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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11.8.(화)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기획홍보과 ☏ 397-7389

<자료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30 방사선안전과장 김숙현, 주무관 김석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146(010-2292-0380) 비상보안대책실장 김석철

서울 노원구 일부도로 방사성 물질 분석 결과 및 향후대책

- 인체에 미치는 안전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 - 

- 국내 관련업체 전면 실태조사 실시,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운영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2011년 11월 1일 19:50경 서울시

노원구 지역 도로에서 방사선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는 민원이 노원

소방서에 접수된 이후,

○ 즉시 원자력의학원 전문가를 현장에 출동시켜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바 있고, 다음날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팀이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1월 3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아울러, 추가로 월계동과 공릉동 인근도로 2곳에 대한 2차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고,

○ 금일 그동안의 정밀조사 및 시료분석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다.

□ 현재까지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월계2동의 주택가 

도로와 학교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은 0.51~0.69mSv로 이는 일반인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국내 연간 평균선량(3mSv)의 약 1/6 및 1/4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또한, 이 수치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

(1mSv) 미만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연간 자연방사선피폭선량

- 전 세계적으로 약 2∼10mSv/년 (국내의 경우 3mSv/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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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방사성물질인 세슘(Cs-137)이 아스팔트 재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스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1.82~35.4 Bq/g로

분석되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스팔트 재료에 방사성 물질이 혼입된 경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이미 도로 포장을 주관한 서울시에「아스팔트에 

방사성물질이 혼입된 경로 파악」을 공식 요청(11.3)한 바 있으며,

○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도로포장과 관련된 아스콘에 

방사성물질 혼입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의

모든 정유사, 철강회사, 아스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

조사를 금년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금주 중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국민 생활 주변에 방사선 이상준위가 발견되는 경우 전문가의

현장파견 및 정밀측정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방사선 이상준위를 발견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ns.re.kr)를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 및 정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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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 및 정밀 분석 결과

1. 진행상황

□ 조사내용

○ 오염도로 공간방사선량률 분포 확인 및 정밀측정

○ 시료채취 및 방사능농도 정밀 분석 등

□ 조사경위

○ 2011.11.01(화) 19:50분경 

- 노원구 소방서에 월계2동 주택가 도로에서 방사선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는 민원접수(노원구 소방서 측정값 : 지표면에서 1 μSv/h)

○ 2011.11.01(화) 20:15분경 

- 현장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의학원에서 현장출동 및 방사선량률 

측정(원자력의학원 측정값 : 지표면에서 최대 2 μSv/h)

○ 2011.11.02(수) 11:00분경 

- KINS 정밀조사팀 파견 및 1차 현장조사 수행

○ 2011.11.04(금) 13:30분경 

- 최초 신고장소 외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도로에 대한(환경운동

연합 및 노원구청 합동조사결과) KINS 2차 현장조사 수행

2. 조사 결과

가. 월계2동 주택가 도로

□ 1차 현장조사 결과

○ 휴대형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월계2동 주택가 도로 총 100 m 구간에

대하여 5m 간격으로 26개 지점에서 지표면 및 지표면으로부터 1 m

높이에서의 공간 방사선량률 측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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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결과 최대 공간방사선량률이 지표면에서 3.2 μSv/h, 지표면에서

1 m 높이에서 1.4 μSv/h 으로 측정되었음

○ 지표면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공간방사선량률이 높게 측정된 5개 

지점에 대하여 현장감마핵종분석(In-situ Spectrometry)시스템을 이용하여

핵종을 분석하였으며, 고정밀 이온전리함(가압이온전리함, HPIC)을

사용하여 방사성핵종과 방사선량률 정밀 측정을 수행하였음

그림 1. 정밀측정 현황 : HPIC(좌) 및 In-situ spectormetry(우)  

- 현장핵종분석결과, Cs-137 핵종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압이온챔버를

이용한 공간방사선량률은 0.86 ~ 1.44 μSv/h로 확인되었음

□ 시료 정밀분석 결과

○ 방사능농도분석을 위하여 방사선량률이 높은 지점의 아스콘 시료를

채취하였음

- 현장에서 비교적 높은 표면선량률을 보이는 5개 지점의 아스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 오염도 비교를 위하여 그 중 가장 높은 표면선량률을 보이는 1개

지점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아랫부분의 콘크리트를 동일한 방법

으로 채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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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채취시료는 포장된 아스콘이 모두 포함되도록 직경 약 

10 cm, 깊이 약 5~7 cm의 두께로 아스콘 층을 채취하였음

그림 2. 월계2동 주택가 도로 아스콘 시료채취  

- 핵종분석을 위하여 채취된 시료는 분쇄 후 직경 4.8 cm, 높이 5 cm의

측정용 표준용기에 충진 하였음

(a) (b)

