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과제( O ), 일반과제(   )                     BSPE99232-10642-1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 I. 해양방사능 충격)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prediction system following the disastrous event 
(I−Marine radionuclide impact)

2014.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1단

계: 해양방사능 충격)”과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연구책임자 : 정 경 태

참 여 연 구 원 : 김경옥, 김영호

" : 강석구, 소재귀

" : 조철호, 이 석

" : 조홍연, 송규민

" : 홍기훈, 김석현

" : 김미경, 임학수

" : 정창수, 김영일

" : 김창준, 김창식

" : 이승현, 김원모

" : 오경희, 이현미

" : 김은진, 김한나

" : 이흥재, 채장원

" : 방윤경, 구본화

" : 박준성, 박은석

" : 박희영, 심영섭

" : 조보은, 박미연

" : 황초롱, 김홍관

" : 김소연

위탁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

위탁연구책임자 : 조 양 기

참 여 연 구 원 : 곽명택, 김창신

" : 서광호, 정지훈





- i -

요 약 문

Ⅰ. 제 목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I. 해양방사능 충격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Ⅱ.1 연구개발의 필요성

-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지진 발생에 따른 거대지진해일의 내습으

로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으로부터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및 연안

바다로 유출되었다.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모의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후

쿠시마 사고에 기인한 방사능 오염 현황 파악 및 방사능 거동 예측에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주변국의 원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기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 해양으로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은 해류를 타고 이동 확산하면서 부유

퇴적물에 흡착 침강되어 해저면에 침적되었다가 파랑에 의해 재부유하

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S-1). 따라서 용존방사능

(Dissolved radionuclides), 입자부착 방사능 (Particulate radionuclides)

으로 구분하고 해저면 분포를 고려하는 첨단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S-1 유출 방사능 물질의 해양 수층 내 및 해저 표층퇴적물 내 확산

과정(Johannessen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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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대량의 방사능이 장기간에 걸쳐 인접 국가

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잠재적 원전사고 대상을

인접국 원전까지 확장하고 영향 예측범위도 대양으로의 확장이 필요하

다.

- 한반도 주변을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방사능 관련 대비

가 시급한 실정으로 인접국, 특히 중국과의 상호보완적인 모니터링 자

료 수집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사능 거동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

한 자료 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 해양환경 방사성 핵종 분석기술과 해양과정 해석기술 등 해양 방사능

오염 분석기술의 국내 역량 축적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 해양방사능 오염 대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여 국가전원개발계

획 추진 간접 지원 필요하다.

-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수출시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수 요구사

항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비하여 첨단 수준의 예측시스템

및 분석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 증폭되면서 수산업

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 과학적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의 막연

한 불안감 해소 및 이를 통한 수산업 회복에의 기여가 필요하다.

3.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 약 20년 후 (후쿠시마 다이치 사고 이후 원자력 개발 정책에 따라 부분

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주

변을 중심으로 약 300기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예정.

이와 관련해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첨단 방사능 대응 체제 구축 및 과학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통하여 방

사능 환경재해 발생시 능동적 위기 관리 및 적시 대응, 조기 극복에 대

한 국민적 신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 사회적 이슈 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변해역 및 북태평양상의 방사

능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대국민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불안 해소

에 기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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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연구개발의 목적

○ 우리나라 및 주변국가의 대형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공방사능

물질의 해양내 거동 및 해양생물에의 영향 예측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 우리나라 주변 해역 및 대양 해양방사능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 현황

감시 및 거동특성 파악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Ⅲ.1 연구기간

○ 2012. 1 ∼ 2014.12 (3년)

Ⅲ.2 연구내용 및 범위

1. 해양순환 및 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가. 후쿠시마 대응관련 해양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 후쿠시마 주변 지역해 모델 개발

- 부유퇴적물과의 흡착 탈착과정을 고려하는 격자기법 해양방사능 거동

예측 모듈 (EUM-R)을 개발. 용존방사능, 입자부착 방사능 및 해저면

침적 방사능 분포 3가지를 산정.

○ 전지구 모델 개발

-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전지구 모델 구축 및 장기

거동 시뮬레이션

나. 우리나라 주변 지역해(황 동중국해 및 동해)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 황 동중국해

- 황 동중국해 복합순환-부유퇴적물-해양방사능 모델 개발 및 1차 검증

- 가상 유출시나리오에 따른 황 동중국해 복합순환-부유퇴적물-해양방사

능 모델 시험적용

○ 동해

- 북서태평양 모델을 이용한 평균 순환 관련 정보 이용

- 무작위입자추적기법에 근거한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및 시험적용

○ 제주해협 관측 및 우리나라 서남해역 복합순환 모델·유출물질 추적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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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 관측

- 제주해협 부이관측 및 이를 이용한 고주파 표층해류 관측자료 검증 품

질검정

- 제주해협 고주파 레이다를 이용한 표층해류 관측 및 서남해역 모델 검

증 및 자료동화를 위한 자료 제공

∙서남해역 복합순환모델·유출물질 추적 모델 개발

- 운영 중인 한빛원전과 제주해협을 포함한 서남해역 해수순환모델 구축

- 제주해협 HF radar 자료와 모델결과 비교 검증

- HF radar 자료 활용하여 남서연안모델 유속 자료동화 시험적용

- 입자추적기법에 기반한 유출물질 이동 모의실험

2. 인공방사능 물질의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개발

가. 후쿠시마 기인 인공방사능의 영향

○ Cs137

- 역학적 기법에 기반한 북서태평양 해양생물 영향 박스 모델 구성과 박

스별 연체동물, 갑각류, 초식성 어류, 육식성 어류 및 해조류 연간어획

량 정보 입력

- 전지구적인 낙진 및 후쿠시마 기인 Cs137의 중장기적 해양생물 전이 예

측 및 검증

- 수산물 섭취에 따른 집단선량 산정

○ Sr
90

- Cs137에 사용된 북서태평양 해양생물 영향 박스 모델 부분 수정

- 하천을 통한 유입량 도입

- 전지구적인 낙진 및 후쿠시마 기인 Sr90의 중장기적 해양생물 전이 예

측 및 검증

나. 황 동중국해 원전 기인 인공방사능의 영향

○ Cs137

- 황 동중국해 주요 원전을 대상으로 한 가상유출 시나리오 구성 및 북

서태평양 해양생물 영향 박스 모델 적용

- 생물종별로 축적되는 농도의 시간적 변화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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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및 전이 프로세스 실험 연구

가.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 우리나라 주변 모니터링

- 기존 및 추가 관측을 통한 분포도 작성

○ 대양 모니터링

- 북태평양 한반도-알라스카, 한반도-하와이 구간

- 북서태평양 한반도-뉴질랜드 구간

나. 해양방사능 전이프로세스 실험

○ 부유퇴적물로의 전이

- 부유퇴적물 농도에 따른 분배계수 산정

○ 주요 수산물로의 전이 실험

- 농축계수 산정 및 1단계 DB 구축

4. 핵안전 기반기술

○ 지진해일 전파 모델링

-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시뮬레이션 및 관측 값과의 비교

- 구축된 모델링 체계를 이용하여 일본 남카이 해구 및 황해에서의 가상

지진해일 초기파형을 구성하여 한국 및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의 영향

예측

○ 폭풍해일 전파 모델링

- 중국 Qinshan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항조우만을 대상으로 가상 태풍

내습 시나리오 작성하고, 이에 따른 중국연안 해일고 예측모델링 수행

Ⅳ. 연구개발 결과

1. 해양순환 및 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가. 후쿠시마 대응관련 해양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 후쿠시마 주변 지역해 모델 개발

- 우크라이나 IMMSP (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s and System

Problems) 연구팀과 공동으로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격

자기법 해양방사능 거동 예측 모듈 (EUM-R)을 개발하였다. 순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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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한요소법 기반의 SELFE 순환모델 (Zhang and Baptista, 2008)을

사용한다. 개방경계에서는 NAO99에 근거하여 조석이 정의되고

HYCOM 해양순환 모델 결과가 사용되었다. 해수표면에서의 기상조건

은 ECMWF의 Era-Interim 자료가 사용되었다. SELFE 모델에 용존,

입자부착 방사능 및 해저면 침적 방사능 분포 3가지를 산정하는 방사

능 모듈을 추가하였다.

- 주목할 성과로 총 10개 팀 11 개 모델이 참여한 일본 학술회의

(Science Council of Japan) 주관의 모델비교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비교 결과는 2014. 9월 보고서로 완성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비교에서 대기 낙진이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일본 학술회의측의 검증결

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KIOST/IMMSP의 결과가 최상위권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S-2. SCJ 모델 비교프로그램: 상)참여기관, 하)연직분포 검증 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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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hl 등 (2012)의 대기 이동확산 모델링으로 얻어진 낙진 정보를 스웨

덴의 SMHI로부터 수집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S-3는 대기낙

진 미고려시와 고려시의 표층 용존방사능 농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유

출사고 초기에는 대기 낙진이 해양 내 방사능물질 분포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해양 직접유입이 시작되면서 대기 유입효

과는 줄어드는 반면 점차 해양 직접유입 유입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S-3 후쿠시마 주변해역 초기 3개월간의 해양방사능 거동 계산 결과.

좌)대기 낙진 부재시, 우)대기낙진 및 해양 직접유입 고려시.

- 아울러 KIOST/IMMSP 연구팀은 IAEA주관 MODARIA 사업의 워킹그

룹 WG8 및 WG10 활동에 우크라이나 IMMSP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WG8에서는 해양생물 영향 모델링, WG10에서는 순환 모델링 결

과 비교에 집중하고 있다.

○ 전지구 모델 개발

- 중국 제1해양연구소 연구팀과 본과제와 연관되어 진행된 한중 핵안전

사업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적인 거동 예측을 위

한 전지구 모델을 공동 개발하였다. POM 기반으로 Tsumune 등(2004)

이 제안한 방사능 거동식을 추가하여 장기 거동을 산정하였다 (그림

S-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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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4. 후쿠시마 사고 기인한 해양방사능의 전지구적 장기 거동.

나. 우리나라 주변 지역해 (황 동중국해 및 동해)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 황 동중국해

- 우크라이나 IMMSP, 중국 FIO와 공동으로 복합순환, 파랑, 부유퇴적물

모델과 결합된 황 동중국해 통합 방사능 모델링 시스템 ver.1 구축.

- 기존의 모델은 Silt-Sand 환경에만 적용 가능하였으나, 이를 Mud-Clay

환경에도 적용 가능토록 확장하였으며, Winterverp (1998)의 floc 모델

을 접합하여 적용성을 확장하였다. 파랑모델은 이어도 자료, 부유퇴적

물 모델은 Bian 등(2013)이 관측한 계절별 표층 및 저층 탁도 분포와 1

차적인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대체로 양호한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사

료된다.

- 추가적으로 KIOST 위성센터의 GOCI 위성 자료와 표층 분포를 비교하

였다. 정성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나 중국 연안의 농

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성센터에서는 새로운 알

고리즘으로 부유퇴적물 농도를 재산정하고 있어 2단계 연구에서는 보

다 개선된 비교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합순환-파랑-부유퇴적물-해양방사능 시스템 ver.1을 이용하여 중국

Sanmen 원전에 대해 아래 시나리오로 모델링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

는 그림 S-5 참조).

․방출기간: 2011.4.11일부터 14일간

․방출양 및 방출율: 1 PBq (Cs137),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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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5 가상 유출시나리오에 따른 용존, 입자부착 및 해저면 분포

형태로의 확산 시뮬레이션 (해저면 농도 단위에 유의).

○ 동해

-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 가능하고 무작위이동을 포함한 입자

추적기법모델 (LAM-R) 개발하였다. 북서태평양 순환모델로부터 마련

된 과거 재분석 순환장에서 동해 순환자료를 추출하여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시험 적용을 실시하였다. 유출 실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방출기간: 2011.6.1일부터 14일간

․방출양 및 방출입자수: 1 PBq (Cs
137

), 10만개

․실험종료 시기: 10. 1

그림 S-6 가상시나리오에 따라 신고리 원전으로부터 유출돤 용존방사능 물

질의 표층 이동확산을 입자추적기반 모델(LAR-M)로 계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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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류를 따른 이동 패턴이 확인되고 있으며 방출 후 약 100일 후 쓰가

루 해협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해협 관측 및 우리나라 서남해역 복합순환 모델·유출물질 추적 모델

개발

∙제주해협 관측

- 모델 검증 및 개선 목적으로 제주 김녕과 애월에 고주파 레이다 안테

나를 설치하여 제주도에서 추자도에 이르는 제주해협 약 60km 범위의

해역에서 표층류를 관측하였으며 계류된 ADCP 관측치와 비교하였다.

∙서남해역 복합순환모델·유출물질 추적 모델 개발

- 서울대에서 위탁연구과제로 ROMS 모델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서남해

역 고해상도 복합순환 모델을 개발하였다. 기 구축된 장기 북서태평양

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서남해역 모델의 경계조건을 정의하였다. 2차년

도에는 2012년 여름과 겨울 상황을 재현하고 입자추적기법에 근거하여

황해 영광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시 확산 경로 모의실험 수행하였

다.

- 3차년도에는 제주해협 HF radar 자료를 이용한 표층해류 검증 및 이를

이용한 자료동화 기법 개발·시험적용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고무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S-7).

그림 S-7 2014년 5월 1일 13시의 자료동화 전(윗줄 왼쪽), 후(윗줄 오른쪽)

의 모델 표층 항류의 유속과 자료동화에 사용된 관측 자료 (아래

줄 왼쪽) 그리고 자료동화 전 후의 차이 (아래줄 오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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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인공방사능의 해양생물 영향 예측모델 개발

가. 후쿠시마 기인 인공방사능의 영향 예측

○ Cs
137

- 우크라이나 IMMSP, 서울대, 중국 FIO, 네델란드 NRG 등을 포함한 국

제공동 연구로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해 역학적 기법 기반의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POSEIDIN-R (NWP-POSEIDON-R)을 수립하였다. 북

서태평양에 약 170개 이상의 서로 다른 크기의 수평박스와 1∼3층의

연직박스를 배치하여 개략화 하고 해수로부터의 직접적인 전이는 물론

총 7개의 생물종으로 구성되는 먹이망을 통한 방사능 물질 전이를 고

려한다 (그림 S-8). 식물 및 동물플랑크톤, 초식성 및 육식성 어류, 연

체동물, 갑각류, 해조류 등에 대해 방사능 축적율을 산정하며, 수산물

소비로 인한 선량을 평가한다. 박스간의 해수교환은 서울대의 ROMS

모델 10년 평균 순환장이 이용되었으며, 선량평가를 위해서 각 박스에

연간수산물 포획량이 입력된다.

그림 S-8 북서태평양 POSEIDON-R 모델의 구성: 좌)수평박스 구성 및 박스

번호(좌), 청색은 연직으로 3층 구성 해역, 우)고려되는 해양생물

먹이망 및 방사능 물질 전이 경로.

- 1945년부터 2010년까지 전지구적인 낙진을 고려하여 모델계산을 수행

하고 검증을 실시. 이후, 후쿠시마 대기 및 해양직접 방출양, 그리고 외

삽된 전지구적인 낙진을 고려하여 2040년까지 모델계산을 수행하였다.

후쿠시마 부근 관측치와의 검증을 수행하고 2000년-2020년에 걸친 국

가별 집단선량을 산정하였다 (그림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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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9 수산물 섭취로 인한 한국, 중국, 일본의 집단선량 연 변화.

- 국가별 집단선량을 산정한 결과,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에 약 32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이전년도보다 약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의 경우 전반적인 감소패턴

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집단선량이 일본보

다 높은 것은 해산물 포획량이 더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적용된 수많은 모델들과 차별성을

갖는 (사실상 유일한) 연구 성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J.

Environmental Radioactivity에 2014년 출판된 관련 논문은 download

회수가 높은 논문 (연간 981회) 목록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연안박스 육식성 어류 내 Cs137 농도 계산치와 2014년

관측치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2013년까

지의 비교 결과는 양호하나 2014년도에는 관측된 농도치가 계산치보다

상당량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인 분석 결과, 기존 먹

이사슬의 경우 어류의 해저면 방사능 섭취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주된

문제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2단계 연구에서는 저서생물 먹

이망과 전층 포식자를 도입에 집중할 계획이다.

○ Sr90

- Cs137 연구의 후속으로 2014년에는 Sr90에 대해 1945년부터의 전지구적 낙진

및 후쿠시마 유출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Sr90의 육상 유입은

Smith 등(2004)의 경험식에 근거. 오사카 및 한강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매개

변수 확정하였다. 모델 계산결과는 MARIS 자료(2013)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

증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연안박스 내 해수 중 및 해저퇴적층 내 농도 계산

결과 Cs137에 비해 분산오차가 큰 것으로 확인. 연안 박스 내 육식성 어류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비교 결과는 비교적 만족스러우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비교에서는 모델 예측치가 관측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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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후쿠시마 전면 15km 및 100km내의 수산물을 섭취하는 경우 받

게 되는 개별선량은 표 S-2와 같다. 수산물별 기여도를 산정한 결과,

Cs137 및 Sr90의 개별선량에서 어류 섭취가 각각 83% 및 47%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S-1 후쿠시마 원전 인근 15km 및 100km 박스에서 수산물

섭취로 받는 개별선량 비교

Nuclide Sr
90

Cs
137

15-km box 0.656 μSv 670 μSv

100-km box 0.005 μSv 1.34 μSv

Dose limit for public -10000 μSv/yr (IAEA)

나. 황 동중국해 원전 기인 인공방사능의 영향

○ Cs
137

- 구축된 북서태평양 해양생물 영향 박스 모델을 이용하여 황 동중국해

주요 원전에서의 가상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1945년

부터의 전지구적인 낙진과 2011년 3.11일 1 PBq의 Cs137 방출을 고려하

였다.

- 해저퇴적물 내 농도 및 6개 해양생물종에의 축적량, 그리고 해산물 소

비에 따른 한중일 3국의 집단 선량 산정하였다. 중국 Sanmen 원전, 일

본 Genkai 원전외에 타이완 Kuosheng 원전, 한빛 원전, 고리원전 등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이 중 일부 결과만 아래 제시하였다 (그림 S-10).

그림 S-10 원전 연안박스에 대해 계산된 해저퇴적물 및 생물내 농도와 수산물소비에

따른 한중일 3국의 집단 선량: 상) 중국 Sanmen원전, 하)일본 Genkai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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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및 전이 프로세스 실험 연구

가.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 우리나라 주변 모니터링 결과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4월 이후 관측된 자료(2012.3.13-16,

동해; 2012.5.11-6.1, 서해 및 동해)를 근거로 마련되었다(그림 S-11).

Cs
134

는 반감기가 2.1년으로 과거 1950-‘60년대 초의 핵실험이 아닌 후

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한해협 및 동해 남부해

역에서 그 영향이 관측되고 있다. 반감기가 약 30년인 Cs
137

은 낙동강,

동해 하천 유입구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S-11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농도분포: 좌) Cs
134

, 우) Cs
137

○ 대양 모니터링

- 극지연구소 및 연구원내 타 사업의 협조를 언어 시료를 확보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 기간에 극지연구소의 SHIPPO-1 사업의 협조로 쇄

빙선 아라온호에 탑승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KIOST 내 타 사업의

지원으로 온누리호에 탑승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표 S-2 참조; 관측

정선 및 정점, 분석된 Cs134와 Cs137 결과는 그림 S-12∼14 참조).

표 S-2 대양 모니터링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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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는 한국-알라스카 관측선상에서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 얄루샨

열도 인근까지의 북서 태평양 상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Cs
137

의 농도가 배경 농도 대비 약 10배 가까이 관측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Cs
134

의 농도 또한 최대 약 6.24±0.89 mBq/Kg 까

지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S-12 상)2012 한국-알라스카 구간 정점,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하)2012 한국-축 구간 정점 및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 2013년 관측시에는 전년 대비 상당량 감소된 경향을 보였으나 Cs137의

경우 최대 3Bq/m3, Cs134는 0.36∼0.89 mBq/Kg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

고로 누출된 방사능이 소량이지만 여전히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4년 관측값은 Cs137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인 Cs134는 관측되지 않았다. 한국-뉴질랜드 및 한국-

하와이 구간에서의 Cs137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농도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남해역 및 일본 근해 정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Cs134 소량 검출되었다.

○ 한반도 주변 및 태평양 인공방사능 DB 구축

- 국제원자력기구의 Marine Information System (MARIS), 과거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자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본 과제

에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Cs137 및 Pu239+240에 대한 1단계 DB를 구

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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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13 2013 한국-뉴질랜드 구간 정점,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그림 S-14 좌)2013 한국-뉴질랜드 구간의 정점,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우)2012

및 2014 한국-알라스카 구간의 정점,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나. 해양 인공방사능 전이프로세스 실험

○ 부유퇴적물로의 분배계수

- 해양으로 유출된 인공방사능 핵종의 부유물질에 대한 흡착 정도, 퇴적

물로의 이동 등, 해양에서의 인공방사능핵종의 거동 예측에 필수적인

분배계수 결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S-15 용존 Cs
137

의 부유물질 농도, 입도, 시간에 따른 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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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및 서해 표층 퇴적물을 대상으로 부유물질의 농도 및 입도 (<32,

<32 - 63<, >63 ㎛)별로 시간에 따른 분배계수 (Kd)의 변화를 분석(그

림 S-15).

- 분석 결과,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간된 보고서 (IAEA Tech

Reprot No.22)에는 해수에서의 분배계수가 2 x 10
3

으로 권고치가 나와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동해퇴적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부유

물질의 양 및 입도에 상관없이 해수와 반응 후 약 5시간 이후 800 정

도로 나타났다. 황해퇴적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분배계수가

200∼300 정도로 IAEA 권고치 대비 약 10배 정도 낮은 값을 보임. 황

해의 경우, 입도가 작은 퇴적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여

전히 기존 모델에 사용되던 값들에 비해 낮은 값으로 확인되었다.

○ 수산물에 대한 농축계수

- 해양으로 대량 방출된 방사능 세슘의 생물에의 전이 및 식품 섭취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예측에 필수적인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를 조

사하였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5종의 주요 수산물(고등어, 멸

치, 오징어, 갈치, 참치), 연해에서 양식되는 3종(넙치, 굴, 볼락),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되는 주요 수산물 5종(명태, 고등어, 꽁치, 참치, 가오

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과제로 분석된 Cs137의 농도로부터 체내에서

의 해수 농도 대비 농축계수를 계산하였으며 그 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북해, 노르웨이해, 아이리쉬해 북태평양에서 포획된 어종들에 대한

Cs
137
농축계수를 계산하였다 (아래 도면 참조). 기존 문헌조사로 계산

된 농축계수 대비 국내 포획 및 수입 수산물 몇몇 종에서 다소 높은

생물농축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S-16 우리나라 주변해역 수산물 및 기타 해역에서의 어종별 방사능

세슘의 생물농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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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채취한 주요 5종의 주요 어종(새우, 전복,

오징어, 고등어, 넙치)에서 각각의 부위별로 분리하여 자연방사성핵종인

Po210을 측정하여 해수 농도 대비 농축계수를 계산하였다.

4. 핵안전 기반기술

○ 지진해일 전파 모델링

- 일본 거대지진연구회에서 마련한 일본 남해 가상 지진해일 예상시나리

오를 이용하여 일본, 한국 및 중국연안의 지진해일을 산정하였다 (그림

S-17). 제주도 남측과 남해안에서 계산된 최대해일파고는, 제주도에는

최대 약 1.5m의 해일고, 남해안은 최대 약 90m의 최대해일고가 예상되

며 영광과 고리, 월성 원전에는 50cm 미만의 해일고가 예상되었다. 중

국의 항조우만에서는 입구에 위치하는 섬이 방파제 역할을 하여 지진

해일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Qinshan 원자력발전소의 위치는

항조우만 내에서 파가 중첩되는 위치에 존재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사료된다. 항주만 남측에 위치한 Sanmen 원전에

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황해에서 발생 가능한 가상 지진의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 지진에 의

한 해일 예측을 수행하였다. 류큐열도와 서한만분지 및 군산분지 주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시나리오는 Ren 등(2010)으로부터 제안된

류큐열도 상의 지진 시나리오에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서한만 분지 및

군산분지에 가상적인 지각 융기(5m)가 일어난다는 가정하고 지진해일

의 피해를 예측하였다.

