핵종이 자연으로부터 먹이사슬을 거쳐서 인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음식물의 종류 토양 온도 강우 등과 같은 변수가 간섭할 뿐만 아니라 유입된, , ,

핵종의 생물학적 반감기도 다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로는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

에 의한 인체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

에는 동물과 식물이 평가모델로서 제안될 수 있으나 식물은 특성상 인간이나 동물의 신

체반응을 반영하지 못한 다 즉 인간을 대신 하면서 유전학적으로 유사성이 가까운 동물. ,

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동물을 이용하여 선량 및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델로.

서 자격조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 동물이어야 한다 종이 명. (1) . (2)

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동일한 생태학적 특성을 가져야 하며 인간과 동일한 생, (3) , (4)

활환경에서 서식해야 하며 거주지역이 한정되어야 하며 서식지역의 음식과 물, (5) , (6)

을 섭취하여야 하며 수명이 길어야 하며 신체내의 방사성물질 분포 및 농도에, (7) , (8)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보고에는 단계 연구를 통하여 야생 동물모델로. 1 [ Biota

서 선정된 등줄쥐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 로서 야외 채집된 등줄쥐를 실험실]

내 교배를 통하여 태어난 새끼가 성축이 된 후 방사선을 쪼이고 신체 반응특성을 정리하

였다.

가 등줄쥐.

이 연구를 위해서 년 월부터 국내 포천지역 그림 을 중심으로 사람이 거주2012 6 ( 3.4.2)

하지 않으면서 공장과 같은 환경 오염원이 없는 개 지역 지역에서 등줄쥐를 포획 평균7 (

포획율 이하 하였다 오후 시에 땅콩버터와 새 먹이를 희석한 유인용 먹이를 넣: 30 % ) . 4

은 덫을 설치하고 아침에 수거하였다 야생 등줄쥐는 성장이나 신체조건이 일Sherman , .

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란변수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 교란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배를 통하여 새끼를 출산 한 후 방사선 실험에 이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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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줄쥐 암컷과 수컷을 한 마리씩 케이지에 넣어 사육하면서 출산한 새끼가 완전히 성

장 주 하였을 때 외부형태를 측정하였다 또한 부검 후 사체를 포르말린 용액에(20 ) . , 10%

보관하면서 약 한달 후 두개골을 분리하여 두개골과 하악골의 특성을 계측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태어난 새끼의 수 평균 출산율 평균 출산 새끼 수 가 작아 실험군( : 15 %, : 4.5)

당 마리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3-5 .

나 외부형태 특성.

외부형태 특성은 의 기준에 따라서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림 과 표Woon(1967) 5 ( 3.4.3

외부형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이 연구를3.4.1). 300 mm .

통하여 야외에서 포획된 등줄쥐 등에 검정색 줄을 갖는 갈색피모와 눈에 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귀 길이 등의 특징을 보였다 몸길이에 대한 꼬리의 상대적 비율은 이었다. 0.46 .

다 두개골 및 치아형태 특성.

두개골 특성은 과 과 의 방법에 따라서 개로 구분하Koh(1983) Jones Johnson(1965) 27

였다 그림 두개골 특성은 캘리퍼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개골( 3.4.4). (Tajima, Japan) .

그림 특성은 표 에 정리하였다 특히 상악골 번째 구치 안쪽에 치(1-27, 3.4.4) 3.4.2 . , 3

아엽이 존재한 반면 번째 구치에 치아엽이 결여되어 그림 있었, 2 [Cobert 1978]( 3.4.5)

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야외에서 포획된 개체 가운데 로 분. , Apodemus agrarius coreae

류된 개체만을 연구에 제공하였다.

방사선 조사3.

방사선에 대한 선량 반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보건연구원에 보유중인 감마-

선 발생장치(137 선량률 분 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방사선Cs, 185 GBq, : 0.8 Gy/ ) .

을 조사하였다(0, 0.25, 0.5, 0.75, 1 Gy) .

특성구분* 평균 표준편차±

몸통에서 꼬리까지 길이1. 19±0.4

꼬리 길이2. 8.5±0.3

뒷다리 길이3. 2.2±0.0

귀 길이4. 1.6±0.06

몸무게5. 43±10.2
그림 참조* 3.4.3

표 야외 포획 등줄쥐 외형 특성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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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게4.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몸무게에 대한 장기의 상대적 무게 변화를 관찰하였다 표24 (

흉선을 제외하고 무게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없었다 흉선의 경우 를 초관3.4.3). . , 0.5 Gy

하면서 장기무게가 약 감소하였다50 % .

그림 등줄쥐 포획지역 사각형 및 포획지점 화살표 경기도 포천 신북면3.4.2 ( ) ( ) ( )

그림 야외 포획된 등줄쥐 외부 형태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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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두개골 및 하악골 특성3.4.4

그림 두개골 치아 특성 번째 구치 안쪽에 위치한 치아엽 흰색 화살표 과 번째 구3.4.5 . 3 , ( ) 2

치에 결여 검정색 화살표 된 치아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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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몸무게에 대한 상대적 장기 무게3.4.3 24

대* P < 0.05 : 0, 0.5Gy 1, 2 Gy

특성구분* 평균 표준편차±

두개골 길이1. (A-A') 28±0.2

기저 길이2. (H-H') 26±0.5

앞니와 앞니구멍 거리3. (H-I) 3.8±0.1

비골 길이4. (A-B) -

권골 넓이5. (L-L') 14±0.1

유돌기 넓이6. (M-M') 9.7±0.4

뇌함 넓이7. (C-C') 12±0.1

뇌함 높이8. (Q-Q') 8.8±0.2

안와아래관 넓이9. (F-F') 3.9±0.1

주둥이코 길이10. (H-J) 10±0.0

구개판 길이11. (I'-K) 5.6±0.1

눈사이 넓이12. (E-E') 4.9±0.4

제 윗큰어금니 사이 넓이13. 3 (O-O') 5.2±0.2

앞니와 윗큰어금니 사이 길이14. 1 (H-S) 10±0.6

제 윗큰어금니 넓이15. 1 (N-N') 5.5±0.2

앞니구멍 길이16. (I-I') 4.9±0.2

두정골 넓이17 (D-D') 8.8±0.2

두정골 길이18. (G-G') 4.5±0.3

구개뒤부 길이19. (K-K') 10±0.1

주둥이코 높이20. (P-P') 5.4±0.2

고실 뇌함 높이21. - (R-R') 8.6±0.3

하악 길이22. (V-V') 7.6±0.4

하악이틀 길이23. (X-Y) 3.8±0.1

하악 높이24. (W-W') 7.0±0.5

하악가지 길이25. (X-X') 8.4±0.3

제 와 윗큰어금니 사이 길이26. 2 3 (T-Q) 2.5±0.03

제 윗큰어금니 사이 길이27. 1 (S-T) -

두개골 특성 그림 참조 하악골 특성 그림 참조* : 3.4.4-A D , : 3.4.5∼

표 두개골 및 치아형태 특성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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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생화학 분석5.

방사선 조사 종료 시간 후에 등줄쥐를 에테르 마취한 후 꼬리정맥에서 혈액을 채혈24

하였다 채혈한 혈액을 가 들어있는 용기 에 넣고 잘 희석. EDTA (SARSTEDT, Germany)

한 후 동물용 혈액생화학 측정기 를 이용하여 총 단백질, (VETSCAN, USA) ALT, ALP,

외 종류의 생화학적 마커를 분석하였다 표 방사선 조사된 등줄쥐에서 알부민11 ( 3.4.4).

과 총 단백을 제외하고 생화학 수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알부민과 총 단백질은.

를 초과하면서 감소하였다0.5 Gy .

* P < 0.05

ALB : albumin, ALP : alkaline phosphates,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AMY :

amylase, TBIL : total bilirubin, BUN : blood urea nitrogen, CA : calcium, PHOS :

phosphate, CRE : creatine, Glu : glucose, K : Kalium, TP : total protein.

비장세포 세포고사6.

아포토시스 세포고사 는 염증반응을 동반하지 않는 생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기전( )

으로 인간의 성장과 노화를 거치는 동안 조직을 재편성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기전이

다 비정상적인 세포고사 유도는 암 자가 면역질환 중추신경장애와 같은 인간의 노화에. , ,

따른 질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이온화 방사선은 의 염기변형이나 사슬. , DNA

절단에 따른 세포손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야생 등줄쥐.

의 방사선 피폭에 따른 신체 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방사선에 민감한 면역세포의 반응

도를 세포고사를 방법론으로 해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골수에서 생성된 면역세포가 모이.

는 기관인 비장 내 면역세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

는 세포고사 분석법을 활용하였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방사선조사 시간 후 등줄쥐를 에테르로 마취한 후 몸무게를 계측하고 비장을 추출24 , ,

표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등줄쥐 혈액 생화학 지표 반응도3.4.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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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추출한 비장은 주사기 뒷면으로 짓이겨 세포 여과기 로. (BD Falcon, REF 352340)

걸러 단일 세포만을 분리하였다 낱개로 분리된 비장세포는 킷. Annexin V-FICT (PN

을 이용하여 세포고사 정도를 계측하였다 냉장IM3546, BECKMAN COULTER, France) .

로 세척한 비장세포는 원심분리 분PBS (70011, invitrogen, U.S.A.) (1000RPM, 5 , 4 )℃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세포 수를. 5×105~1×106 세포 가 되도록 완충액/ml 1× bibding

으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비장세포 에 의 용액과 의. 100 uL 1 uL Annexin V-FICT 5 uL

용액을 넣고 섞어준 후 어두운 환경에서 분간 방치하였다 분후 냉장PI 15 . 15 1× bibding

완충액을 첨가하고 유세포 분석하였다400 uL (BECKMAN COULTER, France) .

가 비장세포 세포고사 분석.

방사선 조사된 등줄쥐 비장세포에 대하여 세포고사 정도를 관찰하였는데 선량에 비례,

하여 증가하였다 그림 그러나 조사된 등줄쥐 비장세포의 세포고사가 방( 3.4.6). 0.5 Gy

사선 조사하지 않은 등줄쥐와 비교하여 낮았다(P<0.05).

생물학적 선량 평가법 확립7.

방사선 피폭량 추정을 위한 생물학적 선량 평가법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저준위 방사선에 의해 피폭된 개체에 대한 선량 평가법 개발이다 일반적으로 방, .

사선에 의한 피폭시 염색체 손상을 지표로 하여 선량을 추정한다 염색체이상을 지표로.

그림 방사선 조사된 등줄쥐 비장세포 세포고사 대3.4.6 , * P < 0.05 : 0.5 Gy 0, 1, 2 Gy

실험군(n=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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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물학적 선량 평가법은 방사선 피폭 후 짧은 기간에 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이동

원체 염색체를 지표로 하는 불안정형 염색체이상과 염색체간의 유전자 전좌

를 지표로 하는 안정형 염색체이상 평가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Translocation) .

번 연구에서는 안정형 염색체 분석용 시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법 확립에 집중했다.

둘째 방사성물질의 신체 유입에 의한 피폭선량 측정이다 자연환경중의 방사성물질에, .

의한 신체영향을 평가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시설에서 환.

경으로 기체 및 액체 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또한 방사선. ,

시설로부터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 또는 신체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

발이다 이것은 가 기술집. IDEA 190[IDEA, 1979], 288[IDEA, 1988], 332 [IDEA,

를 통하여 발표한 해상 담수 그리고 육상동식물 및 이 발표한 사람을1992] , , ICRP(2003)

제외한 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의 이유와 일치한다 현재 방사선시설로부터 유출된 방. ,

사성물질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하여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거나 공간 방사선량을 측정한

후 주민의 피폭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등 환경 방사성물[Jeong , 2005].

질의 동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육상시료로서 공기 등 식수 지표수 빗, [Koarashi , 2005], ,

물 지하수 하천토 토양 우유 농산물 지표생물 등 등 육, , , , , , [Levin , 1988; Mihok , 1989],

류가 채취되고 핵종을 분석하고 있다 와 등[Tagami Uchiyama, 1996; Yukawa , 1999].

또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하여 채취한 환경시료의 농도를 물리학적,

방법으로 계측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시료에 대한 채집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온도 습. ,

도 채집 장소 및 시기 등이 교란변수로 개입되었기 때문에 유입된 핵종에 의한 인체영,

향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방사선이나 방사성핵종에 의한 피폭을 구분하지 않고 감마선에 의,

하여 전신피폭 되었다는 가정아래 불안정형 염색체이상을 지표로 선량 반응식을 작성하, -

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폭된 개체에 대한 선량 평가법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제작법 및 염색법을 확립했다 차 년도 차 년도 연구를 통(1 ). 1

하여 확립된 염색체 제작 방법을 등줄쥐에 적용하였다 차 년도 간단히 설명하면(2-3 ).

다음과 같다.

가 염색체 제작.

야외에서 포획되어 교배를 통하여 생산된 등줄쥐가 성체 수컷 주령 에 도달하였을( , 40 )

때 방사선을 조사 시간 후 대퇴골에서 골수세포를 분리하였다 낱개로 분리된 골수세, 24 .

포(1×106 는 배지 우태아 혈청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ml) RPMI 1640 (10 ml, 10% , 5% /

신 가 들어있는 원심용 튜브 에 넣어 배양 하였다 이때 중기단계) (15 ml, Falcon)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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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포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콜세미드 를 동시에 첨(0.18 mg/ml, 15212-012, Gibco)

가하였다 중기세포 단계에 정지된 세포를 원심분리 실온 분간 하고 상층액. (800rpm, , 1 ) ,

을 제거하였다 상층액이 제거된 세포에 을 넣고 메탄올과 초. KCl(0.075M, 37 ) 6 ml ,℃

산 비율 희석 을 방울을 추가한 후 수조 에서 분간 담갔다 수조에서(1:3 ) 1 2 , (37 ) 27 .∼ ℃

배양된 세포를 원심분리 실온 분간 하고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원심분리 후(800 rpm, , 1 ) .

상층액을 제거하고 메탄올과 초산 혼합액을 채우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희석하였, 5 ml

다 희석이 끝난 세포를 원심분리 분간 하였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 (800 rpm, 5 , 1 ) .℃

복하고 상층액을 제거한 후 메탄올과 초산 혼합액을 채우고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5 ml .

염색체 제작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제작하였고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을 위하여,

김사 염색하였다 그림 이상 염색체를 가진 세포에 대한 총 관(G-2-32, Sigma) ( 3.4.7).

찰 세포 수의 상대비율을 바탕으로 선량 반응관계를 평가하였다- .

나 이동원 염색체이상을 지표로 하는 선량 반응식. -

등줄쥐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시간 후 이동원 염색체이상을 지표로 선량 반응식을24 -

작성하였는데 그림 이동원 염색체가 를 초과하면서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 3.4.8), 0.5 Gy .

동원 염색체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 출현빈도를 바탕으로 선량 반응식을 작성하였다 이- (

동원 염색체 출현빈도=-0.0009+0.0005*D, R2 그림=0.78)( 3.4.9).

다 불안정형 염색체이상을 지표로 하는 선량 반응식 작성. Gap -

마우스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선량의 증가에 따른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출현빈도를Gap

관찰 그림 한 바 를 초과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4.10) , 0.25 Gy .

그림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관찰을 위한 염색체 제작방법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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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빈도를 바탕으로 선량 반응식을 작성하였다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출현빈Gap - (Gap

도=-0.0016+0.001*D, R2 그림=0.89)( 3.4.11).

그림 이동원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3.4.9 ,

이동원 염색체 출현빈도=-0.0009+0.0005*D, R2=0.78.

그림 이동원체를 지표로 하는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 정상 염색체 이동원 염3.4.8 , A: , B:

색체 화살표( )(1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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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염색체를 지표로 하는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3.4.10 Gap

정상 염색체 염색체 화살표A : , B : Gap ( )(1Gy)

라 염색체 손상도 신속 분석을 위한 미소핵 분석.

일반적으로 마우스에 방사선을 조사 한 후 신체반응을 관찰하는 경우 골수나 비장세포,

에서 나타나는 염색체이상이나 미소핵 빈도를 관찰하거나 세포 수 및 세포표면 마커의

변화를 유세포 분석한다 그러나 마우스 신체세포는 세포주기가 빠를 뿐만 아니라 세포.

수의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마우스 신체세포를 배양하여 염색체이상이나 미소핵을 관. ,

그림 방사선 조사 후 선량증가에 따른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 불안정형3.4.11 Gap , Gap

염색체이상 출현빈도=-0.0016+0.001*D, R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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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경우 방법적 복잡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말초혈액 적혈구에 나.

타나는 미소핵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기존의 보고에서는 전체 적혈구를 김사 염색,

하였기 때문에 실험결과에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즉 김사 염색한 경우 적혈구내에 존. ,

재하는 미소핵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비 특이성 과립까지 염색되기 때문에 선량이 낮을수

록 오차가 크다 또한 말초혈액 적혈구의 성숙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적혈구를 대상. ,

으로 미소핵을 관찰하는 경우에는 선량이 낮을수록 실험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

에서는 아크리딘 오렌지 염색법을 이용하여 미소핵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적용한 미소핵 분석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방사선 조사된. .

등줄쥐 말초혈액 적혈구 미소핵 분석을 위하여 등 이 기술한 방법에 따Hayashi (1983)

라서 아크리딘 오렌지가 코팅된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이용

하였다 방사선 조사 시간 후 꼬리정맥으로부터 의 혈액을 채취한 뒤 아크리딘 오. 24 3 ul

렌지용액 으로 코팅된 슬라이드에 올린 뒤 커버글라스 로 가볍게(1 mg/ml) (20 x 50 mm)

누르면서 포배 하였다 아크리딘 오렌지에 염색된 미소핵은 형광현미경. (NIKON, BA-2

필터장착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는데 미소핵은 붉은색의 적혈구 기질을 배경으로 진 노) ,

란색 형광을 발하였다 그림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아크리딘 오렌지에 의해서 붉( 3.4.12). ,

은색으로 염색된 적혈구내 기질이 용적에 비해 인 적혈구만을 개체 당 개 관찰2/3 1,000

하면서 미소핵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등줄쥐 개체 수 확보가 어려운 관.

계로 선량 당 마리로 한정하였다5 .

미소핵 출현빈도를 지표로 하는 선량 반응식 작성(1) -

방사선을 조사한 후 등줄쥐 염색체 손상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 시간 후24 ,

말초혈액 적혈구 미소핵를 계수하였다 관찰 적혈구 수 대비 미소핵을 포함한 적혈구의.

상대적 비율을 바탕으로 선량 반응식을 작성하였는데 선량에 비례하여 미소핵 출현빈도- ,

역시 증가하였다 미소핵 출현빈도( =-0.0022+0,0019*D, R2 그림=0.98)( 3.4.13).

마 등줄쥐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정리. (A. a. coreae)

이 연구에서는 원전 운영과 방폐장 설치 및 유지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야생 동물모델로서 야Biota

생 등줄쥐를 선정하였다 야생 동물모델을 선정하고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 Biota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등줄쥐 종류를 우점종으로 한정해 야 한다, .

많은 개체를 채집할 수 있어야 저준위 방사선이나 방사능에 의한 신체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야외 포획한 등줄쥐 가운데 등 부위에 검은색 등줄이 분명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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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선별하여 교배하였는데 교배율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낮아서 공통적으로 를, 30%

넘지 못했다.

그림 방사선 조사 된 등줄쥐 말초혈액 적혈구에 출현한 미소핵 화살표3.4.12 (1 Gy) ( )

그림 방사선 조사 후 선량증가에 따른 미소핵 출현빈도 미소핵 출현빈도3.4.13 ,

=-0.0022+0,0019*D, R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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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배를 통하여 태어난 새끼들이 년을 경과하면서 치아 마모정도가 이1 Woon (1967)

제시한 성축기준을 만족하였을 때 희생시켜 외형 두개골 치아형태특성을 분석하였다, , .

이들 특성 가운데 꼬리 길이가 몸통보다 작고 귀 길이가 짧아서 접었을 때 눈에 도달하,

지 않아 원 이 제시한 분류 기준을 만족하였다 특히 제 구(1967) Apodemus agrarius . , 3

치 안쪽 치아엽 존재와 제 구치 치아엽의 부재가 관찰되어 이 제시한2 Cobert (1978)

분류기준과 일치하였다 즉 국내 원전이 없는 지역에서 포획Apodemus agrarius coreae . ,

한 등줄쥐를 교배하여 출생한 새끼 가 성장한 후 외부형태와 두개골 그리고 치아형태(F1)

를 바탕으로 종 분류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종간 또는 아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

선 반응도 차이를 제거하였다.

등줄쥐에 대한 방사선 반응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일 쥐

과에 속하는 마우스에 대하여 방사선을 조사하고 골수세포를 대상으로 염색C57BL/6J ,

체 제작과 염색법 그리고 염색체이상 관찰지표를 확립하고 선량 반응관계를 확인하였다- .

마우스를 통하여 확립한 방사선 신체영향 평가 방법론을 실험실에서 교배를C57BL/6J

통하여 생산된 등줄쥐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폭발과 같은 방사선.

사고발생을 가상하여 등줄쥐에 방사선을 쪼인 시간 후 장기무게와 혈액생화학 수치와24

같은 신체반응도를 관찰한 결과 장기무게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혈액 생화학 지표 가, ,

운데 신체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알부민과 총 단백질이 를 초과하면서 감소하여0.5 Gy

가 신체영향을 주는 최저 선량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동원 이동원 염색체0.5 Gy . , (

출현빈도=-0.0009+0.0005*D, R2 과 을 지표로 하는 염색체이상 불안정=0.78) Gap (Gap

형 염색체이상 출현빈도=-0.0016+0.001*D, R2 선량 반응식을 작성하였다=0.89) - . Gap

염색체이상이 부터 증가되는 반면에 이동원 염색체이상이 를 초과하면서0.25 Gy 0.5 Gy

관찰되었는데 쥐과 동물의 염색체 형태가 이동원체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며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을 위하여 염색체이상 분석법이 더 추천할만한 방법, Gap

이라 생각된다 아크리딘 오렌지 염색 적혈구 미소핵 분석법을 이용하여 선량 반응식을. -

작성 미소핵 출현빈도( =-0.0022+0,0019*D, R2 하였는데 골수세포 염색체이상을=0.98) ,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염색체이상 분석법과 병용할 경우 환Gap

경 방사선 영향평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를 쪼인. 0.5 Gy

등줄쥐 비장세포에서 세포고사가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등줄쥐에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이것은 비장세포를 대부분 구성하는 세포가 회복관련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B DNA

이하 방사선에 민감하다는 보고 등 를 참고할 때 낮은 방사선량 영0.5 Gy [Choi , 2004]

역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방사선 조사. ,

되지 않은 등줄쥐에 비교해서 비장세포 세포고사가 감소한 것은 선량률200 mGy ( : 0.7

이하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마우스 흉선에서 관찰된 세포고사 유전자 활mGy/h) AKR/J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골수세포 염색체이상과 적혈구 미소핵 출현빈. ,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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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리고 비장세포 세포 세포고사를 적절하게 혼용한다면 적어도 이하에 대한(B- ) , 1 Gy

환경 방사선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결과는 실험실 교배를 통.

하여 생산된 등줄쥐를 통하여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야생 등줄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

행하면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용 로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Biota .

저준위 방사선 환경에서 사육된 생쥐 흉선 회복유전자 기능 해석8. DNA

방사선에 의한 영향 연구 특히 암 발생 연구 시 일반적으로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결( , ) ,

과는 사람이나 동물에 바로 적용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실험동물의 경우 일반 생쥐를 많.

이 이용해 왔지만 암 발병률이 낮고 저준위 방사선의 영향이 인체 영향으로 표현되기까

지 많은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는 저준위 시간 방사선에 민감한 유전자를 발. (0.7 mGy/ )

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분자적으로 단백질 수준까지 확인하지 않았으,

며 이 연구에서 제시된 유전자들은 뿐만 아니라 단백질 수준까지 발현 차이를 확, RNA

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는 손상과 회복에 관련된 유전자를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DNA

건강한 쥐와 암 발생 쥐를 비교하여 확인한 적이 없으며 이 연구에서 발굴된 유전자들,

은 기존에 저준위 방사선에 대해 민감한 유전자라 알려진 바가 없다 저준위 방사선에.

대해 민감한 유전자 프로파일 발굴에 선행되었던 보고들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인간 골수성 백혈병 세포주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2 - 50 cGy CDKN1A,①

등의 유전자 발현 확인 등GADD45A, MDM2, BTG2, PHLDA3 [Amundson , 2003].

방사선 사고시 선량평가에 이용하기 위해 사람 혈액에 조사 후 선0.5, 2, 5, 8 Gy②

량에 따라 반응하는 유전자 발견함 과FDXR, CDKN1A, PHPT1, BBC3, SESN1 [Paul

Amundson, 2008).

생쥐에 분으로 일 동안 방사선 조사 후 신장과 고환을C57BL/6J 0.032 13 Gy/ 485③ μ–

채취하여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저준위 방사선에 민감한 유전자를 발견함 등[Taki ,

2009).

수컷 생쥐에 일 또는 동안C57BL/6J 401 - 485 (8 Gy, 0.4 Gy 0.02 Gy) 17 -④

일 일 또는 일로 방사선 조사 후 간을20 mGy/ , 0.86 - 1.0 mGy/ 0.042 - 0.050 mGy/

채취하여 마이크로어레이와 역전사핵산증폭법을 이용하여 저준위 방사선에 민감한 유전

자를 발견함 등[Uehara , 2010].

마이크로어레이와 정량적 핵산증폭법을 이용해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노랑초파리에⑤

서 저준위 방사선 민감 유전자 개 발견함 등39 [Seong , 2011).

인간 혈액에 방사선 조사 후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0, 0.02, 0.1, 0.5, 1, 2, 4 Gy⑥

저준위 방사선 민감 유전자 총 개 발굴 또한 생물학적 선량평가에 응용하기 위해 선량9 .

별 조사 후 시간별로 발현양이 차이나는 유전자 그룹을 선정함 등, [Knops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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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다니오 배아와 성체에 또는 방사선 조사 후 간의 를 이0.1 Gy 1 Gy mRNA⑦

용하여 마이크로어레이와 정량적 핵산증폭법을 수행 방사선 민감 유전자를 발굴함.

등[Jaafar , 2013]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방사선 조사 된 인간 혈액에서 저준위 방사5 ~ 500 mGy⑧

선 민감 유전자 발굴함 등[Nosel , 2013].

즉 이 연구에서 발굴한 저준위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 유전자, 3 (Plxnc1,

는 이전에 증명되지 않았지만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보고는 아래와Cyp11a1, Rnd3) ,

같다.

은 세마포린 의 수용체로서 흑색종 성장 초기에 암 억제자로 기능함- Plxnc1 7A

등[Scott , 2009).

은 스테로이드 합성 효소로서 대장암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합성을 도와- Cyp11a1

암의 면역회피에 관여함 [Sidler 2011].

는 집단의 비정형 멤버로서 암 억제에 관여함- Rnd3 Rho GTPase [Bektic 2005]

이 연구를 위해서 암컷 주령 와 생쥐를 일본 센터에7 AKR/J ICR Shizuoka laboratory

서 구입하고 주일 동안 특정 병원균이 부재된 시설에서 사육하며 안정화시켰다 각 그1 .

룹 당 마리를 방보원 저선량조사센터 저준위 시간 방사선 환경에서 일5 (0.7 mGy/ ) 100

누적선량 총 동안 사육한 후 흉선을 채취하여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시킨 후 유( 1.7 Gy)

전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생쥐와 생쥐의. AKR ICR

흉선을 비교하여 저준위 시간 방사선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발굴하고 기능을(0.7 mGy/ )

해석하였다 벤다이어그램 정량적 핵산증폭법 특수단백질 검출검사 및 통계프로그램. , ,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AS (ANOVA, t-test) .

가 회복유전자 발현량 계측용 프라이머 염기서열. DNA

저준위 시간 방사선 조사된 생쥐 흉선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유전자들에(0.7 mGy/ )

대하여 발현양 계측을 위하여 쓰인 프라이머 염기배열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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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마우스 흉선암 억제 관련 회복유전자 발굴. DNA

와 생쥐에 대하여 저준위 시간 방사선 조사한 다음 암 발생 초AKR/J ICR (0.7 mGy/ ) ,

기단계 일 에서 흉선을 채취한 후 손상 회복 관련 유전자 중 저준위 방사선에(100 ) DNA /

종 특이 반응을 보이는 유전자를 핵산증폭법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발현양을 확인하였다

그림 또한 단백질 발현을 관찰한 결과 그림 과 이 증가하( 3.4.14). , ( 3.4.15), Rnd3 Plxnc1

고 이 감소하여 저준위 방사선이 암을 치유하거나 암으로 변하는 세포를 억제, Cyp11a1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16).

그림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와 마우스 흉선에서 증가된 유전자의 정량분3.4.14 AKR/J ICR

석

유전자번호 유전자 정방향 (5‘ 3’)→ 역방향 (5‘ 3’)→

NM_019779 Cyp11a1 CCTGGAAGAAAGACCGAATC TGCTTGATGCGTCTGTGTAA

NM_011198 Ptgs2 AGAACCTGCAGTTTGCTGTG GCTCCTGCTTGAGTATGTCG

NM_028810 Rnd3 TATGACAACGTCCGTCCACT CCTGGATTTCACCTTTCCAC

NM_018797 Plxnc1 TCCTCATCCCATGAAGAACA CGCTGCTAAGCACTCTGAAC

NM_021282 Cyp2e1 TCTCTTCAACAAACGCTTCG CCAGGGAGTACTCAGCAGGT

표 회복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3.4.5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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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와 마우스 흉선 회복과 관련된 단백질 분3.4.15 AKR/J ICR DNA

석

그림 생쥐 흉선에서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적 변화 도식화3.4.16 AKR/J

다 저준위 환경에서 사육된 생쥐 흉선에서 발현된 회복유전자 기능 정리. DNA

환경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야생 동물모델로서 등줄쥐 활용 가치를 추시하기Biota

위해서는 먼저 자연 방사선을 기준으로 낮은 선량의 방사선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이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량이 연간 약 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낮은 선량에 대3 mSv

한 신체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개체를 이용하든지 장시간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이 제시하는 저준위 방사선량. UNSCEAR(2000) (200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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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과 선량 시간 을 작성할 수 있는 시설은 한수원 주 방사선보건원 저선량) (6 mGy/ ) ( )

조사센터가 유일하다 그러나 한수원 주 저선량 조사센터에서 자연 방사선 수준의 방서. ( )

선량과 선량율을 제작할 수 있을지라도 공간이 한정되어 많은 정상동물 개체 수를 이용,

한 신체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정상 마우스 개체 수 이용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흉선암 연구모델인 마우스를 이용하여 암 억제기전을 관찰하면서AKR/J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상 마우스를 활용하였다(ICR) .

선행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흉선암이 발생하는 마우스에서 저선량률 방사선 조AKR/J

사가 암 발생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Shin 2010].

라 저선량률 방사선 조사가 일반 마우스와 흉선암이 발생하는 마우스의 종ICR AKR/J

차이에 따라 흉선암 발생과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마우스. AKR/J

경우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저선량률 방사선 조사에 의해 몸무게 대비 흉선 무게가

감소하고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저준위 방사선에 의하여 회복 촉진 세포사. DNA ,

로 인한 손상된 세포제거 면역활성 등으로 인해 암이나 암으로 변화되는 세포가 제거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Shin 2010, Luo-Owen 2012, Ina 2005, Shin 2011].

미롭게도 마우스에서 흉선무게가 증가하였는데 저준위 방사선에 의해서 세포 수ICR , T-

또는 양적 증가 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Liu 2003, Ina 2005, Liu 1994] .

구를 통해 저준위 방사선에 의해 정상 면역 세포 수는 증가하고 손상되었거나 암으로 변

화되는 세포는 세포고사 기전에 의해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 후 등줄쥐에.

대하여 적용하여 방사선에 대한 손상 및 회복관련 유전자 반응을 해석해 볼 필요가DNA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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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생 등줄쥐 방사선 신체반응도 조사

가. 등줄쥐 포획

이 연구를 위해서 년 월부터 년 월 사이 국내 지역 그림 을 방2015 7 2017 11 6 ( 3.4.17)

문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장과 같은 환경 오염원이 없는 곳을 선택하여 등줄

쥐를 포획하였다 차년도 오후 시에 땅콩버터와 새 먹이를 희석한 유인용 먹이를 넣(1 ). 4

은 덫을 설치하고 그림 과 아침에 수거하였다 평균 포획율은Sherman ( 3.4.18 3.4.19) .

였다 표 차년도 포획된 등줄쥐 가운데 암컷이 마리 숫컷이22.5% ( 3.4.6, 1 ). 21(58%) ,

마리였다 어린성체는 마리로서 암컷이 마리 숫컷이15(42%) . 16(45%) 7(44%) ,

마리였다 중간연령의 성체는 마리로서 암컷이 마리 수컷이9(56.3%) . 20(56%) 14(70%) ,

마리였다 차년도 기간에는 추수 후 겨울에 논과 밭이 산으로 연결된 거주지 중6(30%) . 2

심으로 덪을 설치하고 포획하였다 포획된 등줄쥐 가운데 암컷이 마리 수컷이. 21(80%) ,

마리였다 주로 성체가 포획 포획율 되었으며 암컷을 실험에 제공하였다5(20%) . ( : 25%) ,

표 차년도( 3.4.6, 2 ).

그림 야생 등줄쥐 채집 장소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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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야생 등줄쥐 포획을 위한 덫 설치 준비3.4.18

그림 야생 등줄쥐 포획을 위한 덫 설치3.4.19 Sh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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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포획율(%)* 성별 연령**
신체 길이(mm)

몸 꼬리 뒷다리

A 25

암컷 어린성체 165 75 90

암컷 어린성체 145 66 79

암컷 어린성체 173 84 89

암컷 어린성체 165 73 92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04 91 113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10 85 125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11 101 110

수컷 어린성체 153 65 88

수컷 어린성체 153 63 90

수컷 중간연령의 성체 233 109 124

B 20

수컷 어린성체 157 68 89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176 74 102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11 98 113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180 82 98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197 83 114

수컷 어린성체 176 82 94

수컷 중간연령의 성체 220 99 121

수컷 중간연령의 성체 205 93 112

C 20

암컷 어린성체 167 72 95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170 45 125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00 90 110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11 86 125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11 91 120

수컷 어린성체 160 61 99

수컷 어린성체 168 75 93

수컷 중간연령의 성체 210 98 112

D 25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13 96 117

암컷 어린성체 172 79 93

암컷 어린성체 166 76 90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13 91 122

암컷 중간연령의 성체 201 96 105

수컷 어린성체 170 75 95

수컷 어린성체 157 73 84

수컷 어린성체 162 74 88

수컷 중간연령의 성체 180 85 95

수컷 중간연령의 성체 220 105 115

표 채집지역에 따른 야생 등줄쥐 포획율 및 신체 특성 차년도3.4.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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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형태 특성

등줄쥐 구분은 이 제시한 등 부위의 등줄 존재 여부 피모색깔 외 가지Woon(1967) , 3

외부형태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그림 외부형태는 일상적으로 사용( 3.4.6, 3.4.20).

되는 자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등에 검정색 줄을 보이면서 갈색300mm .

피모와 눈에 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귀 길이 특징을 보인 등줄쥐만을 선발하였다 몸길이.

에 대한 꼬리의 상대적 비율이 약 일 경우 최종 선택하였다0.46 .

지역 포획율(%)* 성별 연령**
신체 길이(mm)

몸 꼬리 귀

E 25

암컷 성체 201 92 10.9

암컷 성체 195 99 96

암컷 성체 204 103 10.1

암컷 성체 196 90 10.6

암컷 성체 183 80 10.5

암컷 성체 190 85 10.5

암컷 성체 184 77 10.7

암컷 성체 205 91 11.4

암컷 성체 202 95 10.7

암컷 성체 194 88 10.4

암컷 성체 202 87 10.6

수컷 성체 200 94 10.6

수컷 성체 185 87 98

F 25

암컷 성체 177 74 10.3

암컷 성체 198 84 11.4

암컷 성체 190 85 10.5

암컷 성체 196 92 10.4

암컷 성체 173 80 93

암컷 성체 208 90 11.8

암컷 성체 176 67 10.9

암컷 성체 200 85 10.5

암컷 성체 197 85 10.6

암컷 성체 200 85 10.9

수컷 성체 220 92 12.8

수컷 성체 178 77 10.1

수컷 성체 172 7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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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 구분

야외 포획된 등줄쥐 연령은 이 제시한 털 색깔과 생식기 발달정도에 의존Woon(1967)

하였다 털이 단단하고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띄면서 털 하부 색깔이 회색으로 선명할 경.

우 성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암컷 등줄쥐를 이용하였는데 유선 발달정도와.

치아 마쇄정도 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연령을 확정하였다 치아 마쇄정도에(Koh, 1983) .

따라서 어린성체 그림 중간 연령층의 성체 그림 늙은 성체 그림( 3.4.21), ( 3.4.22), (

로 구분하였다3.4.23) .

라. 두개골 및 치아형태 특성

야생 등줄쥐 두개골 특성은 와 와 방법에 따라서Koh(1983) Jones Johnson(1965) 27

개로 구분하였다 그림 두개골 특성은 캘리퍼 를 이용하여 측정하( 3.4.24). (Tajima, Japan)

였다 표 두개골 특성 가운데 치아 형태를 바탕으로 연령을 구분하였는데( 3.4.7).

가 제시한 기준에 따랐다 상악골 번째 구치 안쪽에 치아엽이 존재하면서Corbert(1978) . 3

번째 구치에 치아엽이 결여 그림 된 개체를 등줄쥐로 판정하였다 이 결과를 종2 ( 3.4.25) .

합하여 야외에서 포획된 개체 가운데 로 분류된 개체만을 연구에 제공하였, A. a. coreae

다.

그림 야생 포획 등줄쥐 외부 형태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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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야생 등줄쥐 치아 마쇄정도에 따른 연령구분 중간 성체3.4.22 ( )

그림 야생 등줄쥐 치아 마쇄정도에 따른 연령구분 어린 성체3.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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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두개골 및 하악골 특성 구분3.4.24

그림 야생 등줄쥐 치아 마쇄정도에 따른 연령구분 늙은 성체3.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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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야외 포획된 등줄쥐 장기무게 비방사선 조사( )

야외 포획된 등줄쥐 가운데 외형과 치아 마모정도를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선발된 어

린성체 한 마리씩 마리 중간 연령의 성체 마리 성체 마리 를 부검하고 간장 비(4 ), (8 ), (3 ) ,

장 신장 폐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표 연령증가에 따른 장기 무게의 증감를 관찰, , ( 3.4.8).

할 수 있었다 외형과 치아 마쇄정도를 바탕으로 장기무게가 일정하게 관찰됨으로써 이.

연구를 통하여 치아 마쇄정도에 따른 연령구분법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 방사선 조사

방사선에 대한 선량 반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보건원에 보유중인 감마선-

발생장치(137 선량률 분 를 이용하였다 단계 연구에서는 야외 포Cs, 185 GBq, : 0.8 Gy/ ) . 1

획된 마리 암컷 등줄쥐에 대하여 방사선 마리 실험군 을 시험조사14 (0, 0.5, 1 Gy, 4-5 / )

하고 방사선 반응도 관찰방법을 확립하였다, . 차년도에서 확립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1 ,

그림 야외 포획된 등줄쥐 치아 형태3.4.25

상악골 번째 구치 안쪽에 치아엽이 존재 검정색 화살표 하면서 번째 구치에 치아엽이 결여3 ( ) 2

흰색 화살표 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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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구에서는 등줄쥐 암컷 에 대하여 방사선2 ( ) (0, 0.25, 0.5, 0.75, 1, 3, 5 Gy, 3∼

마리 실험군 을 조사하였다 등룰쥐 방사선 반응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마우스 주4 / ) . ICR (20

령 암 를 일본 사에서 구매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조사하였다 마리 실험군, ) SLC (3 / ).

사 방사선 조사된 등줄쥐 장기무게.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등줄쥐 암컷 몸무게에 대한 장기의 상대적 무게 변화를 관찰24 ( )

하였는데 흉선만이 를 초과하면서 무게가 감소하였다 표 대조군인, 0.75 Gy ( 3.4.9). ICR

마우스에서도 흉선만이 부터 감소하였다 표0.25 Gy ( 3.4.10).

특성구분* 평균 표준편차±

두개골 길이1. (A-A') 29±0.3

기저 길이2. (H-H') 28±0.5

앞니와 앞니구멍 거리3. (H-I) 3.9±0.2

비골 길이4. (A-B) 8.58±1.3

권골 넓이5. (L-L') 15±0.2

유돌기 넓이6. (M-M') 9.8±0.4

뇌함 넓이7. (C-C') 13±0.1

뇌함 높이8. (Q-Q') 8.9±0.2

안와아래관 넓이9. (F-F') 4.0±0.2

주둥이코 길이10. (H-J) 11±0.1

구개판 길이11. (I'-K) 5.7±0.2

눈사이 넓이12. (E-E') 5.0±0.5

제 윗큰어금니 사이 넓이13. 3 (O-O') 5.3±0.3

앞니와 윗큰어금니 사이 길이14. 1 (H-S) 11±0.7

제 윗큰어금니 넓이15. 1 5.6±0.3

앞니구멍 길이16. (I-I') 5.0±0.3

두정골 넓이17 (D-D') 9.0±0.2

두정골 길이18. (G-G') 4.6±0.2

구개뒤부 길이19. (K-K') 11±0.2

주둥이코 높이20. (P-P') 5.5±0.4

고실 뇌함 높이21. - (R-R') 9.0±0.4

하악 길이22. (V-V') 7.7±0.3

하악이틀 길이23. (X-Y) 3.9±0.2

하악 높이24. (W-W') 7.1±0.4

하악가지 길이25. (X-X') 8.5±0.4

제 와 윗큰어금니 사이 길이26. 2 3 (T-Q) 2.6±0.1

제 윗큰어금니 사이 길이27. 1 (S-T) 2.3±0.2

두개골 특성 그림 참조 하악골 특성 그림 참조* : 3.4.19-A D , : 3.4.20∼

표 야외 채집 등줄쥐 두개골 및 치아형태 특성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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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각 지역에서 동일 크기의 개체를 한 마리씩 선발함 마리* : 1 (n=4 )

차년도 각 지역에서 동일 크기 개체를 두 마리씩 선발함 마리** : 1 (n=8 )

차년도 겨울에 포획된 개체 가운데 동일 크기를 선발함 마리*** : 2 (n=3 )

대* : 0. 0.25, 0.5, 0.75 Gy 1, 3, 5 Gy (P < 0.05)

마리 실험군 과 는 마리씩 조사함# : 3 / (0 1 Gy 4 )

연령구분
몸 무게

(gm)

몸 무게 대비 장기무게 상대적 비율

간장 비장 폐 신장

어린성체* 31±4
0.03

±0.02

0.0008

±0.0006

0.004

±0.003

0.006

±0.004

중간연령의 성체** 39±5
0.07

±0.003

0.001

±0.0003

0.005

±0.0008

0.004

±0.0002

늙은 성체*** 33±3
0.04

±0.005

0.004

±0.006

0.005

±0.0007

0.009

±0.001

표 야외 포획 등줄쥐 연령별 장기 무게3.4.8

선량

(Gy)

몸무게

(gm)

몸 무게 대비 장기무게 상대적 비율#

흉선 심장 간장 비장 폐 신장

0
32.5

±3.3

0.001

±0.0006

0.005

±0.0008

0.04

±0.005

0.001

±0.0001

0.005

±0.0007

0.009

±0.001

0.25
36.5

±2.7

0.0008

±0.0001

0.004

±0.0005

0.05

±0.015

0.001

±0.0001

0.005

±0.0006

0.009

±0.001

0.5
30.8

±4.4

0.0008

±0.0001

0.005

±0.0004

0.05

±0.002

0.001

±0.0001

0.005

±0.0005

0.009

±0.001

0.75
31.5

±2.5

0.001

±0.0008

0.005

±0.0005

0.04

±0.002

0.001

±0.0002

0.005

±0.0003

0.01

±0.001

1
30.7

±5.7

0.0006*

±0.0002

0.005

±0.0003

0.05

±0.008

0.001

±0.0004

0.005

±0.0006

0.010

±0.001

3
28.0

±5.1

0.0004*

±0.0001

0.005

±0.0002

0.05

±0.005

0.0008

±0.0002

0.005

±0.0002

0.01

±0.003

5
35.8

±4.8

0.0006*

±0.0001

0.005

±0.0008

0.03

±0.008

0.001

±0.0002

0.005

±0.0004

0.01

±0.001

표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등줄쥐 장기 무게3.4.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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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0 Gy 0.25, 0.5, 0.75, 1, 2 Gy (P < 0.05)

마리 실험군# : 3 /

아. 혈액생리 및 생화학 분석

방사선 조사 종료 시간 후에 암컷 등줄쥐를 에테르 마취한 후 심장에서 혈액을 채24 ,

취하였다 혈액세포 수 변화를 관찰을 위하여 채취한 혈액을 가 들어있는 용기. EDTA

에 넣고 잘 혼합하였다 동물용 혈액세포 분석기(SARSTEDT, Germany) . (VETSCAN

를 이용하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표 이HM5, USA) , , ( 3.4.11).

연구결과에서는 혈액내 세포 수나 혈액생화학 지표가 균일하지 않았다 암컷 마우스. ICR

는 혈액세포 수가 개체 간에 차이가 작았으며 선량증가에 따라서 백혈구 수가 감소되었,

다 표( 3.4.12).

혈액생화학 지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채취한 혈액을 헤파린이 들어있는 병

에 나누어 넣고 잘 희석하였다 동물용 혈액생화학 분석기(SARSTEDT, Germany) .

를 이용하여 개 지표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등줄쥐와 대조로(VETSCAN VS2, USA) 14 ,

사용한 마우스 모두 선량 증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과ICR ( 3.4.13

3.4.14).

선량

(Gy)

몸무게

(gm)

몸 무게 대비 장기무게 상대적 비율#

흉선 심장 간장 비장 폐 신장

0
35.3

±6.8

0.002

±0.0003

0.005

±0.003

0.05

±0.02

0.003

±0.001

0.007

±0.002

0.01

±0.003

0.25
36.5

±3.4

0.001*

±0.0002

0.004

±0.0007

0.04

±0.003

0.003

±0.0006

0.005

±0.001

0.01

±0.002

0.5
36.9

±3.6

0.001*

±0.0005

0.004

±0.0007

0.04

±0.008

0.003

±0.001

0.005

±0.001

0.01

±0.001

0.75
34.7

±2.7

0.001*

±0.0004

0.004

±0.0005

0.05

±00011

0.003

±0.0004

0.006

±0.0006

0.01

±0.002

1
39.6

±3.2

0.002*

±0.0003

0.003

±0.0002

0.04

±0.0052

0.002

±0.0004

0.005

±0.0009

0.01

±0.0005

2
35.7

±2.8

0.001*

±0.0003

0.004

±0.0005

0.05

±0.003

0.003

±0.0008

0.005

±0.0002

0.01

±0.001

3
36.3

±2.0

0.002

±0.0008

0.004

±0.001

0.05

±0.001

0.002

±0.0003

0.006

±0.001

0.01

±0.0008

표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마우스 장기 무게3.4.10 24 ICR



- 362 -

마리 실험군 과 마리* 3 / (0 1 Gy: 4 )

마리 실험군 주령 암컷* 3 / , 20 ,

대** P 0.05 : 0 Gy 0.25, 0.5, 0.75, 1, 2, 3 Gy≤

선량(Gy)
혈액세포 수*

백혈구(109/L) 적혈구(1012/L) 혈소판(109/L)

0
3.0±2.9

범위( : 2.8-7.14)

5.5±2.6

범위( : 3.47-7.81)

234±322

범위( : 30-712)

0.25
2.8±1.3

범위( : 1.26-3.61)

7.6±1.7

범위( : 6.27-9.49 )

260±26

범위( : 242-278)

0.5
1.8±1.6

범위( : 0.61-2.89)

5.8±3.2

범위( : 3.11-9.29)

100±8.5

범위( : 94-106)

0.75
0.7±0.4

범위( : 0.34-1.05)

5.2±0.6

범위( : 4.75-5.87)

279±13

범위( : 270-288)

1
1.2±0.7

범위( : 0.27-1.84)

4.37±2.37

범위( : 0.86-6.06)

433±257

범위( : 61-634)

3
0.3±0.1

범위( : 0.23-0.42)

3.7±0.9

범위( : 3.02-0.89)

365±320

범위( : 27-663)

5
0.8±0.4

범위( : 0.47-1.19)

5.9±0.9

범위( : 5.36-6.57)

365±320

범위( : 87-304)

표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등줄쥐 혈액세포 수3.4.11 24

선량(Gy)
혈액세포 수*

백혈구(109/L) 적혈구(1012/L) 혈소판(109/L)

0
4.9±1.7

범위( : 3.1-6.4)

8.6±0.5

범위( : 8.2-9.1)

504±150

범위( : 352-651)

0.25
2.7±0.4**

범위( : 2.7-3.0)

8.2±2.1

범위( : 5.7-9.5)

675±190

범위( : 490-869)

0.5
4.1±3.1**

범위( : 0.7-6.6)

7.2±2.9

범위( : 4.1-9.7)

450±199

범위( : 237-631)

0.75
3.1±0.9**

범위( : 2.1-3.9)

8.7±0.7

범위( : 7.9-9.1)

556±64

범위( :496-549)

1
1.9±0.6**

범위( : 1.8-2.5)

8.1±2.1

범위( : 5.9-10)

583±135

범위( : 429-680)

2
1.1±0.1**

범위( : 1.0-1.2)

6.9±2.6

범위( : 5.2-9.9)

545±230

범위( : 298-752)

3
0.8±0.7**

범위( :0.31-1.64)

6.9±2.1

범위( : 5.5-9.35)

361±166

범위( : 171-477)

표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마우스 혈액세포 수3.4.12 24 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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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실험군 마리* 3 / (0 Gy: 4 )

계속( )

마리 실험군 마리* 3 / (1 Gy: 4 )

지표
선량(Gy, 0.8 Gy/min)

0* 0.25 0.5

Albumin(G/DL) 4.2±0.2 5.1±0.7 5.2±0.4

Alkaline phosphatase (U/L) 151±51 124±16 240±118

Alanine aminotransferase (U/L) 86±16 134±91 71±21

Amylase (U/L) 2,692±440 2,036±349 2,339±530

Total bilirubin (MG/DL) 0.3±0.0 0.3±0.0 0.3±0.0

Urea nitrogen (MG/DL) 17±4 18±3 15±2.5

Calcium (MG/DL) 9.4±0.5 9.6±1 9.1±0.2

Phosphate (MG/DL) 6.8±1.6 8±1.2 6.3±1.2

Creatine (MG/DL) 0.4±0.2 0.2±0.06 0.3±0.1

Glucose (MG/DL) 116±53 69±59 197±24

Sodium (MMOL/L) 147±6 153±4 144±3

Potassium (MMOL/L) 5.9±2.3 10±2.5 5.2±0.2

Total protein (G/DL) 6.3±0.3 7.1±0.8 6.5±0.2

Globulin (G/DL) 2.1±0.5 2±0.2 1.3±0.5

표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등줄쥐 혈액생화학 지표 변화3.4.13 24

지표
선량(Gy, 0.8 Gy/min)

0.75 1 3

Albumin(G/DL) 4.7±0.1 5.2±0.5 4.7±0.4

Alkaline phosphatase (U/L) 137±37 134±54 193±30

Alanine aminotransferase (U/L) 75±9.2 73±18 67±13

Amylase (U/L) 2,889±530 2,242±328 2,117±541

Total bilirubin (MG/DL) 0.3±0.0 0.3±0.0 0.3±0.0

Urea nitrogen (MG/DL) 19±1.4 15±1.5 18±0.6

Calcium (MG/DL) 9.3±0.1 9.1±0.2 8.7±0.2

Phosphate (MG/DL) 9±0.0 6.0±0.9 6.6±1.2

Creatine (MG/DL) 0.4±0.0 0.5±0.2 0.5±0.2

Glucose (MG/DL) 20±13 150±36 173±17

Sodium (MMOL/L) 153±1.4 143±2.2 144±3.6

Potassium (MMOL/L) 12±0.0 4.9±0.4 4.9±0.5

Total protein (G/DL) 6.7±0.1 6.4±0.5 5.9±0.5

Globulin (G/DL) 2±0.0 1.3±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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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마리 실험군* 3 /

마리 실험군* 3 /

지표

선량

(Gy, 0.8 Gy/min)

5

Albumin(G/DL) 4.6±0.8

Alkaline phosphatase (U/L) 159±12

Alanine aminotransferase (U/L) 87±7.8

Amylase (U/L) 2,979±1,444

Total bilirubin (MG/DL) 0.3±0.0

Urea nitrogen (MG/DL) 52±47

Calcium (MG/DL) 8.8±0.0

Phosphate (MG/DL) 7.4±3.0

Creatine (MG/DL) 0.6±0.0

Glucose (MG/DL) 164±23

Sodium (MMOL/L) 145±3.5

Potassium (MMOL/L) 5±0.4

Total protein (G/DL) 6.1±0.6

Globulin (G/DL) 1.6±0.2

지표
선량(Gy, 0.8 Gy/min)

0* 0.25 0.5

Albumin(G/DL) 3.4±0.4 3.3±0.4 3.5±0.1

Alkaline phosphatase (U/L) 43±21 44±20 48±19

Alanine aminotransferase (U/L) 31±2 36±8 26±4

Amylase (U/L) 1,049±111 970±169 1,132±48

Total bilirubin (MG/DL) 0.3±0.1 0.3±0.0 0.3±0.1

Urea nitrogen (MG/DL) 21±4 17±3 16±1.7

Calcium (MG/DL) 10±0.7 9.5±0.4 9.3±0.5

Phosphate (MG/DL) 6.0±1.4 5.0±0.1 3.7±1.6

Creatine (MG/DL) 0.2±0.0 0.2±0.0 0.2±0.1

Glucose (MG/DL) 179±39 202±15 170±21

Sodium (MMOL/L) 140±1 144±4 140±4

Potassium (MMOL/L) 5.7±1 5±0.0 4.9±0.6

Total protein (G/DL) 5.0±0.4 5.3±0.8 5.3±0.3

Globulin (G/DL) 1.5±0.0 1.7±0.1 1.6±0.2

표 방사선 조사 시간 후 마우스 혈액생화학 지표 변화3.4.14 24 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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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마리 실험군* 3 /

계속( )

마리 실험군* 3 /

지표
선량(Gy, 0.8 Gy/min)

0.75 1 2

Albumin(G/DL) 3.6±0.3 3.5±0.4 3.2±0.3

Alkaline phosphatase (U/L) 42±10 39±24 30±22

Alanine aminotransferase (U/L) 29±5 31±4 64±19

Amylase (U/L) 970±148 1,079±220 1,060±254

Total bilirubin (MG/DL) 0.4±0.1 0.4±0.1 0.4±0.1

Urea nitrogen (MG/DL) 16±5 16±3.2 15±2.5

Calcium (MG/DL) 10±0.4 9.7±0.4 9.1±0.2

Phosphate (MG/DL) 5.3±2.7 6.4±1.1 5.3±0.9

Creatine (MG/DL) 0.2±0.1 0.2±0.0 0.2±0.0

Glucose (MG/DL) 183±25 201±14 158±59

Sodium (MMOL/L) 145±8 142±2.7 143±3.2

Potassium (MMOL/L) 4.7±0.2 4.9±0.2 5.4±0.0

Total protein (G/DL) 5.4±0.3 5.2±0.4 4.8±0.4

Globulin (G/DL) 1.8±0.1 1.6±0.1 1.7±0.1

지표

선량

(Gy, 0.8 Gy/min)

3

Albumin(G/DL) 3.3±0.2

Alkaline phosphatase (U/L) 24±1.4

Alanine aminotransferase (U/L) 31±4.2

Amylase (U/L) 1,044±89

Total bilirubin (MG/DL) 0.3±0.1

Urea nitrogen (MG/DL) 17±3.1

Calcium (MG/DL) 9.5±0.2

Phosphate (MG/DL) 6.5±0.7

Creatine (MG/DL) 0.2±0.0

Glucose (MG/DL) 188±38

Sodium (MMOL/L) 141±1.5

Potassium (MMOL/L) 5.2±0.9

Total protein (G/DL) 5.0±0.1

Globulin (G/DL)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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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포획된 등줄쥐 생물학적 선량평가10.

가. 배경

단계 연구를 통하여 야외 포획된 등줄쥐를 실험실에서 교배하고 태어난 새끼가 성축1

이 되었을 때 방사선을 조사하고 골수세포 염색체이상과 염색체 손상을 나타내는 적혈구

미소핵 분석 방법론을 확립하였다 단계 연구에서는 단계 연구를 통하여 환경교란 인. 2 1

자가 가능한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된 성축 등줄쥐에서 보이는 염색체이상

및 손상도 신체반응이 야생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될 것인가를 확인하였다 단계 연, . 2

구결과 환경 방사선 영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개입되는 주요 교란변수를 밝히려고 했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준위뿐만 아니. . ,

라 고준위 방사선 피폭된 야생 등줄쥐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평가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사선에 의한 피폭시 염색체 손상을 지표로 하여 선량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이다 염색체이상을 지표로 하는 생물학적 선량평가법은 방사선 피폭 후 이동.

원체 염색체를 지표로 하는 불안정형 염색체이상과 염색체간 유전자 전좌

를 지표로 하는 안정형 염색체이상 평가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Translocation) .

한 염색체이상을 빠르게 스크리닝하기 위한 미소핵 분석이 수행된다 차년도 연구를 통, . 1

하여 마우스 염색체 형태적 특이성 때문에 이동원 염색체 생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하고 염색체이상을 지표로 선량 반응식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방사선 사고발생 상, Gap - . ,

황을 고려하여 말초혈액 적혈구 미소핵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차년도 연구결과. , 1

가 야생 등줄쥐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재현될지는 알 수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안정.

형 염색체 분석용 시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에 집중했다 둘, .

째 자연 환경중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신체영향을 평가를 고려해야 했다 원자력 시설에, .

서 환경으로 기체 및 액체 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비.

록 미량이지만 유출되는 기체 및 액체성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

는 방법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가 기술집. IDEA 190[IDEA, 1979],

를 통하여 발표한 육상 해상 동식물 및288[IDEA, 1988], 332 [IDEA, 1992] ,

이 발표한 비인간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이유와 일치한다 현재 방사선시ICRP(2003) . ,

설 유출 방사성물질 영향평가를 위하여 수학적 모델과 공간 방사선량을 주민 피폭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등 환경 방사성물질 동태 평가를 위하여[Jeong , 2005].

활용되는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육상시료로서 공기 등. [Koarashi , 2005],

식수 지표수 빗물 지하수 하천토 토양 우유 농산물 지표생물 등, , , , , , , [Levin , 1988;

등 육류를 채취하여 핵종농도를 관찰하고 있다 와Mihok , 1989], [Tagami Uchiyama,

등 그러나 환경시료 채집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교란변수 온1996; Yukawa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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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습도 채집 장소 및 시기 등 가 개입되어 있어 신체영향으로 확대하여 설명하기에 무, , )

리가 있다.

단계 차년도 연구에서는 환경 방사선이나 방사성핵종에 의한 피폭을 구분하지 않고2 , 1 ,

감마선에 의하여 야생 등줄쥐가 전신피폭 되었다는 가정 아래 장기무게 혈액내 세포 수, ,

혈액 생화학 지표 염색체이상 및 손상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 전문가 자문을 통, . ,

하여 생쥐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제작법 및 염색법을 재확립하였다 즉 단계 연구. , 1

를 통하여 확보된 연구 방법론을 야생 등줄쥐에 적용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노력

했다 먼저 야외에서 시험 포획한 등줄쥐에 대하여 방사선을 조사 마리. , (0, 0.5, 1Gy, 5 /

실험군 하고 신체 반응도를 관찰하였다 단계 차년도 연구에서는 차년도에서 확보) , . 2 , 2 1

한 생물학적 선량평가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험 선량군을 추가하면서 방사선 민감도(0,

를 관찰하였다0.25, 0.5, 0.75, 1, 3, 5 Gy) .

나. 염색체 제작

야외에서 포획된 등줄쥐에 대하여 방사선을 조사하고 시간 후 대퇴골에서 골수세포24

를 분리하였다 단계 연구방법과 유사하지만 염색체 제작을 다시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1

다음과 같다 골수내 세포. (1×106 를 주사기에 들어있는 배지/ml) 1ml RPMI 1640 (10ml,

우태아 혈청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를 이용하여 원심용 튜브10% , 5% / ) (15ml,

안으로 압출시킨 후 배양 하였다 배양시 세포를 중기세포 단계로 고정하Falcon) (37 ) .℃

기 위하여 콜세미드 첨가하였다 시간 동안 에(0.18 mg/ml, 15212-012, Gibco) . 4 37 ℃

서 배양된 세포를 원심분리 실온 분간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800rpm, , 1 ) .

을 넣었다 메탄올과 초산 비율 희석 을 방울을 추가KCl(0.075M, 37 ) 6ml . (1:3 ) 1 2℃ ∼

한 후 수조 에서 분간 담갔다 세포를 원심분리 실온 분간 하고 상, (37 ) 27 . (800rpm, , 1 )℃

층액을 제거하였다 메탄올과 초산 혼합액을 채우고 희석하였다 희석이 끝난 세포. 5ml .

를 원심분리 분간 하였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800rpm, 5 , 1 ) . .℃

메탄올과 초산 혼합액을 채우고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염색체 제작은 통상적인 방법5ml .

에 따랐다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을 위하여 김사염색 하였다 그림. (G-2-32, Sigma) (

총 관찰 세포 수에 대한 형태적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진 세포의 상대적 비율3.4.26).

을 바탕으로 선량 반응관계를 평가하였다- .

다.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

야생 등줄쥐에 대하여 방사선을 조사하고 개체당 개 세포를 관찰하고 과300 Gap Break

를 지표로 불안정형 염색체이상을 분석하였다 그림( 3.4.27). (YGap/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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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0.058(±0.0103)+0.0485(±0.0296)*D+0.0046(±0.013)*D2, R2 그=0.96)(

림 아울러 이동원과 환상염색체 출현빈도 그림 를 바탕으로 불안정형3.4.28). , ( 3.4.29)

염색체이상도 분석하였다 (YDic/ring

frequency=0.0042(±0.0028)+0.0075(±0.0060)*D+0.0013(±0.0024)*D2, R2 그=0.99)(

림 두 가지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모두 를 초과하면서 증가하였다3.4.30). 0.5 Gy .

그림 불안정형 염색체 제작3.4.26

그림 염색체를 지표로 하는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3.4.27 Gap

화살표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Gap (1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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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사선 조사 후 과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3.4.28 Gap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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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소핵 분석

방사선 피폭된 생쥐에 대한 신체영향을 평사하는 경우 골수나 비장세포 염색체 이상을,

일반적으로 관찰한다 또한 장기 조직 세포를 낱개로 분리한 후 세포 표면에 변화를 보. ,

이는 단백체 반응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세포를 배양하거나 세포.

표면을 특이 시약을 이용하여 염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방사선 사고 시 야생에서 서식하는 등줄쥐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

단계 연구를 통하여 아크리딘 오렌지 염색시약을 이용한 적혈구 세포내 미소핵만을 선1

택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제작된 등줄쥐에 대한 선량 반응-

식을 작성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김사염색 시약을 이용한 미소핵 분석법은 말초혈액 적혈구

의 성숙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적혈구를 대상으로 미소핵을 관찰하기 때문에 선량이

낮을수록 실험오차가 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아크리딘 오렌지 염색법을 이용하여.

미소핵을 관찰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림 이동원 화살표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3.4.29 ( ) (1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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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사선 조사 후 이동원 및 환상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3.4.30

(YDic/ 출현빈도ring =0.0042(±0.0028)+0.0075(±0.0060)*D+0.0013(±0.0024)*D2

(R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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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된 야생 등줄쥐 말초혈액 적혈구 미소핵 분석을 위하여

등 이 기술한 방법에 따라서 아크리딘 오렌지가 코팅된 슬라이드를 제작Hayashi (1983)

하고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방사선 조사 시간 후 꼬리정맥으로부터. 24

의 혈액을 채취한 뒤 아크리딘 오렌지 용액 으로 미리 코팅된 슬라이드3 5ul (1 mg/ml)∼

위에 올린 뒤 커버글라스 로 가볍게 누르면서 포배 하였다 아크리딘 오렌(20 x 50mm) .

지에 염색된 미소핵은 형광현미경 필터장착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NIKON, BA-2 ) (

림 이 연구에서는 아크리딘 오렌지에 의해서 붉은색으로 염색된 적혈구내 헤모3.4.31).

글로불린 기질이 적혈구 용적에 비교하여 약 을 차지하는 적혈구만을 대상으로 개체2/3

당 개 관찰하였다 야생 등줄쥐 염색체 손상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1,000 . 24

시간 후 말초혈액 적혈구 미소핵을 계수하였다 각 개체에 대하여 개 적혈구를 관, . 1,000

찰하였다 관찰 적혈구 수 대비 미소핵을 포함한 적혈구의 상대적 비율을 관찰한 결과. ,

미소핵 출현빈도는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Y미소핵 출현빈도

=0006(±0.0004)+0.003(±0.0014)×D+0.0005(±0.0005)×D2, R2 그림=0.99)( 3.4.32).

대조를 위하여 마우스에 대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바 미소핵 출현빈도가 약 두 배ICR ,

높았다 마우스 미소핵 출현빈도를 지표로 선량 반응식을 작성하였다(P<0.05). ICR - (Y미

소핵 출현빈도=0.0002(±0.0004)+0.018(±0.0034)×D-0.0028(±0.0017)×D2, R2=0.96).

그림 방사선 조사 된 등줄쥐 말초혈액 적혈구에 출현한 미소핵 화살표3.4.31 (1 G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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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줄쥐 미소핵 선량 반응식O -

Y미소핵 출현빈도 = 0006(±0.0004)+0.003(±0.0014)×D+0.0005(±0.0005)×D2

(R2=0.99)

마우스 미소핵 선량 반응식O ICR -

Y미소핵 출현빈도 = 0.0002(±0.0004)+0.018(±0.0034)×D-0.0028(±0.0017)×D2

(R2=0.96)

그림 방사선 조사 후 등줄쥐와 마우스 적혈구내 미소핵 출현빈도3.4.32 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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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야생 등줄쥐 서식 및 생태환경 관찰법 확립

가. 등줄쥐 서식 및 생태특성 데이터 정리방법 확립

이 연구를 위해서 년 월부터 월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국내 개 지역에서2015 7 10 4

등줄쥐를 시험적 포획하면서 생태환경을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서식환경 항목을 다

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그림 첫째 조사지역 주소 지역명 지도상 경도와 위( 3.4.33). , , ,

도 해발높이를 포함한 지역 특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둘째 온도 강우량 안개 바, . , , , ,

람 일출과 일몰 습도 인자에 대하여 구분하였다 온도는 포획 전후로 최고와 최저온도, , .

를 측정하였다 강우량은 비 눈 이술 안개로 구분하였다 비가 올 경우 시간당 강우량. , , , .

을 단위로 기록하게 했다 안개 정도를 덫 설치 전후로 기록하게 하였는데mm . 0 25, 26∼

로 구분하였다 바람은 덫 설치 전후로 로 기록하도록 했다50, 51 70, 71 100% . m/s .∼ ∼ ∼

일출과 일몰시간을 기록하도록 했다 습도도 덫 설치 전후에 로 기록하게 했다 셋째. % . ,

포획된 등줄쥐에 대한 잠정적 아종을 기술하고 포획방법도 세분화, (Sherman,

하여 기록하게 했다 포획시기도 낮 밤 그리고 불명으로 세분화했다Thomahawk, Snap) . , .

넷째 환경 방사선량을 기록하였는데 국가환경자동감시망 가 제공, (http//iernet.kins.re.re)

하는 실시간 데이터 를 적어 넣도록 했다 다섯째 포획된 등줄쥐 개체에 대하여(nSv/h) . ,

신체길이를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 길이 꼬리길이 뒷다리 길이 꼬리길이를 단위로, , , Cm ,

몸무게를 단위로 기록하게 했다 여섯째 성은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하였다 일곱째gm . , . ,

연령은 생식기 발달단계와 털 색깔 등을 바탕으로 어린 개체 준 성축 성축으로 크게 구, ,

분하였다 수컷 경우 정소크기 및 정세관 성숙정도 미숙 작음 발달 로 구분하여 정리하. , ( , , )

게 했다 부고환 발달정도를 감긴 상태 유무를 기록하게 했다 고환 침하 유무도 기록하. .

게 했다 암컷 경우 출산경험 유무를 기록하였다 유선 발달정도를 미발달 발달 젖 분. , . , ,

비로 구분하였다 임신한 개체에 대해서는 왼쪽과 오른쪽 자궁에 태아 수 태아 흔적 수. ,

로 구분하여 정리하게 하도록 했다 시료 보관 또는 비보관 상태를 기록(Crown-rump) .

하였다 임신한 등줄에 대해서는 태아 건강상태도 기록하도록 했다 태반 태아흔적도 기. .

록하였다 여덟째 시료 보관상태를 기록하게 했다 피부 및 두개골 보관 유무 에탄. , . , 70%

올 보관 냉동보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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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야생 서식 및 생태환경 분석용 기록지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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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생 등줄쥐 서식 및 생태학적 특성 분석.

포획 야생 등줄쥐 서식 및 생태환경을 크게 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세부 환경을10 ,

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된 식물종류 및 높이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생태환경 특성을30 .

알기 쉽게 요약하였다 표 표 에 근거하여 포획된 장소 생태학적 특성을( 3.4.15). 3.4.12

분석하여 보았다 표 먼저 야생 등줄쥐 서식지 특성을 개로 정리한 후 포획된( 3.4.16). , 8

개체들의 서식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에서 이하의 나무와 풀이 혼재하는 지역에, 0.2 1m

서 가 서식하였다 수풀이 우거지거나 이하의 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각각50% . 0.2m 25%

가 서식하였다 포획지역 경사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경사도가 정도로 완만. 20

한 지역에서 자갈이 있으면서 울퉁불퉁한 지역에서 가 서식하였다 포획장소78%, 22% .

수분함량과 분포도를 조사하였는데 물이 거의 없는 육지지역에서 젖은 지역에서, 78%,

등줄쥐가 서식하였다 포획장소 식물상태에 따른 분포특성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대22% .

체로 풀이 균질하게 잘 지란 지역에서 대부분이 포획되었다 포획장소 나무 쪼가리와 포.

획율과의 관련도를 살펴보았더니 주변에 나무 단편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많은 개체가 서

식하였다 포획지역 식물종류와 양에 따른 포획률을 비교하여 보았더니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이라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포획지역 살아있는 나무나 뿌리없이 죽어.

있는 나무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이 서식하였다 자갈이나 바위와 포획율과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본 결과 다양한 크기의 자갈이 널리 흩어져있는 지역에서 대부분이,

서식하였다 단계 차 년도 생태자료는 겨울이고 포획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분. 2 , 2

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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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 세분 서식특성

Habitate

1 Woodline type, includes mature trees over 4m

2 Scrub type, includes scrub, scrubs, reeds, and saplings, 1 to 2 m

3
Field layer type, includes tall glasses and low herbs, some low shrubs,

0.2m to 1m

4
Open ground type, includes cropped and mown grassland, fallow fields, bare

ground, less than 0.2m

5 Aquatic-terrestial transition, includes edges of streams, rivers and lakes

6 Rice fields including surrounding embankments

7 Agriculture crops, includes corn, truck crops

8 Domestic(village, home, city)

Relief

1 Surface relief flat or with very gradual changes

2 Surface relief with generally uniform slope

3 Surface relief varied, some abrupt changes; gullies, rocks

4 Surface relief abrupt; very steep gullies, large rocks

Slope %
Percent of slope (0, 1(10), 2(20), 3(30), 4(40), 5(50), 6(60), 7(70),

8(80)

Water

1 Wet site, soil surface saturated; marsh, swamp

2
Wet site, but soil not currently saturated; march swamp, flood plain, island,

rice field

3 Terrestrial site, no perennial water, seldom if ever inundated

Litter

1 No litter layer; rocks or bare soil

2 Thin, poorly developed litter layer, some exposed soil

3 Moderate to well developed litter; depressed leaves, grass

Woody debris

1 No woody debris

2 One to five pieces of deadwood; either as logs, large limbs and/or stumps

3
Greater than five pieces of dead wood, brush piles, windrowed trees or

stumps

V e g e t a t i o n

quality

1 No one species dominates 75% or more of the area

2 A single plant species dominants75% or more of the area

V e g e t a t i o n

Quant
%

Rate plot coverage of low woody and/or herbaceous vegetation as: 0,

1(25), 2(50), 3(75) or 4(100%)

Trees

1 No trees over 10Cm

2 Live or dead trees without root, basal or above ground interstices

3 as above but with interstices

Rocks

1 No rocks present

2
Scattered rocks, mostly small or a few larger rocks with few or no

interstices

3 As above but with interstices

4 Rock plies, cliffs, stone fences, talus, boulder fields

표 등줄쥐 서식 및 생태환경 구분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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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환경특성 구분 등줄쥐 분포* : ( , %)

대구분 세분 서식특성 분포(%)

Habitate

1 Woodline type, includes mature trees over 4m

2 Scrub type, includes scrub, scrubs, reeds, and saplings, 1 to 2 m 25

3
Field layer type, includes tall glasses and low herbs, some low

shrubs, 0.2m to 1m
50

4
Open ground type, includes cropped and mown grassland, fallow

fields, bare ground, less than 0.2m
25

5
Aquatic-terrestial transition, includes edges of streams, rivers and

lakes

6 Rice fields including surrounding embankments

7 Agriculture crops, includes corn, truck crops

8 Domestic(village, home, city)

Relief

1 Surface relief flat or with very gradual changes

2 Surface relief with generally uniform slope 78

3 Surface relief varied, some abrupt changes; gullies, rocks 22

4 Surface relief abrupt; very steep gullies, large rocks

Slope %
Percent of slope (0, 1(10), 2(20), 3(30), 4(40), 5(50), 6(60),

7(70), 8(80)

1(22)*

2(78)*

Water

1 Wet site, soil surface saturated; marsh, swamp

2
Wet site, but soil not currently saturated; march swamp, flood

plain, island, rice field
22

3 Terrestrial site, no perennial water, seldom if ever inundated 78

Litter

1 No litter layer; rocks or bare soil

2 Thin, poorly developed litter layer, some exposed soil 22

3 Moderate to well developed litter; depressed leaves, grass 78

W o o d y

debris

1 No woody debris

2
One to five pieces of deadwood; either as logs, large limbs and/or

stumps
100

3
Greater than five pieces of dead wood, brush piles, windrowed

trees or stumps

Vegetation

quality

1 No one species dominates 75% or more of the area 50

2 A single plant species dominants75% or more of the area 50

Vegetation

quantity
%

Rate plot coverage of low woody and/or herbaceous vegetation as:

0, 1(25), 2(50), 3(75), 4(100%)

25(50)*

50(25)*

75(25)*

Trees

1 No trees over 10Cm 22

2 Live or dead trees without root, basal or above ground interstices 78

3 as above but with interstices

Rocks

1 No rocks present

2
Scattered rocks, mostly small or a few larger rocks with few or no

interstices
100

3 As above but with interstices

4 Rock plies, cliffs, stone fences, talus, boulder fields

표 포획 등줄쥐 서식환경 구분 및 생태학적 특성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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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등줄쥐 방사선 반응 및 생태학적 특성12.

이 연구에서는 원전 운영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 및 유지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

는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야생 동biota

물모델로서 단계 연구를 통하여 선정된 야생 등줄쥐 에 대하여 방사선을1 (A. a. coreae)

조사하고 염색체이상 및 손상도 신체반응도를 관찰하였다 야생 등줄쥐는 가능한 사람이, .

살지 않으면서 공장이 없는 지역에서 포획하였다 국내 개 지역에서 포획된 등줄쥐를. 4

대상으로 하였다 등에 검은 줄이 분명하면서 등과 배 부위의 털 색깔이 이. Woon(1967)

제시한 기준과 일치하였다 외형특성 가운데 꼬리 길이가 몸통보다 작고 귀 길이가 짧아. ,

서 접었을 때 눈에 도달하지 않아 이 제시한 분류기준을 만족하였다 두개Woon (1967) .

골 상악 제 구치 안쪽 치아엽 존재와 제 구치 치아엽 부재가 관찰되어 가3 2 Cobert (1978)

제시한 분류 기준과 일치하였다 방사선 반응도 해석 시 중요한 교란변수A. a. coreae .

가운데 하나인 연령구분은 수컷은 정소하강 암컷은 유선 발달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

최종적으로 치아 마쇄정도 를 바탕으로 미성체 어린성체 중간연령의 성체(Koh, 1983) , , ,

늙은 성체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연령 이상의 암컷 성체를 실험에 제공하였.

다.

야생 등줄쥐 방사선 반응특성 관찰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계 연구에서 야외 포획된, 1

등줄쥐를 실험실 교배하고 태어난 새끼가 주령에 도달하였을 때 방사선을 조사하였다40 .

후쿠시마 원전폭발과 같은 사고발생을 가상하여 방사선 조사 시간 후 장기무게 혈액24 ,

세포 수 혈액생화학 수치와 같은 신체반응도를 관찰하였다 장기무게와 혈액세포 수에서, .

선량이 증가해도 차이가 없었지만 혈액생화학 수치 가운데 신체세포 손상을 내타내는,

가 를 초과하면서 증가한 반면 신체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Alkaline phosphatase 0.5 Gy ,

알부민과 총 단백질량이 를 초과하면서 감소하였다 즉 를 초과하면서 신0.5 Gy . , 0.5 Gy

체 반응이 관찰되었다.

단계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연구 방법론을 야생 환경의 등줄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1

판단하기 위하여 단계 차년도에서는 야생에서 시험 포획한 등줄쥐에 대하여, 2 1 0, 0.5, 1

를 조사하고 신체 반응도를 부분적으로 관찰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계Gy . 2 2

차년도에서는 암컷 성축에 대하여 를 조사하고 시간, 0, 0.25, 0.5, 0.75, 1, 3, 5 Gy , 24

후 장기무게 혈액세포 수 혈액생화학 수치 염색체이상 및 손상도를 관찰하였다 몸 무, , , .

게에 대한 장기의 상대적 무게에서 흉선만이 를 초과하면서 감소하였다 이것은0.75 Gy .

를 초과하면서 세포에 비교하여 세포에서 염색체 손상도가 증가한다는50 mGy B- T-

등 의 보고와 유사하다 흉선의 방사선 민감도는 향 후 환경 방사선 영향평가Choi (2004) .

를 위한 신체 장기 지표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혈액세포 가운데 백혈구 수.

가 개체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부터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조 실험동물로 방사선0.75 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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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주령 마우스에서는 혈액내 세포 수가 균질하게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20 ICR

라 백혈구 수는 적어도 에서부터 감소되었다 이것은 야생 등줄쥐와 실험실에서0.75 Gy .

장기간 사육된 마우스 사이의 신체 반응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야생 등줄쥐를 이용하여.

혈액내 세포 수를 지표로 환경 방사선을 평가할 경우 개체 수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 .

이 연구에서 야생 등줄쥐의 방사선에 대한 신체반응을 골수세포 과Gap

Break(YGap/ 출현빈도break =0.058(±0.0103)+0.0485(±0.0296)*D+0.0046(±0.013)*D2,

R2 그리고 이동원과 환상=0.96) (YDic/ 출현빈도ring

=0.0042(±0.0028)+0.0075(±0.0060)*D+0.0013(±0.0024)*D2, R2 불안정형 염=0.99)

색체이상 출현빈도를 지표로 분석한 결과 를 초과하면서 증가하였다, 0.5 Gy .

아울러 아크리딘 오렌지 염색 적혈구 미소핵 분석법을 이용하여 염색체 손상 정도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선량에 비례하여 미소핵 출현빈도 증가하였다, (Y미소핵 출현빈도

=0006(±0.0004)+0.003(±0.0014)×D+0.0005(±0.0005)×D2, R2 이 연구에서=0.99).

는 흥미롭게도 등줄쥐에서 미소핵 출현빈도가 마우스에 비교하여 전체 선량에서 약ICR

배 낮게 관찰되었다 아마도 야생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안정되게2 .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사육된 에 비교하여 방사선 반응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ICR .

종간 방사선 민감도 차이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등줄쥐가 포획된 장소에 대한 서식 및 생태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0.2

에서 이하의 나무와 풀이 혼재하는 지역 경사도가 정도로 완만한 지역 건조한 육1m , 20 ,

지지역에서 대부분이 서식하였다 또한 대체로 풀이 균질하게 잘 지란 지역 주변에 나. , ,

무 단편들이 존재하는 곳 나무나 뿌리 없이 죽어있는 나무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 다양, ,

한 크기 자갈이 흩어져있는 지역에서 대부분이 서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Woon(1967)

이 기술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등줄쥐 번식이 왕성한 시기에 집중하여 포획된 개체를 대,

상으로 생태환경을 분석한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향 후 음식이 부족한 월 이전과 추수. 6

이후인 겨울에 대한 생태환경을 구분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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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생쥐 흉선암 세포 세포고사 관련 유전자 기능 해석

가. 배경

기존 연구에 의해 저준위 방사선이 생쥐의 흉선 림프종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분자적으로 단백질 수준에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 암이 억제 되는지 확

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쥐 흉선 림프종 세포주를 사용하여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

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증가하는 유전자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와 단백질 수준에서RNA

까지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저준위 방사선에.

민감한 유전자들을 발굴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발굴한 유전자들은 기존에 저준위 방사선

에 민감하다고 밝혀진 적이 없다 특히 단순히 저준위 방사선에 민감한 유전자들을 밝히. ,

는 것이 아니라 저준위 방사선에서도 저선량률과 고선량률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유전

자들을 발굴함으로써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이 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즉 이 연구를 통하여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이 암 억제에 어떻게 기능을 가지는지 분,

자적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나 세포 및 방사선 조사.

이 연구를 위해서 쥐 흉선 림프종 세포주를 에서 구입한 후 우태아 혈청 와ATCC 10%

항생물질 를 넣은 배양용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각 조건에 따라 쥐 흉선 림프종 세포1% .

주에 누적선량 선량률 시간 선량율 시간62 mGy( : 2.58 mGy/ ), 139 mGy( : 5.8 mGy/ , 557

선량율 시간 의 저준위 방사선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또한 개의 그룹mGy( : 23.22 mGy/ ) 2

으로 나눠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와 고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로 분리하였다, .

저준위 방사선의 효과와 비교하기 위해 의 고준위 방사선을 조사한 세포주도 준비2 Gy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세포주와 고선량률 저준위 방사.

선 조사된 세포주를 비교하여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암 억제

유전자를 발굴하고 기능을 해석하였다 마이크로어레이 벤다이어그램 정량적 핵산 증폭. , ,

법 및 특수단백질 검출 검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 세포고사 유전자 발현량 측정용 프라이머 염기서열.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세포주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암 억제 관련 세포사

멸 유전자들에 대한 발현량 계측을 위하여 쓰인 프라이머 염기서열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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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 고선량률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전자 발현 변화. /

쥐 흉선 림프종 세포주에 의 저준위 방사선를 각각 저선62 mGy, 139 mGy, 557 mGy

량률과 고선량률로 조사한 후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들의 수

를 확인 하였다 그림 각 선량의 따라 발현의 변화를 보이는 유전자들이 달라짐( 3.4.34).

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저선량률 조사에 특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557mGy

발현양이 증가하는 개의 암 억제 관련 세포사멸 유전자를 발굴하였다 표11 ( 3.4.18).

마 저선량률 방사선 조사된 세포주에서 세포고사 유전자 발굴.

핵산증폭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저선량률과 고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와 고준위 방

사선 조사 후에 이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그림 와( 3.4.35). Mapt

를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들은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현량이 증가Prkcz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유전자의 발현과 유사하게 저선량. ,

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서는 증가하지만 고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서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이를 통하여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민감하게 증( 3.4.36).

가하는 세포 사멸 유전자들이 세포 사멸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암이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37).

유전자 번호 유전자 정방향 (5‘ 3’)→ 역방향 (5‘ 3’)→

NM_009627 Adm TCGCTGATGAGACGACAGTT GTTGTGTTCTGCTCGTCCAG

NM_007546 Bik ATGGCCAGAGACGTCATCAA CCTTCATGCTGGGAGTCTCA

NM_138313 Bmf CTCTCTGCTGACCTGTTTGC AATGGGTGAGAGGGAAGAGC

NM_007570 Btg2 ATGAGCCACGGGAAGAGAAC GCCCTACTGAAAACCTTGAGTC

NM_007837 Ddit3 TCGCTCTCCAGATTCCAGTC GCTCTTCCTCCTCTTCCTCC

NM_001159424 Il12a TGATGATGACCCTGTGCCTT TTGATGGCCTGGAACTCTGT

NM_001285455 Mapt TAGCAACGTCCAGTCCAAGT TCCTGGCTTGTGATGGATGT

NM_001033450 Mnda GACAACCAAGAGCAATACACCA ATCAGTTTGCCCAATCCAGAAT

NM_172729 Nod1 GAAGGCACCCCATTGGGTT AATCTCTGCATCTTCGGCTGA

NM_008860 Prkcz GCGTGGATGCCATGACAAC AATGATGAGCACTTCGTCCCT

NM_013869 Tnfrsf19 GCATGCTGTCAGTATCACCG CAGCACAAGGACGGAATCAG

표 암 억제 관련 세포사멸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3.4.17



- 383 -

그림 선량률과 선량에 따라 증가 감소하는 유전자 수3.4.34 ,

표 저선량률 방사선 누적선량 조사 후 증가된 유전자3.4.18 ( : 557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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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암 억제 관련 세포사멸 유전자의 발현 변화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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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 고선량률 조사된 쥐 흉선 세포주 세포고사 관련 단백질 반응3.4.36 /

그림 저선량률 방사선 조사된 쥐 흉선암 세포 주 세포고사 반응 요약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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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저선량률 방사선 민감성 세포고사 유전자 기능 해석.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생쥐에서 발생한 흉선암이 저선량률 방사선 조사에AKR/J

의해 발생이 감소하고 생쥐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Shin 2010].

해 암 억제에 미치는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었지만 분자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암 억제에 관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는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이 세포사멸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단백질 발현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특히나 이번에 발굴한 유전자들은 고선량률, .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는 그 발현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암 억제에 있어

선량뿐만 아니라 선량률 또한 중요한 작용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굴.

한 유전자들은 그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사멸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

려진 유전자들이다 특히 의 경우에는 세포 사멸을 통한 암 억제 유전자로서 이미. , Btg2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암에서 방사선 감수성을 증가시켜 암을 억제[Mao 2014]

시킨다고 밝혀졌다 또 다른 세포 사멸 유전자인 도 발현 증가로 인해[Hu 2012]. Nod1

암이 억제된다는 연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서 마이크로[da Silvia Correia 2006].

어레이를 통한 암 억제 관련 유전자의 발굴이 실제 암 억제에 효과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 후 발굴한 유전자의 발현 증가가 세부적으로 암 억제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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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생쥐 흉선암 세포 텔로미어 관련 유전자 기능 해석14.

가 배경.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정상세포에서는 세포 분열함에 따라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반대로

암세포에서는 텔로미어가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이러한 텔로미어의 유

지가 암의 발달과 유지의 중요한 역할은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텔로미어.

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암 치료의 중요한 타겟으로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에 의해 텔로미어의 길이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연구.

에서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조절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들이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

에 의해 와 단백질 수준에서 어떠한 발현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RNA .

밝혀낸 유전자들은 이미 텔로미어 길이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

존에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 민감한 유전자라 알려진 바가 없다 저선량률 저준.

위 방사선에 의해 만감하게 반응 하는 개의 유전자6 (TRF2, Tin2, Rap1, Pot1, Rtel1,

가 텔로미어 길이 조절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선행 보고들을 아래에 정리하였다CTC1) .

는 텔로머레이즈와는 독립적으로 텔로미어의 빠른 분해를 유도함 등TRF2 [Munoa ,①

2006].

는 텔로머레이즈에 의한 텔로미어 연장을 억제함 등Tin2 [Kim , 1999].②

이 부족하게 되면 텔로미어 길이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는 텔로미어 길Rap1 Rap1③

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짐 등[O’Connor , 2004].

은 텔로미어의 길이 연장을 억제함 등Pot1 [Kendellen , 2009].④

은 텔로미어 길이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등Rtel1 [Uringa , 2010].⑤

은 인간 흑색종 세포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과 세포고사를 억제함CTC1⑥

등[Luo , 2014].

나 세포 및 방사선 조사.

이 연구를 위해서 쥐 흉선 림프종 세포를 에서 구매하여 도 세포배ATCC 37 , 5% CO2

양실에서 안정화시켰다 쥐 흉선 림프종 세포에 누적선량 의 저준위 방사선. 557.28 mGy

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또한 개 그룹으로 나눠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와 고선량2 ,

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로 분리하였다 저준위 방사선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의 고. 2 Gy

준위 방사선을 조사한 세포도 준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쥐 흉선 림프종 세포에서 저선.

량률 저준위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텔로미어 조절 유전자를 발굴하고 기능을 해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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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텔로미어 조절 유전자 발현량 계측용 프라이머 염기서열.

저선량률 저준위 시간 방사선 조사된 흉선 림프종 세포에서 텔로미어 길(23.22 mGy/ )

이 조절 유전자들에 대하여 발현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라이머 염기서열 구성을

다음과 같다 표( 3.4.19).

라 저선량률 방사선 조사 후 텔로미어 조절 유전자 발현.

핵산증폭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저선량률과 고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 고준위 방사,

선 조사 후에 이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그림( 3.4.38). tert, wrap1,

및 이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현량이 민감하게 변화함을dkc1, ctc1 trf1

확인하였다 또한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유전자의 발현과는 다르게 저선량률 저. ,

준위 방사선 조사에서는 및 이 특이적으로 민감하TRF1, Tin2, Rap1, Pot1, Rtel1 CTC1

게 반응하지만 고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과 고준위 방사선 조사에서는 변화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 이를 통하여서 저선량률 저준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민감하게 반( 3.4.39).

응하는 텔로미어 조절 유전자들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암이 억제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40).

표 텔로미어 조절 유전자 프라이머염기서열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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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텔로미어 길이 조절 암 억제 지표 유전자들의 발현변화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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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쥐 흉선 림프종 세포에 저선량률 방사선 조사 후 텔로미어 조절 유전자들의 변화3.4.40

그림 선량률과 선량에 따른 암 억제 관련 텔로미어 조절 단백질의 변화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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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절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제 절2 관련분야에의 기술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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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는 원자력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선량평가기술개발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

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완화기술개발 야생생물종, ,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 개 세부목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 세부목표별 주요 연4 .

구개발 성과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생태환경 장단

기선량평가기술

개발

세부연구목표 생태환경선량평가코드 기능개선 및 성능2012 : K-BIOTA⚫

확장

연구개발성과

취급핵종 확장 개- (35->78 )

스크리닝 단계 선량평가 도입-

대상동식물 분류 체계 구축 개 생태계 개 그룹으로 동식물 분류(3 11 )∙

단계 스크리닝 평가 모델 개발 일반적 스크리닝 평가2 (level 1: , level∙

부지 특성적 스크리닝 평가2: )

스크리닝 평가용 선량환산인자 도출 동식물 그룹별 개 핵종에 대한( 78∙

내외부 선량환산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매체 최대 농도제한치 설정 평가에 활용(level 1 )∙

포트란 소스 코드 개발 및 등록- (K-BIOTA(F) V3.0)

100

세부연구목표 생태환경선량 코드 비교연구 및 성능검증2013 :⚫

연구개발성과

국제공동연구 참가 및 시나리오 테스트 및 공동연구- IAEA/MODARIA

논문 작성

모델입력인자 모듈 개발- uncertainty analysis

코드 및 등록- upgrade

차 총회 대표단 일원으로 보고서 검토 지원- UNSCEAR 60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유츌 생태계 오염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 모델2014 :⚫

적용 연구

연구개발성과

해양생물종 방사선 영향평가 모델 및 코드 개발-

후쿠시마 시고 오염 지역 평가-

국제공동연구 후쿠시마 시나리오 모델비교연구참가- IAEA/ MODARI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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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공동연구 생산

세부연구목표 사고초기 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한 동적 모델 개발2015 :⚫

연구개발성과

동적모델국내외 개발 현황 조사-

민물생태계 선량평가 모델 개발-

호수 데이터 체르노빌 사고 영향를 활용한 모델 검증- IAEA/VAMP ( )

해양 및 민물생태계를 통합한 수생태계 동적모델 전산코드-

개발 및 등록(K-BIOTA-DYN V1.0)

100

세부연구목표 사례분석을 통한 동적모델 적용성 테스트2016 :⚫

연구개발성과

육상생태계 동적선량평가 모델 및 코드 개발-

일본 후쿠시마 지역 산림 오염 오염평가를 통한 코드 적용성 테스트-

동적모델 종합 평가 코드 개발 및 등록-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국내고유 생태

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세부연구목표 원자력시설 주변 수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2012 : biota⚫

측정

연구개발성과

월성원전주변수생태계전이인자 측정-

영광원전주변수생태계전이인자 측정-

총 생물종 개 핵종의 전이인자값 여개 도출- 42 , 21 (1,500 )

100

세부연구목표 원자력시설 주변 강 하구 및 바다 핵종전이 특2013 : biota⚫

성인자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개발성과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강 하구 및 바다 전이인자 측정- biota

총 여 생물종 개 핵종의 특성인자값 여개 도출 및 구축- 60 , 26 (2,300 ) DB

100

세부연구목표 육상생태계 핵종 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데이터2014 : biota⚫

베이스 구축

연구개발성과

원자력시설 월성 영광원전 주변 육상생태계 서식 동식물 전이인자 조- ( , )

사

각 지역 회 토양 및 동식물 시료채취 안정원소 분석 및 토양 특성 조사- 2 ,

육상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토양농도에 대한 생체농도의 비 자료 생산- ( )

약 생물종 총 개 핵종에 대한 약 개 데이터( 40 24 1,700 )

국내 야생 동식물 핵종 전이인자 구축을 위한 요소 자료 확보- DB

100

세부연구목표 수저생태계 핵종전이특성인자 측정2015 : biota⚫

연구개발성과

월성 및 영광 원전 주변 해양 및 민물 수저 동식물 퇴적물해저토 하천- , ( ,

토 생태시료 채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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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

완화기술개발

세부연구목표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핵종흡수력 큰 식물 자료 조사2012 :⚫

연구개발성과

식물이용 환경오염 완화기술 분석 보고서 작성-

기술 현안 도출 및 국내 적정 후보식물 선정-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흡수력 큰 수생식물 핵종전이특성인자 측정2013 : (I)⚫

연구개발성과

식물 생장상 설계 및 제작-

후보 식물 미나리 애기부들 등의 발아 실험- ( , )

오염수 식물 핵종 흡수율 및 분포 조사-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흡수력이 큰 수생식물 핵종전이특성 조사2014 : (II)⚫

연구개발성과

대상 식물 생장상 재배 및 생육특성 조사-

처리 유형별 후보식물의 세슘 흡수력 조사-

후보 식물간 세슘 흡수력 비교 분석-

부레옥잠 포트 보조실험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2015 :⚫

사(I)

연구개발성과

후보지상식물 종 옥수수 수수 토마토 소엽맥문동 수호초 메밀 의- 6 ( , , , , , )

방사성세슘의 흡수 특성 자료

100

세부연구목표 핵종흡수력이 큰 지상식물 핵종 전이 특성 실험적 조2016 :⚫

사(II)

연구개발성과

후보지상식물 쫑 의 방사성세슘의 흡수 특성 자료- 6 ( )

식물간 핵종 흡수력 비교 분석 자료-

100

약 여 생물종과 관련 물 및 퇴적물 시료각각 약 점의 안정 동위- 90 ( 25 )

원소최대 종 분석 약 개 전이계수와 약 개의 분배계수 도출 및( 21 ) , 2500 300

구축DB

세부연구목표야생생태계 핵종전이 특성데이터 종합 자료 구축2016 :⚫

연구개발성과

대덕 시설 주변 반경 내 야생 동식물 전이인자 측정- 10km

국내 야생 핵종 전이인자 종합관리 코드 개발 및 등록- (K-REDMAS)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연구

목표 달성도

(%)

야생생물종 방 세부연구목표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조사법 분석2012 : biot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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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관련분야에의 기술 기여도

생태환경 장단기선량평가기술개발1.

생태환경 선량평가기술은 미국 유럽 등 원자력선진국에서는 년대 초부터 활발한, 2000

연구가 시작되어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차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3

로 처음 연구가 시작되어 연구역사가 길지 않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의 성실한 노력으.

로 국제 표준방법에 기반한 생태계 선량평가코드를 아시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선진기술

과 기술격차를 대폭 줄였으며 국제공동연구에 참가하여 코드의 성능 검증과 함께, IAEA

국제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급 논문 작성하여 코드의 세계화 추진 및 국제전문가 네트SCI

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

연구개발성과

야생 동물모델 선정 야생 등줄쥐- Biota ( )

단일종 선별을 위한 분류법 확립-

방사선에 의한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평가법 확립-

세부연구목표 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실험적 조사2013 : (biota)⚫

연구개발성과

야생 등줄쥐 개체수 확보-

국내 야생 등줄쥐 선량 반응 자료 축적- -

불안전형 염색체이상 및 염색체 손상도미소핵 측정- (ring, gap) ( )

100

세부연구목표 방사선 위해도 평가를 위한 모델링2014 : dose-effect⚫

연구개발성과

국내 등줄쥐 선량 반응 자료 축적- - (0, 0.25, 0.75, 3 Gy)

불안정형 염색체이상 지표 선량 반응식 도출- (ring, gap) -

염색체 손상도 측정법 미소핵 분석법 개발- ( )

저준위 방사선 암 모델 및 정상 마우스 흉선 회복유전자 기능 확인- DNA

100

세부연구목표 야생 모델동물의 방사선 생태역학적 특성 조사2015 :⚫

연구개발성과

야외 등줄쥐 생태 특성 조사-

야생 등줄쥐 분류학적 특성을 이용한 실험 개체 선발-

야외 포획 등줄쥐 방사선 반응분석을 위한 기반자료 확보-

야외 포획 등줄쥐 방사선 반응 분석법 확립-

방사선 조사를 통한 염섹체 손상도 장기무게 혈액변화 비장세포 고사 반- , / ,

응자료 축적

100

세부연구목표 스크리닝 레벨 선량 유도2016 :⚫

연구개발성과

야외 검증 보완실험-

방사선 선량 반응식 작성-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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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 후쿠시마 사고 방사. (UNSCEAR)

선영향평가 전문가로 참여하여 국내코드를 활용한 국내 결과 입력 반영하는 등 이제 국

내기술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2. .

국내 최초로 야외 시료채취를 통하여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위

한 핵심 자료인 핵종의 전이인자를 측정하고 국내 고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방.

사성 물질의 해수면 침적 및 육지로부터의 해양 유입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동식물 전

이인자를 조사하였고 조석간만 현상에 의해 특이한 서식환경이 조성되는 강 하구 생태계

동식물 전이인자를 조사하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지면 침적 및 지하 유출 등을 고려.

하여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야산 지대를 중심으로 육상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수생태계 및 육상생태계 조사를 통하여 약 생물종 및 핵. 130 26

종에 대하여 총 여개에 달하는 전이인자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5500 .

의 고유한 환경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코드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되어 신뢰도K-Biota

높은 야생동식물 선량 평가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관련 핸드북 개정시 정보, IAEA

수여자 입장에서 정보 공여자 입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완화기술개발3.

작물을 이용한 방사능오염환경정화기술은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초보적인 기술 단계

이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핵종흡수 자료는 향후 작물의 핵종 흡수 향상을 위한 융합기

술개발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궁극적으로는 원전 사고와 같은 비.

상 시 중장기적 환경 복원을 위한 국가 대응 정책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4.

저준위방사선 피폭에 대한 동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조사는 최근에야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중인 분야이며 본 과제에서 개발된 모델동물 야생등줄쥐 의 선량 반응 관계, ( ) -

식은 환경방사선과 야생 생태계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연,

구 수행 중 개발되어 국내외 특허로 출원한 저준위방사선 조사된 건강한 쥐와 흉선암“

발생 생쥐에서 발굴된 회복 유전군과 그 검출방법 은 향후 관련분야 연구 활성에DNA ”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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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절1 기술적 측면

제 절2 경제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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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기술적 측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방호하던

기존 방사선방호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생태계를 포함한 통합적인

환경방호를 통해 건강한 환경을 후손에게 자산으로 물려주자는 것이 브라질 리오에서 개

최된 유엔환경개발이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본 인식이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생태계 장단기 선량평가기술은 환경으로 유출된 전리방사선으로부터 환

경방호를 목적으로 생태계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로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국가기반기술이다 개발된 생태계 선량평가코드는 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종합 시스템의.

하부 모듈로 장단기 생태환경 방사선 리스크 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주민 및 환경 통합,

방사선 방호를 위한 국내 기본 엔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이인자는 생물체와 환경매체 간 핵종의 농도비로서 야생동식물의 내부피폭선량

평가에 핵심적인 모델 파라메타이다 핵종의 전이인자는 자연환경 조건 및 생물의 특성.

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내 또는 부지 고유의 환경특성치를 사

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수천 개의 전이인자 값들은 우리나라의 환.

경 특성을 반영하는 국내 특성치로서 한국의 야생생물 선량평가 코드인 의 전이K-Biota

인자 입력데이터 파일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조 동식물의 종.

류에 맞게 전이인자 값들을 정리 통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 실행. K-Biota⦁

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는 참조 동식물이 정립되어 있지만 규제를 위한 공적 지침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제 당국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지침.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원자력 사고시 오염된 환경복원은 주민의 경제활동 재개와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

적인 대응책이다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은 오염 수준 및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지.

만 광범위하게 낮은 수준으로 오염된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비

용대비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식물들이 현장에서 성장하. ,

여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수용액의 세슘농도 한계를 설정하고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각 식물의 흡수효율을 활용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최적의 세슘을 흡수하기 위한 정화Cs

공정 설계에 활용가능하다 국내 자생식물체를 대상으로 방사성 흡수가 우수하고 식물체. ,

내 농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신규의 형질전환식물체 개발에 활용하고 광산과 공업지역 부,

근의 중금속 오염 토양 복원 산화스트레스 내성 유전자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 제거 및,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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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트레스 내성 작물의 유전공학적 개발 고기능성 식물 형질전환체 기술은 가공식,

품의 원료개발에 활용이 기대된다.

야생에 서식하는 실제동물에 대한 생물표식자 개발은 후쿠시마 원전사(biomarker)

고와 같이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야생 동물모델에 대한 선량 효과 관계. -

식은 유사시 모델동물을 채취하여 생물학적 변이를 조사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의한 주

변 생태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방호를 위한 국내.

규제 기준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제 절2 경제 사회적 측면

원자력사고는 사고 자체가 사고발생 국가 경제에 파국적인 결말을 야기할 수 있고 사,

고 발생 위치에 따라 주변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 올 수 있는 원자력 사고를 대비한 대응 기술은 유

사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 서해안에 다수 위치한 중국.

원자력발전소 년까지 총 기의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사고 위, 2016 26

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으므로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아 원자력사고 대응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적 환경 조성

이 필요하다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의 완성도 및 대응 숙련도에 따라 유사시 국가가 감.

당해야 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술개발을 통한 대

응기술 확보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최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설 주변 주민들 자체의

건강 뿐 아니라 시설 주변 생태계 또한 시설 운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의 인간.

및 비인간 생활권을 포함한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는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설.

운영자간의 관념적 시각차에 대한 의견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객관적인 매개체로 생태계

방사능 위해도 평가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

따라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방사선 방호는 원자력의 환경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

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에서도 머지않아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야생 동식물의 방사선 피폭 규제에 대비한 선제

적 연구로서 선량평가를 위한 핵심자료인 전인인자에 대한 국내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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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선제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긴급하게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제

화되었을 때 큰 혼란 없이 적시에 신뢰도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원자.

력의 환경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증대시킴으로써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한 기반 조성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전이인자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로 야생 동식물 선.

량평가를 위한 고유기술을 개발 보유하게 되면 원자력 수출국에서 나아가 명실상부한,

원자력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작물을 이용한 환경정화기술은 해당 식물체의 방사능 제거 유효성 확보로 인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하고 원자력 주변 시설 식재 등에 따른 신규 산업분야 창출 및 원,

자력 안정성 확보할 뿐 아니라 고효율의 방사성 핵종 흡수력을 지닌 형질전환식물체 개,

발로 인해 식물학적 방사능 제거기술의 상용화에 일조할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 및 국.

제 훈련생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희귀금속을 축적하는 식물을 이용하여 오염 환경 복원

과 동시에 희귀금속 회수에 활용 가치가 있다.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연구결과는 후쿠시마 원

전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이나 방사성 핵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

편하고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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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Ⅰ

방사선환경방호체제 지원 인체피폭해석 최적화 기술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원전의 신규건설 및 운영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의 승인요건으로 부지적합성 평, , (PSR)

가는 필수요건이다 부지적합성은 해당 국가의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에 근간하여 부지고유의.

사회환경요소를 반영한 원전의 운영기간동안 가상사고와 정상운영으로 인한 일반인의 피폭영‧

향평가를 통해 입증된다 국내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는 미국 체계에 기초하며 국내고유 평. ,

가모델의 개발 뿐 아니라 경수로 미국 와 중수로 캐나다 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형( ) ( )

간 서로 다른 평가체계의 상호조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방사선환경방호체제에.

기반하여 경중수로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상사고시 누설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1) ‧

피폭해석 최적모델개발과 평가방안을 수립하고 국제기구 신권고에 기반한 정상운영시 기체, 2)

상유출물에 의한 국내고유 인체피폭해석모델개발 및 평가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원전 건설 및

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국내에는 경수로 뿐 아니라 중수로가 운영중에 있으며 원자로형에 따라 부지적합성 평가방,

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년 중수로현안 국가중장기연구 원전 사고시 선량평가 최적화‘11 “

방안 연구 를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최적 평가방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실행하기” .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경중수로 통합 가상사고에 대한 대기확산과 인체선량평가 최적모델을‧

개발하였고 국내의 방사선방호체제 제도적특성 부지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최적 평가, , , ‧

방안을 수립하였다 사고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기상조건 안정한 대기와 저풍속 에서. ( )

야외확산 실증실험 및 기상수치해석을 통해 개발된 모델의 적용 타당성 검증과 함께 부지에

적합한 최적 변수값을 도출하였다.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시 기체상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선량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 의 권고에 기반하여 년에 국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국제방사선방(NRC) ‘89 .

호체계의 변화 방사선영향평가 기술의 발전 및 국내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년간, 20‧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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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체계를 그대로 유지 의 국내 법제화에 따라 단순히 용어변경과 새로운 선(ICRP-60

량계수만 도입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신권고) . (ICRP-101, ICRP-103)

의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국내고유의 최적 대기확산모델과

피폭선량평가모델 개발과 함께 동 모델에 적용을 위한 국내고유의 최적 변수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방사선방호체계 제도적 특성 부지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최적의 정상운, , ‧

영시 인체선량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연구개발결과.Ⅳ

국내 원전의 부지적합성평가 기술기준에 기반하여 경 중수로 통합 사고결말평가 코드·

를ACCESS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Code for Evaluating Site Suitability)

개발하였다 동 코드는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윈도우에서. Visual Basic ,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되었다 동 코드에 적용된 대기확산평가GUI(Graphic User Interface) .

모델의 검증을 위해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기상조건 풍속이 낮고 대기가 안정 에서 추적( )

자 SF6와 공기 샘플러 약 대를 사용하여 야외확산 실증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평탄지150 .

형에서 회 복잡지형 월성원전부지내 에서 회를 수행하였다 모델로 계산된 예측치와 야외확2 , ( ) 4 .

산실험으로 얻어진 실험치를 비교한 결과 모델 예측치의 보수성을 확인하였다 코드. ACCESS

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권고지침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국내의 제도적 특성 부지의 지형 및, ,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제기구의 신권고에 기반하여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중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

코드 PRESS (Program for Radiological Dose Evaluation from Steady-State

를 개발하였다 동 코드는 마찬가지로 환경하에 기상자료의 결합Radioactive Releases) . GUI

빈도발생분포 대기확산 및 침적 피폭선량평가 등 순차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

기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에 기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모ENDOS

델의 개선과 아울러 대표인 에 적합한 국내 고유환경에서의 최적 입(representative person)

력변수 값이 선정되었다 동 모델은 수계산 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hand calculation)

하였다.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본 연구의 결과물인 는 원전의 신규건설 계속운전 등과 같은 인허가 승인의ACCESS , , PSR

필수요건인 부지적합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중수로현안으로 대두된 중수로 가.

상사고시 선량평가에 대한 국내 고유의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로공급국인 캐나다의 기

술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형간 평가방법에 대한 상호조화를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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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역주.

민 및 반정부단체에서는 비상계획구역 확장 원전건설운영 승인을 위한 문서에 중대사고(EPZ) , ‧

포함 및 동일 부지 다수호기의 운영 등에 따른 대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며,

코드는 이들에 대한 대책결정 지원기술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ACCESS .

국내는 정상운영중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에 기반한 모델과 최대피폭개인 개념에 따른 변수 값을 설(maximum exposed individual)

정하여 평가해 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전 세계 연구의 결과로부터 최신의 모델과 변수 값.

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보수성을 지양하고 대표인, (representative

에 입각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person) .

의 신권고에 입각하여 기존의 모델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국내 환경과 식생활을 고려하여 대,

표인에 적합한 입력변수 값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국내 기술기준의 향상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명실상부한 원자력기술 수출국으.

로서 기술도입국의 방사선환경방호체제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

하여 국가기술수출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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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TitleⅠ

Optimization of Human Exposure Analysis to Support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Ⅱ

The evaluation of site suitability is a basic requirement for the approval of

construction, continued operation and periodic safety review (PSR)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It should be confirmed through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in both hypothetical accidental releases and routine releases. In Korea, both PWR

and CANDU reactors are under operation, and there are variety of inherent

characteristics in reactor design including siting criteria. Nevertheless they ar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in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development of optimized technology for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which might be applied to both PWR and CANDU. To do so, we are going to

establish an optimized Korean methodolog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models for radiological assessment under the Korean institutional regulation

characteristics.

.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Ⅲ

It was founded that approaches for hypothetical accidental analysis showed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PWR and CANDU through a project "Optimization of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in Hypothetical Accidental Releases to the

Environment" conducted in 2011. Optimized methodologies were derived through

the project, and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will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 Model development for hypothetical accidental releases

- Analysis of results with consideration of not only institutional regulations bu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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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socio-environmental aspects

- Field tracer experiments over nuclear site for validation of model results

under the unfavorable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dispersion

- Harmonization of model results between different reactor types

In Korea, the model for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in routine releases were

developed in 1989 based on U. S. NRC's recommendations. The model and its

parameter values have been maintained, in spite of the systems of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o-environmental conditions have been changed.

It is due to the indifference of poli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more than

20 years. To overcome this, the following studies will be carried out.

- Analysis of ICRP's new recommendations on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 Development of optimized long-term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and

subsequent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with consideration of Korean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parameter values

- Analysis of results with consideration of not only institutional regulations but

also socio-environmental aspects

. Result of ProjectⅣ

The ACCESS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Code for Evaluating Site

Suitability) code, integrating the PWR and CANDU, was developed for

hypothetical accidental analysis based on the requirement of the evaluation of

site suitability. This code is written by the Visual Basic language under the GUI

(Graphic User Interface) environment. The field trace experiments in the

unfavorable condition with low wind speed and stable atmosphere were

performed by using SF6 and 150 air samplers to validate the atmospheric

diffusion model. Th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2 and 4 times in the flat

and complex terrains, respectively. The calculation results are verified to be

conservative compared to those from experiments. The regulatory guide for

ACCESS was developed, and the optimal assessments are proposed reflecting the

domestic characteristics.

The PRESS (Program for Radiological Dose Evaluation from Stead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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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Releases) code was developed for dose assessment of gaseous

effluents in normal operation based on the new recommendations of the ICRP. It

is constitute of JFD (Joint Frequency Distribution), atmospheric diffusion and

deposition, dose assessment under the GUI environment. The optimized

parameters were chosen reflecting the NRC-based improved ENDOS model of

KAERI and the representative person of the ICRP. The results of this code was

validated with those by hand calculation.

. Proposal for ApplicationsⅤ

To secure own technology for site suitability will be helpful to the effective

promotion of nuclear industry. In addition, to secure own technology for CANDU

is essential for escaping from dependence on Canada. After Fukushima accident,

anti-nuclear activism and NGOs require the expansion of Emergency Planning

Zone (EPZ),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for severe accidents and considering

multi-units operation. The produc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technical

support to solve the issues of the anti-nuclear activities. To secure own

technolog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export of NPPs by coping with

regulatory standards of importing countri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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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경수로 기와 중수로 기가 운영중이며 신규부지선정 및 기 확보된 부지의20 4 ,

타당성 입증에 대한 국내 기준치는 원자로형에 관계없이 경수로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규제법

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기준치 입증을 위한 평가방법론은(Code of Federal Regulatio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의 권고에 기반한다 이에(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따라 중수로 계속운전과 주기적안전성평가 검토에서 원전 가상사고시 대기확산인자평가 가“ ”

핵심 현안으로 제기되어 년 국가 중장기연구개발사업으로 이에 대한 최적방안을 도출하2011

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도하에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에 상용로 뿐. UAE

아니라 요르단에 연구로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하게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

며 아울러 월성 호기의 계속운전과 월성 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와 맞물려 원자, 1 2 4 (PSR)∼

로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신규부지선정 및 기존부지확보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고유

또는 국내독자의 평가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국내 부지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

기준 평가방법 방사선방호량 기준치 등 에 기반하여 경수로와 중수로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 , )

통합 가상사고시 인체선량평가모델 ACCESS(Accidental Consequence Assesment Code

를 개발하였다 동 모델의 검증을 위해 확산이 잘 이루for the Evaluating Site Suitability) .

어지지 않은 기상조건 풍속이 낮고 대기가 안정 에서 야외확산 실증실험을 수행하였다( ) .

코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권고지침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국내의 제도적 특성 부ACCESS , ,

지의 지형 및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 평가 방안 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 ) .‧

은 경수로 뿐 아니라 중수로의 신규건설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등과 같은 인허가, , (PSR)

승인의 필수요건인 부지적합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중수로현안으로 대두된 중.

수로 가상사고시 선량평가에 대한 국내 고유의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원자로공급국인

캐나다의 기술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형간 기술기준에 대한 상호조화를 도

모함으로써 원자력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명실상부한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함

으로써 국가기술수출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는 원안위 고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엄격히 방사성유출물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선량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

침에 기반한 모델과 최대피폭개인 개념에 따른 변수 값을(maximum exposed individual)

설정하여 평가해 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전 세계 연구의 결과로부터 최신의 모델과 변수.

값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보수성을 지양하고 대표인,

에 입각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representative person)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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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에 입각하여 기존의 평가모델에 대한 개선한 PRESS (Program for

를 개발하였으Radiological Dose Evaluation from Steady-State Radioactive Releases)

며 이와 아울러 국내 환경과 식생활을 분석하여 대표인에 적합한 최적의 입력변수 값을 설정,

하였다 동 연구결과는 향후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국내 기술기준.

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의 방사선환경방호체,

제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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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만일의 원자력 사고시 누설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일반인의

방사선피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방호 개념에 입각하여 원자로를(defense-in-depth)

설계할 뿐 아니라 적절한 부지를 선정한다 국내기술기준 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원자로. ( 2014-25 (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은 미국 연방규제법에 근거하고 평가29) “ ”‧

방법론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와 규제지침 사고1.145( ) 1.4(

시 선량평가 의 권고 방법론에 따라 평가한다 이 방법은 사고 직후 시간대별 핵종 방출량 방) . (

사선원항 과 해당 대기확산인자 값을 적용하여 제한구역경계 와 저인구지대 에서 인) (EAB) (LPZ)

체선량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국내 고시에서는 신규부지선정 및 기존부지확보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대기확산평가 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으나 선량기준에 대해서는 미

국연방규제법 을 준용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미국과 다른 방사선방호량을 도입(10CFR100.11)

하는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에 여러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중수로의 경우에는 기술수출국 캐나다 의 원자로 설계특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 ( )

라 예외적으로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

하고 있다 경수로와 중수로의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는 사고의 불확실성과 당초.

설계철학 등으로 년도 수행된 원전 사고시 선량평가 최적화 방안 연구 를 통해 차이가 있‘11 “ “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수로와 중수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실정에서.

노형간 기술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원자력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형간 기술기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자립은.

물론이거니와 기술도입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적시적소에 그 기

술과 평가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상운영에 대한 국내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원자로 원자로시설( 2014-25 ( 29) “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고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방사선” 2014-34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은 미국 연방규제법 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01) “ ”) (10CFR50)

의 규제지침 선량평가 와 대기확산평가 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U. S. NRC) 1.109 ( ) 1.111 ( ) .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델이 년 국내 처음으로 개발· 1989

되었으며 이 후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개선하여 가지 모델, 5 (ENDOS, INDAC, KDOSE-60,

이 현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지 모델은 기본 골격은 유사하TEDII-60, RADCAP) . 5

지만 모델과 변수값의 적용에 있어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화를 위해, ‘08

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처음으로 ODCMUG (Off-Site Dose Calculation Manual User

워크숍을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이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Group) ,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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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식하고 동 기관의 주관 하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웍숍을 이끌어 오고 있지만 방사선

환경방호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이로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거 여년간 한국원. 20

자력연구원에서는 중장기연구를 통해 농작물의 핵종이동에 관련된 국내고유의 모델인자 자료

생산 및 신모델개발 등 여러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의 결여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반면 대외적으로는 주관 국제공동프로그램, IAEA

과 에 참여하여 핵종이동계수 핸드북의 개정EMRAS (2003-2007) EMRAS (2009-2011)Ⅰ Ⅱ

에 국내자료가 실리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의 축적된 연(TRS-472) .

구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신권고에 기반하여 국내 사회환경특성을 반영한 국내고유의 정상‧

운영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선량평가모델 개발과 평가방안 수립을 통해 국내 방사선

환경방호평가체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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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국내 기술기준기반 사고결말 모델 개발

1. 사고시 대기확산평가모델

가. 부지적합성평가 활용가능 대기확산모델 분석

(1) 모델의 개요

① PAVAN

코드 는 미국 연방규제법 과 에서 요구하는 사고 방출로PAVAN [1.1] (10CFR100 10CFR50)

인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에서 권고(NRC) 1.145[1.2]

하는 방법론에 따라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국내 모든 원전은.

의 방출유형 분류상 지표방출에 해당하며 동 방출유형에 대한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단기NRC , (

대기확산인자 또는 시간 대기확산인자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평가한다2 ) .

    


(1.1)

   


(1.2)

  ∑ 


(1.3)

여기서 는 단기 대기확산인자(sec/m3), 는 풍속등급구간에서 최대 풍속(m/sec), 는

수평확산계수(m), 는 수직확산계수(m), 는 건물의 최소단면적(m2), ∑는 사행효과를 반영

한 수평확산계수(m) (∑   ( 800m),≤ ∑   (> 800m)), 는 사행

효과 보정인자이다.

대기확산인자 값의 개 방향별과 부지전체에 대해 연간 누적발생확률을 구하고 개 방향16 16

별 누적발생확률의 에 해당하는 대기확산인자 값과 부지전체 누적발생확률의 에 해99.5% 95%

당하는 대기확산인자 값 중에서 높은 값을 최종적으로 사고시 시간 대기확산인자 값으로 결2

정한다 연간 평균 대기확산인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에 따라 평가한. 1.111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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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시 시간 대기확산인자와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를 로그 내삽하여 사고 후 시간대별. 2

적용 가능한 대기확산인자를 얻는다.

➁ ADDAM

캐나다 원자력공사 에서 개발한(AECL) ADDAM(Atmospheric Dispersion and Dose

코드는 원자력시설의 가상 사고시 환경으로 누출되는 기체상 방사성Analysis Method)[1.3]

물질에 의한 개인과 집단이 받는 피폭선량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ADDAM

에서 적용하는 대기확산 및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은 에 기반한CAN/CSA-N288.2-M91[1.4]

다 은 내부적으로 대기확산인자를 다음과 같이 단기 와 중기. ADDAM (short-term)

로 나누어 계산한다(prolonged-term) .














 



if   min≤∆ ≤   and ≥ 


 


≤∆ ≤   

(1.4)

사고 후 방출이 시간 이내이고 풍속이 이상인 경우는 단기 대기확산인자를 사용1 2 m/sec

하며 그 외에 경우는 중기 대기확산인자를 사용한다 분 이내의 방출이나 일 이상의 방출. 10 1

은 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단기 대기확산인자는 다음 식과 같다ADD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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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건물와류효과와 방출기간을 고려한  방향의 확산계수,  는 건물와류효과

와 방출기간을 고려한  방향의 확산계수, 는 을 반영하기 위capping inversion

한 함수를 나타낸다 분 이상의 방출인 중기 대기확산인자는 개 방향의 구간평균농도. 10 16

를 나타내는 것으로(sector averaged concentration)  를 사용하여 풍하방(2 /16=22.5°)π

향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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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MACCS2

미국 는 년에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그리고 종합적으NRC '75 (PSA)

로 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환경으로 누설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피Reactor Safety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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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뿐 아니라 인체리스크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까지 고려할 수 있는 코드가 개발, CRAC

되었다 미국 연방규제법 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 기반분석. (10CFR100.11) (authorization

에서는 설계기준사고에서 일반인이 직면할 수 있는 부지 밖 최대선량basis analysis)

에 주안점을 둔다 에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은(maximal off-site dose) . MACCS2

플륨식을 이용한다 풍하방향 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다음과 같다Gaussian . (x, y, z)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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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풍하방향 에서의 시간누적 방사성물질의 농도(Bq-s/m3), 는 방출물의 방

사능(Bq), 는 평균 풍속(m/s), 와 는 각각 수평 및 수직확산계수(m), 는 방출고도(m)

이다 역전층 이상으로 플륨이 확산하게 되면 지표면 아래와 역전층 위의 방사성물질은 모두. ,

반사된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수직방향으로 플륨 확산되어 역전층에서 반사되면 결과적으.

로 수직방향에 대한 농도가 일정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지표면과 역전층 사이에서.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중심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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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륨의 중심선에서 시간누적 방사성물질의 농도(Bq·s/m3),  ∆는 플

륨중심선의 높이(m), ∆는 플륨상승 높이(m), 은 역전층 높이 이다(m) .

(2) 모델의 특성

① 기상자료 처리방법

에서는 대기안정도를 풍향과 풍속구간에 따라 분류한 결합빈도분포PAVAN (joint

를 사용한다 은 관측된 모든 자료를 사용하지만 결합빈도분frequency distribution) . PAVAN

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풍속구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기상현상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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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지가 있다 에서 결합빈도분포를 이용하여 시간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를 계산. PAVAN 2

하고 이를 로그 내삽하여 방출 시간대별 시간 시간 일 일 대기확산인, (0 8 , 8 24 , 1 4 , 4 30 )∼ ∼ ∼ ∼

자를 추산한다.

은 동일한 시간간격의 실제기상자료의 세트를 입력으로 하며 방사선원 정보에서ADDAM ,

방출 시점과 방사선원이 가 되는 시점을 이용하여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한다 사고 발생“zero" .

시점을 임의로 지정하였다면 샘플링된 기상자료들이 사고 기간의 기상현상을 대표한다고 가,

정한다 에서는 기상자료를 실제 측정값의 세트로 입력받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의 대. ADDAM

기확산인자를 직접 계산한다.

는 년 동안의 시간 간격으로 실제 측정된 기상자료의 세트를 입력으로 사용한MACCS2 1 1

다 기상입력자료의 구성은 의 방식과 유사하다 에서는 특정시점을 지정하. ADDAM . MACCS2

여 연속된 기상자료 세트를 샘플링하는 방식과 풍속 대기안정도 및 강우강도에 따라 기상자,

료 풀 을 생성하여 무작위 샘플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는 에서 기상(bin) . ADDAM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후자의 경우는 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기상자료 전, PAVAN

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➁ 대기물리현상 반영

부지적합성평가에 활용 가능한 가지 코드 에서 반영하는 대3 (PAVAN, ADDAM, MACCS2)

기물리현상을 요약하여 표 에 나타냈다 가지 모두 직선궤적 플륨 모델에 기반1.1 . 3 Gaussian

한다 지표방출의 경우 유효방출고도와 관련이 있는 열부력과 모멘텀은 코드에서는. PAVAN

고려하지 않는다 플륨의 반사 와 관련이 있는 혼합고는 과 코드. (reflection) ADDAM MACCS2

에서는 고려하고 있으나 코드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관심의 계산 지점인 제한구PAVAN .

역경계가 국내의 경우 이내로 단거리이기 때문에 혼합층 반영효과는 미미하거나 제한적1km

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행효과와 건물와류효과는 가지 코드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방법에서. 3

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행효과의 경우 코드에서는 대기안정도와 풍속에 따른 실험. PAVAN

치로 단순 보정하며 코드에서는 플륨의 중심선 농도 대신 소구역 평균농도를 적용, ADDAM

하며 코드에서는 플륨의 도달시간을 고려하여 수평확산계수를 보정하여 적용한다, MACCS2 .

최근 의 개정에서는 과 동일한 방법을 채택한다MACCS2 PAV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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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부지적합성평가 활용가능 코드의 대기물리현상 고려 비교

코드명 PAVAN  ADDAM MACCS2 비고

플륨상승

열부력 모멘텀, × ◯ ◯

혼합층높이 × ◯ ◯

유효방출높이 × ◯ ◯

확 산

표면거칠기 × ◯ ◯ 수직확산계수보정

사행효과 ◯ ◯ ◯ 적용방법은 상이

건물와류효과 ◯ ◯ ◯

플륨감손

방사능붕괴 × ◯ ◯

자핵종생성 × ◯ ◯

건침적 × ◯ ◯

습침적 × ◯ ◯

나. 기존 모델의 적용성 해석

(1) 기상분석

부지적합성 평가에 활용 가능한 코드를 사용하여 월성부지에 대해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값

을 비교하였다 월성 원전부지는 동해안에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다 년과 년. . ‘08 ‘09

에는 북동풍이 우세하였으며 년에는 남동풍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과 년의‘10 . ‘08 ‘09

기상현상은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년 기상은 년 및 년과 다소 차이가, ‘10 ‘08 ‘09

있었다 풍속이 보다 낮은 정온상태는 년에는 년에는. 0.5 m/sec ‘08 3.67%, ‘09 7.85%, ‘10

년에는 로 나타났다 대기안정도는 중립인 와 안정인 의 비율이 이상이었으며5.78% . D E 60%

반면 방사성물질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와 는 이내였다 특히 확산에 상대적, A B 15 % .

으로 잘 되지 않는 의 비율이 년과 년에는 정도인 것에 비해 년에는 로F ‘08 ‘09 15% ‘10 23%

나타났다.

(2) 활용 대기확산인자 평가PAVAN

월성부지에서 관측된 년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방향별 와 부지전체 대기‘08 ‘10 99.5% 95%∼

확산인자 값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코드는 이며. PAVAN ,

방출점으로부터 거리에 대해 수행하였다 그림 은 의 한 계산 결과로 방향3 km . 1.1 PAVAN

별 단기 대기확산인자는99.5% 7.28x10-5 sec/m3 전체부지 단기 대기확산인자는, 95%

7.11x10-5 sec/m3을 나타냈다 이 경우 사고영향평가에 활용되는 최종 대기확산인자는 두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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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보다 높은 값인 방향별 값99.5% (7.28×10-5 sec/m3 이 선택된다 이 값이 부지전체) .

에 대한 등가 백분율 값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 을 사용한 사고 후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PAVAN

그림 는 으로 계산된 부지전체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확률분포를 수치값으로1.2 PAVAN

계산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특정한 부지 특정한 해에 대한 결과이며 보다 충분한 기상정보. , ,

를 통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1.2. 을 사용한 부지전체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확률분포PAVAN

(3) 확률론적안전성분석코드의 적용사례 및 평가방안

국내 원자력시설의 인허가를 위한 가상 사고시 대기확산평가는 의 규제지침 에NRC 1.145

제시된 방법론을 준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2014-25 “

건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에 법제화되어 있다 이때 가상사고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수명· ”[1.7] .

기간중 기기의 오작동 설계 및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해 공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설계기준,



- 41 -

사고에 한정한다 비록 의 규제지침 가 경수로의 가상사고에 따른 부지적합성평가. NRC 1.145

를 위해 제정되어 있지만 국내고시는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다.

른 노형의 원자로 혹은 원자력시설에 적용할 경우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수. ,

로의 사고해석에서는 불활성기체와 요오드만 고려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부지선정기준치 전(

신선량 갑상선선량 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우라250 mSv, 3,000 mSv)[1.8] .

늄을 취급하는 원전연료제조시설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신선량 혹은 외부피폭 유효선량 이나( )

갑상선선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우라늄계열의 동위원소가 상당량이 환경으로 누설되더

라도 이로 인한 인체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게 평가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 마.

찬가지로 중수로의 사고해석에서는 입자상핵종을 고려하고 있고 이들의 인체영향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에 적용할 경우 부지적합성에 대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내 기술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나 당해년도에서는 사고 시 대기확산평가와

관련한 국내법규체계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둔다.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는 연간 발생의 확률분포로부터 방향별 와 전체부지 값 중99.5% 95%

에서 높은 값이 최종적으로 사고 후 단기 대기확산인자로 선택되어 인체피폭선량평가에 활용

하도록 국내관련 고시에 제정되어 있다 기상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를 평.

가하기 위한 코드가 이며 동 코드는 현재 국내의 원전 뿐 아니라 원자력시설의 부지PAVAN ,

적합성 입증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코드로 널리 활용된다.

미국 와 에너지성 의 지원 하에 미국 에서는 공학적으로NRC (DOE) Sandia National Lab.

예상되지 않는 노심이 용융되는 중대사고 에 따른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severe accident)

리스크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를 개발하였다 비록 동 코드가 원전의 중대사MACCS2 .

고에 따른 인체 리스크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미국 산하 원자력시설의 인허가를 위DOE

한 안전성분석에 제한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Rocky Flats

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와Building 707 (‘91) Nevada Test Site Service Assembly

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적용되었다 년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동 코드의Facility (‘95) . ‘04

본격적 인허가 활용을 위해 원자력시설 인허가 적용을 위한 코드의 활용 보고서가“ MACCS2 ”

발간되었다 즉 코드는 부지전체에 대한 피폭선량의 발생확률값 만을 제시하나. MACCS2 ,

의 규제지침 의 평가방법론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향별 피폭선량의 발생확률NRC 1.145

값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 사항이다.

캐나다 중수로 의 사고평가에 대한 규제지침 에 따라 에서 개발한 방사선( ) CSA N288.2 AECL

환경영향평가 코드는 이다 동 코드는 기상자료의 처리 대기확산의 물리적과정 제공ADDAM . , ,

되는 결과 등에 있어서 와 거의 유사하다 추측컨데 동 코드는 당초 확률론적 안전성MACCS2 .

평가 를 위해 개발하였으나 이후 중수로의 부지적합성평가에 활용한 것으로 판(PSA Level 3)

단된다 코드와 달리 코드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MACCS2 ADDAM

개발자에 의뢰하여 평가자가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두 코드는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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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부지전체에 대한 발생확률 만을 제공하고 있어 미국 의 규제요건을 완벽히 충NRC

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수로 평가방법론 기반하에 국내규제를 준수하.

기 위한 모델 또는 코드 개발을 위한 기본골격으로 가 선택되었다 동 코드를 개선하MACCS2 .

여 국내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2 .

첫 번째 방안으로 를 활용한 방향별 대기확산인자 또는 피폭선량을 얻기 위해MACCS2 16

개의 방향별 기상자료를 작성한다 이때 평가하고자 하는 방향 이외에 대해서는 로 처. “zero”

리하고 누적확률로부터 값을 도출한다 다만 에서 에 대한 개념은 미국99.5% . MACCS2 95%

의 전체부지 와 동일하므로 전체부지에 대한 누적확률은 여전히 유효하다NRC 95% .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는 부지전체에서 발생한 단일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부지전체 발생확률

로부터 방향별 발생확률을 추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 결과로 부터 전체부지. PAVAN 95%

와 방향별 의 대기확산인자 값을 비교하고 방향별 값에 해당하는 전체부지 대기99.5% 99.5%

확산인자의 누적발생빈도로부터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본의 규제지침에서 활용하.

고 있는데 방향별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체부지 값을 사고시 대기, 97%

확산인자로 선정한다.

(4) 모델간 대기확산인자 평가결과 비교

에서는 수직방향의 확산계수인MACCS2 를 표면형태에 따라 아래의 식과 같이 조정해서

사용한다 에 의해 제안된 수직확산계수는 표면거칠기를 로 가정한 것. Pasquill-Gifford 3 cm

이다 년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각 표면의 유형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하여 표면거칠기에 따. ‘10

른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하였다 표면형태를 잔디로 구분한 경우에 비해 도시로 분류할 경우.

대기확산인자는 약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서는 수직방향의 확산60% . PAVAN

계수를 가 제안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 간 대기확산인자에 대Pasquill-Gifford

한 비교시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은 월성원전 제한구역경계 인 에서 추정한 년의 대기확산인자1.3 (EAB) 914 m ‘08 ‘10∼

의 확률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는 월성부지에서 와 으로 추정한. 1.4 MACCS2 PAVAN

의 대기확산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년간 모두 평가결과가 에 비해 미95% . 3 PAVAN MACCS2

소하게나마 큰 값을 나타낸다 년과 년에 와 으로 추정한 대기확산인. ‘08 ‘09 MACCS2 PAVAN

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년의 대기확산인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1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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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월성부지 대기확산인자 값의 확률분포

그림 1.4. 월성부지 에서 대기확산인자 코드결과 비교EAB 95% (MACCS2/PAVAN )

(5) 악기상조건 선정에 따른 결과영향

월성원전부지 기상관측탑의 높이에서 년 년까지 년 동안 측정된 기상자10 m 2008 2010 3∼

료를 이용하여 원전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 후 시간 대기확산인자 단기 대1,000 m 2 (

기확산인자 를 평가하였다 기상자료 수집율은 이며 정온상태 풍속 는) . 99.35% , ( < 0.5 m/sec)

풍향을 구분하지 않고 별도의 풍속구간으로 구분하였다 풍속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

제지침 에 권고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대기안정도는 동 위원회에1.23 Rev. 1(2007)[1.9] ,

서 권고한 대로 기상관측탑의 두 높이 와 에서 측정된 온도차를 이용하여 추산하였(10m 58m)

다 단기 대기확산인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에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1.145

동 위원회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PAV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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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개 방향별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빈도를 보여준다 북서풍 이 주 풍향1.5 16 . (NW)

발생빈도 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방향별 대기확산인자 값은 풍하방향인 남( 11.7%) , 99.5%

동 방향에서 최대인(SE) 3.95×10-4 sec/m3을 나타냈다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부지.

대기확산인자 값은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95% 1.6 2.64×10-4 sec/m3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대기확산인자 중에서 보다 높은 값인 3.95×10-4 sec/m3가 해당 부지에 대한

사고시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으로 결정된다.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값을 선정하는 방법은 각 나라 또는 노형마다 차이가 있다 국내와 마.

찬가지로 미국 경수로 의 경우에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방향별 부지전체 값( ) 99.5%, 95%

중에서 높은 값이 선정되는 반면 캐나다 중수로 는 전체부지 값을 그리고 일본은 전체부, ( ) 90%

지 값을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으로 선정한다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대기확산인자 값 선97% .

정의 차이는 노형간 사고해석범위 방사선원 평가방법 대기확산 및 피폭선량 방법 실질적 평, , (

가 보수적 평가 등에 기인한다 또한 선량의 기준치와 비교되는 피폭자의 평가 대상을 경vs ) .

수로는 표준인 성인 중수로는 성인과 유아에 대해 평가한 결과 중에서 보다 높은 값이 선택( ),

된다 일본은 경수로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확산인자 값의 선정에 있어서 미국.

의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중수로와 유사하게 전체부지 값을 채택한다 그동안 국97% .

내 원전부지에 대한 평가 경험상 방향별 값이 전체부지 값보다 일반적으로 높게99.5% 95%

나타났으며 일본도 이러한 경험과 계산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기술,

기준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국가 간의 사고결말해석의 전 과정에 걸쳐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국가

또는 노형의 평가방법이 보다 보수적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에는 경수로와 중수로.

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대기확산인자 평가방법은 경수로 방식을 준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각 국가별로 대기확산인자 값의 선정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고찰하였는데 이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구축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함이다.

표 는 월성원전부지에 대해 각 국가의 선정방법에 따른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을 비교한1.2

결과이다 국내를 포함한 미국의 방법에 근거한 결과가 캐나다와 일본의 방법에 의한 결과에.

비해 각각 배 배 높게 나타났다 만일 월성 원전부지에 대해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2.2 , 1.2 .

방법을 적용할 경우 3.95×10-4 sec/m3의 값은 전체부지 누적대기확산인자의 약 정도97.7%

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지의 기상특성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도 방향별. ,

대기확산인자를 무시하고 부지전체에 대한 대기확산인자 값만으로 사고결말해석을 수행할 경

우에는 다른 여러 원전부지에 대한 깊은 고찰과 분석을 통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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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방향별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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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방향별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빈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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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부지전체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빈도

표 1.2. 상이한 국가별 방법에 따른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의 비교

국가 미국 한국( ) 캐나다 일본

단기대기확산인자

(sec/m3)
3.95×10-4 1.80×10-4 3.39×10-4

비고
방향별 중 가장 큰 값과99.5%

부지전체 값 중에서 높은 값95%
전체부지 값90% 전체부지 값97%

다. 사고시 대기확산평가 최적모델개발

(1) 근거리 확산특성 모델링방법

국내 원전의 제한구역경계 를 보면 경수로인 고리 원전의(Exclusion Area Boundary; EAB)

경우 반경 중수로인 월성 원전의 경우 반경 신고리 원전의 경우 반경700 m, 914 m, 560

등으로 모두 원전으로부터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원전의 인허가 승인과 관련한 방m 1 km .

사선환경방호 규제체제에서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평가된 제한구역경계 최대 피폭지점에서 거

주하는 일반인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만족한다면 모든 다른 지점에 거주하는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영향은 이보다 낮다는 원칙에 입각한다 따라서 원전으로부터 이내의 짧은. 1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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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물리적 확산특성에 대한 이해가 보다 중요하다.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의 규제지침 의 방법론을 검토 분석해보면 대NRC 1.145 ,

기안정도와 풍속에 따른 대기확산인자 평가는 과도한 보수성을 지양하고 가능한 실제적 결과

에 가깝도록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년간 발생 가능한 대기확산인자 중에서 극히 확산에 못,

한 경우 또는 값 를 선택하여 사고시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최종결과에 대한 많은(99.5% 95% )

보수성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거동은 매우 복잡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현재까지의 과학기술수준에

서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거동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은 실제 현상을 대략화 한 것이다 상기 식을 보더라도 대기확산인자는(approximation) .

풍속과 확산계수의 함수로 단순히 표현한다 비록 어떤 모델 또는 코드에서는 방사능붕괴 건. , ·

습침적 혼합고 등의 여러 물리적 현상이 고려되지만 방출점으로부터 반경 에서는 확산에, 1km

대한 이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사소하다 풍속은 기상관측탑에서 측정되는 실측값이며 대기. ,

확산인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수평 수직 확산계수 이다 확· (diffusion coefficient) .

산계수에는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값으로 수학적으로는 명확히 표현하기 힘든 다양한 방사성물

질의 확산현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확산계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얻어져.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평가 코드 또는 각 국의 규제지침에서 권고하는 값은 다양,

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지 코드 또는 규제지침 캐나다 권. 4 (Reg. Guide 1.145, CSA N288.2(

고지침 에서 적용하고 있는 확산계수의 다른 적용 방법에 따른 대기확산), MACCS, MACCS2)

인자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① 확산계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출점으로부터 짧은 거리에서 대기확산인자는 풍속과 확산계수만으

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 의 규제지침 에 기술된 대기확산인자 평가 식에는 원자로. NRC 1.145

건물의 최소단면적( 과 플륨의 사행효과 보정인자) ( 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변수는 지형물)

과 기상조건에 따른 확산계수의 수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델에서 어떤 확산계.