그림 3. 아스콘 시료 처리 사진 : (a)분쇄전, (b)분쇄후

○ 방사능 농도 분석을 위하여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HPGe, High

Purity Germanium) 검출기로 감마방사능 분석하였으며, 측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상대확장불확도가 1% 미만이 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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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Ge 감마선 측정시스템 137Cs 감마선에너지스펙트럼

그림 4. 감마핵종분석 시스템 및 측정 결과

○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정밀핵종을 분석한 결과, Cs-137의 방사능 

농도가 22.4∼ 29.1 Bq/g 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오염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률이 가장 높게 측정된

위치에서 아스콘 하부층인 콘크리트 시료의 방사능 농도는,

- 인공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0.00261 Bq/g 이하로

정상지역과 동일한 수준)되어 하부층의 콘크리트는 오염되지 않고,

아스팔트 부분만 오염된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도로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상지역(비교지점, reference)의 아스콘 시료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비교자료로 사용하였으며,

- 비교지점 아스콘 시료 방사능농도 확인결과 Cs-137의 방사능 농도가

0.00263 Bq/g 으로 분석되었음

나.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 및 공릉동 인근도로

□ 2차 현장조사 결과

○ 노원구청이 최초 신고지역 외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도로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추가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추가조사한 도로는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 및 공릉동 인근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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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계동 학교주변 도로(좌) 및 공릉동 인근도로 측정구역(우)

○ 이 지역에 대해서도, 1차 조사와 동일하게 휴대형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5 m 간격으로 공간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 총 42개 지점(200 m 구간)의 공간

방사선량률은 지표면에서 최대 2.8 μSv/h, 지표면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최대 1.9 μSv/h 이었으며,

- 공릉동 인근 도로 총 48개 지점(240 m 구간)의 공간방사선량률은

지표면에서 최대 0.31 μSv/h, 지표면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최대

0.27 μSv/h 으로 확인되었음 

※ 공릉동 인근도로의 방사선량률은 자연방사선량률 준위에 해당함

□ 시료 정밀분석 결과

○ 추가로 발견된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 및 공릉동 인근도로도 1차 

조사한 월계2동 인근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음

○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에서 5개의 아스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핵종과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에서 Cs-137의 방사능농도가 1.82∼

35.4 Bq/g 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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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릉동 인근도로에서 3개의 아스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핵종과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 공릉동 인근도로에서 Cs-137의 방사능농도가 0.00755∼1.84 Bq/g 로서

원자력안전법의 면제준위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 결과는 공릉동 인근도로의 경우에는 공간방사선량률이 자연

방사선량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 것임

3. 방사선 영향평가

□ 방사능오염도로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 월계2동 1차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1 m 높이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체류시간을 하루 평균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약 0.51 mSv 수준임

○ 방사선 피폭경로를 (1)도보이용, (2)차량탑승, (3)도로보수(1,2) 및 (4)

도로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 피폭선량 평가 시나리오중 도로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피폭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피폭시나리오는 도로상에서 매일 1시간씩 1년간 체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이와 같은 피폭시나리오에서 월계2동 인근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주민이

받는 연간피폭선량은 약 0.02 ~ 0.51mSv 범위이며,

-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의 경우 약 0.02 ~ 0.69 mSv 범위임

□ 오염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 내 방사선영향평가

○ 오염된 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내에 있는 주민의 방사선 영향평가를

위하여 미국 환경방호청(EPA)가 제공하는 피폭선량 평가 프로그램인

SDC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민의 연간피폭선량을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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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CC(Dose Compliance Concentrations for Radionuclides in Outdoor

Surfaces http://epa-sdcc.ornl.gov)는 오염된 부지에서의 가옥 내 

주민 또는 실내·외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임

○ 분석된 방사능 농도와 SDC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월계2동 오염도로

인근 주택 및 상가 주민의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 월계2동 오염도로 인근 주택에서는 2.9 μSv, 상가 내에서는 0.86 μSv에 

피폭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4. 종합 결론

□ 방사선 영향평가

○ 현장조사에 따른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연간 최대 개인피폭 선량은,

- 월계2동 주택가 도로에서 0.51 mSv,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에서 

0.69mSv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1 mSv 미만임

○ 이는 10년간의 누적 피폭선량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

선량 범주 및 진단목적 의료행위에 의한 피폭선량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방사선학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연간 자연방사선피폭선량

- 전 세계적으로 약 2 ~ 10 mSv/년 (국내의 경우 3 mSv/년 정도)