그림 S-17 일본 난카이 해구 지진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지진해일

전파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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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해일 전파 모델링

- 항조우만 근처를 지나는 태풍 총 37개를 조사하여, 동경 121°와 북위

28°, 29°, 30°, 31° 및 32°를 시속 7.5, 15 및 22.5 km로 지나가는 경우의

태풍해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진행방향은 서측과 남서측으로, 최속

풍반경은 40, 50 및 60km의 경우로 총 90 개의 태풍시나리오를 작성하

여, 총 90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계산결과, 동경 121°, 북위 30°를 서

향으로 태풍반경 60km로 통과하는 경우 가장 큰 해일 피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해양순환 및 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가. 후쿠시마 대응관련 해양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 후쿠시마 주변 지역해 모델 개발

-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방사능 물질 추가 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확산 정보를 정책결정자, 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활용.

- 국내 방사능 사고관련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킹은 물론 국제적인 네트워

킹 구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이미 일본 SCJ 주관 모델링 비교프로

그램에 활용된 바 있으며 IAEA 주관 MODARIA 사업 WG10, 그리고

PICES WG30 해양방사능 워킹그룹 활동에 활용 중.

○ 전지구 모델

- 중국 FIO와의 협력 연구 및 네트워킹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

- 해상도를 높인 모델 개발을 통하여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의 한반

도 주변해에의 장기적 영향 가능성 예측에 활용

나. 우리나라 주변 지역해(황 동중국해 및 동해)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 황 동중국해

- 중국 FIO와의 협력 연구 및 네트워킹의 기반 기술로 활용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연구원(KAERI)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

접국가 (특히 중국) 방사능 사고 대응시스템으로 활용.

- 해양위성센터와의 부유퇴적물과 클로로필 관련한 협력연구 추진에 활

용 예정. 공동 논문 작성은 물론 향후 연구개발에 협력 예정. 기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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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학적 연구, 해양쓰레기 이동 등에 활용.

○ 동해

- 동해는 물론 황 동중국해 및 북서태평양 해역에 위치한 원전사고에 대

비한 초기 대응시스템으로 활용.

○ 제주해협 관측 및 우리나라 서남해역 복합순환 모델·유출물질 추적 모델

개발

∙제주해협 관측

- 해양순환 모델 검증 및 자료동화에 활용은 물론 제주 부근 해황 변동

성 파악 및 관련 과제 개발에 활용.

∙서남해역 복합순환모델·유출물질 추적 모델 개발

- 한빛원전 사고에 대비한 초기 대응시스템으로 보완적 활용.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방사능 사고 대응 운용 시스

템 구축에 활용.

2. 해양 인공방사능의 해양생물에의 영향 예측 모델 개발

○ 후쿠시마

-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방사능 물질 추가 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정보(중장기 확산 및 해양생물에의 축적량 등)를

정책결정자, 유관기관 (KINS, KMI, 식약처, 해양환경관리공단, 한수원

등)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활용. (이미 유관기관 연구자에 관련 정

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 황 동중국해

- 중국 FIO와의 협력 연구, 기술지원 및 네트워킹의 기반 기술로 활용하

고, 나아가 PICES WG30 해양방사능 워킹그룹, 우크라이나 IMMSP와

공동으로 IAEA MODARIA WG8 워킹그룹 활동에 활용.

○ 기타

- 북태평양 또는 태평양 모델로의 확장하는 기반으로 활용.

3.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및 전이 프로세스 실험 연구

가.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 국내적으로 유관과제 개발(예로 식약처) 및 네트워킹, 그리고 정책결정

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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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마련된 DB에 새로운 모니터링 자료를 추가하여 마련된 한반도

및 북서태평양 인공 방사성 핵종 DB 시스템 구축 자료는 방사성 물질

이동 확산 모델의 검정용으로 활용.

나. 해양방사능 전이프로세스 실험 및 결과

- 한반도 주변 해역 유사 사고 대비 수산물 방사능 오염 대응 국가 정보

로 활용

- 국내 및 중국 (특히 제3해양연구소)과의 네트워킹 강화 및 북서태평양

협력 대응 기본 수단으로 활용. 향후 IAEA에 관련 정보 제공 및

PICES WG30 워킹그룹 활동에 활용.

4. 핵안전 기반기술

○ 지진해일 및 폭풍해일 전파 모델

-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대형지진 발생과 더불어 대형지진해일이 전파해

올 경우를 고려한 한반도와 중국 민감 지역에서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에 기본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참고로 일본

의 경우 기존 예상보다 높은 파고의 지진해일 내습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근 하마오카 원전에 22m 높이의 방호벽 공사를 진행 중이다.

- 마찬가지로 폭풍해일 모델링 결과도 개략적이지만 중국 연안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검토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활용상의 제한점

- 중국 원전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토에는 연안 원자력발전소 주변

에 대한 정밀 수심자료를 확보하고, 과거 사상에 대한 기록을 확보 등

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양국 정책결정자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이 요구된다.



- xxii -



- xxiii -

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prediction system

following the disastrous environmental event (I-Marine radioactivity

impact)

II.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II.1 Necessities of the Study

The huge tsunami following the earthquake of magnitude 9.0

occurred on Mar 11, 2011 led to the emission of enormous amount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tmosphere and coastal ocean. With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with global-scale impact like the Chernobyl

accident of Ukraine in 1986 increasing concerns on the dispersion

prediction of the Fukushima-derived radionuclides as well as the

monitoring of radioactivity contamination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need of developing response technologies was subsequently raised to

cope with the radioactivity accidents of neighboring country origin.

1. Technical necessities

Radionuclides released into the sea experience complex processes

such advection-diffusion via the currents, adsoprtion to the suspended

sediments and interaction with bottom sediments. Development of an

advanced modeling system is needed to predict the dissolved, particulate

and bottom-deposited phases.

Fig. S-1 Radioactivity-related processes in water column and bottom

sediments released to the ocean (Johannesse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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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Fukushima Dai-ich accident which caused the large

amount of radioactivity release to the ocean, contaminating wide area of

sea regions, there has been a strong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nuclear power plant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potential sources of

accidental radioactivity releases and therewith to expand the modeling

area to entire marginal seas and/or open ocean.

To prepare the possible radioactivity accidents in adjacent seas of

Korean Peninsula and Northwestern Pacific region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China is required through the complementary exchange of information in

developing an advanced modeling system of marine radioactivity

transport as well as monitoring of marine radioactivity contamination.

Investigating the radioactivity contamination levels in the marginal

seas around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Pacific, which are the

issues of national concern, is obviously needed along with the capacity

building in the analysis of marine radioactivities.

2. Economic necessities

Securing the public confidence on the nation's preparation on the

possible radioactivity accidents and thereby to support fulfillment of the

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is economically important.

Implementation of an emergent decision support system for possible

radioactivity accidents will be requested as a prerequiste in nuclear

power export. For that, advanced technologies of analyzing and

predicting radioactivity contamination need to be secured.

The occurrence of Fukushima Dai-ichi accident results in considerble

increase in public worries on the seafood safety, constricting the

fisheries industry in Korea.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public

uncertain worries on marine radioactivity contamination leading to the

recovery of the domestic fisheries industry is necessary through the

supply of relevant scientific informations.

3. Socio-cultural necessities

For the next two decades a total of 300 nuclear units are expected

to be installed in Northwestern Pacific region including Korea, Chi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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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hough some changes might be possible in the nuclear power

development policy due to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Correspondingly there are increasing public worries on the nuclear safety

in the reg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response

technologies and the establishment scientific decision-maker suppor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ublic confidence on the nation's

preparedness for the swift restoration as well as the active and timely

risk management of the possible radioactivity accident.

Supply of the information on radioactivity contamination levels in the

marginal seas around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Pacific to the

public is important to relieve the public of anxiety on the seafood safety.

II.2 Objectives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a set of essential technologies to predict the transport

and transfer to marine biota of anthropogenic radioactivity materials in

preparation to the possible occurrence of large-scale radioactivity

accidents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 Monitoring of distribution and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marine

radioactivity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rn Pacific Ocean

Ⅲ.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III.1 Research period

○ January 1, 2012 - December 31, 2014

III.2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1. Development of circulation and radioactivity transport models

1.1 Models related to Fukushima Dai-ichi accident

○ Regional model

- Development of a regional model of Eulerian type (EUR-M) for the

short-term simulation of Fukushima-derived radioactivity transpor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uspended sediments-related adsop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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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soprtion processes, producing results in dissolved, particulate

and bottom-deposited phases

○ Global model

- Development of a global model of Eulerian type for the long-term

simulation of Fukushima-derived radioactivity transport in

cooperation with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China.

1.2 Models for the marginal seas of Korea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and the East Sea)

○ Model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 Development of a radioactivity transport model coupled with a

multi-scale circulation and a suspended sediment model

- Preliminary verification of the suspended sediment model

- Preliminary application of the coupled radioactivity transport model

according to the hypothetical scenario of radioactivity release

○ Model for the East Sea

- Preliminary application of the radioactivity transport model of

Lagrangian type according to the hypothetical scenario of

radioactivity release using the climatological circulation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Northwestern Pacific model

○ Observations at the Jeju Strait and development of a Southwestern

regional model of Korean Peninsula

∙ Jeju Strait observations

- Observations using a buoy-mounted ADCP and their use for the

validation of current observations using HF radar

- Sea surface current observations using HF radar deployed on the

northern coast of Jeju Island and their use for the Southwestern

regional model as verification and assimilation data

∙ Development of a Southwestern regional model of Koren Peninsula

- Construction of a circulation model for the sea region southwest of

Korean Peninsula covering Hanbit NPP and Jeju Strait

- Verifi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model results with

observations using HF radar and development of HF radar data

assimil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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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le-tracking experiments

2. Development of a marine biota model

2.1 Models related to Fukushima Dai-ichi accident

○ Cs
137

- Construction of Northwestern marine biota model based on

dynamical approach along with the preparation of annual catchments

of Crustacean, Mollusc, Non-Piscivorous and Piscivorous fishes and

Algaes for each box

- Long-term prediction and verification of Cs
137

concentration in

marine biota with consideration of the global fallout and Fukushima

Dai-ichi emission

- Calculation of the collective ingestion doses for Japanese, Korean

and Chinese populations

○ Sr
90

- Partial modification of Northwestern marine biota model used for

Cs137

- Introuduction of riverine inputs of Sr90

- Long-term prediction and verification of Sr90 concentration in marine

biota with consideration of the global fallout, a range of Fukushima

Dai- ichi emission values

2.2 Models related to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 Cs137

- Application of the Northwestern marine biota model to some of

NPPs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according to the

hypothetical release scenario

3. A study of monitoring and transfer processes of radioactivity

materials

3.1 Monitoring

○ Monitoring in the vicinity of Korean Peninsula

- Monitoring of Cs134 and Cs137 in Korean waters, preparing the

distribution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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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ing in the North Pacific

- Monitoring of Cs
134

and Cs
137

at the sea surface of the North Pacific

3.2 Transfer processes of radioactivity materials

○ Transfer to suspended sediments

-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time variation of transfer coefficients

to the suspended sediments collected in the East Sea, Yellow Sea

and South Sea

○ Transfer to marine biota

- Experiments to investigate time variation of biological concentration

factors to major domestic and imported fishes

4.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for nuclear safety

○ Propagation models of tsunami wave

- Model development for the simulation of Nankai Trough and Ryukyu

Islands hypothetical earthquakes-originated tsunami wave

propagation, examining the influence on Korean and Chinese coasts.

○ Propagation models of typhoon induced storm surges

- Model development for the simulation of hypothetical typhoon

induced storm surge propagation, examining the influence on Koean

and Chinese coasts.

Ⅳ. Results

1. Development of circulation and radioactivity transport models

1.1 Models related to Fukushima Dai-ichi accident

○ Regional model

- A regional model of Eulerian type (EUR-M) has been deveoped for

the short-term simulation of Fukushima-derived radioactivity

transpor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teraction with suspended

and bottom sediments, cooperatively with researchers from

IMMSP(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s and System Problems),

Ukraine. The circulation has been calculated using FEM-based

SELFE (Zhang and Baptista, 2008). The open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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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pecified using NAO99 as well as results from the HYCOM

ocean model. For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at the sea surface

Era-Interim data of ECMWF were used. A radioactivity module of

calculating radioactivity concentrations of dissolved, particulate and

bottom-deposited phases has been newly added.

- KIOST/IMMSP jointly participated in the model inter-comparison

organized by SCJ (the Science Council of Japan) in which a total of

10 organizations with 11 models participated (Fig. S-2). Originally 9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e comparison but Kobe University

joined later.

Fig. S-2 Summary of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SCJ model

inter-comparison and part of results comparing with

observations.

- The final intercomparison report was open to public through the

web-site on Sep, 2014. The comparison with observations made by

SCJ shows that KIOST/IMMSP has a top-ranked accuracy even

though the atmospherical fallout were not considered.

- Model calculation at the later stage has been carried out with inputs

of atmospheric deposition supplied by SMHI, Sweden which were

the results calculated using a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by Stohl

et al (2012).

- Fig. S-3 shows the comparison of the initial dispersion of

Fukushima-derived Cs137 near the sea surface with and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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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pheric deposition.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atmospheric

deposition predominantly determines the very early horizontal

distribution of Cs137, while as times goes the influence of direct

inputs to the ocean become pronounced.

Fig. S-3 SELFE results of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Fukushima-derived

Cs
137
for the initial 3 months: left)without atmospheric deposition,

right) with atmospheric deposition.

- Furthermore, KIOST and IMMSP have jointly participated in WG8

and WG10 working group activities of IAEA's MODARIA project.

WG8 is mainly concerned with biota modeling, while WG10 with

circulation and dispersion modeling.

○ Global model

- FIO and KIOST have cooperatively developed a global radioactivity

dispersion model of Eulerian type as a part of China-Korea

cooperation project for nuclear safety which has proceeded in

parallel with the present research with financial support from

China-Kore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CKJORC).

- The model is based on Priceton Ocean Model (POM) equipped with

a radioactivity transport module which solves the transport equation

based on Tsummune et al (2004). Climatological data were used for

the simulation. Part of computed results are shown in Fig.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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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4 Long-term simulation of the dispersion of Fukushima-derived

Cs
137

using a global model cooperatively by FIO and KIOST.

1.2 Models related to the marginal seas of Korea

○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 A unified radioactivity transport model version 1 coupled with

multiple-scale circulation-, wave- and suspended sediment models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has been developed

cooperatively with IMMSP, Ukraine and FIO, China.

- The suspended sediment module in SELFE applicable to silt-sand

environment has been extended to a module applicable to mud-clay

environment along with introduction of the floc-size model of

Winterverp (1998). The wave model results were compared with

observations at Ieodo, while the computed turbidity fields converted

from the suspended sediment mode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urbidity observations by Bian et al (2013).

- Additional comparisons of suspended sediment model results with

the GOCI data from KIOST Satellite Center revealed considerable

difference in concentration values though the qualitative patterns of

distribution were similar each other. Re-calculation of the

distribution using a new conversion algorithm is underway in the

KIOST Satellite Center so that better quantitative agreement might

be obtained soon or later.

- Hypothetic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the unified system

version 1 for the Sanmen NPP, China with a scenario given below

(results are shown in Fig. S-5).

․Duration of radioactivity release: 14 days from April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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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of radioactivity release and discharge rate: 1 PBq (Cs
137

),

250

Fig. S-5 Simulation of dissolved, particulate and bottom-deposited

radionuclide concentrations computed with a hypothetical

release from Sanman NPP. Note the unit difference.

○ The East Sea

- A random walk-based Lagrangian dispersion model (LAM-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teraction with suspended sediments has

been develope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the reanalyzed

current fields of the East Sea extracted from the Northwestern

Pacific model results. The release from the Singori NPP is assumed

in a way similar to that of Cs137 and results are shown in Fig. S-6.

Fig. S-6 Results of LAM-R showing time variation of particle movements.

- A total of 0.1 million particles were used neglecting interaction with

suspended sediments. Results show the particle movemen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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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ies. The particles pass through the Tsugaru Strait in about 100

days.

○ Observations at Jeju Strait and development of a Southwestern

regional model of Korean Peninsula

∙ Jeju Strait observations

- Observations using a buoy-mounted ADCP were carried out to

validate current observations obtained using HF radar

- A HF radar system with two antenna at Aewol and Gimnyeong of

Jeju Island was deployed to measure the sea surface current of Jeju

Strait, covering the sea region from Jeju Island to Chuja Island of

about 60km to collect verifying and assimilating data for the

Southwestern regional model.

∙ Development of a Southwestern regional model of Korean Peninsula

- A ROMS-based high-resolution circulation model for the sea region

southwest of Korean Peninsula covering Hanbit NPP and Jeju Strait

has been construct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team through

the contract research. The open boundary conditions were prescribed

using the SNU Northwestern Pacific model. The second year study

includes simulation of circulations and particle tracking experiments

with a hypothetical release from the Hanbit NPP. Development of

HF radar data assimilation scheme was also conducted from the 2nd

year.

Fig. S-7 Computed de-tided surface currents at 13:00 May 1, 2014 before

the assimilation (upper left), after the assimilation (upper right),

observed current using HF(lower left), and change in currents

with assimilation (low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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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ird year study includes testing of HF radar data assimilation

scheme the application of which was found to be very encouraging

(Fig. S-7).

2. Development of a marine biota model

2.1 Models related to Fukushima Dai-ichi accident

○ Cs
137

- The Northwestern marine biota model (NWP-POSEIDON-R) based

on dynamical approach was established cooperatively with IMMSP,

Ukraine, SNU, FIO, China, and NRG, Netherland. A total of boxes

more than 170 were allocated on the horizontal plane to approximate

adjacent seas in Northwestern Pacific region, while one to three

layers were allocated in the vertical direction, depending upon the

water depth (Fig. S-8(left)). Water fluxes between the boxes were

defined using 10 year averaged values of the Northwestern Pacific

circulation model of SNU.

- The model considers transfer of radioactivity materials to Crustacean,

Mollusc, Non-Piscivorous and Piscivorous fishes and Algae following

the paths shown in Fig. S-8(right) along with the calculation of

radioactivity concentration in water and bottom sediments.

Fig. S-8 Details of NWP-POSEIDON-R model: left) horizontal boxes with

box numbers where the blue color represents regions with three

layers in the vertical direction, right) marine food chain

considered with paths of radioactivit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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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the collective and individual doses due to the seafood

consumption are assessed. For that, annual catchments of

Crustacean, Mollusc, Non-Piscivorous and Piscivorous fishes and

Algaes were prescribed for each box.

- Long-term simulation (from 1945 to 2010) of Cs
137

concentration in

marine biota with consideration of the global fallout was first

performed and then verifi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bservations of various sources. Prediction up to 2040 was then

conducted with extrapolated global fallout and Fukushima Dai-ichi

emission to atmosphere and ocean along with comparison of model

results with observations in the vicinity of Fukushima Dai-ichi NPP.

- Calculation shows that, for the case of Japanese population the

collective ingestion dose rate reached about 32 manSv/year which

amounts to 6 times larger than pre-Fukushima level, while changes

in does rates for Korean and Chinese populations were not

noticeable (Fig. S-9). The larger value of the collective dose of

Chinese population might be due to the fact that total amount of

Chinese catchments is larger than that of Japanese catchments.

- The present study is in fact unique among many of modeling studies

carried out after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The paper published in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in 2014 was downloaded 981 times in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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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9 Annual variation in collective does rates for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opulations due to seafood ingestion.

- Recently, authors of this study have found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iscrepancy between the observed and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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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ity concentrations in piscivorous fishes near the Fukushima

Dai-ichi NPP. In detail, the model predicted reasonably well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in piscivorous fishes up to 2013 but

obviously under-predict it in 2014, giving a significantly higher

decay rate than that in reality. Close examination reveals that

omission of benthic food web is the main reason in the applied

NWP-POSEIDON-R. Correspondingly our 2nd stage study will be

focused on the extension of the marine food web by including the

benthic food web and associated predators.

○ Sr
90

- The study in 2014 was addressed, as a sequel to Cs
137

study, to the

simulation of Sr90 concentration with consideration of global fallout

and Fukushima-derived emission. Riverine inputs of Sr90 was given

by use of the empirical formula given by Smith (2004) the

parameters of which were determin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bservations in Han River and rivers near Osaka. Comparing model

results with MARIS data (2013), it was found that unlike the Cs137

concentrations in waters and bottom sediments in coastal box close

to Fukushima Dai-ichi NPP showed considerable deviations; the

computed and observed concentrations in piscivorous fishes were in

a reasonable agreement for the period of pre-Fukushima accident,

while the computed concentration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at

of the observed concentration over the period of post-Fukushima

accident.

- Table S-1 summarizes the individual dose to be received with the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in 15km and 100km offshore regions

of the Fukushima Dai-ichi NPP.

Table S-1. Individual doses associated with the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15km and 100km offshore of the Fukushima

Dai-ichi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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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ulation shows that the ingestions of fishes caught in the two

regions contributes to the individual ingest dose about 83% and

47%, respectively.

2.2 Models related to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 Cs137

- Application of the Northwestern marine biota model to some of

NPPs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has been performed with

global fallout from 1945 and a hypothetical release scenario of 1 PBq

from Mar 11, 2011.

- Calculations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ot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have been repeated, producing concentrations in water,

bottom sediments, a total of 7 marine organisms and the collective

ingestion dose rate for Japanese, Korean and Chinese populations.

Applications to Sanmen NPP, China, Genkai NPP, Japan, Kuosheng

NPP, Taiwan and Hanbit NPP and Gori NPP, Korea. Part of results

(Sanmen NPP and Genkai NPP) are shown in Fig. S-10.

Fig. S-10 Time variation in concentrations of Cs
137

in bottom sediments, 6

marine organisms and collective ingest doses computed with

global fallout and Fukushima Dai-ichi emission: upper) Sanmen

NPP, lower) Genkai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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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study of monitoring and transfer processes of radioactivity

materials

3.1 Monitoring

○ Monitoring in the vicinity of Korean Peninsula

- Fig. S-11 shows the distribution maps of Cs134 and Cs137 constructed

using the measurements over the periods of Mar 13 to 16 for the

East Sea, 2012 and May 11 to Jun 1, 2012 for the Yellow and South

Seas. From the fact that the half-life of CS134 is relatively short

(2.1 years) it is indicated that the observed Cs
134

shown in the left

of Fig. S-11 with relatively pronounced values in Korea Strait and

Southern part of the East Sea has come from the Fukushima

Dai-ichi NPP. Cs137 with half-life of about 30 years has relatively

high value near the Nakdon River and near the mouths of rivers in

the East Sea.

Fig. S-11 Distribution maps of Cs
134

(left) and Cs
137

(right) in 2012.

○ Oceanic Monitoring

- A set of samples were collected with the help of SHIPPO-1

research project of Polar Research Institute and a project of KIOST.

Samples in the section between Korea and Alaska over the period of

2012 to 2014 were collected on board ice breaker Araon, while

samples in the sections between Korea and Chuk as well as Hawaii

and Korea (see Table S-2). The analyzed concentrations of Cs134

and Cs137 are shown in Figs. S-12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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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2 Summary of oceanic monitoring information

year Cruise period Cruise section used vessel (num. of samples)

2012 7.16-29 Korea-Alaska Araon (12 samples, surface)

6. 4-21 Korea-Chuk Onuri ( 7 samples, surface)

2013 8. 8-22 Korea-Alaska Araon ( 4 samples, surface)

9.23-10.10 Hawaii-Korea Onuri ( 6 samples, surface)

10.20-11. 4 Korea-New Zealand Araon ( 4 samples, surface)

2014 7.20-29 Korea-Alaska Araon ( 3 samples, surface)

- The concentration values about ten times higher the background

value were observed in 2012 near the sea region between Hokkaido

and Aleutian Islands of the Korea-Alaska section in the North

Pacific, giving the concentration value of Fukushima-derived Cs
134

with a maximum of 6.24±0.89mBq/Kg.

Fig. S-12 Sampling points in 2012 and analyzed results of Cs
134

and

Cs
137

: upper) Korea-Alaska section, lower) Korea-Chuk

section.

- The concentration values in 2013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Korea-Alaska section of the North Pacific, but the

Fukushima-derived Cs137 and Cs134 were found to be still present in

the region with maximum concentrations of about 3Bq/m3 and 0.36∼

0.89mBq/K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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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13 Sampling points in 2013 and analyzed results of Cs
134

and Cs
137

in the Korea-New Zealand section.

Fig. S-14 Sampling points and analyzed results of Cs
134

and Cs
137

in the sections of: left) Hawaii-Korea (2013), right)

Korea-Alaska(2013 and 2014)

○ Establishment of preliminary DB of the radioactivity distribution

- A DB version 1 of Cs137 and Pu239+240 were constructed summarizing

the IAEA's MARIS data, previously collected data by Russia, Japan

and Korea as well as the monitoring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3.2 Transfer process-related experiments of radioactivity materials

○ Transfer to suspended sediments

- A set of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transfer

factors which might be useful to predict the absorption process to

the suspended sediments and thereafter bottom-deposition of

radioactivity materials released to the ocean.