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대기확산인자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은 각 코드 또는 권고,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산계수를 추정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미국 규제지침 권고 확산계수(Reg. Guide 1.145)㉮

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이 가 유도한 식을 적용한다Eimutis-Konic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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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여기서 상수 , , 는 표 과 같이 거리와 대기안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확산계1.3 .

수는 표면이 상대적으로 매끈한 거칠기를 갖는 표면거칠기 에 대해 유도된 값이 적용0.03 m

되며 표면거칠기에 따른 확산계수의 보정은 고려하지 않다, .

표 1.3. 에 적용되는 대기확산계수의 상수 값PAVAN

안정도 a
1km≤ >1km

c d f c d f

A 213 440.8 1.942 9.27 459.7 2.094 -9.6

B 156 106.6 1.149 3.3 108.2 1.098 2

C 104 61 0.911 0 61 0.911 0

D 68 33.2 0.725 -1.7 44.5 0.516 -13

E 50.5 22.8 0.678 -1.3 55.4 0.305 -34

F 34 14.35 0.74 -0.35 62.6 0.18 -48.6

플륨의 사행효과는 대기가 안정하고 풍속이 약한 경우에 플륨의 지그재그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이동거리는 직선으로 가정한 것 보다 다소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사.

행효과는 대기확산인자를 약 배 부지에 따라 배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2 ( 1.5 2.5 )∼

[1.7].

㉯ 캐나다 규제지침 권고 확산계수(CAN/CSA-N288.2-M91)

캐나다 중수로 의 규제지침 에서 대기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이( ) CSA N288.2 Smith-Hosker

식을 권고한다.

 


(1.11)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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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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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극히 안정한 대기안정도 에 대해서는 미국 의 규제지침 에 제시한 바와 마찬가G NRC 1.145

지로 다음과 같이 확산계수를 평가한다.



   (1.16)

수평확산계수는 표면거칠기( 가 에 대한 대표 값이며 표면거칠기에 따라 약간의) 0.03 m ,

차이는 있으나 고려치 않는다 다만 수직확산계수에서는 표면거칠기에 따른 확산의 영향을 반.

영한다 확산계수에 적용되는 상수를 표 에 그리고 표면거칠기에 따른 상수 값을 표. 1.4 , 1.5

에 각각 나타내었다[1.4].

표 1.4. 권고 확산계수의 상수 값CAN/CSA-N288.2-M91

안정도
상수

c3 a1 b1 a2 b2

A 0.22 0.112 1.06 5.38×10-4 0.815

B 0.16 0.13 0.95 6.52×10-4 0.75

C 0.11 0.112 0.92 9.05×10-4 0.718

D 0.08 0.098 0.889 1.35×10-3 0.688

E 0.06 0.0609 0.895 1.96×10-3 0.684

F 0.04 0.0638 0.783 1.36×10-3 0.672

표 1.5. 표면거칠기에 따른 수평확산계수의 상수값

표면 거칠기(m)
상수

c1 d1 c2 d2

잔디 수계, 0.01 1.56 0.048 6.25×10-4 0.45

경작토지 0.04 2.02 0.0269 7.76×10-4 0.37

녹지 농작물, 0.1 2.72 0 0 0

농촌 0.4 5.16 -0.098 18.6 -0.225

산림 소도시, 1 7.37 -0.0957 4.29×103 -0.6

대도시 4 11.7 -0.128 4.59×104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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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규제지침에서 고려하고 있는 플륨의 사행효과는 다음과 같이 개 방위를 나타내는16

구간 도 의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이를 반영한다(22.5 ) .




 
 


(1.17)

㉰ 확률론적안전성분석코드 적용 확산계수(MACCS2)

단계 확률론적안전성분석 코드인 에서는 확산계수를 다음과 같이3 (PSA Level 3) MACCS2

식을 적용한다Tadmor-Gur [1.5,1.6].

  


(1.18)

   


(1.19)

상기 식에 대한 각 상수는 표 과 같다1.6 .

표 1.6. 에서 적용하고 있는 확산계수의 상수 값MACCS2

안정도
상수

a b c d

A 0.3658 0.9031 0.00025 2.125

B 0.2751 0.9031 0.0019 1.6021

C 0.2089 0.9031 0.2 0.8543

D 0.1474 0.9031 0.3 0.6532

E 0.1046 0.9031 0.4 0.6021

F 0.0722 0.9031 0.2 0.602

표면거칠기에 따라 수평확산계수의 영향은 고려치 않으며 수직확산계수는 다음 식을 사용,

하여 그 확산의 영향을 보정한다.


 








 





(1.20)

여기서, 는 로 가정하며 표면종류에 따른 표면거칠기는 표 과 같다0.03 m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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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에서 적용하고 있는 표면거칠기MACCS2

표면종류 거칠기 (m) 표면종류 거칠기 (m)

잔디 수계, 0.01 산림 소도시, 1

녹지 농작물, 0.1~0.15 산림 0.2~2

농촌 0.3 도시 1~3

과거 에서는 수평확산계수에 방출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행효과를 보정한다MACCS2 .

수직확산계수에 대한 사행효과는 무시한다.

 ∆
∆ 



(1.21)

여기서 와 ∆는 분 방출지속시간에 대한 확산계수와 시간을 나타낸다 방출기간이10 .

분 이상부터 시간 이하의 방출에 대해서10 1  값은 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를 적0.2, 1 0.25

용한다 최근 새롭게 개선된 에서는 사행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에. MACCS2 Reg. Guide 1.145

서 적용하는 사행효과 보정인자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➁ 다른 확산계수의 적용에 따른 대기확산인자의 영향

가지 다른 코드 또는 규제지침에서 적용하고 있는 확산계수에 따른 대기확산인자의 영향을4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고시 단기 대기확산인자는 악한 기상조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

기는 안정한 조건 풍속은 조건에 대해 방출점으로부터 대기확산인자의 변(E, F, G), 1m/sec

화를 고찰하였다.

그림 은 표면거칠기 에 대해 각기 다른 대기안정도에 따른 거리별 대기확산인자를1.7 1 m

보여준다 이 경우에는 이전 결과와는 상반되게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Reg. Guide 1.145

가 다른 모델의 경우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최신 방법을 적용할 경우 가장, MACCS2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 2 3∼

다 방법은 방법에 비해 대략 배 정도를. CAN/CSA-N288.2-M91 Reg. Guide 1.145 0.75

보였다.

상기 결과들로부터 의 평가방법론의 기본 골격하에 확산계수의 다른 모Reg. Guide 1.145

델을 적용하여도 대기확산인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모델에서 적용하는 확.

산계수는 표면거칠기 등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해 원전 부지에 적합한 값을 선정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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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확산계수 적용방법에 따른 대기확산인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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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 모델링방법 선정

국내는 경수로와 중수로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는 경수로 미(

국 에 준하여 제정되어 있다 년에 수행한 중장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상사고에 따른 사고) . ‘11

영향 해석방법은 당초 원자로 설계공급국 미국 캐나다 마다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방사선환( , ) ,

경방호평가체계을 포함하여 원자로 설계공급국의 고유한 설계원칙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수로 사고해석방법을 중수로에 적용할 경우 반대로 중수로 사고해석방[1.10]. ,

법을 경수로에 적용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최대 설계기준사고를 경수로는.

단일고장 을 고려하는데 반해 중수로는 경수로의 단일고장과 추가적으로 비상(single failure)

계통의 고장을 고려하는 이중고장 까지를 고려함으로써 사고시 선원항의 예측의(dual failure)

경수로보다 중수로가 보다 크게 예측한다 중수로에서는 이러한 보다 심각한 사고를 고려하는.

데 따른 보상을 위해 환경에서 방사성물질의 거동은 건 습침적 이동에 따른 방사능붕괴 플륨· , ,

의 감손 등 보다 현실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또한 경수로는 대기확산인자를 방향별. 99.5%

와 전체부지 의 극히 악한 조건에 대해 평가하는데 반해 중수로는 전체부지 의 기상95% 90%

조건을 적용한다 이러한 경수로와 중수로의 사고해석 방법차이에 대한 전반적 이해없이 단편.

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러 논란이 되었고 향후에도 여러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즉 많은, .

일반인은 환경으로 누설된 방사성물질의 환경내 거동은 원자로의 설계와 무관함에도 달리 평

가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 평가체계에 부합하면서 두 노형간.

평가방법의 조화를 통해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가지 대기확산평2

가 최적 모델링 방법을 설계하였다 하나는 경수로 평가체계의 근간하에 경 중수로 통. NRC( ) ·

합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수로 평가체계 국내 기술기준 요건 충족, CSA( ) (

포함 의 근간하에 경 중수로 통합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 .

① 기반 경 중수로 통합평가 모델설계NRC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에서 개발한 코드는 사고후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 값(NRC) PAVAN

만을 제공하며 이들 결과를 사용하여 피폭선량은 해당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사선환경방,

호규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경수로와 중수로의 규제지침에서는 대기중 방사성물.

질의 농도를 예측할 때 직선궤적 플륨모델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Gaussian .

이러한 모델에서 사용하는 변수 값 대기확산과정에 고려되는 물리적특성 등에 있어서는 차이,

를 보인다 또한 최종적으로 사고시 피폭선량평가에 활용되는 대기확산인자 값의 선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유한 설계원칙에 따라 누적발생 확률분포에서 다른 백분율의 값을 적용한

다 따라서 의 규제지침 에 제시하는 방법의 골격하에 대기확산평가에 적용 또는. NRC 1.145

권고하는 모델의 변수 값 산출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내.

평가체계로의 부합은 물론이거니와 중수로의 보다 넓은 범위의 사고해석으로 인한 국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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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만족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의 유연성 계산. ,

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내방사선방호평가체계에 부합하는 경 중수로 통합평가·

모델을 예정이다 그림 은 기반 경 중수로 통합 평가모델 개발의 기본 골격을 보여준. 1.8 NRC ·

다.

그림 기반 경 중수로 통합평가모델 설계1.8. NRC ·

② 기반 경 중수로 통합평가 모델설계CSA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수로의 환경내 방사성물질의 거동은 건 습침적 방사성물질의 이· ,

동시간에 따른 방사능붕괴 혼합층의 높이 등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

한 현실적으로 평가한다 캐나다 사고에 따른 피폭선량평가 코드 은 공개되지 않아. ADDAM

이를 활용하여 국내 평가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 .

서 기상자료의 처리 뿐 아니라 동 코드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물리적현상

등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코드가 미국 에서 개발한 단계 확률론적안Sandia National Lab. 3

전성평가 에 활용하는 이다 동 코드는 공개되어 많은 국가에서 널리(PSA Level 3) MACCS2 .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 평가체계에 부합하는 경 중수로 통합평가용 코드를 개, ·

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코드는. MACCS2

코드와 마찬가지로 전체부지에 대한 누적발생빈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평가체ADDAM

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방향별 누적발생빈도 값을 도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 방위별로 기상자료를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내 규제요건16 ,

을 만족하는 최종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방위별로 개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총 번 개17 (16

방향별 및 전체부지 평가 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계산의 번거로움) .

은 추후 연구를 통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기반 경 중수로 통합평. NRC ·

가모델과 마찬가지로 대기확산평가에 적용 또는 권고하는 모델의 변수 값 산출 방법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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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경 중수로 통합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는 피폭선량평가모델과· . 1.9

연계하여 기반 경 중수로 통합 평가모델 개발의 기본 골격을 보여준다CSA · .

그림 기반 경 중수로 통합평가모델 설계1.9. C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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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선량평가 최적모델 개발

가. 인체선량평가모델

원자력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환경누설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인체로 방사선피해를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방사능운으로부터 베타선과 감마선에 의한 외. 1)

부피폭 오염된 공기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오염된 지표로부터 베타선과 감마선에 의, 2) , 3)

한 외부피폭 오염 식품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이 주요 피폭경로로 고려된다 원자력사고, 4) .

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환경누설은 기껏해야 한 달 이내에 종료되고 오염 식품의 섭취는 쉽게,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고결말해석에서는 고려하지 않

는다 표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자로형 간 사고결말해석에서 고려하는 핵종에 있어서 차. 1.8

이가 있다 경수로 미국 의 경우 사고결말해석에서는 환경방출 방사선원 으로. ( ) (source terms)

불활성기체와 요오드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사성핵종의 주요 피폭경로는 방사능운으,

로부터 베타선과 감마선에 의한 외부피폭과 오염된 공기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이다 반면.

중수로 캐나다 의 경우 사고결말해석에서는 환경방출 방사선원으로 불활성기체와 요오드 뿐 아( )

니라 삼중수소 와 입자상 핵종을 포함하며 이러한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운으로(H-3) ,

부터 외부피폭과 흡입에 의한 외부피폭 뿐 아니라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이 주요 피폭경로

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림 은 경 중수로를 포함한 원전의 가상사고결말해석에서 고려되는. 1.10 ·

주요 피폭경로를 나타냈다.

그림 사고결말해석에서 고려되는 피폭경로1.10.



- 58 -

표 원자로형별 사고결말해석에서 다루어지는 환경방출 주요 방사성핵종1.8.

구 분 경수로 중수로

불활성기체

Kr-83m Kr-83m

Kr-85m Kr-85m

Kr-85 Kr-85

Kr-87 Kr-87

Kr-88 Kr-88

Xe-131m Xe-131m

Xe-133m Xe-133m

Xe-133 Xe-133

Xe-135m Xe-135m

Xe-135 Xe-135

Xe-138 Xe-138

요오드

I-130 I-130

I-131 I-131

I-132 I-132

I-133 I-133

I-134 I-134

I-135 I-135

입자상핵종 -

Rb-88

Rb-89

Sr-89

Sr-90

Ru-103

Ru-106

Te-131m

Te-131

Te-132

Te-133m

Te-133

Te-134

Cs-134

Cs-137

Cs-138

삼중수소 - H-3 (HTO)

다음은 이들 각 피폭경로에 대한 선량평가모델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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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피폭자는 방사능운 방사능 플륨 의 확산 중심선상 지표면 위에 있으며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 ,

균일하고 무한하게 퍼져 있다고 가정한다 결과의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침적에 의한 플륨.

의 감손 을 무시하면 플륨의 감마선과 베타선에 의한 외부피폭선량은 다음 식으로(depletion)

계산된다.

 




 ××
 (1.22)

여기서 는 방사성핵종 는 사고후 방출 시간대i , t ,  는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선량

(mSv), 는 방출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sec/m3), 
는 방사능운에 의한 선량계수

(mSv/sec per Bq/m3 그리고), 는 해당 시간대동안 방사성핵종의 방출량 이다(Bq) .

(2)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모델에서 제시한 동일한 가정에 따라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

으로써 받게 되는 내부피폭선량은 다음 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내부피폭선량은 피폭자가 흡.

입 후 평생동안 세 받게 되는 예탁선량 로 나타낸다(70 ) (committed dose) .

 




× × ×
 (1.23)

여기서  는 오염된 공기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선량(mSv), 
는 흡입에 의한 갑상선

등가선량(mSv), 는 누설후 시간대별 흡입률(m3/sec), 
는 흡입에 의한 선량계수

이다(mSv/Bq) .

(3)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동 피폭경로는 입자상 방사성핵종을 고려하는 중수로의 사고결말해석에서 주요 피폭경로로

다룬다 대기로 누설된 방사성물질은 중력 분자의 난류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지표면에 침적. ,

되고 또한 방사능붕괴에 의해 감손된다 플륨 모델의 기본 식으로부터 풍하거. Gaussian

리  지점에서 침적으로 플륨내에 감손되고 남은 방사능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1.11].

 
 exp 





ex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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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플륨의 이동시간(sec), 는 침적으로 플륨내에 남아 있는 방사능(Bq/sec),

는 사고 초기의 방사능(Bq/sec), 는 수직확산계수(m), 는 플륨의 유효고도(m), 는 건

침적속도 를 나타낸다(m/sec) .

지표방출에 대해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표현된다.


exp 

    (1.25)

지표로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로부터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피폭받는

기간동안 지표의 평균 누적농도(, Bq/m
2 를 단순화한다) .

  
 
   (1.26)

침적속도( 는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데 표면거칠기와 흡착 등의 표면 특성과 기상 특성 등)

에 따라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낸다 원자력시설로부터 직경의 방사성유출물에10 . 1 mμ

대해 최적 값은 핵종군별로 분류하며 원소형 요오드에 대해 1×10-2 에어로졸m/sec, (Cs,

등의 모든 입자상핵종 에 대해Sr, Co ) 1×10-3 유기형 요오드에 대해m/sec, 1×10-4 m/sec

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값은 원자력시설의 사고결말해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된다

불활성기체와 는 침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1.12]. H-3 .

방사성물질의 방출기간 중에 강우로 플륨내 일정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지표로 침적되는데 이

를 습침적 이라 한다 습침적에 의한 지표농도는 세류율 에(wet deposition) . (washout ratio)

의해 정량화될 수 있으며 습침적과 방사능붕괴에 의한 플륨의 감손은 다음 식으로 평가된다

[1.13].


exp

  (1.27)

여기서 는 방사성물질의 이동거리(m), 는 평균풍속(m/sec),  는 강우강도 이다(mm/hr) .

는 세류율 으로 원소형 요오드의 경우에는(1/sec) ,   ×  모든 에어로졸의 경우,

에는   × 를 적용한다.

습침적에 의한 표면침적을 평가하기 위한 습침적속도는 다음 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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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여기서 은 혼합층의 수직 높이 이다 습침적으로 인한 지표의 누적농도는 상기 건침적에(m) .

의한 지표침적을 계산하는 식에서 건침적속도 대신 습침적속도를 대체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

다 건침적과 마찬가지로 불활성기체와 에 대한 습침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H-3 .

방사성물질의 방출기간중 지표의 평균 누적농도로부터 지표침적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 식

으로 평가된다.

      (1.29)

여기서 는 피폭기간 동안 오염지표에 의한 외부피폭선량(mSv), 는 지표침적

에 의한 선량계수(mSv/sec per Bq/m2 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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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력변수 민감도분석 및 부지특성 최적 조건 선정

(1) 기상자료 통계분석

① 원전부지 기상 측정자료 분석

㉮ 풍향의 발생빈도

고리와 월성 부지의 기상탑에서 관측된 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풍향과 풍속의 분포를10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람장미를 그림 부터 에 제시하였다 그림 은 년부터1.11 1.13 . 1.11 2001

년까지 년간 높이 에서 측정된 바람자료로 원안의 숫자는 풍속이 이하2010 10 10m 0.5 m/s

인 정온상태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고리부지는 월성부지에 비해 풍속이 이상인 경우가. 4 m/s

상대적으로 적고 주풍향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온상태는 오히려 약간,

더 많이 발생되었다 이는 년 동안 풍향 풍속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1 ,

며 상대적으로 월성부지에서는 연간 풍향과 풍속의 변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

림 와 그림 은 각각 고리와 월성 부지의 연간 바람장미를 그린 것으로 고리부지의1.12 1.13 ,

경우 풍향의 분포가 년도 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다 년에는 주풍향이 북. 2001

서풍이었으나 년과 년에는 북풍이 주로 불었고 다음 해인 년에는 북서와 북동2002 2003 2004

풍이 주풍향으로 바뀌었다 다음 년부터 년까지는 서풍 계열이 주로 불었고 년. 2005 2008 2009

과 년에는 다시 북풍 북서풍 계열이 많이 불었다 월성 부지의 경우에도 년간 전반적2010 ( ) . 10

인 주풍향이 북 북서풍 계열로 나타났으나 년에는 주풍향이 남남서풍로 바뀐 것을 보여- 2010

준다 이는 기상측정 높이가 지상 인 경우로 종관규모의 바람이 주변 지형 및 환경의 영. 10 m

향을 많이 받아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년간의.

통계자료가 부지의 일반적인 기후 특성을 파악하기에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1. 고리 월성 부지의 년간 바람장미 원안의 숫자는 정온, 10 (10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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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리부지 년간 연도별 바람장미 원안의 숫자는 정온1.12. 10 (10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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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월성부지 년간 연도별 바람장미 원안의 숫자는 정온1.13. 10 (10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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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의 발생빈도

그림 는 고리와 월성 원전부지에서 년부터 년까지 관측된 풍속구간별 발생빈1.14 2001 2010

도를 보여준다 방사성물질의 확산은 풍속에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풍속이 낮을수록.

피폭선량은 보다 높다 풍속이 이하 발생빈도는 고리부지의 경우 월성. 0.5 m/s 0.7 12.2%,∼

부지의 경우 를 나타냈다 이러한 저풍속의 년 평균 발생빈도는 고리부지의 경4.8 13.4% . 10∼

우 월성부지의 경우 를 보였다 두 번째 풍속등급인 의 발생빈도에5.8%, 8.8% . 0.51 1.0 m/s∼

있어서는 고리부지의 경우 월성부지의 경우 를 보이며 평균적으로는3.3 16.7%, 6.0 10.6% ,∼ ∼

각각 로 고리부지의 발생빈도가 약간 높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대기확산인자는8.4%, 7.7% .

풍속에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풍속의 발생빈도 관점에서는 고리부지가 월성부지에

비해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이 보다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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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리 월성부지에서 년간 풍속구간별 발생빈도1.14. , 10

㉰ 대기안정도의 발생빈도

그림 는 고리와 월성 원전부지에서 년부터 년까지 관측된 대기안정도의 발생1.15 2001 2010

빈도를 보여준다 대기안정도 관점에서 확산에 좋지 않는 기상조건 분류등급. (Pasquill-Gifford

에 따른 대기안정도 혹은 은 고리부지의 경우 대기안정도 등급이 등급F G) F 9.1 32.2%, G∼

은 로 비교적 넓은 범위의 발생빈도를 나타냈다 월성부지의 경우 대기안정도2.1 19.3% . F∼

등급은 등급이 의 연간 발생빈도를 나타냈다 년 평균 발생빈도10.9 15.3%, G 2.8 7.1% . 10∼ ∼

는 고리와 월성부지에 대해 등급은 각각 와 등급은 각각 와 를 나F 18.3% 13.3%, G 6% 4.5%

타냈다 따라서 대기안정도 발생빈도 측면에서는 월성부지가 고리부지에 비해 방사성물질의.

확산에 보다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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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리 월성부지에서 년간 대기안정도의 발생빈도1.15. , 10

② 기상자료 수집기간에 따른 영향 및 최적기간 선정

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지침서 와 보고서 등에서는 평가에 활용NRC (NUREG-0800) IAEA

되는 기상자료의 분석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부지의 대표적인 기상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자료

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미국의 법규를 준용하여 국내의 경우 원자력시설의 건설허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년 운영허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년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규1 , 2

정한다 따라서 부지의 대표적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기상자료의 분석기간이 여러 논쟁이 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신규 원전의 인허가와 관련한 안전성분석보고서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를 보면 많은 경우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기상자료의 수집기간은 년간 자료를 사3 5∼

용한다 또한 부지에서 충분한 기상관측탑의 운영실적이 있는 미국의 호기 원전. Watts Bar 2

의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에서는 년 년 과 년 년 의 기상자(FSAR)[1.13] 15 (‘74 ‘88 ) 20 (‘74 ‘93 )∼ ∼

료를 사용하여 정상운영 및 가상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을. PAVAN

사용하여 원전으로부터 반경 지점에 대해 기상통계분석의 적용기간에 따른 영향을 고찰1km

하였다 이때 풍속등급은 규제지침 에서 권고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림 은. NRC 1.23 . 1.16

각각 고리와 월성 부지에 대해 기상통계분석의 적용기간에 따른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의 변화

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평가에 적용되는 기상자료의 통계분석 기간이 길수록 단기 대기확산.

인자 값의 변동 폭은 줄어들었다 년간 측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할 경우 두 부지 모. 1

두 약 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기상자료 통계분석기간이 길수록 부지 확산에 대한 대표2 .

성을 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으나 결과의 변동에 비해 과도한 분석기간은 수집자료의 획득,

과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미세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부지 기상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년의 자료를 통계처리하여 활용하는 것3 5∼

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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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상자료 분석기간을 달리한 경우 단기 대기확산인자의 변화1.16.

③ 부지특성 최적 기상입력 처리방안

㉮ 풍속등급의 구분

풍속구간의 분류에 따른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 규제U. S. NRC

지침에서 권고하는 풍속등급의 구간(<0.5, 0.5 1.0, 1.1 1.5, 1.6 2.0, 2.1 3.0, 3.1∼ ∼ ∼ ∼ ∼

과 국내 원전부지의 기상자료를 분4.0, 4.1 5.0, 5.1 6.0, 6.1 8.0, 8.1 10.0, >10.0m/s)∼ ∼ ∼ ∼

석하여 균등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풍속등급의 구간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결합빈도분포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풍속등급의 균등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풍속PAVAN .

구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온상태를 발생빈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등급으로 정하고 나머지 발,

생빈도를 사용하여 개 풍속등급으로 가능한 균등한 분포를 갖도록 구분하였다 이러한 균등9 .

분포의 구분은 각 부지의 년간 기상자료를 통계처리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10 .

진 고리부지의 풍속등급 분류는 <0.5, 0.5 1.1, 1.2 1.5, 1.6 1.9, 2.0 2.2, 2.3 2.5,∼ ∼ ∼ ∼ ∼

이며 월성부지의 경우에는2.6 2.8, 2.9 3.2, 3.3 3.9, >4.0m/s , <0.5, 0.6 1.1, 1.2∼ ∼ ∼ ∼ ∼

이다1.5, 1.6 1.9, 2.0 2.3, 2.4 2.7, 2.8 3.2, 3.3 3.9, 4.0 4.9, >5.0m/s .∼ ∼ ∼ ∼ ∼ ∼

그림 은 각각 고리와 월성부지의 연도별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원전으로부터 반경1.17 1km

지점에서 풍속등급의 분류 의 권고와 균등 발생분포 에 따른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U. S. NRC )

의 변화를 보여준다 월성부지의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이 고리부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

월성부지가 정온상태를 포함한 저풍속 구간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큰 요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부지 모두 균등 발생분포의 풍속구간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U. S.

의 권고 풍속등급 구간으로 평가하였을 경우보다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이 낮게 나타났다NRC .

그러나 두 부지 모두 값에 대한 변화는 미미하며 특히 저풍속이 상대적으로 많은 월성부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은 확산에 좋지 못한 악한 기상조건에서 결정.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반면 정상운영시 피폭선량에 활용되는 연간평균 대기확산,

인자의 경우에는 두 다른 조건의 풍속구간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는.

본 연구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권고 풍속등급. 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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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분보다 풍속등급의 균등분포가 보다 이상적이나 분석의 노력과 투자되는 시간에 비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모두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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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풍속등급을 달리한 경우 단기 대기확산인자의 변화1.17.

㉯ 정온의 구분

정온 은 기상관측기기 풍향계와 풍속계 의 발단치를 나타낸다 또한 대기확산인자는 풍(calm) ( ) .

속에 반비례하며 풍속이 에 가까울수록 대기확산인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무한대로 수렴하게, 0

된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경우 풍속이 이하인 경우를 정. 0.5 m/s

온으로 정의하고 하나의 풍속등급으로 별도로 구분한다 정온은 풍향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국.

의 규제지침 에서는 풍속이 에서의 풍향별 발생빈도에 비례하여 정온NRC 1.145 0.5 1.5 m/s∼

의 발생빈도를 방향별로 분포시킨다 정온의 풍향별 빈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상관측기.

기에서 풍향이 관측되는 대로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리와 월성부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정온을 별도로 고려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은 미국 규제지침. 1.18 NRC 1.23

개정판 에 제시된 풍속등급의 분류에 따라 고리와 월성 부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사[1.14]

용하여 정온을 별도로 구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시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이다 고리 부지에서 정온을 구분하였을 때 대기확산인자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대 차이는 년도에 정도를 보였다 월성 부지에서도 정온을 구분하였을, ‘02 12% .

때 대기확산인자는 보다 높아지며 최대 차이는 년도에 정도였다, ’08 44% .

그림 는 풍속등급의 균등발생빈도분포에 따라 고리와 월성 부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1.19

사용하여 정온을 별도로 구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시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정온을 구분하였을 때 대기확산인자는 보다 높으며. ,

최대 차이는 년도에 정도를 보였다 월성 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온을 구분하였을’02 14% .

때 대기확산인자는 보다 높아지며 최대 차이는 년도에 정도를 보였다 따라서 정온, ’08 46% .

을 구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기확산인자에 있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

의 권고지침이나 여러 국가의 평가 사례로 비추어 정온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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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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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 규제지침 의 풍속등급 분류에 따라 정온을 구분한 경우와1.18. NRC 1.23

구분하지 않은 경우 사고시 단기 대기확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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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풍속등급의 균등 발생빈도에 따라 정온을 구분한 경우와1.19.

구분하지 않은 경우 사고시 단기 대기확산인자

㉰ 건물와류효과

건물와류는 원자로 및 주변 건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추가적 확산의 나타내기 위한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대부분 모델에서는 건물의 단면적로 단순화하고 있으며. ,

에서도 보수적 평가를 위해 최소단면적을 고려한다 을 사용하여 건물의 최소PAVAN . PAVAN

단면적에 따른 단기 대기확산인자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계산을 수행하였으나 결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여러 코드에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은 유사.

하고 그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상세한 결과의 비교는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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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시 지표침적 영향

경수로의 사고결말해석에서는 불활성기체와 방사성요오드가 주요 환경방출 핵종으로 고려되

는 반면 중수로에서는 이외에 입자상핵종과 삼중수소가 고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경수로. ( )

연방규제법에 제시된 부지선정 기준치 는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불활성기체(10CFR100.11) (

와 방사성요오드 고려 과 오염공기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성요오드만 고려 이 주요 피폭) ( )

경로로 고려된다 반면 캐나다 중수로 의 국가기준지침 에서는 입자상. ( ) (CAN/CSA-N288.2-M91)

핵종의 반영으로 상기 두 가지 피폭경로 이외에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을 고려한다 경수.

로의 제한구역경계 와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의 적합성 기준은 전신선량 의(EAB) (LPZ) (ICRP-60

방사선방호량으로는 외부피폭 유효선량에 해당 이 각각 사고후 시간과 일 총 방출기간 동안) 2 30 ( )

갑상선선량당량 의 방사선방호량으로는 갑상선등가선량에 해당 은 각각 사250 mSv, (ICRP-60 )

고후 시간과 일동안 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기준치는 대체선원항의 도입과 함께2 30 3,000 mSv .

개정되어 에는 단일기준치인 유효선량당량 의 권고 방사선방호량으로10CFR50.34 (ICRP-26

의 방사선방호량으로는 유효선량에 해당 로 설정한다 중수로의 경우는 방ICRP-60 ) 250 mSv .

출 전기간에 대해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선량 내부피폭을 포함 갑상선선량당량( ) 250 mSv,

이 개정되어 단일 기준치인 유효선량 로 설정되어 있다 경수로의 경우2,500 mSv 250 mSv .

대체선원항의 도입과 함께 미국의 연방규제법이 개정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방사

선원항 평가방법 및 과 이에 따른 기준치(TID-14844 Regulatory Guide 1.4) (10CFR100.11)

를 적용한다 또한 에 제시된 기준치는 경수로 뿐 아니라 중수로에서도 동일하. 10CFR100.11

게 적용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대체선원항의 도입과 더불어 부지적합성평가에.

단일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일 기준치가 도입되었다 이, .

러한 각국의 변화는 향후 국내 원전의 부지적합성평가의 방법론 및 기준치에 영향을 받을 것

으로 판단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사고에 따른 피폭선량은 규제지침 및 에서 권고한. 1.4 1.145

가정과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사고결말해석에 대한 노형별 기술기준의 개정 전 후를 비교. ·

한 요약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1.9 .

피폭경로 설정에 대한 타당성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입자상핵종과 요오드에 대해 피폭

경로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입자상핵종은 반감기 년 요오드. Cs-137( 30 ),

는 반감기 일 로 선정하였다I-131( 8 ) .

원전의 운영기간중 사고는 어떠한 기상조건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계학적

으로 극히 보수적인 방향별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부지전체 값 중에서 높은 값( 99.5% 95%

이 선정 인 사고후 시간 대기확산인자 값이 대표적으로 사고해석에 활용된다 따라서 높은) 2 .

피폭선량을 나타내는 또는 대기확산인자 값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조건을 선정

하였다 이러한 기상조건으로 대기안정도는 약간안정 안정 극히 안정 그리고 풍속. E( ), F( ), G( ),

은 를 가정하였다1 m/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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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사고결말해석에 대한 노형별 기술기준

원자로형
방사선원 방사선방호량 기준치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AP-1000

(WH)
TID-14844

NUREG-1465

(AST) ICRP-2

(1959)

ICRP-26

(1977)

10CFR100.11

WD : 250mSv

TD : 3Sv

10CFR50.34

TEDE: 250mSv

ABWR

(GE)
TID-14844

10CFR50.34

10CFR100.11

CANDU
CNSC

C6(R0)
CNSC C6(R1)

ICRP-26

(1977)

ICRP-60

(1991)

CNSC C6(R0)

WD : 250mSv

내부피폭포함( )

TD : 2.5Sv

CNSC C6(R1)

ED : 250mSv

전신선량 갑상선선량 유효선량당량 유효선량WD : , TD : , TEDE : , ED :㈜

평가지점은 방출점으로부터 제한구역경계와 저밀도인구지대 외곽경계의 대표거리로 각각 1

와 로 선정하였으며 방출기간 내내 로 방출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미km 5 km , 1 Bq/sec .

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에서 권고하는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평가 식을 기반으로1.145

방사능붕괴와 침적으로 인한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때 침적에 의한 피폭경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와 플륨의 감손을 고려한 경우 이때 침적에 의한 피폭경로가 고려된다 방출) ( )

지속시간에 따른 피폭경로의 중요도를 정량화하였다 피폭자는 표준인 성인 이며 은. ( ) , Cs-137

유효선량에 대해 그리고 은 갑상선등가선량에 대해 피폭경로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I-131

였다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은 핵종의 화학적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의 경우. Cs-137 F

의 경우 원소형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특별한 정보가 없는 경우 에서 권고하type, I-131 . IAEA

는 화학적 형태이다 호흡률은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규제지침 에 제시한 같이 시간 방출. 1.4 2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3.47×10-4 m3 일 방출지속시간에 대해서는/sec, 30 2.32×10-4 m3/sec

를 적용하였다.

① 건침적에 의한 영향

의 환경방출로 인한 방출시간대에 따른 피폭경로별 유효선량과 피폭경로별 상대적Cs-137

중요도를 표 에 나타냈다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이 지배적 영향 이상 을 나타냈다1.10 . (99% ) .

대기가 안정할수록 높은 공기중 농도로 모든 피폭경로에 대해 피폭선량은 높게 나타났다 방.

출지속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농도의 증가로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의 중요도가 증가하

지만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표 은 의 환경방. 1.11 I-131

출로 인한 방출시간대에 따른 피폭경로별 갑상선등가선량과 피폭경로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

냈다 의 유효선량과 마찬가지로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이 갑상선등가선량에 지배적으. Cs-137

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의 결과와 비교하여 방출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원소형 요오.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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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상대적으로 높은 침적으로 지표침적에 의한 피폭영향의 중요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은 방사능붕괴와 건침적으로 인한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지 않은 피폭선량에 대한1.20

고려한 피폭선량의 비를 나타냈다 에 대해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고려한. Cs-137

경우에 비해 약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에 대해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는 경우4% 13% . I-131∼

뚜렷한 영향을 보이는데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고려한 경우에 비해 총 피폭선량

에 있어서 약 배의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총 피폭선량1.5 3.5 .∼

측면에서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보다 보수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TMI

사고 이후 여러 연구를 걸쳐 미국의 경수로 사고해석방법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로 년에 를 통해 대체선원항 평가방법이 발1995 NUREG-1465 (Alternative Source Terms)

간되었으며 이후 년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이 발간되어 현재 미국, 2000 1.183

의 경수로 사고해석방법으로 채택한다 동 규제지침에서는 불활성기체 요오드 뿐 아니라 입자. ,

상핵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서는 부지적합성 기준치를 모든 핵종과, 10CFR50.34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단일 기준치 유효선량당량 를 제시한다 이러한 단일 기준( 250 mSv) .

치가 부지적합성 평가에 도입될 경우 침적에 의한 피폭영향의 고려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평가결과로부터 방사능붕괴와 침적으로 인한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고려한 경우보다 보수적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로부터 지표침적에 의한 피폭영.

향은 방출이 종료된 이후 피폭자가 오염된 지상에서 수개월 내지는 수 년 동안 장기간 거주

하는 경우 중요할 수 있지만 방출기간이 최대 일까지 평가하는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 30

고결말해석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함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본 평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표에 침적 후 기후 등 환경조건에 따른 지표농도의 희석을 고려하면 지

표침적에 의한 피폭은 이보다 영향이 훨씬 낮을 것이다.

요약하면 방사성핵종의 형태와 방출지속기간에 관계없이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하는 것이 최종결과인 유효선량 또는 갑상선선량당량에 있어서 보다 보수성을 나타냈다 이는.

경수로의 경우 대체선원항이 도입되었지만 사고해석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수성을 부여하기 위

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권고지침 과 에 제시된 피폭선량평가에 대한 가정 방사1.4 1.145 (

능붕괴와 침적으로 인한 플륨의 감손에 대한 보정은 권고하지 않음 과 평가방법은 여전히 고)

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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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피폭경로별 유효선량 및 기여도

방출지속시간 시간 평가거리: 2 ( : 1km)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침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7.44E-14 1.28E-09 - 1.28E-09 0.01 99.99 - 100

F 1.30E-13 2.22E-09 - 2.22E-09 0.01 99.99 - 100

G 1.98E-13 3.40E-09 - 3.40E-09 0.01 99.99 - 100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침적 을 고려한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7.17E-14 1.23E-09 8.33E-15 1.23E-09 0.01 99.99 NA 100

F 1.22E-13 2.10E-09 1.42E-14 2.10E-09 0.01 99.99 NA 100

G 1.82E-13 3.12E-09 2.11E-14 3.12E-09 0.01 99.99 NA 100

방출지속시간 일 평가거리: 30 ( : 5km)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침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3.90E-12 4.47E-08 - 4.48E-08 0.01 99.99 - 100

F 7.22E-12 8.28E-08 - 8.29E-08 0.01 99.99 - 100

G 1.30E-11 1.50E-07 - 1.50E-07 0.01 99.99 - 100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침적 을 고려한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3.67E-12 4.21E-08 1.53E-10 4.23E-08 0.01 99.63 0.36 100

F 6.63E-12 7.61E-08 2.77E-10 7.64E-08 0.01 99.63 0.36 100

G 1.15E-11 1.32E-07 4.80E-10 1.32E-07 0.01 99.63 0.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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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의 피폭경로별 갑상선등가선량 및 기여도I-131

방출지속시간 시간 평가거리: 2 ( : 1km)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건침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대기

안정도

갑상선등가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1.44E-11 1.08E-07 - 1.08E-07 0.01 99.99 - 100

F 2.51E-11 1.89E-07 - 1.89E-07 0.01 99.99 - 100

G 3.83E-11 2.88E-07 - 2.88E-07 0.01 99.99 - 100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건침적 을 고려한 경우( , )

대기

안정도

갑상선등가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9.93E-12 7.47E-08 7.34E-12 7.47E-08 0.01 99.98 0.01 100

F 1.42E-11 1.07E-07 1.05E-11 1.07E-07 0.01 99.98 0.01 100

G 1.63E-11 1.22E-07 1.20E-11 1.22E-07 0.01 99.98 0.01 100

방출지속시간 일 평가거리: 30 ( : 5km)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건침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대기

안정도

갑상선등가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7.55E-10 3.79E-06 - 3.79E-06 0.02 99.98 - 100

F 1.40E-09 7.02E-06 - 7.03E-06 0.02 99.98 - 100

G 2.52E-09 1.27E-05 - 1.27E-05 0.02 99.98 - 100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건침적 을 고려한 경우( , )

대기

안정도

갑상선등가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4.12E-10 2.07E-06 6.17E-08 2.14E-06 0.02 97.09 2.89 100

F 5.93E-10 2.98E-06 8.87E-08 3.07E-06 0.02 97.09 2.89 100

G 7.00E-10 3.52E-06 1.05E-07 3.63E-06 0.02 97.09 2.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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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강우가 없는 경우 피폭선량에 대한 플륨 감손의 영향

② 습침적에 의한 영향

국내 평균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강우로 인한 습침적이 피폭선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우량은 약 이고 이는 평균적으로. 1,200 mm/yr

시간당 약 에 해당한다 이러한 강우율이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기간동안 내내 지속0.14 mm .

된다고 가정하여 평가한 과 의 결과를 각각 표 와 표 에 나타냈다 시Cs-137 I-131 1.12 1.13 . 2

간 평가지점은 방출점으로부터 과 일 평가지점은 방출점으로부터 방출지속시( 1 km) 30 ( 5 km)

간에 대해 흡입에 의한 피폭영향이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에 나타낸 바와90% . 1.21

의 경우 시간과 일동안의 방출지속시간에 대해 습침적에 의한 플륨의 감손을 고려Cs-137 2 30

치 않은 경우가 각각 정도의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의 경우에는 각각6%, 20% . I-131 2%,

정도의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건침적의 결과와 달리 이 보다 강우로 인9% . I-131 Cs-137

한 플륨의 감손 및 이로 인한 지표침적에 덜 민감하게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건침적에 의한 피폭영향과 마찬가지로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기간동안 강우로 인한

플륨의 감손 이로 인한 침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총 피폭선량에 보다 보수적임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건침적과 습침적 모두를 고려할 경우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침적에 의한1.22

플륨의 감손을 고려치 않은 경우가 시간과 일동안 의 방출에 대해 각각2 30 Cs-137 9 15%,∼

정도의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의 방출에 대해서는 각각 배27 36% . I-131 1.5 2.4 , 2∼ ∼

배 정도의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기타 핵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 결과를 그4 . Cs-137∼

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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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의 방출시 강우로 인한 피폭경로별 유효선량 및 기여도Cs-137

방출지속시간 시간 평가거리: 2 ( : 1km)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습침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7.44E-14 1.28E-09 - 1.28E-09 0.01 99.99 - 100

F 1.30E-13 2.22E-09 - 2.22E-09 0.01 99.99 - 100

G 1.98E-13 3.40E-09 - 3.40E-09 0.01 99.99 - 100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습침적 을 고려한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7.05E-14 1.21E-09 2.22E-13 1.21E-09 0.01 99.98 0.02 100

F 1.23E-13 2.11E-09 3.86E-13 2.11E-09 0.01 99.98 0.02 100

G 1.87E-13 3.22E-09 5.90E-13 3.22E-09 0.01 99.98 0.02 100

방출지속시간 일 평가거리: 30 ( : 5km)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습침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3.90E-12 4.47E-08 - 4.48E-08 0.01 99.99 - 100

F 7.22E-12 8.28E-08 - 8.29E-08 0.01 99.99 - 100

G 1.30E-11 1.50E-07 - 1.50E-07 0.01 99.99 - 100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습침적 을 고려한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2.97E-12 3.41E-08 3.37E-09 3.75E-08 0.01 91.01 8.98 100

F 5.51E-12 6.32E-08 6.23E-09 6.94E-08 0.01 91.01 8.98 100

G 9.95E-12 1.14E-07 1.13E-08 1.25E-07 0.01 91.01 8.9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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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의 방출시 강우로 인한 피폭경로별 유효선량 및 기여도I-131

방출지속시간 시간 평가거리: 2 ( : 1km)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습침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7.44E-14 1.28E-09 - 1.28E-09 0.01 99.99 - 100

F 1.30E-13 2.22E-09 - 2.22E-09 0.01 99.99 - 100

G 1.98E-13 3.40E-09 - 3.40E-09 0.01 99.99 - 100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습침적 을 고려한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7.05E-14 1.21E-09 2.22E-13 1.21E-09 0.01 99.98 0.01 100

F 1.23E-13 2.11E-09 3.86E-13 2.11E-09 0.01 99.98 0.01 100

G 1.87E-13 3.22E-09 5.90E-13 3.22E-09 0.01 99.98 0.01 100

방출지속시간 일 평가거리: 30 ( : 5km)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습침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3.90E-12 4.47E-08 - 4.48E-08 0.01 99.99 - 100

F 7.22E-12 8.28E-08 - 8.29E-08 0.01 99.99 - 100

G 1.30E-11 1.50E-07 - 1.50E-07 0.01 99.99 - 100

플륨의 감손 방사능붕괴 습침적 을 고려한 경우( , )

대기

안정도

유효선량 (mSv) 기여도 (%)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 합계

E 2.97E-12 3.41E-08 3.37E-09 3.75E-08 0.01 91.01 8.98 100

F 5.51E-12 6.32E-08 6.23E-09 6.94E-08 0.01 91.01 8.98 100

G 9.95E-12 1.14E-07 1.13E-08 1.25E-07 0.01 91.01 8.9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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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강우가 있는 경우 피폭선량에 대한 플륨 감손의 영향

E F G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
a

tio
o

f
e

ff
e

ct
iv

e
d

o
se

fo
r

1
3

7
C

s
(%

)

Atmospheric stability class

2hours
30days

E F G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

a
tio

o
f

th
y
ro

id
d

o
se

fo
r

1
3

1
I

(%
)

Atmospheric stability class

2hours
30days

그림 1.22. 건습침적을 모두 고려한 경우 피폭선량에 대한 플륨 감손의 영향

(3) 선량평가 관련 최적 변수값 선정

다음은 국내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에 기반하여 환경으로 누설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선

량평가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변수 값에 대해 기술한다.

① 선량계수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피폭의 조건에 따라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나타내며 특,

히 이하의 저선량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과학적 규명을 위해500 mSv .

와BEIR(Committee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UNSCEAR(United Nations Scienticif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새Radiation)

로운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명작업을 통해 얻어진 지식으로부터 국제방사선방호.

위원회 에서는 새로운 방사선방(International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I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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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량과 함께 방사선방호원칙을 제시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에서는 이행을 위한 규제기준을 권고한다 이러한 규제기준의 권고는 각 국의Agency; IAEA) .

사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를 거친 후 해당국가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규제법규로 제정·

되어 활용된다.

년에 에서는 방사선방호량으로 전신선량1959 ICRP(ICRP Publication 2) (whole body

와 선량당량 을 발표하였고 이후 년에 동 위원회dose) (dose equivalent) , 1977 (ICRP

에서는 대체 방사선방호량으로 유효선량당량 와Publication 26) (effective dose equivalent)

선량당량 을 발표하였다 또한 년에는 동 위원회(dose equivalent) . 1990 (ICRP Publication

에서 유효선량 과 등가선량 를 발표하여 많은 국가에서는60) (effective dose) (equivalent dose)

현재 이를 도입하여 적용한다 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의 방사선방호량을 도입. 1998 ICRP-2

하여 적용하여 오다가 이후 의 방사선방호량을 도입하여 현재 규제에 적용해 오고ICRP-60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 방사선방호량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 ICRP-60

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은 의 방사선방호량을 년 대체선원항의 발간ICRP-26 1995

과 함께 년 월 일 이후 건설 및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에 적(NUREG-1465) 1997 1 10

용 한다 다만 년 월 일 이전에 건설 및 운영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10CFR50.34) . 1997 1 10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 을 여전히 수용한다 이러한 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가장(10CFR100.11) .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방사선방호량의 변화에 따른 선량계수 값의 변화이다.

표 는 불활성기체의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에 대해 의 전신선량에 대한 선1.14 ICRP-2

량계수와 의 유효선량당량 및 의 유효선량의 선량계수 비를 보여준다 표에ICRP-26 ICRP-60 .

나타낸 바와 같이 을 제외하고 인체팬텀 및 선량평가방법의 지속적 개선으로 방사능운Kr-85

에 의한 외부피폭의 선량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1.14.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계수와 상대적 비

핵종
선량계수 (mSv/hr per Bq/m3) 선량계수에 대한 값의 비ICRP-2 (%)

ICRP-2 ICRP-26 ICRP-60 ICRP-26 ICRP-60

Kr-85m 3.61E-08 2.69E-08 2.50E-08 74.6 69.26

Kr-85 4.97E-10 4.28E-10 8.60E-10 86.24 173.13

Kr-87 1.83E-07 1.48E-07 1.40E-07 81.21 76.65

Kr-88 4.54E-07 3.67E-07 3.50E-07 80.96 77.17

Xe-131m 2.82E-09 1.40E-09 1.30E-09 49.61 46.05

Xe-133m 7.74E-09 4.93E-09 4.60E-09 63.69 59.4

Xe-133 9.07E-09 5.62E-09 4.80E-09 61.91 52.92

Xe-135m 9.63E-08 7.34E-08 6.80E-08 76.29 70.64

Xe-135 5.58E-08 4.28E-08 4.00E-08 76.71 71.63

Xe-138 2.72E-07 2.08E-07 2.00E-07 76.25 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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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방사성요오드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에 대해 의 갑상선선량에 대한1.15 ICRP-2

과 의 갑상선선량의 비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의 선ICRP-26 ICRP-60 . ICRP-26

량계수는 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의 선량계수는 에 비ICRP-2 . ICRP-60 ICRP-2

해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나 에 비해서는 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ICRP-26 .

국내는 년부터 에서 권고하는 방사선방호량을 도입하였으며 적용에 대한 유1998 ICRP-60 ,

예기간을 거쳐 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부지적합성에 대한 기술기준은2002 .

을 준용하고 있는데 동 법규에 기술된 전신선량은 국내 도입 방사선방호량으로10CFR100.11 ,

외부피폭 유효선량에 해당한다.

표 1.15.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갑상선 선량계수와 상대적 비

핵종
선량계수 (mSv/Bq) 선량계수에 대한 값의 비ICRP-2 (%)

ICRP-2 ICRP-26 ICRP-60 ICRP-26 ICRP-60

I-130 3.84E-05 1.99E-05 3.30E-05 51.85 85.99

I-131 4.00E-04 2.92E-04 3.90E-04 73 97.5

I-132 3.86E-06 1.74E-06 3.60E-06 45.02 93.15

I-133 7.27E-05 4.86E-05 7.60E-05 66.85 104.54

I-134 1.01E-06 2.88E-07 7.00E-07 28.57 69.44

I-135 1.51E-05 8.46E-06 1.50E-05 55.9 99.11

요오드의 화학적형태는 일반적으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형태의 값으로 은ICRP-26 “D”type,㈜

은 원소형 값임ICRP-60 “ (elemental typ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수로의 부지적합성 기술기준은 년대 말에 로 개1990 10CFR50.34

정되어 대체선원항의 도입과 함께 유효선량당량 의 단일 기준치를(effective dose equivalent)

제도화한다 유효선량당량은 국내 도입하여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방호량으로 외부피폭 뿐 아.

니라 내부피폭이 포함된 유효선량 에 해당한다 일반인 표준인 에 대한 선량(effective dose) . ( )

평가에서 적용되는 입자의 크기는 이며 흡입에 의한 선량계수의 화학적 형태는 우선적으1 m ,μ

로 각 국의 기술기준에서 권고하는 화학적 형태를 적용하며 다음으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에서 권고하는 화학적 형태를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권고형태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수IAEA ,

적 평가를 위해 여러 화학적 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한다 이러한 원칙과 국내의 방사선방호평가체계를 고려하여 경 중수로의 사고해석에서 중요한. ·

핵종에 대한 선량계수 표준인 를 표 에 나타냈다( ) 1.16 .

② 호흡률

미국 의 규제지침 에서는 표준인의 평균호흡률인NRC 1.4 ICRP-2 2×107 cm3 에 근거/day

해 사고후 시간에 따른 다른 호흡률의 적용을 권고한다 사고후 시간까지는 평균호흡률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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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1.5 3.47×10-4 m3 시간까지는 평균호흡률의 배인/sec, 8 24 0.75 1.74×10∼ -4 m3/sec,

하루 이상에 대해서는 평균호흡률인 2.31×10-4 m3 적용을 권고한다 에서는 표/sec . ICRP-66

과 같이 표준인의 평균 호흡률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권고한다1.17 .

표 1.16. 경 중수로 사고해석에서 중요핵종의 선량계수·

핵종

유효선량 갑상선등가선량

화학형태방사능운
(mSv/hr)/(Bq/m3)

지표침적
(mSv/hr)/(Bq/m2)

흡입

(mSv/Bq)

방사능운

(mSv/hr)/(Bq/m3)

지표침적

(mSv/hr)/(Bq/m2)

흡입

(mSv/Bq)

H-3 0.00E+00 0.00E+00 1.80E-08 0.00E+00 0.00E+00 1.80E-08 HTO

Kr-83m 4.30E-12 0.00E+00 0.00E+00 2.30E-12 0.00E+00 0.00E+00 noble

Kr-85m 2.50E-08 0.00E+00 0.00E+00 2.60E-08 0.00E+00 0.00E+00 noble

Kr-85 8.60E-10 0.00E+00 0.00E+00 4.20E-10 0.00E+00 0.00E+00 noble

Kr-87 1.40E-07 0.00E+00 0.00E+00 1.50E-07 0.00E+00 0.00E+00 noble

Kr-88 3.50E-07 0.00E+00 0.00E+00 3.70E-07 0.00E+00 0.00E+00 noble

Rb-88 1.20E-07 2.70E-09 1.60E-08 1.20E-07 2.00E-09 1.70E-09 F

Rb-89 3.60E-07 7.10E-09 1.40E-08 3.90E-07 6.50E-09 1.80E-09 F

Sr-89 1.60E-09 2.50E-10 1.00E-06 2.70E-10 7.60E-12 1.80E-07 F

Sr-90 3.50E-10 5.90E-12 2.40E-05 2.60E-11 9.00E-13 5.90E-07 F

Ru-103 7.50E-08 1.60E-09 2.40E-06 8.10E-08 1.70E-09 1.90E-07 M

Ru-106 0.00E+00 0.00E+00 2.80E-05 0.00E+00 0.00E+00 2.70E-06 M

Te-131m 2.40E-07 4.80E-09 9.40E-07 2.50E-07 4.80E-09 2.70E-06 M

Te-131 6.90E-08 1.70E-09 2.80E-08 7.30E-08 1.40E-09 4.80E-08 M

Te-132 3.40E-08 7.60E-10 2.00E-06 3.70E-08 7.70E-10 4.30E-06 M

Te-133m 3.90E-07 8.10E-09 8.70E-08 4.10E-07 7.80E-09 1.60E-07 M

Te-133 1.60E-07 3.50E-09 2.00E-08 1.70E-07 3.10E-09 3.60E-08 M

Te-134 1.40E-07 3.10E-09 6.60E-08 1.50E-07 3.10E-09 2.60E-08 M

I-130 3.50E-07 7.40E-09 1.90E-06 3.70E-07 7.50E-09 3.30E-05 elemental

I-131 6.10E-08 1.30E-09 2.00E-05 6.50E-08 1.30E-09 3.90E-04 elemental

I-132 3.80E-07 7.90E-09 3.10E-07 4.00E-07 7.90E-09 3.60E-06 elemental

I-133 9.90E-08 2.20E-09 4.00E-06 1.10E-07 2.10E-09 7.60E-05 elemental

I-134 4.40E-07 9.10E-09 1.50E-07 4.70E-07 8.90E-09 7.00E-07 elemental

I-135 2.70E-07 5.30E-09 9.20E-07 2.90E-07 5.00E-09 1.50E-05 elemental

Xe-131m 1.30E-09 0.00E+00 0.00E+00 1.40E-09 0.00E+00 0.00E+00 noble

Xe-133m 4.60E-09 0.00E+00 0.00E+00 4.90E-09 0.00E+00 0.00E+00 noble

Xe-133 4.80E-09 0.00E+00 0.00E+00 5.40E-09 0.00E+00 0.00E+00 noble

Xe-135m 6.80E-08 0.00E+00 0.00E+00 7.30E-08 0.00E+00 0.00E+00 noble

Xe-135 4.00E-08 0.00E+00 0.00E+00 4.20E-08 0.00E+00 0.00E+00 noble

Xe-138 2.00E-07 0.00E+00 0.00E+00 2.10E-07 0.00E+00 0.00E+00 noble

Cs-134 2.50E-07 5.30E-09 6.60E-06 2.70E-07 5.50E-09 6.30E-06 F

Cs-137 3.30E-10 1.10E-11 4.60E-06 2.70E-11 9.00E-13 4.40E-06 F

Cs-138 4.10E-07 8.10E-09 2.40E-08 4.40E-07 7.40E-09 4.20E-0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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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부터 표준인의 평균호흡률은 0.93 m3/hr(=2.57×10-4 m3 이며 표/sec) , ICRP-2

준인에 비해 약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보다 향상된 자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11% .

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 자료의 적용을 고수한다 국내에서는 년대 후반에 정상운영중. 1980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 코드개발을 위해 호흡률을 조사하여 국내 고유의 변수 값

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조사된 성인의 호흡률. 7,800 m3/yr(=2.47×10-4 m3 이며 이 또/sec) ,

한 표준인에 비해 약 정도 더 높다 이러한 평균 호흡률에 따라 사고결말해석에ICRP-2 7% .

적용 가능한 시간대별 호흡률을 표 에 나타냈다 국내 부지적합성평가를 위한 사고결말해1.18 .

석에서 호흡률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침 에 제시한 대로 의 표준인에 대한 평1.4 ICRP-2

균호흡률을 적용한다 국내 원전의 정상운영시 피폭선량평가를 위한 조사된 호흡률이 거의. 30

년 전에 수행된 자료이고 그동안 향상된 분석기술과 함께 이에 대한 재평가가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정상운영 뿐 아니라 사고시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의 일관성도 중요.

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7. 의 권고 성인의 호흡률ICRP-66

활동 시간 (hr) 호흡률 (m3/hr)

수면 8 0.45

사무 보기 6 0.54

가벼운 운동 9.75 1.5

심한 운동 0.25 3

표 사고 후 시간대별 적용 호흡률1.18. (m3/sec)

권고지침
사고 후 시간대별 호흡률

시간0 2∼ 시간0 8∼ 시간8 24∼ 일1 4∼ 일4 30∼

ICRP-2 3.47×10-4 3.47×10-4 1.74×10-4 2.31×10-4 2.31×10-4

ICRP-66 3.86×10-4 3.86×10-4 1.93×10-4 2.57×10-4 2.57×10-4

국내주민선량평가
(ODCM)

3.71×10-4 3.71×10-4 1.85×10-4 2.47×10-4 2.47×10-4

③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

원전 사고시 환경으로 누설되는 방사선요오드는 인체의 갑상선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방사.

성요오드는 원소형 유기형 입자형 등 다양한 화학적 형태로 환경으로 누설될 수 있으며 이들, ,

을 흡입하였을 때 화학적 형태에 따라 갑상선 피폭영향은 크게 다르다 표 는 요오드의. 1.19

화학적 형태에 따른 성인의 갑상선에 대한 선량계수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에서 냉각재상실사고시 요오드의 격납건물 대기방출은 원소형 유기형 입자형1.4 9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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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을 권고한다 만일 환경으로 방출이 이러한 화학적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입자형5% .

을 형태 입자형 선량계수 중에서 가장 높은 값 로 가정할 경우에 원소형으로 가정할F ( ) 100%

경우에 비해 약 내외의 선량저감을 나타낸다 또한 경수로의 대체선원항 평가를 기술한4%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에서는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격납건물 대기로 요오1.183

드는 원소형 유기형 입자형 로 기존 평가에 대한 가정과는 전혀 다른 화4.85%, 0.15%, 95%

학적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화학적형태로 가정할 경우 기존 평가에 비해 약 정도의 선. 60%

량저감을 나타낸다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에 따르면 증기발생기로부. 1.183

터 누설로 인한 요오드의 환경방출은 핵연료 손상과는 전혀 다른 원소형 유기형 를97%, 3%

가정한다 따라서 요오드의 화학적형태의 선택에 따라 갑상선등가선량은 큰 차이를 보이기 때.

문에 이러한 요오드의 환경방출 분률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표 요오드 의 화학적형태에 따른 선량계수1.19. (I-131)

화학적형태 선량계수 (mSv/Bq)

원소형 3.90E-04

유기형 3.10E-04

입자형(F) 1.50E-04

입자형(M) 2.20E-05

입자형(S) 1.10E-06

④ 건물의 차폐인자

가옥에 대한 차폐인자는 일반인 피폭선량 평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보,

수적 평가 측면에서 피폭자는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것으로 가정한다 국내고시에서는 가상사.

고에 대해 최대개인선량 뿐 아니라 집단선량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국내 법규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단선량에 대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최대개인선량에 인구수를 단순히

곱하여 평가하여 참고 값으로만 활용한다 다만 중수로의 경우에는 가옥의 차폐효과를 고려하.

여 최대개인선량과는 달리 보다 실질적으로 집단선량을 평가한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

한 대중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 사회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선량이 평,

가되어야 할 것이다 피폭자의 건물 내 거주는 방사능운과 지표침적으로부터 받게 되는 외부.

피폭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유의 주거형태에 대한 지표오염 및.

공기오염 시 차폐인자를 도출하여 건물 내 외에 있을 때 받는 방사선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였다.

차폐인자 는 건물 및 지형지물이 없는 평지에서 받는 선량에 대한 건물(Shielding Factor)

내부에서의 선량비로 정의되며 에서는 건물의 종류에, IAEA Safety Report Series 19[1.14]

따라 차폐인자가 의 범위를 갖는다고 기술한다 차폐인자는 가옥 내 외에서의 일반인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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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선량률의 비율이므로 공기오염 및 지표오염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가옥 내 외 피폭선량, ·

률 계산에서 동일한 체적밀도 혹은 면밀도의 선원항을 가정하면 차폐인자를 도출할 수 있다.

차폐해석을 위해 몬테칼로 해석방법을 사용하는 MCNP5(Monte Carlo N-Particle

코드 를 사용하였다Transport Code 5) [1.15]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옥을 대표하는 면적과 방 개인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표60 85 4∼ ㎡

준 모델로 선정하였다 그림 과 같이 단독주택은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여 모델링하였으. 1.23 4

며 가장 창문이 커 실외로부터 방사선이 잘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실과 각 방,

중 창문이 가장 큰 안방으로 방사선량 계산영역을 선정하였다 계산영역은 아래와 같다. .

 가로 창문의 중심부분에서 좌우로: 100 cm

 세로 각각 거실과 방 창문으로부터 안쪽 거리: 50~250 cm

 높이 방바닥으로부터 높이: 0~200 cm

단독주택은 지붕이 평평한 슬라브 주택으로 가정하였다 주택을 구성하는 벽채와 지붕(Slab) .

의 두께는 로 가정하였고 바닥은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로 가정하였다 건물 모20 cm , 30 cm .

서리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2.4 g/cm3 벽면은 일반 콘크리트), (2.3 g/cm3 로 가정하였다 유) .

리는 거실과 방 모두 두께로 가정하였다1 cm .

그림 1.23. 단독주택 모델링의 평면도 위 및 단면도 아래( ) ( )

아파트의 경우 의 전용면적을 갖는 판상형 아파트를 대표가옥구조로 선정하였다, 84.97 .㎡

대상 아파트의 방 개수는 개 안방 침실 침실 주방 식당 거실 이며 그림 와 같이4 ( , 1, 2, / / ) , 1.24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량 계산위치를 거실 및 안방으로 선정하였으며 보수적인 계산. ,

을 위해 방사선량 계산영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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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각각 거실과 방의 중심부에서 좌우로: 100 cm

 세로 각각 거실과 방 창문으로부터 안쪽 거리: 50~250 cm

 높이 방바닥으로부터 높이: 0~200 cm

평면도(a) 아파트 단면도(b) ( )

그림 1.24. 아파트 모델링의 평면도 및 단면도

차폐인자는 실내 외에서의 피폭선량비로 정의되므로 차폐인자 계산을 위해서는 실외에서 일·

반인이 받는 피폭선량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지에 일반인이 서 있을 때를 기준.

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일반인을 가정하여 높이 반경 의 실린더 영역으로 피, 170 cm, 30 cm

폭위치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원항은 원전 사고 시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핵종으로부터 발생하는 감마선원 을 선정하였다 핵종이 공기 중Cs-137 (0.662 MeV) . Cs-137

에 1 Bq/m3 단위로 무한하게 분포하고 있을 경우 이하 공기오염 및 지표면에( ) 1 Bq/m2 단

위로 무한하게 분포하고 있을 경우 이하 지표오염 를 기준으로 차폐인자를 도출하였다 정확한( ) .

차폐인자 계산을 위해서는 무한하게 분포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선원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표오염 시 선원을 구분하여 선원항의 범위에 따른 단독주택.

내 거실 및 안방의 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1.20 .

표 선원항 범위에 따른 방사선량 계산결과1.20.

선원항

방
반경 에500 m

대한 비율

거실
반경 에500 m

대한 비율방사선량

(mSv/h)

상대

오차

방사선량

(mSv/h)

상대

오차

반경 500 m 6.28E-10 8.35% 100% 9.71E-10 6.75% 100%

500 ~ 1000 m 6.04E-11 9.22% 9.6% 9.17E-11 8.32% 9.4%

1000 ~ 1500 m 2.71E-11 9.65% 4.3% 5.29E-11 7.88% 5.4%

1500 ~ 2000 m 1.66E-11 10.78% 2.6% 1.88E-11 8.9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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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경 이상의 선원이 방사선량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이하 수준으로 나2000 m 2%

타났다 또한 선원항의 범위가 증가하면 대표가옥에서의 일반인 피폭선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

야외에서의 일반인 피폭선량도 증가하므로 실제 차폐인자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현저히 작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오염과 공기오염 시 까지의 반경 선. 2000 m

원항을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표오염 및 공기오염 모두 건물이 완공된 이후 일반인.

이 거주하는 시점에서 원자력시설의 사고 시 영향을 분석한다 지표오염의 경우 지표면 위에. ,

원형으로 나타내었으며 그림 의 와 같이 건물의 지하 부분은 선원은 제외하였다 공기, 1.25 (a) .

오염의 경우 건물의 바닥을 중심으로 하고 지표 밑을 제외한 반구로 선원을 모사하였으며 그, ,

림 의 와 같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선원에서 제외하였다1.25 (b) .

평면x,y , z=0 평면x,z , y=200

지표오염 단독주택의 예(a) ( ) 공기오염 아파트의 예(b) ( )

그림 1.25. 무작위수를 이용한 선원항 위치

반경 만큼 지표오염 및 공기오염이 이루어졌을 때 단독주택 내부의 방사선량을2,000 m

계산하기 위해 선원항의 세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지표오염 시 건물의 면적만큼에 해.

당하는 지표는 오염이 되지 않았으나 선원항의 면적에 비해 건물면적이 이하로 매우, 1/1,000

작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반경 의 선원항은 지표오염의 경우, 2,000 m 1 Bq/m2의 방

사능을 가지므로,

선원항면적원 ×   ×  (1.30)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공기오염의 경우에도 건물 체적이 선원항 체적의 이, 1/10,000

하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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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항체적반구 ×   


×


××  (1.31)

식 와 식 의 결과는 실내 외에서의 일반인 피폭선량 계산에서 선원항의 강도로 적1.30 1.31 ·

용된다 이를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 한 결과 단독주택 안방과 거실에서의 방사선량 계. MCNP

산결과는 표 과 같다 유리의 면적이 넓은 거실에서의 선량이 방에서의 선량보다 높게 계1.21 .

산되었으며 지표오염 시 거실에서의 차폐인자가 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32.4% .

표 단독주택에서의 지표오염 및 공기오염 시 차폐인자1.21.

구분

야외 거실 방

방사선량

(mSv/h)

방사선량

(mSv/h) S.F.

(%)

방사선량

(mSv/h) S.F.

(%)
R.E.(%) R.E.(%) R.E.(%)

지표

오염

3.68E-09 1.19E-09
32.4

7.03E-10
19.1

3.45 5.44 5.44

공기

오염

1.88E-07 3.90E-08
20.8

2.59E-8
13.8

7.51 7.74 11.0

R.E. = 

 상대오차, Relative Error,

차폐인자S.P. = Shielding Factor,

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대해서도 건물의 면적 및 체적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선원항

세기를 적용하여 표 와 같이 나타내었다 계산결과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거실에서의 방1.22 .

사선량이 방에서의 방사선량보다 크게 계산되었으며 아파트에서는 각 조건에 따라,

로 차폐인자가 계산되었다1.18~12.21% .

또한 표 의 아파트에서의 차폐인자를 그림 과 같이 나타내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1.22 1.26 ,

지표오염시 차폐인자는 낮아지고 공기오염시 차폐인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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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파트에서의 지표오염 및 공기오염 시 차폐인자1.22.

구분

야외 거실 방

방사선량

(mSv/h)

방사선량

(mSv/h)
S.F.

(%)

방사선량

(mSv/h)
S.F.

(%)
R.E.(%) R.E.(%) R.E.(%)

층1

지표

오염

3.68E-09 3.61E-10
9.81

3.52E-10
9.57

3.45 4.36 4.42

공기

오염

1.88E-07 1.47E-08
7.86

1.08E-08
5.77

7.51 8.61 9.57

층10

지표

오염

3.68E-09 9.41E-11
2.56

9.87E-11
2.68

3.45 7.99 7.52

공기

오염

1.88E-07 1.89E-08
10.11

1.80E-08
9.61

7.51 7.65 8.12

층20

지표

오염

3.68E-09 6.01E-11
1.63

4.27E-11
1.18

3.45 9.38 9.64

공기

오염

1.88E-07 2.29E-08
12.21

2.01E-08
10.71

7.51 7.28 6.98

R.E. = 

 상대오차, Relative Error,

차폐인자S.P. = Shielding Factor,

그림 1.26. 단독주택 아파트의 층별 차폐인자-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 국내 대표가옥의 차폐인자는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1.18~32.4% ,

에서 제공하는 차폐인자 값 에 포함되는 범위임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국내 고유IAEA 1~40% .

의 주거형태에 대한 차폐인자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대중수용성의 목적으로 평가하는 가상사고

시 집단선량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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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고유 환경을 고려한 최적 평가방안

① 해안방향 반영에 대한 고찰

원전이 해안에 위치해 있고 최대 대기확산인자 값이 해안방향에 나타날 경우 해안방향의 포

함 여부는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다 비록 중수로의 경우 전체부지 대기확산인자를 통해 사고.

결말해석을 수행하지만 캐나다원자력공사 에서 국내평가체제를 반영한 국내 월성원전의, (AECL)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해안방향을 제외한 방향별 대기확산인자 값과 전체부지 대기확산인자

값을 비교하여 보다 큰 값을 사고결말해석을 위한 대기확산인자로 채택한다 경수로의 경우.

이에 대한 평가방법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는데 보수적으로 해안방향에 관계없이 개16

각 방위에 대해 평가하여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측컨대 경수로에서는.

만일 어부 등 어업활동을 하는 일반인이 해상의 제한구역경계 부근에서 활동하다가 사고를 인

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해안에는 부표로 어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구역경계 설정의 목적인 사고로 인한 일반인의 낮은 방사능 리스크의 유지,

보다는 물리적방호나 취수권 확보 등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어업 접.

근금지구역이 당초 평가에서 가정하는 원형의 모양보다는 부지경계와 같이 방향별로 불규칙적

모양을 가진다 따라서 원전으로부터 일정거리까지 어업활동 등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면.

그러한 통제지점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통제되어 지는 거리가 육지방향에 비해,

훨씬 멀다면 해안방향으로 평가되는 대기확산인자는 제외하고 사고결말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안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향별 최대 대기확산인자의.

고려 유무에 따른 사고결말의 차이를 월성원전에 대해 수행하였다.

그림 은 개 방향중 해안방향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1.27 16 ( (NE), (ENE), (E), (ESE), (SE),

남남동 남 으로 총 개 방향 을 제외하고 원전으로 지점에서 대기확산인자의(SSE), (S) 7 ) 1 km

누적발생빈도를 보여준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해안방향을 포함한 방향별 최대 대기확산인.

자 값은 남동 방향에 나타났으나 해안방향을 제외한 경우에는 북북동 방향에서 최(SE) , (NNE)

대치인 1.53×10-4 sec/m3 해안방향을 포함할 경우에는( 3.95×10-4 sec/m3 를 나타냈다 이) .

값과 그림 에 제시된 부지전체 대기확산인자 값을 비교하여 사고결말해석을 위해 최종적1.28

으로 선택된 값은 2.64×10-4 sec/m3 전체부지 대기확산인자 로 나타났다( 95% ) .

국내 원전은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상학적 특성상 육지방향보다는 해안방향으로,

보다 높은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물리적방호 및 제도적 특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결말해석에서 해안방향의 포함 여부를 심층있게 검

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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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육지방향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빈도1.27.

그림 전체부지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빈도1.28.

② 복합호기 부지 반영에 대한 고찰

국내는 단일부지에 여러 호기가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다수 호기에 대한 제한,

구역의 설정방법은 에 잘 기술되어 있다 다수호기에 대한 제한구역은 각 원자10CFR100.11 . “

로 호기 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원자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제한구역 저밀도인구지대( ) , ,

인구중심거리의 크기는 각 원자로별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각 호기별 제,

한구역의 중첩되는 외곽경계를 둘러싼 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고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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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일 부지 내 복합호기의 운영을 위한 제한구역의 설정방법을

그림 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호기별 제한구역경계의 외곽경계를1.29 .

둘러싼 지역이 다수호기 제한구역경계 그림에서는 통합 로 표현 가 된다( EAB ) .

그림 단일부지내 복합호기에 대한 제한구역 설정 개념도1.29.

또한 에서는 한 원자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상10CFR100.11

호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거리의 크기는 모든 연계된 원자로들이 동, ,

시에 핵분열생성물이 환경으로 방출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요건은 원자로간의 연계.

정도 동시 사고의 확률 피폭자가 동시 방출로 인한 일반인의 피폭 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 ,

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운영허가 신청자는 다수호기의 동시 운영으로 사고로 인한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현재 국내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방법은 원자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가정한 전자의 방법을 채택한다 이러한 방법의 채택은 후자에 비해 기술적 근거에 있어서.

보다 명료하며 각 호기별 운영 종료시점 등의 차이로 운영허가 신청자의 인위적 부지 매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판단된다 즉 한 호기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독립적.

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수적 평가를 위해 원자로로부터 최.

소 거리까지의 동심원으로 호기별 제한구역경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적 경계,

로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거리에 울타리로 부지경계(imaginary boundary) (fenced

를 표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주거나 접근을 통제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국bound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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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와 다르게 운영기간의 종료에 따른 계속운전 승인신청 제도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의 권고대로 년 운영의 주기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IAEA) 10 (Periodic Safety Review; PSR)

를 실시한다 이때 해당 호기에 대한 사고결말해석을 통해 해당 부지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

다 따라서 각 원자로의 사고는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호기별 동심원 모양의 제한구역경계.

지점에서 평가하는 기존방법 이외에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으로 차단

된 원전의 통합 울타리 경계지점을 평가지점으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③ 제도적 특성 반영에 대한 고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건설 과정 중에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가 안

전성분석보고서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규제기관이 보고서를 심사하는 제도가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에는 가동 중 변경허가 심사와 정기검사 그리고 운영으로 인한.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등을 통하여 목표한 안전 기준치의 만족여부를 확인한

다 년대 중반 이후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 1990 ,

소가 현재의 안전기준과 관행의 관점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이 이행되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16].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안전성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궁극적 지표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부

지 주변의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라 할 수 있다 원전의 운영에 따른 주민에 미.

치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기상 인구분포 지형 등 부지의 환경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 , .

서 주민 피폭선량평가에 있어 부지의 환경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방사성물질의 환경거동해석과

인체피폭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분석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직접 관.

련된 방사성물질의 환경 거동해석과 인체피폭해석 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당해.

년도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국내 고유 환경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

년 국제원자력기구는 가동원전의 안전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1994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안전성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인

식하여 관련 안전지침 을 제시하였다 안전지침에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50-SG-012) [1.17].

가동원전에 대한 경년열화 시설변경 운전경험 기술발전 등의 누적된 영향을 고려하고 원전, , ,

운전기간 동안 고도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체계적 안전성 재평가로

정의하였다 년 개정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지침에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년 주. 2003 10

기로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때 아래의 개 안전인자, 14 (Safety

를 고려하도록 제시한다Factor) [1.1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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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과 관련된 안전인자

 원전의 설계가 현행 인허가 기준과 국내 및 국제Safety Factor 1: Plant Design (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안전에 중요Safety Factor 2: Actual Condition of SSCs important to Safety (

한 구조 계통 기기 의 기능이 적어도 다, ,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음 주기적안전성평가 때까지 설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

 등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성능Safety Factor 3: Equipment Qualification (SSCs

이 적어도 다음 주기적안전성평가 때까지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 계통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Safety Factor 4: Ageing ( , ,

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경년열화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안전해석과 관련된 안전인자

 기존 결정론적 안전해석이 현재Safety Factor 5: 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

의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요소를 반영했는지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 이때.

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현재의 원전 상태 현재의 타당한 전산 코드 적용 현재SSCs , ,

의 결정론적 방법 적용 현재의 안전 기준과 여유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원전의 설계와 운전에 있어서Safety Factor 6: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포괄적 평가의 일환으로 제안된 안전개성항목의 비교 평가, .

기존 확률론적 안전성평가가 타당한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서 나타난 위해도가 충,

분히 낮은지 평가 범위와 방법 등이 현재 국내 및 국제 기준과 목표에 적합한지 등,

을 확인)

 현재의 원전 설계 부지 특성 의 실제Safety Factor 7: Hazard Analysis ( , , SSCs

상태 분석 방법 안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내부와 외부 위험도에 대하여 원전의 방, , ,

호가 적절한지를 확인)

○ 안전성능 및 경험 반영과 관련된 안전인자

 안전 관련 사건 안전계통의 적용 불가Safety Factor 8: Safety Performance ( , ,

피폭 방사선량 근본원인 분석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발암성물질 환경 유출 등의 기, ,

록을 검토하여 안전성능 확인)

 Safety Factor 9: Use of Experience from other Plants and Research

유사 원전의 관련 경험과 연구결과가 반영되어 안전성증진에 기여했는지Findings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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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 관련된 안전인자

 Safety Factor 10: Organization, the management system and Safety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조직 행정 안전문화 등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Culture ( , ,

는지 확인)

 정상 및 비정상시 운전 보수 시험 변경 비상운Safety Factor 11: Procedures ( , , , ,

전 소내 방사성물질 이송을 위한 방사선방호 방사선 유출물 및 폐기물 관련 절차서, ,

가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소Safety Factor 12: Human factors (

및 효과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파악)

 비상시 대응 계획 조직 시설 및 장비Safety Factor 13: Emergency Planning ( , ,

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지와 비상시 운영조직 구성이 지방 및 중앙정부와 적절히

공조체제를 갖추었는지 확인)

○ 환경과 관련된 안전인자

 방사성 유출물Safety Factor 14: Radiological Impact on the Environment (

방출이 를 준수하여 적절히 통제되는지 파악하고 환경방사선감시계획이 수립ALARA

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 국내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행

우리나라는 년 제 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향상을 위하여1999 1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지침을 근거로 주기적 안전성평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고리 호, 1

기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년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는데 원. 2001

자력시설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17].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의 안전인자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지침11 ,

에서 제안한 개의 안전인자를 모두 포함한다14 .

 안전인자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1: (IAEA Safety

포함Factor 1, 2 )

 안전인자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포함2: (IAEA Safety Factor 5,6,7 )

 안전인자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3: (IAEA Safety Factor 3)

 안전인자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4: (IAEA Safety Factor 4)

 안전인자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5: (IAEA Safety Factor 8)

 안전인자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6: (IAEA Safety

Facto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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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자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7: (IAEA Safety Factor 11)

 안전인자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8: (IAEA Safety Factor 10)

 안전인자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9: (IAEA Safety Factor 12)

 안전인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10: (IAEA Safety Factor 13)

 안전인자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11: (IAEA Safety Factor 14)

우리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IAEA 10 ,

미국과 같이 원전의 수명 전 기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에 비해 예측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안전성 입증을 위한 평가지점의 선정에 있어서 원전 부지의 지형학적 특성과 동일 부

지내 다수호기 운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 평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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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기상 조건에서의 대기확산 검증실험

가. 실험 개요

원자력산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환경특성을 고려한 대기확산 및 방사선피해 예

측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며 개발된 모델의 검증과 개선을 목적으로 야외 추적자확산 실증실,

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은 지원 하에. DOE(Department of Energy) ASCOT

와(Atmospheric Studies in Complex Terrain) ANATEX(Across North America Tracer

등 대규모 실험을 수행하였고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서Experiment) , , , ,

도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확산실험을 수행하였다 주변국 일본도 방사능 비상대응시스템.

개발SPEEDI(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서 모델 검증을 목적으로 추적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자 확산실험을 수행하였다 중국도 년대 중반 미국 전문가의 도움으로 동부지역 원전의. 2000

방재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추적자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 방사능방재체제에.

필요한 실시간 방사선피폭해석시스템 FADAS(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ent

개발과 연계하여 모델의 검증 및 원전부지 확산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추적자 확산실System)

험을 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년대 중반에 평지 야외확산실험을[1.20, 1.21]. 1990

통해 추적자 확산실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년 한빛 영광 원전 부지를 시작으로, 1996 ( )

년까지 국내 개 원전부지에서 야외 추적자확산실험을 실시하였다 당시 실시된 실2002 4 [1.22].

험은 원전 주변 반경 약 범위에서 방사선 사고시 방사성물질의 확산예측 및 확산특성10 km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실험은 방출되는 추적자가 대상 지역에 충분히 확산되어.

추적자의 포집과 분석이 용이한 기상조건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제한구역경계 설정에 대한 부지(Exclusion Area Boundary ; EAB)

적합성평가에 활용되는 가상 사고시 방사선영향평가 모델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

이내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악기상 조건에서 추적자 확산실험km

을 실시하였다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에서는 운영기간동안. (Safety Analysis Report; SAR)

발생 가능한 사고에서도 일반인의 방사선 리스크가 충분히 낮음을 입증하는 부지적합성 여부

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극히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제한구역경계 국내 원전의 제한, (

구역경계는 반경 이내 에서 방사선피폭영향을 평가한다 국내의 모든 원전은 굴뚝이 없1 km ) .

는 가압형원자로이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에서 제시하는 방출유형상 지표방출(US NRC)

에 해당한다 지표방출의 경우 악기상 조건은 대기가 안정한 경우인데 일반(ground release) .

적으로 약한 바람이 부는 맑은 날 밤에 많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부지 실험에 앞서.

평지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추적자 확산실험에 필요한 장비의 점검과 악기상 조건에서의

실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함이다 복잡지형에 대한 실험은 월성 부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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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장비

대기확산모델 검증실험에는 여러가지 장비가 사용되는데 이 가운데 기본이 되는 장비는 추

적자 포집기이다 실험 대상부지에 확산되는 추적자의 분포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는 많은 포집기를 배치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다행히 우리 과제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12

회 연속 포집이 가능한 연속식 자동 포집기를 보유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보수를 통해 약

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개의 샘플백을 장착하여 각 샘플백마다 분씩150 . 6 10

공기를 포집하도록 설정하여 총 시간 동안 공기를 포집하도록 하였다1 .

추적자 확산실험은 실험대상 부지에 방출된 추적자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확산되는 과정

을 해석함으로써 평가모델의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따라서 실험 당시 대상 부지에서의 기.

상관측은 실험결과 해석을 위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충분하고 정확한 기상관측.

이 이루어져야 대상 부지의 영향을 반영한 바람장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추적자 확산모

사가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 높이까지의 연직 바람분포와 혼합층. km

높이 측정을 목적으로 라디오존데 를 사용하여 기온 습도 기압 풍GPS (GPS Radiosonde) , , ,

향 풍속의 연직분포를 관측하였다 또한 수평방향의 바람분포 측정을 목적으로 대의 초음파, . 8

풍향풍속계를 실험부지에 고르게 설치하였다 그림 에 년 월 실시된 평지실험 당시. 1.30 2013 6

실험 대상부지에 배치된 대의 초음파 풍향풍속계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된 풍향과 풍속자료8

를 나타냈다 수평 방향의 바람분포 측정은 블루투스를 사용한 무선통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그림 1.30. 초음파 풍향풍속계 배치와 기상관측 학하리 평지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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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절차

실험대상 부지가 결정되면 우선적으로 지형과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추적자의 방출점과 포

집점을 결정하고 일련번호로 구분한 표식기 말뚝이나 물통을 이용 로 포집점을 구분한다 각( ) .

포집점에 배치할 포집기의 대수만큼 작동 점검을 한 후 포집기의 일련번호와 각 포집기에 장

착될 개의 샘플백에 일련번호를 부착하여 실험에 대비한다 야외 실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6 .

으며 수거된 샘플백은 분석실험실로 보내져 수일에 걸쳐 추적자 농도분석이 진행한다.

 추적자 포집기 샘플백 부착03:00 h

추적자 가스 방출점 이동 및 방출 대기

고공 기상관측 시작

기상 상황 판단하여 실험진행 여부 결정( )

 포집기 작동 추적자 가스 방출 시작00:00 h ,

포집기 차량 탑재 및 배치

 추적자 포집 시작됨01:00 h

 추적자 포집 종료02:00 h

추적자 가스 방출 종료

고공 기상관측 종료

포집기 수거 시작

 샘플백 분리 샘플백은 가능한 신속히 분석실험실로 이송02:30 h ( )

이러한 일련의 실험과정을 순서대로 그림 에 나타냈다1.31 .

나. 악기상조건 실험설계

대기중에서 오염물질의 확산 현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추적자 확산실험이 설계되었다 확산.

실험의 주된 목적은 개발된 확산모델의 검증과 특정 부지 특정 대기 조건하에서의 오염물질,

의 이동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추적자 확산실험은 목적에 따라 실험의 방법과 특성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악.

기상조건은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이 활발하지 못하여 근방 원전의1 km

제한구역경계에서 높은 농도를 유발하는 기상조건이다 대기확산은 대기안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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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점선정 샘플러작동준비

샘플러이동배치 추적자방출

공기포집시작 공기포집

추적자분석 결과해석

그림 1.31. 대기확산실증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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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방출과 지표방출 등 방출형태에 따라 악기상조건을 유발하는 대기안정도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국내 모든 원전은 굴뚝이 없는 가압형 경수로이므로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방출은.

지표방출로 평가된다 지표방출의 경우에는 대기가 안정한 경우 악기상조건을 유발하는데 일.

반적으로 약한 바람이 부는 맑은 날 밤에 나타난다 추적자 방출실험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

항은 크게 추적자 선정과 추적자의 방출률 결정 그리고 포집기의 배치 등이 있다.

(1) 추적자 선정

추적자 야외 확산실험에 사용되는 추적자는 환경에 무해하고 침적이나 물에 용해되지 않아,

야 하며 대기 중에서 반응성이 적고 농도가 낮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

조건을 갖춘 추적자로 확산실험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들은 주로 불활성기체의 화합물이다 이.

들 화합물 가운데 최초로 대기확산실험에 사용된 Sulfur hexafluoride (SF6 가 현재도 가장)

널리 사용된다 표 참조( 1.23 ). SF6는 포집이 용이하고 로 분석할 때GC(gas chromatograph)

에 민감하여 분석 또한 용이하다 다만 최근 산업체에서의ECD(electron capture detector) . ,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중 농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SF6를 추적자로

선정하였다.

(2) 추적자 방출 설계

추적자의 대기중 농도와 분석기기의 검출한계 그리고 확산결과의 예측을 통해 추적자의 방

출량을 결정한다 실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장 낮은 농도가 예상되는 지점의 농도가.

아래의 식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χ χ (1.32)

여기서, 는 확산중심선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포집점의 농도, 는 대기중에서의

추적자의 농도 그리고, min는 분석기기의 검출한계이다.

원하는 가 결정되면 포집점의 높이 방출점과의 거리 풍속 대기안정도 지표조도 혼, , , , ,

합층의 높이 포집기간 등에 따라 방출량을 결정할 수 있다 표 에 혼합층 높이를, . 1.24 500 m

적용하여 확산식을 사용한 대기안정도별 방출률을 지표방출의 경우와 높이에Gaussian 10 m

서 방출하였을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대기중 농도는 기기 검출한계는 로. 2 ppb, 10 ppb

적용할 경우 계산되는 는 6.602×10-3 mg/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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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추적자 확산실험의 목적은 악기상조건에서 확산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야간에

바람이 약하게 부는 대기가 안정한 경우에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표 의 결과를. 1.24

보면 추적자인 SF6의 방출률은 시간당 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 kg .

(3) 기상관측 계획

확산 실험을 실시할 부지가 결정되면 실험장소의 기상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시작 전부

터 현장에서 기상관측을 실시한다.

실험 당일의 기상조건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및 일일기상예보를 참고한다 바람의 수.

직분포와 혼합층 높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를 사용하여 고층기상관측을 수행하며GPS Sonde ,

지상에서의 풍향 풍속은 방출점 부근과 실험지역 내 포집점이 분포된 지점 근처의 여러 곳에/

서 추가 관측한다.

(4) 실험 계획

기상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포집기를 배치할 지점을 선정하고 정확한 위치를 측량한 후 번

호를 기재한 말뚝을 박아 표시한다 이 때 포집점은 방출점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풍향의 변화.

에 따라 더 넓게 선정하고 실험 당일 풍향에 따라 적당한 포집점들만 선택하여 포집기를 배치

하게 된다 현장에서 기상관측 및 예보자료를 토대로 실험 시작시간이 결정되면 선정된 포집.

점의 수량에 따라 포집인원별로 포집기를 할당하고 차에 실어 정해진 시간내에 포집기 배치를

완료한다 그림 포집기 배치를 확인한 후 추적자를 방출하며 처음 방출된 추적자가 바( 1.31). ,

람에 실려 이동하여 확산중심선 전체에 퍼졌으리라 예측되는 시간까지 기다린 후에 포집기를

작동시켜 포집을 시작한다.

실험은 평지에서 회 복잡지형 월성원전 부지내 에 회를 수행한다 평지에서 실험은 악기2 , ( ) 4 .

상조건이 잘 발생하는 야간실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대전 인근의 평지에서 실시한다 실험.

과정과 결과를 검토 분석한 후 이어서 원전부지의 실질적 지형의 확산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의 종합 구성도를 그림 에 나타냈다. 1.32 .



- 102 -

표 1.23. Sulfur hexafluoride(SF6 추적자의 특성)

특 성 특성 값 비 고

분자량 146.05 -

대기 중 농도 850 ppq 도시근교에서는 2,000 ppq

밀 도

기 체 6.602 g/L -

액 체
1.88 g/L at -50℃

1.5 g/L at -100℃

용융점 -50.5℃ -

비등점 -63.8 (sublimation)℃ -

용해도

약간녹음 찬물

약간녹음 더운물

녹 음 알콜, KOH

기타 부식성 비가연성, -

표 1.24. 추정방출율(kg/hr)

방 출

높 이

거 리

(km)
안정도

풍 속 (m/sec)

1.0 2.5 5.0 7.5 10.0

지면 1.0

A 5.347 13.367 26.734 40.101 53.468

B 1.175 2.939 5.877 8.816 11.755

C 0.456 1.14 2.28 3.421 4.561

D 0.161 0.402 0.805 1.207 1.61

E 0.082 0.204 0.408 0.612 0.816

F 0.035 0.088 0.176 0.264 0.352

10 m 1.0

A 5.347 13.367 26.734 40.101 53.468

B 1.175 2.939 5.877 8.816 11.755

C 0.456 1.14 2.28 3.421 4.561

D 0.161 0.402 0.805 1.207 1.61

E 0.082 0.204 0.408 0.612 0.816

F 0.035 0.088 0.176 0.26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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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기확산모델 검증실험의 종합 구성도1.32.

다. 장비제작

추적자 확산실험은 대기 중으로 추적자를 방출하고 특정 위치와 시간에 따라 추적자를 포집

하여 농도를 분석하는 순서로 수행된다 따라서 확산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장비는 추적.

자를 포집하는 포집기라 할 수 있으며 추적자 농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

수의 포집기를 사용하여야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다행히 우리 과제에서는 야외 추적자.

확산 실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 때 사용한 백여 대의 샘플러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

이 샘플러들을 점검하여 수리하여 실험에 활용한다.

(1) 포집기 제작

본 연구의 실험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샘플 백에 쉽게 포집이 가능한 SF6를 추적자로 사

용한다 이를 위해 샘플 백을 개 까지 장착하여 한 지점에서 회 순차적으로 이 백에 순. 12 12

차적으로 대기 중 공기를 포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속식 포집기를 사용한다 포집기는. gas

와 흡입부분 및 로 구성되는데 그림 에 연속식 포집기distributor control module, case 1.33

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공기 유입구는 공기여과기 와 튜브 깔대기로 구성되. (membrane filter) ,

는데 깔대기는 포집기간 중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직접 펌프 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유입구는 지상 에 위치하도록 플라스틱 파이프에 매달았다 유입구의 튜브 및. 1.5 m .

깔대기 등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모두 교체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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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집기의 구조1.33.

① Gas distributor

는 펌프에서 흡입된 공기를 순차적으로 개의 포트에 나누어 주는 장치로Gas distributor 12

에서 주는 신호에 의해 동작한다 주 재질은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개의control module . 12

방사상 포트에 각각 밸브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회전하는 캠이 밸브를 눌러 주면 그 포트에 연

결된 샘플 백에 공기가 주입되도록 하였다.

② Control module

포집 시작시간과 한 샘플 백당 포집시간 펌프의 흡입율 등을 프로그램하여 동작시키면 정,

해진 시간에 펌프와 를 회전시키며 포집을 통제하는 전자회로이다 포집시작 전 전distributor .

원을 연결하고 대기시간을 설정한 후 동작시키면 내장된 시계로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대기시

간이 경과한 후에 첫 번째 포트를 열고 펌프를 작동시켜 샘플 백에 공기를 주입한다 설정시.

간 후 분 에 첫 번째 밸브를 닫고 다음의 밸브를 열어 다음 백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며 이(10 )

러한 방법으로 개까지의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 로 대기시간 포12 . module (

집시작시간 과 포집개수 한 백당 포집시간 펌프의 유량 등을 제어할 수 있다) , , .

흡입부③

직류 로 작동하는 펌프에 의해 포집기의 외부에 연결된 흡입구로부터 필터를 거쳐 공기5V

를 흡입하여 샘플 백을 채우는데 포집시간이 길어져 샘플 백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후의,

공기는 흡입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포집시간 분 동안 일정량을 포집하기 위하여 펌프를. (10 )

계속 하여 포집량을 조절한다On/Off .

④ 케이스

샘플백 등을 넣기 위하여 내용적 의 플라Gas distributor, control module, battery, 7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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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박스를 사용한다 박스 중간에 아크릴판을 가로질러 와. gas distributor control

등을 부착하였으며 반대편에 튜브로 연결된 샘플 백을 넣도록 구성module, battery, pump

되어 있다.

(2) 기상관측 기기

실험 대상 지역의 연직 바람 분포와 혼합층 높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라디오존데GPS (GPS

를 사용하여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의 연직분포를 조사한다 라디오Radiosonde) , , , , . GPS

존데는 온도 습도 센서 및 송신장치로 구성되는데 이를 헬륨을 넣은 기구에 부착하여GPS, ,

비양시키면 기구가 상승하면서 측정된 위치 기온 습도를 전파로 송신하며 지상의 수신장치, , ,

에서는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게 된다 그림 기압은 에서 수신한 위( 1.34). GPS

치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바람의 수평 방향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풍향풍속계를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이

다 풍향풍속계는 추적자 방출점을 포함하여 실험지역 내 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임시. 8 ,

로 삼각대 위에 설치되므로 내구성이 강한 초음파 풍향풍속계를 사용한다 또한 다수의 관측. ,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기 위한 전선의 포설이 쉽지 않으므로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한 무선통신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림 라디오존데 구성도1.34. GPS

라. 부지 실증실험

악기상 조건에서의 평탄지형 실험과 복잡지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복잡지형 실험은 월성원.

전 부지내에서 실시하였다 추적자 방출실험을 위해서는 실험 목적에 부합되는 적합한 부지선.

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원전부지 악기상 조건에서의 실험에 앞서 평지실험을 실시하여 실험에.

필수적인 장비의 점검과 실험 절차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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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탄지형 실증실험

평탄지형 실험에 적합한 부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 인근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전시 유성구 학하리 인근 평탄한 지역에 주거와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직선거리 조건1 km

을 만족하는 토지구획정리를 마친 부지가 있었다 주택과 상가 입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도로포장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 실험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포집점은 그림.

와 같이 반경 범위에 샘플러 약 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간격으로 배치1.35 1 km 130 80 m

하였다 각각의 포집점에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광 테이프로 띠를 두른 표식기를 설.

치하였다.

그림 평지실험을 위한 포집점 배치도1.35.

평지실험은 실험 준비상황과 장마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년 월 일과 일 차례2013 6 14 21 2

실시하였다 추적자 방출실험 일정을 확정한 후 전날 오후에 각각의 샘플러에 숫자 표식이 부.

착된 샘플백 개를 연결하고 배터리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샘플백으로는 표면에6 .

추적자의 흡착이 거의 없는 백을 이용하였다 추적자 포집기를 포집점에 배치할 때는Saran .

톤 트럭 대를 이용하였다 추적자는 대기 중 농도가 매우 낮고 침적되지 않으며 반응성이1 7 . ,

낮고 환경에 무해하며 취급과 분석이 용이한, SF6를 사용하였다 풍속이 이하이며. 2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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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안정도가 매우 안정 상태인 악기상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새벽 시부터 시간 동안 추적2 2

자를 방출하였다 포집기는 새벽 시부터 분간씩 번 포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추적자. 2 10 6 .

방출과 포집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험부지에서 기상관측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기상관측은 지상관측과 고공관측으로 구분된다 지상관측에서는 초음파 기상관측기기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방출점을 포함하여 개 포집점 지점에서 풍향과 풍속을 관측하였다 고공관8 .

측은 풍선에 자료 송신기능을 갖춘 관측기기를 매달아 상공으로 날려 지상 수 높이까지의km

온도 등의 자료를 관측하며 측정된 자료는 실험 당시 대기안정도 결정에 활용된다 지상관측, .

과 고공관측을 통해 측정된 기상자료는 추적자 실험결과의 해석과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한 실

험결과 모사에 이용된다 그림 에 월 일 관측된 고공 기상관측자료를 나타냈다. 1.36 6 14 .

그림 평지실험 당시 관측된 고공기상관측 결과1.36.

추적자는 월 일에 시간 분 동안 을 월 일에는 시간 동안 을 방출6 14 1 43 1.7 kg , 6 21 2 2 kg

하였으며 각 포집된 추적자의 농도분포를 그림 과 그림 에 나타냈다, 1.37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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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지실험시 포집된 추적자 분포1.37. (2013/06/14 03: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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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지실험시 포집된 추적자 분포1.38. (2013/06/21 03: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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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잡지형 실증실험

① 차 실험1

실제 원전부지에서의 차 실험은 년 월 일과 일 양일간에 걸쳐 월성원자력발전1 2013 12 3 4 ,

소 부지 내부에서 수행되었다 부지 기상탑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가 안정.

하고 풍속이 낮아 확산특성이 매우 안 좋은 경우에 바람은 주로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불어

나갔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북풍과 서풍 계열의 바람이 매우 우세하였다 따라서 방출점을 부, .

지의 북서쪽 언덕으로 설정하고 풍하방향으로 예상되는 해안선과 방파제에 포집기를 배치하였

다 그림( 1.39).

포집점은 대략 간격으로 총 개를 선정하였으나 지형지물에 따라 다소 간격이 벌18 m 155

어진 곳도 있었다 초음파풍향풍속계를 사용한 기상관측은 실험 기간 내 계속 수행되었으며. ,

높이의 마스트를 이용한 관측이 곳 높이의 삼각대를 사용한 관측이 곳에서 이10 m 1 , 3 m 6

루어졌다 방출점에서는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높이까지 튜브를 올려 추적자를 방출하였. 10 m

다.

그림 원전부지 실험 방출점 및 포집점 배치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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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간동안 각각 번씩의 고층기상관측이 수행되었는데 월 일에는4 12 3 21:00, 22:30,

에 월 일에는 에 를 비양하여 관측23:00, 23:30 12 4 19:00, 20:00, 21:00, 22:00 GPSsonde

하였다 그림(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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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전부지 실험시 관측된 고층기상관측 결과1.40.

두 번의 실험에서 추적자는 시간 동안 각각 씩 방출하였으며 이때 포집된 추적2 4.7 kg ,

자의 농도분포를 각각 그림 과 그림 에 제시하였다1.41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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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 실험2

월성원전부지내 차 확산실험은 년 월 일과 년 월 일에 각각 시간 동2 2014 06 26 2014 07 08 1

안 실시하였으며 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사용된 추적자 가스는1 SF6이다 샘플링된 추적자의.

분석 시 원하는 농도범위는 비 를 고려하여 년 월 일S/N (signal to noise ratio) , 2014 06 26

의 실험은 6.74×105 으로 년 월 일g/sec 2014 07 08 6.85×10μ 5 으로 결정하였다 기g/sec .μ

타 모든 실험방법 절차는 차 실험과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그림 에 방출점과 포집점을, 1 . 1.43

제시하였다 그림 와 그림 는 년 월 일과 년 월 일에 실시한 확. 1.44 1.45 2014 06 26 2014 07 08

산실험에 대해 각 포집점에서 분 간격으로 시간 동안 측정한10 1 SF6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원전부지 실험 방출점 및 포집점 배치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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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집된 추적자의 농도분포1.44. (2014/06/26 23:00-24:00)

그림 포집된 추적자의 농도분포1.45. (2014/07/08 23:3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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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상측정 기반 수치모사

야외대기확산 실험은 평탄지형과 해안의 복잡지형에서 실시되었다 평탄지형인 대전시 유성.

구 학하동 일대에서 측정한 기상자료와 해안의 복잡지형인 경주 월성 원전부지에서 실험기간

동안 측정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추적자의 거동을 해석하였다.

(1) 퍼프모델Gaussian

퍼프 모델은 방출점에서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플륨 을 일정 시간간Gaussian (puff) (plume)

격의 퍼프로 세분한 후 각각의 퍼프를 바람에 의해 이류 시키면서 각 퍼프의 난류(advection)

확산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확산과 이류를 고려한 퍼프의 차원 이류확산 방정식. 3

은 다음과 같다[1.23].


























(1.33)

퍼프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임의의 한 지점에서 농도를 구하기 위해 위 식의 풍속벡터,

 를 로 가정하고 퍼프의 확산을 각각zero ,  
,  

,  
로 가정하

면 위 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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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지표에서 퍼프의 중심까지 높이를 라 하고 지표면 반사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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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여기서 는 임의 지점의 농도(Bq/m3), 는 퍼프의 중심에서부터 주 풍향방향으로의 거리

(m), 는 퍼프의 중심에서부터 주 풍향의 직각방향으로의 거리(m), 는 퍼프 중심으로부터의

고도(m), 는 퍼프 중심의 고도(m), 은 퍼프 개의 총량1 (Bq), 는 방향의 풍속(m/s), 

는 풍하 방향으로의 확산폭(m), 는 직각방향으로의 확산폭(m), 는 연직방향으로의 확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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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m) .

위와 같은 퍼프 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대표적인 모델이 이다 는CALPUFF[1.24] . CALPUFF

기상모듈인 과 확산모듈인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은 진단CALMET CALPUFF . CALMET

및 예측 기상장을 생성할 수 있는 기상 모델링 프로그램이며(diagnostic) (prognostic) ,

는 오염물질의 화학적 변화 및 건 습 침적 지형 건물효과 등의 오염물질의 거동을CALPUFF · , ,

모델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환경보호청 는 를 환경오염 물질의. (US EPA) CALPUFF

장거리 수송과 기상장의 공간변화나 무풍 기류의 재순환 과 정체현상(calm), (recirculation)

지형이나 해안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상태를 해석하는 규제용 모델(stagnation),

로 채택한다.

(2) 평탄지형 야외확산실험 모사

평탄지형인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일대에서 년 월 일과 월 일 새벽 회의 추2013 6 14 6 24 2

적자 확산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지역에서 기상측정 장치를 설치해 초 간격으로 풍향 풍속. 2 ,

을 측정하였다 바람장과 추적자의 확산을 모사하기 위해 좌표체계를 이용하였다 표. UTM .

에 평지확산 실험모사를 위한 계산조건을 나타내었다 계산영역의 남서쪽 의1.25 . UTM

 좌표는 이며 간격으로 의 격자를 구성하였다 계산(347645, 4022476) 15 m 100×100 .

시간의 간격은 초이며 계산시간 간격마다 개의 퍼프가 방출되도록 하였다300 99 .

표 1.25. 평지확산 실험 모사를 위한 계산 조건

계산 조건 적용 값

Grid origin

(reference point)

X (Easting, km) 347.645

Y (Northing, km) 4022.476

Grid spacing ( )∆ 0.015 km

Domain size
Nx 100

Ny 100

Projection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Number of vertical layers 7

Time zone UTC+0900

Modeling period
2013/6/14/03:00 2013/6/14/04:00 (1st)–

2013/6/21/03:00 2013/6/14/04:00 (2nd)–

Emission rate
0.99 kg (1st)

1 kg (2nd)

Datum Korea Geode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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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실험의 추적자 포집기간동안 방출점 에서 방출율은2013 6 14 (348372, 4023099)

를 유지하였다 그림 은 추적자의 확산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기상0.99 kg/hr . 1.46

측정지점과 방출점을 나타낸다 실험지역에서 운영한 기상 측정장치 중 개 지점의 자료를 사. 3

용하였다 그림 은 추적자의 방출과 포집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방출점과 근접한. 1.47

에서 초 간격으로 측정된 바람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풍속 미만의 정온Met.-B 2 0.5 m/sec

상태는 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북풍과 북서풍이 전체풍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0.33% .

확인할 수 있으며 최고 풍속은 로 나타났다 그림 은 초 간격으로 계산된1.4 m/sec . 1.48 300

바람장과 추적자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추적자 포집이 시작된 년 월 일. 2013 6 14

의 풍속이 년 월 일 의 풍속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03:00:00 2013 6 14 03:15:00

전체 계산영역의 중앙에서 동쪽부근의 풍속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는 초 간격으로 계산된 추적자 농도의 시간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추적자는1.49 300 1 .

풍하 방향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고 농도는 방출점의 남쪽방향에 위치한다 이것은 북풍.

이 우세하여 대부분의 추적자가 풍하방향인 방출점의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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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성구 학하동 실험 방출점 및 기상측정지점 년 월 일1.46. (2013 6 14 )

그림 유성구 학하동 바람장미 년 월 일1.47. (2013 6 14 03:00:00~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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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성구 학하동 평지시험 바람장 및 추적자 농도분포 년 월 일1.48. (2013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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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성구 학하동 평지실험 시간 평균농도 년 월 일1.49. 1 (2013 6 14 03:00:00~04:00:00)

년 월 일 실험에서는 포집기간동안 방출점 에서 의 추2013 6 21 (348401, 4023443) 1 kg/hr

적자를 방출하였다 그림 은 추적자의 확산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상 기상 측정. 1.50

지점과 방출점을 나타낸다 실험지역에서 운영한 기상 측정장치 중 개 지점의 자료를 바람장. 8

생성에 사용하였다 그림 은 추적자의 방출과 포집이 이루어지는 시간동안 방출지점에서. 1.51

가장 가까운 에서 초 간격으로 측정된 바람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풍속Met.-A 2 0.5

미만의 정온상태는 로 월 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북풍과 북동풍이m/sec 19.56% 6 14 .

우세하였으며 최고풍속은 로 나타났다 그림 는 초 간격으로 계산된 바람1.7 m/sec . 1.52 300

장과 추적자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의 는 년 월 일 에서. 1.52 (a) 2013 6 21 03:00:00

의 바람장과 추적자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바람은 전체 계산영역에서 대체적03:05:00 .

으로 북서풍이 우세하여 추적자는 남동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2

의 는 에서 의 바람장과 추적자의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의(b) 03:15:00 03:20:00 1.52

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은 실험기간인 월 일 에서(a) . 1.53 6 21 03:00:00 04:00:00

까지 시간의 추적자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방출점의 남쪽과 남동쪽으로 추적자가 확산되1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출지점 인근의 바람은 북풍과 북동풍이 우세하여 방출점 남쪽과 남.

서쪽으로 추적자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다른 분포를 보인 것은 계산영역의 남동

부근에서는 북서풍이 우세하여 추적자가 남동쪽으로 분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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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성구 학하동 평지실험 방출점 및 기상측정지점 년 월 일1.50. (2013 6 21 )

그림 유성구 학하동 평지실험 바람장미 년 월 일1.51. (2013 6 21 03:00:00~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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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성구 학하동 평지실험 바람장 및 추적자 농도분포 년 월 일1.52.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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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성구 학하동 평지실험 시간 평균농도 년 월 일1.53. 1 (2013 6 21 03:00:00~04:00:00)

(3) 복잡지형 야외확산실험 모사

① 차실험1

해안 복잡지형인 경주시 나아리 인근 월성원자력부지에서 년 월 일과 월 일 밤2013 12 3 12 4

에 회의 추적자 확산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서와 동일하게 실험지역에 기2 .

상측정 장치를 설치해 초 간격으로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였다 바람장과 추적자의 확산을 모2 .

사하기 위해 좌표체계를 이용하였다 표 에 해안 복잡지형 확산모사를 위한 계산UTM . 1.26

조건을 나타내었다 계산영역의 남서쪽 의 좌표는 이며 미터. UTM (x,y) (542268, 3951538) 15

간격으로 의 격자를 구성하였다 계산시간의 간격은 초이며 계산시간 간격마다100×100 . 300

개의 퍼프가 방출되도록 하였다 그림 는 방출점의 위치와 기상관측지점을 나타낸 것이99 . 1.54

다 월성원자력부지는 산과 인접한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기상관측은 가파른 언덕을 피해 비.

교적 설치가 용이한 지점에서 실시하였다 추적자의 방출점은 실험 당일 풍향을 고려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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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그림 는 계산영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의 바람장미를 나타낸 것이다 서. 1.55 Met.-C .

풍과 북서풍이 우세하였으며 유성구 학하동의 평지실험에 비해 풍속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1.26. 해안 복잡지형 확산 실험 모사를 위한 계산 조건

계산 조건 입력 값

Grid origin

(reference point)

X (Easting, km) 542.268

Y (Northing,km) 3951.538

Grid spacing ( )∆ 0.015 km

Domain size
Nx 100

Ny 100

Projection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Number of vertical layers 7

Time zone UTC+0900

Modeling period
2013/12/03/22:30 2013/12/03/23:30 (1st)–

2013/12/04/20:00 2013/12/04/21:00(2nd)–

Emission rate
2.35 kg/hr (1st)

2.35 kg/hr (2nd)

Datum Korea Geodetic System

그림 은 첫 번째 실험인 년 월 일 분부터 분 분부터1.56 2013 12 3 22:30 22:35 , 23:25 23:30

분까지의 추적자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북서풍으로 인해 남동방향으로 추적자가 확산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추적자를 포집한 시간인 분부터 분까지의 시. 1.57 22:30 23:30 1

간 평균 추적자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농도분포는 그림 과 유사한 경향. 1.56

을 나타내었다.

그림 는 두 번째 실험인 년 월 일 분부터 분 분부터1.58 2013 12 4 20:00 20:05 , 20:55 21:00

분까지의 추적자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실험의 추적자 농도분포와 유사한 경향.

을 보이지만 두 번째 실험의 풍속은 첫 번째 실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관측되었다 그림.

는 추적자를 포집한 시간인 분부터 분까지 시간 평균 추적자의 농도분포를1.59 20:00 21:00 1

나타낸 것이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남동방향에 추적자가 집중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야외확산실험의 결과와 대기확산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검증은 차기년도에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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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잡지형 실험의 방출점 및 기상측정지점 년 월 일 일1.54. (2013 12 3 4 )∼

그림 복잡지형 확산실험 시 바람장미 년 월 일1.55. (2013 12 03 22:30:00~2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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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잡지형 확산실험 시 바람장 및 추적자 농도분포 년 월 일1.56. (2013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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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잡지형 확산실험시 시간 평균농도 년 월 일1.57. 1 (2013 12 03 22:3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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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잡지형 확산실험시 바람장 및 추적자 농도분포 년 월 일1.58. (2013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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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잡지형 확산실험시 시간 평균농도 년 월 일1.59. 1 (2013 12 04 20:00~21:00)

② 차 실험2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에서 발간한 원자력시설(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의 대기확산을 해석하기 위한 지침인 는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을 직선궤Reg. Guide 1.145

적의 가우시안 플륨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안정도와 풍속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의 식을 에서 사용한다3 Reg. Guide 1.145 .

    


(1.36)

    


(1.37)

  


(1.38)

여기서 ≤  인 경우  이고,   인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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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대기확산인자,  는 고도의 평균풍속10 m , 는 수평방향의 확산인자, 는 수

직방향의 확산인자 는 바람방향과 직각방향의 건물 단면적, A , 는 저풍속 시 사행효과를 고

려한 수평확산인자 은 사행효과보정인자를 나타낸다, M .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에 유리한 기상조건을 나타내는 대기안정도가 이거나 풍속A, B, C 6

이상이면 식 과 식 로 계산된m/sec (1.36) (1.37)  중 큰 값을 대기확산인자로 사용한다.

대기가 안정 상태인 이며 풍속 미만이면 식 와 식 로 계산D, E, F, G 6 m/sec (1.36) (1.37)

된  중 큰 값과 식 으로 계산된(1.38)  와 비교하여 작은 값을 대기확산인자로 선택한

다.

에서 제시하는 가우시안 플륨 모델식은 개의 풍하방향만을 고려하Reg. Guide 1.145 16

는 직선궤적의 가우시안 플륨모델이다 이는 원자력시설의 규제를 위해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

나 방출점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개 방향의 농도를 비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산실험의16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산실험의 실측값과.

모델의 계산값과의 비교를 위해 에 제시된 가우시안 플륨 모델식에 좌Reg. Guide 1.145 y, z

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우시안 플륨 모델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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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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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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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추적자의 대기 중 농도(x, y, z) ( g/mχ μ 3 는 추적자 방출률), Q ( g/s),μ σyi 및 σzi

는 각각 수평 수직 확산인자 는 유효방출고도, (m), H (m) Ui는 풍속 는 입력되는 풍향(m/s), n ,

풍속 대기안정도의 개수이며, , Mij 는 사행효과 보정계수를 나타낸다(x) .

식 부터 식 까지와 같이 수정된 모델식에 방출률(1.39) (1.41) Reg. Guide 1.145 1 g/sec,

방출고도 풍향 도 풍속 대기안정도 매우안정 을 가정하여 계산과정10m, 270 , 2.1 m/sec, F( )

을 모니터링하였다 대기안정도가 이고 풍속이 로 미만이기 때문에 식. F 2.1 m/sec 6 m/sec

와 식 으로 계산된 중 큰 값과 식 로 계산된 와 비교하여 작은 값을 대(1.39) (1.40) (1.41)χ χ

기확산인자로 선택한다 그림 과 그림 은 식 와 식 으로 계산된 대기확. 1.60 1.61 (1.39) (1.40)

산인자를 나타낸다 식 로 계산된 대기확산인자가 크기 때문에 식 의 계산값이 선. (1.39) (1.39)

택된다 그림 는 식 로 계산된 대기확산인자를 나타낸다 식 로 계산된 대기. 1.62 (1.41) . (1.41)

확산인자가 식 의 계산값보다 작으므로 최종적으로 식 로 계산한 값이 그림(1.39) (1.41) 1.63

과 같이 출력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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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식 으로 계산된 대기 중 농도1.6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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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에 실시한 확산실험 기간의 기상상태는 표 과 같다 풍향은 서2014 6 26 22:00 1.27 .

풍과 남서풍을 유지하고 있으며 풍속은 에서 로 저풍속 상태이다 고0.70 m/sec 1.61 m/sec .

층기상관측을 통하여 추정한 대기안정도는 안정 상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E) .

표 실험기간의 기상관측 년 월 일1.27. (2014 6 26 , 22:00-23:00)

Time Wind Direction Wind Speed Stability Class

22:00-22:10, 2014-06-26 243 1.51 5

22:10-22:20, 2014-06-26 244 1.30 5

22:20-22:30, 2014-06-26 241 1.61 5

22:30-22:40, 2014-06-26 248 0.70 5

22:40-22:50, 2014-06-26 247 0.79 5

22:50-23:00, 2014-06-26 256 0.85 5

그림 는 표 의 기상자료를 입력으로 하여 수정된 모델을 이용하여 추1.64 1.27 Reg. 1.145

정한 추적자의 공기 중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플륨의 중심선이 샘플러가 위치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으며 최고농도는, 3.99E+02 으로 방출점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다 그.

림 는 확산실험값과 모델의 추정값을 샘플러의 위치별 비교를 나타낸1.65 Reg. Guide 1.145

것이다 실험 당시. SF6의 배경농도는 1.78E-2 로 나타나 이를 측정값에 반영하였다 플.

륨의 중심선이 통과하는 지점의 측정값은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측정값과 계산값의 비교한 것이다 측정값이 최고로 나타난 포집지점의 모델계산값은1.66 .

측정값의 배 이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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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 평균 추적자 농도 분포 년 월 일 실험1.64. 1 (2014 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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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샘플러의 위치별 추적자 농도 비교 년 월 일 실험1.65. (2014 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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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측정값과 계산값의 농도비교 년 월 일 실험1.66. (2014 06 26 )

표 은 년 월 일 부터 시간 동안 측정한 기상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풍향1.28 2014 7 8 23:30 1 .

은 서풍이 지배적이었으며 실험시작 후 분에는 남서풍 실험종료 전 분경에는 북풍이 나40 , 10

타났다 풍속은 에서 로 저풍속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기안정도는. 0.66 m/sec 1.58 m/sec

매우안정 상태였다 그림 의 추적자의 농도 분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고농도는(F) . 1.67

1.73E+2 이었으며 실험기간 동안 풍향의 변화로 인해 플륨의 분포가 영향을 받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실험당시. 1.68 SF6의 배경농도 1.25E-2 을 고려한 측정

값과 모델의 계산값을 샘플러가 위치한 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계산값은 개의 크고 작은. 4

봉우리가 형성되는 형태지만 측정값은 개의 봉우리를 나타낸다 측정값의 작은 봉우리들에서3 .

의 농도는 계산값과 형태가 근사하지 않지만 큰 봉우리 부분에서는 계산값과 형태가 매우 근

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는 측정값과 계산값을 비교한 것이다 측정농도가1.69 . 10 부근에서는 측정값이

계산값보다 다소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측정값이. 20 을 넘어가는 고농도영역에서는 계

산값이 에서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1.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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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험기간의 기상관측 년 월 일1.28. (2014 6 26 , 23:30-00:30(+1))

Time Wind Direction Wind Speed Stability Class

23:30-23:40, 2014-07-08 260 1.54 6

23:40-23:50, 2014-07-08 270 1.58 6

23:50-24:00, 2014-07-08 257 1.08 6

00:00-00:10, 2014-07-09 220 1.04 6

00:10-00:20, 2014-07-09 258 1.16 6

00:20-00:30, 2014-07-09 354 0.6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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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 평균 추적자 농도 분포 년 월 일 실험1.67. 1 (2014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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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샘플러의 위치별 추적자 농도 비교 년 월 일 실험1.68. (2014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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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결말해석 모델 개발

가. 사고시 인체피폭해석 전산프로그램 개발

(1) 코드 구조 및 입출력설계‧

① 코드의 구조

국내 기술기준 대기확산인자의 누적발생확률로부터 방향별 전 부지 값 중에서( 99.5%, 95%

높은 값을 사고 후 시간 대기확산인자로 선정 에 기반하여 부지적합성평가를 위한 사고결말2 )

해석코드 ACCESS(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Code for Evaluating Site

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그림 에 나타냈다 평가를 위한 해당 부지의 기상 및Suitability) 1.70 .

대기확산 특성자료 예로 결합빈도분포 방출유형 건물의 최소단면적 등 와 가지 평가모델( , , ) 3

모델 모델 모델 이 선택되면 모델에 따른 사고후 시간 대(NRC-M , CNSC-M , MACCS2-M ) 2

기확산인자 및 사고후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가 평가된다 여기서 모델 은 미국 원. “NRC-M ”

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에서 권고하는 경수로의 설계기준사고시 부지적합성평가를1.145

위한 사고결말평가 피폭선량평가 포함 모델과 입력변수 값을 적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

모델 은 대기확산모델의 기본 골격하에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CNSC-M ” Reg. Guide 1.145

회에서 권고하는 중수로에 대한 사고결말해석의 특성을 반영한 수정된 모Reg. Guide 1.145

델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델 은 모델의 기본 골격하에 확률. “MACCS2-M ” Reg. Guide 1.145

론적 사고결말해석코드인 코드의 대기확산인자 평가특성을 반영한 수정된MACCS2 Reg.

모델이다 또는 모델을 선택하면 동시에 지표농도를 평Guide 1.145 . CNSC-M MACCS2-M

가한다 선량평가 특성인자 사고후 시간대별 핵종 방출량과 호흡률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 방. ( ,

출분율 선량계수 등 을 선택하게 되면 피폭경로별 선량이 계산된다 이때 선량계수는 한국원, ) .

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선량계수 제공 프로그램으로부터 자동으로 평가핵종에 대한 값을 불러

들어와 계산에 적용된다 계산된 피폭선량은 선량기준치 또는. (10CFR100.11

와 비교하여 기준치대비 평가결과의 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10CFR50.34[1.25]) .



- 139 -

그림 코드의 계산 구성도1.70. ACCESS

② 입력창의 설계

코드에서 계산모듈은 을 사용하여 작성했으며 윈도우 환경에서EXCESS Visual Basic , GUI

입력자료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물리,

적 거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은 코드의 시작화면이다. 1.71 ACCESS .

그림 코드 시작화면1.71.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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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의 입력창이 뜨게 되고 화면의 오른쪽에 자료선택 버튼을, “ ”

클릭하게 되면 원전부지별로 내장된 기상 및 시설 특성자료를 불러 올 수 있거나 신규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지의 대기확산인자 평가모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하게 되면 각. 3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권고하는 수평 및 수직확산계수 평가모델이 선택된다 만일 사용자가 선.

택한 모델에서 권고 이외의 다른 확산계수를 적용하기를 원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평

가할 수 있다 또는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지에 대한 표면. CNSC-M MACCS2-M

거칠기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그림( 1.72).

그림 코드 대기확산평가 모델 선택 화면1.72. ACCESS

호흡률은 가지 다른 호흡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3 , Reg. Guide

에서 권고하는 에 기반하는 사고 후 시간대별 호흡률이 선택된다1.4 ICRP-2[1.26] . CNSC-M

또는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표침적에 의한 플륨의 감손을 반MACCS2-M

영한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하나 만일 사용자가 지표침적의 반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다시 선택하면 표식이 삭제되어 지표침적에 의한 플륨의 감손을 반영하지 않은 대기확

산인자를 평가하게 된다 기타 건물의 와류효과 기류의 재순환 및 정체에 대한 보정 정온의. , ,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73).

그림 코드 계산방법 선택 화면1.73. ACCESS

사용자가 계산 정보를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한 화면이다 평가 대상부지 기상관측기간 방. , ,

사성물질의 방출유형 등의 내용이 입력된다 그림(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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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드 계산 내용 요약 화면1.74. ACCESS

원자력시설의 특성인자를 입력하는 창으로 건물와류에 의한 추가적 대기확산을 반영한다.

또한 측정된 기상자료의 관측높이와 방사성물질의 방출높이가 다를 경우 기상자료의 보정을

위한 화면이다 그림( 1.75).

그림 코드 건물특성 관련 변수 화면1.75. ACCESS

기상자료는 연간 결합빈도분포가 사용되며 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생의 백분율 또는

시간 수로 입력 할 수 있다 결합빈도분포는 다양한 형태로 보여 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 ,

든 대기안정도와 모든 풍속에 대해 결합빈도분포를 보여 준다 발생빈도의 크기에 따라 색상.

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한 눈에 쉽게 해당 기상의 발생빈도가 어떤 조건에서 높은지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만일 사용자가 보다 상세한 결합빈도분포를 확( 1.76).

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펼쳐 보기 를 클릭하게 되면 대기안정도별로 결합빈도분포를 확인할“ ”

수 있다 그림( 1.77).

그림 코드 결합빈도분포 화면 줄여보기1.76. ACC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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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드 결합빈도분포 화면 펼쳐보기1.77. ACCESS ( )

사고 후 시간대별 핵종의 방출량이 그림 과 같이 입력되면 핵종별 피폭경로별 피폭장기1.78 / /

별 선량계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에 근거하여 개발된ICRP-60[1.27] Handbook of

프로그램으로부터 자동으로 연동하여 불러 들여와 피폭선량 계산에 활용된Dose Coefficient

다 그림 및 그림( 1.79 1.80).

그림 코드 시간대별 방출량 화면1.78.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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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작화면1.79. Handbook of Dose Coefficient

그림 의 선량계수 화면1.80. I-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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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력창의 설계

입력자료가 완료되면 평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산수행완료 라는 메시지가 뜨면 종료 버“ ” , “ ” “ ”

튼을 클릭하여 모든 계산이 완료된다 출력에는 계산된 주어진 지점에 대한 방향별 및 전부지.

에 대한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 그림 선량평가에 적용된 대기확산인자 호흡률 등 다양( 1.81), ,

한 계산정보와 함께 핵종별 피폭경로별 유효선량 및 갑상선 등가선량에 대한 결과가 제공된다

그림( 1.82).

그림 사고후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 결과1.81.

그림 사고후 시간대별 피폭선량 결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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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중수로 통합 사고시 선량평가코드 개발· (ACCESS)

경수로 평가체제인 의 규제지침 권고지침을 기반으로 중수로 평가체제인U. S. NRC 1.145

권고와 확률론적 사고결말해석 평가코드 에서의 대기의 물CAN/CSA-N288.2-M91 MACCS2

리적 거동 및 선량평가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 사고결말 선량평가 코드 ACCESS(Accident

를 개발하였다Consequence Assessment Code for Evaluating Site Suitability) .

코드에서 대기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기상의 통계적 발생확률을 나타내는 결합빈도ACCESS

분포 자료를 사용한다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거동을 차별화하(joint frequency distribution) .

기 위해 지표방출과 고도방출로 방출유형을 구분한다 지표방출의 경우의 건물와류효과와 사.

행효과에 의한 추가적 확산을 반영한다 고도방출의 경우에는 부력에 의한 플륨의 상승과 지.

형의 높이에 따른 유효고도가 반영된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에 기술된 모. Reg. Guide 1.145

델과 동일하다 개 방위의 개 지점의 거리에 대해 사고 후 시간 피폭선량과 사고 후 전. 16 2 2

기간에 대한 피폭선량이 평가된다 코드는 가지 대기확산 평가모델 모델. ACCESS 3 (NRC-M ,

모델 모델 을 선택할 수 있다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침CNSC-M , MACCS2-M ) . NRC-M

적에 의한 플륨의 감손을 고려치 않으며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과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이 평가된다 과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표면거칠기에 따른 추가적. CNSC-M MACCS2-M

수직확산과 함께 지표침적에 의한 플륨의 감손을 보정한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한다 이 때 대.

기확산인자는 핵종군별 침적특성에 따라 가지의 대기확산인자 불활성기체 입자상핵종 원소4 ( , ,

형 요오드 유기형 요오드 가 계산된다 핵종별 대기확산인자를 사용하여 방사능운에 의한 외, ) .

부피폭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이 평가된다 피폭선량은 표준인 일, , . (

반적으로 성인 의 유효선량과 갑상선 등가선량이 평가된다) .

다음은 가지 모델에 대한 대기확산인자 평가방법을 기술한다 윗 첨자3 . 와 은 각각

및 에서 적용하는 모델을 나타낸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과 평가방법론CNSC-M MACCS2-M .

은 앞 절에 이미 기술되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모델NRC-M①

사고후 시간 대기확산인자2○

지표방출⦁




 

    


(1.4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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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  

사행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인자 값은 의 규제지침 에 제시한 바와 같U. S. NRC 1.145

이 풍속과 대기안정도에 따라 달리 주어진다 대기가 중립 대기안정도 분류. (Pasquill-Gifford

등급의 또는 안정 대기안정도 분류등급의 하고 풍속이D) (Pasquill-Gifford E, F, G) 6m/sec

이하인 경우에는 방사능운의 사행효과를 고려한다 이러한 기상조건에 대하여 식 와 식. (1.42)

으로 계산한 대기확산인자 값을 비교하여 보다 큰 값을 선택하고 이 값을 식 에(1.43) , (1.44)

따라 계산한 값과 비교하여 보다 낮은 값을 선택한다 대기가 불안정 대기. (Pasquill-Gifford

안정도 분류등급의 하거나 풍속이 보다 클 경우에는 플륨의 사행효과를 고A, B, C) 6 m/sec

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상조건에서는 식 와 식 으로 계산한 대기확산인자 값 중. (1.42) (1.43)

에서 보다 큰 값을 선택한다.

고도방출⦁




 

  


exp




 
 




 (1.45)

고도방출 조건(Fumigation )⦁




 

 
 


(1.46)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지표방출⦁




 








  

  


(1.47)




 






  


(1.48)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는 식 과 식 으로 계산된 값 중에서 보다 큰 값이 선택된(1.47) (1.4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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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방출⦁




 





 


exp




 
 




 (1.49)

모델CNSC-M②

지표방출⦁




 


 

    



 (1.50)




 

 
 

 



 (1.51)




 

 
 

 



   (1.52-1)




  

  



 ≤  (1.52-2)

여기서, 
  exp








 

 
  이다.


 는 침적에 의한 플륨감손 보정인자이며 첨자, 은 다른 침적속도를 갖는 핵종군을 나타

낸다 대기확산인자 값의 선택은 상기 모델에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풍속. NRC-M .

이 를 분기점으로 사행효과의 반영의 유무로 인한 대기확산인자의 불연속성을 방지하2 m/sec

지 위해 에 제시된 사행효과 보정인자Reg. Guide 1.145 ( 와 유사한 보정인자) (  의 개념)

이 도입되었다.

사행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식 과 사행효과를 반영한 식 의 비교를 통해 사(1.52-1) (1.52-2)

행효과 모델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단일 식으로 표현되며 이 때 보정인자NRC-M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53)

 ,   sec (1.54)

 


 


≤ sec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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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리의 함수로 평가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와 같다 만일1.29 .    의 경우에는

즉 사행효과가 없는 경우로 간주한다1.0, .

표 1.29. 권고 대기확산모델로 부터 유도된 사행효과 보정인자CAN/CSA-N288.2-M91

거리(m)
대기안정도 등급

A B C D E F G

10 0.71 0.98 1.42 1.96 2.61 3.92 5.88

100 0.72 0.98 1.43 1.97 2.62 3.94 5.9

1,000 0.75 1.03 1.49 2.05 2.74 4.11 6.16

10,000 1 1 1.29 1.77 2.36 3.54 5.3

100,000 1 1 1 1 1 1 1.24

캐나다 원자력공사 에서 개발된 중수로의 사고결말평가 코드인 은 월성 호기(AECL) ADDAM 1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 적용되었다 동 코드는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1.83

풍속 을 분기점으로 서로 다른 모델 식을 적용함으로써 자연의 물리적현상으로는 설2 m/sec

명하기 어려운 대기확산인자의 불연속성이 발견되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문이 국내 규제기

관에서 의해 제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의 권고 방법과 동일하게 풍속이. Reg. Guide 1.145

에서 구간에서 대기안정도별로 사행효과 보정인자를 다음과 같이 로그내삽2 m/sec 6 m/sec

하여 활용함으로써 풍속에 따른 대기확산인자의 불연속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log log

log  log
  log   log (1.56)


   exp  log   (1.57)

여기서, 
   , 

    (1.58)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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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드로 평가된 대기확산인자의 불연속성1.83. ADDAM

그림 는 에서 권고하는 사행효과 보정인자와 코드에서1.84 Reg. Guide 1.145 ACCESS

모델의 선택시 적용되는 대표적 특정거리에 대한 사행효과 보정인자를 나타냈다CNSC-M .

모델과 유사하게 이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행효과의 감소를 반영한다NRC-M 800 m .


 

  
 

 
 ,   (1.60)

사행효과가 고려되는 풍속이 이하의 기상조건에 대해 식 과 식 으로6 m/sec (1.50) (1.51)

계산한 대기확산인자 값을 비교하여 보다 큰 값을 선택하고 이 값을 식 에 따라 계산한, (1.53)

값과 비교하여 보다 낮은 값을 선택한다 풍속이 보다 클 경우에는 플륨의 사행효과. 6 m/sec

를 고려하지 않으며 이 기상조건에서는 식 와 식 으로 계산한 대기확산인자 값, (1.50) (1.51)

중에서 보다 큰 값을 선택한다.

고도방출⦁




 

 
 

 


exp




  
 




 (1.61)

고도방출 조건(Fumigation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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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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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드에 적용된 사행효과 보정인자1.84. ACCESS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지표방출⦁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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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값의 선택은 상기 모델에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Reg. Guide 1.145

하다.

고도방출⦁




 





 

 


exp




  
 




 (1.65)

모델MACCS2-M③

지표방출⦁




 


 

    



 (1.66)




 

 
 

 



 (1.67)




 

 
 





 (1.68)

여기서 
  exp










 
 이다 대기확산인자 값의 선택은 상기 모. NRC-M

델에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다.

고도방출⦁




 

 
 

 


exp




 
 




 (1.69)

고도방출 조건(Fumigation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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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지표방출⦁




 








  

  



 (1.71)




 






 

 



 (1.72)

대기확산인자 값의 선택은 상기 모델에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다NRC-M .

고도방출⦁




 





 

 


exp




 
 




 (1.73)

상기 식으로 계산된 사고 후 계산된 대기확산인자 값의 방향별과 부지전체에 대해 연간 누

적발생확률을 구하고 방향별 누적발생확률의 에 해당하는 대기확산인자 값과 부지전체99.5%

누적발생확률의 에 해당하는 대기확산인자 값 중에서 높은 값을 최종적으로 사고시 시간95% 2

대기확산인자 값으로 결정한다 사고 후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는 시간 대기확산인자와 연간. 2

평균 대기확산인자 값을 로그 내삽하여 구한다.

또는 모델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지표농도CNSC-M MACCS2-M

(, Bq/m
2 를 평가한다) .

  
 
  


  (1.74)

여기서 
 
  

는 침적을 고려치 않은 대기확산인자(sec/m3),  는 시간대별 핵종의 방

출량 이다(Bq) .

제한구역경계 의 적절성 평가(EAB)④

상기 각 모델로부터 사고 후 시간 대기확산인자 값을 사용하여 제한구역경계의 피폭선량은2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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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운으로부터 피폭선량○


  ×




× (1.75)

여기서 
 는 방사능운으로부터의 피폭선량(m ),㏜ 는 사고후 시간 대기확산인2

(sec/ ),㎥ 
는 방사능운에 의한 선량계수 그리고((m /hr)/( / )),㏜ ㏃ ㎥ 는 해당 시간대동안

방사성핵종의 방출량 이다( ) .㏃

흡입에 의한 피폭선량○


  ××× (1.76)

여기서 
 는 흡입에 의한 피폭선량(m ),㏜ 는 흡입률( /sec),㎥ 

는 흡입에 의한 선

량계수 이다(m / ) .㏜ ㏃

지표침적 피폭선량○


 ×× (1.77)

여기서 
 지표침적에 의한 피폭선량(m ),㏜ 

는 지표침적에 의한 선량계수(m /hr㏜

per /m㏃ 2),  피폭기간 이다(hr) .

총 피폭선량○

 
  

 
 (1.78)

저인구지대 의 적절성 평가(LPZ)⑤

상기 각 모델로부터 사고 후 전 기간동안의 각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 값을 사용하여 저인

구지대에서 피폭선량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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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운으로부터 피폭선량○


 





 ××
 (1.79)

여기서 는 사고후 시간대별 대기확산인자(sec/ ),㎥ 는 사고후 시간대별 방사성핵

종의 방출량 이다( ) .㏃

흡입에 의한 피폭선량○


 





× × ×
 (1.80)

지표침적 피폭선량○


 





×
×  (1.81)

총 피폭선량○

 
  

 
 (1.82)

(3) 종합비교검증

① 주기적안전성평가

월성원전부지의 기상관측탑 높이에서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 측정된 기상10 m 2008 2010 3

자료를 적용하였다 그림 와 그림 은 월성원전부지의 기상관측탑에서 측정된. 1.85 1.86 10 m

와 에서 바람장미 와 대기안정도 발생빈도를 보여준다 북서계열과 남서계열58 m (wind rose) .

이 비교적 우세하였다 대기안정도가 중립 안정도등급 과 약간안정 안정도등급 가 각각. ( : D) ( : E)

로 가장 많은 발생확률을 나타내며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값의 결정에 중요한30.7%, 35.2% ,

영향을 미치는 대기안정도가 안정 안정도등급 매우안정 안정도등급 은 각각 와( : F), ( : G) 12.68%

를 나타냈다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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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월성원전부지 바람장미 측정높이 측정기간 년1.85. ( : 10 m, : 2008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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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월성원전부지 대기안정도 발생확률 측정기간 년1.86. ( : 2008 2010 )∼

코드에 내장된 가지 모델 모델 모델 모델 에ACCESS 3 (NRC-M , CNSC-M , MACCS2-M )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해 기존 선원항 평가방법 을 사용하여 방출점으로부터(TID-14844) 700

지점에서 평가한 사고후 시간 대기확산인자 값 방향별 값과 전체부지 값 중m 2 ( 99.5% 95%

에서 큰 값 을 표 에 나타냈다 모델과 모델에서 표면거칠기는) 1.30 . CNSC-M MACCS2-M 1

로 가정하였다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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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델에 따른 사고 후 시간 대기확산인자1.30. 2

항 목
대기확산인자 (sec/m3)

NRC-M CNSC-M MACCS2-M

플륨감손 미반영 4.33×10-4 3.66×10-4 2.46×10-4

플륨감손 반영

불활성기체 - 3.66×10-4 2.46×10-4

입 자 - 3.50×10-4 2.39×10-4

요오드 원소형( ) - 2.35×10-4 1.88×10-4

요오드 유기형( ) - 3.64×10-4 2.45×10-4

요오드 입자형( ) - 3.50×10-4 2.39×10-4

주 모델에서 수평확산계수는 곡선 수직확산계수은 곡선을 적용( 1) NRC-M Tadmor-Gur , Martin-Tikvart

주 모델에서 수평확산계수는 의 곡선 수직확산계수은 곡선을 적용( 2) CNSC-M Briggs rural , Smith-Hosker

주 모델에서 수평 수직 확산계수는 곡선 적용( 3) MACCS2-M / Tadmor-Gur

플륨감손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지 모델의 방법에 따라 평가된 사고후 시간 대기확산인3 2

자는 각각 4.33E-04 sec/m3 3.66E-04 sec/m3, 2.46E-04 sec/m3 평가되었다 즉.

모델과 모델로 평가된 값은 모델로 평가된 값의 각각CNSC-M MACCS2-M NRC-M 8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두 모델의 특성인 플륨의 감손을 고려하였을 경우 시간 대기확산57% . 2

인자는 이 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지표침적으로 인해 플륨의 감손이 가장 많은 원소형 요오드

의 경우는 모델로 평가된 값의 각각 수준을 나타냈다 기존 선원항 평가NRC-M 54%, 43% .

방법론에 따라 경수로 의 냉각재 상실사고시 사고후 시간동안 핵종별 방출량은(APR-1400) 2

표 에 나타냈다1.31 .

표 냉각재 상실사고시 사고후 시간동안 핵종별 방출량1.31. 2

핵종 방출량 (Bq) 핵종 방출량 (Bq)

Kr-85m 1.19×1014 Cs-137 1.00×103

Kr-85 5.03×1012 Xe-131m 5.18×1012

Kr-87 1.73×1014 Xe-133m 2.27×1013

Kr-88 3.19×1014 Xe-133 7.44×1014

I-131 2.84×1013 Xe-135m 2.87×1013

I-132 3.40×1013 Xe-135 2.31×1014

I-133 6.02×1013 Xe-137 3.09×1013

I-134 4.63×1013 Xe-138 1.47×1014

I-135 5.46×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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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원항을 적용하여 가지 모델 방법에 따라 평가한 피폭선량의 평가결과를 표 에3 1.32

나타냈다 요오드는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가장 높은 원소형형태 의 환경방출을 가정하. 100%

였다 유효선량의 경우 모델로 계산된 결과에 비해 모델 및. NRC-M CNSC-M MACCS2-M

모델의 결과는 각각 약 수준을 나타냈다 갑상선 등가선량의 경우는 각각60%, 47% . 55%,

수준을 나타냈다 모델에 기반한 유효선량의 경우 방사능운 외부피폭은43% . NRC-M 18%,

흡입 내부피폭은 정도를 나타냈고 갑상선 등가선량의 경우 방사능운 외부피폭은 흡82% , 1%,

입 내부피폭이 정도를 나타냈다 모델에 기반한 유효선량의 경우 방사능운 외99% . CNSC-M

부피폭은 흡입 내부피폭은 지표침적 외부피폭은 정도를 나타냈고 갑상선 등23%, 74%, 3% ,

가선량의 경우 방사능운 외부피폭은 흡입 내부피폭이 지표침적 외부피폭의 영향은2%, 98%,

미미한 수준이었다 모델에 기반한 유효선량의 경우 방사능운 외부피폭은. MACCS2-M 21%,

흡입 내부피폭은 지표침적 외부피폭은 정도를 나타냈고 갑상선 등가선량의 경우 방76%, 3% ,

사능운 외부피폭은 흡입 내부피폭이 마찬가지로 지표침적 외부피폭의 영향은 미미1%, 99%,

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적용모델에 따른 피폭선량1.32.