※ 진단 방사선 피폭선량

- 흉부 X-선 1회 촬영시 약 0.1 mSv

- CT 1회 촬영시 약 8 ~ 10 mSv 수준임

□ 방사능오염 원인 규명

○ 현재 아스콘 오염 발생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폐아스콘이 재활용

되고 아스콘 제조 시 철강회사의 슬래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철스크랩이 부적절하게 유입·용융되어 오염된

슬래그가 인입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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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된 아스콘의 처리방안

○ 제거된 도로포장재는 부분적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향후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선은 임시저장관리를 통해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합당한 관리주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방사능 측정 및 분류를 통해 자제처분 대상은 분리하여 자체처분 

- 자체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은 기술검토와 실험을 통해

처리방법을 결정(제염/감용, 영구처분에 적합하게 처리 등)하여 

이행

붙임 1. 월계2동 주택가 도로 측정 결과

붙임 2.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 및 공릉동 인근도로 측정결과

붙임 3.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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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월계2동 주택가 도로 측정결과 

□ 현장 방사선량률 측정결과 

○ 그림7의 A구역 아스콘 포장도로는 최근에 공사한 것으로 측정결과 

자연방사선량률 준위이었음

○ B구역 아스콘에서 5 m 간격으로 지표 1 m 높이의 공간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5개 지점(L-1, R-2, R-5, R-9, F-4)에서 최대 1.4 μSv/h 이었음

□ 시료 방사능 분석결과

○ 5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Cs-137의 방사능농도가

22.4∼ 29.1 Bq/g 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측정지점
선량률( μSv/h) 농도

(Bq/g)
비고

표면 1m높이
L1 0.30 1.20 - BKG

L2 2.90 1.40 29.1 측정

L3 0.40 0.61 - BKG

L4 2.41 1.00 22.4 계산

L5 0.30 1.00 - BKG

L6 1.63 0.96 10.1 계산

L7 0.27 0.29 - BKG

R1 3.20 1.10 34.9 계산

R2 2.60 1.40 25.4 측정

R3 1.80 1.20 12.8 계산

R4 2.10 1.10 17.5 계산

R5 2.50 1.30 22.4 측정

R6 2.30 0.72 20.7 계산

R7 2.00 1.00 16.0 계산

R8 2.90 1.00 30.2 계산

R9 2.90 1.30 27.2 측정

R10 2.70 1.20 27.0 계산

R11 2.10 1.00 17.5 계산

R12 0.20 0.27 - BKG

F1 2.10 1.10 17.5 계산

F2 2.90 1.10 30.2 계산

F3 2.50 0.70 23.9 계산

F4 2.30 1.40 26.37 측정

F5 2.30 1.00 20.7 계산

F6 2.30 0.80 20.7 계산
F7 2.50 1.00 23.9 계산

평 균 2.02 1.01 22.7

그림 7. 월계2동 주택가 도로 방사선량률 측정 및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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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 및 공릉동 인근도로 측정결과 

□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 공간방사선량률 측정결과 

○ 약 200 m 총 42개 지점중 5개지점(A1, A8, A16, A24, A32) 시료채취

○ 5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Cs-137의 방사능농도가

1.82∼ 35.4 Bq/g 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측정지점
선량률( μSv/h) 137

Cs 농도
(Bq/g) 비고표면 1m 높이

A0 0.67 1.05 2.4 계산
A1 2.50 1.80 18.6±1.9 측정
A2 2.70 1.80 26.1 계산
A3 2.65 1.90 24.6 계산
A4 2.65 1.80 24.6 계산
A5 2.50 1.70 20.6 계산
A6 2.38 1.75 17.9 계산
A7 2.50 1.70 20.6 계산
A8 2.65 1.57 35.4±3.6 측정
A9 2.68 1.60 25.5 계산
A10 2.45 1.77 19.4 계산
A11 2.30 1.76 16.3 계산
A12 2.60 1.61 23.2 계산
A13 2.30 1.71 16.3 계산
A14 2.50 1.75 20.6 계산
A15 2.55 1.68 21.9 계산
A16 2.51 1.65 20.5±2.1 측정
A17 2.35 1.72 17.3 계산
A18 2.40 1.60 18.3 계산
A19 2.45 1.63 19.4 계산
A20 1.95 1.40 10.8 계산
A21 1.90 1.50 10.1 계산
A22 1.78 1.70 8.8 계산
A23 2.57 1.68 22.4 계산
A24 2.45 1.80 14.8±1.5 측정
A25 1.80 1.85 9.0 계산
A26 2.80 1.71 29.4 계산
A27 2.45 1.55 19.4 계산
A28 2.08 1.49 12.6 계산
A29 0.80 0.81 2.8 계산
A30 0.55 0.52 2.1 계산
A31 0.52 0.45 2.0 계산
A32 0.42 0.39 1.82±0.19 측정
A33 0.45 0.35 1.8 계산
A34 0.52 0.42 2.0 계산
A35 0.60 0.47 2.2 계산
A36 0.55 0.43 2.1 계산
A37 0.55 0.48 2.1 계산
A'1 0.38 0.20 -
A'2 0.40 0.20 - BKG
A'3 0.33 0.25 - BKG
A'4 0.33 0.23 - BKG