-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time-vari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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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factors (Kd) with a range of concentration and size values

of suspended sediments (<32, 32∼63, >63) collected from

the East Sea and the Yellow Sea (Fig. S-15). It is noted that IAEA

recommended × as the value of transfer factor to the

suspended sediments (IAEA Tech Report No.22). The present

experiments with samples from the East Sea produced a value of

about 800 after five hours passes, independently of the suspended

sediment particle sizes, while produced values of 200 to 300, which

is about 10 times lower than that recommended by IAEA, with the

Yellow Ses sediments. For the case of Yellow Sea suspended

sediments with a small particle size, an increased value was

obtained but still significantly low, comparing with the value

previously used in the model.

Fig. S-15 Time-variation of dissolved Cs
137

transfer to a range of

suspended sediments

○ Transfer to marine biota

- A set of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biological

concentration factors controlling transfer of Cesium to marine biota,

especially to fishes in relation to seafood safety. For a total of five

fishes caught in coastal waters of Korea (mackerel, anchovy, squid,

hairtail, tuna), a total of three raised species in Korea (flatfish,

oyster, rockfish), a total of five imported from Japan and Taiwan

(pollack, mackerel, saury, tuna, ray), the concentration factors were

calculated using the Cs137 concentration within the species analyzed

in the project funded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addition, concentration factors for the fishes caught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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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the Norwegian Sea, the Irish Sea and the North Pacific wre

calculated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The resultant concentration

factors are summarized in Fig. S-16. Some domestic and imported

fishes appeared to have more or less higher values than those

calculated through the existing literature survey.

Fig. S-16 Summary of biological concentration factors of Cesium for

fishes in Korean and other foreign waters.

-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biological concentration

factors of natural radionuclide Po-201, separating each part of body

for the five major marine species (shrimp, abalone, squid, mackerel,

flatfish).

4.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for nuclear safety

○ Propagation models of tsunami

-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threats to the Japanese, Korean and

Chinese coasts simulation has been carried out using the

hypothetical scenarios prepared by the huge earthquake study group

of Japan (Fig. S-17). It is seen that tsunami waves of about 1.5m

in maximum height arrive at the Jeju Island, 90cm at the Southern

coast of Korea. The maximum heights at the front of Hanbit, Gori

and Wolseong NPPs are expected to be less than 50cm.

- The presence of many of scattered islands at the mouth of

Hangzhou Bay appears to block the intrusion of large tsunami

waves, giving no significant threat to Qinshan NPP located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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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bay. There are however some possibilities that superposition

of tsunami waves will produce damages to the NPP. Sanmen NPP

to be located at the South of Hangzhou Bay might have more

chances to be exposed to the tsunami attack.

Fig. S-17 Tsunami wave propagation simulated according to the

Nankai Trough earthquake scenario.

- Tsunami simulation has been also conducted according to the

scenarios of hypothetical earthquake occurrence in the Yellow and

the East China Seas which consists of the scenario associated with

Ryukyu Islands earthquake (Ren et al, 2010) plus a new scenario

associated with active faults of Seohan and Gusan Basins. Sea

surface rises of conical shape with height of 5m were assumed in

all scenarios.

○ Propagation models of typhoon induced storm surges

- Through a survey of 37 typhoons which had passed Hangzhou Bay

in the past, a set of typhoon passage scenarios have been first

constructed which consist of typhoons passing 121°E and a range of

latitudes (28, 29, 30, 31 and 32°N) with three speeds (7.5, 15 and

22.5km/hour). Then, further considering two progression directions

(West and Southwest) and three cases of the radius of minimum

wind speed(40, 50 and 60km), a total of90 typhoon scenarios are

prepared. Simulation shows that the typhoon passing th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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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E, 30°N) with speed of 60km/hour heading for the west might

generate most severe storm surges.

Ⅴ. Application plans of the study results

1. Development of circulation and radioactivity transport models

1.1 Models related to Fukushima Dai-ichi accident

○ Regional model

- The regional model will be used to make a prompt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of Fukushima radioactivity release,

providing decision-makers, related organizations and public with the

local dispersion information of the Fukushima-derived radioactivity

materials.

- The regional model will be used as a major tool to construct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The model was already used in

the model inter-comparison organized by SCJ and its utilization is

underway in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activities including

WG30 of PICES and WG10 of IAEA's MODARIA project.

○ Global model

- The model will be used as a basic tool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FIO and KIOST for nuclear safety.

- The model will be used to accurately predict the long-term impacts

of the Fukushima-derived radionuclides on the marginal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refinement to a higher-resolution

model.

1.2 Models related to the marginal seas of Korea

○ The model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 The model will be used as a basic tool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FIO and KIOST as well as to construct a

network with KINS and KAERI.

- The model will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to the radioactivity accidents occurring in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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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del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essential tool for the

cooperative researches with Satellite Research Center related to the

suspended sediment and Chlorophyll distribution, developing a new

research project as well as writing joint paper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model may be useful in biogeochemical studeis and

ocean waste transport, so on.

○ The model for the East Sea

- The model will be used as an emergency system to respond at the

initial stage to the radioactivity accidents occurring in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East Sea,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and

Northwestern Pacific.

○ Observations at Jeju Strait and development of a Southwestern

regional model of Korean Peninsula

∙ Jeju Strait observations

- Observations using a buoy-mounted ADCP as well as HF radar

measuremets will be used to verify the circulation model and to

increase the accuracy through assimilation, helping to understand the

variability of circulation structures. Futhermore, the results will be

used a basis for the related project.

∙ Development of a Southwestern regional model of Korean Peninsula

- The ROMS-based model will serve as a supplementary emergency

response system to the radioactivity accident of Hanbit NPP at an

early stage. The model may be extended to a real-time prediction

system ofor the radioactivity transport by prescribing the KMA's

operational prediction results as the model input.

2. Development of a marine biota model

○ Fukushima Dai-ichi related

- The regional model will be used to make a prompt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of Fukushima radioactivity release,

providing decision-makers, related organizations (KINS, KMI,

KOEM, MFDS and KEPCO) and public with the transfer information

to marine biota of the Fukushima-derived radioactivit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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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related

- The model will be used as a major tool to construct an international

network with China through the cooperative researches and transfer

of associated technology. The utilization of the model is underway

in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activities including WG30 of

PICES and WG8 of IAEA's MODARIA project, cooperatively with

IMMSP, Ukraine.

○ Others

- The model can be used as a basis to extend the oceanic model

covering the North Pacific or entire Pacific Ocean.

3. A study of monitoring and transfer processes of radioactivity

materials

3.1 Monitoring

- The monitoring results will be used to develop related research

projects, networking and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some

information on marine radioactivity contamination. The monitoring

results have been utilized in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activities including WG30 of PICES.

-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DB for the North Pacific as well as

adjacent seas of Korean Peninsula extended through the addition of

newly measured data will be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radioactivity models.

3.2 Transfer processes of radioactivity materials

- The experimental results will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the

emergency response to the possible contamination of marine

products followed by the accidental release of radionuclides to the

ocean in the future.

- The results will be used in strengthe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especially with TIO, China, contributing to

the WG30 working group activity of PIC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be provided to IA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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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for nuclear safety

○ Propagation models of tsunami wave and typhoon induced storm

surges

- The developed tsunami model can be used as basic tool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hat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tsunami

waves following the generation of large-scale earthquak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region affects sensitive areas of Korea and

China, preparing in advance proper measures to minimize the

damages. For reference, Japan has been constructing a protection

wall of 22m in height in front of Hamaoka NPP as a way of

protecting the power plant against the attack of tsunami waves with

a height larger than that of previous estimation.

- The developed typhoon induced storm surge model can be used as a

basic tool in supporting the direction of safety examination of the

coastal NPPs of China

○ Limitations in of tsunami wave and typhoon induced storm surges

- To examine in detail the potential threat of Chinese coastal NPPs to

the tsunami and typhoon induced storm waves requires a

governmental level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o overcome

the hindrance of aquiring the past records of tsunami and storm

waves as well as the accurate information on coastal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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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지진 발생에 따른 거대지진해일의 내습으

로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냉각시스템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및 연안 바다로 유출되었다.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이 후 가장 큰 규모의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함

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에 기인한 방사능 오염 현황 파악 및

방사능 이동 확산 예측에 관심이 급증하였다.

사고 직 후 수 주 동안의 국내적 관심은 한반도 측으로 바람의 방향이

형성되어 대기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

능성과 강도에 대해 집중되었다. 이어 해류를 통해 한반도 주변해역으로의

유입될 가능성과 도달 시간 및 농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일본은 물

론 한국, 중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의 경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산물 내 인공방사능 물질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후쿠시마 기인 인공해양방사능 물질의 거동과 해양생물에의

영향, 우리나라 주변 수산물 내의 오염 수준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해양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1단계 요소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참고적으로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Chernobyl 사고와 2011년 발생한 Fukushima 사고에 대해 간략히 비교한

결과(표 1.1.1)와 사고 후 사진(그림 1.1.1 및 1.1.2)을 이하에 첨부한다.

표 1.1.1 Chernobyl과 Fukushima 원전의 사고 비교(Maderi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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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Chernobyl 원전의 사고후 전경 (Maderich, 2013 및 Chen 등,

2012 ppt).

그림 1.1.2 사고 후 Fukushima Dai-ichi 원전 전경 (Chen 등, 2012 ppt)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의 필요성

○ 인접국에서 발생한 대형 환경충격에 따른 방사능물질 거동 광역 예측시

스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현재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 내 거동 및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은 국내원전 주변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로만 구축되어 있는 상

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대량의 방사능이 장기간에 걸쳐 인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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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잠재적 원전사고 대상을 인

접국 원전까지 확장하고 영향 예측범위도 북태평양 전역으로 확장이 필요하

다. 아울러 기 구축된 시스템의 해상도를 높이고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실

시간 확산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장이 필요하다.

○ 첨단 해양방사능 거동 및 해양생물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많은 국가(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의 유관 연구기관 들이 다양한 예측 정보를 쏟아 내면서 사실상 환경

재해 분야의 과학기술 각축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미

국, 유럽, 특히 주변국(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해양환경 분야 연구를

리드할 수 있는 첨단수준의 통합진단 예측시스템 개발 (ver. 1)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환경재해 예측분야의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이동 확산 모델링

이 수행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바람 작용에 따

른 해류 (수온, 염분 변화 고려)만이 고려되고 연안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조석에 의한 흐름은 무시되었으며 이동⋅확산도 단순한 입자추적기법

(Particle tracking method)에 근거하여 표층으로의 확산 방향 또는 경로만

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으로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은 해류를 타고 이동 확산하면서 부유

퇴적물에 흡착 침강되거나 해저퇴적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침적되었다가 다시

파랑 등에 의해 재부유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1.2.1 참조).

그림 1.2.1 유출 방사능 물질의 해양 수층 내 및 해저 표층퇴적물 내 확산

과정(Johannessen 등, 2009).

부유퇴적물 및 해저퇴적물과의 상호작용은 핵종별로 다르며,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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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는 경우 해수 중 농도의 과대 예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부유퇴적물 모델, 파랑모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서는 지형변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되는 핵심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은 해양 방사능 물질을 입자성

(Particulate radionuclides) 및 용존성 (Dissolved radionuclides)으로 구분하

고 해저면으로의 침강 및 해저면으로 부터의 재부유, 용출을 고려하는 우크

라이나 IMMSP의 모듈을 기본틀로 고려하고 있다

○ 우리나라 주변해역 인공해양환경 방사능 감시 및 분석역량 축적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방사능 거동 특성을 규명하고 전세계 해양 환경

방사능 거동 연구 중 미결인 북서태평양 주변부 해양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해양환경 방사성 핵종 분석기술과 해양과정 해석기술의 접합기술개발 및 해

양 방사능 오염 분석기술의 국내 역량 축적, 해양환경방사능 추적자 연구로

GEOTRACES 국제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우리나라 해양 기후연구 기반 업

그레이드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2. 경제 산업적 측면의 필요성

○ 국가 전원 개발계획에 의거한 원전건설의 원활한 추진 간접지원 필요

우리나라 여건상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피

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포텐셜 부족으로 사실

상 산업 수요 증가를 감당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전개발 외에는 뚜렷한 대

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핵안전 관련 대응지원기술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양환경 방사능 투명성 확보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대

국민 건전 여론 형성하고 원전의 차질 없는 건설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경

제성장율 유지를 간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원전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요소기술의 하나로 해양방사능 거동 예측

기술 확보 필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수출시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수 요구사항

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첨단 수준의 예측시스템 및 분

석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핵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필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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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방사능 오염 정도 파악 및 한국․중국 측으

로 유입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현안 문제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언론보도

(동아일보)에 따르면 약 20년 후 (후쿠시마 다이치 사고 이후 원자력 개발

정책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

한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약 300기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

될 예정에 있어 (그림 1.2.2 참조)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핵안전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을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방사능 유

출 잠재적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림. 1.2.2 한반도 주변 원자력발전소 분포: 좌)현재, 우)2030년 (동아일보)

제 3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목표

-후쿠시마 해양방사능 유출 관련 대응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우리나라 및 주변국가의 대형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사능 물질의

해양 내 거동 및 해양생물에의 영향 예측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우리나라 주변 지역해와 북태평양 방사능 모니터링 및 거동특성 파악

2.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가. 성과목표

-북서태평양 및 지역해에 대한 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및 적용

-해양생물에의 영향 (방사능 축적) 및 선량 평가 예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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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변 지역해 및 북태평양 방사능 모니터링 및 거동특성 파악

-핵안전 관련 기반기술 개발

나. 연차별 연구 내용 (표 1.3.1 참조)

표 1.3.1 성과목표와 세부 목표 관련 연차별 연구내용

성과목표/

세부목표

연차별 연구 내용 [2012 ∼ 2014 (1단계)]

1차년도(2012 년) 2차년도(2013 년) 3차년도(2014 년)

◦북서태평양 지역해에 대한 방사능 거동 예측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

․황해 동중국해
순환 및 방사
능 거동 예측
모델 구축 및
시범 운용

황 동중국해 모델 수
립 및 영광원전 적용
․부유퇴적물 모델의

수립
․방사능 모듈-부유

퇴적물 모듈 결합

황 동중국해 모델 개
선 및 주요원전 시범
적용
․부유퇴적물 모델의
개선

․시범적용

황 동중국해 모델 개
선 및 대표원전 시범
적용
․파랑-부유퇴적물-방
사능 통합모델 구축
(ver.1)및 검증
․통합모델 시범 적용

․후쿠시마 기인
해양 방사능
거동 예측 모
델 구축 및 시
범 적용

후쿠시마 원전 기인
해양방사능 거동실험
․FEM 형태의 모델

구성
․일본 국제비교 프

로그램 참여

후쿠시마 해양방사능
거동 실험 (계속)
․중국 FIO와 전지구
모델 수립 협력

․IAEA 모델링 워킹
그룹 참여

후쿠시마 해양방사능
거동 실험 (계속)
․대기유입 고려한

FEM 모델 적용
․국제비교 프로그램
보고서 완성

◦해양생물에의 영향 (방사능 축적) 및 선량 평가 예측 모델 개발

․장기영향 예측
을 위한 역학적
기반 모델 구축
및 시범 적용

북서태평양 box 모델
구성
․box 구성 및 평균
해수순환장 산정
․한중일 어획량 자료
수집

북서태평양 box 모델
적용
․Cs

137
의 전지구 낙진

효과 분석, 검증
․후쿠시마 및 황 동
중국해 원전 적용

북서태평양 box 모델
개선 및 적용

․Sr
90
의 전지구 낙진

효과 분석, 검증
․후쿠시마 및 원전
확대 적용

◦해양 인공방사성 분포 및 물질전이 프로세스 분석

․방사성물질농도
모니터링

․방사성 물질의
부유물질 및 수
산물 전이 분석

지역해 및 대양 인공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우리나라 주변 지역
해 및 북태평양

지역해, 대양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계속)
․북태평양

․부유물질 전이 실험
및 DB 확장

지역해, 대양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계속)
․북태평양

․수산물 전이 실험
및 DB 확장

◦핵안전 관련 기반기술 개발

․해일 전파 모델
구축 및 전파
실험

지진해일 모델링
․일본 남해 기인 지
진해일 영향 모델
수립

지진해일 모델링(계속)
․추가 지진해일 시나
리오 구성 및 실험

지진 및 폭풍해일
모델링 (계속)
․추가 시나리오 실험
․폭풍 해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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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연구동향

1. 해양방사능 거동 관련 모델 개발 동향

가. 기 개발된 해양방사능 모델

○ 한국해양연구원(남수용과 장경일, 1997)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 시도와 관련하여 가상적인 해상사고에 대해

방사능 물질의 이동 경로를 입자추적 기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 조류 및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 무시되었다.

○ 한국해양연구원 (2003)

Perianez(1998)의 비보존성 및 보존성 방사능 물질의 이동⋅확산 산정 기법

을 이용하여 이상적 조건 (폭과 수심이 일정한 수로)하에서의 부유퇴적물 효과

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황 동중국해 순환모델결과를 이용하여 가상적인 이동 확

산 실험을 제한적으로 수행하였다.

○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 인공방사능 거동은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단지 구축된 우리나라

원전 주변 해역에 대한 희석인자 DB를 이용하여 사고시 예측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유관 민간업체와 협

력하여 HYSPLIT 모델을 이용한 대기 이동확산 모델링을 수행하여 학술회

의 등에 공동으로 보고한 바 있다.

○ GeoSystem Research Corp. (남수용 등, 2011)

일본 큐슈대에서 개발된 해양 순환모델 RIAMOM 결과와 난수에 입각하여

확산을 계산하는 라그랑지안 기법으로 해양방사능 거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순환모델의 해상도는 1/12∼1/15°로서 동아시아 해역을 포함한다. 일본 기상

청(JMA)의 기상예측 자료를 이용하며 인공위성 해수면고도 자료 (SSH)와 도호

쿠대의 NGSST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동화를 실시한다.

황 동중국해 및 동해 주변에 위치하는 12개 원전에 대해 가상적인 방출을

고려하여 모델실험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최소 및 평균 시간을 평가

하여 학술대회에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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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 중인 해양방사능 모델

○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현재)

"원자력연구개발과제 "의 지원을 받아 "방사선환경방호핵심기술 및 사고

대응 시스템 개발" (중과제명)을 수행 중으로 총 5개의 소과제로 구성된다.

방사선 사고시 주요환경 내 확산영향 평가기술 개발

방사선사고 생태환경 방호기술 개발

방사선환경방호평가체제지원 인체피폭해석 최적화기술개발

비상대응 환경방사성 유출물 탐지기술 수립

방사선방호용 선량측정 및 평가기술개발

제1 소과제와 관련하여 2006년에 자체 제작한 대기확산모델 (LADAS)과

기상청 UM 예보 자료를 현재 실시간으로 연동한다. 범위는 전 지구, 지역

두 가지로 각각 기상청 예보 영역과 동일하다. 해양확산은 최근 UNSCARE

활동하면서 스페인 쪽과 협력해서 만들어진 해양확산 모델과 ROMS 순환모

델을 연동해서 사용할 예정. 해양 확산모델의 경우에는 대기 확산 모델과

커플링이 되어 있어 대기 낙진 정보를 전달 받아서 계산한다. 현재로는

JAMSTEC으로부터 전 지구 정보를 지원받고 있으며, 실시간 단기 예측 및

대기-해양 커플링에 중점을 두고 개발 중이다.

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의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링

○ 한국해양연구원 (2011, 김영호 박사)

연구사업 NAP (National Agenda Project)에서 실시간 순환 예측 결과와

입자추적기법에 근거하여 후쿠시마 해양 유출 방사능 거동 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GFDL MOM3 (z-좌표 병렬코드, 정수압 가정)에 기반한 한국해양연

구원의 실시간 해수순환 모델(NWPROM)은 경도 115°E∼150°E, 위도 15°N

∼55°N의 해역을 대상으로 하며 수평 해상도는 1/12°, 연직으로는 40 격자

박스(표층 10m)를 사용한다. 2011년 초부터 매주 7일 실시간 예측을 진행

중이다. 자료동화기법은 3D-VAR가 사용되며 위성으로부터의 SSH (Sea

Surface Height), SST (Sea Surface Temperature) 등이 동화된다. 한국 기

상청(KMA)의 기상예측정보가 해수표면 정보로 사용되며 개방경계 조건은

미해군의 HYCOM 모델 자료가 활용된다.

2011년 3월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 초기의 일본 태평양 측의 해수순환

산정 결과는 그림 2.1.1에 제시된다. 계산된 해수순환 모델정보를 이용하여

단순입자추적기법으로 3.16일부터 6월말까지 표층류를 따라 이동하는 후쿠

시마 원전기인 해양방사능의 이동을 산정하였다 (그림 2.1.2). 언론매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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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보고된 바 있으며 사고 직후 방사능 물질 유출량에 대한 정보가 없

어 이동 확산 패턴 예측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해류만이 고려되고 조석

은 무시되었으며 난류확산이 없는 단순한 입자추적기법에 근거하여 표층 이

동 경로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1 NWPROM 모델로 계산한 2011년 일본 태평양측 표층 해류

예측장. 좌상)3.16일, 우상)3.20일, 좌하)3.24일, 우하)3.29일.

그림 2.1.2 NWPROM 해류장을 이용하여 입자추적기법으로 산정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유출 기인한 방사능 거동 예측 결과.

○ 서울대학교

서울대 조양기 교수팀에서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기반의 광역 북서태평양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된 장기평균 순환장과 단순입

자추적기법에 근거하여 해양유출 방사능 거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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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순환 모델 결과(그림 2.1.3)는 실시간 예측자료가 아니라 장기적 평

균장으로 큰 스케일의 패턴은 한국해양연구원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나 세부

적인 특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서울대의 방사능 이동 확산 방향

은 약간 동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림 2.1.3 ROMS 모델로 계산된 평균 순환장과 입자추적기법으로 산정된

후쿠시마 원전기인 해양방사능 거동 산정 결과

2. 해양방사능의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개발 동향

○ 한국원자력연구원

최근 POSEIDON 모델에 기반하여 수정된 K-Biota 모델을 개발. 후쿠시

마 원전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후쿠시마 기인 인공방사능의

영향만을 고려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는 달리 원전 주변을 하나의 박

스로 고려하고 해양생물이 받는 선량을 산정하고 검증을 수행하였다. 2014

년 J. Environ. Radioactivity에 출판.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의 관심은 인체 및 환경 위험여부로서 해양수산

물로의 전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3.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동향

○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는 1996년부터 “전국 환경방사능조사, 해양환경 방사능조사, 원자

력 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조사” 등의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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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역 표층 해수에 대한 특정 인공방사성 핵종의 존재 유무를 조사해오고

있음. KINS의 환경방사능 조사는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한 특정방

사능의 기준초과 여부만을 감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수시료를 채취, 제공하여 분석해오고 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90년 초부터 다양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기반을 확충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사능 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물과 오염물질의 퇴적 역학연구

(1991-1993), 해양 인공방사성 핵종 측정기술을 IAEA로부터 전수받고 방사

능 감시에 필요한 방사성 핵종의 기원과 거동 연구기반 구축연구

(1993-1996)를 수행. 기타 IAEA의 전 세계 해양방사능 조사연구 사업의 일

환인 북서 태평양사업 (IAEA,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한국해양연구소의

혼성 연구팀)에 참여 (1998-199), 북태평양의 해양조사 결과를 미국, 일본,

유럽, IAEA 전문가들과 분석하여 학술논문 및 해양환경방사능 분석 교재를

출판 (199-2001) 등을 연구기반으로 들 수 있다.

4. 핵안전 기반 기술 개발 (지진해일 중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0년부터 2012까지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지진해일대

응시스템’은 ‘가상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축되어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침수예상도가 구축된 43개소에 대해

서만 피해분석이 가능하다.

○ 기상청

장주기 파인 지진해일을 모의하기 위해 천수 방정식을 사용하고 수치모

의 시 발생하는 물리적인 분산 효과를 고려하는 유한 차분법 모델을 사용하

고 있다. 지진의 규모에 따른 단층의 크기를 모사하기 위해 Tatehata(1998)

의 식을 이용하고, 단층에 의한 해저면 변위의 연직 성분이 초기수면변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며 Mansinha and Smylie(1971)의 해석해 통

해 계산된 해저면의 변위를 해수면변위 초기조건으로 결정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한다.

아울러 기상청에서는 지진해일 예측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고 있는데, 한

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구

성하고, 시나리오별 예측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진 발생 시 이

를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음. 예측 데이터베이스는 대만에서 일본 서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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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동아시아 해역에 대해서 0.2° 간격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지진이 주

로 발생하는 일본 서해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시나리오(0.1° 간격)가 구

축되어 있다.