모델명
유효선량 (mSv) 갑상선등가선량 (mSv)

방사능운 흡입 지표침적 합계 방사능운 흡입 지표침적 합계

NRC-M 28.8 132 - 160 30.0 2,500 - 2,530

CNSC-M 22.3 71.5 2.71 96.5 23.2 1,360 2.66 1,380

MACCS2-M 15.4 57.2 2.17 74.8 16.1 1,090 2.13 1,100

② 실험치와 비교

그림 부터 그림 까지는 월성원자력부지에서 실시한 확산실험 자료를1.87 1.90 NRC-M,

모델로 모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에 나타난 년CNSC-M, MACCS2-M . 1.88 2013 12

월 일에 실시된 실험은 측정값이 모델의 추정값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4

그 외의 실험은 전체적으로 모델의 추정값이 실험값에 비해 다소 큰 경향을 보였다.

전체 포집지점에 대한 의 추정값과 실측값을 비교하기 위NRC-M, CNSC-M, MACCS2-M

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도구를 사용하였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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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랫첨자 와 는 각각 측정값과 모델의 추정값을 나타내며o p 와 는 각각 측정값과

추정값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상관계수 은 과 사이 값으로 나타나며 에 가까울수록 측. r 0 1 1

정값과 모델의 추정값이 잘 일치함을 의미한다.

 
 


 

(1.84)

의 값이 에 가까우면 실험값과 추정값이 잘 일치함을 의미한다FB(Fractional Bios) 0 .

 


  


(1.85)

는 측정값값과 모델의 추정값 간의 전체적인 편차NMSE(Normalized Mean Square Error)

를 나타낸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두 값들의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에 확산실험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년 월 일에1.33 . 2014 6 26

실시된 실험을 모델로 모사한 결과는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정NRC-M .

값이 실험값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추정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CNSC-M,

에서는 상관계수가 로 비교적 양호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년 월MACCS2-M 0.65 . 2014 12 4

일에 실시된 실험의 경우 와 가 양의 값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모델의 추정값이 실험FB NMSE

값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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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측정값의 모델의 추정값간의 통계적 비교1.33.

항 목 r FB NMSE

년 월 일2013 12 3 (NRC-M) 0.90 -0.59 -0.31

년 월 일2013 12 3 (CNSC-M) 0.90 -0.13 -0.09

년 월 일2013 12 3 (MACCS2-M) 0.90 -0.07 -0.05

년 월 일2013 12 4 (NRC-M) 0.89 0.16 0.07

년 월 일2013 12 4 (CNSC-M) 0.90 0.45 0.25

년 월 일2013 12 4 (MACCS2-M) 0.90 0.85 0.63

년 월 일2014 6 26 (NRC-M) -0.08 2.00 55936

년 월 일2014 6 26 (CNSC-M) 0.65 -0.84 -0.14

년 월 일2014 6 26 (MACCS2-M) 0.65 -0.44 -0.09

년 월 일2014 7 8 (NRC-M) 0.59 -0.59 -0.17

년 월 일2014 7 8 (CNSC-M) 0.59 -0.52 -0.15

년 월 일2014 7 8 (MACCS2-M) 0.61 -0.20 -0.07

③ 계산결과 타당성 입증

코드의 계산결과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다음 조건에 대해 수계산ACCESS (hand

으로 계산한 대기확산인자 및 선량평가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거리는 방출점calculation) .

으로부터 대기안정도는 약간 안정상태 등급 풍속은700 m, (Pasquill-Gifford : E), 0.5

표면거칠기는 방출핵종은 의 이 원소형 입자형 유기형m/sec, 1 m, 1 Bq I-131 50%, 30%,

형태로 방출되며 호흡률은20% , 3.47E-04 m3 피폭기간은 방출기간과 동일하게 시간/sec, 2

으로 가정한다.

㉮ 모델NRC-M

○ 대기확산인자

 수평확산계수 () : 1.05×10-1(700)0.9031 = 38.8(m)

 수직확산계수 () : 0.211(700)
0.678-1.3 = 16.6(m)

 대기확산인자 :

sec× ××


 sec (1.86)

sec××××


 sec (1.87)

sec××××


  sec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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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과 식 의 결과를 비교하여 큰 값이 선택되고 식 의 결과와 비교하여(1.86) (1.87) (1.88)

작은 값이 선택되므로 최종적으로 대기확산인자는 3.29E-4 sec/m3이 선택된다.

 결과와 비교 의 결과는ACCESS : ACCESS 3.29E-4 sec/m3로 수계산 결과와 일치하였다.

○ 피폭선량평가

 유효선량

 방사능운 외부피폭

- 원소형

sec ××× sec    

입자형-

sec ××× sec    

유기형-

sec ××× sec    

합계-

  

 오염공기 흡입 내부피폭

원소형-

sec ××××sec  

입자형-

sec ××××sec  

유기형-

sec ××××sec  

합계-

  

 갑상선 등가선량

 방사능운 외부피폭

원소형-

sec ××× sec    

입자형-

sec ×××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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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형-

sec ××× sec    

합계-

  

 오염공기 흡입 내부피폭

원소형-

sec ××××sec  

입자형-

sec ××××sec  

유기형-

sec ××××sec  

합계-

  

 결과와 비교 의 결과는 방사능 외부피폭은 갑상선 등ACCESS :ACCESS 5.93E-15 mSv,

가선량은 로 수계산 결과와 일치하였다3.45E-11 mSv .

㉯ 모델CNSC-M

대기확산인자○

 수평확산계수 () : 

×
  

 수직확산계수 () : ×
×

 

 표면거칠기 보정상수 : ln



    

 
 표면거칠기를 보정한 수직확산계수 : ×   

 대기확산인자 :

sec× ××


 sec (1.89)

sec××××


 sec (1.90)


  sec×

    sec (1.91)

식 과 식 의 결과를 비교하여 큰 값이 선택되고 식 의 결과와 비교하여(1.89) (1.90)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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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값이 선택되므로 최종적으로 대기확산인자는 2.30E-4 sec/m3이 선택된다.

 결과와 비교 로부터 평가된 각 피폭경로별 유효선량과 갑상선 등가선ACCESS : ACCESS

량은 수계산 결과와 일치하였다.

방사성물질의 침적○

 플륨이동시간 :sec


  sec

 플륨감손 보정인자

원소형- : exp





 × 

 × sec× sec 




입자형- : exp





 × 

 × sec× sec 




유기형- : exp





 × 

 × sec× sec 




 보정 대기확산인자

원소형- : sec×  sec

입자형- : sec×  sec

유기형- : sec×   sec

지표농도○

원소형- : sec×
× × sec= 

입자형- : sec×
× × sec = 

유기형- : sec×
× × sec = 

피폭선량평가○

 유효선량

 방사능운 외부피폭

원소형-

sec ×××sec   

입자형-

sec ×××sec   

유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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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sec  

합계-

   

 오염공기 흡입 내부피폭

원소형-

sec××××sec 

입자형-

sec ××××sec  

유기형-

sec ××××sec   

합계-

  

 지표침적 외부피폭

원소형-

×sec ××sec  

입자형-

×sec××sec  

유기형-

×sec  ××sec   

합계-

  

 갑상선 등가선량

 방사능운 외부피폭

원소형-

sec ××× sec    

입자형-

sec ××× sec    

유기형-

sec ××× sec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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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공기 흡입 내부피폭

원소형-

sec ××××sec  

입자형-

sec ××××sec  

유기형-

sec ××××sec  

합계-

  

 지표침적 외부피폭

원소형-

×sec  ××sec  

입자형-

×sec  ××sec  

유기형-

×sec  ××sec  

합계-

  

 결과와 비교 로부터 평가된 각 피폭경로별 유효선량과 갑상선 등가선ACCESS : ACCESS

량은 수계산 결과와 일치하였다.

㉰ 모델MACCS2-M

대기확산인자○

 수평확산계수 () : ×
 

 수직확산계수 () : ×
   

 표면거칠기 보정상수 : 
 



 

 표면거칠기를 보정한 수직확산계수 : ×   

 대기확산인자 :

sec× ××


 sec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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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sec (1.93)

sec××××


  sec (1.94)

식 와 식 의 결과를 비교하여 큰 값이 선택되고 식 의 결과와 비교하여(1.92) (1.93) (1.94)

작은 값이 선택되므로 최종적으로 대기확산인자는 1.31E-4 sec/m3이 선택된다.

 결과와 비교 로부터 평가된 결과는ACCESS : ACCESS 1.31E-4 sec/m3로 수계산 결과와

일치하였다.

지표침적○

방법론과 동일하므로 상기 내용으로 결과 입증을 대체한다CNSC-M .

피폭선량평가○

방법론과 동일하므로 상기 내용으로 결과 입증을 대체한다CNSC-M .

(4) 신기준의 변화에 따른 국내 원전영향분석

① 기존 및 신평가체계 국내원전 적용결과 해석

㉮ 선원항 평가방법론

미국은 경수로를 대표하는 국가로 미국의 기술기준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경수로의 기술기준

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이하 원전 의 인허가 승인을 위한 신청문서인 안전성. ( )

분석보고서 에서는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는 여(Safety Analysis Report: SAR)

러 가상사고에 대해 보수적인 가정과 방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사고에서도 방사성물질에 의한

일반인의 인체피폭이 기준치 이하임을 보임으로써 원전이 공학적으로 안전하기 설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선량 기준치는 사고시 일반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사고결과를 완화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참고 값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 사고에.

서도 방사능에 의한 위해가 낮음을 보여줌으로써 원전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자 하

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사고 에 해당하며 이러(severe accident) ,

한 사고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원전은 설계의 오류 기기의 고장 사람의. , ,

실수 등을 가정하여 예측할 수 있는 사고를 고려하여 설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를 설계기

준사고 라 한다 일본의 원전사고와 같은 노심용융사고를 고려(Design Basis Accident: 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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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모든 생활제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

실을 인식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예로 자동차의 안전성 시험을 통해 판매를 승인할 때 충돌시.

험 등 다양한 시험을 거치게 된다 이때 예기치 못한 모든 사고를 가정하여 안전성 시험을 하.

지 않는다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모두 고.

려하여 설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원전에 적용하면 중대.

사고에 해당한다 중대사고는 원자력 규제기관의 권고사항으로 확률론적안전성분석.

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진단하고 취약점을 보완(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PSA)

함으로써 노심용융과 같은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따라서 본 보고.

서에서 사고라 함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다루는 설계기준사고에 국한한다 원전설계시 방사.

선량의 평가가 요구되는 설계기준사고는 다음과 같다.

 주증기배관 파단사고 (Stem Line Break, SLB)

 주급수배관 파단사고 (Feed-water Line Break, FWLB)

 원자로 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 (RCP Locked Rotor, RCP LR)

 제어봉 이탈사고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CEA)

 격납건물 외부 냉각재유출배관 파단사고 (Letdown Line Break, LDLB)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냉각재 상실사고 (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경수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가 설계기준사고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며LOCA ,

이에 대한 방출 방사선원항의 평가 가정 및 방법은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Atomic Energy

에서 년에 발간한Commission: AEC) 1962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와 년 발간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TID-14844)[1.28] 1974 (Nuclear Regulatory

의 규제지침 에 제시되어 국내외 평가Commission, NRC) (Regulatory Guide, RG) 1.4[1.29]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한편 미국은 년 사고 경험 등으로부터 기존 방사선원항 평가방법이 과도하게, 1979 TMI-2

보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에서는 중대. NRC

사고와 같은 여러 상황을 포함하여 방사선원항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및 실험을 수행하였고,

도출된 결과에 근거한 보다 실제적이고 물리적 현상에 기초를 둔 개선된 방사선원항 대체 방(

사선원항 평가방법을 기술하여 년, alternative source term, AST) 1995

로 출판하였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체 방사선원항 평가방법에 대NUREG-1465[1.30] .

한 규제지침 을 년에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사고 뿐만 아니라 일1.183[1.31] 2000 . LOCA

부 사용후핵연료 취급사고와 같은 비냉각재상실사고 에 대한 지침도 함께 마련한(non-LOCA)

다 신권고안이 마련됨에 따라 원전 설계회사들은 각기 다른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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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하우스 사의 가압경수로 에 대체 방사선원항 평가방법을 준수하(Westinghouse) AP-1000

며 제너럴일렉트릭 사의 비등경수로 은 여전히 기존의 선원항 기술기준을 적, (General) ABWR

용한다.

㉯ 규제지침간 비교

○ TID-14844 (Regulatory Guide 1.4)

미국 에서는 최대가상사고 로 인한 방사성물질의AEC (maximum credible accident, MCA)

환경방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들을 년 로 발표하였다, 1962 TID-14844 .

이후 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규제지침 를 출간하였다 는 원자로 부지NRC 1.4 . TID-14844

선정을 위한 연방규제법 에 적합한 기본가정 및 절차들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10CFR100)

으며 부지선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자 및 세부 내용들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가, .

압 및 비등경수로의 최대가상사고는 주요배관의 파단으로 인한 냉각재 완전상실 및 이로 인한

핵연료 용융으로 설정되었고 사고시 핵연료에 포함된 일부 핵분열생성물이 격납건물을 거쳐,

환경으로 방출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부지선정을 위한 방사선원항 평가 기준으로 전체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가운데 불활성기체

는 할로겐 원소 그리고 고체 입자 가 원자로 건물(noble gas) 100%, (halogen) 50%, (solid) 1%

로 방출된다고 가정하며 방출된 요오드 의 는 격납건물의 내부 표면이나 주변 구, (iodine) 50%

조물에 흡착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 요오드가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으. , 25%

로 간주한다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는 원소형 입자형 유기. (elemental) 91%, (particulate) 5%,

형 로 반영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냉각스프레이와 공기재순환계통 등에 의한 영(organic) 4% . ,

향은 반영하지 않는다 격납건물로부터 환경방사능 방출을 나타내는 원자로건물의 설계누설율.

은 이상으로 진행된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요오드의 방사능이 무시될 수 있는 시0.1%/day ,

점까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환경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확산은 풍속 및 대기안정도 대. ,

기확산인자 등의 기상요소를 고려한 상관식에 의해 분석되었고 격납건물로부터O.G Gutton ,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는 동안에는 풍향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NUREG-1465 (Regulatory Guide 1.183)

에서는 기존에 방사선원항으로 사용된 와 규제지침 등을 대체하NRC DBA TID-14844 1.4

는 방사선원항으로 수십년 동안의 중대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와 규제지NUREG-1465

침 을 발표하였다 방사선원항은 격납건물 내부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1.183 . NUREG-1465

물의 방출 분율을 개의 핵종군으로 나누어 사고진행을 개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를8 5 .

설계기준사고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핵분열생성물의 냉각재방출과 간극 방출 초기노내방출(gap) ,

까지만 고려한다 규제지침 의 경우 를 기반으로 하여 대체로 동일한 내. 1.183 NUREG-1465

용이지만 핵연료취급사고 등의 비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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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표 에는 방사선원항의 규정 요인인 방출시간 및 방출량 방출물의 화학적 형태. 1.34 ,

들을 포함하여 기존의 평가지침인 와 대체 방사선원항을 다루는 에, TID-14844 NUREG-1465

서 제시하는 선원항의 주요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표 방사선원항 주요 특성 비교1.34.

항목
TID-14844

기존 방사선원항( )

NUREG-1465

대체 방사선원항( )

발간연도 1962 1995

적용대상 기존경수로 기존경수로 개량형경수로,

노심용융정도 시 용융LOCA 100%

방출특성 및 시간 순간방출

단계적방출 총 시간( 1.8 )

냉각재방출 초: 10 30∼

간극방출 시간: 0.5

초기노내방출 시간: 1.3

핵종구분

개 그룹3 개 그룹8

불활성기체 100% 불활성기체 100%

요오드 50% 요오드 40%

고체 1%
알칼리금속(Cs, Ru) 30%

기타 등Te, Sr, Ba, La, Ce

요오드 방출분율

노심재고량 기준( )
50%

간극방출: 5%

초기노내방출: 35%

요오드 구성형태

원소형 91% 원소형 4.85%

유기형 4% 유기형 0.15%

입자형 5% 입자형 95%

원자로건물의 대기는 불활성기체와 일부 요오드 핵종들을 제외하면 입자형 에어로졸 형태가( )

대부분이다 요오드 핵종은 가 로 된 입자형으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의 원소형. 95% CsI , 4.85%

과 의 유기형으로 가정된다 격납건물 내 방사선원항 재고 변화량은 노심에서의 방출량0.15% .

과 건물내 대기중 제거량에 관계된다 입자형 요오드의 경우 격납건물 내에 존재하여 건물내.

살수노즐의 작동 및 중력에 의한 침적 확산 등의 자연현상에 의해 상당 부분 제거되므로 사, ,

고 후 시간에 따라 환경으로의 방출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 격납건물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항의 농도와 누설율 등으로부터 제한구역경계 의(Exclusion Area Boundary, EAB)

거리와 주제어실 거주성 등의 소외 선량을 평가하므로 방출선원항의 감소는 이러한 평가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요오드 핵종은 화학적. , 1.35

형태에 따라 상이한 선량계수를 나타내는데 특히 입자형 요오드의 경우 원소형과 유기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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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매우 낮은 선량계수를 가짐으로써 인체피폭에 대한 위해도 또한 크게 감소한다 결과적.

으로 요오드 핵종의 화학적 조성 및 구성비 등의 변화는 에서 제시된 선원항의, NUREG-1465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방사선원항 평가방법으로부터 큰 변화를 가, TID-14844

져온 부분이다.

표 요오드 의 화학적형태에 따른 선량계수 성인 갑상선1.35. (I-131) ( , )

화학적형태 선량계수 (mSv/Bq)

원소형 3.90×10-4

유기형 3.10×10-4

입자형(F) 1.50×10-4

입자형(M) 2.20×10-5

입자형(S) 1.10×10-6

② 국내원전 적용결과

앞서 기술한 기존 선원항 와 대체 선원항 의 평가방법론에 근거(TID-14844) (NUREG-1465)

하여 냉각재 상실사고 에 대한 코드의 적용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에(LOCA) ACCESS .

따라 피폭선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핵종의 선원항을 표 에 나타냈다 대체 선원항1.36 .

의 경우 기존 선원항에 비해 입자형 핵종은 보다 높은 방출을 나타내나 불활성기체와 요오드,

는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방출을 나타냈다 요오드의 경우 총 방출량에 있어서는 기존 선원항.

에 비해 대체 선원항이 절반 정도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방사선에 대한 인체의 갑상선 위해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소형은 크게 낮아지고 반면 갑상선 위해도가 낮은 입자형은 높아졌다, .

표 경수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핵종에 대한 선원항1.36.

방법론 핵종 방출량(Bq)

기존 선원항

Xe-133 1.44×1015

I-131(e) 4.03×1013

I-131(o) 6.81×1012

I-131(p) 2.33×1012

Cs-137 -

대체 선원항

Xe-133 6.88×1014

I-131(e) 1.18×1012

I-131(o) 2.05×1011

I-131(p) 2.31×1013

Cs-137 3.24×1012

주 원소형 유기형 입자형( 1) e: , o: , p:

주 사고후 시간 방출량으로 최대가 되는 임의의 시간 동안 방출량을 나타냄( 2) 2 2

코드 내에 내장된 모델을 사용하여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해 기존 선원항ACCESS N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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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체 선원항에 따른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월성원전 부지에서 년뷰터 년까지. 2008 2010

년동안 지상 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적용하여 방출점으로부터 지점에서 사고3 10 m 700 m

후 시간 대기확산인자는2 4.33E-04 sec/m3 참고로 및 모델로 평가( CNSC-M MACCS2-M

한 결과는 각각 3.66E-04 sec/m3, 2.46E-04 sec/m3 로 평가되었다 표 은 두 가지 다) . 1.37

른 선원항의 적용방법에 따른 피폭선량을 나타냈다 대체 선원항을 적용할 경우 유효선량과.

갑상선선량은 기존 선원항을 적용할 경우 비해 약 수준으로 낮아졌다 요오드의 흡입에1/5 .

의한 내부피폭은 유효선량과 갑상선 등가선량에 지배적 영향을 나타냈다.

표 기존 선원항 및 대체 선원항의 적용에 따른 피폭선량1.37. (mSv)

항 목 기존 선원항 대체 선원항

유효선량

방사능운 외부피폭 1.17 (0.36) 0.57 (0.18)

흡입 내부피폭 139 (139) 29.6 (29.6)

합 계 140 (140) 30.2 (29.8)

갑상선선량

방사능운 외부피폭 1.32 (0.39) 0.64 (0.19)

흡입 내부피폭 2,730 (2,730) 597 (597)

합 계 2,731 (2,730) 598 (598)

괄호내 값은 요오드만 고려하였을 경우 피폭선량을 나타냄㈜

중수로의 설계기준사고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인 냉각상실을 동반한 압력관 파단사고에

대한 사고 후 시간동안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을 표 에 나타냈다 이를 이용하여2 1.38 .

코드에 내장된 모델에 적용한 결과를 표 에 나타냈다 요오드는 원소ACCESS CNSC-M 1.39 .

형 전량 방출 경수로의 기존 선원항과 대체 선원항과 동일한 비율의 화학적형태 방출을 가정,

하였다 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수로의 경우에서 유효선량과 갑상선 등가선량에 요오드의.

기여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 중수로의 냉각상실을 동반한 압력관 파단사고 방사선원1.38.

핵종 방출량 (Bq) 핵종 방출량 (Bq)

Kr-85m 1.78×109 Xe-131m 5.77×107

Kr-85 1.93×107 Xe-133m 2.16×1011

Kr-87 1.40×1012 Xe-133 7.88×1012

Kr-88 2.78×1012 Xe-135m 1.06×1012

I-131 1.20×1012 Xe-135 1.34×1012

I-132 1.95×1012 Xe-137 2.18×1010

I-133 2.39×1012 Xe-138 5.44×1011

I-134 9.55×1011 - -

I-135 1.9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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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수로의 선원항의 적용에 따른 피폭선량1.39. (mSv)

항 목 전량 원소형태방출
경수로 기존 선원항과

동일 요오드형태 방출

경수로 대체 선원항과

동일 요오드형태 방출

유효

선량

방사능운

외부피폭
0.28 (0.13) 0.29 (0.14) 0.34 (0.19)

흡 입

내부피폭
2.94 (2.94) 2.96 (2.96) 1.70 (1.70)

지표침적

외부피폭
0.1 (0.1) 0.08 (0.08) 0.02 (0.02)

합 계 3.32 (3.17) 3.33 (3.18) 2.06 (1.91)

갑상선

선량

방사능운

외부피폭
0.29 (0.14) 0.30 (0.15) 0.35 (0.20)

흡 입

내부피폭
55.9 (55.9) 56.8 (56.8) 33.3 (33.3)

지표침적

외부피폭
0.1 (0.1) 0.08 (0.08) 0.02 (0.02)

합 계 56.3 (56.2) 57.2 (57.0) 33.6 (33.5)

괄호내 값은 요오드만 고려하였을 경우 피폭선량을 나타냄㈜

③ 신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국내원전 영향

미국 원전의 경우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대체 선원항의 도입과 함께 부지적합성 기준치가

전신선량 의 방사선방호량으로는 외부피폭 유효선량에 해당10CFR100.11( (ICRP-60 ) 250

요오드의 흡입에 의한 갑상선 등가선량 에서 총 유효선량당량mSv, 3,000 mSv) 10CFR50.34(

의 방사선방호량으로는 유효선량에 해당 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선원항과(ICRP-60 ) 250 mSv) .

기존 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전신선량 은 부지 적합성 기준치의 갑상선 등가(1.17 mSv) 0.5%,

선량 은 를 나타내었다 반면 대체 선원항과 신 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유효선(2,730 mSv) 91% .

량은 부지 적합성 기준치의 를 나타냈다 중수로를 의 기준치에 적용할12.1% . 10CFR100.11

경우 가장 보수적인 경수로 기존 선원항과 동일 요오드형태 방출에 대해 외부피폭 유효선량은

기준치의 갑상선 등가선량은 수준이다 또한 의 신기준치에 적용할0.15%, 1.9% . 10CFR50.34

경우 유효선량은 기준치의 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수로의 경우 대체 선원항과 신기준치를1.3% .

적용할 경우 부지 적합성 평가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찬가지로 중수로의 경우에,

도 신 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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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시 인체피폭해석 표준평가지침

국내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에 기반하여 가상 사고시 경 중수로 통합 인체피폭해석 코드·

를 개발하였다 사용자가 기상통계자료의 처리 확산계수 확산의 물리적 특성 등을ACCESS . , ,

선택에 따라 결과 대기확산인자 피폭선량 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 ) ,

거동의 불확실성에 따른 노형별 고유한 사고해석의 원칙에 기인한다 다음은 노형에 따른 사.

고해석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공통 권고사항 경수로 권고사항 중수로 권고사항으로 구분하, ,

여 기술한다 경수로와 중수로는 국내 기술기준상 모두 지표방출에 해당하므로 다음은 지표방.

출에 대한 노형별 권고사항을 기술한다.

(1) 공통 권고사항

① 기상자료의 선택

 평가대상 부지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 년 이상의 연속 측정된 자료 수집1

 가능한 많은 여러 해 동안 측정된 많은 기상자료를 통계 분석하는 것이 좋으나 수집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년 또는 년동안 측정된 자료를 권고3 5

 지표방출 방출높이가 원자로건물 및 주변건물 높이의 배 미만인 경우 의 경우에는( 2.5 )

에서 측정된 기상자료 고도방출의 경우에는 방출높이와 가능한 인접 높이에서 측10 m ,

정한 기상자료 적용

② 결합빈도분포의 작성

 풍속이 이하를 정온상태 로 처리0.5 m/sec (calm)

 정온상태는 방향의 구분없이 대기안정도의 발생빈도로만 처리

 만일 방향별 발생빈도를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하의 풍속의 방향별 발1.5 m/sec

생빈도와 비례하도록 작성

 풍속등급은 의 권고대로 정온상태를 포함하여 개 풍속구간Reg. Guide 1.23 Rev. 1 11

(<0.5, 0.5 1.0, 1.1 1.5, 1.6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 ∼ ∼ ∼ ∼ ∼ ∼

으로 구분하거나 개 등급의 발생빈도가 균등하도록 분8.0, 8.1 10.0, >10.0 m/sec) 11∼

석하여 구분

③ 대기의 물리적현상

 지표방출의 경우 건물의 최소단면적을 사용하여 건물에 의한 와류효과를 반영을 권고하

나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연간 평균 대기확산인자 평가시 기류의 재순환 및 정체 보정인자는 보수성을 위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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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권고

(2) 경수로 사고평가 권고사항

① 대기확산계수

 수평확산계수는 곡선 수직확산계수는 곡선의 사용 권고Tadmor-Gut , Martin-Tikvart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 권고사항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

② 대기의 물리적현상

 과도한 보수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행효과의 반영을 권고

③ 피폭선량

 방사능에 의한 외부피폭과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고려

(3) 중수로 사고평가 권고사항

① 대기확산계수

 수평확산계수는 의 곡선 수직확산계수는 곡선의 사용 권Briggs rural , Smith-Hosker

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 권고사항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

② 대기의 물리적현상

 방사성물질의 지표침적과 이에 따른 플륨의 감손 반영 권고

③ 피폭선량

 방사능에 의한 외부피폭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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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제 신권고기반 정상운영시 주민피폭선량 모델 개발2

1.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비교분석

가. 기존 대비 신권고 평가체계비교(NRC) (ICRP)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에서는 일반인의 방사선방(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호를 위한 선량평가체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는 최대피폭개인. NRC (maximum exposure

을 개념 을 사용하는 반면 는 대표인 이전에는individual) [2.1] ICRP (representative person;

결정집단 의 개념 을 사용한다 또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여러 용어에(critical group)) [2.2] .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에서는 일정 범위내 모든 일반인이 받는 총 선량을 대중선량NRC

으로 불리는 반면에 에서는 이를 집단선량 이라 말(population dose) ICRP (collective dose)

한다 환경매체의 농도 또는 체내로 흡입된 방사성물질의 농도로부터 인체피폭선량을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인자를 에서는 선량환산인자 로 불리는 반면NRC (dose conversion factor)

에서는 이를 선량계수 라 말한다 현재 미국은 방사선방호량으로ICRP (dose coefficient) .

에 근거한 유효선량당량 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ICRP-26 (effective dose equivalent)

면 에서는 년 이후부터 유효선량 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ICRP 1990 (effective dose)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제로 채택한다 방사선.

방호량의 단위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사용되었던 또는 에서는rem person-rem, ICRP

또는 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Sv man-Sv .

일반인의 방사선방호를 위해 의 신권고 에서는 대표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ICRP (ICRP-101)

으며 이는 이전의 과 에서 권고하는 평가대상인 결정집단의 평균구성, ICRP-26 ICRP-60[2.3]

원의 대체 용어이다 에서는 그룹 이라는 용어가 특정 개인에 대한 선량을 표현하. ICRP (group)

기에는 부적절하며 그동안 동 용어는 결정론적 선량평가 해석에서 활용되었다 반면 대표인은, .

결정론적 해석 뿐 아니라 집단에서 특정 개인의 확률론 선량평가 해석에도 활용 가능한 용어

이다 대표인은 그림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이 미만 적. 2.1 5% (

은 값으로부터 백분위 의 선량이 되도록 생활습성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한다 에서는95 ) . ICRP

이와 같이 기본적 개념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개념을 각 국가의 환경방호평가체계로 도입할 때.

부지특성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령군에 대해 개별 식품의 소비

률이 낮은 값에서 백분위의 값 평균 소비율의 대략 배 정도에 해당 을 적용하는 것도95% ( 3 )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시로 제시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일반인의 방사선방호를 위해 최대피폭개인 개념을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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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집단의 평균에서 합리적 편차 를 나타내는 개인의 습성, (reasonable deviation)

식품소비 거주시간 기타 인자 에 대해 각기 최대를 나타내는 생활습성을 입력 자료로 사용( , , )

한다 비록 평균으로부터 합리적 편차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개념의 모호성으로 많은 경우.

각각의 세분화된 피폭경로에 대해 각각 최대가 되도록 설정함으로써 그림 에서 나타낸 바2.2

와 같이 실질적으로 일반인의 총 피폭선량은 과도한 보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 국내의 현 평.

가체계는 방사선방호량을 적용하고 있지만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은 권고 최대피폭ICRP NRC (

개인 모델링 접근방법 기준치 등 를 적용하는 혼용된 평가체계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방, , ) .

사선유출물의 환경내 거동과 개인별 생활습성의 다양성 등으로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방사선환경방호를 위한 목적에서는 보수적 결과를 견지한다 따라서 방사성유.

출물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선량 예측은 실제적 결과가 아니라 많은 보수성을 부과함으로써 만

일의 방사선에 의한 인체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사선방호의 철학이 담

겨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에서 권고 방사선환경방호 개념 결정집단 또는 대표인 를. ICRP ( )

규제에 도입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현황을 소개한다.

(1) 영 국

영국에서의 일반인의 피폭선량 평가대상은 결정집단이다 이 집단은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해 최대로 피폭될 수 있는 대중 구성원을 의미한다 즉 결정집단은 가장 많은 피폭을 받는. ,

인구집단을 뜻하며 이를 결정할 때에는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법적인 선량한도는, .

에서 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이를 를 통해 이행한다 방Euratom BSS Directive , IRR 99 .

사성물질의 계획 방출에 적용될 수 있는 선량한도 및 기준치는 에 근거한다 영국에ICRP-60 .

서는 조만간 결정집단 대신에 대표인을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정집단을 파악할 때 어떤 자료에 대해서 최대 피폭을 나타내는 생활습성을 적용할지 평균

적인 생활습성을 적용할 것인지를 적절히 조합한다 결정집단은 지역의 정보와 이치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자료의 조합은 현실적이면서도 너무 극단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기

를 권고한다.

영국 보건방호청 에서 주관하는 실무자 그룹(Health Protection Agency, HPA) (National

에서는 선량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Dose Assessment Working Group, NDAWG) .

내용에 따르면 기체상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선량평가에 있어서 주로 고려되는 피폭경로는 육,

상 식품 우유 채소 등 섭취와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그리고 방사능운 및 지표면 침적에 의( , ) ,

한 외부피폭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섭취에 의한 총 선량은 소위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일반"Top-Two" ,

적으로 백분위와 백분위의 음식물 섭취량을 이용한다 총 음식물 섭취량을 구할97.5 50 [2.4].

때 피폭선량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상위 두 종류의 음식물은 최대섭취량인 백분위를 적,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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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나머지 음식물 종류에 대해서는 백분위를 적용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구집단에서, 50 .

두 종류의 음식물은 다른 음식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섭취량을 보이고 나머지 식품은 상대적

으로 적은 섭취량을 보이는 것에 근거한다.

(2) 캐나다

캐나다 표준협회 의 원자력시설에서의 정상운영중(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방사성유출물 계산을 위한 지침서 에서 결정집단을 지역 습관 식단 등 때(CSA N288.1)[2.5] , ,

문에 다른 집단이 받는 평균 선량보다 많은 선량을 받는 사람들의 동종 집단으로 정의한다.

방사선환경평가에서는 결정집단을 이용하여 방사성방출물의 현실적인 최대 영향을 추산한다.

결정집단은 원자력시설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실제 일반인 집단으로 주민선량 평가와 관련한,

결정집단은 토지 사용 인구 분포 기상 상태 식품 공급원 등에 대한 부지 고유의 정보를 이, , ,

용하여 정한다 각 피폭경로별로 최대의 피폭이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그 지점의 구성원. ,

들로 결정집단을 선정하여 선량을 평가한 후 가장 많은 피폭을 받는 결정집단의 선량을 선량,

기준치와 비교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입증한다 캐나다의 선량평가에서 미국과 다른 점은 결정.

집단 및 집단선량 평가 시 평균섭취량을 사용하며 이외의 각기 다른 오염분율 차폐인자 활동, , (

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단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

의 일반인 방사선방호개념을 도입하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 만일 국내에서도 의ICRP ICRP

신권고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입력 자료를 선정할 것인지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다음 가지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첫 번째는. 4 .

방법 두 번째는 평균섭취량 세 번째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백분위 섭취량 네 번Two-Two , , 95 ,

째는 상위 의 평균섭취량 등이 고려될 수 있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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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대표인 피폭선량평가를 위한 입력자료 선정의 예시

그림 2.2. 최대개인피폭선량에 사용되는 입력자료 선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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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연령군의 세분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연령군을 방사능에 의한 일반인의 선량을 평가를 위해 주어진 방사선

원에 대해 연령 습관 섭생 등이 비교적 균질하도록 세분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국제, , .

방사선방호위원회 에서는 연령군에 따른 선량평가가 용이하도록 개 연령군(ICRP-60, 1991) 6 (0

세 개월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성인 에1 (3 ), 1 2 (1 ), 2 7 (5 ), 7 12 (10 ), 12 17 (15 ), 17 ( ))∼ ∼ ∼ ∼ ∼ ＞

대한 선량계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의 신권고 에서는 일반인의 생. (ICRP-103, 2007)[2.6]

활습관 등의 불확실성으로 연령군을 세분화하여 평가한다고 결과의 신뢰성이 유의하게 향상된

다고 생각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보다 단순화하여 개 연령군 세 세 세 세3 (0 5 (1 ), 6 15 (10 ),∼ ∼ ＞

세 성인 에 대한 새로운 선량계수 도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15 ( )) .

에서는 개 연령군 세 유아 세 세 소아 세 세 십대 세NRC 4 (0 1 ; ), 1 11 (4 ; ), 11 17 (14 ; ), 17∼ ∼ ∼ ＞

세 성인 에 대한 평가를 권고한다 이와 같은 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령군별 선량계(17 ; )) . ICRP

수와 의 권고 각 나라의 연령군별 식생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국은 개NRC , 3

연령군 세 세 성인 브라질은 개 연령군 세 세 세 아르헨티나는(1 , 10 , ), 3 (0 5 , 6 15 , 16 70 ), 2∼ ∼ ∼

개 연령군 유아 성인 캐나다는 개 연령군 유아 성인 일본은 개 연령군 세 세( , ), 2 ( , ), 3 (0 1 , 1 4 ,∼ ∼

성인 을 표준 연령군으로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당초 미국 의 권고에 따라 개 연령군을) . NRC 4

권고하였으나 에서 개 연령군에 대한 선량계수가 제공됨에 따라 두 가지 세분화된 연, ICRP 6

령군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각 나라에서는 일반인의 선량평가를 위해 세.

분화된 연령군의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으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에, ICRP-60

서 세분화된 선량계수에 따라 개 연령군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는 사실6

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연령군 세분화는 주어지는 선량계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일반인의 생활습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환경방호를 위해 보수성은 가지되 과도한

결과는 지양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신권고에 따라 개 연령군이 대한 새로운 선. ICRP 3

량계수가 조만간 제공될 예정이며 각 국의 현황분석 결과로부터 개 연령군의 적용이 보다, 3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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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대기확산평가 최적모델개발

가. 방출유형별 최적대기확산모델

대기로 방출된 기체상 방출물은 주변의 기상 및 지형조건 등에 따라 이동 및 확산된다 연.

간 평균 대기확산인자 이하 대기확산인자 는 방출물이 대기 중에 확산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 ,

연간 평균 침적인자 이하 침적인자 는 대기 중 방출물이 확산과 중력 등에 의해 지표에 침적되( )

는 정도를 나타낸다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평가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의 방출유형별 분류 지표면방출 혼합방출 고공방출 에 따라 고려되는 방사성물질의1.111[2.7] ( , , )

대기 중 물리적 현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지표방출은 평가대상 시설과 주변건물에 의해.

방사성물질의 확산에 영향을 받지 방출유형을 말하며 반대로 고공방출은 영향을 주는 방출유,

형이며 일반적으로 굴뚝높이가 평가대상 시설의 높이의 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2.5 .

혼합방출은 일정부분의 굴뚝높이는 있으나 고공방출에 해당할 만큼 충분한 높이를 갖지 않는

경우 주변의 기상조건에 따라 지표방출과 고공방출에 해당하는 방출유형을 말한다 다음은 방.

출유형에 따라 최적 대기확산 및 침적인자 기본모델을 기술한다.

(1) 대기확산평가

① 지표면방출

지표면방출의 경우 대기확산인자는 식 과 식 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중 큰 값을(2.1) (2.2)

해당 지점에 대한 대기확산인자 값으로 결정된다.



 


 



      
  

 
 

(2.1)




 






     
 

(2.2)

여기서 는 대기확산인자(sec/m3), 는 풍하거리(m), 는 풍속등급, 는 대기안정도 등

급, 는 방향, 는 풍속등급의 중간값(m/sec), 는 수직확산계수(m), 는 발생빈도확률,

는 공기의 재순환과 정체에 의한 보정인자, 는 침적에 의한 감손인자, 는 방사능 붕

괴에 의한 감쇄인자, 는 건물와류 상수, 는 건물높이 이며 는(m) , 2.032 


값, 은

방향 소구역수를 나타낸다.

방사능 붕괴에 의한 감쇄인자는 다음 식에 의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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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2.3)

여기서  


이며,  는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d),  는 플륨의 이동시간 을 나타(d)

낸다 또한 직선궤적 플륨 모델의 경우 기류의 시공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할 수 없. Gaussian ․

다 따라서 이러한 플륨의 이동 변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공기의 재순환과 정체에.

의한 보정인자를 사용하여 결과에 대한 과소평가를 방지한다.

② 고공방출

고공방출의 경우는 식 를 사용하여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한다(2.4) .

 


 

  

  
exp


















 











(2.4)

여기서  는 플륨의 유효높이이다 기상자료의 측정고도와 방출물의 방출높이가 다르면(m) .

다음 식에 의해 풍속이 보정된다.

  
 



(2.5)

여기서 은 방출높이에서 풍속을 평가하기 위한 보정인자, 는 방출물의 방출높이(m),

는 기상자료의 측정높이(m), 는 대기안정도에 따른 상수이다.

플륨의 유효높이는 다음 식으로 평가된다.

       ( ≥ 0) (2.6)

여기서  는 방출점의 높이(m),  는 플륨의 상승높이(m),  는 지형의 높이 이다 또(m) .

한 방출속도에 의한 플륨의 상승높이  은 대기가 불안정 또는 중립인 경우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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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굴뚝에서 플륨의 방출속도(m/sec),  는 굴뚝의 내부직경 이다(m) .

굴뚝에서 플륨의 방출속도가 주변 대기의 풍속을 배 초과하지 않으면 플륨이 하강하게1.5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 두 식을 사용하여 평가된 값 중에서 작은 값이 선택된다.

   
 




 


   
   (2.8)

   
   (2.9)

대기가 안정할 경우에 플륨의 상승고도는 먼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2.10)

   
 



⋅  (2.11)

여기서,   
  



,   





이며,  는 모멘텀 플럭스(m4/sec2),  는 대기

의 단열운동에 대한 단위 수직변위 당 복원가속도(1/sec2),  는 중력가속도(m/sec2),  는

주변의 공기 온도(K),  온위의 수직구배 를 나타낸다(K/m) .

대기의 단열운동에 대한 단위 수직변위 당 복원가속도  는 대기안정도 에 대해 각E, F, G

각 8.7×10-4, 1.75×10-3, 2.45×10-3의 값을 갖는다 대기가 안정할 경우 플륨의 상승고도는.

식 에서 식 까지로 평가된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선택되어 계산에 사용된다(2.8) (2.11) .

③ 혼합방출

혼합방출인 경우 풍속에 대한 플륨 방출속도의 비에 따라 지표면방출과 고도방출을 행한 시

간이 평가된다.

   


≤  인 경우 (2.12)

  
  

   


≤  인 경우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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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 (2.14)

   


 인 경우 (2.15)

(2) 침적인자 평가

기체상 방출물이 지표에 침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침적인자는 건침적 만이(dry deposition)

고려된다.

 
 




 

(2.16)

여기서,  는 침적인자(1/m2),  는 상대 침적률 이다(1/m) .

(3) 방출유형에 따른 물리적 현상 반영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사성물질의 방출유형에 따라 다른 대기물리현상이 고려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과 같다2.1 .

표 2.1. 방출유형에 따라 고려되는 물리적 현상

물리적 현상
방출유형

지표면방출 고공방출 혼합방출

방사능붕괴 ○ ○ ○

건침적 ○ ○ ○

기류의 재순환 및 정체 ○ ○ ○

건물에 의한 와류 ○ × ○

물리적 부력 × ○ ○

열 부력 × ○ ○

지형의 고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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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적평가모델의 영향

침적인자는 대기확산인자에 침적속도를 곱하여 추산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지만 는NRC

대기안정도와 거리에 따라 경험치로부터 얻어진 상대 침적률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에.

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서 년간 측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권고 방법론에 따1 NRC

른 대기확산과 지표침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침적속도를 추산함으로써 권고방법과 기NRC

존의 일반적 방법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림 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상관측탑의 높이에서 측정된2.3 10m

기상자료의 바람장미 를 보여준다 풍향은 남서풍계열과 북에서 북서풍계열이 비교(wind rose) .

적 우세하게 나타났다.

측정된 기상자료의 결합빈도분포를 사용하여 식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표침적인자를(2.17)

평가한다 또한 침적인자는 대기확산인자. ( , sec/m3 로부터 침적속도) ( 를 사용하, m/sec)

여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2.17)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서 관측된 년간 연속 측정된 높이에서 측정된 기상자료와1 10m

상기 모델을 사용하여 지표방출에 대해 대기확산인자와 지표침적인자를 평가하였다.

그림 2.3. 에서 측정된 바람장미10m

그림 는 대기확산인자 가 최대치를 나타내는 방향과 침적인자가 최대치를 나타내2.4 (ADF) E

는 방향에 대한 거리별 대기확산인자를 보여준다 대기확산인자와 침적속도로부터 지표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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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인자를 추산하는 경우에는 동일 방향에서 최대치를 나타내나 방법을 사용하는US NRC

경우에는 두 인자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방향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는 마찬가지로 두 방향에 대한 지표침적인자 를 보여준다 이들 결과로부터 유도된 침적속(DF) .

도를 그림 에 나타냈다 침적속도는 일정 거리까지 증가 후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2.6 .

보였다 침적속도의 최대치는 방향 지점에서. NNE 1.2 km 9.65×10-4 를 나타냈으며m/sec ,

모든 방향에 대한 기하학적평균은 거리에 따라 4.46×10-4 6.18×10∼ -4 를 나타냈다m/sec .

일반적으로 입자상핵종에 대한 침적속도는 1×10-3 이 적용되는데 침적속도의 넓은 불m/sec

확실성(1×10-2 1×10∼ -5 을 고려하면 침적인자를 평가함에 있어 두 방법이 거의 유사m/sec)

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법은 경험식으로부터 단순하게 평가하고 있지. NRC

만 침적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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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A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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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연간평균 침적인자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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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대기확산인자와 침적인자로부터 유도된 침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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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지특성 재순환 및 정체효과 정량적 분석

(1) 부지의 확산특성 분석 방법론

원자력시설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의 확산은 주변 부지의 기상 특성 지형 조,

건 및 표면 조도 등 환경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장기 대기확산평가에는 풀륨 모델. Gaussian

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그런데 플륨 모델은 풍향이 일정하게 오랜 기간 지. Gaussian

속된다고 가정하여 수립된 모델이므로 실제 기상에서의 빈번한 풍향변화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의 규제지침 모델에서는 확산실험에 근거한 정체. NRC 1.111

재순환 및 해륙풍 등의 보정인자를 적용하도록 권(stagnation), (recirculation) (see breeze)

고한다 미국 호주 그리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들 보정인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 , .

연구에서는 미국의 과 이 개발한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원전부지의 확산특Allwine Whiteman

성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해당 부지에서 측정된 풍향과 풍속자료만을 가지고 정체 재순환. ,

및 환기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과 은 정체와 재순환 개념을(ventilation) . Allwine Whiteman

도입하여 부지의 대기 확산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부지에.

서 측정된 풍속과 풍향 자료로부터 부지 확산특성을 나타내는 정체와 재순환을 대표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은 방출된 오염원의 대기 중 이동경로를 나타낸다 임의의 시각에. 2.7 .

관측된 풍속과 풍향을 각각  ,  라 하면 이 바람 벡터를 풍하방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동 서 방향 성분‘ - ’ 와 남 북 방향 성분‘ - ’  로 분리할 수 있다.

  sin (2.18)

  cos (2.19)

여기서,  풍속, 는 풍향을 나타낸다.

그림 2.7. 오염원의 대기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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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은 일 주기의 변화를 갖는 경향이 크므로 위의 두 성분을 시간 동안 합산하면1 24

각각 하루 동안 동 서 방향과 남 북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계산되고 이를 합성하면 다음‘ - ’ ‘ - ’

과 같이 최종 위치와 방출원과의 직선거리(Li 로 나타낼 수 있다) .

 
 

 

 (2.20)

 
 

 

 (2.21)

여기서, 는 자료 수집 간격 분 분 분(5 , 10 , 15 ),    (288, 144, 96), 는 이동 시간

시간 이다(24 ) .

방출원으로부터 최종 위치의 직선거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2.22)

위의 식으로부터 실제 이동 거리인 ‘wind run’ Si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부

지의 풍속이 작을 때 Si가 작아지며 이 때 정체가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3)

그리고 각 시간 구간 ti 에서 재순환 인자 R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24)

윗 식을 보면 Li가 일 때 즉 바람에 불리어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0 , Ri는 1

로 모두 재순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순환이 없는 경우는, Ri가 으로 나타나게 된다0 .

과 은 위에 제안한 수식을 이용하여 과 재순환의 평균값Allwine Whiteman ‘wind run’ 와

 를 계산한 후 기준값, (CTI, crtitcal transport indices,  ,
,
  ,
 와 비교하여 부)

지의 확산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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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 ≤ 정체 경향이 있음:

 sec)/3(~250 mkmScv =

 cRR ≥ 재순환 경향이 있음:

 cvSS ≥ and cvRR ≤ 경향이 있음: ventilation

과 은 아리조나와 콜로라도 지역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분석한 후 기Allwine Whiteman

준값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sec)/2(~170 mkmSc =

 4.0=cR

 sec)/3(~250 mkmScv = 2.0=cvR

(2) 국내 기상자료를 이용한 확산특성 등급 구분

과 이 제안한 방법을 국내 부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개Allwine Whiteman 77

기상 관측소의 년 년간 바람자료를 분석하였다 정체 평균값2006 1 . ( 의 분포는 그림 과) 2.8

같다 이를 로그를 취하면. log( 는 평균이 이고 표준편차가 인 정규분포와 유사한) 2.24 0.187

패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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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국내 기상 관측소의 측정자료의 정체 평균값 ( 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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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그림 와 같이 평균이 이고 표준편차가2.9 0.35 ,

인 정규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다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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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내 기상 관측소의 측정자료의 재순환 평균값 ( 의 분포)

국내 기상관측소 측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체와 재순환 평균값 분포를 바탕으로 부

지의 확산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등급을 나누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a) (Avg C)

..  , , , , ..

상하위 포함되도록 정하는 방법b) 5%, 15%, 20% (Per B)

.. Percentile(0.95), Percetile(0.8), ..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c) (Avg A)

.. 


,  

, , 


, ..

좀 더 세분화하여 정체에 대해 적용하면, 
 



, 
 



, 
  



, 
  



, 
 



로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여기서. , m=2.241,  로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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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국내 부지의 확산특성 등급 구분 방안

재순환에 대해선, 


, 


,  

, , 


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여.

기서, m=0.35,  로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와 같다=0.08 . 2.2 .

표 2.2. 국내 기상자료를 적용한 정체와 재순환의 등급 구분

Grade Stagnation [km] (%) Recirculation [km] (%)

S 520≤  1  < 0.15 0

A 330≤  < 520 7 0.15≤  < 0.23 8

B 220≤  < 330 18 0.23≤  < 0.31 24

C 140≤  < 220 42 0.31≤  < 0.39 41

D 100≤  < 140 25 0.39≤  < 0.47 22

E  < 100 7 0.4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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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원전부지 확산특성 분석

위에 언급한 확산특성 등급 구분 방법을 신고리와 월성 두 부지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년 각 부지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과 에 신고리와 월성부지2012 . 2.11 2.12

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냈고 표 에 다른 부지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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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신고리 부지 년도 기상자료 분석 결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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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월성부지 년도 기상자료 분석 결과2012

표 2.3. 신고리와 월성부지의 정체와 재순환의 등급

Site S (Grade) R (Grade) SR grade

USA Arizona
Bullfrog Basin 145 (C) 0.49 (E) CE

Desert View 250 (B) 0.18 (A) BA

Korea1)

KRN 449 (A) 0.23 (B) AB

UJN 225 (B) 0.33 (C) BC

YGN 241 (B) 0.26 (B) BB

WSN 399 (A) 0.28 (B) AB

SKN 2012 277 (B) 0.28 (B) BB

WSN 2012 235 (B) 0.27 (B) BB

주 원전부지 년간 통계자료1) 2 (2004~2005)



- 194 -

표 에 나타낸 미국 개 부지와 국내 개 원전 부지 년 측정 기상자료 이용2.3 2 4 (2004-2005 )

의 분석결과를 보면 신고리와 월성부지의 정체와 재순환 등급은 모두 로 상대적으로 확산, BB

에 유리한 기상특성을 보인다.

다. 강우가 확산에 미치는 영향

(1) 침적인자의 평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 지표로 침적된다 방사성물.

질이 지표에 침적되는 정도는 단위 면적당 침적인자로 나타낼 수 있다 침적인자 평가 시 건.

침적과 습침적이 고려되는데 건침적만을 고려한 침적인자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2.25)

여기서,  는 단위면적당 상대 침적인자(  이고) 는 상대 침적률이다 습침적만을 고.

려한 침적인자는 다음과 같다[2.8].

  ×

 
(2.26)

여기서   ≅


    ,  ≅ 이며,  는 단위환산인자(3.17×10-11),

은 바람장미 소구역 수(16),  은 연간 강우량을 나타내는 돗수분포(),  은 강우빈

도, 는 풍향과 강우강도 등급과의 통계적 상관계수, 는 풍향구, 는 강우 강도 등급, 는

를 나타낸다 는washout ratio . washout ratio   


 (   ×     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는 단위환산인자( × ), 는 강우강도(),  washout rate(sec )

이다.

권고 근거한 프로그램 에서 침적인자는 식 와NRC RG 1.111 XOQDOQ [2.9] (2.25) (2.26)

에 의해 각각 계산된 침적인자의 합으로 평가된다.

(2) 국내 원전부지 침적인자

프로그램에 국내 신고리와 월성부지에서 년 측정된 기상자료를 적용하여XOQDOQ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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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침적인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는 신고리 부지 반경 지점에서 방향별 대기확. 2.4 1 km

산인자와 침적인자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대기확산인자가 최대로 나타나는 방향에서의. SSE

결과를 보면 침적에 의한 감손 고려 시 정도의 확산인자가 감소가 나타난다 이 지점에10% .

서 총 침적인자에서 습침적인자의 비중은 정도로 나타났다 표 는 월성부지 반경6% . 2.5 1

지점에서 방향별 대기확산인자와 침적인자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대기확산인자가 최대로km .

나타나는 방향에서의 결과를 보면 침적에 의한 감손 고려 시 정도의 확산인자가 감ESE 10%

소가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총 침적인자에서 습침적인자의 비중은 정도로 나타났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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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신고리 부지에서의 확산 및 침적인자

방향

대기확산인자 (sec/ )㎥ 침적인자 (1/ )㎡

붕괴 감손/

고려 안함
붕괴만 고려

붕괴 감손/

고려
건침적 습침적 총 침적

S 4.03×10-6 4.01×10-6 3.63×10-6 8.26×10-9 3.82×10-9 1.21×10-8

SSW 1.75×10-6 1.74×10-6 1.57×10-6 8.43×10-9 2.94×10-9 1.14×10-8

SW 7.50×10-7 7.47×10-7 6.75×10-7 8.08×10-9 1.07×10-9 9.15×10-9

WSW 4.68×10-7 4.66×10-7 4.21×10-7 4.30×10-9 3.24×10-10 4.62×10-9

W 3.31×10-7 3.29×10-7 2.98×10-7 2.20×10-9 4.09×10-10 2.60×10-9

WNW 3.34×10-7 3.33×10-7 3.00×10-7 1.26×10-9 3.51×10-10 1.61×10-9

NW 9.05×10-7 9.01×10-7 8.14×10-7 3.26×10-9 3.07×10-10 3.56×10-9

NNW 1.19×10-6 1.19×10-6 1.07×10-6 4.18×10-9 2.87×10-9 7.05×10-9

N 1.62×10-6 1.61×10-6 1.45×10-6 1.10×10-8 1.18×10-9 1.22×10-8

NNE 1.40×10-6 1.40×10-6 1.26×10-6 9.48×10-9 2.42×10-9 1.19×10-8

NE 8.22×10-7 8.20×10-7 7.40×10-7 4.63×10-9 1.58×10-9 6.21×10-9

ENE 9.43×10-7 9.40×10-7 8.49×10-7 3.48×10-9 1.40×10-9 4.88×10-9

E 1.38×10-6 1.38×10-6 1.24×10-6 4.79×10-9 5.89×10-10 5.38×10-9

ESE 1.98×10-6 1.97×10-6 1.78×10-6 5.43×10-9 1.01×10-9 6.43×10-9

SE 6.13×10-6 6.10×10-6 5.51×10-6 1.15×10-8 3.85×10-10 1.19×10-8

SSE 1.79×10-5 1.79×10-5 1.61×10-5 4.70×10-8 3.05×10-9 5.00×10-8

표 2.5. 월성 부지에서의 확산 및 침적인자

방향

대기확산인자 (sec/ )㎥ 침적인자 (1/ )㎡

붕괴 감손고/

려 안함
붕괴만 고려

붕괴 감손/

고려
건침적 습침적 총 침적

S 2.53×10-6 2.51×10-6 2.27×10-6 8.20×10-9 2.61×10-9 1.08×10-8

SSW 2.52×10-6 2.50×10-6 2.26×10-6 1.32×10-8 3.48×10-9 1.67×10-8

SW 1.31×10-6 1.30×10-6 1.18×10-6 3.87×10-9 1.57×10-9 5.43×10-9

WSW 1.08×10-6 1.07×10-6 9.68×10-7 1.69×10-9 9.90×10-10 2.68×10-9

W 1.19×10-6 1.18×10-6 1.07×10-6 1.82×10-9 4.01×10-10 2.22×10-9

WNW 1.12×10-6 1.11×10-6 1.01×10-6 1.70×10-9 1.59×10-9 3.29×10-9

NW 1.76×10-6 1.75×10-6 1.58×10-6 3.47×10-9 6.84×10-10 4.15×10-9

NNW 1.98×10-6 1.97×10-6 1.78×10-6 6.60×10-9 3.67×10-10 6.97×10-9

N 1.76×10-6 1.75×10-6 1.59×10-6 5.82×10-9 3.65×10-10 6.19×10-9

NNE 2.29×10-6 2.28×10-6 2.06×10-6 5.30×10-9 5.31×10-10 5.83×10-9

NE 4.13×10-6 4.11×10-6 3.71×10-6 7.78×10-9 1.21×10-9 8.99×10-9

ENE 5.80×10-6 5.78×10-6 5.22×10-6 1.23×10-8 8.71×10-10 1.31×10-8

E 1.02×10-5 1.01×10-5 9.16×10-6 2.24×10-8 1.21×10-9 2.36×10-8

ESE 1.15×10-5 1.14×10-5 1.03×10-5 2.03×10-8 6.83×10-10 2.09×10-8

SE 6.31×10-6 6.28×10-6 5.68×10-6 1.26×10-8 1.73×10-9 1.43×10-8

SSE 4.12×10-6 4.10×10-6 3.71×10-6 1.03×10-8 1.21×10-9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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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출유형별 기상입력변수 최적값 선정

가. 부지특성 최적 기상입력자료 처리방안

(1) 기상자료 분석

① 기상자료 적용기간

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지침서 와 보고서 등에서는 평가에 활용NRC (NUREG-0800) IAEA

되는 기상자료의 분석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부지의 대표적인 기상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자료

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미국의 법규를 준용하여 국내의 경우 원자력시설의 건설허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년 운영허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년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규1 , 2

정한다 따라서 부지의 대표적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기상자료의 분석기간이 여러 논쟁이 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신규 원전의 인허가와 관련한 안전성분석보고서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를 보면 많은 경우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기상자료의 수집기간은 년간 자료를 사3 5∼

용한다 또한 부지에서 충분한 기상관측탑의 운영 실적이 있는 미국의 호기 원전. Watts Bar 2

의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에서는 년 년 과 년 년 의 기상(FSAR) 15 (1974 1988 ) 20 (1974 1993 )∼ ∼

자료를 사용하여 정상운영 및 가상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드를 사용하여 원전으로부터 반경 지점에 대해 기상통계분석의 적용기간에XOQDOQ 1km

따른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때 풍속등급은 규제지침 에서 권고 분류기준을 적용하. NRC 1.23

였다 그림 은 각각 고리와 월성 부지에 대해 기상통계분석의 적용기간에 따른 최대 연간. 2.13

평균 대기확산인자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평가에 적용되는 기상자료의 통계분석.

기간이 길수록 대기확산인자 값의 변동 폭은 줄어들었다 년간 측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1

평가할 경우 두 부지 모두 약 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즉 매년의 기상의 변화에 따라 약2 .

배의 대기확산인자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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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상자료 분석기간을 달리한 경우 최대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의 변화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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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평가 시와 동일한 기상조건에서 그림 는 각각 고리와 월성2.14

부지에 대해 기상통계분석의 적용기간에 따른 최대 연간평균 침적인자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년간 측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할 경우 두 부지 모두 약 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1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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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상자료 분석기간을 달리한 경우 연간평균 침적인자의 변화2.14.

기상자료 통계분석기간이 길수록 부지 확산에 대한 대표성을 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으나,

결과의 변동에 비해 과도한 분석기간은 수집 자료의 획득과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

에 비해 비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미세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부지 기상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년의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3 5 .∼

② 풍속등급의 구분

풍속구간의 분류에 따른 단기 대기확산인자 값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 규제지침NRC

에서 권고하는 풍속등급의 구간[2.10] (<0.5, 0.5 1.0, 1.1 1.5, 1.6 2.0, 2.1 3.0, 3.1∼ ∼ ∼ ∼ ∼

과 국내 원전부지의 기상자료를 분4.0, 4.1 5.0, 5.1 6.0, 6.1 8.0, 8.1 10.0, >10.0m/s)∼ ∼ ∼ ∼

석하여 균등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풍속등급의 구간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결합빈도분포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풍속등급의 균등 발생빈도를 나타내는XOQDOQ .

풍속구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온상태를 발생빈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등급으로 정하고 나머,

지 발생빈도를 사용하여 개 풍속등급으로 가능한 균등한 분포를 갖도록 구분하였다 이러한9 .

균등분포의 구분은 각 부지의 년간 기상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10 .

얻어진 고리부지의 풍속등급 분류는 <0.5, 0.5 1.1, 1.2 1.5, 1.6 1.9, 2.0 2.2, 2.3∼ ∼ ∼ ∼ ∼

이며 월성부지의 경우에는2.5, 2.6 2.8, 2.9 3.2, 3.3 3.9, >4.0m/s , <0.5, 0.6 1.1, 1.2∼ ∼ ∼ ∼

이다1.5, 1.6 1.9, 2.0 2.3, 2.4 2.7, 2.8 3.2, 3.3 3.9, 4.0 4.9, >5.0m/s .∼ ∼ ∼ ∼ ∼ ∼ ∼

그림 와 은 각각 고리와 월성부지의 연도별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원전으로부터 반2.15 2.16

경 지점에서 풍속등급의 분류 의 권고와 균등 발생분포 에 따른 최대 연간평균 대기1km (N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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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인자 값과 침적인자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월성부지의 대기확산인자 값이 고리부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월성부지가 정온상태를 포함한 저풍속 구간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부지 모두 균등 발생분포의 풍속구간으로 구.

분하였을 경우와 의 권고 풍속등급 구간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에 최대 연간평균 대기확산NRC

인자 값과 침적인자 값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권고 풍속등급의 구분보다 풍. NRC

속등급의 균등분포가 보다 이상적이나 분석의 노력과 투자되는 시간에 비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권고 풍속등급은 국내 원전부지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N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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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풍속등급을 달리한 경우 최대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의 변화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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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풍속등급을 달리한 경우 최대 연간평균 침적인자의 변화2.16.

③ 정온의 처리

정온 은 기상관측기기 풍향계와 풍속계 의 발단치를 나타낸다 또한 대기확산인자는 풍(calm) ( ) .

속에 반비례하며 풍속이 에 가까울수록 대기확산인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무한대로 수렴하게, 0

된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경우 풍속이 이하인 경우를. 0.5 m/sec

정온으로 정의하고 하나의 풍속등급으로 별도로 구분한다 정온은 풍향을 가지지 않으므로.

의 규제지침 의 권고지침에 따라 첫 번째 풍속등급의 풍향별 발생빈도에 비례하여NRC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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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의 발생빈도를 방향별로 분포시킨다 정온의 풍향별 빈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상관.

측기기에서 풍향이 관측되는 대로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리와 월성부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정온을 별도로 고려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과 은 규제지침. 2.17 2.18 NRC 1.23

개정판에 제시된 풍속등급의 분류에 따라 고리와 월성 부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정온을 별도로 구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운영시 최대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와 침

적인자 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고리 부지에서 정온을 구분하였을 때 대기확산인자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대 차이는 년도에 정도를 보였다 월성 부지에서도 정, 2002 12% .

온을 구분하였을 때 대기확산인자는 보다 높아지며 최대 차이는 년도에 정도였다, 2009 47% .

침적인자는 고리부지의 경우 최대 월성부지의 경우 최대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따3%, 8% .

라서 정온을 구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기확산인자에 있어 다른 기상인자의 처리

방법에 비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권고지침이나 여러 국가의 평가 사례로 비추어,

정온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수성과 논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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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규제지침 의 풍속등급 분류에 따라 정온을 구분한 경우와 구분하지 않은 경우2.17. NRC 1.23

최대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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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규제지침 의 풍속등급 분류에 따라 정온을 구분한 경우와 구분하지 않은 경우2.18. NRC 1.23

최대 연간평균 침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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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안정도 평가방법에 따른 대기확산인자 변화

원자력시설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기체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들의 피폭선량평

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부지의 연간기상자료를 이용한 대기확산 및 지표침적을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에서는 연간평균 대기확산 및 지표침적 평가 모델을 규제지침. NRC 1.111

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산코드 를 제공한다 이는 기상자료를 분, XOQDOQ .

석하여 작성된 대기안정도별 결합빈도분포 를 이용하여 부지의(joint frequency distribution)

대기확산인자와 지표침적인자를 산출한다.

는 규제지침 에서 대기안정도를 분류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NRC 1.23

며 대표적으로 기온감율 및 풍향표준편차에 따른 방법 등이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에서도 해당 지침의 내용을2014-25 ( · )

반영하여 이에 대한 대기안정도 산출방법을 권고한다 대기안정도는 국가마다 다른 평가방법.

들을 적용해오고 있는데 국내 원자력시설들은 일반적으로 기온감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원칙,

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풍향표준편차도 사용을 권고한다 한편 원자력시설의 사전 부지 조사. ,

시에는 기상탑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기온감율 평가를 위한 관련 기상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풍향표준편차를 이용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

대기안정도는 대기확산인자와 지표침적인자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가방법

선정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덕 및 월성 원자력 부지를 대상으.

로 기온감율 및 풍향표준편차를 기반으로 한 대기안정도 분류 방법에 따라 연간평균 대기확산

인자와 지표침적인자를 산출하여 두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① 부지기상분석

대덕부지는 내륙에 위치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를 포,

함하며 각 기관 내에는 하나 이상 다양한 특성의 원자력 관련시설들이 운영된다 월성부지는, .

해안에 위치하고 가압중수로 개호기와 최근 건설된 가압경수로 개호기를 포함하여 총 개4 2 6

호기가 운영 중이다.

대덕 및 월성 부지의 대기확산인자 및 지표침적인자 평가를 위해 기상자료는 각 부지에서

측정고도 높이에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간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10 m 2013 1 2013 12 1

다 그림 는 해당 기간 동안의 두 부지에 대한 바람장미를 보여준다 동심원 내 표기된. 2.19 .

숫자는 정온 상태 발생빈도의 백분율을 나타내는데 이로부터 대덕부지가 저풍속의 발생(calm) ,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대덕부지의 경우 남서풍계열이 월성부지는 바다방향으. ,

로 바람이 부는 북서풍계열의 풍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안정도는 플륨모델을 사용하여 대기확산 및 지표침적을 평가할 경우 필수적Gaussian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인자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년 에 의해 시작되어 년. 1932 Giblett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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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 의 를 거쳐 년(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 Smith 1961

에 의해 정립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현재까지 다양한Pasquill .

대기안정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풍향의 표준편차 및 수직온도차 일사량 운량 등에, ,

의해 추산한다 또한 에서는 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기온감율 및 풍향표준. RG 1.23 Pasquill

편차를 이용한 대기안정도 분류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표 에 나타냈다, 2.6 .

대덕부지 월성부지(a) (b)

그림 년 바람장미 동심원내 숫자는 정온 발생빈도의 백분율2.19. 2013 ( (calm) )

표 2.6. 대기안정도의 분류 방법

Stability

Classification

Pasquill

Categories

Temperature Change

with Height [°C/100 m]

σθ*

[degrees]

Extremely unstable A T/ z -1.9Δ Δ ≤ σθ 22.5≥

Moderately unstable B -1.9 < T/ z -1.7Δ Δ ≤ 22.5 > σθ 17.5≥

Slightly unstable C -1.7 < T/ z -1.5Δ Δ ≤ 17.5 > σθ 12.5≥

Neutral D -1.5 < T/ z -0.5Δ Δ ≤ 12.5 > σθ 7.5≥

Slightly stable E -0.5 < T/ z 1.5Δ Δ ≤ 7.5 > σθ 3.8≥

Moderately stable F 1.5 < T/ z 4.0Δ Δ ≤ 3.8 > σθ 2.1≥

Extremely stable G 4.0 < T/ zΔ Δ 2.1 > σθ

*σθ: Standard deviation of horizontal wind direction fluctuation over a period of 15 minutes to 1 hour

의 분류법은 정상상태 하의 종관적인 대기안정도를 비교적 신뢰성있게Pasquill (steady-state)

표현하며 관련 기상인자의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된다 본 평가방법은 개, . 7

등급으로 정의되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매우 안정한 상태를 로 명시한다 기온감율, ‘A’, ‘G’ .

에 따른 분류는 상하 두 층간의 기온차를 이용한 수직 방향의 대기 혼합 상태 및 풍속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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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방향의 이동확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며 측정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고 간단하게 대기,

안정도를 분류할 수 있는 반면 일정높이의 기상관측탑이 필요하다 한편 특정 높이에서 대기. ,

중 오염물질은 풍향의 변화가 크면 쉽게 확산되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와 유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대기안정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렇듯 풍향의 표준편Cramer .

차를 이용한 방법도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대기안정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면서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대덕부지는 지상 와 고도에서 월성부지는 지상 와10 m 67 m , 10 m 58 m

고도에서의 온도차로부터 계산된 기온감율에 의한 방법 방법 과 고도에서 측정된( T ) 10 mΔ

풍향의 표준편차에 의한 방법 방법 을 이용하여 분류법에 따라 에서 까지의( ) Pasquill A Gσθ

등급을 적용하여 대기안정도를 산출하였다.

②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및 지표침적인자

대기안정도를 산출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와  방법 으로 평가된 대기안정도별 결합빈)

도분포를 이용하여 두 방법 간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및 지표침적인자를 계산하였다 대기확.

산인자와 지표침적인자는 본 보고서의 제 절에서 제시된 모델을 이용하였다 지표방출2 NRC .

을 가정하여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건물의 와류효과와 기류의 재순환 및 정체 효과10 m ,

는 고려하지 않았다 풍속구간은 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RG 1.23 11 .

그림 은 대덕부지와 월성부지에 대해 기온감율 및 풍향표준편차를 기반으로 하여 대기2.20

안정도 발생빈도의 산출결과를 보여준다 대덕부지의 경우 기온감율에 의한 방법에 의한 평가.

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약간안정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과(E)

는 달리 풍향표준편차 방법을 이용했을 때 이상이 매우불안정 한 결과를 나타냈다 월, 90% (A) .

성부지도 기온감율 방법에서 약간안정 항목이 풍향표준편차 방법에서는 매우불안정 항(E) , (A)

목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지만 대덕부지의 경우 같이 매우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대덕부지 월성부지(a) (b)

그림 대기안정도의 결합빈도분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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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평가방법에 따른 대기안정도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XOQDOQ

기확산인자 및 지표침적인자를 산출하였으며 이 때 방사능 붕괴와 플륨의 감손 은, , (depletion)

고려하지 않았다 평가지점은 방출지점으로부터 및. 400 m 800 m, 1200 m, 1600 m,

의 총 개로 선정하였다2400 m, 3200 m, 4000 m 7 .

그림 는 각각 대덕부지에 대해 평가 지점에서 기온감율과 풍향표준편차 방법에2.21 400 m

의한 대기확산인자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안정도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최대 대기확산인자는 동쪽 방향에서(E) 1.46×10-4 sec/m3로 나타났으며 풍향표준편차에 의,

한 산출방법으로는 동북동 방향에서(ENE) 2.25×10-5 sec/m3로 나타냈다.

기온감율 풍향표준편차(a) (b)

그림 대덕부지의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2.21.

그림 는 월성부지의 평가 지점에서 두 평가방법에 따른 대기확산인자를 보여주2.22 400 m

며 모두 동남동 방향에서 각각 최대인, (ESE) 6.62×10-5 sec/m3과 1.50×10-5 sec/m3을 나타

냈다.

기온감율 풍향표준편차(a) (b)

그림 월성부지의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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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침적인자의 평가 결과 두 부지에서 두 가지 대기안정도 평가 방법 모두 동일한 방향에

서 최대값을 나타냈는데 대덕부지의 경우에는 동북동 방향에서 그림 참고 월성부, (ENE) ( 2.23 ),

지는 대기확산인자와 마찬가지로 동남동 방향에서 최대치를 나타냈다 그림 참고(ESE) ( 2.24 ).

대덕부지에서의 최대값은 6.24×10-8 m-3( 과) 6.28×10-8 m-3( 을 월성부지에서는) ,

7.92×10-8 m-3( 과) 7.76×10-8 m-3(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덕부지의 지표침적) . ,

인자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온감율에 의한 계산방법이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평

가되었다.

기온감율 풍향표준편차(a) (b)

그림 대덕부지의 연간평균 지표침적인자2.23.

기온감율 풍향표준편차(a) (b)

그림 월성부지의 연간평균 지표침적인자2.24.

환경에서 방사성물질 거동의 불확실성으로 일반인의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방

지를 위해 최댓값은 법적 기준치와 비교가 되는 매우 중요한 수치이다 이를 위해 두 대기안.

정도 평가방법에 따른 최댓값을 비교하였다.

표 은 대덕부지와 월성부지에서 두 방법에 의한 각 거리별 대기확산인자의 최댓값을 나2.7

타낸다 두 부지 모두에서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안정도 분류방법이 풍향표준편차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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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욱 높게 평가되었으며 원자력시설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보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

해당 평가거리에서 대덕부지의 경우 배에서 최대 배 월성부지의 경우 배에서 최대6.5 14.5 , 4.4

배 정도로 기온감률에 의한 대기안정도 평가방법이 높게 평가되었다6.8 .

표 2.7. 대기안정도 평가방법에 따른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의 최댓값

거 리

[m]

대덕부지 월성부지

TΔ

[sec/m3]

σθ

[sec/m3]
T/Δ σθ

TΔ

[sec/m3]

σθ

[sec/m3]
T/Δ σθ

400 1.46×10-4 2.25×10-5 6.51 6.62×10-5 1.50×10-5 4.43

800 4.29×10-5 4.21×10-6 10.20 1.94×10-5 3.65×10-6 5.31

1,200 2.10×10-5 1.61×10-6 13.07 9.49×10-6 1.65×10-6 5.76

1,600 1.30×10-5 8.95×10-7 14.48 5.86×10-6 9.68×10-7 6.05

2,400 6.79×10-6 4.87×10-7 13.94 3.08×10-6 4.85×10-7 6.34

3,200 4.37×10-6 3.23×10-7 13.52 1.98×10-6 3.01×10-7 6.59

4,000 3.13×10-6 2.38×10-7 13.17 1.42×10-6 2.09×10-7 6.80

두 부지의 대기안정도 평가방법에 따른 거리별 지표침적인자의 최댓값을 표 에 제시하였2.8

다 각 부지에서 두 평가방법에 따른 비 기온감율에 의한 지표침적인자에 대한 풍향표준편차에. (

의한 지표침적인자의 비 는 평가 거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대덕부지의 경우) ,

약 로 월성부지는 약 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0.99 , 1.02 .

표 2.8. 대기안정도 평가방법에 따른 연간평균 지표침적인자의 최댓값

거 리

[m]

대덕부지 월성부지

TΔ

[1/m2]

σθ

[1/m2]
T/Δ σθ

TΔ

[1/m2]

σθ

[1/m2]
T/Δ σθ

400 6.24×10-8 6.28×10-8 0.99 7.92×10-8 7.76×10-8 1.02

800 2.11×10-8 2.12×10-8 0.99 2.68×10-8 2.62×10-8 1.02

1,200 1.08×10-8 1.09×10-8 0.99 1.38×10-8 1.35×10-8 1.02

1,600 6.66×10-9 6.69×10-9 0.99 8.44×10-9 8.27×10-9 1.02

2,400 3.32×10-9 3.34×10-9 0.99 4.21×10-9 4.12×10-9 1.02

3,200 2.01×10-9 2.02×10-9 0.99 2.55×10-9 2.50×10-9 1.02

4,000 1.36×10-9 1.37×10-9 0.99 1.73×10-9 1.69×10-9 1.02

대기확산인자는 두 평가방법 및 평가 거리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나타낸 반면 지표침적인

자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에서 경험으로부터 주어진 그래프에 나타낸 바RG 1.111

와 같이 지표침적인자는 대기안정도에 무관하게 평가거리에 따른 상대침적률로부터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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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부지와 특정 해의 결과이며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

나 일반적으로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안정도 평가방법이 원자력시설의 운영중 주민선량 평가에

있어서 보다 보수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만일 원자력시설의 사전 부지 평가 시 기온감.

율 기반의 대기안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히 높은 기상 관측탑이 없어 부득이하게 풍향표준

편차에 의한 방법이 적용될 경우 이와 같은 영향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지크기 선정과 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는 것이 사후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나. 방출유형별 최적 입력변수 선정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원자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2014-25 ( 29) “

조사 평가 기준 에서는 미국 의 지침에 따라 기체상방사성유출물에 대한 방출유형 고공방· ” NRC (

출 지표면방출 을 규정한다 고시에서는 지표면방출은 건물의 배기구 또는 관통부와 같이 방, ) .

사성물질의 방출고도가 주변 구조물 높이의 배 이하 고공방출은 배 이상일 경우에 적용할2 , 2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제지침 에서는 지표면방출과 고공방출 이외에 건물에서 일. NRC 1.111

정부분의 높이가 방출구가 있는 경우 기상조건에 따라 지표면방출 또는 고공방출을 행하는 혼

합방출을 추가한다 이러한 방출유형에 대한 정의는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이 주.

변 건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지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는 정상운영시 대기확산평가에서는 방사성유출물의 방출높이가 주변 구조물 높이의NRC

배를 기준으로 방출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가상사고 시 대기확산인자평가 규제지2 (NRC

침 에서는 주변 구조물 높이의 배를 기준으로 방출유형을 구분한다 다만 가상 사고1.145) 2.5 .

시 대기확산평가에서는 혼합방출에 대한 평가는 하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정상 시와 사.

고 시 평가에 대한 방출유형 구분의 차이는 각기 다른 규제지침의 발행시기와 관계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규제지침 과 는 각각 년과 년에 발행되어 이 후 개. NRC 1.111 1.145 1977 1979

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서로 간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원자력관련기구.

등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 각국에서는 정상운영과 가상 사고에 대한 구분(IAEA, NCRP )

없이 방출높이가 주변 건물높이의 배 이상인 경우를 적용한다 따라서 국내의 고시도 국제2.5 .

기구의 권고와 각 국의 동향을 고려하여 방출유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 다음은 방출유형에 따른 대기확산평가와 관련한 최적 입력 자료에 대해 논한다. .

(1) 기상측정 높이자료의 적용

국내 고시에서는 정상가동시와 사고시를 구분하여 기상자료의 적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다 사고 시 대기확산평가는 지표면방출의 경우 지상 에서 고공방출의 경우 방사성물질. 10m ,

방출지점을 대표하는 고도에서 관측된 부지기상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반면 정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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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 방출지점을 대표하는 고도에서 관측된 부지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

가할 것을 권고한다 규제지침 에 따르면 방사성물질의 방출높이와 상관없이 지표. NRC 1.111

면방출과 혼합방출의 경우에는 고공방출의 경우에는 해당 방출높이에서 가장 근접한 높10m,

이에서 측정된 기상자료의 적용을 권고한다 두 규제지침의 뚜렷한 차이로는 정상가동시 국내.

의 경우에는 방출유형에 관계없이 방출지점을 대표하는 높이에서 측정된 기상자료 적용을 권

고하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지표면방출은 높이에서 측정된 기상자료의 적용을 권고한다10m .

는 비록 일정부분 높이의 건물의 상층부에서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플륨이 해당 높이의NRC

기류에 따라 수송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의해 아랫방향으로 기류가 형성되고·

플륨이 건물높이의 절반정도 높이 부근까지 혼합되어 기상조건에 따라 수송 확산이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출유형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지표면과 혼합방출은. 10m

높이에서 측정된 기상자료 고공방출은 방출높이를 대표하는 높이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적,

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기상자료의 모델적용

측정된 기상자료를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평가자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이 될 수

있다 적용 방법으로는 순간 관측값 매 초마다 을 이용하여 분마다 이동 평균하여 처리된. ( 3 ) 10

자료의 세트를 적용할 수 있고 이를 대기안정도별 풍향과 풍속의 등급 구분에 따른 발생빈도,

를 통계처리 결합빈도분포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의 정상가동에 따른 주민피폭선량( ) .

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간평균의 개념이 적용되고 또한 배기구감시기의 시간대별 자료가 유용하

지 않기 때문에 실제 측정된 분 간격의 기상자료의 세트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를 사용하10 ( , , )

여 대기확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의미한 일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사성.

유출물에 의한 주변 주민의 선량평가는 기상 및 확산의 불확실성 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습성

등의 넓은 불확실성으로 일반인의 방사선방호 측면에서 결과의 정확성보다는 결과의 보수성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모델로 평가된 기상자료의 세트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 세.

트마다 결과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합빈도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평가의 효율성과 결과의 검증 등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3) 지형의 높이

지표면방출은 지상 에서 측정된 기상조건에 따라 같은 높이를 가지고 일정하게 기류가10m

흐른다고 가정한다 즉 지형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수송 확산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 · .

공방출의 경우에는 유효높이 방출높이 부력에 의한 상승 지형의 높이 에 따라 수직방향으로 농( + )–

도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지형의 고도가 일반인의 피폭선량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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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 규제지침 에서는 고공방출의 경우 구간 내 가장 높은 지형의 고도. NRC 1.111

를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지형의 고도를 설정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에서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RG 1.109

피폭경로를 고려해 평가하도록 권고한다 미국은 국내의 지형적 조건과는 달리 비교적 완만하.

며 이러한 지점에서는 일반인이 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구간 내 가장 높은 지형의 고도를,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겠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원자력시설 인근에 산 등의 위치해 있어

실질적으로 산 정상에서 거주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규제의 보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평가.

구간 내 지형의 평균고도를 고려하여 유효고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4) 건물의 와류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평가대상시설 또는 인근 구조물에 의해 와류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건물에 의한 와류는 방출유형의 분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지표면방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고공방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 현상의 고려는 확산에 보다 유리하기 때, .

문에 지표면방출의 경우 결과의 보다 높은 보수성을 위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건물와류현.

상의 모사는 상세한 건물의 형상 등을 반영하여 확산현상을 해석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규제

를 위한 평가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건물의 높이만을 고려하여 간단한 방법에 의해 보수적으로

모사한다.

(5) 기류의 재순환 및 정체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예측은 일반적으로 직선궤적 플륨모델이 적용되Gaussian

며 동 모델은 부지의 한 지점에서 측정된 기상조건이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동일한 기상조건,

을 적용한다 특히 해안 또는 복잡한 지형 산이나 계곡 등 에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표. ( )

면의 온도차이 지형 장애물로 인한 기류의 방해 등으로 인해 기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

즉 부지의 기상조건에 따라 수송 확산된 방사성물질이 일정 거리동안 이동한 이 후에 다시 제·

자리로 순환하거나 지형에 의해 기류가 제자리에서 머무는 현상을 모사함으로써 피폭선량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동 현상이 고려된다 앞서 국내 원전이 위치한 해안 부지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가 위치한 내륙 부지를 대상으로 기류의 재순환 및 기류의 정체현상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였으며 동 결과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

의 에서 권고하는 기류의 재순환 및 정체 보정인자의 국내 적용은 과도한 보수NRC RG 1.111

성을 나타낼 수 있다 향후 부지 특성에 적합한 재순환 및 정체에 대한 보정인자 값을 도출하.

는 추적자 실험 또는 차원 상세모사 등의 여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동 현상은3 .

방출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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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성물질의 지표침적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력 또는 표면거칠기 등에 의한 건침적만을 고려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우에 의한 습침적으로 특별한 기후를 갖는 조건 예로 우기에 집중적으, (

로 방목을 한다든지 농작물이 성장하는 조건 등 에서만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다, ) .

른 나라의 기후조건과 비교하였을 경우 특별히 다른 기후조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습침적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성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우량 자료를 사용하여 습침적 고려를 위한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현재.

까지의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습침적에 따른 플륨의 감손을 고려한 대기확산인자를 반영하지

않고 건침적인자와 마찬가지로 습침적인자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음식물섭

취나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평가에서 보수성을 나타낼 것이다 실질적으로 습침적의 고려.

는 공기 중 농도를 낮춤으로써 오염공기에 의한 외부피폭과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은 낮게 나

타난다 따라서 원전과 같이 복합적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경우에는 지표침적이 증가하게 되.

면 공기 중 농도는 감손되는 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대기 중 물리적 현상이

다 다만 입자상핵종 중에서 음식물오염 또는 지표침적이 강하고 에너지가 높은 단일 핵종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주의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침적은.

방출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7) 플륨의 상승

방사성물질은 환기시설의 풍량과 열에 의해 상승할 수 있다 고공방출의 경우 플륨의 상승.

은 피폭자의 유효높이와 관계하는 중요한 요소로 환기시설의 풍량에 의한 물리적 상승이 고려

될 수 있다 그러나 열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경우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원전의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무시하는데 이는 플륨이 상승할수록 피폭자가 위치한 지표에서 농도는 낮기 때문에

보수적 평가에서는 고려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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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핵종특성별 환경내 거동해석 신모델 개발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환경 내 거동은 불확실성이 매우 커

서 일반인의 방사선방호를 위해서는 보수적 방법과 가정에 따라 평가한다 규제목적을 위한.

평가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따른 대기거동과 환경 내 거동은 일정부

분의 보수성은 부여하되 가능한 실질적으로 평가하며 일반인의 식품섭취 및 활동시간 등 생,

활습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적 가정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방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국제기구나 외국의 규제기관에서는 판단한다 방사성물질이 환경으.

로 방출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일반인에 피폭영향을 줄 때까지 모든 경로에 대해 보수성을 부

여하는 것은 과도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즉 대기확산에서 현실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일반인.

의 생활습성 등에서 상당한 보수성 예로 일반인은 제한구역경계에서 일 년 내내 거주하고 식(

품을 자급자족한다 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방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

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방사선환경방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내외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며 다음은 이에 대한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가. 핵종거동모델 개발현황

(1) 국내현황

국내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델이 년 국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대기확산· 1989 (

인자평가코드 기체성유출물 선량평가코드 액체상유출물 선량평가코: XQDQWQ, : GASDOS,

드 동 평가코드에는 해안에 위치한 원전을 대상으로 국내 고유의 피폭경로 그림: LIQDOS), (

가 반영된 전산코드이다2.25) .

이 후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개선하여 정상운영시 주민선량평가 모델은 그림 과 같이2.26

현재 가지 모델 이 활용된다 세부적으5 (ENDOS, INDAC, KDOSE-60, TEDII-60, RADCAP) .

로 모델은 대덕원자력시설의 운영에 따른 영향평가 은 가동원전의 운영ENDOS , KDOSE-60

에 따른 영향평가 은 중 저준위 처분시설의 운영에 따른 영향평가 은 원, RADCAP · , TEDII-60

자력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향평가 은 규제검증용으로 활용된다, IND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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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해안에 위치한 정상운영 중인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내 고유 피폭경로

그림 2.26. 국내 전산코드 활용현황

그러나 이들 가지 모델은 기본 골격은 유사하지만 모델과 변수 값의 적용에 있어 여러 차5

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화를 위해 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처음으로, 2008

워크숍을 주관하여 개최하였ODCMUG(Off-Site Dose Calculation Manual User Group)

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기관의 주관 하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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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이끌어 오고 있으나 방사선환경방호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이로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중장기연구의 일환. ,

으로 십 수 년 간 국내 주요 농작물에 대한 오염관련인자 뿌리흡수인자 잎흡수인자 잎차단계( , ,

수 등 생산 등 선량평가를 위한 상당한 필수자료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적으로는) .

주관 국제공동프로그램 와 에 참여하여 핵종IAEA EMRAS(2003-2007) EMRAS (2009-2011)Ⅱ

이동계수 핸드북의 개정 에 국내자료가 실리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그럼에도(TRS-472)[2.11] .

불구하고 현재 국내선량평가체계에서 대부분의 자료는 의 권고 값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NRC

는 대부분 년대 자료이다1970 .

(2) 국외현황

국내 원전을 비롯하여 각국에서는 고유의 환경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환경 내 거동모델을 개

발해 왔다 미국 의 는 경수로에서 운영 중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주민피폭선. NRC RG 1.109

량 평가를 위한 핵종거동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미국 방사선방호측정심의회. (National

에서 발간된 보고서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NCRP) NCRP

은 에서 권고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으로 환경으No.123 NCRP No.76 ,

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대한 스크리닝 기법들을 제시한다 캐나다표준협회. (Canadian

는 년 원자력시설의 운영 중 방사성물질에 대한 유도방출Standards Association, CSA) 1984

한도 계산지침을 위한 보고서 을 발간하였고 현재까지 세 번째 개정본을 작성하였다N288.1 ,

년 발간 유럽위원회 의 은 영(3rd edition: 2014 ). (European Commission, EC) EUR 15760

국에서 발간되었으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환경거동해석을 위해 평형모델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동적모델을 이용한다 프랑스는 시설별 고유의 평가방법론을 정립하여 적용하며 독일은 방법. ,

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진다면 규제 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등 유럽지역이 대체로 유연

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 시설은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선량평가를 수행하. ,

는 반면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매우 현실적인 선, (Nuclear Safety Commission, NSC)

량평가 방법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규제지침의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각국의 환경 특.

성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코드들이 개발되었으며 표 에 제시하였다,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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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국외 환경영향평가 프로그램 및 전산코드

국가 전산코드 기관 특성

미국

GASPAR NRC

 를 근간으로 함RG 1.109

 방사선방호량 기반 유효선량당량 평가ICRP-26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영향평가

AIRDOS-

EPA
EPA

 를 근간으로 함RG 1.109

 일반 원자력시설 환경영향평가

NEWTRIT LLNL

 일반 원자력시설의 규제목적으로 개발

 중 하나의 버전GENII-NESHAPs

 삼중수소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 개발됨

 보다 보수적 접근방법을 채택

DCART LLNL

 일반 원자력시설 환경영향평가

 모델을 참조하여 개발NEWTRIT

 에 비해 보수성을 다소 완화하여 현실적인NEWTRIT

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

RESRAD ANL

 일반 원자력시설 환경영향평가

 와 의 지원 하에 잔류방사능 평가를 이행하기NRC DOE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캐나다 ADDAM AECL
 의 모델을 근간으로 함CSA N288.2

 원자력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스페인 CROM
Polytechnical

Univ. of Madrid

 기본적으로 를 기반으로 하며 몇 가지SRS No.19

개선사항에 대해 모델을 추가EUR-15760

영국
PC-

CREAM08
EC

 유럽연합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방사선량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

 보고서에 모델 특성 제시EUR-15760

 핵종붕괴 시 자핵종 고려

 삼중수소 평가 시 동적격실모델 반영

일본
ANGLO-

CLOUD

Mitsubishi

Atomic Power

Industries

 를 근간으로 한 정상 및 사고 시NSCRG: L-RE-I.01

기체방출물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는 년 농작물에 대한 핵종이동자료를 수록한 를 발간하였는데 이후IAEA 1994 TRS-364 ,

년부터 수행된 주관 프로그램에서는 개정을 주요 의제로 다루2003 IAEA EMRAS TRS-364

었고 년에 이에 대한 개정본 를 발간하였다 본 개정본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2010 TRS-472 .

수행한 핵종이동변수의 통계치와 대표치 뿐 아니라 국내 중장기연구로부터 얻어진 자료도 수

록한다 에서는 핵종이동변수 뿐 아니라 식품을 섭취하기까지의 가공인자 등 실질적. TRS-472

평가에 유용한 많은 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년도 발간된 모델을 보다 개선한 모델. 2001 IAEA

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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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기결합삼중수소 에 대한 평가모델도 제시한다(organically bounded tritium, OBT) .

는 이전에 발간된 을 기반으로 하여 년 방사성유출물의IAEA Safety Series(SS) No. 57 2001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일반모델 을 발간 하였(generic models) (Safety Report Series No. 19)

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 모델과 권고 변수값을 수록한다 다만 동 발간물은 시, .

설의 건설 또는 설계 등 규제이행 목적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에서는 년 초IAEA 2009

에 시작된 후속프로그램 를 통해 각 나라의 규제모델 평가방법론 기준치EMRAS EMRAS-II , ,

등을 종합 정리하여 향후 국제권고 규제모델 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로 부터. EMRAS-II

얻어진 결과는 의 의 개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IAEA Safety Report Series No. 19 ( 2.27

참조 개정본에는 주제별 권으로 세분화하여 권은 스크리닝 평가 권은 일반적인 환경영). 3 1 , 2

향평가 모델 권은 계획피폭상황에 대한 스크리닝 단계 평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

그림 2.27. 핵종이동평가 관련 출판물IAEA

는 선량평가 시 붕괴핵종의 자핵종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영국의NRC , PC

은 자핵종을 고려하고 있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 기체방출물의 유형 불활CREAM08[2.12] . (

성기체 입자 요오드 삼중수소 방사성탄소 별 평가방법에는 각 지침서와 전산코드에 따라 상, , , , )

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모델간 특성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요오드의 경우 의. , NRC

는 시설에서 방출되는 요오드의 침적 및 잔류계수를 보다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RG 1.109

으며 의 는 요오드를 주요 핵종으로 간주하여 평가방법에 다양한 부가설명과, IAEA TRS-472

함께 식품처리 공정에 따른 인자도 제시한다 은 안정요오드의 섭취를 고려하며. PC-CREAM08

모든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를 무기형으로 가정하여 매우 보수적인 가정사항을 적용하는 반면,

보고서에서 요오드의 전이인자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CSA/N.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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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예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중수소의 경우 표 과 같이 각기 독자적인 방법으. 2.10

로 평가된다.

표 2.10. 모델별 삼중수소 선량평가 고려 특성

전산코드 지침서/ 선량평가 모델 화학적형태H-3

R.G. 1.109 비방사능 모델  HTO

NCRP No.123 비방사능 모델  HTO

AIRDOS-EPA 비방사능 모델  HTO

SRS-19 비방사능 모델  HTO

TECDOC-1616

TRS-472
비방사능 모델

 HTO

 OBT

NEWTRIT 비방사능 모델
 호흡: HTO, HT

 섭취: HTO, OBT

DCART 비방사능 모델
 호흡: HTO, HT

 섭취: HTO, OBT

N288.1 비방사능 모델
 HTO

 HT

EUR-15760 (PC-CREAM08)
비방사능 모델

동적 모델

 HTO

 OBT

대부분의 지침서들은 시설에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방출이 될 때 핵종농도는 모든 환경

내에서 격실 간에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하는 비방사능모델 을 기반(specific activity model)

으로 예측한다 한편 은 핵종이 불연속적으로 환경으로 방출되는 경우 농도의. , PC-CREAM08

시간 변위를 위한 동적모델 을 개발해 왔으며 비방사능모델과 비교하여 평가(dynamic model)

한다 와 모델은 삼중수소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NEWTRIT DCART

도입하여 와 뿐 아니라 형태도 고HTO(tritiated water) OBT HT(tritiated hydrogen gas)

려한다 형 원자로를 운영하는 캐나다의 경우 환경단체 등에서 삼중수소 평가 시. CANDU

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지만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OBT

에서는 를 선량평가 모델에서 제외한(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 OBT

다 이에 따라 와 형태만을 고려하여 삼중수소를 평가하고 방출시 에 대한. HTO HT , HT HTO

전환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값을 이용한다 에서는 와 모두 평가하며. TRS-472 HTO OBT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섭취 공정인자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다양한 규제지침들을 검토하여 그 동안의 축적된 연구경험과 함

께 국제기구 신권고인 대표인개념에 기반으로 국내 사회 환경특성을 반영한 국내고유의 정상·

운영 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선량평가모델 개발과 평가방안 수립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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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중수소평가모델 현황 및 국내적용

최근 원전의 저감 노력과 기술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방사성탄소는 인체에 중대한

피폭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들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두 핵종에 대한 원전주변 주민들의.

섭취선량평가를 위해서는 작물의 오염정도가 사전에 분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핵종들은 자,

연에서 빠르고 쉽게 혼합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비방사능모델을 기반으로 예측한다.

삼중수소의 경우 이 모델을 근간으로 할 때 인체를 포함하여 공기 토양 작물 등과 같은, ,

모든 환경매체의 수분 내에서 수소에 대한 삼중수소의 비 는 동일하다는 가정에 근거한(T/H)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환경매체의 수분 내에서 는 동일하지 않다 예로 작물체 수분. T/H .

내에서 는 공기 수분 내에서 에 비해 대부분 낮은 값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작물체T/H T/H .

의 수분흡수는 잎의 기공 뿐 아니라 많은 부분은 뿌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토양 수

분 내에서 는 공기 등과 같은 다른 환경매체의 수분 내에서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T/H T/H

때문이다 따라서 비방사능 모델에 의한 예측결과는 과대평가 될 수 있으며 규제 이행을 위한.

많은 수학적 모델에서는 이를 일부 변형하여 적용한다.

또한 삼중수소는 광합성 작용 등으로 동식물체 등의 유기물에서 다양한 화학적 결합을 갖는

형태의 삼중수소를 생성한다 원전으로부터 방출되는 대부분의 삼중수소의 화학적 형태는 주.

로 이며 약 방출 작물에 흡수된 는 광합성 작용 등으로 일부는HTO ( 87% 99.9% ), HTO OBT∼

형태로 전환된다 그 동안 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규제 목적의 대부분 수학적 모델에서. OBT

는 의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를 포함한 축적된HTO OBT

지식과 경험 등을 통해 의 영향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다OBT .

본 연구에서는 삼중수소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인, NRC, AIRDOS-EPA[2.13],

및 모델에 대하여 인체피폭 선량평가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고NEWTRIT[2.14] TRS-472 ,

그 중 세 가지 모델 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국내 특성자료를(NRC, AIRDOS-EPA, NEWTRIT)

사용하여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모델에서는 삼중수소를 모두 만을 가정하며 식품의 오염 및 이를 섭취하여 인체NRC HTO

에 대한 피폭된다고 가정한다 본 모델은 작물체 수분 내에서 는 공기 수분 내에서. T/H T/H

의 50% (F0 로 가정한다=0.5) .

 
  (2.27)

여기서, Cpp는 공기 중 농도로부터 작물체 수분 내 농도HTO HTO (Bq·kg-1-fresh), Ca는

공기 중 농도HTO (Bq·m-3 는 공기의 절대습도), H (kg·m-3), Fwf,pp는 작물체의 수분 분율

(kg·kg-1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가정 이다-fresh; 75% ) .



- 218 -

작물체의 수분 흡수는 대부분 뿌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모델에서는 공기 수분 내

에서 에 대한 작물체 수분 내에서 를 로 가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축산물에 대한T/H T/H 50% .

농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28)

여기서, CaP는 축산물에 대한 농도HTO (Bq·kg-1-fresh), QF는 가축의 사료 섭취율

(kg-fresh·d-1), Fm는 사료에서 축산물로의 핵종 전이인자(d·L-1 또는 d·kg-1 를 나타낸-fresh)

다.

일반적으로 의 환경방출로 인한 인체로의 피폭경로는 식품섭취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HTO

호흡 피부흡수 음용수 섭취 등에 의한 영향도 고려된다 그러나 모델에서는 음용수의, , . NRC

오염에 따른 피폭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 피부흡수에 의한 피폭영향은 오.

염공기 흡입에 의한 영향의 로 가정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흡입에 대한 선량환산인자50% ,

에 를 곱한 값이 적용된다1.5 .

의 삼중수소 평가모델은 와 마찬가지로 모두 로 가정하며 식품은AIRDOS-EPA NRC HTO

단지 형태로 오염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모델과 달리 작물체 수분 내에서HTO . NRC T/H

는 공기 수분 내에서 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며T/H (Fcr 식품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식품의=1),

소비에 따른 수분의 섭취량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2.29)

여기서, Dfp는 식품섭취에 의한 피폭선량(mSv·yr-1 는 단위환산인자), 0.365 , Utw는 식품 소

비에 따른 총 수분의 섭취량(=1,600 g·d-1), Fwc는 식품섭취에 따른 수분분율 농작물( : 0.505,

육류 우유 그리고: 0.185, : 0.31), DFg는 섭취에 의한 선량환산인자(mSv·Bq-1 이다) .

본 모델은 음용수는 가 오염된 것으로 가정하며 피부흡수에 의한 피폭선량은 오염공기1% ,

흡입에 의한 영향의 로 가정한다 흡입에 의한 피폭선량은 모델 등과50% . NRC, NEWTRIT

같이 공기 중 농도 호흡률 선량환산인자를 곱하여 평가한다, , .

미국 에서는 의 환경방출에 따른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LNL) HTO

식품 내 뿐 아니라 의 섭취 및 형태로의 방출에 대한 피폭영향도 고려한다HTO OBT HT .

형태로의 방출량은 재처리시설의 경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므로 본 연구의 선량평가HT ,

비교에서는 에 따른 피폭영향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HT .

모델은 많은 실험 자료에 근거하여 공기 중 의 농도로부터 작물체 수분 내NEWTRIT HTO

에서 와 농도를 다음 식으로 평가한다HTO O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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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31)

  (2.32)

여기서 Cam는 공기 수분 내에서 농도HTO (Bq·L-1 또는 Bq·kg-1), RFpp는 감소분율T/H ,

RF1는 잎에 대한 감소분율T/H , IDpp는 인자isotopic discrimination , Fdm,pp는 건조물

분율(dry matter) (kg·kg-1-fresh), Weq,pp는 수분등가인자 (L·kg-1 이다) .

감소분율T/H RFpp는 작물체 수분 내에서 는 공기 수분 내에서 와 다르다는 것을T/H T/H

말해주는데 이는 작물체의 수분흡수는 잎의 기공 뿐 아니라 많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토양의 뿌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RF1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IDpp는

작물체의 수분에서 와 유기물에서 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광합성 작용T/H T/H .

의 과정에서 질량의 차이로 유기물로의 이동은 삼중수소가 수소보다 느리지만 삼중수소 탄소·

결합보다 강하여 분해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의 영향으로.

작물체의 유기물 내에서의 는 수분 내에서 에 비해 약 정도 낮은 것으로T/H T/H 20%~35%

보고된다 축산물에 대한 와 농도는 다음 식으로 평가된다. HTO OBT .

      (2.33)

     (2.34)

여기서 Ffr는 사료 수분에 의한 물 공급분율, Dfr는 사료 건조물에 의한 물 공급분율, Wfr는

가축 공급용 음용수에 의한 물 공급분율, RFdw는 공기 수분 내 농도에 대한 음용수 내HTO

농도분율HTO , ISAfr는 가축의 호흡과 피부흡수에 의한 물 공급분율, Fwf,ap는 축산물의 수분

분율(kg·kg-1-fresh), Fdm,ap는 축산물의 건조물 분율(kg kg-1-fresh), Weq,ap는 축산물의 수분

등가인자(L·kg-1 이다) .

피부흡수에 의한 선량은 호흡에 의한 선량의 이며 음용수는 가 오염되었다고 가정50% , 10%

한다 한편 모델도 와 마찬가지로 및 를 고려하여 삼중수소. , TRS-472 NEWTRIT HTO OBT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작물의 생체에서 농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HTO .













 






(2.35)

여기서 WCP는 식물체의 무게 당 수분(L·kg-1 는 상대습도-fresh), RH , 는 H2 의 증기압O

에 대한 의 증기압의 비 이다HTO (=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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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은 대부분의 를 잎으로 유입되는 식물 엽채류 등 에 대해 보다 타당하며 토양HTO ( ) ,

으로 유입이 상당한 식물 과일류 줄기와 뿌리류 등 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 ) .

생체 내 농도는 다음 식으로 평가된다OBT .


   

 (2.36)

여기서 RP는 분할인자, WEQP는 수분등가인자 건조물의 연소된 당 생산되는 수분( kg kg),

RP는 정상상태 조건에 대해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값으로 보다 작고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1 ,

모든 작물에 대해 이다0.54 . WEQP는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수분함, ,

량 각각 건조물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분율로부터 신뢰성있게 계산( 7%, 12%, 6.2%), , ,

할 수 있다 동물은 사료 음용수의 경로와 호흡 및 피부흡수를 통해 형태로 섭취하고. , HTO ,

사료의 유기분율에서 형태로 섭취한다고 가정한다 동물에 의해 섭취된 의 대부분OBT . HTO

은 체내에서 로 남고 극히 일부분만 로 전환되지만 반대로 의 약 절반은HTO , OBT , OBT

로 전환된다고 가정한다 동물에서의 와 농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HTO . HTO OBT .


  

 
 (2.37)


  

 
 (2.38)

여기서 
는 섭취로부터 육류내 총 삼중수소 농도HTO (Bq·kg-1-fresh), 

는

섭취에 대한 농도비HTO ((Bq·kg-1-fresh)/(Bq·L-1)), 
는 섭취한 물에서 평균 농HTO

도 (Bq·L-1), 
는 섭취로부터 육류에서 총 삼중수소 농도OBT (Bq·kg-1-fresh), 

는

섭취에 대한 농도비OBT ((Bq·kg-1-fresh)/(Bq·kg-1-dry)), 
는 사료내 평균 농도OBT

(Bq·kg-1-dry), 
는 사료 내 수분 물 피부흡수를 포함하는 호흡으로 인한 수분 내, ,

농도이며 일반적으로 호흡은 동물의 총 수분섭취에 약 정도를 기여하고 신진대HTO , 2-5%

사 수 의 약 정도이다(metabolic water) 10% . 
는 오염된 사료 뿐 아니라 비오염 사료

를 포함하여 가중 평균화한 것이다 축산물에서의 농도는 총 농도에. OBT 를 곱하여 결

정하는데, 는 형태로 축산물에서 총 삼중수소의 분율이고OBT , (1- 에 총 농도를 곱)

하면 농도가 된다HTO .

상기 기술한 네 가지 모델 가운데 와 개 모델을 이용하여NRC AIRDOS-EPA, NEWTRIT 3

원자력시설의 운영중 환경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에 의한 주민선량을 평가하였다 모델. NRC

은 국내 원자력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선량평가의 기본 골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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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호흡량 등과 같은 모델의 일부 변수 값은 국내 또는 부지 특성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모델 간 예측결과의 비교를 위해 세 가지 모델에 국내 주민선량평가에 적용되는 식품 소비량

과 사료에서 축산물로의 전이인자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국내 성인에 대한 호흡량은.

7,400 m3 이며 선량환산인자는 에 따라 의 섭취와 흡입에 대한 유효선량환/yr , ICRP-60 HTO

산인자 1.8×10-8 섭취에 대한 유효선량환산인자mSv/Bq, OBT 4.2×10-8 를 적용mSv/Bq

하였다 음용수 섭취량은 를 적용하였다 삼중수소는 모두 형태로 환경으로 방. 440 L/yr . HTO

출되며 이 때 공기 중 의 연간 평균농도는, HTO 1 Bq/m3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에는 각. 2.28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섭취에 따른 피폭선량을 나타냈다.

영향만을 고려할 경우 모델로 예측된 선량이 가장 높고 모델이HTO AIRDOS-EPA NRC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 이유는 공기 수분에 대한 작물체 수분에서 농도.

간의 비에 대한 가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곡류에 대해서는 모델의 예측결과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모델과 모델의 예측결과는 각각(NRC NEWTRIT 1.59×10-4 mSv/yr,

4.0×10-5 모델은 농산물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음 또 다른 이유로mSv/yr, AIRDOS-EPA ).

작물체의 수분함량 분율 차이를 들 수 있다 와 모델은 각각 로(NRC NEWTRIT 75%, 11.7%

가정 그러나 모델에서 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 NEWTRIT OBT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28. 가지 모델로 예측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섭취에 따른 피폭선량3

모델에서 만을 고려할 경우 모든 식품 섭취에 대한 곡류의 기여는 약NEWTRIT HTO 6%

에 불과하였으나 의 영향을 포함할 경우에는 약 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고려되OBT 38% ,

는 여러 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피폭선량의 기여를 나타냈다 모델의 예측결과에서 이에. NRC

대한 기여는 와 유사하게 약 를 차지했다 와 모델은NEWTRIT 38% . NRC AIRDOS-EPA HTO

만을 고려하며 농산물 식품에 대한 모델의 결과는 모델에 비해 약, AIRDOS-EPA NR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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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높게 평가되었다 피폭선량과 직접 비례하는 농산물 섭취에 따른 수분 섭취량은 모델. NRC

이 더욱 높은 값을 나타낸다 모델에서는 농산물 섭취에 따른 수분 섭취량을. AIRDOS-EPA

약 로 가정하고 모델은 모든 작물체의 수분비를 로 가정할 경우 환산하여808 g/d , NRC 75%

수분 섭취량은 약 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기 수분 내 에 대한 농산물 수분내920 g/d . T/H

의 비에 대한 가정은 모델이 모델보다 배 높다 축산물 식품의 섭T/H AIRDOS-EPA NRC 2 .

취에 따른 선량은 모델이 모델에 비해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AIRDOS-EPA NRC 10 .

공기 수분 내 에 대한 가축사료 수분 내에서 의 비 축산물 섭취에 따른 수분 섭취T/H T/H ,

량 수학적 모델의 차이 모델에서는 사료에서 축산물로의 핵종 전이인자를 사용하여 축, (NRC

산물의 농도로부터 피폭선량을 예측하나 모델은 사료의 농도와 축산물 섭취에AIRDOS-EPA

따른 수분 섭취량으로부터 직접 예측 등에 기인한다 이들 변수는 모두 모델) . AIRDOS-EPA

이 에 비해 높은 예측결과를 갖게 한다 그림 에는 세 모델이 평가한 피폭경로별 선NRC . 2.29

량을 나타내었다.

그림 2.29. 가지 모델로 예측한 피폭경로별 선량3

총 피폭선량은 모델을 이용한 결과가 와 모델에 비해 각각AIRDOS-EPA NEWTRIT NRC

배 배 높게 나타났다 피폭경로별 중요도는 식품섭취 호흡 음용수 섭취 모델1.03 , 2.46 . , , (NRC

에서는 고려되지 않음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 NRC

데 이로부터 실제 주민의 피폭선량이 과소평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삼, .

중수소의 환경내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규제이행을 위한 주민선량 평가에서는 피폭자는 평가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일 년 내내 거주하며 동일지점에서 생산된 식품을 전량 소비한다는 극,

히 보수적 가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델의 예측결과도 식품의 유통경로 등과 같. NRC

은 부지 특성자료를 고려할 경우 피폭선량은 약 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된다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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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성탄소 평가모델

방사성탄소인 는 반감기가 년인 방출체로 대기 중에 주로 이산화탄소C-14 5730 (COβ 2 형)

태로 존재한다 방사성탄소도 삼중수소와 마찬가지로 다른 핵종과는 달리 환경 매질간의 이동.

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매질 간 신속하게 농도평형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원전에서는.

감속재 내 포함된 이O-17 17O(n, )α 14 반응을 통해 기체형태로 방출되며 특히 중수형 원전C ,

에서 방출량이 높게 나타난다 월성 발전소기준 연간 약 방출은 약( 1 , 0.1~3 TBq). 65%~97%

가 CO2 가 는 탄화수소의 형태로 방출되는데 대부분의 선량평가, 0.01%~4% CO, 2%~34% ,

모델에서는 CO2 형태에 대해서만 평가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에 대한 방출분율 파, CO

악 및 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방사성탄소에 의한 농작물 섭취에 의한 선량평가 방법은 현재까지 대체로 비방사능 모델을

근간으로 개발되었다 삼중수소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에 대한 방사성탄소에 대한 선량계산을.

위해서는 식품 내 잔류하는 탄소함량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지침별로 표현방법이 약간 다.

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농작물 내 방사성탄소의 농도가 계산된다.

 


(2.39)

여기서 Cpfw는 농작물 중량 에 들어있는 의 농도1 kg C-14 (Bq·kg-1-fresh), Cair는 공기 중

의 농도C-14 (Bq·m-3), Sair는 공기 중 안정 탄소의 농도(g·m-3), Sp는 농작물 중량 에 들1 kg

어있는 안정 탄소의 농도 (g·kg-1 이다-fresh) .

축산물 섭취에 의한 방사성탄소의 선량은 는 비방사능 모델 는 전이모델을TRS-472 , NRC

채택한다 축산물에 들어있는 방사성탄소의 농도 계산은 각 모델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2.40)

여기서 Cafw는 축산물에 포함된 방사성탄소의 농도(Bq·kg-1-fresh), Cpfw는 동물의 사료에

포함된 방사성탄소의 농도(Bq·kg-1-fresh), Sa는 축산물 식품 중 안정 탄소의 농도

(g·kg-1-fresh), Sp는 사료에 포함된 안정 탄소의 농도(g·kg-1-fresh), fp는 방사성탄소의 사료

로부터 축산물로의 전이인자(day·kg-1-fresh), Qp는 동물의 일일 사료 섭취량

(kg-fresh·day-1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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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적용 최적모델선정

(1) 농작물 농도평가

① 입 자

기체방출물의 유형중 입자에 대한 농작물 농도평가는 평형모델을 사용하며 오염된 토양으로

부터 뿌리흡수와 잎의 침적된 방사성물질의 농작물 내부조직의 흡수로 인한 영향의 합으로 평

가된다.


  

  


    (2.41)

여기서 

는 농작물에 들어있는 방사성핵종 의 농도i (Bq·kg-1-fresh),  는 방사성핵종 i

의 침적률(Bq·m-2hr-1 은 농작물 내 핵종의 차단인자), r , 는 잎흡수 전이인자, 는 유효

제거반감기(1/day), 는 뿌리흡수 농축인자, 는 방사능 봉괴상수(1/day), 는 토양축적기

간(day), 는 유효 토양의 표면밀도(kg/m2), 는 농작물의 수율(kg/m2), 는 농작물을 수

확에서 소비까지 시간 을 나타낸다(day) .

② 요오드

기체방출물의 요오드에 대한 농작물 농도평가는 입자와 마찬가지로 평형모델을 사용하며 오

염된 토양으로부터 뿌리흡수와 잎의 침적된 방사성물질의 농작물 내부조직의 흡수로 인한 영

향의 합으로 평가된다 농작물의 잎에 의한 차단계수는 입자 형태와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원. .

전의 경우 방출되는 요오드는 원소형과 비원소형이 각각 방출된다고 가정하며 그 중 원50% ,

소형 요오드만이 농작물에 침적된다고 가정한다.




 
  



   (2.42)

③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최근의 연구동향에 맞추어 와 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모델은 모HTO OBT . HTO

델 간 특이사항이 없이 비방사능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모델이 적절, NRC

할 것으로 판단한다 모델은 미국 에서 개발한 모델이 국내 자료의 적. OBT DOE NEWTRIT

용에 있어 용이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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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사성탄소

방사성탄소에 의한 농작물 섭취에 의한 선량평가 방법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방사능모

델을 근간으로 한다.

 


(2.43)

여기서 Cpfw는 농작물 중량 에 들어있는 의 농도1 kg C-14 (Bq·kg-1-fresh), Cair는 공기중

의 농도C-14 (Bq·m-3), Sair는 공기 중 안정 탄소의 농도(g·m-3), Sp는 농작물 중량 에 들1 kg

어있는 안정 탄소의 농도(g·kg-1 이다-fresh) .

(2) 축산물 농도평가

축산물 농도는 앞서 언급한 농작물 농도 가축의 사료 섭취량 사료에서 육류로의 전이계수, ,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 , , , .

축 중에서 소와 젖소 우유 는 목초지에서 목초를 먹거나 저장된 사료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돼( )

지와 닭은 곡식을 먹고 자란다고 가정한다 쇠고기 우유 중의 핵종 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 ,

낼 수 있다.

    
  

  
 

    


 (2.44)

여기서  는 축산물 내 핵종 농도 또는(Bq/L Bq/kg),  는 사료에서 축산물로의 핵종

전이계수 또는(d/kg d/L),  는 가축의 일일 사료 섭취량(kg/d), 
 는 목초 사료 내 핵종( )

농도(Bq/kg), 는 가축이 목초지에서 생활하는 연 분율, 
 는 일일 섭취량중 가축이 목초지

에 있을 때 섭취하는 비율, 
 는 저장사료 내 핵종 농도(Bq/kg),  는 저장사료 보관기간

이다(sec) .  는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기간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대하여 사(sec),

람이 먹는 곡물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45)

여기서  는 곡물의 수확에서 소비되기까지의 기간 을 나타낸다(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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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체피폭선량평가모델

가. 피폭경로설정 및 모델개발

원자력시설의 정상 운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상유출물은 침적 등의 과

정을 거쳐 지표 또는 농산물을 오염시킨다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이동 및 확산 뿐.

아니라 피폭경로와 습성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종적으로 인근 주민

이 받게 되는 피폭선량의 예측결과는 매우 넓은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근 주민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을 위한 모델은 첫째로 간단하고 명확해야하며 둘째로 일반인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마, ,

지막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결과의 보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는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주요 피폭

경로로 다음 가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4 .

오염공기로부터 감마선 및 베타선에 의한 외부피폭1)

오염된 지표로부터 감마선 및 베타선에 의한 외부피폭2)

오염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내부피폭3)

오염 식품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4)

이러한 피폭경로는 방사성핵종에 따라 선량의 기여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핵종 그룹별로.

관련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핵종 그룹별 주요 피폭경로.

는 다음과 같다.

불활성기체 오염공기에 의한 외부피폭1) :

입자상핵종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흡입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2) : ,

방사성요오드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흡입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3) : ,

삼중수소 흡입 피부흡수 포함 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4) : ( )

방사성탄소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5) :

(1) 대표인 선량

① 오염공기에 의한 외부피폭선량

불활성기체에 의한 공기중 흡수선량과 유효선량 및 장기 등가선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며,

연령군에 대한 구별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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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2.47)






 



(2.48)

여기서 는 핵종 는 장기i , j , 
 는 공기중 감마선에 의한 흡수선량(mGy/yr), 

 는 공

기중 베타선에 의한 흡수선량(mGy/yr), 
는 오염공기에 의한 외부피폭선량(mSv/yr), 



는 공기중 농도(=
  ), Qi는 기체상유출물의 환경방출율(Bq/sec), 

 는 방사능붕

괴를 고려한 대기확산인자(sec/m3), 
 는 감마선에 의한 공기중 흡수선량계수

((mGy/hr)/(Bq/m3)), 
는 베타선에 의한 공기중 흡수선량계수((mGy/hr)/(Bq/m3)),


 는 오염공기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계수((mSv/hr)/(Bq/m3)),  는 주거용 건물의 차

폐인자 그리고 은 단위환산인자 이다, 8760 (hr/yr) .

② 오염지표에 의한 외부피폭선량

기체상유출물의 지표면 침적으로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효선량 및 장기등가선량

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며 불활성기체 은 거의 침적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므로 동, H-3, C-14

피폭경로에 의한 영향은 무시한다.


    










exp  


 (2.49)

여기서 
는 지표면 오염에 의한 외부피폭선량(mSv/yr), Tb는 토양에 방사성핵종이 축적

된 기간(sec), di는 지표면으로 침적율(Bq/(m2·sec)), λi는 방사능붕괴 상수(1/sec), 
 는

지표면 침적물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계수((mSv/hr)/(Bq/m2 이다 이 중 지표면 침적률은 아)) .

래 식과 같이 구한다.

   (2.50)

여기서 는 건침적인자D/Q (1/m2 는 습침적인자), W/Q (1/m2 이다 방사성요오드의 경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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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으로의 침적은 원소형태 만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요(elemental type) .

오드 중에서 원소형은 약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바 침적인자 값의 을 방사성요오드50% , 1/2

의 침적인자 값으로 가정한다.

③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오염 공기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은 공기 중 농도로부터 계산하며 불활성기체는 호흡기에,

침적되지 않고 혈액에서 아주 적은 양만 흡수되므로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영향에 포함하지

않는다.


 




 

 (2.51)

여기서 는 피폭연령군k , 
 는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선량(mSv/yr), BRk는 연간 호흡량

(m3/yr), 
 는 호흡에 의한 선량계수 그리고(mSv/Bq), 

 는 방사능의 공기 중 농도

(Bq/m3 이다) .

④ 농축산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식품은 현재 국내에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농산물 곡류 과일류 김장채소 엽채류A) : , , ,

축산물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B) : , , ,

국내의 섭취 식품 중에서 특이한 것은 겨울철 김장을 고려하여 엽채류와 구분하여 김장채소

를 별도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방사능오염 측면에서 엽채류와 김장채소는 거의 유사한 오염.

거동을 나타내나 김장채소의 경우 장기간 저장으로 인한 핵종의 방사능붕괴로 인한 오염 감,

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국내의 식생활습관이 서구화되고 있어 이제는 김장의 의.

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사능오염 예측을 위한 여러 변수 값이 김장에 대해 별.

도의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장채소를 엽채류에 포함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농산물 곡류 과일류 엽채류: , ,⦁

축산물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 ,⦁

음식물섭취 피폭경로는 방출물에 오염된 농산물 곡식 과일 엽채류 섭취 및 오염된 사료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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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된 축산물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의 섭취에 의한 피폭경로로 대별된다 농축산물( , , , ) .

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년간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후 피폭자가 일생동안 받게 될1

예탁선량 으로 나타내며 기본 식은 아래와 같다(committed dose) , .


 



 
 (2.52)

여기서  은 식품의 종류, 
 는 식품섭취에 의한 피폭선량(mSv/yr),  는 식품 내 핵종

농도 또는(Bq/L Bq/kg),  는 식품의 연간 섭취량 또는(L/yr kg/yr), 
 는 식품섭취에

의한 선량계수 를 나타낸다(mSv/Bq) .

㉮ 농산물 섭취

기체상유출물은 농산물의 표면에 직접 침적되어 내부조직으로 흡수를 통하거나 오염된 토양

으로부터 뿌리의 흡수를 통하여 사람이 먹는 부위 이하 가식부라 한다 를 오염시킨다 앞서( ) .

적용한 국내적용 최적모델에서 입자의 농작물 농도가 평가된다 이 식에서 앞항이 작물 표면.

에 직접침적을 통한 가식부에서 작물의 표면에 직접 침적을 통한 가식부에서의 핵종 농도이며

뒷항이 작물의 뿌리흡수를 통한 가식부의 오염이다 따라서 농작물의 가식부에서 핵종 농도는.

농작물 표면으로 직접 침적과 토양으로부터 뿌리흡수에 의한 영향의 합으로 표현된다.

  
  

 (2.53)

따라서 농산물의 섭취에 의한 선량 계산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2.54)

여기서 Fl은 농산물의 총 소비량 중에서 오염된 것의 섭취분율이다 상기 언급한 모델들은.

과 을 제외한 모든 입자상 핵종에 대해 적용한다H-3 C-14 .

작물 내 의 농도 계산은 농작물 내 수분 중 삼중수소수 의 농도가 공기의 수분H-3 (HTO)

중 농도의 절반이며 농작물 내 는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H-3 HTO .

은 일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C-14 (CO) (CO2 의 형태로 배출되며 농작물내 천연탄소와) ,

의 농도비는 공기 중의 천연탄소와 의 농도비와 같다고 가정한다 와 에C-14 C-14 . HTO C-14

의해 오염된 농작물의 섭취로 인한 선량 계산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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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여기서 
 는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H-3 (mSv/yr),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C-14

(mSv/yr), 
 는 섭취에 의한 의 선량계수HTO (mSv/Bq), 

 는 섭취에 의한 의C-14

선량계수 이다(mSv/Bq) .

㉯ 축산물 섭취

축산물은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나누며 이들 가축이 먹는 사료 내 핵종의 농도, , ,

는 앞서 기술한 농작물 내 핵종의 농도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축산물의 핵종농도는 앞서 언급.

된 식으로부터 계산한다.

축산물 내 와 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도 유사하나 사료의 수확에서 가축의HTO C-14

소비까지의 시간(Ts 과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시간) (Th 에 따른 방사능붕괴는 고려하지)

않는다 와 에 의해 오염된 축산물의 섭취로 인한 선량 계산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 H-3 C-14

음과 같다.


 

 
 (2.57)


 

   
 (2.58)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유기결합형태의 삼중수소 를 고려함에 있어 삼중수소수 와(OBT) (HTO)

유기결합 삼중수소 간의 농도비를 통해 보다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두 다른(OBT) .

삼중수소의 농도비 는 표 과 같이 국내 작물특성 자료를 사용한(OBT/HTO) 2.11 NEWTRIT

모델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사용하였다.

표 2.11. 농도비OBT/HTO

분류 식품군 OBT/HTO

농산물

곡류 4.41

엽채류 0.06

과일류 0.1

축산물

우유 0.18

쇠고기 0.92

돼지고기 2.11

닭고기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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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 따라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OBT .

   ×  (2.59)

여기서 COBT는 의 농도OBT (Bq/kg), CHTO는 의 농도 이며 는 에 대한HTO (Bq/kg) , F HTO

농도비이다 이들 삼중수소의 오염으로 농축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선량은 와OBT . HTO OBT

형태의 섭취선량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2.60)

 ×× (2.61)

최종적으로 삼중수소로 인한 총 피폭선량을 두 결과의 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2.62)

(2) 집단 선량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받게 되는 집단선량 계산은 개80 km

인선량과 비교하여 피폭경로에 대한 모델 식은 동일하나 변수 값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개인선량은 각 피폭경로에 대해 가상적 개인의 피폭선량이 최대가 되는 생활습성을 고려하여

계산하나 집단선량은 평균적인 생활습성을 고려한다 집단선량 계산에서도 대표인 선량과 마.

찬가지로 개 연령군으로 구분하며 피폭경로는 대표인 선량 계산시의 곡류 과일 엽채류 섭3 , ,

취에 의한 피폭경로를 합쳐 농산물섭취에 의한 피폭경로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섭취에, ,

의한 피폭경로를 합쳐 육류 섭취에 의한 피폭경로로 통합하여 계산한다 또한 대표인 선량에.

서는 분유와 생유로 구분하여 계산하나 집단선량에서는 통합하여 우유의 피폭경로로 계산한

다 기타 다른 피폭경로는 대표인 선량계산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농. .

산물과 축산물 육류 으로만 대별되어 개별 식품의 섭취량과 농도비를 고려하여( ) OBT/HTO

에 의한 섭취선량을 평가한다 각 소구역에 대한 집단선량의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OBT . .


 






  (2.63)

여기서 각각 
 는 집단선량(man-Sv/yr), 는 소구역,  는 개인의 평균적 생활습성을

고려한 선량(mSv/yr),  는 인구수(man), 는 연령군이 차지하는 분율 그리고, 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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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환산인자 이다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이내에 생산된 농축산물은 소비를(Sv/mSv) . 80 km

위해 수송되며 식품의 평균 농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exp  



  (2.64)

여기서 는 반경 내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평균농도80 km (Bq/kg),  는 반경 80 km

내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연간 생산량(kg/yr),  는 각 소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평균

농도 그리고(Bq/kg),  는 각 소구역에서 농축산물의 연간 생산량 이다(kg/yr) .

또한 반경 내에서 생산되는 오염된 농축산물의 섭취로 피폭을 받는 인구수는 다음80 km

식으로 추산한다.


 



 


(2.65)

연간 집단선량은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2.66)

  
 


 

≧

여기서  는 식품을 섭취하는 인구수(man),  는 반경 내 총 인구수 이다80 km (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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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점 개선

(1) 주민선량 평가지점

국내 주민선량평가는 가상사고와 정상운영에 모두 제한구역경계(Exclusion Area

에서 평가한다 반면 미국의 법규 규제지침 등에서는 가상사고 평가는 국내Boundary ; EAB) . ,

와 동일한 개념의 제한구역경계에서 평가하나 정상운영 평가는 이와 다른 개념의 부지경계

또는 에서 평가한다 즉 국내는 제한구역의(Site Boundary Unrestricted Area Boundary) .

개념만 있는 반면 미국은 제한구역과 부지의 개념을 달리한다 사고평가를 하는 목적은 만일.

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인이 허용할 수준의 방사선피폭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

는 해당 시설이 운영되는 한 반드시 일정 크기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원자력시설은 다중성. ,

독립성 다양성의 개념이 설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설별로 제한구역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

동일 부지에는 여러 원자력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데 이들 모든 시설의 정상운영으로 인한 일

반인의 방사선방호를 위해 미국의 경우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제한구역을 포함하는 부지경계

에서 일반인 선량을 평가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각 시설의 제한구역이 중첩되는 외곽경.

계를 다수 시설을 포괄하는 제한구역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미국의 부지경계 개념과 동일하게,

정상운영 주민선량평가지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추가적 안전 여유도.

등을 고려하여 다수시설을 포괄하는 제한구역을 초과하는 거리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부지경계 내부에서는 일반인의 생활 활동 등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사선방

호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 중 주민선량평가에서는 단일 시설이든 다수 시설이든 동일하게 부지

경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내 관련 규제법에서도 부지경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최적 평가지점 안 을 단일시설과 복합시설을 구분하. ( )

여 각각 그림 과 에 제시하였다2.30 2.31 .

현 행 개선 안< > < ( )>

그림 2.30. 단일시설에 대한 평가지점 개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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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선 안< > < ( )>

그림 2.31. 복합시설에 대한 평가지점 개선 안( )

(2) 해안방향의 평가

국내 원전은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며 주민 거주가 불가능한 해안방향의 평가가 하나의 논,

점이 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설정된 제한구역 일반적으로 개 방위의 동심원 모양으로. ( 16

결정 에 대해 내륙과 해안을 구분하지 않고 주민선량의 최댓값을 평가하여 기준치와 비교한다) .

반면 미국의 법규 및 지침에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피폭 가능한 지점과 실제 존재할 수

있는 피폭경로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국내 원전부지의 기상학적 통계를 보면 해안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확률이 많으며 많은 경우 해안지점에서 최대 피폭선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존재하기 불가능한 해안지점에서 주민이 년 동안 거주하고 해당지점에서 농작물을 생산하1 ,

여 섭취한다는 국내 평가방법은 상상하기 힘든 가정이다 따라서 해안방향은 결과의 기준치와.

의 비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식품섭취선량은 침적인자로부터 평가.

하는데 이는 내륙의 표면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거칠기가 다른 수계 표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

니다.

(3) 사업자가 다른 인접시설의 영향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지형적 특성으로 두 사업자의 운영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대덕부지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과 한국원전연료 시설이 운영되며 또한 월. ,

성부지에는 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 시설이 인접하여 운영된다 이로 인해 대덕부지의 경우 규.

제기관에서는 단일 부지로 간주하여 다수 시설의 운영에 의한 주민선량평가를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 또한 배출감시기의 경보치는 두 사업자가 협의하여 일반인의 선량.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토가 넓어 사업자가 다른.

시설의 운영에 의한 영향의 고려에 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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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방사선방호 관점에서 보면 사업자에 관계없이 어떤 시설에서 방사성유출물이 방출

되든 모든 시설로 인한 피폭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설의 운영에.

의한 부지기준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 시설의 영향을 포함하는 것은 운영적‧

경제적행정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운영자 사업자 와 평가자가 다르면 특정 시. ( )‧

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렵다 국내 법규에는 이미 각 시설마다 방출기.

준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지기준치를 초과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접 모든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부지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규제의 특성상 보수성도 필요하지만 국내 주민선량평가 방법은 당초 국내의 근간이 되는 미

국 평가방법 뿐 아니라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의견은 향후 국내 주민선량평가의 보다 합리적 제도

개선에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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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신권고기반 국내고유 특성인자 최적값 선정

가. 사회환경 특성인자 최적값 선정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기체상방사성핵종은 토양에 침적되어 농작물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농.

작물을 섭취함으로써 핵종이 인체로 유입되어 내부피폭을 초래한다 따라서 원전의 정상운영.

중 인체피폭해석 모델개발을 위해서는 농작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의.

섭취피폭선량을 추정하는 섭취경로 선량평가 모델은 모델 내의 각종 인자들이 얼마나 현실성

을 반영하여 도출되는지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특히 농작물의 오염에 대한 핵종 이동인.

자들은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국내 환경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1) 핵종 전이인자 개선

국내에서 사용하는 섭취경로 모델은 대부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의 규제지침(NRC)

권고모델을 토대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국내 환경을 고려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선량1.109

평가코드 와 이를 개선보완한 는 핵종 이동인자에 대해 국내 환경특성의 반GASDOS ENDOS․

영정도가 현저히 낮다 따라서 최근 생산된 국내의 이동인자 자료와 해외 자료를 적절히 활용.

하여 국내 환경특성을 반영하는 이동인자 값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 국.

내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농작물 핵종 이동인자 값을 선정한다IAEA [2.11].

모델은 모든 종류의 작물에 대하여 잎 차단 흡수계수ENDOS (Translocation Factor,

를 적용하지 않고 작물체 차단계수 에 해당하는 인자 값으로TLF) (Interception Factor, IF)

를 사용한다 이 값은 침적된 방사성물질이 농작물 표면에 붙어 있을 비율을 나타내는 값0.25 .

으로서 의 보다는 다소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값을 차단잔류계수라고 정의한다(r) NRC 0.2 . r .

는 곡류나 과일 등과 같이 작물체의 일부가 가식부위인 경우에는 농도 감소 인자로 고TLF

려할 수 있으나 엽채류처럼 작물체 전체가 가식부위인 경우에는 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TLF

농도 감소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한편 곡류 및 엽채류를 비롯한 많은 농작물들은 가공하기.

전에 세척 등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농도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가공잔류계수 (Fr 도 농도 감소)

인자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곡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에 와. IF TLF Fr을 곱하고 엽채류는

에IF Fr만을 곱하여 새로운 값을 계산한다 이 때 와 에 대해서는 국내 자료를 이용r . , IF TLF

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값은 국내 가용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를 이용한다 간접오, Fr IAEA .

염경로 이동인자인 뿌리흡수인자(Bv 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작물들에 대한 주요 핵종들의 국)

내 실험 결과와 다수 핵종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한다 단 국내 실험 자료 및IAEA . ,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에 대해서는 기존 인자 값을 사용한다IAEA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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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종 전이인자 평가 결과

① 뿌리흡수인자 (Bv)

작물군별 각 핵종에 대한 Bv 값은 표 와 같다 쌀알과 같은 곡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2.12 .

조 상태로 유통 및 소비되므로 건조 중 농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곡류는 국내 자료 내 벼. ,

콩에 대한 데이터와 자료 내 벼 옥수수 그리고 기타 곡류에 대한 데이터에 기초하였IAEA , ,

다 이때 벼에 대해서는 핵종별 국내 기초 자료가 개 이상인 경우 국내 자료만 이용하였고. 4

그 외인 경우에는 국내 평균값과 의 평균값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콩은 국내 자료IAEA .

만 포함하고 있어 해당 자료만 이용하였다 국내 기초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단일치를 제.

외하고는 기하평균 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경우에는 핵종별 각(geometric mean: GM) IAEA

작물에 대한 기초 자료가 개 이상이면 으로 나타내고 개는 산술평균3 GM 2 (arithmetic mean:

으로 개인 경우에는 단일치 로 나타내었다 계산된AM) , 1 (single value: SV) . Bv 값을 모집단에

대한 으로 가정하고 기하표준편차 는 사용된 기초GM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GSD)

자료에서의 값의 범위 내에서 불확실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때 기초자료GSD .

가 또는 으로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값을 으로 가정하였다SV AM GSD 3.0 .

나머지 작물군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Bv 값을 결정하였다 단 김장채소에 대해서.

는 국내 자료 중 배추와 무에 대한 자료와 의 근채류 및 엽채류 자료를 이용하였고 엽채IAEA

류 대 근채류의 가중비는 국내와 자료 모두 로 적용하였다 엽채류에 대해서는 국내IAEA 3:1 .

배추와 상추에 대한 자료와 의 엽채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과일류에 대해서는IAEA .

자료에 기술된 목본성 및 초본성 과일에 대한IAEA Bv 값들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였다 과일.

류의 경우 값을 위와 같이 전부 을 가정하였다 목초류에 대해서도 자료를 사GSD 3.0 . IAEA

용하였으며 세 종류의 목초에 대한 가중비 을 적용한 산술평균값을 이용하여, 1:1:1 Bv 값을

결정하였다.

한편 채소류와 목초류에 대한 자료의IAEA Bv 값은 건조 중 농도 기준이므로 자료에IAEA

서 제시된 작물군 별 평균 건조비를 이용하여 신선 중 농도 기준으로 환산한 후 적용하였다.

이때 혼합초지 목초에 대해서는 화본과 콩 목초에 대한 건조비의 중간 값인 를 적용하, , 24.3%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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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작물군별 각 핵종에 대한 뿌리흡수인자(Bv)

핵 종
Bv (GM*GSD, dimensionless)

a

곡 류 김장채소 엽 채 류 과 일 류 목 초 류

Ag 5.0E-05*3.0c 5.0E-05*3.0 1.6E-05*3.3 5.0E-05*3.0c -

Am 2.2E-05*11 3.7E-05*3.0 2.4E-05*3.3 7.1E-05*3.0 2.9E-03*4.5

Ba 1.0E-03*3.0 4.8E-04*3.0 4.5E-04*3.0 5.0E-03b 3.2E-01*2.5

Cd 2.6E-01*2.7 2.6E-01*2.7c 2.6E-01*2.7c 2.6E-01*2.7c -

Ce 3.1E-03*3.7 5.8E-04*3.0 5.4E-04*3.0 4.2E-04*3.0 3.2E-02*3.0

Cl 3.6E+01*1.6 2.1E+00*1.8 2.3E+00*1.7 3.6E+01*1.6c -

Cm 2.3E-05*3.3 1.2E-04*3.5 1.3E-04*4.5 4.2E-04*3.0 2.4E-04*2.4

Co 3.9E-02*3.0 1.5E-02*2.5 1.6E-02*2.7 4.8E-03*3.0 1.5E-02*3.0

Cr 2.0E-04*3.0 9.6E-05*3.0 9.0E-05*3.0 2.0E-04*3.0c 4.9E-04*3.0

Cs 5.0E-02*3.0 5.0E-02*4.0 5.8E-02*4.0 4.4E-03*3.0 3.8E-02*4.0

Cu 6.6E-05*3.0c 6.6E-05*3.0c 6.6E-05*3.0c 6.6E-05*3.0 -

Fe 2.0E-04*3.0 9.6E-05*3.0 9.0E-05*3.0 4.0E-04b 4.9E-04*3.0

I 2.2E-03*2.5 1.9E-03*3.0 1.8E-03*4.0 1.1E-02*3.0 9.0E-04*6.0

K 7.4E-01*3.0 8.8E-02*3.0 1.2E-01*3.0 7.4E-01*3.0c 1.8E-01*3.0

La 2.0E-05*3.0 4.3E-04*2.7 5.1E-04*2.7 2.5E-03b 2.4E-03*3.0

Mn 2.9E-01*3.0 9.5E-02*3.0 1.1E-01*2.4 3.9E+00*3.0 2.6E-01*3.0

Mo 8.0E-01*3.0 4.4E-02*3.0 4.6E-02*3.0 1.3E-01b 1.3E+00*3.0

Na 1.0E-02*3.0 2.9E-03*3.0 2.7E-03*3.0 2.4E-02*3.0 2.4E-02*3.0

Nb 1.4E-02*3.0 1.6E-03*3.0 1.5E-03*3.0 9.4E-03b 4.9E-03*3.0

Ni 2.7E-02*2.7 1.9E-02b 1.9E-02b 1.9E-02b 6.9E-02*2.6

Np 4.3E-03*5.0 2.5E-03*3.0 2.4E-03*3.0 1.5E-03b 9.5E-03*3.3

P 2.0E-01*3.0 9.6E-02*3.0 9.0E-02*3.0 1.0E+00b 4.9E-01*3.0

Pb 7.3E-03*3.0 5.8E-03*14 7.2E-03*13 3.9E-02b 3.4E-02*3.0

Pm 1.4E-02*6.0 1.4E-02*6.0c 1.4E-02*6.0c 1.4E-02*6.0c -

Po 6.6E-03*3.0 6.7E-04*6.0 6.7E-04*6.9 6.7E-04*6.9c 2.9E-02*4.2

Pu 4.6E-06*6.7 1.7E-05*4.0 7.5E-06*2.7 1.3E-04*3.0 9.7E-05*2.5

Ra 5.3E-03*5.0 8.2E-03*7.0 8.2E-03*6.7 1.4E-03b 3.0E-02*4.0

Rb 9.0E-01*3.0 6.8E-02*3.0 5.6E-02*3.0 1.3E-01b 1.0E-01b

Ru 3.0E-03*2.6 6.4E-03*3.7 8.1E-03*3.7 1.0E-03*3.0 -

Sb 1.8E-03*2.7 2.4E-05*2.5 8.5E-06*2.6 1.8E-03*2.7c -

Sr 1.2E-01*3.0 8.4E-01*5.0 1.0E+00*4.0 2.5E-02*3.0 4.8E-01*2.0

Tc 8.8E-01*3.0 1.0E+01*5.0 1.3E+01*4.0 1.3E+01*4.0c 1.8E+01*3.0

Te 1.0E-01*3.0 2.9E-02*3.0 2.7E-02*3.0 1.8E+00b 2.4E-01*3.0

Th 6.2E-04*4.0 1.0E-04*7.0 1.1E-04*6.0 1.1E-04*6.0c 1.2E-02*3.5

U 5.4E-03*7.0 1.6E-03*7.0 1.8E-03*7.3 2.3E-03b 6.3E-03*6.0

Y 5.0E-04*3.0 1.9E-04*3.0 1.8E-04*3.0 2.4E-03 1.2E-03*3.0

Zn 2.5E+00*2.5 2.2E-01*2.4 7.1E-01*3.5 3.6E-01b 2.4E-01*1.9

Zr 1.0E-03*3.0 3.9E-04*3.0 3.6E-04*3.0 1.7E-04b 2.4E-03*3.0

a GM: geometric mean, 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곡류는 건조 중 농도 나머지는 신선 중 농도 기준a ,

밑줄로 표시된 은 임의로 부여한 값임a 3.0 .