1.9 1.38 14.9평균

그림 8. 월계2동 학교 주변도로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 및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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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릉동 인근 공간방사선량률 측정결과 

○ 약 240 m 총 48개 지점중 3개지점(F0, F2, F17) 시료 채취

○ 분석한 결과 Cs-137의 농도가 0.00755∼1.84Bq/g로 면제준위 이하로 확인됨

측정지점
선량률
(μSv/h) 137

Cs 농도 (Bq/g)
비
고표면 1m

F0 0.24 0.19 0.00755±0.00181
F1 0.28 0.23
F2 0.30 0.24 1.84±0.18
F3 0.23 0.26
F4 0.25 0.26
F5 0.26 0.23
F6 0.26 0.20
F7 0.28 0.22
F8 0.28 0.27
F9 0.27 0.25
F10 0.26 0.23
F11 0.28 0.23
F12 0.26 0.23
F13 0.25 0.23
F14 0.20 0.20
F15 0.22 0.18
F16 0.21 0.18
F17 0.26 0.19 0.032±0.035
F18 0.24 0.20
F19 0.25 0.24
F20 0.26 0.25
F21 0.28 0.27
F22 0.27 0.27
F23 0.27 0.26
F24 0.25 0.26
F25 0.20 0.26
F26 0.21 0.24
F27 0.21 0.24
F28 0.23 0.22
F29 0.23 0.21
L1 0.20 0.23
L2 0.27 0.24
L3 0.24 0.22
L4 0.24 0.20
L5 0.27 0.19
L6 0.31 0.19
R1 0.23 0.22
R2 0.23 0.20
R3 0.23 0.20
R4 0.24 0.19
R5 0.25 0.20
R6 0.27 0.22
R7 0.27 0.17
R8 0.22 0.18
R9 0.23 0.19
R10 0.22 0.19
R11 0.26 0.20
R12 0.23 0.20

그림 9. 공릉동 인근도로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 및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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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방사선영향평가 

1. 월계2동 주택가 도로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 현장조사 결과

- 약 100 m 구간을 5 m 간격으로 공간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지표면

에서 최대 3.2 μSv/h이며, 지표로부터 1 m 높이에서 1.4 μSv/h 이었음

○ 방사선영향평가 

- 오염된 도로이용과 관련한 세부 피폭 시나리오 : (1)도보이용,

(2)차량탑승, (3)도로보수(1, 2) 및 (4)도로상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평가

- 상기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측정된 방사선량률에 의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 결과 약 0.02 ~

0.51 mSv 범위인 것으로 평가됨

(1) 도보이용에 따른 피폭선량

- 주민이 3 km/h 속도로 1일 10회(왕복)하는 것으로 가정

※ 일반인의 평균 보행속도는 약 5 km/h 이며, 일부 연구에서

고령층의 경우 4.51 ~ 4.75 km/h, 청년층의 경우 5.32 ~

5.43 km/h 정도로 평가된바 있음1)

- 연간 점유 시간 : 2분/회 x 20회/1일 x 365일/년 = 243.3시간

- 지표 1 m 높이에서의 공간방사선량률에 근거한 연간피폭선량은

약 0.34 mSv 수준임

(2) 차량이동에 따른 피폭선량

- 30 km/h 속도로 1일 5회(왕복)하는 것으로 가정2)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 30 km/h

1) Wikipedia “Study Compares Older and Younger Pedestrian Walking Speeds" TranSafety, Inc. Aspelin, 

Karen, “Establishing Pedestrian Walking Speed," Portland State University. 