제 2 절 국외 연구동향

1. 해양방사능 거동 관련 모델 개발 동향

가. 기 개발된 해양방사능 모델

1) 해양순환 모델과 직접 연결된 방사능 모델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대표적인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은 표 2.2.1에

정리하였다.

표 2.2.1 순환모델과 결합된 대표적인 방사능 모델 목록 (Maderich, 2011)

○ Prandle (1984)

영국 IOS (Institute of Ocean Sciences), Bidston 연구소의 Prandle

(1984)은 Sellafield 재처리 공장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영국 주변 대

륙붕 해역에서의 확산과정을 수평 2차원(2HD) 모델로 모의하였다. 밀도 성

층,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이나 해저면으로의 침강 등은 고려되지 않고,

방사능 물질은 용존 형태로 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수심 평균된

농도의 수평 분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유한차분(FDM) 격자 상에서

방사능 이동 확산 방정식을 차분화한 후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적분하는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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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안 기법(Eulerian method)이 사용되었다.

○ Onish와 Trent (1992)

3차원 유한차분 순환모델(TEMPEST)과 방사능 모델(FLESCOT)을 개

발하고 심해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확산을 수직2차원 (2VD) 모델로 적용

하였다.   난류모델이 사용되며, 부유퇴적물에의 흡착을 고려하였다.

○ Abril과 Leon (1993a,b)

해양방사능 존재 형태를 용존 상태 및 부유퇴적물 (보다 작은 입

자로 구성)에 흡착된 형태, 그리고 해저 표층퇴적물 내의 2가지 분포 형태

(보다 작은 입자와 큰 입자의 퇴적물) 등 총 4가지로 구분하고, 2개

의 분배계수를 갖는 해양방사능 모델링 개념을 제시하였다. 수층 내에서는

연직적으로 균일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해저퇴적물 층은 수층

과 이온 교환이 일어나는 혼합층과 그 아래의 심층으로 구성된다. Abril과

Leon (1993b)은 이 수평2차원 유한차분 모델 Irish Cs
137
와 Pu

239+240
분포에

적용, 검증하였다.

○ Harms (1997)

Kara Sea에 투기된 핵폐기물에 의한 오염 범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해 독일 함브르크 대학의 3차원 경압모델 HamSOM에 해빙모델을 결합한

순환 모델과 연결된 용존방사능 이동확산 모델을 사용하였다. 해저퇴적물에

존재하는 방사능 농도에 대해 (비현실적이나 용존형태 및 해저 표층퇴적물

내 방사능 농도가 평형상태에 있다는 가정 하에) 단위체적당 방사능 양(단

위: Bq)의 비를 나타내는 분배비율 (⋅ , 여기서 는 수층

및 부유퇴적물에 존재하는 방사능 농도간의 관계를 결정해주는 분배계수,

는 부유퇴적물 농도)를 도입하여 간접 산정하였다.

○ Margvelashvili 등 (1997)

3차원 순환 모델 POM (Mellor, 1983) 및 Onishi 등 (1989), Onishi와

Trent (1992)의 FLESQOT 방사능 모델을 기반으로 유한차분법 기반의

THREETOX 코드를 개발하였다. 순환모델 외에 부유퇴적물 모듈, 용존 및

부유퇴적물에 흡착된 입자성 상태의 방사능 이동 확산 모듈, 그리고 해저면

상층부 두께의 시간변화를 산정 및 방사능 농도 산정 모듈 등으로 구성된

다. 우크라이나 Kiev 저수지와 Dnieper-Bug 하구에서의 방사능 거동 산정

에 적용하였다. Koziy 등(1998)은 해빙모델 및 수질모델을 THREETOX 시

스템의 일부로 추가하고 해상도를 높여 Dnieper-Bug 하구와 Kara Sea 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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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dridge 등 (1998)

영국 CEFAS (Centre for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의 Aldridge (1998)는 Irish Sea를 대상으로 한 유한차분법 기반의

수평2차원 방사능 거동 모델을 개발하였다. 순환모델 ADSM에는 조석과 바

람이 외력으로 포함되며, 밀도 계절변화 관측정보를 토대로 밀도류를 개략

계산한다. 파랑장은 제2세대 파랑 스펙트럼 모델 WINDWAVE 가 사용된

다. 방사능 모델 CSERAM은 용존상태 및 부유퇴적물에 흡착된 형태, 그리

고 여러 층의 해저퇴적물 내의 분포 형태 3가지로 구성되며 퇴적물은 2개

그룹 (최대 5개 그룹)으로 나눈다. Perianez 등 (1996)과 유사하나 약간 다

른 계수로 흡 탈착이 고려된다.

○ Perianez와 Reguera (1999)

보존성 방사능 물질을 대상으로 유한차분법에 근거한 수평2차원 모델을

구축하여 La Hague 재처리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 과 의 방

사능 이동 확산을 산정하였다. 이어 Perianez (1999)는 비보존성 방사능 물

질을 대상으로 균일한 밀도를 가정한 3차원 순환 및 부유퇴적물 모델들을

구축하고 용존 및 입자성 방사능 농도, 그리고 해저에 퇴적되는 방사능 농

도를 산정하는 모델을 보고하였다. 파랑과 흐름의 상호작용은 고려되지 않

았다. 이 논문은 Irish Sea를 대상으로 Perianez 등 (1996)의 전이계수를 도

입하여 적용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존 상태에서 부유퇴적물 및

해저퇴적물로의 전이계수, , 과 그 반대 과정의 전이계수, ,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상기 식에서, 은 유속단위의 매개변수, , , , ,  및 는 각각

부유퇴적물의 농도, 부유퇴적물 및 활성 해저퇴적물의 평균 반경, 총수심,

용존 방사능이 해저퇴적물내로 침입하는 평균깊이, 좌표상의 격자 간격, 그

리고 해저퇴적물 일부만이 수층과 접촉하는 점을 고려하는 보정치 등이다.

○ Perianez와 Elliott (2002)

비보존성 방사능 물질 이동 확산에 라그랑지안 (Lagrangian) 입자추적기

법을 개발하고, 유한차분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림 2.2.1은 계산 흐름도이다.

핵심은 고려하는 입자에 대해 수평 및 연직방향 난류 확산은 난수(Random

number)를 생성하여 산정하고, 방사능 감쇄, 용존, 부유 입자성 및 해저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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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형태 상호간의 전이는 통계적 방법(Stochastic method)에 의거하여 각

계산시각에 각 입자에 대해 생성되는 난수와 입자 제거확률을 비교하여 산

정한다. 방사능 형태별로 입자를 구분하여 정의한다.

그림 2.2.1 무작위입자추적 모델의 계산 흐름도 (Perianez and Elliott, 2002).

○ Kobayashi 등 (2007)

POM 기반의 순환모델과 Kobayashi 등 (2006)이 개발한 입자추적모델

SEA-GEARN에 근거한 확장된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을 제시하였다. 새로

이 확장된 입자추적기법 모델에서는 용존 상태, 대형입자(LPM, Large

Particulate Matter) 부착 상태, 활성 해저퇴적물 (Active bottom sediment)

내 분포 형태가 고려된다. 난수(random number) 를 [0,1] 구간에서 균

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여 난류확산에 의한  시간동안의 공간적

이동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는 수평난류확산계수

≡  ,  는 수직난류확산계수

아울러 LPM ()과 관련된 매개상수 값들(구체적으로, 부유퇴적물

농도 , 침강속도)은 다음과 같다.

  ×× (수심  에서의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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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적용으로 영국 Irish Sea의 Sellafield 재처리공장에서 유출되는

Cs
137
의 24년에 걸친 장기 확산 예측이 이루어졌다. 용존 및 LPM 부착 상

태의 방사능 물질 이동 확산 방정식의 해저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기 식에서  는 용존 방사능 농도, 는 연직난류확산계수,  ,  ,

 ,  ,  , ,  및 은 활성 해저퇴적물로의 전이 계수, LPM 부착 상태에

서 용존상태로의 전이계수, 활성 퇴적물 내 방사능 농도, 평균혼합거리, 평

균 밀도, 활성 해저퇴적물의 비율, 공극율 및 활성 퇴적물가 상호작용을 하

는 수층의 두께, 그리고  ,  ,  는 LPM의 침강속도, 농도 및 LPM에

부착된 방사능 농도이고, “dep"와 ”res" 는 LPM 부착 방사능의 퇴적율과

재부유율을 나타낸다. 기타 감쇄 및 방사능 상태간의 전이과정은 Perianez와

Elliott(2002)의 통계적 방법이 사용된다.

○ Olbert 등 (2010)

3차원 유한차분기법의 ECOMSED 모델 (Mellor, 2003)을 이용하여

Sellafield 재처리 공장으로부터 유출되는 Tc-99의 해양내 이동 확산을 검토

하였다. 개방경계에서는 조석조건이 정의되며 풍성류를 함께 고려함에 따라

방사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모델 영역 내 수온, 염분의 초기조건 및 경계상

의 값은 LEVITUS94 전지구자료 (Da Silva 등, 1994)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MPIOM 전지구 해양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정의되었다. 기상조건

은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의

재분석 자료 ERA-40이 이용되었으며 Tc-99의 초기조건은 관측치를 활용하

여 정의되었다. 여러 관측 값들과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계절 및 연변화 등이 검토되었다.

○ Duffa 등 (2011)

프랑스 IFREMER 그룹의 Duffa 등(2011)은 Toulon 해역을 대상으로 방

사능 사고시 대응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였다. 파

랑장은 Ardhuin 등(2007)에 의해 수정된 WAVEWARCH III 파랑 모듈과

SWAN 모델(Booij and Ris, 1999)을 동적연결하여 산정된다. 연안순환은 실

시간 정수압 3차원인 MARS-3D 코드 (Lazure and Dumas, 2008)가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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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퇴적물 이동 모델은 SiAM 모델 (Cugier and Le Hir, 2002)에 기반해

서 Waeles 등 (2007; 2008)의 접근방법에 따라 모래(sand)점토(mud)의 혼합

을 고려토록 수정되었다. 용존방사능 물질은 추적물질 (tracer)로 취급하여

통상적인 이동 확산방정식에 반감기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입자부착된 방사

능 물질은 점토에만 흡착되어 이동 확산되고 용존 방사능과 입자흡착 방사

능 농도간에는 항시 일정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즉, 퇴적물－해수 분배계

수  (IAEA, 2004)가 일정하다고 가정, 을 도입하여 산정한다.

2) 해양순환 모델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방사능 모델

1995년 대부터 개발된 독립적 형태의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을 표 2.2.2

에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한 모델들과 달리 이 모델들은 이미 계산된 해수

순환 모델 결과를 이용한다.

표 2.2.2 순환모델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방사능 모델 (Maderich, 2011)

○ Breton과 Salomon (1995)

프랑스 IFREMER 연구소의 Breton and Salomon (1995)는 North Sea

남측 및 English Channel을 대상으로 수평 2차원 유한차분격자법의 이동 확

산 모델을 수립하고 La Hague 재처리공장으로부터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들

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용존 방사능을 가정하였고 모델 계산은 1983년부터

1992년간에 대해 이루어졌다. 주된 특징으로 다양한 조석과 바람 조건을 조

합하여 조석모델 실행을 반복한 후 각 경우에 대해 유속장과 장기적 해수입

자 이동궤적을 산정하여 방사능 물질의 이동 확산에 이용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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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ons 등 (1998)

AEA Harwell사가 개발한 수평 2차원 가변 유한차분격자 모델

CUMBRIA를 이용하여 Sellafield 재처리 공장이 위치한 Irish Sea 동측 연

안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주된 특징으로 장기간에 걸친 거동 예측을 위해

조석모델로 산정된 평균적 해수순환장이 이용된다.

용존, 부유퇴적물 흡착 및 해저면 방사능 농도간의 비율은 평형상태에

대해 IAEA 기술보고서 (IAEA, 1985)에 제시된 값이 사용되었다. 부유퇴적

물 농도는 점 모델 영역에 특정 값으로 가정하였다. IAEA(1985) 보고서에

제시된 농축계수 (CF, Concentration Factor) 값을 이용하여 해양생물로의

축적을 산정하고 특정 주민들에 대한 선량 값인 CED (Committed Effective

Dose)를 추정하였다. 방사능 농도의 연변화 및 일부 생물에의 축적량 등을

관측값과 비교하여 모델 검증 예비 결과를 제시하였다.

○ Goshawk 등 (2003)

영국 Westlakes Scientific Consulting Ltd. 의 Goshawk 등 (2003)은 천

해역 적용에 적합한 수평 2차원 유한차분격자기법의 해양방사능 이동 확산

모델 MEAD(Marine Environment Advection Dispersion)를 개발하고, Irish

Sea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주된 특징으로 장기간에 걸친 거동 예측을 위

해 해수순환장, 해저면 퇴적물 분포 등을 포함한 모든 모델 내 값들이 연평

균되어 사용된다. 용존, 부유퇴적물 흡착 형태 및 해저면 분포 형태의 방사

능 농도가 산정된다.

○ Gleizon 등 (2009)

기존의 2차원 격자모델 MARISA를 확장하여 천해역에서의 장주기 모델

링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Irish Sea 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 모델은 4개

의 모듈로 구성되는 데, 부유물질 모듈, 용존, 부유물질 흡착, 해저면에의 방

사능 농도, 특정 거주민에게로의 선량 및 해양생물에의 선량 등을 산정한다.

해수순환으로 덴마크 DHI의 MIKE21으로 계산하여 연평균한 흐름을 사

용하였다. 부유퇴적물 농도는 해저면 퇴적물 분포와 연평균 흐름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장기 산정을 위해 예측-수정(predictor-corrector) 방법과 다단

계적 시간적분(multi-level) 방법의 조합으로 된 후방차분법이 사용된다. 유

출원은 Sellafield 재처리공장으로 설정하였고, 주 결과로서 Cs137의 용존 및

해저면 농도 등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는 특정 그룹의 주민 및 해양 생물

에의 선량이 산정되는 모듈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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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o 등 (2009)

수평격자 크기 90-120 km, 최상층 혼합층 포함하여 총 24개의 연직층을

갖는 3차원 전지구 모델 MICOM (Miami Isopycnal Coordinate Ocean

Model)을 이용하여 핵실험, 영국 Sellafield 재처리 공장, 북극해 에 위치한

Ob 및 Yenisey강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Cs
137
와 Sr

90
의 시공간적 분포를 검

토하였다. 용존 형태의 방사능만을 가정하여 북극해 및 주변 해역을 대상으

로 1995년부터 1999년에 걸친 수치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Levitus and

Boyer (1994) 및 Levitus 등 (1994) 수온 및 염분장이 초기조건으로 사용되

었고, NCEP/NCAR의 재분석 자료로부터 월평균 기상장을 구하여 모델 구

동자료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CO2 농도 2배 증가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조건에 대해서 Sr90의 이동 확산 실험을 시도하였다.

○ Nakano 등(2010)

전지구 3차원 유한차분격자 모델 (경도 1° × 위도 0.5° 해상도)인 일본

기상연구소의 MRI.COM (Meteorol. Res. Inst. Community Ocean Model)을

사용하여 해수순환을 산정하고 라그랑지안 기법으로 Cs137의 농도를 산정하

였다. Cs
137
보존방정식은 일반적인 물질이동 확산 방정식에 감쇄항만이 포

함된다.

모델 실험은 1945년부터 2005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모델의 구동은 일본

25년 재분석 자료 JRA25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초기 수온 및

염분 값은 WOA01 (World Ocean Atlas 2001) 과 PHC (Polar Center

Hydrography) 자료로부터 정의되었다. 해수표면으로의 방사능 유입량은

Aoyama 등 (2006)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는데, 공간적 분포는 모델

실험 기간 중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de Vries and Doos (2001)의 시간변

화 궤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s137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였다.

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링

1) 국지 해양방사능 모델링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원전 부근을 대상으로 적용된 해양 인공방사능

거동 국지/지역해 모델을 표 2.2.3에 정리. JAEA, JAMSTEC, MRI 등이 주

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프랑스, 미국, 스페인, 한국 등이 관련연

구를 수행하였다.

Cs137 거동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3개 정도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용존방사능 만을 고려한다. 수치적 기법은 격자기반 모델과 입자추적 모델

이 유사한 비중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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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후쿠시마 인공방사능 거동에 적용된 주요 국지/지역해 모델

       

○ 독일 KIT, 우크라이나 UCEWP, 한국해양연구원 공동

상기 표 2.2.3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한국해양연구원 국가현안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즉 NAP (National Agenda Project)내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독일 KIT (Karlshruhe Inst. of Technology), 우크라이나 UCEWP (Ukraine

Center for Environmental Water Projects) 연구팀 (일부 연구진은 우크라이

나 IMMSP 겸임 소속)과 신속하게 종합적인 후쿠시마 유출 방사능 거동 모

델링을 수행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북서 태평양 모델 NWPROM를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 외해경계조건을 일주일 간격으로 산정하고, UCEWP에서는

이를 토대로 JRODOS-HDM 모듈의 일부인 유한차분격자기반 해양순환모

델 THREETOX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해류 외에 조석효과가 포함되었으나,

조속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을 모델영역으로 선정

하였다. 기상정보는 독일 KIT와 우크라이나 UCEWP가 미국 전지구 모델

GFS 결과를 연결한 국지 WRF 기반 기상모델을 구축, 적용하여 산정되었

다. UCEWP에서 이를 토대로 JRODOS-ADM을 적용, 방사능 물질의 이동

확산 등을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독일 KIT, 우크라이나 UCEWP 및 KORDI 공동으로 캐나다

ICRER 2011 학회에서 발표되었다 (Raskob 등, 2011). 대기 및 해양 직접

유입에 따른 Cs137 예측 결과는 모두 북동 방향으로 이동 확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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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Cs137 분포의 시간 변화: 좌)해수 상층부, 우)해저면 (Raskob 등, 2011)

○ ASR Ltd.의 후쿠시마 방사능 거동 예측 모델링

마찬가지로 표 2.2.3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술자문 회사인 ASR 사에

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해양유출 사고로 인한 확산을 예측하여 사고 직

후부터 Internet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였다. 모델 해상도는 8km × 8km이며,

해양으로의 유입은 2개월간 지속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해수순환 정보는

HYCOM/NCODA 예측자료 중 표층정보만을 사용하여 라그랑지안 입자추적

기법에 근거한 이동 확산 모델 ASR의 Pol3DD를 적용하였다. 표층정보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이동 확산이 과대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 프랑스 SIROCCO팀의 후쿠시마 방사능 거동 예측 모델링

마찬가지로 표 2.2.3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IAEA의 요청에 의거 프랑

스 SIROCCO팀은 3차원 가변형 유한차분격자 해양모델 Symphonie를 적용,

해양유출 방사능 물질의 이동 확산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였다. 모델 Symphonie는 CNRS와 Toulouse 대학이 공동 개발

한 모델이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600m 해상도, 외측은 5km 격자로 구성

하였다. 초기 및 개방경계조건은 수평해상도 1/12°×1/12°의 Mercator Ocean

PSY4V1R3 시스템의 결과 (1일 하나의 계산정보), 해수표면 조건으로는 3시

간 간격의 ECMWF 기상정보를, 개방경계상의 조류 정보는 T-UGO 모델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대기를 통한 방사능 유입은 0.25° 수평해상도의 대기

이동 확산 모델 Polyphemus /Polair3D를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방사능 유출량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일본 동경전력(TEPCO)의 후쿠시

마 원전 인근 관측치에 근접한 결과를 산출토록 방출량을 조정하였다. 용존

및 부유퇴적물 흡착 형태 두가지의 방사능 물질 농도를 산정하였다(그림

2.2.3). (http://sirocco.omp.obs-mip.fr/outils/Symphonie/Produits/Japan 에서

추출). 부유퇴적물의 침강속도는 10로 가정하였다. 입자부착 농도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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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방사능 보다 매우 낮은 값으로 분포한다.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

로 입자성 방사능의 농도는 전체방사능의 수% 이내이다.

그림 2.2.3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 해양유출 예측 결과: 좌)용존방사능,

우)입자부착 농도 ().

○ 일본 JAMSTEC의 후쿠시마 방사능 거동 예측 모델링

마찬가지로 표 2.2.3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후쿠시마 초기 대응으로서

2011.3-5월간에 해양 방사능 거동 예측을 실시하여 MEXT(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를 통해서 공개하였다. 현

재에도 이 예측실험 및 제공서비스를 지속하였다. 해수순환은 POM 모델에

근거하며, 대양 전체모델 (1/4˚, 21 sigma 층)에 고해상도 국지모델 (117°E

∼180˚E, 12˚N∼62˚N, 1/12˚, 45층)이 일방향 연결(One-way nesting, Guo

등, 2003)되어 있다. 해수표면에서는 바람응력, 열 및 염분 플럭스가 정의된

다. 바람, 열 플럭스는 6시간 간격 NCEP 전지구 예보자료로 정의되며, 염분

은 월평균장으로 복원되는데 시간스케일 값으로 30일을 취했다. 고해상도모

델은 NRL/SSC의 SSHA(Sea Surface height Anomaly), NAVOOCEANO

MCSST의 SST (Sea Surface Temp.), 그리고 GTSPP 의 수온 염분 연직

분포값이 자료동화된다. 해수순환 시스템은 JCOPE1 (Japan Coastal Ocean

Predictability Exp. 1) 과 JCOPE2로 구분된다. JCOPE1은 생태모델과 결합

하여 FRA(Fisheries Res. Agency)가 2007.4월부터 운용해오고 있으며,

JAMSTEC은 자료동화가 개선된 JCOPE2 (Miyazawa et al, 2008; 2009)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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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OPE2는 수평해상도 1/12°로 2001.12월부터 예보를 실시해오고 있으

며, 위성, ARGO, 선박 등의 관측값을 자료동화한다. MEXT의 “Sea Area

Monitoring Action Plan"의 일환으로 JAMSTEC과 MERI (Marine Ecology

Res. Inst.)에 의해 얻어진 관측자료를 JCOPE2 모델에 자료동화하여 후쿠시

마 주변 해류 예보의 성능을 높이고 있다. 실시간 해류 예측 모델 JCOPE2

로 표층해류 정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라그랑지안 입자추적기법으로

이동 확산 (감쇄효과 포함)을 모의하였다.

2011.3월부터 2012.6월 초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2.2.4에 제시된

다. (http://www.jamstec.go.jp/frcgc/jcope/htdocs/e/fukushima.html). 해양으

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2011.8월 말 경에 날짜변경선에 도달하며 0.1∼0.5

 정도로 산정되었다.

그림 2.2.4 JAMSTEC의 후쿠시마 방사능 예측 모델 결과.

○ Kawamura, H., Kobayashi, T., Furuno, A. 등 (2011)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방사능 거동 모델링 결과를 가장 먼저 보고한 논

문으로 사료된다. 교토대와 JMSA (Japan Marine Science Found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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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3차원 유한차분격자모델 (Toyoda 등, 2004)과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의 방사능 거동 모델 SEA-GEARN (Kobayashi, 2007)이

사용되었다.

수평해상도 1/8°(위도) × 1/6°(경도)의 북태평양 모델－1/24°(위도) ×

1/18°(경도) (즉, 약 6km 해상도)의 중간 영역 모델－1/72°(위도) × 1/54°(경

도)의 발전소 주변 상세모델들을 동적 연결하여 적용하였다. 북태평양 모델

은 OMIP (Ocean Model Intercom. Project)로부터 제공되는 기후평균적 바

람, 열속(heat flux) 및 염분속(Salt flux) 정보 (Roske, 2001)를 이용하여 구

동되었다. 중간모델에는 NCEP-DOE 재분석자료 2 (Nat. Centers for

Environ. Prediction - Dept. of Energy Reanalysis 2, Kanamitsu 등, 2002)

가 사용되었다. 상세모델은 NCEP-DOE와 JMA의 MSM (Mesoscale

Model) 바람장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적용에서 4D-VAM 자료동화기법

(Ishikawa 등, 2009)이 북서태평양 해역에 적용되었다. 자료동화에는

AVISO/CLS, OSTIA의 수온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상세모델 결

과가 SEA-GEARN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I131과 Cs137 거동 시뮬레이션

에 사용되었다.

방사능 유출량은 TEPCO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후쿠시마 원전 북측 및

남측 배출로에서의 관측정보(2회/일)로부터 추정하였다. 방사능 유출은

3.21-4.30일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고려하였으며 일평균 관측값과 (4.1-4.6일

간의) I131과 Cs137의 비로부터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대기로 방출된 양은

Chino 등 (2011)이 제시한 결과를 근거로 JAEA WSPEEDI-II 내의 대기 이

동확산 모델 GEARN(Terada, 2008)을 사용하여 입력하였다. 모델링에 사용

된 해양 직접유입 및 대기를 통한 유입량은 그림 2.2.5에 제시된다.

