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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세계 인 토양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에 의한 

오염은 50년  후반에서 60년  반의 심각한 

핵무기테스트에 의해 야기되었다.

  큰 규모의 오염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의 결

과로 발생하 다. 기  핵실험에 의해 생성된 

방사성성분의 부분은 속도로 붕괴해 없어지

고, 반감기가 긴 몇 개의 성분만이 재 토양 속

에 남아있을 것이다.  환경으로 방출된 인공방사

성핵종들 , Cs-137은 높은 방사독성, 장반감기, 

생물학계에의 오랜 체류 때문에, 환경 속에서 이

러한 핵종들의 행동을 연구하기 한 좋은 추

자이다.  기  낙진에 의한, 육생환경 속 

Cs-137의 오염 는, 시간과 지질학 인 치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Cs의 분포에 한 연구들

이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

화한다.  그러므로 토양에 존재하는 Cs의 방사능

분포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토양 속 Cs-137의 분

포에 한 좀 더 자세한 database구축을 한 일

환으로,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 사고에 의한 향을 확인하기 하여 동해에 

치한 울진 원자력발 소 부근 지역에 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시료채취  처리

토양시료는 울진 원자력 발 소가 있는 북면 내 8

지 에서 수집되었다. (그림.1 참고)

채취지 은 강수유출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해 평

탄한 지 을 선정하 다. 각 지 에서 30m*30m면  

이내의 3~4군데에서 표층(0~4cm)토양을 채취한 후 

혼합하여 토양 시료로 사용하 다. 이전에 보고된 

논문들에서, 세계 낙진에 의한 방사성핵종농

도의 95%이상이 표층~20cm에 포함됨을 보

였다.

채취한 시료를 100℃ 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자갈

과 식물 뿌리등을 제거하고 분쇄하여 2mm체를 통과

한 시료를 450ml 마리넬리 비커에 담아 계측시료로 

사용하 다.

계측  분석

Cs-137 동 원소 분석은 450ml 마리넬리 비커에 

충진된 토양시료를 HPGe 검출기를 장착한 감마스페

트로미터(EG&G, ORTEC)로 약 80,000  동안 계측

하 으며,  Aptec Anlyzer(Version7.04, CANBERR

A)를 이용하여 방사능 농도를 결정하 다.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제6분과(측정 및 분석)_ 305

 결과  고찰

[표1] 각 지역의 표층토양에 한 Cs-137 Activity Co

ncentration과 그 MDA값.

Site 
Concentration  

(Bq/kg-dry)

MDA  

(Bq/kg-dry)

상당 0.7956   0.

하당 2.6960   0.4864

리 12.9400 0.6104

부구 0.0394
(*)
 0.

소곡 0.0000(*) 0.4794

나곡 0.7548 0.4477

검성 2.2510 0.5557

덕구 6.3070 0.2872

* : < MDA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8개 조사지 에 한 

Cs-137방사능 농도의 변동폭은 <MDA ~ 12.94B

q/kg-dry, 평균 3.22Bq/kg-dry의 측정치를 나타

내었다.

 이 수치는 핵무기 실험에 의한 방사성낙하물  

토양(0~5cm)에 한 Cs-137방사능농도 (1

5~30Bq/kg-dry)로 보고된 값보다 낮은값들을 나

타내고 있다. [3, 4]

 한 Cs-134와 같은 다른 동 원소들은 검출되

지 않았다. 이로부터 울진 원자력발 소에 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단되며, 아직 후쿠시마사고

에 의한 향도 확인되지 않는다. 

각 지역 Cs-137방사능농도를 그래 로 그려보았

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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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지역 별 표층토양의 Cs-137 Concentration.

그림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두 원 주변 

지역일지라도 지역별로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

   울진지역 8개 지   리토양에서 Cs-137의 농도

가 가장 컸으며, 소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토양 속 Cs-137은 토성, 유기물함량, pH, 강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지역들은 모두 울진 원자력발 소를 심으로 반

경 10km 이내에 있다.  그러므로 에서 나열한 요소

들에 의한 향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특성 상 불

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해서 의 요소들과의 

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환경에 한 것은 

한 두 번의 연구결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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