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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원자력 산업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선량을 측정하는 개인 선량계는 합리 으로 달성 가

능한 범 에서 개인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로 유지하

는 데 필수 으로 사용되고 있다. TLD와 필름 뱃지

와 같은 수동형 선량계(passive dosemeter)는 선량

계의 패용 기간 동안 개인의  피폭 방사선량을 

사후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개인 피폭 방사선

량에 한 정보를 방사선 작업 장에서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을 보완하고 방사선 작업 장에서 

효과 인 개인의 방사선 피폭 리를 하여 포켓 선

량계(PD)  자개인선량계(이하 EPD)와 같은 능동

형 선량계(active dosemeter)가 보조선량계로써 함께 

사용되고 있다. 

  국, 스 스  일본 등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을 평가하기 한 법정선량계로써 수동형 선량계

뿐만 아니라 능동형 선량계도 사용이 가능하다. 법

정선량계의 의미는 측정값을 공식 으로 개인선량 

값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7호(개인 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리에 한 규정, 제 3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한 법정선량계로서 TLD

와 같은 수동형 선량계만이 사용 가능하며, EPD와 

같이 측정기와 독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

는 능동형 선량계는 법정선량계로써 제외되도록 규

정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방사선량평가그룹(EURADOS)이 심이 되어 법

정선량계로서의 EPD 사용 가능성에 한 검토  연

구가 활발히 진행 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EPD를 법정선량계로 사용 이다.

   국내에서 EPD를 법정선량계로 사용하기 해서는 

TLD 수 의 측정(시험)값에 한 신뢰성 검증과 함

께 운 인 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해외 운  

사례, 장 실험 등을 통하여 이에 한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며, 연구의 시작 단계로써 해외 여러 나라들

의 운  사례를 통한 국내 원 에서의 EPD 법정선량

계화에 한 연구 방향과 가능성을 검토하 다. 

 상  방법

  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EPD의 종류  운

차를 상으로 하 다. 발 소에서 보조선량계로 사

용하고 있는 EPD는 3社(MGP, ThermoFisher, Fuji)

에서 제작된 4개 모델이다. 발 소 선량평가 차, 

TLD와 보조선량계 운  차를 검토하 다.  

  다음으로 해외의 EPD 운  황의 조사를 해서  

원자력기술정보시스템(KONIS)의 운 경험 보고서를 

참조하여 사례를 검토하 으며, EPD를 법정선량계로 

인정하고 있는 국과 기타 유럽 국가  일본을 선

정하여 EPD 운 황에 한 문헌을 조사하여 특징

을 분석하 다.  

 결과  고찰

  국내 원 에서 사용되고 있는 EPD는 감마 측정 선

량계로 ThermoFisher(EPD-G), MGP(DMC2000S), 

FUJI, 그리고 성자 측정 선량계로 ThermoFisher 

(EPD-N2)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1). 국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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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동형 선량계인 TLD의 독 값(월 1회 독)을 

기 으로 법  선량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EPD는 보

조선량계로 사용하고 있다. 

  랑스 등 몇 몇 국가에서의 EPD 사용에 한 법

 기 과 요건들을 간략히 표 1에 정리하 다. 

  국의 경우 1996년 4월 지멘스(社)의 EPD 시스템

을 원 에 도입하여, 2000년 계당국으로부터 EPD

를 법정선량계로 승인 받았으며, 2010년 재 BNFL

사(社)  British Energy사(社) 소속의 19개 원 에

서 EPD를 법정선량계로 활용하여 작업자의 선량을 

기록 리 하고 있다.

  스 스  스웨덴은 2003년 RAODS사(社) Passive 

Electronic dosemeter(모델명 : DIS-1)를 법정선량계

로서 승인받아 재 CERN  Beznau 원 에서 작

업자 선량을 기록 리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부터 APD(Active Personal Dosim- 

eter)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받기 한 기 연구로 

성능시험과 선량 리 시스템 연구를 착수하여 수행 

에 있다.

  랑스의 경우 EDF에서는 감마  성자 측정용 

APD를 특수 작업을 한 보조선량계로 사용하고 있

을 뿐, 법정선량계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1993년∼1994년에 일본 력 10

개 회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필름뱃지와의 

정합성(整合性), 데이터의 신뢰성에 하여 평가하

으며, 2001년부터 일본원자력발 (주)에서 평가용선량

계로서의 운용을 개시하 다(EPD 만으로 선량을 평

가). 

Thermo(EPD-G)
  
MGP(DMC2000S) 

  
Thermo(EPD-N2)

Figure 1. EPD models used in South Korean 

NPPs

Table 1. Status of implementation of EPD in    

          several countries.

Countries

Legal

dose of 

record

Standard requirements 

for EPD

France

Passive

dosemeter

European or at default 

French standards

Germany

Dosemeters must fulfil 

national standard 

'PTB-Anforderungen 

PTB-A23.2'

Sweden
Accredited laboratory 

complying with ISO 9000

Japan

Passive

dosemeter 

or EPD

-

Switzerland
IEC standards required 

by law

United

Kingdom

No international or 

national standards are 

specified in UK 

regulation. Approval is 

by UK regulator under 

specific UK regulation

 

 결  론

  전자개인선량계(EPD)는 수동형 선량계에 비해 많

은 장 이 있다. 한 일부 EPD는 선량당량[Hp(10), 

Hp(0.07)]에 한 성능결과도 수동형 선량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부 

국가를 제외한 부분의 국가에서는 EPD를 보조선량

계로 이용하는 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EPD를 법정선량계화 하기 해서는 충분한 기술 인 

근거와 운  방안의 명확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에 국내외 운  사례 비교, 표 선장을 이용

한 EPD/TLD 실험 등 결과를 종합하여 EPD의 원  

주선량계화에 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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