그림 2.2.5 2011.3 - 4월 기간의 해양 및 대기로 방출된 방사능 양의 시간변화

사고 초 3.21-4.30일간에 해양으로 직접 유입된 양은 I131의 경우 11

PBq, Cs137의 경우 4 PBq, 3.12-4.5일간에 대기로부터의 유입량은 I131의 경

우 153 PBq, Cs137의 경우 13 PBq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검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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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북측수로의 관측치, 15km 외측의 관측치와 모델 계산치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검증 후, 해양 직접 유입의 경우, 해양 직접 유입과

대기유입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를 검토하였다 (그림 2.2.6).

그림 2.2.6 계산된 표층 I131의 분포 (4.3일 11시): 좌)해양 직접 유입의 경우,

우)해양+대기유입의 경우. 흑색 원은 4.3일 포획된 양미리

(lancefish)에서 고농도의 I131이 확인된 지점.

아울러 해상도 6km의 모델을 이용하여 광역 방사능 이동 확산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대기로의 방출이 3.15일 경 최대에 이르게 되면서 후쿠시

마 인근에서 3.17일 10 Bq/l 이상의 농도가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림 2.2.7).

그림 2.2.7 6km 격자 모델로 계산된 3.25-4.30일간의 131I 표층 농도: 좌)해양유

입만의 경우, 우)해양+대기 유입의 경우.

○ Tsumune, D., Tsubono, T. 등, 2012

순환모델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Shchepetki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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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Williams, 2005)를 이용하여 Cs
137
의 이동 확산 과정을 검토하였다. 모델

영역은 35.20°∼38.40°N, 140.20°∼142.40°E의 해역을 포함한다. 수평해상도는

1km, 연직으로는 20개 층이 사용되었다. 대상 해역의 최대수심은 250m로

제한하였다. 모델은 JMA (Japan Meteorol. Agency)의 실시간 운용 5km 해

상도의 전지구 스펙트랄 기상모델 NuWFAS로 얻어진 해수면 바람응력, 열

속, 담수유입량 등으로 구동되었다. 개방경계에서는 1/12° 해상도의 전지구

해양순환 모델 HYCOM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Chassignet 등,

2006)의 수평 유속, 수온, 염분 및 해수위 값들이 이용되었다. 아울러 수온,

염분 값은 추가로 단순삽입법(nudging)이 사용되었다. 조석효과는 전지구역

산모델 (TPX, 2011)에 의해 고려되었다. 초기조건도 HYCOM 재분석자료가

사용되었다.

모델 계산은 2011.3.1일 부터 5.31일까지에 대해 수행되었다. 해양으로의

유입량은 먼저 단순한 유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델을 적용한 다음, 배출

수로에서의 관측치와 비교를 통하여 보정된 유입량 시간변화를 도출해 내었

다 (그림 2.2.8 참조)

그림 2.2.8 상)보정상수로 유입량을 보정한 후의 유입량 시간변화, 우)배출수로

관측치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사고 초기 2011. 3.26 - 5.31일간의 Cs137 유입량은 3.5±0.7Pbq로 산정되었

다. 이 값은 3.21 - 4.30일 기간에 대해 산정한 Kawamura 등 (2011)의 추정

치보다 약간 작게 나타나고 있다. Takemura 등 (2011)의 결과를 토대로 대

기로부터의 유입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연안을 따라 이동하던 Cs137은

4.8일 중규모 와류 (Mesoscale eddy)에 의해 남측 외해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onda, M. C., Aono, T., Aoyama, M. 등, 2012.

Miyazawa(2009)의 JCOPE2 순환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입자추적기법으

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발전소 인근 격자에 투입되는 입자의 초기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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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2011)과 TEPCO(2011b)의 관측값으로부터 결정되었다. 대기로부터의

방사능 유입은 Takigawa 등(2007)의 전지구-국지모델 격자연결 모델인

AQF(Air quality Forecasting system)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대기로 방

출되는 Cs
134
및 Cs

137
양은 Chino 등(2011)의 SPEEDI 역산법과 TEPCO 보

고서 (2011c) 자료로부터 산정하였다.

모델 적용 결과에서는 발전소 북동쪽 40˚N 북측에서 관측된 Cs137 농도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저자들은 40°N 북측의

방사능 분포는 해류에 의한 이동 확산이 아니라 대기로부터의 유입이 주요

물리적 과정이라고 제시하였다. AQF 모델로 추정된 대기로부터의 누적유입

량은 0.18 PBq 였다. 참고로, 1960년대 초의 태평양 해역 표층의 Cs137 농도

는 0.01-0.02, 최근에는 0.001-0.002 수준이었음을 언급하였다.

○ IRSN-IFREMER, 2013 (웹사이트 접속년도)

IRSN이 프랑스 해양연구소 IFREMER에 요청하여 IFREMER에서 해양

순환 모델 Mercator-Ocean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기상조건은 ECMWF

모델 결과가 사용되었으며 용존 방사능으로 가정하였다. Cs
137
유입량에 대

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발전소 주변 관측치에 근거한 것으

로 추정된다. 모델 해상도 및 모델에 대해서도 정확한 언급이 없다.

4.15-7.26일 기간의 Cs137 분포 계산결과와 10월까지의 평균 해저면 분포도

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2.9).

그림 2.2.9 4.15-7.26일 기간의 Cs
137

분포 계산결과와 10월까지 관측된 해저

표층퇴적물 내 평균 방사능농도 분포.

○ Masumoto, Y., Miyazawa, Y., Tsumune, D. 등, 2012

일본 JAMSTEC의 주도하에 모델링에 대해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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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CRIEPI (Central Res. Inst. of Electric Power

Industry),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MSTEC(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 and Technol.)의 JCOPE 연구그룹, 프랑스

CNRS와 Toulouse 대학 연구원으로 구성된 SIROCCO(Simulation Realiste

de L'Ocean Cotier) 그룹, 그리고 미국 NOAA (Nat. Oceanographic and

Atmospheric Adm.)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양으로 유입된 방사능의 양 및 이의 정의에 관하여 검토

되었다. 그림 2.2.10에는 TEPCO, Kawamura 등(2011), Tsumune 등(2011)의

유입량이 후쿠시마 인접 외해역에서의 TEPCO 관측치가 비교, 제시되어 있

다. 연안으로의 방사능 유입량에 대한 추정치 및 해당기관은 표 2.2.4에 요

약된다.

그림 2.2.10 대표적인 모델링에서 사용된 Cs
137
유입량 (해양 직접 유입)과

인접 지역에서 TEPCO에 의해 관측된 농도의 시간변화.

표 2.2.4 각 기관별로 추정한 Cs
137
의 해양 직접 유입에 관한 정보

IRSN(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urete Nuclcleaire, 2011a)는

4.11일까지 2.3 PBq가 유입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보고에서는 27 PBq가

유입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후자의 경우 관측치에 근거하여 추정 보고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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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긴 관측치의 내삽과 혼합층의 두께를 과대하게 설정한 것이 이유로

판단되었다). 또한 JCOPE에서는 매우 큰 값인 14.9 PBq를 제시한 바 있으

나 상대적으로 큰 격자를 사용하면서 검증과정에서 관측치에 계산치를 접근

시킨 것이 과대추청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해수순환 및 방사능 이동 확산은 3.22 - 3.31일, 4.21 - 4.30일 두 기간에

대해 비교되었다. 편의상 4.21 - 4.30일 기간의 해수순환만을 제시한다 (그

림 2.2.11). 모든 모델들은 후쿠시마 부근에서 북동향류를 공통적으로 보여주

고 있으나 외해 측 흐름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CRIEPI와

JCOPET의 경우 방사능 물질이 남동측으로 이동하는 반면, JAEA,

SIROCCO 및 NOAA 모델들은 연안에 붙어 이동 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모델 결과가 중규모 와류 형성과 쿠로시오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달라진다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광역 모델에서 사용되는 자료동화에 따라

쿠로시오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2.11 A-E) 5개 기관의 모델로서 산정된 Cs137 및 표층유속의 수평분포

(4.21-30일까지 평균한 값). F)는 5개 기관의 결과를 평균한 결과,

G)4.21-30일간의 Cs137 관측점 및 농도

○ Perianez, R., Suh, K.-S., Min, B.-I., 2012

스페인 Sevilla 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팀은 해저면으로의 침적을 고려

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 영역은 35°-39.54°N, 140°-142.5°E내의 후쿠

시마 연안역을 포함한다. 해류 정보로 2011. 3.12  5.30일 간에 걸쳐

HYCOM과 일본 JCOPE2로 계산된 일평균 3차원 유속장 값을 사용하였다

(http://www.hycom.org 및 http://www.jamstec.go.jp /frcgc/jcope/htdo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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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ope_system_description .html). 조류는 2차원 모델로 별도 계산하여 해류

에 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방사능 거동 모델은 해저면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3차원 유한차분법모델이 사용되었다 (Perianez, 2008, 2009). 상호

작용으로는 2개의 전이계수를 포함하는 1단계 프로세스 모델, 4개의 계수를

포함하는 2단계 모델이 비교되었다. 방사능 분배계수는 관측된 값 ×

(Honda 등, 2012)이 사용되었다. 방사능 유출조건으로는, Kawamura 등

(2011)이 사용한 방법을 따라 관측된 방사능 농도 값이 유출지점에 인접한

격자에서 정의되었다. 해저퇴적물 분포 정보는 Saito(1989)의 자료에 근거하

여 재구성되었다. 대기 유입양은 Honda 등(2012)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모델 적용 결과, HYCOM 보다 JCOPE2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해저면 방사능 농도 분포가 관측치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상

JCOPE2 결과만을 편집, 제시한다(그림 2.2.12). 용존방사능 농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JCOPE2 결과가 HYCOM 결과보다 관측치에 가까운 것으로 나

타났으나 4월 중순 최대값에 이른 후부터 관측치에 비해 거의 한 차수

(Order) 작게 산정되었다.

그림 2.2.12 JCOPE2로 계산된 해저면 방사능 농도 및 주변 정점 관측치

(Log 스케일로 제시되었으며, 단위는 

○ Choi, Y. J., Kida, S., Takahasi, K., 2013

국지 해양순환 모델과 30분 간격으로 연동되는 라그랑지안 입자추적모

델을 구축하여 2010.12.1부터 2011.6.30일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JAMSTEC의 3차원 유한차분격자 순환모델 MSSG(Multi-Scale Simulator

for the Geo-Environment, Kida, 2011)가 사용되었다. z-좌표계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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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서 정수압 버전이 사용되었다. 모델 영역은 140.2°∼143.2°E,

34.85°-39.14°N 해역을 포함한다. 수평해상도는 2km, 연직으로는 최대 73층

이 사용되었다 (표층 3m, 저층에서는 최대 250m). 측면개방경계에서는 매일

생산되는 1/12° 해상도의 JCOPE2 순환모델 결과로 정의되었다. 40km 폭의

스폰지 층을 도입하였고, JCOPE2 표층 수온 및 염분 결과를 1일 시간 스케

일로 복원시켰다. 바람은 JMA에서 6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0.05° 해상도의

GPV/MSM (Grid Point Value of Meso-scale Model) 자료를 입력하였다.

라그랑지안 기법으로 용존 상태, 직경 의 부유입자 (LPM,

즉, Large Particulate Matter)에 흡착된 형태 및 해저퇴적물에의 분포 등 3

가지로 방사능 농도를 산정한다. 기본방정식은 Perianez (2000)가 사용한 방

정식과 유사하다. 침강속도는 × , LPM의 반경은 로서 농

도는 로 가정하였다.

난류확산은 Perianez (2000)가 제시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즉,

′ cos





, ′ cos






, ′ 







상기 식에서 ′, ′ 및 ′은 난류확산 현상에 의한 입자이동 속도, 은

-1과 1 사이의 난수(Random number), 는 0와 사이의 난각(Random

angle),  및 는 순환모델로부터 산출되는 수평 및 연직 방향 확산계수

이다. 방사능 유입량 는 Tsumune 등(2012)에 근거하여 3.26일부터 45.31일

까지 정의되었다. 적용실험은 기준실험과 연직확산을 약 10배 줄인 민감도

실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기준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수층 내 Cs137 농도 (용

존+LPM 부착)와 해저퇴적물에서의 농도는 그림 2.2.13에 제시된다.

그림 2.2.13 기준실험으로 얻어진 용존+LPM 부착 방사능 농도(Bq/l)와

해저 표층퇴적물내 방사능 농도(B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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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yazawa, Y., Masumoto, Y., Varlamov, S. M., Miyama, T. 2012

연안으로부터 외해로 이동 확산되는 과정, 즉, Cs
137
의 초기 거동을 집중

검토하였다. 검토 기간은 3.21 - 5.6일간에 국한하였다. 수평해상도 1/36°, 연

직 47개 층으로 구성되는 3차원 유한차분격자 해양순환 모델 JCOPE-T

(Guo 등, 2010)가 사용되었다. 기본적으로 일반 연직좌표, ,를 사용하는

POM (Mellor 등, 2002)에 근거하며 조석을 포함하고 자료동화기법을 내장

한다. Matsumoto 등 (2000)의 조석모델 결과가 측면경계에 입력되며 35개

하천 유입 정보(MLITT, 2002)가 입력된다. 모델 대상해역은 28°-44°N,

125°-148°E 해역을 포함한다.

방사능 이동 확산 산정에 사용된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상기 식에서 우측 끝 항은 유입량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에 진단적인 방

법으로 방사능 유입원(Source)을 고려한 것으로,  는 방사능 유입

이 지점에서는 1, 나머지 해역에서는 0 값으로 정의된다. 은 관측치 복원

시간 스케일(Relaxation time scale)로서 1시간이 채택되었다. 자연감쇄를 나

타내는 는  (는 반감기로서 30.1년)로 정의된다. 는 후

쿠시마 전면 2개 지점의 Cs137 관측치를 평균하여 입력되었다.

외력의 영향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모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바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조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담수유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대체로 모든 결과가 크게 다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는 큰 역할을 보이지 않으나 일부 남측으로

의 이동 확산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stournal, C., Bosc, E., Bocquet, B. 등, 2012.

Marsaleix 등(2009, 2012)이 개발한 3차원 유한차분모델 SIMPHONIE가

사용되었다. 수평방향으로는 직교곡선좌표계 (Orthogonal curvilinear coord.)

가 사용된다. 최소격자 크기는 600m이고, 측면경계에서는 약 5.5km로 증가

한다. 연직방향으로는 일반화된 S 좌표계가 사용되며, 30개의 가변연직층이

배치된다. 초기조건 및 측면개방경계조건은 미해군의 전지구 실시간 해양순

환 모델 NCOM (Barron 등, 2006)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NCOM은 NOAA

에서 운용하며 OceanNomads (http://www.northengulfinstitute.org/edac

/ocean_nomads.php)에 의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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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은 수평해상도 1/4인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ing)모델 결과에 근거하여 3시간 간격으

로 입력되었다. 조석은 T-UGO 모델(Pairaud 등, 2008)을 이용하여 산정하

여 조류와 조위 값을 추출하여 Marsaleix 등(2006)의 방법으로

SIMPHONIE에 입력된다. 모델 영역내 평균적 담수 유입도 정의되었다.

순환모델에서 2.21일부터 시작하여 3시간 간격으로 계산된 수온, 연직난

류확산계수 값들을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능의 이동 확산에 이용하

였다. 대기로의 Cs
137
의 유입 산정을 위해 2개의 다른 영역을 갖는 모델이

구축되었다.

먼저 광역모델로서, 0.25° 수평해상도의 대기 이동 확산 모델

Polyphemus/Polair3D를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이 모델은 Chernobyl 사고에

대해 검증된 바 있다 (Quelo 등, 2007). 모델 영역은 일본 및 북태평양, 북미

지역을 포함하며, ECMWF 자료를 이용하여 구동되었다. 또 다른 모델은 일

본과 일본 연근해를 대상으로 0.05° 해상도로 구축되었다. 사용된 기상모델

은 6km 해상도의 WRF 모델(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이

며 대기 유입원 (Source)은 역추산법으로 산정한 값(Winiarek 등, 2012)이

사용되었다.

대기로의 유입은 건식 침적(dry deposition)과 습식 침적(wet deposition)

으로 구분하여 산정된다. 후쿠시마 원전에 인접한 2개의 격자를 육지로 간

주하였다.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은 무시하였다. IAEA(200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배계수 를 ×으로 채택하고 10 의 부유퇴적물 농

도를 가정할 때, 약 4%가 입자성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안으로부터 해양으로의 직접 유입되는 방사능원을 정의하기 위하여 4

단계 역추산법이 사용되었다. 핵심적으로 두 수로에서의 일평균 관측치를

근거로 자료동화된 2개 수로에서의 유입속(Direct input fluxes)을 결정한다.

이 역추산법 과정은 매일 반복된다.

남측 배출수로에서의 관측은 3.21부터, 북측수로에서는 3.23일부터 시작

되었으며 그 이전의 유입량은 미지의 상태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으

로, 관측전의 방출속이 관측시작일과 같다는 가정과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

는 가정 하에 모델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고로 해수 중의 동위원소 비가 거

의 1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Buesseler 등, 2012) Cs134의 유입양은 Cs137

과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용된 대기 및 해양 방출량은 그림 2.2.14와 같다. 모델 검증은 후쿠시

마 외측 약 30km 지점내의 관측치와 모델 계산치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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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Cs137의 일 유입량(Bq) 시계열 자료. 적색: 모델영역내로 대기를 통

해 유입된 양, 청색: 역추산된 원전으로부터 해양 직접유입 양.

계산된 3.20 ∼ 4.19일 간의 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처음 1개월 간은

Cs137이 주로 연안, 특히 남측 연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남풍이 우세한 탓으로 사료된다. 1Bq/l 이상의 영역이 약 3,000

에 이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20a)와 그림 2.20b)을 비교하면, 대기로

부터의 유입에 따른 농도 변화는 광역에 퍼져 나타나면서 매우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5월에 이르러 외해로의 확장이 두드러지며, 유입이 멈추면서 후

쿠시마 주변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Perianez, R., Suh, K.-S., Min, B.-I. 등, 2013.

스페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스위스 등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기

인 Sr
90
의 연근해 거동 모델링 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Sr90 및

Cs137의 평형분배계수는 각각 8×103L/kg 과 4×103L/kg으로서 (IAEA, 2004),

Cs137에 비해 Sr90이 보다 보존성이 강하다.

해양순환은 JCOPE2의 결과(Miyazawa 등, 2009)를 사용하였다. 순환모

델은 23개 연직 층으로 구성되며, 1/12°의 수평해상도를 갖는다. 해양방사능

거동 모듈은 Perianez 등(2012, 2013)과 동일하며 해저면 부근에서 용존 방

사능과 퇴적물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Perianez, 2008, 2009 참조). 해저

면 부근의 해수와 퇴적물간의 Sr90 교환은 1차 가역작용으로 고려되며 각

방향으로의 교환계수(k1 및 k2)가 정의된다. 후쿠시마에의 적용에는 3.13일∼

6.30일 간의 일평균 3차원 JCOPE2 해류장이 사용되었다.

정의되는 Sr90의 유입 시간변화는 Cs137과 동일하며, 대기를 통한 유입은

매우 작다고 가정하였다. Min 등(2013)이 사용한 방사능 해양 직접유입 시

간변화 시나리오를 최대값으로 정규화하여 사용하였으며 관측치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중값 “F(=7.17×1014Bq/h)"를 곱하여 실제 농도가 산정된다.

그림 2.2.15는 4.6, 16, 26일 및 5.1일의 Sr90의 표층 해수내 농도와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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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퇴적물 내 농도(5.26일)이다. 보존성이 강한 탓(즉, 부유퇴적물과의 흡착

이 Cs1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으로 해저면상 농도는 매우 낮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림 2.2.15 2011년 4.6, 16, 26일 및 5.1일에 대해 계산된 Sr
90
해수 표층 농

도와 5.26일의 해저 표층퇴적물 내 Sr90 농도.

○ Perianez, R., Suh, K.-S., Min, B.-I., 2013.

스페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팀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저

표층퇴적물 내 플루토늄(Pu)에 관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Zheng 등

(2012) 등은 최소한 100km 스케일 측면에서 판단할 때 대기낙진에 기인한

해저 표층퇴적물 내 Pu 농도는 무시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으며 30km 외해

측에서의 Pu239+240의 농도는 0.48-3.53mBq/g으로 핵실험에 의한 것으로 추

정하였다. 해양 직접유입량은 알지 못하므로 Cs137의 유입량으로 수치모델

계산을 수행한 후 최대값으로 정규화하여 상대적 분포를 구하였다. 사용된

해수순환 모델 자료 및 방사능 모델은 Perianez 등(2012) 및 Perianez 등

(2013a)와 동일하다. 물론 대기로의 유입도 무시되었다. 그 결과 30km 이내

해저 표층퇴적물의 경우 Zheng 등(2012)의 관측점 농도 보다 2 자릿수 이상

높은 농도의 Pu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Cs137에 비해

flushing 시간(교환 특성시간)이 길어 (Cs137의 경우 43일(Dietze와 Kriest,

2012), Pu의 경우 246일) 상당 기간 원전 인근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Min, B.-I., Perianez, R., Suh, Kim, I.-G., K.-S., 2013.

2012년에 이어 스페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팀은 Cs137 농도의 분포에

관하여 확장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2년에는 후쿠시마 연안모델

(Local-scale model)을 구성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동측으로 145°E, 북측

40°N, 남측 34°N에 이르는 지역해 모델을 구성하였다. 해수순환 모델 자료

는 미국 NRL(Naval Res. Lab.)의 NCOM 결과와 일본 JAMST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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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OPE2 자료를 입수하여 사용하였다. 2011. 3.12~6.30일간의 3시간 평균된

3차원 유속장이 사용되었다. 해양 직접유입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부근

1.5km2 해역내 관측치에 근거하여 마련된 TEPCO(2011)의 결과 및

IRSN(2012)의 시나리오가 사용 비교되었으며, 대기로부터의 유입은 Chino

등(2011)의 대기 방출 시나리오와 KMA의 기상자료(12km 해상도)를 근거로

Suh 등(2006, 2009)의 LADAS(Long-range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로 예측한 결과가 사용되었다 (그림 2.2.16 참조).

그림 2.2.16 좌) TEPCO(2011) 및 IRSN(2012)의 해양 직접유입량 시간 변화,

우) 모델 LADAS로 추정된 대기로부터의 유입량 시간변화

해양 방사능 거동 실험은 해류에 의한 이동과 무작위적 이동(Random

walk movement)을 통한 확산 과정, 부유퇴적물 및 해저퇴적물과의 상호작

용을 포함하는 입자추적기법(Perianez 와 Elliott, 2002)을 사용하였다. 그림

2.2.17은 TEPCO의 해양 직접유입량, 대기로부터의 유입 및 JCOPE2 해류장

에 근거하여 계산된 해저 표층퇴적물 내 Cs
137
의 분포(2011.5.11∼6.20일)이

다. Perianez 등(2012)의 결과와는 달리 대기유입 고려시 해저 표층퇴적물

내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2.17 해저 표층퇴적물 내 Cs137 분포 변화: 좌)해양 직접유입만 고려,

우)해양 직접유입 및 대기유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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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pina, I. I., Jayne, S. R., Yoshida, S. 등, 2013.

미국 우즈홀 및 미해군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의 연구팀은

관측자료에 기반한 해양혼합층 순환모델과 NCOM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Cs
137
초기 거동을 모델링하였다. 대기로부터의 낙진량은 Stohl 등 (2012)의

모델 계산 결과를 근거로 총량을 11PBq(Stohl 제시 결과의 약 40%)로 수정

하여 사용하였으며, 해양 직접유입량은 Buessler 등 (2011)에 근거하여 총량

16.2 PBq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값들은 2011년 5.30-6.16일 실시된 KOK

(Ka'imikai-o-Kanaloa)선박이용 관측 자료와 비교한 결과로부터 도출되었

다. 한가지 후쿠시마 인근 20km×20km 해역을 Cs137 오염원 지역으로 처리

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관측기반 모델은 1/3도 해상도로서 AVISO로부터 얻어진 표층지형류 유

속과 NOAA NCEP/NCAR 재분석 바람자료로부터 얻어진 유속장에 근거한

다. 또 다른 순환장으로 NCOM (Navy Coastal Ocean Model) 모델 결과가

사용되었다 (Barron 등, 2004, 2006). 수평해상도는 3km, 연직층은 50개로

구성된다. NCOM 개방경계는 1/8 해상도의 HYCOM모델의 결과를 받아 정

의된다. 바람과 열플럭스는 COAMPS-WPAC(Coupled Ocean/Atmospheric

Mesoscale Pred. System for the Western Pacific)로부터 정의되었으며, 조

석은 Egbert와 Erofeeva (2002)의 모델 결과로부터 정의되었다. 48시간 예측

계산은 매일 3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지속되었다. 순환장의 검증을 위해 24

개의 부표 궤적과 비교되었다. 그림 2.2.18은 관측치 기반 순환 모델을 기반

으로 입자추적기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계산 결과로서 쿠로시오 및 쿠로시오

확장류 지역의 와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18 관측기반 모델로 계산된 혼합층내 Cs137 분포: 좌)해양 직접유입만

고려), 우)대기 낙진만을 고려.