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 자료b 1991 [2.15]

자료가 부족하여 여러 식품 중 가장 높은 값 적용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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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단잔류계수()

벼와 무에 대한  값은 앞서 설명한대로 IF, TLF, Fr의 가지 인자 값의 곱으로 구할 수3

있다 이때 에 대해서는 국내 실험자료에 근거하여 벼의 경우 을 전 생육기 대표 값. IF 0.6 IF

으로 적용하였고 배추와 무에 대해서는 를 적용하였다 또한 에서는 값에 대해, 0.5 . , ENDOS r

핵종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벼와 무에 대한국내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값 중 가TLF 5

지 주요 핵종 중 번째로 높은 핵종의 값을 모든 핵종에 적용하였다 국내 실험 자료를2 TLF .

통해 계산한 벼와 무의 값 또한 전 생육기 대표치를 사용해야 하므로 침적시기별TLF TLF

값들의 산술평균보다 다소 높게 결정하였으며 이를 표 에 정리하였다2.13 .

Fr 값은 자료를 이용하여 벼에 대해서는 정백 시의 로 결정하였으며 무에 대해서IAEA 0.4

는 외부오염에 대한 물세척을 고려하여 를 사용하였다 현미를 백미로 가공할 때0.5 . 5 10%∼

정도 벼의 무게가 감소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Fr 값을 로 나누었다 배추의 경우에는0.9 .

대표치에 물세척 시IF Fr 값인 를 곱하여 값을 결정하였다0.5 r .

계산한 값은 새롭게 개발될 모델에 사용하기 위해 표 와 같이 작물군별로 재계산하였r 2.14

다 곡류에 대한 값은 벼에서 계산한 값을 적용하였고 과일류에 대해서는 벼의 값에서. r r , r

정백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 값이다 엽채류에 대해서는 배추의 값을 적용하였고 목초류는. r

배추와 같이 지상부 전체를 소비하나 가공시 세척은 하지 않는 배추에 대한 값을 사용하였IF

다.

표 2.13. 벼 및 무의 핵종별 전 생육기 대표 잎차단 전류계수(TLF)

Crop
TLF value of entire growth periods

54Mn 57Co 85Sr 103Ru 137Cs

Rice 2.0×10-2 1.0×10-1 2.0×10-2 4.0×10-3 1.5×10-1

Radish 1.0×10-2 3.0×10-1 1.5×10-2 1.0×10-2 2.5×10-1

표 2.14. 국내환경에 적합한 선정된 차단잔류계수 값(r , dimensionless)

곡 류 엽 채 류 과 일 류 목 초 류

0.03 0.25 0.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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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환경 특성인자 최적값 선정

생활특성인자는 크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에 관련된 인자로 구분된다 외부피폭에는 개인의.

생활시간과 피폭을 당하는 장소 및 시간 등이 연관되며 내부피폭에는 호흡이나 음식물섭취와,

같이 방사선원이 체내로 유입되는 경로가 해당된다.

(1) 식품섭취량

①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대표인은 집단의 한 개인 구성원의 극단적 습관이 아니라 보다 높이 피폭하는 사람들을 대

표하는 소수 사람들의 평균적 습관을 고려한다 따라서 에서는 총 섭취량의 백분위에. ICRP 95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인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지역 집단의 구체적 습관자료가 가.

용하지 않다면 적절한 국가 또는 지역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섭취량을 도출하기 위해 년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였2014

다 에서는 지속 피폭에 대한 선량 제약치 준수 목적에서 대표인에 대한 연간 선량은 세. ICRP

연령범주 즉 소아 세 아동 세 성인 세 로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본, (0~5 ), (6~15 ), (16~70 ) .

연구에서는 식품섭취량 최적값 선정에 앞서 이 권고의 실제 적용을 위해 대푯값으로서 세, 1

소아 세 아동 세 성인 에 대한 총 섭취량의 백분위가 연령범주의 식품섭취량을 대( ), 10 ( ), 17 ( ) 95

표한다고 가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의 데이터세트로 제공되며 식품 음식코드를 이용-

하여 식품군별 식품섭취량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연령군별 식품섭취량 계산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간한SAS . 2011

를 이용한 식품섭취량 산출표준행동절차 를 참고하여 연령군별 식품의 평균값 분SAS (SOP) , 90

위 분위 분위를 산출하였다, 95 , 99 [2.16].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서 연령군별 식품섭취량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개인 만ID,

나이 식품코드 식품섭취량이며 식품코드의 경우에는 차 차 차 식품코드로 구분하여 기, , , 1 , 2 , 3

술되어 있는데 차 식품코드는 식품의 원재료를 기준으로 개 식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구분3 1

값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 식품코드 를 이용하여 식품군을 분류하였다3 (N_FCODE3) [2.17].

연령군별 식품섭취량을 계산하기 위해 주요 식품군으로서 곡류 과실류 엽채류 쇠고기류, , , ,

닭고기류 돼지고기류 우유류 총 개 식품군을 고려하였으며 각 식품군별로 섭취량이 많은, , 7 3

차 식품코드를 선정하여 해당 식품코드에 대한 식품섭취량이 각 식품군별 섭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식품군별 대표 차 식품코드는 표 와 같다. 3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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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식품군별 대표 차 식품코드3

식품군명 차식품코드3 차식품명3

곡류
01166 백미

01173 현미

엽채류

06059 김치 깍두기,

06063 김치 배추김치,

06140 무

06186 배추

06249 시금치

과실류
08090 사과

08110 수박

쇠고기류 09135 쇠고기

닭고기류 09015 닭고기

돼지고기류 09070 돼지고기

우유류 13010 우유

② 연구 결과

㉮ 소 아

소아에 대한 식품섭취량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명 중 세인 명을 대상으로 분, 6,801 0~5 470

석을 수행하였으며 대푯값으로서 세인 대상자 명을 선정하여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대푯1 98 . ,

값의 우유 식품섭취량의 평균이 로 평가되어 가장 많이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53.90 kg/yr

으며 이때의 백분위는 로 계산되었다 그 다음으로 백분위를 기준으로 하95 189.80 kg/yr . 95

였을 때 과실류 곡류 순으로 식품섭취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소아의 식품섭취량 분석결, .

과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그림 와 같이 나타내었다2.32 .

㉯ 아 동

아동에 대한 식품섭취량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명 중 세인 명을 대상으로, 6,801 6~15 817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대푯값으로서 세인 대상자 명을 선정하여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10 80 . ,

대푯값의 우유 식품섭취량의 평균이 로 평가되어 가장 많이 섭취한 것으로 확인72.76 kg/yr

되었으며 이때의 백분위는 로 계산되었다 그 다음으로 백분위를 기준으로95 232.05 kg/yr . 95

하였을 때 곡류 닭고기류 순으로 식품섭취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식품섭취량 분, .

석 결과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그림 과 같이 나타내었다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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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인

성인에 대한 식품섭취량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명 중 세 이상인 명을 대상, 6,801 15 5,514

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대푯값으로서 세인 대상자 명을 선정하여 계산하였다 분석17 67 .

결과 대푯값의 곡류 식품섭취량의 평균이 로 평가되어 가장 많이 섭취한 것으로, 56.06 kg/yr

확인되었으며 이때의 백분위는 로 계산되었다 그 다음으로 백분위를 기준95 146.68 kg/yr . 95

으로 하였을 때 우유 닭고기류 순으로 식품섭취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식품섭취, .

량 분석 결과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그림 와 같이 나타내었다2.34 . 또한 연령군 전체 및 대

표연령에 대한 식품섭취량 분석결과를 각각 아래 표 과 표 에 나타내었다2.16 2.17 .

표 2.16. 연령군에 따른 식품군별 식품섭취량 분석결과 연령군 전체( )

연령군 식품분류 평균 90% 95% 99% Mu Sigma

소아

곡류 41.53 72.51 86.62 137.46 41.53 27.19

과실류 26.19 86.36 116.80 233.60 26.19 55.42

엽채류 8.93 25.01 36.94 55.52 8.93 12.38

쇠고기 4.01 11.76 17.72 37.07 4.01 7.21

닭고기 4.83 16.63 27.74 57.60 4.83 12.61

돼지고기 4.87 16.82 25.27 52.52 4.87 10.00

우유 58.69 151.84 186.76 243.39 58.69 61.88

아동

곡류 57.11 98.43 116.38 167.94 57.11 37.25

과실류 23.68 88.55 143.92 252.29 23.68 53.91

엽채류 24.49 58.30 80.52 128.77 24.49 28.46

쇠고기 7.91 24.14 38.73 86.81 7.91 16.68

닭고기 13.67 45.22 73.00 174.09 13.67 37.38

돼지고기 13.51 40.92 62.70 119.86 13.51 24.97

우유 52.00 151.84 189.80 292.29 52.00 69.97

성인

곡류 62.02 114.43 136.64 190.22 62.02 41.17

과실류 27.05 107.93 140.16 239.11 27.05 60.64

엽채류 42.46 97.35 131.08 208.66 42.46 45.73

쇠고기 7.20 22.07 36.74 91.59 7.20 19.37

닭고기 8.05 20.85 53.23 146.00 8.05 30.17

돼지고기 10.57 36.32 52.90 103.06 10.57 22.71

우유 17.70 75.92 102.49 189.80 17.70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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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연령군에 따른 식품군별 식품섭취량 분석결과 대푯값( )

연령군 식품분류 평균 90% 95% 99% Mu Sigma

소아

세(1 )

곡류 41.53 72.51 86.62 137.46 41.53 27.19

과실류 26.19 86.36 116.80 233.60 26.19 55.42

엽채류 8.93 25.01 36.94 55.52 8.93 12.38

쇠고기 4.01 11.76 17.72 37.07 4.01 7.21

닭고기 4.83 16.63 27.74 57.60 4.83 12.61

돼지고기 4.87 16.82 25.27 52.52 4.87 10.00

우유 58.69 151.84 186.76 243.39 58.69 61.88

아동

세(10 )

곡류 57.11 98.43 116.38 167.94 57.11 37.25

과실류 23.68 88.55 143.92 252.29 23.68 53.91

엽채류 24.49 58.30 80.52 128.77 24.49 28.46

쇠고기 7.91 24.14 38.73 86.81 7.91 16.68

닭고기 13.67 45.22 73.00 174.09 13.67 37.38

돼지고기 13.51 40.92 62.70 119.86 13.51 24.97

우유 52.00 151.84 189.80 292.29 52.00 69.97

성인

세(17 )

곡류 62.02 114.43 136.64 190.22 62.02 41.17

과실류 27.05 107.93 140.16 239.11 27.05 60.64

엽채류 42.46 97.35 131.08 208.66 42.46 45.73

쇠고기 7.20 22.07 36.74 91.59 7.20 19.37

닭고기 8.05 20.85 53.23 146.00 8.05 30.17

돼지고기 10.57 36.32 52.90 103.06 10.57 22.71

우유 17.70 75.92 102.49 189.80 17.70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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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소아의 식품섭취량 분포



- 245 -

그림 2.33 아동의 식품섭취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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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성인의 식품섭취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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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피폭선량 및 집단피폭선량 인자 선정

연령군별 식품섭취량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개인피폭선량 및 집단피폭선량 관련 인자를 아

래 표 과 같이 도출하였다 개인피폭선량 관련 인자는 대표인 개념을 적용하여 각 연령군2.18 .

의 대푯값에 대해 식품섭취량의 백분위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집단피폭선량 관련 인자는95 .

각 연령군의 대푯값에 대해 곡류 과실류 엽채류를 농작물로 분류하고 쇠고기 닭고기 돼지, , , , ,

고기류는 축산물로 정의하며 우유와 함께 가지의 피폭경로로 단일화했으며 각 피폭경로에3 ,

포함된 식품군별 식품섭취량 평균값의 합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표 2.18. 개인피폭선량 및 집단피폭선량 적용 섭취량

연령군 식품분류
개인피폭선량

섭취량 (kg/yr)
식품분류

집단피폭선량

섭취량 (kg/yr)

소아

세(1 )

곡류 72.61

농작물 52.69과실류 82.89

엽채류 17.88

쇠고기 16.79

축산물 8.74닭고기 22.40

돼지고기 9.58

우유 189.80 우유 53.90

아동

세(10 )

곡류 113.23

농작물 96.88과실류 87.40

엽채류 74.31

쇠고기 31.09

축산물 34.54닭고기 88.91

돼지고기 55.26

우유 232.05 우유 72.76

성인

세(17 )

곡류 146.68

농작물 92.73과실류 56.94

엽채류 109.63

쇠고기 28.72

축산물 47.90닭고기 112.20

돼지고기 58.40

우유 146.04 우유 25.14



- 248 -

(2) 호흡량

식품 섭취뿐 아니라 오염된 공기의 흡입 또한 인체내부피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 흡입된 공기의 양이 확인되어야 하는

데 이는 대상자의 신체 나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 연령군에 대한 호흡량을, .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연령군별 호흡량을 국가별로 조사하였다 에서 제시한 습관, . ICRP-101

자료 예시에서도 영국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령군별 호흡량을 사용하며 이를 표 에 기술하2.19

였다 전반적으로 비교해볼 때 각 국가별 선정된 연령군 기준을 제외하면 호흡량에 있어서는. ,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 제시한 인체내부피폭모델에서 사용하ICRP-101

는 연령군별 호흡량을 최적값으로 선정하였다.

표 2.19.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연령군별 호흡량 (m3/yr)

국가 기관/
연령군

유아 소아 십대 성인

ICRP-23 1387 4672 - 8030

ICRP-101
1900

(0.22 m3/hr)

5600

(0.64 m3/hr)
-

8100

(0.92 m3/hr)

IAEA 1400 - - 8400

미국 1400 3700 8000 8000

영국 1900 5600 - 8100

캐나다 1400 - - 8400

한국 1400 6700 7900 7400

(3) 점유인자

인체 피폭선량은 피폭경로에 따라 외부 및 내부피폭선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외부 피폭선량

을 평가하기 위한 인자로는 차폐인자 습관자료에 의한 실내외 거주시간 분율 등이 있다 점, .․

유인자는 차폐인자와 실내외 거주시간 분율을 함께 고려한 개념이다 이는 동일한 시간동안.․

동일한 방사능에 노출된 환경을 기준으로 실외에서 받는 피폭선량 대비 실내 실외 거주시간, /

동안 받는 피폭선량으로 정의된다.

점유인자 계산을 위해 년 시행된 제 회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대부터2014 4 10 60

대 이상의 연령별 실내 외 거주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실외거주비율이 정도인· . 10~20%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값을 토대로 국민 평균 실외거주비율을 로 결정하였다,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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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인자는 실내외에서의 일반인 피폭선량의 비율이므로 몬테칼로 해석방법을 사용하는,․

를 사용하여 방사선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년에 수행된 국내 대표가옥의 차폐인MCNP5 . 2013

자 평가에서 대표가옥으로 선정된 60 m2 ~ 85 m2 면적과 방 개의 단독주택을 그림4 2.35

와 같이 모델링하여 대표가옥에 대한 차폐인자 및 점유인자를 평가하였다.

그림 2.35. 대표가옥 모델링의 평면도 위 및 단면도 아래( ) ( )

평가결과 공기 중 선원에 대해서는 차폐인자는 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민 실외거주시간0.25 ,

을 포함한 차폐인자는 평균 및 최대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마찬가지로 지표 침적0.41 0.54 .

선원의 경우 차폐인자는 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민 실외거주시간을 포함한 차폐인자는 평, 0.24 ,

균 및 최대 로 계산되었다 의 규제지침 에서는 공기와 지표침적으로부0.38 0.52 . NRC 1.109

터 받는 선량에 대한 차폐인자를 동일하게 개인선량에는 집단선량에는 를 고려하도록0.7, 0.5

권고하고 있으며 의 권고 값이 본 평가결과보다 약 이상 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NRC 20%

평가되었다.

따라서 개인선량 평가 시 최대 차폐인자 값을 집단선량 평가 시 평균 차폐인자 값을 공기,

중 방사선원 및 지표 침적 방사선원에 대한 차폐인자의 최적값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공기.

중 방사선원 및 지표 침적 방사선원에 대한 차폐인자 값은 아래 표 에 나타내었다2.20 .

표 2.20. 공기 중 방사선원 및 지표 침적 방사선원에 대한 차폐인자

방사선원

실외 실내
가옥의

차폐인자

거주시간반영 차폐인자

방사선량

(mSv)

상대

오차

방사선량

(mSv)

상대

오차
개인선량 집단선량

공기 중 3.01×10-15 1.03% 7.58×10-16 1.06% 0.25 0.54 0.41

지표침적 6.76×10-5 0.68% 1.65×10-5 0.52% 0.24 0.52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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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변수 민감도분석

앞서 국제기구 신권고에 기반한 대표인 개념을 적용하여 국내고유 사회환경 및 생활특성인

자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사회환경 및 생활특성인자들 중 발전소 정상운영 중 주.

민피폭선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선량평가에 이용되는 인자

들의 주민피폭선량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상유출물로 인한 피폭선.

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1) 인자 및 범위 설정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의 정상운영 중 주민선량 평가 시 미국 규제지침 에서 정의한 개1.109

인선량 및 집단선량을 평가한다 개인은 기체상유출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피폭되는데 그. ,

중에서 우리나라 원전 주변 주민의 피폭에 가장 지배적인 경우는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

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규제지.

침 에 제시된 오염 음식물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모델의 입력변수 인자 에 대해 민1.109 ( )

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피폭에서 중요한 장단감기의 대표적 핵종인. ․

과 및 을 고려하였다 피폭경로로는 농작물 섭취에 대해서는 곡류 축산Cs-137 Sr-90 I-131 . ,

물 섭취의 경우에는 쇠고기와 우유를 평가하였다 대상연령은 성인 및 유아다. .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율 및 표면잔류분율 유효제거반감기 농작물의 수확에서 소비까지 시, ,

간은 에서 제시하는 값의 범위 값을 최대 최솟값으로 이용하였NUREG/CR1004[2.18] 90% ·

다 이 외에 유효 토양의 표면밀도는 에서 제시하는 목장의 토양밀도를 핵종의 토양 축. IAEA ,

적기간은 한국의 기 원전의 정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가동기간을 이용하였다 잎 흡24 .

수 전이인자로 표현된 농작물 농축인자는 앞선 장에서 최적값으로 제안한 음식물전이계수 값

중 곡류의 전이계수 값을 이용하였다.

축산물 내 핵종농도의 계산에 필요한 인자들로는 사료에서 축산물로의 핵종전이계수 가축,

의 일일 사료 섭취량 가축의 목초지 생활비율 및 목초지 내 섭취율 우유 및 쇠고기의 지연, ,

시간이 있다 이 인자들의 값은 모두 에서 제시하는 값의 범위 값을 이, NUREG/CR1004 90%

용하였다.

음식물 섭취량은 앞서 제안한 대표인의 음식물섭취량 값을 이용하였다 음식물 섭취량은 음.

의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량의 분포는 대표인의 음식물 섭취량을 최댓값 백, (95

분위 으로 가지는 로그정규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각 인자들) .

의 분포 및 범위를 다음 표 에 정리하였다 인자들은 각 분포는 이후 민감도 분석 시 샘2.21 .

플링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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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민감도분석 수행을 위한 인자의 분포 및 범위

인 자 단 위 분포형태 핵 종 최솟값 최댓값 비 고

농산물

r/Yv m2/kg 로그정규 - 0.892 3.795

표 면

침 적
λEi day-1 로그정규

137Cs 0.030 0.071

90Sr 0.030 0.071

131I 0.123 0.195

Th day 정규분포 - 14 166

P kg-soil/m2 로그정규 - 65 260

뿌 리

흡 수
Biv

pCi/kg-wet

per

pCi/kg-soil

로그정규

137Cs 8.2×10-3 3.0×10-1

90Sr 2.0×10-2 7.3×10-1

131I 4.9×10-4 9.9×10-3

Tb day 정규분포 - 9.1×102 1.3×104

축산물

Fip_m day/L 로그정규

137Cs 6.1×10-4 6.8×10-2

우 유90Sr 3.4×10-4 4.3×10-3

131I 4.0×10-4 2.5×10-2

Fip_f kg/L 로그정규

137Cs 4.7×10-3 9.6×10-2

쇠고기90Sr 2.0×10-4 9.2×10-3

131I 2.0×10-3 3.8×10-2

Qp kg/day 정규분포 - 11.7 20.3

-fp - 정규분포 - 0.216 0.644


 - 정규분포 - 0.038 0.762

Ts day 정규분포 - 2 6 우 유

Th day 정규분포 - 12 28 쇠고기

섭취량

성

인

UA_c kg/yr 로그정규 - 21.4 146.7 곡 류

UA_m L/yr 로그정규 - 4.3 146.0 우 유

UA_f kg/yr 로그정규 - 1.5 28.7 쇠고기

유

아

UC_c kg/yr 로그정규 - 14.5 72.6 곡 류

UC_m L/yr 로그정규 - 15.3 189.8 우 유

UC_f kg/yr 로그정규 - 0.9 16.8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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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도분석

① 민감도분석 방법론

모델 입력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먼저 입력변수 값의 분포형태 값의 범위 입력변, ,

수 간 상관관계 등 각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력변수 값을 표본 추출한다 이를 위해[2.19].

몬테칼로 방법에 근거한 기법을 이용하여 난수 값을 추출Latin hypercube sampling(LHS)

할 때 분포빈도가 균등하게 추출되도록 분포의 범위를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n ,

하나씩 추출해 개의 샘플을 추출하였다n .

또한 각 변수에 대해 표본 추출된 값은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세트 를(set)

구성하며 모델에 입력되어 해당 세트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 입력변수 값의 세트와 해당 결과.

를 사용하여 모델결과에 대한 입력변수 값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수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된 입력변수와 결과의 크기에 따른 순위를 사용하여 partial rank

민감도지수를 구하였다 에 근거한 민감도 지수는 입correlation coefficient (PRCC) . PRCC

력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갖지 않을 경우와 입력변수에 대해 결과가 선형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높다[2.20].

는 과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절댓값이 에 가까울수록 입력변수 값의 변화에 대한PRCC -1 1 , 1

결과의 영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결과에 대한 입력변수의 불확실성 기여는 각 입력.

변수에 대한 를 제곱하고 로 정규화 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또한PRCC 100% (normalizing) .

분석에서 값은 관측된 유의수준이다PRCC p .

② 민감도분석 결과

정상운영 중 일반인의 기체상유출물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선량 계산에서 각종 환경 생활·

특성인자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를 이용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작물 우PRCC . ,

유 고기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이에 상응하는 값과 함께 표 부터 표 와 그림, p 2.22 2.24

부터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이 값들은 의 절댓값이 에 가까울수록 또한 값이2.36 2.38 . PRCC 1 , p

이하면서 그 크기가 작을수록 인자가 선량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뢰할 만한 값을0.05

지닌다 또한 값이 양수이면 양의 상관관계를 음수이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를. PRCC , .

들어 모든 음식물 종류에 대해 은 소비까지의 지연시간에 대해 매우 작은 음의 값을 가I-131

지는데 이것은 소비까지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섭취로 인한 선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평가결과 농작물의 섭취에서는 농작물의 수확량과 음식물섭취량이 가장 민감한 인자로 나타

났으며 우유 및 쇠고기의 섭취에서는 가축의 섭취로부터 생산물로 핵종이 이동하는 전이계수,

와 가축 및 사람의 섭취량이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섭취종류의 경우에서.

은 다른 핵종과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반감기로 소비까지의 기간이 상당이 큰 영향을I-131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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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표인 개념을 적용한 일반인의 정상운영 중 피폭선량 계산에서 사용되는 각 인

자들의 민감도를 수행한 결과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식물의 섭취량이 상당히,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경우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핵종이기 때문에. I-131

식품의 소비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보아 핵종에 따라 선량계산에서 중,

요한 인자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대표인 선량평가에서 환경 생활 특성인자를 설, ·

정하는 데 있어 방사성유출물의 대표 핵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아가 환경 생활 특성인자의 민감도 분석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체상유출물의 섭취경로 뿐·

아니라 모든 경로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2. 민감도분석 결과 농작물PRCC ( )

parameters
Cs-137 Sr-90 I-131

PRCC p-value PRCC p-value PRCC p-value

성인

r/Yv 0.918 0.000 0.891 0.000 0.789 0.000

λEi -0.812 0.000 -0.757 0.000 -0.307 0.000

Te -0.059 0.189 -0.015 0.746 -0.010 0.826

Th 0.007 0.883 -0.009 0.841 -0.997 0.000

P -0.090 0.046 -0.217 0.000 0.068 0.133

Biv 0.309 0.000 0.578 0.000 0.012 0.785

Tb 0.137 0.002 0.291 0.000 -0.071 0.115

UA_c 0.956 0.000 0.951 0.000 0.862 0.000

유아

r/Yv 0.932 0.000 0.896 0.000 0.834 0.000

λEi -0.838 0.000 -0.759 0.000 -0.404 0.000

Te -0.021 0.648 -0.017 0.703 -0.052 0.248

Th -0.032 0.479 -0.054 0.232 -0.997 0.000

P -0.037 0.416 -0.183 0.000 0.041 0.368

Biv 0.363 0.000 0.593 0.000 0.050 0.264

Tb 0.099 0.028 0.235 0.000 -0.031 0.486

UC_c 0.950 0.000 0.933 0.000 0.851 0.000



- 254 -

표 2.23. 민감도분석 결과 축산물 우유PRCC ( , )

parameters
Cs-137 Sr-90 I-131

PRCC p-value PRCC p-value PRCC p-value

성인

Fip_m 0.963 0.000 0.946 0.000 0.964 0.000

Qp 0.351 0.000 0.538 0.000 0.332 0.000

fp 0.007 0.881 -0.050 0.267 -0.019 0.672


 0.007 0.879 -0.059 0.191 -0.029 0.527

Ts -0.052 0.246 0.037 0.406 -0.249 0.000

Th 0.047 0.299 -0.034 0.454 -0.687 0.000

UA_m 0.939 0.000 0.973 0.000 0.919 0.000

유아

Fip_m 0.979 0.000 0.945 0.000 0.976 0.000

Qp 0.495 0.000 0.521 0.000 0.416 0.000

fp -0.078 0.085 -0.031 0.498 -0.047 0.298


 -0.009 0.844 0.013 0.767 0.022 0.633

Ts -0.021 0.641 -0.006 0.888 -0.274 0.000

Th 0.058 0.198 -0.038 0.400 -0.728 0.000

UC_m 0.933 0.000 0.944 0.000 0.904 0.000

표 2.24. 민감도분석 결과 축산물 쇠고기PRCC ( , )

parameters
Cs-137 Sr-90 I-131

PRCC p-value PRCC p-value PRCC p-value

성인

Fip_f 0.962 0.000 0.964 0.000 0.940 0.000

Qp 0.585 0.000 0.438 0.000 0.435 0.000

fp -0.067 0.140 0.021 0.645 -0.036 0.429


 -0.060 0.184 -0.002 0.959 -0.012 0.797

Ts 0.041 0.365 -0.115 0.010 -0.252 0.000

Tth -0.038 0.402 -0.029 0.527 -0.797 0.000

UA_f 0.962 0.000 0.940 0.000 0.938 0.000

유아

Fip_f 0.960 0.000 0.964 0.000 0.936 0.000

Qp 0.539 0.000 0.450 0.000 0.406 0.000

fp 0.028 0.540 0.029 0.523 -0.029 0.526


 -0.049 0.275 -0.023 0.615 0.036 0.420

Ts -0.017 0.710 0.011 0.801 -0.303 0.000

Th -0.029 0.523 -0.129 0.004 -0.793 0.000

UC_f 0.957 0.000 0.940 0.000 0.93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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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민감도분석 결과 농작물PR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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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민감도분석 결과 우유PR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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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민감도분석 결과 쇠고기PR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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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체피폭해석 전산프로그램 개발

가. 코드구조 및 입출력 설계

(1) 입력변수

의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기상자료 선원항 방출원의 특성 평가지점 부지PRESS , , , ,

주변의 환경특성 농축산물 및 식품의 섭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 .

한 변수 값은 그림 와 같이 실행파일 가 있는 폴더의 파일에2.39 PRESS.exe PRESS_ini.txt

정의되어 있다 이 파일에서 작은따옴표 이후의 문자는 코멘트로 간주하여 프로그램에 반영. (‘)

하지 않고 무시한다.

첫 번째 섹션에는 기상자료와 선원항을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정[Common]

의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글자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윈도우즈 환경에. ,

따라 글자체의 간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 값을 로 하면 평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신 프로그램의 계산결과WriteExcelSheet Yes

를 파일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 파일은 의 프로그램에xml , Microsoft Office Excel

서 열어 볼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다.

섹션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상자료 테이블에 정의되어 있는 날짜 시간 기상자료 통[Met] / ,

계 값 결측 기간 및 결측 기록에 해당하는 필드의 이름을 입력한다 섹션에는 방출, . [XqDq]

원 관련 변수와 기상자료의 측정높이 평가지점의 좌표를 명시한다 방출원 관련 변수는 명칭, . ,

위치 방출속도 방출구의 내부직경 방출구의 높이 건물의 높이 건물의 단면적 평가할 풍속, , , , , ,

높이 열방출율 등으로 빗금기호 로 구분되어 입력한다 평가지점은 종류 명칭 및 좌표로 구, (/) . ,

분되며 평가지점이 많을 경우에는 와 같이 나누어 연속된 숫, Receptor_1, Receptor_2, …

자로 계속해서 작성하여 입력할 수 있다.

섹션에는 기체상 방출물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때 사용할 옵션 설정 값을 입력한[Gas]

다 또한 섹션에는 농축산물 및 식품의 섭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를 지. [GasBlockData]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칸에 작은따옴표 가 있으면 그 줄의 내용은 입력되지 않는다 해. (‘) .

당항목 값에 대한 구분 예 연령별 또는 농축산물별 은 빗금기호 로 표기한다( , ) (/) .

으로 시[Population, [Milk Production, [Meat Production, [Vegetation Production

작되는 섹션에는 집단피폭선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부지 주변의 인구 우유 생산량 육류 생, ,

산량 채소 생산량 등을 수록한다 각 줄의 첫 단어는 방위기호 로 시작되며 해당, . (N, NNE, )…

방위에서 거리에 따른 환경자료의 값은 빈 칸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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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입력변수 기본 설정 값PRESS

(2) 프로그램 실행

를 실행하면 그림 과 같은 창이 열리게 된다 이때 에 정의된PRESS 2.40 . , PRESS_ini.txt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어서 해당 기상자료 및 선원항이 모두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그림의 기

상탑 모양이 표시되지만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폴더 내에 없거나 기상자료와 선원항의 테이블,

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상탑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상탑 모양이 나타났을.

때 이 그림을 클릭하면 기상자료를 열람하고 통계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MetInfo.exe

램이 구동된다 화면에서 기상탑 이외의 부분을 클릭하면 그림 과 같이 메뉴항목이 화면. 2.41

왼쪽에 나타난다.

메뉴는 방출원 환경특성변수 핵종특성변수 기상자료 환경방출량 선량계수< >, < >, < >, < >, < >, < >,

대기확산인자 개인선량 집단선량 결과 저장 의 순으로 큰 항목이 표시되고 각 항목< >, < >, < >, < > ,

에 따른 작은 항목의 메뉴들이 아래에 표시된다 평가 수행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한 메뉴는.

검정색으로 평가 전이라 아직 값이 없어 사용 불가능한 메뉴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

방출원 특성자료 메뉴를 클릭하면 에 정의한 방출원 관련 변수가 그림< > PRESS_ini.txt

와 같이 표시된다 이 화면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수정할 수 있는 변수 값 위에 마우스2.42 .

가 위치할 때 마우스포인터의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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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림과 같이 입력박스가 표시된다 이 입력박스에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거나 다.

른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변수 값은 새로 입력한 값으로 변경된다 이 때 이미 전에 평가를. ,

수행하여 모든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변수로 다시 계산하기 전까지 해당

메뉴는 비활성화되며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는 평가 버튼을 눌러 평가를 수행하여야 새로운< >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일 프로그램 실행 후 평가를 수행하기 전이면 기상자료의 기간.

을 선택하기 전까지 평가 버튼은 나타나지 않는다< > .

주변 인구분포 주변 우유생산량 주변 육류 생산량 주변 농작물 생산량 메뉴를 클< >, < >, < >, < >

릭하면 그림 과 같이 부지 주변 환경자료를 보여준다 식품섭취 관련변수 농축산물2.43 . < >, <

관련변수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와과 같이 환경특성변수를 보여준다 토양전이계수> 2.44 . < >,

사료전이계수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와 같이 핵종 특성변수를 보여준다 기상자료 항< > 2.45 . < >

목의 기간 메뉴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어 그림 과 같이 사용가능한 기상자< > 2.46

료의 기간을 나열한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평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간의 기상자료와. < >

선원항을 가져와 대기확산인자와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그림 2.40. 실행화면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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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초기화면PRESS

그림 2.42. 방출원 특성자료 입력화면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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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사회환경자료 입력화면PRESS

그림 2.44. 환경특성변수 입력화면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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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핵종특성변수 입력화면PRESS

그림 2.46. 기상자료 입력화면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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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평가 결과

평가가 진행된 후 활성화된 메뉴 중에서 결합빈도분포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과 같이< > 2.47

해당 기간 기상자료의 풍향 풍속 구간 대기안정도별 결합빈도분포를 열람할 수 있다 바람, , . <

장미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과 같이 해당 기상자료의 바람장미를 볼 수 있다> 2.48 .

환경방출량 항목의 기간 메뉴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기간의 핵종별 선원항< > < >

을 가져와 그림 와 같이 보여준다 섭취선량계수 호흡선량계수 지표침적 선량계2.49 . < >, < >, <

수 오염공기 선량계수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과 같이 핵종별 연령군별 선량계수를 열>, < > 2.50 ,

람할 수 있다.

대기확산인자 항목의 메뉴를 클릭하면 방위별 거리별 대기확산인자와 단반감기 핵종의 방< > ,

사성 붕괴를 고려한 대기확산인자 붕괴와 이로 인한 대기 중 농도의 감손을 고려한 대기확산,

인자 침적인자를 볼 수 있으며 정의된 평가지점에 대한 대기확산인자와 침적인자도 그림,

과 같이 열람할 수 있다2.51 .

개인선량 항목의 평가지점 명칭으로 나타낸 메뉴를 클릭하거나 집단선량 항목의 메뉴를< > < >

클릭하면 그림 와 같이 평가지점에 대한 개인선량 평가결과 또는 피폭경로별 핵종별로2.52 ,

평가된 집단선량을 열람할 수 있다.

결과 저장 항목의 엑셀 파일로 저장 메뉴를 클릭하면 평가결과를 파일 형태로 저장< > < > xml

하여 그림 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프로그램에서 읽어볼 수 있다 또한 텍2.53 . <

스트 파일로 저장 메뉴를 클릭하면 평가결과를 텍스트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어 그림 와> 2.54

같이 메모장이나 텍스트 에디터에서 읽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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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기상자료 결합빈도분포 열람화면PRESS

그림 2.48. 기상자료의 바람장미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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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선원항 입력화면PRESS

그림 2.50. 선량계수 열람화면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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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열람화면PRESS

그림 2.52. 평가결과 열람화면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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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평가결과 엑셀 파일PRESS

그림 2.54. 평가결과 텍스트 파일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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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개발

은 크게 대기확산모델과 기체상 유출물에 의한 선량평가모델로 나눈다 작성된 프로PRESS .

그램의 검증을 위해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해 로 수계산 한 결과MS Excel (hand calculation)

와 비교하였다.

(1) 대기확산모델 검증

특정 풍향에 대해 같이 바람의 발생빈도를 가정하여 방출원으로 지점에 대해 평가하800m

였다 비교의 단순화를 위해 건물의 와류효과와 방출점에서 평가지점까지 이동시간에 따른 방.

사능붕괴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는 수계산 이용 과 를 사용하여 평가. 2.25 (MS EXCEL ) PRESS

한 결과이다 결과는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극히 일부분의 차이는 바람의 발생빈도. (%)

의 소수점 이하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는 을 이용한 상세한. 2.55 MS EXCEL

수계산의 화면 일부를 보여준다.

그림 2.55. 을 이용한 수계산 화면 일부MS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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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대기확산인자 결과비교

모델

항목
PRESS 수계산

결 과 (sec/m3) 1.219×10-9 1.213×10-5

결과 대비 - 0.995

(2) 기체상 유출물에 의한 선량평가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의 검증은 앞서 로 계산된 대기확산인자 값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평가하는PRESS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의 대기확산인자를 가정하여 앞서 언급한 수계산과

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체상 유출물 평가에서는 핵종군별로 평가모델이 상이하여 입PRESS .

자상핵종 요오드 및 으로 나누어 각 피폭경로별로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입자상, , H-3 C-14 .

핵종은 과 요오드는 를 각각 핵종군의 대표적 핵종으로 선택하였다 대Co-60 Cs-137, I-125 .

기확산인자는 방사능붕괴와 침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방사능붕괴만을 고려한 경우 방사능, ,

붕괴와 침적을 고려한 경우 각각 1×10-6, 9.5×10-7, 9.0×10-7 sec/m3 침적인자는, 1×10-8

/m2을 가정하였다 방출량은 각 핵종에 대해 독립적으로 를 가정하였다 표 에서. 1 Bq/yr . 2.26

표 은 이러한 가정에 대해 평가된 수계산과 의 각 피폭경로에 대해 선량평가 결과2.30 PRESS

를 보여준다 여기서 선량평가라 함은 개인선량에 근거하며 그와 관련한 다양한 입력변수 값.

이 사용되었다 비교가 수행된 모든 핵종에 대해 가지 결과는 거의 일치하며 미미한 차이는. 3

선량계수의 단위 변환 시 소수점 이하 유효자리의 처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6. 입자상 유출물 에 의한 선량평가 결과비교(Co-60)

모델

항목
수계산 PRESS

평가결과

농산물 2.71×10-13 2.70×10-13

우유 8.85×10-17 8.94×10-17

육류 3.61×10-15 3.92×10-15

대비PRESS

농산물 1.003

-우유 1.001

육류 0.921

평가결과 지표침적 3.57×10-12 3.58×10-12

대비PRESSP 지표침적 0.998 -

평가결과 호흡 2.11×10-15 2.14×10-12

대비PRESS 호흡 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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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입자상 유출물 에 의한 선량평가 결과비교(Cs-137) (mSv/yr per Bq/yr)

모델

항목
수계산 PRESS

평가결과

농산물 1.17×10-12 1.17×10-12

우유 1.85×10-14 1.85×10-14

육류 1.56×10-13 1.69×10-13

대비PRESS

농산물 1.002

-우유 1.001

육류 0.925

평가결과 지표침적 1.06×10-14 1.06×10-14

대비PRESSP 지표침적 1.000 1.000

평가결과 호흡 9.69×10-16 9.84×10-16

대비PRESS 호흡 0.985 -

표 2.28. 요오드 유출물 에 의한 선량평가 결과비교(I-125) (mSv/yr per Bq/yr)

모델

항목
수계산 PRESS

평가결과

농산물 8.16×10-13 8.14×10-13

우유 1.45×10-14 1.45×10-14

육류 3.48×10-14 3.66×10-14

대비PRESS

농산물 1.002

-우유 1.000

육류 0.951

평가결과 지표침적 8.26×10-16 8.24×10-16

대비PRESSP 지표침적 1.002 -

평가결과 호흡 2.96×10-15 3.14×10-16

대비PRESS 호흡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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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삼중수소 유출물 에 의한 선량평가 결과비교(H-3) (mSv/yr per Bq/yr)

모델

항목
수계산 PRESS

평가결과

농산물 7.11×10-18 7.17×10-18

우유 9.27×10-19 9.36×10-19

육류 2.55×10-19 2.58×10-19

대비PRESS

농산물 0.991

-우유 0.990

육류 0.989

평가결과 호흡 6.34×10-18 6.33×10-18

대비PRESSP 호흡 1.001 -

표 2.30. 방사성탄소 유출물 에 의한 선량평가 결과비교(C-14) (mSv/yr per Bq/yr)

모델

항목
수계산 PRESS

평가결과

농산물 4.95×10-15 5.09×10-15

우유 8.61×10-16 8.86×10-16

육류 2.97×10-16 3.05×10-16

대비PRESS

농산물 1.000

-우유 0.999

육류 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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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비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 및 최신의 지식과 자료에 근거하여 기체(ICRP-101, 103)

상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 프로그램 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국내 평가코드는PRESS .

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ENDOS .

대표인에 적합한 식품섭취량⦁

최신의 자료에 근거한 뿌리흡수인자⦁

국내 식품별 오염 특성에 적합한 차단계수⦁

국내 가옥구조와 재질을 반영한 차폐계수⦁

최신 권고 연령군별 호흡량ICRP⦁

삼중수소 평가 시 유기결합삼중수소 반영⦁

표 은 코드의 입력변수 및 변수 값이다 와 를 사용하여 개 핵2.31 PRESS . PRESS ENDOS 5

종군 불활성기체 입자 요오드 에 대해 동일한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 , , H-3, C-14)

1.0×10-6 sec/m3 연간평균 침적인자, 1.0×10-8 /m2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은 불활성기체인 의 단위 방출량 에 대한 연령군별 유효선량을2.56 Kr-85 (=1 Bq/yr)

보여준다 불활성기체는 오염 공기에 의한 외부피폭이 지배적이며 연령군에 무관하다 가옥의. , .

차폐인자의 차이로 의 결과가 의 결과에 비해 약 수준을 나타냈다PRESS ENDOS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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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불활성기체 에 의한 선량평가 결과2.56. (Kr-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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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코드의 입력변수 값PRESS

변수 명 적용 값

농작물 생장기간(day)

곡류 과일 엽채류 사료작물/ / /∘ 150/155/60/180

가축의 사료 섭취량( /day)㎏

소 돼지 닭/ /∘ 55/4.2/0.12

농작물에 대한 핵종 잔류인자

입자 곡류 과일류 엽채류( / / )∘

요오드 곡류 과일류 엽채류( / / )∘

0.03/0.06/0.25

0.06/0.12/0.50

토양의 밀도( / )㎏ ㎡ 165

농작물표면에서 기상에 의한 제거상수(1/sec) 5.73 10⨯ -7

농작물 생산량(kg/ )㎡

목초 사료작물 곡류 과일 엽채류/ / / /∘ 4.0/0.34/0.36/1.13/4.52

농작물의 수확에서 소비까지 시간(day)

개인선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생유/ / / / /

곡류 과일 엽채류/ /

집단선량∘

육류 우유 농작물/ /

7/7/3/30/1

14/14/1

14/2/90

가축사료 저장기간(day) 75

연간 호흡량( /yr)㎥

세 세 성인1 /10 /∘ 1,900/5,600/8,100

우유 섭취량 중 분유 섭취량의 비율

세 세 성인1 /10 /∘ 1/0/0

젖소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섭취비율 1

오염공기로부터 방사능 차폐계수

개인선량 집단선량/∘

오염지표로부터 방사능 차폐계수

개인선량 집단선량/∘

0.54/0.41

0.52/0.39

방사성유출물에 의해 오염된 식품의 비율

곡류 과일 엽채류/ /∘ 0.9/1.0/0.76

목초지에서 방목되는 연간 분률

젖소 육우/∘ 1.0/1.0

방목기간동안 목초의 섭취분률

젖소 육우/∘ 1.0/1.0

농작물 생장기간 중 평균 절대섭도(g/ )㎥ 12.0

핵종의 토양축적시간(yr) 25

뿌리흡수인자 표 2.12

식품섭취량 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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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핵종인 은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식품섭취에 의한Cs-137 , ,

내부피폭에 중요한 핵종이다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은 가옥 차폐인자의 차이로 코. PRESS

드의 계산결과가 에 비해 약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은 두 코드를 사용한ENDOS 74% . 2.57

연령군별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을 나타낸다 최대 피폭연령군은 결과에서는 십대. ENDOS ,

코드에서는 성인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피폭연령군 간의 비교에서 의 결과는PRESS , PRESS

에 비해 약 정도가 높았다 그림 은 농산물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ENDOS 7% . 2.58

나타냈다 는 십대 는 성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간의 비는. ENDOS , PRESS , PRESS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정도를 나타냈다 그림 는 우유섭취에 의한 피폭ENDOS 1/4 . 2.59

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유아 는 대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ENDOS , PRESS 10 ,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정도를 나타냈다 그림 은 육PRESS ENDOS 1/2 . 2.60

류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십대 는 성인에서 최댓값을. ENDOS , PRESS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배를 나타냈다, PRESS ENDOS 2.8 .

그림 은 모든 경로를 고려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십대 는2.61 . ENDOS , PRESS

성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PRESS ENDOS

수준을 나타냈다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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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령군별 호흡에 의한 의 피폭선량 비교2.57.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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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의 대표적 핵종인 은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식품섭I-131 , ,

취에 의한 내부피폭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지표침적에 의한 외부피폭은 과 마찬가지로. Cs-137

가옥 차폐인자의 차이로 코드의 계산결과가 에 비해 약 수준을 나타냈다PRESS ENDOS 74% .

그림 는 두 코드를 사용한 연령군별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을 나타낸다 최대 피폭연령군2.62 .

은 결과에서는 소아 코드에서는 세로 나타났으며 최대 피폭연령군 간의 비ENDOS , PRESS 1 ,

교에서 의 결과는 에 비해 약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은 농산물섭취PRESS ENDOS 48% . 2.63

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소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 ENDOS , PRESS 1

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정도를 나타냈다 그, PRESS ENDOS 1/5 .

림 는 우유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유아 는 세에2.64 . ENDOS , PRESS 1

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비해 약, PRESS ENDOS

배 높게 나타났다 그림 는 육류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6 . 2.65 . ENDOS

소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PRESS 1 , PRESS ENDOS

계산결과의 약 배를 나타냈다 그림 은 모든 경로를 고려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2.3 . 2.66

냈다 는 소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 ENDOS , PRESS 1 , PRESS

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수준을 나타냈다ENDOS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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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는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과 식품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그림.

은 두 코드를 사용한 연령군별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을 나타낸다 최대 피폭연령군은2.67 .

결과에서는 소아 코드에서는 성인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피폭연령군 간의 비ENDOS , PRESS ,

교에서 의 결과는 에 비해 약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은 농산물섭취PRESS ENDOS 70% . 2.68

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소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 ENDOS , PRESS 1

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배 높은 결과를 나타냈, PRESS ENDOS 5

다 그림 는 우유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유아 는. 2.69 . ENDOS , PRESS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비1 , PRESS ENDOS

해 약 수준을 나타났다 그림 은 육류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56% . 2.70 .

는 소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ENDOS , PRESS 10 , PRESS

과가 계산결과의 약 배를 나타냈다 그림 은 모든 경로를 고려한 피폭선량ENDOS 6.6 . 2.71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유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ENDOS , PRESS 1 ,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배 높게 나타냈다 이와 같이 에 대PRESS ENDOS 2.7 . H-3

해 의 결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고려에 기인한다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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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탄소 은 식품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그림 는 농산물(C-14) . 2.72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소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 ENDOS , PRESS 1

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약 수준을 나타냈, PRESS ENDOS 90%

다 그림 은 우유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유아 는. 2.73 . ENDOS , PRESS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의 비1 , PRESS ENDOS

해 약 수준을 나타났다 그림 는 육류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60% . 2.74 .

는 소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ENDOS , PRESS 10 , PRESS

과가 계산결과에 비해 약 배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는 모든 경로를 고려ENDOS 2 . 2.75

한 피폭선량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는 유아 는 세에서 최댓값을 나타냈으며. ENDOS , PRESS 1 ,

최댓값 간의 비는 계산결과가 계산결과에 비해 약 높게 나타냈다PRESS ENDOS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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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연구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사고시 대기확산평가

최적화기술

사고시 대기확산평가 모델간 특성 및 결과비교○

사고시 활용가능 모델에서 물리적특성 모델링 방법 및 결과비교-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코드의 인허가 활용을 위한 결과해석 방안-

사고시 대기확산평가 최적모델개발○

근거리 확산특성 모델링방법에 따른 정량적 영향비교-

최적 모델링방법 선정-

입력변수 민감도분석 부지특성 최적 변수값 선정/○

원전부지고리 월성 최근 년간 바람장미분석- ( / ) 10

기상자료 수집기간에 따른 영향 최적기간 선정- /

부지특성 최적 기상입력 처리방안-

악기상조건 대기확산 실험설계 및 장비제작○

실험조건최적부지 실험범위 기상조건 방출가스 방출높이 등 선정- ( , , , , )

샘플러 장비 제작 및 점검-

100

대기확산검증실험 및

사고시 인체피폭해석

최적화기술

악기상조건에 대한 대기확산 검증실험( )○ Ⅰ

부지실증실험평지 복잡지형 수행- ( , )

실험분석 및 결과해석-

기상측정기반 수치모사-

국내 방사선방호체계에 기반한 사고시 인체선량평가 최적모델개발○

국내기술기준 이행 인체선량평가모델개발-

사고시 선량평가를 위한 악기상조건 선정에 따른 결과영향-

사고시 인체선량평가 최적 변수값 선정-

국내고유 지형환경적 특성에 기반한 평가결과해석- ‧

사고시 인체선량평가 최적 변수값 선정○

사고시 피폭경로 설정-

국제신권고 및 신기술을 반영한 입력변수값 호흡률 선량계수 등- ( , )

선정

국내고유 지형환경적 특성에 기반한 평가결과해석기술○ ‧

국내제도 등를 반영한 부지특성 평가지점 선정- (PSR )

다수호기를 반영한 부지 평가지점 선정-

100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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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방사선환경방호

평가체계 이행을 위한

사고시 국내고유

인체피폭해석 기술개발

악기상조건에 대한 대기확산 검증실험( )○ Ⅱ

월성원전부지실증실험- ( )Ⅱ

실험분석 및 결과해석-

기상측정기반 수치모사-

사고시 인체선량평가결과 종합비교검증○

모델 모델간 비교- -

모델 실험간 비교- -

국외 신기준의 변화에 따른 국내 원전영향분석○

기존 신평가체계 국내원전경수로 중수로 적용결과해석- vs ( / )

신기술기준단일기준치 적용에 따른 국내 원전영향- ( )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이행을 위한 사고시 인체피폭해석○

전산프로그램 개발

코드 구조 및 입출력설계- ‧

경 중수로 통합 사고시 선량평가코드 개발- · (ACCESS)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이행을 위한 사고시 인체피폭해석○

평가지침 개발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계 이행을 위한 최적 평가지침안 제시- ( )

100

국제신권고기반 운영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부지특성별 대기확산

및 핵종거동모델개발

국제신권고기반 기체상 방사성유출물 인체선량 해석기술○

기존 대비 평가체계 비교- (NRC) ICRP

평가지점 비교제한구역경계 부지경계- ( vs )

평가연령군 비교- (NRC vs ICRP)

방출특성별 장기 대기확산평가 최적모델개발(long-term)○

방출유형별 최적 대기확산모델 개발-

부지특성 재순환 및 정체효과 정량적분석-

습침적 영향분석-

부지특성별 입력변수 최적값 선정○

부지특성 기상입력변수 최적처리방안-

방출유형별 최적 입력변수값 선정방안-

방사성유출물 핵종특성별 환경내 거동해석모델개발○

요오드 불활성기체 입자 핵종에 대한 신모델비교- H-3/C-14/ / /

국내적용을 위한 최적모델선정-

100

국제신권고기반 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국내고유 인체피폭해석

기술개발

인체피폭선량평가모델○

핵종특성별 피폭경로설정 및 모델개발-

부지특성 평가지점 설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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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국제신권고기반 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국내고유 인체피폭해석

기술개발

국제신권고기반 국내고유 사회환경 및 생활특성인자 최적값 선정○

사회환경인자 민감도분석-

국내고유 생활특성인자 선정 방법-

최신 자료에 입각한 국내고유 사회환경특성인자 선정-

원자력시설 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해석 전산프로그램○

개발

코드 구조 및 입출력설계- ‧

기상자료 대기확산 선량계수 선량평가 연계- / / /

기존평가모델 결과와의 비교-

원자력시설 운영시 기체상유출물에 의한 인체피폭해석 코드○

활용지침서개발

코드활용지침서 및 최적평가 방안 제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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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원전의 가상 사고에 따른 일반인의 방사능피폭의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는 제한구역경계

와 저밀도인구지역 을 설정한다 이는 원전의 설계 특성상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매(EAB) (LPZ) .

우 낮다고 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하여 일반인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수로와 중수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부지적합성을 위한 평가체계는

경수로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중수로 기술도입국 캐나다 의 관련 기술의 지속적 도. ( )

입으로 국내 기술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여러 혼란이 있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심화되는 반핵단체의 저항 등으로 부지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

지안전성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은 기술도입국마다 차이가 있기 이에 대한 기술의 확보로 능동

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부지안전성평가에 대한 여러 난.

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경 중수로 통합 사고결말평가 코드와 모델 검증을 위한 야외대기확산·

실증실험 기술은 독자적 평가기술의 확보로 국내 중수로현안 지원 신규부지확보 지원 원자력, ,

기술 수출사업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로. ‧

는 부지확보의 비용절감 토지비용 등 설계 최적화로 인한 비용절감 부가설비의 설치 비용( ), (

등 기술도입에 대한 비용절감 코드도입 및 기술자문비 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기구 신), ( ) .

권고에 기반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 코드 및 관련 기술개발은 환경상의 위해방

지를 위한 향후 국내 평가체계의 향상에 기여한다 더욱이 국내는 단일부지에 여러 원자력관.

련시설이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원전 산업의 능동적 대처와 아울,

러 당면하고 있는 복합시설의 운영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의 평가체제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함

으로써 국가원자력수출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 293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95 -

본 연구의 결과물은 원전의 신규건설 계속운전 등과 같은 인허가 승인의 필수요건인 부지,

적합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코드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중수. ACCESS

로 현안으로 대두된 중수로 사고결말해석에 대해 국내 자체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로

공급국인 캐나다의 기술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형간 평가방법에 대한 상호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

제기구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더 나은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해 지속

적으로 신평가체계를 권고한다 코드는 국제기구 신권고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의 능. PRESS

동적 대처와 아울러 국내 평가체계의 향상을 통해 원활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서 기술도입국의 평.

가체제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과 도구를 적시적소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원자력수출의 지원에 기

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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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정보 없음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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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해당없음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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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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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8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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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없음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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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Ⅰ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으로부터 원전에서 누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방사능 평가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은 사고시 고방사능 오염지역과 오염물질의 차단을 통한 국민의 내외부 피폭을 최소․

화하기 위한 필연적 기술이다 그러므로 원전사고시 현장 평가를 위한 고방사능 연속분석 소형검출시스.

템 관련기술 사고 후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주요 방사성핵종 긴급평가 관련기술, ,

사고초기 환경방출량피폭선량 재평가 및 오염지역 중장기 평가를 위한 미량 핵종분석 관련기술이 본․

연구개발의 주목적에 해당된다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평가기술은 시료의 체계적인 전처리 및 첨.

단장비의 활용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기술자립과 지속성이 요

구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본 과제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 개발이며,

단계 세부 연구내용은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주요 누출핵종 긴급1 ,

분석기술 개발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원전사고시 고방사능 현장적

용 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을 위한 소형 검출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비.

상시 선량률과 오염핵종의 방사능 정보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선량률

분광분석법을 개발하였다. 고방사능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IRIS 를 개발하였다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의 감마핵종.

분석자료 원격 송수신 성능을 평가하였다 고방사능 현장에서 측정된 계수율로부터 방사.

능을 환산하기 위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원전 사고시 식품중 주요 핵종 긴급검출

기술 개발을 위한 식품별 전처리 및 방사화학분리 공정을 개발하였다 사고시 식품 방사.

능 긴급분석을 위한 주요 핵종별 계측기술을 평가 하였다 주요 핵종 방사성 스트론튬. ( ,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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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 을 신속하게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자동축차분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초) .

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과Sr Pu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프로토콜 개발하였다 와 알파스펙트로미터 등을. LSC

이용한 비상대응 방사성스트론튬 플루토늄 신속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해양시료 방사성핵종 축차분리를 위한

대용량 전처리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였다 해수로부터 방사성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을 축.

차분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해수중. 99 및Tc 129 축차분리 기술을 개발하였다I .

환경에 방출된 131 의 방사능 오염지역 재평가를I 위한 환경 시료중 미량 129 측정 및 분I

석법을 개발하였다.

연구개발결과.Ⅳ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1.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고방사성물질의 측정이나

방사능재난 발생시 고방사능 현장적용 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을 위한 소형

방사선검출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검출기 센서 파트를 제외한 신호처리부CZT .

및 장치제어부 등을 국내 기술로 조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개량함으로써 우수한 분해능

의 에너지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고방사능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마선을 측.

정하기 위하여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를 개발하여 저선량에서 고선량 준위까지 하나IRIS

의 콜리메이터로 오염지역의 방사능 준위에 따른 지역분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현장 연.

속 소형 검출시스템에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장착하여 감마핵종 분석자료의 원격 송수신

및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시전원뿐만 아니라 내부 배터리에 의한 운영,

으로 전원상실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비상시 선량률과.

오염핵종의 방사능 정보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선량률분광분석법을 개

발하였으며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현장에서 측정된 계수율로부, .

터 방사능을 환산하기 위한 현장분석관련 교정인자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2.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원전 사고시 식품중 주요 핵종 긴급검

출기술 개발을 위한 식품별 전처리 및 방사화학분리 공정을 개발하였다 공중 보건학적.

관점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군인 백미와 우유를 시료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건조.

회화법 일 이상 보다 월등하게 단축된 긴급 전처리 공정 시간 이내 을 개발하였(10 ) (1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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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종 방사성 스트론튬 플루토늄 을 신속하고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자동축( , )

차분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료 수를 확장하고 축차 분리 기. ,

능을 개발하여 분리 정제 시간을 단축하였다 단일 핵종을 대상으로 개 시료를 동시에/ . 8

처리할 수 있고 개 시료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핵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모든 분리, 4 .

정제 과정은 자동프로토콜에 의해 수행된다 과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 . Sr Pu

동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원전 사고시 긴급분석을 위한 주요 핵종별 계측기술을 평가하였다. 89 와Sr 90 이 혼합Sr

된 시료를 대상으로 를 이용하여,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89/90 의 방사능을Sr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와 알파스펙트로미터 등을 이용하여 플루토. LSC

늄 신속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3.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해양 방사성 유출물 탐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해양 시료 중 방사성핵종 축차 분리

를 위한 대용량 전처리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였다 해수 중. 129I를 음이온 교환수지법으

로 분리하고, 89/90 그리고Sr, Pu, 99Tc를 공침법으로 분리하는 전처리 공정이다 해수. 10

중L 89/90Sr, Pu, 99Tc 그리고 129I를 분리 정제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컬럼 크로/ .

마토그래법을 이용하는 분리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대용량 전처리 장치를 개발하였다.

수지 를 충진할 수 있고 개 시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전처리 공(resin) 1000 ml , 8 .

정의 모든 세부 과정을 프로그래밍하여 장비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

환경에 방출된 131 의 방사능 오염 지역을 재평가하기 위한 환경 시료 중I 129I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131 은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사고시I . 131I

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설정하고 장기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할 필요가 있,

다 반감기가 짧아 관측이 어려운. 131 대신에I , 129I를 분석하여 131 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I

역추적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RNAA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그리고 를 이용하여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LSC

환경 시료 중 129I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에서 확보된 기술은 비상사고시 초기 오염지역 평

가 및 연속감시 현장시료 오염등급 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별 핵종별 선량률 결정 알고, .

리즘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활용중이다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에서 확보된.

기술은 비상사고시 환경시료 신속 방사능 오염평가 및 수출입 식품 방사능 오염평가에 활용

할 계획이며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스트론튬 원격감시 시스템 개발에 적용한다 자동축차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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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국내 방사능분석실험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에서 확보된 기술은 사고지역 지하수 오염 신속평가 사고지역,

운항 선박평형수 신속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며 미량 방사능 분석기술 개발 환경 침적량 및, ,

피폭선량 재평가를 위한 핵종분석자료 구축에 적용한다DB .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래와

같다.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확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처럼 국내 외 중대사고 비상대응에 활용ㆍ

주요 누출핵종의 자동축차분리 및 긴급분석 관련기술 이전○

환경 방사능 오염 감시에 활용○

수출입 식료품 식수 해수 및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평가에 활용, ,○ ․ ․

수출입 고철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활용○

방사능 분석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대학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 ,○

원자력발전소 수출시 도입국의 환경방사능 감시기술 요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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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TitleⅠ

Techniques for th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s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Ⅱ

■ Development of identification techniques of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s

- Development of continuous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 Development of rapid analysis methods for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 Identification techniques for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Ⅲ

■ Development of continuous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A continuous gamma radiation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for the

emergency environmental monitoring i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best way to

enhance the sustainable measurements on the loss of the outer electrical power is

considered and developed. The performance of the equipment is evaluated on the

wireless data communication. The Iris type collimator was developed to change the

entrance of gamma-rays. The conversion program was developed for calculating the

activity of gamma nuclides from the dose rate measured at high radiation area.

■ Development of rapid analysis methods for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The sample preparation and radiochemical separation methods on food stuffs

(vegetables, meats, sea foods ets.) are developed for the rapid analysis of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The rapid counting methods of radionuclides on food stuffs

are compared. An automated sequential separation system for the radionuclides

(radio strontium and plutonium) i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performance of th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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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s evaluated using simulated samples. The rapid detection methods of radio

strontium and plutonium are investigated using LSC and alpha spectrometer/ICP-MS,

respectively.

Identification techniques for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An automated system is developed for the sequential separation of radionuclides

in sea water. A radiochemical separation technique is developed for the sequential

separation of radio strontium, plutonium, 99Tc and 129I in seawater. 129I measurement

technique in the trace level is developed for the mid and long term responses.

. Result of ProjectⅣ

■ Development of continuous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A continuous gamma radiation detection system based on the CZT sensor was

designed and developed for the emergency environmental monitoring in high radiation

areas from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s as well as nuclear disaster. As

assembling and improving the electric circuits for signal processing and system

control by domestic technology except for the detector sensor, the energy spectrum

with high resolution was achieved. An IRIS collimator was developed to make the

quick and efficient measurement in high radiation area, This made the areal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radiation level practical. It was possible to remotely

interface and control the system of hand-held CZT detector with Bluetooth

communication. The sustainable measurement in the loss of the outer electric power

was enhanced with internal battery of a detector. The dose rate spectroscopy,

which is a new concept for the simultaneous measurement of the individual dose

rate and radioactivity for detected gamma nuclides, was first developed and

experimentally verified. In addition, a program for the calculation of the calibration

factor in the in-situ measurement was developed to convert the measured cps from

the detector into the radioactivity.

■ Development of rapid analysis methods for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The sample preparation and radiochemical separation methods on food stuffs was

developed for the rapid analysis of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In terms of the

pre-treatment time, the current developed methods was tremendously improved than

the typical dry-digestion (10 days < 12 hrs). An automated seq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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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system for the radionuclides (radio strontium and plutonium)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developed system can process 8 samples at a time for

certain radionuclide. In addition, it can handle four samples at a time for more than

two radionuclides.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evaluated using simulated

samples. All process is operated in a fully computer controlled mode with a

user-friendly software. We developed the rapid determination method of 89/90Sr

activity for mixed samples with 89/90Sr.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environment was developed using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and alpha

spectrometry for emergency responses.

Identification technique for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The sequential separation method of 89/90Sr, Pu, 99Tc and 129I in seawater was

developed with anion-exchange resin and co-precipitation. We tested the

performance of the recommended procedure with 1 10 L seawater. The∼

automated pre-treatment system for large volume of samples was developed. It can

process 8 samples at a time. It can handle 20 L of seawater for the concentration

of 89/90Sr from sample. All process is operated in computer controlled mode. We

developed the determination of 129I in environmental samples. 129I is very useful

indicator to reconstrut the contamination map caused by 131I at nuclear accident. We

suggested the determination of 129I using RNAA, ICP-MS and LSC.

. Proposal for ApplicationsⅤ

- Set-up of the systematic infrastructure for th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for the emergency responses

- Transfer the automated sequential separation and rapid analysis techniques for

the released radionuclides to the universities and industries

- Th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radionuclide contaminants

- The monitoring of radionuclide contaminants in imported/exported food stuffs

- Apply to the assessment of highly contaminated areas using a mobile and

continuous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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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연구개발 필요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으로부터 원전에서 누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인체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방사능 평가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비.

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은 사고시 고방사능 오염지역과 오염물질의

차단을 통한 국민의 내외부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연적 기술이다 원전사고시 고방.․

사능 현장적용 연속분석 소형검출시스템 관련기술은 현장 평가팀의 내외부 피폭 최소화,․

무인이동 감시시스템 장착 고정감시장치의 작동불능상태 대응 초기 환경방출량 및 피폭, ,

선량 재평가 위기대응 상황실 실시간 정보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오염된 환경, .

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주요 방사성핵종 긴급평가방법 개발은 수출입 산업체

및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할 기술이며 이를 위해 식품 신속 방사능오염 분석,

및 평가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기술은 환경방사성유출물 긴급.

분석 고방사능시료 오염 평가시 분석자 피폭최소화 다수 방사능시료 신속분석 등에 필, ,

요한 산업화 가능 기술로서 기술자립이 요구된다 후쿠시마사고 체르노빌사고 방사능, . , ,

테러 핵실험 등에 의한 환경방사성유출물은 대기미립자 상태로 확산되어 토양침적 후, ,

재부유 침적으로 생성된 토양 중 방사성유출물의 영향 평가가 사고중장기 대응으로 중요/

하다 토양미립자 방사능 특성은 사고초기 환경방출량 및 피폭선량 재평가 오염토양복원. ,

기초자료 제공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로의 핵종전이 후 먹이사슬을 통한 내부피폭 호흡, ,

에 의한 내부피폭 평가에 주요인자 이므로 토양미립자 방사능 분포특성 규명을 위한 시

료채취 및 미량 핵종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평가기술은 시료.

의 체계적인 전처리 및 첨단장비의 활용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기술자립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제 절2 연구개발 목표

본 과제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 개발이

며 단계 세부 연구내용은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주요 누출1 1) , 2)

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이다,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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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개발 내용3

년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년도 년1. 1 (2012 )

사고대응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설계■

현장 연속 감마핵종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 개념 설계○

검출기 센서 선정 및 고선량 측정 가능 차폐체 개념설계-

개별핵종 및 선량률 동시 측정 방법 수립-

식품긴급 분석을 위한 전처리 기술개발■

식품별 우유 분유 쌀 전처리 및 화학분리방법 개발( , , )○

고온연소로 온도변화별 분유 쌀 산화온도 함수 결정- ,

우유 분유 쌀시료 마이크로웨이브 산화 최적조건 도출- , ,

식품 긴급분석을 위한 핵종별 계측기술 비교 평가○

- 89Sr, 90Sr 긴급분석기술 자료조사 및 평가

해양시료 전처리 장치 개발■

해양시료 축차분리를 위한 대용량 전처리 방법 및 장치개발○

대용량 해수 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작-

양이온교환수지 방사성스트론튬 최대 흡착량 평가-

전처리 장치 방사성 스트론튬 용출특성 평가-

차년도 년2. 2 (2013 )

사고대응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구축■

○현장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 구축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 개발- IRIS

소형 방사선 검출기시스템 개발- CZT

선량률 및 방사능 동시 측정 방법 수립 및 검증-

긴급분석을 위한 자동분리 시스템 구축■

○90Sr 및 플루토늄 자동분리 시스템 구축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프로토콜 및 시스템 상세 설계-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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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핵종 축차분리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성능평가○

자동축차분리 컨트롤러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과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프로토콜 개발- Sr Pu

해양시료 축차분리 기술개발■

해양시료 중 방사성아이오딘,○ 플루토늄, , 90Sr의 축차분리 기술 개발

해수 전처리 방법 개발 철공침법과 음이온교환수지법 적용- :

- 분리를 위한I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량 및 용출 특성 평가(capacity)

- 플루토늄, , 90Sr 분리 정제를 위한 의 운영 절차 개발 및/ Sr-resin, TEVA resin

용출특성 평가

대용량 해수에 개 핵종의 축차분리 기술 적용4○

대용량 해수에 적용시 회수율 및 소요 시간 평가- ,

차년도 년3. 3 (2014 )

■현장 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현장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 스펙트럼 구현을 위한 를 소형화 및 성능개선MCA

- 소형검출시스템의 단 콜리메이터 조절에 따른 방사선량측정범위와 시스템의 선량률2

측정에 대한 안전성 평가

현장 감마핵종 분석자료 원격 송수신 성능평가○

-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출시스템 제어 및 측정 결과의 네트워크 통신 등의 성능

최적화

고방사능 현장에서 측정된 계수율로부터 방사능 환산위한 분석프로그램 개발-

■주요핵종 신속측정기술 개발

를 이용한LSC○ 90Sr 신속 계측법 개발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활용 전 단계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 시료- : ASRS

로부터 과 를 신속하게 자동축차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Sr Pu

- 89Sr 및 90Sr 동시측정 기술개발 의 체렌코프광 분석 및 액체섬광분석 방법을 사: LSC

용하여 원자력시설 사고시 비상대응을 위한 환경시료 중 89/90Sr을 신속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수립

와LSC○ 알파스펙트로미터 등을 이용한 비상대응 플루토늄 신속 측정법 개발

플루토늄 신속측정법 개발 와 알파스펙트로미터와 등을 이용한 비상대응 식품시- : LSC

료 중 신속분석 절차 수립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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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신속분석을 위한 과 동위원소 동시 자동분리 최적조건 수립- Sr Pu

■해양시료 미량핵종 측정법 개발

환경시료 중○ 129I 측정 및 분석법 개발

비상사고 후 미량- 129I의 분석 유효성 평가

- 129I 분석 방법의 한계 평가 및 사고 후 확산된 미량 129I 분석법 개발

해수 중- 129I 측정 및 분석철차 수립

차년도 년4. 4 (2015 )

■ 현장 연속 원격 감시 시스템 구축 감마핵종

○ 현장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감시기술 개발

■ 현장 연속 원격 감시 시스템 구축 베타핵종

○ 방사성핵종 자동분리시스템을 이용한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원격 감시기술 개발

■ 중장기 대응을 위한 미량 오염 핵종 분석기술 개발 및 핵종분석자료 구축

○ 오염지역 중장기 복원을 위한 토양 중 미량 핵종 분석기술 개발

○ 축적경향 평가를 위한 미량 감마핵종 분석

○ 초기 환경방출량 재평가를 위한 핵종분석자료 구축

○ 단반감기 장반감기 핵종 방사능 농도비율 변화 평가

차년도 년5. 5 (2016 )

■ 소형 검출시스템의 현장 적용기술 개발

○ 실시간 방사능 원격센싱 시스템을 이용한 고준위 오염수 적용기술 개발

○ 소형 감마핵종검출시스템을 이용한 수중 적용기술 개발

■ 환경 방사선 능 측정결과 이용 초기 환경 방출량 재평가

○ 환경 방사선 능 측정결과를 이용한 초기 방출량 재평가 및 오염지역 정밀 평가

○ 환경 시료 중 동위원소비 129I/127I, 구축

■ 핵종 긴급분석 절차 확립

○ 사고대응 식품별 핵종별 긴급분석법 유효성 평가 및 절차 확립

○ 현장시료 교차분석 이용 긴급분석절차 검증

○ 사고시 선량평가를 위한 시료별 핵종별 축적 농도 및 축적 경향 평가



- 33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절1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제 절2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35 -

제 절1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해체폐기물에 포, ,

함되어 있는 지표 핵종 (3H, 14C, 55Fe,63Ni, 41/51Ca, 36 등 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여Cl )

폐기물과 환경시료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 처. ,

분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분석이 어려운 핵종 ( . 129I 등 의 분석법을 개발하여 활)

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석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147Pm, 151Sm, 93Zr, 93m 등의Nb

분석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핵종 계측기술도 기존의 감마스펙트로메.

터 알파스펙트로메터의 사용에서 벗어나 등의 첨단장비를, LSC, ICP-MS, NAA, AMS

활용하여 극미량 극저준위 분석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중이다 환경감시를 위한 방사능분/ .

석은 다양한 시료에 대한 전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폐기물 시료의 취급시는 전문 장비 및

기술이 필요하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새로운 전처리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미래원자력시.

스템의 도입시 발생되는 새로운 매질중의 방사능분석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환경 및.

폐기물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는 고전적인 화학분리 방법을 벗어나 핵종 선택성을 갖는,

다양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는 핵종분리용 추출크로, Eichrom

마토그래피 수지를 제조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과기청/ . ISO,

둥은 방사능 분석절차서를 수립하고 일정기간 간격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선진 분석기/ .

관에서는 자체 분석기술개발 및 품질보증 체제 를 확립하여 국제공(ISO 17025 Standard)

인을 인정받고 있다 환경시료중 감마핵종 분석기술 분야에서는 극미량 극저준위 감마방. /

출체를 검출하기 위한 역동시차폐회로 기술을 도입한 극저준위 감마분석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으며 정보를 포함한 환경방사능 측정용 시스템이 상용화, GPS HPGe

되어 있으나 액체질소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최근 상온에서도 감(CANBERRA)

마핵종검출이 가능한 반도체 검출기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의CZT(Cd-Zn-Te) .

와 는 다양한 소형 환경방사선검출기ENVINET GmbH BERTHOLD Technologies GmbH

를 개발하여 상용화하였고 온라인 자료 전송 시스템개발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제,

품도 다양화 추세이다 에서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 IAEA , , ,

호주 뉴질랜드 헝가리 등 회원국들과 우유중의, , ALMERA 90 의 신속분석을 위한 다양Sr

방법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미국의 에서는 지하수에서 스트론튬과. PNNL Hanford site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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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네튬을 감시하기 위한 자동 방사화학기기를 개발하였고 지속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에서는 최근에 수지카. NorthStar Engineered Technologies, LLC

트리지 교체 및 시린지 펌프에 의한 액체 주입 방식의 자동방사성핵종분리시스템을 상품

화하였으며 자동분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영국의 와, . GAU-radioanalyticals

덴마크 연구소에서는 방사성핵종을 자동분리하기 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RISO .

기술은 방사능 재난시 요구되는 환경 방사능 신속분석의 필수 기술이다 일본의 경우 비.

상시 환경방사선량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 을 개발하여 후쿠시마 사고시 환경(SPEEDI)

방사성핵종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초기방출핵종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대.

응조치를 위한 방사성오염물질 제거 및 평가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쿠시,

마 사고시 초기 방사능 모니터링 실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기술개발

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고방사선 지역에서 방사선량 및 핵종 분석을 위한 무인 감시장비. ,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제 절2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원자력시설주변 환경감시는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립화 단계이다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 환경감시 난분석 핵종이나 원자력시설 해체 지표 핵종의 분석기술은 활용단

계이다 방사능 분석 시간과 과도한 작업을 줄이기 위한 방사성핵종 자동분리기술 연구.

는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개발 및 응용단계이고 국내에서도 기술개발단계이나 방사성핵,

종 자동축차분리기술은 미흡하다 이동형 환경방사선 감시기술은 기술개발단계이며 고방. ,

사능 지역에서 긴급 실시간 환경방사성유출물을 분석 및 평가하여 비상대응에 사용하기/

위한 기술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반 환경방사선량 무선전송기술은 기술자립화 단계이. RF

며 고방사능지역에서 이동형 시스템의 원격제어 및 빠른 데이터 전송을 통한 온라인 모,

니터링기술은 미흡하다 식료품 감마핵종 감시는 절차가 마련되어 활용중이나 알파 및. ,

베타핵종에 대한 감시절차는 개념정립단계 이며 사고발생시 식품중 주요 핵종 긴급검출,

기술은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용 원자로 해체 콘크리트 시료에 55Fe, 63 분석법을 적용하고 방폐장 지하수시료에Ni

99Tc, 129I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해체폐기물 지표 방사성핵종. (3H, 14 분석방법을 개발C)

하여 콘크리트와 금속 시료에 대해 적용하였다 품질보증 체계 를. (ISO 17025 Standard)

환경방사능 분석에 적용하여 국제인정기관으로 공인받고 있으며 추가 개발된 분KOLAS

석방법에 대해 인정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 지표 핵종 자동분리를 위한 추출크로마토그.

래피 시스템 (99Tc, 90 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모듈식 자동Sr) . 99Tc 분리기 (MARS

시제품을 제작하고 를 이용한 시스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Tc-99) LabView

폐장 지하수 시료에 대해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하였다 모듈식 자동. 90 분리기Sr (MARS



- 37 -

90 시제품과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관 우유중Sr) IAEA 90 신속분석에 적용하였Sr

다. 다기능 환경방사선량 측정 분석시스템 구축하고 지리정보 동조형 환경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시간 환경방사선 연속분석 장치의 유선 데이터 전송기술은 국.

내 원자력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감시 및 관련 분석기술은 확립되어 있으나 비상

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은 미비하다 인접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

고와 중국의 동쪽 해안에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 환경감시 기술개발

이 필연적으로 대두되었다 방사성핵종 자동분리 기술은. NorthStar Engineered

에서 개발한 기술에 근접하지만 비상대응 긴급분석을 위한 두 개 이Technologies, LLC ,

상 방사성핵종 동시 자동축차분리 방법 및 시스템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할 기술이다.

방사능 분석관련 연구는 노동집약적이면서도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노동집약적인 고전적 화학분리 및 계측방법 방사능분석 관련 기술 분야( )

는 많이 확보한 상태이나 기술집약적인 선택적 축차적 화학분리 및 고감도 신속계측방, ( ,

법 분야는 아직 취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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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사고대응 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일반적으로 방사능 재난 발생시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기류에 따라 광범위

한 지역에 침적되며 이 침적된 방사성핵종에 따라 장단기간 피폭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 .

서 사고 발생 초기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사하여 적절한 방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불필

요한 피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고현장에 투입되는 방재요원이.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로부터 핵종판별 선량률 및 방사능 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방사선검출기 개발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목적 및 결과에 부합.

하는 검출기 센서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호처리를 위한 회로구성 및 현장측,

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검출시스템 구조설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력 사고시 현장 대응으로 오염지역을 구분하고 오염원 및 그 정도를 판별하기 위

해서는 사고현장의 선량률과 오염핵종의 방사능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환경.

방사선모니터링 장치나 일반적인 서베이메타는 기체충전형 검출기의 일종으로서(ERM)

선량률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오염핵종의 종류와 그 방사능을 평가하기 위한 분광분,

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적절한 사고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두 종류의 검출기.

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검출기로 그리고,

한 번의 측정으로 두 측정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선량률과 방사능은 서로 밀전한 관계가 있는 값들이지만 임의 지점에서

측정된 선량률이란 그 곳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선들로부터 기인한 총 값이며 방사능은,

해당 지점에서 측정된 방사선들 중에서 특정 핵종의 에너지로부터 유발되는 핵종에 대한

붕괴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합의 개념인 선량률 정보에서 개별적인 개념의 핵종별 방.

사능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측정된 총선량률 정보를 개별 핵종에 대한 선

량률 정보들로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량률 측정이 분광분석.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 분광적인 선량률 결정방법의 도움으로 방사능 정보가 얻,

어짐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고대응 현장 연속 분석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소형 검출기로 제작 가능

하여 현장 방재요원이 휴대하기 편리하며 분광분석 구현이 가능한 검출기 센서의 선정과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방사선검출기로부터 측정 및 계산 가능한 정보를 획.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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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방사선검출기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장착함으로써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 선량률과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소형 방사선검출기 개념설계1. CZT

가 현장측정 환경 조사.

현장측정을 위한 검출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현장의 선CZT

량률과 감마선 에너지 범위를 파악하고 상용화된 센서가 이들에 대한 측정한계를CZT

극복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해야 한다 먼저 원자력 사고대응을 가정하여 소형 검출. CZT

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바탕으로 주위 선량률과 감마선 에너

지 범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림 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측정된 원전 주변의. 1-1

선량률 범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시설 외부는 약 의 환경준위에서부터, 0.001 mSv/h

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원전시설 부지주변에는 이보다 훨씬 큰 약0.14 mSv/h 10 mSv/h

정도의 선량률 준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고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연.

속적으로 소형 검출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준위에서부터 이상의CZT 0.1 mSv/h

고선량준위까지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1-1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측정된 원전 주변의 선량률 범위.

그리고 프랑스의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 연구기관인 IRSN(Institu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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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관련 보고서 에 따르면Radioprotection et de Surete Nucleaire) [1]

원전사고시 방출되는 주요 감마핵종들은 표 1-1와 같다 또한 핵분열생성물외에 중성자.

에 의한 방사화생성물의 고려도 필요하며 철근 등의 원자력시설 구조물을 고려할 때, Co

및 등이 중성자 방사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두 상황을 모두W .

고려할 때 원전사고시 주변 환경에는 약 의 저에너지 감마선에서부터 약, 100 keV 2000

이하의 고에너지 감마선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keV .

표 원전사고시 방출되는 주요 감마방출 핵분열생성물1-1.

나 신호처리 회로 구성.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사고 등의 현장측정 시 핵종들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을 확보

하고 그로부터 총선량률 핵종별 선량률 및 방사능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 CZT

방사선검출기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CZT ,

현재 국내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스펙트럼 구현이 가능한 수준의 센서는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센서 및 기타 핵심 전자부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을 모. CZT ,

듈 형식이 아닌 단위 부품 또는 칩 형태로 도입하여 해외 의존성을 최소화할 필요(chip)

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국내기술로 적절히 조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센서의 신호. CZT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량함으로써 목적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끝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에너지스펙트럼을 구현하기 위한 다중채널파고분석기 를 자체(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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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소형화함으로써 검출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루고자 한다CZT .

그림 에 검출시스템의 회로구성을 위해 사로부터 도입된 센서 및1-2 Eurorad CZT

전자부품을 나타내었다 먼저. , 5x5x3 mm3 크기를 가지는 커택터 형태의 센서BNC CZT

와 센서 신호를 성형하기 위한 전치증폭기 성형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preamplifier),

주증폭기 및 이를 판별하기 위한 파고선별기 들로 구(amplifier) (rise time discriminator)

성되며 이들의 회로 구성도는 그림 과 같다 완전한 회로 구성을 위해서는 센, 1-3 . CZT

서 및 각종 들의 구동을 위한 전원 공급 신호 전달 등을 위한 각종 단위 부품들의chip ,

조합이 필요하다.

그림 1-2 센서 전치증폭기 주증폭기 및 파고선별기. CZT , ,

그림 1-3 센서 출력신호 판별을 위한 회로 구성도. C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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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시스템의 회로 구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험으로 외부 노이즈 등을 차폐하기 위

한 외장하우징 내에서 센서 및 들 간의 구조를 바꿔가며 회로 구성의 최적 조CZT chip

건을 찾았다 그리고 이들의 작동을 위한 전원부를 구성하였으며 일부 부품의 경우. , chip

입력만을 받게 되어 있어 부득이 별도의 전원부를 그림 와 같이 따로 구성하12 V 1-4

였다 최종 개발 단계에서는 전압 방식을 모두 통일할 예정이며 현장측정을 위하여 배터. ,

리를 내장한 전원부를 구성하고 충전을 위한 를 설계하고자 한다AC port .

그림 1-4 검출시스템 성능시험을 위한 전원부 및 센서부 외. CZT

장하우징

최종 최적화된 검출시스템의 회로 구성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센서로부터1-5 . CZT

의 신호가 전치증폭기와 주증폭기를 거쳐 최종 아날로그 신호가 에 저장되며 이를buffer ,

로 보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채널에서 기록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MCA 4096 .

한 는 기존 국내 상용화된 제품으로 향후 소형화하고 기능적 사양을 높여 개발할MCA

예정이다 최적화된 검출시스템의 회로 구성으로부터 유도된. 137Cs의 측정 스펙트럼을 그

림 에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센서의 두께가 약 로 의 비정1-6 . CZT 3 mm 662 keV

에 비해 충분치 못하여 약 의 분해능을 보이지만 센서의 크기가 충분하면 만족스러5 %

운 분해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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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검출시스템 회로 구성. CZT

그림 1-6 개발된 검출시스템을 이용한. CZT 137Cs 계측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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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출기시스템 구조부 개념설계.

일반적으로 검출기 센서의 크기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선량률 범위가 제한을 받으

며 센서의 크기가 클수록 그림 와 같이 낮은 선량률 측정범위를 보인다 센, CZT 1-7 [2].

서의 크기가 아주 작은 5 mm3의 에서는 약 에서 약 까지의 고CZT 50 mSv/h 200 mSv/h

선량률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지만 검출기 크기가 작음으로 인해 측정할 수 있는 감마,

선의 에너지 범위 또한 저에너지 영역으로 좁아지므로 현장측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

절하지 않다 반면에 센서의 크기가. 500 mm3 일 경우 일반적인 환경준위에서부터 약, 3

까지의 선량률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앞서 원전사고로 인한 주위환경에서의mSv/h ,

감마선 에너지 분포에서 설명한 약 의 감마선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게 된다2000 keV .

따라서 사고대응 현장 연속 측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500 mm3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센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센서의 크기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부지CZT ,

주변에서의 선량률 준위에서는 적절한 차폐체 및 콜리메이터를 장착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그림 1-7 상용 검출기의 센서크기에 따른 측정 가능한 선량률 범위. CZT

그림 에 소형 검출기 개발과 관련된 초기 개념설계를 나타내었다 먼저1-8 CZT . ,

500 mm3이상의 검출기 센서를 장착하여 그 주위를 기본적인 콜리메이터와 차폐체를 구

성하고 분광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국산화하여 뒷단에 장착할 것이다 그리고 선량률 범.

위에 따라 추가적인 콜리메이터를 앞단에 장착하게끔 구조화할 것이며 콜리메이터 하나,

당 확장되는 선량률 측정 가능범위를 정확히 계산하여 사용자가 쉽게 선량률 준위에 따

라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를 콜리메이터 최종 앞단에 장착할. air sampler

수 있도록 설계하여 펌핑 시스템이 갖춰진 무인 탐사장비에 쉽게 연계되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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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소형 검출기에 대한 초기 개념설계. CZT

적절한 콜리메이터의 설계에 앞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소형 검출기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콜리메이터의 크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선량률 범위에 따,

라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콜리메이터의 설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콜.

리메이터의 목적이 단순히 검출기로 입사하는 방사선의 세기를 감쇄시키는 것뿐만 아니

라 일정한 측정 환경 및 배열에서 검출기로 입사하는 방사선의 세기를 정확히 예측 가,

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 방사능 정보를 유도하는데,

콜리메이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각 콜리메이터의 크기에 따라 측정 환경 및 배열.

이 달라져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콜리메이터의 크기에 따른 효율보정 기

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그림 과 같은 무인 탐사장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 1-9

계되어야 하며 이때 장착 개념을 도입하여 대기 중 미립자를 채취할 수 있, air sampler

도록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9 무인 탐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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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방사선검출시스템 개발2. CZT

원자력 사고대응을 위한 최적의 소형 방사선검출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출

기 센서들 중에서 현장 연속분석에 대한 효율성과 센서 특성으로 검출효율과 분해능 등

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고방사선준위에서 분광분석이 가능한 검출기 센서로 가 가장CZT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정된 센서를 바탕으로한 소형 검출기 개발에 앞서 현. CZT ,

재 상용화된 검출기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에 주목CZT , interface

하여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검출기 제어기술을 주요기능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센. CZT

서로부터의 신호를 처리하여 우수한 분해능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처리 회로구성과 해당

검출기를 사용할 비상시 방사선량률 측정환경을 조사하여 검출기 주변의 콜리메이터와

공기중 미립자 채취를 위한 장착 등의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기air sampler

능을 가지는 국산 소형 방사선검출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CZT .

가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 개발. IRIS

방사성물질의 현장측정이나 방사능 방재 및 환경탐사 등의 목적으로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검출기 사용자의 요구 또한 단순한 선량률 측정,

에 그치지 않고 대상물질에 대한 방사능 측정결과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

해서는 검출기 입사창으로 들어오는 방사선의 양을 한정하고 검출기와 측정대상에 대한

배열 에서 입사하는 방사선의 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geometry) [3-5].

필연적으로 방사선 콜리메이터의 장착과 몬테칼로 등의 이론적 계산이 동반된다 또한. ,

고방사성물질의 측정이나 방사선사고 등으로 주위의 선량률이 높은 지역에서 방사능 측

정을 수행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방사선검출기 주변을 차폐하고 검출기 입사창 앞단에,

콜리메이터를 장착여야 한다.

따라서 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현장측정을 위해서는 주변 선량률에 따라

검출기로 입사하는 방사선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내경의,

크기가 서로 다른 콜리메이터들을 측정 현장에 준비하여 상황에 따라 바꿔 장착하면서

운영해야하는 문제점에 직면한다 특히 방사선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 ,

된 상황에서는 오염과 비오염 지역을 구분하고 오염 지역에서 방사능 준위에 따른 지역

분류 등을 위해 크기별로 여러 종류의 콜리메이터들을 현장요원이 가지고 다녀야 하며,

이는 무거운 콜리메이터의 특성상 현장측정의 신속한 대응 및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측정을 위한 지역 및 대상의 선량률 준위에 따라 하나의 콜리메이터에.

서 내경의 크기가 적절히 조절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크기가 조절된 상황에서 얼마만,

큼의 방사선 세기가 감소되는지 정확히 계산된다면 사고 대응 등의 현장측정에 큰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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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개요(1)

기존의 방사선검출기용 콜리메이터는 대부분 고정된 크기 및 모양을 가지며 사용자

의 주관에 따라 원하는 크기의 콜리메이터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가변형 콜리메이터. [6,

로서 그 크기 및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콜리메이터가 의료방사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7]

으나 이는 기계적인 제어로 선원으로부터 조사되는 방사선의 조사영역과 그 양을 조절,

하는 것으로 현장측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콜리메이터.

의 모양을 그림 과 같이 카메라의 렌즈 조리개 형식으로 제작하여 사용자가 직접1-10

카메라 렌즈를 돌려 초점을 맞추듯이 콜리메이터의 내경을 조절하고 방사선검출기에 쉽

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콜리메이터를 제작하여 그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카[8] .

메라 렌즈에 표시된 배율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가 해당 표시지점으로 콜리메이터 내경

을 조절하였을 때 방사선의 세기가 얼마만큼 감소되는지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콜리에이터의. MCNP

이론적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로부터 주요 콜리메이터 내경 위치에서 방사선 감,

쇄율을 콜리메이터 외부 눈금링에 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대처가 가능하도

록 콜리메이터의 효율성을 부여하였다IRIS .

그림 1-10 카메라 렌즈 조리개.

구성 및 동작(2)

먼저 방사성 세기를 조절할 콜리메이터를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 형태로 만들기 위하,

여 두께 인 쐐기 모양의 셔터를 제작하였다 이때 셔터의 재질은 납 스테인리스, 1 c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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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텅스텐 및 동텅스텐 등 밀도가 비교적 높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CuW) .

와 같이 쐐기 모양의 셔터 개를 배열하고 이 개의 셔터의 움직임으로 각형 모1-11 8 , 8 8

양의 공간이 만들어지며 이 공간이 방사선이 통과하는 콜리메이터의 내경이 된다 일반, .

적으로 기계가공에서 생기는 공차 등에 의해서 개의 셔터가 맞닿는 부분에 원하지 않는8

틈이 생길 수 있으며 이 틈으로 방사선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 부분을 단, 2

배열로 제작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개 셔터를 첫 번째 배열로 하고 그 뒤에 같은 방. , 8 ,

법으로 개 셔터를 단 배열로 위치시켰다 이 때 두 번째 배열은 첫 번째 배열에서 약8 2 . ,

정도 회전시켜 기계적인 공차에 의한 방사선의 통과를 차단시키고자 하였다22.5° .

외부의 원통형 하우징로부터 사용자가 회전에 의해 셔터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하므

로 단 배열 가운데에 그림 과 같은 회전판을 삽입하였다 이 회전판에서 원형으, 2 1-12 .

로 배치된 개의 원통형 홈은 단 배열된 개의 셔터들과 단 배열된 개의 셔터들을16 1 8 2 8

연결하기 위한 총 개의 연결핀이 놓일 공간으로 이 핀들이 그림 의 쐐기 모양의32 , 1-11

셔터의 윗부분에 있는 두 개의 홈에 각각 삽입되게 된다 그리고 회전판 상하좌우로 돌.

출된 부분에 홈을 만들고 이 개의 홈에 외부 원통형 하우징의 회전을 받기위한 나사, 4

등을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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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콜리메이터 내경 변화를 위한 개 셔터의 배열. 8

그림 1-12 셔터 회전을 유도하기 위한 회전판.

단 배열된 셔터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얻고 회전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가이드2

플레이트를 단 배열의 앞단과 단 배열의 뒷단에 부착하였다 이때 회전판으로부터의1 2 .

연결핀이 각각의 가이드 플레이트에 연결되고 회전판의 회전에 따라 연결핀이 자연스럽

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 플레이트를 설계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림 과 같은 순. , 1-13

서로 가이드 플레이트 연결핀 셔텨 및 회전판 등의 부품들을 결합하면 그림 와 같,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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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콜리메이터가 완성된다.

그림 1-13 가이드 플레이트 연결핀 셔터 및 회전판의 조립순서. , ,

그림 1-14 콜리메이터 조립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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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콜리메이터를 원통형 하우징에 넣고 외부에 회전을 위한 회전링 방사선의, ,

세기 감쇄를 표시하기 위한 눈금링 및 커버를 장착하여 최종 완성된 조리개형 방사선,

콜리메이터의 개념도 및 제작품을 그림 과 에 각각 나타내었다1-15 1-16 .

그림 1-15 콜리메이터 하우징 회전링 및 눈금링 조립순서. , ,

그림 1-16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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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칼로 계산(3)

카메라 렌즈에 표시된 배율과 같은 방법으로 콜리메이터 내경 조절에 따른 방사선

세기의 감쇄율을 평가하여 결과를 외부 눈금링에 표시함으로써 제작된 형 방사선검, IRIS

출기 콜리메이터를 이용한 현장운영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콜리메이터. ,

에 부착된 회전링의 회전에 의해 각형의 방사선이 통과하는 통로가 생기며 이 통로의8 ,

크기에 따라 방사선 세기의 감소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이론적인 몬테칼로 해,

석으로 계산하였다 모델링 개념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으며 콜리메이터를. MCNP 1-17 ,

구성하는 셔터의 재질을 두께 의 텅스텐 동텅스텐 납 및 스테인리스 스틸별로10 mm , ,

가정하여 단과 단의 셔터 배열이 만드는 콜리메이터 내경을 반경 에서, 1 2 1 mm 15

까지 변화시켜가며 몬테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동텅스텐은 밀도 및 무게 등을mm .

고려하여 약 의 구리가 함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표 의 계산30 % . 1-2 MCNP

을 위한 입력 변수들에서 보듯이 방사선 사고시 주요핵종인, 131I, 134Cs 및 137 등이 동Cs

일한 비율로 균일하게 오염되어 있는 평면으로 가정하여 콜리메이터 축에 대하여 평행,

하게 입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선원으로부터 거리에서 콜리메이터 앞단과, 10 cm

뒷단의 동일한 영역에서의 선량률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1-17 내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 감쇄계산을 위한 모델링 개념도. M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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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I

표 계산을 위한 입력 조건1-2. MCNP

먼저 콜리메이터 앞단과 뒷단에서의 선량률을 계산하여 식 과 같은 방법으로, (1-1)

콜리메이터에 의한 방사선 감쇄율을 구하였다.




(1-1)

여기서 및 는 콜리메이터 앞단의 비교지점에서의 선량률 그리고 콜리메, Drear Dfront

이터 뒷단의 계측기가 위치할 지점에서의 선량률을 각각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그림 에 개발된 형 콜리메이터의 재질별 내경 변화에 따른 이1-18 IRIS

론적인 방사선 감쇄결과를 나타내었다 텅스텐의 경우 반경 까지 의 방사선. , 3 mm 90 %

을 감쇄시킬 수 있었으며 약 까지 의 감쇄율을 보였다 그리고 동텅스텐과, 6 mm 80 % .

납의 경우 거의 비슷한 감쇄 경향을 보였으며 반경에서 최대 약 의 감쇄율, , 1 mm 87 %

을 보였으며 약 까지 의 감쇄율을 보였다 반면에 텅스텐에 비해 약, 4 mm 80 % . , 60 %

가벼운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반경에서 최대 의 감쇄율을 보였다, 1 mm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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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콜리메이터 재질별 내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 감쇄결과.

가장 감쇄율이 높은 텅스텐 재질과 동텅스텐 재질의 방사선 콜리메이터를 각각IRIS

제작하였으며 위 몬테칼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콜리메이터의 눈금링에 내경의 크기에, ,

따른 주요 감쇄율을 표 과 같이 표시하였다 즉 해당 형 콜리메이터를 이용하여1-3 . , IRIS

약 의 감쇄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형의 꼭짓점으로부터 원을 만들었을 때의 반경75 % 8

이 텅스텐의 경우 약 가 되도록 외부의 회전링을 회전시켜야하며 동텅스텐의, 0.75 cm ,

경우에는 약 가 되도록 회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에 개발된 스프링0.63 cm . 1-19

타입과 핀홀 타입의 회전링을 장착한 형 방사선콜리메이터를 각각 나타내었으며 회IRIS ,

전링에 돌기를 만들어 지정된 콜리메이터 내경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콜리. ,

메이터의 외부 눈금링에 카메라 렌즈의 배율과 같은 형식으로 감쇄율을 표시함으로써 주

위 방사선 준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쉽게 내경을 조절하여 신속하게 계측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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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경에 따른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의 주요 감쇄율1-3. IRIS

그림 1-19 눈금링 내 감쇄율 표시.

나 공기 중 미립자 채취를 위한 부착. air sampler

본 연구에서는 소형 검출기 앞단에 를 장착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대기air sampler

중 미립자를 채취함과 동시에 방사능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콜리메이터 앞단에 장.

착할 공기 포집기에 대한 개념 설계로부터 포집기를 그림 과 같이 개발하였다 그1-20 .

림과 같이 이 부착된 필터 하우징에 방사성옥소 포집을 위한 차콜 필터를 삽입air nozzle

한다 이때 필터 하우징의 바닥은 두께 의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어 공기의 흐름을. 1 mm

차단할 수 있고 방사선의 감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필터 내부에.

약한 압이 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의 크기를 조절하였으며 최종적으로mesh , SS304

을 선정하여 필터 하우징에 장착할 수 있게 구조화하였다 위에 대기중mesh/200 . Mesh



- 59 -

미립자를 포집하기 위한 를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커버를 씌울 수 있게 고안하였air filter

다.

그림 1-20 소형 검출기 장착용 공기 포집기. CZT

해당 공기 포집기를 앞서 개발된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에 장착할 수 있게 하였IRIS

으며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기존 상용화된 소형 펌프에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1-11 .

시료를 포집하고 동시에 콜리메이터 뒷단에 붙게 될 방사선 검출시스템에서 방사능 측정

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콜리메이터의 역할은 콜리메이터를 통과하는 방.

사선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므로 형 콜리메이터의 내경에 따라서 검출기 센서로 들IRIS

어오는 방사선의 양이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 이로부터 이론적인 교정이 가능하며 이를. ,

현장측정에서의 현장분석 교정인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성물질의(in-situ) .

측정이나 방사선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의

계측 환경에 대한 이론적인 교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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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형 콜리메이터 공기 포집기 및 소형 펌프 구동방법. IRIS ,

다 소형 검출기 개발. CZT

검출기 센서(1)

앞서 신호처리 회로구성에 대한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사고대응을 위한 현장측정용

검출시스템 본체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장측정에서의 계수효율과 에너지 측정. ,

범위를 만족시키고자 그림 과 같이 충분한 크기의 센서와 전용의 전치증폭기1-22 CZT

를 독일 로부터 구매하였으며 그 특성은 표 과 같다(preamplifier) GBS Elektronik , 1-4 .

그림 1-22 소형 검출기용 센서 및. CZT pre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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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센서 및 특성1-4. CZT preamplifier

신호처리 회로 구성(2)

일반적으로 검출기 센서로부터 신호처리 회로의 구성은 검출기 센서에 전달해야 할

고전압의 인가전압과 펄스성형을 위한 전치증폭기에 필요한 저전압부가 각각 필요하며,

고전압부의 경우 전치증폭기를 통하여 센서로 전달된다 그리고 전치증폭기의 출력신호, .

가 미약하여 펄스파고의 판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주증폭기 를 구성해야하(amplifier)

며 여기에는 본연의 펄스 증폭회로 외에 회로pile-up rejection , pole-zero cancellation

회로 및 회로 등이 장착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증폭기의 출력신호baseline restoration .

가 다중채널분석기 에 기록된다(MCA) .

가 전치증폭기( )

먼저 전치증폭기의 신호를 형태로 제작될 주증폭기 및 다중채녈분석기에, on-board

연결하기 위하여 기존 전치증폭기의 출력 단자를 기판에 최적화되도록 그림PCB 1-31

과 같이 수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센서에 인가될 고전압용 케이블과 전치증폭. , CZT

기의 동작을 위한 저전압 및 출력신호용 케이블을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기. PCB

판에서 전압을 받아들여 저전압은 전치증폭기에 고전압은 단자를 통해 센서에BNC CZT

전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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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기판 연결을 위한 전치증폭기의 변형. PCB

변형된 전치증폭기의 파형을 확인하기 위해 센서와 연결한 후 그 출력신호를CZT ,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1-24의전치증폭기 출력신호에서 보듯이 긴,

을 가지는 전형적인 펄스형태를 볼 수 있으며 펄스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의decay time ,

시간을 의미하는 은 오실로스코프의 시간 축을 확대하여 확인한 결과 약 에rise time 100

서 로 성능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200 ns .

그림 1-24 전치증폭기 출력신호 특성.

나 신호처리부( )

전치증폭기의 출력신호가 주증폭기에 전달되어 증폭과정을 거쳐 최종 센서에CZT

입사한 감마선의 에너지에 비례하는 펄스신호가 만들어 진다 이때 펄스신호를 파고분석. ,

기로 손실 및 변형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펄스신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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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방해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전원부에 기인하는 를 저역통과 필터. noise

및 하우징에 의한 전자파 차단 등으로 제거하였으며 펄스중첩을 해결하기 위한, pile-up

회로 회로 및 회로 등이 장착되어rejection , pole-zero cancellation baseline restoration

야 한다.

그림 에 기판에 조립된 신호처리부를 나타내었다 중 기판 구조로 윗면1-25 PCB . 2

이 신호처리부에 해당한다 먼저 주증폭기 출력신호 의 요동에 의한 펄스파고. , baseline

해석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회로와 긴 을 가지는 전치baseline restoration decay time

증폭기의 출력신호가 시정수가 짧은 주증폭기의 미분회로에 입력되어 생기는 undershoot

를 제거할 때 필요한 회로 그리고 입력 신호가 많아 펄스의 중pole-zero cancellation ,

첩이 일어날 때 이를 분리해 내기 위한 회로 등을 장착하였다 그리고, pile-up rejection .

센서 및 전치증폭기에 전원공급을 위한 전원부와 주증폭기의 출력신호인 아날로그 및 게

이트 신호 단자를 설치하였으며 신호처리부 아래 기판의 다중파고분석기를 거친 디지털,

신호 출력과 위 기판인 신호처리부에 공급하기 위한 전원 입력단자를 장착하였다.

그림 1-25 형 신호처리부. On-board

먼저 전치증폭기로부터의 신호처리 효과로써 와 펄스중첩 등의 방해문제, pole-zero

를 해결한 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치증폭기의 출력신호가1-26 , pole-zero

및 회로를 거쳤을 때를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한 결과이다cancellation pile-up rejection .

그림에서 보듯이 없이 짧은 시정수로 급속히 에 복귀하는 펄스가 만, undershoot baseline

들어 짐을 알 수 있으며 두 개의 다른 펄스가 중첩된 경우에도 분리되어 두 개의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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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증폭기 의 요동을 복구하고자 장착된. baseline

회로를 거치기 전후의 모습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회로를 거baseline restoration 1-27 .

친 후 이 일정함을 알 수 있으며 거치기 전에는 의 요동으로 펄스파고baseline , baseline

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최종적으로 주증폭기 및 보조회로 등의 신호처리부를 거친 펄스신호가 다중채널분석

기에 입력되며 이 과정에서 아날로그인 신호처리부의 출력을, ADC(analog-to- digital

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게 된다 그림 에 신호처리부로 입convertor) . 1-26

력되는 전치증폭기 펄스와 신호처리부를 최종 거친 후의 아날로그 출력펄스 펄스 오름,

시간을 의미하는 펄스피크 동기신호 및 펄스폭 동기신호를 나타내었다 종류(rising) . 3

의 신호처리부 출력이 아래 기판의 로 입력되며 또한 아날로그 출력펄스 및 펄스피ADC

크 동기신호는 등의 보드에서 직접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신호처리부의 별도 단PC DAQ

자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1-26 및. Pole-zero cancellation pile-up

회로에 의한 신호처리 효과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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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회로에 의한 신호처리 효과. Baseline restoration

그림 1-28 전치증폭기 출력펄스 및 신호처리부를 거친. ADC

입력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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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부( ) MCA

신호처리부에서 만들어진 아날로그 출력펄스와 동기신호가 제어부에 전달되며MCA ,

를 거친 디지털 신호가 중앙처리장치 를 거쳐 메모리에 저장되게 된다 그림ADC (CPU) .

에 신호처리부 아래 단에 연결된 제어부를 나타내었으며 여기에는 중1-29 MCA , ADC,

앙처리장치 메모리 데이터 송수신 회로 등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 .

데이터 송수신과 전원공급을 위한 입출력단자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측정결과의 디스,

플레이 시스템 블루투스 및 시리얼 통신 그리고 내장 배터리 등의 전력부가 설치, GPS ,

될 시스템 제어부에 연결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림 과 같이 변형된 전치증폭기. 1-30 ,

및 형 신호처리부 및 제어부를 원통형 구조부 내에 조립한 후 외부on-board MCA , BNC

커넥터에 센서를 연결함으로써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원통형 구조부의 검출CZT CZT

기를 제작하였다.

그림 1-29 형 제어부. On-board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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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검출기의 원통형 구조부. CZT

라 성능평가( )

점선원을 이용하여 센서와 완성된 전치증폭기 신호처리부 및 제어부를CZT , MCA

거쳤을 때 최종 얻게 되는 에너지스펙트럼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센서, . , CZT

상단에 137Cs 점선원을 올려놓은 후 에너지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림 에서 보듯, . 1-31

이, 137Cs의 전에너지흡수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분해능 또한 약, 14

의 반치폭 을 가짐으로써 형 신호처리부와 제어부는 우수한keV (FWHM) on-board MCA

성능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31. 137Cs 점선원에 대한 측정 스펙트럼

감마선 에너지별 분해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 88 keV 109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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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의835 keV 54 까지 몇 개의 점선원을 이용하여 을 측정하였으며 그Mn FWHM ,

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의 감마선에서 약 의1-32 . 88 keV 7 keV

을 나타내었으며 비교적 높은 감마선에서는 약 의 으로FWHM , 835 keV 16 keV FWHM

우수한 성능이 구현되었다.

그림 1-32 개발된 소형 검출기의 분해능. CZT

마 시스템 제어부( )

사고대응 현장측정용으로 검출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호처리 회로에 공급할CZT ,

내장 배터리 등의 전력부를 구성하고 선량률 등의 측정결과 및 배터리 잔량을 디스플레

이 하는 등 현장 컨트롤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제어부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그.

림 에서 보듯이 측정 위치좌표 및 시간을 구현하기 위한 와 신호처리1-33 GPS timer,

회로에서의 에너지스펙트럼 및 선량률 등의 결과를 확인하고 원격 제어하기 위한 블루투

스 및 시리얼 포트 그리고 시스템 및 분석알고리즘 등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입력단USB

등을 구성하였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기 위한 버튼과 잔량 표시 검출기 운영상태. LED,

를 확인하기 위한 상태표시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 상태 등 편의성을 부가하였LED LED

다 특히 검출기 운영상태 확인을 위한 상태표시 는 검출기 센서로부터의 신호 수신. , LED

관련 데이터 통신상태 표시 그리고 시스템 에러 발생시 점등하는 등으LED, LED LED

로 구분함으로써 계측기 운영의 효율성을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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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시스템 제어부 회로구성.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제어부 상단에 위치한 디스플레이에 측정 선량률 정, LCD , GPS

보 시간 시스템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측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

였다 그림 에 디스플레이 창에 대한 예를 나타내었으며 디스플레이 조절버튼. 1-34 LCD ,

을 이용하여 전원 및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GPS MCA . ,

창에서는 배터리 잔량 상시전원 연결 상시전원 배터리TLM(telemetry) , (ON: , OFF: ),

시스템 내부온도 및 배터리 충전 전압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에서는 수신 상태. GPS GPS

및 위성수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에서는 계수율 선량률 및, UTC , MCA ,

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live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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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디스플레이 정보. LCD

바 검출기 구조부( )

이상과 같이 최종 제작된 검출기의 원통형 구조부와 시스템 제어부를 통합한CZT

검출기 구조부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형 콜리메이터가 부착된 모습으로 하단1-35 . IRIS

에 검출기와 신호처리 회로 구성이 위치하며 상단에 시스템 제어부를 장착하였다CZT .

두 파트는 분리 가능하며 하나로 연결하여 사용할 시에도 운반 및 취급의 편의성을 위,

한 손잡이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를 통해 직접 스펙트럼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C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게 구현하였으며 그림 의, 1-36

후면부에서 보듯이 시리얼 단자로 직접 에 연결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상시전원에 의PC .

한 검출기 운영뿐만 아니라 내부 배터리에 의한 운영 모두 가능하며 후면부의 전원공급,

에서 내부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이 가능하여 시간 이상 전원상실시 활용하도록 하였4

다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 전원상실시의 대응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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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소형 검출기 구조부. CZT

그림 1-36 소형 검출기 후면 연결단자. CZT

내장 의 수신율이 낮을 경우 외부 안테나를 시리얼 단자를 통하여 연결할 수 있GPS ,

게끔 구현함으로써 현장측정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일반 카메라에 장착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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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삼각대를 그림 와 같이 소형 검출기 구조부 하단에 부착 가능하도록 하여1-37 CZT

오염지역에 고정 설치함으로써 블루투스 통신으로 원거리에서 스펙트럼 및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검출기로부터 오염지역의 신속한 분류 및. CZT

오염된 핵종의 판별이 가능하며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의 선량변환 알고리즘과,

방사능계산을 위한 알고리즘 및 지표면 내 오염핵종의 침적 깊이 등을 찾기 위한 알고리

즘 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원자력 사고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사선검출기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7 소형 검출기의 운영 모습. C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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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방사선검출시스템 최적화3. CZT

차세대 방사선검출기로 소형 검출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CZT ,

히 핵물질 탐색 보안검색 의료 및 우주영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세계 각국에 보급하고 있으. ,

며 더욱더 간결하고 소형화되고 있는 전자장비의 추세에 발맞춰 검출시스템 또한 기능,

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간결하고 컴팩트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 오염수.

및 방출수 배출관리 등에 대한 원격감시를 목적으로 고효율의 기반 소형 원격감시CZT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마핵종들에 대한 방사능 및 선.

량률을 원격으로 현장에서 측정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및 하, ,

드웨어를 장착한 통합적인 원격감시 시스템을 개발한다.

현재 충분한 분해능을 가지고서 현장 감마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센서 전치증CZT ,

폭기 및 기타 핵심 전자부품들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센서 및 전치증폭기를 제외한 디지털 신호처리 파트를 직접 제작하여 기제품에 접CZT

목함으로써 소형 검출기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거쳐 원자력 사고CZT ,

대응을 위한 소형 방사선검출기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아날로그 파트.

인 전치증폭기의 자체 개발과 이를 상용 센서에 적용함으로써 해외 의존도를 최소CZT

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방사선검출시스템 성능개선 및 최적화를 통한 신호처리. CZT

및 제어회로 재구성과 함께 소형화를 달성함으로써 현장적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가 전치증폭기 개발.

검출기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전치증폭기를 자체 개CZT

발하고 소형화하여 이를 검출시스템에 장착함으로써 상용 센서로부터의 아날로그CZT

신호를 손실 없이 처리하여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먼저 현장측정에서의 계. ,

수효율과 에너지 측정범위를 고려하여 그림 과 같이 약1-38 1500 mm3의 충분한 유효

부피를 갖는 센서 를 사용하였으며 그 특성은 표 와 같다 해CZT (GBS Elektronik) , 1-5 .

당 센서는 앞서 으로 개발한 검출시스템의 와는 센서 크기뿐만CZT prototype CZT500S

아니라 외형적인 크기가 커졌으며 이로 인한 인가전압의 증가로 센서의 연결단자가 고,

전압용인 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센서 크기 증가에 따른 불완전한SHV .

전하수집에 기인하여 통상적인 센서의 분해능에 비한 감쇄가 있으며 제작사가 제CZT ,

공하는 사양은 감마선에 대하여 약 로 약 의 효율을 보이는 것662 keV 19.1 keV 2.9 %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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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센서 및 내부 단면도. CZT1500

표 센서 특성1-5. CZT1500 (GBS Elektronik)

일반적으로 검출기 센서와 전치증폭기 간에는 아날로그 신호의 성형과 임피던스 정

합 등을 위해 최적의 조건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센서 제작사에서는 해당 센서와,

최적의 전치증폭기를 자체 보유함으로써 센서뿐만 아니라 전치증폭기의 공동 구매를 적

극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검출기 센서의 개발.

이 이루어질 때를 위해 또는 검출시스템의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치증CZT

폭기의 자체 개발과 이를 통한 상용 검출기 센서와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검출기 센서신호를 처리할 첫 번째 단계로써 전치증폭기를 자체 제작하여 소형

검출시스템에 장착하고자 전치증폭기를 개념 설계하였다 그림 에 전치증폭기CZT . 1-39

설계를 위한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으며 센서에 인가하기 위한 고전압 입력과, CZT

전치증폭기 작동을 위한 저전압 입력 그리고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수집하여 출력할CZT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림 의 개념 설계에서 보듯이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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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형태로 전치증폭기를 구현함으로써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해야하는 전자부품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적 차폐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센서 와 연결할. CZT connector SHV

암 을 만들고 그 아래 단에 전치증폭기 보드를 원판형으로 제작하여 연connector( ) PCB

결하였다.

그림 1-39 센서용 전치증폭기 설계를 위한. CZT1500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1-40 센서용 전치증폭기. CZT1500

의 개념 설계

그림 에 최종 제작된 센서용 전치증폭기의 를 나타내었으며 크1-41 CZT1500 PCB ,

게 고전압 인가부 저전압 인가부 센서 신호 입력부 그리고 전하민감형의 신호 성, , CZT

형부 등으로 구성된다 고전압 인력단에는 고압용 저항 및 캐패시터 등을 모두 타입. lead

의 대용량 소자로 사용하였으며 저전압부는 및 단자와 접지 로 구성된, +12V 12V (GND)

다 그리고 의 아랫면에서 볼 때 전치증폭기의 인터페이스는 고전압 인가파트와 저. PCB ,

전압 인가 및 신호 출력파트를 담당하는 두 개의 단자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림.



- 76 -

과 같이 알루미늄 원통 하우징에 전치증폭기 를 내장하고 센서와 연결할1-42 PCB CZT

단자 그리고 반대 면에 고전압 인가 저전압 인가 및 신호 출력을 위한 두 개의 인SHV ,

터페이스를 각각 제작하였다.

그림 1-41 전치증폭기 구현을 위한. PCB

그림 1-42 센서용 전치증폭기. CZT1500

개발된 전치증폭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오실로스코프를 이1-43

용한 전치증폭기의 출력 파형을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센서와 개발된. , CZT1500

전치증폭기를 조합했을 때의 전치증폭기 출력 파형은 약 의 을 가지는100 s decay timeμ

전형적인 펄스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펄스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

하는 은 약 에서 로 상용의 전치증폭기에 비해 성능적인 차이는 없rise time 100 200 ns

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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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센서와 개발된 전치증폭기 조. CZT1500

합에서의 출력신호

나 신호처리 및 개발. MCA

전치증폭기로부터의 출력신호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에서 판별하기 위한 신호MCA

처리 및 회로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블록다이어그램을 그림 에 나타내었MCA , 1-44

다 먼저 전치증폭기의 출력신호가 신호처리를 위한 주증폭기에 전달되고 증폭과정을 거. ,

쳐 최종 센서에 입사한 감마선의 에너지에 비례하는 펄스신호가 만들어 진다 이는CZT .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신호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간섭요인 등,

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로 회로 및pile-up rejection , pole-zero cancellation baseline

회로 등을 장착하였다 그리고 신호처리부에서 만들어진 아날로그 출력펄스restoration .

와 동기신호 그림 가 디지털신호 처리를 위한 에 전달되며 를 거친 디( 1-45) MCA , ADC

지털 신호가 중앙처리장치 를 거쳐 메모리에 저장되게 된다(CP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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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신호처리 및 보드 설계를 위한 블록다이어그램. MCA

그림 1-45 아날로그 신호처리에서 만들어진 출력펄스와 동기신호.

또한 신호처리 및 파트에 고전압 생성을 위한 보드를 장착하였으며 여기MCA HV ,

에서 생성된 고전압이 전치증폭기를 거쳐 검출기 센서에 인가되도록 하였다 전년도에.

개발된 검출시스템에서는 파트가 아닌 시스템 제어부에 보드가 장착되었CZT MCA HV

으며 완전한 방사선검출시스템으로써의 구현을 위해 고전압 생성부를 신호처리 및, MCA

파트로 가져왔다 따라서 총 개의 기판배열을 조립하여 해당 파트를 구성하였으며 최. 3

종 완성되어 전치증폭기 뒷단에 부착된 모습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현재 전치증폭1-46 .

기에서부터 파트까지 약 길이로 전모델에 비해 더욱더 소형화를 달성하였MCA 10 cm

지만 향후 개의 기판배열을 좀 더 소형화함으로써 현장 적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3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그림 와 같이 해당 파트를 전치증폭기와 동일한. 1-47

알루미늄 원통하우징에 장착함으로써 소형 검출시스템의 최적화를 달성하였다CZ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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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신호처리 및 보드 제작. MCA

그림 1-47 최종 완성된 소형 검출시스템. C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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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원을 이용하여 센서와 완성된 전치증폭기 신호처리부 및 제어부를CZT , MCA

거쳤을 때 최종 얻게 되는 에너지스펙트럼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센서, . , CZT

상단에 137Cs 점선원을 올려놓은 후 에너지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그림 에서 보, , 1-48

듯이, 137Cs의 전에너지흡수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분해능 또한 약. 15

의 반치폭 을 가짐으로써 제작사 측이 제시한 에 비해 우수한 성능keV (FWHM) 19.1 keV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크의 정도를 의미하는. tail FWTM(full width at

또한 로 제작사 사양인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따tenth maximum) 39 keV 41.8 keV .

라서 이상과 같이 개발된 소형 검출시스템은 고 분해능으로 성능 향상을 이루었으CZT

며 기능적인 형 회로 배열 및 외형적인 구조의 최적화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 on-board

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림 1-48 개발된 소형 검출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스펙트럼. CZT

측정 결과

다 컨트롤부 최적화.

사고대응 현장측정용으로 검출시스템의 작동을 구현하고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CZT

부를 개선하여 소형화하였다 이 컨트롤부는 그림 의 블록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1-49

측정결과를 디스플레이하고 각종 명령버튼 그리고 검출시스템의 위치좌표를 감지하기 위

한 기판과 검출시스템의 전체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보드MCU(micro controller unit) ,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보드 검출시스템과 직IO (input and output) ,

접 연결되는 보드 그리고 검출시스템에 공급할 내장 배터리 등의 전력부를 구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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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보드로 구성된다 최종 조립된 컨트롤부의 기판조합을 그림 에 나타내었으. 1-50

며 기본적으로 소비전력이 이하가 되도록 최소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내장 배터리2 W ,

의 운영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그리고 신호처리 회로에서의 에너지스펙트럼 및 선량률.

등의 결과를 확인하고 원격 제어하기 위한 블루투스 및 시리얼 포트 그리고 시스템 및

분석알고리즘 등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입력단 등의 구성은 초기 버전과 동일하게USB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제어부 상단에 저전력이면서 그래픽 성능이 향상된. ,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여 측정 선량률 정보 시간 시스템 정보 등을 확인 가능LCD , GPS , ,

하도록 하여 현장측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1-49 컨트롤부 설계를 위한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1-50 검출시스템 컨트롤부 내 기판조합. CZT

그림 에 알루미늄 하우징에 포장된 최종 컨트롤부를 나타내었으며 컨트1-51 CZT ,

롤부 상단면은 아크릴 재질로 하여 내부 의 수신감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가로GPS . 10 cm

및 세로 정도의 직육면체 크기로 초기 버전에 비해 크게 소형화를 이루었다 그리7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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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검출시스템과의 연결은 앞단의 컨넥터와 검출시스템의 출력 간을 케이블로CZT CZT

연결하거나 를 제거하고 검출시스템을 직접 컨트롤부로 삽입하여connection disk CZT

볼트 체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사고 지역 내에 검출시스템을 운영. CZT

하는 경우 블루투스 등의 무선통신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검출시스템과 컨트롤부, CZT

간을 케이블로 연결하여 원거리 측정을 하며 반대로 무선통신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그,

림 과 같이 검출시스템과 컨트롤부를 일체형을 결합하여 블루투스 통신으로1-52 CZT

원거리 측정을 수행한다.

그림 1-51 검출시스템 컨트롤부. CZT

그림 1-52 검출시스템과 컨트롤부의 일체형 결합. CZT

그림 의 컨트롤부 후면부에서 보듯이 시리얼 단자로 직접 에 연결할 수도1-53 PC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디버깅 등의 목적으로 장비를 에서 운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PC .

시스템 및 분석알고리즘 등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입력단과 검출시스템 및 컨USB C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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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부에 작동을 위한 전원 스위치를 구성하였다 또한 본 시스템은 상시전원에 의한 검.

출기 운영뿐만 아니라 내부 배터리에 의한 운영 모두 가능하며 후면부의 전원공급에서,

내부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이 가능하여 시간 이상 전원상실시 활용하도록 하였다4 .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 전원상실시의 대응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53 검출시스템 컨트롤부 후면. CZT

컨트롤부 상단에는 그림 와 같이 상태 표시창 디스플레이 그리고1-54 LED , LCD

각 종 메뉴버튼으로 구성된다 상태 표시창에서 는 검출기로부터 신호가 수. LED “Sensor”

신될 때 깜박거리게 되며 은 통신 상태가 연결되면 깜박거림을 통해 알리고, “Comm.”

은 가 잡히질 않거나 발생 시 적색 점등으로 문제를 알리도록 설계하였“Error” GPS error

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크게 상태표시 데이터표시 및 자동저장시간 변경 등의. LCD , 3

가지 모드로 구성하였다 먼저 컨트롤부 후단의 스위치로 전원을 인가했을 때 컨. On/Off ,

트롤부 상단 창에는 배터리 전압 및 상태 수신 데이터 로그 등의 데이LCD , GPS MCA

터가 디스플레이되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 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신 데이터, 1-55 . ,

로그는 현재 초 동안의 결과와 총 초 동안의 누적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10 50 ,

저장시간의 변경을 통하여 측정시간 간격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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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컨트롤부 상단의 상태표시 및.

메뉴버튼

그림 1-55 컨트롤부 창의 상태표시 결과. LCD

현재까지 개발된 소형 검출시스템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택하고 있CZT

다 그림 에서 보듯이 두 개의 원통형 컨넥터를 이용하여 센서 앞단에 고선량. 1-56 , CZT

지역에서 검출기로 입사하는 방사선의 양을 줄이기 위한 콜리메이터를 부착하거나 사고

현장의 공기 중 부유입자를 채취하기 위한 포집기를 부착하는 등의 기능적인 편이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컨트롤부를 일체형으로 검출시스템에 부착하거나 케이블로 연결 가.

능함으로써 사고현장의 무선상태에 따른 즉각적인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반.

의 편이성을 위하여 탈부착 가능한 손잡이와 현장 고정설치를 위한 삼각대 부착은 그림

에서와 같이 초기 버젼과 동일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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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소형 검출시스템 및 컴포넌트. CZT

그림 1-57 소형 검출시스템의 현장 운영. C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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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및 빗물 적용 연속 측정시스템 개발4.

방사선사고 초기 환경으로 방출된 고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고준위 오염수

및 방출수 배출관리 등에 대한 원격감시를 목적으로 기반 소형 원격감시 시스템을CZT

개발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전의 성능평가와 구조적인 최적화 및 고준위 오염,

수 방사능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와 검출기를 접목하여 수중방. CZT NaI(Tl)

사선감시기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테스트 목적으로 하천에 설치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가 소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CZT

개발된 기반 방사선검출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에너지교정을CZT

통한 선형성 평가 그리고 넓은 에너지에 걸친 분해능 변화를 실험하였다 먼저 센. , CZT

서 앞단에 109Cd, 57Co, 137Cs 및 60Co 표준선원을 위치시킨 후 에너지스펙트럼을 측정하,

였으며 그림 에서 보듯이 수십 에서부터 약 의 에너지 영역까지 감마, 1-58 keV 1.5 MeV

선에 의한 전에너지흡수 피크가 뚜렷이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공핵종들.

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환경중 무한평면의 지표면에 적용하였을 때는 그림 에서와1-59

같이 장시간 측정해야 천연방사성핵종들의 전에너지 흡수피크가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된 검출시스템이 고방사선영역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으로 일반 환경중의CZT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검출기 센서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 87 -

그림 1-58 검출시스템을 이용한 표준선원으로부터의 에너지스펙. CZT

트럼

그림 1-59 검출시스템을 이용한 환경중 지표면으로부터의 에너지. CZT

스펙트럼

선형성 및 에너지분해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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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원들에 의한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 채널 대 에너지 간의 선형성을(ch) (E)

평가하였으며 그림 에서 보듯이 아주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스페트, 1-60 , .

럼으로부터 계산된 피크 반치폭 을 이용하여 그림(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1-61과 같이 에너지구간별 반치폭을 도식화 하였으며 이로부터 약 까지의 구, 1.5 MeV

간에서의 에너지분해능을 예측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인공방사성핵종들이 약. 1.5

이하의 감마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반치폭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정확한MeV

피크면적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채널 대 에너지간의 선형식과 에.

너지 대 반치폭간의 피팅식을 식 및 에 각각 나타내었다(1-2) (1-3) .

     × ×  (1-2)

         (1-3)

그림 1-60 검출시스템의 채널 대 에너지간의 선형성. C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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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검출시스템의 에너지구간별 반치폭. CZT

검출한계(2)

천연방사성핵종들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인공방사성핵종들의 검출한계를 예측할 수 있

으며 비상대응에서의 대표적인 감마방출 핵종들로, 131I, 137Cs 및 60Co을 선택하였다 위.

핵종들의 대표적인 감마선에너지인 및 에서의 백그라운드 계수값365, 662 1333 keV ,

즉 천연방사성핵종들만 존재할 때 해당 에너지영역에서의 계수값을 평가하였다 이때, . ,

관심구간 의 설정은 식 로부터 해당 에너지에서의 반치폭(ROI, region of interest) (1-3)

을 계산하고 그 에너지를 중심으로 반치폭의 배로 설정하였다 즉 및3 . , 365, 662 1333

에서의 반치폭은 및 이므로 해당 감마선에너지에서의 관심구간keV 13.8, 16.7 22.3 keV

은 각각 그 에너지를 기준으로 좌우 및 만큼 벌어진 구간에 해당된20.7, 25.1 33.4 keV

다 이렇게 설정된 관심구간에서의 계수값으로부터 식 에 따라 검출한계를 계산하. (1-4)

였으며 이를 표 에 나타내었다, 1-6 .

 

 
(1-4)

여기서, Ld는 검출한계 로써 그 단위는 로 표현하였으며(detection limit) cps , Nb는 관심

구간에서의 총 계수값 그리고 는 계측시간을 의미한다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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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출시스템의 검출한계1-6. CZT1500

나 고준위 오염수 측정을 위한 구조적 최적화.

고선량 지역에서 검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출기 앞단에 콜CZT

리메이터를 장착하며 이 콜리메이터의 내경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탈, .

부착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주변의 선량률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검출기 앞단 콜리메이터의 또 다른 목적은 검출기로 입사하는 방사선의 양을 정확히 한

정 할 수 있어 이론적인 모델링 등이 가능하며 따라서 측정 조건별 효율(confinement) ,

계산 및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그림 에서와 같이 검출기 센서 앞단 콜리메이. 1-62

터의 연결부를 두께 약 의 동텅스텐 밀도2.5 mm ( 14.33 g/cm3 으로 차폐함으로써 정확) ,

히 검출기 축에 대하여 수평방향으로만 방사선이 입사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최적화하

였다.

그림 에서 보듯이 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준위 오염수 탱크를 직접 측1-63 , CZT

정하거나 탱크로부터 오염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을 장착하여 해당 내flow cell cell

의 오염수를 측정하여 감마핵종들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 중이나 비교.

적 선량률 준위가 낮은 지역에서는 콜리메이터 및 연결부를 제거한 뒤 직접 지표면 또,

는 하천수 등에서의 방사성핵종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모든 측정 작업은.

원격으로 제어되어야 하며 오염수의 방사성농도에 따른 콜리메이터 내경의 자동 조절,

등 또한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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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검출시스템의 콜리메이터 및 차폐부. CZT

그림 1-63 검출시스템을 이용한 고준위 오염수 탱크 및 일반 환경중 적. CZT

용 방안

다 수중방사선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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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고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장단기 해수 지하수 및 빗물 등에서의 방사성,

핵종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및 두. CZT NaI(Tl)

개의 검출기를 활용한 수중방사선감시기를 그림 와 같이 개발하였다 여기서1-64 .

검출기는 일반 환경 중에서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형 검출기는NaI(Tl) , CZT

고준위로 오염된 해수 지하수 및 빗물 등의 측정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평상시 환경, . ,

중 검출기에서의 계수율과 소형 검출기에서의 계수율 비를 모니터링하고NaI(Tl) CZT

이 비를 고준위 오염수가 측정되었을 때 검출기 계수율의 변화량에 적용함으로써, CZT

그 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64 및 검출시스템기반 수중방사선감시기. CZT NaI(Tl)

시스템 구성(1)

및 검출시스템기반 수중방사선감시기의 시스템 구성은 크게 방사선측CZT NaI(Tl)

정을 위한 센서부 시스템 현장 운영에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전력부 검출기 센서, ,

를 제어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제어부 및 측정결과를 원거리 메인 서버 에PC

전송하고 수중방사선감시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다GPS .

가 센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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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량용 검출기는 약CZT 500 mm3 의 유효체적을 갖으며(10 × 10 × 5 mm) ,

137Cs의 에서 약 이하의 반치폭을 보인다 그리고 해당 센서로부터의 신662 keV 30 keV .

호를 차적으로 처리하는 전치증폭기는 센서와 같은 공급업체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림1 .

에서 보듯이 전치증폭기 이후에서의 신호처리를 위해 증폭기 및 등의 신호처1-65 , MCA

리 회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센서 인가용으로 약 의 고압라인을 만들어 일정한. 1100 V

이격을 위하여 글루 처리를 한 후 구조물에 센서와 신호처리보드를 연결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그

그림 1-65 검출시스템 구성. CZT

일반 환경 중의 모니터링과 고선량 발생시 검출기 계수율 증가에 대한 비교 데CZT

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직경 인치 크기의 검출기를 그림 와 같이 구성하3 NaI(Tl) 1-66

였다 섬광검출기 광전자증배관 의 전원공급과 신호처리를 위한 보드를 구성하여. (PMT)

소켓에 연결한 후 전자부 보드를 케이스로 밀봉하여 노이즈 신호를 차폐하였다 최종적, .

으로 그림 와 같이 조립된 및 검출기를 플라스틱 원통형 구조물에1-67 , CZT NaI(Tl)

넣은 후 해수 지하수 등의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완전히 밀봉함으로써 최종 수중방사, ,

선감시기를 제작하였다 이때 지상 전력부 및 제어부에 연결될 케이블 컨넥터 또한 완전. ,

히 밀봉이 가능하여 수압을 견딜 수 있게 고려하였다 그림(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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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검출시스템 구성. NaI(Tl)

그림 1-67 및 검출시스템 기반 수중방사선감시기 조립. CZT NaI(Tl)

나 전력부( )

상시전원이 없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솔라 패널과 이로부

터 발생된 전원을 저장하기 위한 배터리 그리고 솔라 패널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구성하였으며 그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솔라 패널 솔라센터- : SCM 190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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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 ESH130-12V (Rocket)

솔라 컨트롤러- : Tracer-2210RN (EP Solar)

그림 1-68 수중방사선감시기 전력부 구성.

다 제어부 및 통신부( )

수중방사선감시기 전용 옥외형 분전반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 및 센서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를 장착하였다 그리고 이 분전반 내에 전력부의 배.

터리 및 원거리 통신을 위한 모뎀 그리고 장치 등을 구성하였다 그림CDMA GPS .

의 수중방사선감시기 컨트롤러에서 보듯이 과 검출기를 각각 확인하1-69 , NaI(Tl) CZT

고 조절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두 개의 창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두 검출기로부LCD .

터의 신호 데이터를 원거리 전송하기 위한 모뎀은 먼저 신호를 신호레CDMA , RS-232

벨로 변환하여 개 채널 신호를 모뎀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도록 구성하였다2 3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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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수중방사선감시기 컨트롤러.

수중방사선감시기 현장 설치 및 운영(2)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및 검출기 기반의 수중방사선감시기의 테스트를CZT NaI(Tl)

위하여 원자력연구원 내의 하천부지에 그림 과 같이 설치하였다 센서부의 설치 위1-70 .

치는 하천 바닥에서 약 정도 높이 그리고 수면 아래 약 깊이에 설치하였40 cm 20 cm

다 또한 배구수 벽면으로부터 약 떨어뜨려 지지대를 고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20 cm ,

배수구 벽면 및 깊이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센서부 내의 두 검출기.

는 비교적 같은 위치에 지정시키기 위해 센서부는 바닥면에 대하여 가로로 배열시켰다.

최종적으로 하천 내에 설치된 수중감시기 센서부로부터 약 떨어져 지상에 솔라 패15 m

널과 제어를 위한 분전반을 설치하였다.

하천 내에 설치된 두 방사선검출기로부터 그림 와 같이 매 분마다 측정된 에1-71 15

너지스펙트럼을 수집하고 있다 이로부터 두 검출기간의 계수율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

써 방사선사고시 인공방사성핵종들에 의한 증가분을 추적할 수 있으며 또한 핵종들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수중방사선감시기를 이용하여 오염수.

내의 방사능농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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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및 검출시스템 기반 수중방사선감시기 설치. CZT NaI(Tl)

그림 1-71 및 검출시스템 기반 수중방사선감시기를 이용한. CZT NaI(Tl)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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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분석 알고리즘 개발5.

원자력 사고시 현장 대응으로 오염지역을 구분하고 오염원 및 그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의 선량률과 오염핵종의 방사능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원자력시.

설 주변에서 공간감마선량률을 측정하는 환경 방사선감시기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압

형 이온전리함 은 챔버 내에서 수집되는 총 전하량(high pressurized ion chamber, HPIC)

으로부터 선량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별 핵종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분광분석이 가능한 섬광검출기 등으로 측정한 에너지 스펙트NaI(Tl)

럼으로부터 선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인공 감마핵종의 기여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환경 방사선감시기에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섬광검출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 선량

률을 계산하기 위한 선량변환 알고리즘이 사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측정되는 선량률 값은 환경 중 천연 또는 인공 핵종이 포함된 상황에서의 총 선량

률을 의미하며 개별 핵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의 측정. ,

이나 방사선사고 등으로 다수의 인공 감마 핵종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핵종의 선량률은,

그 핵종의 방사능과 직결하기 때문에 측정 스펙트럼으로부터 개별 핵종들에 대한 선량,

률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일상적인 방사선감시뿐만 아니라 방사선사고시의 초기 대응에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방사선 측정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검출기의 고유 특성 및,

현장측정에서의 활용 방법 등이 잘 알려진 섬광검출기를 현장분석방법 및 알고NaI(Tl)

리즘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실험적인 증명에 활용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향.

후 이 입증된 알고리즘을 소형 방사선검출기에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인 사고대응, CZT

현장 연속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가 선량변환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 선량률을 계산

하는 방법은 그 값의 변동이 천연방사선에 의한 영향인지 인공방사선에 의한 변동인지를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계산방법으로는 계산된 단.

위 선량률 값으로부터 기인된 이론적인 에너지별 방사선 플루언스1)와 이 방사선 에너지

에 대한 검출기 반응함수 및 각도보정인자를 이용하는 피크 방법(peak method)[9-12],

대표적인 천연방사성핵종인 40K 우라늄계열 및 토륨계열 핵종들을 대표하는 개의 에, 3

너지 구간에서의 계수율로부터 선량률을 계산하는 에너지밴드 방법(energy band

1) 플루언스 임의의 지점에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방사선의 수(fluence): ,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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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너지밴드 방법의 일종으로 약 에서 를 하나의 에method)[9-11] 0.15 3.4 MeV

너지밴드로 지정하여 해당 구간의 계수율로부터 선량률을 계산하는 총에너지 방법(total

끝으로 방사선 에너지별 반응함수를 이용하는 인자 방법energy method), G- (G-factor

등으로 나눌 수 있다method)[13-15] .

피크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에너지스펙트럼 상에서 검출된 에너지별 피

크면적과 선량률 간의 비례관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하며 이는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몬테칼로 계산 등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개의 에너지 구간에서. 3

의 계수율을 활용하는 에너지밴드 방법은 인공방사성핵종이 없는 천연방사성핵종 존재

시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총에너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계수율과 선량률간의 복잡한 교정절차가 동반되게 된다 반면에 인자 방법은 측. G-

정 검출기에 대한 몬테칼로 해석을 이용하여 감마선 에너지별 반응함수를 계산함으로써,

측정된 스펙트럼의 채널당 계수율을 바로 선량률로 환산할 수 있는 인자를 에너지별로

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방사선뿐만 아니라 인공방사선에 의.

