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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일반 으로 정상운 인 국내 원  주변주

민이 받는 방사선량의 많은 부분이 C-14에 의한 

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C-14은 다른 핵종과 달

리 환경매질간 이동이 매우 빠르므로 농도평형을 

쉽게 이룬다고 알려지고 있다.

    IAEA에서는 2010년도에 육상 생태계 방사성

핵종 이동계수 핸드북(TRS-472)을 발간하 는데, 

이 핸드북에는 C-14에 한 평가모델과 인자 값

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14 섭취선량 평가모델에 

해 국내원   규제지침에 용되고 있는 코드

와 IAEA TRS-472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선량평

가결과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C-14 섭취선량 평가방법 비교

    섭취선량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 섭취

에 의한 선량으로 구분된다. 

    식물성 식품 섭취에 의한 선량평가 방법은 

국내 원  정상 가동시 선량평가 코드인 

K-DOSE60,  KINS의 규제검증코드인 INDAC, 

IAEA TRS-472 모델 모두 비방사능 모델을 근간

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표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기

본 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식물성 식품 

 C-14 농도가 계산된다.

  

 
                (1)

    여기서, 는 식물성 식품 생체 량 1kg에 

들어 있는 C-14 농도 (Bq/kg-fresh) 이고, 

는 공기  C-14 농도 (Bq/m3) 이다. 한 는 

공기  안정 탄소의 농도 (g-C/m
3
)이며, 는 식

물성 식품 생체 량 1kg에 들어 있는 안정 탄소

의 농도 (g-C/kg-fresh) 이다.  각 코드 는 모

델에서 사용하는 인자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식물성 식품  사료  C-14 농도 계산 

인자

K-DOSE60 INDAC TRS-472

 0.18 0.16 0.20



곡식 403

110

390

과일 63 62

채소류 35 30

목 35 100

<표 1>에서 공기  안정 탄소의 농도가 상이한 

이유는 인자 값을 결정한 시기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다. 공기  안정 탄소의 농도는 인간 활동

에 따른  탄소 배출량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하

는데, INDAC 코드는 1970년 , K-DOSE60은 

1990년  반, 그리고 IAEA TRS-472는 2000년

 후반의 상황을 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

성 식품 생체 량 1kg에 들어 있는 안정 탄소의 

농도는 식품의 주요 구성원인 단백질, 지방, 탄수

화물의 구성비와 각 유기물에 함유된 탄소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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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비를 곱하여 결정된다. 

    동물성 식품 섭취에 의한 C-14 섭취선량은 

K-DOSE60과 TRS-472는 비방사능 모델, 

INDAC은 미국 규제지침 1.109에 제시된 이모

델을 채택하고 있다.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는 

C-14 농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K-DOSE60  TRS-472

 


                 (2)

INDAC

                   (3)

    식 (2)와 (3)에서 는 동물성 식품 생체

량 1kg에 들어 있는 C-14 농도 (Bq/kg-fresh) 

이고, 는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 생체 량 

1kg에 들어 있는 C-14 농도 (Bq/kg-fresh) 이다. 

한 는 동물성 식품  안정 탄소의 농도 

(g-C/kg-fresh)이며, 는 사료 생체 량 1kg에 

들어 있는 안정 탄소의 농도 (g-C/kg-fresh) 이

다. 는 C-14의 사료로부터 축산물로의 이계

수 (day/kg-fresh) 이고, 는 동물의 일일 사료 

섭취량 (kg-fresh /day) 이다. 식 (2)와 (3)에 사

용된 인자 값은 <표 2>와 같다.  동물성 식품  

C-14 농도 계산시 젖소와 육우는 목 , 돼지고기 

 닭고기는 곡식을 섭취한다고 가정하 다.

<표 2> 동물성 식품  C-14 농도 계산 인자

K-DOSE60 INDAC TRS-472



우유 61

N/A

65

소고기 225 200

돼지고기 326 300

닭고기 165 240



젖소

N/A

0.012

N/A육우

0.031돼지

닭



젖소

N/A

55

N/A육우

돼지 4.2

닭 0.12

 결과  결론

  상기와 같은 황 분석결과를 토 로 공기  

농도 1Bq/m
3
을 가정하여 각 코드  모델의 선량

평가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 다. 선량계산시 

음식물 섭취량과 선량환산인자는 K-DOSE60 

V2.0의 기본값을 동일하게 용하 고, 음식물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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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기  농도 1Bq/m3을 가정하 을 때 

각 코드  모델의 선량계산 결과

    국내 원  가동  선량평가 코드인 

K-DOSE60과 TRS-472 모델의 결과는 모두 비

방사능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규제지침 1.109를 근간으

로 개발된 INDAC 코드와 TRS-472 모델 결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IAEA TRS-472 모델의 국내 규제

지침 용은 신규원  인허가 등에 큰 향을 미

칠 것으로 상되므로 사 에 충분한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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