쿠로시오가 남측으로의 확장을 저지하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쿠

시마 인근보다 와류가 형성되는 해역에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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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능 오염수를 포획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Lai, Z., Chen, C., Beardsley, R. 등, 2013.

Chen 등(2012)의 연구를 확장 수행한 모델링 연구로써 중국 Sin

Yat-Sen대, Massachusetts-Dartmouth대, 우즈홀, 동경대, 중국 샹하이 해양

대 등의 연구팀은 격자구성 및 모델영역을 달리하는 2개의 FVCOM (그림

2.2.19 참조, JC-FVCOM 및 Global-FVCOM) 모델을 이용하여 Cs137의 초

기 거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2.2.19 비교에 사용된 JC-FVCOM과 Global-FVCOM 2가지 모델의 격자망.

JC-FVCOM은 연안부근에서 5∼10m, 개방경계에서 2km 해상도를 갖으

며 45개 연직층으로 구성된다. 고해상도 격자를 원전 부근에 배치하여 방파

제가 표현되도록 하였다. 수심 225m 이내에서는 s 좌표계, 이보다 깊은 해

역에서는 σ 좌표계를 사용한다. Global-FVCOM은 전지구 모델로서 일본 동

측 해역에서 약 2km 해상도를 갖으며, 연직방향 처리는 JC-FVCOM과 동

일하다. JC-FVCOM 및 Global-FVCOM은 외력으로 8개의 조석성분을 포함

하며 NCEP의 재분석 기상자료가 사용된다. 해수면 온도와 고도 자료를 자

료동화하여 1978-2010년까지 모델 수행한 결과를 2010.12월 31일의 초기조

건으로 사용하고 Cs137 모델링은 2011.8월까지 진행하였다.

그림 2.2.20은 후쿠시마 인근에서의 JC-FVCOM 과 Global-FVCOM 간

의 차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방파제 외측 대륙붕 및 외해에서의

JC-FVCOM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JC-FVCOM과 Global-FVCOM으로 계

산된 초기 거동을 비교에서 방파제 고려의 중요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JC-FVCOM의 결과를 보면, 배출수로에서의 최대 2m/s 정도에 이르는 제트

형태의 배출수는 방파제 해역을 벗어난 이후 전단력 불안정성으로 인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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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특성을 보이게 된다. 반면 방파제를 고려하지 않는 Global-FVCOM은 반

원 형태의 단순한 분포를 산출하게 된다. 방파제 외해 측으로 가면 바람과

해류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4월에는 연안에서 남북으로 이동하다가 5월

중순 경에는 쿠로시오 확장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된

다. 7월과 8월초의 결과를 보면 북동쪽으로의 이동확산이 우세하게 나타나

면서 점차 북태평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2.2.20 좌) JC-FVCOM과 Global-FVCOM으로 계산된 초기 거동 결과

비교, 우) JC-FVCOM으로 계산된 표층 Cs
137
농도 분포 (4.15

일, 5.15일, 2011. 7.1일, 8.1일)

○ Tsumune, D., Tsubono, T., Aoyama, M. 등, 2013.

일본 전력중앙연구소(CRIEPI)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Tsumune 등

(2012)이 고려한 모델영역 및 시뮬레이션 기간을 확장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기 이동확산 모델로서는 ENVIRON(2009)의 CAMx (Comprehensive Air

Quality Model with eXtensions)를 사용하였다. 사용자 모듈에서 Cs137은 평

균직경 0.31μm의 입자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2011.3.11-4.1일

간에 대기로 방출된 Cs137 총량은 9.0PBq로 취하였다. CAMx 모델은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 V3.2.1(Skamarock 등,

2008)을 수립하여 적용한 결과로 구동되었다. 수립된 WRF 모델의 수평영역

은 960x1,010km이며 해상도는 5km이다. 연직으로는 표면에서 100hPa 층까

지를 30개로 나누고, 최하층은 52m 두께로 취하였다. 모델 초기조건과 측면

개방경계조건은 JMA(Japan Meteorological Agency)의 5km 해상도 3시간

간격의 수치기상분석자료 (MANAL)를 이용하였다. CAMx 모델 수평영역은

WRF 모델 수평영역 내 900x950km이며 연직으로는 14개 층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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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순환모델은 Shchepetkin 과 McWilliams (2005)의 3차원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델 수평영역은

위도 방향으로 35° 54‘N-40°00’N, 그리고 경도 방향으로 139°54‘E-147°00’E

를 포함하며 수평해상도는 두 방향으로 모두 약 1km로 설정하였다. 연직으

로는 30층이 고려되었으며 최대수심은 1,000m로 제한하였다. 해수표면에서

는 경계조건으로 JMA의 5km 해상도 NuWFAS (Hashimoto 등, 2010)의 매

시간 결과로 얻어진 바람응력, 그리고 열 및 담수플럭스가 사용되었다. 개방

경계에서의 유속, 수온 및 염분, 해수위 등은 Tsumune 등(2012)이 사용한

1/12° 해상도 전지구 모델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Chassigner 등, 2006)결과 대신에 1/10° 해상도 JCOPE2 재분석 자료가 사

용되었다. 고려되는 영역으로의 재유입을 고려하기 위하여 Aoyama 등

(2012)의 북태평양 해양모델 결과에 근거하여 개방경계에서의 값을 정의하

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핵실험으로 인한 배경값은 Tsumune 등(2011)의

전지구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추출하였으며 이를 모델 초기조건으로 사용

하였다.

그림 2.2.21은 후쿠시마 원전 5-6호기 및 남측 수로에서의 Cs137 농도 관

측치와 추정된 해양 직접 유입율을 보여준다. 2011.7-2011.10월 기간의 자료

가 작은 것은 TEPCO의 관측 하한치가 높았던 탓으로 나머지 기간에 비중

을 두어 지수함수를 이용한 개략식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2.21 좌)후쿠시마 5-6호기 및 남측 수로에서의 Cs
137
농도 관측치와 실제

사용된 개략식 곡선, 우)추정된 Cs
137
, I
131
의 해양 직접유입율.

최종적으로 2012.2월까지의 I131, Cs134 및 Cs137해양유입량은 11.1±2.2PBq,

3.5±0.7PBq, 그리고 3.6±0.7PBq로 산정하였다. 5km 해상도의 CAMx 모델로

계산한 결과 3.0× 해역 내에 대기로부터의 유입 총량(2011.3.11-4.1일

기간)은 1.14PBq로 나타났다. 표 2.2.5는 주요연구자들이 추정한 후쿠시마

원전 기인한 Cs137 해양 직접유입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수 배 이상 다른

크기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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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주요 연구에서 사용한 Cs
137
의 해양 직접유입 기간, 유입량 및 근거

모델 영역내로의 재유입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Aoyama 등(2012)이 전지

구 대기모델 (MASINGAR mk2)과 ROMS 기반 북태평양 해양모델을 이용

하여 1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모델의 개방경계상의 Cs137 농도를 정의하였

다. 그림 2.2.22는 해양 직접유입, 대기 유입 및 재유입을 고려하여 얻어진

결과를 검증한 것이다. 관측치는 원전 5-6호기(북측 수로) 및 남측 수로, 북

측의 이와사와 연안, 원전 30km 외측의 Cs137 농도값, 그리고 Buesseler 등

(2012)이 KOK 탐사해역 내에서 얻어진 연직분포 등을 포함한다.

그림 2.2.22 후쿠시마 인근 배출수로에서의 계산 결과, 북측의 이와사와 연안, 그

리고 후쿠시마 원전 30km 외측 지점에서의 Cs
137
농도값, Buesseler

등(2012)이 KOK 관측 해역 내에서 얻어진 연직분포와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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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유입 시나리오 중 2개 (해양 직접유입+대기유입+재유입 시나리오,

해양 직접유입 시나리오)로 계산된 특정시점의 Cs
137
분포(표층 및 100m 수

심)를 비교한 결과 모델 영역이 작은 경우 재유입 효과의 고려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태평양/전지구 해양방사능 모델링

2012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적용된 해양 인공방사능 거동 전지

구/북태평양 모델을 표 2.2.6에 정리하였다.

표 2.2.6 후쿠시마 인공방사능 거동에 적용된 주요 전지구/북태평양 모델

      

지역해 모델링과는 달리 광역모델은 약 1년 늦게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Cs137에 국한. 정의된 해양으로의 유입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 주목

되는 점이다. 수치기법은 격자기반 모델과 입자추적 모델이 유사한 비중으

로 사용되었다. Zhao 등(2014)의 모델은 중국 FIO와 KIOST의 협력연구로

개발되었다.

○ 노르웨이 NERSC(Nasen Environ. and Remote Sensing Centre)와 중국

NZC (Nansen-Zhu Int. Res. Center)

NERSC와 NZC는 총 7년간의 방사능 거동 이동 확산을 예측하여

2011.4.15일 경 언론매체에 제공하였다 (그림 2.2.23). 특히, 중국으로의 잠

재적인 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치모델을 수행하였다.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Gao 등(2004)이 적용한 바 있는 전지구 순환모델 MICOM(Miami

Isopycnic Coordinate Ocean Model)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방사능을 추

적물질(tracer)로 간주하여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NERSC에서 구축한 이

전지구모델에는 연직으로 23개의 층과 해수표면 부근에 1개의 혼합층이 배

치되며 수평으로는 2개의 극점을 갖는 직교구면좌표계가 사용된다. 북대서

양과 북극해 등에서의 격자 크기는 90-120km 정도이다. Gao 등(2004)은 핵

실험과 Sellafield 재처리공장 유출, 그리고 Ob 및 Yenisey 강에 기인한 Sr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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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이동 확산을 검토하였다. 기상정보는 매일의 NCEP/NCAR 자료가

사용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방사능은 1년간 일정한 율로 유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약 7년 후에 미국 및 캐나다 연안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

으며 5년 후 초기농도의 1∼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2.23 1년간의 가상적인 방출조건에 따라 얘측된 방사능 거동 (2011-2018

년간). (http://www.nersc.no/news/spreading-radioactivity-leakage

-fukushima-nuclear-plant-japan)

○ Behrens, E., Schwarzkopf, F. U. 등, 2012

전 지구 모델을 구축하여 1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유출된 방사능 물질

의 10년에 걸친 거동을 재현, 비교하였다. 부유퇴적물과의 흡탈착 과정 및

해저면으로의 침적을 무시하고 용존방사능 형태의 방사능 물질 이동 확산을

검토하였다. 순환모델은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한 NEMO (Madec, 2008)에

근거하며 중규모 와류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3가지 모델 격자를 구성하

여 실험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지구에 대해 0.5° 및 0.25°의 해상도를 갖는

모델 2개와 0.1°의 해상도를 갖는 격자를 북태평양 배치하고 나머지는 0.5°

의 해상도를 갖는 격자가 배치하고 동적 격자연결기법 (two-way nesting)

으로 해를 구하는 모델 1개를 적용, 비교하였다. 조류는 무시된다.

방사능 유입조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전면 연안역 ×에 방사능

물질이 균일하게 54일 동안 유입된다고 가정하였다. 넓은 범위에 방사능 물

질이 유입된다고 가정함으로써 해양 유입 외에 연안역 대기 유입을 부분 반

영된다.

가장 고해상도인 0.1° 모델로 계산한 첫 해의 분포 변화는 그림 2.2.24로

제시된다. 약 7개월 후, 후쿠시마 부근의 최대농도는 방사능 유출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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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내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 결과 초기조건은 2∼3

년 이내에서만 모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2.24 0.1° 해상도 모델로 계산한 방출 후 1년간(1, 3 및 6개월 후, 1년

후)의 방사능 분포 (상대적 농도로 절대값은 유입 농도를 곱하여

산출)

북태평양 5개 주요해역에 대해 최대농도 계산치의 시간변화(그림 2.2.25)

를 보면, 후쿠시마 외측 해역(I)에서는 초반에 급격히 상승하여 2-3개월 후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가파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2년 이후

배경농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I과 V 해역에 후쿠시마 유

출 방사능의 영향이 그다음으로 감지되며 다음은 II해역, 마지막으로 IV 해

역 순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25 0.1° 해상도 모델로 계산한 11년에 걸친 5개 해역의 방사능 최대농도

시간변화 (5개 해역 위치는 좌측 그림 참조. 10이 유출된 것으로

하여 절대값 농도를 산정. 우측 그림은 log 스케일로 계산된 값(단위:

)과 2 이하의 값만을 통상적인 선형스케일로 확대 표시한

것임. 2 은 개략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농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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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인접 해역외 나머지 해역은 희석된 방사능이 도달하는 탓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고값

은 모든 경우 2 이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및 IV해역의 농도

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5.5-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로 핵실험 및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전세계 대부분의 해양에 약 1-2 

의 방사능이 존재한다 (Buesseler 등, 2011, Hirose and Aoyama, 2003).

(http;//www.whoi.edu/page.do?pid=83397&tid=3622&cid=94989 를 참조).

○ Nakano, M., Povinec, P. P., 2012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능 유출에 따른 해양내 이동 확산을 LAMER 코

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LAMER(Long-term Assessment Model

in the Ocean)는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에서 전지구를 대상

으로 연평균 해류장을 이용하여 방사능 이동 확산을 산정하기 위해 개발한

모델이다. 방사능 이동 확산 부분(LAMER Part A)과 해양생물에의 축적 및

선량 평가 부분 (LAMER Part B)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Part A만 기술되

며, Part B는 해양생물 영향 모델 부분에서 기술된다. 사용되는 전지구 순환

모델의 수평해상도는 2°×2°(약 200km×200km), 연직으로는 15층을 사용한

다. 모델 영역은 개략적으로 79°S-75°N을 포함한다. 수온, 염분 및 바람장은

연평균 값이 사용되었으며 계산된 해류분포는 그림 2.2.26에 제시된다.

그림 2.2.26 LAMER로 계산된 연평균 표층 해류 분포

방사능 이동 확산에는 입자 추적기법이 사용된다. 위도에 따라 다르나

표층 혼합층을 100-300m로 가정하여 고려한다. 수평 및 연직난류확산 계수

는 상수값으로 설정된다 (각각 × , × ). 후쿠시마 적용

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LAMER에는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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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으로의 부유퇴적물 침강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2.2.27). LAMER는

과거 핵실험으로 인해 대기로 방출된 인공방사능에 의한 해양 내 농도에 대

해 관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Nakano, 2011).

그림 2.2.27 LAMER에서 사용되는 단순화된 방사능 상호작용 모델

구체적인 LAMER 코드 내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상기 식에서 , ,  및 
는 용존방사능, 입자 부착, 해저퇴적물내

농도 및 용존방사능의 해저면 인접한 지점의 용존방사능 농도를 나타낸다.

기타 변수는 그림 2.2.27에 제시된다. 후쿠시마 적용에서 고려한 방사능 유

입원에 대한 자료는 표 2.2.7에 요약된다. 대기 및 해양 직접 유입에 기인한

Cs134 와 Cs137 두 가지가 고려되었다.

표 2.2.7 계산에 입력된 방사능 유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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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41년까지에 대해 계산된 Cs
137
의 수평분포 일부가 그림

2.2.28에 제시된다. 첫 해에는 후쿠시마 기인 방사능이 쿠로시오 해류를 타

고 빠르게 동측으로 이동한다. 이 후, 북태평양 해류를 타게 되면서 천천히

이동하게 되며 미국 연안에 3 수준의 농도로 도달하는 데에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에는 전체 북태평양 농도가 1 이하,

20년, 30년 후는 0.3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배경농도와 구분할 수 없

게 된다.

WOMARS 사업에서 구축된 GLOMARD/MARIS 데이터베이스

(Povinec 등, 2004, 2006)에 근거하면 북태평양 중위도의 Cs137 2011년도 배

경농도는 1.1-1.3±0.1 수준이다. 즉, LAMER의 예측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배경농도와 구분이 불가하게 된다.

그림 2.2.28 LAMER로 계산된 Cs
137
표층 분포 (2012, 2013, 2014, 2016,

2012, 2026, 2031, 2041년)

북서태평양에서의 Cs137 표층 및 층별 최고치의 시간변화는 그림 2.2.29

에 제시된다. 표층 최고치는 1960년대 핵실험시의 농도(Nakano and

Povinec, 2003a,b; Inomato 등, 2009)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고치는 21

에 이르나 2021년에 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층

농도는 점차 감소하더라도, 중층 및 심층의 농도는 각각 10년, 30년 후 표층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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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북서태평양 Cs
137
최고치 농도의 시간 변화: 좌) 1952년부터 2050년까

지 (1960년대 핵실험에 따른 농도 변화 포함), 우)후쿠시마 사고에 따

른 층별 농도 변화

북태평양 4개 지점에서의 연직분포 산정 결과는 그림 2.2.30에 제시된다.

대체로 500m 이내에 영향이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30 4개 정점에서 계산된 Cs
137
농도 연직 분포.

○ Rossi, V., Van Sebille, E., Sen Gupta, A. 등, 2013.

스페인 IFISC (Institute for Cross-Disciplinary Physics and Complex

System) 주도 하에 호주, 프랑스 국제공동 연구팀은 일본 JAMSTEC 의

Earth Simulator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적인 거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류장은 MOM3에 기반한 Earth Simulator

용 해양 모델 즉 OFES (Ocean Model for Earth Simulator)(Masumoto et

al, 2004; Sasaki et al, 2008)가 사용되었다. 계산을 위한 초기 해류장은

1998년 WOA(World Ocean Atlas) 기후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 후 57년간

NCEP 자료를 외력으로 사용하여 모델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델 격자는 수

평으로 1/10°, 연직으로는 54개 층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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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물질의 거동은 입자추적기법이 사용되었다. 총 10만개의 입자를

후쿠시마 원전인근 표층에서 3.13일부터 4.13일 기간에 걸쳐 매 3일마다 투

입하였다. 약 특성거리 30km를 갖는 2차원 Gaussian 분포의 비점오염원을

가정하여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투입되었다. 해저면 퇴적 및 재부유, 해양생

물로의 전이 등은 무시되었으며, 반감기 효과는 입자를 불규칙적으로 제거

하여 반영하였다. 중규모 와류 변동 특성이 수평 및 연직확산을 상당 부분

반영하므로 무작위적 이동(Random walk movement) 고려 시에 확산 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기 낙진은 분포와 총량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고려되

지 않았으며, 하천 유입도 무시되었다. Bailly de Bois 등(2012)의 추정에 근

거하여 22PBq의 Cs137이 3월 중순부터 1개월간 해양으로 직접유입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값은 타 연구자들이 사용한 값보다 상당히 크나 Buesseler

등(2012)은 가장 유력한 값으로 평가한 바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전지

구적 낙진 또한 무시하여 모델 계산초기의 Cs
137
농도는 “0”으로 설정되었

다. 매 3일 간격 1980-2006년 기간의 OFES 해류장을 이용하여 총 30년간의

시간 적분이 실시되었다. 1980년부터 모델실험을 2006년까지 수행하고 이

후는 다시 1980년으로 돌아가 순환방식으로 해류장을 입력하였다. 실험 초

기년도를 1980년부터 2006년까지 다르게 설정하여 총 27개의 모델 실험을

수행하여 모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2.2.31은 2012-2021년 중 선별된

4개년도 4월의 상층(0-200m)의 평균 농도와 37.5°N을 따라서의 농도분포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 2.2.31 2012-2021년 중 특정시점의 Cs
137
표층 평균농도 분포: a)2012년 4

월, b) 2014년 4월, c)2016년 4월, d)2021년 4월. a)-d)에서 작은 박

스는 하와이 해역을 표시. 이상의 결과는 계산상 오류로 2014년 저

자에 의해 수정,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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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후 (2041년)에는 방출 Cs
137
의 약 25% 만이 북태평양에 남고,

25%는 북태평양 외측으로 빠져나가며, 50%는 Cs
137
의 반감기 특성으로 자

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수는 수평적으로는 물론 연직방

향으로도 퍼지게 된다. 그림. 2.2.32는 후쿠시마 사고 후 북태평양 표층 하

방사능 오염수의 수평 분포 일부를 보여준다.

그림 2.2.32 2021년의 Cs
137
공간분포: a)150-250m 및 b)400-600m 층.

○ Wang, H., Wang, Z. Y., Zhu, X. M. 등, 2012.

중국 NMEFC(Nat. Marine Environmental Forecasting Center)의 해양

재해예보팀(Marine Hazards Forecasting Group)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의 장기적인 거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태평양 해수순환은 ROMS 모델

에 근거하며, 15°S-61°N, 98°E-70°W으로 모델 영역이 설정되었다. 수평 해

상도는 1/8°×1/8°, 연직으로는 22개 σ층을 구성하였다. 최대 수심은 7500m

로 제한하였다. 해수표면 경계에서 정의되는 바람, 열 플럭스 및 담수 플럭

스는 COADS (Comprehensive Ocean -Atmosphere Data Set) 자료가 사용

되었으며 초기조건으로서 수온 및 염분 값은 SODA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의 월평균 기후자료가 사용되었다. 해류장과 해수위의 초기 값

은 0으로 정의되었다. 측면 개방경계조건은 SODA 자료를 이용하여 정의하

였다. 11년간의 스핀업 과정을 거쳐 10년간의 해류장을 계산하였으며 검증

은 1°×1° 해상도의 WOA09 (World Ocean Atlas 2009), 0.5°×0.5° 해상도의

SODA 월평균 자료 (http://dsrs.atmos.umd.edu), 그리고 1/3°×1/2°~1/3° 해

상도의 AVISO 자료 (http://www.aviso.oceanobs.com)가 사용되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이동 경로 및 이동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입

자추적기법에 근거한 모델 실험이 수행되었다. 해류에 의한 이동 및 확산은

고려되나 침강이나 방사능 반감기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단순입자추적에

이어 격자모델링에 근거하고 반감기(30년) 및 침강과정을 고려한 Cs137 이

동 확산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침강속도는 5m/d로 가정하였다. 대기 유입은

무시하였으며 해양 직접 유입만이 고려되었으며 1/s의 방사능 물질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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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속되는 것으로 입력되었다 (단위는 미제시). 그림 2.2.33은 후쿠시마 사

고 2년 후 및 8년 후의 Cs
137
농도 분포이다. 단위는 제시하지 않아 상대적

분포 값이다.

그림 2.2.33 후쿠시마 사고 2년 후 및 8년 후의 Cs
137
표층 분포 계산결과.

약 10년 후 필리핀 까지 도달하면서 전 북태평양이 방사능 오염수의 영

향 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국 연안도 영향을 받을 것이나

극히 낮은 농도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 Han, G., Li, W., Fu, H. 등, 2013.

중국 NMDIS (National Marin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의 연구

그룹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중국과 미국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다. 입자 추적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수평방향 표층유속에 의한 이동만이

고려되었다 (연직방향 유속에 의한 이동 및 무작위 이동에 따른 확산은 미

고려). 후쿠시마 전면 반경 300km 해역을 방사능 유출원 해역으로 고려하였

다. 해류 정보는 CORA (China Ocean Reanalysis, http://www.cora.net.cn)

자료로서 NMDIS의 MEIT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Tech.) 연구

실이 생산한 1985-2009년간의 전지구적 재분석 모델 결과이다. 수평으로는

0.5°×0.5°의 해상도를 갖으며 (적도부근의 위도방향 해상도는 0.25°), 연직으

로는 35개 층이 사용되었다. MIT 대양순환모델을 기반으로 3차원 자료동화

기법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외력으로 PO.DAAC (Phys. Oceanogr.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의 CCMP 바람자료, NCEP의 열 플럭스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표층 수온 및 염분은 SODA(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기법 (Carton et al, 2000a,b)에 기반하여 산정된 월평균 기후자

료를 100일의 시간스케일로 적용하였으며 그 밖에 위성정보에 근거한 SST

(Sea Surface Temp.), SSHa (Sea Surface Height anomaly), Argo와

WOD09 (World Ocean Database 2009) 등에 근거한 수온 염분 연직분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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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사용되었다. 총 25년간 CORA 표층해류 자료를 이용하고 각 해 3월11

일에 해당 오염원 해역에 무작위로 5638개의 추적 입자를 투하하였다.