한 총선량률을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인자 방법을 이G-

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확장하여 개별핵종의 선량률 더 나아가 검출된 핵종별 방사능 정, ,

보를 얻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인자 계산(1) G-

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으로부터 총선량률을 계산하기 위한

선량변환 알고리즘으로 인자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사용하고자 하는 검출기의G- ,

감마선에 대한 에너지별 반응함수를 몬테칼로 해석 등의 이론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이로부터 측정된 스펙트럼의 채널당 계수율을 바로 선량률로 환산할 수 있는 인자를 에

너지별로 구하는 방법이다 인자를 이용한 선량률. G- ( 계산 방법은 식 과 같다) (1-5) .

   (1-5)

여기서 는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단위 에너지당 계수율 그리고 는 선량률 변, n(E) , G(E)

환인자인 인자 를 의미한다G- ( R/h/cps) .μ

식 의 단위 에너지당 계수율은 입사 감마선속 에 대하여 검출기 반응함수(1-7) (flux)

로부터 식 과 같이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입사 감마선속은 식 와(1-8) , (1-9)

같이 선량률과 관계되는 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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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7)

여기서 는 측정된 스펙트럼의 번째 채널에서의 참계수율 는 검출기 반응, ni i (s-1), Rij

함수로서 에너지 의 입사 감마선속 당 기록된 에너지별 계수율을 의미한다 그리고Ej ( j) .Φ

는 입사 감마선속으로부터 선량률로 변환하기 위한 상수C , (μen 는 공기중 질량에너/ )airρ

지흡수계수를 의미한다.

식 에서 를 이용하여 채널당 계수율에 대한 선량률 변환 인자인 인(1-6) (1-7) G-

자를 식 과 같이 반응함수의 역행렬에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1-8) .

검출기 반응함수로부터 인자를 계산하고 이를 식 에 대입하여 전에너지에 걸쳐G- , (1-7)

측정된 에너지당 계수율로부터 조사선량률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초기 개념화를 위해.

경제적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출기를 이용하여 기초 실험을 수행하였으며NaI(Tl) ,

해당 검출기에서의 인자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검출기를 이용G- 1-72 . NaI(Tl)

하여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에 인자를 곱하여 식 과 같이 총선량률을 계산할G- (1-8)

수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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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2 검출기에 대한 인자. NaI(Tl) G-

나 개별 핵종의 선량률 결정방법.

기존의 분광적인 선량률 결정방법들인 에너지밴드 방법 총에너지 방법 및 인자, G-

방법들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측정 스펙트럼으로부터 직접 개별 감마핵종의 선량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방법은 섬광검출기뿐만 아니라 반도체검, NaI(Tl)

출기 등 분광분석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감마선 검출기로부터 측정된 에너지 스펙트럼

으로부터 감마핵종별 선량률을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감마선 검. ,

출기를 이용한 측정 스펙트럼으로부터 개별 선량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수율에

대한 스펙트럼을 해당 측정환경에 의존하는 인자를 이용하여 그림 과 같이 선량G- 1-73

률에 대한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분광적.

인 선량률 결정방법 중의 하나인 인자 를 해당 검출기별 측정환경에G- (G(E), uR/h/cps)

대하여 사전에 구해야 한다 이렇게 구한 에너지별 인자 값을 해당 검출기로부터 측. G-

정된 에너지별 계수율 에 곱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n(E), cps) .

인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검출기별로 몬테칼로 해석으로 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G- .

알고리즘화가 되면 검출기로부터의 출력값이 바로 선량률로 계산되므로 선량률에 대한,

분광분석 즉 선량률분광분석 이 가능하게 된다, , (dose rate spectroscop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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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 인자를 이용한 스펙트럼 변환 계수율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 선량. G- : (a),

률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 (b)

선량률분광분석법 활용 절차(1)

변환된 선량률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에서 그림 와 같이 피크를 찾아 순 피크1-74

면적을 계산하고 중심 에너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심 에너지는 측정된 감마선의 에너.

지를 의미하고 순 피크면적은 감마선과 해당 검출기 물질과의 상호작용 중 전에너지흡,

수에 기인한 선량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량률분광분석에서 순 피크면적은 전에너지흡.

수 피크 선량률을 의미하여 이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은 식 과 같다, (1-9) .

    



′     




 ′  (1-9)

여기서, En 및 Em은 피크의 시작점과 종료점에서의 에너지 및 는 선, n’(E)G(E) D’(E)

량률 스펙트럼에서 순 피크 영역에 해당하는 선량률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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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선량률분광분석에서의 피크검색 및 순 피크면적.

이렇게 계산된 순 피트면적 즉 전에너지흡수 피크 선량률로부터 컴프턴산란과 전자, ,

쌍생성 등의 감마선과 검출기 물질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측정된 감마선 에너지

피크에 대한 총 선량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크대총합비 라는 개념(peak-to-total ratio)

을 선량률 스펙트럼에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피크대총합비란 기존의 분광분석 방법 즉. , ,

계수율에 대한 스펙트럼에서 주로 사용되는 함수로서 전에너지흡수 피크에 대한 계수율

과 광전흡수뿐만 아니라 컴프턴산란 및 전자쌍생성의 모든 반응에서 기인한 계수율의 비

를 의미한다 이 피크대총합비를 선량률분광분석에 적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가 오직 전.

에너지흡수 피크에 의한 선량률과 감마선과의 모든 반응에서 기인한 선량률의 비가 된

다 따라서 몬테칼로 등의 이론적인 해석으로 여러 에너지의 감마선이 해당 검출기에 입.

사할 때를 모사하여 그 결과를 스펙트럼으로 도식화한 후 그림 와 같이 감마선 에, 1-75

너지별 피크대총합비를 구할 수 있다 그림에서 는 계수율에 대한 기존 분광분석에. P(E)

서 계산되는 피크대총합비를 의미하고 는 동일한 검출기에 대해 선량률분광분석, DP(E)

에서 계산되는 피크대총합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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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 계수율에 대한 분광분석법에서의 비. “peak-to-total ”,

와 선량률 분광분석법에서의 비P(E) “peak-to-total ”, DP(E)

이렇게 구한 선량률분광분석법에서의 피크대총합비를 식 의 순피크면적 즉(1-9) , ,

전에너지흡수 피크 선량률에 나누어 주도록 알고리즘화 하면 모든 반응에서 기인한 선,

량률이 계산되며 이는 측정된 감마선 에너지 피크에서 기인하는 총 선량률을 의미한다, .

이에 대한 수학적 표현은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0) .

   




  
′   

  




  
 ′ 

 (1-10)

여기서 는 선량률분광분석에서 감마선 에너지 피크에 기인하는 총 선량률을 의미D(E)

한다.

선량률분광분석에서 측정된 모든 에너지 피크에 대하여 식 와 같은 결과를(1-10)

도출하고 개별 감마핵종에 대한 선량률을 최종 구하기 위해 측정된 에너지 피크에 해당, ,

하는 감마핵종을 찾아 같은 핵종의 에너지 피크끼리 식 의 결과를 더한다 즉(1-10) . ,

60Co의 경우 및 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감마선 에너지 피크가 측정되며, 1173 1333 keV ,

이렇게 측정된 60Co 핵종의 선량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피크에 기인한 식 의(1-10)

총 선량률을 각각 더하면 된다 또는 핵종별 방출률이 높은 주 감마선에 기인한 선량률.

과 핵종의 모든 감마선에 기인한 선량률 비를 알고 있다면 주 감마선 피크에 대하여 식,

로 계산된 결과로부터 바로 해당 핵종의 선량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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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롭게 제안된 선량률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핵종별 선량률을 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1-76 .

측정된 감마선 피크 확인 핵종 판별:○

피크 참면적 결정 오직 전에너지흡수 과정에서 기인한 선량률:○

피크 선량률( )

피크 선량률 대 총선량률 비 광전효과 컴프턴산란 및 전자쌍생성의: ,○

모든 상호작용으로부터 유도되는 총선량률

핵종별 개별 선량률 도출○

그림 1-76 인자를 이용한 선량률분광분석법. G-

선량률분광분석법에 대한 실험적 검증(2)

선량률분광분석법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출기와 점선원을 이NaI(Tl)

용하여 그림 과 같은 측정환경에서 계측을 수행하였다 먼저 점선원이 없는 상태에1-77 . ,

서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초 동안 계측하여 식 로부터 백그라운드 선량률300 (1-7)

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점선원을 검출기로부터 약 높이에 위치시키고 초(b) . 10 cm 300

의 동일한 시간동안 에너지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식 을 이용하, (1-7)

여 선량률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백그라운드와 점선원에 의한 인공핵종이 포함된 선량률,

에 해당된다(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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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7 검출기로부터의 계측 환경. NaI(Tl)

개별 핵종의 선량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앞서 측정된 계수율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

을 인자를 이용하여 선량률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으로 변환하였다 점선원에 해당하G- .

는 핵종의 감마선 피크를 찾아 순피크면적을 구한 후 피크대총합비를 이용하여 식,

와 같은 방법으로 점선원 개별핵종의 선량률 을 계산하였다 점선원이 존재하(1-10) (s) .

는 상황에서의 백그라운드 선량률은 앞서 구한 백그라운드와 점선원에 의한 선량률

에서 선량률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점선원에 의한 개별핵종의 선량률 를 차감함(b+s) (s)

으로써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점선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한 백그라운드만의 선량률.

을 앞서 점선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한 백그라운드 선량률과 비교하여 두 값이 서로 일치

한다면 점선원에 의한 개별핵종의 선량률 값은 타당한 값이 되며 나아가 선량률분광분, ,

석법의 유효성은 입증된다할 수 있다.

그림 에 점선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나타내었으며 사용1-78 ,

한 검출기의 인자를 이용하여 선량률을 계산한 결과 약 로 확인NaI(Tl) G- 14.04 R/hμ

되었다 그리고. 133Ba, 137Cs, 60Co 등의 점선원을 각각 위치시켰을 때와 개의 점선원3

모두를 위치시켰을 때의 에너지스펙트럼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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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8 검출기로부터의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NaI(Tl)

그림 1-79 점선원 존재시 검출기로부터의 스페트럼. NaI(Tl) : 133Ba (a), 137Cs (b),
60Co (c), 133Ba, 137Cs 및 60C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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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교적 낮은 에너지 영역인, 133Ba 선원을 위치시켰을 때의 백그라운드와 점선

원에 의한 총선량률은 약 로 계산되었으며 선량률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15.23 R/h ,μ

133Ba의 개별 선량률을 계산한 결과 및 의 감마선 피크를 모두 더하여81, 303 356 keV

약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점선원이 존재할 때의 백그라운드 선량률은 두 값의1.18 R/h .μ

차인 약 가 되며 이는 앞서 점선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백그라운드 선량률인14.05 R/h ,μ

와 일치하는 값이다 같은 방법으로14.04 R/h .μ 137Ca, 60Co 및 세 개의 선원을 모두 위치

시켰을 때의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먼저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만의1-7 . ,

선량률은 였으며 이때14.04 R/h ,μ 40K의 선량률과 208 의 감마선에 기인한Tl 2615 keV

선량률은 선량률분광분석법으로부터 각각 와 로 계산되었다2.79 0.79 R/h .μ 137Cs이 위치

할 때, 137Cs의 선량률은 백그라운드 선량률은 그리고12.81 R/h, 14.70 R/h,μ μ 60Co일

때는 선원의 선량률이 이고 백그라운드가 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세1.26 R/h 14.04 R/h .μ μ

개의 선원을 모두 위치시켰을 때의 백그라운드 선량률도 로 계산되어 각 측정15.05 R/hμ

에서 모두 백그라운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는 선량률분광분석법을 이용한.

핵종별 선량률 계산방법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μ

40K

208Tl

표 선량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핵종별 선량률 측정 결과1-7.

소형 검출기에 대한 선량률분광분석법 적용(3) CZT

선량률분광분석법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을 검출기와 점선원을 이용하여 수NaI(Tl)

행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증명하였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계수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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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스펙트럼을 선량률에 대한 스펙트럼으로 변환하기 위한 인자와 선량률분광분석G-

스펙트럼에서의 피크대총합비 인자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앞서 개발된 소형 검출기. CZT

에 선량률분광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에서와 같이 개발된 소형 검출1-80 CZT

기에 대한 인자를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부터 의 입사G- MCNP . 50 keV 1.5 MeV

감마선에 대하여 선량환산인자인 인자 값을 구하였으며 검출기 축 방향으로 입사하G- ,

는 감마선에 대하여 코드계산을 하였다 이로부터 개발된 소형 검출기를 이용하여. CZT

측정된 계수율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에 아래의 인자를 연산함으로써 선량률분광분석G-

법의 구현이 가능해지게 된다.

위 검출기에 대한 인자로부터 구현되는 선량률분광분석 스펙트럼에서 검출CZT G-

된 감마선에너지 피크를 찾아 참피크면적을 계산하며 이 면적은 전에너지흡수에 기인한,

선량률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컴프턴산란 및 전자쌍생성 등 모든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선량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에서와 같이 피크대총합비를 계산해야 한다1-81 .

이를 위해 코드를 이용하여 에너지별 감마선이 개발된 소형 검출기에 입사MCNP CZT

할 때 얻게 되는 에너지스펙트럼을 모사함으로써 피크대총합비를 계산하였다 아래 그림, .

에서 는 계수율에 대한 기존 분광분석에서 계산되는 피크대총합비를 의미하고P(E) ,

는 동일한 검출기에 대해 선량률분광분석에서 계산되는 피크대총합비를 의미한다DP(E) .

따라서 계산된 에너지별 를 선량률분광분석 스펙트럼에서의 피크면적에 나누어 줌DP(E)

으로써 개별핵종의 선량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소형 검출. CZT

기에 대한 인자와 선량률분광분석에서의 피크대총합비로부터 개별 핵종의 선량률 결G-

정할 수 있는 절차가 완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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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0 개발된 소형 검출기에 대한 인자. CZ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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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 개발된 소형 검출기에 대한 피크대총합비. C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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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종별 선량률로부터 방사능 결정방법.

방사성물질의 측정이나 방사선사고 등으로 다수의 인공 감마 핵종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핵종의 선량률은 그 핵종의 방사능과 직결하기 때문에 측정 스펙트럼으로부터 개,

별 핵종들에 대한 선량률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일상적인 방사선감시뿐만 아니라 방사선

사고시의 초기 대응에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의의 물질에. ,

대한 선량률로부터 방사능을 추론하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인

변환 방법 으로 이를 앞서 개발된 선량률분광분석법과 연DTC(Dose-to-Curie) [17-18]

계할 경우 기존 방법이 가지고 있었던 오차항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간단히 대상, DTC ,

물질 내 감마핵종들에 대한 방사능의 합리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변환 방법(1) DTC

임의의 대상에서 선량률을 측정하여 그로부터 감마핵종의 방사능을 추론하는 방법으

로 에서 제시한 변환방법의 수학적인 표현은 식 및IAEA(TECDOC-1537) DTC (1-11)

와 같다 이 방법은 이론적인 계산과 연계하여 간단히 측정된 총 선량률로부터(1-12) .

감마핵종들에 대한 방사능의 합리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측정시스템의 기하

학적 배열과 임의 대상에서 감마핵종들의 구성 및 공간적인 분포 등의 조건하에서 측정

된 선량률은 감마핵종들의 총 방사능에 비례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1-11)

    (1-12)

여기서 는 감마핵종들에 대한 총 방사능, A( Ci) , Aμ i 는 임의 대상에서 개별 감마( Ci)μ

핵종에 대한 방사능 는 임의 대상으로부터의 총 선량률 는 임의 대상에 존재, D( R/h) , fiμ

하는 감마핵종들의 상대적 존재비 그리고, di 는 감마핵종들에 대한 단위 방사( R/h/ Ci)μ μ

능당 선량률로써 이론적인 계산과정을 통하여 얻어진다.

기존 변환방법의 실용적 변환(2) DTC

기존 방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DTC fi의 합리적인 측정 여부이며 이,

를 위해 대표시료 채취를 통한 분석 또는 폐기물의 이력조사 등을 통한 유추로부터 fi를

계산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임의의 대상에 존재하는 감마핵종들의 공간적인 분포와 선.

량률에 기여하는 감마핵종들의 존재비(fi 에 대한 평가에서 기인하는 큰 오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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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앞서 개발된 선량률분광분석법을 이용하DTC .

여 개별 핵종의 선량률(Di 을 계산한다면 기존 변환방법에서의) DTC fi 인자는 필요 없게

되어 식 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 변환방법을 보다 실용적인 사용이, (1-13) DTC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19].

 


(1-13)

여기서, Di는 측정된 개별 감마핵종의 선량률 을 의미한다( R/h) .μ

위 식에서 개별 감마핵종의 선량률 측정으로부터 그 감마핵종의 방사능을 직접 계산

할 수 있으며 해당 측정환경에서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 값인, di가 일종의 현장측정 교정

인자 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측정환경이 점선원으로부터(in-situ calibration factor) . , 1

떨어진 지점에서의 측정이라면m di 값은 핵종별 조사선량률 상수(exposure rate

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등의 어떤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는 대상constant) .

물의 측정일 경우에는 이 핵종별 di 값을 몬테칼로 등의 이론적인 계산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반면에 정형화된 대상이 없는 일반 환경 중의 측정일 경우에 식 를 적용하, (1-13)

기 위해서는 표층과 대기를 구분하여 방사성 핵종의 공간적인 분포 등을 고려한 이론적

인 해석과 이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층에 핵종들이 어떻게 분포되.

어 있고 그 깊이는 어떠한지에 따라 현장측정 교정인자인 di 값이 예측되어야 하며 대기,

중 핵종의 분포가 균일한지 에 의한 이 존재하는지 등등 모든 상황과 조건plume hot spot

에 대하여 di 값이 예측될 수 있다면 그림 과 같이 명실상부한 감마핵종에 대한 환1-82

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의 실시간 동시 측정관리 기술이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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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2 감마핵종에 대한 환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의 실시간 동시 측정.

관리 기술

방사능 결정방법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3)

선량률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실용적으로 변환된 방법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DTC

기 위하여 점선원과 검출기를 이용한 몇 가지 실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간NaI(Tl) . ,

단한 측정조건으로 앞서 선량률분광분석법에 대한 유효성 검증에서의 측정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계산된 개별 핵종의 선량률로부터 방사능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점선원의 인증,

값과 비교하였다 두 번째로 검출기로부터 점선원의 거리 증가에 따른 제안된 방법. DTC

의 선형성을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점선원을 용기 내 임의의 지점에 위치시켜, 1 L

가상의 방사성물질을 모사하여 변환방법에 적용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DTC .

이를 위해 해당 측정환경에서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 값인 di를 일종의 현장측정 교정인자

로써 이론적인 몬테칼로 계산으로 구하였으며 같은 측정환경(in-situ calibration factor) ,

에서 선량률분광분석법으로 유도한 개별 핵종의 선량률 값에 연산하여 최종적으로 방사

능 값을 구하였다.

가 간단한 측정환경에서 수정된 방법의 유효성 평가( ) DTC

앞서 선량률분광분석법에 대한 유효성 검증실험에서 그림 와 같이1-77 , 137Cs

및 60Co 점선원이 검출기 입사창 위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이 측정환경에서 감마10 cm ,

핵종별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인 di 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R/h/ Ci) 1-83 MCNPμ μ

를 이용한 몬테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앞서.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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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개별 핵종의 선량률(di 에 연산하여 방사능 값을 구하였다) .

그림 1-83. di 계산을 위한 MCNP

모델링 계념도

di μ μ

137Cs

60Co

표 에서의 핵종별1-8. Simple geometry di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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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로부터 최종적으로 방사능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용한 선원의 인(1-15) ,

증 값과 비교하였다 표 에서 보듯이 선량률 분광분석법으로부터 유도된 방사능 값. 1-9 ,

들이 모두 이내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핵종별 선량률을 측정하여5 % ,

이로부터 방사능을 계산하는 방법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μ

Di

μ

di

μ μ μ

133Ba

137Cs

60Co

표 선량률 분광분석법으로부터 유도된 핵종별 방사능 분석 결과1-9.

나 실용적으로 수정된 방법의 선형성을 평가( ) DTC

검출기로부터 점선원의 거리 증가에 따른 선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와1-84

같이 점선원들을 검출기로부터 위치시켰으며 그 거리를 부터 까지 증가시켜10 cm 40 cm

가며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을 선량률분광분석법으로 구현하였.

으며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천연방사성핵종인, 1-85 . , 40K과 208 의Tl

감마선피크는 점선원의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한 피크면적을 가짐을 알 수 있2615 keV

다.

그림 1-84 실용적으로 변환된 방법의 선형성을 평가를 위한 배치도.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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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점선원의 거리에 따른 선량률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

위 스펙트럼으로부터 참피크면적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개별핵종의 선량률을 계산하

였으며 거리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에서 보듯이 점선원과 백그라운, . 1-86 (a) ,

드가 포함된 총선량률 실선 은 거리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점( ) ,

선원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백그라운드의 영향은 거리와 무관하기 때.

문에 아래 점선으로 표시된 백그라운드 및 천연방사성핵종인 40K과 의 개별 선량률Tl

은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의 에 점선원 내 인공방사성핵종의 거리. 1-87 (b)

에 따른 개별 선량률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으며 역시 거리에 따른 지수적 감소를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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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6 선량률분광분석법으로 계산된 거리별 선량률 점선원과. :

백그라운드에 의한 선량률 점선원에 의한 선량률(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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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별로 계산된 핵종별 선량률로부터 방사능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감마핵종별,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 값인 di를 코드를 이용하여 거리별로 계산하였으며 그 결MCNP ,

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식 로부터 점선원의 방사능을 거리별로1-87 . (1-15)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인증값과 비교함으로써 검출기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

하게 분석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표 에 실용적으로 변환된 방법을 이용하. 1-10 DTC

여 점선원의 거리에 따른 방사능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점선원 내 감. ,

마핵종의 에너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점선원의 거리와 그로 인한 선량률 변화와 무관하게

방사능 계산결과는 인증값과 비교하여 잘 분석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7Co과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핵종에 대해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10 cm 60Co에

기인한 높은 선량률에서도 그리고 가장 먼 거리에서40 cm 57Co에 기인한 매우 낮은 선

량률에 대해서도 계산된 방사능 값은 약 이내의 오차로 분석되었다5 % .

그림 1-87 검출기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감마핵종별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 ,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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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μ μ μ μ
57Co

137Cs
60Co
57Co

137Cs
60Co
57Co

137Cs
60Co
57Co

137Cs
60Co
57Co

137Cs
60Co
57Co

137Cs
60Co

표 실용적으로 변환된 방법을 이용한 점선원의 거리에 따른 방사능 계산 결1-10. DTC

과

다 가상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정된 변환방법의 적용( ) DTC

선량률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수정된 변환방법을 가상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방DTC

사능 분석에 적용하였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에 채워진 약. , 1 L 0.5 g/cm3의 밀도를 가

지는 균일한 톱밥 내의 임의의 지점에 두 종류의 점선원을 위치시킴으로써 가상의 방사

성물질을 구현하였다 이때 사용된 점선원은 저에너지를 대표하는. 57Co 점선원과 137Cs

및 60Co이 혼합된 점선원을 사용하였다 그림 에 나타낸 측정 환경 및 배치에서 보. 1-88

듯이 두 점선원을 플라스틱 용기 중심으로부터 서로 수평 반대방향으로 까지 이격, 5 cm

시켰다 일반적으로 방사성물질이 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방사성물질 반경의 배 지점. , 3

에서 방사선을 측정한 다면 중심으로부터 이격된 선원의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상의 방사성물질 중심으로부터 약 에 방사선검출기를 설[20]. 24 cm NaI(Tl)

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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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8 가상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정된 변환방법의 적용 실험. DTC

위 그림에서 보듯이 두 점선원을 원하는 이격거리에 위치시키고 동일한 재질의 톱밥,

으로 덮은 후 선량률분광분석법으로 개별핵종의 선량률을 측정하였다 이때 방사성물질, . ,

의 회전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격된 거리를 따라 전후방에서 각각 측정하여 식 과(1-14)

같이 개별핵종의 선량률을 기하평균으로 구하였다 이는 두 개의 점선원이 한 방향으로.

만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만약 무작위로 분포한다면 방사성물질로부터 전후좌,

우에서 각각 선량률 측정하여 기하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 이 기하평균으로 구한 선량률.

은 선원이 방사성물질 내 중앙에 위치했을 때 구한 선량률과 같은 의미가 된다.

  × 




(1-14)

여기서, 는 개별핵종의 선량률 그리고 첨자 와 는 방사성물질 전후를 의미한다front rear .

점선원의 이격된 거리에 따른 측정 스펙트럼에서 검출된 개별핵종의 선량률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점선은 혼합 점선원인1-89 . 137Cs과 60Co이 검출기에 가깝고 단

일 점선원인 57Co이 검출기와 멀 때의 선량률을 의미하며 실선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

따라서 방사성물질 중심으로부터 이격거리가 클수록 점선은 에너지가 큰 60Co 등이 검출

기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선량률이 증가하며 반대로 실선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그림.

에서 보듯이 점선원과 백그라운드가 포함된 총선량률은 이격거리에 따라 선량1-89 (a) ,

률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백그라운드만의 선량률은 점선원의 이격거리와는 무관해 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의 에서는 점선원 내 인공방사성핵종의 이격거리에 따. 1-89 (b)

른 개별 선량률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으며 역시 이격거리에 따라 점선은 선량률이 증,

가하며 실선은 감소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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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9 선량률분광분석법으로 계산된 선원위치에.

따른 선량률 점선원과 백그라운드에 의한 선량률: (a),

점선원에 의한 선량률 (b)

측정 조건하에서 감마핵종의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di 을 의미하는 현장측정 교정인)

자를 코드를 이용하여 몬테칼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모든 핵종들은 이격MCNP . ,

되지 않고 방사성물질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과 같은 측정 환. 1-88

경에서 검출기 내에서의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은NaI(Tl) 57Co, 137Cs 및 60Co에 대하여

각각 및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방사성물질 내 핵종 위0.2162, 0.6761 2.2995 R/h/ Ci .μ μ

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가정 하에 선량률분광분석법으로 측정하여 기하평균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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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의 선량률 값들에 핵종 위치정보를 모르므로 단순히 방사성물질 중앙에 위치한다는

가정으로 위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을 연산하여 최종 핵종별 방사능 값을 구하였다.

표 에 가상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정된 변환방법의 적용하여 두 점선원1-11 DTC

의 중심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른 방사능 계산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계산결. ,

과를 인증값과 비교했을 때 방사능 계산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인, 57Co에서 최대

약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9 % , .

사능 계산결과는 이격거리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하평균으로 개별핵,

종의 선량률을 구하고 해당 핵종들이 모두 방사성물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

여 현장 교정인자를 구하면 합리적인 방사능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상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정된 변환방법의 적용으로부터 방사능을 계산하는 방DTC

법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실험적인 검증으로부터 소형 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고방사성물질CZT

의 측정이나 방사선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

의 계측 환경에 대한 핵종별 단위 방사능당 선량률이라는 이론적인 교정이 사전에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화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DB

소프트웨어적으로 국산화가 이루어진 소형 방사선검출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게CZT

된다.

μ μ μ μ μ

표 가상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정된 변환방법의 적용에 따른 방사능 계산1-11. DT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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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분석관련 소프트웨어 개발6.

원자력 사고대응 또는 사고복구 단계에서의 환경조사 등을 위하여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및 등의. ISOCS ISOTOPIC

고가의 현장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시간 및 비용적인 단점을 초래하게 된다, .

따라서 기술적인 자립을 위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고자의 현장분석 프로그램의 도

움 없이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뿐만 아니라 깊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 탑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요원하다.

가 방사선 플루언스 및 검출기 반응함수 계산 프로그램.

본 절에서는 원자력 사고대응이나 원자력시설의 해체 등을 위해 어떤 방사성오염이

존재하는 지표면 또는 매질 내 방사능 농도를 직접 계산하기 위한 현장분석관련 교정인

자를 도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 교정인자의 단위는[21]. cps/Bq/cm2 또는

등으로 임의의 방사선검출기로 측정된 계수율 값만으로 방사능을 환산할 수 있cps/Bq/g

어 및 방사선검출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서 방NaI(Tl), HPGe CZT .

사능을 계산하는 모든 절차를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구현함으로써 방사능 계산과 프로그

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 현장분석관련 소프트웨

어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소프트웨어의 목적은 원자력 사고대응 또는 환경조사 등을 위하여 지표면 토양에

침적된 방사성핵종으로부터 임의의 높이에서의 방사선 플루언스와 그로부터 기인되는 방

사선 검출기의 반응함수 를 이론적으로 구하는 데 있다 이 반응함수(response function) .

는 현장 측정에서 해당 방사선 검출기의 교정함수(cps/Bq/cm2 에 해당되며 실, cps/Bq/g) ,

측 결과인 방사선 에너지별 계수율과 비교함으로써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핵종에 대한

단위면적당 방사능(Bq/cm2 또는 단위질량당 방사능 을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본) (Bq/g) .

소프트웨어에서 방사선 플루언스의 계산식은 및HASL-258[10] ICRU reports 53[22]

을 인용하였으며 방사선 검출기의 반응함수는 등의 몬테칼로 방법 등으로 사전에, MCNP

구한 방사선 에너지 및 입사각에 대한 이론적 회귀분석 함수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검출기 및 상대 효율 의 검출기에 대한 반3“ x3” NaI(Tl) 40 % HPGeφ

응함수가 내장되어 있으며 다른 형식의 검출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론적 회,

귀분석에 대한 함수를 새로이 코딩하여 추가할 수 있다 주요기능은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엑셀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플루언스를 계산하는 시트와 검출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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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함수를 계산하는 시트로 구분하였다 특히 스크롤바 콤보박스 옵션버튼 및 명령버트. , , ,

만으로 원하는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조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계산되,

는 결과들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1)

일반적으로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으로부터 계측기 응답함수를 도출

하는 방법은 식 과 같이 세 함수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1-15) .




 
 

 
 

여기서,

- 


지표면의 토양층에 분포된 방사성핵종의 단위 방사능: (Bq/cm2 또는 에 기인한Bq/g)

임의 고도의 계측기에서 측정된 전에너지 흡수피크에서의 계수율로서 계측기 응답함수에 해당

- 
  토양층에 주어진 핵종분포에 기인한 방사선 에너지별 계측기 반응함수의 각도 보:

정인자로서 계측기 고도에서 실제 측정된 전에너지 흡수피크 면적에 대한 수직방향으로만 입,

사하는 감마선의 전에너지 흡수피크 면적 비율을 의미

- 
  계측기 입사창에 수직하게 입사하는 방사선 플루언스에 대한 단위 플루언스당 전:

에너지 흡수피크에서의 계수율로서 계측기 반응함수에 해당

- 
  지표면의 토양층에 분포된 방사성핵종의 단위 방사능: (Bq/cm2 또는 에 기인Bq/g)

한 임의 고도에서 에너지 인 비산란 방사선 플루언스E (uncollided)

그리고 계측기 반응함수에 대한 각도 보정은 방사선의 수직입사 에 대하여 임( =0)ω

의의 각도 로 입사할 때의 계수율 비 와 실제 계측기 고도에서 방사선 플루언스( ) , R( )ω ω

의 각도분포를 이용하여 식 및 에서와 같이 최종적인 각도 보정인자를(1-16) (1-17)

유도할 수 있다[23].







  




- 127 -

여기서 은 계측기 고도에서 실제 측정된 전에너지 흡수피크 면적, N , N0는 계측기 고도

에서 수직방향으로만 입사하는 감마선에 대한 전에너지 흡수피크 면적 는 계측기, R( )θ

반응함수의 각도 의존성 그리고 는 계측기 고도에서 방사선 플루언스의 각도 분포, ( )φ θ

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구성(2)

본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개의 엑셀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임의의 높이에서의 방사선 플루언스를 계산하는 시트와 그로부터Fluence

기인되는 방사선 검출기의 반응함수를 계산하는 시트로 나누어져 있Detector response

다 먼저 시트를 그림 에 나타내었으며 감마선을 방출하는. Fluence 1-90 , 662 keV 137Cs

이 토양 내 침적되어 있고 해당 핵종의 지수 분포함수 가( ) 20 g/cmβ 2일 때 토양 깊이별

상대분포 그래프와 이로 인한 지상 고도 에서의 총 방사선 플루언스 값 및 각도별1 m

플루언스 분포 그래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시트를 그림 에 나. Detector response 1-91

타내었으며 앞서 계산된, 137Cs 감마선의 높이에서의 플루언스와 콤보박스662 keV 1 m

로 선택한 방사선 검출기의 감마선에 대한 반응함수 및 에너지별 반응함수 그662 keV

래프 해당 반응함수에 대한 각도보정인자 값과 각도 의존성 그래프 및 최종 교정인자인,

검출기 응답함수를 볼 수 있다 검출기 반응함수 및 각도 보정인자 등은 모두 코. MCNP

드를 이용한 몬테칼로 계산으로 유도하였다.

그림 1-90 방사선플루언스 계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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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검출기 반응함수 계산 시트.

앞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시 재편성하여 그림 과 같이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1-92

성핵종으로부터 임의의 높이에서의 방사선 플루언스를 계산하는 영역과 그로부터 기인되

는 방사선 검출기의 응답함수를 계산하여 방사능을 도출해 내는 영역으로 보완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방사선 플루언스의 계산식은 및 을 인용HASL-258 ICRU reports 53

하였으며 방사선 검출기의 반응함수는 등의 몬테칼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사, MCNP

용하였다 주요기능은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엑셀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

특히 스크롤바 콤보박스 옵션버튼 및 명령버튼 만으로 원하는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 , ,

도록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로 계산되는 결과들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모든 절차를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구현함으로써 방,

사능 계산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 현장

분석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였다.

먼저 블록 의 에서 선택된 방사선에너지가, 1 “Source term” 131I, 134Cs, 137Cs 등의 인

공핵종들 또는 214Bi, 228Ac, 208 및Tl 40K 등의 천연핵종들의 주요 감마선에너지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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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블록 의 에 선택된 해당 핵종명과 해당 에너, 7 “Radioactivity in the soil layer”

지의 감마선 방출률이 표시되어 간단한 계수율 입력만으로 방사능을 계산할 수 있게 하

였다 그리고 블록 에서 지표면 내 핵종들의 깊이 분포함수에 해당하는 인자의 선택과. 1 β

블록 의 에서 계측기 고도를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계측기 응답함수를 구하기3 “Fluence”

위한 세 가지 변수중 하나인 지표면 핵종분포에 따른 계측기 고도에서의 방사선플루언스

를 계산한 결과를 블록 에 표시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방사선플루언스 값들을 기존의3 .

또는 등에 수록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를 표 과HASL-258 ICRU 53 , 1-12

에 나타내었다 약 이하의 저에너지 감마선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결과1-13 . 50 keV

들이 오차 이내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나 에서 제시10 % . HASL ICRU

되지 않는 계측기 고도 등에서도 쉽게 방사선플루언스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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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 검출기 응답함수 계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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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φ
γ

표 검출기 응답함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사선플루언스 계산비교1-12. ;

고도= , 1 mβ ∞

β

φ
γ

표 검출기 응답함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사선플루언스 계산비교1-13. ;

고도=0, 1 mβ



- 132 -

그리고 응답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출기 반응함수는 블록 의4

에서 계산된다 이때 해당 프로“Detector response for parallel incident photons” . ,

그램의 보완으로 검출기 및 입사 조건 등을 과 유사하게 재 모델링하였으ICRU 53

며 해당 조건을 반영한 검출기 반응함수를 를 이용하여 재계산하였다 또한, MCNP .

해당 입사조건에서의 검출기 반응함수에 대한 각도보정인자를 몬테칼로 방법으로

재계산하였으며 블록 의 에서 보, 5 “Angular correction of the detector response”

듯이 계산된 각도보정인자 값이 보고서 등의 내용과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ICRU

보완하였다.

개발된 검출기 응답함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상 높이에서1 m HPGe

검출기로 측정된 계수율로부터 직접 지표면 내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를 계산하였

다 측정은 그림 과 같이 원자력연구원 내 임의 토양 지표면에서 측정되었으. 1-93

며 개발된 프로그램으로부터 계산된 방사능농도와, ISOCS (in-situ objective

방법을 이용한 결과 그리고 검출기 주변 토양채취를 통한 실험counting system)

실 분석결과를 종합 비교함으로써 검출기 응답함수 계산 프로그램 결과의 유효성

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림 1-93 현장감마분석 및 주변 토양채취.

먼저 지상 높이에서 검출기 를 이용하여 약 시간동안, 1 m HPGe (GC 4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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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계수율로 환산한 에너지스펙트럼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1-94 . , 40K, 214Bi, 214Pb, 228Ac, 212Bi, 212 및Pb

208 등의 천연방사성핵종들이 검출되었으Tl 며 해당핵종들의 주 감마선에너지 피크,

들에 대한 참면적을 계산하였다.

그림 1-94 검출기를 이용한 지상 높이에서의 에너지스펙트럼. HPGe 1 m

그리고 일반적인 천연방사성핵종들의 토양 내 깊이별 분포상태는 일정한 것으

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깊이분포인자 는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검출기( ) .β

응답함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한대의 깊이분포인자 그리고 계측기 고도, 1

높이에서의 방사선에너지별 플루언스를 검출된 천연방사성핵종들의 방사선에너m

지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에 측정에 사용된 검출기에서 방사선에너지별. HPGe

반응함수 및 각도보정인자를 계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세 변수의 계산결과를 이용,

하여 응답함수를 표 와 같이 계산하였다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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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γ

φ
γ

표 고도 높이에서의 검출기 응답함수1-14 1 m HPGe

이를 위의 에너지스펙트럼에서 계산된 검출된 주요 핵종의 감마선에너지별 계

수율에 대한 교정인자로 활용하였으며 이로부터 검출된 핵종별 방사능농도를 식,

로부터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1-18) 1-15

 ×


여기서 는 핵종별 방사능농도로써 단위는 또는, Ax Bq/kg Bq/m2으로 나타내며, N

은 감마선에너지별 계수율 는 검출기 응답함수로써 단위는(cps), (N/Ax) cps/(γ

또는/s)/g cps/( /s)/cmγ 2이며 는 감마선 방출률 을 의미한다, Y (( /s)/Bq)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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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γ

표 고도 높이에서의 측정된 계수율과 검출기 응답함수를 이용한1-15. 1 m

방사능농도 계산 결과

개발된 검출기 응답함수 프로그램으로부터 계산된 방사능농도를 고가의 현장감

마분석 프로그램인 그림 의 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및 현장에서 직접1-95 ISOCS

채취한 토양시료의 실험실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에, 1-96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현장에서 채취된 토양 시료는 실험실에서 건조 등의.

전처리후 마리넬리 용기에 담아 다른 종류의 감마검출기를 이용하여1 L 80,000

초 동안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개발된 검출기 응답함수 프로그램과 고가의. ,

프로그램으로부터의 결과는 거의 일치하였으며 채취된 시료분석 결과와 비ISOCS ,

교했을 때에는 40K에서 최대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을15 % . ISOCS

이용한 결과와 시료분석결과를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개발된 검출,

기 응답함수 프로그램은 현장 감마분석에서 고가의 못지않은 결과를 도출할ISOCS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검출기 응답함수 프로그램에 소형 감마검출기를 추. CZT

가하는 단계가 진행 중이며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직접 에너지스펙트럼 측정,

을 위한 모드의 장착을 시도하고 있다D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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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5 를 이용한 토양 지표면 높이에서의 효율계산 과정. ISOCS 1 m

그림 1-96 개발된 검출기 응답함수 프로그램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상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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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질 내 선원깊이 및 방사능 동시결정 프로그램.

원자력시설의 해체나 제염 등을 위해 어떤 방사능오염이 존재하는 매질 내 최

대 방사능농도의 깊이를 찾거나 매질 내 실제 파묻힌 미지의 방사성동위원소(RI)

자체의 깊이를 알아내기 위해 이동형 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분광분석에

등이 개발한 특정 알고리즘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Al-Ghamdi .

깊이를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써 찾아낸 깊이에 있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값

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한다 방사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현장분석 프로.

그램을 활용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요 메이,

저회사에서 제공하는 현장분석 프로그램의 특성상 고가의 비용지불과 사용자에 대

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매질 내 최대 방사능농도의.

깊이를 찾거나 매질 내 실제 파묻힌 방사성동위원소 자체의 깊이를 알아냄과 동시

에 해당 선원의 방사능 값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두 방법을 하나.

의 프로그램에서 구현하는 것이 본 기술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종래의 방법이 아,

닌 검출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핵종의 매질 내 깊이를 사용자가

쉽게 찾아내고 이로부터의 결과를 바로 방사능계산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깊이를 찾고 방사능을 계산하는 모든 절차를 엑셀프로그램 베이스에서.

구현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론적 배경(1)

실제 매질 내 파묻힌 방사성물질의 깊이를 찾아내기 위한 간단한 알고리즘은

아래 식 과 같으며 등의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고 현재 현장분(1-19) , Al-Ghamdi

석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와 는 검출기 높이, C1(E) C2(E) h1 및 h2에서의 에너지 인 방사선의 계E

수율 그리고 는 매질 내 선원의 깊이를 의미한다 그러나(cps) x . h1 및 h2는 아래

그림 에서 보듯이 검출기 입사면까지의 높이가 아니라 방사선 검출영역의 유1-97

효중심 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즉 사용하는 검출기마다 입사면에서부터 유효중(d) . ,

심까지의 거리는 서로 다르며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출기의 유효중심 값을 실험적으로 구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위치 정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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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항의 비이기 때문에 검출기 유효중심 거리의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 의존성은

크게 나타나며 따라서 이는 해당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검출기에 의존하는 방법임,

을 의미한다 그리고 측정된 깊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에 대한 방사능을 결정하.

기 위해서는 이론적 시뮬레이션 기능을 탑재한 등의 고가의 모델링 프로그ISOCS

램이 필요하며 정확한 측정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림 1-97 방사성핵종 및 검출기 배열.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매질 내 방사성핵종의 깊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은

매질 내 어떤 깊이에 방사성핵종이 있을 때 이론적으로 계산된 두 검출기 높이에,

서의 방사선플루언스 비와 실제 방사선검출기로 측정된 계수율 비는 원칙적으로 같

다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먼저 그림 에서 보듯이 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하여 매. , 1-98

질로부터 임의의 두 지점 또는 세 지점에서 측정된 실측 계수율 값들의 비와

등의 몬테칼로 방법 등으로 계산된 같은 거리에서의 이론적인 방사선플루언MCNP

스 값들의 비를 이용하여 식 으로부터 두 비가 같아질 때의 선원의 깊이를(1-20)

찾아낸다 즉 매질 내 임의의 기준 밀도에서 선원 깊이별로 계산된 플루언스비를. ,

확인하여 실측값인 계수율비와 같을 때의 깊이가 실제 선원의 깊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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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i 및(E) Cj 는 검출기 높이 와 에서의 에너지 인 방사선의 계수율(E) i j E

로써 실측값을 의미하고 Fi 및(E) Fj 는 계수율 측정과 같은 높이에서의 에너지(E)

인 방사선플루언스로 매질 내 어떤 깊이별로 선원이 있을 때를 가정하여E MCNP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적인 값들을 의미한다.

그림 1-98 계수율 측정 및 플루언스 계산 방법.

이론적인 방사선플루언스의 계산은 몬테칼로 방법으로 쉽게 계산가능하며 일,

례로써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MCNP 137Cs의 감마선에 대한 매질 내662 keV

깊이별 그리고 검출기 높이별 방사선플루언스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아래 그1-99 .

림에서 보듯이 두 검출기 높이가 각각 결정되었을 때 해당 높이에서 방사성핵종의, ,

매질 내 깊이에 따른 플루언스 값들은 그래프 피팅식 과 로부터 알(1-21) (1-22)

수 있게 된다 즉 핵종의 매질 내 깊이를 변화시켜가며 두 플루언스의 비를 반복해. ,

서 찾아낼 수 있다.



- 140 -

  ××
×

  ××
×

여기서 및 는 피팅결과에 의한 상수를 의미하고 는 매질, a, b, c, d, e, f, g, h x

내 핵종의 깊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값들의 스케일은 자연로그 스케일이. F (log10)

다 따라서 깊이 값을 변화시켜가며. Fi/Fj의 비를 확인하고 이 비가 두 검출기 높이

에서 측정된 Ci/Cj의 비와 같은 지점을 찾으면 그 깊이가 바로 방사성핵종의 매질

내 깊이가 된다.

그림 1-99 검출기 높이에서 매질 내 핵종 깊이에 따른 방사선플루언스.

선원의 매질 내 깊이가 결정되면 해당 깊이에서 기인한 방사선플루언스 값을,

이용하여 해당 깊이에 있는 선원에 대한 교정함수 를 식 로부터(cps/photon) (1-23)

구하며 이를 앞서 측정된 계수율 값에 적용하여 최종 방사능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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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매질 내 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당 검출기 높이에, ( / )φ γ

서의 플루언스로써 를 의미하고F(E) (N0 는 검출기 축에 평행하게 입사하는 방/ )φ

사선에 대한 검출기의 반응함수로써 코드 등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할MCNP

수 있다. (N/N0 는 검출기 반응함수에 대한 각도보정인자를 의미하며) , f( )/f(1.6)ρ

은 임의의 매질 밀도에서 계산된 단위 방사선당 플루언스 와 매질의f( )= ( )/ρ φ ρ γ

기준 밀도 1.6 g/cm3에서 계산된 단위 방사선당 플루언스 의 비를f(1.6)= (1.6)/φ γ

의미한다 그리고 는 이론적인 교정함수로써 매질 내 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 (N/ )γ

출되는 단위 감마선당 검출기 높이에서의 계수율을 의미한다.

값들은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그림 에f( )/f(1.6) , 1-100ρ

137Cs의 감마선에 대한 매질 내 여러 깊이로부터 방출된 플루언스의 비를662 keV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따라서 매질 내 핵종의 깊이가 결정되면 해당 깊이와 비슷.

한 범위에 해당하는 핵종 깊이를 선택한 후 정확한 밀도에 해당하는, f( )/f(1.6)ρ

값들을 식 의 피팅 결과로부터 찾을 수 있다(1-23) .

그림 1-100 계산된 방사선플루언스의 밀도보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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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피팅결과에 의한 상수를 의미하고 축인 은 자연로그, a b y f( )/f(1.6)ρ

스케일로 나타내었을 때 밀도에 대한 차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log10) , 1 .

프로그램 구성(2)

본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선원의 깊이를 찾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선원의 방사능 값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하나의 엑셀 sheet

내에 선원 깊이를 찾는 영역과 방사능 계산을 위한 영역으로 그림 와 같이1-101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143 -

그림 1-101 매질 내 선원깊이 및 방사능 동시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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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원 깊이를 결정하기 위한 영역은 측정환경관련 이미지 방사선에너지,

및 측정환경 블록 계수율 측정결과 블록 검출기 높이에 따른 계수율 및 플( 1), ( 2),

루언스 비 블록 그리고 방사선검출기 높이에서 매질 내 선원 깊이에 따른 방사( 3)

선플루언스 그래프 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측정환경관련 이미지①

검출기 높이 매질 기준 밀도> , ( : 1.6 g/cm3 내 선원 깊이)

선원 깊이 조절을 위한 스크롤바 단위> : 0.1 100 cm ( : 0.1 cm)∼

블록 방사선 에너지 및 측정환경1: (Photon energy & geometry)②

방사선 에너지 및 에너지 선택을 위한 콤보박스 표 참조> (E) : 1-16

검출기 높이 및 높이 선택을 위한 콤보박스 표 참조> (h1, h2, h3) : 1-17

표 방사성핵종 및 에너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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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표면으로부터 검출기 높이1-17.

블록 계수율 측정결과2: (measurement results)③

검출기 높이 따른 계수값 및 측정시간>

계수율 및 계수율비 계산 명령버튼>

블록 검출기 높이에 따른 계수율 및 플루언스 비3: (cps & fluence ratio)④

선원 깊이 스크롤바의 조절에 따라> : 0.1 100 cm∼

블록 에서 계산된 높이에 따른 계수율 비> 2

기준 밀도> (1.6 g/cm3 에서 선원 깊이별 검출기 높이에서의 플루언스 비)

계수율비 및 플루언스비의 비교 데이터>

방사선검출기 높이에서 매질 내 선원 깊이에 따른 방사선 플루언스 그래프⑤

결정된 선원깊이로부터의 방사선플루언스 값을 이용하여 방사능을 계산하기 위

한 영역은 매질 내 선원으로부터의 플루언스 블록 수직 입사하는 방사선플루언( 4),

스에 대한 검출기 반응함수 블록 매질 내 선원에 대한 교정값 블록 매질( 5), ( 6),

내 선원의 방사능 블록 그리고 수직 입사 방사선 플루언스에 대한 검출기 반응( 7)

함수 그래프 및 실제 매질 밀도에 대한 플루언스 보정 그래프 등으로 구성되며 자,

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블록 매질 내 선원으로부터의 플루언스4: (fluence from the embedded⑥

source)

방사선 에너지> (E)

매질의 기준 밀도> : 1.6 g/cm3

매질 내 선원에 따른 검출기 높이에서의 방사선 플루언스> ( / )φ γ

플루언스 계산을 위한 명령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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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수직 입사하는 방사선 플루언스에 대한 검출기 반응함수5: (detector⑦

response for incident photon fluence)

선택된 검출기> ID (1, 2, 3, 4, 5)

검출기 반응함수 계산결과> (N0/ )φ

검출기 선택 옵션>

반응함수 계산 명령버튼>

블록 매질 내 선원에 대한 교정값6: (calibration factor for the embedded⑧

source)

매질의 실제 밀도> (real soil density)

선원의 참조 깊이> (reference source depth)

: 2,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cm

실제 매질 밀도에 대한 플루언스 보정값> : f( )/f(1.6)ρ

측정거리에 따른 방사능 교정값>

선원의 참조 깊이 선택을 위한 콤보박스>

교정값 계산 명령버튼>

블록 매질 내 선원의 방사능7: (radioactivity of the embedded source)⑨

핵종 및 방사선 방출률>

검출기 높이에서의 계수율>

방사능 계산 결과>

방사능 계산 명령버튼>

수직 입사 방사선 플루언스에 대한 검출기 반응함수 그래프⑩

실제 매질 밀도에 대한 플루언스 보정 그래프⑪

실험적 검증(3)

개발된 매질 내 선원깊이 및 방사능 동시결정 프로그램의 실험적 검증을 위하

여 년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된 현장감마분석 훈련의 측정결과에 개2013 KINS

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먼저 해당 훈련은 그림 에 보듯. , 1-102

이, 134Cs와 137Cs 디스크 선원을 토양 내 임의의 깊이에 각각 파묻고 참가자들이

선원의 깊이와 해당 선원의 방사능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두 선원은 서로 다른. ,

역에 개별로 위치하며 토양의 밀도는, 으로 제시되었다 본 훈련에서. 40

검출기를 이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단계의 높이에서% HPGe 3 134Cs 및 137C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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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감마선에 대한 전에너지흡수 피크의 참면적을 각각 계산하였다605 662 keV .

그림 1-102 현장감마분석 훈련 참가 상황.

지정된 검출기 높이와 해당 높이에서 측정된 계수율로부터 선원의 깊이를 계산

하였으며 먼저 기존의 의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Al-Ghamdi 표 1-18에 나타내었

다 검출기는. 134Cs를 측정할 때에는 및 에 위치시켰으며26.5, 50.0 99.0 cm , 137Cs

을 측정할 때에는 및 에 각각 위치시켰다 이때 사용된 검출기25.5, 49.5 91.0 cm .

의 유효중심은 검출기 입사창으로부터 약 이며 따라서 종류의 지표면으로3 cm , 3

부터 검출기 유효중심까지의 거리에서 측정된 계수율들로부터 선원의 깊이를 각각

계산하였다 이를 실제 선원깊이와 비교하였을 때. , 134Cs에 대해서는 검출기 높이가

와 에서의 계수율로 비교한 결과가 가장 비슷하였으며26.5 cm 50.0 cm , 137Cs에 대

해서는 검출기 높이 와 에서 유도된 결과가 가장 유사하였다 그러25.5 cm 91.0 cm .

나 다른 검출기 위치에서의 측정결과로부터 선원의 깊이를 유도했을 때에는 실제

깊이와 차이가 큰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해당 방법이 거리에 대한 차항의 비이, 2

기 때문에 검출기 위치 및 선원과 검출기 축으로부터의 이탈 등에서 작은 변화라도

결과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매질 내 선원깊이 및 방사능 동시결정 프로그램으로부터 위의 측정결과

를 적용했을 때를 표 에 나타내었다 먼저 계산된 선원깊이는 가지 검출기1-19 . , 3

높이에서의 방사선 플루언스비와 참계수율비가 같아지는 조건으로부터 유도되었으

며 선원깊이에 대한 불확도는 계산결과의 수준을 적용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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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핵종 모두 실제 선원깊이와 비교했을 때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선원의,

깊이는 134Cs 및 137Cs에 대하여 와 로 모두 이내의 오차를 보24.5 32.5 cm 10 %

였다 그리고 계산된 선원깊이와 그 때의 검출기 높이에서의 방사선 플루언스를 이.

용하여 방사능 값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134Cs 및 137Cs에 대하여 와0.214

로 조사되었다 이때 실제 토양 밀도를 고려한 방사선 플루언스의 보정2.89 MBq . ,

을 적용하였으며 선원깊이 검출기 높이 및 플루언스 보정 등에서의 불확도 등을, ,

고려하여 계산된 방사능의 불확도 수준을 두 핵종 모두 로 가정하였다 표에20 % .

서 보듯이 두 핵종 모두 실제 방사능 값과 비교했을 때 최대 이내의 오차, , 15 %

내에서 평가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선원의 매질 내 깊, ,

이와 방사능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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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선원의 깊이1-18 Al-Ghamdi

γ

표 매질 내 선원깊이 및 방사능 동시결정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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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주요 누출 핵종 긴급분석 기술개발

1. 식품긴급 분석을 위한 전처리 기술개발

가. 식품별 전처리 및 화학분리방법 개발

대상 식품 및 핵종 선정(1)

오염된 환경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주요 방사성핵종 긴급평가방법 개

발은 수출입 산업체 및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식품의 보관 및 유

통의 특성상 신속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의 농축수산물 식료품 감시. ,․ ․

관련 기관에서 방사능물질 관련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방사성핵종 분

석기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식품 신속 방사능오염 분석 및 평가기

술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중 방사성 핵종의.

신속 분석법 시간 이내 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방(turnaround time 36 )

사핵종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 단계에서 소요되는 일 이상의 시간을 시간10 12

이내로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개발을 모색하였다.

식품은 크게 생산방식에 따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으로 분류되며 농산물은, ,

곡류 두류 과실류 채소류 및 가공품이 포함되고 축산물은 육류 우유 및 가공품, , , , ,

수산물은 어패류 해조류로 분류되며 버섯 및 산채류 등의 임산물 식염 유지류 식, , , ,

품첨가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식품 중 관심 인공 방사성 핵종은 표 에 나. 2-1

타낸 바와 같이 90Sr, 131I, 137Cs 등이 포함된다, Pu .

Food groups Natural Artificial

Beverages 226Ra,238U 90Sr,131I,137Cs

Cereals 40K 90Sr,131I,137Cs

Fish and shellfish 210Pb,210Po 99Tc,137Cs,Pu,Am

Fruit 14C 35S

Game food and venison 210Po 137Cs

Honey 14C 137Cs

Meat and offal 210Po 90Sr,137Cs, Pu, Am

Milk and dairy products 14C,40K 90Sr,131I,137Cs

Vegetables 40K 90Sr,131I,137Cs

표 식품 중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에서의 관심핵종 분류2-1.

본 연구에서는 베타핵종 중 90 의 전처리 및 화학분리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하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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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방사성스트론튬은. 82Sr, 83Sr, 85Sr, 89Sr, 90 이 존재하며 생물학적 관점에서Sr

Ca2+과 물리 화학적 거동이 유사하여 을 거쳐· food chain Ca2+을 대체하므로 그 중

요성을 갖는다 국제적으로 식품규격위원회 는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CODEX)

교역 시 공정한 무역행위 확보의 목적으로 식품의 규격 지침(standards),

실행규격 최대잔류허용기준 을 규정하기 위(guidance), (code of practices), (MRLs)

해 각 식품군을 과실류 채소류 볏과 식물 견과류와 씨류 허브와 향신류 등 세밀, , , ,

하게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기준으로서 방사성 핵종의 농도에 대해 다음

의 표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2-2 .

Radionuclides in Food
Guideline level

(Bq/kg)
238Pu,239Pu,240Pu,241Am 1

90Sr,106Ru,129I,131I,235U 100

35S,60Co,89Sr,103Ru,134Cs,137Cs,144Ce,192Ir 1000

3H*,14C,99Tc 10,000

*Represents organically bound tritium

표 식품 중 관심 방사성 핵종의 종류 및 기준2-2. (CODEX)

그림 국내 식품 소비량 통계 주민피폭선량 산출을 위한 성인 연령군 식품군별2-1. (a),

통계량 (b)

한편 국내 식품 공전에서는 총 식품 종류를 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514 .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생산방식과 특성에 따른 것으로 공중의 보건학적 관점에서

국민의 일일식품 소비량 및 패턴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소비량 및 패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그림 에. 2-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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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통계 중 식품 소비량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나타내었으며 또한2010

그림 에는 주민피폭선량 산출을 위한 성인 연령군 식품군별 통계량2-1 (b)

주민 피폭선량평가 체계 개선 방향 연구 을 나타내었다 이(KINS, (INDAC) , 2011) .

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군은 백미 우유 배추 순으로 나타났, ,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중 방사성 핵종의 긴급분석법 개발을 위해 백미와.

우유군에 대해서 신속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식품 시료의 방사성 핵종분석을 위한 전처리 방법 비교 평가(2)

식품 및 환경 등의 분석 대상 시료는 대부분 분석을 위한 시료 매질에서 적절하

지 않기 때문에 분석 및 분리가 가능한 형태의 매질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시료의 매질을 균질화 하는 전처리 단계와 화학종 분석을 위한

분리 농축 단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특히 전처리 단계는 대부분 분리 농축 및, . ,

분석에 방해영향을 미치는 유기물의 제거와 용액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분석 불확도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처리

방법에 대한 표준화 및 유효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시료 전처리는 목적.

원소의 측정 효율 극대화 검출능 분리능의 향상 공존 방해물질 제거 분석대상( , ), ,

물질의 농축 분해 및 융해 분석기기의 선택성과 감도를 감안하여 선택하여, matrix ,

야 하며 시료의 오염 변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 시료의 경우, , .

사용되는 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전처리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산처리 방법과 방법fusion

이 선택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식품은 시료의 분해 및 용해와 융해처리 시료의.

용적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쇄 및 건조회화 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dry ashing)

이지만 이 과정이 대부분 일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어 긴급분석법으로는 적절하지7

않다.

· Extraction with water, acids or other extractants

· Dry ashing (dissolution)

- Combustion with air/oxygen

- Pyrolytic decomposition

- Dry ashing with microwave-assisted

· Wet ashing (digestion)

- Normal pressure with oxidizing mineral acids

- Hot plate method

- wet ashing with microwave-ass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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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sion

식품 시료의 화화 과정은 용액화 전단계로 목적 성분의 측정 방해 물질 유기물( )

분해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건조회화와 산을 이용한 습식회화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그림( 2-2).

그림 건조 및 습식 회화법의 분류2-2.

이 중 회화로를 이용한 건조산화법은 시료량 에 제한이 없지만(1 g 10 kg )～

처리 시간이 매우 긴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불용성 염(Cr, SiO2 을 생성하거나 시)

료의 탄화가 이루어졌을 때 시료의 용액화에 큰 어려움을 갖는다 이러한 시료의.

탄화는 발화온도 지점에서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이 지점에서의 온

도를 일정시간 유지 시켜 줌으로써 탄화를 방지할 수 있다 표 이후 온도를( 2-3).

이상으로 올려 잔류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550 .℃ 137Cs, 131 와 같은I

휘발성 핵종은 에서 휘발에 의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450 550～ ℃

단점을 갖고 있다 습식회화법은 질산과 황산과 같은 강산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제.

거하고 수용액 상태의 매질로 만드는 방법이며 분해용 기구로부터의 오염이 적고,

반응의 진행 사항을 관찰하면서 분해할 수 있으며 저렴한 전처리 방법이지만 역시

처리시간 길고 가열함으로써 산의 세기 감소 휘발성 원소들이 손실되고 다량의 산,

류 사용함으로써 산류 농축으로 바탕 시험 값 상승 하는 단점이 있다 습식화화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질산(HNO3 황산65 %), (H2SO4 과산화98 %),

수소수(H2O2 이며 목적에 따라 염산 과염소산 불산 인산 또는 그 혼합산을30 %) , , ,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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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s Properties

Nitric

- boiling point: 120 °C (65% concentration)

- Most common acid for oxidation of organic matrix

(CH2)x + 2HNO3 -> CO2(g) + 2NO + 2H2O

- dissolves most metals (except Au, Pt, Al, B, Cr, Ti, and

Zr)

- virtually clear or citrine color solution after reaction with

organic

Sulfuric

- boiling point: 340 °C (98% concentration)

- destroys organics by dehydrating action

- matrix effect (sulfate)

Peroxide

- boiling point: 170 °C (30% concentration)

- oxidizing agent (2H2O2 -> 2H2O + O2)

- volatilize dissolved organic residues in solution

- violent reaction (use small amount)

표 습식회화를 위한 산의 종류 및 특성2-4.

이 중 질산은 유기물의 산화에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가 로 저boiling point 120 ℃

온에서 분해가 이루어져 지방 및 단백질 등의 분해에는 적합하지 않다 황산은.

가 로 고온에서의 분해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지만 에 의boiling point 340 sulfate℃

한 이온의 난용성염+2 (BaSO4, CaSO4, SrSO4 등 의 생성이 주요 방해 영향으로 작)

용한다 표 에는 질산과 황산 과산화수소수에 대한 사용목적과 반응 기작 등에. 2-4 ,

대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시료의 회화에 사용되는 산은 시료의 종류 화학 특성. , ,

Materials
Preliminary ashing

temp (°C)

Weight of original food

(kg)

Meat 150-250 1.1

Fish 150-250 0.8

Fruit (fresh/canned) 175-325 1.6-3.7

Milk 175-325 1.4

Vegetables 175-225 1.3

Root vegetables 200-325 1.3

Grains 225-325 1.5

표 식품 시료의 발화 온도 및 핵종 분석을 위한 최소 시료요구량2-3. (HAS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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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후 목적 핵종에 대한 바탕값 상승 및 방해 염 생성 기작 등에 대해 충분히 고

려하여 단일산 또는 혼합산을 사용할 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Wet ashing with

식품 시료의 전처리 기술 중 시료의 분해 시간을 최소화 할 수microwave system:

있는 방법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여 분해하는

과 산을 단계적으로 주입하면서 분해 할 수 있는 으로closed system open system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웨이브 분해법은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hot

방법보다 빠른 분해 시간 적은 시료 오염 휘발성 원소 손실을 극소화 할 수plate , ,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가의 장비 필요하고 목적 핵종의 최소검출가능농도 (MDA)

를 위한 시료량이 큰 방사능분석의 경우 시료량의 제한이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유기물의 함량이 많은 식품 시료의 경우에는 은closed system 0.1 1 g,～

은 최대 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의 표 에는 건조 및 습open system 5 g . 2-5

식 회화법과 마이크로웨이브 분해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Dry ashing Wet ashing Microwave digestion

Slow Moderate Rapid

Simple, easy Complicated Simple, easy

High Temperature (the

risk of loss)

Low temperature (no

losses)

Moderate temperature (no

losses)

Less operator skills Operator skills Less operator skills

No chemical reagents
Corrosive-explosive

reagents

Corrosive-explosive

reagents

Much sample amount Enough sample amount Less sample amount

No expensive No expensive Expensive

표 건조 습식회화와 마이크로웨이브 용해 방법의 비교2-5. ,

식품 시료의 방사성 핵종 긴급 분석을 위한 전처리 방법 개발(3)

식품 중 주요 핵종 긴급검출기술 개발을 위해 선정된 백미와 우유 및 분유 시료

에 대한 전처리 및 방사화학분리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분석 시료에 대한 전.

처리 과정을 포함한 전체 분석 기간은 시간 이내로 하였다turn-around time 36 .

분석에 사용된 시료량은 사고시를 가정하여 각각 으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의300 g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조회화법과 마이크로웨이브 분해법을 각각 수행하2-3

여 분석법 정확도 및 정밀도 소요 시간에 대해 평가 하였다 현재 방사능 모니터링, .

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건조회화법은 대략 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1

개발하고자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분해법은 의 시료를 예비건조 분쇄 건조300 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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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융해과정을 최대 시간 미만에서 전처리 하고자 목표하였다, 12 .

그림 방사성 핵종 분석을 위한 전처리 흐름도2-3.

건조회화법 식품 시료 중 선정된 백미 우유 및 분유 시료를 건조회화 방법을 이: ,

용하여 전처리 하였다 방법은 각각의 시료에 대한 발화 온도를 고려하여 승온과.

유지 시간을 결정하였으며 회화된 시료는 질산을 이용하여 용액화하고 잔류물을 원

심 분리하여 제거한 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온도에 대한 감량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 질량분석기 를 이용하였고 분석- (thermal gravimetric analyzer)

결과는 다음의 그림 와 그림 에 나타내었다2-4 2-5 .

그림 백미 시료의 열질량분석2-4.

결과

그림 분유 시료의 열질량분석2-5.

결과

분석은 의 질량해상도를 갖고 회화로를 장착한TGA 0.1 g Platinum-Rhodiumμ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로 까지 온도를 증가시켰다TGA N-1500 4 /min 800 .℃ ℃

백미의 경우 범위에서 단계에 걸쳐 급격히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250 400 2～ ℃

로 나타났으며 분유의 경우 범위에서 완만히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100 400～ ℃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미와 우유 분유 시료에 대한 건조회화 온도. ,

프로파일을 다음의 그림 과 그림 과 같이 결정하였다 백미 시료의 건조회2-6 2-7 .

화는 총 시간 우유와 분유 시료는 시간이 소요되었다168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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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쌀 시료의 건조회화 온도2-6.

프로파일

그림 우유 분유 시료의 건조회화2-7. ,

온도 프로파일

그림 에는 백미 시료의 건조회화 과정 중의 시료 상태 변화를 각각의 온도에2-8

대해서 나타내었다 백미 시료는 범위에서 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200 300～ ℃

나타났으며 이러한 탄화작용으로 인해 시료의 용액화에 최대 일 이상의 시간이10

요구되었다 그림 에는 각각의 시료에 대한 화화 전후 사진을 나타내었다 시료. 2-9 .

의 회분 함량 은 약 백미 분유 우유 로 나타났다(ash %) 1.3 %, 15 %, 0.8 % .

그림 백미 시료의 건조회화 과정 중의 시료 상태 변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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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백미 우유 분유 시료의 건조회화2-9. , ,

회화된 시료의 용액화 과정은 각각의 시료를 씩 테플론 비이커에 분취하고ash 1g

질산 주입하여 에서 가열분해하였다 잔류 유기물을 제거하(65 %) 10 mL 110 .℃

기위하여 과산화수소수를 소량 투입하였다 시료를 모두 증발 건고한 후 다시. 8 M

질산을 주입하여 용해하고 에서 분간 원심분리한 후 분석 시료로 사용3000 rpm 5

하였다 용액화 과정은 그림 에 나타내었다. 2-10 .

그림 우유 시료의 회분 용액화 과2-10. 정

마이크로웨이브 분해법 식품 시료 중 선정된 백미 우유 및 분유 시료를 마이크: ,

로웨이브 분해법을 이용하여 전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마이크로웨이브 용.

해 장치는 사의 모델이며 개의 을 장착하여 동시에 분해 할CEM STAR 6 6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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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장비는 으로써 산의 주입량과 온도 유지 시간 등의 작동. open system ,

요인을 프로그램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대량의 시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림 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를. 2-11

나타내었으며 본 장비는 마이크로웨이브 발생 본체 종류의 산을 자동 주입할 수, 3

있는 분배기 산 배기 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습식세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료,

는 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은 시료량을 극대화 할 수 있pyrex vessel . open system

지만 소요되는 산의 량이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해 도중에는 분석 시료 중.

의 유기물과 산이 반응하면서 발생되는 압력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습

식 세정기의 용액량과 배기펌프의 압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11. Open vessel microwave digestor system

식품 시료 중 선정된 백미 우유 및 분유 시료를 마이크로웨이브 분해법을 이용,

하여 전처리 하였다 다음의 그림 에 백미 시료의 분해 조건을 나타내었다 백. 2-12 .

미 시료의 분해에 사용된 산은 질산과 과산화수소수 황산이었으며 초기에 질산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에서 적절히 분해하고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하여 유기물110 ℃

을 분해하여 제거하고 황산을 추가하여 탈수한 후 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였charring

다 된 시료는 최종적으로 질산을 이용하여 에서 용액화하고. charring 200 170℃ ℃

에서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하여 분해된 유기물을 제거하여 최종 용액을 제조하여 분

석 시료로 이용하였다 의 백미 시료분해에 소요된 시간은 분으로 의. 10 g 80 60 g

시료가 동시에 처리 되었다 따라서 의 백미 시료를 기준으로 약 시간 내에. 300 g 7

전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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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백미 시료의 마이크로웨이브 용해 조건 (N:

HNO3, S: H2SO4, P: H2O2)

백미 분유와 우유 시료의 분해 조건은 그림 에 나타내었다 분유 시료, 2-13 15 .～

는 우유 시료는 를 처리하였다 두 종류 시료의 분해 시간은 분 정10 g, 40 mL . 70

도에 완료되었으며 따라서 분유 은 시간 내 우유 는 약 시간 내300 g 6 , 500 mL 3

에 용액화 과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림 백미 시료의 마이크로웨이브 분해 조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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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유2-14. 시료의 마이크로웨이브 분해 조건

그림 우유 시료의 마이크로웨이브 분해 조건2-15.

분유와 우유 시료는 초기에 질산을 이용하면 지방 성분과 질산이 층 분리되어

내에서 을 형성하여 압력변화 등 분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vessel foam

황산을 이용하여 반응을 유도하고 까지 온도를 높여 지방 등 유dehydration 250 ℃

기물 분해를 완료한 후 용액화 하였다 분해 결과 용액의 상태는 백미와 우유 시료.

의 경우 투명 용액으로 분해가 완료되었지만 그림 분유의 경우 과( 2-16), Ca

의 반응으로sulfate CaSO4가 생성되어 침전을 형성하였다 그림 이 침전을( 2-17).

를 이용하여 확인 한 결과SEM-EDX CaSO4로 확인되었으며 분유 시료의 경우 황

산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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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마이크로웨이브 용해법을 이용한 백미 및 우유 시료 전처리 결과2-16.

그림 마이크로웨이브 용해법을 이용한 분유시료 전처리 결2-17.

과 및 분석 결과SEM-EDX

전처리 방법 유효화 식품 중 주요 핵종 긴급검출기술 개발을 위해 선정된 백미:

와 우유 및 분유 시료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분석 방법의 표준화 및 유효

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인증표준시료를 이용한 정확도 정밀도 평가 표준용액을 이, ,

용한 방법 직선성 평가 방사성 핵종의 회수율 평가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

- Accuracy and Precision using 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

Calcium

- Standard Addition Method: spike standard solution

- Recovery test using 85Sr (pure -source)γ

백미 시료에 대한 인증 표준물질로는 NIST SRM 1568a (Ri 를 선정하ce Flour)

였고 각 을 본 연구에서 확립한 마이크로웨이브 용해조건을 이용하여 용해하10 g

고 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그림 과 같이 인ICP-AES Ca . 2-18

증값과 비교하였을 때 방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상대오차가 정밀도를 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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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상대표준편차가 로 나타나 전처리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1.3 % .

또한 의 단일 표준용액을 까지 단계적으로 주입하고 용해1000 ppm Ca 0.5 2.0 g～

하여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각 농도범위에서 직선성을 충분히 유지하ICP-AES ,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참조( 2-19 ).

그림 분석 결과2-18. NIST SRM 1568a(Rice Flour)

그림 를 이용한 직선성 평가2-19. Standard addition method

또한 감마 핵종 표준 용액 (85 을 과 을 하여Sr, 2.64 × 104 Bq/g) 1.0 0.5 g spike

감마선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에 나타내었으며. 2-20

한spike 85 의 와 비교하였을 때 회수율 정밀도 로 나타났Sr activity 96.1 %, 3.5 %

다 세 가지 분석 방법의 유효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확립한 마이크로웨.

이브 용해 방법의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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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85Sr를 이용한 회수율 평가

2. 긴급분석을 위한 자동분리 시스템 구축

가. 90Sr 및 플루토늄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구축

(1) 90Sr 및 플루토늄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상세설계

가 방사성핵종 축차분리 기술 현황( )

알파와 베타핵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화학분리는 필수적이다 알파핵종의 경우.

알파스펙트로미터로 분석할 때 알파핵종 스펙트럼은 내에서 피크 중4 6 MeV∼

첩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분리에 의한 방해 핵종 제거와 정제과정을 필요로 한다.

로 분석할 때에도 동질량체 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로 베타핵ICP-MS (Isobar) . LSC

종을 분석할 때 베타핵종의 특성상 스펙트럼 폭이 넓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베LSC

타핵종을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해핵종 제거 방법은.

선택적 수지 와 중력흐름에 의한 칼럼 분리 방식을 사용하나 이 방(resin) (column) ,

법은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요구하는 방사화학분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는 종래기술에 의한 방사성핵종 분리 방법의 개요도이다 그림 의2-21 . 2-21 1

방식에 도시된 분리방법은 하나의 선택적 수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방사성column

핵종을 분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상술한 종래기술에 의한 방사성핵종 분리방법을.

이용하는 방사성핵종 자동분리 장치는 단일시료로부터 한 개의 핵종만을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다 즉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을 포함한 시료가. , 2-21 , Sr Sr Spec

에 의해 판매됨 로 명명되는 선택적 수지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이러(Eichrom ) .社

한 장치는 한 시료로부터 두 개 이상의 핵종을 동시에 축차 방사화학(sequential)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원자력 시설 중대사고시 비상대응 신속 방사능 분,

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일 시료에 섞여있는 두. ,

개 이상의 핵종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축차분리하기 위한 자동분리 방법과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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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대표적인 추출크로마토그래피용 선택적 수지와.

분리가능 방사성핵종은 아래 표 과 같다2-6 .

Resin Use Extraction Reagent
Separation

Process

Nickel

Resin
Ni dimethylglyoxime(DMG) precipitation

Pb Resin Pb
crown

ether(18-crown-6)
extraction

Sr Resin Sr, Pb
crown

ether(18-crown-6)
extraction

MnO2

Resin
Ra MnO2

ion

exchange

Diphonix

Resin

actinide nad

transition metals

diphosphonic acid and

sulfonic acid

ion

exchange

Ln Resin
lanthanides,

Ra-228

di(2-ethylhexyl)

orthophos phoric acid

(HDEHP)

extraction

Actinides

Resin

group actinide

separation/ gross

alpha

measurements

DIPEX extraction

DGA

Resin

actinides,

lanthanides, Y,

Ra

N,N',N"-tetra-n-

octyldiglycolamide
extraction

TEVA

Resin

Tc, Th, Np, Pu,

Am, lanthanides
aliphatic quaternary amine

extraction/i

on

exchange

TRU

Resin

Fe, Th, Pa, U,

Np, Pu, Am, Cm

octylphenyl-N,N-diisobut

yl carbamoylphosphine

oxide(CMPO)

extraction

UTEVA

Resin
Th, U, Np, Pu diamyl amylphosphonate extraction

표 상용화된 선택적 수지의 종류 및 분리 가능 핵종2-6.

89/90 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는 이며 사Sr Sr resin Eic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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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으로 판매되고 있다 동위원소 선택적 분리를 위해서는Sr-Spec . Pu TEVA

이 사용되고 있으며 와 을 분리하는데 사용resin , TEtraValent actinides technetium

된다. Sr2+ 와 과의 반응은 아래 평형식에 의해서 설명된다(aq) Sr resin .


 or 

 ⇔or

Crownorg

와 과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평형식에 의해서 설명된다Pu4+(aq) TEVA resin .

  
∙⇔


∙ 

 

E+ = Quaternary ammonium salt

단일시료로부터 89/90 과 악티늄 동위원소들의 축차 분리Sr (sequential separation)

는 시료 전처리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신속분석절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에 방사성핵종들의 축차분리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적용을 위한 칼럼 배열2-21

을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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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Column arrangement for the sequential extraction

chromatography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칼럼 조합을 사용하여 개 이상의 방사성핵종을 분리하기2

위한 자동축차분리 프로토콜 과 이(automated sequential separation procedures)

를 구현하기 위한 자동축차분리 컨트롤러(ASRS-MC: Automated Sequential

와 운영프로그램Radionuclides Separator-Main Controller) (ASRS-CS: Control

자동축차분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축차분리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Software),

(ASRS-SS: Automated Sequential Radionuclides Separator-Sequential

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chromatographic Separator) .

나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프로토콜 및 시스템 상세 설계( )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용 시스템은 자동축차분리 프로토콜 프로그램 자동축차,

분리 컨트롤러 자동축차분리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으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

이 시스템은 동시에 개 시료를 두 개 이상의 핵종에 대해서 축차분리할 수 있고4 ,

축차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동시에 개 시료의 단일핵종을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8

하였다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개념도를 그림 에 나타냈다. 2-22 .

ASRS-CS

Control
Software

ASRS-MC

Main
Controller

ASRS-SS

Sequential
chromatographic

Separator

그림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개념 구성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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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제작(2)

가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와 은MARS Tc-99 MARS Sr-90 99Tc와 90 을 선택적으Sr

로 자동분리할 수 있는 단일핵종 자동분리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한 시료로부터 두 개 이상의 핵종을 동시에 축차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원,

자력시설 중대사고시 비상대응 신속방사능 분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

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핵종을 한 시료로부터 신속하게.

자동분리하기 위한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기“ (ASRS: Automated Sequential

를 개발하였다 본 개발품은 의 유량으로Radionuclides Separator)” . 1 7 /min～ ㎖

89/90 과 방사성핵종 등을 신속하게 동시에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림Sr Pu .

에 나타낸 두 개의 칼럼을 사용하여 두 개 이상의 방사성핵종을 자동축차분리2-23

하기 위한 자동축차분리 프로토콜 개념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자동축차분리 크로마토

그래피 시스템 (ASRS-SS: Automated Sequential Radionuclides

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Separator-Sequential chromatographic Separator) .

는 두 개의 자동분리기 와 연결부위ASRS-SS (L 332×W 450×H 450mm) (L

로 구성되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자동분리기가 연결296×W 450× H 204mm) .

되어 방사성핵종 축차분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각의 자동분리기에 각 각.

개의 칼럼이 부착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총 개의 칼럼을 사용하여 개의 시4 . 8 4

료를 동시에 축차분리 할 수 있고 개의 시료를 동시에 단일핵종 분리가 가능한, 8

구성이다 연결부위에는 두 대의 연동펌프를 제어하기 위한 두 대의 컨트롤러가 부.

착되어 있다 두 개의 자동분리기와 연결부위 위에는 시약병과 시료병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의 설계도와 설계도를 그림 과 그림. ASRS-SS 3D 2D 2-23

에 나타내었다 의 시제품 사진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본 개2-24 . ASRS-SS 2-25 .

발품은 특허출원을 준비 중이며 해당 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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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도면2-23. ASRS-SS 3D

그림 의 도면2-24. ASRS-SS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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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Prototype of Automated Sequential

Radionuclides Separator (ASRS-SS) and Main Controller

(ASRS-MC)

를 통하여ASRS 89/90 과 를 선택적으로 축차분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Sr Pu

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재현적으로 축차분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동분. , ,

리 과정 중 정제된 방사성핵종을 최소 부피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원자력시설 중대사고시 한 시료로부터 두 개 이상의 방사성핵,

종을 순차적으로 축차분리할 수는 있기 때문에 비상대응 신속분석에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방사성핵종 축차분리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3)

성능평가

가 자동축차분리 컨트롤러 운영 프로그램 개발( ) (ASRS-MC) (ASRS-CS)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설계 및 제작 그림 에 도식화된 방사성핵종 자동축: 2-22

차분리 시스템 개념에 따라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시스템은 를ASRS-SS

로 컨트롤하고 는 를 사용하여 자동축차분리 프로토ASRS-CS ASRS-MC ASRS-CS

콜을 수행한다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LabView (National Instrument

사 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그림 과 그림 에 도식화된 방사성핵종 자) , 2-26 2-27

동축차분리 프로토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는. ASRS-SS

모듈에 있는 자료수집장치와 포트로 연결된 운영 컴퓨터와의ASRS-MC USB I/O

전달을 통해서 운영 프로그램으로 조정된다 운영프로그램 는. ASRS-CS LabView

프로그램 언어 버전 으로 작성되었으며 의 각 부분을 작동시키고2013 , ASR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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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하여 화면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는 윈도. ASRS-CS 2000

이나 에서 작동된다 는 프런트패널과 블록다이아 그램으로 구성되었XP . ASRS-CS

다 프런트 패널은 화면상에서 장치의 각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사용자와.

를 서로 연결시켜 전달을 해주는 가상의 장치이다 블록다이아 그램ASRS-SS I/O .

은 프런트 패널에 대한 그래픽 소스 코드를 나타낸다 프런트 팬널 구성은. "Pump

창 창 창으로 되어 있다calibration" , "Calibration parameters" , "Execution" .

의 창에 대한 프런트 패널을 그림 에 나타냈다ASRS-CS "Pump calibration" 2-28 .

창에서는 의 두 대의 연동펌프의 유량 을"Pump calibration" ASRS-SS calibration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입력 파라미터는 두 대의 펌프에 대한 전압과 펌프 작동시.

간이다 각 각의 밸브의 위치는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 open .

로 칼럼 개부터 개까지 유량을 할 수 있다1 8 calibration .

그림 의 창에 대한 프런트 패널2-26. ASRS-CS "Pump calibration"

의 창에 대한 프런트 패널을 그림 에 나ASRS-CS "Calibration parameters" 2-32

타냈다 창에서는 창을 사용하여 얻어. "Calibration parameters" "Pump calibration"

진 펌프 전압에 대한 유량 정보를 입력하여 각 각의 칼럼에 대한 펌프 유량 교정

값 을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slop of pump calibration, mL/min/volt) . 8

의 칼럼에 대한 펌프 유량 교정 값을 계산하고 전압 대 유량 그래프를 도식시키며,

최적의 피팅을 수행하여 피팅 상수 R2을 계산한다 그리고 각 각의 모듈에서 최소.

및 최대 펌프 유량 교정 값을 찾아내고 이 값을 창으로 보낸다, "Execution" .

의 창에 대한 프런트 패널을 그림 에 나타냈다 한 화면ASRS-CS "Execution" 2-28 .

에서 사용자가 모든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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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치의 실제 구성도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어 눈으로도 쉽게 각각의 밸브상태.

와 유량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의 창에 대한 프런트 패널2-27. ASRS-CS "Calibration parameters"

그림 의 창에 대한 프런트 패널2-28. ASRS-CS "Execution"

창에서는 의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를 수행하는 데 사용"Execution" ASRS-SS

된다 창은 축차분리를 결정하기 위한 선택자 분. "Execution" Sequential Y or N ? ,

리 시료 수 칼럼수 를 결정하기 위한 선택자가 있으며( ) Number of column ? ,

으로 구성되어Conditoining, Loading, Rinsing-1 Rinsing-5, Elution, Clean-up～

있으며 각 스텝에서 각각의 부피와 유량을 독립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프, .

로그램 진행정도를 표시하는 에 의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작업이Proceeding (%) ,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사용자 편리 프로그램이다 의 방사성. ASR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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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자동축차분리를 수행하기 위해 의 창에 입력해야 할 가ASRS-CS "Execution"

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부피 유속 시약선택이다(volume), (flow rate), .

연동펌프의 전압에 대한 유속 변화 는(slop of pump calibration) "Calibration

창에서 얻어진 값이 자동으로 창으로 연계되며 단위는parameters" "Execution" ,

이다 실행창에 있는 각 밸브의 원형 는 밸브가 작동될 때 회색에서mL/min/V . LED

녹색으로 변한다 막대형 는 튜브에서 용액의 흐름을 나타내며 용액이 흐를 때. LED

는 녹색으로 반짝인다 실행창의 입력파라미터인 부피는 식에 의해 계산된 연동. (1)

펌프를 작동시키는 시간 을 변화시켜 얻어진다 실행창의 입력파라미터인 유속은(t) .

식에 의해 계산된 연동펌프에 가해지는 아날로그 출력 전압 을 변화시켜(2) (AOV)

얻어진다.

= volume/flow rate (1)

AOV = flow rate/slope of pump calibration curve (2)

예로서, volume = 20 mL, flow rate = 2 mL/min, slope of pump calibration

일 때 연동펌프는 값이 에서 분간 작동된다curve = 2 mL/min/V AOV 1.0V 10 .

나( ) 과 플루토늄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프로토콜 개발

에 의한ASRS 89/90 과 플루토늄 자동축차분리 식품시료 전처리 방법에 의하여Sr :

준비된 질산용액 상태의 시료에 대해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8M ASRS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그림 은 개의 칼럼 방법에 의한. 2-29 2 89/90 과 를Sr Pu

수지와 음이온교환수지 또는 수지를 이용하여 축차분리 하기위한Sr-Spec TEVA

칼럼구성과 시약주입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에 도식화된. 2-34 89/90 과 를 축차Sr Pu

분리하기 위한 에 대해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프로토콜flow chart ASRS

을 표 에 나타내었다 표 의 자동프로토콜은 는 이2-7 . 2-7 Sequential Y or N ? Y

고 은 인 경우이다 기타 경우도 자동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Number of column ? 1 .

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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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89/90Sr과 를 축차분리하기 위한Pu flow chart

step Process

1st ASRS-SS module 2nd ASRS-SS module

flow

rate

(ml/Min)

volume

(mL)

F S V

- 6

W

F SV

- 2

W

F D V

-3W

flow

rate

(ml/Min)

volume

(mL)

F S V

- 6

W

F SV

- 2

W

MFSV

-2W

F D V

-3W

1 Conditioning 2 25 1 1 3 0 0 0 0 1 2

2 Loading 1.5 25 0 2 3 0 0 0 0 1 3

3 Wash-1 1.5 15 1 1 3 0 0 0 0 1 3

4 Wash-2 3 15 2 1 2 2 20 2 1 2 2

5 Wash-3 3 30 3 1 2 2 0 0 0 0 0

6 Wash-4 3 0 0 0 0 2 0 0 0 0 0

7 Elution 1.5 20 5 1 1 1 20 5 1 2 1

9 Clean-up 3 30 6 1 2 2 30 6 1 2 2

표 과 를 축차분리하기 위한 창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프로토콜 칼2-7. Sr Pu "Execution" (

럼 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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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전자밸브 의 번호는2-7 (FSV-6W, FSV-2W, FDV-3W, MFSV-2W)

은 전자밸브내의 모든 밸브 를 나타내고 각각의 번호는 전자밸브 내의 밸#0 close ,

브의 위치에 해당하는 밸브 을 타나낸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성핵종 자동open .

축차분리 프로토콜 및 프로그램은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시스템 을 효“ (ASRS)”

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 과정에 대한 자동분리시간은 시간 이내로 사고시 결. 4

과를 내야하는 시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초보자도 쉽게 이36 .

용할 수 있어 시스템은 원자력시설 주변 일상 환경감시 활동에 점진적으로, ASRS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 89/90Sr 방사능 동시 신속 측정방법 개발

가 을 이용한 분리. Sr-resin Sr

을 이용해 을 정제하는 실험을 아래와 같이Sr resin 2 ml (BV) stable Sr 5 mg

수행하였다 을. stable 5 mg, Ca 100 mg, Y 5 mg 8 M HNO3 에 혼합하였다15 ml .

20 ml 8 M HNO3으로 최적화한 에 의 유량으로 통과시켰다Sr-resin 2 ml/min . 5

에 해당하는BV 8 M HNO3 를 통과시켜 방해이온을 제거하였다 초순수10 ml . 10

로 을 용출하였다 그림 에서 은 과정에서 모두 분ml (5 BV) Sr . 2-30 , Y, Ca rinsing

리되었다 일 때 은 과 을 확실. Ca 100 mg, Sr 5 mg , Sr-resin 2 ml (BV) Ca,Y Sr

하게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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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behavior of Ca,Y and Sr on Sr resin 2 ml (BV)

나 를 이용한. LSC 89/90Sr 분석

(1) 89/90Sr, 90Y의 계측 효율 결정

89/90 혼합 시료 중Sr 89Sr, 90 의 방사능을 동시에 결정하기 위해서는Sr

과 칵테일을 혼합한 의 각 계측Cerenkov counting (ec) Scintillation counting

효율 을 알아야 한다 식 는 시료와 칵테일을 혼(es) ( 2-1, 2-2). Cerenkov mode

합하지 않고, 89Sr, 90 과Sr 90 의 광을 계측하는 조건을 말한다Y Cerenkov .

는 시료와 칵테일을 혼합하여Scintillation mode 89Sr, 90 과Sr 90Y의 방사능 농도를

계측하는 조건이다. 90Y과 89 의 를 알기Sr Cerenkov photon counting efficiency

위해 에 해당하는 표준 용액을 에 옮긴다 최종 부피가, 5 Bq 20 ml plastic vial . 10

가 되도록ml 0.05 M HNO3을 혼합한다 바탕 시료로. 0.05 M HNO3 를 넣10 ml

은 을 준비한다 이 끝나면 칵테일을 혼합하고vial . Cerenkov counting ,

을 실행한다 계측 조건은 표 과 같다Scintillation counting . 2-8 .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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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nkov mode Scintillation mode
14C 14C

low energy biased high energy biased

window 20..500 150..500

표 2-8. 89Sr, 90Sr 측정을 위한 계측 조건LSC

그림 2-31 89Sr, 90Sr 의 스펙트럼, Sr90+Y90 LSC

Cerenkov mode Scintillation mode

counting efficiency (ec, %) counting efficiency (es, %)
90Sr 1.4 92.0

39.5 91.1
90Y 64.7 96.6

표 2-9. 89Sr, 90Sr, 90 의 에서의 계측 효율Y LSC

분석용 시료 준비(2) LSC

에서 정제된 은Sr-resin Sr SrCO3 형태로 시킨 뒤 산으로 용해하여 분석용, LSC

에 옮긴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plastic vi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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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용출한 용액의 를 으로 조절한다 가 을 이용한. Sr-resin pH 10 ( . Sr resinㄱ

분리 참고Sr ).

포화 탄산나트륨 용액 를 넣어. 5 ml Srㄴ 2+를 SrCO3로 침전시킨다.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한다 에탄올을 침전물에 혼합한 뒤 다시 원심분. .ㄷ

리한다.

오븐 에서 침전물을 건조한다. (oven) .ㄹ

. 0.05 M HNOㅁ 3 를 이용해 침전물을 에 옮긴다10 ml 20 ml plastic vial .

를 분취해 약 배 희석하여 로 을 분석한다 회수. 0.04 ml 500 ICP-OES Sr (Srㅂ

율 평가).

을 수행한다. Cerenkov counting .ㅅ

를 혼합한 뒤에 을 수행한다. Ulima Gold LLT 10 ml , Scinitllation counting .ㅇ

(3) 의 방사능 계산

89/90 의 혼합 시료 중 각 핵종의 방사능은 과Sr Cerenkov counting Scintillation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시료의 의 계수율counting [24]. Cerenkov counting

에서 바탕 시료의 계수율을 뺀 계측치를 
 시료의 의 계, Scintillation counting

수에서 바탕 시료의 계수율 뺀 계측치를  
 라 하자. 

와  
를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 (2-3)


  

∙
∙

∙


∙
∙ (2-4)

두 식을 
,

 기준으로 정리하면,


 


∙∙


∙

∙


∙


∙

 ∙
∙



∙


∙



(2-5)


 





 


∙∙



∙


∙


(2-6)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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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t0: separation time

t1: Cerenkov counting time

t2: Scintillation counting time

그림 를 이용한2-32 LSC 89/90Sr 혼합 시료의 방사능 평가

4. 플루토늄 신속 분석

가 개발 배경 및 목표.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길고 내부 피폭 위험도가 커 방사선 방호 측면에서 매우Pu

위험한 방사성 동위 원소로 분류된다 동위 원소는 개로 구분되며 그 중. Pu 20 ,

238Pu, 239Pu, 240Pu, 241 이 주요 감시 핵종이다 각 핵종의 반감기는 년Pu . 87.7 ,

년 년 년이다24,110 , 6561 , 14.4 . 238Pu, 239Pu, 240 은 알파 핵종이고Pu , 241 은 베Pu

타 핵종이다. 241 은 방사성 붕괴 과정에서Pu 241 반감기Am (alpha emitter, 432.7

년 을 생성함으로써 다른 알파 핵종과 마찬가지로 인체 내부 피폭 위험을 배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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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핵종이다 년대 사이에 실행된 핵실험이 의 주요 방출원이다. 1950-60 Pu [25].

외 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떨어진 비상대피지역Zheng (2012)[26] 20 km

과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환경 시료에서(Evacuation-Prepared Area) 239Pu,

240Pu, 241 을 분석하였다 그림 환경 중 대부분의Pu ( 2-33). 241 은 대기 중 실행한Pu

핵실험에서 기인하였다 다른 동위원소에 비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일본 내. Pu ,

에서 241 의 농도는 매우 낮았다 지구적 침적 에 의한Pu . (global fallout) 241Pu/239Pu

는 이고0.00194 ± 0.00014 , 240Pu/239Pu는 이다 후쿠시마 사고0.180 ± 0.007 .

후, 241Pu/239Pu는 로0.103 0.135 ,∼ 240Pu/239Pu는 으로 증가하였0.303 0.330∼

다 특히. 241Pu/239Pu비는 약 배 이상 증가하였다50 .

그림 후쿠시마 지역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지점2-33. Pu

([26])

의 동위원소비는 관측된 의 발생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Pu Pu .

에서 의2-34 , J-village 240Pu/239Pu 와 241Pu/239Pu 의 원소비가 다른 지역 (S2,

보다 조금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 는 의S3) . Zheng (2012)[26] J-village Pu

동위원소비가 다른 지역 에 비해 낮은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뿐만(S2, S3) ,

아니라 지구적 침적 에 의한 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global fallout) Pu .

의J-village 239+240 중 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기인하고 나머지 는Pu 87 % , 13 %

지구적 침적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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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쿠시마 원전 인근 체르노빌 원전 인근 지구적 침적에2-34 , ,

의한 241Pu/239Pu 와 240Pu/239Pu의 상관관계 ([26])

동위원소비는 원자로안의 핵연료 상태나 방사성 핵종의 양 그리고 사고 유형Pu ,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관측된 동위[27]. Pu

원소비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관측된 동위원소비 체르노빌 인근 지역 보다 높Pu ( )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때. , 239+240Pu (8.7 × 1013 이 많이 방출Bq)

되어서 241Pu/239+240 의 비는 였다 반면Pu 83 ± 5 (Zheng et al 2012, ref 15,18. ,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241Pu/239+240 의 비는 평균 로 관측되었다Pu 108 [26].

동위원소비가 높은 이유는 우라늄과 우라늄 플루토늄이 포함된 핵연료를 사용하Pu /

는 호기가 손상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

후쿠시마 사고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사고에서 은 매우 중요한 감시 핵종이, Pu

다 동위원소의 대부분은 알파 핵종으로 반감기가 매우 길며 붕괴에너지도 크. Pu ,

다 베타 핵종인. 241 은 반감기가 짧은 데다가 붕괴과정에서 이라는 알파Pu , Am-241

핵종을 생성한다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의 인체 내부 피폭 위험도는 매우 크다. , Pu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 식품 중(CODEX) 90 의 수준으로 으Sr guildeline 100 Bq/kg

로 설정한 것에 비해 동위원소에 대해서 유아용 식품 으로 제한하는Pu 1 Bq/kg ( )

것은 같은 맥락에 있다 동위원소비는 관측된 의 기원에 관한 정보 지구적. Pu Pu -

침적 또는 원자력 사고 유형 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시료에서 분리- . /

정제한 을 분석하는 방법을 비교 평가하는데 있다P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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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기술. Pu

은 방사선계측기 와Pu (alpha spectrometer,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Mass

분석할 수 있다 알파 스펙트로미터는Spectrometery . 238Pu, 239+240Pu을 측정할

수 있다. 238 의 경우Pu (max. energy 5.50 Mev) 228 과 에너지가 비슷해 반드시Th

시료에서 을 분리한 후에 계측한다Th . 239Pu 와(max. energy 5.16 MeV) 240Pu

은 붕괴에너지가 서로 비슷해 알파스펙트로미터로 구분하(max. energy 5.17 MeV)

기 어렵다. 241 은 베타 핵종이기 때문에 알파스펙트로미터로Pu , 238Pu, 239+240 을Pu

계측한 후에 로 분석한다 본 절에서는 를 이용한LSC . LSC 241 분석Pu , alpha

를 이용한spectrometer 238 분석Pu ,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를 이용한 분석에 관해 논의한다spectrometry) Pu .

를 이용한(1) LSC 분석

241 의 반감기는 년이고 비방사능은Pu 14.4 0.3 × 10-12 이므로g/Bq , Mass

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Spectrometer . 241 은 베타 붕괴를 하며 붕괴 에너Pu

지는 이다 를 이용해 정제된 은 분석에 맞게 시료 형태를20.1 keV . TEVA Pu LSC

바꾼 뒤에 계측한다 를 이용해 측정 가능한. LSC 241 의 최소 방사능 농도를 평가Pu

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후 관측된 환경 시료 중. 241 농도를 근거로 그림Pu , LSC (

로2-35) 241 을 분석할 때 필요한 시료 양에 대해 고찰하였다P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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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LSC (Quantulus 1220,

Perkin Elmer)

가 에서( ) LSC 의 계측 효율

241 표준 용액 을 이용하여 그림 에서Pu (NIST) LSC ( 2-36) 241 에 대한 계측Pu

효율을 결정하였다. 241 이 되도록Pu (1.0054 Bq/g) 0.1 Bq, 0.3 Bq 20 ml plastic

에 넣었다 최종 부피가 되도록 초순수를 혼합하였다vial . 8 ml . Ultima Gold LLT

를 혼합한 뒤에 에서 분간 계측하였다 표(Perkin Elmer) 12 ml , LSC 60 ( 2-11).

241 의 계측 효율은 로 결정되었다Pu 27.6 ± 0.7 % .

LSC Quantulus 1220

configuration 14C

send spectra 11

coincidence low

window 20..300

표 2-11. 241 분석을 위한 계측 조건Pu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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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LSC\PU241+Pu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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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241Pu의 스펙트럼 빨간선( : 241Pu 파란선0.3 Bq, : 241Pu 0.1 Bq)

나 분석을 위한 시료 준비( ) LSC

에서 로 용출한 을 분석에 맞는 시료 형태로 바꾼다TEVA resin 1M HCl Pu LSC .

용출한 용액을 테프론 비이커에 옮긴 뒤 에서 가열한다 거의 증발할 때쯤, 150 °C . ,

온도를 로 낮춰 완전히 증발시킨다120 °C . 0.05 M HNO3 을 넣고 약한 열로8 ml ,

가열하며 남은 침전물을 용해시킨다 모두 용해된 것을 확인하고. , 20 ml plastic

에 옮긴다 를 혼합하면 분석용 시료 준비가 완료vial . Ultima Gold LLT 12 ml , LSC

된 것이다. 241 표준용액으로 이 과정만을 평가한 결과 의Pu , 6 ± 3 % (n=2) 241Pu

손실이 발생했다.

다 로 분석 가능한 최소( ) LSC 방사능 농도

241 부터 까지 준비하여 에 혼합하였다 최종Pu 2 mBq 280 mBq 20 ml plastic vial .

부피가 되도록 초순수를 혼합한 뒤에 를 혼합하였8 ml , Ultima Gold LLT 12 ml

다 표 의 계측 조건에서 분간 계측하였다 바탕시료. 2-11 1200 . (bacgkround

의 계측치는 이고 계측 오차가 이다sample, bkg) 2.398 cpm , 0.045 cpm (1.9 %) .

바탕시료 계수율에 계측 오차의 배를 더한 값을 최소검출한계 로 본다 그림3 LOD( ) .

의 빨간 점선이 그 값을 의미한다2-37 . 241 의 계측치는 바탕시료의 변Pu 10 mBq

동 범위와 가까워 정량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 2-37 , 10

이하의mBq 241 은 본 실험실에서 보유한 으로 정량 분석하기는Pu Quantulus 1220

어렵다. 이상의20 mBq 241 을 정량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로 해수 중Pu . LSC

241 을 분석하려면 최종 시료에Pu , 241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Pu 20 m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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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 정량 분석 가능한2-37. LSC 241Pu의 방사능 농도

로 해수 중LSC 241 을 정량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Pu .

사고를 예로 들면 일본의 문부과학성,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은 년 월부터 후쿠시마 연안 내의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1 5 15 km

해수 및 해저층에서 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Pu [28]. 239+240Pu과 238 은 각각 검Pu

출하한치 ( < 0.55 mBq/L for 239+240Pu, 0.61 mBq/L for 238 아래로 확인되었Pu)

다 해수는 확산 속도와 그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고 인근 지역이더라도 토양[26].

시료에 비해 농도가 낮다 해수 중. 241 의 농도가 이고 앞서 제시한Pu 0.5 mBq/L ,

해수 중 분리 과정에서 회수율이 라면 를 농축할 경우 본 연구에서Pu 60 % , 60 L

제시한 분석법으로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LSC (0.5 mBq/L × 60 L × 0.6 = 18

mBq).

토양 시료의 경우는 해수보다 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외. Zheng

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토양과 쓰레기 에서(2012)[26] (litter) 4.5 35∼

의mBq/g 241 을 관측하였다 이 경우 토양 시료 중Pu . , 1 5 g∼ 241 은 로 정Pu LSC

량 분석이 가능하다.

를 이용한(2) alpha spectrometer 238Pu 분석



- 186 -

가 시편 준비( )

에서 정제한 은 테프론 비이커에 옮겨 증발시킨다 이후 전착 과정TEVA resin Pu .

을 거쳐 로 계측한다 아래 전착 과정을 나타냈, alpha spectrometer (CANBERRA) .

다.

전착 디스크를 에탄올로 씻는다. .ㄱ

전착용액을 용출시료와 혼합한다. Pu .ㄴ

전착용액: 2.5 ml 5wt% NaHSO4

초순수2 ml

5 ml 15wt% Na2SO4

의 용액을 전착셀 그림 로 옮긴 뒤 초순수 로 의 테프론. 2 ( 2-38(a)) , 3 ml 2ㄷ

비이커를 씻는다 그 용액을 전착셀에 혼합한다. .

를 전착셀에 넣는다. 1 ml ammonium oxalate (2 g/L) .ㄹ

전극을 연결하고 의 전류를 시간 동안 흘려 보낸다 그림. 0.88 0.89 A 2 (ㅁ ∼

2-38(b)).

끝나기 분 전에 를 넣는다. 1 25 wt% KOH 2ml .ㅂ

. 5wt% NHㅅ 4 로 디스크를 씻은 후 에탄올로 최종 세척한다OH 2 ml , .

토치로 디스크를 가열하여 계측용 시편을 제작한다 그. alpha spectrometer (ㅇ

림 2-38(c0).

로 계측한다 그림. alpha spectrometer ( 2-38(d)).ㅈ

전착 과정에서의 회수율은 이다Pu 72 99 % (n=6) .∼

그림 전착 과정과 알파스펙트로미터2-38. (CANBERRA)

나 를 이용한( ) alpha spectrometer 238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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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을 준비하여 로 계측하였Pu 1 20 mBq , alpha spectrometer (CANBERRA)∼

다 를. Pu-242 (30 mBq) 238 의 회수율을 평가하기 위한 추적자로 사용하였다Pu .

238 의 계측 효율은 로 낮은 편이다 초 계측할 경우Pu 18 % . 100,000 , 238Pu 1 mBq

의 총계수는 회수율 일 때 이다 그림13 20 count ( 93 100 % ) ( 2-39).∼ ∼

그림 알파스펙트로미터로 계측한 의 알파 스펙트럼2-39. Pu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후쿠시마 연안 해수 중 238 의 검출 하한치를Pu 0.61

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파스펙트로미터로 분석할 때 해수 대상으mBq/L . 5 L

로 238 에 대한 회수율 계측효율 계측시간Pu MDA 0.2 mBq/L ( 50 %, 18 %,

를 제시할 수 있다 특성상 바탕 시료 계수율이100,000 sec) . alpha spectrometer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계측 시간을 늘리면 를 낮출 수 있다, MDA .

를 이용한 분석(3) ICP-MS Pu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술은 질량분석기의 발전과 함께 수준의femtogram

분석도 가능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였다 는 대부분의 환경시료 중에서 금. ICP-MS

속성분의 질량 분포를 측정할 수 있으며 방사성핵종 중 235U, 238U, 232Th, 236U,

244Pu, 129I와 같이 장반감기 핵종의 농도를 신속하게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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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분석법은 장비와 매트릭스 제거 기능의 시료 도입 보조장치 등의. ICP-MS

발전을 바탕으로 극미량의 수준으로 방사성핵종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방사성 핵종 분석 분야에서 높은 분석 정확도와 함께 신속측정을 요구되

고 있어 와 같은 고감도의 를 이용한 방사화MC-ICP-MS, SF-ICP-MS ICP-MS

핵종의 분석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반감기 핵종뿐만 아니라 242Pu, 234U, 233U, 230Th, 239Pu, 243Am,

241Am, 226 과 같은 핵종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검출하한치를 유지하며 분석하는Ra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에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2-12

를 이용한 분석 사례들을 정리하였다ICP-MS Pu .

동위원소 중Pu 238Pu, 239Pu, 240Pu, 241Pu, 242 등이 관심 동위원소이며 이중Pu

239Pu, 240Pu, 242 의 핵종의 경우 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다Pu ICP-MS . 239Pu,

240Pu, 241 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질량 환산 계수는 각각Pu 1.578×10-6,

4.352×10-4, 1.190×10-4, 2.609×10-7, 6.820×10-3 을(ng/mBq of Pu-isotopes)

갖기 때문에 또는 이하의 분석 감도에서 정량이 가능하다picogram femtogram .

즉 의, 1.0 mBq 239 을 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 분석Pu ICP-MS 1.578 fg

감도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double-focusing magnetic sector-field ICP-MS

의 경우 검출한계가 정도의(SPECTRO Analytical Instruments, Germany) 1.0 pg

감도를 보이기 때문에 시료도입부의 개선을 통하여 BEC(Background equivalent

를 저감하면 약 정도의 감도로concentration) 10 fg 242Pu, 239Pu, 240 의 분석이Pu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의 그림 에. 2-40 238Pu, 239Pu, 240Pu, 241Pu, 242 대Pu

해 방사능 농도에 따른 분석 가능 영역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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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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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37]

[38]

표 를 이용한 동위원소 분석2-12. ICP-MS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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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ICP-MS(SPECTROMS)

APEX-SPECTROMS

그림 동위원소의 방사능 농도에 따른 분석 가능 영역2-40.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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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분석방법은 고감도로 신속하게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장ICP-MS Pu

점을 갖고 있지만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동시에 갖는다 특, .

히 시료의 분리 정제를 포함한 전처리 후 상태matrix , isobaric, polyatomic

에 따라 방해요인이 결정되어 지는데 등 상대적으로 매우interference , Pb, Ir, Hg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금속들과 용매와 등의 결합에 따른Ar polyatomic spectral

interference (207Pb16O2
+, 208Pb16O2

+, 191Ir16O3
+, 40Ar199Hg+, 40Ar200Hg+ 가 크게 작)

용한다 또한 의 상대 농도비는 약 로 동위원소비 보다 상대적으로. U 106~109 Pu

매우 높기 때문에 238UH+, 238UH2
+, 238 등의 역시 방해요인으로 작U tailing effect

용하게 된다 따라서 시료 매트릭스에서의 불순물과 특히 동위원소의 완전한 순. U

수 분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에 따르면 영역에. Pointurier et al.(2011) m/z 239

서 239 의 측정시 바탕선의 상승효과는Pu 238U hydride/peak tailing (37.1%),

Pu-242 tracer impurity (24.1%), polyatomic spectral interference (21.7%),

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instrumental background (17.1%) , 240 영역에서Pu

는 polyatomic spectral interference (47.4%), instrumental background (33.3%),

242Pu tracer impurity (12.2%), 238 에 의한 것으로U hydride/peak tailing (7.2%)

분석되었다 따라서 저감을 통해 고감도의 분석을 위해서는 전술된 바[39]. BEC Pu

와 같이 완벽한 순수 분리 정제가 필수적이며, 238 와U hydride polyatomic spectral

의 제거를 위한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inter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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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 식품별 핵종별 긴급분석 절차 개발5. ,

신속분석을 위한 식품은 대표적인 섭취 품목인 백미 우유 분유를 선정하였고, , ,

해수에 확대적용이 가능한 전처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전처리 시간을 대 부분 차지.

하는 알파 베타 핵종에 대해서 기존 일에서 시간으로 배 빠르고 전체 분석, 10 12 20 ,

시간을 시간 이내로 설정하여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분석 핵종은 대표적인 난 분24 .

석 핵종인 90Sr, 89 동위원소 우라늄 동위원소와 해수의 경우는 원소와Sr, Pu , Tc

129I에 대해서 개발하였다 긴급 분석을 위해서 전처리 법 개발과 자동분리장치 제작.

및 이용한 분석 방법으로 구성해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ICP-MS .

상세한 전처리 기술은 절 항에서 설명했으며 긴급분석을 위한 자동분리 시스템2 1 ,

은 절 항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절에서는 대용량 해수 전처리 기술과2 2 . 3 Pu

동위원소 동위원소 축차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유효성 검증, Tc , I .

은 표준인증물질 과 국제 교차분석에 참석하여 검증하였다 종합적으로 요약CRM( ) .

하면 비상시 식품 종류별과 핵종별 감마 알파 베타 에 대해서 시간내에 전처리( , , ) 36

에서 분석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였다.

가 용융 을 이용한 시료 분해. (fusion)

용융 을 이용한 시료 분해는 산 또는 알칼리에 의해 완전 분해되지(fusion)

않는 Al2O3 등을 포함하고 있는 토양 슬러, CaO, phosphates, sillicates, carbides ,

지 암석 등의 시료들의 경우 적용될 수 있다, .

분해법은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방법보다 빠른 분해 시간fusion hot plate ,

적은 시료 오염 휘발성 원소 손실의 극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목적 핵종,

의 검출가능농도 를 위한 시료량이 큰 방사성 핵종 분석의 경우 시료량의 제(MDA)

한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방법은 를 과량 사용하기 때문에 분해 용액의. flux

매질이 매우 복잡해져 및 알칼리 금속에 대한 제거 과정이 필요한 단점을 갖flux

는다 시료의 용융은 융제를 안정적으로 녹일 수 있는 높은 적정 온도와 시료와 융.

제의 적정 혼합비 배 에 따라 결정된다(3-50 ) .

용융법은 빠른 분해 시간 적은 시료 오염 휘발성 원소 손실의 극소화 하며, ,

시료를 완전 용해 하여 목적 핵종의 농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을 보이지

만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자동화된 장비.

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LiBO2 분해법의 적용을 위해fusion K2

을 이용하였다 본 장비는 개의 을PRIME (Katanax) fusion system . 5 pt-crucible

동시에 장착하여 시료를 분해 할 수 있으며 전기로 형태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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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도 조절 프로파일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료를 용융제와 함

께 단시간에 에서 용융할 수 있으며 위험작업인 용액화를 자동으로 수행할1000°C

수 있는 강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용융을 위하여 LiBO2를 이용하였으며 회화된 식품 시료

는 쌀과 배추의 경우 약 을 에서 까지 분 동안 천천히 시료와3 g 600°C 750°C 10

를 산화하고 에서 분 동안 용융한 후flux 1000°C 8 5% HNO3 용액에 녹여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한편 이 용액은 과량의 플러스의 사용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매트릭스를 갖기

때문에 공침법 을 이용하여 을 침전 시킨 후Fe (pH=7) U, Th 3M HNO3 용액으로

용해하여 최종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석탄회 및 토양시료의 전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용융 분 공침 과정 분으로 시간 이내에서 시료의 전처리를 완료30 , Fe 30 1

할 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 에 전체 용융에 의한 시료 분해 과정을 나타내었. 2-41

다.

그림 시료의 용융장비 및 온도프로파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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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처리 방법에 따른 분석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매질이 다른 가지의 인증표준물질5 (CRM, Certified Reference

은Material)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RM(Standard Reference Material) 2709a (San Joaquin Soil), 1646a(Estuarine

sediment), 1944 (New York/New Jersey Waterway Sediment), 8704 (Buffal

에 대하여 습식산화법River Sediment), 1633c (Trace Elements in Coal Fly Ash)

과 용융법에 따른 238 과U 232 의 회수율 비교를 통해 핵종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Th

평가하고자 하였다.

의 분석 결과는 습식산화법의 경우 회수율 상대표준편Thorium 29.7 ~ 74.9%,

차 을 나타내었으며 용융법의 경우에는 회수율 상대표준편차37.4% 96.0 ~ 99.8%,

의 결과를 보였다 의 결과는 습식산화법의 경우 회수율1.6% . Uranium 47.5 ~

상대표준편차 을 보였지만 용융법의 회수율은 상대표61.5%, 9.9% 93.9 ~ 99.7%,

준편차 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2.2% ( 2-43).

따라서 용융법을 사용한 시료의 분해 후 철공침하는 조건에서 238 과U 232 의Th

회수율은 각각 으로 높은 회수율과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97.9±1.6%, 96.8±2.1%

으로서 신속 전처리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림 시료전처리에 따른 표준인증물질 분석 결과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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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이용한 동위원소 신속 분석. ICP-MS U

방사선 비상시 식품 시료 중 방사성 핵종의 신속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를 대상으IAEA 135 (Marine sediment)

로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의 그림 에 나타내었으며. 2-44

를 이용하였을 때 총 분석 시간은 시료의 회화 과정을 제외하면 총 시간ICP-MS 3

이내에서 분석이 가능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에 나타내었으며 인증표. 2-13

준물질의 분석값은 인증값의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

시료의 경우 인증표준물질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법의 정확도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석법의 화학 수율을 이용하여 분석법의 유효성을 평가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용융과 또는 알파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 ICP-MS

는 신속분석방법은 최대 시간 이내에서 방사선 사고시 핵종의 농도 분석 값을 제36

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방사선 사고시 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신속분석법 흐름도2-43.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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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U 238U 234U 238U 235U 238U 234U 238U 235U 234U 238U

표 2-13. Analytical results of U isotopes ratios in CRM sample using fusion and

extraction chromatograph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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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료 교차분석 이용 긴급 분석절차 및 유효성 검증5. /

가 주관 다양한 환경시료 교차분석 참여 감마핵종. IAEA ( )

교차분석 참여 현황(1)

년 년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긴급 분석 절차를 검2015 , 2016 IAEA

증하였다 각각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년에는 번 시료가 년. , 2015 1, 2, 4, 5 2016

에는 번 시료가 감마선방출핵종에 대한 숙련도시험 항목이다 그림1, 2, 4 ( 2-44,

45).

그림 년 숙련도시험 시료 및 핵종2-44. 2015 IAEA

그림 년 숙련도시험 시료 및 핵종2-45. 2016 IAEA



- 198 -

교차분석 평가 결과(3)

참여기관이 제공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도 정밀도 평가했Accuracy( ), Precision( )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년 년 시료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만족하, . 2015 , 2016

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년 시료 의. 2015 2 22Na 핵종의 경우 동시합산보정이 필요한

분석으로 숙련도시험 전체 참가자 중에 일부만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본 긴,

급분석 절차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2-46, 47, 48).

그림 년 숙련도시험 결과2-46. 2015 IAEA

그림 년 숙련도시험 결과2-47. 2016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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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2-48. 2015 sample 2(22Na 의 숙련도시험 전체결과)

나 주관의 신속분석법 검증 프로그램 참여. IAEA (89Sr, 90Sr)

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방사능평가실은 의IAEA ALMERA (Analytical

실Laboratories for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Network

험실로서 해수 및 토양 중, ｢ 89Sr, 90 신속분석법 검증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다Sr .｣

년과 년에 각각 진행된 검증 프로그램은 표 와 같이 진행되었다 덴2015 2016 2-14 .

마크 핀란드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개국의 방사화학분석실험실이 참여한다, , , 8-10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속분석법의 견고성1. (Roubstness), 2. 89Sr/90 비에 따Sr

른 신속분석법의 한계 신속분석법의 민감도 확인이며 각국의 분석, 3. (Sensitivity) ,

법과 분석결과가 상호 토의된다 주관기관인 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분석법. IAEA

검증 프로그램의 성과를 협의한다.

프로그램 이름
시료 주관기관

ALMERA Analytical Method Development Activity

Valida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Rapid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89Sr and 90Sr in Soil Samples
soil

IAEA
Valida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Rapid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89Sr and 90Sr in Seawater Samples
seawater

표 신속분석법 검증 프로그램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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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해양 방사성 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대용량 해수 전처리 장치 개발1.

가 기술 개발 배경 및 목표.

해수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다른 환경 시료 토양 수산물 농작물 지하수- , , ,

등에 비해 농도가 매우 낮다 방사성 물질이 거동할 수 있는 전체 부피 즉 해수- . ,

의 양이 다른 환경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크다 해수는 끊임없이 해류에 의해.

이동하므로 확산 속도도 다른 환경에 비해 빠르다 따라서 해수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시료가 필요하다.

대용량 시료 중 방사성 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농축이다 평상시.

해수 중 90 을 평가하기 위해 이상의 해수가 필요하다 농축 방법은 탄산염Sr 50 L .

침전법이나 양이온 교환수지법을 활용할 수 있다 양이온 교환수지법은 컬럼을 활.

용할 경우 자동화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농축 방법이다 이온 교환수지법을 이용한, .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면 침전법에 비해 분석 시간과 분석자의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사고 후 신속하게 오염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이온 교환수지의 정지상 위의(stationary phase)

이온과 용매 상의 이온을 서로 교환하여 용매 상의 목표 이온 을 분리, (target ion)

하는 방법이다 이온 교환수지를 컬럼에 충진한다 시료와 시약을 일정한 유량으로. . ,

원하는 부피만큼 컬럼에 흘려 보내 원하는 목표 이온을 분리한다 양이온 교환 수.

지는 시료 중의 양이온을 분리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하고 음이온 교환 수지는 음이,

온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한다 양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지표수 및 해수 중.

90 을 분리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그림 과 같이 해수 중Sr . 3-1 90 을 분석하기 위Sr

한 자동화장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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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수 중3-1. 90Sr 전처리장치 일본 양( JCAC,

이온 교환수지 사용)

나 대용량 전처리 장치 개발.

본 연구의 차 년도 기간 동안 대용량 전처리장치 의 그림1 , ‘ ’ experimental setup (

을 개발하였다 개 컬럼으로 동시에 개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이다3-2) . 4 4 .

가지 시약을 선택하여 이온교환수지 최적화 방해 이온 분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6 ,

있다 전체 크기는 이다 컬럼 사이즈는. W 100 × D 54 × H 100 cm . 20 (i.d)Φ

x L 200 (volume: 40 ml), 30 (i.d) x L 250 (volume: 140 ml), 55 (i.d) xΦ Φ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최대 의 이온L 500 (volume: 1000 ml) . 1000 ml

교환 수지를 적용할 수 있다 양이온 교환 수지 를 이용할 경. (Dowex50Wx8-100)

우 최대 해수 시료 개를 동시에 농축할 수 있다, 20 L 4 .

그림 3-2. MARC (Modular automated radionuclide

concentrator)

본 연구 기간 동안 을 바탕으로 동시 개 시료 전처리 가능 장비MARC 1.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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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그림 은 목적으로 개발한 대용량. 3-3 prototype

전처리 장치 - Automated ConcEntrator for LArge volume of Sample

의 도면과 사진이다 전체 크기는 이(ACE-LAS) 3D . W 110 × D 40 × H 80 cm

다 컬럼 사이즈는. 15 (i.d.) x L 600 mm (volume: 100 ml), 25 (i.d.) x LΦ Φ

를 활600 mm (volume: 300 ml), 55 (i.d.) x L 600 mm (volume: 1200 ml)Φ

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의 도면 및 사진3-3. ACE-LAS 3D (a) (b)

해수 중 축차분리 기술 개발2. Sr/Pu, Tc/I

가 해양 시료 축차 분리 기술개발 배경과 목표.

비상시 해수 중 방사성물질의 거동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원자력시설이 해양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핵연료 재처리시설이나 후쿠시마 사고처,

럼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될 수 있다 사고 초기 해양으로 유출된 방.

사성 물질의 농도와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자국민 안전 및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방사성핵종 축차분리 기술은 환경방사성유출물 긴급분석 고. ,

방사능시료 오염평가시 분석자 피폭최소화 다수 시료에 대한 신속 분석 등에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사고시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시료. ,

에서 여러 관심핵종을 동시에 분리 정제할 수 있는 축차분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신속하게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자는 주민 대피 또는 제한 금지. , /

구역 설정 등의 결정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 중 주요.

방사성 핵종의 축차분리 기술 개발을 모색하였다.

해양 환경에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해양 생물에 농축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 203 -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는 표 과 같이 주요 핵. CODEX 3-1

종에 대해 섭취 기준 농도를 제시하고 있다 알파 베타 감마 핵종으로 구분되며. , ,

그 중 89Sr, 90 플루토늄Sr, , 99Tc 그리고 131I, 129I가 포함된다. 90 과Sr 99Tc는 235U

핵분열시 약 의 생성율을 갖는 주요 핵분열 생성물질이다 플루토늄도 원자력시6% .

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생성물로서 방사능 오염 정도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감,

시 핵종이다. 131I, 129I는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하는 핵종으로서, 131 의 반감기는I 8

일로 짧은 반면 129I의 반감기는 만년으로 매우 길다1500 . 99Tc의 반감기도 만년21

으로 길기 때문에, 129I와 99Tc는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환경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

측하기에 중요한 지표 핵종이다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90 과 플루토늄은 사고Sr

초기 대응에 장반감기 핵종인, 99Tc와 129I는 사고 중장기 대응에 적합하다.

Radionuclides
Guideline levels (Bq/kg)

Infant Foods Other Foods

238,238,240Pu, 241Am 1 10

89,90Sr, 129,131I, 106Ru,

235U
100 100

134,137Cs, 35S, 60Co,

103Ru, 144Ce, 192Ir
1000 1000

3H, 14C, 99Tc 1000 10000

표 3-1. CODEX STAN 193-1995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방사성유출물의 양이 으, 5300 PBq

로 후쿠시마사고 때보다 약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40 800 PBq) 10∼

후쿠시마사고 후 약 개월동안 사고 지역 인근의 해수 중[40]. 3 90 을 분석한 결Sr

과 사고 이전 (1.2 Bq/m3 보다 약 배 높은 방사능값) 80 (0.8 85 Bq/m∼ 3 이 보고되)

었다 환경 준위의 해수 중[41]. 90 플루토늄Sr, , 99Tc, 129I 분석을 위해서는 50 ∼

의 해수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해수 중200L . 90 의 농도 증가를Sr

기준으로 볼 때 사고 초기에는 일상적인 환경 감시 때보다 약 배 적은 양, 10 50∼

의 시료 만으로도 사고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 중10 L 90 플루토늄Sr, , 99Tc, 129I 를 시간 이내에 분석 가능할 수 있도록36

축차 분리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나 해수 중. 1L , Pu, 99Tc 분리 정제 기술,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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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중 방사성 핵종을 분리하는 방법은 시료 전처리 농축 정제 분석기1. / 2. , 3.

기에 알맞은 형태로 시료 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료 전처리 단계는 시료.

형태를 액체로 만드는 과정이다.

해수 중(1) 1 L 분리 정제 기술/

본 연구에서는 해수 시료 를 침전법으로 전처리한 후 으로 정제하는1 L , Sr-resin

기술을 검토하였다 반감기가 짧고 붕괴를 하는 를 추적자로 사용하. gamma Sr-85

였다 는 시료를 특별히 처리할 필요 없이 로 분석할. Sr-85 gamma spectrometry

수 있어서 스트론튬의 분리 정제 절차의 유효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추적자이다, / .

해수 전처리의 목적은 해수 시료의 부피를 줄이고 분석 대상인 스트론튬을 가능,

한 많이 회수하는 것이다 해수는 약 의 스트론튬 안정 동위원소와. 8 mg/L 400

의 칼슘 의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다 해수를 그림 와 같이mg/L , 1200 mg/L . 3-9

침전법으로 전처리하면 스트론튬과 칼슘 마그네슘은 탄산염이나 수산화염으로 함, ,

께 침전된다 뿐만 아니라 바륨 라듐 등도 함께 침전된다 특히 침전과정에서 스트. , . ,

론튬은 탄산칼슘과 공침으로 침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칼슘은 스트,

론튬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그림 스트론튬 정제를 위3-3.

한 해수 전처리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은 해수 구성 이온 중 대표적인 족 원소이며 해수, , 2 ,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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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을 포함한다 세 이온들10 mmol, 50 mmol, 0.1 mmol .

은 탄산이온과 만나 탄산염을 이룬다 식 이론적으로 해수( 3-1, 3-2, 3-3). 1 L

중 스트론튬을 포함한 가 양이온을 탄산염으로 침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탄산이온2

은 약 이고 탄산나트륨 이 이에 해당한다6 0mmol , 6.3 g (Na2CO3 그106 g/mol).

림 은 해수 중 스트론튬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탄산나트륨의3-10 1 L

양을 비교한 결과이다.

Ca2+ + CO3
2- CaCO→ 3, Ksp = 5.16 x 10-6 (3-1)

Mg2+ + CO3
2- MgCO→ 3, Ksp = 1.0 x 10-5 (3-2)

Sr2+ + CO3
2- SrCO→ 3, Ksp = 5.6 x 10-10 (3-3)

탄산나트륨 에 해당하는 을 넣어도 스트론튬 회수율은 을 넘60 mmol 6.3 g 80 %

지 못한다 그보다 배 해당하는 의 탄산나트륨을 넣어야 해수 중 스트. 2.5 15 g 1 L

론튬의 회수율이 로 나타났다 그림89.1 % ( 3-4).

그림 3-4. Na2CO3 양에 따른 회수율Sr

전처리 후 스트론튬은 방해 핵종인 칼슘과 바륨 라듐과 함께 농축되었다, , . GF/F

로 침전물을 거른 뒤(pore size-0.7 m) , 8 M HNOμ 3으로 침전물을 용해시킨다.

방해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사의 으로 스트론튬을 정제하였다Eichrome Sr-resin .

을 컬럼에 충진한 후 본 실험실에서 개발한 방사성핵종 자동분리장치Sr-resin ,

에 적용하였다 그림(MARS, Modular Automatic Radionuclide Separator)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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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한 컬럼은 이고 의10 (i.d) x L 100 mm , Sr-resin Bed VolumeΦ

은 이다(BV) 4 ml .

그림 3-5. MARS (Modular Automated Radionculide Separator)

으로 스트론튬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그림 를 이해해야 한다 시료Sr-resin 3-12 .

의 매질이 8 M HNO3일 때 에서 의 은 으로 가장 크다 이에 반, Sr-resin Sr k’ 100 .

해 방해핵종인 의 은 이하이다 스트론튬을 에 결합시킨Ca, Ba, Ra k’ 10 . Sr-resin

후, 8 M HNO3을 계속 흘려주면 방해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 반면 매우 낮은 농도.

(< 0.1 M HNO3 의 질산용액이나 초순수를 흘려 보내면 에서 을 쉽게) , Sr-resin Sr

용출할 수 있다.

그림 3-6 HNO3 농도에 따른 핵종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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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컬럼에 수지를 충진한 후 컬럼에 채운 용매와 수지의 부피를k‘ : , Bed

이라 한다 중 실제 수지의 부피를 제외한 용매의 부피Volume (BV) . Bed Volume

를 이라 한다 이 일 경우 일반적으로 은free column volume (FCV) . BV 1 ml , 1 FCV

이다 은 어떤 용액을 컬럼에 통과시켜 대상 핵종을 용출시킬 때 넣어준0.65 ml . k’ ,

핵종의 절반이 용출될 때까지 흘려보내준 용액의 양을 의 수로 산출한 값이다FCV .

8 M HNO3일 때 의 이 이라는 것은Sr k’ 100 8 M HNO3을 만큼 흘려보냈100 FCV

을 때 넣어준 의 절반이 용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클수록 선택적 수지와, Sr . k’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표 는 해수 중 스트론튬을 정제하기 위한 운영 절차이다 스트론3-2 1 L MARS .

튬을 정제하기 위해 을 최적화하고 시료를 흘려보낸 뒤Sr-resin (conditioning),

세척 그리고 용출 절차를 거친다 스트론튬 안정동(loading), (rinsing), (elution) .

위원소 약 을 포함하고 있는 해수에 대해 를 적용하였다8 mg Sr-resin 4ml (BV) .

과정에서 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는loading, rinsing Sr-85 , Sr-resin 4 ml 1 L

해수 중 스트론튬을 정제하기 위해 충분하다 그림 는 에. 3-6 Sr-resin (BV 4 ml)

대한 의 용출 곡선이다Sr .

절 차 용 액 부 피 (ml) 유 량 (ml/min)

conditioning 8M HNO3 30 2

loading 시 료 20 2

rinsing 8M HNO3 30 2

elution 초순수 20 2

Sr resin (BV - 4 ml) column: 10mm x 100mm

표 3-2. 1 L 해수 중 을 정제하기 위한 운영 절차Sr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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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출 곡선3-7. Sr (Sr resin BV 4ml)

그림 에 따라 해수 를 침전법으로 전처리하고 으로 정제한 결과3-7 1 L , Sr-resin

회수율은 약 이다89 % .

(2) 1 L 해수 중 분리 정제 기술Pu /

해수 시료 를 철공침법으로 전처리한 후 으로 정제하는 기술을1 L , TEVA resin

검토하였다 베타핵종인. 241 을 추적자로 사용하였고 로 분석하였다Pu , LSC .

분리를 위한 해수 전처리 과정은 그림 와 같다 여과 해수의 를 으로Pu 3-8 . pH 3

조절하고 241 을 첨가한다 환원제를 넣어 로 환원될 때까지 약 분 혼합한Pu . Pu(III) 5

다. FeCl3을 넣고 에서 로 환원될 때까지 약 분 혼합한다 암모니아, Fe(III) Fe(II) 5 .

수 로 를 까지 증가시킨다 검푸른 침전물이 생성되면 약 분 혼(25 % v/v) pH 8 . , 30

합 후 필터로 여과한다G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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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수 중3-8.

분석을 위한 시료Pu

전처리

침전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여과법과 원심분리법이 있다 본 실험실은 용 원. 1 L

심분리기 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의 는 용 원심분(1236R, Gyrogen) . 3-9 a), b) 1 L

리기로 철공침 침전물을 분리한 것이다 철공침 침전물 중 일부는 침전되지 않은.

채 부유하거나 정제 과정을 위한 시료 준비가 어려운 형태로 남아있다 반면. GF/F

필터를 사용할 경우 해수 중 철공침 침전물을 매우 수월하게 분리할 수 있고, 1 L

소요시간은 약 분이다 산을 이용해 침전물을 바로 용해시킬 수 있다 그림10 . ( 3-9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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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철공침 침전물을 분리하기 위한 원심분리법 과 여과법3-9 (a,b)

(c,d)

전처리한 해수 시료 중 을 정제하기 위해 철공침 침전물을Pu 8 M HNO3으로 용

해시킨다 그림 은 다양한 매질에 따른 의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3-10 Pu k’ . HNO3

을 매질로 할 때, 8 M HNO3에서 의 이 약 이상으로 수지에 매Pu k’ 10,000 TEVA

우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조건에서 과 등의 은 이하로. Tc(VII) U(VI) k’ 10

8 M HNO3을 이상 흘려보내면 존재하던 양의 절반을 제거할 수 있다10 FCV . 1

이하의 을 수지에 통과시킬 경우 의 은 이하로 수지에서M HCl TEVA Pu k’ 1 TEVA

쉽게 용출할 수 있다.

그림 매질에 따른 의3-10. Pu k’ (TEVA)

를 적용한 운영절차는 표 와 같다TEVA MARS 3-3 . 241 을 추적자로 사용하여Pu ,

각 과정에서 의 용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과정에서Pu . loading, rinsing 241 은 검출Pu

되지 않았고 을 이용한 의 용출 곡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1 M HCl Pu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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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용 액 부 피 (ml) 유 량 (ml/min)

conditioning 8M HNO3 30 2

loading 시 료 20 1

rinsing
1M HNO3 20 1.5

9M HCl 20 1.5

elution 1M HCl 24 1

TEVA resin (BV- 4ml) column: 10mm x 100mm

표 3-3. 1 L 해수 중 을 정제하기 위한 운영 절차Pu MARS

그림 용출 곡선3-11. Pu (TEVA resin_BV: 4ml)

그림 에 따라 해수 를 철공침법으로 전처리한 후 수지로 을3-11 , 1 L , TEVA Pu

정제한 회수율은 약 이다86% .

(3) 해수 중 99Tc 분리 정제 기술/

해수 시료 를 철공침법으로 전처리 한 후 수지를 이용해1 L , TEVA 99Tc를 정제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였다. 99Tc의 추적자로 99Tc를 사용하였고 로 분석, LSC

하였다. 99Tc가 들어있는 0.05 M HNO3 에8 ml Ultima Gold LLT cocktail 12 ml

를 혼합한 뒤 에서 분석하였다, LSC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과 해수 를 준비한 뒤 강산으로 를 까3-12 , 1 L pH 3

지 조절한다. 99Tc를 추적자로 첨가한 다음, K2S2O5를 이용해 99Tc를 로 환T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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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킨다 철공침을 위해 넣어준. FeCl3의 이온은 로 환원된다 암모Fe(III) Fe(II) .

니아수로 를 까지 높이면pH 9 TcO2는 Fe(OH)2와 함께 공침한다 이 절차는 의. Pu

해수 전처리 과정과 같다 철과 함께 공침한. TcO2을 로 여과한 후 침전물을GF/F ,

염산으로 용해시킨다 가 되도록 초순수를 혼합한다. 1 M HCl . H2O2를 넣어 도에90

서 약 분간 가열해 를 으로 산화시킨다30 Tc(VI) Tc(VII) .

그림 3-12. 99Tc 정제를 위한 해

수 전처리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을 에 통과시켜1 M HCl Tc(VII) TEVA 99Tc을 정제한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농도의 염산 용액에서 수지에 대한3-12 , TEVA

의 은 이상이다 반면 을 포함한 여러 방해핵종Tc(VII) k’ 10,000 . Pu(VI) -U(VI),

을Np(IV), Th(IV), Am(III)- 99Tc로부터 분리 제거 할 수 있다 의 경우와 마/ . Pu

찬가지로 을 에 적용하여 표 의 절차대로TEVA resin MARS 3-4 99Tc를 정제하였

다 그림 은. 3-13 99mTc을 이용해 수지 에 대한 의 용출 곡선을TEVA (BV 4ml) Tc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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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용 액 부 피 (ml) 유 량 (ml/min)

conditioning 1M HCl 30 5

loading 시 료 20 5

rinsing 1 1M HCl 30 5

rinsing 2 2M HNO3 20 5

elution 8M HNO3 20 5

TEVA resin (BV-4ml) column: 10mm x 100mm

표 해수 중 을 정제하기 위한 운영 절차3-4. 1 L Tc MARS

그림 용출 곡선3-13. Tc (TEVA_BV: 4ml)

그림 에 따라 해수 를 전처리하고 으로 정제한 결과3-13 1 L , TEVA resin , 99Tc

의 회수율은 약 이다99% .

해수 중(4) 1 L 129I 분리 정제 기술/

본 연구에서는 해수 시료 에 을 넣고 추적자로1 L I carrier 15 mg , 131 을 첨가하I

였다 해수 중 을 음이온교환수지에 치환시킨 후. I , I-용출하여 해수 시료 부피를 처

음의 이하로 감소시켰다 용출된5% . 131 을 로 분석하여 전처I gamma spectrometry

리 절차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추적자로 사용한. 131 은 에서 주I 364.39 keV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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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도를 평가하였다spectrum .

해수 시료 를 여과한 뒤에 를 넣는다1 L , I carrier 15 mg . K2S2O5를 넣어 를 모I

두 I-로 환원시킨다 음이온교환수지 를. (Eichrome, 1X4) 20 ml (BV) column 40

에 충진하였다 이온교환수지 위에서 일어나는 이온교환반응(20 mm × 200 mm) .

의 속도가 빨라 유량을 까지 적용할 수 있다30 ml/min 그림( 3-14) 본 실험실에.

서 개발한 대용량 해수 전처리 장치에 음이온교환수지를 적용하였다.

그림 3-14. 1 L 해

수 중 전처리I

해수 중 를 전처리하기 위한 음이온교환수지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L I . I

를 포함한 여과해수를 음이온교환수지에 흘려보낸다 는 음이온carrier . Hou (1999)

교환수지에 치환된 를 용출하기 위해I- 2M KNO3를 사용하였다[43]. I-와 NO3
-의

선택도 차이에 따른 경쟁을 바탕으로 I-를 용출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I-를 음이

온교환수지에 대한 선택도가 매우 낮은 IO3
-으로 산화시키면 적은 양의 용출용액,

으로 를 추출할 수 있다 로 해수 시료 중 를 시간I . anion resin (BV 20ml) 1 L I 1

이내에 미만의 부피로 전처리 할 수 있다 회수율은 이다 표 그림5% . 95 % ( 3-5).

는 에 대한 의 용출 곡선이다3-15 anion resin (BV 20 ml)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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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용 액
부 피

(ml)

유 량

(ml/min)
시 간 (min)

conditioning DIW 100 30 3.3

loading 해수 1000 30 33.3

rinsing DIW 200 30 6.6

elution 20% v/v NaClO 20-50ml 30 1.5

anion resin (Eichrom 1X4) BV: 20ml column 20mm ×

200mm

total: 45

min

표 해수3-5. 1 L 중 분리 절차I

그림 3-15. 131I 용출 곡선 (anion resin_BV 20ml)

(5) 해수 중 90Sr, Pu, 99Tc, 129I 분석을 위한 축차분리 기술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수 에서1 L 90Sr, Pu, 99Tc, 129I의 신속한 분리 정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나의 시료에서 개 핵종을 축차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 4

였다 앞서 설명한 각 핵종의 분리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축차 분리 신속 분. / 1) , 2)

리 정제를 기준으로 그림 과 같은 절차를 생각해보았다/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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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129I, 99T, Pu, 90Sr의 축차분리 절차도

가( ) 129I / 99Tc, Pu, 분리

I, 99Tc 은 모두 음이온 교환수지로 전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은, Pu . , I I-, 99Tc

와 은 로 각각의 산화 환원 상태가 달라 개 핵종을 동시에 처Pu Tc(VII), Pu(IV) / 3

리할 수 없다 은 고농도의 질산 용액으로 음이온교환수지에 치환된. Tc(VII)

을 용출하는 반면 은 시료를 고농도의 질산용액에 혼합하여 음이온Tc(VII) , Pu(IV)

교환수지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과 을 동시에 음이온교환수지로 전, Tc(VII) Pu(IV)

처리할 수 없다 반면. 99Tc와 은 환원상태에서 철공침으로 시료에서 분리할 수Pu

있다 철공침법은 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해수 중 스트론튬 역시 에서. pH 8 . pH 10

스트론튬탄산염으로 시료에서 분리할 수 있다 스트론튬은 산화 환원 환경의 영향을. /

받지 않는다 즉 환원환경에서. , pH 10, 99Tc와 은 으로 환원되어Pu Tc(VI), Pu(III)

철공침으로 분리 스트론튬은 탄산염형태로 동시에 분리할 수 있다 같은 환원환경, .

에서 는 음이온교환수지에I I-으로 치환되어 시료에서 분리할 수 있다.

나 분리( ) Tc / Pu, Sr

철공침과 탄산염 침전으로 해수에서 분리된 은 수지와Tc, Pu, Sr TEVA

을 이용해 각각 정제할 수 있다 침전물 중 을 먼저 정제하기 위해Sr-resin . Tc

로 산화시킨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농도의 염산매질에서Tc(VII)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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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지에 결합되지 않는 반면 은 매우 강하게 결합된다Pu(IV) TEVA , Tc(VII) . Sr

은 에 결합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수지에서 을 결합시키고TEVA . TEVA Tc(VII) ,

과 은 그대로 용출시킨다Pu(IV) Sr .