2) 미국 DOE 지원 하에 ANL이 개발한 철재류와 알루미늄의 재활용 및 재이용에 따라 유발되는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 코드 RESRAD-RECYCLE 에서는, 오염된 도로 위의 차량 이동속도를 50 km/h 로 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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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점유 시간 : 0.2분/회 x 10회/1일 x 365일/년 = 12.17시간

- 지표 1 m 높이에서의 공간방사선량률에 근거한 연간피폭선량은

약 0.02 mSv 수준임 (차량 자체 차폐효과 무시)

(3) 도로유지 보수

①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 연간 점유 시간 : 40시간/회 x 5회/년 = 200시간

- 지표 1 m 높이에서의 공간방사선량률에 근거한 연간피폭

선량은 약 0.28 mSv 수준임

② 구조물 매설 등 도로 드릴링 작업

- 연간 점유 시간 : 20시간/회 x 5회/년 = 100시간

- 개인 연간 피폭선량은 약 0.14 mSv 정도임

· 외부피폭 : 1.4 μSv/h x 100 h/y = 0.14 mSv

· 내부피폭 : 34.8 Bq/y x 3.9×10-2 μSv/Bq = 1.36 μSv

※ 연간섭취량 : 29 Bq/g x 0.01g/m3 x 1.2 m3/h x 100 h/y = 34.8 Bq/y

- 섭취환산인자(3.9×10-2 μSv/Bq) : IAEA Safety Series No. 115 Schedules II Table

II-VII 의 17세 이상(성인)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중 가장 보수적인 대사형태

- 방사능농도(29 Bq/g) : 시료 정밀 분석 결과

- 분진 농도(10mg/m
3
) : 공기중 기타 분진 농도 노출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13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 호흡률(1.2m3/h) : 표준인의 평균 호흡량

- 연간작업시간( 100 h/y) : 연간 작업 시간(20시간/회 x 5회/년)

(4) 도로상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일반인 연간 피폭선량

- 연간 점유 시간 : 1.0시간/일 x 365/년 = 365시간

- 지표 1 m 높이에서의 공간방사선량률에 근거한 연간피폭선량은

약 0.51mSv 수준임

- 피폭선량 평가 시나리오는 도로상에서 매일 1시간씩 1년간 

체류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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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 현장조사 결과

- 약 200 m 구간을 5 m 간격으로 공간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지표에서 최대 2.8 μSv/h 이며, 지표로부터 1 m 높이에서 1.9 μSv/h

이었음

○ 방사선영향평가 

- 오염된 도로이용과 관련한 세부 피폭 시나리오를 월계2동 주택가

도로에서와 동일한 시나리오(도보이용, 차량탑승, 도로보수 및 도로상

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일반인)를 적용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였으며,

- 피폭선량 평가 시나리오는 월계2동과 같이 도로상에서 매일

1시간씩 1년간 체류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가장 높은

방사선량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 결과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에서 일반인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은 약 0.02 ~ 0.69 mSv 범위인 것으로 평가됨

3. 오염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 내에서의 방사선영향평가

○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에는 상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방사선량을 추가로 평가하였음

○ 상가에서 영업하는 일반국민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의

환경방호청(EPA)에서 적용하고 있는 피폭선량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였음

- 미국 EPA는 CERCLA 적용 부지의 토양선별 또는 대응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량평가 도구  "Dose Compliance

Concentrations for radionuclides in uutdoor Surfaces (SDCC)"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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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란?

○ 국가적 오염부지 복원 프로그램인 Superfund 사업관련 법안으로

과거의 규제되지 않은 유해물질의 누출을 조사하고 복원하는

포괄적 법률임

○ SDCC 선량평가 모델 중 오염된 도로를 평판으로 가정하여(2-D

Finate Slab) 도로 상의 주거민과 실내 작업자의 선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 월계2동 오염도로 인접 주민(상가포함)의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 

하였음

그림 9. 2-D External Exposure to Contaminated Finite Slabs - Resident(좌),

Indoor worker(우)

○ 피폭시나리오는 EPA의 시나리오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 평가결과, 인근 주택 및 상가 내에서 생활하는 상가주인의 경우 

연간피폭선량이 각각 2.9 μSv 및 0.86 μSv 으로 평가되었음

※ 주민의 가옥내 체류 시나리오

① 실내 22시간

② 옥외 2시간

* EPA의 시나리오보다 보수적임

※ 1997년 EPA의 시나리오

① 실내 16.4시간,

② 옥외 1.752시간

※ 실내 작업(상가주인)자 체류 시나리오

- 하루 12시간으로 가정하였음

※ 2003년 EPA의 시나리오

- 하루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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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델은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위하여 건물이 오염된 토양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 선량계산에 사용된 선량환산인자는 무한평면의 오염 토양에서 

평가한 것으로 토양오염 깊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음

○ 따라서 월계2동 주택 및 상가 건물 앞 도로에만 오염된 아스콘이

시공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피폭선량은 상기의 피폭선량은 각

각 2.9 μSv 및 0.86 μSv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