쿠로시오를 타고 130°W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3.9년, 재순환류 및 아열

대 순환류를 타고 125°E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약 1.6년 및 3.6년으로 나

타났다.

○ Kawamura, H., Kobayashi, T., Furuno, A. 등, 2014.

일본 JAEA와 MRI 연구팀은 고해상도 모델에 근거하고 대기 및 해양직

접 유입 등을 재산정하여 약 2.5년 후까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북

태평양 해역 내 거동을 검토하였다. 대기 낙진을 산정하기 위하여 JAEA의

WSPEEDI-II (Terada 등, 2008)가 사용되었다. WSPEEDI-II는 기상모델

MM5(Grell 등, 1994)와 무작위 입자거동 모델 GEARN (Terada 와 Chino,

2008)로 구성되어 있다. MM5는 JMA의 GSM-Global예보자료와 NCEP의

주별 해수표면 수온을 이용하여 구동되며 이를 받아 GEARN으로 방사능

거동을 예측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기 유출 방사능은 수개월내에 육지와 바

다로 가라앉게 되므로 2011년 3.11일 20시부터 6.1일 0시까지(UTC 기준) 대

기 이동 확산을 산정하였다. 모델 영역은 거의 북태평양 전체를 포함하며

수평해상도는 약 10km 이다. 대기로의 방출량은 가장 최근 결과인

Kobayashi 등(2013)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태평양 내 이동확산 모델링을 위한 해류정보는 MRI의 MOVE

(Multivariate Ocean Variat. Estimation)에 근거해서 구축한 MOVE-WNP

및 MOVE-NP가 사용되었다. 위성정보에서 얻어지는 해수표면위 및 해수표

면 수온, 수온 및 염분의 현장관측 연직분포 등이 자료동화 된다.

MOVE-WNP의 수평격자는 가변격자체계로서 15°N∼50°N에서는 1/10°, 50°

∼65°N에서는 1/6°, 117°E∼160°E에서는 1/10°, 160°E∼160°W에서는 1/6°의

해상도를 갖는다. MOVE-NP는 NOVE-WNP의 외측모델로서 15°S 위의 태

평양 전역을 포함하는 모델로 1/5°의 수평해상도를 갖는다. 연직방향으로는

구 모델 모두 표층에서 1m, 심층에서 600m의 두께를 갖는 54개의 가변격자

로 구성되었다.

실제 이동 확산에 사용된 모델은 SEA-GEARN-FDM으로 무작위 입자

추적 모델 SEA-DEARN(Kobayashi 등, 2007)을 근거로 개발된 유한차분

버전이다. 모델 계산기간은 2011.3.12일부터 2013.9.30일간이며 계산간격은

300초로 설정되었다. 용존형태의 방사능만이 고려된다. SEA-GEARN-FDM

의 격자크기는 1/10°으로 MOVE-WNP 및 MOVE-NP의 해류 계산결과를

내삽하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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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직접유입양은 3.5PBq, 그리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Kawamura 등

(2011)의 시나리오(2011.3.21-4.30일 유입)에 근거하나 Tsumune 등(2012)의

유입시점을 채택하고 유입 종료시점을 확장(2011.3.26부터 2011.8.31)하여 적

용하였다 (그림 2.2.34 참조).

그림 2.2.34 JAEA에서 새로이 제안한 대기 및 해양 방출 시계열 (ppt by

Kobayashi, 2014.6).

그림 2.2.35는 WSPEEDI-II로 산정한 Cs137 대기 낙진량 분포도와 총낙

진량 분포도이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집중된 것은 3.12일에 1호기, 3.14일

에 3호기에서의 수소폭발이 있은 탓이다. 북동방향 대기 이동확산은 남서풍

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월 29일에는 낙진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나 5월말로 대기 모델링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림 2.2.35 WSPEEDI-II로 계산된 특정시점의 Cs
137
대기 낙진량 및 총량.

(a)2011.3.15 (b)2011.3.22 (c)2011.4.2 (d)2011.4.22 (e)2011.5.29 (f)총

낙진량 분포도. 단위:Bq/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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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6은 3월 중순과 5월 말경 북태평양상 Cs
137
의 농도 분포를 보

여준다.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0.01Bq/l 이상)를 갖는 방사능 오염수가 북동

방향과 남동방향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기낙진에 기

인한다. 대기 낙진 영향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양 직접 유입

에 따른 영향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림 2.2.36 2011.3월 및 5월 하순의 약 10일 평균 Cs
137
농도(Bq/l) 분포.

모델링 결과는 2011.3월과 5월의 관측치와 비교하였다. MRI(2012)에서

출판된 북태평양 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계산된 Cs
134
의 농도가 관측치보

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유입량의 오차가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후 2011.6월말-7월말 기간과 10월 중순-11월 초순경의 관측

치(Kaeriyama 등, 2013)와 비교를 통해 양호한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대기와 해양 직접유입을 고려한 실험, 그리고 해양 직접 유입만을 고려

한 실험 2가지를 수행하여 비교하였다(그림 2.2.37). 비교 결과 2011년 5월

북서태평양상의 0.01Bq/l 이상의 값을 갖는 Cs137 분포는 주로 대기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직접 유입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의 동측 경

계는 2011.11월 180˚E, 2012.2월 170˚W부근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37 2011.5월, 8월, 11월 및 2012.2월의 Cs
137
표층 분포도. 상)대기 및

해양직접 유입 조건, 하)해양 직접유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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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층 및 심층에서의 Cs
137

거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2.38은 표층, 510m, 1,050m 층에 대

해 계산된 2011.5월, 2012.2월, 2012.11월, 그리고 2013.8월의 결과이다.

그림 2.2.38 2011.5월, 2012.2월, 2012.11월, 그리고 2013.8월의 Cs
137
분포 계산

결과. 상)표층, 중)510m층, 하)1050m층.

먼저 표층의 경우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쿠로시오 확장

류 지역을 지나 서서히 동측으로 이동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존재한

농도 수준(0.001Bq/l)의 후쿠시마 기인 방사능 오염수가 2.5년 이후 북태평

양 북동부 및 남서부에 넓게 퍼져 분포하게 된다. 연직 이동 확산 과정으로

중층(510m층) 및 심층(1050m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심층의 경우 2.5년

후에 후쿠시마 이전의 1/10정도에 해당되는 낮은 농도로 분포하게 된다.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분포를 살펴보면, 2.5년 후(2013.8월) 류큐열도 지

역은 약 0.0001Bq/l, 동해는 0.00005Bq/l 내외, 황해는 0.00001Bq/l 이하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층의 경우, 2012.11에 류큐열도 부근에 영향을 주나

그 농도는 후쿠시마 이전 수준의 1/10∼1/100정도에 해당 된다. 동해의 농도

는 후쿠시마 이전 수준의 1/100이하로 극히 낮다. 심층의 경우, 류큐열도의

북측 인근 해역까지만 영향을 주며 그 농도는 후쿠시마 이전 수준의 1/100

이하로 극히 낮다. 동해로는 거의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Povinec, P. P., Gera, M., Holy, K. 등, 2013.

슬로바키아 Comenius 대학 연구팀과 일본 내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의 대기 및 해양 거동을 연구하였다. 1PBq의 Cs137 대

기 방출이 2011. 3.12일 발생하였고 그 시작 고도는 2,000-3,000m로 가정하

였다. 해양 내 거동은 LAMER(수평 해상도 2°, 연직 15층)를 사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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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무작위 거동을 포함한 입자추적기법이 사용되며 부유퇴적물과의 상

호작용이 고려된다 (Nakano와 Povinec, 2003 참조). 1PBq 방출을 가정하여

수행되었으며 2014년 및 2016년 분포가 제시되었다 (그림 2.2.39).

그림 2.2.39 LAMER로 계산된 2014 및 2016년 Cs
137
표층(100m 두께) 농도 분포.

표층 Cs137은 쿠로시오 및 쿠로시오 확장류를 타고 동측으로 이동하고

이후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천천히 이동한다. 북서태평양상에서의 최대농도

는 20Bq/m3 정도, 4∼5년 후 미국 연안에 최대 3Bq/m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1년경에는 북태평양 대부분이 전지구적인 낙진에 의한 영향

과의 구분이 곤란한 수준(즉 1Bq/m
3
이하)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Povinec, P. P., Aoyama, M., Biddulph, D. 등, 2013.

슬로바키아 Comenius 대학 연구팀과 일본의 MRI, JAEA, 미국의

Arizona 대학 및 우즈홀 연구소, 기타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모나코

연구팀이 참여하여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전지구적인 낙진 영향과 후쿠시

마 영향을 비교하였으며 Nakano 와 Povinec (2012)의 모델링 결과를 최근

의 관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2.2.8은 전지구적 낙진양, 재처리 시설로부터의 유출 및 Chernobyl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대기 해양으로 유출된 I양을 요약한 것이다. 후쿠시

마의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한 유출량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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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전지구 낙진, 재처리 시설로부터의 유출, Chernobyl 및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6개 핵종의 대기 및 해양 내 총량 (단위 PBq)

북서태평양 Cs
137
의 주된 오염원은 대기 핵실험에 따른 전지구적 낙진으

로 보고되고 있다 (Aoyama 등, 2006; Povinec 등, 2005, Inomata 등, 2009).

MARIS DB에 근거할 경우 2010년 북서 및 북동 태평양 상의 평균농도는

각각 1.0±0.1mBq/L 와 0.9±0.2mBq/L 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2.40은 북서태평양 30-35°N, 150-170°E 해역에서 IAEA'97 탐사

에서 수집된 Cs137 관측치(2011년 6월로 감쇄 보정된 값)를 2011년 6월 수행

된 KOK (Ka'imikai-o-Kanaloa) 국제탐사 관측치와 비교한 것이다. 약

200-300m에서 Cs137의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40 1997년 IAEA'97 탐사 및 2011년 KOK 탐사에서 얻어진 관측치

비교: 좌)관측정점, 우) Cs
137
분포.

그림 2.2.41(좌)는 LAMER 모델 결과 (Nakano 와 Povinec, 2012)와

Cs137 관측치(Aoyama 등, 2013)를 비교한 결과이다. 4개 관측 정점 중

46.6°N, 152°E에서 최고 25.5 mBq/L (2012. 1. 24), 나머지 3 정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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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mBq/L이었으며, 모델 계산치는 모두에서 16mBq/L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2.2.41(우)는 38°N, 164°E 지점 0-100m 층과 200-300m 층의 농도 장

기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2.2.41 좌) LAMER 결과 (2012.3.1일)와 관측치간의 비교, 우) 38°N,

164°E 지점 0∼100m 층과 200∼300m 층의 농도 장기 변화.

2. 해양 인공방사능의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개발 동향

가. 기 개발된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1990년 대 이후 개발된 모델을 표 2.2.9에 정리하였다. 마찬가지로 유럽

을 중심으로 천해역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POSEIDON-R만이 역학적 기

법을 채택한 모델(Dynamic model)) 있으며 나머지는 단순한 농축계수에 기

반하고 있다 (즉, Concentration factor approach). 전자는 비정상상태, 즉,

유출조건 및 해양조건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하고 후자는 유

출조건 및 해양조건이 일정한 평형상태에 적합하다.

표 2.2.9 1990년대 이후 기 개발된 해양생물 영향 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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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축계수에 근거한 모델

○ MARINA I, 1990

CEC(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1979)는 집단적 선량

(Collective doses) 평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이후, (Charles 등, 1990)은

CEC의 MARINA I 사업을 통하여 북유럽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박스 모델링

기법을 도입, 보고하였다.

○ MARINA II, 1995

이어 Simmonds 등(1995)은 MARINA II를 통하여 개별적 선량을 포함

한 개선된 모델, CREAMS (Consequences of Releases to the Environment

Assessment Methodology),를 구축, 보고하였다. Bexon 등 (2003)과 Jones

등(2003)은 MARINA II 모델과 관측 샘플과의 비교하여 대체로 양호한 결

과를 얻었다.

그림 2.2.42과 2.2.43은 MARINA II의 전지구 모델 및 유럽 주변해에 대

한 박스 구성도이다 (HPA, 2009).

그림 2.2.42 MARNA II 전세계 모델 박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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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 MARINA II 북유럽 해역 박스 구성도.

○ NRPA, 2002

NRPA(Norweigian Radiation Protection Agency) 모델은 노르웨이와 러

시아간의 공동 연구로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NRPA 모델은 상

기 모델들과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나, 기존 박스 모델링에서 박스내 순간

혼합을 가정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이의 박스가 실제 농도를 갖게 되

는 유효시간 개념을 도입하였다(Iosjpe 등, 2002).

구체적으로, 매개변수

  
g ( )

,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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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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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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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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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방사능 이동 확산 기본방정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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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으로 계산된 선량 값은 기존 박스모델에 비해 초기의 반응을 달리

보여준다.

○ PC-CREAM-08, 2002

PC-CREAM-08은 PC-CREAM-98의 개선된 버전으로 EC(European

Commission)의 허가 하에 HPA(Helath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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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 2009 참조). PC-CREAM 08은 MARINA I 사업에서 개발된 모델

(Simmonds 등, 1995)과 MARINA II 사업의 워킹그룹 D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Simmonds 등, 2002)에 근거한다. MARINA I에서는 북유럽 연안 및

인접해역에 대해 총 44개의 박스를 구성하였으며, MARINA II에서는 총 72

개 박스로 확장하였다. 당시에는 MARINA II 모델의 실행을 위해서는 상당

한 컴퓨팅 자원이 요구되어 55개 박스로 단순화된 모델이 PC-CREAM-08

에 채택되었다. 수층과 표층 해저퇴적물간의 상호작용은 COLDOS 모델

(Mackenzie and Nicholson, 1987), 그리고 표층 해저퇴적물과 그 이하 층간

의 교환은 Simmonds 등 (1995)의 방법을 채택한다. PC-CREAM-08은 기본

적으로 지속적인 방출이 일어나는 조건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형전이계수를 사용한다.

○ MOIRA, 2000

MOIRA 모델은 기본적으로 담수 환경 정책지원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Monte 등, 2000). Hakanson (2000)에 따르면 연안 역에도 적용 가능한 시

스템으로 시료된다.

○ POSEIDON, 1998

POSEIDON 모델은 유럽의 돌발적인 핵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시스템인

RODOS(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체계 구축의 일환으

로, MARINA 사업에서 개발된 박스모델을 근간으로 개발되었다. CEPN

(Centre d'etude sur l'Evaluation de la Protection dans le domaine

Nuclearire)에서 개발한 박스 모델(Lepicard 등, 1998)을 RODOS 시스템의

일부로 기 개발된 HDM(Hydrological Dispersion Model)과 연결하여 초기의

POSEIDON 형태가 완성되었다 (Heling 등, 2000).

○ LAMER, 2007

일본 JAEA의 LAMER(Nakano, 2007, 2008)에서는 POSEIDON과 마찬

가지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를 구분하여 전이를 평가하며 농축계

수가 사용된다. LAMER에서의 집단 및 실효선량을 산정하는 과정은 그림

2.2.44와 같다. 각 격자에서 기 계산된 평균해수순환장을 이용, 입자추적기법

으로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산출한 후, LAMER-B1 모듈을 이용하여 FAO

가 정의한 어업구역(그림 2.2.45)에 대한 평균농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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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 LAMER의 계산 흐름도 (Nakno, 2008)

그림 2.2.45 FAO에 의해 정의된 전세계 수산물 통계 구획

이 후, 핵종별 농축계수 (표 2.2.10 참조), 핵종별 선량환산계수, 해양 수

산물의 연간섭취율 및 생산량 (표 2.2.11), 인구 등의 정보로 LAMER-B2 모

듈을 이용하여 선량을 산출한다.

표 2.2.10 LAMER에서 사용되는 핵종별 주요 농축계수 및 실효선량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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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LAMER에서 사용되는 일본의 해산물 포획량 및 섭취량

LAMER를 포함한 이상의 박스 모델들에서는 대상집단의 연평균선량 

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계산된다.

 








상기 식에서 는  핵종에 대한 실효선량계수 ( ),

는 해역 에서 포획된  수산물의 섭취량 (), 는

 핵종의  수산물에 대한 농축계수 ( /  )이다. 그림

2.2.46은 1950∼2000년 기간의 전세계 및 일본인의 평균실효선량 결과이다.

그림 2.2.46 LAMER로 계산된 실효선량: 좌)전세계, 우)일본인

○ MARISA, 2009

Gleizon 등 (2009)은 MARISA (Marine Integr. Software Applications)

모듈 중 BIODOS와 ADEPT (Annual Dose Post-Processing Tool)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선량을 산정하였다. 먼저, Irish Sea를 대상으로

평균적 해수흐름에 근거하여 수심평균격자모델로 방사능 농도를 계산 한다.

다음 과정으로, 검토해역에 대해 용존 및 해저면 방사능 농도를 평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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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평형농도계수로 용존방사능의 해양생물 전이를 산정

(BIODOS 이용)하고, 연안퇴적물로부터의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로의 전이를

산정(ADEPT 이용)한다. 영국 FSA(Food Standard Agency)가 제시한 샘플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계수를 보정한 후 대구, 홍합, 게 등에 대해 얻어

진 모델 산정치와 샘플 분석된 농도와 비교하였다.

○ 농축량 산정 보정식 및 주요농축계수

이상의 농축계수에 근거한 모델에서는 생물에 축적되는 방사능 농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Bezhernar and Maderich, 2012).

organism waterf= C CC

즉, 상기 식은 해수 중 농도가 최대에 이르면 해양생물 내 농도가 최대

가 되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낳는다. 보완적인 방법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하

기 전 해양생물에 축적되는 방사능 농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 (Bezhenar and Maderich, 2012).

bt
organism f water= C C(t  (1- e ))C l-

ln 2
b

0.5
=

T
l

상기 식에서  는 생물적 손실율 (Biological loss rate), 는 생물적

반감기 (Biological half life)이다. 대표적인 생물군에 대한 농축계수는 표

2.2.12과 같다.

표 2.2.12 주요 생물군에 대한 Cs
137
농축계수 (IAEA, Technical Report 422)

2) 역학적 먹이사슬 모델에 근거한 모델

○ POSEIDON-R, 2004.

평형농도계수에 근거한 모델링 방법은 방사능 농도가 해수 중의 방사능

농도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즉, 방사능 유입 후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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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시점이거나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타당한 방법이

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해수 중의 방사능 농도가 계

속 급격히 변화는 조건에서는 역학적 접근 방법이 보다 적합하다.

이에 따라 Lepicard 등(2004)은 기 개발된 POSEIDON모델을 (지속적인

방출이 일어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사고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으로 확장하면서 역학적 먹이사슬 모듈(Dynamic food chain module)을 추

가하고 순환모델 정보로서 3차원 격자모델 THREETOX(Magvelashivili 등,

1997) 결과를 이용하는 POSEIDON/RODOS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실제

POSEIDON의 순환 정보는 임이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용존방사능과

입자성 방사능 간에는 평형상태를 가정하여 분포계수()가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UNIX 환경에서 구축되었다. 외부 사용자들은 인터넷으로 접속 가

능하다 (http://env.immsp.kiev.ua/Modelling/Poseidon/).

POSEIDON-R의 방사능 거동 산정을 위한 연직구조 및 먹이사슬 전이

모델 구조는 그림 2.2.47과 같다. 해양내 방사능 물질이 식물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연체동물, 갑각류, 그리고 초식성 및 육식성 어류로 전이되는 과

정과 해수에서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해조류는 해수

에서 직접 섭취하는 것으로 포함된다. 접목된 역학적 먹이사슬 모델은

Heling and Niculae (1999)의 담수에서의 역학적 먹이사슬 모델을 수정하여

개발되었다.

그림 2.2.47 POSEIDON-R 의 먹이사슬 모델 구조

상기 POSEIDON-R 모델은 Baltic Sea, Black Sea, North Sea me에 적

용되어 관측치와 비교, 보정되었다. 그림 2.2.48은 연직층 구성의 구조와

THREETOX 모델을 접목하면서, 기존의 POSEIDON 수평 박스에 Black

Sea와 Baltic Sea를 추가하여 구성한 유럽 주변해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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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IDON-R 수평박스 구성도이다. POSEIDON-R은 복수의 방사능 유입

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대기, 하천 및 육지에서의 유입도 모두 고려될 수

있다.

그림 2.2.48 유럽 주변해를 위한 POSEIDON-R Boxes 구성: 좌)연직, 우)수평

POSEIDON-R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ezhenar and Maderich, 2012).

먹이사슬 제1준위 (식물플랑크톤):

 phplwphpl CFtC=tC )()(

참고로, 최근 염분을 고려하는 방안도 도입 (Heling and Bezhernar, 2009)

먹이사슬 제2준위 (동물플랑크톤):

먹이사슬 제3준위 (갑각류 및 연체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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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rs mol)

1 w 0.5 crs molf crs mol w (crs mol
dC = a +b (t) - tC C CK K Kdt      

먹이사슬 제4준위 (초식성 및 육식성 어류. 때로 육식성 어류를 제5준위로

구분):

(pred)
1 w 0.5f w (pred)

dC = a +b (t)-C C CK K Kdt      

상기 식에서  는 먹이섭취율,  먹이추출 상수,  먹이내 방사능 농

도, 는 해수섭취율, 는 해수추출율, 는 해수 중 방사능 농도, 는

포식자 몸체의 제거율 등이다.

특정 집단, 예로 일본, 한국, 중국 국민 등이 수산물 섭취에 따라 받게되

는 집단선량(Collective dose)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
0

0
1

t tn
f f f filt

d i i
i t

IC t K P C t dt
+

=

=å ò
�

�

상기 식에서 
는 농축계수, 

는 번째 박스에서의 연간 섭취율, 


는 시각 에서의 번째 박스에서의 방사능 농도이다. 즉, 평형농축계수 방법

과는 달리 적분식으로 산정된다.

기타 역학적 모델로는 ECOMOD (Sazykina, 2000; Kryshev and

Ryabov, 2000)를 들 수 있다. ECOMOD는 Biomass의 역학적 과정을 다루

는 ECOSYSTEM 모듈,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능 전이를 다루는

RADIONUCLIDE DISTRIBUTION 모듈, 그리고 DOSE ASSESSMENT 모

듈 세 가지로 구성된다.

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적용/개발된 모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개발/적용된 모델을 표 2.2.13에 정리하였다. 사고

초기에는 농축계수를 이용한 모델이 적용되었으며, 2013년 이후 역학적 기

법의 모델이 적용되고 농축계수 모델 결과와 비교되었다. 역학적 기법에 기

반한 모델 중 Maderich 등 (2014a,b)만이 북서태평양 전체를 대상으로 해양

생물 내 농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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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개발/적용된 해양생물 영향 평가 모델

   

1) 2011년 적용된 농도계수 기반 모델

○ Garner-Laplace 등, 2011

후쿠시마 사고 직후(약 3주 기간 이내) 해양생물에 대한 영향은 평형농

도계수모델의 개념에 입각하여 해수 중 최대 농도값에 농도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산정되었다 (Garner-Laplace 등, 2011). 그 결과 등가선

량은 해양 조류(Marine birds)의 경우, 9mGy/h, 해저면 생물(Benthic biota)

의 경우 110mGy/h, 대형해조류(Macro-algae)의 경우 190mGy/h로 추정되었

다. 이 후 2011. 3-5월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어류와 연체동물의 경우

420μGy/h를 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는 80μGy/h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Kryshev와 Sazykina, 2011). 참고로 UNSCEAR(2011)는 400μGy/h 이하인

경우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 Nakano, M., Povinec, P. P., 2012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능 유출에 따른 해양내 이동 확산을 LAMER

(Long-term Assessment Model in the Ocean)는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코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2012년 북서태평양상의

주요수산물에 대한 선량(Internal dose)를 추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외해역의 수산물 포획량과 섭취량에 의거하여 선량을 산

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의 선량은 연안 수산

물의 섭취 및 호흡, 육상 오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훨씬 높을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 세계적인 수산물 포획통계는 FAO (Fisheris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2005)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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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사용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수산물별 섭취량과 농축계수는 표

2.2.14에 제시된다. 일본인의 섭취량은 MHLW(2010)의 통계자료로부터 산출

하였다. 기타 국가들의 섭취량은 일본인에 비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14 계산에 사용된 수산물별 섭취량 및 농도계수

선량 계산에 북서태평양 외해역에서의 Cs
137
및 Cs

134
농도 최고치가 사

용되었다. 해양생물별 축적농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존방사능 농도

에 농축계수를 곱하여 산정되며 최종적으로 실효선량은 축적농도에 섭취량

과 선량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131I를 포함하는 섭취량 및 농축계수 정보,

해양생물 섭취에 따른 선량은 표 2.2.15에 제시된다 (Nakano, 2011).

