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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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을 한

최종잔류방사능 측정 방법 연구

서 범 경 ․ 지  용 ․ 홍 상 범 ․ 이 근 우
한국원자력연구원

E-mail : bumja@kaeri.re.kr

심어 : 속, 선원항, 최종잔류방사능, 도보정, 자체처분

 서  론

원자력시설의 사용년수 증가로 인하여 개선․보수 

 해체 상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시

설의 개선․보수  해체 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

물이 량으로 발생된다. 특히, 속성 폐기물의 경우

는 향후 3,000 만톤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상되며, 

이러한 속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하지 않고 직  처

분할 경우에는 막 한 경제 인 손실이 상된다[1].

이러한 속성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환경 인 향은 10배 이상 크며, 비용 한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도 

재 방사성 속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한 연구

들이 많이 선행되었으며[2], 자체처분 역시 활발하게 

시행되고 실정이다.

그러나, 원 에서 발생한 형 속 폐기물(증기발

생기  열교환기 등)과 같이 구조가 복잡하고 오염 

선원항이 다양한 폐기물에 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서 자체처분한 사례가 없다. 이러한 복잡한 형상의 

속 폐기물을 자체처분하기 해서는 정확한 잔류방사

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시료채취 방법  측정법이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핵종으로 

오염된 속 폐기물을 자체처분하기 한 방법으로서 

방사성 오염 선원항을 평가하고, 속성 폐기물의 자

체처분 시에 요구되는 도에 따른 보정인자를 포함

한 최종잔류방사능 측정법에 하여 검토하 다.

 재료  방법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는 사용 기간 

에 오염이 의심되는 모든 핵종에 하여 조사해야

한다. 특히, 가압경수로형(PWR, presurrized water 

reactor)의 경우에 원자로  냉각계통의 재질로 주로 

사용되는 Fe, Cr, Ni  Co 합 의 재질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에 한 선원항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들 핵종의 천연 존재비  원자로에서의 

핵반응 생성율과 기타 해외 증기발생기의 오염 황 

등을 조사하여 Cr-51, Mn-54, Fe-55, Co-58, Fe-59, 

Co-60, 그리고 Ni-63의 표 핵종을 선정하 다.

Fig. 1. The existing rates of the source term with 

the time variation.

이러한 핵종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잔존비를 Fig. 

1과 같이 조사하 으며, 실제 처리 시에 요구되는 핵

종의 선원항 선정 시에 요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폐기물을 최종 자체처분하기 해서는 정확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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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농도의 측정이 요구되며, 이 경우 표시료 채취가 

가장 선결되어야 한다. 기존의 표면이 단순한 오염일 

경우는 1 m
2
의 면 당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방사능을 

평가하 다.

그러나, 시료 채취가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경우에

는 표시료를 채취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복

잡한 형상의 폐기물에 해서는 시료를 용융한 후에 

표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을 분석하 다. 한, 

속 시료의 경우는 큰 도로 인하여 자체흡수에 한 

보정이 필수 이다. 자체흡수 보정은 일반 으로 방사

능 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통형과 마리넬리형 비

이커를 이용하여 도별로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결과  고찰

선정된 핵종들을 상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핵종들

의 잔존비를 평가한 결과, 반감기가 짧은 핵종들

(Cr-51, Co-58, Fe-59)은 2년 정도가 경과하면 0.1% 

미만으로서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잔류방사능 

측정 시에도 미검출된 핵종에 해서는 검출하한값을 

입력하여 선량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같이 

잔존비가 작은 핵종에 해서는 무시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그리고, 복잡한 형상의 표시료를 채취하기 하

여 속을 용융한 후에 용융 시료 에서 3 부분으로 

나 어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5% 

범  정도로서 시료의 균질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채취한 시료는 측정 용기와 동일한 형태의 주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하학 인 모양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방사능 평가가 가능하 다.

이러한 속성 시료의 방사능을 분석할 경우, 가장 

오차가 큰 요인으로서는 표 선원( 도 = 1)과 측정

용 시료( 도 약 8)의 도 차이에 따른 자체흡수효과

일 것이다. 이러한 도변화에 따른 효율을 계산하고 

원래의 표 선원의 도와 비교한 결과, Fig. 2와 같

이 도가 높고, 에 지 낮은 역에서는 원래의 효율

과 4배 이상의 차이를 보 다. 이는 실제 측정 시에는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Fig. 2. The self-absorption rate of the metal sample 

with the density and gamma-ray energy 

variation.

 결  론

속성 방사성 폐기물을 자체처분하기 해서는 정

확한 잔류방사능 측정이 필수 이다. 특히나, 복잡한 

형상의 속 시료 잔류방사능 측정 시에는 표시료 

채취  도 보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표 시료

의 경우는 용융한 후에 주괴 형태로 만들어 측정함로

서 시료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 도별 

보정상수를 결정하 으며, 에 지 낮은 역에서는 자

체흡수 효과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오차

를 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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