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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27) 부산 지역 환경의 인공 방사능 축적 경향 조사

채진욱 ․ 이유정 ․ 박양진 ․ 임용승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팀

1. 서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진도 9.0 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 일어난 방사능 누출 사고이

다. 이 사고로 방사성 물질인 I-131, Cs-134, Cs-137이 누출되었고(Shozugawa et al., 2012), 국제적으로 많은 관

심과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I-134와 

Cs-134는 불검출이며 Cs-137은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나, 94년도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 Cs-137의 농도 변동 

범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과거 핵실험의 잔존물로 추정되고 있다(KINS, 2019). 그럼에도 후쿠시마 원자

력 발전 사고 이후 시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기술원 외 여러 공공기관에서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도의 

부산광역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축적 경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부산시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5 km 이내부터 최대 50 km 까지 총 33지점을 조사하였다. 시료

는 대기와 강수, 해수, 하천수, 먹는물, 토양으로 선정하였다. 지점별로 대기와 고리원전 인근은 월 1회, 해수담

수화 시설은 분기별로, 연안해수와 해수욕장, 먹는물 및 토양은 반기 별로 조사하였다. 감시 항목은 감마핵종 

Cs-134, Cs-137, I-134 및 베타핵종 삼중수소이다. 해수의 Cs-134, Cs-137의 경우 AMP 공침법으로 전처리하였

고, 그 외 시료의 I-131, Cs-134, Cs-137은 증발 농축법으로 전처리한 다음, HPGe 검출기(CANBERRA)를 이용

한 감마선 분광 분석법으로 정량하였다. 삼중수소는 KMnO4와 Na2O2로 유기물과 Cl- 이온을 제거 및 증류하여 

액체섬광계수기(PerkinElmer)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기간 동안 대기, 강수, 하천, 먹는물(지하수, 약수터)에서는 감마핵종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감기가 

30년인 Cs-137은 고리원전 인근 해수에서 0.00101~0.00237 Bq/L, 해수담수화 시설에서는 0.00132~0.00205 
Bq/L로 검출되었고, I-134 및 Cs-134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미량의 Cs-137 농도는 우리나라 해수의 

Cs-137 농도 변동 범위 수준이며 과거 핵실험의 잔존물로 추정된다(KINS 2019). 토양에서는 불검출~4.38 
Bq/kg-dry로 해수보다 비교적 상당히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해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토양의 Cs-137 
농도 변동 범위 수준이다. 토양 입자에는 수산기와 같은 다양한 친수성 표면 작용기가 존재하며 Cs-137은 모든 

pH에서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친화도가 매우 높아 자연 토양에 대한 흡착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erraro et al., 2015., 천경호, 2014). 삼중수소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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