용출된 와 을 수지와 으로 정제하려면Pu(IV) Sr TEVA Sr-resin 8 M HNO3 매질

에 용해시켜야 한다 앞서 철공침과 탄산염 침전의 절차를 따라 과 을 침전시. , Pu Sr

킨다. 8 M HNO3에 용해 시킨 다음 수지와 순서로 축차분리한다, TEVA Sr-resin .

8M HNO3 매질에서 는 에 보다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Pu(IV) Sr-resin Sr TEVA

수지로 을 먼저 분리 정제해야 한다Pu / .

과 이 혼합된 시료를 과 에 통과시킬 경우 언제 두 수Pu Sr TEVA resin Sr-resin ,

지를 분리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언제 을 모두 통. Sr TEVA resin

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과 의 정제 절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료를 통과. Pu Sr ,

시켜 각각 과 을 수지에 결합시킨 후 과 을 분리한 뒤Pu Sr , TEVA resin Sr-resin

각 정제 절차를 따른다. 85 를 첨가한Sr 8 M HNO3 를 준비된25 ml TEVA resin

에 통과시켰다 시료를 모두 흘려보낸 후(BV 4 ml) . , 8 M HNO3으로 TEVA resin

을 세척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 통과 후 약. 3-16 , 15 ml (TEVA

기준으로 의resin 4 BV) 8M HNO3을 흘려보내면 모든 이 에서 용출Sr TEVA resin

된다.

그림 에서 의 거동3-16. TEVA resin (BV 4ml) Sr-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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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해수 중3-17 1 L 129I, 99Tc, Pu, 90Sr을 축차분리할 수 있는 절차와 회

수율 소요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림 해수3-17. 1 L 중 129I, 99Tc, Pu, 90Sr의 축차분리 절차도 회수율 소요시간, , [44]

(6) 해수 , Pu, 99Tc, 129I 분석을 위한 축차 분리 기술 적용

앞에서 개발한 해수 중 129I, 99Tc, Pu, 90 축차 분리 기술을 해수에 적용Sr 10 L

하였다. 99Tc와 은 안정동위원소가 없기 때문에 해수 시료 양이 늘어나도Pu TEVA

의 양을 늘릴 필요가 없다 반면 으로 을 분리할 때 해수 양이 증resin . , anion resin I

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음이온 특히, Cl-의 양이 증가한다 따라서 해수 중. 10 L I

을 분리하기 위한 의 을 결정해야 한다anion resin BV . 131 을 해수 에 첨가한I 20 ml

다음 준비한 에 통과시켰다 일정량의 해수를anion resin (BV 190 ml) . anion resin

에 통과시키면서 유출수의 131 을 분석하였다 해수 를 에 흘려보I . 10 L anion resin

낼 때 의 를 회수할 수 있다 해수 중 를 분리하기 위해, 99.7% I . 10 L I anion resin

는 충분하다 그림190 ml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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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Breakthough of I on anion resin (BV:

190ml)

표 은 해수 중 를 분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해수 에3-6 10 L I . 20 ml 131 을 첨가I

한 후 준비된 에 통과시킨다 해수 를 아래 절차대로 통과시킨 다, anion resin . 10 L

음 의 용출 곡선을 분석하였다, I .

절 차 용 액
부 피

(ml)

유 량

(ml/min)
시 간 (min)

conditioning DIW 400 30 13

loading 해수 10000 30 333

rinsing DIW 500 30 17

elution 20% v/v NaClO 440 30 15

anion resin (Eichrom 1X4,Cl-) BV: 190ml column

55mm × 500mm

total:

378min (6.3hr)

표 해수3-6. 10 L 중 분리 절차I

해수 시료의 양에 따라 스트론튬 안정 동위원소의 양이 달라진다 해수는, . 10 L

약 의 스트론튬 안정동위 원소와 의 을 포함하고 있다 은80 mg 4000 mg Ca . Ca

이 결합할 수 있는 스트론튬의 양에 영향을 준다 스트론튬 안정 동위 원Sr-resin .

소 80 mg, Ca 4000 mg, 85 를 포함한 시료를 의 에Sr Bed volume 30 ml Sr-resin

통과시킨 결과 을 회수하였다 표 은 를 운영, 87.6% Sr . 3-8 Sr-resin (BV 30 ml)

한 절차이고 그림 는 의 용출 곡선이다, 3-19 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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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용 액 부 피 (ml) 유 량 (ml/min) 시 간 (min)

conditioning 8M HNO3 100 2 50

loading 시료 50 1 50

rinsing 8M HNO3 120 1.5 80

elution DIW 66 1 66

Sr-resin_BV: 30ml, column: 15mm × 250mm

시료: 0.7M NaCl 50ml + Ca 4000mg + stable Sr 80mg +

85Sr

total: 246min

(4.1hr)

표 분리 정제 절차3-7. Sr-resin (BV: 30ml) /

그림 용출 곡선 장3-19. (a) Sr (Sr-resin_BV:30ml), (b) column 15 mm×200 mm

착한 MARS

해수 중10 L 129I, 99Tc, Pu, 90 의 축차분리 절차도와 회수율 소요시간을 그림Sr ,

에 나타내었다3-2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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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수3-20. 10 L 129I, 99Tc, Pu, 90Sr의 축차분리 절차도 회수율 소요시, ,

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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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중3. 129I 분석법 개발

원자력 사고시 환경 중에 방출된 131 의 오염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I

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역학 조사에서. , 131 은 어린이 갑상선암의 발병 요인으로 보I

고되었다. 131 은I 129I와 달리 반감기 일로 매우 짧아 원자력 사고 후 두세달 이후8 ,

에 모두 붕괴되어 관측하기 어렵다. 129I는 131 의 동위 원소로서 반감기가 길어 장I ,

기 모니터링 핵종이다 제 절에서는 환경 중. 3 129I 분석 데이터가 원자력 사고 후

131 오염 지역을 재평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실제 후쿠시마 사I .

고 후 129I를 분석하여 오염 지역을 평가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비상시. 129I를 분

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 절의 목표이다.

129I의 환경 준위 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핵(background level) .

실험이나 재처리시설 등의 원자력 활동에 의한 지구적 침적 에 의(Global fallout)

해 국내 토양 중에도 129I가 존재한다 환경 준위의. 129I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사고시 증가한, 129I 농도를 평가한다 사고 인근 지역에서 실측한. 129I/131 를I

바탕으로 131 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역추적 할 수 있다 오염 지역을 설정함으로써I . ,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 환경시료 중. 129I 최적 분석 기술 확립

환경 중 안정동위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은Iodine Sandell-kolthoff reaction,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NAA(Neutron

activation analysis), AAS(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Ion selective

electrodes, Ion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 UV-visible spectrometry,

등과 같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와X-ray fluorescence . NAA

는 고감도의 분석방법으로 환경 시료 중 의 분포를 정량하는 방법으ICP-MS Iodine

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환경 중 은 약 종의 동위원소로 구성되며, Iodine 25 129I는 235 과U 239 의Pu

생성물로써 반감기가 약 만년으로 장반감기 핵종이다fission 1500 . 129I는 최대

의 선과 의 낮은 에너지를 갖는 베타선을 발생시키며 최종생성39.6 keV x 154 keV

물인 로 붕괴한다 따라서 액체섬광계수기 와 낮은 에너지 감마핵종Xe-129 . (LSC)

분석기 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며 화학분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LEGE)

어야 한다 그러나. 129I는 환경 중 매우 낮은 수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

평상시 및 사고 시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의 개발과 확립이 필수적이다3-21) .

129I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은 와-/x-ray spectrometry LSC(liquid scintillatio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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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사선 계측 장비와counter) ICP-MS, NAA, AMS(Accelerator mass

와 같은 질량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spectrometry) .

방사선 계측장비 와 는 이상의 매우 높은 수( -/x-ray spectrometry LSC) 10 mBqγ

준의 129I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의. , 1.0 mBq 129I는

약 에 해당하는 질량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질량분석법을 이용하기1.57×10-8 g

위해서는 고감도의 질량분석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질량분석 장비 중 는. ICP-MS

이상의 검출 능력을 갖으며 분석법의 특성 상 매우 빠르게0.1 mBq 129I의 농도를

정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 신속한 분석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성자빔을 이용하여 질량을 분석하는 RNAA(Radiochemical

방법은 이상의 매우 탁월한 검출능력을neutron activation analysis) 0.0001 mBq

갖는다 또한 분석법이 특성상 시료 매질에 따른 방해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

문에 적용성이 뛰어나며 10-8~10-10 수준의 129I/127I 농도비를 나타내는 평상시 준

위의 환경 시료 중 129I를 분석할 수 있다. 129I의 분석법 중 는AMS 10-6 이mBq

상의 고감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0-11 129I/127I 농도비 이상의 환경시료를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석 장비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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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경 중3-21. 129I/127I 농도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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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가 를 이용한( ) ICP-MS 안정동위원소 분석

본 연구에서는 129I와 127 의 분석을 위하여I double-focusing magnetic

를 이용하는 최적의 분석조건을 확립하였다 사용된 장비는sector-field ICP-MS .

그림 에 나타낸 것처럼3-22 SPECTROMS (SPECTRO Analytical Instruments,

이며 이 장비는 를 이용하여 까지Gemany) Mattauch-Herzog geometry m/z 7-250

완전 동시분석이 가능하다 다음의 표 과 그림 에 사용된 의 분. 3-8 3-23 ICP-MS

석 조건 및 검량선 작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료도입의 변동에 따른 분석 결과의.

보정을 위해 내부표준물질로써 103 를 시료와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에Rh 20 ppb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조건에서. 127 의 분석 하한치는 이I 0.023 ng/mL

었다 분석시간은 초이며 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의 상대표준편차는 미. 30 3 . 0.5%

만에서 유지되었다.

를 이용한ICP-MS 127 의 농도 분석을 위한 검량곡선은 에서 의I 0.1 ppb 50 ppb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개의 검량선 작성용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검량5 .

선 작성용 표준용액은 의 단일표준용액 을 이용하10 mg/kg KI (Inorganic Venture)

여 로 제조되었으며 각각의 표준용액에0.5, 1.0, 10, 30, 50 ppb 103 을 의Rh 20 ppb

농도로 주입하여 내부표준물질로 이용하였다 그림 의 검량곡선 작성 결과 직. 3-42 ,

선성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나 의 범위에서 직선성이 우수한0.99999 0.5~50 ppb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회귀잔차 는 미만에서 유지(regression residuals) 0.5 %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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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석 장비3-22. ICP-MS (SPECTROMS)

Double-focusing magnetic sector-field ICP-MS (SPECTROMS)

RF power (W) 1465

Coolant gas flow (L/min) 12.0

Type of nebulizer PFA MicroFlow

Nebulizer gas flow (L/min) 0.93

Auxiliary gas flow (L/min) 2.30

Sample aspiration rate (mL/min) 0.7

Plasma torch Quartz, fixed 1.8 mm injector

Base interval time 20 ms

Read time 30 s

Replicates 3

Internal standard 103Rh, 20 ppb

표 분석 조건3-8.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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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27I 검량선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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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를 이용한( ) ICP-MS 129I 동위원소 분석

를 이용한- ICP-MS 129I 분석 조건 확립

본 연구에서는 이하 극미량의0.1 ng/mL 129I의 분석을 위하여 double-focusing

를 이용하는 최적의 분석조건을 확립하였다magnetic sector-field ICP-MS . 129I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준물질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RM(Standard Reference Material) 4949C (Iodine-129 standard

를 범위의 농도로 암모니아수를 매질로radioactive solution) 0.2~10 mBq/mL 1%

희석하여 조제하였다.

다음의 그림 에는3-24 1% NH3 용액을 매질로 할 때 발생되는OH SF-ICP-MS

의 바탕값의 분석값을 나타내었다 초의 에서 회 반복 측정한 결. 30 integral time 13

과 의 바탕값을 나타내었으며 상대표준편차 로 매, 1539.3±105.6 cps (RSD) 6.9%

우 안정적인 바탕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바탕값의 계측통계를.

바탕으로 최소검출한계 와 최소정량한계 를 산출하였다 는 바탕값(LOD) (LOQ) . LOD

의 평균의 신뢰수준의 값에서 결정되었으며 는 바탕값의99% (Mean ± 3SD), LOQ

평균과 표준편차의 배를 합하여 산출되었다 이에 따라 최소검10 (Mean ± 10SD) . ,

출한계는 최소정량한계는 로 결정되었다1856 cps, 2599 cps .

이러한 바탕값의 크기는 129I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영역에서의 방해m/z 129

요인은 129 에 의한Xe Isobaric interference, 127IH2,
89Y40Ar, 115In14N, 113Cd16 과 같O

은 다중원소이온에 의한 고농도의polyatomic spectral interference, 127 에 의한I

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tailing effect . 129I 동위원소의 분석을 위한 최적

분석 조건 확립을 위해 방해영향 인자를 고찰하였다.

다음의 그림 는3-25 129Xe, 130Xe, 131 에 의한 동중원소 간섭을 나타내고 있Xe

는데 이러한 동위원소의 영향으로 영역에서의 신호 바탕값은 약, Xe m/z 129 1539

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동중이온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cps .

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그림 나타낸 바와 같이 에. 3-26 matrix components

따른 127IH2,
89Y40Ar, 115In14N, 113Cd16 와 같은 역시 무시할O spectral interference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는. polyatomic spectral interference plasma

전처리 과정 중의 에 의해 발생하고 검gas(Ar), matrix components, solvent acid ,

출한계와 바탕값 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BEC) .

스펙트럼의 방해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첫.

번째는 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낮은 온도의 를 사용함으로cold/cool plasma , plasma

써 고분자이온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트릭스 영향을 크.

게 받고 분석조건의 최적화가 힘들며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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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 스펙트럼의 방해 영향을 줄이는데 효과가 크나 분석의

어려움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분해능의 질량분석기.

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스펙트럼의 방해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지만 분해능의 증가는 필히 분석 감도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매우 좋은

감도를 필요로 하는 시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는 는 충돌 반응CCT(Collision cell technology) DRC(Dynamic reaction cell) ,

셀에서 이온들을 충돌로써 제거한 후 질량분석기로 유입시킴으로써polyatomic

를 대부분 제거 시켜 검출한계와 바탕값을 크게polyatomic spectral interference

낮추는 기술이다 이온들은 충돌 반응셀에서 반응성이 아주 좋은 가스. Polyatomic

와 반응을 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가스는. He, H2, NH4, O2 또는 이들의 혼합, ,

물이다 반응원리를 요약하면 에서 발생시킨 이온 빔을 가스를 내재 시킨. ICP

에 통과시키면 가스와의pressurized collision cell charge transfer of 129IH2
+

(129IH2
+ + He + O2

127I + H2
+ + O2 ), proton transfer of 129Xe+ (129Xe+ +

He + O2
129Xe + O2

+ ) 등의 반응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원자 이온은 운동에너,

지를 잃고 열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가스는 높은 이. ,

온화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하 이동을 일으키지 않고 분석 대상 원소 이온을

질량분석기에 유입시켜 정성 정량분석이 이루어진다, .

또한 고농도로 농축된 영역의m/z 127 127 의 영향이 영역까지 나타나I m/z 129

게 되는 효과에 대한 영향 역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농도로 주입된tailing .

127 의 잔류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바탕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그림I .

에 의 고농축3-27 75 ppm 127 를 분석한 후 시간에 따른 바탕값의 저감정도를 나타I

내었다 이에 따르면. 127 영역에서의 잔류효과는 분 이상의 지속적인 세정이 필I 10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초 이상의 으로 충분한 잔류효m/z 129 100 dwell time

과의 제거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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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Q : 2598.8 cps (Mean ± 10SD)

LOD : 1856 cps (Mean ± 3SD)

BKG : 1539.3± 105.6, (RSD, 6.9%)

Background intensity of 129I affected by 129Xe

그림 영역의 바탕값 변동 및3-24. m/z 129 LOD, L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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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erence of 129I determination by ICP-MS
- Low ionization efficiency (low sensitivity) : 1% NH4OH

- Isobaric interferences

: 129Xe, 127IH2,
89Y40Ar, 115In14N, 113Cd16O

- Memory effect

- Tailing of 127I

그림 영역에서의 의 동중원소 간섭 효과3-25. m/z 129-134 Xe

 Interference of 129I determination by ICP-MS
- Low ionization efficiency (low sensitivity) : 1% NH4OH

- Isobaric interferences

: 129Xe, 127IH2,
89Y40Ar, 115In14N, 113Cd16O

- Memory effect

- Tailing of 127I

Gain adjust

128IH+

128IH+

128IH+

그림 영역에서의 다중원소 이온의 간섭 및 효과3-26. m/z 127-129 tailing



- 232 -

 Interference of 129I determination by ICP-MS
- Low ionization efficiency (low sensitivity) : 1% NH4OH

- Isobaric interferences

: 129Xe, 127IH2,
89Y40Ar, 115In14N, 113Cd16O

- Memory effect
- Tailing of 127I

75 ppm of 127I

그림 고농도3-27. 127I 분석 후 영역에서의m/z 127-129 mem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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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ICP-MS 129I 분석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수를 매질로 희석하여NIST SRM 4949C 1%

조제된 129I 표준용액 를 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0.2~10 mBq/mL SF-ICP-MS

과를 다음의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3-48 . 127 의 간섭이 없I

을 때 의 방사능 농도 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상1.0 mBq/mL 0.2 mBq/mL

의 129I 농도 수준에서는 정성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48 (b)

와 표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제조된3-9 129I 표준용액의 분석 결과는

이상의 최소검출하한치와 의 최소정량한계를 산정할 수0.2 mBq/mL 0.5 mBq/mL

있었다.

한편 표 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상의 농도에서는, 3-9 1.0 mBq/mL

분석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상대표준편차 이하에서 분석 결과의 정밀도(RSD) 1%

가 유지되었으며 의 최소검출농도에서도 이하의 분석 결과의 정밀0.2 mBq/mL 5%

도가 유지되었다.

129I 표준용액 를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이0.2~10 mBq/mL SF-ICP-MS

용하여 다음의 그림 에 분석 결과의 선형성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표준용액에3-28 .

을 의 농도로 주입하여 내부표준물질로 이용하여 네블라이져 등의 시103Rh 20 ppb

료 도입부의 성능변활량에 따른 감도 변화를 보정하였다 그림 의 선형성 분. 3-29

석 결과 직선성은 이상으로 나타나 의 범위에서 직선성이, 0.9997 0.2~10 mBq/mL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회귀잔차 은 미만에(regression residuals) 0.5%

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산출된 분석 감도는. BEC 0.177 mBq/mL, DL 0.031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의 저농도 영역에서도 직선mBq/mL . 0.2~1.0 mBq/mL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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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 of 129I of diluted NIST SRM 4949C ( Iodine-129 standard solution)

(a) Spectra of m/z 127~120 (129I)

129I signal intensity of ICP-MS

(b) 129I 농도에 따른 분석 신호 감도 세기 변화량

그림 를 이용한3-28. ICP-MS 129I 분석 감도 및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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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 129I

(mBq/g) CPS RSD(%) Net CPS S/N

0.205 1938 3.7 398 0.26

0.311 2132 4.0 592 0.38

0.490 2503 2.4 964 0.63

0.993 3373 1.7 1834 1.19

1.988 4962 0.6 3423 2.22

5.084 10392 0.8 8853 5.75

9.277 17883 0.8 16343 10.62

표 를 이용한3-9. ICP-MS 129I 분석 결과 (NIST SRM 49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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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ity of 129I signal intensity of ICP-MS

그림 를 이용한3-29. ICP-MS 129I 분석 결과의 선형성

를 이용한- ICP-MS 129I/127 동위원소 비 분석I

환경 시료 중 129I/127 의 농도비를 정량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시료를 이용하여 농I

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농도의 안정동위원소. 127 이 다량으로 최종 분I

석 매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129I의 분석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수 를 농축하면 약 의10 L 75 ppm 127 이 분석시료에 분포하게 되며 토양시료I

을 분석에 이용하면 약 의100 g 100 ppm 127 이 최종 분석 시료 매질에 포함되게I

된다 따라서. 127 의 농도 분포에 따른I 129I 바탕선의 방해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

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27 의 농도를 까지 단계적으로 표준I 0, 1, 5, 10, 30, 75, 100 ppm

용액을 제조하고 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SF-ICP-MS , 129I의 바탕선에 미치는 방해

요인을 정량하여 다음의 그림 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3-30 3-31 .

같이 127 의 농도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상의 농도I 30 ppm

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 , 100 ppm 127 이 동시에 존재할I

때 바탕선은 약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3 129I의 검출하한치를

로 상승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이온에 의한1.0 mBq/mL .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충돌 반응 기작을 도입하면 고농도의, 127 이 공존 할 때도I

고감도의 129I 분석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의 표 에 표준용액3-10 KI (127 과 를 이용하여I, 75 ppm) NIST SRM 49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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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129I 표준용액 (10-4 10∼ -5 을 로 분석하여 산출한) SF-ICP-MS 129I/127I

의 농도비를 나타내었다 표 의 동위원소비 분석 결과 제조된 표준용액의 기. 3-13 ,

준값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정밀도 역시 약 이하에서10 %

유지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10-4 10∼ -5 동위원소비의 분석에 의 활SF-ICP-MS

용이 가능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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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I

128IH+

129IH2
+

그림 고농도3-30. 127I의 방해영향 spectrum

Tailing Effect of highly enriched 127I concentration

Background intensity (1596 cps)
without 127I

Tailing effect of 127I

Background intensity (5273 cps)
with 100 mg/L of 127I

그림 3-31. 127I 농도에 따른 129I 분석 방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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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ratio of 129I/127I

Expected value
Experimental value

129I/127I Average RSD(%)

STD1 7.79 x 10-6

8.82 x 10-6

7.68 x 10-6 13.26.91 x 10-6

7.30 x 10-6

STD2 1.57 x 10-5

1.31 x 10-5

1.26 x 10-5 8.81.33 x 10-5

1.13 x 10-5

STD3 4.72 x 10-5

5.08 x 10-5

5.19 x 10-5 2.15.19 x 10-5

5.30 x 10-5

STD4 9.06 x 10-5

9.06 x 10-5

9.46 x 10-5 5.09.34 x 10-5

9.98 x 10-5

표 를 이용한3-10. SF-ICP-MS 129I/127I 동윈원소 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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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2)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129I 분석

가 분석용 시료 준비( ) LSC

음이온 교환수지에서 추출된 시료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LSC .

로 용출한20 % NaClO IO3
-을 증발시켜 용액의 부피를 줄인다. 200 ml 20 %

에NaClO 131 을 혼합한 다음 를 으로 조절하였다 가열하여 최종 정도I pH 10 . 10 ml

되도록 증발시켰다. 131 의 손실을 분석한 결과 이상이 잔류한 것을 확인하였I 90 %

다 용액으로 산화 환경이 조성되고 를 높이면 는. NaClO , pH I I2로 기화하지 않고

IO3
-나 IO4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약 까지 증발한 뒤에( 3-32). 10 ml 50 ml

로 옮긴다tube . CHCl3 용액 와 혼합한 다음10 ml , NH2 용액으로OH-HCl IO3
-를

I2로 환원시킨다 를 세게 흔들어. tube CHCl3 용액에 I2를 추출한다. H2SO3로 유기용

매에 추출된 I2를 다시 I-로 환원시켜 수용액 상태로 추출하는 과정

을 거친다 이 추출과정에서 의 가 발생했다 의(back-extraction) . 10-20 % I loss . I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의 추출 역추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추출한- . I-이 포

함된 용액을 에 옮기고 최종 부피가 되도록 초순수를 혼20 ml plastic vial 10 ml

합하였다 를 혼합한 뒤에 로 계측한다. Ultima Gold LLT 10ml LSC .

그림 산화 환경에 따른3-32 pH, I

species [42]

나 계측 조건( ) LSC

본 연구에 사용한 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측할 수 있다 저LSC, Quantulus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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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조건과 저에너지영역 중 일부 스‘low energy biased'

펙트럼을 제거해 영향을 줄인 조건이다background 'high energy biased’ .

아래 그림은 와 조건에서 같은 농도의‘low energy biased' ’high energy biased'

129I를 분석한 결과 그림 이다 조건에서 계측하였을( 3-33) . high energy biased

때 저 에너지 영역의 스펙트럼이 제거되면서 바탕시료의 계수율이, 3.49 cpm (low

에서 계측 시간 분 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와energy biased) 1.56 cpm ( : 120 ) . MDA

계측 효율에 영향을 준다 는 식 와 같. 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 3-9

이 바탕 시료의 계수율이 반영된 값이다 바탕시료의 계수율이 낮을수록 값도, . MDA

낮아진다 계측 효율이 같다면 바탕 시료의 계수율이 낮을 수록 더 낮은 농도까지. ,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계측 조건에 따른3-33 LSC 129I의 스펙트럼

   
×× ×

  × 
(3-9)

Rbkg 바탕시료의 계수율: (cpm)

tc 계측 시간:

ec:
129I의 계측 효율

Wsmp 시료 무게: (kg)

와 조건에서 계측 효율이 다르다 저에너low energy biased high energy biased .

지 영역의 스펙트럼까지 포괄하여 반영하는 조건에서 계측 효율이low biased 30

높다 계측 효율은 표 과 같다 조건은 저에너지 영역% . 3-11 . high energy bi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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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펙트럼을 제거해 을 낮췄지만 계측 효율도 함께 감소한다background , .

14C mode

low energy biased high energy biased

window 20..500 150..500

계측 효율 99.8 % ± 1.3 % 68.2 % ± 0.8 %

표 계측 조건에 따른3-11. LSC 129I의 계측 효율

계측 효율 결정할 때 사용한 129I 표준 용액의 방사능 농도에 따라 계측 효율이

다르게 평가되었다 낮은 농도의. 129I 표준용액으로 평가한 계측 효율과 높은 농도

의 129I 표준용액으로 결정한 계측 효율이 이상 차이가 났다 방사능 농도가10 % .

낮을수록 바탕시료 계수율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후쿠시마 사.

고 후 관측된 해수 중, 129I는 평균 이다 손실 없이 를 농축할 경0.2 mBq/L . 100 L

우 평균 의, 20 mBq 129I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농도 의 표준. (6 ~ 12 Bq)

용액으로 결정한 계측 효율이 낮은 농도에서도 유효한지 비교하였다. 5 - 15 mBq

의 129I 시료를 대상으로 조건에서 분씩 계측하였다low / high energy biased 1200 .

표 과 같이 상대 오차 식 가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3-12 ( 3-4) -17 -75 % .∼

low energy biased

(eff. 99.8 %)

high energy biased

(eff. 68.2 %)

expected

value

(mBq)

measured

value (dps)
R.E. (%)

measured

value (Bq)
R.E. (%)

smp 1 4.96 0.0020 -59.6 0.0013 -74.8

smp 2 10.10 0.0074 -26.9 0.0010 -89.7

smp 3 15.07 0.0125 -17.2 0.0054 -64.0

표 높은 농도의3-12. 129I 으로 결정한 계측 효율을 이용하여 낮은 농도의(6-12 Bq)
129I 시료를 분석한 결과

 


× (3-4)

Am: measured value (Bq)

Ak: known value (Bq)

위와 달리 낮은 농도의, 129I 표준 용액 을 이용하여 결정된(0.025 0.15 Bq)∼

계측 효율을 이용하면 상대오차가 감소하였다 각 조건. low / high energy biased



- 243 -

에서 와 의 계측 효율을 확인하였다 이 계측 효율87.2 ± 12.8 % 56.5 ± 5.0 % .

을 표 의 시료에 적용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낮은 농3-17 ( 3-34).

도의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 결정된 계측 효율을 적용했을 때 상대 오차가, 10 %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건보다는 조. high energy biased low energy biased

건에서 상대 오차가 이상 향상되었다20 % .

그림 계측 조건에 따른 표준 용액 분석 결과 상대3-34 (low/high energy biased)

오차 표준용액으로 계측 효율 결정(black bar: 5-10 Bq , red bar: 25 - 150 mBq

표준용액으로 계측 효율 결정)

까지의5 mBq 150 mBq∼ 129I 시료를 대상으로 조, low / high energy biased

건에서 각각 계측한 뒤 상대오차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 이, ( 3-35). 50 mBq

상에서는 조건에 관계 없이 상대 오차가 이내였low / high energy biased ± 7 %

다 반면. , 129I 농도가 낮을 때에는 의 상대 오차를 보였다 각 조건에서 바± 30 % . ,

탕시료의 계수율과 계측 효율 시료 부피 회수율 를 고려하여 계산, (50 L), (80 %)

한 는 표 과 같다 조건에서 바탕 시료의 계수율이MDA 3-13 . high energy biased

배 이상 낮지만 상대적으로 계측 효율이 낮아 조건과 는2 low energy biased MDA

비슷한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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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를 이용한3-35. LSC 129I 분석 결과 계측 효율(5 150 mBq) ( :∼ △

계측 효율56.6 %, : 87.2 %)□

high energy biased low energy biased

바탕시료 계수율 (cpm) 1.56 3.49

계측 효율 (%) 56.6 87.2

회수율 (%) 80

시료 부피 (L) 50

계측 시간 (min) 1200

MDA (mBq/L) 0.13 0.12

표 계측 조건에 따른 비교3-13. MDA

후쿠시마 사고 후 해수 중, 129I의 농도는 평균 이다 그림 에서0.2 mBq/L . 3-36

이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LSC (Quantulus 1220) 129I의 농도는 15 20∼

범위이다 의 해수 를 손실 없이 농축하더라도mBq . 0.2 mBq/L 50 L 129I의 방사능

농도는 에 불과하다 계측 시간을 늘려 를 까지 낮출 수10 mBq . MDA 0.12 mBq/L

있다 그러나 계측기 특성상 검출 가능한 농도가 이상이어야 유의미한 결. 15 mBq

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129I 해수 를 농축할 경우0.2 mBq/L 15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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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평상시 해수 중Quantulus 1220 . 129I 농도는

범위이어서 로 계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상시0.02 mBq/L LSC . 150 L

이상의 해수를 농축 분리할 경우 로/ , LSC 129I 분석은 가능하다.

나 환경 시료 중. 129I 농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자력 시설 사고 시, 134Cs, 137Cs, 131 과 같은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들이 방사능I

구름을 타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 핵종들은 특성상 사고 당시 대기 조건에.

따라 광대한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 반감기가 비교적 긴. 137Cs을 이용해 원자력,

사고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37Cs은 131 과 환경에서의 거I

동이 달라, 131 에 의한 오염 지역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I .

131 은 어린이의 갑상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방사선 방호 측I ,

면에서 매우 중요한 감시 핵종이다 반감기가 일인. 8 131 은 사고 직후 두 세달 이내I

에만 관측할 수 있다 그 시간동안. 131 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I

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131 과 환경에서 거동이 같고 장기적으로 관측이 가능한I , 129I

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 중. 129I 분

석 데이터 활용 계획을 세웠다 그림( 3-36).

사고 전1. 129I/127 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I .

비상시 사고 영향을 받은 지역의2. , 129I/131 을 결정 한다I .

중장기적으로 환경 시료 중3. , 129I를 분석함으로써 사고 당시 131 농도를 역추I

적하고 오염된 지역을 설정한다 사고 전 후. / 129I/127 농도비를 비교하여 오염지역을I

추적한다. 131 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활한 주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I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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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경 중3-36. 129I 분석 데이터 활용 계획 (N: Normal condition, E: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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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4 90Sr 현장 연속 감시기술 개발

1. 90 현장 연속 감시기술 개념설계Sr

가 개발목표.

방사성스트론튬은 핵분열 생성율이 높아(89Sr-4.7%, 90 원자력 시설Sr-5.8%),

사고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될 확률이 높은 핵종이다 인간이 방사성스트론튬에 노.

출될 수 있는 경로는 방사성스트론튬에 오염된 공기 중 호흡 음식물 및 물 섭취,

등이다 스트론튬은 칼슘과 화학적 거동이 유사하여 인체 내 뼈나 치아에 축적될. ,

수 있다 또한. 90 은 반감기가 비교적 길고 년 최대 방출 베타 에너지가Sr (28.78 ),

이다546 keV . 90 은 붕괴 과정에서 베타 에너지가 높은 딸핵종Sr 90Y(maximum

을 생성하기 때문에 방사선 방호 측면에서 위험한 핵종으beta energy 2.28 MeV)

로 분류된다 그림( 4-1). 89 은 최대 방출 베타에너지가 으로 높은 편이Sr 1.50 MeV

고 딸핵종으로 안정동위원소, 89 를 생성한다Y . 89 의 반감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Sr

일 환경 중(50.5 ), 89 관측은 원자력 사고 및 방사성폐기물 유출 시점에 관한 정Sr

보를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곱 반감기가 지나면 방사성 물질은 거의 소멸 초기. (

값의 되기 때문에 환경 시료 및 방사성폐기물 중0.8%) , 89 관측되었다는 것은Sr 1

년 이내에 방사성스트론튬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림 방사성스트론튬의 붕괴사슬4-1.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을 기체 고체 액체 등으로 나, ,

누어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체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과 중 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고준위 폐기물은 내진성이 강하고 냉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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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공간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중 저준위 폐기물은 취급 과정의 안정성을 고. -

려해 압축하거나 건조 설비를 이용해 폐기물량을 감량시켜 저장 관리하고 있다 기.

체 폐기물은 활성탄 입자여과기를 이용하거나 액체폐기물은 이온교환설비 등을 이

용하여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킨다 방사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한.

뒤에 배출 요건에 따라 환경으로 배출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기체 액체 폐기물을 관리한다 액체폐기물의 경우 전베/ .

타 감마핵종의 방사능값을 기준으로 하거나 핵종별 방사능값에 의해 배출 유무를,

결정한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자력시설 사고나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일상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최종, .

목적은 고준위 방사성액체폐기물 중 방사성스트론튬을 현장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방사성 스트론튬은 순수베타핵종이기 때문에 시료에. ,

서 분리되지 않으면 정량 분석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시료 공급부 스트론튬분. -

리 분석 과정이 모두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림 본 과제에서는- ( 4-2). 90 현Sr

장 연속 감시기술을 위한 단위기술을 설계 개발하였다· .

그림 4-2. 90Sr 현장 연속 검출기 모식도

나. 90 현장 연속 검출기 개념설계Sr

은 의 베타에너지를 방출하지만 딸핵종0.5 Mev , 90Y는 의 비교적2.3 MeV

높은 베타에너지를 방출한다 베타핵종이 포함된 시료를 칵테일 과 혼합하. (cocktail)

여 생성되는 을 로 계측함으로써 방사능 농도를 정량 분석할 수 있다photon PMT

그림( 4-3-a). 90Y는 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을 갖춰Cerenkov photon ,

주면 광전자증배관 으로 계측할 수 있다 그림 칵테(Photon multiple tube) ( 4-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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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합할 경우 계측 효율이 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Cerenkov counting .

그러나 칵테일 공급장치가 필요하고 칵테일과 시료가 완전 혼합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을 적용할 경우 측정 모드에 비해 계측. Cerenkov counting , Scintillation

효율은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능이 뛰어난 를 선정하거나 시료와. , PMT , PMT

사이에 를 설치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plastic scintillator .

그림 연속측정장치 시스템4-3. (flow cell analysis): a) Scintillation counting , b)

Cerenkov counting system

본 과제에서 개발한 90 연속측정장치의 전체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그림Sr 4-4

에 표시하였다. 90 분리 정제는 본 과제에서 개발한 자동핵종분리장치를 이용하Sr ·

며 을 이용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이 적용되었다 분리 정제된 시료는, Sr-resin . ·

로 공급되고flow cell , 90 의 베타선에 의한 광자는 에서 관측된다 의 신Sr PMT . PMT

호를 증폭하여 디지털 신호로 바꿔 다중채널분석기 에 저장한다 보조제어부(MCA) .

에 취합된 정보는 주제어부 에서 처리한다(Sub controller) (Main contro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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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90Sr 검출기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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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속 검출시스템 개발

가. 90 분리 정제 기술Sr ·

90 은 순수베타방출핵종으로써 분석에 앞서 반드시 분리 정제되어야 한다 현장Sr , · .

연속 분석을 위해서는 시료 공급 분리 정제 검출기가 모두 자동화되어야 한다/ · / . 90Sr

분리 정제는 을 이용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동핵종분· Sr resin

리장치를 이용하였다 그림( 4-5).

방사성액체폐기물 시료 중 90 분석에 방해되는 핵종은Sr 45Ca, 140 등의 알칼리Ba

토금속계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이 있다 추출크로마토 기반의 법은 액체. Sr resin

시료 중 알칼리 토금속을 과 완전히 분리할 수 있고Sr , 90 의 딸핵종Sr 90Y도 함께

분리된다 그림 은 액체 시료 를 에 적용. 4-6 , 10 mL Sr resin 2 mL (Bed Volume)

그림 4-5. 90Sr 자동핵종분리장치 위 자동핵종분리장치 아래 운영프로그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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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과 의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Sr Y, Ca, Ba . 8 M HNO3 용액을 이용해 Sr

에서 을 제거하는 동안 은 와 결합되어 있다 그림resin Y, Ca, Ba , Sr Sr-resin . 4-7

에서와 같이 탈염수를 이용해 에서 을 용출할 수 있다 용출액은, Sr resin Sr . Sr

로 이동하여flow cell 90 을 분석한다Sr .

그림 에서 의 거동4-6. Sr resin 2ml (BV) , Sr, Y, B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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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용출4-7. Sr resin 2 ml(BV) , Sr (Loading/Rinsing: 8 M

HNO3 탈염수, Elution: )

나 설계. flow cell

에서 시료가 이동하는 튜빙의 재질을 테프론 코팅된 튜빙으로 결정하였flow cell

다 내화학성과 내산성이 뛰어나고 그 외 재질의 튜빙보다 의 백그라운드 신. , PMT

호가 낮다 백그라운드 신호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를 낮출 수 있. , S/N(Signal/Noise)

고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최소검출농도FOM(Figure of Merit) . (MDA,

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내경이Minimum detectable activity) . 1/8 inch(3.2

이고 길이 의 테프론 튜빙을 내에 설치하여 시료 부피가mm) 25 cm flow cell , 2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이번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원하는ml ( 4-8). flow cell ,

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료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MDA .

베타 핵종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체섬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중 에 장착된 는 사의 이다counter) Quantulus 1220 PMT HAMAMATSU R3048 .

은 직경 이고 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만들PMT R3048 51 mm(2 inch) , phtocathode

어졌다 시료가 들어있는 튜빙과 가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PMT

을 설계하였다flow c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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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면 좌측면도 시료 도4-8. flow cell 3D (a) flow cell , 1.

입부와 연결되는 튜빙 을 챔버에 고정하기 위한 지, 2. flow cell

지대 튜빙 커넥터 시료가 들어있는 튜빙을 코일 형태로, 3. , 4.

유지시키기 위한 구조물 시료가 들어있는 테프론 코팅의 튜, 5.

빙 우측면도 사진, b) flow cell , c) flow cell )

다 검출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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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론튬 은 섬광용액 과 반응하여 광자 을 발생시키거나-90 (coctkail) (phton) ,

90 의 딸핵종Sr 90Y에 의한 을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Cerenkov photon . phton

을 검출하는 광센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광전자증배관 를 사. , (PMT)

용하였고 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림 은, HAMAMATSU R3048 ( 4-9). PMT R3048

직경 이고 파장대의 빛에 반응한다 내부는51 mm(2 inch) , 300 650 nm . PMT 8∼

개의 로 구성되어 있고 에서 감지한 빛을 단계에 걸쳐 증폭dynode , Photocathode 8

한다 와 사이에 의 고압이 인가되어 작동한다. Anode Cathode 1500 V .

검출기는 의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 에 저장하는 그리PMT, PMT MCA digiBase,

고 와 를 연결하는 소켓과 아답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당해PMT digiBase ( 4-10).

연도에 사용한 는 와 달리 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였다digibase PMT 14 PIN Ortec .

는 섬광검출기에 사용하며 의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digiBase PMT .

을 가진 와 을 가진 를 연결하기 위해 아답터를 따로14 PIN digiBase 15 PIN PMT

제작하였다.

그림 사진4-9. P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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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를 포함한 검출기 설계 개념도4-10. PMT

라 챔버 설계.

챔버는 검출기를 포함한다 검출기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빛flow cell- . ,

은 차단되어야 한다 챔버 상단에 손잡이를 설계하여 장비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었. ,

다 좌 우 측면에 개를 각각 설치하였다 년도 연착보고서에서 보고한 챔. / PMT 2 . 15

버와 달리 를 포함한 전자부는 새로 설계 제작되었다 은 중심부에, MCA / . flow cell

두었다 과 의 거리가 최대한 가깝게 두었다 그림 최소검출농. flow cell PMT ( 4-11.

도를 낮추기 위해 시료 부피를 확장한 적용할 수 있다 시료 부피가flow cell . 2 ml

부터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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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챔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는 년도 개발한 전자. 4-12 15

부와 검출기 구성 사진이다.

그림 챔버 도면4-11. 2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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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자부와 를 결합한 챔버 사진4-12. PMT

마 전자부. (electronics)

일반적으로 검출기 센서의 신호처리회로는 검출기 센서에 전달해야 할 고전압의

인가전압과 펄스성형을 위한 전치증폭기에 필요한 저전압부로 구성된다 고전압부.

의 경우 전치증폭기를 통하여 센서로 전달된다 고전압 인력단에는 고압용 저항 및, .

캐패시터 등을 모두 타입의 대용량 소자로 사용하였으며 저전압부는lead , +12V

및 단자와 접지 로 구성된다 전치증폭기의 출력신호가 미약하기 때문에12V (GND) . ,

펄스파고의 판별을 위해 주증폭기가 필요하다 증폭기의 출력신호는 에 기록된. MCA

다.

전치증폭기의 출력신호가 주증폭기에 전달되어 증폭과정을 거쳐 최종 에 계PMT

측된 광전자에 의한 펄스신호가 만들어 진다 이때 펄스신호를 파고분석기로 손실. ,

및 변형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펄스신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

방해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전원부에 기인하는 를 저역통과 필터. noise

및 하우징에 의한 전자파 차단 등으로 제거하였으며 펄스중첩을 해결하기 위한,

회로 회로 및 회로pile-up rejection , pole-zero cancellation baseline restoration

등이 장착되어야 한다 이는 년도 연차보고서에서 개발된 소형방사선검출기를 위. 14

한 전자부를 개선하였다.

그림 은 년도 결과물을 개선하여 년에 새로 제작한 검출기 를 포4-13 15 , 16 (PMT

함한 챔버 와 전자부의 구성도이다 개와 을 포함한 검출기와) . PMT 2 flow cell MCA

신호를 처리하는 전자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Multichannel Analyzer, MCA527), .

호 증폭을 위해 를 자체제작하였다 그림 최대인가전압을Pre-AMP ( 4-14).

로 적용하기 위해서 고전압 부분을 그림 와 같이 자체 제작하였다-2000 V , 4-15 .

고전압을 값으로 인가하는 이유는 검출기 에서 만들어진 펄스신호negative , (PMT)

를 보다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바탕계수율이 낮으면 검출하한치를 낮출 수 있. ,



- 259 -

다 이를 위해 동시신호처리기를 설계하였다 그림 두 개의 에서 전. , ( 4-16). PMT

달된 신호사이의 시간을 기준으로 외부 방사선에 의한 광전자 생성인지 시료에, ,

의해서만 생성된 광전자인지를 판별하도록 하였다.

그림 검출기와 전자부 구성도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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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회로도4-14. Pre-AMP

그림 고전압 회로도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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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시신호 처리 회로도4-16.

전치증폭기 고전압 동시회로처리기 등의 전자부 각 요소들은 그림(Pre-AMP), ,

과 같이 전자부 내부에 설계되었다 전자부는 케이블을 이용해 검출기와4-17 . BNC

통신한다 그림( 4-18).

그림 전자부 내부 구성도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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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검출기 시스템 배선도4-18.

3. 90 현장 연속 검출시스템 성능평가Sr

본 과제에서 개발한 90 연속 검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액체섬광계수기의 원리Sr

를 차용하였다 베타방출방사성핵종. (90Sr, 3H, 14C, 40 을 이용하여 액체섬광계수K) ,

기 과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 개발한 검출기를 개선(Quantulus 1220) ,

하였다 그림 는 고전압 모듈을 적용하고 동시신호 허용 시간차를. 19 2000 V, 4A ,–

로 설정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그림 의 왼쪽은 시스템 모식도이고 가운10 s . 4-19 ,μ

데는 액체섬광계수기 스펙트럼결과 오른쪽은 본 과제에서 개발한 검출기의 스펙트,

럼이다 의 스펙트럼과 달리 저에너지 영역에 스펙트럼이 몰려있으. Quantulus 1220 ,

며 핵종 사이에 구분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신호가 아닌 신호계수 확. ,

률을 줄이기 위해 동시신호 허용시간차를 에서 로 단축시켰다 또한 아10 s 1 s .μ μ

날로그 회로간 임피던스를 매칭하는 작업을 진(PMT-Voltage Divider-Preamp)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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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검출기 차 테스트4-19. 1

와 사이의 임퍼던스 매칭하고 동시신호 허용 시간을 로 단축한PMT Preamp , 1 sμ

결과, 90 과 의 검출기 스펙트럼은 액체섬광계수기의 스펙트럼과 유사하게 나Sr KCl

타났다 그림 그림 에 비해( 4-20). 19 , 90 과 의 스펙트럼이 구분되는 것이 확Sr KCl

인되었다 그러나 저에너지 스펙트럼은 역시 보이지 않았다 액체섬광계수기 스펙트. .

럼에 비해, 90 의 검출기 스펙트럼이 저에너지영역으로 이동 된 것이Sr, KCl (shift)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 신호특성을 고려하여 밴드폭이 넓은. PMT OP

를 적용하고 신호크기가 작은 신호를 계수할 수 있도록 생성임계Amp , Gate input

치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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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검출기 차 테스트4-20. 2

두 개의 중 이 들어오는 의 만 교체하여 스펙트Preamp , Signal Preamp OP Amp ,

럼을 비교하였다. 90 과 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는 감소하였지만 액Sr KCl , intensity

체섬광계수기 스펙트럼과 유사한 영역대에서 스펙트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그러나 저에너지 영역의 스펙트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4-21). . 90Sr,

40K에 비해 상대적으로 베타에너지가 작은, 3 과H 14 의 검출이 어려웠다 완결된C .

기술은 아니지만 지금의 결과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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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검출기 차 테스트4-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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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5 중장기 대응을 위한 미량 오염 핵종 분석기술 개발 및

핵종분석자료 구축DB

1. 기술 개발 배경과 목표

가 지구적 규모의 요오드 순환. (Iodine)

요오드 는 지구상에 평균(I) 0.45 mg kg-1의 농도로 존재하는 미량 원소이다 해.

수에는 45 60 ng ml∼ -1 토양에는, 0.5 40 ug g– -1 범위로 존재한다 그림( 5-1).

육상식물의 농도는I 1 ug g-1 이하이고 해조류의 농도는, I 10 6000 ug∼

g-1 로 높은 편이다 요오드는 생물 성장을 위한 필수 미량원소로서 해조류 중-dry . ,

농도가 높은 편이다 해수 중. 129I의 농도 변화는 해조류 중 129I/127I 변화를 관찰함

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인체 대사 활동 중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

위한 필수영양소로서 신체 장기 중 주로 갑상선에 농축된다 이는. 131 에 대한 노출I

이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근거가 된다.

그림 환경 중 순환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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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의 안정 동윈 원소는 127I이고 방사성 동위 원소 중 관심 있는 핵종은,

131 반감기 일I( 8 ), 129I 반감기 만 년 이다 표( 1500 ) ( 5-1). 129I는 핵분열과정에서 생

성되는 이공 방사성 핵종이면서 우주선 이 대기 중 과 반응하여 생, (cosmic ray) Xe

성되는 천연 방사성핵종이기도 한다 그림 자연적으로 발생한( 5-2). 129I에 따른

129I/127I는 약 10-12 이다 년대 핵실험 이후. 1950 , 129I/127I는 약 10-4 10∼ -10로 증

가하였다.

표 의 동위원소5-1. I

그림 5-2 129I 생성 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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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기원의 129I는 핵실험 원자력발전소 재처리시설 등의 원자력시설 운영에 의, ,

해 환경에 방출되었다 표 에서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에 의한. 5-2 , 129I

환경배출량이 가장 많다 영국과 프랑스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에서 해.

양에 방출한 129I는 년대 이후에는 연간 해양에 방출한90 129I의 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129I의 양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발생원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129I는 반감기

가 길기 때문에 해양에서 추적자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 5-2).

나. 131 의 영향I

년 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주관으로 원전주변주민과 갑상선암2015 “

발생에 관한 과학적 분석 의 제목으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이 워크샵에서 발표된” .

내용 중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과 같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5-3

소아갑상선암 발병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인은 원전 사고시 환경에.

배출된 131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 사고시I . , 131 에 의한 오염I

지역을 평가하고 오염 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해야 한다.

발생원 총량 (kg) 환경 중 129I/127I

자연 250 ~ 1x10-12

핵실험 57 1x10-11 ~ 1x10-9

체르노빌 원전 사고 1.3-6 10-8 to 10-6 오염지역( )

유럽의 재처리시설에 의

한 해양방출 년 이(2007

전)

5200 10-8 to 10-6

유럽의 재처리시설에 의

한 대기방출
440 10-8 to 10-6

미국 재처리시설Hanford

에 의한 대기방출
275 10-6 to 10-3

표 환경 중5-2. 129I 기원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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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밸라루스 지역의 소아 갑상선암 증가5-3.

131 은 반감기가 일로 환경에 방출된 지 개월이 지나면 그 흔적을 찾기 어I 8 , 2

렵다. 131 의 동위원소인I 129I는 자연 환경에서 그 농도가 매우 낮아 인공 기원의,

129I는 뚜렷하게 그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워낙 농도가 낮아 분석할 수 있. ,

는 장비가 나NAA(Neutron activation analysis) AMS(Accelerator mass

로 제한된다spectrometry) .

많은 과학작들이 131 과 함께 방출되며 상대적으로 측정이 간단한I 137Cs을 이용

하여, 131 을 추적하려고 했다 그러나 와 의 화학적 특성이 달라 환경에서 거동I . I Cs

이 다르다. 그림 5-4를 보면 토양의 깊이 별, 137Cs/129I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토양에서 는 유동성 이 보다 크기 때문에 토양이 깊을수록 의 농. I (mobility) Cs , I

도가 높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많이 오염된 지역과 덜 오염된 지역의.

토양 중 137Cs과 129I의 관계가 그림 과 같이 보고되었다 매우 오염된 지역에5-5 .

서 137Cs과 129I는 선형관계를 보이지만 그보다 덜 오염된 지역에서는 두 핵종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과 의 환경에서의 거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Cs I .

131 오염 지역을I 137Cs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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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토양 깊이별5-4.

그림 체르노빌 원전 주변 지역의 토양 중5-5.

다 환경 중. 131 오염지역을 평가하는 인자I

131 오염지역을 평가하는 인자는 같은 동위원소인I 129I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정

확하고 유리하다 환경 중. 129I는 자연 기원 외에 원자력활동에 따른 인공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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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I가 이미 존재한다 또한 원전 주변은 그 외 지역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 따라. .

서, 129I를 이용하여 131 오염 지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 중I 129I background

을 평가해야 한다level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 환경의, 129I를 측정하여,

사고 영향 지역을 평가하였다 사고 이전의. 129I/127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에

서 사고 후, 129I/127I를 평가하였다 그림 그림 에서 사고 이전의( 5-6). 5-6(b) ,

129I/127I는 127I의 농도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29I가 외부에서 공급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의. 129I의 발생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핵실험니라 원

자력시설이다 반면 사고 이후 토양 시료를 살펴보면. , , 129I/127I가 127I의 농도와 무관

하고 사고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토양 중2. 129I/127I 분석 기술 개발

토양 중 129I/127I 분석 기술은 토양 시료 채취 시료 연소 화학 분리 분석 과정- - -

으로 이뤄진다 시료 건조부터 분석까지의 과정을 그림 에 나타냈다 시료를. 5-7 .

800 ℃에서 연소시킬 수 있는 연소로와 유기용매를 이용해 를 추출 역추출할 수I /

있는 실험실이 필요하다 환경 중. 129I 분석을 위해 나 분석용 시편으로, NAA AMS

시료를 가공한다.

그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토양 채취 지점 과5-6. (a) 129I/127 과I 127 의 관계I (b). (previoues

사고 이전 사고 이후study: , this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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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토양 시료 중5-7. 129I 분석 위한 절차

가 시료 채취 및 건조.

표층 위 나뭇가지들을 제거한 뒤에 깊이의 토양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5 cm .

시료는 110 에서 하룻밤 건조하였다 건조한 토양을 분쇄한 뒤에 체로. (150 μ

걸렀다 그림 준비된 토양은 에 옮겨 담아 감마핵종을 분m) ( 5-8). cylinder bottle

석하였고. 129I 분석을 위해 약 을 사용하였다2 g .

그림 자동채거름 장비5-8. (vibration sievings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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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료 연소.

일반적으로 원전 주변이 129I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측계통의, AMS

메모리 효과와 계수율 포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29I의 분석을 위하여

준비된 건조 토양 시료 중 원전 주변 시료의 경우 미만 대조군의 경우 약1 g , 2 g

의 시료를 분석용을 준비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고온연소로를 이용한 열분해 및 가스포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토양 시료를 의 고온에서 연소시켜 열분해하고 생성되는 가스상800℃ 129I 및 가스

상 성분을 0.5 M NaOH+0.02 M NaHSO3용액을 이용하여 흡수한다 시료의 전처.

리에 사용되는 고온연소로는 다른 방사성 핵종의 방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소효율

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의 그림 에는 본 연구에서 제. 5-9

작된 연소로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소로는 기화된 가 흡수액 전단부에서 연소관 및I

촉매영역에서 흡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소관을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는 분리할 수 있는 연소관의 모식도이다. 5-10 .

그림 토양 시료의 열분해를 위한 고온 연소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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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전처리 중 의 손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I 125 를 추적자로 사용하였다I .

125 는 감마방출체로서 연소 후 감마분광분석기로 분석하여 회수율을 평가한다I . 129I

분석할 때, 131 는 추적자로 사용하지 않는다I . 131 은 생성 메카니즘에서 일부I 129I가

동시에 생성된다 이는 환경 준위의. 129I 결정할 때 과대평가 의 요, (overestimation)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31 를 추적자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는I 131 을 만드는I

과정에서, 10-13 10∼ -12 g of 129I / kBq of 131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I .

포집용액 연소 후 발생한 가스 중 는I (trap solution): I 0.5 M NaOH+0.02 M

NaHSO3 용액에 포집된다. NaHSO3를 넣는 이유는 I2 를gas I- 형태로 환원시켜, I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연소하는 동안 포집관 에. (infinger) N2+O2 를 주입하gas

기 때문에 가 가스 형태인, I I2로 존재할 경우 용해도 이상이 되면 포집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11).

연소 절차- -

건조한 시료를 연소용 에 옮긴다boat .

추적자로 사용할 125 를 시료 위에 넣는다I .

가스포집용액 0.5 M NaOH+0.02 M NaHSO3 을 가스포집관에 설치한다40 ml .

연소로 운영 프로그램에 맞게 시료를 연소시킨다.

그림 연소관 세라믹 피팅이 연결된 유리관 세라믹 피팅 인코넬 스프5-10 : a) 1, b) , c)

링 가 높이는 연소관, d) bo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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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료 연소 과정5-11.

연소로의 온도 프로파일은 그림 과 같다 약 시간이 지나면 연소는 끝난5-12 . 3

다 연소로 온도가 약. 400 에 이르면 완전 연소하도록 공기 주입을 중단하고 산,

소만 공급한다 그림( 37).

그림 연소로 온도 프로파일5-13.

연소가 끝나고 나면 포집관의 시료 무게를 측정한다 약 를 취해 감마분광, . 1 ml

분석기를 이용하여 125 를 분석한다 연소 과정 동안의 회수율을 평가한다 토양I . I .

중 존재하는 127I 농도를 알기 위해 를 분취한 다음 로 분석한다, 1 ml ICP-MS .

를 이용한ICP-MS 127I 분석법은 년도 연차보고서에 기술하였다14 .

다 추출 역추출을 이용한 화학분리. / I

요오드는 와 산화 환원 조건에 따라pH / I-, I2, IO3
-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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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산화 환원 환경을 변화시켜 시료에서 요오드를 분리한다5-13). pH / .

그림 와 산화 환원 환경에 따른5-13. pH / I

species

연소 후 I2를 포집한 포집용액을 분액 깔때기에 채운다 포집용액은. 0.5 M

과NaOH 0.02 M NaHSO3의 혼합된 것으로서, I2를 I-로 환원시키기에 충분하다 즉.

연소 후 I2는 I-형태로 포집용액에 포집된다 질산 용액으로 를 이하로 낮춘다. pH 2 .

요오드를 추출하기 위해 CHCl3 약 를 넣고 를 혼합한다10 ml 1 M NaNO2 0.5 ml .

는NaNO2 I-를 I2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료를 강하게 혼합하면. , CHCl3 부분

이 분홍색을 띈다 이것은. I-가 I2로 산화되어 유기용매 부분에 포집되어 나타나는

색이다 이 때 은 수용액 부분에 남아 있고 와 을 분리할 수 있다. , 36Cl , I Cl . AMS

시편 제작 때 로 침전시키는 과정이 있다 은 보다 용해도곱이 더 낮아, AgI . AgCl AgI

침전 과정 전에 와 을 분리해야만 한다I Cl . CHCl3에 포집된 I2를 다시 환원시켜 수

용액으로 역추출한다 분액깔때기에서. CHCl3 부분만 추출한 뒤에 깨끗이 씻은 분액

깔때기에 옮긴다. 0.05 M NaHSO3 방울을 넣으면 분홍빛의2 3 I∼ 2가 I-로 환원

되어 색깔이 사라진다 분액깔때기에서. CHCl3을 제거한 뒤에 I-가 들어있는 수용액

부분을 다시 깔때기에 옮긴다 질산 용액으로 를 이하로 낮춘 뒤에. pH 2 1 M

NaNO2 방울을 넣어2 3 I∼ -를 I2로 다시 산화시킨다 이 때 분홍빛이 나타난다. .

다시 한 번 증류수를 넣고, 0.05 M NaHSO3 방울을 넣으면 수용액 부분에2 3∼

I-형태로 역추출된다.

I-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1 M AgNO3 를 넣으면 와0.5 ml AgI AgHSO3의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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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물을 보게 된다 원심분리한 뒤에. , 3 M HNO 을 넣고 혼합하면 AgHSO3는 용

해되고 만 남게 된다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뒤에AgI . 60 ℃에서 약 시간3

동안 침전물을 건조한다.

위에서 설명한 추출 역추출 과정을 아래에 정리하였고 중요 과정을 그림/ , 5-14

에 나타냈다.

절 차- -

포집용액을 분액깔때기에 옮긴다1. .

2. 0.05 M NaHSO3 방울 넣는다 환원 상태 유지2 3 ( ).∼

3. 14 M HNO 를 넣어서 를 로 조절한다pH 2 .

4. CHCl3 10 mL, 1 M NaNO2 를 넣고 강하게 혼합한다 유기용매 부분이0.5 ml (

분홍색을 띈다).

유기용매 부분을 수용액 부분과 분리한다5. .

수용액이 들어있는 분액깔때기에6. 1 M NaNO2 방울을 넣고 강하게 혼2 3∼

합한다.

유기용매 부분을 번의 유기용매용액과 혼합하고 다시 분액깔때기에 옮긴다7. 5 , .

8. 0.05 M NaHSO3 를 넣고 강하게 혼합한다0.5 ml , .

유기용매 부분을 버리고9. , 14 M HNO 방울과1 2 1 M NaNO∼ 2 방2 3∼

울 넣는다 유기용매 부분이 분홍색을 띄는 것을 확인한다. .

번 번을 반복한다10. 5 8 .∼

수용액 부분을 에 옮기고11. 15 ml tube , 1 M AgNO3 를 넣는다 흰색 침0.5 ml (

전물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다).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분리한다12. . 3 M HNO 약 를 넣고 원심분리한다5 ml .

상등액을 제거하고 침전물을 에 옮긴다13. , 1.5 ml tube .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14. , 60 ℃ 오븐에서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기다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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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추출 역추출 과정5-14. / (a)-I2 in CHCl3, b) CHCl3 분리,

역추출 준비c) , d) CHCl3에 있는

라 시편 제작. AMS

정제한 는 과 혼합하여 시편으로 제작한다 무게의 약 다섯 배AgI Nb AMS . AgI

에 해당하는 을 혼합한다 최종 의 무게가 약 으로 매우 작아 다루기가Nb . AgI 1 mg

수월하지 않다 무게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을 넣고 혼합한다 그림. AgI Nb (

와 이 균질하게 혼합되지 않으면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5-15(a) (c)). AgI Nb ,∼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와 을 혼합하고 나면 용 에 올려 알맞게. AgI Nb , AMS cathode

가공한다 그림 의 는 시료 하나 당 약( 5-16(d) (h)). Xian AMS center AMS 20∼

분의 시간이 걸리고 한 번에 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50 ( 5-15(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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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석용 시편 제작 과정 건조 후 과 혼합 분5-15. AMS (a-c: AgI Nb , d-h: AMS

석용 에 시료 옮기기 분석용 에 장착cathode ,i-j: AMS disk )

국내 환경 중3. 129I/127I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서 선정한 국내 원전 주변과 대조군으로 선정한 지역의 129I/127 의 결과는 아I

래와 같다 국내 환경 중 129I/127I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원전 주변과 대조군으,

로 선정한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129I/127I을 평가하였다.

가 시료 채취 지점 선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시 제 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과거와 비교해2014-82

확대하였다 표 을 보면 발전용 원자력 시설 주변 이하가 긴급보호조치계. 5-3 , 30 km

획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시설 주변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

범위에서 129I/127I의 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ackground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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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위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반경 킬로미터 이상3

킬로미터 이하5

반경 킬로미터 이상20

킬로미터 이하30

연구용 원

자로 및

관계시설

열출력 메가와트 이상2

메가와트 미만10
없음 반경 약 킬로미터0.5

열출력 메가와트 이상10

메가와트 미만50
없음 반경 약 킬로미터1.5

열출력 메가와트 이상50

메가와트 미만100
없음 반경 약 킬로미터5

사용후핵

연료 저장

처분ㆍ ㆍ

처리시설

시험 및 연구목적이 아닌

처리시설

개별 시설별로 평가하여

결정
반경 약 킬로미터5

저장 처분시설ㆍ 없음 반경 약 킬로미터1.5

시험 및 연구목적의

처리시설
없음 부지 경계

그 밖의 원자력시설 없음 부지 경계

표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5-3.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의 129I/127I 바탕 수준 을 평가하기 위(background level)

해 발전소 반경 내에서 토양 시료 채취 지점을 선정하였다 바다는 해류가, 30 km .

발달해 있어 토양에 비해 희석 배수가 매우 크다 사고 이후 단기간 동안에 사고, .

영향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본 연구에서는 토양 시료를 중심으로 129I/127I를 살폈다 우리 나라에서 원전 밀집.

도가 높은 신고리 고리 원전 주변과 비교적 밀집도가 낮은 한빛 원전 주변 환경을/

선정하였다 그림 원전에서 기준으로 토양 시료를( 5-16). 10 km, 20 km, 30 km

채취하였다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백령도를 포함한 북서지역 서부 전선 과 제주도. ( )

를 선정하였다.

나 지역별. 129I/127I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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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료 채취 지역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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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129I/127I는 3.39×10-10 5.84×10∼ -9의 범위이고, 137Cs은 검출하한치

이하부터 119.7 Bq kg-1에 이른다 표( 5-4). 137Cs 농도 검출하한치 이하 지점은

제주 안덕면에 있는 동굴 안이다. 137Cs의 최소와 최대 농도 지점의 129I/127I는

1.39×10-9와 4.48×10-9으로 매우 비슷하다 동굴 안에서 채취한 토양은 핵실험이.

나 원자력활동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137Cs 최대 농도 지점의

129I/127I가 137Cs 검출하한치 이하 지점의 129I/127I가 유사한 이유는 와 의 화학I Cs

적 특성이 달라 가 이미 토양 깊숙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토양 중I . 127I

는 다른 지역 보다 높은 편이다 이것의 원인을 아직 밝히진 못했다(< 50 g g-1) . .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는 제주도 시료 채취 지점의. 5-17 129I/127I 결과를 바

탕으로 그린 결과이다 제주의. 129I/127I는 수준global fallout ( 1.0×10∼ -10 과 비슷)

하다.

표 제주도 토양 중5-4. 129I, 127I, 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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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주지역의5-17.

본 연구에서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대조군으로 선정된 백령도와 연천 동두천 지,

역 서부 전선 의( ) 129I와 137Cs의 농도를 표 에 나타냈다5-5 . 129I/127I는 2.27x10-9

8.14x10∼ -9로 서로 비슷하다 그림 백령도는 지리적으로 인천에서 서쪽으( 5-18).

로 약 떨어져 있고 공해상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차이 나는500 km , .

지역의 129I/127I가 비슷하다는 것은 표층 토양 중 129I가 핵실험에 의한 지구적 침적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는 그 외의 발생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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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백령도 강화도 연천 동두천 지역의 토양 중5-5. , , , 농도

그림 서부전선의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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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신고리 원전와 서해안의 한빛 원전 주변 환경의 결과이다 앞서 서술한.

제주나 북서 지역의 129I/127I 보다는 약 배 이상 높다 최대10 . 3.46×10-8이 나타

났고 대체로, 1.0×10-8 1.0×10∼ -9 범위이다 신고리 원전 주변 환경의. 129I/127I

결과에서 북쪽 지역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그림 이것이 원전에 의한 것인, ( 5-19).

지 아닌지를 확신할만한 근거는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층 토양만 채취하여 분석.

하였기 때문에 채취 지점에 따라 가 표층에 오래 머무르거나 토양 깊숙이 이동할, I ,

수 있다 즉 토양 특성에 따른 의 거동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주변의 표. I ,

층에서 높은 129I/127I가 원전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 추후 토양 깊이별. 129I/127I를

평가하여 129I 총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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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고리 원전 주변 토양 중5-6. 129I, 127I, 137 농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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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고리원전 주변의5-19.

표 한빛 원전 주변 토양 중5-7 129I, 127I, 137 농도Cs

제주도 백령도를 포함한 북서지역 원전 주변 환경 중 표층 토양의, , 127I과

129I/127I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과 같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후쿠, 5-20 .

시마 사고 전 129I/127I와 127I의 관계처럼, 127I의 농도가 높을수록 129I/127I가 낮아지

는 경향이 나타난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원전 주변의. 129I/127I의 농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 데이터는 원전 사고에 따른. 131 영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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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평가할 때 일본 과학자가 보고한 내용처럼 바탕 자료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림 지역별 토양 중5-20. 관계 신고리원전 한빛원(SinGori: , Hanbit:

전 제주도 서부전선, Jeju: , NorthWest: )

다 환경 중. 129I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방안

본 과제에서 생산한 환경 중 129I 데이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129I 분석결

과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에는 사고 이전의. , 129I 데이터가 부족하여 사고 후

131 오염 지역을 재평가하기 어려웠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I . , 129I/127I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사고 주변 지역의 토양을 채. 2011 ,

취해 137Cs, 131 을 측정하였다 그러나I . 131 의 반감기가 짧아I , 131 이 모두 붕괴되기I

전에 사고 전 지역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131 과 거동이 같은 동위원소인I 129I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 은 환경 중. 5-21 129I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지 정책결정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

사고 이전 환경 중, 129I/127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사고 발생시 초기에. , 131I

과 129I의 관계를 평가한다 약 두 달이 지난 후. , 131 이 모두 붕괴된 시점부터I ,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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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다 사고 형태에 따라. 131 과I 129I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초기,

131I/129I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고 이후. , 131 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정I

밀 평가하기 위해 사고 이전 과 다른 양상의, (normal phase) 129I/127I가 나타나는

지역은 131 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고 초기의I . 131I/129I 관계와

129I 농도를 바탕으로 사고 지역의, 131 양을 역산할 수 있다 이는I . 131 오염 지역을I

정밀 평가함으로써 사고 당시 거주하던 주민의 역학 조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

다.

그림 5-21. 129I/127I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알파핵종분석효율최적 방법4.

가 전착층의 표면 분석.

전착층의 표면에 유기물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전착단계에서 우라늄 등 금.

속 화합물만이 스테인레스 스틸 디스크에 전착되었고 제조 마직막 단계에서 디스,

크의 뒷면을 토치로 가열하면서 유기물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전착층의 표면은 산, .

화우라늄이 전착층을 균일하게 이루고 있으며 나노다이아몬드로 추정되는 탄소입,

자들 또한 수 부터 수십 크기로 표면에 있었다.㎛ ㎛

전착층의 조도는 크지 않고 평평하였으나 탄소입자들을 포함할 때는 조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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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높았다 전착층의 두께는 약 정도이며 로 측정한 수치. 450 nm , optical profiler

와 로 측정한 수치가 같았다XPS .

나 전착층의 구조 분석.

전착층은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양한 산화우라늄 결정과 산화철 결정이,

주성분이었다 나노다이아몬드의 탄소입자 결정도 확인되었지만 이 입자들은. , XPS

과 및 광학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표면에 분포되어 있음이depth profiling AFM ,

확인되어졌다.

전착층의 표면에는 산소가 많이 존재했으나 층이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산소의,

양이 줄어듬을 알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한 우라늄의 산화수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향후 미량 알파계측시료를 제조하는데 활용.

할 계획이다 각 분석장비에서 얻어지는 전착층의 다양한 화학 및 조성 정보들은.

향후 얇고 균일한 전착층을 제조함에 있어 기술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 , ,

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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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절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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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차년도 년1. 1 (2012 )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사고대응 현장

연속 소형 검출

시스템 설계

현장 연속 감마핵종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 개○

념 설계

검출기 센서 선정 및 고선량 측정 가능 차폐체 개-

념설계

개별핵종 및 선량률 동시 측정 방법 수립- : 개별감

마핵종 및 조사선량률 동시분석방법은 특허등록 특허

제 호

100

식품긴급 분석

을 위한 전처리

기술개발

식품별 우유 분유 쌀 전처리 및 화학분리방법 개( , , )○

발

고온연소로 온도변화별 분유 쌀 산화온도 함수 결- ,

정

우유 분유 쌀시료 마이크로웨이브 산화 최적조건- , ,

도출

식품 긴급분석을 위한 핵종별 계측기술 비교 평가○

- 89Sr, 90 긴급분석기술 자료조사 및 평가Sr

100

해양시료 전처

리 장치 개발

해양시료 축차분리를 위한 대용량 전처리 방법 및 장○

치개발

대용량 해수 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작-

양이온교환수지 방사성스트론튬 최대흡착량 평가-

전처리 장치 방사성 스트론튬 용출특성 평가-

100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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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2. 2 (2013 )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사고대응 현

장 연속 소형

검 출 시 스 템

구축

○현장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템 구

축

형 방사선 콜리메이터 개발 저선량에서 고선량 준- IRIS :

위까지 하나의 콜리메이터로 대처가 가능 특허출원,

하였음(10-2013-0088202) .

소형 방사선 검출기시스템 개발- CZT

선량률 및 방사능 동시 측정 방법 수립 및 검증 해당- :

기술을 방사선계측기 전문기업 곳에 기술이전을 실시2 .

100

긴 급 분 석 을

위한 자동분

리 시스템 구

축

○90 및 플루토늄 자동분리 시스템 구축Sr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프로토콜 및 시스템 상세 설-

계

방사성핵종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제작 특허출원- :

하였으며 해당기술을 산업체에 기(10-2014-0129176) ,

술이전 절차 진행 중임.

방사성핵종 축차분리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성능평가

자동축차분리 컨트롤러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과 자동축차분리 성능평가를 위한 자동프로토콜- Sr Pu

개발

100

해양시료 축

차분리 기술

개발

해양시료 중 방사서아이오딘,○ 99Tc 플루토늄, , 90Sr의 축차

분리 기술 개발

해수 전처리 방법 개발 철공침법과 음이온교환수지법- :

적용

- 분리를 위한I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량 및(capacity)

용출 특성 평가

- 99 플루토늄Tc, , 90 분리 정제를 위한Sr / Sr-resin,

의 운영 절차 개발 및 용출특성 평가TEVA resin

대용량 해수에 개 핵종의 축차분리 기술 적용4○

대용량 해수에 적용시 회수율 및 소요 시간 평가-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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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3. 3 (2014 )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현장 연속 소

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현장연속 소형 검출시스템 성능평가○

- 스펙트럼 구현을 위한 를 소형화 및 성능개선MCA

- 소형검출시스템의 단 콜리메이터 조절에 따른 방사선량2

측정범위와 시스템의 선량률 측정에 대한 안전성 평가

현장 감마핵종 분석자료 원격 송수신 성능평가○

-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출시스템 제어 및 측정 결과의

네트워크 통신 등의 성능 최적화

고방사능 현장에서 측정된 계수율로부터 방사능 환산위-

한 분석프로그램 개발

100

주요핵종 신속

측정기술 개발

를 이용한LSC○ 90 신Sr 속 계측법 개발

자동축차분리 시스템 활용 전 단계에서 개발된- : ASRS

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 시료로부터 과 를 신속하게Sr Pu

자동축차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 89 및Sr 90 동시측정 기술개발 의 체렌코프광 분석Sr : LSC

및 액체섬광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원자력시설 사고시 비상대

응을 위한 환경시료 중 89/90 을 신속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Sr

절차 수립

와LSC○ 알파스펙트로미터 등을 이용한 비상대응 플루토늄

신속 측정법 개발

플루토늄 신속측정법 개발 와 알파스펙트로미터와- : LSC

등을 이용한 비상대응 식품시료 중 신속분석 절차 수Pu

립

비상시 신속분석을 위한 과 동위원소 동시 자동분- Sr Pu

리 최적조건 수립

100

해양시료 미량

핵종 측정법

개발

환경시료 중○ 129 측정 및 분석법 개발I

비상사고 후 미량- 129 의 분석 유효성 평가I

- 129 분석 방법의 한계 평가 및 사고 후 확산된 미량I 129I

분석법 개발

해수 중- 129 측정 및 분석철차 수립I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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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4. 4 (2015 )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

도

현장 연속 원격 감

시 기술 개발 감마

핵종

○현장연속 감마핵종 분석 및 선량측정 소형 검출시스

템 최적화 및 원격 감시기술 개발

소형 방사선 검출기시스템 개발 및 최적화

현장감마분석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현장 연속 원격 감

시 기술 개발 베타

핵종

연속측정 검출기 제작○

연속측정위한 설계 및 제작

검출기 선정 및 검출신호처리시스템 개발

통합운영소프트웨어 개발

중장기 대응을 위한

미량 오염 핵종 분

석기술 개발 및 핵

종분석자료 구

축

토양 시료 중○ 분석 기술 개발

여섯 개 시료 연소시킬 수 있는 연소로 개발

토양 시료 연소하여 형태로 포집용액에 포집함

요오드정제를 위해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 역추출

절차 수립

를 이용하여 분석

를 이용한

분석

국내 토양 중○ 구축

원전 주변 환경과 대조군 제주도 백령도 강화도

연천 문산 동두천 에서 토양 시료 채취

각 시료의 분석 구축



차년도 년5. 5 (2015 )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

도

현장 연속 소형 검

출시스템의 현장적

용기술 개발

실시간 방사능 원격센싱 시스템을 이용한 고준위 오

염수 적용기술 개발

소형 감마핵종검출시스템을 이용한 해수 및 빗물 적

용기술 개발

환경 방사선 능 측

정결과 이용 초기

환경 방출량 재평가

환경 방사선 능 측정결과를 이용한 초기 방출량 재평

가 및 오염지역 정밀 평가

환경 시료 중 동위원소비 구축

핵종 긴급분석 절차

확립

사고대응 식품별 핵종별 긴급분석법 유효성 평가 및

절차 확립

현장시료 교차분석 이용 긴급분석절차 검증

사고시 선량평가를 위한 시료별 핵종별 축적 농도 및

축적 경향 평가

본 과제에서 개발한 기술 중 건을 기술 이전하였고 기술 이전한 기업에서 상용2 ,※

화에 성공하여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이중 자동분석장치는 해외 영국 에서도 수. ( )

출하였음 아울러 개발된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평상시에도 신속분석에 적용하.

여 활용도가 매우 높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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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절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제 절 기대성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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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확○

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처럼 국내 외 중대사고 비상대응에 활용ㆍ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의 산업체 및 대학 기술지원으로 국○

가적 대처능력 향상

주요 누출핵종의 자동축차분리 및 긴급분석 관련기술 이전○

환경 방사능 오염 감시에 활용○

후쿠시마 사고 후 국내 환경시료중의 핵종 분석으로 사고 후 환경 베이○

스라인 제시

수출입 식료품 식수 해수 및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평가에 활용, ,○ ․ ․

수출입 고철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활용○

농축수산물 식료품 감시관련 기관에서 방사능물질 관련 사고에 따른 안,○ ․ ․

전관리를 위한 긴급 방사성핵종 분석기술수요 충족

방사능 분석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대학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 , ,○

원

원자력발전소 수출시 도입국의 환경방사능 감시기술 요구에 활용○

제 절2 기대성과

가 기술적 측면.

국내에서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 관련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국내기술 주도 및 국외기술 교류 가능

방사능 신속분석기술과 실시간 방사선모니터링으로 방사능재난 대비기술○

확보

기술 확보된 핵종의 분석법을 활용하여 유사하지만 아직 분석기술이 확○

보되지 않은 핵종 분석기술 개발이 용이

방사능 오염 신속평가관련 전문기술정보인력시설 인프라 구축 실수요:○ ․ ․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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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분석기술 지원으로 국가적 방사능 비상대응 능력 향상 및 기술수요

대처

핵종 자동분리 및 신속분석 기술은 앞선 기술로 원자력 관련국에 기술○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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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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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실험실 협의체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IAEA .○

회의 성격 환경방사능분석관련 네트워크 실험실 경험 공유 새로운 분석: IAEA ,○

방법 개발 비교숙련도평가 교육 등을 협의하는 회의임, , .

회의명: 11th Coordination Meeting of the IAEA's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for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ALMERA)

현황 는 환경방사능분석 관련 국제 네트워크 실험실ALMERA : ALMERA IAEA○

이며 개 개 개 개, Africa (10 ), Europe(71 ), Middle East(10 ), Asia Pacific(21 ),

개 의 개 지역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North and Latin America(26 ) 5 ,

민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두 개의 기(KINS) (KAERI)

관이 네트워크 실험실로 되어있음.

협의체 회의 년 회 본부 년 회ALMERA : 1997 1 (IAEA ), 2005 2 (ICTP, Trieste○

년 회 대전 년 회 년Italy), 2006 3 (KINS, ), 2007 4 (ICTP, Trieste Italy), 2008

회 년 회5 (CNEN-IRD, Rio de Janeiro, Brazil), 2009 6 (Food & Feed

년 회Safety Directorate, Budafest, Hungary), 2010 7 (ERPA, Addis-Ababa,

년 회 본부 년 회Ethiopia), 2011 8 (IAEA ), 2012 9 (TAKE, Ankara, Turkey),

년 회 가 열렸으며 년은 회 회의임2013 10 (CNSC, Ottawa, Canada) , 2014 11 .

회의 내용 년 수행한 비교숙련도평가 결과 토의 및 차기 비교: 2013 ALMERA○

숙련도 평가 협의 기 수행된 분석방법개발 현황평가 및 차기 수행할 분석방법.

내용토의 기 수행된 워크숍 및 교육훈련 평가 및 토의 참여 실험실의 분석방. .

법 개발 품질시스템 방사능 모니터링과 평가 대한 경험 발표 전문가 그, , . IAEA

룹의 방사선계측기 개발 식품 중 방사능모니터링 비상 대응 및 대비 등에 대, ,

한 발표 실험실 방문 및 연구업무 파악 년에 참가했. IAEA Seibersdorf . 2013

던 비교숙련도평가 결과 토의 년부터 수행할 해수 중 방사성ALMERA . 2014 “

스트론튬 신속분석방법 개발 과 관련하여 차기 진행 계획 협의” . “Rapid

determination of 89Sr and 90Sr in seawater: The KAERI experience on the

발표automated radiochemical separtions" .

Mr. Aldo Malavasi (Deputy Director General and Head of the IAEA○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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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 시 환경으로 방출Department of Nuclear Sciences and Applications)

된 방사성핵종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실험ALMERA

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였음.

회의기간동안 여 편의 각 실험실별 경험 발표가 있었으며 각 지역별로 회50 , 2○

에 걸처 주요 현안 토의가 있었음 비상대응 신속 방사능분석 방법의 개발 천. ,

연방사성핵종의 분석 및 평가방법 개발 분석방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비교숙련도 평가참여 등이 세계 네트워크 실험실의 주요현안이었ALMERA

음.

연구실 등은 후쿠시마 후속조치와 관련한 연구를 진IAEA Seibersdorf , FAO○

행하고 있었음.

회의 기간 동안 본 과제에서 개발된 내용인 “Rapid determination of○ 89Sr and

90Sr in seawater: The KAERI experience on the automated radiochemical

발표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음 방사화학 분리에서 자동화 기separations" .

술은 이미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본 연구실은 이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년 동안 네트워크 실험실의 업무방향에 대한 협의가 있2015-2016 ALMERA○

었으며 본 연구실은, "Validation of the rapid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89Sr and 90Sr 과 교차분석 및 교육 등에 대해서 참여in seawater samples"

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연구결과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해외 과학기술,

정보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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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 개발된 자동핵종분리장치는 원자력연구원 환경방사능평가실에서 수행하는

방사화학분석 업무에 활용되었다 환경방사능평가실은 원자력시설주변 환경방사선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개의 토양 시료 중 방사성스트론튬을 분석하고 원자력발전소40 ,

에서 의뢰하는 연 여개의 액체 기체 시료 중 방사성스트론튬을 분석하고 있다 자500 · .

동핵종분리장치 없이 분석자가 직접 방사화학분리를 할 경우에 비해 시료당 분석 시간,

은 이하로 단축하였다 방사화학분리 과정이 자동핵종분리장치에 의해 일관성 있30 % .

게 진행되기 때문에 분석자의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분석 시간 단축과 재현성 높, .

은 분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핵종분리장치는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였다, . 아울

러 국내 기술이전 및 국내 판매와 해외 영국 수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비는 방사( )

성 핵송 신속분석에 널리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감마선량률을 개별핵.

종 선량률로 실시간 변경하는 기술의 경우도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국내 뿐만 아니

라 동남아에 수출되고 있어 앞으로 관련 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장비의 구축 자동분리 장치< : >

7 연구 장비의 구축 및 활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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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및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시스템 제작-

색 인 어

각 개 이상( 5 )

한글
선량회구평가 선량복원 광자극발광 휴대전화기 신 소화기모델, , , ,

내부선량평가 저선량률 엑스선장 포털모니터 및 핵종판별기 시험 프로토콜, ,

영어

Retrospective dosimetry, Dose reconstruction,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mobile phone, HATM, Internal dose assessment, Reference

X-ray field, Field Performance Test of Portal and Hand-held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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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Ⅰ

방사선방호용 선량측정 및 평가기술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정상 비정상시 방사선 방호선량 측정 평가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성능시험 체계구축/ /

방사선 사고 및 테• 러 대비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확보(retrospective dosimetry)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비상시 개인 소지품 및 생활 업무 환경 주변 물질의 광자극발광- , /

열발광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 확보 최소검출하한(OSL)/ (TL) ( : ~10 mGy)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알고리즘 확보- OSL/TL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 기술확보-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개발- RL(radioluminescence)

동시 측정 장치 개발- RL/OSL

최신 내부피폭• 모델 분석 및 적용을 통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상처흡수모델 분석 및 적용- NCRP

최신 국제 신권고를 적용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방사선방호 방재/• 보/ 안검색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개인전자선량계 성능시험 및 교정용 국제규격 저선량률 엑스선장의 확대구축-

비상 방사능방재 보안용 방사선 능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시스템 구축- / /

감마선 및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시스템 제작-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1. (Retrospective Dosimetry)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비상시 개인 소지,• 품 및 생활 업무 환경 주변 물질의 광자극발광/

열발광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 확보 최소검출하한(OSL)/ (TL) ( : ~10 mGy)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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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회로 구성 소자들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반응 특성 실험- OSL/TL

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개발 및 실증실험-

선량 복원 실시 후 선량 재평가 기술개발-

휴대전화 스크린 유리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국제 상호비교-

상용 플라스틱 물질을 활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가능성 연구-

차량의 전자소자를 활용한 선량 복원 기술 연구-

사고선량 복원 현장시험 결과 및 사고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최저검출선량평같-

휴대전화 내부저항 인덕터 소자의 발광스펙트럼 측정 및 측정 최적화 기술- , TL TL

스펙트럼 측정 및 분석 알고리듬 개발OSL/TL•

분광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스펙트럼 측정장치 개발- CCD

분광기와 광증배관 을 이용한 스펙트럼 측정장치 개발- (PMT)

및 의 통합분석 프로그램 개발- Radioluminescence, OSL TL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사후 선량분석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개발•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결정-

시료화 기법 전처리법 개발 및 특성 연구- ( ) OSL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측정법의 표준화- OSL

선량 복원용 시료의 선량계적 특성 평가 및 최적 판독조건 결정-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개발RL•

결정 성장용 장비 개발-

물질 스펙트럼 및 선량의존성 평가- RL

동시 측정 장치 개발RL/OSL•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2.

상처흡수모델 분석- NCRP 156

상처흡수모델을 이용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산출모듈 개발-

상처흡수모델을 이용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수정규분포 측정값 불확도 적용을 위한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최대우도추정법을 적용한 섭취량 추정 모듈 개발-

신 국제권고를 적용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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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량계 및 작업장 모니터링 장비 방사선 시험 교정용 기준 선장 제작 및 정량화- /

국제기술규격 기준 엑스선장 확대 구축 계열- (ISO/IEC/ANSI) (ISO/ANSI LK )

시험기준 프로토콜 작성 및 시험체계 구축-

방사능방재 보안용 방사선 능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시스템 구축- / /

감마선 및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시스템 제작

연구개발결과.Ⅳ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1. (Retrospective Dosimetry)

최신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1)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들의 방사선 반응 특성 평가•

저항소자 인덕터 집적소자 등의 신호의 방사선량 의존성- , , (IC) OSL

의존성 평가 영역 에서 대체로 선형적: (8.7 mGy - 8909 mGy)

상기 소자 신호의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 OSL

저항소자 시간 경과시 약 인덕터 시간 경과시 약: : 36 80 %, : 36 50 %

저항소자 인덕터 소자 활용시 최소검출선량 평가 미만, : 10 mGy•

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작성 시료 준비부터 최종 선량평가까지:•

휴대전화 이용 선량회구평가 실증 시험 실시•

기준선량 대비 편차 이내로 선량회구평가 가능 확인- 5 % - 40 %

선량범위별로 차이가 있음( )

선량 복원 실시 후 선량 재평가 기술개발•

초기 선량 대비 선량 복원 인덕터 저항- : 80~97%( ), 78~111%( )

시간 후 감쇄율 인덕터 저항- 36 : 7%( ), 35%( )

국제상호비교 참가 휴대전화 스크린 유리를 이용한 선량복원EURADOS ( )•

휴대전화 내부저항 인덕터 소자의 발광스펙트럼 측정 및 측정 최적화 기술, TL TL•

저항 및 인덕터의 발광스펙트럼 측정 대역 고광량 방출스펙트럼 확인- : 700 nm

의 필터제거 후 신호크기 비교 배 인덕터 배 저항- Risoe reader U340 : 85 ( ), 16 ( )

광자극발광 열발광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2) (OSL)/ (TL)

스펙트럼 파장 대역: 325 nm - 800 nm•

자극광원으로 및 적용Green, Red LED Green Laser•

Al• 2O3:C, LiAlO2 물질의 스펙트럼 측정OSL, TL

및 의 통합분석으로 시료의 물리적 특성 규명Radioluminescence OSL,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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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3)

• 분석프로그RestroAnal 램의 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사후 방사선량 분석AR, EURADOS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4)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선정•

특성평가를 통해 적벽돌 기와 타일 변기 선정- TL/OSL/RL , , ,

시료의 전처리법 확립 및 특성 연구OSL•

조립자법 및 법을 적용하여 측정용 시료 추출- core-disc OSL

추출된 석영 및 시료 특성평가용 광표백기 제작- core-disc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 기법 개발OSL•

법을 이용한 사고선량 신속분석법 개발- SAAD-POSL

최저검출선량 약 산출시간 약 시간: 10 mGy, : 2

법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법 개발- SAR-OSL

법과 법의 장단점 비교 분석- SAR-OSL SAAD-POSL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개발5) RL(radioluminescence)

결정성장 장치 및 자동직경제어장치 프로그램 개발Czochralski (ADC)•

LiALO• 2 기반 물질의 스펙트럼 및 선량반응도 측정RL

동시 측정 장치 개발6) RL/OSL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2.

상처흡수모델 분석 및 적용1)

상처흡수모델 분석•

에서 개발한 상처흡수모델 분석- NCRP 156

상처흡수 격실모델 분석 및 초기격실 분석-

상처흡수 모델 격실간 기본 전이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처흡수모델 적용•

상처흡수모델 분석용 모듈 개발 및 검증-

핵종에 대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산출- OIR part 2, 3

상처오염 섭취경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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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방법론 구축•

대수정규분포 측정값 적용 방법론 구축-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한 섭취량 추정 방법론 구축-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신 국제권고 적용 데이터베이스 적용-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알고리듬 구현-

신 국제권고 기반 통계처리 알고리듬 구현-

신 국제권고 적용을 위한 전산코드 수정- GUI

개발된 전산코드의 비교검증 수행-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3. / /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제작1)

기준 엑스선장LK•

가 제시한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 계열 종- ISO , ISO LK 8 (LK35, LK55, LK70,

제작LK100, LK125, LK170, LK210, LK240) .

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반가층 측정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엑스선장 종의 선- ISO LK 8

질을 확인.

생산한 엑스선장의 반가층의 상대편차는 이하로 이 제시하고 있는- 3.63% , ISO4037

선질 동질성 규격기준 반가층의 상대오차 이내 을 만족( 5% ) .

와 일본 에서 교정한 전리함선량계로 결정한 의 계열의 공기커- KRISS JAEA KAERI LK

마율(0.1 0.24 mGy·h－ -1·mA-1 은 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기준인 공기) ISO4037-1

커마율(~0.3 mGy·h-1·mA-1 을 만족))

저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 241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단일 에너지 의 저선량률 감마선장을Am (59.5 keV)

제작

- 241 선원에서 방출되는 의 감마선과 특성엑스선은 선원용기인 스테인레Am 26 keV L-

스 캡슐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무시

전리함 선량계 로 측정한- (NE2530) 241 의 감마선장의 공기커마율은Am 0.43

mGy·h-1 @5 cm, 0.11 mGy·h-1 @10 cm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2)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 구축•

-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성능시험지침서 종 개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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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방사선 능 측정장비 성- “ /

능시험 및 평가서 종 개발” 2

가 개발한 휴대용 핵종판별기의 성능시험 체계 와 방사선 검출- ANSI (ANSI N42.34)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 와 비교(ANSI N42.35)

이동용 현장방사선 감시기 성능시험을 위한 점검선원 세트- (57Co, 133Ba, 137Cs, 60Co,

252 제작 각각의 선원세기는 과 중성자방출률Cf) , 3.5, 0.7, 0.56, 0.12 MBq

1.4×104 n/s

방사성 물질 출입감시기 성능시험을 선원 이동장치 제작 이동장치 높이 및 선원 이- :

동속도 제어 및 자동왕복 가능

감마선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교정체계 구축3) /

감마선 지역감시기 성능시험용 이동식 감사선 조사 시스템 제작•

감쇠필터 사용 감쇠필터별 선량률 거리 관계 도출 기준선량률 적용 상- Sn, Cu, Al , - ,

관계수 도출

이동식 감마선 조사장치의 산란방사선 영향 평가 효과에 따른 최대- : Build-up 7%

선량률 증가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반응도시험용 이동식 조사장치 제작 및 시험체계 구축•

고밀도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 제작- : 50 cm (L) × 50 cm

(W) × 46 cm (H)

- 기준거리 에서의 선량학적 자료 도출 선속 평균에너지 선량당량 평균에너지100 cm : - , -

- 이동식 조사장치에 의한 거리별 선량자료 도출: 80, 100, 120, 140, 160, 180, 200 cm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의 선- 량 보정인자 산출: 0.94 @ 100 cm (252Cf)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1. (Retrospective Dosimetry)

방사선 누출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경우에 관련 작업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피•

폭선량을 측정하여 평가함으로서 피폭자의 적절한 의료적 처치에 기본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 또는 테러 상황시 이의 역학 조사 에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의 의미와 규모를 누출 방사선량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

개함으로서 사회적 패닉 을 예방하고 사고 대응 능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panic)

고

사고대응시스템에 탑재하여 사고 시 즉각적 선량복원 실시•

사고시 관련자들의 의료적 처치의 필요 유무에 대한 구분 에 활용(T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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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내부전자부품을 이용한 방사선량 평가 기술 이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판독특이자의 사후 선량평가에 적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2.

현재 국내에서는 간행물 기반의 내부피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ICRP 60 . 2007

년 간행물 이 발간되고 이에 근거한 내부피폭 보고서가 새로 발간 예정이므로ICRP 103 OIR

머지않아 간행물 기반의 내부피폭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ICRP 103 .

에서 제시하는 내부선량평가 방법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IDEAS Guidelines .

존의 평가모델 및 절차와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변화를 미리 반영하여 실제 내부선량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한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신 권고 기반의 규제 시 기준이 되는

전산코드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 권고 적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3. / /

방사선방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측정기의 시험 및 교정용으로

국내 표준 및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규격의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을 확보ISO

하고 국제 규격에 따라 방사능 방재 혹은 방호목적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사,

선 능 감시기에 대한 현장 성능시험체계를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 .

정 가능범위를 확대되었으며 방사선 방호 방재 보안용 현장 방사선 감시기에 대한 성능시험, / /

확인체계를 확보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한 성능시험 체계.

를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장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다 더불어 방사선측정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국내 연구기관 혹은 산업체에서 이.

성능시험 체계를 사용하여 방사선 감시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해당 기기의 성능시,

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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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TitleⅠ

Development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Techniques for Radiation

Protection Purpose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Ⅱ

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Development of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 by using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and thermoluminescence (TL) in materials

and personal belongings ubiquitous at public and work places (MDD: ～

10 mGy)

Development of OSL/TL spectrum measurement system•

Development of dose evaluation program for retrospective dosimetry•

Emergency dosimetry technique using materials in a building•

• Development of radioluminescence material for real time-remote

dosimetry

Development of simultaneous RL/OSL measurement system•

2.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l dosimetry models

Analysis and application of wound model and establishment of the•

database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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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Extens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of Low Air Kerma rate for•

performance test and calibration of the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

Manufacture of the field performance test system of rad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for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and security

Manufacture of field calibration kits for gamma and neutron area monitors•

.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Ⅲ

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 using personal electronic devices

- Testing of materials for OSL in materials of personal belongings ubiquitous

at public and work places (mobile phone, USB memory)

- Investigation of radiation dose response and fading of the electronic

devices

- Estimation of minimum detectable dose of the samples (electronic devices)

- Development of a protocol for dose reconstruction using electronic devices

- Development of dose re-evaluation technique

- Intercomparison of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a glass in a mobile

phone

- Characterization of plastic materials for retrospective dosimetry

- Characterization of electric materials in a vehicle for retrospective

dosimetry

- Optimization of TL measurement using emission spectrums of resistor and

inductors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technique using building•

materials

- Selection of building materials for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 Development of chemical and physical methods of extractions of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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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from the precured items and classification for dose

reconstruction (bricks, tiles, roof tiles)

- Investigation of dosimetric properties of the extracted materials

- Development of protocols for dose reconstruction using building materials

Designing and assembling of OSL spectrum measurement equipment and•

development of required software for analysis

Development of radioluminescence material for real time-remote dosimetry•

- Development of crystal growing system

- Characterization of RL materials in terms of emission spectrum and dose

response

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Analysis of NCRP 156 wound model•

Development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 calculation model•

based on the wound model

Establishment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 database using the•

wound model

Establishment of the model and database for application of measurement•

data having log-normal distribution

Development of intake estimation module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Development of the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Produ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beam•

series) for test and calibration of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survey

meters used for workplace monitoring.

Preparation of testing procedures and manufacture of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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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field performance testing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at workplace.

. Result of ProjectⅣ

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1)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using personal electronic

devices (smart phones)

Dose dependence of OSL from resistors, inductors, and IC chips•

- Linear in the tested dose range (8.7 mGy - 8909 mGy) on the whole

Fading test of OSL from the samples•

- Inductors: about 50 % in 36 hours after the irradiation

- Resistors: about 80 % in 36 hours after the irradiation

Estimation of minimum detectable dose for resistors and inductors•

- Inductors: 2.4 mGy; Resistors: 6.6 mGy

Development of a protocol for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electronic•

devices

- Procedures from sample preparation and dose estimation

Field test of the developed procedures for retrospective dosimetry•

- It was possible to estimated the irradiated dose respectively in deviation

from 5 % to 40 % (depends on dose range)

Dose re-evaluation technique•

- Re-evaluation ratio for the first given dose : 80~97%(Inductor),

78~111%(Resistor)

- Fading ratio after 36 hours : 7%(Inductor), 35%(Resistor)

Participate in EURADOS intercomparison (using a glass in mobile phone)•

Optimization of TL measurement using emission spectrums of resistor and•

inductors

- Emission spectrums of resistor and inductors : high flux emission spectrum

with 700 nm peak

- Measurement residual TL without filter : 85 times increase(Inductor), 16

times increase(Re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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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stroAnal•

2)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technique using building

materials

Selection of building materials for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 Fired bricks, tiles, roof tiles, toilet porcelain

Sample extraction of quartz inclusion and core-disc method for•

TL/OSL/POSL measurement

Reliability test of equivalent dose obtained from building materials•

- Verification of SAR-OSL method using quartz grains(90-250 )㎛

- Verification of SAAD-POSL method using core-disc sample(Ø8 mm)

Development of accidental dosimetry as fast assessment using SAAD-POSL•

method

- Regeneration test of equivalent dose up to 7 Gy

- Minimum detectable dose of 10 mGy in SAAD-POSL method

- Measurement time as short as about 2 hours in SAAD-POSL method

3) Designing and assembling of OSL spectrum measurement equipment and

development of required software for OSL/TL analysis

Photon measurement devices: CCD and PMT•

Spectrum wavelength band: 325 nm - 800 nm•

Stimulation light sources: Green and Red LED, Green Laser•

Measurement of OSL spectrum from Al• 2O3:C and LiAlO2 materials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analysis of OSL, TL based on trap•

interaction model

4) Development of radioluminescence material for real time-remote dosimetry

Crystal growing system based on Czochralski and Automatic diameter•

control program

Emisson spectrum and dose response of RL materials based on LiAlO• 2

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1) Analysis and application of NCRP 156 wound model

Analysis of the wou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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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wound model developed in NCRP 156 publication

- Analysis of wound compartment model and initial compartment

-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default transfer rates between compartments

of wound model

Application of wound model•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und model analysis module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for radionuclides in

ICRP part 2, 3

-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wound contamination intake route

2)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Establishment of internal dosimetry methodology using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for application of measurement data having

log-normal distribution

-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for intake estimation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e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Application of database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Realization of internal dose assessment algorithm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Realization of statistics algorithm based on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Modification of the GUI of computational code for application of the

newes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computational code

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1) Produc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qualities) and 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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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for test and calibration of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workplace

monitors.

Produc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qualities)•

- ISO LK beam series : LK35, LK55, LK70, LK100, LK125, LK170, LK210,

LK240.

- Quantification of the produced LK X-ray beams using the measurement

method of half value layer (HVL).

- Homogeneity of LK X-ray beams were satisfied within 5% according to

ISO4037.

- Air-kerma rates of eight LK X-ray beams were measured using ionization

chamber calibrated at KRISS (Korea Research Institute Standard and

Science) and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

- Air-kerma rates of KAERI’s LK X-ray (0.1 0.24 mGy·h－ -1·mA-1) were

satisfied with ISO criterion (< 0.3 mGy·h-1·mA-1)

Production of the low air-kerma rate gamma ray fields using a radiation•

source of 241Am

- Air-kerma rates of radiation fields of 241Am were 0.43 mGy·h-1 @5 cm,

0.11 mGy·h-1 @10 cm.

2) Establishment of field performance testing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at workplace.

Evaluation and preparation of performance test manuals and protocols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d hand-held radionuclide

identifiers.

Establishment of the radionuclide check source set for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portal and hand-held monitors.

- Gamma sources: 57Co, 133Ba, 137Cs, and 60Co, and radioactivities are 3.5,

0.7, 0.56, 0.12 MBq, respectively.

- Neutron source: 252Cf, neutron emission rate is 1.4×104 n/s.

Production of a check source transfer equipment: moving speed and a•

height of source position can be adjusted and the function of automatic

round-trip was provided.

3) Manufacture of field calibration kits for gamma and neutron area monitors.

Establishment of instant performance testing systems for gamma-ray area•

monitor by using the portable gamma-ray ir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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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the attenuation filtration(Sn, Cu, Al), derivation of the relation for

dose rate-distance using the attenuation filters,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s for various attenuation filters.

-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he scattered radiation: up to 7% dose rate

increase due to build-up effects.

Establishment of instant performance testing systems for neutron area•

monitor by using the movable neutron irradiator.

- Manufacture of the movable neutron irradiator using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50 cm (L) × 50 cm (W) × 46 cm (H)

- Derivation of dosimetric quantities at 100 cm from the source:

fluence-average energy, dose equivalent-average energy

- Dosimetric quantities of neutron field constructed by movable irradiator

at various position: 80, 100, 120, 140, 160, 180, 200 cm

- Correction coefficient, and Reference and measured ambient equivalent

dose rate of neutron field constructed by movable irradiator at various

position: 0.94 @ 100 cm (252Cf)

. Proposal for ApplicationsⅤ

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refers to measurement of individual doses•

from exposures to ionizing radiation incurred during unforeseen events for

which the availability of dosimeters or area monitoring or personal

monitoring systems is not ensured.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be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doses after•

radiation incident/accident as early as possible for the triage of exposed

persons both in occupational and public domain for a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s

The availability of dose information is also important even in cases of•

insignificant exposures so as to minimize undesirable panic in the public.

It is often visualized that in the cases of suspected exposures, the main

problem is the panic at the work place and in the public rath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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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health hazard caused due to radiation exposure. Quick

demonstration of reliable measurement of radiation doses would greatly

help in reassuring those receiving insignificant or low level of exposures

which need no further attention/action.

The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is also relevant for epidemiological•

studies not only for accidental exposures but also for a radiological terror

situation with RDD (radiological dispersion devices, Dirty Bomb).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be transferred to KINS (Korea Institute for•

Nuclear Safety) for practical application to estimating the exposed

radiation doses of occupational personnels who are not properly monitored

by appropriate dosimeters.

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In Korea, internal dosimetry management has been taken based on ICRP

publication 60. Since ICRP publication 103 was published in 2007 and OIR

internal dosimetry report will be published soon, however, internal dosimetry

based on ICRP publication 103 will start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the

internal dose assessment methodology based on IDEAS Guidelines will be applied.

It is expected that application of OIR should cause confusion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OIR and existing internal dosimetry models. Thus,

result in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internal dose assessment computational

code considering these changes, which will be used as not only for reference

computational code in regulation based on the newest recommendations, but for

minimizing the confusio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newest recommendations.

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The reference X-ray fields of ISO low air-kerma rate series were constructed to

test and calibrate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gamma radiation survey

meters and the field performance test procedur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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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s for testing radiation monitors such as a portal monitor and a

hand-held radionuclide identifier used in workplace for the purpose of radiation

protection, emergency countermeasure and security surveillance. Results of this

project enabled to extend the range of reference radiation fields for testing and

calibrating radiation measuring instruments and to check the measurement

reliability of field radiation monitors used for radiation safety and security. Field

performance test procedures provided in this project will be used to maintain the

performance of field monitors and to ensure their measurement reliability. In

addition, domestic research institute or industry can adopt them as a

performance test procedures to test a brand new radiation detector in the stage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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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연구개발의 목적

정상 비정상시 방사선 방호 선량 측정 평가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성능시험 체계구축/ /

방사선 사고 및 테러 대비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확보(retrospective dosimetry)•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비상시 개인 소지품 및 생활 업무 환경 주변 물질의 광자극발- , /

광 열발광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 확보 최소검출하한(OSL)/ (TL) ( : ~10

mGy)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알고리즘 확보- OSL/TL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 기술확보-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개발- RL(radioluminescence)

동시 측정 장치 개발- RL/OSL

최신 내부피폭 모델 분석 및 적용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 소화기모델 분석 및 적용-

최신 내부피폭 평가 모델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OIR

해석을 위한 산출모듈 개발과 핵종별 생체검정 자료 산출- OIR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보안용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국제규격선질 저선량률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구축-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및 휴대용 핵종판별기 현장 성능시험 프로토콜 구축-

감마선 지역감시기 현장 성능시험을 위한 이동식 감마선조사기 및 현장성능시험 체계-

개발

중성자 지역감시기 성능시험용 이동식 조사장치 및 현장교정 체계 개발-

제 절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방사선 누출 사고나 테러 등 방사선 비상시 인위적 방사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누출,•

된 또는 피폭된 방사선량을 회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선량복원(retrospectively) (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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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함 첫째 방사선 누출 사고시 주요 관심사는 방. ,

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영향이므로 피폭자 작업종사자 및 주민 에 대한 선량을 신속히 파( )

악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다음으로 방사선 사고시 작업장이. ,

나 사고 지역에서는 실제 누출된 방사선에 의한 인체 영향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의 부재

에 의한 패닉 상태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함 따라서 선량회(panic) . ,

구평가 기술을 적용하여 누출된 피폭된 방사선의 준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의료적 처치/

가 필요한 정도인지 아닌지 등 사고의 의미와 실제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선량복원 기술을 통하여 방사선 사고 또는 테러.

의 역학 조사에 필요한 선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선량 복원의 방법으로 혈액 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 등의 방법에 기초한 기술 사고 후, ,•

현지에서 선량율 미터 등으로 얻어진 측정 결과에 기초한 치Monte Carlo Simulation,

아 에나멜의 기법이 있음 혈액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을 통한 방법은 피폭자의 개ESR .

별적 신체에 대한 선량복원을 실시한다는 장점으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

이나 시료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최소검출한계선량, (lower limit of

이 높고 최종 평가된 선량의 불확도 범위가 넓어 최종 선량복원 결과detection) (0.1 Gy)

의 신뢰도가 떨어짐 을 이용하는 것은 직접 측정이 아니므로. Monte Carlo Simulation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과 실험적인 확인이 필요함 치아 에나멜을 이용하는 기법은. ESR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낮아 최소검출한계선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치아(0.1 Gy)

를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는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사고 시 특정 구역 내의 방사선량을 원격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서 감마•

및 중성자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물질의 개발이 필요함radioluminescence (RL)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노출시 그 선량 정보를 보유 저장 하고 있는 주변 물질을 이용하( )•

여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선량 회구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주변 물질로서. ,

개인 휴대품 휴대전화 메모리 등 각종 전자제품 컴퓨터 각종 실험장치 등 사고( , USB ), ( , ),

주변 건축물 구성물 벽돌 타일 변기 등 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 물질로부터 광자극발( , , ) ,

광 열발광 특성을 나타내는 시료를 추출하여 선량복원에 적용하고자 함/ (OSL/TL) .

기법은 시료준비 시간이 매우 짧아 방사선 사고시 수시간 이내에 즉각적으로 누OSL/TL

출 및 피폭 선량복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며 시료 물질 선택이 용이하고 최소검출, ,

한계선량이 낮은 장점이 있음 특히 전자기기 휴대형 포함 내부의 전자소자(~ 10 mGy). ( )

중 일부 등 가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방사선 사고시 개인피(chip resistor ) OSL

폭선량을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 없이 사후에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기존의 간행물 기반의 내부피폭 평가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ICRP 60•

에서는 보다 정확한 내부피폭 평가를 위해 최근 대대적인 모델 및 자료 업데이트를ICRP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큰 변화는 머지않은 미래에 국내 방사선 방호분야 및 규제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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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것이지만 관련 기반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선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따.

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를 미리 분석 및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기

술선도 및 향후 체계 변화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사전연구가 필요함.

방사선 측정장비 성능시험 체계구축의 경우 국내의 경우에도 년대에 들어 전자선, 2000•

량계와 휴대용 감마서베이미터류 등이 생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에서 정하,

고 있는 일부 기술규격 에너지 반응시험의 경우 사용하는 선질 을 사용하지 못( ISO LK )

하고 다른 선질 계열 선질 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ISO narrow, wide )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에 다양한 방사선 능 측정기의 생산 및 사용이 급격히 증/•

가하였으나 해당 제품들의 성능이 적절하게 확인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측정결과의 신뢰, .

성은 사용된 장비의 적절한 교정과 반응도시험 결과로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방

호 방사능방재 보안검색 및 고정 감시기 등을 교정실험실 또는 현장에서 적합한 방법으/ /

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함.

공항만 및 원자력 관련시설에 설치된 중성자감시기는 현장의 중성자 모니터링뿐만 아니•

라 불법으로 반출입되는 방사성 물질을 검색하는 장비로도 사용됨 감시기의 즉시적 성.

능평가는 국산개발 측정기의 대외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토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임.

2. 경제산업적 측면․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누출된 방사선의 범위와 선량을 측정하,•

고 작업자 및 주민들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는 것은 사고 수습에 필수적인 행위,

임 대규모 방사선 누출 사고시 이와 같은 사후 선량평가를 기존 기술 혈액을 이용한 피. (

폭선량 측정법 에만 의존할 경우 방사선 누출 범위 평가 선량 지도 작성 가 매우 어려우) ( )

며 피폭선량평가 대상자 수에 따라 그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백만원, ( /

건 또한 선량평가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것임 이 경우 피폭 우려). .

자에 대한 실제 피폭선량 평가와 누출 방사선량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

하여 사고 규모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일 것이므로 이

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방사선 누출량 지도 작성이 가능하며 피폭 우려자의 선량평가를 비용은 약 분의 수, 10 1

준으로 평가 시간은 약 분의 이하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5 1 .

선량복원 기술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에 이전하여 판독특이자의 선량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

내부피폭에 대한 관심과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계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의 내부피폭에 대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

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내부피폭 모델이 적용될 경우 산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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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것이며 선량 평가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 후 변경.

된 모델의 적용 시 산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을 줄이고 선량 평가의 신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러한 변경된 모델의 분석과 적용을 통해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임.

사회 전반에 걸쳐 점증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 및 확인에 대한 강한 욕구는 방사선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감마선 베타선 중성자 및 표면오염을 감시하는 측정기의. , ,

경우 그 성능을 시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정 방법과 교정기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의 경우 방사성물질의 출입을 감시하는 출입감시기 지역감시기 등과 휴대하, ,

여 빠르게 방사성핵종을 판별할 수 있는 휴대핵종판별기의 경우 그 성능을 시험할 프로,

토콜이 불비한 상태이다.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확대와 측정의 정확성를 위해서는 방,•

사성핵종판별기와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의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개발 생. ·

산되고 있는 방사성핵종판별기 및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개발 초기부터 생산 이후까지

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국내 방사선 검출기 및 시스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측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원자력에너지 관련 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방사선 안전에 대

한 우려가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임.

방사선 사고는 발생 이전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첫째로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

하나 사고 이후 수습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함 이의 일환으로 인위적 방, .

사선 측정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작업자뿐만 아니라 사고 지역 주변 주민들의 피폭 선량

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존 기술 대비 정밀도 및 정확도가 높.

은 선량복원 기술의 확보가 요구될 것임.

이를 위하여 작업장 및 생활 환경 주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한 선량 복,•

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방사선 누출 사고시 주요 관심사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영향이므로 피폭자 작업종사자 및 주민 에 대한 선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의료적( )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방사선 사고시 작업장이나 사고 지역에서는 실제 누출된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 피,•

해 우려보다도 신뢰성 있는 방사선 누출 정보의 부재에 의한 사회적 패닉 상태, (panic)

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함 따라서 선량회구평가 기술을 적용하여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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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피폭된 방사선의 준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인지 아닌지/

등 사고의 의미와 실제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최근 테러집단의 방사선테러 경고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음 본, .•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을 통하여 방사선 테러 상황시 사전 또는 사후 용의

자 조사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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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분야1.

년대 중반 등에 의해 자연 상태의 물질들을 추출하여 을 측정하고 독1980 Huntley OSL•

립적인 환경방사선 선량률 결정을 통하여 시료의 연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기술이OSL

응용되었음.

년대 초 년에 발생하였던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우크라이나1990 , 1986 (Chernobyl)•

와 러시아 주민들이 받은 사고 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연합 지(Ukraine) (Russia) (EU)

원 과제가 시작됨 덴마크의 국립 연구소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면서 사고 선량. RISOE

회구평가 를 위해 건물 내 외부 벽돌 등 물질의 특성을(retrospective dosimetry) . OSL

이용한 기술을 제안하여 관련 연구가 상당히 넓게 이루어짐 또한 관련 연구에 적합한 장.

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자극광원으로, IR Laser-diode, Blue-diode Cluster

등을 개발하였고 선량 평가를 위한 프로토콜로서, SARA(Single Aliquot Regeneration

기법을 개발하였음Added Dose), SAR(Single Aliquot Regenerative-Dose) .

년대 초 독일 에서는 건강보험증용 카드와 이 내장된 전화카드의2000 GSF ID IC chip•

및 특성을 이용하여 선량 회구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 연구는TL OSL .

년 미국 에서는 메모리칩 카드를 이용한 연구로2007 Naval Surface Warfare Center

이어짐 이어서 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캐나다. 2008 , Defence Research and

에서는 휴대전화 내부의 저항소자를 이용한 선량복원 연구가 있었음 최근Development .

미국 인도 벨기에Oklahoma State University, BARC, Nuclear Research Center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Helmholz Zentrum

구 에서도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 중임Muenchen( GSF) .

에서는 방사선량 회구 평가 분야EURADOS (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

의 을 설치하여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 소자를 활용한 선량복원 기술의Working Group

국제상호비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분야2. Internal Dosimetry

내부피폭 평가 모델은 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ICRP) .•

2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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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년 간행물 을 권고하여 기존의 간행물 을 대체하는ICRP 2007 ICRP 103 ICRP 60

새로운 기본권고를 제시하였음 또한 이에 앞서 기존의 간행물 의 위장관 모델. ICRP 30

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화기모델 을 간행물 에서 개발하였다 는(HATM) ICRP 100 . ICRP

기존의 모든 내부피폭 모델을 새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이의 결과로

보고서를 곧 간행할 예정임 현재 전OIR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

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 주요 핵종을 다루는 및 가 곧 간행될 예정임part 1 part 2 3 .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주로 영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의 와 같은 내부피폭 평가 코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IMBA

고 있는 상황임.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보안용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3. / /

규격 기준 엑스선장 제작 및 시험규격 적용 유럽공동체 미국 일본 호ISO/IEC/ANSI : , , ,•

주 등

방사능 오염감시기 휴대용 핵종판별기 분광기능 보유 감마서베이미터 전자선량계 등- , ( ),

지역 방사선 능 감시시스템 성능시험규격 적용 영국 유럽공동체 미국 등- / : , ,

방사능 테러 보안용 감시장비 성능시험기술 기준 적용 미국: (ANSI 42.33/42.34)•

국가 측정표준기관 및 교정기관에서 국제규격의 기준 엑스선장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전자선량계 등의 에너지반응시험을 위하여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ISO/ANSI ISO Low

계열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Air-Kerma Beam

계열 및 의 일부- ISO Narrow, Wide beam ANSI Moderate/Heavy filtration beam

를 원자력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운영중임.

단일 에너지 엑스선장 개를 원자력연구원이 년에 구축- ISO 7 1997

감마선 분광기법에 의한 엑스선장 정량화 선량환산인자 결정,•

방사선 비상운영장비 감마선 지역감시기 문형 포털모니터 핵종판별기 오염감시기 현( , , , )•

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한국원자력연구원( )

방사선 비상운영장비를 위한 현장 성능시험 기술기준서 및 시험절차서 개발-

기준 시험장치 및 시험선원 종 방출률 상대편차 이내 을 만족하- ANSI(N42.35) ( 5 , 20% )

는 성능시험 키트 구축 및 현장성능시험 체계 개발 년(2014 )

감마선 지역감시기의 현장 성능시험을 위한 이동식 감마선조사기 구축 및 현장성능시험-

체계 개발 년(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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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분야

국내에서는 피폭자의 혈액 시료를 이용한 방법 및 치아 에나멜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EPR

에 의한 선량복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 분야의 연구, OSL

는 본 연구를 제외하면 현재 없는 실정임 본 연구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은 휴대폰 내부 전자. ( )

소자 및 건축물 구성물질 타일 변기 기와 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특성을 평가하여 선량복원( , , )

에 적용할 자료를 확보하였음.

2. 분야Internal Dosimetry

최근 국내에서는 내부피폭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에는 비원전분야 내부피폭평가 방법론 개발 생활주변방사선에 관련된 내부피폭 평가 식품에, ,

대한 내부피폭 평가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격실모델을 해석하여 섭취잔류 및 배.

설함수를 산출하는 능력은 이미 몇몇 기관에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국내의 차

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 간행되는 에 대한 모델 분석이 충분히 이뤄진 후. OIR

기존 기술을 이용한 자료 산출 및 적용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보안용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분야/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리방사선분야 국내 최대 교정기관 중분류 전분야(KOLAS 02-098, :

방사선 방사능 중성자 을 운영하고 있음 본 연구진은 과제를 통하여 감마선 및 중성자 지, , ) . 역

감시기 현장 성능시험을 위한 이동식 감마선 및 중성자 조사기를 제작하였으며 현장성능시험을

위한 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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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1

1.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비상시 개인 소지품 및 생활 업무 환경 주변 물질의 광자극발광, /

열발광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OSL)/ (TL)

가. 개요

방사선 누출 사고나 테러 등 방사선 비상시 인위적 방사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누출된,

또는 피폭된 방사선량을 회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즉 선량복원 기술의 확보는 피폭자,

작업종사자 및 주민 에 대한 선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 ,

실제 누출된 방사선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

다 이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고 또는 테러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선량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전통적인 선량 복원의 방법으로 혈액 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 등의 방법에 기초한 기술, ,

사고 후 현지에서 선량율 미터 등으로 얻어진 측정 결과에 기초한 Monte Carlo

치아 에나멜의 기법이 있다 혈액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을 통한 방법은Simulation, ESR .

피폭자의 개별적 신체에 대한 선량복원을 실시한다는 장점으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시료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최소검출한계선량, (lower limit of

이 높고 최종 평가된 선량의 불확도 범위가 넓어 최종 선량복원 결과의 신detection) (0.1 Gy)

뢰도가 떨어진다 을 이용하는 것은 직접 측정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Monte Carlo Simulation

모델링 작업과 실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치아 에나멜을 이용하는 기법은 방사선에 대한. ESR

감도가 낮아 최소검출한계선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치아를 직접 채취하여야(0.1 Gy)

한다는 제약이 따르는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신용.

카드 휴대형 전자기기와 같은 물질에서 광자극발광,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및 열발광 을 이용한 선량복원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OSL) (Thermoluminescence: TL) .

및 은 방사선에 조사된 유전체나 반도체가 빛이나 열자극을 받을 때 발광하는 현상OSL TL

으로 및 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시료의 방사선 흡수선량에 비례하며 이것은 및, OSL TL OSL

현상을 가지는 물질이 방사선량계로 이용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발광 과정은 방사선이TL .

가전자띠 의 전자를 여기시켜 전자 정공쌍 을 만들고 이는(valance band) - (electron-hole pair)

물질내의 결함 준위에 포획된다 이러한 시료에 빛을 조사시키거나 광자극 열을 가하면 열자. ( ) (

극 포획되어 있던 전자들은 빛에너지 또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 로) (conduction band)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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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된다 이 전자 가 재결합준위 의 양공 과 재결합하. (electron) (recombination center) (hole)

면서 빛이 방출된다[1.1] 이때 광자극에 의해 방출되는 빛을 열자극에 의해 방출되는 빛. OSL,

을 이라 한다 이 과정을 그림 에 에너지띠 모델로 나타내었다TL . 1-1 .

그림 및 방출 메커니즘1-1. OSL TL

(Mechanism of OSL and TL emission)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이 가장 널리 휴대하는 휴대형 전자기기와 생활환경 주변 재료 자동, (

차 내부 전자기기 플라스틱 등 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추출하여 방사선, ) OSL/TL

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한 선량복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OSL/TL

하였다.

나. 을 이용한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소자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 특성OSL

본 연구에서는 최신형 휴대전화기 스마트 폰 로부터 시료를 추출하여 방사선에 대한 반응 특( )

성 선량의존성 과 신호의 시간 방사선 조사 후 경과시간 에 따른 감쇠 특성을 평가하였다( ) OSL ( ) .

본 연구과정에서는 전자회로기판에서 추출 가능한 거의 모든 종류의 소자들 저항 인덕터( , , IC

발진소자 축전소자 다이오드 에폭시수지 기판자체 에 대하여 방사선에 대한 반응특성chip, , , , , )

을 조사하였으나 본 보고서에는 방사선에 대한 반응 특성이 우수한 저항소자 인덕터소자, , , IC

에 대한 특성에 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 나머지 소자의 경우 방사선에 반응하지 않거나chip .

소자별 반응도 편차가 심하였다.

(1) 시료 추출

실험에 사용된 휴대전화 시료는 전 세계적으로 만대 이상 판매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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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갤럭시 모델이 사용되었다 시료 추출에서부터 시료 장착 측정에 이르기까지 모S2 . , OSL

든 작업은 실내 광원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암실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실험에 사용된 휴대전화 삼성전자 갤럭시 모델1-2. ( S ).

(Mobile phone used for the study of retrospective dosimetry,

Samsung Galaxy S)

집적회로 칩(IC chip)①

에서 패키징 물질 이란 반도체 소자를 열 수IC chip (EMC: Epoxy molding compound) ,

분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봉하는 재료로서 세라믹 실리카 에폭시수지 페놀수, , ( ), ,

지 카본블랙 난연재 등의 원료로 만들어진 복합체이다 이 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

하고 있는 것은 세라믹 물질로서 의 에폭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가하고 있다 첨EMC .

가된 세라믹 물질은 대표적인 물질인OSL SiO2이므로 안정적인 반응 특성을 가질 것으OSL

로 예상되어 피폭방사선량 복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는. IC BGA(Ball

형식으로 제작되어 하단에 다수의 작은 전극 부분이 기판에 납땜으로 연결되grid array) IC

어 있으므로 섬세하게 추출할 필요가 있다 추출된 시료의 표면은 표면과 접해있는. IC chip

세라믹 부분의 면적을 넓혀 측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약 정도0.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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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내고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직경 의 시료대에 맞게 절단하여 준비하였8 mm

다.

시료는 하나의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기판에서 사용된 종류가 다양하다 본 연구과IC chip .

정에서 사용된 모든 종류의 에 대하여 방사선 반응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에 대IC chip

한 반응도 특성이 편차가 매우 심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비교적 반응도가 높은 에 대. IC chip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제 방사선량 회구평가시 을 이용할 경우에 휴대전화기 모델. IC chip

별로 어떤 가 방사선에 대한 반응특성이 우수한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많IC

은 종류의 시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IC .

저항소자(chip resistor)②

저항소자는 전기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자 중의 하나이다 저항소자의 구성은 양.

극단에 전극 물질과 이를 연결하는 얇은 저항물질과 그를 보호하고 있는 상부의 피복물질 그

리고 그 저항물질 아래의 기판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기판물질은 약 알루미나. 97 % (Al2O3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로부터 신호가 방출된다 기판 표면에서 저항소자의 본딩용 납을OSL .

잘라 추출하였다 저항소자는 휴대전화 기당 약 개가 추출가능하였다. 1 31 (1 mm x 0.5 mm

개 개 시료 장착시 측정이 용이하도록 뒷면의 흰색 알루미19 , 0.6 mm x 0.3 mm 12 ). OSL

나가 상부로 보이게 하여 시료 디스크에 장착하였다.

인덕터 소자(chip inductor)③

전자회로 내부 코일 역할을 하는 소자로서 최신형 전자기기에서는 형태로 개발되어chip

적용되고 있다 미세 코일을 소자형으로 고정하고 전극을 형성시키기 위해 알루미나. (Al2O3)

세라믹이 사용된다 알루미나는 방사선 노출시 현상을 가지므로 방사선에 대한 반응도. OSL

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자이다 전자기판에서 그 크기와 모양이 저항소자와 유사하므로.

신중한 구분이 필요하다 저항소자의 경우 기판을 위에서 볼 때 저항체의 색인 검은색으로.

보이며 인덕터의 경우 소자 윗 표면 정도의 면이 검은색이며 나머지 정도의 면이, 1/2 1/2

흰색으로 보인다 저항소자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며 휴대폰 대당 약 개 정도의 인덕터. 1 8

소자가 추출 가능하였다 크기(1 mm x 0.5 mm x 0.5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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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사선 반응특성 평가에 사용된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소자의 위치1-3.

(Position of the electronic devices used for the study of radiation dose response)

광자극발광의 측정(2)

측정에는 이 이용되었다 그림 에 본 연구에 사용OSL Risoe TL/OSL-DA-20 System . 1-4

된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본 시스템은 자극광원으로 청색 와 적외선 가 장착되어 물. LED LED

질에 따라 적용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광측정부는 모델. EMI 9235QA (bialkali)

의 광증배관 이 적용되었고 전단에 자극광 유입을 막기 위하여 및(PMT) PMT Hoya U-340

광필터가 설치되었다 기준 베타선 조사장치 가 장착되어 시Schott BG-39 . (Sr-90, 150 MBq)

료에 원하는 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다 시료대는 개의 시료를 동시에 장(8.7 mGy/s). 48

착할 수 있고 조사 판독 및 열처리를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

시료에 대한 측정시 매우 효율적이다.

모든 시료에 대한 측정은 청색 를 자극광원으로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OSL LED(470 nm)

동안 일정한 밝기로 연속적으로 광자극을 시키는 모드로CW-OSL (continuous wave-OSL)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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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동형 광자극발광 측정 장비 및 내부 구조1-4.

(Automatic OSL measurement system and inner structure)

(3) 방사선량에 따른 반응도 특성OSL

상기 시료들에 대하여 방사선량에 따른 반응도 특성을 평가하였다OSL . 측정된 의 발OSL

광 강도는 시료의 종류와 크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기의 준비된 모든 시료에서, OSL

신호가 측정되었으며 측정된 신호의 세기는 노출된 방사선량 범위 에서, OSL (8.8 mGy 8909

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우수한 선형성 특성을 나타내었다 저항소자와mGy) .

인덕터 소자에 대한 선 회절 분석 결과로부터X- (XRD) Al2O3의 존재를 확인하여 이들 소자에

서 방출되는 은 알루미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자의 경우 분석에서OSL . IC XRD

특정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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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량의EDX(energy dispersive X-ray) . SiO2 물질이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어 소자에서 은 의 패키징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IC OSL IC SiO2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표 특징적으로 로부터 방출되는 발광량( 1-5, 1-6, 1-1). IC OSL

은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 최대 배 를 보이므로 실제 선량회구평가시 주의가 요구된다IC ( 10 ) .

저항소자와 인덕터는 발광량의 강도가 높아 저선량 영역에서도 우수한 방사선량 반응OSL

특성을 보였다 아래에 각 소자에 대한 발광곡선과 방사선량 반응도 곡선 선량의존성 을. OSL ( )

나타내었다.

그림 표면 처리된 표면의 영상 구형 물질이1-5. IC chip FESEM . SiO2

로 판단된다nano-powder .

(FESEM Image of surface of an IC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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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면에 대한 분석결과1-6. IC chip EDX

(EDX spectrum of the IC chip surface)

표 표면에 대한 분석결과1-1. IC chip EDX

(The result of EDX analysis for the IC chip)

Element Weight% Atomic%

C 17.03 24.88
O 49.32 54.10
Si 33.6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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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IC (IC chips)①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저선량 영역 이하 에서의 신호(500 mGy ) CW-OSL

는 배경신호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 의 적분값에서 배경신호를. 15 channel

감한 순 신호를 산출하여 조사된 방사선량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선량의존성OSL (dose

그래프에서는 저선량 영역에서도 대체적으로 선형적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dependence)

다 그 이상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선량의존성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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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방사선량에 따른 위 와 세기의 선량의존성 아래1-7. IC chip CW-OSL curve( ) OSL ( )

(CW-OSL curve of IC chip (top figure) and dose dependence of OSL of the IC chip (bottom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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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료대에 올려진 시료1-8. IC chip

(IC chip sample loaded on a sample tray)

저항 소자 (chip resistors)②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저선량 영역 이하 에서의 신(500 mGy ) OSL

호도 배경신호와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량의존성 곡선에서도 고선량 영역뿐만.

아니라 저선량 영역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선량 선형성을 보였다.

그림 시료대에 올려진 저항소자 시료1-9.

(Resistor samples loaded on a sample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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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항소자의 방사선량에 따른 위 와 세기의 선량의존성 아래1-10. CW-OSL curve( ) OSL ( )

(CW-OSL curve of resistors (top figure) and dose dependence of OSL of the resistors

(bottom figure))

인덕터 소자 (inductor)③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매우 높아 저선량 영역 이하 에서의 신호도 배경신호(500 mGy ) OSL

와 명확히 구분 가능하며 우수한 선량의존성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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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료대에 올려진 인덕터 시료1-11.

(Inductor samples loaded on a sample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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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방사선량에 따른 위 와 세기의 선량의존성 아래1-12. IC chip CW-OSL curve( ) OSL ( )

(CW-OSL curve of inductors (top figure) and dose dependence of OSL of the

inductors(bottom figure))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 분석 페이딩 특성 분석(3) ( )

방사선에 노출된 후 경과시간에 따라 신호의 강도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경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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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이는 상온의 영향으로 트랩준위의 전자 일부분이 여기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노. ,

출된 방사선량 정보를 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에 경과된 이후에 측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OSL

고려하여야 할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덕터 저항소자 시료에 대한 감쇠특. IC chip, , OSL

성을 방사선 조사후 분에서 시간에 걸쳐 평가하였다 그림 의 경우 초기3 36 ( 1-13). IC chip

분까지는 신호가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쇠되는 특성을 보였다 인덕터는20 OSL . 36

시간 경과 후에 약 정도의 신호 감쇠를 보였으며 저항 소자의 경우 시간 경과 후 약50 % , 5

시간 경과 후 약 정도로 상당히 심한 감쇠 특성을 보였다 이는 저항소자를70 %, 36 80 % .

이용하여 피폭 또는 누출 방사선량을 회구 평가할 경우 가능한 한 피폭후 빠른 시간내에 평가

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낮은 선량까지도 판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피폭시점을 특정할 수 있으면 신호 감쇠는 보정이 가능하므로 선량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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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항소자 인덕터소자 신호의 시간에 따른 감쇠1-13. IC chip, , OSL

(Fading of OSL signals of inductors and resistors and IC chips procured from a

specific position in the circuit of the smart phones)

(4) 방사선에 대한 감도와 최소검출선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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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료들의 방사선에 대한 감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곡선에서 초(OSL/mGy/g) CW-OSL

기 시간 스케일로는 초 의 신호를 적분한 신호에서 마지막15 channel( 2.4 ) OSL 50

신호를 평균한 배경신호 를 감하여 순 강도 신호channel (background signal) OSL (net OSL

를 산출하였다 한번의 측정에 사용된 시료의 질량을 정밀저울로 측정하고 최종적으로signal) .

방사선에 대한 감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시료를 이용하여 방사선량 측정시 검출 가능한. ,

최소 선량 최소검출선량 을 평가하였다 는 회( , minimum detectable dose: MDD) . MDD 10

반복 측정에 대한 백그라운드 선량의 표준편차의 배 로 산출하였다 표 에3 (3 ) . 1-2 IC chip,σ

인덕터 저항소자의 감도와 를 나타내었다 인덕터 시료의 감도는 저항소자 시료보다 약, MDD .

배나 높았으며 또한 로 평가되어 매우 낮은 선량에 대해서도 선량회구평가가5 MDD 2.4 mGy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항소자의 또한 로서 목표하였던 를 충. MDD 6.6 mGy 10 mGy

분히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 인덕터 저항 소자의 감도와 최소검출선량 비교1-2. IC chip, , (MDD)

(Sensitivity and MDDs of IC chip, inductors, and resistors)

다. 휴대전화 전자소자의 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OSL

휴대전화의 저항 소자나 인덕터 소자를 이용한 방사선 피폭선량 복원 진행 절차는 피폭 받

은 시료에 대한 초기 광량 측정 해당 시료의 반응특성 분석 피폭선량 추정의 방OSL , OSL ,

식으로 진행된다 피폭 방사선량 복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발생한 시점부터 측정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시간 간격 피폭 받은 휴대전화가 보관된 환경 등,

의 요소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피폭 방사선량 복원 프로토콜에서 반응 특성을 분석하. OSL

는 방법에 따라 모드와 모드로 구분하였다 모드와 모드는 시료의Simple Full . Simple Full

방사선량에 대한 반응도 선량반응도 자료 교정자료 결정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하나의OSL ( ) ( ) .

알고 있는 선량을 시료에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광량을 측정한 후 측정된 값을 교정자OSL

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드라고 하고 기준조사 선량의 수를 개 이상으로 하여 시료Simple , 3

의 선량반응도 곡선을 획득하고 이를 교정자료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드라고 하였다 본Full .

연구에서와 같이 선량반응도가 대체적으로 선형적인 시료를 활용할 경우 모드와Simple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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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적용 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선량 반응도 곡선이 선형이 아닌 시료의 경우.

모드를 적용하여야 보다 정확한 선량 복원 결과를 얻을 수 있다Full .

(1) 모드 선량복원 프로토콜Simple

모드를 사용하여 방사선량 피폭선량 복원 진행 순서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암Simple 1-3 .

실 환경에서 피폭 받은 휴대전화의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를 각각 추출하여 시료대에 장착

한다 하나의 휴대전화기에서 추출 할 수 있는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의 수는 휴대전화 모.

델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의 시료대에 장착할 소자의 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결정하면 되,

지만 장착된 시료의 수량이 너무 적으면 신호의 강도가 약해져 측정 하한을 높이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추출된 소자는 모델을 사용하여 을 측정한다 자극광원Risoe TL/OSL reader DA-20 OSL .

으로 를 사용하여 출력은 측정시간은 초 그리고 측정 채널 수는 채Blue LED 90 %, 30 100

널로 설정한다 피폭 후 경과시간에 따라 신호는 감쇠 페이딩 가 일어나므로 감. OSL ( , fading)

쇠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독 전에 시료를 열처리 전열처리 하는 기( , preheating)

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전열처리를 할 경우 이후 선량반응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측정에서도. ,

모두 동일한 조건의 전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열처리 조건은 시료의 상태와 실험 목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프로토콜에서는 전열처리 조건으로 에서 초간 유지하120 10℃

는 것으로 하였고 온도 상승률은 로 설정하였다 시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에, 5 /s .℃

따라 그에 적합한 전열처리 조건을 적용해야한다 전열처리는 페이딩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저온영역의 신호를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OSL .

측정된 발광곡선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신호만을 사용하여야하므로 배경선량에OSL OSL

의한 값을 제거하여야한다 본 프로토콜에서는 측정된 개의 채널에서 후반 채널의 값. 100 20

을 배경선량으로 보고 후반 채널의 평균을 전체 신호인 채널 전체에 감해주는 기법을20 100

적용하여 배경 선량이 제거된 신호 데이터를 획득한다 배경선량이 제거된 데이터에서 초반.

채널의 값을 합하여 이 값을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 값으로 하고 이를 초기 발광량20 OSL

Io 로 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되는 시료 중 일부에서는 측정이 반복되면서 신호가(counts) . OSL

감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 측정에서 신호 감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 ,

직후 임의의 테스트 선량을 조사하고 이 선량에 대한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 감도를 보정OSL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된 초기 발광량 정보. Io는 방사선에 노출이 된 후 측정이

완료되는 경과 시간동안 신호의 감쇠 페이딩 이 발생되며 이 값을 보정하여야 한다 페이딩은( ) .

방사선 피폭과 측정사이의 시간이 짧을 경우 휴대전화가 보관된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페,

이딩 기간에 해당하는 경과기간 동안에 페이딩을 진행시키고 이후 신호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정한다 이미 해당 물질의 페이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보정 값을 적용 할 수도 있다 방사선이 피폭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경과 시간.



- 65 -

이 아주 길어 직접 측정하기 곤란하거나 경과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전열처리 조건을 적용,

하여 페이딩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초기 발광량 측정이 완료된 시료에서는 기존 방사선피폭에 의해 남아있는 정보가 이후 측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광표백처.

리 라 하며 추가적인 광노출로 잔류선량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다 광표백처리 조건(bleaching) .

은 에서 초가 노출시키는 것으로 한다Blue LED 90 % 200 ,

초기 발광량을 측정한 시료의 피폭된 방사선과 발생된 광량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

량반응도 광량당 선량률 를 획득해야한다 선량반응도는 임의의 방사선에 노출( : mGy/counts) .

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조사선량에 의해 신호가 선명하게 얻OSL

어 질 수 있는 값을 사용해야 하며 시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정도로 정한100 mGy

다 선량반응도 측정을 위해 조사한 선량은. Irrt 라 하면(mGy) Irrt에 의해 조사된 시료의 발광

량을 It 로 정한다(counts) . It를 측정하는 조건은 Io를 측정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여

야 한다 측정된. Irrt 를(mGy) It 로 나누어 해당 시료의 단위 측정 선량반응도를 획득(counts)

한다 획득된 선량반응도를 페이딩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발광량. Io의 값을 적용하여 피폭 추

정량을 확인한다 이 때. Io와 It 측정시 측정에 의해 시료 자체의 감도가 변했는지 여부OSL

를 확인하기 위해 Io와 It 측정 직후 각각 테스트 선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광량을 측정해

보정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에 사용된 시료를 휴대전화는 재측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한다 시료 추출이.

완료된 휴대전화는 암실 조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빛이 통과하지 않는 인화지 보관용 비닐

봉투 등에 담아 밀봉해 보관하고 혼입을 방지하기 하나의 봉투에는 하나의 휴대전화만을 보관

한다 각 보관용 봉투에는 향후 재측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둔다 보관용 봉투에는. .

사용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보관일자 측정목적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모드 선량복원 프로토콜Full

사용되는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조사되는 방사선량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드는 모드에서와 달리 다수의 피Full Full Simple

폭선량에 해당하는 광량을 측정하고 이를 선량에 따른 선량반응도 곡선 형태로 획득하OSL

고 시료에서 획득된 초기 신호값, OSL (Io 을 선량반응도 곡선에 내삽하여 피폭선량을 추정하)

는 방법이다 모드의 프로토콜은 표 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Full 1-4 .

모드와Simple Io를 측정하는 방법까지는 동일 과정을 거치며 선량반응도 데이터 측정시,

선량반응률이 아닌 선량반응도 곡선을 이용하게 된다 선량반응도 곡선을 얻을 때에는 피폭된. ,

선량보다 작은 값으로 추정되는 선량(Irrtx1 을 조사하고 이를) Io를 측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Itx1 를 측정한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피폭된 선량과 유사한 값으로 추정되는 선량(cou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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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tx2 에 의한) Itx2 와 피폭된 선량보다 큰 값 추정되는 선량(counts) (Irrtx3 에 의한)

Itx3 를 측정한다 피폭선량의 예측 값을 알 수 없는 경우 시험의 설계나 계획에 따라(counts) . ,

적합한 선량 범위을 정해 측정된 신호 값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측정된 데이터는 데이터OSL .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합한 함수 형태로 한 후 해당 함수에서 보정된 초기 발Fitting ,

광량 정보 Io를 이용하여 피폭 추정량을 확인한다 모드의 경우 측정의 횟수가 많아 측정. Full

시 마다 시료의 감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각 데이터 측정의 직후 테스트 선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발광량을 측정하여 시료의 측정에 대한 시료 감도를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모드의 경우 모드보다 몇 가지 공정이 추가되어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 Full Simple

은 더 길지만 다수의 데이터를 선량반응도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측정의 신뢰도가 높다 만약.

