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24 _http://www.karp.or.kr

Alanine/ESR dosimetry를 이용한 발 소 내부선량평가

박 병 룡 ․ 최 훈 ․ 일남 ․ 이 병 일 ․ 임  기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

E-mail : 33001126@khnp.co.kr 

심어 (keyword) : ESR, EPR, alanine, dosimetry, 흡수분 기법

 서  론 (Introduction)

  국내에서는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 을 시작

으로 재 총 21호기의 원자로가 가동 이다. 발 소 

정상운   방사선량율 자료로서는 발 소 방사선 

리부서에 의해 수년간 발 소 출력운  시 격납

건물  보조건물에서 격실단 로 주기 으로 실측된 

방사선 탐사측정자료(   공간선량으로 감마선 

 성자 선량율 기록)나 각 계통의 방사선원  발

소내의 차폐설계를 고려한 산코드에 의한 방사선

량율 자료 등이 있다. 하지만 참조 가능한 이들 자료

는 격납건물이나 보조건물에서 모두 격실단 로 측정

되거나 평가되어있기 때문에 설비의 서비스 기간 동

안 기능의 효용성을 보증하기 하여, 원자력발 소 

내의 열악한 환경에 치한 기기  이블 등의 실

제 방사선량계측과정을 통하여 설계시의 측수명의 

보수성을 여, 기기  이블의 사용수명을 연장해

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방사선보건연구원에

서는 호기의 발 소내부 선량평가를 하여, 2005년 

월성1호기를 시작으로 알라닌 선량계를 이용한 

ESR(Electron Spin Resonance) 회구해석  선량평

가를 진행 에 있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1. alanine dosimeter

 알라닌은 아미노산의 하나로 α-알라닌과 β-알라닌

이  있는데, α-알라닌은 화학식 CH3CH(NH2)COOH 

이다. 평가에 사용된 BRUKER사의 L-α-알라닌 제품

은 binding 물질로 Teflon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 1

과 같은 팰릿형태로 직경 5mm, 높이는 3mm의 원기

둥 모양이며 질량은 64.5 ± 0.5m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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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라닌시료와 캡슐

2. ESR system

 선량평가에는 BRUKER사의 e-scan alanine 

analyzer와 X-band EMX ESR spectrometer를 사용

하 다. e-acan은 알라닌 샘  용 분석 장비로서 

mains frequency는 50-60Hz 정도이고 rated power

가 최고 300W이다. 선량 범 별로 사용되는 insert 

종류가 달라 측정상의 안정성과 Standard Marker와

의 신호비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fit 

method를 쉽게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3. 선량평가 방법

 원자력발 소 계획 방정비 기간을 이용하여 각 호

기당 30-50여개 치에 각 치별 알라닌 시료 3개와 

온도측정기를 함께 설치하고 약 3년(핵연료 2주기)이 

경과된 후 시료를 회수하여 ESR을 이용하여 선량을 

측정하 다. 계측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하여 처

음 핵연료주기 경과 후 설치장소별로 각 1개의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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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시료를 일 으로 교체하여 비교 측정을 하 다.

 결과  고찰 (Results and Discussion)

  표 1에 A발 소 50개소에서 회수한 알라닌 시료를 

e-scan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2에 고선량  

치인 No. 3 시료의 실제 설치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실측선량(Gy)은 실제측정치로 측정기간은 732일이며 

이것을 연간선량(Gy/year)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참조선량은 각 격실에서의 평균 인 공간선량(설계수

치  실제 계측된 방사선량률 자료 참조)이다.

NO.

평균

온도

(℃)

실측

선량

(Gy)

연간

선량

(Gy/year)

참조

선량

(Gy/year)

고

선

량

3 - 895 446.1 569.4

5 39 204 101.8 438.0

26 - 1536 766.0 1401.6

35 - 1806 900.5 569.4

40 - 650 323.8 1401.6

47 38 1188 592.3 1401.6

선

량

고선량과 시료분실 치를 제외한 모든 치

에서 실측선량 10 Gy( 부분 1Gy) 이하로 

측정됨

분

실
No. 4, 12, 16, 17, 27, 30, 32, 43, 44, 48, 50 

표 1. A발 소 50개소(No.1~50)의 e-scan 선량 값. 

  표 1과 같이 발 소 내 방사선 리구역은 부분 

1Gy 미만의 연간선량을 나타내었고 그림 2에서 보는 

것 같이 격납건물의 일부 특정 격실에서만 100 Gy 

이상의 고선량이 계측되었다. 다른 발 소 한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알라닌 시료는 원  기

기  이블에 직  부착한 지 의 선량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격실단 로 공간선량을 측정한 참조선

량과는 차이가 있었고 이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

움이 있다. A발 소에 설치한 50개의 시료  11개 

치의 시료를 분실하 는데 이것은 시료설치 후 첫 

번째 계획 방정비기간동안 다른 작업자들에 의한 훼

손으로 단된다. 한 장기간 설치로 인해 몇몇 디지

털 온도측정기의 고장 문제가 발생하 다.   

그림 2. 시료 설치 도면( )과 실제 설치 사진(아래)

 결  론 (Conclusion)

  alanine/ESR dosimetry를 이용하여 발 소 내부 

이블  주요기기의 선량평가를 시행하 다. 계측이 

완료된 부분의 원자력발 소 방사선 리구역은 극

히 낮은 방사선량율을 나타내었으며 일부 고방사선지

역의 경우에도 기기설치 치의 조정과 한 차폐체

등의 설치로 높은 방사선량은 격납건물의 일부 격실

에서만 계측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선량측정을 하기 하여, 이후에 선량평가를 시행한 

원자력발 소에는 고선량 상지역 주변에 추가로 시

료를 설치하 고 온도 측정기  알라닌 시료 분실을 

이기 한 치를 선정하여 시행 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