측정 시료가 피폭선량과 발광량이 선형이 아닌 특성을 가진 경우 모드에서는 선량 반응Full

도 곡선을 통해 보정이 가능하므로 모드 사용이 권장된다Full .

모드를 사용하여 선량 측정을 완료한 휴대전화 역시 빛이 통과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Full

도록 하고 다른 휴대전화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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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사선량 회구 평가 프로토콜 모드1-3. (Simple )

(Dose evaluation protocol for mobile phone, Simp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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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사선량 회구 평가 프로토콜 모드1-4. (Full )

(Dose evaluation protocol for mobile phone, Ful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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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의 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절차의 실증실험OSL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기판의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에 대한 반응 특성을 조사하OSL

여 선량복원에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선량복원의 프로토콜과 실증실험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실증실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만대 이상 판매된 삼성전자의 갤럭시3000 S3(Samsung

를 사용하였다Galaxy S3) .

본 실증실험에서는 개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를 사용하였으며12

방사선 피폭선량 그리고 전열처리 유무 방사선 조사 후 대기시간 시간 일 에 따른 피폭선, (2 , 3 )

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값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와 로 구. Simple mode Full mode

별하였고 그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시료 추출 이후 모든 과정은 광원에 의한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하여 암실에서 진행되었다. 발광곡선 측정에는 대표적인 측정장치인OSL TL/OSL

이 사용되었다Risoe TL/OSL reader DA-20 .

(1) 표준 조사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실증실험을 최초 과정은 휴대전화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그림 는 실. 1-14

증실험에 사용된 갤럭시 중 일부로서 왼쪽에서부터 각각S3 , 20 mGy, 100 mGy, 500 mGy

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사용된 감마선 조사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

선 측정기 교정용 차 표준 감마선 조사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선원은 의2 , 8.1 TBq

이며 선량률은 로 설정하였다 휴대전화는 그림 와 같Cs-137 500 mGy/h (air kerma) . 1-15

이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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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실증실험을 위해 사용된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모델( S3 )

(Samsung Galaxy S3 mobile phones used for the

experiment of verification test)

그림 휴대전화 시료에 감마선 조사1-15.

(Gamma irradiation to the mobile phones)

(2) 시료 준비

저항 소자 (chip resistors)①

방사선에 노출된 휴대전화를 암실로 이동 시키고 분해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해된 삼성 갤.

럭시 의 메인보드에는 수십여 개의 저항 소자가 장착되어 있다 대부분의 저항 소자는S3 .

과 의 저항 소자들이 많이1005 type (1 mm x 0.5 mm) 0603 type (0.6 mm x 0.3 mm)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시료의 추출과 장착이 용이한 저항 소자와 장착된. 1005 type

수량이 많은 저항소자를 함께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기판에서 시료를 추출하는 방0603 type .

법으로는 기판에 장착되어 있는 시료의 양 측면 본딩용 납을 자르고 핀셋을 이용해 추출하는

방법과 세척된 끝이 뾰족한 상용 도구로 저항 소자 장착 부분의 측면에서 힘을 가해 탈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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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저항 소자는 시료용 디스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저항 소.

자 하단부의 바탕물질에서 이 방출되므로 저항 소자의 후면 흰색 바탕화면이 상부를 향하OSL

도록 뒤집어 놓는다 시료용 디스크 하나에 대략 개 정도의 저항 소자를 장착하여 사용하였. 15

다.

인덕터 소자 (Chip inductors)②

삼성 갤럭시 는 제작된 시기와 통신사에 따라 메인 보드의 형태가 약간 다르며 인덕터S3

수량과 위치는 동일하지는 않으나 실증실험에 사용된 갤럭시 에는 대략 개 정도의 인덕, S3 8

터 소자가 장착되어 있었다 저항소자 추출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추출하여 시료용 디.

스크에 장착하였다 저항소자와 달리 인덕터 소자는 양끝 전극 부분을 제외한 전체에서. OSL

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상부에 인덕터 소자의 구분을 위한 표시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시료의 측면을 상부로 향하도록 장착하였다.

(3) 발광곡선 측정OSL

추출된 시료가 담긴 시료용 디스크를 분석 장치에 장착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OSL . OSL

측정시 자극광으로는 가 사용되었고 자극광의 세기는 측정장비상 설정된 최대 출력Blue LED

의 로 하였다 총 측정시간은 초로 하였으며 측정시간동안 채널을 데이터를 입90 % . 30 100

수하도록 설정했다 측정된 발광곡선은 방사선에 의한 방출이 아닌 배경 선량이나 시료. , OSL ,

자체에서 방출하는 광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후반 초 동안 마지막 채널 측정치, 6 ( 20 )

의 평균값을 배경선량의 평균치로 가정하고 전체 초 채널 신호에 감하는 방법을 적30 (100 )

용하여 배경선량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였고 배경선량이 제거된 신호 중 초반 초 초기, 6 ( 20

채널 신호의 합을 초기 의 신호값) OSL I0로 정하였다 그림 는 조사된 갤럭시. 1-16 20 mGy

의 인덕터에서 발생되는 발광곡선이다 해당 발광곡선을 전열처리 되지 않은 시료이S3 OSL .

다.

실험에 사용된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에서 측정된 초기 발광량 Io 정보는 표 에 나타1-5

내었다 각 시료는 측정 감도가 다르기에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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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후 시간 경과 시점에서의 인덕터 소자의 발광 곡선1-16. 20 mGy 2 OSL

(OSL glow curve of the inductor samples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20 mGy measured

after 2 hours from the irradiation)

표 방사선 조사된 휴대폰으로부터 추출된 시료의 초기 신호 값1-5. OSL (counts)

(Initial values of OSL signals from the samples extracted from the irradiated mobile

phones)

(4) 광 표백처리

실제 측정에서 초간 측정으로도 방사선 피폭에 의한 잔류 측정치가 남아 이후 측OS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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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시.

간을 자극광에 노출시켜 시료의 정보를 초기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90

출력의 를 해당시료에 초간 추가 노출시켜 잔류 신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Blue LED 200

시켰다.

(5) 페이딩 보정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의 신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쇠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안OSL

정화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감쇠되는 속도와 정도는 시료에 따라 다르고 안정화 되는 시.

점 역시 시료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있다 페이딩에 대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 ,

용한 시료에 대해 직접 페이딩을 측정해서 보정하거나 알려져 있는 페이딩 특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보정 할 수 있다 이번 실증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 후 경과시간을 시간과 일. 2 3

거친 시료에 대해 실제 경과시간에 의한 페이딩을 직접 측정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페이딩 보정인자. Cf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정한다.

 


식( 1-1)

우선 시료에 임의의 선량(X1 를 조사한 후 발광량을 측정한다 측정된 발광량을) . If1(counts)

으로 둔다 이후 동일한 시료에. If1을 측정한 것과 같은 선량(X1 를 조사한 후 측정하고자하는) ,

경과시간만큼 유지한 뒤 발광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발광량을 If2 로 둔다 표 은 본(counts) . 1-6

실증실험에서의 측정된 페이딩 보정인자를 제시하고 있다 측정된. Cf는 페이딩에 의해 감쇠된

정보를 보정하는데 사용되며 초기 측정치에 곱하여 페이딩이 되지 않았을 때의 신호 값으로

변환하는데 사용한다.

표 페이딩 보정인자1-6. (Cf)

(Fading correction factor)

(6) 선량반응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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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선량 복원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시료의 경우 시료마다 고유의 발광 정도를 가,

지고 있어 방사선량 복원에 사용 시 방사선 피폭량과 방출 발광량의 관계를 측정하여야OSL

한다 각 시료에 대해 피폭량과 방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베. OSL

타 선원을 이용하여 선량반응률 및 선량반응도 곡선을 획득하였다 모드에 사용하기. Simple

위한 선량반응률은 를 조사한 후 측정된 발광량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167.19 mGy OSL .

모드에서 사용하게 되는 선량반응도 곡선을 획득 할 때는 각 시료에 가지의 방사선량Full 3

을 조사하였고 이 선량에 따라 측정된 광량과 조사된 선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선량

반응도 곡선을 획득하였다 선량반응도 데이터 측정에는 테스트 선량에 시료의 감도 변화가 보. ,

정 되었다 측정의 반복에 의한 감도 변화 측정을 위해서 를 테스트 선량으로 정하. 83.6 mGy

여 측정하였다 식 에 나타내어진. 1-2 Cr는 테스트선량에 의한 감도변화 보정인자이다 매 테.

스트 선량에 의해 측정된 발광량들의 평균치(Iave 와 해당 측정에 사용된 발광량) (Ir 비로서 시)

료의 감도 변화가 생긴 경우 이를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식( 1-2)

본 측정에서 테스트 선량에 의한 발광량의 차이는 대부분 이내로 분석되었으, OSL ±10%

며 특정한 패턴이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은 모드의 선량반응률을 얻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서 가 조사된1-7 Simple 167.2 mGy

시료의 발광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는 가 조사된 전열처리 되지 않은 인덕터. 1-17 20 mGy

소자의 선량반응도 곡선을 나타내었다 다른 측정된 시료의 측정 결과 값은 피폭선량 분석. (7)

부분 추정된 값과 함께 제시하였다.

표 감마선 조사된 휴대전화기로부터 추출된 시료들 인덕터 저항 의1-7. 167.2 mGy ( , ) OSL

발광량

(OSL intensities from the inductor and resistor samples extracted from the

mobile phones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167.2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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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인덕터 소자의 선량반응도 곡선1-17. 20 mGy

(Dose response curve for the inductor samples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20 mGy)

(7) 피폭선량 복원

방사선 피폭에 의해 측정된 초기 신호값(I0 에 선량반응도 정보를 적용하고 시간에 따른 신)

호감쇠인자 페이딩보정인자 및 측정 횟수에 따른 감도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한( )

감도보정인자를 보정하여 피폭선량 복원을 실시하였다 모드에서는 아래와 같은 식 식. Simple (

을 사용하여 피폭선량을 추정 할 수 있다 초기 신호값에 페이딩 보정인자와 감도 인자로1-3) .

보정하고 선량반응도를 적용하여 피폭선량을 추정 할 수 있다.

피폭선량    ×  ××
여기에서 선량반응도

 페이딩보정인자

 감도보정인자

식( 1-3)

모드에서는 선량반응도 곡선에 페이딩보정인자와 감도보정인자가 적용된 초기 측정치Full

를 내삽하여 피폭선량을 추정한다 그림 는 이번 실증실험에서 모드를 이용. 1-18 ~ 1-21 Full

하여 얻어진 선량반응도 곡선과 추정된 복원 값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측정에서는.

선량 반응도 곡선을 차 함수 형태로 분석하였고 측정된 차 함수에 측정된 초기 신호 값에1 1

페이딩 보정인자와 테스트 선량 보정인자가 적용된 값을 내삽하여 피폭선량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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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처리 없음,조사후 경과시간 2시간 

그림 조사 후 시간 경과된 시료의 선량회구평가 결과 전열처리 없음1-18. 2 ( )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amples after 2 hours from the irradiation (no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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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 후 일 경과된 시료의 선량회구평가 결과 전열처리 없음1-19. 3 ( )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amples after 3 days from the irradiation (no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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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 후 시간 경과된 시료의 선량회구평가 결과 전열처리1-20. 2 ( )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amples after 2 hours from the irradiation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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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 후 일 경과된 시료의 선량회구평가 결과 전열처리1-21. 3 ( )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amples after 3 days from the irradiation (preheating))

(8) 실증결과 및 분석

휴대전화의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를 이용한 실증실험의 결과로 추정된 피폭선량 정보는

표 표 에 제시되어 있다1-8 ~ 1-9 .

실증 실험은 갤럭시 휴개전화를 활용하였고 전열처리 전열처리 유 무 와 페이딩S3 (120 / ) (2℃

시간 일 에 대한 영향을 방사선조사량 을 달리한 저항소자와, 3 ) (20 mGy, 100 mGy, 500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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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터 소자로 추정 피폭선량치를 복원하였다 복원된 추정 피폭 선량치의 결과에 따르면 전. ,

열처리 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사선량과 추정피폭선량이 낮은 수준의 편차를,

가지고 추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열처리가 된 시료의 경우 저선량 조사 영역에서 과추. ,

정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열처리로 인한 저온영역의 신호 감소로 인해OSL

측정 정밀도가 하락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전열처리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의 트랩에 있는 전자를 비워 발광 신호의 세기를 감OSL

소를 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이와 동시에 열적으로 불안정한 트랩의 전자에서 방출되는 OSL

광량을 감소시켜 페이딩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된 발광곡선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OSL .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피폭 받은 휴대전화의 보관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고온에 노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열처리

가 적용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전열처리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사. ,

용되는 소자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전열처리 조건을 설정하여 신호의 감소는 최소화

시키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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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사선량 회구평가 결과1-8. (Simple mode)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Simp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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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사선량 회구평가 결과1-9. (Full mode)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Full mode)

마. 선량복원 실시 후 선량 재평가 기술 개발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선량복원 실시 결과 특히 고선량 피폭자로 구분된 사람에 대해 피폭선

량을 재확인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고선량 피폭자뿐만 아니라 피폭선량이 거의 없,

는 사람에 대한 재확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인 저항소자와 인덕터 소자의 을 활용하여 선량복원을 실시한 이후에도 방OSL

사선 피폭에 의한 열발광 은 상당부분 잔류하는 것에 착안하여 이 잔류 을 활용한 선(TL) “ TL”

량 재평가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잔류 을 활용한 선량 재복원 절차를 개발하. “ TL”

고 이를 저선량 중선량 고선량 영역에서 각각 실증실험(300 mGy), (1700 mGy), (3300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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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된 선량의 약 에서 범위 이내에서 재복원이 가능함을. 78% 120%

확인하였다.

(1) 시료 준비 및 측정OSL/TL

최신 휴대전화 부품으로 사용되는 인덕터 소자(Samsung Electro Mechanics

및 저항소자Corporation, SMD 1005 type 4.7 nH) (Samsung Electro Mechanics

를 준비하여 인덕터소자의 경우 개의 인덕터Corporation, SMD 1005 type 510 Ohm) , 10

를 하나의 시료컵에 담고 저항소자는 개를 하나의 시료컵에 담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 20 .

림 에 휴대전화 내부 기판에서 인덕터소자와 저항소자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보통 최신1-22 .

휴대전화 스마트폰 에서 개 내외의 인덕터소자와 개 이상의 저항소자를 추출할 수 있었( ) 10 40

다 그림 및 에 일반적인 인덕터소자와 저항소자의 구조를 나타내었. 1-23 1-24 SMD type

다 그림에서 보인바와 같이 이들 소자의 기판 영역에 알루미나. (Al2O3 재료가 사용되어 이)

물질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및 현상을 가진다OSL TL .

그림 휴대전화 회로 기판에 장착된 저항소자 및 인덕터소자1-22.

(Resistors and induductors on a circuit board of a 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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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반적인 저항소자와 그 구조1-23. SMD type

(SMD type resistor and its structure)

그림 일반적인 인덕터소자와 그 구조1-24. SMD type

(SMD type inductors and its structure)

과 의 측정에는 모델이 사용되었다 이 장치는 광자극을 위OSL TL Risoe TL/OSL-DA-20 .

한 광원으로 청색 미약광 측정을 위해 광증배관 이LED(470 nm), (bialkali EMI 9245QA)

적용되어 있으며 자극광과 을 구분하기 위해 광증배관 전면에 광필터팩, OSL (Hoya U-340,

이 장착되었다 측정에는 사실상 이 광필터가 없는 상태가 광측정 효율이Schott BG-39) . TL

높으나 현재 본 연구실에는 한 대의 장치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험상의 편의를 위해 필터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료에 기준방사선 조사를 위해 측정장치 내부에.

장착된 베타선 조사장치를 이용하였다 선량률 감마선량150 MBq Sr-90 ( : 8.7 mGy(Cs-137

등가)).

모든 측정은 로 초간 개 데이터채널로 측정OSL continuous-wave (CW) mode 1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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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선량평가를 위해 초기 개 데이터채널을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은 초당 로50 . TL 5 ℃

상온에서 까지 측정하였다400 .℃

그림 시스템1-25. Risoe TL/OSL-DA-20 .

(Risoe TL/OSL-DA-20 system)

(2) 선량 재평가

그림 및 에 인덕터소자와 저항소자의 발광곡선을 각각 나타내었다1-26 1-27 TL . 870

를 조사하여 온도상승률 로 상온에서부터 까지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검은mGy 5 /s 400 .℃ ℃

실선은 방사선 조사후 측정전에 측정한 을 나타내고 파란색 점선은 방사선 조사 후OSL TL ,

을 먼저 측정한 후 측정한 발광곡선 잔류 이다 인덕터소자에서는 대체적으로 개OSL TL ( TL) . 4

저항소자는 개 의 발광피크가(80 , 180 , 280 , 360 ), 3 (80 , 180 , 345 )℃ ℃ ℃ ℃ ℃ ℃ ℃

관측되었다 인덕터소자의 경우 을 측정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저온 피크인 및. OSL 80 ℃

발광피크의 강도는 이상 감소하였으나 이상의 발광피크는 강도 및 모180 50 % 200℃ ℃

양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이상의 발광피크는 빛에 반응하지 않는 트랩에서 기인. 200 ℃

한 발광피크로 판단된다 이 잔류 피크를 이용하여 을 이용한 선량평가 이후에 선량. TL OSL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저항소자의 경우 피크는 약 피크는 이상. 80 90 %, 180 50 %℃ ℃

감소하였다 약 이상에서 발광피크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이를 선량 재평가에 적용. 270 ℃

하기에는 발광강도가 미약하다 따라서 저항소자의 경우 감소된 피크를 활용하기 위해 인. TL

덕터소자의 경우와는 다른 판독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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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덕터소자의 발광곡선 검은 실선 측정 전 파란 점선 측정 후1-26. TL ( : OSL , : OSL ,

조사선량 온도상승률870 mGy, 5 /s).℃

(Typical TL glow curves from inductor sample (solid black line: without subjecting

OSL readout, blue dotted line: with subjecting OSL readout, dose: 870 mGy,

heating rate: 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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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항소자의 발광곡선 검은 실선 측정 전 파란 점선 측정 후 조1-27. TL ( : OSL , : OSL ,

사선량 온도상승률870 mGy, 5 /s).℃

(Typical TL glow curves from resistor sample (solid black line: without subjecting

OSL readout, blue dotted line: with subjecting OSL readout, dose: 870 mGy,

heating rate: 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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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잔류 의 방사선량 반응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이력이 없는 인덕터소“ TL”

자와 저항소자를 준비하여 다음의 절차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측정 잔류 측; 1) OSL , 2) TL

정 기준방사선 조사 측정 잔류 측정 조사, 3) , 4) OSL , 5) TL , 6) Test dose (437 mGy), 7)

측정 잔류 측정 선량에 대한 잔류 로서 감도변화 보정을 위함 절차OSL , 8) TL (Test TL ) 9)

부터 까지 반복함 반복 측정에 기인한 감도변화를 보정하기 위해 를 조사하여1 8 . test dose

반응도를 보정하였다 프로토콜 그림 및 에 인덕터소자와 저항소자의 잔류(SAR ). 1-28 1-29

에 대한 선량반응도 곡선을 각각 나타내었다 인덕터소자의 경우 부터 까지TL . 200 400℃ ℃

의 발광을 적분하여 적용하였으며 저항소자의 경우 부터 까지 적분하여 적TL , 120 400℃ ℃

용하였다 두 소자 모두 보정된 선량반응도는 약 까지 선형성을 보이며 이후. 4 Gy

반응도를 보였다sub-linear .

시간에 따른 신호의 감쇠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료에 선량을 조사하고 암, 870 mGy

실에 최대 시간까지 보관하여 신호와 잔류 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림 및36 OSL TL . 1-30

에 인덕터소자와 저항소자에 대한 감쇠특성을 나타내었다 인덕터소자의 경우 잔류1-31 . TL

신호는 조사후 시간 경과시 초기치 대비 약 정도의 신호 감쇠를 보여 안정성이 매우36 7 %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저항소자의 경우에도 시간 경과후 정도의 감쇠를 보여. 36 35 %

신호의 감쇠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신호는 조사후 수시간 이내OSL . OSL

에 약 의 신호 감쇠를 보였으나 이후 그 감쇠률은 급격히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80 % .

것은 신호가 비교적 에너지가 낮은 트랩에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O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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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덕터소자의 잔류 선량반응도 곡선 서클은 반복 측정에 따른 감도변화가 보정되지 않1-28. TL .

은 선량반응도 곡선이며 사각형 점은 프로토콜로 보정된 선량반응도 곡선이다, SAR .

(Dose response of the residual TL signal of inductors following the OSL readout SAR

protocol (with a test dose of 437 mGy) was used for correcting the dose dependent

sensitivit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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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항소자의 잔류 선량반응도 곡선 서클은 반복 측정에 따른 감도변화가 보정되지 않은1-29. TL .

선량반응도 곡선이며 사각형 점은 프로토콜 로 보정된 선량반응도 곡선이다, SAR (test dose 437 mGy) .

(Dose response of the residual TL signal of resistors following the OSL readout. SAR

protocol (with a test dose of 437 mGy) was used for correcting the dose dependent

sensitivit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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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덕터소자 잔류 신호의 조사후 경과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1-30 TL

(Fading of OSL and residual TL signals of inductors)

-5 0 5 10 15 20 25 30 35 40

0.2

0.4

0.6

0.8

1.0 TL ( over 120
o
C)

OSL

S
ig

n
a
l
in

te
n

si
ty

(n
o
rm

a
liz

e
d

)

Time elapsed (h)

그림 저항소자 잔류 신호의 조사후 경과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1-31 TL

(Fading of OSL and residual TL signals of res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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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재판독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덕터 소자의 경우 측정 후에 발광피크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 (OSL 280 TL ),℃

기준선량 조사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에 해당( )①

측정 피폭선량 복원용OSL ( )②

기준선량 조사 교정인자 산출용(OSL )③

측정 교정인자 산출 및OSL (OSL )④ 선량복원

잔류 측정 선량재복원용TL ( )⑤

기준선량 조사 잔류 의 교정인자 산출용( TL )⑥

측정OSL⑦

잔류 측정 잔류 교정인자 산출 및TL ( TL )⑧ 선량재복원

저항 소자의 경우 측정 후에 발광피크의 강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OSL TL ),

기준선량 조사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에 해당( )①

측정 피폭선량 복원용OSL ( )②

기준선량 조사 교정인자 산출용(OSL )③

측정 교정인자 산출 및OSL (OSL )④ 선량복원

잔류 측정 선량재복원용TL ( )⑤

기준선량 조사 잔류 의 교정인자 산출용( TL )⑥

측정OSL⑦

기준선량 조사 잔류 의 교정인자 산출용( TL )⑧

측정OSL⑨

잔류 측정 잔류 의 교정인자 산출 및TL ( TL )⑩ 선량재복원

저항소자의 경우 측정 후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절차 에서 얻어진 잔류 에 대OSL TL 5 TL

한 교정인자 산출을 위해 이 잔류 이 얻어지기까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교정인자산출용TL

잔류 을 측정하였다 선량 회 조사 및 회 측정 상기 절차를 이용하여 저선량 약TL ( 2 OSL 2 ). (

중선량 약 고선량 약 에 대해 선량복원 및 재복원한 결300 mGy), ( 1700 mGy), ( 3300 mGy)

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인덕터소자의 경우 초기조사선량 대비 약 에서 사이1-10 . 80 % 97% ,

저항소자의 경우 약 에서 사이에서 선량복원 및 재복원이 가능하였다78 % 111% .

상기 결과로 볼 때 잔류 을 이용한 선량재평가 재복원 기법이 실제 사고에서 피폭선량, TL ( )

재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잔류 측정시에는 현재 장비에. TL Risoe

설치된 광필터가 없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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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l

dose

(mGy)

Inductor Resistor

Estimated

dose using

“OSL”

(mGy)

Re-estimated

dose using

“residual

TL”

(mGy)

Estimated

dose using

“OSL”

(mGy)

Re-estimated

dose using

“residual TL”

(mGy)

304.5

[1.00]

245 ± 1.7

[0.80]

236 ± 33.0

[0.78]

320 ± 18.3

[1.05]

338 ± 30.4

[1.11]

1696.5

[1.00]

1483 ± 18.6

[0.87]

1482 ± 33.2

[0.97]

1981 ± 12.0

[1.17]

1298 ± 7.5

[0.76]

3297.3

[1.00]

3142 ± 56.3

[0.95]

3031 ± 96.6

[0.92]

3351 ± 17.7

[1.02]

2778 ± 34.8

[0.84]

표 인덕터소자 및 저항소자의 과 을 활용한 피폭선량 복원 및 재복원 결과 평균 표준1-10 OSL TL ( ±

편차 각 선량영역에서 초기 조사 선량치 을 기준으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nominal dose) .

(The results of estimated doses (mGy) using OSL and re-estimated doses (mGy) using

the “residual TL” of inductors and resistors are shown along with the standard deviation

(± 1 ) obtained from the readouts of three samples for each value. Normalised valuesσ

of the estimated doses and the re-estimated doses with reference to nominal doses

(Nominal Dose = 1) are shown in the square brackets.)

바. 휴대전화 스크린 유리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EURADOS (European Radiation

국제상호비교Dosimetry Group)

방사선 누출 또는 피폭 사고시 사고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사고

관련자들의 피폭선량을 판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량 측정기를 착용하고 있는 방사.

선작업종사자의 경우 개인피폭선량계로부터 피폭선량을 판독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은 피폭자의 혈액내.

림프구의 염색체 변형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시료를 피폭자로부터 추출하는 것이라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저검출선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관련자가 많고 저선량 피폭인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최근 휴대형 전자기기의.

부품을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 기술이 개발되었고 여러 가지 특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

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에 휴대하고 다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피폭선량을 판독할 수 있다면 사고시 매우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수많은 전자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자소자들 중 알루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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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함유된 저항 인덕터 소자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사고 상, ,

황에서 피폭선량 판독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부품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

다 이번 국제상호비교에서는 휴대전화의 스크린 유리의 을 사고선량평가에 적. EURADOS TL

용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상호비교하였다.

(1) 휴대전화 스크린 유리의 선량계적 특성(TL)

방사선량회구평가를 위한 시료 가 가져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아래(fortuitous dosimeter)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이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며 방사선 피폭이 없을. , ,

경우 신호가 없어야 하고 신호의 세기가 방사선량의 함수여야 하며 최저검출선량이 비교적, ,

낮고 피폭 후 경과시간에 따라 신호가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한다 아래에 나타낸 바와 같이, .

휴대전화의 스크린 유리는 이와 같은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용한 피폭

선량회구평가에 대한 국제상호비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림 방사선량 회구평가 선량복원 에 사용되기 위한 물질의 조건1-32 ( ) .

(Requirements for a fortuitous do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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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erson should carry one

No dose no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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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calibration curve

Signal sufficiently stable

(2) 휴대전화 스크린 유리 시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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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유리는 휴대전화의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현대적 휴대전화의 전면 대부분을 차LCD

지한다 이를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고 시료를 추출한다 대략적 시료 준비과정을 다음과 같. .

다.

휴대전화에서 스크린 글라스를 분리①

스크린 글라스에 부착된 편광 필터 제거②

글라스는 전면과 후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면 글라스를 선택하여 시료 추출LCD ,③

후면 글라스에 부착된 글루를 에틸알콜로 녹여낸다.④

유리 절단칼을 이용하여 시료대 사이즈에 맞게 시료 절단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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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발광 신호 측정(TL)

준비된 시료의 열발광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덴마크 리소연구소에서 제작된 TL/OSL

를 이용한다Rea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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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상호비교 일정

이번 국제상호비교는 년 월 일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년 월2015 11 16 , 2016 2

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독일 뮌헨 연구소에서 휴대전화 시료. Helmholtz

를 구매하고 프랑스 에서 기준 방사선량을 조사한 후 참여 연구기관으로 배송하는 것, IRSN

으로 시작된다 년 월 말까지 각 기관은 판독을 마치고 결과를 독일 뮌헨. 2016 1 Helmholtz

연구소로 송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독일 뮌헨 연구소는 결과를 분석하여 년. Helmholtz 2016

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기로 계획되어 있는 에서 공개하2 EURADOS Annual Meeting

고 상호 토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5) 국제상호비교 실험 및 절차EURADOS

휴대전화유리를 사용한 국제 상호비교는 년 월 일2016 2 15 EURADOS annual meeting

에서 진행되었다 시료는 프랑스 에서 기준 방사선량이 조사 되었으며 가지 휴대전화. IRSN 3

를 수령하여 각 실험실에 분석한 결과를 비교 하였다 아래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진행된.

실험 내용 및 절차이다.

샘플준비①

사전 준비물 조사 시료 핸드폰 불산 에탄올 샬레 커터칼 롱노즈- : ( ), (HF), , Glass cutter, , , ,

휴지 투명자 등,

사전 시료 준비 최소 시간 액정 켠 상태로 유지- : 1

일반 광원에서 일 보관1~2

비교를 위한 개 가량의 용 저항 추출10~30 TL OSL



- 98 -

실험절차②

핸드폰의 액정부 분리

의 구조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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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부 분리Backside glass(TFT )

기판부 세척TFT

불산 과정Etching※

플라스틱 비커 에 시료를 담고 불산 을 충분히 부은 후 분 가량 담궈둔다· ' ' (HF) 3~4 .

비커에서 불산을 제거하고 증류수를 충분히 부은 후 비커를 흔들어 남은 불산을 제거·

한다.

최소 회 이상 증류수를 이용하여 샘플을 씻는다· 2 .

에탄올로 샘플을 씻고 말린다· .

불산은 매우 유독하므로 안전장비 착용 후 후드 내에서 주의하며 작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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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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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분석③

TL on glass

측정조건○

- Filter : U-340

측정 전- N2가스 초간 주입120

- Pre-bleaching : 500s, blue LED(90% power)

측정- : 450 (2 /s), Back ground correction check on, Lnat (100~250 )℃ ℃ ℃

- Irradiation : Calibration dose 1 Gy, Lcal (100~250 )℃

분석방법○

입력- Excel 1) : Lnat raw data, Lcal raw data, Lcal irradiation time,

start-end integral (100~250 ), start-end noise (1~20 ),℃ ℃

Dose rate from calibration, time data

내에서 아래 자동계산 됨- Excel

· Fading correction : y(t)=a/(1+bt)c

시료에 따라 다름t: storage time, a,b,c :

· Calculation of corrected dose Dcorr = (D-BG)/F

F : fading factor, BG : median BG dose

불확도추정 엑셀 자체 계산· :

- Assuming a log-normal distribution of the intrinsic background dose

signal with: (average) and (stdev) of the log values (median BGμ σ

dose = exp( ))μ

- Monte Carlo calculation including the uncertainties of all three

parameters (D, BG and F)

1) 파일 국제상호비교에서 사용된 선량복원용 파일 제 장Excel : EURADOS template ( 3 1-3

절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에 해당 계산절차가 프로그‘ ’

램화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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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한 사용Beta source calibration (EURADOS Thermally annealed glass )

측정조건○

와 동일한 프로토콜- TL on glass

누적구간- : 300~400 ℃

분석방법○

입력- Excel : Lnat raw data, Lcal raw data, Lcal irradiation time, start-end

integral (300~400 ), start-end noise (1~20 ), time data℃ ℃

- Dose rate = Dcal/Tbeta

샘플 평균으로 계산Tbeta : fading corrected irradiation time

측정 비교를 위해 동 휴대폰에서 확보한 저항의 측정TL on Resistor (glass TL )

샘플준비○

모든 준비는 암실 에서 진행- (red light)

개의 중간크기 저항 추출- 10 (0402)

저항을 아세톤이 든 비커에 넣고 분간 초음파로 세척- 15

회 가량 증류수로 흔들어주고 씻어냄- 2~3

최종 아세톤으로 한번 더 흔들어주고 씻어냄-

건조대 에서 분간 말림- (50 ) 5~15℃

시료대에 실리콘 스프레이를 뿌리고 배치-

측정조건○

도 사용가능 민감도가 떨- Filter : Blue filter (Schott BG12, Corning 7-59). U-340 (

어짐).

측정 전- N2가스 초간 주입120

전열처리 초 개별진행- : 120 (2 /s), 10 ,℃ ℃

측정 최대온도- : 400 (2 /s), Background subtraction, TLAcc (100~200 )℃ ℃ ℃

- Irradiation : Calibration dose 5 Gy

측정 최대온도- : 400 (2℃ /s), Background subtraction, Tlcal (100~200℃ )℃

분석방법○

- Calculated uncorrected dose : Dunc= (TLAcc / Tlcal) Dcal

- Calculated corrected dose : DTL,cor=(Dunc- DBG)/fC

- Here, Background dose : DBG=(23.5±12.7) mGy

Overestimation dose : C=1.36 ±0.08

Fading correction : f=y(tacc)/y(tcal)

y(t)=a-bln(t), a=0.679, b=0.0602, t-measured i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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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비교를 위해 동 휴대폰에서 확보한 저항의 측정OSL on Resistor (glass OSL )

샘플준비○

와 동일- TL on Resistor

측정조건○

사용- Blue LED(90% power)

도 사용가능 민감도가 떨- Filter : Blue filter(Schott BG12, Corning 7-59). U-340 (

어짐).

전열처리- : 120 (2℃ 초/s), 10℃

측정 전열처리 후- 1 : 100 (2℃ 에서 초간 기다린 후 초 측정/s) 5 150 .℃

Lnat(150s(500ch))

측정- 2 : regenerative dose D1

측정 전열처리 후- 3 : 100 (2℃ 에서 초간 기다린 후 초 측정/s) 5 150 .℃

L1(150s(500ch))

증가시키며 측정 반복- Regenerative dose 2, 3 (3~4 point)

분석방법○

입력- Excel : Lnat raw data, L1 raw data, L1 Dose from calibration, time

data

내에서 아래 자동계산 됨- Excel

측정신호· : Li 간 누적 간 누적=(0~10s )-(10~20s )

· Li vs Di 그래프 그린 후 과 를 통해Dark noise variation counting statistics

각 Li 의 에러평가 선형피팅data point . y=a+bx

· Calculated uncorrected dose : Dapp=1/b(Lnat-a)

· Fading : F from Fig. 4.9 in EURADOS OSL procedure

· Corrected dose: D=Dapp/F

결과④

위의 절차에 따라 세가지 휴대전화 샘플에 대해 분석 저항- (#22, 23, 24) LCD glass TL ,

분석 저항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을 진행한 샘플과 진OSL , TL . glass etching

행하지 않은 샘플 각 개를 제작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시료3 . glass

에 대해 및 샘플의 평균값으로 번 시료에 대해 번etching unetching 22 545 mGy, 23

시료에 대해 번 시료에 대해 로 나타났다2630 mGy, 24 1393 mGy . Intercomparison

의 미팅에서 확인 결과 번 시료는 번 시료는 번 시료는22 600 mGy, 23 2.5 Gy, 2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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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 되었으므로 실험 결과가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Gy , .

래는 국제상호 비교 결과 및 본 연구원에서 실측된 결과 이다(KAERI : Lab #01) .

사. 상용 플라스틱 물질을 활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가능성 연구

플라스틱 물질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다 일반.

적으로 플라스틱 물질은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충진제라고,

불리는 무기물질은 플라스틱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기물에는 주로 석영이나 산화알루.

미늄을 성분으로 하는 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분은 을 방출하는 대표적인 물질OSL

로서 선량복원의 후보물질로 포함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측정결과로 플라스틱 물.

질은 대체적으로 낮은 선량 반응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플라스틱별로 다양한 반응특OSL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105 -

(1) 시료 준비

실험에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마우스의 구성품 가정용PC ,

세제통 우유제품 병 쓰레기통 소스보관 병 탄산음료 병 지우개 씨디 케이스 종의 물, , , , , , 27

질이 사용되었다 측정 시료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도 크기로 잘라 시료대 직경. 2mm ( 1 cm)

에 채워 창착하였다 측정된 플라스틱 물질 중 종에서 우유병 탄산음료 병 물병 쓰레기. 14 ( , , ,

통 씨디 케이스 선형에 가까운 선량반응도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는 실험에, ) .

사용된 플라스틱 물질 중 일부시료의 선량반응도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방사선 조사OSL ,

후 경과시간에 따른 발광량의 감쇠 특성을 평가하였다.

(2) 방사선량에 따른 반응도 특성OSL

상기 시료에 대하여 방사선량에 따른 반응도 특성 평가 실험을 하였다 측정에OSL . OSL

는 그림 에 소개된 이 이용되었다1-4 Risoe TL/OSL-DA-20 System . 그림 에 일부 시1-33

료에 대한 측정된 반응도 특성을 제시하였다 마우스 케이블 시료는 약OSL . PC 400 mGy

이상부터 선형적인 반응도 특성을 보였으나 다른 시료는 대체로 반응도가 낮아 약 이, 2 Gy

상부터 선형적 반응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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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택된 가지 종류 시료의 선량반응도 곡선1-33. 5

(Dose response curves of five select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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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에 따른 신호의 감쇠 특성 분석 페이딩 특성 분석OSL ( )

방사선에 노출된 후 경과시간에 따라 신호의 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다가OSL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온의 영향으로 트랩준위의 전자 일부분이 여기.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노출된 방사선량 정보를 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OSL

고려하여야 할 특성이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 플라스틱 시료에 대한 단기 감쇠특성을 시간. 24

동안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평가하였다 그림 감쇠특성은 방사선이 조사된 후(1 , 6 , 12 , 24 ) ( 1-34).

빠른 속도로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경과한 후 시간에 따라 감쇠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안정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단기 감쇠특성으로도 대략적인 장기 감쇠특성 예

측이 가능하다 초기에 빠른 감쇠를 보이다가 대체적으로 시간 경과후에는 감쇠폭이 현저하. 6

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케이스의 경우 시간 경과 후 약 정도 감쇠되어. CD 6 10 %

상대적으로 시간에 따른 신호의 안정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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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택된 가지 종류 시료의 감쇠 특성1-34. 5

(Fading test result of selected samples)

(4) 방사선에 대한 감도 측정OSL (sensitivity)

방사선에 대한 감도를 단위선량 단위질량 당 방출되는 광량 으로OSL (Gy), (mg) OS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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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나타내었다.

감도 
방사선량×질량  

광량

감도 측정 실험을 위해 시료에 측정기에 내장된 90Sr/90 선원을 사용하여 의 선Y 4.35 Gy

량을 조사하였다 아래 표 에 결과를 물질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선량반응도 특성. 1-11 .

조사에서 예상된 바와 같이 마우스 케이블 시료의 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재료들은PC

감도가 낮으나 수준의 고선량 영역 피폭여부 확인에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Gy .

표 조사된 가지 플라스틱 시료의 발광 특성 요약1-11 14

(Summrized properties of all the fourteen investigated samples)

명칭
마우스PC

케이블
우유병

우유병

두껑
탄산음료 병 고무 그릇 샴푸 병 쓰레기통

재료 - HDPE HDPE PET - HDPE PP

감도

(counts/Gy/mg))
359 60 104 344 20 18 51

명칭 양념통 양념통 두껑

유아용

장난감

캡슐

유아용 과자

포장제
지우개 볼펜

CD

케이스

재료 PETG PP PP - PVC - PP

감도

(counts/Gy/mg))
330 61 31 240 45 120 133

HDPE : High-density polyethylene

PET(PETG) : Polyethylene terephthalate

PP: Polypropylene

PVC : Polyvinyl chloride

(5) 결론

일반 생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물질을 기반을 선량 복원의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총 종의 플라스틱 중 종에서 선량 반응도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방사. 27 14 .

선에 대한 감도가 휴대전화의 전자소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저선량 영역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고 고선량 영역의 선량 복원에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Gy) .∼

아. 차량의 전자소자를 활용한 선량복원

차량은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또한 악의적인 의도로서

방사선원을 사용할 경우 운송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량에 피폭된 방사선.

량을 복원하여 차량 내부 탑승자의 피폭선량을 산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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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단으로 사용된 차량을 특정하는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전자제어 장치인 와 차량용 오디오를 활용하여 차량의 방사선ECU(Electronic control unit)

피폭 선량을 복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료 준비(1)

실험에는 현대자동차 카오디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가 사용되었으며 외부 케이스ECU( ), ( , )

를 분리하고 내부의 저항소자를 추출하여 그림 와 같이 소자를 시료용 디스크에 장착하1-15

였다 측정과 방사선의 조사는 측정기가 사용되었다 차량의. OSL Risoe TL/OSL-DA-20 .

와 카오디오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저항 소자가 있었으며 휴대전화 등에 비해 사용ECU ,

되는 저항의 크기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차량 기판1-35. ECU (Circuit board of Car ECU)

그림 시료 디스크에 장착된 차량 시료1-36. ECU (Resistor

in sample di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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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선 및 선량반응도OSL

그림 과 에 와 차량용 오디오의 곡선과 선량반응도 곡선을 나타내었다1-37 1-38 ECU OSL .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높아 영역부터 선형성을 보여 측정된 까지 선형성을8.7 mGy 11 Gy

유지하였다 산출된 최저검출선량이 수 정도로 매우 낮은 선량 영역에서도 선량복원이. mGy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차량 저항소자의 발광곡선1-37. (OSL curves from chip resistors of car

electronics)

그림 차량 저항소자의 선량 반응도1-38 (Dose response of chip

resistors from car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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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 분석 페이딩 특성 분석( )

본 실험에서는 사용 차량용 저항 시료에 대한 단기 감쇠특성을 최대 시간 동안 평가하20

였다 그림 측정에 사용된 저항 소자들은 유사한 감쇠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 1-39). 20

경과 동안 에서 정도 감쇠되었다70 % 80 % .

그림 차량 저항소자의 감쇠 특성1-39

(Fading of OSL signal from chip resistors of car electronics)

(4) 결론

차량 내부의 와 차량 오디오의 저항소자를 사용한 선량 복원 시험 결과 방사선에 대한ECU

감도가 높아 매우 낮은 선량영역 부터 선량 반응도의 선형성이 유지되었다 차량(< 8.7 mGy) .

용으로 사용되는 전자소자의 경우 경량화와 소형화가 필수적인 휴대전화의 전자 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 광 방출 영역의 면적과 부피가 커 방출되는 광량 자OSL

체가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감쇠 특성의 경우 일반적인 저항소자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차량용 전자소자를 이용하여 사고 및 테러 상황시 다양한 용도.

로 선량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사고선량 복원 현장시험 결과 및 사고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최저검출선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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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방사선에 피폭된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저항소자의 신호가 빠르게 감쇠하므OSL

로 실제 선량복원 적용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이 피폭된 후 일과. 3

일주일의 시간이 경과된 후 선량복원시 선량 복원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 감마선,

조사장치를 사용하여 감마선을 조사하고 일과 일주일동안 보관한 후 선량 복원을 시도하고3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감쇠 특성을 감안한 최저검출선량을 평가하였다. .

(1) 사고선량 복원 현장시험 결과

현장 선량 복원 시험의 최초 과정은 휴대전화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현.

장 실험은 사용된 갤럭시 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의 감마S3 20 mGy, 100 mGy, 500 mGy

선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휴대전화는 각각의 선량마다 대의 휴대전화가 사용되었다 방사선, 3 .

조사에 사용된 감마선 조사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측정기 교정용 기준 감마선조

사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선원은 의 이며 선량률은, 8.1 TBq Cs-137 500 mGy/h (air

로 설정하였다 방사선이 조사된 휴대전화를 각각 일과 일주일 동안 별도의 공간에kerma) . 3

보관한 후 시료 저항소자 를 추출하여 선량복원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는 표 에( ) . 1-12, 1-13

제시하였다 저항 소자는 에서는 과대평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와. 20 mGy 100 mGy

에서는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500 mGy 82 % 107 % .∼

감마 조사선량
선량복원 정보

복원선량 표준편차

20 mGy 36.5 (182.5 %) 7.9

100 mGy 106.9 (106.9 %) 21.2

500 mGy 524.2 (104.8 %) 43.5

표 일 보관 시료의 선량복원 결과1-12 3 (Dose reconstruction

result of 3 days elapsed samples)

감마 조사선량
선량복원 정보

복원선량 표준편차

20 mGy 43.2 (216.0 %) 28.0

100 mGy 92.8 (92.8 %) 38.6

500 mGy 412.6 (82.5 %) 46.1

표 일주일 보관 시료의 선량복원 결과1-13 (Dose reconstruction

result of 7 days elapsed samples)

(2) 경과 시간에 따른 최저검출선량 평가

발광곡선을 활용하여 방사선량을 평가 할 때 검출 가능한 최저 선량 최저검출선량OSL , ( ,

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는 회 반복 측정에 대minimum detectable dose: MDD) . MD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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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그라운드 선량의 표준편차의 배 와 이에 해당하는 선량반응도 로3 (3 ) (Dose response)σ

산출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 




백그라운드 선량의 표준편차 값은 시간의 경과와 무관한 요소이지만 선량반응도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발광량의 영향으로 변화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 저항소자의 페이딩 특성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ln 

여기에서 은 경과 시간 분 을 의미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선량반응도 는time ( ) . (dose response)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 ln 

상기 식을 적용하면 는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MDD .

    ×× × ln 

위의 식을 기반으로 하여 표 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값을 추정할 수 있었다1-14 MDD .

시간 분10 시간1 일1 일10 일30 일100

MDD

초기 측정(

대비)

106 % 121 % 166 % 227 % 276 % 359 %

표 시간 흐름에 따른 계산값1-14 MDD (Caculated value of MDD by time elapsed)

소자의 값은 소자의 종류와 양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초기 측정 대비 상대 값MDD

을 표기하였다 최대 경과시간인 일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값은 초기 측정치의. 100 MDD 359

로 추정할 수 있다% .

차 휴대전화 내부 저항 인덕터 소자의 발광스펙트럼 측정 및 측정 최적화 기술. , TL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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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저항 및 인덕터의 신호를 이용한 선량회귀분석법은 높은 신호의 크기 와OSL

선량 재판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이 매우 커 방서선 피폭 시점이 상대적으로fading

긴 판독특이자의 선량평가와 같은 실사용 영역에 한계를 나타낸다 반면 동시료에 대한 선. TL

량분석법은 측정 시 사용되는 가 측정에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광량 측정Risoe reader OSL

에서 손실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저항과 인턱터의 발광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TL Risoe

에 사용되는 필터를 제거하여 저항의 경우 최대 배의 신호를 획득하였다 또reader U-340 85 .

한 필터가 제거된 시스템에 대해 sample variation, dose response, fading, zoro dose,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minimal detectable dose .

휴대전화 저항 인덕터 소자의 발광 스펙트럼(1) , TL

그림 은 휴대전화 저항 인덕터 소자의 발광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발광스펙트럼 측정1-40 , TL .

은 광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와 를 조사하였고 미만의 선량1.0 kGy 25 Gy , 0.1 kGy

에서는 측정 가능한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되지 않았다 에서는 배경보다 약 배TL . 1 kGy 10

이상의 의미있는 방출 스펙트럼이 기록 되었다 인덕터의 개의 주요 피크와 저항의 주. 2 TL

피크는 측정 시스템 차이와 고선량 따른 온도 를 제외하고는 기존 글로우 커브 측정TL shift

결과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인덕터의 경우 두 피크의 방출 강도는 거의 동일했다. TL .

피크 및 피크의 방출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저항의 경우700 nm 420 nm . 700 nm

피크의 방출 강도는 인덕터보다 약 배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하에서 저항은10 . 550 nm

의 넓은 범위의 방출 특성을 가진다 기존 시스템에서 광300~480 nm . Risoe Hoya U-340

학 필터 사용 시 이상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신호에서 상당한 손실380nm

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에 사용되는 의 가. Risoe reader PMT(9235QB) Quantum efficiency

파장에 최적화 되어있고 이상의 파장에서 효율이 매우 떨어지므로 해당 시100~600nm , 600

스템은 저항 및 인덕터의 분석에 상당한 단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L .

그림 은 측정 시스템의 비교를 위해 측정된1-41 Al2O3 의 발광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약:C TL .

한 파장과 잘 알려진 의 주 피크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저항 인덕UV 413nm TL . ,

터와 Al2O3 의 스펙트럼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저항과 인덕터의:C .

기판에 존재하는 Al2O3와 추가적인 불순물에 의해 와 의 특성이defect recombination site

Al2O3 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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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기에서 조사받은 후 시간 뒤 측정된 저항과 인덕터의 발광스펙트럼 인덕터1-40 Cs-137 7 (A: (40

저항 확대 시 와 조사받은 인덕터 스펙트럼ea), B: (40 ea), C, D:A,B , E: 180, 26 0 1 kGy 25 Gy , F:℃

시 와 조사받은 저항 스펙트럼189 1 kGy 25 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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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에어커마 조사된1-41 50 kVp x-ray 100 Gy Al2O3 디스크의 발광스펙트럼:C TL (A:Al2O3:C,

확대 에서의 글로우곡선 에서의 선형 및 로그 발광스펙트럼B:A , C:413 nm , D: 201 )℃

필터 유무에 따른 특성(2) Residual TL

그림 는 조사된 저항 및 인덕터 시료의 측정 후 필터 유무에 따라 측정된1-42 1 Gy OSL

이다 에서 사용되는 필터는 의 통과 대residual TL . Risoe reader Hoya U-340 270-380 nm

역을 갖는다 해당 필터는 측정 시 광자극 신호가 로 직접 투과되는 것을 막아주는. OSL PMT

역할을 한다 측정에서는 광자극 신호가 없으므로 필터를 제거하게 되면 신호가 인덕터. TL TL

의 경우 배 저항의 경우 배 증가한다 이는 인덕터와 저항의 방출스펙트럼에서 확인했듯85 , 16 .

시료의 주 피크는 대역이기 때문이고 인덕터와 저항의 증가율이 차이나는 이유는700 nm ,

저항의 경우 이하 파장에서 더 많은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터의 제380 nm .

거는 신호 증가를 위해 필수적이다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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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저항 인덕터 시료의 측정 후 측정된 필터사용 필터1-42 1 Gy , OSL residual TL(A: , B:

제거 필터사용 백그라운드 필터제거 백그라운드, C: , D: )

필터 없는 시스템에서의 선량반응도(3) sample variation, fading, zero dose,

그림 은 조사된 개 표본에 대한 저항과 인덕터의 를 나타낸1-43 1 Gy 10 TL glow curve

다 신호는 조사후 분뒤 측정된 것이다 인덕터의 경우 의 피크가. TL 2 . 70, 140, 175, 260 ℃

보이고 와 이 주 피크이다 저항의 경우 의 피크가 보이, 175 260 . 70, 180, 270, 325℃ ℃ ℃

고 이 주 피크이다 샘플 간 편차는 인덕터는 두 피크 모두 이고 저항은 피180 . 5% 180℃ ℃

크에 대해 를 보인다12% .

그림 조사된 개 표본에 대한 저항과 인덕터의 인덕터는 표본당 개 저1-43 1 Gy 10 TL glow curve ( 10 ,

항은 표본당 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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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조사된 저항 인덕터 시료의 특성을 보여준다 기간동안1-44 1 Gy , fading . fading

시료는 암실에서 보관 되었다 약 일 경과 후 인덕터는 피크에서 피크. 6 260 23%, 175 C℃

에서 그리고 저항은 피크에서 의 감쇄를 보였다 이는 시간동안 약52% 180 60% . 24 80%℃

의 감쇄를 보이는 에 비해 유리한 점을 가진다OSL .

그림 조사된 저항 인덕터 시료의 특성1-44 1 Gy , fading

특성 해당 인덕터의 해당 저항의(A:fading , B: glow curve, C:

glow curve)

그림 는 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되지 않은 조사된 저항 및 인덕터1-45 zero dose , 12 mGy

시료에서 측정된 를 나타낸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조사되지 않은 시료에서 조사된glow curve .

시료와 동일한 위치의 피크가 보인다 이는 시료가 형광등 환경에서 보관되었기 때문이다 형. .

광등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영역의 파장으로 인해 선량 조사 시 발생하는 피크 위치와 동일 위

치에서 피크가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포함하여 는 저항의 경우. zero dose 20

인덕터의 경우 로 확인되었다 최소검출선량 은 저항의 경우mGy, 15 mGy . (3 sigma) 60

인덕터의 경우 로 확인되었다mGy, 14 m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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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되지 않은 조사된 저항 및 인덕터 시료의1-45 , 12 mGy glow curve

그림 은 보정된 그리고 보정되지 않은 저항 인덕터 시료의 선량 반응도 곡선을1-46 SAR ,

보여준다 실험은 조사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 잔여신호 제거를 위한 을 측정하고 선량을. TL ,

증가시켜가며 측정하였다 각 측정 사이에는 보정을 위해 선량인 를 조. SAR test 440 mGy

사하였다 저항과 인덕터의 보정된 선량반응도는 모두 까지 선형성을 잘 유지한다 인. 10 Gy .

덕터의 피크와 저항의 피크는 민감도의 변화가 최대 이하이지만 인덕터175 180 C 20% ,℃

의 피크는 최대 약 배 정도의 민감도 변화가 존재하였다260 2 .℃

그림 보정된 보정되지 않은 저항 인덕터 시료의 선량 반응도 곡선1-46 S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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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 알고리듬 개발OSL/TL

가. 열자극발광 및 광자극발광 원리(TL) (OSL)

방사선 개인피폭 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열자극발광

(thermoluminescence; TL)[1.2]과 광자극발광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1.3]의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1.4] 적절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결정체에 방사선이나 입자.

빔 자외선 등을 조사시켰을 때 결함에 의해 생겨난 트랩에 전자가 갇히게 된다 이 전자는, .

보통의 조건에서는 안정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나 열이나 빛 등의 적절한 자극으로 다시 전

도띠 를 거쳐서 원자가띠 로 되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전(conduction band) (valence band)

자가 양공 과 결합하면서 빛이 나오는 현상이 이나 이다 따라서 이나 은(hole) TL OSL . TL OSL

모두 트랩에 있는 전자의 밀도나 트랩의 여러 정보들을 자극의 형태와 발광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의 트랩준위를 측정하거나 이미 조사된 방사선량을 평가하는데 쓰일 수 있다

[1.5] 여기서 열자극을 이용하여 발광을 유도하는 것이 이고 광자극을 이용하여 발광을 유. TL ,

도하는 것이 이다 은 트랩준위 역할을 하는 전자트랩OSL . 1-47 (trapping level) (electron

의 전자가 열 및 광자극에 의해 여기 된 후 재결합중심 역trap) (recombination center: RC)

할을 하는 양공트랩 의 양공과 결합하여 광방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hole trap)

이다.

그림 방출 메커니즘1-47 TL/OSL

(A schematic diagram of energy

level concerned with TL/OSL emission)

은 열발광선량계 로 응용되고 있다 는TL (thermoluminescence dosimeter : TLD) . TLD

년대에 등1950 Daniels [1.6]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LiF:Mg,Ti (TLD-100), LiF:Mg,Cu,P

(GR-200), CaF2:Dy (TLD-200), Al2O3 와 최근에 등 다양한 물:C (TLD-500) LiF:Mg,C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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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들이 개발되어 개인피폭선량 환경방사선량 의료용 방사선량 측정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1.7] 은 에 비해 비교적 늦게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성능과 안정성 사용의 편리성에 의. OSL TL ,

해 최근에 이르러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등. Huntely [1.8]이 석

영 으로부터 광자극에 의해 발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안한 이래로 응용기술은(quartz) , OSL

현재까지 측정장치 및 자료 분석법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이 늘어가고OSL

있다 이는 자극광원으로서 를 활용하게 되고 또한 의 성능 향상으로 다양한 파장대. LED , LED

역에 대해 효율적인 광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적외선 혹은 녹색이나 청색 등이 이용, LED

되고 있다[1.9] 기술은 많은 방사선 도시메터리 분야에서 새롭게 채택되는 기술이며 개인. OSL ,

감시 환경 감시 의료 방사선 감시 선량회구분석, , , (retrospective dosimetry (geological

항공우주 도시메트리 등 넓은 분야에서dating, accident dosimetry)), (space dosimetry)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1.10 ~ 1.13] 신호 측정 모드는 자극광의 패. OSL

턴에 따라 CW-OSL(continuous wave OSL), LM-OSL(linear modulated OSL),

등으로 구분된다POSL(pulsed OSL), DOSL(delayed OSL) [1.14~1.15] 이때 은 가장. CW-OSL

간단하면서 일반적인 측정 모드로서 시간에 따른 세기가 일정한 자극광을 비추면서 동시에

신호를 측정한다 측정되는 곡선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게 된다OSL . OSL .

나. 광자극발광 열자극발광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구성/

측정장치에서 측정은 특성을 가진 물질을 광학적 자극을 가하여 나타나TL/OSL OSL OSL

는 발광현상을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자극광원과 시료로부터 자극 발광된 광신호 사이의 간. ,

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광필터 조합으로 최적화된 광필터로 구성해야한다 측. TL

정에서는 열자극을 위하여 시료홀더는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측정장치를 기. OSL

반으로 열자극발광 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thermoluminescence; TL) TL/OSL

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분광기를 부착하면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광. .

량뿐만 아니라 온도제어를 보다 정교하게 하여 특정 온도 조건에서 측정 의 동OSL , TL/OSL

시 측정 각각의 스펙트럼 측정 등 다양한 측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측정에 비하, . TL

여 측정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극광을 이용하여 시료의 방출광을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OSL .

강도가 매우 높은 자극광이 유입되지 않고 방출광만 광측정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합OSL

한 필터를 적용하여 을 측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물질에 따라 방출 파장이 다양하게OSL . OSL

나타날 수 있어 측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자극광을 차단하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넓은 파장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필터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 물질.

의 방출 파장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OSL .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광원을 적용하여 방출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OSL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 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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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측정 결과에서 얻지 못하는 물질의 재결합준위에 대한 정보도 취득할 수 있다OSL .

스펙트럼 측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실시간으로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분광기 및. ,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광자극을 지속하면서CCD . 250 nm

의 파장 영역을 실시간으로 분광시켜 시간별 파장별 발광량을 나타낸 차원 스펙~ 700 nm 3

트럼을 측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펙트럼 측정장. 1-48 OSL

치의 구성도이며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다양한 고휘도 혹은 를 자극광으로 이용하, LED Laser

여 위에 놓인 시료에 광자극을 하면 시료로부터 이 방출되고 이 방출광은quartz plate OSL ,

자극광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필터를 거친다 그리고 집속렌즈를 이용하여 광섬유에 입사하.

게 된다 분광기에 의하여 파장영역으로 분광되며 마지막으로. 250 ~ 700 nm , 1024 × 256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및 적색 고휘도 녹색CCD . LED(

적색 의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 의520 ~ 550 nm, : 620 ~ 645 nm), 532 nm , 250 nm

의 적외선 레이저를 자극광으로 하고 각각의 자극광에 따라 적절한 필터조UV LED, 850 nm ,

합을 구성하여 시간별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된다OSL .

한편 분광기와 를 이용한 스펙트럼 측정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온도제어부를, PMT TL/OSL .

장치하여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분광기에 입력하면 회절격자를 의 파장, , 250 nm ~ 700 nm

영역으로 동작시킨다 그리고 파장별 신호는 미약하므로 를 이용하며 측정함으로서. PMT

스펙트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회절격자의 이동 시간이 소요되므로 측정의TL/OSL . OSL

경우 신호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림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구성1-48. OSL

(A schematic layout of OSL spectrum

measurement system)

(1) 자극광원의 구성

고휘도 녹색 및 적색 자극광으로 사용될 광원으로 필립스사의 형 고휘LED: Luxeon III①

도 를 사용하였다 형 형식의 고휘도 녹색LED . Luxeon III Lambertian LXHL-PM09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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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휘도 적색 를 선택하였으며 이때 각각의 최대 전류는 각각LXHL-PD09 LED , 1,000

이다 녹색 고휘도 는 광량이 전류가 일 때 이고 중mA, 1,400 mA . LED 1,000 mA 80 lm ,

심 파장대역은 이며 순방향 전압은 에서 이다 이520 ~ 550nm , 1,000 mA 3.9 V . 495 nm

하의 파장영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파장 차단필터 인 을 사용하였다(cutoff filter) GG495 .

그림 는 중심 파장이 녹색 고휘도 및 의 스팩트럼 특성1-49(a) 520 ~ 550 nm LED GG495

을 보여주고 있다 적색 고휘도 는 광량이 전류가 일 때 이고 중심. LED 1400 mA 140 lm ,

파장대역은 이며 순방향 전압은 에서 이다 이하620 ~ 645nm , 1,400 mA 2.95 V . 610 nm

의 파장영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파장 차단필터 인 을 사용하였다 그(cutoff filter) RG610 .

림 는 중심 파장이 적색 고휘도 및 의 스팩트럼 특성1-49(b) 620 ~ 645 nm LED RG610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적색 고휘도 를 활용함으로서 측정 범위를 에서1-57 LED 475 nm

로 확장할 수 있다600 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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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광원의 스펙트럼 및 차단필터의 특성 녹색 고휘도1-49. (a) LED,

적색 고휘도(b) LED

(Light source spectrm and transmittance cutoff filter (a) Green LED, (b) Red LED)

고휘도인 형 는 고전력 이므로 동작할 때 급격한 온도 증가가 수반되Luxeon III LED LED

어 자극광의 밝기가 변하거나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의 불. LED

안정한 열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본 장치에서

는 고휘도 를 가열경화 일액형 열전도 에폭시수지 를 이용하여 마LED (TESK B-1063B) LED

운트에 고정시켜 에서 발생한 열이 광원홀드로 쉽게 전달되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림LED .

은 자극광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휘도 와 단파장 차단필터를 조립한 모습이다1-50(a) LED .

고휘도 를 이용한 자극광의 전원 공급 및 광량을 조절하기 위하여LED BuckPuck

를 활용하였으며 의 제어전압으(LUXDRIVE, 3021-D-I-1000, 1,000 mA) , 4.2 V ~ 1.65 V

로 고휘도 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다 광량 조절을 위한 전원 제어보드는 그림LED . LED

에 나타내었다1-50(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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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다이오드 레이저 녹색 고휘도 를 이용하면 자극광의 파장대역이 넓고 출력이; LED ,②

낮은 단점을 가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극광으로 반도체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 .

된 레이저는 사의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이며 파장은 출력은 모Edmond , 532 nm, 10 mW,

드는 빔사이즈는 동작 전압 전류는 이다 그림 은 자극TEM00, 1 mm, 5 V, 5 mA . 1-51(a)

광으로 활용될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고휘도 형 광원 전원 제어보드1-50. (a) LED , (b) LED

((a) High power LED light source, (b) LED control board)

적외선 다이오드 레이저 및 의 구간의 스펙트럼 측정하UV LED: 250 ~ 700 nm OSL③

는데 있어 녹색과 적색은 측정하고자 하는 스펙트럼 영역에 포함되므로 필터들을 조합하는 경

우 일부분만 측정하는 단점을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측정범위를 벗어나는 적외선.

및 자외선 광원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적외선을 광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의. Edmond

적외선 다이오드 레이저를 선택하였다 이때 적외선의 파장은 출력은 동작. 850 nm, 10 mW,

전압 전류는 이다 그리고 빔 사이즈는 이다 그림 은 자극광으5 V, 80 mA . 2.5 mm . 1-51(b)

로 활용될 적외선 다이오드 레이저를 나타내고 있다 자외선 광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심파.

장이 인 를 활용하였다 순방향 전류는250 nm UV LED (UVTOP250TO39HS, SET, Inc.) .

순방향 전압은 로 출력은 이다 자극광의 집광을 위하여30 mA, 6 V 180 mW .

방식을 선택하였다 전원을 공급할 때 의 주 피크외에Hemispherical Lens . 250 nm 375 ~

의 추가 광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필터를 이번 실험에서는 을 활용하여450 nm U340

이상의 자극광원을 차단하였다 향후 를 이용한 구성을 고400 nm . 250 nm bandpass filter

려하여야 한다 그림 은 자외선을 자극광으로 활용항 의 모습니다. 1-51(c) UV 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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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측정용 광원 녹색 레이저 적외선 레이저1-51. OSL (a) , (b) (c) UV LED

((a) Green Laser , (b) IR Laser (c) UV LED)

(2) 시료대 및 측정부의 구성

시료대는 외부광원을 차단하고 자극광원의 고정 광필터 광케이블 등을 고정하는 역할을, , ,

한다 시료대는 전체크기는 이며 시료는 손잡이가 달린 슬라이드 레. 80 × 80 × 130 mm ,

일에 위에 둘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의 크기는 높이는Quartz plate . Quartz plate 4 mm,

지름이 이고 시료를 담는 부분은 깊이가 지름이 가 되게 하였다19 mm , 2 mm, 10 mm .

하단은 다양한 자극 광원을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상단은 나사식으로 광필터 및 광케이블을,

고정한 후 시료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는 시료대의 모습이다. 1-52 .

그림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시료대1-52. OSL

(A sample holder for OSL spectrum of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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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측정에서 자극광과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출광은 상호 독립적이어야OSL OSL

한다 그러므로 신호를 측정하는 동안 자극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적절한 광. OSL

필터의 조합이 요구된다 다양한 광원에 대한 필터는 다음과 같다. .

녹색 형은 비교적 자극광의 파장영역이 넓어 지름이 인LED 12.5 mm 475 nm①

필터 를 활용하였다 이는 파장 대역이shortpass (Edmond 475 nm OD4 Shortpass Filter) .

영역은 투과하고 영역은 반사하게 되어 실제325 ~ 466 nm 90 % , 485 ~ 685 nm 99 %

스펙트럼 측정에서 자극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필터의 투과영역을 측정하게 된다.

적색 형은 비교적 자극광의 파장영역이 넓어 지름이 인LED 12.5 mm 600 nm②

필터 를 활용하였다 이는 파장 대역이shortpass (Edmond 600 nm OD4 Shortpass Filter) .

영역은 투과하고 영역은 반사하게 되어 실제350 ~ 587 nm 90 % , 614 ~ 900 nm 99 %

스펙트럼 측정에서 자극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필터의 투과영역을 측정하게 된다.

녹색 레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자극광이 로 단색광이므로 좁은 범위의 파장을 차532 nm③

단하며 지름이 인 필터 를12.5 mm 532 nm Notch (Edmond 532 nm OD6 Notch Filter)

활용하였다 이는 파장 대역이 영역은 영역은. 350 ~ 400 nm 80 %, 400 ~ 1200 nm 90

투과하고 영역은 차단 반사 하게 되어 실제 스펙트럼 측정에서 자% , 532 ± 17 nm 99.5 % ( )

극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차단영역을 제외하면 전 파장영역을 측정할 수 있다, .

를 활용하는 경우 지름이 인 필터UV LED 12.5 mm 320 nm longpass (Edmond④

혹은 필터 를 활용할 수 있다N-WG 320) 395 nm longpass (Edmond GG395) .

적외선 레이저 지름이 인 필터12.5 mm 800 nm shortpass (Edmond 800 nm OD4⑤

를 활용하였다 이는 파장 대역이 영역은 투과하고Shortpass Filter) . 400 ~ 790 nm 90 % ,

영역은 반사하게 되어 실제 스펙트럼 측정에서 자극광을 효과적으로825 ~ 1,190 nm 99 %

차단할 수 있어 필터의 투과영역을 측정하게 된다.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에 가하는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이TL

중요하다 개발된 스펙트럼 측정장치에는 고주파를 전력으로 이용하여 정밀한 온도제. TL/OSL

어가 가능하게 하였다 온도 제어를 위하여 시료의 온도와 원하는 온도를 로 작성된. LabView

제어 프로그램에서 비교하여 의 제어전압을 인가하고0~5 V , 35 의 고주파 전력을kHz 50:1

의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한 고주파 변압기를 거쳐 발열체에 전력을 공급한다 발열체의 하부.

에 의 열전대 가 부착되어 온도를 측정하였다K-type (thermocou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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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광 스펙트럼의 측정

스펙트럼 측정OSL①

신호는 자극광에 의하여 급히 감소하므로 실시간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OSL .

스펙트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에서 나오는 신호를 집속렌즈를 이용하여 집속한 후OSL OSL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그림 과 같이 분광기로 입력하고 이를 분광시켜 카메라로 측1-61 CCD

정하게 된다 분광기는 사의 을 사용하였으며. Princeton Instruments ACTON SP-150 , USB

를 활용하여 제어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된다 분광기에 사용된 회절격자는 이며. 300 gr/mm ,

측정되는 파장영역은 중심을 로 했을 때 이다440 nm 182 ~ 705 nm .

그림 스펙트럼 측정장치 분광기 카메라 광케이블1-53. OSL : , CCD ,

(An OSL spectrum measurement system: Spectrometer,

CCD camera, Optical cable)

측정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그림 과 같이 사의CCD 1-53 Princeton Instruments PIXIS

이며 을 가진다 픽셀크기는 이며 의 크기는256E 1024 × 256 pixel . 26 , CCD 26 × 6.7㎛

이다 측정노이즈를 줄이기 위하여 펠티어소자를 이용하여 로 냉각 상태에서 측정mm . - 70 ℃

을 수행하게 된다 각 셀의 광량 정보는 에 의하여. 16 bit ADC(Analog Digital Convertor)

의 속도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제어프로그램에 의하여 측정범위는100 KHz ~ 2 MHz .

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측정할 수 있으며 노출시간 및 측정시간을 제어 프로그램에CCD ,

의하여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제어프로그램으로 사의. Princeton Instrments

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측정의 목적에 맞게 제어프로그램을 작성할WinSpec/32 Ver 2.5 .

수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으로 사의, C# Princeton Instruments PVCAM, Light Field

를 활용하여 제어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림 는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제어 및 측. 1-54

정에 대한 흐름도이며 그림 는 작성된 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의 예이다,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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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카메라1-62. PIXIS 256E CCD

(The PIXIS 256E CCD Camera)

그림 의 측정의 흐름도1-54. PIXIS 256E CCD

(A block diagram the spectrum measurement system using PIXIS 256E CCD Camera)

그림 의 측정1-55. PIXIS 256E CCD

(A screen shot of the PIXIS 256E CCD Camera measurement)

스펙트럼 측정TL②

스펙트럼은 시료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여 가열하며 측정하게 된다 이때 하단에TL .

의 열전대 온도계가 부착되어 온도를 측정한다 회절격자를 이동함으로서K-type . 300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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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을 측정한다 이 시간 동안 약 의 온도 상승이 있게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nm . 2.5 .℃

데이터는 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에서 보간법을 활용하여 온도 파장 발광강도에 대한 차원C# , , 3

데이터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영역을 측정하게. TL 292 ~ 867 nm

된다.

(4)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성능 평가TL/OSL

스펙트럼 측정결과OSL①

분광기 및 카메라를 제어하면서 스펙트럼 측정을 측정하였다 먼저 카메CCD OSL . CCD

라를 로 냉각하고 분광기의 회절격자가 에 놓여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70 , 300 gr/mm .℃–

측정을 위하여 중심파장을 의 위치로 보내면 영역의 스펙트럼을 측440 nm 250 ~ 705 nm

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OSL

사 의Landaur (USA) Al2O3 지름 두께 질량 를 가속전압:C( 4.8 mm, 1.0 mm, 70 mg) 40 kV,

전류 의 선 발생장치에서 방사선에 노출한 후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4 mA X- .

먼저 Al2O3 시료를 이용하여 선 발생기 를 가:C X- (SOFTTEX K2, Japan, 60 kV, 5 mA)

속전압 40 전류kV, 4 로 설정하고 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시킨 후 스펙트럼을mA , 60 OSL

측정하였다 그림 은 자극광은 녹색 고휘도 와 필터 조합한. 1-56(a) LED 475 nm shortpass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시된 파장영역은 로 하였다OSL . 250 ~ 500 nm .

또 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1-56(b) Al2O3 의 발광 파장대역은 에서 피크:C 410 nm

를 보이고 에서 영역에 걸쳐 있다 측정결과 초기 발광은 에350 nm 450 nm . OSL 410 nm

서 피크를 보이고 에서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후에서 자극광의350 nm 480 nm . 475 nm

유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스펙트럼 측정 범위는 임을 알 수 있다250 ~ 475 nm .

적색 고휘도 와 필터 조합할 스펙트럼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동일LED 600 nm shortpass .

한 방법으로 Al2O3 시료를 이용하여 선 발생기:C X- (SOFTTEX K2, Japan, 60 kV, 5 mA)

를 가속전압 40 전류kV, 4 로 설정하고 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시킨 후 스펙트mA , 60 OSL

럼을 측정하였다 그림 은 자극광은 적색 고휘도 와 필터. 1-57(a) LED 600 nm shortpass

조합한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시된 파장영역은 로OSL . 250 ~ 550 nm

하였다 또 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1-57(b) Al2O3 의 발광 파장대역은:C 410 nm

에서 피크를 보이고 에서 영역에 걸쳐 있다 측정결과 초기 발광은350 nm 450 nm . OSL

에서 피크를 보이고 에서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녹색 고휘도410 nm 350 nm 480 nm .

를 자극광을 활용할 때와 비교하면 스펙트럼 측정영역을 확장할 수 있지만 자극에너지의LED ,

감소로 주피크의 감소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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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녹색 고휘도 광원을 이용한 스펙트럼1-56. LED OSL

(An OSL spectrum using a Green LED light source)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와 필터를 조합할 때 스펙트럼 특성은 다음과 같다532 nm Notch .

동일한 방법으로 Al2O3 시료를 이용하여 선 발생기:C X- (SOFTTEX K2, Japan, 60 kV, 5

를 가속전압mA) 40 전류kV, 4 로 설정하고 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시킨 후 스mA , 60 OSL

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림 은 자극광은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와 필터를 조합. 1-58(a) Notch

할 때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시된 파장영역은 로OSL . 250 ~ 500 nm

하였다 또 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1-58(b) Al2O3 의 발광 파장대역은:C 410 nm

에서 피크를 보이고 에서 영역에 걸쳐 있다 측정결과 초기 발광은350 nm 450 nm . OSL

에서 피크를 보이고 에서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녹색 고휘도410 nm 350 nm 480 nm .

와 필터를 조합할 때 와 필터 조합했을 때 유사한 성LED 475 nm shortpass Laser Notch

능으로 측정이 되었다 하지만 측정결과에서는 녹색 고휘도 를 활용하는 경우. LED 475 nm

이상에서 자극광의 유입이 측정범위의 축소가 불가피하였다.

마지막으로 와 적외선 다이오드 레이저를 자극광원으로 했을 때UV LED Al2O3 대한:C

스펙트럼은 측정되지 못했다OSL .

는 의 주 피크 외에 의 추가 광이 있는 문제가 있으며UV LED 250 nm 375 ~ 450 nm

의 활용은 필터의 조합이 적절하지 못해 스펙트럼의 측정이 되지 않았다 자극광으로 주U340 .

피크인 만 통과하는 필터 및 적절한 필터를 구성하면 측정이250 nm bandpass longpass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 자외선 레이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석영 및 장석등은 적외선을 이용한850 nm OSL

측정을 실시하므로 적외선에 반응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은, Al2O3 는 적:C

외선에 반응하지 않아 스펙트럼 측정이 되지 않았다 향후 석영 혹은 장석시료의 스펙트럼은.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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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적색 고휘도 광원을 이용한 스펙트럼1-57. LED OSL

(An OSL spectrum using a Red LED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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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스펙트럼1-58. OSL

(An OSL spectrum using a Green diode Laser)

분광기 및 를 이용한 스펙트럼 측정은 제어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 및 분광기를PMT TL

제어 그리고 파장별 전류를 측정하게 된다 이때 제어프로그램은 으로 작성하였으며, PMT . C# ,

분광기의 회절격자는 를 설치하였다150 gr/mm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각각의 시료를3D TL

선 발생기 를 가속전압X- (SOFTTEX K2, Japan, 60 kV, 5 mA) 40 전류kV, 4 로 설정mA

하여 동안 방사선에 노출한 후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림 는 를, 60 s . 1-59 LiF:Mg,Cu,Si

온도가열율 로 증가시키며 온도 파장 발광강도를 나타낸 스펙트럼이다 온도를0.4 /s , , 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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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시키면서 의 파장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그림과 같이, 300 nm ~ 800 nm , contour plot

으로 나타내면 에 의 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은95, 150, 195 390 nm peak . 1-60℃

Al2O3 에 대하여 온도가열율 로 증가시키며 온도 파장 발광강도를 나타낸 스펙:C 0.4 /s , , TL℃

트럼이다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의 파장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그림과 같. 300 nm ~ 800 nm ,

이 으로 나타내면 에 의 가 있음을 알 수 있다contour plot 170 430 nm p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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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광 분석 알고리즘 개발TL/OSL

열자극발광 광자극발광(thermoluminence; T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

과 방사선발광 은 공통적으로 결정의 금지대에 생기는 불순물에OSL) (radioluminescence; RL)

의한 에너지 준위와 관련한 발광현상이다[1.13-1.15] 이들은 모두 방사선에 의해 전자와 양공이.

생겨나고 이들이 즉각 혹은 열이나 빛의 자극 으로 다시 전자와 양공이 재결합, (RL) (TL) (OSL)

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것으로 자극에 대한 빛을 분석하여 결정의 에너지 구조를 알아낼 수 있

다 특히 과 은 열이나 빛의 자극이 없는 보통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전자와 양공이. TL OSL

그들의 트랩에 갖혀 있는 물질의 경우 이들에 이전에 노출된 방사선의 누적량을 추정할 수 있

기 때문에 선량측정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효율적인 선량측정물질을 개발하거나 이들.

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주입한 불순물의 비율이나 제작공정에 따라 에너지 준위

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광곡선 로부터 트랩. (glow curve)

의 정보를 추정하는 것을 발광곡선분해법(glow curve deconvolution)[1.16]이라 하는데 이를

위한 여러가지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출 선량의 정확한 분석에 활용되

어 왔다.

그러나 발광량의 정보에서 물질이 가진 각각의 트랩의 여러 특성들을 회기분석하는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각각의 트랩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발광곡선을 만든다는 전제를 하고 있

어서 전도대 를 경유해서 트랩간에 전자나 양공이 이동하는 상호작용을 배(conduction band)

제한 것으로 실제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자가 가전자대 전도대 여러. , ,

트랩준위를 거쳐서 양공과 재결합하는 다양한 흐름을 모두 반영한 흐름방정식(flow

을 풀이하는 적합한 수치해석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과 의 발광곡선을 효율equation) TL OSL

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랩 각각의 파리미터가 많고 또한 전자와 양공의 흐름방정. ,

식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많은 종류의 트랩을 도입해야 하는 발광곡선의 경우에는 분석이 용

이하지 않게 된다 이는 트랩의 특정 파라미터는 측정조건에서 발광량에 영향을 작게 미치거.

나 몇몇 파라미터가 조합된채로 발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 .

함을 피하려면 동일한 시료에 대해 넓은 범위의 선량과 다양한 자극으로 많은 조의 발광곡선

을 통합해서 분석해야 하나 하나의 시료도 측정을 거듭하면 물리적인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

문에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 을 일관되게 측정한 발광곡선을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적RL TL/OSL

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트랩의 여러 파라미터들 각각이 과 에 기여하. RL TL/OSL

는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통합분석으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고 또한 실제의 물질에 적용한 결과도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였다, .

따라서 방사선에 의해 각각의 트랩에 배치된 전자농도를 초기값으로 하여 측정된 발광곡선

을 해석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이 알고리즘은 방사능에 의한 전자와 양공의(glow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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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율을 유일한 초기값으로 하여 발광곡선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을 구.

현하기 위하여 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검정하기 위하Visual Studio .NET ,

여 에서는 에 적용하여 이의 발광곡선을 개의 트랩 개의TL LiF:Mg,Cu,Si TL 5 , 1 deep trap

과 개의 를 가진 모델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에서는1 RC . RL/OSL Al2O3 발광곡선을:C 3

개의 트랩 개의 과 개의 를 가진 모델로 분석할 수 있었다, 1 deep trap 1 RC .

(1) 발광 모델링과 수치해석

앞서 그림 에서 나타낸 에너지 준위의 구조를 가지는 결정체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가1-47

전자대의 전자가 여기되면서 유동성을 가진 전자와 양공이 쌍생성된다 불순물에 의한 준위에.

서 전도대 아래에 있는 것에는 애초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아 쌍생성된 전자가 포획될 수

있어서 트랩 으로 작용하고 가전자대 바로 위의 애초에 전자가 채워진 준위에는 쌍생성(trap) ,

된 양공이 채워질 수 있어서 다른 자극이 없다면 채워진 전자나 양공은 그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1.17-1.20].

방사선에 의하거나 열이나 빛의 자극으로 전자와 양공이 이동하는데 관여하는 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보편적인 흐름방정식을 충족한다.

여기서 (  ) 는 번째 전자트랩의 속성으로서 순서대로 트랩의 농도 전도대에서 이,

트랩에 포획될 확률 가전자대에서 양공이 올라와서 이 전자와 결합할 확률이다 마지막 과정, .

에서는 이러한 재결합에 의해 발광이 일어날 수 있다 또. , (  ) 은 번째 양공트랩에

대한 속성으로 전자트랩의 경우와 대칭적이다 이의 마지막은 역시 전자와 양공이 재결합하는.

것으로 발광이 일어날 수 있다.  는 방사선에 의해 가전자대의 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가는 확

률로 이는 전자와 양공이 각각 전도대와 가전자대에 쌍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

고  는 각각  번째 전자트랩과  번째의 양공트랩에 포획된 전자나 양공이 열이나 빛의

자극으로 전도대와 가전자대에 단위시간당 전이할 확률로 다음과 같이 온도 와 비추어진

빛의 선속 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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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  는 각각 여기에너지 진동수인자 와 광이온화단면적, (frequency factor)

이다 의 발광은 그림에서 수평의 화살표로 나(photoionization cross section) . TL/OSL/RL

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도대의 전자가 양공과 결합하는 비율에 다음과 같이 관련된다.

여기서  은 열적억제율 로 다음과 같이 역시 트랩의 특성(thermal quenching factor) 

와  와 관련되어 있다.

이상으로 표현한 전체 과정은 전자와 양공에 대해 완전히 대칭적인데 전자를 양공으로 전,

자트랩을 양공트랩으로 그대로 바꾸어도 동일한 발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물질은 비교적 많은 종류의 전자트랩과 하나 혹은 적은 수의 양공트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위 방정식은 전자와 양공의 트랩의 유형 개수에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둘을 합친 수의 연립된

방정식이고 비선형이다 실험으로 측정한.  으로부터 그림에서 나타낸 트랩의 여러 속성들을

모두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방정식들이 매우 가파르게 변하는 유형으로 평범.

한 수치해석으로는 쉽게 발산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산시간이 필요하거니와

한 조의 발광곡선만으로는 각각의 속성이 가진 모호함을 해석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방정식을 수치해석하기 위해서 전자와 양공의 각 준위에서의 농도   모두가 자신

의 현재의 농도 값에 음으로 비례하는 시간당 변화율을 가지는 것을 주목한다 이들 흐름방정.

식은 모두

의 형태를 하게 된다 여기서 모든.  들과  들은 실제로 시간의 함수이지만 짧은 시간간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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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거의 일정한 값  와  를 유지한다고 보는 근사가 바로 준정적근사법(quasi-static

이다 이러한 근사로 위 방정식을 풀이하면approximation; QSA) .

이 되어 이를 컴퓨터로 수치해석할 때 원식이 가지는 가파름 에 의한 발산을 피할(steepness)

수 있다 이 방법의 유용성은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인위적인 발광물질에 대해 수치해.

석에서 이미 검증한 바 있다 즉 여러 종류의 전자트랩과 양공트랩을 가진 물질을 가정하여.

이의 발광곡선을 근사없이 발광곡선을 생성하고 이를 로 분석하여 원래 준 물질의 속성, QSA

을 이상의 정확도로 복원해 낼 수 있었다99.9% .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선량물질에 먼저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이때는 즉각적으로 발광 이 나온다 전통적인(RL) . TL

과 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발광은 측정되어지지 못하므로 무시한다 그러나 이 발광은 트OSL .

랩의 전자 양공 가 전도대 가전자대 로 자극에 의해 여기되는( ) ( )   인자가 관여하지 않아서

재결합확률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따라서 이를 포함해서 이나 을 한. TL OSL

꺼번에 분석하게 된다면 이들 트랩의 물리적 파라미터들을 정교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과정 이완과정. (irradiation stage),

자극발광과정 로 나누어 일관되게 세 과정의 발광을(relaxation stage), (stimulation stage)

측정한다 이러한 세 과정 모두 앞서의 흐름방정식을 법으로 근사해석하는 컴퓨터 프로. QSA

그램을 작성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픽사용자환경 을 가진 것으로1-61 (GUI)

환경에서 운용된다 화면은 선택자가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아래는 측정발광Windows .

곡선 왼쪽 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트랩과 측정기기의 정보 오른쪽 으로 구성한 것이다 실제의( ) ( ) .

화면에 적절한 설명문을 풍선글로 추가하고 있어서 이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왼쪽.

의 발광곡선은 푸른색의 ‘× 표식으로 처음 시간에 그리고 약간의 이완기를 거친 후’ RL,

의 발광곡선이 나타나 있다 은 거의 평탄하고 방사선 조사가 끝나면 발광은 즉각 멈OSL . RL ,

춘다 또한 부분은 여기서 사용한. OSL Al2O3 의 전형적인 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C CW-OSL .

를 오른쪽의 트랩 정보로 해석한 결과는 푸른색 실선의 그래프로 겹쳐서 나타내고 있는데 지

금의 화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맞춘 이후로 ‘× 표식의 실측치와 실선의 이론치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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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통합분석 프로그램의 실행화면1-61. RL/TL/OSL .

(A screen shot of the RL/TL/OSL integrated analysis program)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 주어진 측정값에 대해 트랩을 도입하고 또한 각각,

의 트랩의 값들은 수동으로 대강을 맞추는 것도 별도의 대화창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동일한 시료 동일한 측정기기에서 측정한 여러 조의. ,

발광곡선을 한꺼번에 분석해 낼 수도 있다 만일 여러 범위에 걸쳐서 방사선 조사를 하고 또. ,

한 열이나 빛의 자극을 다양한 유형으로 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시료의 발광 파

라미터들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해 낼 수 있다.

(3) 분석결과

의 발광곡선의 분석LiF:Mg,Cu,Si TL①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개발한 의 발광곡선을 본 연구과정에서(KAERI) LiF:Mg,Cu,Si TLD

도입한 법으로 분해하였다 의 발광곡선을 취득하는데에는 다양한 선량으QSA . LiF:Mg,Cu,Si

로 조사한 개의 시료를 이용하였다 방사선원으로는 의 선이용하여 시료에6 . Cs137 50γ mGy

부터 500 의 선량으로 노출하였다 또한 발광곡선은 온도상승률mGy . 1.0 으로°C/sec

의 측정기로 취득되었으며 의 측정온도는 상온으로부터Harshaw 4500 TL TL 260 까지이다°C .

취득한 의 발광곡선은 개의 트랩 개의 개의 깊은 트랩 을LiF:Mg,Cu,Si 5 , 1 RC, 1 (deep trap)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250 의 을 재자극광으로 활용한 의 측정결과 발nm UV LED PTTL ,

광스펙트럼측정결과와 발광곡선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도 이것

이 대체로 합당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시료가 모두 고온에서 제조된 초기상태라는 사실로부.

터 각각의 트랩과 깊은 트랩 의 초기밀도는 모두 비워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결, RC .

과는 표 와 표 또한 그림 와 그림 그림 에서 나타내었다 표1-16 1-17, 1-62 1-63,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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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1-15 와   등은 모두 발광곡선 분해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의 시료는 모두.

같은 선량률(dose rate) 263.4 로 조사한 것으로 선량에 따라서 조사시간을 달리하였mGy/h

기 때문에 쌍생성율 는 모두 동일하게 분석해 내어야 마땅하다 표 에서. 1-16  와 는

각각의 트랩과 의 과정에서의 초기 밀도이고RC TL ,  와 는 각각 과정에서의 깊은 트TL

랩 의 초기와 마지막의 밀도이다 두 표에서(deep trap) . 나 , ,  등의 단위에는 모두

체적항이 들어 있으나 시료의 부피 측정기의 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 TL (acceptance)

문에 이들 단위를 명시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이 결과로부터 회 측정이 끝난 후 깊은 트. 1

랩에 의 잔류값 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의 측정과 대체로 부합하다고 판(residual) PTTL

단된다 이 표에서 나타낸 결과 중에서 전자나 양공의 밀도도를 그림 에 예시하였다 이. 1-62 .

로써 이들 밀도가 대체로 선량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발광곡선에서의 주 피.

크를 만드는 트랩의 초기밀도 모든 트랩을 합한 초기밀도#4 (trap #4, initial), TL ( trap,Σ

의 초기밀도 깊은 트랩의 초기밀도 깊은 트랩의initial), RC (RC, initial), (deep trap, initial),

마지막 밀도 의 각각을 나타내었다 그림 는 의 발광곡선을 앞(deep trap, final) . 1-63 400mGy

서 설명한 방법으로 맞추어 낸 것으로 값이 로서 충분히 분석이FOM(figure of merit) 0.68%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5. 50 부터mGy 500 로 노출한 개의 의 분석결과mGy 6 LiF:Mg,Cu,Si .

(Estimated each trap parameters for the six LiF:Mg,Cu,Si exposed with 50mGy ~

500mGy)

표 1-16. 400 로 노출한 의 세부적인 분석결과mGy LiF:Mg,Cu,Si .

(Detailed deconvoluted results of the LiF:Mg,Cu,Si exposed with 400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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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자와 양공의 밀도의 선량의존성1-62. .

(The dose dependence of the concentrations of electron and hole in each trap)

그림 의 발광곡선과 이의1-63. LiF:Mg,Cu,Si TL

분해결과.

(The fitting reasult of TL glow curve for

LiF:Mg,Cu,Si)

그림 는 각각의 트랩 의 전자나 양공의 밀도가 방사선조사과정에서부터 측정이1-64 RC TL

끝날 때까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측정데이터는 오직 의 것만. TL

이용하였으나 도 같이 추정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radioluminescence(RL) .

여기서 예시로 분석한 결과는 측정된 발광 데이터만으로 방사선 조사 이완 발광의TL , , TL

전 과정을 추정해 내는 것이지만 방사선 조사과정에서 방출되는 발광까지 동일한 조건으RL

로 측정되었다면 보다 완전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이 분석에서 약간의 모호성이 존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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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로 다른 초기계수에 대해서 값에 있어서 미만의 합당한 결과가 여러 조합으FOM 1%

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호성들은 과 다양한 온도 프로파일 다양한 선량의 조. RL ,

사 등 동일한 시료에 대해서 서로 독립적인 측정결과들을 동시에 활용하게 된다면 상당 수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64 400 의 선을 노출한 의 발광곡선으mGy LiF:Mg,Cu,Si TLγ

로부터 분석한 결과.

(The deconvoluting result from the TL glow curve -ray exposedγ

LiF:Mg,Cu,Si)

Al② 2O3 의 및 의 발광곡선 통합분석:C RL OSL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량물질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OSL

Al2O3 을 이용하였다 상온의 에서 이 물질은 세 종류의 전자트랩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C . OSL

려져 있으며 각각의 트랩의 빛에 의한 자극반응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과 을 일관, . RL OSL

되게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는 그림 에 나타낸다 방사선자극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1-65 .

있으며 선 발생기 를 가속전압, X- (SOFTTEX K2, Japan, 60 kV, 5 mA) 40 전류kV, 4 mA

로 설정하고 사용한다 선 조사가 끝나면 약간의 이완기를 거친 후에 그림에서 아래쪽에서. X-

비스듬하게 시료로 향하는 로 광자극을 가하게 된다 이들 과정에서 나오는 발광은 동일LED .

한 조건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 이다RL OSL .

그림 는1-66 Al2O3 의 분석에 이용한 에너지 준위의 구조이다 세 개의 광자극과 관련한:C .

전자트랩이 있으며 상온에서 빛에 의해 자극되지 않은 깊은 전자트랩이 한 종류가 존재해서,

이곳에 갇힌 전자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



- 140 -

그림 과 을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의 구성1-65. RL OSL

(The configuration for the sequentially measuring of RL and OSL)

그림 1-66. Al2O3 의 에너지 준위 구조:C .

(The estimated energy level structure of Al2O3:C

exposed by X-ray)

표 는1-13 Al2O3 의 세 개의 트랩 과 하나의 깊은 트랩 하나의 양공트:C (Trap) (Deep Trap),

랩 의 발광에 관여하는 각각의 속성들이다(RC) . ( 는 방사선 조사 전에 트랩에 포획된 전)

자나 양공의 농도이고 그 외는 앞서 발광모형에서 설명한 대로이다 이 결과는 그림 과, . 1-67

같이 동일한 조사선량의 선을 초와 초로 조사한 것을 동시에 분석한 것으로 분석의X 30 60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값 이 로 동시분석을 감안하면 아주 정확FOM(figure of merit) 1.66%

한 추정값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시료는 초기에 깊은 트랩에 전자가 상당량 포획되어 있고. ,

또한 이와 같은 정도의 양공도 양공트랩에 포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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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Al2O3 의 발광곡선과 분석결과 화면:C RL/OSL .

(The deconvoluted RL/OSL glow curve of Al2O3:C

exposured by X-ray)

한편 본 실험실에서 개발된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RL/TL/OSL .

측정 장치에는 선 발생기 를 가속전압X- (MOXTEK 50 kV MAGNUM) 50 전류kV, 0.2 mA

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선 조사가 끝나면 약간의 이완기를 거친 후에. X- 532 의 녹색 레nm

이저로 광자극을 가하게 된다 이들 과정에서 나오는 발광은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각각 과 이다 그림 은 선을RL OSL . 1-68 X- 400 동안 노출하면서 광자s RL,

극을 하면서 을 측정한 후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이 분석에서 동시에 측정OSL .

된 발광스펙트럼으로 재결합중심의 수를 추정하였다 스펙트럼 분석에는 원. Franck-Condon

리의 관계식을 이용하였으며 중심파장이 둘인 피크로 분해되어서 두 종류의 재결합중심이 있,

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는. 1-17 Al2O3 의 측정결과를 통합분석한 결과 얇은:C RL, OSL

트랩 발광에 관여하지 않는 깊은 트랩을 포함한 다섯 종류의 트랩과 두 종류의 재결합중심,

으로 분석한 결과이다(RC) .

열자극발광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그림 는 선을1-69 X- 200 동안 노출하면서 열자극을s RL,

측정하고 또 하나의 시료는 을 순차적으로 측정한 것을 동시에 분석하는 과정, RL, OSL, TL ,

을 묘사하였다 표 는. 1-18 Al2O3 의 측정결과를 통합분석한 결과 얇은 트랩:C RL, OSL/TL ,

발광에 관여하지 않는 깊은 트랩을 포함한 다섯 종류의 트랩과 두 종류의 재결합중심 으로(RC)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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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 s (  s, E) N (M) An (Aq) Am E0 = C

Trap #1 0 1.07x10-6 3.47x1010 2.08x10-11 - -

Trap #2 0 7.01x10-12 6.47x1010 1.12x10-12 - -

Trap #3 0 3.34x10-14 2.56x109 9.67x10-12 - -

RC #1 22.9 - 2.71x1011 1.20x10-12 5.05x10-3 2.95 eV

RC #2 7.80x105 - 4.15x106 1.10x10-13 5.08x10-8 3.05 eV

Shallow
Trap

0 E=0.87eV, s=3.08x1012 1.07x1010 4.04x10-12 - -

Deep Trap 7.80x105 - - - -

표 1-17. Al2O3 의 각 트랩의 발광관련 속성을 추정한 결과:C .

(Estimated each trap parameters for Al2O3:C)

그림 1-68. Al2O3 의 발광곡선과 분석결과 화면:C RL/OSL .

(The deconvoluted RL/OSL glow curve of Al2O3:C

exposured by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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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Al2O3 의 발광곡선과 분석결과 화면:C RL/OSL/TL .

(The deconvoluted RL/OSL/TL glow curve of

Al2O3:C exposured by X-ray)

n0 , m0 E(eV) s s N ,M An , Aq Am

Electron

Trap

#1 0 1.72 3.88x1013 6.50x10-13 1.12x1013 1.86x10-9 -

#2 0 1.69 1.69x1016 2.50x10-16 8.39x1011 3.34x10-11 -

#3 0 1.72 3.19x1016 5.02x10-12 3.37x1011 8.18x10-9 -

#4 0 1.22 7.35x1011 ~ 0 9.87x1011 4.44x10-9 -

Deep 0 - - - 2.87x109 5.94x10-13 -

Disconnect

ed
1.71x107 - - - - - -

Hole

Trap

#1 1.71x107 - - - 6.35x1018 4.03x10-18 2.65x10-7

Deep 0 - - - 7.47x1017 1.58x10-13 9.67x10-8

표 1-18. Al2O3 의 각 트랩의 발광관련 속성을 추정한 세부 분석 결과:C .

(Estimated each trap parameters for Al2O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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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과 을 일관되게 측정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매우 정확하게 물질이RL TL/OSL

가진 발광관련 물리적인 속성들을 매우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서 의 경우 모든 트랩을 합한 초기밀도 의TL LiF:Mg,Cu,Si TL ( trap, initial), RCΣ

초기밀도 깊은 트랩의 초기밀도 깊은 트랩의 마지막 밀도(RC, initial), (deep trap, initial),

의 각각을 나타내었다 의 발광곡선을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맞추(deep trap, final) . 400mGy

어 낸 것으로 값이 로서 충분히 분석이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FOM(figure of merit) 0.68%

다.

과 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인위적인 물질과RL OSL Al2O3 에 적용한 결과로 검:C

증하였다 인위적인 물질의 경우 이 미만이고. FOM 0.01% Al2O3 의 경우 앞서 보인대로:C

값이 로 확인된다 이렇게 정교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여기서의 분석이 트랩 간의FOM 1.66% .

이동 즉 상호작용이 있는 실제적인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과, . RL

이 각각 서로 다른 속성이 크게 관여하므로 이 둘을 통합하여 분석하므로 한 조의 발광곡OSL

선의 분석에서 한 속성의 기여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그 속성의 추정에서 나타나는 모호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된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실험장치의 도.

해에서 보듯이 과 을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RL TL/OSL .

서는 간이형으로 구성하였지만 이러한 측정용도에 특화된 전용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합분석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어, GUI

서 쉽게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여러 속성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심플렉스법. (simplex

를 이용하였는데 한 조의 발광곡선을 해석하는데는 보편적인 개인용 컴퓨터로 수 시method)

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선량을 추정하기 위한 용도로는 긴 시간이지만 미지 속성이.

보통 20 ~ 30 개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만일 물질의 속성이 이미 상.

당히 알려져 값의 범위가 압축되어 있다면 분석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나아가서 물질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어 단지 전자 양공의 쌍생성률- ( 즉 방사선량율이 미지값이라면 거의 즉각적),

으로 이를 환산할 수 있어서 실제의 방사선량의 해석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Al2O3 에 적용한 결과는 세개의 전자트랩과 하나의 양공트랩을 가지는 것:C

으로 보는 Al2O3 에 대한 기존의 모형이 그럴듯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는:C . OSL

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깊은 트랩 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트랩에 포획(deep trap)

된 전자는 좀처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높은 온도로 담금질 하면 변화될 수(annealing)

있으므로 의 특성이 담금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깊은OSL .

트랩의 특성을 보다 잘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온도를 다르게 유지하거나 여러 온도에서

담금질을 한 후 과 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RL OSL .

이를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료에 열자극 광자극과 방사선조사를 병행할 수 있는 전,

용장치가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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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예기치 못한 방사선사고시 노출된 방사선량을 주변의 물질들로부터 측정 및 평가하는 방사

선량 회구평가는 사고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피폭 정도에 따른 적합하게 처치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한 기술에는 여러 기법이 있지만 열자극발광 광자극발광 과 같이 노출. (TL) (OSL)

된 물질에 가해지는 열이나 빛의 자극을 가하였을 때에 나오는 발광량을 측정해서 피폭량을

산출하는 것이 편의성과 정교함에 있어서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과제에서는 발광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이로부터 평가에 사용하는 전자소자 등의 에너지 띠 구

조 및 발광특성을 정교하게 해석하고 이들의 자극에 대한 발광량으로 부터 사후 방사선량을,

복원해내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물질의 발광현상에 대한 물리적 모형화를 거쳐.

서 이 모형에 대한 발광을 계산할 수 있는 수치해석의 근사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는.

제일원리 에 입각한 트랩상호작용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실제의 전자의(first principles)

흐름을 그대로 재현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또한 많은 가정과 근사를 거친 단순화된 기존의 모.

형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정교하다 이 기법을 방사선량을 평가하는 효율적인 것으로 널리 이.

용하는 단일시료재현법 법 등 몇몇 알려진 알고리즘에 접목하였(SAR )[1.21], EURADOS[1.22]

다 법은 보통 사의 라는 패키지로 구체적인 계산을 수행하는데 본 연구에서. SAR Riso Analyst

는 이 패키지가 채용하고 있는 정교하지 못한 발광과정에 대한 모형을 정교화하게 되므로 사

후 평가에서의 분석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들은 기반의 그래픽사용자. MS-Windows

환경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GUI) .

및 패키지(1) Analyst R

사후 방사선량을 분석에 사의 가 널리 쓰이고 있어서 이것을 개량 확장하기 위Riso Analyst ·

해서 이를 벤치마킹하였다 는 같은 회사의 측정장치에서 측정한 데이터로부. Analyst TL/OSL

터 선량분석과 각종 통계처리를 실행하게 된다 그림 는 에서 법. 1-70 Analyst SAR (SAR

을 이용하여 방사선량을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protoc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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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법을 이용한 선량분석과정1-70. Analyst SAR

(Analytical dose Analyst using SAR method)

.

한편 프로그램 환경은 년 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데이터 분석, R 1996 Ihaka, Gentlman ,

및 통계처리가 가능한 통계프로그램 언어이다 언어의 장점은 직관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 R

고 로 개발되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어 지속적인, Open source ,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 패키지를 통해 모. , ,

듈형으로 확장성이 뛰어나다 즉 용도에 맞는 패키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 새. ,

롭게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환경에는 다양한 개발된 패키. R

지가 있으며 에 대하여 를 이용하면 발광 성분 분해 선량 분석 등, TL/OSL “Luminescence” ,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표 는 패지지가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 함수. 1-19 Luminescence

들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와 같이 필요한 패키지를 읽을 수 있다. .

> library("Luminescence", lib.loc="C:/Program Files/R/R-3.1.3/library")

측정장치는 일정한 규칙을 가진 형식으로 측정결과를Riso TL/OSL binary file (*.bin)

저장한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한 측정결과를 저장규칙에 맞게 읽어야 되는데. R ,

이를 위한 함수로 를 제공한다readBIN2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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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혀진 측정결과는 패지지의 다양한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Luminescence

할 수 있다 다음을 측정결과로부터 개의 성분을 추출하는 함수를 활용한 예이다 그림. OSL 3 .

은 의 발광곡선으로부터 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71 Quartz LM-OSL 3 .

Analyse_SAR.OSLdata() Analyse SAR CW-OSL measurements

Calc_FadingCorr()
Applying a fading correction according to Huntley and

Lamothe (2001) for a given age and a given g-value

Calc_FuchsLang2001()
Calculate De applying the method of Fuchs and Lang

(2001)

Calc_OSLLxTxRatio() Calculate Lx/Tx ratio for a given set of OSL curves

CW2pLM()
Transform a CW-OSL curve into a pseudo-LM (pLM) curve

(e.g. Bulur, 2000)

fit_LMCurve() Non-linear Least Squares (NLS) fit for LM-OSL curves

plot_BINfileData()
Plot single luminescence curves from a BIN-file object

(readBIN2R())

plot_DeDistribution() Plot De distribution with a kernel density estimate (KDE)

plot_GrowthCurve() Fit and plot a growth curve for luminescence data

plot_Histogram() Plot a histogram with a separate error plot

plot_RadialPlot() Plot a Galbraith's radial plot

readBIN2R() Import Risø BIN-file into R

Second2Gray() Converting values from seconds (s) to Gray (Gy)

표 패키지의 함수1-19. Luminescence

(Function of Luminescenc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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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발광곡선의 성분분석의1-71. Quartz LM-OSL

예

(Example of component analysis of LM-OSL

glow curve of Quartz)

선량을 분석하기 위해 포함된 함수들이 있어 다양한 분석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분석을.

실시한 후 다양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 분석에 대한 함수를 이용하여. Equivalent doses

를 구할 수 있으며 그림 는, 1-72, 1-73  및 오차를 다른 표현 양식으로 나타낸 것이

다.

그림 1-72.  분포 그래프

(Distribution graph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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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  및 의 그래프error radial

(Radial graph of  and error)

프로그램의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R Luminescence . ,

명령어 실행 방식이라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새롭게 그래픽, .

사용자환경 등 사용자 편의성의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 새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GUI) .

위하여 발광모델을 수립하고 다양한 통계처리를 통한 등가선량 결정절차 확립하여야 한다 발, .

광곡선 분해와 통계처리에 관련된 각종 라이브러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된다 여기서. Visual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Studio R R.Net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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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2) EURADOS

사후 방사선량 분석 프로그램으로 프로토콜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방EURADOS .

사선에 노출된 휴대폰의 액정표시부의 후면 유리를 시료화하여 열자극발광을 활용하여 사후

선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때 후면 유리를 전처리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프로토콜에.

맞게 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계수를 선택함으로서 사후 방사선량을 분석하게 된다TL , Fading .

전처리를 실시한 시료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그림 와 같이 를1-74 Riso sequence Editor

활용하여 측정순서 및 측정 방법을 정의하게 된다 여러 개의 시료를 순차적으로 을 측정하. TL

게 되는데 먼저 사고 시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를 측정하고 다음으로 장치에 부착된 선량을,

알고 있는 방사선 장치를 이용하여 노출시간을 정의한 후 측정하게 된다 각각 시료에 대하여.

개의 발광 곡선을 이용하여 그림 의 순서에 따라 측정 및 분석 범위와 노이즈 측2 TL 1-75

정 범위를 결정한 후 사고 선량을 분석절차를 가진게 된다 이때 방사선 발생장치의 선량을.

노출시간에 비례하여 분석하게 된다 그림 는 실제 측정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1-76 , Lnat

은 사고 후 선량을 구하고자 하는 시료의 발광 곡선을 은 측정 장치에 부착된 방사선 발, Lcal

생장치를 이용하여 누출시킨 후 발광 곡선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측정 범위.

는 이며 분석 범위는 이다 분석범위의 면적을 계산하여 식을450 , 100 ~ 250 . (1)℃ ℃ ℃

이용하면 비례식에 의하여 방사선 발생 장치의 노출 시간에 대한 시료의 방사선량이 계산되게

된다 발광 곡선의 앞부분을 이용하여 를 계산한 후 식을 이용하여 각 발광 곡. Noise , (2), (3)

선의 를 구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식을 활용하여 사후선량의 범위를 통계error , (4) error

적으로 구할 수 있다.

장치는 개의 시료를 순차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각각에 대한 선량을 구Riso TL/OSL 48 ,

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분석된 방사선량은 노출시간 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실제 선량은 환. (s)

산인자로 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 소스는 반감기를 가지므로6.01 mGy/s . ,

반감기에 대한 보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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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Riso Sequence Editor

(Riso Sequence Editor)

그림 사후 선량 분석의 흐름도1-75.

(Post-dose analysis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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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의 발광곡선1-76. Lnat Lcal TL

(TL glow curve of Lnat and Lcal)

시료의 전처리는 휴대폰의 표시부는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후면 유리를 분리,

하여 세척 및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사용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 불산 에 분 가량. (HF) 3 ~ 4

담근 후 증류수에 세척하여 시료화한다 여기서는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 따라. unetched,

구분하였다etched .

각 시료들은 방사선에 노출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감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방사선에 노출된 시점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Fading .

사후선량을 분석하게 되므로 현재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방사선에 노출된 시점의 선량으로 보

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은 휴대폰 표시부의 유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77 Fading [1.22].

여기서는 시간을 달리하며 을 측정하여 과 같은 특성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식TL (5) Fading .

을 이용하여 사고시점의 선량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때 각 계수들은 시료의 특성 및 전처리.

방법에 따라 새롭게 정의 되어야 한다 또한 특성의 적용 방법에는 사고 시점을 명확. Fading

히 정의되는 경우 즉 일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을 적용하, NFC(New fading correction)

고 아닌 경우는 대략적인 범위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CFC(Conservative Fading

를 활용할 수 있다 의 경우는 난수를 이용하여 사고시점을 추정하게 된다Correction) . CFC , .

그림 에서 각각의 선택에 대하여 분석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1-78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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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휴대폰 유리의1-77. fading curve

(Fading curve of mobile phone glass)

그림 사후선량 분석 전처리 및1-78. : Fading

(Post-dose analysis : Pretreatment and Fading)

그림 은 사후 방사선량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측정 장치로부터 측정1-79 . OSL/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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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분석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하고 다양한 양식의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의 으로 프로그램화 되었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새롭게 정의. Visual Studio .net C# ,

되는 프로토콜 성분분석 알고리즘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

된다.

그림 분석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도1-79.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analysis program)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 프로그램인 은 먼저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응하여 분석RetroAnal

을 실시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측정 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측정 장치로. data Riso TL/OSL

부터 생성된 파일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의 파일은 다양한 버전이 있bin . Riso bin

지만 기본적으로 부분과 부분으로 구성되고 순차적으로 측정결과를 반복하여, Head DATA ,

기록한다 여기서 부분에는 측정 전에 실시되는 시료에 대한 열 및 광 전처리 방사선. Head ,

노출 열 및 광자극 정보를 수록하고 부분은 열 및 광자극 발광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 DATA .

그리고 다음 측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기록하게 된다 표 은 파일에 수록된 정. 1-20 Riso bin

보 및 포맷을 나타내고 있다 개발된 분석프로그램은 이를 해석하여 각 시료의 측정결과를 표. ,

시하게 된다 그림 과 여러 측정을 순차적으로 읽어 들여 각 시료의 전처리 방사선 노. 1-80 ,

출 열 및 광자극 정보와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각 시료의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혹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제 선량을SAR EURADOS

분석하게 된다 그림 은 프로토콜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81 EURADOS .

이 프로토콜은 각 시료에 대하여 먼저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 발광 곡선과 장치에 부착된TL

방사선 발생장치로 부터 방사선에 일정시간 노출시킨 후 발광곡선 개를 이용하여 노출시TL 2

간에 대한 사후 방사선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각 시료에 대한 처리 방법인. unetched,

및 에 관련하여 를 선택한 후 분석을 실시하게 한다 이들 분석은etched Fading NFC, C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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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처리되며 선량의 추정을 위하여 회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계산결과의, 10,000 .

중간값 위치의 선량값을 결과로 표현한다 즉 사후 선량의 하한값 중간값, 2.5 %, 97.5 % . , ,

상한값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표 에는 개발된 분석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여 각. 1-21 RestoAnal

각의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의 실행화면1-80. RestoAnal

(A screen shot of the RestroAnal)

그림 를 이용한 사후 선량분석 결과1-81. RestoAnal

(Post dose analysis using Resto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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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Name Type(Length)

1 Data format version number VERSION Bytes (2)

2 Length of this record LENGTH Integer (2)

3 Length of previous record PREVIOUS Integer (2)

4 Number of data points NPOINTS Integer (2)

5 Luminescence type LTYPE Byte (1)

6 Low (temperature, time, wavelength) LOW Single (4)

7 High (temperature, time, wavelength) HIGH Single (4)

8 Rate (heating rate, scan rate). RATE Single (4)

9 Sample temperature TEMPERATURE Integer (2)

10 X position of a single grain XCOORD Integer (2)

11 Y position of a single grain YCOORD Integer (2)

12 TOL ‘delay’ channels TOLDELAY Integer (2)

13 TOL ‘on’ channels TOLON Integer (2)

14 TOL ‘off’ channels TOLOFF Integer (2)

15 Carousel position POSITION Byte (1)

16 Run number RUN Byte (1)

17 Data collection time (hh-mm-ss) TIME String (7)

18 Data collection date (dd-mm-yy) DATE String (7)

19 Sequence name SEQUENCE String (9)

20 User name USER String (9)

21 Data type DTYPE Byte (1)

22 Irradiation time IRR_TIME Single (4)

23 Irradiation type (alpha, beta or gamma) IRR_TYPE Byte (1)

24 Irradiation unit (Gy, Rads, secs, mins, hrs) IRR_UNIT Byte (1)

25 Bleaching time BL_TIME Single (4)

26 Bleaching unit (mJ, J, secs, mins, hrs) BL_UNIT Byte (1)

27 Annealing temperature AN_TEMP Single (4)

28 Annealing time AN_TIME Single (4)

29 Normalisation factor (1) NORM1 Single (4)

30 Normalisation factor (2) NORM2 Single (4)

31 Normalisation factor (3) NORM3 Single (4)

32 Background level BG Single (4)

33 Number of channels to shift data SHIFT Integer (2)

34 Sample name SAMPLE String (21)

35 Comment COMMENT String (81)

36 Light Source LIGHTSOURCE Byte (1)

37 Set Number SET Byte (1)

38 Tag TAG Byte (1)

39 Grain Number GRAIN Integer (2)

40 Optical Stimulation Power LPOWER Single (4)

41 System ID SYSTEMID Integer (2)

42 Reserved Byte (54)

43 Data array of NPOINTS long integers DPOINTS Integer (4)

표 파일의 포멧1-20. Riso bin data

(Riso bin file data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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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CFC Etched
mGy

(Median)
95% confidence interval

1 NFC

월 일 시1 21 23

월 일 시2 4 16 

Unetched
583.9990 167.9550 819.5463

586.4764 177.5674 821.5445

2 Etched
586.4808 445.2498 790.4249

586.8672 439.7229 785.2100

3 CFC

일Min time : 3 

일Max time :14

Unetched
550.3281 141.3721 836.5693

552.0880 131.1227 842.3214

4 Etched
553.7764 402.5190 813.2679

557.3563 404.3099 818.6014

표 휴대폰 유리를 이용한 사후선량 분석결과1-21.

(Post-dose analysis using mobile phone glass)

4.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 기술개발

가. 광표백장치 개발

은 전리성 방사선에 조사된 유전체나 반도체 등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을 외부에서 빛으로 자극했을 때 발광하는 현상으로 시료의 세기와 흡수선량은 서로 상, OSL

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자연선량계로 활용 가능하다 이들 물질을 이용해 올바른 방사선량[1.23].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호를 반드시 제거해주어야 한다 신호를 제거하는 가장OSL . OSL

간편한 방법은 햇빛에 장시간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햇빛에 노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는 제한적이며 또한 태양의 고도 주변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 .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공 광원을 이용하여 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광표백 장OSL

치를 제작하였다.

(1) 광표백장치 제작

광표백 장치에서 시료 내의 신호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광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광원은.

시료를 여기 시켜서 신호를 생성하지 않고 모든 신호를 제거하여야 한(excitation) TL/OSL

다 현재 이에 가장 적합한 광원은 넓은 파장을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는 인공. ,

적으로 생성된 빛을 사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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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인 광원은 아크등 헬로겐 등 수은등 형광등 등이 있으며 아크등과 할로겐, , , , LED ,

등은 최대 세기일 때의 파장이 로 자외선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시료의 여기 때문에400 nm

부적합하며 수은등은 일부 특성파장만을 갖는다 흔히 사용되는 형광등의 경우에는 파장이 가, .

시광선 내에 일정비율로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특정파장의 빛을 발하고 있으며 발광효율이, ,

낮다 그러나 백색 광원의 경우에는 청색 파장을 제외하고 부터 까지. LED 400 nm 800 nm

넓은 범위의 가시광선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전력에도 발광효율이 뛰어나다 또한 수명, .

이 매우 길고 작동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광량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이 장치에서는 광표백.

광원으로 화이트 모듈를 채택하였다LED .

광표백 장치는 가로 의 크기로 구성하였으며 케이스는 알루미늄34(W)*20(H)*36(D) cm3 ,

으로 제작되었다 광표백 장치는 빛이 방출되는 광표백 부 하층 와 를 제어하는 제어부 상. ( ) LED (

층 로 구성된다 광표백 장치의 광표백 부는 빛을 발생시키는 광원과 시료를 올려놓는 샘플로) .

더로 구성된다 광원은 삼성 칩을 수십개 이용한 모듈을 사용하였다. LED 5630 white LED .

이 장치의 모듈은 약 의 전력을 소모하며 이 때 발생되는 빛의 양은 당LED 50 W , 15 W

로 형광등 정도 에 비해 배 높은 발광 효율 을 갖는다 또한2250 lm (70 lm/W ) 2 (150 lm/W) .

의 빛이 시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광표백부의 내벽에 반사율 인 알루미늄 반LED 96 %

사판 을 내벽에 부착하여 광표백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 때 장치의(neodis, model: V53) . ,

도어가 열려 빛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어에 마그네틱 스위치를 장착하여 도어가 열릴

경우에 파워가 차단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모듈은 전원이 공급되면 단시간에 점LED . LED

등되어 신속한 제어가 가능하다 타이머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동안 광표백을 실시.

할 수 있다 타이머는 초부터 수십 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한 사의 를. 0.01 Autonics CT6S-1P

사용하였다 역시 다른 광원과 같게 빛을 발산할 시 발열이 발생된다 이 때 발생된 열. LED .

을 냉각시킬 수 있도록 상판에 쿨링 팬과 후면에 통풍구를 설치하였다 후면 통풍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발열판의 열기를 흡수하여 쿨링팬을 통해 방출된다 광표백 장치의 동작LED .

은 그림 및 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광표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타이머1-82 1-83

를 적용하였으며 동작 중 도어가 열,

그림 1-82. 광표백 장치의 구성블록도.

(Schematic of Sola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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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바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의 발열에 따른 온도상승을 최소화하기. LED

위해 상시로 쿨링팬이 동작한다.

그림 는 실제 제작이 완료된 광표백 장치이다 광표백 장치는 빛이 외부로 방출 되지1-84 .

않도록 이중 판넬로 제작되었으며 방출될 수 있는 구간은 검은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하였다, .

암실에서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외벽은 검은색으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였다 제작완료된 광.

표백 장치는 를 동작시킬 경우 광원으로부터 강한 세기의 빛을 발산하였다 강한 세기의LED .

빛이 외부로 노출되면 주변 시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표백 장치의 빛 노출 여부를

점검하였다 팬이 설치된 구멍 개 후면 환풍구 외벽 이음새 및 나사 홀 등을 중점적으로 점. 2 , ,

검하였으며 적외선 등만 설치된 암실에서 빛 노출유무를 점검한 결과 모든 위치에서 미량의, ,

빛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83. 광표백 장치의 설계도면.

(Machanical drawing of Sola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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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4. 완성된 광표백 장치.

(Photography of solar simulator)

(2) 특성 평가

제작된 장비의 광원은 광표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광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의 을 이용하여 광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Ocean optics USB4000 . 470 nm

의 파장에서 최고세기를 갖는 좁은 폭의 피크와 의 파장에서 최고세기를 갖는 넓은 범위550 nm

의 피크가 측정되었다 이 스펙트럼은. Sheu[1.24]가 소개한 것과 동일하게 청색 파장의 빛을 노란

색 형광체에 투과시켜 얻어진 스펙트럼과 유사하였다 이 빛은 햇빛이 갖는 최고세기의 파장. (∼

과 동일한 위치에서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파장이 인 피크는 반치폭이 약600 nm) , 550 nm 140

이며 광원의 스펙트럼은 약 부터 까지 가시광선 전 영역의 빛을 모두 포함하고nm . 400 800 nm

있기 때문에 석영 및 장석 등의 무기시료의 광표백이 가능하다.

광표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에 광표백을 실시하여 신호를TL/OSL

확인하였다 사용된 시료는 온도에서 분간 열처리된 석영 시료 를. 500 5 (90 m 250 m)℃ μ ∼ μ

사용하였다 시료에는 선원으로부터 의 방사선량을 조사하였으며 방사선 조사 후 광표. beta 5 Gy ,

백 장치를 이용하여 각각 초 초 초0 , 10 , 30 , 초 초씩 광표백을 실시하였다 광표백된100 , 200 .



- 161 -

시료는 를 이용Riso TL/OSL reader 하여 신호와 신호를 측정하였다 이때 신호는 불TL OSL . , OSL

안전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에서 열전처리한 후 의 온도에서 측정하였다220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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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광표백 장치에 설치된 화이트 의 스펙트럼LED .

(Spectrum of white LEDs in sola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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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6. 광표백 시간에 따른 신호 와 신호TL (a) OSL (b)

(TL glow curve (a) and OSL signal (b) against bleac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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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질량에 대한 신호 차이를 맞추어 주기 위해 의 베타선 조사한 후 을 재측3 Gy TL/OSL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질량 차이에 대하여 규격화하였다.

광표백 시간에 따른 신호와 신호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신호는 초 동TL OSL 1-86 . OSL 10

안의 광표백에 의하여 신호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때의 초기 신호 초 이내OSL , OSL (1 )

는 전부 백그라운드 레벨까지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신호는 약 초 내에. , TL 100

신호가 급격히 감소됨을 보였다 그러므로 광표백 장치를 이용하면 신호를 단시간 내. TL/OSL

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나. 건축물 구성 물질의 특성 평가OSL

본 연구에서는 주변으로부터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건축물 구성 물질에 대한 사고선량OSL

평가를 진행하기 앞서 건축물 구성 물질이 연구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건축물 구성 물OSL .

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처리를 실시하고 전처리 방법에 따른 신호를 확인하였다TL/OSL .

(1) 시료 및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사고선량 회구평가용 건축물 구성 물질의 예비 분류를 위해 그림 과 같1-87

은 다양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수집하였다 이들 물질들로부터 측정에 적합한 시료를. TL/OSL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법을 적용하였다. 시료 준비에서부터 시료 장착, TL/OSL

측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은 실내 광원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암실에서 진행되었

다.

① 조립자법

일반적으로 연대측정은 고고학 및 지질학 시료에서 화학적으로 추출한TL/OSL 90 250∼

크기의 석영 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료에서 이를 추출하는 방법을 조립자법, (quartz㎛

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석영 입자를 추출하inclusion method) .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립자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마노유발 을. (agate-mortar)

이용하여 표면이 제거된 벽돌 기와 타일 변기 콘크리트를 각각 잘게 부순 후 물로 세척하, , , ,

여 진흙 등을 제거한 뒤 표준 그물망체 를 이용하여 크기의 입(standard sieve) 90 250∼ ㎛

자만을 선별하였다 이 중 석회나 유기물의 제거를 위해 염산 과 과산화수소. 10 % (HCl) (H2O2)

로 처리한 후 장석에 의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산 으로 한 시간 정도 처리하, 48 % (HF)

였다[1.25] 조립자법을 이용한 전처리 후 석영이 추출된 시료는 벽돌 기와 콘크리트였으며 입. , , ,

자가 매우 고운 타일 및 변기에서는 석영이 추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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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법②

건축물 구성 물질에 조립자법을 적용하여 석영을 추출할 경우 전처리 시간은 보통 시간, 50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타일 및 변기 등과 같이 미립자 토양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구성 물질.

의 경우 측정에 적합한 조립자를 추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방사선TL/OSL .

누출사고로 인한 사고선량 회구평가가 긴급하게 요구될 경우 조립자법을 이용한 전처리는 상

대적으로 긴 전처리 시간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

서는 직경 의 다이아몬드 코아 드릴 바이트를 이용하여 각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코아8 ㎜

링 시료채취를 시도하였다 코아링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시료의 신호가 영향을 받. TL/OSL

을 수 있으므로 냉각수를 흘려가며 채취하였다 이후 채취된 직경 의 코아시료를 다이아. 6 ㎜

몬드 톱을 이용하여 두께 이하의 디스크로 만들었으며 표면의 비균질성을1 ,㎜ 제거하기 위해

사포를 이용하여 폴리싱 하였다 디스크 전처리법을 적용한 결과 이 연구에서 선택한#2000 . ,

종의 건축물 구성 물질 중 시멘트 벽돌과 콘크리트를 제외한 종의 시료에 대하여6 4 TL/OSL

측정이 가능한 시료를 제작할 수 있었다 디스크법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은 그림 에 정리. 1-89

하였다.

자연방사성원소 측정 시료③

건축물 구성 물질은 사고시 발생된 방사선량 외에도 주변으로부터 환경선량을 받는다 사고.

선량 평가시 자연방사성원소에 의해 흡수된 선량을 차감하기 위하여 각 시료에 대한 자연방사

성원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건축물 구성 물질에 포함된 자연방사성원소. 40K, 238U, 232 등Th

의 농도 측정을 위해 각 건축물 구성 물질을 건조기에서 의 온도로 일간 완전히 건50 10℃

조시킨 후 마노 유발을 사용하여 이하의 입자로 분쇄하여 감마선 분광분석 측정용 시< 90㎛

료로 준비하였다 그림 에는 감마분석용 시료 제작부터 분석까지의 절차를 나타내었다.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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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돌(a) 시멘트 벽돌(b)

타일(c) 변기(d)

기와(e) 콘크리트(f)

그림 1-87. 특성평가를 위해 수집한 건축물 시료TL/OSL .

(Building materials collected for TL/OS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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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샘플링 전처리

적

벽

돌

시

멘

트

벽

돌

타

일

변

기

기

와

콘

크

리

트

그림 1-88. 건축물 시료의 전처리법 조립자법: .

(Quartz inclusion method for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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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적벽돌(a) ( ) 코아링(b)

디스크형 커팅(c) 표면 폴리싱(d)

완성된 시료 적벽돌(e) ( ) 완성된 시료 전체(f) ( )

그림 1-89 건축물 시료의 전처리법 디스크법: .

(Core-disc method for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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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축물 시료 파쇄(a) 시료 파우더링(b)

시료용기에 담기(c) 검출기용 측정 시료 준비(d) HPGe

검출기 시료 장착(e) HPGe 자연방사성동위원소 측정(f)

그림 1-90. 건축물 시료 내 자연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사능 측정.

(Measurement of natural radionuc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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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 평가OSL

측정장비TL/OSL①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추출한 각 시료의 측정을 위해TL/OSL Neo TOSL

과 를 이용system (model: NMTO20) Riso TL/OSL reader (model: Riso TL/OSL-DA-20)

하였다 한편 신호 측정은 강원대학교 물리학과에 설치된 측정시스템. POSL POSL [1.26]을 활용

하였다 시료의 실험실방사선 조사는 에 부착된 선량율 조정이 자유로운. Neo TOSL system

와 에 장착된 의 조사선량율을 갖는X-ray irradiator Riso TL/OSL reader 10 mGy/s

90Sr/90 베타선원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건축물 구성 물질에 포함된 자연방사성원소Y . 40K,

238U, 232 등의 농도는 검출기 상대효율 를 이용한 감마선Th Canberra HPGe (P-type, : 30 %)

분광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그림 는 실험에 사용된 측정용 장비들이다. 1-32 TL/OSL .

강원대학교에서 제작된 측정시스템의 히터는 와이어로 제작되어POSL Kanthal 300 까℃

지 온도 유지가 가능하며 여기광원으로 두께 의 와, 3 mm Schott GG420 long-pass filter

와 결합된 개의 청색 파워VIS liquid light guide (VIS-LLG, Newport #77631) 2 470 nm

를 사용하였다 신호는 두께 의 를LED (LXHL-PB02) . POSL 7.5 mm U340 band-pass filter

거쳐 반치폭 이 인 광전자증배관 에서 검출되었(FWHM) 255 405 nm (bialkali EMI 9235QB)∼

다 또한 측정시스템은 수만부터 수십만개에 해당하는 펄스 신호에 따라 측정을 반복하. , POSL

고 이를 누적하기 위해 를 장착하여 계측 주기multichannel scaler (ORTEC MCS-PCI)

가 매우 빠르고 채널과 펄스 간의 을 방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dwelling time) dead time .

디스크 시료를 펄스폭 와 펄스주기 의 최적 펄스조건에서 광자극 하였으며10 s 250 s ,μ μ

신호는 반복주기 번과 계측주기 로 기록하였다POSL 10,000 1 s .μ

시료의 실험실방사선은 측정시스템에 부착된 를POSL X-ray irradiator (Varian VF-50J)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는 에. X-ray irradiator 5.1 Gy Riso calibration quartz SAR-OSL

법을 적용하여 방사선량율이 결정되었으며 이 방사선량율은 관전류 증가, (emission current)

에 따라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0.8 Gy/s .

신호 측정TL/OSL②

건축물 구성 물질들을 물리화학적으로 전처리하여 추출한 석영 입자 및 디스크 시료에 대하

여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그림 부터 그림 까지 나타내었다IRSL, OSL, TL, POSL , 1-92 1-99 .

각 신호의 계측은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냉광 신호 중 영역만을 를 이용300 380 PMT∼ ㎚

하여 검출하였다 신호의 경우 의 적외선 로 시료를 광여기하여 측정하였으. IRSL 870 nm LED

며 모든 시료에 대하여 신호값은 아주 낮거나 또는 배경신호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IRSL .

신호는 석영의 신호를 이용한 사고선량 산출시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IRSL OSL IRSL

신호가 낮다는 것은 시료의 전처리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호의 경우. OSL , 47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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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색 로 시료를 광여기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에 대하여 신호가 검출됨LED , OSL㎚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적벽돌 기와 시료와 같이 불로 구워진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추출된. ,

석영 입자 및 디스크 시료에서 높은 세기를 갖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콘크리트 시.

료의 경우 매우 낮은 세기의 신호가 측정되었다 신호의 경우 에서부터OSL . TL 50 400℃ ℃

까지 시료를 선형적으로 가열하면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에 대하여 신호가 검출됨을, TL

알 수 있었다 신호는 신호와 마찬가지로 불로 구워진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매우 높. TL OSL

은 값이 나타났다 신호의 경우 동안의 펄스 여기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 POSL 10 ,㎲

료에서 신호가 검출되었다 신호는 초기 채널 동안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는POSL . POSL 2

데 이는 수명 이 짧은 장석에 의한 신호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여 석영에서(life-time) ,

만 방출되는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POSL .



- 171 -

(a) Riso TL/OSL reader DA-20

측정시스템(b) Neo TOSL

470 nm
power
LED

PMTube

X-ray
irradiator

측정시스템(c) KNU POSL

그림 1-91. 실험에 이용된 측정장비TL/OSL .

(TL/OSL measurement system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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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a) IRSL 신호(b) OSL

신호(c) TL 신호(d) POSL

그림 1-92. 적벽돌 석영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TL/OSL .

(TL/OSL signals of quartz grains from heated red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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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a) IRSL 신호(b) OSL

신호(c) TL 신호(d) POSL

그림 1-93. 시멘트 벽돌 석영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TL/OSL .

(TL/OSL signals of quartz grains from cement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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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a) IRSL 신호(b) OSL

신호(c) TL 신호(d) POSL

그림 1-94. 기와 석영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TL/OSL .

(TL/OSL signals of quartz grains from roof-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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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a) IRSL 신호(b) OSL

신호(c) TL

그림 1-95. 콘크리트 석영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TL/OSL .

(TL/OSL signals of quartz grains from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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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a) IRSL 신호(b) OSL

신호(c) TL 신호(d) POSL

그림 1-96. 적벽돌 디스크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TL/OSL .

(TL/OSL signals of core-disc sample from heated red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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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a) IRSL 신호(b) OSL

신호(c) TL 신호(d) POSL

그림 1-97. 타일 디스크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TL/OSL .

(TL/OSL signals of core-disc sample from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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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a) IRSL 신호(b) OSL

신호(c) TL 신호(d) POSL

그림 1-98. 변기 디스크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TL/OSL .

(TL/OSL signals of core-disc sample from toilet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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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a) IRSL 신호(b) OSL

신호(c) TL 신호(d) POSL

그림 1-99. 기와 디스크 시료에서 측정된 신호TL/OSL .

(TL/OSL signals of core-disc sample from roof-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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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SAR-OSL

(1) 법SAR-OSL

법SAR (single aliquot regenerative dose Method)[1.27,1.28]은 반복적인 실험실 방사선 조

사 열전처리 측정으로부터 선량반응곡선 을 구한 후 이에 자연, , OSL (dose response curve)

값 을 내삽하여 흡수선량 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써 그림OSL (Ln/Tn) (equivalent dose) , 1-100

의 순서로 진행된다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는 불안정한 덫으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제. OSL

거하기 위하여 에서 초간 의 열전처리 한 후 적외선을 통하여 시료 내 포함된 장석220 10℃

등의 불순물에 의한 신호를 제거한다 이후 청색광으로 여기하면서 초간 신호. 40 OSL (LX 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온도는 얕은 덫에 대한 재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으로 설정한다. , 125 .℃

측정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민감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험 방사선량을 조사한 후 동일한 과

정으로 신호OSL (TX 를 측정한다 실험실 방사선을 조사하여 위 방법을 반복 측정한다 보정) . .

된 신호OSL (LX/TX)와 방사선량을 이용하여 반응곡선을 완성한 후 최초 측정된 신호OSL (

값을 곡선에 내삽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을 적용하여Ln/Tn) . SAR-OSL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추출한 석영 파우더 시료의 회구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2) 법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SAR-OSL

법을 적용할 경우 시료는SAR-OSL 반복적인 실험실 방사선 조사 열전처리 광표백 등을 경험, ,

하게 되어 실제 시료의 사고선량과 다른 선량값이 산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고. 선량을

산출하기 앞서 임의의 실험실 방사선량을 절대영년 된 시료에 조사한 후 시료로부터 동일한

방사선량이 산출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재현성 평가 라고 한다, (recovery test) .

이 연구에서는 신호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검출된 적벽돌과 시멘트벽돌의 석영TL/OSL

파우더 시료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여 재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SAR-OSL . 1-101 (a)

와 는 을 이용한 적벽돌 파우더 시료와 시멘트 벽돌의 석영 파우더 시료의 방사(b) SAR-OSL

선량 반응곡선이다 우선 시료에 베타선을 조사하여 측정한 후 선량반응곡선 산출. 5 Gy OSL ,

을 위해 다시 의 실험실 방사선량을 조사하였다 법2.5 Gy, 5 Gy, 7.5 Gy, 10 Gy . SAR-OSL

으로부터 산출된 두 시료의 흡수선량은 모두 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두 시료 모두5 Gy .

법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SAR-O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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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0. 법에 대한 모식도SAR-OSL .

(Diagram of SAR-OS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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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돌(a) 시멘트벽돌(b)

재현성 평가(c)

그림 1-101. 법을 이용한 적벽돌과 시멘트 벽돌 석영의 재현성 평가SAR-OSL .

(Regereration test of quartz grains from heated red brick and cement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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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 방사선량을 달리하여 시료의 재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법1 Gy 8 Gy . SAR-OSL

을 적용할 경우 두 시료 모두 약 까지 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8 Gy (

참조 이는 건출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산출을 위해 법을 적용1-101 (c) ). SAR-OSL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며 이를 통해 방사선 누출사고로 인해 건축물 구성 물질에 축적된 사,

고선량을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 법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SAAD-POSL

사고선량 산출을 위해 건축물 구성 물질에 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그 유용성과 신SAR-OSL

뢰성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고시 신속분석법으로 활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

우선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화학전처리를 통해 석영을 추출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릴 뿐

만 아니라 전처리 과정 및 법에서 장석에 의한 오염을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SAR-OSL .

장석에 의한 신호의 오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석영과 장석 간의 차OSL lifetime

를 이용하여 화학전처리 없이 석영에서 방출되는 신호만 분리하는 를OSL pulsed OSL(POSL)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법을 개발하였다.

(1) 건축물 구성 물질의 냉광 수명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디스크 시료에 대하여 신호를 측정하POSL

였으며 그 예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신호는 종의 디스크 시료 모두에서 관찰, 1-102 . POSL 4

되었으며 특히 적벽돌 기와와 같이 불로 구워진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추출된 디스크 시료에, ,

서 높은 세기를 갖음을 알 수 있었다 신호의 경우 초기 동안의 펄스 여기를 통. POSL 10 ㎲

해 측정하였으며 모든 신호는 초기 두 채널 동안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수, POSL .

명 이 짧은 장석에 의한 신호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여 석영에서만 방출되는(life-time) ,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POSL . 따라서 각 건축물 구성 물질 시료의 수명 은 초기(lifetime) 2

신호가 제거된 신호를 아래 식의 의 선형POSL stretched exponential decay function㎲

조합으로 곡선 접합하여 산출되었다[1.29].

 
 



exp





 





이 식에서 는 시간 일 때 신호의 초기 세기이고t = 0 POSL 는 시료의 그리lifetime

고 는 광전자증배관의 전기적 잡음을 의미한다 의 분포에 관련된 인자Bg .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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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정[1.26]하여 곡선접합한 결과 모든 시료는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었다 적벽, 2 .

돌 기와 타일 변기로부터 측정된 신호의 주성분의 수명은 각각, , , POSL 30.8 ± 2.4 s,μ

그리고 로 산출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27.5 ± 3.4 s, 22.4 ± 6.7 s 30.1 ± 7.3 s .μ μ μ

려진 석영의 냉광 수명과 매우 유사한 값이었다[1.30,1.31]. 표 는 각 시료로부터 산출된1-22

신호의 냉광수명과 이에 따른 성분비율이다 성분비율을 통하여 신호 중 석영으로POSL . POSL

부터 발생되는 신호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신호로부터 산출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냉광 수명1-22. POSL .

(Lifetimes of building materials from POSL measurements)

시료 적벽돌 기와 타일 변기

냉광 수명 ( sμ ) 30.8 6.4 27.5 2.5 22.4 7.4 30.1 8.7

성분비 (%) 78 22 86 14 82 18 6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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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2. 각 건축물 디스크 시료로부터 측정된 신호와 냉광 수명POSL .

(Lifetime calculated from POSL signal of buiding materials)

(2) 법SAAD-POSL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추출한 디스크 시료의 신호는 냉광 수명의 차이를 통해 대부분POSL

의 석영 신호와 일부의 장석 및 불순물에 의한 신호임을 확인하였다 만일 두 신호의 냉광 수.

명을 구별할 수 있는 신호를 회구선량 평가에 이용한다면 간편한 디스크 법으로도 사고P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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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측정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광자극으로 인해 시료의 부분 표백POSL (10 s) (partialμ

이 발생하므로 흡수선량 산출을 위해서는 법보다 법이 적합하다bleaching) SAR SAAD . SAAD

법은 광자극으로 시료의 신호를 전부 제거하는 법과는 달리 시료에 방사선량을 누적OSL SAR

시키가며 짧은 광자극을 통해 신호를 측정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림OSL .

는 법에 대한 모식도이다1-103 SAAD-POSL .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는 불안정한 덫으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OSL Tl ℃

에서 초간 열전처리된 후 청색 광원을 이용하여 신호10 POSL (LX)

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온도는 얕은 덫에 대한 재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으로 설정한. , 125 ℃

다 추가로 실험실 방사선을 조사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을 번 반복 측정한다. POSL N . POSL

는 매우 짧은 광자극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냉광 세기가 감소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측.

정 횟수 회 동안 추가 방사선 조사 없이 반복측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신호를N-1 . POSL

광표백한 후 백그라운드 신호를 회 측정한다 측정된 백그라운드는 모든 신호에서 차3 . POSL

감하며 측정횟수에 따른 신호의 감소곡선을 계산하여 추가 방사선량에 따른 선량반응, POSL

곡선을 산출하며 이 선량반응곡선을 외삽하면 회구선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

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추출한 디스크 시료의 회구선량 평가를 실SAR-POSL

시하였다.

그림 는 법을 적용한 적벽돌 디스크 시료의 회구선량 평가 결과이다 적1-104 SAAD-POSL .

벽돌 디스크 시료에는 의 선이 조사되었다 신호의 세기 그림 의 는1 Gy X- . POSL ( 1-104 “ ”)○

백그라운드가 제거된 신호의 총 합이며 이후 민감도 변화가 보정된 신호 그림POSL , POSL (

의 의 세기를 바탕으로 선량반응곡선을 만들고 자연시료에 대한 신호를 외삽시켜1-104 “ ”)●

각 시료의 흡수선량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흡수선량은 시료에 조사된 방사선량과 동일한. 1Gy

가 산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법SAAD-POSL 으로부터 흡수선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가 적용된 프로그램을Marquardt-Levenberg minimization method SAAD-POSL analyst

자제 제작 및 사용하였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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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법에 대한 모식도1-103. SAAD-POSL .

(Diagram of SAAD-POS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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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법을 이용한 적벽돌 디스크 시료의 회구1-104. SAAD-POSL

선량 평가

(Dose recovery test using SAAD-POSL method with heated

red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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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5. 자체 제작한 분석용 프로그램SAAD-POSL .

(SAAD-POSL analyst program)

(3) 열전처리에 따른 플래토우

건축물 구성 물질의 코아 디스크 시료에 법을 적용할 경우 시료는 반복적인 방SAAD-POSL

사선 조사 열전처리 부분적인 광표백을 경험하게 된다 이 중 법으로 산출된 흡, , . SAAD-POSL

수선량의 열전처리 온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플라토우 평가 를 수(plateau test)

행하였다 이를 위해 절대 영년된 각 시료에 의 선을 균일하게 조사한 후 열전처리 온. 1 Gy X ,

도를 부터 까지 씩 증가시키면서 법을 적용하여 흡수선량을200 300 20 SAAD-POSL℃ ℃ ℃

산출하였다 그림 에 도시된 재현선량. 1-106 (regenerative dose 은 각각 개씩의 코아 디스) 3

크 시료로부터 얻어진 흡수선량의 평균값이며 열전처리 온도와 무관하게 안정된 흡수선량이,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4) 재현성 평가

다양한 범위의 방사선량에 대한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절대영년된 각 시료를 이용하여 재

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부터 사이의 선을 각 코아 디스크 시료에. 0.01 Gy 7 Gy X

임의로 조사한 후 열전처리 온도 에서 법을 적용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하, 240 SAAD-POSL℃

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각 방사선량에 대하여 산출된 재현선량은 각각. 1-107

개의 시료 디스크로부터 얻어진 흡수선량 값을 평균하여 결정되었으며 치사선량3 , (lethal

인 이하의 범위에서 서로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고선량 산출을dose) 7 Gy .

위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며 이를 이용하면 방사선 누출사고로 인해SAAD-POSL ,

건축물 구성 물질에 축적된 사고선량을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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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6. 열전처리 온도에 대한 법의 플래토우 평가SAAD-POSL .

(Plateau test of SAAD-POS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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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7 법을 이용한 각 건축물 디스크 시료의 재현성 평가SAAD-POSL .

(Regeneration test of core-disc sample from building materials using

SAAD-POSL method)

(5) 디스크 시료를 이용한 법의SAAD-POSL 검출한계선량

사고선량 평가에 폭넓게 사용되는 적벽돌에서 추출한 코아 디스크 시료에 법을SAAD-P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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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을 때 검출한계선량 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절대영년(minimum detectable dose) .

된 적벽돌 코아 디스크 시료에 최소 까지의 선을 조사한 후 열전처리 온도0.01 Gy X , 240 ℃

에서 법을 적용하였다 신호의 세기는 주어진 선의 방사선량이 낮을수록SAAD-POSL . POSL X

감소하므로 적정한 양의 신호의 세기를 얻기 위해 측정시 를 증POSL POSL sweep number

가시키며 흡수선량을 산출하였다 그림 는 주어진 방사선량에 대한 흡수선량과. 1-108 sweep

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상의 방사선량의 경우 산출된 흡수선량은number . 0.1 Gy

증가와 무관하게 유사한 값을 갖으나 이하에서는 흡수선량을 얻기sweep number , 0.1 Gy

위해서는 측정시 를 증가시켜야만 했다 특히 의 방사선량에서POSL sweep number . 0.01 Gy

는 가 번 일 때 흡수선량이 산출되었으며 오차의 폭이 급격히 증가sweep number 300,000 ,

되는 것으로부터 법의 검출한계선량을 약 로 판단하였다 이는 건축물SAAD-POSL 0.01 Gy .

구성 물질의 사고선량 평가에 주로 사용되어오던 법의 검출한계선량보다 낮은 값에SAR-OSL

해당한다.

(6) 선량산출시간 비교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신속평가법 수립을 위해서는 시료 채취 후부터 흡수선

량이 산출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법은 장석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약 시간에 달하는 화학처리 시간이SAR-OSL 50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법의 경우 흡수선량이 산출되는데 약, , SAAD-POSL , 2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는 법은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석영 추출을 위한 화. SAAD-POSL

학적 전처리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은 법과 다른 방법들을 비교. 1-109 SAAD-POSL

한 결과이며 법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법보다 약 배 이상 빨리 사, SAAD-POSL SAR-OSL 20

고선량을 결정할 수 있어 사고선량 신속평가법으로써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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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8. 에 따른 적벽돌 디스크 시료의 최소검출 방사선Sweep number

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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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9. 방사선량 평가법에 따른 등가선량 산출기간.

(Calculation time of equivalent dose for ea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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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Fading

법의 특성을 기존의 법과 비교하기 위해 적벽돌로부터 추출SAAD-POSL fading SAR-OSL ,

한 코아 디스크 시료와 화학처리를 통해 얻어진 석영 입자 시료 를 광표백 장치(90~250 m)μ

를 이용하여 절대영년 시킨 후 선과 베타선을 각각 씩 조사한 후 주 동안, X 1 Gy 2 fading

평가를 수행하였다 법의 경우 흡수선량 값은 개의 디스크 시료에. SAAD-POSL , 3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흡수선량의 평균값이다 또한 법도 개의 시료SAAD-POSL . SAR-OSL 3

로부터 얻어진 흡수선량의 평균값이다.

적벽돌에 선과 베타선을 조사한 후 주 동안의 흡수선량 값의 변화를 그림 에 나X 2 1-110

타냈다 선과 베타선이 조사된 후 일 일 일 일이 경과한 후 측. X 0 (ED0), 1 , 3 , 5 , 14 (EDn)

정된 법과 법의 흡수선량 값은 서로 유사한 감소하였다 하지만 선의SAAD-POSL SAR-OSL . X

경우 흡수선량 값은 초기값 에 비하여 주 후 약 정도 감소되었다 베타선의 경, (ED0) 2 23 % .

우 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ading .

적벽돌 타일 기와 변기로부터 추출한 코아 디스크시료를 광표백기를 이용하여 절대영년을, , ,

시킨 후 선과 베타선을 각각 씩 조사한 다음 법을 적용하여 주 동안, X 1 Gy SAAD-POSL 2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벽돌 디스크 시료는 선 조사fading . 1-111 , X

에서는 약 정도의 이 존재했으나 베타선 조사에서는 이 거의 발생하지23 % fading , fading

않았다 하지만 타일 기와 변기는 방사선질에 관계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 흡수선량은 서로. , ,

유사하게 산출되었으며 초기값 과 비교했을 때 각각 씩 감소했음을, (ED0) 32 %, 21 %, 42 %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건축물 구성 물질 간의 특성이 다른 것은 각 건축물 구성 물질. fading

의 물리적 특성 또는 구성 물질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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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0 법과 법을 이용한 적벽돌 시료의SAAD-POSL SAR-OSL

평가Fading .

(Comparison of fading characteristics of core-disc samples by the

SAAD-POSL method and those of quartz grains by the SAR-OSL

method after X-ray (a) and beta (b)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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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법을 이용한 각 건축물 디스크 시료의 평1-111. SAAD-POSL Fading

가.

(SAAD-POSL fading test for core-disc samples of heated red brick

(a), tile (b), roof-tile (c) and toilet porcelain (d) after X-ray and beta

ra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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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법을 이용한 각 건축물 디스크 시료의 평1-111 SAAD-POSL Fading

가.

(SAAD-POSL fading test for core-disc samples of heated red

brick (a), tile (b), roof-tile (c) and toilet porcelain (d) after X-ray

and beta ray irradiation)



- 196 -

(8) 측정Depth profile

건축물과 같이 두껍고 밀도가 높은 물질에 방사선이 투과되면면 깊이에 따라 흡수되는 방,

사선량이 달라진다 흡수선량 평가를 위해서는 빛에 노출된 표면으로부터 약 이상의. 2 m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사고선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깊이에 따른 흡수선량의 변,

화를 나타내는 결과가 필요로 한다 이 실험에서는 법을 이용하Depth profile . SAAD-POSL

여 적벽돌에 대한 측정하였다 적벽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Depth profile . Cs-137

선원으로부터 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디스크 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추출하였다 전처리1 Gy .

는 각 깊이 에서 개 이상의 디스크 시료를 제작하였다0, 1, 2, 5, 10, 20, 50, 100 mm 3 .

적벽돌 디스크 시료에 법을 적용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하였으며 개의 디스크SAAD-POSL , 3

시료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적벽돌에 대한 측정결과를 그림 에 나타냈다 적벽돌에 서 산출된 흡Depth profile 1-53 .

수선량은 시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수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상에서는 방, 20 mm

사선량의 이하로 감소하였다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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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2. 을 이용한 적벽돌 디스크 시료의SAAD-POSL Depth profile.

(Depth profile of core-disc samples by the SAAD-POSL method

after gamma irradiation)

마. 사고선량 회구분석법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에 축적된 흡수선량은 방사선 사고로 인한 사고선량과 배경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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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이다 특히 제작시점이 수십 년이 경과된 건축물 구성 물질의 경우(background dose) .

배경선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선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배경선량을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만 한다 사고선량은 다음 식에서 산출되어진다. .

 =  - 

 =    +  + cos )

여기서 는 방사선 사고로 인한 사고선량, 은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법 또는SAR-OSL

법을 통해 측정된 흡수선량SAAD-POSL , 는 배경선량을 의미한다 배경선량에서 는 벽. T

돌의 제작연대이고  ,
 와 cos 은 각각 베타선량율 감마선량율과 우주선량율이다 이, .

중 베타선량율과 감마선량율은 건축물 구성 물질에 포함된 자연방사성핵종 40K, 238U, 232 의Th

농도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표 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건축물 구성 물질인 적벽돌 시멘. 1-23 ,

트 벽돌 기와 콘크리트 타일 변기를 핵종분석기를 이용한 감마선분광분석하여 얻어, , , , HPGe

진 자연방성핵종 농도값이다 무한 매질 을 가정할 경우 건축물 구성 물질의. (infinite matrix)

연간선량율은 였다 따라서 제작된지 년이 지난 시료의 경우 최대3 6 mGy/yr . 10 60 mGy∼

의 배경선량을 흡수선량에서 빼주어야만 정확한 사고선량 산출이 가능하다.

표 건축물 구성 물질의 자연방사성원소 비방사능1-23. .

(Specific activity of natural radionuclides of building materials)

시료
40K

(Bg/kg)

238U

(Bg/kg)

232Th

(Bg/kg)

연간선량율

(mGy/yr)

적벽돌
739.47±17.2

4
38.69±0.96 56.35±1.55 3.70±0.15

시멘트벽돌
739.11±17.3

1
20.36±0.76 43.11±1.39 3.18±0.13

기와
689.80±15.8

3
40.52±0.94 58.12±1.49 3.62±0.15

콘크리트
620.60±15.9

8
17.30±0.72 34.79±1.30 2.68±0.11

타일
798.41±19.7

4
36.30±1.05 52.36±1.70 3.75±0.16

변기
722.31±16.9

1
94.65±1.57 104.41±2.14 5.36±0.22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분석 절차를 그림 에 제안하였다 사고선량1-113 .

분석을 위해 채취된 시료는 법과 법을 이용하여 동시에 분석이 진행된SAAD-POSL SAR-OSL

다 하지만 법은 화학전처리를 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 SAAD-POSL core-disc

행하므로 신속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 시간 안에 시료의 흡수선량을 산출이 가능하다 시. .

료의 연간선량율은 감마선핵종분석을 통해 산출되므로 평균 연간선량율을 대입하여 시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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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량을 추정하여 방사선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은 화학전처리를 통해 석. SAR-OSL

영을 추출한 후 흡수선량을 산출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인 일주일 정도가 소비된다 그러.

므로 법으로 산출된 흡수선량 법으로 산출된 흡수선량 건축물 구성 물SAAD-POSL , SAR-OSL ,

질의 배경선량을 종합한 사고선량 정밀분석을 통해 시료의 사고선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는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방사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폭된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의 정확한 피폭평가와 이에 따른 적절한 의료 처치,

방사선 사고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통한 사회적 혼란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방사선사고 지역의 건축물 구성 물질을 재사용하거나 이를 수입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림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회구선량평가 절차1-113. .

(Establishment of accidental retrospective dosimety using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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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 실시간 선량평가용 물질 및 제조장비 기반기술 확보Radioluminescence (RL)

가. 원격 실시간 선량 평가용 물질 제조 및 제조 장비 구축 기반기술 확보RL

고방사선 구역 원격 실시간 선량 평가용 물질을 고온 결정성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하RL

고 특성평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장치를 활용하여 특성을RL

평가하였다 기존 과제에서는 정밀 저울을 도가니 하단에 설치하여 도가니와 내부 단열재의.

무게까지 함께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차 단열재와 차 단열재 사이에. 1 2

간격을 유지 할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단열 성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또한 하단에.

설치된 저울은 결정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한 문

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안정적인 단결정물질 제조를 위해 초크랄스키 결정성장장치.

의 자동직경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정밀저울을 상단으로 옮겨 업그레이드하고 제어 프로그

램을 이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였다 결정제조시 씨앗결정과 용융액 접촉까지는 수동모드.

로 제어하고 이후부터는 자동모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 결정 성장용 장치 구조 변경

기존 결정 성장장치의 하단 저울 방식은 도가니와 내부단열재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

된 방식이나 내부 단열재와 외부단열재 사이의 공간을 요구하여 단열 효율 향상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하단 저울 방식이 결정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

응에 약한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팀은 단열 효율 상승과 결정 직경 자동.

제어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저울 위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상단 저울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결정성장 과정 중 결정은 회전되며 결정이 성장된다 본. .

연구진의 결정성장 장치의 경우 최대 분 회까지 회전하며 결정을 성장 시킨다 회전이 되1 20 .

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게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물색하던 중 사에서TEAK

모델을 선정하였다 해당 정밀저울은 최대 의 무게까지 측정가능하고TT-XN(G)50N . 5.1 kg

회전중인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모델로서 단결정 성장장치에 적용하기에 최적화된

저울이다 그림 과 같이 저울을 상단부에 장착되도록 구조를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내. 1-114 .

부 단열 구조 또한 차 단열재와 차 단열재 사이에 지르코니아 재질의 물질을 추가로 장착1 2

하여 단열 성능을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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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변경된 저울 위치1-114.

(Position change of loadcell)

(2) 결정 성장

자동 직경 제어장치는 실시간으로 측정된 무게의 값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결정의 현재 직

경을 계산하고 계산된 직경과 프로그램상 설정된 직경값을 비교하여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고품질 결정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자동 직경 제어 장치의 실.

행화면은 그림 에 나타나있으며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결정의 무게와 이를 이용하여 계1-115

산된 직경의 계산값 그리고 직경제어에 필수적인 출력값 등이 모니터에 표시된다 성장된 결.

정은 실제 자동 직경 제어장치에서 설정한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성장되어 자동 직경

제어장치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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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결정직경자동제어장치 프로그램1-115. (ADC)

(Automatic diameter control program)

(3) 측정된 스펙트럼RL

단결정 성장장치와 열처리로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시료를 진주국립경상대학교에서 제작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해당 스펙트럼 측정 장치는RL RL . Moxtek 10

의 출력을 가지는 선 발생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스펙트럼 측정부에는W(50 kV, 0.2mA) X-

사의 가 장착되어 있다 가 로Pinceton Instrument PIXIS 256E . CCD 1024 256 pixel☓

구성되어 있고 픽셀의 크기는 로 총 센서의 크기는26 m 26 m CCD 26 mm 6.7μ μ☓ ☓

이다 해당 장치에 장착된 시료에 선 발생장치를 통해 선을 조사되는 동안 을 방mm . X- X- RL

출하는데 방출되는 신호는 를 통해 분광기 로 이동되고 분RL Optical fiber (Acton SP-150)

광기 내의 을 통해 분광된 신호가 를 통해 측정되게 된다 스펙트럼 장비는Grating RL CCD .

과 로 제작된 전용 프로그램으로 제어된다 스펙트럼 측정에는C# Measurement studio . RL

와LiF LiAlO2를 모물질로 하여 불순물 포함 여부와 열처리 조건을 다양하게 한 종의 시료17

와 PbWO4, Al2O3 각 종씩 총 종의 시료에 대한 스펙트럼을 측정했다 발생하는 광량1 19 RL .

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정밀 저울을 사용하여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스펙트.

럼 측정은 초간 대기시간 경과 후 초간 선을 조사하여 을 측정하였고 이후 초10 200 X- RL 10

간 대기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그림 은 의. 1-116 86 g LiAlOμ 2 의 발광스펙트럼으로:C RL

서 측정 된 시료 중 가장 큰 스펙트럼이 관찰 된 시료이다 그림 은RL . 1-117 51 g LiAlO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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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펙트럼이며 그림 은RL 1-118 60 g LiAlOμ 2 의 스펙트럼 그래프이다 그리고 그:Eu RL .

림 는1-119 63 g Alμ 2O3의 스펙트럼이다RL . LiAlO2를 기반으로 한 세가지 물질과 Al2O3

모두 정도의 차이는 가지고 있으나 와 의 파장대에서 을 방출하는 것을350 nm 700 nm RL

알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계열 물질에서는 일부 시료에 대해 파장영역에서 상. LiF 400 nm

대적으로 약한 신호가 관찰되었다RL .

리튬은 6 와Li 7 의 안정된 원소를 가지고 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리튬에서Li . 6 의 비는Li

대략 전체의 정도 수준인데7~8% 6 는 중성자를 흡수하여 알파입자와 삼중수소 입자를 반Li

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반응을 이용하여 중성자를 흡수하고 방출되는 알파입자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중성자 측정에 사용 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다 실험에서는 인위적으로 농축.

가능할 수 있는 6 활용한 중성자 측정까지 감안하여 을 모물질로 한 신물질을 개발하였Li Li

다.

그림 1-116. LiAlO2 의 스펙트럼 데이터:Cu RL

(RL spectrum graph of LiAlO2: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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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7. LiAlO2 스펙트럼 데이터RL

(RL spectrum graph of LiAlO2)

그림 1-118. LiAlO2 스펙트럼 데이터:Eu RL

(RL spectrum graph of LiAlO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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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9. Al2O3 의 스펙트럼 데이터RL

(RL spectrum graph of Al2O3)

(4) 물질별 선량의존성RL

개발된 물질에 대해 경상대학교에서 제작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선량반응도를 측정RL RL

하였다 선량 조건은 선 발생장치 의 관전압을 로 고정하고 전류값을. X- (Moxtek) 50 kVp 50,

로 바꾸어가며 각 전류에 대해 초간 조사하였다 분광이 필요80, 110, 140, 170, 200 A 10 .μ

없기 때문에 측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신 를 통해 광신호를 계측하였다 샘플 물CCD PMT .

질은 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검증된 LiAlO2 와 열처리된, 900 LiAlO℃ 2:Cu, LiAlO2 와:Eu

열처리된900 LiAlO℃ 2 물질이 사용되었다 또한 선량 비교를 위해 물질과:Eu . LiF:Mg,Cu,Si

Al2O3가 사용되었다 물질별로 해당 전류 영역 에서 방출하는 광량이 크게 달랐. (50~200 uA)

기 때문에 시스템의 내에 측정되기 위해 시료의 양을 달리하여 측정하였다dynamic range .

사용된 시료의 양과 퍼짐 정도를 사진을 통해 기록하였다 그림 은. 1-120 LiAlO2 결정 시료이

다 다른 시료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광량이 많고 선량에 대해 선형성.

이 잘 유지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은. 1-121 LiAlO2 열처리 시료의 선량반응도_Cu(900 )℃

이다 가장 높은 광량이 측정 되었으므로 앞서 측정된 스펙트럼의 결과와 일치한다 실험. RL .

에서는 높은 광량으로 인해 매우 소량의 시료만 사용되었다 그림 와 은. 1-122 1-123

LiAlO2 열처리_Eu(900 ), LiAlO℃ 2 시료의 선량반응도이다 시료의 양을 통해 유사한 광량_Eu .

이 방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로부터 모든 물질이 선량에 대한 선형성을 잘 유지하고. RL

있고 LiAlO2 열처리 샘플의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_Cu(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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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0. LiAlO2 시료의 선량반응도

그림 1-121. LiAlO2 열처리 시료의 선량반응도_Cu(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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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2. LiAlO2 열처리 시료의 선량반응도_Eu(900 )℃

그림 1-123. LiAlO2 시료의 선량반응도_Eu

그림 와 는 측정시스템의 성능 및 비교를 위해 사용된 상용 시1-124 1-125 LiF:Mg,Cu,Si

료와 연구원에서 제작된 Al2O3 시료의 선량반응도 결과이다. Al2O3결정은 높은 광량으로 인해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두 시료 모두 선형성이 유지 되지만. Al2O3결정은 선량이 조사되는 초10

간 값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온 에 의해 광량이 증가되는 것이라 추측된다RL . 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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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질을 이용하여 사용된 시스템의 선량률을 교정한 결과, LiF:Mg,Cu,Si x-ray 50 kVp,

조건에서 등가 에어커마 로 평가되었다100 A 6.2 mGy/s(Cs-137 ) .μ

그림 시료의 선량반응도1-124. LiF

그림 1-125. Al2O3 시료의 선량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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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및 동시 측정장치 개발RL OSL

가. 동시 측정장비 설계RL/OSL

동시 측정장비는 기존 측정장비와 달리 방사선이 조사되는 상황에서 측정RL/OSL TL/OSL

이 되어야 한다 선 등의 방사선 조사를 고려하여 방사선 조사 경로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 X-

하였다 그림 은 동시 측정장비의 개념도이다 동시 측정장비는 광측. 1-126 RL/OSL . RL/OSL

정부 광자극부 챔버부로 구성된다 챔버부의 중앙으로 방사선이 관통하여 통과한다 또한 챔, , . .

버부에는 광자극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험 중 발생된 신호는 좌측에 위치한 광측정, RL/OSL

부에 입사되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광측정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영, Al2O3 등의 시료에 적합하도록 파장대역에 높:C UV

은 민감도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시료로부터 발생된 신호는. RL/OSL UV bandpass

를 거쳐 영역에서 계측이 가능한 에filter(Hoya U340) 300 650 nm PMT (ADIT B51B03)∼

입사된다 이때 은 선량평가에 적합한 신호의 파장만을 통과시킬 뿐만. , U-340 filter RL/OSL

아니라 광자극 영역인 청색광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광자극부는 신호 측정을 위해 시료를 청색 빛으로 자극하기 위한 의 파장을OSL 465 nm

갖는 의 자극광원 자극광원의 세기를 모니터링 하3W Power LED (Photron PP465-8L63) ,

기 위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hotodiode (OSRAM SFH 213) .

챔버부에서 방사선이 통과하는 챔버의 정면과 후면 입사창은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시료Al ,

는 투명 아크릴 양면판에 부착 후 챔버 상부에 위치한 시료 홀더 구멍에 직접 삽입10 mm

하여 장착된다 이와 별도로 동시 측정장비의 소형화를 위해 대신. RL/OSL PMT SiPM

가 장착 가능한 플랜지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그림 은(SensL MicroFC-SMA-60035) . 1-127 (a)

타입의 동시 측정장비의 설계도와 타입의 동시 측정장비이다PMT RL/OSL (b) SiPM RL/O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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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시 측정장비의 구성1-126. RL/OSL .

(Structure of RL/OSL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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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챔버 단면도(a) PMT RL

기반의 챔버 단면도(b) SiPM RL

그림 챔버의 설계도1-127. RL .

(Structural drawing of RL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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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시 측정장비 제작RL/OSL

동시 측정장비의 제어 및 신호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제어부를 제작하였다 이 제어RL/OSL .

부에는 전원부 고전압 공급부 신호처리부 광원부 측정, PMT , PMT , blue LED , photodiode

부와 각각 관련된 회로가 위치한다 또한 이들 각 부분을 통합하여 동시 측정장비를. RL/OSL

동작시킬 뿐만 아니라 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측정값으로 최종 표출하는 메인회PMT RL/OSL

로부도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각 회로를 하나의 메. 1-128

인보드에 모두 집적시켰다.

전원부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의 전원을 동시 측정장비 제어에 필요한 전력으220V RL/OSL

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한다 변환된 전원은 제어모듈 파워 전원 등으로 공급. HV , LED , MCU

된다 고전압 공급부는 측정시 필요한 에 고전압을 인가한다 를 통. PMT RL/OSL PMT . MCU

하여 설정된 고전압은 단에 공급되며 이때 고전압은 최대 까지 출력할 수 있PMT HV , , 2 kV

다 신호처리부는 신호가 로 입사되면 전기적 신호를 출력한다 이때 출력. PMT RL/OSL PMT .

된 전기적 신호의 계수가 용이하게 증폭 및 성형해 준다 변형된 신호는 를 통하여 광량. MCU

으로 계수한다 광원부는 측정시 필요한 자극광원으로 출력파워를 조절. blue LED OSL LED

할 수 있다 이때 출력은 광원부 하단에 위치한 측정부로 입력되는 신호를 통하. photodiode

여 확인할 수 있다 메인회로부는 제어부 전반을 관리하며 신호을 측정한다 측정된. RL/OSL .

결과를 소프트웨어에 전달하여 기록한다 완성된 제어부는 그림 와 같이 제작 완료PC . 1-129

되었으며 측정용 소프트웨어는 고전압 설정 출력 제어, RL/OSL PMT , blue LED , RL/OSL

측정 등이 가능하도록 그림 과 같이 제작되었다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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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a)

고전압 공급부(b) P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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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처리부(c) PMT

광원부(d) blue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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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e) photodiode

메인회로부(f)

그림 동시 측정장비 제어 및 신호처리 세부 회로도1-128. RL/OSL .

(RL/OSL reader control and signal process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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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시 측정장비 제어박스 내부1-129. RL/OSL .

(RL/OSL reader control box)

그림 측정용 프로그램1-130. RL/OSL .

(Program for RL/OSL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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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완성된 동시 측정장비는 그림 과 같이 구성되었다 선 조사장RL/OSL 1-131 . X-

치와 챔버 중앙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방사선 조사시 측정이 용이하도록 하였RL/OSL RL

다.

그림 동시 측정시스템1-131. RL/OSL .

(RL/OSL reader system)

다. 특성 평가

(1) 선에 대한 챔버 의존성 평가X-

선은 챔버를 구성하는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시료와 별개로 혹은 신호를 발X- RL RL OSL

생할 수 있다 챔버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는 시료대와 방사선 입사커버가 비금속 재질로 구성.

되어 혹은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챔버를 구성하는 물질에 따른RL OSL . RL

백그라운드 신호를 확인하였다.

챔버부의 방사선 입사창 커버는 초기 검정아세탈로 제작하였으나 백그라운드 신호가 높게,

발생하여 재질 금속 과 비교하였다 그림 는 아세탈 커버와 커버에 대한 백그라운Al ( ) . 1-132 Al

드 신호이다 아세탈 재질로 구성된 커버는 재질 보다 배 이상 높은 백그라운드 레벨을. Al 2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세탈 재질로부터 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실험에서는. RL ,

재질의 커버를 적용하였다Al .

챔버부의 초기 시료대는 직경 의 석영관으로 제작하였고 석영관에 시료를 넣어 측10 mm ,

정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석영관의 구성물질은 을 발생할 수 있는 석영으로 구성. RL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대체 물질로 아크릴 시험관을 제작하였다 아크릴 시험관은 신호를. RL

방출하지 않으나 이하의 파장영역에 대한 투과율이 극히 낮아 신호 측정에 어려, 420 nm RL

움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폭이 인 아크릴 판을 제작한 후 방향으로 시료를 부. 10mm P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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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신호가 정상적으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이후의, RL/OSL .

실험에서는 시료 장착을 위해 아크릴 판을 적용하였다 그림 은 시료대에 따른. 1-133 RL/OSL

백그라운드 레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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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 신호(a) RL

백그라운드 신호(b) OSL

그림 방사선 입사창 커버에 따른 백그라운드1-132. RL/OSL .

(RL/OSL background level along the radiation incident window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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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료대에 따른 백그라운드1-133. RL/OSL .

(RL/OSL background level along sample holder)



- 220 -

(2) 선에 대한 의존성 평가X- PMT

챔버에 대한 백그라운드 측정 결과 신호가 높게 발생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RL/OSL , RL .

이는 선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선에 대한X- PMT , X-

의존성을 조사하였다PMT .

초기 설계된 챔버 부착형 방식과 를 이용한 분리형PMT Liquid Light Guide(LLG) PMT

방식의 백그라운드 수준을 비교하였다 는 시료와 를 연결하는 광 경로로 사용되었으. LLG PMT

며 이때 는 파장대역 에 넓은 투과영역을 가진 직경 길이 의, LLG 340~800 nm 7.6cm, 1m

을 사용하였다 분리형은 에 의하여 가 선 발생장치Newport Model 77631 . PMT LLG PMT X-

의 영향을 벗어난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그림 는 부착형과 분리형 간의 백그라운. 1-134 PMT

드 수준 차이를 나타낸다 검정색 그래프는 부착형에 대한 결과 적색 그래프는. PMT , PMT

분리형에 대한 결과이다 부착형은 최대 의 높은 백그라운드 수준을 나타낸. PMT 40,000 cps

반면 분리형은 최대 로 부착형의 미만의 백그라운드 값을 보였다 단, PMT 300 cps 1/100 . ,

선 전류가 증가됨에 따라 백그라운드 레벨이 약간 증가됨이 확인되었다X- .

띠라서 부착형에서의 높은 백그라운드 값은 선이 의 와 직접PMT X- PMT photocathode

반응하여 전기적 신호가 생성되어 발생되는 문제로 추정되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를. PMT

직접 차폐하거나 선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X- .

를 이용하여 를 선 조사장치의 영향에서 최대한 벗어나게 배치시켜 실험을 진행하LLG PMT X-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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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른 신호(a) LLG RL

유무에 따른 세기(b) LLG RL

그림 유무에 따른 챔버의 백그라운드 신호1-134. LLG RL .

(Background signal of RL chamber with and without L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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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 측정RL OSL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개선된 분리형 동시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의PMT RL/OSL RL

및 신호를 측정하였다 시료는OSL . Al2O3 분말을 사용하였다 시료대에 실리콘 스프레이를:C .

이용하여 아크릴 판에 가량을 부착한 후 챔버 안에 위치시켰다1 mg .

신호는 선 조사장치의 관전압을 로 고정한 후 관전류RL X- 50 kV 0.1 mA, 0.5 mA, 1.0

에서 초간 조사하며 측정되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 즉시 신호를 측정하였다mA 60 , OSL .

그림 는 관전류에 따른1-135 Al2O3 분말의 및 신호이다 신호의 세기는 관전:C RL OSL . RL

류가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증가되었으며 신호 세기 역시 관전류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 OSL

가하였다 이때 각 신호는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동시 측정장비. OSL . RL/OSL

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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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5. Al2O3 시료에 대한 신호 및 신호:C RL OSL .

(RL signal and OSL signal for Al2O3:C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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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 이용한 측정SiPM RL

은 실리콘 기반의 광센서로서 기존의 측정장치SiPM (silicon photo multiplier) TL/OSL

에 많이 사용되는 에 비하여 작은 부피 높은 광증배율 저렴한 가격과 자기장의 영향을PMT , ,

받지 않는다는 등의 장점이 존재하여 최근 기반의 측정장치를 대체하고 있다 이 연구에PMT .

서는 외에 사의 을 광센서로 선정하여PMT SensL SiPM (SensL MicroFC-SMA-30035)

동시 측정장비에 적용하였다RL/OSL .

동시 측정장비 제어부의 고전압 부는 기반으로 제작되어 동작전압이RL/OSL (~1 kV) PMT

약 로 낮은 을 운용하는 데 안정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측정 시스템을30 V SiPM . SiPM

그림 과 같이 구성하였다 에 대한 전원공급은 최대 까지 인가가 가능한1-136 . SiPM 100V

를 사용하였으며 신호의 증폭 및 성형을 위하여 사의 앰프Ultra XS , SiPM Mini-circuit

를 사용하였다 신호는 측정장비의 에 입력되며 최종적으로(ZFL-1000LN+) . RL RL/OSL MCU

광량으로 계수되었다 그림 은 실험에 사용된 센서 와 출력신호 예시 이다. 1-137 SiPM (a) (b) .

이 적용된 동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SiPM RL/OSL Al2O3 시료의 신호를 측정하였다:C RL

그림 참조 측정결과 선 관전류가 증가할수록 신호가 선형적으로 증가됨을 확( 1-138 ). , X- RL

인할 수 있었으나 를 이용한 측정보다 비교적 낮은 계수율을 보였다 이는 본 시스템에, PMT .

사용된 모델이 전파장 범위용으로 에 대한 낮은 효율과 작은 면적SiPM UV Active Window(

비 를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40) .

그림 을 이용한 측정시스템의 모식도1-136. SiPM RL .

(Diagram of RL measurement system using SiPM)



- 225 -

센서(a) SiPM

출력 예시(b) SiPM

그림 시스템을 이용한1-137. SiPM Al2O3 의 출력신호:C RL .

(RL output signal for Al2O3:C using SiP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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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스템을 이용한1-138. SiPM Al2O3 의 신호와 선량반응곡선:C RL .

(RL signal and dose response curve for Al2O3:C using SiP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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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질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RL

(1) 물질RL

Al2O3 는 산화알루미늄에 탄소를 도핑한 결정체로서 빛에 민감한 특성과 방사선에 대한:C ,

높은 반응도에 의하여 로 널리 사용OSLD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er)

되고 있다 그림 참조 현재까지 이 물질을 이용하여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1-139 ). RL

어져 왔다.

그림 1-139. Al2O3 결정:C .

(Al2O3:C crystal)

(2) 물질의 신호 특성RL RL/OSL

Al2O3 에 대한 특성 평가에 앞서 그리고 을 측:C RL/OSL CW-OSL, LM-OSL, TR-OSL TL

정하였다 이를 위해 베타선 을 조사한 후 측정 및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1 Gy OSL TL .

에1-69 Al2O3 로부터 측정된 그리고 신호 특성을 나타냈:C CW-OSL, LM-OSL, TR-OSL TL

다. Al2O3 의 신호는 여초 내에 신호의 가 방출될 정도로 빠르게 감쇄하며:C OSL 10 OSL 90%

그림 이하의 낮은 출력의 광 자극에도 쉽게 여기된다 그림 광자( 1-140(a)), 20% ( 1-140(b)).

극 이후 냉광이 방출되는 시간이 수십 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림 이상ms ( 1-140(c)), 200℃

의 고온에서 축적된 냉광을 방출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긴 시간 신호를 보관할 수 있다 그림(

1-140(d)).

Al2O3 결정의 선량반응 곡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의 관전류를 부터:C RL/OSL X- 0.1 mA

까지 증가시키며 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림 과 같이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신1.0 mA . 1-70 RL

호와 신호는 모두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OSL .



- 228 -

Time (sec)

0 10 20 30 40

C
W

-O
S

L
si

g
n

a
l(

a
.u

.)

0

50

100

150

200

250

300
x103

Time (sec)

0 100 200 300 400 500

L
M

-O
S

L
s

ig
n

a
l(

a
.u

.)

0

100

200

300

400

500

600

L
ig

h
t

o
u

tp
u

t
(%

)

0

20

40

60

80

100
x103

신호(a) CW-OSL 신호(b) LM-OSL

Time (sec)

0 50 100 150 200 250

T
R

-O
S

L
s
ig

n
a
l
(a

.u
.)

0

50

100

150

200

250

300
x10

3

Temperature ( )℃

0 100 200 300 400

T
L

s
ig

n
a

l(
a

.u
.)

0

20

40

60

80

100

120
x103

신호TR-OSL© 신호(d) TL

그림 1-140. Al2O3 에 대한 신호와 신호:C OSL TL .

(OSL signal and TL signal for Al2O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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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 Al2O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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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1. Al2O3 물질의:C 신호와 선량반응곡선RL/OSL .

(RL signal and OSL signal, dose response curve of Al2O3:C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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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RL

물질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를 위해 단일시료재현법RL (single aliqout regenerative

를 적용하였다 단일시료재현법은 반복적인 실험실 방사선 조사 열전처리dose method) . , ,

측정으로부터 선량반응곡선을 구한 후 이에 자연 값 을 내삽하여 흡RL/OSL RL/OSL (Ln/Tn)

수선량 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림 참고 이 연구에서는(equivalent dose) ( 1-142 ). Al2O3 시:C

료를 대상으로 의 선량율로 초간 재현선량을 우선 조사 한 후0.060Gy/s 100 (6 Gy) RL/OSL

신호 를 측정하였다 이후 선량반응곡선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선량율로(Ln) . 1.2 Gy, 2.4 Gy,

의 방사선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며 신호 를 각각3.6 Gy, 6.0 Gy, 8.4 Gy, 12 Gy RL/OSL (Lx)

측정하였다 민감도 변화에 대한 보정은 의 시험선량 으로부터 측정되는 신호. 1.2 Gy RL/OSL

세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림 과 그림 와 같이 신호로. 1-143 1-144 RL/OSL

부터 만들어진 각 선량반응곡선에 재현선량 을 내삽하여 각각의 흡수선량을 산출하였(Ln/Tn)

다.

그림 법에 대한 모식도1-142. SAR-RL/OSL .

(Diagram of SAR-RL/OSL method)

이 연구에서 단일시료재현법을 적용하여 측정으로부터 산출된 흡수선량은 였으RL 5.9 Gy

며 측정으로부터 산출된 흡수선량은 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OSL 5.8 Gy .

동시 측정장비는 을 이용한 실시간 선량평가 및 누적선량 동시평가에 적합함RL/OSL RL/OSL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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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동시 측정을 통한 흡수선량 산출1-24. RL/OSL

(Determination of equivalent dose obtained from

the simultaneous RL/OSL measurement)

재현선량 (Gy) 흡수선량RL 흡수선량OSL

6.0 5.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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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3. Al2O3 시료에 대한 즉각선량 산출:C .

(Calculation of real-time dose for Al2O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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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4. Al2O3 시료에 대한 사고선량 산출:C .

(Calculation of accident dose for Al2O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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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본 연구에서는 에서 개발한 상처흡수모델을 선량평가에 적용하기 위해 모델에 대한NCRP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ICRP OIR ( 모델과 결합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하였다 결합된 모델을 이용하여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였고 이를 이용하여 상처흡수 모델에 대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최종적으로는 및 상처흡수모델을 적용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를 개발하였으며 내. OIR

부선량평가 방법론에 대한 최신 지침인 을 적용하여 최신 흐름을 반영하고IDEAS Guideline

자 하였다.

상처흡수모델 분석 및 적용1.

가 상처흡수모델 분석.

미국 는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섭취한 경우 이를NCRP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물 156[2.1]번에서 상처흡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상.

처부위에 오염되는 물질을 물리화학적 특징에 따라 용해성 물질 입자(soluble), (particulate),

콜로이드 파편 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용해성 물질은 상(colloidal form), (fragmentary form) .

처부위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약함 중간 강함 및 매우(weak, W), (moderate, M), (strong, S)

강함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용해성 물질의 화학형에 따른 등급은 간행물 표 에(avid, A) . A.2

제시되어 있다 몇몇 핵종의 경우 약산성 및 중성 상태에서 가. (Weakly acidic) (Neutral pH)

수분해 되어 콜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플루토늄을 포함한(Hydrolysis) . NCRP

화합물만이 콜로이드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입자 혹은 파편을 형성하지 않는 방사성.

핵종도 핵연료 파편 또는 입자와 같은 불용성 기질 내에 위치하는 경우 입(insoluble matrix)

자 혹은 파편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중 아이오다인과 같이 휘발성이 큰 물질들.

은 이러한 성질을 갖지 않는다.

상처흡수 모델은 개의 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개는 상처부위에서의 거동을 해석하7 5

기 위해 나머지 개는 상처부위로부터 체내로 흡수되는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격실이다 이, 2 .

보고서에서 사용된 개의 격실은 아래와 같다7 .

파편 (fragment)•

용해성 물질 (soluble)•

콜로이드 및 중간상태 (colloid and intermediate state, CIS)•

입자 응집체 및 결합상태, (particle, aggregates and bound state, P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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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입자 및 응집체 (trapped particles and aggregates, TPA)•

혈액 (Blood)•

림프절 (Lymph nodes)•

이 가지 격실을 이용해 구성된 상처흡수 격실모델은 그림 과 같다 방사성 핵종에7 2-1 .

의해 상처가 오염되는 경우 물질의 상태에 따라 초기 값이 설정되는 격실이 달라진다 용해성.

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는 격실이 초기 격실이 되며 콜로이드에 의해 오염되는 경Soluble

우는 격실이 초기격실이 된다 또한 입자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는 격실이 초기 격CIS . PABS

실이 되며 파편에 의해 오염된 경우는 격실이 초기 격실이 된다 상처에 오염되는Fragment .

물질의 상태에 따라 초기격실 뿐만 아니라 격실 간 전이율 또한 달라지며 같은 용해성 물질이

더라도 등급에 따라 전이율이 달라진다 표 은 상처흡수 모델의 격실 간 전이율 값을 보여. 2-1

준다.

그림 상처흡수 격실모델2-1. NCR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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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o

전이율 (d-1)

용해성 물질 오염 콜로이드

오염(CIS )

입자

오염(PABS )

파편

(Fragment

오염)
Weak Moderate Strong Avid

Soluble Blood 45 45 0.67 7.0 0.5 100 -

Soluble CIS 20 30 0.6 30 2.5 - -

CIS Soluble 2.8 0.4 2.4×10-2 0.03 2.5×10-2 - -

CIS PABS 0.25 6.5×10-2 1.0×10-2 10 5×10-2 - -

CIS
Lymph

nodes
2×10-5 2×10-5 2×10-5 2×10-5 2×10-3 - -

PABS Soluble 8×10-5 2×10-2 1.2×10-3 0.005 1.5×10-3 2×10-4 0.0

PABS
Lymph

nodes
2×10-5 2×10-5 2×10-5 2×10-5 4×10-4 3.6×10-3 0.004

PABS TPA - - - - - 4×10-2 0.7

TPA PABS - - - - - 3.6×10-3 5×10-4

Lymph

nodes
Blood - - - - 3×10-2 6×10-4 3×10-2

Fragment Soluble - - - - - - 0.0

Fragment PABS - - - - - - 8×10-3

표 상처흡수 모델 격실 간 기본 전이율 값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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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처흡수모델 적용.

(1) 상처흡수모델 분석용 모듈 개발

상처흡수모델을 실제 내부선량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선 상처오염 발생에 대한 섭취잔류함수

와 배설함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처흡수모델과 핵종별 전신 생리역동학. OIR

모델[2.2]을 이용하여 상처오염 발생에 대한 섭취잔류함수와 배설함수를 산출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상처흡수에 의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기 위해선 전신생리 역동학.

모델 및 소화관 모델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상처흡수 모델에 사용되는 혈액 격실과 생리역.

동학 모델의 혈액 격실을 동일한 격실로 취급함으로써 모델간의 결합이 가능해지며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는 기존의 격실 해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할 수 있다 그.

림 는 상처흡수 모델과 코발트 생리역동학모델 및2-2 OIR ICRP 100[2.3]에서 개발된 HATM

소화기 모델을 결합한 격실모델을 보여준다.

그림 상처흡수모델 코발트 생리역동학모델 및 의 결합 격실모델2-2. , OIR H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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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는 격실모델을 선형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해 해석하여 얻을 수 있

다 격실모델에서는 체내 장기 및 조직들을 각각 독립적인 격실로 간주고 격실 간 물질이동을.

전이계수 또는 전이율(transfer coefficient) (transfer rate), r (d-1 을 통해 기술한다 격실모) .

델에서 번째 격실 내 방사성핵종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아래와 같은 평형 방정식으로 표현i

될 수 있다.




 
 ≠



   
 ≠





여기서 qi는 번째 격실 내 방사성핵종의 양i , rij는 격실 에서 로의 전이율을 의미한다 이j i .

러한 방식으로 격실 개수만큼의 연립미분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며 이 연립미분방정식은 선형

대수를 이용해 해석된다 이를 위해 우선 연립미분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행렬로 정의한다. .

′ 





′
⋮
′




  

⋯ 
⋮ ⋱ ⋮
⋯ 

 






⋮







그리고  




와 같이 행렬 의 대각 원소들을 정의하면 위의 연립미분방정식을 아래A

와 같이 간단한 행렬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행렬 는 전이율 행렬이라 불린. A

다.

′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반해를 얻을 수 있다[2.4].

   

여기서 q0는 초기값 배열을 의미하며 상처흡수의 경우 상처오염 부위가 초기값 격실이 된

다 이렇게 얻은 배열은 각 격실의 시간 에서의 방사능 값을 포함하며 이 배열을 사용해. q(t) t

사용자가 필요한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게 된다 소변이나 대변시료의 경우 특정 시간에. t

서의 값이 아닌 하루 동안 모인 시료 내 방사능 값을 이용하므로 아래 식과 같이 일일 배설함

수를 산출한다 여기서. qe 는 일일 배설함수를 의미하며 배열이 아닌 소변 또는 대변 격실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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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만성섭취의 경우는 섭기간 동안 섭취와 체내 거동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잔류 및 배설

함수 산출이 급성섭취의 경우보다 다소 복잡하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섭취율 로 연속적으로. f(t)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는 경우 체내 잔류랑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섭취율 의 형태에 따라 위 식의 적분 가능성이 결정되나 섭취율 가 일정한 경우는f(t) , f(t)

아래 식과 같이 해석적으로 적분이 가능하다[2.5].

  
     

   ≤ 


     


   

(2-11)

여기서 는 섭취 기간이며 는 섭취 후 경과 시간을 의미한다 식 을 통해 배열을T t . 2-11 q(t)

얻으면 이후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는 과정은 급성섭취의 경우와 동일하다.

상처오염에 대한 전신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모듈은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그C++

림 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핵종 섭취유형 섭취경로 상처오염 유형 및 잔류속도 를2-3 , , , class

텍스트 형태로 입력받는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함수 산출 기간과 간격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이 모듈에서는 의. ICRP OIR Part 2[2.6]와 Part 3[2.7]에서 제공하고 있는 핵

종 별 생리역동학모델을 탑재하여 최신 모델을 적용한 상처흡수 해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일.

반적으로 산출되는 전신 잔류 갑상선 잔류 일일 소변 및 대변 배설함수와 더불어 상처부위, ,

측정을 통한 섭취량 추정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처잔류 함수 산출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 상.

처잔류 함수는 격실을 제외한 상처 격실 잔류량의 합으로 산출된다Lymph-node .

개발된 산출모듈을 검증하기 위해서 에서NCRP 156 238 에 대해 예시로 계산된 잔류함수U

및 배설함수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표 는 유형의 상처오염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 2-2 particle

여주며 표 은 유형의 상처오염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여준다 검증결과2-3 fragment . , NCRP

의 결과와 개발된 산출모듈을 이용한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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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처흡수 모델 해석 모듈 입력화면2-3.

상처잔류함수 일일소변 배설함수

경과시간(d) NCRP 156 HYU NCRP 156 HYU

1 9.96E-01 9.96E-01 1.03E-04 1.03E-04

10 9.69E-01 9.69E-01 1.18E-04 1.18E-04

50 9.19E-01 9.19E-01 7.33E-05 7.33E-05

100 8.99E-01 8.99E-01 6.63E-05 6.63E-05

500 8.00E-01 9.97E-05 8.00E-01 9.97E-05

1,000 6.92E-01 6.92E-01 1.26E-04 1.26E-04

10,000 5.07E-02 5.07E-02 2.74E-05 2.74E-05

표 2-2. 238 유형 상처오염에 대한 검증결과U particle

상처잔류함수 일일소변 배설함수

경과시간(d) NCRP 156 HYU NCRP 156 HYU

1 9.96E-01 9.96E-01 1.03E-04 1.03E-04

10 9.69E-01 9.69E-01 1.18E-04 1.18E-04

50 9.19E-01 9.19E-01 7.33E-05 7.33E-05

100 8.99E-01 8.99E-01 6.63E-05 6.63E-05

500 8.00E-01 9.97E-05 8.00E-01 9.97E-05

1,000 6.92E-01 6.92E-01 1.26E-04 1.26E-04

10,000 5.07E-02 5.07E-02 2.74E-05 2.74E-05

표 2-3. 238 유형 상처오염에 대한 검증결과U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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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은 각각2-4 2-7 238 상처오염에 대한 상처잔류함수 일일 소변배설함수U , , 131 에I

대한 상처잔류함수 일일 소변배설함수를 보여준다 및 에서 제공하는 핵종에, . OIR part 2 3

대한 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는 엑셀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그림 2-4. 238 상처오염 시 상처잔류함수U

그림 2-5. 238 상처오염 시 일일 소변배설함수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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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31 상처오염 시 상처잔류함수I

그림 2-7. 131 상처오염 시 일일 소변배설함수I



- 242 -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2.

에서 새로 개발된 호흡기 모델 및 핵종별 생리역동학모델 의 상처흡ICRP OIR , NCRP 156

수모델과 같은 최신 격실모델들을 적용하고 선량평가 방법론에 대한 최신 지침인 IDEAS

Guidelines[2.8]을 따르는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원자력연구.

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코드BiDAS-2009 [2.9]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산코드 개발

을 수행하였다.

가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방법론.

제 차 유럽연합 내부비교평가 시험 에서 유럽연합 개국3 (Intercomparison Excersise) 18

기관 비유럽연합 개국 기관을 대상으로 개의 연습문제가 배포되어 평가결과가 수집되43 , 5 7 7

었고 그 결과를 비교평가한 결과 심각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섭취모드의 부, .

적절한 선택 잘못된 모델의 선택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편차발생 이유가 확인되었고 각 평가, ,

기관들간의 편차 축소를 위한 방법으로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는 일반화된 절차를 확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 차 에서 프로젝. 5 EU Framework Program IDEAS

트가 수행되었고 이는 년 월에 착수되어 년 월에 완료되었으며 년에2001 10 2005 6 2006

IDEAS Guidelines[2.8]이 발행되었다 에서는 에서 사용하고. IDEAS Guidelines BiDAS-2009

있는 최소자승법이 아닌 최대우도추정법 을 이용하여 섭취량(maximum likelihood estimate)

을 추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측정값또한 정규분포 대신 대수정규분포 형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측정값과 최대우도추정법을 이.

용하여 섭취량을 추정하는 전산드를 개발하였다.

다수 측정결과로부터 섭취량을 추정할 때에는 반드시 측정값에 대한 불확도 정보가 있어야

하며 측졍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불확도는 기하표준편차,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σg 로 나타난다 이 기하표준편차는 분산인자 라고도 불려) . (SF: Scattering Factor)

진다 일반지침에서는 표 및 와 같이 여러 측정유형에 대한 전형적인 분산인. IDEAS 2-4 2-5

자 정보를 제공한다.

저에너지 광자

(E < 20keV)

중간 에너지 광자

(20keV < E < 100 keV)

고 에너지 광자

(100 keV < E)

2.3 1.4 1.2

표 체외 측정 시 광자 에너지 별 전형적인 분산인자2-4. (in-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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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소변24 1.1

크레아틴 또는 비중으로 보정된 회 소변1 1.6

회 소변1 2.0

시간 대변24 3

시간 대변72 2

표 체내 측정 및 폐 측정 시 전형적인 분산인자2-5. (in-vitro)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해 섭취량을 추정하기 위해선 우선 측정값의 분포를 이용해 각각의

측정값에 대한 우도함수를 세우고 이 우도함수들을 합성한 최종 우도함수를 도출한다 그 후.

이 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섭취량을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우도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경우.

우도함수를 미분하여 미분 값이 이 되는 섭취량을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측정값이 대수정규0 .

분포를 따르는 경우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og




exp





log


log log ×
 




이때 Li 는 번째 측정값의 우도함수(I) i , Mi는 번째 측정값i , SFi는 번째 측정값의 분산인자i ,

는 섭취 후 시간 경과 시 잔류 또는 배설함수를 의미한다 만약 번의 독립적인 측정을m(t) t . n

수행하였다면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각 우도함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위의 식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여기서 
 





log


log lo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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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도함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χ0
2값이 최소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로 미분한ln(I)

값이 이 되도록 하면 된다 따라서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한 섭취량 평가의 일반식은 다음과0 .

같이 표현된다[2.8].

log  


 



log





 



log
log  

위 식을 이용한 섭취량 추정은 통계적 추정이므로 반드시 추정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는 카이제곱 시험. (χ2 을 통한 가설-test)

검정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카이제곱 시험에는 앞서 정의된.


 





log


log log 


이 모수가 된다 여기서 는 예측값이 된다 카이. I m(t) .

제곱 시험은 모수인 χ0
2과 자유도가 인 카이제곱 분포와의 비교를 통해 이뤄진다 여기서n-1 .

은 측정회수이다 카이제곱 시험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판단을 위해 를 사용한다n . p-value .

는 자유도 가 인 카이제곱 분포의 변수가p-value n-1 χ0
2보다 클 확률로 정의되며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분포함수에서 χ0
2보다 큰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이 면적은 카이제곱 분포를 적.

분하여 얻을 수 있으며 미리 산출된 카이제곱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산출된.

가 보다 크면 추정된 섭취량이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p-value 0.05 95%

한다[2.8].

나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신 국제권고의 격실모델을 기반으로 산출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데이터베이스와 새로

운 방법론을 적용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전산. BiDAS-2009

코드의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듬 변경뿐만 아니라 입력 및 분석을 위한 도 일부 수정하GUI

였다 의 개 핵종에 대한 입력 및 분석이 가능하며 상처오염 섭취경로 및. OIR part 2, 3 27

상처잔류함수도 추가하였다 그림 은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를 볼 수 있는. 2-8

모듈에서 상처흡수에 대한 함수가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다Refer-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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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상처오염에 대한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 표시2-8. Refer-2016

측정값 입력화면의 경우 권고를 반영하여 불확도를IDEAS Guidelines scattering factor

입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측정 형태 별 기본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전산.

코드의 측정값 입력화면은 그림 와 같다 측정시나리오 선택의 경우 기존 선량평가 형태와2-9 .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다 흡입 섭취의 경우 기존의 뿐만 아니. (inhalation) Type F, M, S

라 화학형 별 흡수유형을 별도로 제공되는 핵종들이 다수 존재하며 취식 섭취의 경(ingestion)

우 f1 값이 fA로 변경되었다 또한 상처오염에 의한 섭취경로가 추가되었다 이를 반영한 섭취. .

시나리오 선택 화면은 그림 과 같으며 흡입유형을 모르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각 섭취경2-10 ,

로의 세부인자를 모르는 경우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면 그림 과 같은 분석결과 화면을 통해 평가결과를2-11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산코드에서는 카이제곱 시험을. 2-12

통해 산출된 를 통해 통계적 추정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p-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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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 직접입력(a)

측정 시 기본값 선택(b) In-vivo

측정 시 기본값 선택(c) In-vitro

그림 측정값 및 측정불확도 입력화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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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경로에 대한 섭취시나리오 선택화면(a)

상처오염 경로에 대한 섭취시나리오 선택화면(b)

그림 섭취시나리오 선택화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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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석결과 화면2-11.

그림 통계적 유의성 검토 화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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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전산코드의 검증을 위하여 전산코드IMBA [2.10]와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IMBA

코드는 현재 모델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모델과의 차이가 없는 의 주OIR U-235

사섭취 경로와 전신측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가정된 시나리오에 대한(injection) .

측정결과는 표 과 같으며 검증결과는 표 과 같다 이를 통해 전산코드에 적용된 최대2-6 2-7 .

우도추정법에 의한 섭취량 추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측정시간(d) 측정값(Bq) 불확도(SF)

6 500 1.3

12 400 1.2

22 260 1.3

32 200 1.2

표 전산코드 비교검증을 위한 전신 측정 결과2-6. U-235

가칭BiDAS-2016( ) IMBA

섭취량(Bq) 1610 1622

p-value 0.974 0.975

표 전산코드 비교검증 결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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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목적으로 방사선 능 측정기와 휴대용 방, /

사성핵종판별기 그리고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포털모니터 와 같은 고정감시기를 사용하고 있( )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에서의 방사성물질 유입과 국내에서의 방사성물질 이동의 감. ,

시목적으로 항만 공항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시설에서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감마서베이, .

미터 중성자서베이미터 베타표면오염감시기 등과 같은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들의 교정은 국, ,

내의 표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관리용 측정기의 교정의 주기는 법적으로도 정해.

져 있다 그러나 휴대용 핵종판별기와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경우 교정의 법적 의무가 없. ,

으며 시험 또는 교정의 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

방사성핵종판별기와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의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 ·

고 있는 방사성핵종판별기 및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개발 초기부터 생산 이후까지의 성능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면 측정결과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국내 방사선 검출기 및 시스템의 수,

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 ,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정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고정교정시설 확대와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성능시험 체계 구축하였다.

1.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제작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에 다양한 전자선량계와 휴대용 감마서베이미터류 등과 같은

방사선 능 측정기의 생산과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에서 정하고/ ,

있는 일부 기술규격 에너지 반응시험의 경우 사용하는 계열 엑스선( ISO low air-kerma rate

질 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엑스선질 계열 선질 로 대체하여 교정을 하고) (ISO narrow, wide )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년대에 들어 국내에서도 전자선량계와 휴대용 감마서베이미터류. 2000

등이 생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기술규격국제규격에서 제,

안하고 있는 감마선장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국제규격 기준엑스선장 뿐LK . LK

만아니라, 60Co, 137Cs, 241 등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마선장을 이용하여Am LK

검출기 개발 초기부터 생산 이후까지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국내 방사선 검출기 및,

시스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 기준 저선량률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개인 방사선 방호장비의 하나인 전자개인선량계는 측정대상 에너지에 대한 고유의 반응특성

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별로 선량계의 교정자료를 생산하려면 다양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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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엑스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주로 고에.

너지 감마선원이며 이하의 저에너지 감마선원으로는 엑스선 발생장치를 사용한다, 300 keV .

엑스선 발생장치의 인가전압과 부가필터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의 선질을 제작할 수 있는데,

ISO[3.1]와 같은 국제 표준[3.1, 3.2, 3.3]으로 그 규격이 제시되어 있다 차년도 년 에서는 방. 1 (2012 )

사선 측정기와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을 위하여 가 제시한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ISO ,

계열 종 중 종 을 제작하였고 차ISO LK 8 6 (LK35, LK55, LK70, LK100, LK125, LK170) , 2

년도 년 에는 계열의 나머지 종 을 제작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2013 ) ISO LK 2 (LK210, LK240)

였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241 선원의 감마선장 을 제작하였다Am (59.5 keV) .

나. 기준 엑스선장의 사양 및 제작

중경엑스선발생장치인 시스템은 급으로 기준 선장 제작상의 편리를 위하MG325 3.2 kW

여 고유필터 가 로 제작되었다 엑스선발생장치의(inherent filter) Be 4 mm + Al 1.5 mm .

조사기 개폐는 전자석식으로 개폐시간은 초이다 엑스선 조사실의 출입문과 조사기 개폐0.1 .

기에 안전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방사선조사 도중 차폐문이 개방될 경우 전원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엑스선 조사가 중단된다 벽면과 측면 그리고 조사대 상부에 위치확인용 레.

이저와 추 등을 설치하여 피조사지점과 교정기준점을 일치시키고 재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

작된 엑스선장은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에 사용될 계열 종이다 그림 은 엑스ISO LK 8 . 3-1

선 조사실 내부의 전경과 부가필터 사진이며 엑스선장의 특성은 표(additional filtration) ,

에 정리하였다3-1 .

측정에 사용된 전리함선량계 시스템은 종의 이온전리함 과 과 전류계2 (NE2530 LS-01)

및 고전압공급기 로 구성하였다 언급된 전리함선량계 시스(Keithley 35617) (Keithley 248) .

템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 계열과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의 기(KRISS) ISO narrow (JAEA)

준엑스선장 에서 교정하였다 의 엑스선장 규격에 의하면(low air kerma rate Q.I.=0.9) . JAEA

는 유효에너지를 엑스선발생장치의 인가전압으로 나눈 값이다 교정한 전Q.I.(Quality Index) .

리함선량계를 이용하여 계열 엑스선장의 반가층 과 공기커마률ISO LK- (half value layer)

을 측정하였다(air-kerma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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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엑스선 발생장치 좌 전경 및 계열 엑스선장용 부가필터 우3-1. (MG325, ) LK ( )

(X-ray generator(MG325, left) and additional filter wheel for LK (low air kerma rate, right)

X-ray series)

엑스선장
평균에너지

(keV)

부가필터 (mm) 반가층

(mm)

유효에너지

(keV)Cu Sn Pb

ISO LK35 30 0.25 - - 2.20 Al 29.4

ISO LK55 48 1.2 - - 0.25 Cu 47.4

ISO LK70 60 2.5 - - 0.49 Cu 60.1

ISO LK100 87 0.5 2.0 - 1.24 Cu 86.8

ISO LK125 109 1.0 4.0 - 2.04 Cu 109.4

ISO LK170 149 1.0 3.0 1.5 3.47 Cu 149.3

ISO LK210 185 0.5 2.0 3.5 4.54 Cu 185.3

ISO LK240 211 0.5 2.0 5.5 5.26 Cu 211.2

- 부가필터 및 반가층 필터의 순도는 이상99.9% .

- 고유필터 4.0 mm Be + 1.5 mm Al

표 계열 엑스선장의 특성3-1. ISO low air-kerma rate (LK)

(Characteristics of ISO low air-kerma rate series(LK series))

가 보유한 계열 의 엑스선장과 의 계열 계열KRISS ISO narrow (NS) JAEA Q.I.=0.9 (ISO LK

엑스선질과 비슷 의 엑스선장을 이용하여 구한 전리함선량계의 교정인자) (calibration factor)

로 본 과제에서 제작한 계열 엑스선장 종의 공기커마율을 결정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LK 8 .

일본에도 계열의 엑스선장이 없기 때문에 의 계열 및 의ISO LK , KRISS ISO NS JAEA

계열의 엑스선장에서 얻은 전리함선량계의 교정인자와 엑스선장의 유효에너지Q.I.=0.9

의 관계로부터 교정인자를 재생산하여 계열의 공기커마률 측정에(effective energy) ISO LK

적용하였다 교정선장과 측정대상의 선장이 비록 동일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엑스선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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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특성자료인 유효에너지가 유사할 경우 해당 유효에너지에 대한 교정인자를 사용해서 측,

정대상의 엑스선장에 대한 선량률을 결정할 수 있다 엑스선장과 엑스선장의 유. KRISS JAEA

효에너지와 전리함선량계 의 교정인자의 관계를 표 과 표 에 나타내었다(NE2530) 3-2 3-3 .

엑스선장
평균에너지

(keV)

반가층

(mm)

유효에너지

(keV)

공기커마율

(mGy.h-1@1 m )

교정인자

(Gy.C-1)a

ISO NS60 48 0.24 Cu 46.7 29.5 8.60 × 105

ISO NS80 65 0.58 Cu 64.4 14.0 8.52 × 105

ISO NS100 83 1.11 Cu 83.1 6.4 8.49 × 105

ISO NS120 100 1.71 Cu 100.7 7.1 8.40 × 105

ISO NS150 118 2.36 Cu 117.5 53.0 8.30 × 105

에서 교정a: KRISS 2012.04.17. .

표 전리함선량계 의 교정인자 및 교정 기준엑스선장 계열 의 선질3-2. (NE2530) (ISO narrow spectrum )

특성

(Characteristics of ISO narrow spectrum series and calibration factors for ionization chamber

dosimeter (NE2530))

관전압

(kV)

관전류

(mA)

반가층

(mm)

유효에너지

(keV)

공기커마율

(mGy.h-1 @1 m )

교정인자

(mGy.C-1)a

20 11 0.531 Al 17.8 0.89 8.47 × 105

30 11 1.170 Al 26.9 0.90 7.99 × 105

40 11 0.117 Cu 35.7 0.89 8.21 × 105

50 11 0.232 Cu 45.6 0.91 8.20 × 105

60 20 0.382 Cu 54.7 0.91 8.35 × 105

70 20 0.551 Cu 62.6 0.89 8.28 × 105

80 20 0.801 Cu 72.3 0.90 8.39 × 105

100 20 1.372 Cu 90.4 0.90 8.11 × 105

120 20 2.051 Cu 109 0.91 8.09 × 105

150 20 2.995 Cu 136 0.91 8.02 × 105

표 전리함선량계 의 교정인자 및 교정 기준엑스선장 의 선질특성3-3. (NE2530) (JAEA Q.I.=0.9)

(Characteristics of reference X-ray field of JAEA low-air kerma rate series (Q.I.=0.9) and

calibration factors for ionization chamber dosimeter (NE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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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 엑스선장의 선질평가

ISO4037[3.1, 3.5]에서는 엑스선장의 선질평가를 위한 항목으로는 선장의 반가층 평균에너지,

분해능 그리고 균일성(mean energy), (resolution, full width at half maximum)

차 반가층과 차 반가층과의 비 이다 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반가층 측(homogeneity, 1 2 ) . ISO

정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엑스선장 종의 선질을 확인하였다 와 에서 교정한LK 8 . KRISS JAEA

전리함선량계 로 전리전하량을 측정하여 반가층 유효에너지 그리고 엑스선장의 공기(NE2530) ,

커마율을 구하였다.

반가층 결정방법은 필터의 두께에 따른 투과한 엑스선의 공기커마율을 전리함선량계로 측정

하여 선형감쇠계수(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  와 반가층) (HVL 의 관계)

(  ln 로 질량감쇠계수) (mass attenuation coefficient,  를 결정하였고) ,

Creagh and Hubbell[3.7, 3.8]이 제시한 질량감쇠계수와 에너지의 관계표 그림 를photon ( 3-2)

이용하여 결정된 반가층에 대응되는 유효에너지를 결정하였다.

그림 에너지와 질량감쇠계수와의 관계 제공3-2. Photon (NIST )

(Relations between photon energy and mass attenuation coefficient (NIST

data))

200 20 2.351 Sn 178 0.89 7.97 × 105

250 11 3.692 Sn 223 0.89 7.99 × 105

300 11 4.989 Sn 266 0.89 8.10 × 105

에서 교정a: JAEA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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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선장

관전압

(kV)

관전류

(mA)

유효에너지(keV)
유효에너지

상대편차

반가층(mm)
반가층

상대편차KAERI ISO KAERI ISO

LK35 35 20 29.4 29.4 0.00% 2.19 Al 2.20 Al 0.45%

LK55 55 12 47.6 47.4 0.42% 0.26 Cu 0.25 Cu 2.77%

LK70 70 14 59.4 60.1 1.16% 0.47 Cu 0.49 Cu 3.63%

LK100 100 15 86.8 86.8 0.00% 1.24 Cu 1.24 Cu 0.00%

LK125 125 21 109.9 109.4 0.46% 2.06 Cu 2.04 Cu 1.03%

LK170 170 18.8 148.5 149.3 0.54% 3.45 Cu 3.47 Cu 0.46%

LK210 205 13 188.4 185.3 1.67% 4.65 Cu 4.54 Cu 2.40%

LK240 230 12 215.1 211.2 1.85% 5.38 Cu 5.26 Cu 2.30%

표 와 의 엑스선장 특성비교3-4. KAERI ISO LK

(Comparison of X-ray beam qualities between KAERI and ISO)

에서 제작한 계열 종 엑스선장의 유효에너지 및 반가층을 정리하였다 표KAERI LK 8 ( 3-4).

표 에 표시한 계열 기준엑스선장과 한국원자력원구원 에서 생산한 엑스선3-4 ISO LK (KAERI)

장의 반가층의 상대편차는 이하로 이 제시하고 있는 선질 동질성 규격기준3.63% , ISO4037

반가층의 상대오차 이내 을 만족하였다 반가층과 질량감쇠계수와의 관계로부터 계산한( 5% ) .

유효에너지도 엑스선장과 이하의 편차를 보였다ISO LK 1.85% .

의 계열 엑스선장과 계열 엑스선장을 이용하여 구KRISS ISO narrow (NS) JAEA Q.I.=0.9

한 교정인자 표 표 로 엑스선장 종의 공기커마율을 결정하였다 표( 3-2, 3-3) LK 6 ( 3-5).

와 에서 생산한 교정인자는 각각 계열과 계열 엑스선장을 사용KRISS JAEA ISO NS Q.I=.0.9

하여 구한 것이다 계열의 빔. ISO NS [3.1, 3.5, 3.6]과 계열 선장과 유사한 의ISO LK JAEA

계열의 빔을 사용하여 만든 교정인자와 유효에너지의 관계 표 표 로부터Q.I.=0.9 ( 3-2, 3-3)

교정인자를 재생산하여 측정에 적용하였다 교정선장과 측정대상의 선장이 비록 동일한 경우.

가 아니라 할지라도 엑스선장의 선량특성자료인 유효에너지가 유사할 경우 해당 유효에너지, ,

에 대한 교정인자를 사용해서 측정대상의 엑스선장에 대한 선량률을 결정할 수 있다. KRISS

와 일본 에서 교정한 전리함선량계로 결정한 의 계열의 공기커마율JAEA KAERI LK (0.1-0.24

mGy.h-1.mA-1 은 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기준인 공기커마율) ISO4037-1 (~0.3

mGy.h-1.mA-1 을 만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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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선장

관전압

(kV)

관전류

(mA)

교정인자 (Gy.C-1)
공기커마율a

(mGy.h-1.mA-1)
인자KRISS 인자JAEA

LK35 35 10 8.73 × 105 8.10 × 105

LK55 55 12 8.67 × 105 8.30 × 105

LK70 70 14 8.62 × 105 8.28 × 105

LK100 100 15 8.52 × 105 8.11 × 105

LK125 125 16 8.43 × 105 8.05 × 105

LK170 170 18.8 8.28 × 105 8.00 × 105

LK210 205 13 8.13 × 105 7.98 × 105

LK240 230 12 8.03 × 105 7.99 × 105

공기커마율은 지점에서 측정하였음a: 2 m .

표 엑스선장 종의 관전압 관전류 및 공기커마율3-5. KAERI LK 8 ,

(Tube potential, tube current and air kerma rate of KAERI’s LK eight X-ray beams)

라. 저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전자개인선량계의 교정을 위한 감마선장은 엑스선발생장치 뿐만아니라, 60Co, 137Cs, 241Am

등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241 방사성동위원소Am

를 이용하여 단일 에너지 의 저선량률 감마선장을 제작하였다 스테인레스(59.5 keV) . (stainless

로 밀봉된steel) 241 점선원 으로 단일 에너지의 감Am (Amersham , 7.40 GBq) 59.5 keV社

마선장을 제작하였다. 241 선원에서 방출되는 의 감마선과 특성엑스선은 선원용Am 26 keV L-

기인 스테인레스 캡슐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무시가능하다 전리함 선량계 로 측. (NE2530)

정한 241 의 감마선장의 공기커마율은Am 0.43 mGy.h-1 @5 cm, 0.11 mGy.h-1 이@10 cm

었다 공기커마율 측정에 사용된 전리함 선량계의 교정인자는 가 보유하고 있는 형광엑. KAERI

스선장인 선질 평균에너지 에서 구한 교정인자F-W ( 59.3 keV) (8.49×105 Gy.C-1 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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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목적으로 방사선 능 측정기와 휴대용 방, /

사성핵종판별기 그리고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포털모니터 와 같은 고정감시기를 사용하고 있( )

다 그림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와 휴대용 방사성핵종판별기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의( 4-3). ,

방사성물질 유입 감시목적으로 항만 공항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시설에서의 사용이 크게 확대,

되었다 방사선 방사능 측정기의 사용확대에 따라 측정기가 사용목적에 따라 기준량을 정확히. / ,

측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교정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감마서베이미터 중성자서베이미터. , ,

베타표면오염감시기 등과 같은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들의 교정은 국내의 표준기관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방사선관리용 측정기의 교정의 주기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휴대용 핵. .

종판별기와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경우 교정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시험 또는 교정의 절, ,

차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확대와 측정의 정확성를 위해서는 방사,

성핵종판별기와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의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고. ·

있는 방사성핵종판별기 및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개발 초기부터 생산 이후까지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국내 방사선 검출기 및 시스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가.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 구축

감마선 및 중성자를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을 검출 또는 판별하는 휴대용 방사성핵종판별기와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종의 성능시험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과제2 .

에서 구축한 성능시험 체계들은 미국 국토안보부 가(Dept. Homeland Security)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3.9, 3.10, 3.11],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3.12, 3.13]와 공동으로 개발한 휴대용 핵종판별기의 성능시험 체계

와 방사선 검출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 와 비교(ANSI N42.34) (ANSI N42.35, N42.38)

하였다 또한.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3.14, 3.15, 3.16]가 제시한 전

기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적용도 고려하였다.

성능시험 체계에는 성능시험지침서 휴대용 핵종판별기 성능시험 및 평가서 휴대용 방사성“ ( )“, “ (

핵종 판별기 그리고 성능시험을 위한 점검선원 감마선원 을)”, ( ) IAEA guide[3.17]를 참조하여 4

종을 선택하여 포함하였다.

(1) 성능시험지침서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

성능시험지침서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의 구성은 크게 용어의 정의 시험장비 시험조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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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능시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치침서의 내용은.( 3-3)

기기의 방사선에너지 의존성 선량률 의존성 선형성 방사선 간섭 비전리방사선 영향 사용환, , , , ,

경 영향 전자기적 영향 등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성능시험 내용은 크게 일반 성능 시, . “

험 물리적 특성 시험 출입감시기 경보 성능시험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환경 성능시”, “ ”, “ ”, “ ”, “

험 전기적 전자기적 성능시험 문서작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험의 항목은 아래와”, “ · ”, “ ” ,

같다.

그림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성능시험지침서3-3.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manual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일반 성능시험① 일반 특성 보행자 감시기 운반물 감시기 차량 감시기

물리적 특성 시험② 감시기 유형 운전인자 데이터 저장 표시 기능 차량 감시기의 점유

및 속도 센서 전원공급장치 유효 측정범위 데이터 전송방식과 데이터 형식 경고 표

시 고급 기능 및 표시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경보 성능시험③ 배경방사선 검출기 반응도 선원 이동속도 감

시거리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④ 방사선 특성 기준 감마선 오류경보 감마선 반응도 중성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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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도 초과범위 중성자 검출에 대한 감마선의 영향 배경방사선 효과

환경 성능시험⑤ 시험공간의 온도 및 습도 습기와 먼지로부터의 보호 환경 성능시험 방

법

전기적 전자기적 성능시험⑥ 고주파 보호 전자기파 방출 교류전압 작동 배터리 수명 정

전기 방전

문서작성⑦ 시험보고서 형식 인증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시험보고서 작성

(2) 성능시험지침서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

성능시험지침서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의 구성은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의 지침서의“ ( )”

것과 거의 동일하다 성능시험 치침서의 내용은 기기의 방사선에너지 의존성 선량률 의존성. , ,

선형성 방사선 간섭 비전리방사선 영향 사용환경 영향 전자기적 영향 등등을 고려하여 작, , , ,

성되었다 성능시험 지침서의 내용은 크게 일반 성능시험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문서작. “ ”, “ ”, “

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험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 .

① 일반 성능시험 항목 일반 특성 제공문서 방사선 검출기 형식 작동 모드 통신 프로토: , , , ,

콜 웜업 시간 배터리 전원 유효 측정 범위 방사성핵종 판별 개인 보호 경보, , , , , .

②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항목 일반 정보 반응 시간 감마선 선량률 표시 경보 방사성핵: , , , ,

종 판별 단일 방사성핵종 판별 전리방사선 간섭 감마선 베타선 판별오류 주변 물질, , ( , ), ,

로부터 간섭 중성자 반응 판별 범위초과 특성 전에너지피크 효율 결정 반치폭 결정, , , , ,

조사선량률 범위초과 특성 중성자 검출기에 대한 감마선 영향, .

③ 문서작성 항목 시험보고서 형식 인증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시험보고서 작성: , , , .

(3) 방사선 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 )

방사선 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는 성능시험지침서 에“ / ( )” “ ”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작성 시트로서 고정 및 이동 교정시설에서 성능시험,

을 수행할 있게 작성되었다 시험항목 아래와 같다. .

① 일반 성능시험 항목: 사전 시험 일반 특성 시험 작동 모드 시험 통신 프로토콜 시험, , , ,

웜업 시간 시험 유효 측정 범위 시험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시험 개인 보호 경보 시, , ,

험 배터리 전원 시험, .

②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항목: 방사선 검출 반응도 시험 감마선 반응도 시험 중성자 반, ,

응도 시험 방사성핵종 판별 시험 단일 방사성핵종 판별 시험 전리방사선 간섭 시험, , , ,

판별오류 시험 주변물질 간섭 시험 반응범위초과 판별 시험 전에너지피크효율 시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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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치폭 시험 조사선량률 범위초과 특성 시험 중성자 검출에 대한 감마선 영향 시험, , .

(4) 방사선 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 )

방사선 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는 성능시험지침서 에“ / ( )” “ ”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작성 시트로서 고정 및 이동 교정시설에서 성능시험,

을 수행할 있게 작성되었다 그림 는 성능시험평가서의 일부분을 발췌하였고 전체의 내용. 3-4 ,

은 아래와 같다.

그림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및 휴대용 핵종판별기 성능시험평가서3-4.

좌 점검항목 워크시트 우 측정항목 워크시트( : , : )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protocol sheets for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d hand-held radionucilde identifiers)

① 일반 성능시험 항목 사전 시험 일반 특성 시험: , .

② 물리적 특성 시험 항목: 물리적 특성 시험 데이터 저장 성능시험 속도센서 특성 시험, , ,

유효 측정 범위 시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시험 경보 특성 시험, , .

③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경보 성능시험: 경보 특성 시험.

④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항목 감마선 중성자 반응도 시험 이동속도 감마선 반응도 시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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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범위 반응도 시험 배경선량효과 시험, .

⑤ 환경 성능시험 항목: 시험공간의 온도 및 습도.

⑥ 전기적 전자기적 성능시험 항목· : 전자기파 방출 시험 무정전 전원장치 시험, .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의 성능시험 및 평가서는 총 개의 데이트 워크시트로 구성되어22

있으며 개의 점검항목과 개의 측정항목으로 시험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방사성물질 출입, 71 45 .

감시기의 성능시험평가서는 총 개의 데이트 워크시트로 구성되었으며 개의 점검항목과15 , 58

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는 점검항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워크시트 그림35 . 3-4 (

좌 와 시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워크시트 그림 우 의 예시이다 이동식 시험시설3-4, ) ( 3-4, ) .

또는 기기 사용현장에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는 지면 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로

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및 휴대용 핵종판별기 성능시험평가서 모바일용3-5. ( )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protocol sheets for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d hand-held radionucilde identifiers (mobile version))

성능시험 및 평가서의 모바일 버전은 각 시험항목의 요구사항이나 시험절차의 상세내용을

호출하는 기능이 있고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성능시,

험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림 에 모바일 성능시험평가서 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아. 3-5 “ ” .

래의 그림처럼 요구사항 아래의 설명 단추를 누르면 시험의 설명과 절차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시험 결과 작성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측정 데이터의 평균 성능시험 인정기준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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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능 수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워크시트의 아랫부분에는 성능시험 및 평가서 의 처음, . “ ”

부분 목차 과 이전 워크시트 그리고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 가능한 기능이 있다 그리고 시험이( ) .

완료되면 전체 워크시트의 저장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5) 이동용 현장방사선 감시기 성능시험을 위한 점검선원 세트 구축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방사선 보안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용 현장방사선 감시기 방사, , (

성물질 출입 감시기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오염감시기 등등 성능시험을 위해 종의 감, , ) 4

마선원과 종의 중성자선원으로 구성된 점검선원 세트 그림 를 구축하였다 점검선원의1 ( 3-6) .

종류와 세기는 미국토안보부 와 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DHS) ANSI ANSI N42.34[3.9]와

N42.35[3.10]에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는 에 제시한 선원의 세기와. ANSI N42.35

이내의 차이를 갖는 선원을 권장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구축한 선원세트는 제시20 % . ANSI

선원과 이내의 세기를 가졌다 구축선원의 정보를 표 에 정리하였다20 % . 3-6 .

그림 현장방사선 감시기 성능시험용 점검선원 세트3-6. KAERI

(Radionuclide check source set for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for radiation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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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핵종
선원의 세기

제시 기준ANSI 선원KAERI

57Co 3.5 MBq 3.5 MBq

133Ba 0.85 MBq 0.7 MBq

137Cs 0.59 MBq 0.56 MBq

60Co 0.15 MBq 0.12 MBq

252Cf 2×104 n/s ± 20% 1.4×104 n/s

표 방사선 능 측정기용 성능시험용 및 점검 선원3-6. / ANSI KAERI

(Evaluation distances according to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SI N42.35-2004

report)[3.10])

(6)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성능시험을 선원 이동장치 제작

방사성물질의 출입을 감시하는 측정기는 감시 대상에 따라 크게 종류 보행자 감시기 운반4 ( ,

물 감시기 카고차량 감시기 궤도차량 감시기 로 나뉘고 검출부의 구성에 따라 표 과 같, , ) , 3-7

이 분류할 수 있고 검출부 간격과 평가거리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은 다면. 3-7 (multi-sided)

출입 감시기의 검출부의 위치와 검출영역을 묘사한 것이다[3.10] 그림 에서 묘사된 것처럼. 3-6

감시기 검출영역의 상부 중앙부 하부로 선원을 이동시켜 검출 성능을 시험해야 한다, , .

표 출입 감시기의 종류에 따른 평가 거리3-7. (ANSI N42.35-2004[3.10])

(Evaluation distances according to type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감시기의 종류 검출부 간격 평가거리

단면 차량감시기
(Single-sided vehicle monitor)

N/A 검출부로부터 5 m

다면 차량감시기
(Multiple-sided vehicle monitor)

5 m 검출부 중심

단면 보행자 수화물 감시기/
(Single-sided pedestrian or package monitor)

N/A 검출부로부터 1 m

다면 보행자 수화물 감시기/
(Multiple-sided pedestrian/package monitor)

1 m 검출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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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입 감시기의 검출영역과 점검선원 통과지점3-7.

(Detection zone and pass-through position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SI

N42.35-2004[3.10])

감시대상에 따라 분류된 종류 감시기에 따라 검점 선원의 통과속도는 서로 다르다 표4 . (

3-8)

감시기의 유형 선원 통과속도

보행자 감시기 1.2 m/s

운반물 감시기 1.2 m/s

차량 감시기 8 km/h (2.2 m/s)

궤도차량 감시기 8 km/h (2.2 m/s)

표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성능시험 점검선원 통과속도3-8.

(Passing speed of check sources for performance test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SI N42.35-2004[3.10])

표 과 그림 에서 표현한 것처럼 통과 물질에 따른 검출 성능 통과속도에 따3-7, 3-8 3-7 , ,

른 검출 성능 검출 영역의 측정 검출 성능의 선형성 등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선원의 이동, ,

속도와 통과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왕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림 은 제작한 선원 이송장.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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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용하여 문형 감시기의 성능시험을 하는 장면이다 그림 에 표현된 것과 같이 감시. 3-8 ,

기에 대한 점검선원의 통과지점을 달리하여 검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한 선원 이송장,

치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림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문형 성능시험의 장면3-8. ( )

(Pictures of performance test for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나. 휴대용 방사성물질 감시기의 권장 시험주기

핵종판별기나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의 교정 또는 성능시험 주기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

지 않고 사용자가 사용빈도에 따라서 주기를 결정하고 관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지침서에.

서 핵종판별기와 출입 감시기의 성능시험 주기를 크게 사용전 시험과 주기적 시험으로 나누

고 주기적 시험은 사용자가 그 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표 와 표 은 각각 방사성 출, . 3-9 3-10

입 감시기와 핵종판별기의 성능시험 순서와 사용전 시험 주기적 시험의 항목을 나타낸다 사, .

용환경과 시험환경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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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항목 사용전 시험 주기적 시험

1 사용매뉴얼 검토 ○ ○

2 사전 시험 ○ ○

3 일반 특성 시험 ○ ○

4 데이터 저장 성능 시험 ○

5 표시부 특성 시험 ○

6 속도센서 시험 ○ ○

7 유효 측정범위 시험 ○

8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시험 ○

9 경보 특성 시험 ○ ○

10 감마선 중성자 반응도 시험/ ○ ○

11 이동속도 감마선 반응도 시험- ○ ○

12 초과범위 반응도 시험 ○

13 배경선량효과 시험 ○ ○

14 전자기파 방출 시험 ○

15 무정전 전원장치 시험 ○

16 환경 성능시험 ○

17 문서작성 ○ ○

표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의 권장 시험 순서와 시험 주기3-9.

(Recommended performance test steps and test periods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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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항목 사용전 시험 주기적 시험

1 사용매뉴얼 검토 ○ ○

2 사전 시험 ○ ○

3 일반 특성 시험 ○ ○

4 작동 모드 시험 ○ ○

5 통신 프로토콜 시험 ○

6 웜업 시간 시험 ○

7 배터리 전원 시험 ○

8 유효 측정범위 시험 ○

9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시험 ○

10 개인 보호 경보 시험 ○ ○

11 방사선 검출 반응도 시험 ○ ○

12 감마선 중성자 반응도 시험/ ○ ○

13 방사성핵종 판별 시험 ○

14 단일 방사성핵종 판별 시험 ○ ○

15 전리방사선 간섭 시험 ○ ○

16 판별오류 시험 ○

17 주변물질 간섭 시험 ○

18 반응범위초과 판별 시험 ○ ○

19 전에너지피크효율 시험 ○ ○

20 반치폭 시험 ○ ○

21 조사선량률 범위초과 특성 시험 ○

22 중성자에 대한 감마선 영향 시험 ○ ○

23 문서작성 ○ ○

표 방사성 핵종판별기의 권장 시험 순서와 시험 주기3-10.

(Recommended performance test steps and testing periods of hand-held radionucilde

ident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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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교정체계 구축/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과 보건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사선 능 측정기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설의 비상상황 시 방사선/ .

능의 수치 감시를 통해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사선 지역감시기가 운영되/

고 있다 또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화물 및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 산업용재 등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감시하는 방사선 능 감시기가 전국 공항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

방사선 방호 방재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측정기들의 신뢰성은 적절한 교정과 반응도 시험 결/ /

과를 바탕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시설에 고정되어 운영되는 감시기의 경우 교정을 위한 이동,

이 바람직하지 않고 교정을 위한 공간의 확보 또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

고정형 감시기 등의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으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또는 교정의

절차에 대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 감마선 지역감시기 현장교정체계 구축

(1) 이동식 감마선 조사 시스템 설계 및 실험

현재 본 연구원이 감마선 지역감시기 반응도 성능시험 및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식 감

마선 조사기는 의 모델이며 감마선원을 내장한 기기로써 그림 에서Eberline 848 , Cs-137 3-9

보듯이 사용자가 휴대하여 교정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기존의 반응도 시험 절차는 거리에.

따른 선량률 측정값을 바탕으로 하여 얻은 선량률 거리 관계식에 선원의 붕괴일수를 적용하고-

기준선량률과 비교하여 반응도 보정값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시험을 위한.

공간적 제약 등이 존재할 수 있어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선량률을 제공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새롭게 구축한 교정체계는 기존의 거리별 기준선량률의 변화 대신 감쇠필터를 통해.

기준선량률 변화를 이용하므로 교정거리에서 벗어나 설치된 감시기나 거리변화가 불가능한,

현장 등이 가지는 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선량률 범위에서 기기의

반응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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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동식 감마선 조사기 감마선원3-9. (137Cs )

(Portable gamma irradiator)

기존의 이동식 감마선 조사기에 맞는 다양한 재질과 두께의 감쇠필터 선정과 다Eberline

양한 상황에서의 선량학적 자료를 얻기위해 몬테칼로 전산코드 를 이용해 전산모사를(MCNPX)

하고 선정된 감쇠필터를 이용한 감마선량률 변화 공간에서의 선량률 분포 등을 알기 위해 표, ,

준 감마선장에서 교정된 이온전리함으로 측정하였다 이동식 감마선 조사장치와 감쇠필터를.

이용한 선량률 측정은 감마선장과 기준 엑스선장에서 교정된 전리함선량계 와(PTW LS01)

로 구성된 시스템electrometer(KEITHLEY 35617), high-voltage supply(KEITHLEY 248)

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3-10).

그림 전리함선량계를 이용한 선량률 측정 장면과 측정 시스템3-10.

(Measurement of gamma doserate using ionization chamber and measurement system)

전산모사MCNP [3.20]로 선정된 감마선 감쇠필터는 넓은 범위의 선량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림 과 같이 다양한 두께의 알루미늄3-11 (ρ = 2.6989 g/cm3 구리), (ρ = 8.96 g/cm3 주석), (ρ

= 7.31 g/cm3 등으로 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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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에 사용된 감쇠필터 좌 중간 우3-11. ( : Sn, : Cu, : Al)

(Gamma attenuation filters)

감쇠필터를 이용한 실제 선량률 측정을 위해 조사기의 빔포트 전면에 감쇠필터를 부착하였

으며 다양한 반응도 시험거리에서의 선량률 분포를 알기위해 빔포트로부터 각, 50, 75, 100,

150 떨어진 위치에서 감쇠필터 종류별 두께별로 전하량을 측정하고 전리함 선량계의 교cm ,

정인자를 적용해 공기커마율 로 환산하였다(Air Kerma rate; Gy/h)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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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알루미늄 감쇠필터 적용 시 거리별 측정 선량률 좌 선량률 거리 관계 우3-12. ( ), - ( )

(Dose rate at various position (left) and the relation for dose rate-distance (right) using the

Al attenuatio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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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리 감쇠필터 적용 시 거리별 측정 선량률 좌 선량률 거리 관계 우3-13. ( ), - ( )

(Dose rate at various position (left) and the relation for dose rate-distance (right) using the

Cu attenuatio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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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석 감쇠필터 적용 시 거리별 측정 선량률 좌 선량률 거리 관계 우3-14. ( ), - ( )

(Dose rate at various position (left) and the relation for dose rate-distance (right) using the

Sn attenuation filter)

그림 에서 그림 까지는 여러 종류와 두께의 감쇠필터를 적용하였을 때 반응도 시3-12 3-14

험거리에 따른 선량률 측정값 변화와 그에 따른 거리 선량률 관계를 도식하였다 거리 선량률- . -

관계는 상용로그를 적용한 축 해당 값들 간에 선형성을 보이며 감쇠필터의 두께가 증가할X-Y

수록 선량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쇠필터 없이 시험거리. 50 에서 선량률은cm

약 650 정도이며 동일거리에서 감쇠필터 구리Gy/h ( 20µ 를 사용하였을 때는mm) 280 Gy/hµ

정도로서 감쇠필터를 사용하면 동일거리에서, 50 이상의 선량률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 .

한 알루미늄 감쇠필터의 경우 시험거리, 50 에서 두께cm 5 와mm 20 에 해당하는 선량률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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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450, 630 정도로 동일거리에서 두께만 바꿔Gy/h 30µ 정도의 선량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적절한 필터와 두께를 사용하면 원하는 선량률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필터 종류 및 두께에 따라 거리 선량률 관계를 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의- linear fitting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표 에 해당 계수를 정리하였다3-11 .

R = 10AD․ B e․ - tλ ( Gy/h)μ

여기서 는 의 붕괴상수 는 교정 이후 경과시간 는 시험거리이다 위의 상관식과, Cs-137 , t , D .λ

표 의 상관계수를 이용하면 임의의 교정거리 에서의 시험에 필요한 여러 범위의 기준3-11 (D)

선량률을 위한 적절한 감쇠필터의 종류와 두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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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감쇠필터 종류 및 두께에 따른 기준선량률 계산식 적용 상관계수3-11.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s for various attenuation filters)

Attenuation Filter
Filter thickness

(mm)
Parameter Value

Al

5
A 6.12223

B -1.95728

10
A 6.09909

B -1.95941

15
A 6.06623

B -1.95555

20
A 6.04232

B -1.95867

25
A 6.04373

B -1.97480

30
A 6.00137

B -1.96948

Cu

5
A 6.08766

B -1.97086

10
A 5.87015

B -1.91060

15
A 5.90635

B -1.97550

20
A 5.80793

B -1.97693

Sn

2
A 6.14640

B -1.97427

4
A 6.10579

B -1.97093

6
A 6.07041

B -1.97095

8
A 6.03322

B -1.97026

10
A 5.99534

B -1.9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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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몬테칼로 전산모사

다양한 감쇠필터 적용시 선량률 변화나 공간에서의 선량률 분포 등을 알기 위해서는 측정만

으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쉽게 접근 가능한 전산모사를 이,

용하여 여러 시험 환경에 대한 선량학적 자료를 얻었다 계산코드는 대표적 몬테칼로 전산코.

드인 MCNPX[3.20]를 사용하였으며 를 사용하여 차원 공간의 감마선속 분포flux mesh tally 3

를 계산하였다 그림 에는 로 모사한 조사기 구조와 감마선 트랙을 보였다. 3-15 MCNPX .

그림 조사기 구조 및 감마선 발생 전산모사3-15.

(The simulation geometry of the portable gamma-ray irradiator)

계산된 결과를 아래식을 이용하여 공간선량률로 환산하였다.

 
 

여기서 는 공기중에서의 흡수선량률 는 선속밀도R ( Gy/h), (#/cmμ Φ 2 그리고 는 감마선에), E

너지 이다(MeV) . (μen 는 공기 중에서 에너지에 따른 질량에너지흡수계수/ ) (mass energyρ

absorption coefficient; cm2 로써 그림 과 같다/g) 3-16 [3.21] 의 계산결과는 감마선. MCNPX

입자 하나당 확률로 주어지므로 환산 결과에 선원의 방사능을 곱해주어야 총 방사능에 대한

선량률 값을 얻을 수 있다 선원 방사능에 대한 정보는 표 에 나타내었다.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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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동식 감마선 조사기 의 방사선원정보3-12. (Eberline 848)

(The information of gamma-ray source for the portable irradiator (Eberline 848))

Nuclide Cs-137

Half-life (year) 30.17

Initial Activity (MBq) 3700

Calibration date 1992-08-25

Current Activity (MBq) (2015-11-25) 2169

그림 공기 중 감마선 에너지에 따른 질량에너지 흡수계수3-16.

(The gamma-ray mass energy-absorption coefficients as a function of photon energy)

(www.nist.gov/pml/data)

이동식 감마선 조사기의 내부 구조에 대한 설계자료의 부재 제작사 비공개 로 인해 조사기( )

내부구조를 정확히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전산모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완하

기 위해 실측값과 전산모사 결과를 비교하고 보정함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은 감쇠필터가. 3-17

없을 경우 거리에 따른 선량률 변화에 대해 실측값과 전산모사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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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Dose Rate and Distance (No filter)

No Filter

Measurement
Simulation
Linear Fit of Measurement value
Linear Fit of Simulation value

D
o

se
ra

te
in

a
ir

(l
o

g
(R

))

Distance (log(D))

Equation y = a + b*x

Weight No Weighting

Residual Sum of
Squares

2.51105E-5

Adj. R-Square 0.99992

Value Standard Error

Measurement
Intercept 6.14098 0.01977

-- Slope -1.95352 0.01016

Equation y = a + b*x

Weight No Weighting

Residual Sum
of Squares

6.4151E-4

Adj. R-Square 0.99963

Value Standard Error

Simulation Intercept 6.06512 0.01956

-- Slope -1.90297 0.00944

그림 전리함선량계 측정값과 전산모사 결과의 비교3-17. MCNP

(Relationship between dose rates and distance (measurements and simulations))

선량률 거리 관계에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측값과 전산모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들 사이의 보정함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근사식을 구하였다 거리.

의 상용로그값을 축 선량률의 상용로그값을 축으로 놓으면 실측값은x , y ,

exp expexp 전산모사값은,  인 일차방정식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이,

때 각각의 절편과 기울기는 표 과 같다3-13 .

표 전산모사 결과 보정함수의 상관계수3-1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simulation results)

Parameter Value

Aexp -1.95352

Bexp 6.14098

Acal -1.90297

Bcal 6.05512

앞서 기준선량률 계산에 사용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전산모사와 실측값간의 보정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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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
exp ( Gy/h)μ

Rexp는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 즉 참값이며, Rcal은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다.

양한 상황과 조건을 전산모사를 통해 간단히 계산하고 위 보정함수를 적용하면 실험값에 근사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산란방사선 영향 평가

기존의 이동형 감마선 조사장치를 이용하여 현장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바닥에 조사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조사된 감마선이 바닥에 산란되어 선량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공간 선량률 분포를 검토하였다 그림 은 감쇠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 3-18

사기를 지면으로부터 1 높이에 위치하고 조사했을 경우와 조사기를 지면에 위치시키고 조m

사했을 경우 빔 포트는 조사기 바닥면으로부터 상단에 위치 조사 중심에서의 종단면( 10 cm )

공간선량분포이다 그림 의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조사기를 지면에 위치시켰을 경우 고. 3-18 ,

깔 모양으로 방출되는 감마선이 지면에 산란되어 관심 조사면의 왜곡이 발생할 뿐만 아(cone)

니라 산란방사선으로 인한 효과 또한 발생한다 그림 에는 조사기위치가 다른build-up . 3-19

두 높이 지면으로부터( 1 높이에 위치 지면에 위치 에 대해 조사축 방향 거리별 선량율비를m , )

도식하였다 대체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약. build-up 2 지m

점에서는 최대 약 가량 선량율이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지역감시기 교7% .

정 시에는 조사기를 지면에 놓고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불

가피할 경우에는 산란선에 의한 효과의 보정이 요구된다build-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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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간선량률의 종단면 분포 좌 지면으로부터3-18. ( : 1 위치 우 지면에 위치m , : )

(Vertical profile of air dose rate (left: 1 meter from the ground, right: on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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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두 지점의 조사기 위치에 대한 거리별 선량률비3-19.

(Dose rate ratio for distance to the position of the irradiator at the different two points)

그림 은 조사기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조사반경과 선량률을 확인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3-20

축방향의 법선면에서 해당 선량률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현장에서 교정 작업을.

수행할 때 조사거리를 선정하는 것 뿐 아니라 조사 빔의 퍼짐을 고려한 작업자의 방사선방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참고 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79 -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50 cm away along the Beam Line

Horizontal axis (cm)

V
e

rt
ic

a
l
a

x
is

(c
m

)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00 cm away along the Beam Line

Horizontal axis (cm)

V
e

rt
ic

a
l
a

x
is

(c
m

)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V
e

rt
ic

a
la

xi
s

(c
m

)

Horizontal axis (cm)

50 cm away along the Beam Line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200 cm away along the Beam Line

Horizontal axis (cm)

V
e

rt
ic

a
l
a

x
is

(c
m

)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250 cm away along the Beam Line

Horizontal axis (cm)

V
e

rt
ic

a
la

xi
s

(c
m

)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300 cm away along the Beam Line

Horizontal axis (cm)

V
e

rt
ic

a
l
a

x
is

(c
m

)

그림 조사 축방향 거리에 따른 공간선량률 분포3-20.

(Distribution of air dose rate according to distance of irradiation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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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량률 데이터베이스 및 산출 시스템

조사거리별 감쇠필터 종류 및 두께별로 산출한 선량률 계산 근사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

건에서 해당 선량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기준선량률 은 조. (R)

사 거리 와 감쇠필터의 종류 및 두께에 따른 상관계수 로 결정되는 함수이므로 사용자(D) (A, B)

는 시험하고자하는 참조 선량률과 주위 환경여건에 적합한 조사거리를 선정한 후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적합한 감쇠필터의 종류와 두께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감쇠.

필터의 종류와 두께를 선택하면 그로인해 감쇠된 거리별 선량률의 계산도 가능하다 선량률.

데이터베이스와 산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쇠필터 종류 및 두께 몇몇 조사 거리에 해당하는,

기준선량률 값을 산출하고 표 에 보였다3-14 .

새롭게 구축한 교정체계는 선량률 데이터베이스와 산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쇠필터를 선정

하고 이에 따른 기준선량률 변화를 이용하므로 감마선 지역감시기 등의 반응도 성능시험 시

현장이 가지는 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선량률 범위에서 기기의 반응도 시,

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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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감쇠필터 종류 및 두께에 따른 거리별 기준선량률3-14.

(Reference dose rate by distance according to attenuation filter type and thickness)

Attenuation Filter
Filter thickness

(mm)
Distance (cm) Dose rate ( Sv/h)μ

Al

5

50 6.26E+02

100 1.61E+02

150 7.29E+01

200 4.15E+01

10

50 5.89E+02

100 1.51E+02

150 6.84E+01

200 3.89E+01

15

50 5.54E+02

100 1.43E+02

150 6.47E+01

200 3.69E+01

20

50 5.18E+02

100 1.33E+02

150 6.03E+01

200 3.43E+01

25

50 4.88E+02

100 1.24E+02

150 5.58E+01

200 3.16E+01

30

50 4.52E+02

100 1.15E+02

150 5.20E+01

200 2.95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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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uation Filter
Filter thickness

(mm)
Distance (cm) Dose rate ( Sv/h)μ

Cu

5

50 5.49E+02

100 1.40E+02

150 6.29E+01

200 3.57E+01

10

50 4.21E+02

100 1.12E+02

150 5.16E+01

200 2.98E+01

15

50 3.55E+02

100 9.02E+01

150 4.05E+01

200 2.29E+01

20

50 2.81E+02

100 7.15E+01

150 3.21E+01

200 1.82E+01

Sn

2

50 6.20E+02

100 1.58E+02

150 7.08E+01

200 4.01E+01

4

50 5.72E+02

100 1.46E+02

150 6.56E+01

200 3.72E+01

6

50 5.27E+02

100 1.34E+02

150 6.05E+01

200 3.43E+01

8

50 4.85E+02

100 1.24E+02

150 5.57E+01

200 3.16E+01

10

50 4.48E+02

100 1.14E+02

150 5.15E+01

200 2.92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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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반응도시험용 이동식 조사장치 제작 및 시험체계 구축

중성자 지역감시기는 공 항만 및 원자력 관련시설에 설치되어 방사선방호 및 방사능방재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요즘에는 대테러방지의 목적과 미지의 물질을 비개봉 상태에서.

검색하기 위해 공 항만에서 중성자발생장치와 함께 중성자 지역감시기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에 다양한 전자선량계와 휴대용 중성자 서베이메터류 등과.

같은 방사선 능 측정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성능시험이 원/ ,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성자 지역감시기의 성.

능시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방사선 방사능 측정기 교정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중성자 지역감시기의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현장의 설치장소에서 탈거하여 교정기관.

으로 이동하여야한다 주기적 탈착이동은 중성자 감시기의 전기 기계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 ·

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테러나 사고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중성자 지역감시기의.

성능시험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중성자 지역감시기의 비정상적 상황에서의 반응도 시.

험과 현장에서의 주기적 탈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 및 조사체

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교정 표준기관의 고정시설 이외의 교정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와 그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중성자 지역감시기의 현

장 반응도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정인자를 산출하였,

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성능평가서도 개발하였다 중성자 지역감시기의 반응도 시험을 위한.

현장 교정체계는 성능시험지침서 성능시험 및 평가서 성능시험을 위한 중성자 선원 종“ ”, “ ”, “ 2

(252Cf, 241 그리고 선원운반용기 겸용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 로 이루어진다 성Am-Be)”, “ ” . “

능시험지침서 및 성능시험 및 평가서 의 형식은 감마선 지역감시기의 현장교정체계 의 형식” “ ” “ ”

과 동일하다 이동식 조사장치의 구조와 재질은 전산모사. (MCNP6)[3.25]로 결정하였고 전산모,

사로 결정된 기초스펙트럼과 보너구 분광계의 실측으로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제 반.

응도시험을 위한 교정인자 산출은 중성자서베이미터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LB6411, Berthold)

다 본 과제에서 구축한 성능시험 체계들은 미국 국토안보부 가. (Dept. Homeland Security)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와 공동으로 수립한 핵종판별기의 성능시험 체계Electronics Engineers, Inc) (ANSI N42.34)

와 방사선 검출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ANSI N42.35)[3.10] 그리고, ISO-8529[3.22, 3.23]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1) 이동식 중성자 조사 시스템 설계 및 제작

현재 본 연구원에서는 중성자 지역감시기 반응도 성능시험 및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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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조사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교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의 법적 교. ,

정이 필요한 중성자 지역감시기는 설치위치에서 탈거 및 이동시켜 한국원자력연구원 또는 한

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고정교정시설에서 반응도 시험을 하고 있다 위의 두 표준교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반응도 시험에 사용하는 중성자 선원은 비감속 252 과 중수감속Cf 252 이다Cf .

그림 전산모사로 결정된 이동식 조사장치의 재질 크기 집속체 구조의 개념도3-21. , , .

좌 측면도 우 상면도: , :

(Concept of movable neutron irradiation device decided by computer simulation. Left: side

view, right: top view)

본 과제에서 제작한 이동식 조사장치의 구조 재질 및 사이즈는 장치의 이동성과 방사선학,

적 안전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몬테칼로(MCNPX6)[3.25] 전산모사로 결정되었다 그림 은. 3-21

전산모사로 최종 결정된 이동식 조사장치의 설계도이다 이동식 중성자조사장치의 재질은 고.

밀도폴리에틸렌 으로 결정되었고 크기는(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 50 cm (L) ×

로 결정되었다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장치는 최대 을50 cm (W) × 46 cm (H) . 25 kg

넘지 않는 부분으로 등분 되어있다 또한 최소의 피폭으로 최대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6 . ,

원통형 간이선원운반용기 직경 높이 그림 도 설계 제작하였다( 20 cm, 28 cm, 3-22) .

중성자 빔을 집속하기 위한 집속체 콜리메이터 는 최소교정거리 에서 지름( ) 50 cm 25.4 cm

의 감속구를 가지는 지역감시기를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동식 조사장치는 중.

성자 조사의 목적이 아닌 중성자 선원을 교정의 현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선원의 운반용기 용

도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와 같이 선원을 장착한 상태에서 집속구의 마. 3-22

개를 막으면 선원의 이동을 위한 표면선량률의 한도를 만족하는 운반용기로도 사용이 가능하

다 그림 은 실제 운반용기 겸용 중성자 이동식 조사체의 모습이다 선원의 운반용기로서. 3-23 .

사용될 때 주변에서의 중성자 선량률과 조사장치로 사용될 때 주변 및 조사방향에서의 거리별

선량률은 전산모사와 보너구분광계의 실측 그리고 중성자서베이미터에 의한 실측으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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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 이동식 조사장치 겸용 선원 운반용기의 사용 개념도3-22.

(Concept of packaging for neutron source combined with neutron irradiator)

그림 중성자 선원 운반용기 겸용 이동식 조사체의 실제 장면3-23.

(Pictures of movable neutron irradiator combined with neutron source packaging)

그림 와 그림 처럼 이동식 조사체로 사용될 때의 집속체 는 개방상태이3-22 3-23 (collimator)

며 조사체가 선원운반용기로서 사용될 때의 집속체 부분은 폐쇄상태가 된다 조사체의 전체무, .

게는 이상으로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체를 등분하여 무게를 줄여 이동을 쉽게100 kg 5

하였고 간이 선원 운반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조사체도 설계하였다 간이 선원 운반용기는, .

중성자 선원을 저장한 상태로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게이트 모니터 등 의 성능시험 선원이동( ) (

감지시험 등 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동식 조사체의 집속구는 주변으로의 중성자 산란을 최소) .

화하면서 성능시험에 필요한 선량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2) 몬테칼로 전산모사 및 보너구 분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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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칼로 전산모사를 위한 프로그램은(monte-carlo) MCNP6[3.25]를 사용하였고 각 기준위,

치에서 선량학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의 를 사용하MCNP6 volume fluence tally (F4 tally)

였다 중성자 선속스펙트럼의 에너지 구간은 중성자 선원의 최대에너지와 산란되는 열중성자.

의 에너지를 고려하여 에서 까지 설정하였고 각 구간별 동일대수구간0.01 eV 50 MeV , (log–

을 개씩 나누었다 표 에 제시된 선속 주변선량당량 환산계수equidistant interval) 10 . 3-15 -

(fluence-ambient dose equivalent conversion coefficient, h 는*(10)) 에서 제ICRU 57

시하는 에너지 구간별 입자선속 선량당량환산인자- (fluence to dose equivalent conversion

를 기법으로 내삽하여 사용하였다factor) cubic spline .

보너구 중성자 분광기 를 이용한 중성자 정량화는 초기추(Bonner sphere spectrometer) “

정 중성자장 보너구 에너지 반응함수(default neutron field)”, “ (energy response

보너구 반응값 이 필요하다 초기추정 스펙트function)”, “ (response measurement value)” . “

럼 은 중성자 조사실을 실측하여 전산모사 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현장 중성자장이 존” (MCNP6) .

재하는 현장에서 보너구 크기별로 보너구 반응값을 구하면 중성자장을 정량화 할 수 있다 그.

림 에 제시된 보너구 분광기는 종 직경 의 보너구3-24 6 ( 2 , 3 , 5 , 8 , 10 , 12 ) (bonner″ ″ ″ ″ ″ ″

섬광검출기 그리고 로 이루어져 있다sphere), LiI(Eu) , MCA(inspector2000, Canberra) .

그림 종의 보너구 위 왼쪽 휴대용 위 오른쪽 그리고 섬광검출기 아래3-24. 6 ( , ), MCA( , ), LiI(Eu) ( )

(Bonner sphere neutron spectrometer)

그림 에는 섬광검출기 기반의 보너구 분광기의 중성자에너지에 따른 반응함수3-25 Li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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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보너구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일 때 열중성자에 대한MCNP . bare

반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보너구의 크기 직경 가 커질수록 고에너지 중성자에 대한 반응, ( )

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보너구는 고에너지의. (polyethylene)

중성자를 감속시켜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열중성자화된 중성자는, LiI(Eu)

섬광검출기에 반응되어 계수되기 때문이다.

그림 보너구 섬광검출기 적용 의 크기별 중성자 에너지 반응함수3-25. (LiI(Eu) )

(Response functions of Bonner spheres with various diameter)

(3)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의 성능평가

이동식 중성자 조사체는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재료선정 및 구조설계를 하였다 또한MCNP .

제작된 조사체에 의해 집속된 중성자의 거리별 선량률과 주변으로 누설되는 표면선량률도 전

산모사로 계산하였다 그림 과 표 에서는 이동식 조사체로부터 거리 지점. 3-26 3-15 100 cm

에서 중성자 선속스펙트럼과 관련된 선량 관계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가 있다 표.

에 제시된 비감속 중성자장의 스펙트럼과 선량자료는 에서 가져온 것이다3-15 ISO-8529 .



- 288 -

그림 이동식 조사체를 이용한 중성자 선원3-26. (252Cf, 241 으로부터 기준거리 에서의Am-Be) 100 cm

중성자 선속스펙트럼.

(Neutron fluence spectra collimated by movable irradiator at 100 cm from 252Cf and
241Am-Be sources (left), and bare source’s fluence spectra (right))

표 비감속3-15. 252 와Cf 241 선원 및 기준거리 에서의 선량학적 자료Am-Be 100 cm

(Dosimetric quantities of bare sources and attenuated neutrons at 100 cm from source

(252Cf and 241Am-Be))

그림 과 표 에서 두 중성자 선원은 기준거리 에서 선속 평균에너지와 선3-26 3-15 100 cm -

량당량 평균에너지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원과 기준거리 사이의 공기에- .

의한 중성자 산란과 조사장치의 집속체에 의한 산란 때문에 발생하는 열중성자에 기인한다.

선원
기준거리
(cm)

선속 평균에너지-
(MeV)

선량당량 평균에너지-
(MeV)

h*(10)
(pSv.cm2)

252Cf 100 1.36 2.07 269

252Cf 0 2.13 2.30 385

241Am-Be 100 2.62 3.81 285

241Am-Be 0 4.16 4.40 391

h*(10) : Fluence-ambient dose equivalent conver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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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동식 조사체에 의한 집속된 중성자 스펙트럼과 자유공간에서의 스펙트럼의 비교 중성자 선3-27. .

원(252Cf, 241 으로부터 기준거리 지점Am-Be) 100 cm .

(Comparison of free field neutron fluence spectra and collimated neutron fluence spectra by

movable irradiator at 100 cm from 252Cf (left) and 241Am-Be sources (left))

표 이동식 조사체에 의해 집속된 중성자와 자유공간에서의 중성자의 선량자료 기준거리는 선원으로3-16. .

부터 지점에서 전산모사100 cm .

(Dosimetric quantities of free field neutron fluence spectra and collimated neutron fluence

spectra by movable irradiator at 100 cm from sources)

선원
기준거리
(cm)

선속 평균에너지-
(MeV)

선량당량 평균에너지-
(MeV)

h*(10)
(pSv.cm2)

252Cf-FF* 100 1.36 2.07 269

252Cf-Coll** 100 1.41 2.11 272

241Am-Be-FF 100 2.62 3.81 285

241Am-Be-Coll 100 2.70 3.85 290

h*(10) : Fluence-ambient dose equivalent conversion coefficient.
FF : Free-field neutron spectra.
Coll : collimated neutron spectra by movable neutron irradiator.

그림 과 표 은 이동식 조사체의 중성자 집속효과를 보여준다 조사체가 존재하지3-27 3-16 .

않는 경우를 가정한 자유공간에서의 중성자는 공기에 의한 산란만 존재할 뿐 구조물에 의해

산란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장치의 집속체 콜리메이터 는 집속방향으로 중성자 선속과 선량. ( )

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림 에서는 두 선원. 3-27 (252Cf, 241 으로부터 기Am-Be)

준위치 에서 조사체에 의해 집속된 중성자 선속스펙트럼과 조사체가 없는 자유공간에(100 cm)

서 중성자 선속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두 선원의 선속스펙트럼은 거의 비슷해 보이나 열중성.



- 290 -

자 에너지 영역과 속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선속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은 자유공. 3-16

간과 집속공간에서의 선량자료를 비교하여 집속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동식 조사장치의 집.

속체에 의한 집속 중성자의 평균에너지와 선속 주변선량당량 환산계수- h 은 자유공간에서*(10)

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집속체에 의한 집속효과를 의미한다. .

그림 이동식 조사체 주변의 선량측정 지점 좌 과 실제 측정장면 우3-28. ( ) ( )

(Measurement points of ambient neutron dose equivalent rate near the irradiator (left) and

picture of real measurement (right))

표 이동식 조사체 주변의 감쇄 및 산란 중성자의 선량자료3-17.

(Dosimetric quantities of attenuated and scattered neutrons around movable irradiator)

중성자
선원

기준거리
(cm)

선속
평균에너지
(MeV)

선량당량
평균에너지
(MeV)

h*(10)
(pSv.cm2)

hp(10)
(pSv.cm2)

주변선량당량률 [H*(10)/h]

전산모사
(Sv/h)

실측
(Sv/h)

252Cf 측면 15 0.83 2.75 125 130 5.0×10-6 2.5×10-6

241Am-Be 측면 15 1.65 3.72 184 193 2.7×10-3 1.8×10-3

표 과 그림 는 이동식 조사장치의 주변 조사체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3-17 3-29 ( tally 15

그림 에서의 누설선량 및 후방산란 중성자의 선량을 전산모사와 실측을 통해 평가cm, 3-28)

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처럼 조사체의 옆면과 후면에 중성자서베이미터 직경 감. 3-28 ( 25.4 cm

속구 를 접촉한 상태에서 주변선량당량률) (Ambient dose equivalent rate, H 을 측정하*(10))

였다 집속구가 개방된 상태에서 실제로 측정된 측면과 후면에서의 선량률은 각각. 2.5 Sv/h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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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였으며 전산모사 값 과는 배 정도 낮은 실측값을 보이고2.3 Sv/h , MCNP (5.0 Sv/h) 2μ μ

있다 이는 전산모사된 중성자 선원의 밀봉캡슐의 구조가 근사되어 낮게 실측되거나 실제의.

중성자서베이미터의 기기안정화가 덜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속구가 폐쇄된 상.

태에서 실제 측정된 측면과 후면에서의 선량률은 각각 와 정도였으며2.2 Sv/h 2.0 Sv/h ,μ μ

집속구가 개방된 상태에서의 값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빔 집속구가 개방된 상태에서.

는 집속된 중성자가 공기중에서 후방산란되어 조사체 주변에서의 선량당량률이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이동식 조사체 주변의 선량분포지도 좌3-29. ( : 252 선원 우Cf , : 241 선원Am-Be )

(Distribution map of neutron dose rate irradiated by neutron sources (252Cf, 241AmBe) in

movable irradiator)

그림 는 각각의 선원3-29 (252Cf, 241 을 조사체에 장착한 상태에서 집속구를 개방하Am-Be)

였을 때 조사체 주변에서의 선량분포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중성자는 집속체를 통해 조사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사체의 윗부분으로는 중성자의 누설 또는 감쇄투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

사되었다. 241 선원의 경우 상대적으로Am-Be , 252 선원보다는 상하쪽으로 많은 투과가 일어Cf

남을 볼 수 있다 조사체의 후측면으로의 누설선량은 미미한 것으로 모사되었다. .

그림 은 조사체 집속구가 개방된 상태에서 조사체의 측면 지점에서 측정한 두3-30 15 cm

선원으로부터 감쇄 및 산란된 중성자의 선속스펙트럼이다 두 선원 중. 252 의 선속스펙트럼에Cf

서 열중성자의 분율이 241 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이것은Am-Be . 252 선원의Cf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에너지에 의해 241 의 중성자보다는 높은 열중성자화 때문에 발생Am-Be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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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동식 조사체 주변의 감쇄 및 산란 중성자의 선속스펙트럼3-30.

(Neutron fluence spectra of attenuated and scattered neutrons around movable irradiator)

(4)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의 중성자장 생성과 선량평가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로 생성한 중성자장의 선원별(252Cf, 241 및 거리별 선량자료Am-Be)

를 생산하였다 기준위치는 중성자 선원의 중심으로부터 까지 의 간격. 80 ~ 200 cm 20 cm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은. 3-31 252 을 이용한 거리별 선속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기준거리가Cf .

증가함에 따라 전 에너지 영역의 선속률 이 급격히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flux) .

인 에너지별 열중성자 및 속중성자의 선속분율은 거의 변함이 없음을 그림 과 표3-31 3-18

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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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동식 조사체에 의해 생성된3-31. 252 중성자장의 거리별 선속스펙트럼 상 과 규격화된 선속스펙Cf ( )

트럼 하( )

(Neutron fluence spectra (up) and normalized spectra (bottom) at various position from 252Cf

source)

그림 는3-32 241 을 이용한 거리별 선속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림 의Am-Be . 3-31 252 중Cf

성자장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241 의 중성자장에서도 기준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전 에너Am-Be

지 영역의 선속률 이 급격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에너지별 열중성자(flux) .

및 속중성자의 선속분율은 거의 변함이 없음을 그림 와 표 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3-32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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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동식 조사체에 의해 생성된3-32. 241 중성자장의 거리별 선속스펙트럼 상 과 규격화된 선Am-Be ( )

속스펙트럼 하( )

(Neutron fluence spectra (top) and normalized spectra (down) at various position from
241Am-B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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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동식 조사체에 의해 생성된3-18. 252 중성자장의 거리별 선량자료Cf

(Dosimetric quantities of neutron field constructed by movable irradiator at various position

from 252Cf source)

중성자
선원

기준거리
(cm)

선속
평균에너지
(MeV)

선량당량
평균에너지
(MeV)

h*(10)
(pSv.cm2)

hp(10)
(pSv.cm2)

에너지 선속 비율(%)

< 0.5 eV
0.5 eV
10 keV～

>10 keV

252Cf

80 1.42 2.11 275 286 20.0 6.3 73.7

100 1.41 2.11 272 284 20.3 6.5 73.2

120 1.39 2.11 270 281 21.0 6.5 72.4

140 1.36 2.10 264 275 22.0 6.8 71.2

160 1.32 2.09 257 268 23.3 7.2 69.5

180 1.30 2.08 255 263 24.0 7.5 68.5

200 1.26 2.07 249 259 24.7 7.8 67.5

h*(10) : ambient dose equivalent conversion coefficient

hp(10) : personal dose equivalent conversion coefficient

표 이동식 조사체에 의해 생성된3-19. 241 중성자장의 거리별 선량자료Am-Be

(Dosimetric quantities of neutron field constructed by movable irradiator at various position

from 241Am-Be source)

중성자
선원

기준거리
(cm)

선속
평균에너지
(MeV)

선량당량
평균에너지
(MeV)

h*(10)
(pSv.cm2)

hp(10)
(pSv.cm2)

에너지 선속 비율(%)

< 0.5 eV
0.5 eV
10 keV～

>10 keV

241AmBe

80 2.75 3.90 299 316 17.8 5.4 77.8

100 2.70 3.85 290 307 18.2 5.7 76.1

120 2.67 3.84 287 302 18.9 5.8 75.3

140 2.61 3.83 282 296 19.9 6.0 74.0

160 2.53 3.81 275 289 21.2 6.4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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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의 보정인자 및 교정인자 산출

이동식 중성자 조사장치를 이용한 현장에서의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조사장치의 보정이 필요

하다 에서는 중성자 조사장치를 이용한 측정기의 교정에는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ISO-8529

많은 불확도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정의 의의와 보정인자 산출을 방법을 설명하고 있

다 가 제시하는 보정 항목으로는 선원의 방출률 보정 선원의 기하학적 비등방성. ISO-8529 “ ”, “

보정 선속 선량 환산인자 보정 중성자 방출률 붕괴률 보정 교정거리 보정 공기감쇠”, “ - ”, “ ”, “ ”, “

보정 중성자 산란 보정 그리고 교정기기의 측정값 보정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런 항목들”, “ ”, “ ” .

에 대한 보정인자의 산출식도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도 요인과 보정의 방법이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이동식 조사장치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조사장치가 사용.

되는 조사실은 고정시설이 아닌 매번 사용 환경이 바뀌는 이동시설이며 선원의 장착위치도,

매번 미세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발된 이동식 조사장치의 보정인자는 정량화.

된 표준 선량값과 표준측정기로 측정된 선량값의 상대비교로 보정인자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정확한 불확도 요인을 보정할 수는 없지만 본 과제의 목적인 비. ,

상시 현장 성능시험의 긴급성과 임시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보정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표 에 정량화에 의해 얻어진 거리별3-20 252 의 주변선량당량률 기준선량률Cf ( , H 과 중*(10))

성자서베이미터 월 교정완료 를 이용해 직접 측정으로 얻은 주변(Berthold, LB6411, 2016.11 )

선량당량률 측정선량률( , H 의 비교하여 정리하였다*(10)) .

표 이동식 조사체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장의 거리별 선량값과 산출된 보정계수3-20. 252Cf

(Correction coefficient, and Reference and measured ambient equivalent dose rate of

neutron field constructed by movable irradiator at various position from 252Cf source)

거리

(cm)

기준선량률

( Sv/h )μ

측정선량률

( Sv/h )μ

기준선량

변화률

측정선량

변화률
보정계수

80 66.2 69.0 - - 0.96

100 43.2 45.9 0.65 0.67 0.94

120 30.5 32.4 0.71 0.71 0.94

140 21.9 23.1 0.72 0.71 0.95

160 16.6 18.0 0.76 0.78 0.92

180 13.0 14.7 0.78 0.82 0.88

200 10.3 12.1 0.79 0.82 0.85

표 와 그림 을 보면 거리별 측정선량률은 기준선량률보다 약간씩 높다 이는 집속3-20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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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성자가 공기중 산란뿐만 아니라 주변 구조물에 의한 산란의 영향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

단된다 전산모사한 조사환경은 실제의 구조물을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실제보다 구조물 산란.

의 영향이 적다 그러나 기준선량과 측정선량의 변화률 선량률 측정거리 은 거의 비슷하다. ( / ) .Δ Δ

이는 실제 측정값과 이론적 기준값의 차이는 있어도 감쇠지수법칙의 경향은 동일하게 따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에 제시된 보정계수 는 기준선량값과 측. 3-20 (correction coefficient)

정선량값 사이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본 과제에서 제작된 조사체의 거리별 보정.

계수는 최소 에서 최대 이다 교정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일때는 보정계0.85 0.96 . 80 cm

수가 으로서 에 가깝고 교정거리가 멀어질수록 보정계수는 에서 멀어진다 이것은 조0.96 1 , 1 .

사체로 멀어질수록 산란의 감쇠의 정도가 증가되어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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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동식 조사체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장의 거리별 기준선량값 및 측정선량값3-33. 252Cf

(Reference and measured ambient equivalent dose rate of neutron field constructed by

movable irradiator at various position from 252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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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절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제 절2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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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1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생활 및 업무 환경 주

변 물질 조사OSL/TL

∙ 스펙트럼 측정장OSL

치 제작

∙생활 및 업무 환경 주변 물질 조사OSL/TL

휴대전화 전자소자 반응 특성 조사- OSL

벽돌 타일 석영물질 반응특성 조사- , , OSL

∙ 스펙트럼 측정장치 제작OSL

고감도 와 스펙트로미터 광필터 조합- CCD ,

100

신 소화기모델 해석∙

신 소화기모델 분석 및 관련 데이터베(HATM)∙

이스 구축

신 소화기모델을 적용한 내부피폭 평가 자료∙

산출 및 검증

100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

험용 기준 엑스선장 제

작

전자선량계 성능시험 기준 선질 개ISO LK 6∙

(LK35, LK55, LK70, LK100, LK125, LK170)

제작 및 정량화

100

2. 2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생활 및 업무 환경 주

변 물질 시료OSL/TL

화 기법개발 및 방사선

반응 특성 평가

∙다파장 자극광원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제

작

최신 휴대전화 전자소자의 선량복원용 시료화∙
기법개발 및 방사선반응 특성 평가

전자기판내부의 가능한 모든 소자의 방사-
선 반응 특성 실험 및 평가
신호 감쇠 특성 데이터 확보-

건축물 구성 물질 벽돌 타일 의 신속한 시료( , )∙
화 기법 및 선량복원 프로토콜 개발
기존 기법 대비 배 이상 판독속도 향상- 20

∙다파장 자극광원 스펙트럼 측정장치 제작OSL

100

모델 해석OIR∙

의 수정된 호흡기 모델 분석 및 해석OIR∙

핵종 별 전신 생리역동학모델 분석 및 관련 인∙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델을 이용한 잔류함수 산출 모듈 개발OIR∙

100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

험용 기준 엑스선장

저선량률 확대 및 저( )

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개인선량계 서베이미터류 교정 기준선장 확대/∙

(241 종 및 정Am, ISO LK2 : LK210, LK240)

량화 자료 생산

저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241 방사성동위Am

원소를 이용하여 단일 에너지 의(59.5 keV)

저선량률 감마선장을 제작

100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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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방사선량 회구측정 및

평가 절차서 작성

최신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개발

시료준비부터 최종 선량평가까지-

개발된 절차서 검증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선량회구평가 실증 시험 실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 개발

시료 추출 전처리 선량평가- , ,

최저검출선량 약- 10 mGy

산출시간 약 시간- : 2

의 물리적 모델 수립 및 분석 프로그램OSL∙

작성

100

신 섭취모델 기반 섭취잔∙

류함수 산출

의 개 핵종에 대한 섭취경로별OIR part 2 15∙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의 개 핵종에 대한 섭취경로별OIR part 3 15∙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내부피폭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생체검정∙

함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

축

방사능방재 현장 운영장비 교정 시험용 키트/∙

제작 및 절차서 작성 오염감시기 핵종판별기( / )
100

4. 4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방사선 사고시 피폭선량

복원 및 원격실시간 선

량 측정 기술 개발

선량복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S/W)∙

설계 알고리듬 개발( )

선량복원기술의 현장 적용 시험 및 절차보완∙

사고후 경과시간에 따른 최저검출선량 평가∙

휴대폰 내부 전자소자의 현상을 이용한OSL∙

사후 선량평가기술의 국제상호비교

선량평가용 결정체 물질 제조 장비구축 및∙

기반기술 확보

원격 실시간 선량 평가용 결정체 물질RL∙

제조 중성자 측정 가능( )

선량률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 제작RL∙

100

상처흡수모델 분석 및 이를∙

적용한 생체검정자료 산출

상처흡수 격실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처흡수 모델 적용을 위한 생체검정 산출모듈∙

개발

모델과 상처흡수 모델을 결합하여 개OIR 28∙

핵종에 대한 생체검정 자료 산출

100

감마선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체계 구축

현장 교정 시험 기술사양서 작성/∙

감마선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 시험키트 제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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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방사선 사고시 피폭선량

복원 및 원격실시간 선

량 측정 기술 개발

국제상호비교 결과 평가 및 그에 따른 시료별∙

사후 선량평가 기법 세부절차 완성

선량복원 데이터 분석 개발 적용S/W /∙

기술이전을 통한 현장 적용∙

원격실시간 선량 평가용 물질 특성 평가RL∙

측정장치의 성능 평가RL∙

100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

평가 전산코드 개발

신 국제권고 관련 전산자료 구축∙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100

중성자 지역감시기 성능∙

시험용 이동식 조사장치

및 현장교정 체계 개발

∙현장 성능시험 교정 기술기준서 및 시험절차서/

개발

중성자 지역감시기 현장 교정 시험 키트 제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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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Retrospective Dosimetry)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을 이

용하여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폭 및 누출 선량을 사후에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술로서 다양한 방사선 사고 수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임.

방사선 관련 사고시 작업자 및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들이 그 사고로 인해,•

실제 방사선 피폭 여부를 신속히 구분하여 피폭자가 적합한 의료적 처리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기여할 것임 또한 사고 범위나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부족에 기인한 사회적.

패닉 상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판독특이자에 대한 선량평가시 현재 주로 혈액검사를 통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폭•

선량이 낮은 경우 선량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본 기술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전하.

여 판독특이자 선량평가에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관

리에 기여할 예정임.

최근 그 우려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일명 더러RDD(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운 폭탄 을 이용한 방사선 테러 상황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Dirty Bomb)

니라 테러 용의자 용의차량 용의건물에 대한 방사선량을 평가하여 이를 특정하는데 도움, ,

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서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상처흡수모• 델을 분석하고 관련인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함에 따라 이 모델의 사용 시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상처흡수모델을 적용한 내부피폭 평가에 있어 평가자마다의 분

석차이로 인한 평가오류를 줄일 수 있음

에 기반한 평가방법론을 구축함에 따라 평가자에 따른 차이를 줄여 신뢰IDEAS Gudeline•

성 있는 내부선량평가에 기여함

신 국제권고에 기반한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신 권고에 의한 규제•

시 기준 전산코드 사용되어 신 권고기반 규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용으로 국내 표준 및 교정기관에서 보유하

고 있지 않은 규격의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을 확보하고 방사능 방재 혹은 원자력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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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방사선 능 감시기에 대한 현장 성능시험체계를 국제 규격에/

따라 구축하여 방사선방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가능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방사선 방호 방재 보안용 현장 방사, / /•

선감시기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체계를 확보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확인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음.

국산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확장된 기준 방사선장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내 방사선검출기 개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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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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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산업적 측면․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자 및 주민들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는 것은 직접적 경제적 수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을 확보. ,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외 관련 선진 기술진을 초빙하여 선량

복원 작업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이. ,

경우 피폭 우려자에 대한 실제 피폭선량 평가와 누출 방사선량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고 규모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일 것

이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할 경우 방사선 누출량 지도 작성이 가능하며 피폭,•

우려자의 선량평가를 비용은 기존대비 약 분의 수준으로 평가 시간은 약 분의10 1 , 5 1

이하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선량복원 기술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에 이전하여 판독특이자의 선량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

내부피폭에 대한 관심과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계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의 내부피폭에 대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

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내부피폭 모델이 적용될 경우 산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매우

클 것이며 선량 평가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 및 관련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결과는 향 후 을 적용한 평가 시 여OIR OIR

러 분야의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산출된 핵종 및 섭취경로 별 잔류 배. /

설함수는 내부피폭 코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방호용 측정기들에 대한 시험 및 교정용 기준 방사선장이 확대•

구축됨으로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기들의 성능을 다양한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방사선측정기 개발 및 제작 전반에 구축된 체계를 이용하면.

측정기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증가되므로 국산 방사선측정기의 제작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이기에 현장에서 방사선,

방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기술적 측면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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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누출 사고나• 테러 등 방사선 비상시 인위적 방사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누출,

된 또는 피폭된 방사선량을 회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선량복원(retrospectively) ( )

로서 기존 기술 대비 정밀도 및 정확도가 높은 기술을 확보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기존 기술인 혈액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 치아 에나멜의 기법 등에 비, , ESR•

하여 시료의 확보가 용이하고 선량복원의 결과의 불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최소검,

출하한 이 낮은 기술 을 확보할 수 있음(MDL) (< ~10 mGy) .

사고 시 즉각적 실시가 가능하므로 방사선의 누출 및 피폭에 대한 정보 부재에 의한 사회•

적 패닉 상태를 예방하고 실제 사고의 의미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panic)

함으로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수시간 이내에 누출 또는 피폭 선량(

평가 가능).

감마 및 중성자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물질을 개발함으로서radioluminescence (RL)•

고방사선 구역내 원격 실시간 선량 평가를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임.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이용하여 섭취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마OIR•

련하고 이를 통해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종사자의 생체검정 시 반드시 필요.

한 섭취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향 후 추가된 의OIR

핵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활용되며 향 후 다양한 분야의 내부피폭 평가에part 4, 5

활용될 것이다.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

국내에서는 국제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기술규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선질로 대체

하여 전자개인선량계의 성능시험을 하였다 원자력관련시설이나 항만 공항 현장에서 사용. ,

되는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포털모니터 나 휴대용 핵종판별기의 경우 그 성능시험이나( ) ,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포로토콜이 없었다 이런 상황은 해당 제품들의 성능이 적절하게.

확인되고 있는지와 측정결과의 신뢰성 저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구축.

한 국제규격선질 저선량률 엑스선장 종과 감마선장 종 그리고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8 1 ,

와 휴대용 핵종판별기의 현장성능시험용 포로토콜 이동식 감마선 중성자 조사장치를 이, /

용하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적절한 교정과 반응도시험 결과로 보증할 수 있기 때문

에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보안검색용 측정기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의 신뢰성/ /

을 확보할 수 있다.

활용방안3.

방사선 사고 대응 시스템에 본 기술을 활용한 선량평가 기능을 탑재 추진•

방사선 누출 사고시 관련 작업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여 평가함으로서•

피폭자의 적절한 의료적 처치에 기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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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사고 또는 테러 상황시 이의 역학 조사에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의 의미와 규모를 누출 방사선량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

함으로서 사회적 패닉 을 예방하고(panic) 사고 대응 능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사고대응시스템에 탑재하여 사고시 즉각적 선량복원 실시•

본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연구 결과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에 기술이전하여 판(KINS)•

독특이자 선량평가용으로 활용함으로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예정임

국제상호비교 프로그램 참여 및 아시아 국가간 선량평가 협력 단체 결성 벤치(EURADOS•

마킹)

작업종사자의 내부오염이 발생하여 생체검정을 실시한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듈을 통•

해 섭취량을 추정해보고 기존의 모델로 추정한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는 데에 활용

기존에 내부피폭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적용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프로OIR•

그램 개발 시 섭취량 추정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방사선사고 상황과 같이 매우 다량의 방사성물질 섭취가 발생한 경우 기존 자료보다 신뢰도,•

높은 기반의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사용함에 따라 조금 더 정확하고 적절한 사후 대처가OIR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방사선방호 방재 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

방사선측정기 사용에 따른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해당 검출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국내 평가

체계가 필요함 이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방사선측정기 제작산업을 개발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필수 기반요소이기 때문에 시급히 국가 공인시험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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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1 (ICRP draft version report)•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2 (ICRP draft version report)•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3 (ICRP draft version report)•

• EURADOS Report 2014-01 ‘Visions for Radiation Dosimetry over the Next

Two Decades - Strategic Research Agenda of the 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가 주최하고(Dept. Homeland Security) IEEE (Institute of•

가 작성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 ANSI (American National

가 인증한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방사선 능 측정기의 성능을 시험Standard Institute) , /

할 수 있는 시험지침서 와 프로토콜을 여 년 전부터 개발하였고 최(ANSI N42 series) 10 ,

근까지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다 개인방사선경보기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휴대용 방. , ,

사선핵종 분석기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중성자 검출기 등의 휴대 기기에 대한 성능시, ,

험 지침 뿐만 아니라 항만이나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엑스레이 방사선검출기의 성능,

시험 체계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기기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 훈련 지침이나 기기.

의 데이터 형식 기준 등의 소프트웨어 적인 지침도 체계화 시키고 있다.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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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 내외)

1. 지구규모의 대기 및 해양 환경내 방사성물질 확산평가 모델 개발은 방사선 사고시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 운영에 필수적인 수치예보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고, 

확산모델에 연계하는 전처리 대용량 자료처리 모듈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전 세계 방사선 

사고시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이동·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3차원 대기/해양확산모델을 개발하였다.

2. 본 연구는 크게 원자력 사고시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개발, 국내고유 생태환경 핵종전이 특성인자 측정 

및 자료 구축, 식물을 이용한 방사능 오염 환경완화기술 개발, 야생생물종 방사선 생물학적 특성 조사의 4가지 세부연구

목표로 수행되었다.

생태환경 장단기 선량평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계획 및 기존 피폭 상황시 생태계 선량평가를 위하여 평형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코드의 성능 개선,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코드 성능검증, 핵종 유출 생태계 오염 평가 

적용 연구, 원전 사고 초기의 생태환경 선량평가를 위한 동적모델 개발,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분석을 통한 코드의 

적용성 및 실용성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3. 국내에는 경수로 뿐 아니라 중수로가 운영중에 있으며, 원자로형에 따라 부지적합성 평가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11년 중수로현안 국가중장기연구 “원전 사고시 선량평가 최적화 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최적 

평가방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경？중수로 통합 가상사고에 대한 대기확산과 

인체선량평가 최적모델을 개발하였고, 국내의 방사선방호체제, 제도적특성, 부지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최적 

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사고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기상조건 (안정한 대기와 저풍속)에서 야외확산 실증실험 

및 기상수치해석을 통해 개발된 모델의 적용 타당성 검증과 함께 부지에 적합한 최적 변수값을 도출하였다.

4. 본 과제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비상대응 환경방사성유출물 탐지 및 평가기술 개발이며, 1단계 세부 연구내용은 

사고대응 고방사능현장 연속 분석시스템 개발, 주요 누출핵종 긴급분석기술 개발, 해양 방사성유출물 탐지기술 개발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5-1. 방사선량 회구 평가(Retrospective Dosimetry) 기술 개발

5-2.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5-3.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수치예보자료, 지구규모, 원자력사고, 환경방호, 가상사고, 대기확산, 소형검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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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A large amount of radioactive material wa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and into the 

sea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radiological effects 

for the human in the world and Korea by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Fukushima 

accident 2011, the region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named LADAS-Regional in Korea 

was only constructed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radiological effects was 

evaluated to the human and environment due to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air. It could not be performed for the effects that the radioactive material was entered in 

Korea through the various pathways after moving the Pacific Ocean by westerly wind because 

LADAS？regional was only cover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LADAS-Global of the global scale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assessment to have 

an influ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by the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air from the radiological accidents in the world. Also, huge areas of the east coastal 

regime of Japan and Pacific Ocean were contaminated by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directly from the Fukushima accident. However, the marine dispersion of the 

radioactive materials would not be evaluated in fast and exact manner because the oceanic 

dispersion model had not yet been developed in Korea 2011. In this viewpoint, marine 

dispersion model has to be developed to assess the transport and diffusion processes of 

the radionuclide in the global ocean.

  The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operated 

to protect the human and environment from the nuclear accidents in advanced countries 

 



like USA, Europe and Japan. These systems of the above countries, one can not purchase 

or get some technical informations because of development only for the their own people 

and environment. Therefore, the radi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system has to be 

developed and constructed to conserve the human and environment in Korea from the 

nuclear accidents in the world.

2.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technologies protecting the environment 

from the radiological risk for an emergency exposure resulting from a nuclear accident. 

3. The evaluation of site suitability is a basic requirement for the approval of construction, 

continued operation and periodic safety review (PSR)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It 

should be confirmed through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in both hypothetical accidental 

releases and routine releases. In Korea, both PWR and CANDU reactors are under operation, 

and there are variety of inherent characteristics in reactor design including siting criteria. 

Nevertheless they ar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in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radiolog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development of optimized technology for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which might 

be applied to both PWR and CANDU. To do so, we are going to establish an optimized 

Korean methodolog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models for radiological assessment 

under the Korean institutional regulation characteristics.

 4. Development of identification techniques of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s

  - Development of continuous detection system in high radiation areas

  - Development of rapid analysis methods for certain released radionuclides

  - Identification techniques for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sea

 5.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Development of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 by using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and thermoluminescence (TL) in materials and personal belongings 

ubiquitous at public and work places (MDD: ～ 10 mGy)

 Development of OSL/TL spectrum measurement system

 Development of dose evaluation program for ret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Numerical forecast data, Global scale, nuclear accident, environment 
protection, Hypothetical accident, Routine release, mobile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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