표 2.2.15 섭취량, 농도계수 정보, 해양생물 섭취에 따른 선량

기타 약 30여개에 달하는 인공방사능 물질이 대기 방출량 정보 (N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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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 근거하여 타 핵종에 대한 선량도 산정하였으나, Cs
137
와 Cs

134
이 선

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에의 농도 변화

를 × (fish)로 계산하여 관측치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2.2.49에 제

시된다 (Nakano, 2012 발표 ppt).

그림 2.2.49 북서태평양 해역 어류내 방사능 농도 시간변화

○ Kryshev, I. I., Kryshev, A. I., Sazykina, T. G., 2012.

ECOMOD(Kryshev and Ryabov, 2000; Sazykina, 2000)를 이용하여 후

쿠시마 사고 후 3 - 5월 간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해양생물에 대한 선량을

산정하였다. 통상적인 가정으로 선량계산 기간 동안 해양생물 들은 한 지점

에 머무는 것으로 가정한다. 선량은 내부선량, 용존방사능에 의한 외부선량

및 해저퇴적물 방사능에 의한 외부선량 세 가지의 합으로 산정된다.

선량 계산은 연안 및 30km 외해측에서 관측된 용존 방사능 농도

(TEPCOa, 2011; MEXT, 2011; IAEA, 2011, WHO, 2011)에 근거하였다. 계

산결과 어류와 연체동물의 경우, 10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외해측은 연안측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arnier-Laplace

등(2011)이 ERICA를 이용, 추정한 값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것은 비현실적

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림 2.2.50으로부터 4월 중순 경까지 평형농축계수 모델이 역학적 모델

보다 연안 및 외해 측 모두에서 큰 값의 선량을 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하지만, 첫 달의 결과는 평형상태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후

에는 역학모델은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평형농축계수 모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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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0 ECOMOD 및 CF 방법으로 계산한 어류 선량 비교

그림 2.2.51은 우랄지역에 위치한 Uruskul 호수의 Kyshytym 사고(1957

년), 우크라이나 Chernobyl 사고(1986년),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어

류 및 연체동물 선량을 비교, 제시한다. 이 중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가 가장

낮은 값의 선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51 우랄지역 Uruskul 호수의 Kyshytym 사고(1957), 우크라이나

Chernobyl 사고(1986),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어류 및

연체동물 선량비교

○ Tadeta,, R., Tsumune, T., Tsubono, T., 2013.

후쿠시마 사고 이후 관측된 Cs137 값과 ROMS 모델 결과(Tsumune 등,

2012)를 이용하여 후쿠시마 남측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의 선량을 역

학 박스모델로 산정하였다. 먹이사슬 모델 구조는 그림 2.2.52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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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2 사용된 먹이사슬 모델 구조

Hiyama and Shimizu (1969)가 역학모델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지적한

이래, Tateda(1994)가 기본 먹이사슬 모델을 개발하였고, Tateda(1997),

Tateda 등(1999)에 의해 지속 확장되었다. 아울러, 본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어류 관련한 전이계수를 보완하였다. Tateda (1997)에서는 총 11개의 생물

종이 고려되었으며 어류 1종 (Cartilaginous fish)이 추가되어 총 12개 생물

종이 고려되었다. 모델 적용을 위해 관측치와 (대기 유입이 고려되지 않은)

Tsumune 등(2011)의 결과를 토대로 2011. 5-2012.8월 간의 표층 및 저층

농도 시간변화 시나리오가 마련되었다. 계산 결과의 일부로 주요 생물종에

대한 EHL(Ecological half-life, 오염 방사능의 반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

간)이 표 2.2.16에 제시되며 샘플 분석 결과와 비교되었다.

표 2.2.16 EHL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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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계산치가 샘플 분석치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계산치 및 분석치 모두 연안 육식성 어류의 EHL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2.2.53은 주요 어종에 축적되는 방사능 농도 값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예이다. 초식성 어류보다 육식성어류에 농축되는 농도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초식성 어류에 농축된 방사능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육식성 어류의 경우 천천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저면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는 초식성 어류와 육식성 어류 사이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53 관측치 및 모델치에 근거한 포식성 어류(a), 육식성 어류(c-1, c-2),

해저면 부근 서식 어류(b, d-12, d-2)에 축적되는 방사능 농도의 시

간변화. 가늘게 그려진 수평 점선은 탐지 한계 농도. 수직으로 가늘

게 그려진 점선은 채택된 농도감소 시작 시점.

○ Vives I Batlle, J., Aono, T., Brown, J. E. 등, 2014.

벨기에 BNRC (Belgian Nuclear Research Centre SCK CEN), 일본

NIRS (National Inst. of Radiol. Science), 노르웨이 NRPA (Norweigian

Radiation Protection Authority) 및 CERAD Centre of Excellence, 프랑스

IRNS (Inst. for Radio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러시아, 네델란드 등

의 연구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양생물이 받는 선량에 대해 공동 연구

를 수행하였다.

Vives I Batlle 등(2014)은 현장관측 정보(해수, 퇴적물 내 방사능 물질

농도 등) 이용 방법, 평형농축계수 모델과 역학적 모델 등을 적용하여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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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 인근 해양생물이 받게 되는 선량을 계산하여 문헌에 제시된 유효영향

기준 값과 비교하였다. 관측 정보는 2011.5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현장관측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제공되었으며

(2011. 5.10-8.12 기간 자료로 총 210종의 해양생물 내 농도 정보로

UNSCEAR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자료로 명명된다), 일부 Greenpeace(2012) 자료(2011.

5.3-9일 및 6.23-24일 기간)와 다른 연구의 자료 (Vives I Batlle과

Vandenhove, 2014)가 사용되었다. 아울러 총 6340개의 표층 해수시료

(20111.3.22-5.30일 기간), 총 488개의 퇴적물 자료(2011.4.29-2012.3.30일 기

간) 등이 확보되었다. 관측자료 정점 분포도는 그림 2.2.54에 제시된다.

그림 2.2.54 해양생물 선량 평가에 사용된 관측자료 정점

∙관측자료에 기반한 평가

구체적인 방법론은 ERICA 통합접근법 (Larsson, 2008)에 근거하며 소프

트웨어 ERICA Tool (Brown 등, 2008)에 포함된 매개변수를 사용한다.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다.

(1)확보된 해양생물종들을 ERICA 기준으로 분류 (표 2.2.17)

(2)ERICA에 제시된 단위농도당 선량 정보에 근거하여 내부선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I131, Cs134 및 Cs137 핵종에 국한)

(3)반경 10km 내 해수 및 퇴적물 내 방사성 물질 농도 평균 후 각각 2

일 및 10일 간격 정보 구축

(4)외부선량 산정

표 2.2.17은 후쿠시마 원전 전면 해역에의 적용을 위해 ERICA 기준으로

마련된 해양생물 15종의 질량 및 크기 등의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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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 ERICA 코드의 기준으로 마련된 해양생물종 정보

확보된 시료 분석 결과 2011.5-2012.8간의 해양생물 내 방사능 농도는

수  에서부터 에 이르러 명확한 경향을 논하기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 중 방사능 농도도 공간적으로 100배 정도 다르게

나타났다. 대형해조류, 해저면 부근 어류, 갑각류에 대한 선량변화율에서 가

장 큰 값은 대체로 0.017-0.25μGy/h (해초류, 대형해조류, 성게, 해삼),

0.10-0.17μGy/h (저서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정도였으나 2012.8월의 저

서어류 중 Hexagrammos atakii의 경우 최대선량 변화율은 4.4μGy/h로 산

정되었다.

종합적으로, 2011.3 -2012.8월 기간의 선량변화율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고 표준편차는 평균값의 2-3배 정도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UNSCEAR 자료와 2011년 단기간 자료(5.3∼9일 및 6.23∼24일 기간)와 비

교한 결과는 대형해조류 I131의 경우를 제외하면 약 2배 이내의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 자료에 근거한 Cs 선량평가 결과는 기존에 분배계수에 입각한 평

형모델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보다 훨씬 작게 산정되었다. 어류의 경우, 생

존기간 중 일시적으로 받는 단위시간당 선량이 최대 4000μGy/h보다 작은

경우 생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8월의 어류 샘플 중

일부에서의 CS137 농도는 일본의 법적기준치 100Bq/kgf.m.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배출수로 주변과 다이니 이와사키 연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및 다이니 외측 15km 지점의 해양생물 최대선량변화율 값 들은 표

2.2.18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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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8 후쿠시마 원전 남북측 배출수로 지점, 다이니 이와사키 연안, 후쿠시마

원전 및 다이니 외측 15km 지점의 해양생물 최대선량 변화율

∙역학적 모델에 기반한 평가

대부분의 방사능 영향 평가 모델은 단순한 평형농도계수 개념에 근거하

며 생물체내 방사성물질 농도를 정의한다.

   ×

상기 식에서  는 질량 을 갖는 해양생물 내 농도  , 는 주

변 부피 내 방사능 농도, 는 농축계수  이다. 은

“fresh mass"를 의미한다.




 


 




   




 

ln

  




상기 식에서 는 반감기 상수, 그리고 는 생물학적 배출 반감기

(“Biological half-life of clearance)이다. 아울러 해양생물의 성장은 없는 것

으로 가정 한다 (즉, “Biological dilution=0").

후쿠시마 전면에 적용된 주요 매개변수는 표 2.2.19와 같다. “DPUC"는

”Dose per Unit Concentrati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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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Cs
134
, Cs

137
및 I

131
에 대해 사용된 생물종별 동역학적 매개변수

사용된 모델은 D_DAT 평가 모델(Vives I Batlle 등, 2008)과 ECOMOD

(Kryshev와 Ryabov, 2000, Sazykina, 2000) 두 가지이다.

D-DAT 모델 계산 결과 중 가장 높은 값은 후쿠시마 원전 5,6호기 배출

수로 북측 30m 지점으로 최대선량변화율은 140μGy/h로 나타났다. 이는 사

고 후 5주후에 나타났다. 해당지점의 1년 모델링 결과에서 나타난 어류, 갑

각류, 연체동물의 축적선량은 0.32, 0.18 및 0.25Gy로 산정되었다 (90일간의

축적선량은 각각 0.12, 0.08 및 0.15Gy).

대형해조류의 경우, I
131
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최대

선량변화율은 20mGy/h로 사고 23일 후 (4월 초)에 발생했으며 이 후 급격

히 감소하여 32일 후 20mGy/h로 산정되었다. 1년간의 축적선량은 7.1Gy이

며 초기 90일까지의 값은 6.8Gy로 나타났다.

북수로 외측의 선량변화율은 대형해조류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3μGy/h 이하로 산정되었다. 후쿠시마 다이니 부근의 대형해조류에서는 선량

변화율이 사고 28일 후 최대 633μGy/h에 이르렀다가 1개월 후 1/100 수준

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모델의 적용 결과 외부선량은 내부선

량보다 1/100∼1/1000 정도로 낮다는 것을 암시한다.

상기 결과가 영향의 심각성을 판단할 기준에 관한 문헌은 부족한 실정

이다. 단지, 3개월 축적선량은 ERICA의 기준값보다 훨씬 적거나 비슷한 크

기 정도라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참고로 UNSCEAR(2008)의 기준값은 4.84Gy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북측

수로의 대형해조류는 잠재적으로 번식 및 성장에 악영향이 가능하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그러나 I131이 주원인이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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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EDERICA(2006) DB에 따르면 50% 변화 기준치를 160Gy로 제시하

고 있어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2.55는 역학모델 (ECOMOD와 D-DAT)과 평형모델로 산정된 후

쿠시마 남측 배출수로에서의 방사능 농도 변화로서 간접적이나 두 역학모델

의 신뢰성을 보여준다. ECOMOD가 D-DAT 보다 약간 빠른 농도 감소 패

턴을 보이는데, 이는 방사능 배출 반감기가 D-DAT에서는 65일, ECOMOD

에서는 50일이기 때문이다. 초기 고농도 해수농도 값 출현기간의 경우 농축

계수 방법으로 계산된 값들보다 약 100∼300배 배 정도 낮은 반면, 이 후에

는 10∼60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55 역학모델 (ECOMOD와 D-DAT)과 평형모델로 산정된 후

쿠시마 남측 배출수로에서의 방사능 농도 변화

농축계수 방법의 결과는 당연히 해수 중 농도와 같은 변화패턴을 보이

나 역학모델 결과는 상당히 다른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ECOMOD 및

D_DAT의 결과 모두 해수 중의 농도 변화 및 농축계수 방법의 결과와는 다

르게 단조로운 시간변화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대치를 보이는 시

점도 약 10-15일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다.

초기 높은 해수농도 출현 기간에 대해 평형모델 및 역학모델로 계산된

핵종별 (I131, Cs137 및 Cs134 선량변화율을 관측치로부터 산정된 결과와 비교

한 결과, 관측치 기반 결과와 평형모델 결과는 여러 차수(Order) 만큼의 차

이를 보이는 반면 역학모델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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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및 전이 프로세스 실험 연구 동향

가.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 MARIS 및 HAM DB

현재 2개의 해양방사능 DB가 구축되어 있다. 하나는 모나코 환경연구소

의 GLOMARD/MARIS DB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MRI의 HAM

DB(Aoyama와 Hirose, 2004)이다. 그림 2.2.56은 HAM DB 2010 version 구

축에 사용된 자료 정점들이다.

그림 2.2.56 HAM 전지구 2010 version DB 구축에 사용된 Cs
137
자료 정점들

(Buesseler and Aoyama, 2011)

그림 2.2.57은 북태평양 25-40°N 벨트내의 표층 Cs
137
장기 변화를 도시

한 것으로 편의상 180°E를 기준으로 북태평양 서측 및 동측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서측에서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57 후쿠시마 사고 이전 1950-2010년간의 위도 25-40°N 벨트 내

Cs
137
표층농도 변화: 좌)180°E 기준 태평양 서측, 우)180°E 기

준 태평양 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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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7에서 북태평양 서측과 동측에서 최대치를 보이는 시점에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치 발생 이후 1986년 Chernobyl 사고 시

점을 제외하고는 지수함수적인 감소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MARIS DB에

근거할 경우 2010년 북서 및 북동 태평양 상의 농도는 평균적으로 각각

1.0±0.1mBq/L 와 0.9±0.2mBq/L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 관측활동

일본 동경전력(TEPCO)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주변 관측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년 3.21 - 5.6일간에 다양한 기관에 의해 실시된 관측에 관한 정

보는 아래 표로 제시된다 (Miyazawa 등, 2012; Chen 등, 2012).

표 2.2.20 후쿠시마 원전 주변 관측 요약 (2011.3.21 - 5.6일 기간)

최근에는 해저 표층퇴적물 내 방사능 농도 관측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림 2.2.58 참조).

그림 2.2.58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저 표층퇴적물 내 Cs
137
농도 관측

(Kusakabe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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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태평양상에서의 모니터링 활동

사고 초기부터 미국 우즈홀 연구소와 공동으로 다양한 선박을 이용하여

북태평양 전역에서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2.2.59)

그림 2.2.59 2011.3-2012.6에 선박을 이용한 해수 시료 확보 정점

(Buesseler and Aoyama, 2012에서 발췌)

후쿠시마로부터 해양으로 직접 방출된 오염수는 대부분 동측으로 이동

하여 미국 캐나다 연안 측으로 향한다. 최근 새로운 경로에 대한 관측 결과

가 보고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Kaeriyama 등(2014)은 2011.8과 2013.3월

관측을 통하여 얻어진 일본 및 쿠로시오 남측에서의 Cs
134
와 Cs

137
의 연직분

포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후쿠시마로부터 가능한 이동 경로를 제시하였다(그

림 2.2.60). 북태평양 중충수 (North Pacific Subtropical MODE Water,

NPSTMW) 코아 내 Cs
134
양은 0.99PBq로 추정하였다.

그림 2.2.60 관측 정점 W09, W11, W13에서의 Cs
137
연직분포. 화살표는

Cs
134
이 검출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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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moto 등(2014)은 2012년 겨울 북태평양 149°E를 따라 10°N-40°N

구간에서 Cs
137
및 Cs

134
관측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기 낙진으로 유입된 세

슘이 쿠로시오 확장류 남측에서 침강하는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북태평양중

앙수(MODE Water)내 Cs
134
의 양은 약 6PBq (후쿠시마로부터 방출된 양의

10-60%)로 추정하였다 (그림 2.2.61).

그림 2.2.61 149°E를 따라서 관측된 Cs
134
분포 단면도

○ 캐나다

캐나다 BIO 및 IOS, Sidney, 미국 Rhode Island 대 연구팀은 CCGS

John P. Tully Mission 동안 캐나다 서측 정선 (P Line, 그림 2.2.62)에서

2011-2014에 걸쳐 관측(2011, 2012 및 2013년에 6월 관측, 2014년에는 2월에

관측)을 수행해오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연안에서 외해측으로

약 1,500km 까지 뻗어 있다.

그림 2.2.62 좌상)캐나다 관측정선의 위치와 해류도, 좌하)각 정점의 위치,

우상) P4 및 P26 정점에서 관측된 연차별 Cs
134
, Cs

137
연직분

포, 우하)2013년도에 대해서 작성된 Cs
137
분포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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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제3해양연구소 (TIO)

중국 Xiamen에 위치한 제3해양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3년간에 6차에

걸친 항행조사 (2011.6, 2011.11, 2012.6, 2012.10, 2013. 5, 2013.11월)를 수행

하고 (그림 2.2.63) 2014년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층은 물론 1,000m 에서의

시료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2.63 중국 TIO의 조사 정점 및 시료 분석 결과

나. 해양 인공방사능의 부유퇴적물 및 해양생물 전이 연구 동향

○ 모나코 해양환경연구소

IAEA 는 해양환경에서의 인공방사능 거동 및 영향 연구가 매우 중요하

다고 판단하여 모나코에 해양환경연구소에 방사능의 생물농축 연구를 위한

전용 실험실을 구축하고 패류 등에 대한 인공방사능 농축 배양 실험을 지속

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해양 생물에 대한 인공방사능의 전이 및 농축에

대한 실험실 연구는 실험설비의 제한으로 주로 플랑크톤, 패류 등 크기가

작은 생물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 IAEA 권고치의 해역 특성 반영 미흡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간된 보고서(IAEA Tech Report No.22)에

는 해수에서의 Cs137 분배계수가 2 x 103 으로 권고치가 나와 있으나, 영양

단계별 통계치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해양 인공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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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어종들에 대한 인공방사능 오염 예측 자료로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4. 핵안전 기반기술 (지진해일) 연구 동향

○ 미국 NOAA

NOAA에서는 초기 지진해일의 예측을 위한 지진 매개 변수 추정을 위

해 미리 계산된 지진해일 예측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관측 데이터와 가장 유

사한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선택, 초기경보에 활용한다. 전파 데이터베이스는

태평양과 알래스카 서부 해안 지진해일 경고 센터에서 배포를 위해 개발하

고 있는 지진해일 예측운영 시스템(SIFT)의 핵심 구성요소로 현재, 태평양,

대서양 및 인도양 등에 대하여 1,691개의 모형을 사전에 모의한다. 고려하고

있는 단층은 그림 2.2.64와 같다.

그림 2.2.64 NOAA의 지진해일 예측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단층의 위치

○ 일본 기상청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의 규모와 위치를 즉시 추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안에서 예상되는 지진해일의 높이를 구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약 2∼3 분을 목표로 주요 지진해일 경보, 지진해일 경보 또

는 지진해일 주의보를, 지진해일 예보를 구 단위로 발표함. 지진해일의 전파

를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 영역을 가로 세로 격자 모양으로 잘게 구분하여



- 85 -

각 격자의 해일의 높이와 속도에 대해 해일 전파 방정식에 따라 시간별로

계산한다. 모든 단층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속시간에 따른 연

안의 해일고를 산정한다 (그림 2.2.65 참조).

그림 2.2.65 일본 기상청(JMA)의 지진해일 예측을 위한 시스템

2011년 동일본지진 발생 이후 일본정부(내각부)에서는 난카이 해구에

서 일어날 수 있는 거대지진을 예측하기 위한 ‘난카이해구 거대지진 모델

검토회’를 설치하여 예상 지진단층 정보와 지진해일고의 분포도를 발표하

였다(그림 2.2.66 참조).

그림 2.2.66 중앙재난관리위원회에서 추정한 거대지진 발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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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해양순환 및 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1. 후쿠시마 대응관련 해양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가. 후쿠시마 주변 지역해 모델 개발

1) 개요

본 연구팀의 후쿠시마 대응은 2011년 6월 경부터 시작되었다. 신속한 대

응을 위해 우크라이나 IMMSP 연구팀과 공동으로 사고 후 약 1.7개월에 걸

친 중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때 순환모델의 개방경계조건은 해양

연구원의 MOM3 실시간 예측결과를 이용하였고, 라그랑지안 기법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제한점으로 후쿠시마 주변에 국한된 지역모델을 수립하고 상대

적으로 소량의 입자를 사용하였으며 부유퇴적물 농도는 가정하였다. 적용

결과는 2012년 2월 미국 Ocean Science Meeting에서 발표되었다.

그림 3.1.1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초기 거동 (KORDI 및 IMMSP 공동

연구 결과)

이 후 2012년에 모델 영역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모델 개발이 추진되

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대응 관련한 모델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해양순

환과 통합된 격자기반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즉, Eulerian model) 개발과

해양순환과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무작위이동 (Random walks)기반 입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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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즉, Lagrangian model) 개발을 포함한다. 개발된

모델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IMMSP (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

and System Problems)와 KIOST의 공동 연구의 성과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용존방사능은 물론 부유퇴적물에 흡착된 형태

및 해저면 분포 등 3가지가 모두 고려된다. 단, 해저표층퇴적물 정보의 부재

로 부유퇴적물 농도는 가정하였다

2) 모델 구성

○ 모델 기본방정식 및 수치적분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은 3차원 비정수압 유한요소모델인 SELFE

(Zhang and Baptista, 2008) 순환모델에 근거하며 본 연구를 통해 방사능

거동 모듈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해양 인공 방사능 이동 확산 기본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12

12

*
* 13 * (1 ) (1 )

s
s d s p

p p
s p d s p

bottom
s pb b

b db s b
s s

C ADV DIFF C a SK C C
t

C C
ADV DIFF W C a SK C C

t z
W CZ C CZ C a Z K C C ErosionFlux

t

l

l

l
r e r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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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 농도 및 해저표층퇴적물 내 농도를 의미하며, 는 방사능의 감쇄율, 

는 부유퇴적물의 농도, 는 침강속도,  ,  및 등은 방사능 형태간

의 전이계수,  및 는 수층 및 해저면상의 분포계수, 는 해저퇴적물

상층의 두께, 는 해저퇴적물 밀도, 는 해저 표층퇴적물 공극율, 


는 해저면상 입자성 방사능 물질의 농도, ,  및 는 수

평방향 이류항 및 확산항, 그리고 재부유속(Resuspension flux)를 나타낸다.

해저면에서의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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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기반 적분 (오일러리안) 기법

상기 식들은 시간적분시 반음해법(semi-implicit method)을 사용하며, 이

류항은 LE(Lagrangian-Eulerian)기법 또는 TVD 기법 등이 사용된다.

부유퇴적물 농도는 SELFE 시스템의 일부인 SED-SELFE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해저 표층퇴적물은 실트(Silt)로 가정하였다.

∙라그랑지안 기법

라그랑지안 (Lagrangian) 모델에서는 각 입자의 위치를 불규칙 Markov

과정 (Random Markov process)로 산정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임이의 순간

에 계산시간  후의 입자위치 변화는 아래 식으로 산정된다.

 
  ,

  
  


  

상기 식에서 ,  및 는 시간변위  후 각 방향으로의 이동거리,

 및 는 각 방향별 유속, 는 침강속도,  및 는 수평 및 연직 난

류확산계수, ,  및 는 평균값이 0이고 분산값이 인 난수값들

(Random numbers)이다.

용존, 입자성 및 해저퇴적물 분포 형태간의 전이과정은 Perianez and

Elliott(2002)의 방법으로 전이확률(Probability of phase change)을 산정하여

처리된다.

○ 모델 영역

모델 영역은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약 800km 내외의 반원형 해역이다

(그림 3.1.2 참조). 수평해상도는 최소 약 500m이며 외해 측으로 그 크기가

갈수록 증가한다. 수평으로는 삼각형태의 유한요소망이 배치되고 연직으로

는  좌표계가 사용된다.

반원형 측면개방경계에서는 NAO99에 근거하여 조석이 정의되고 아울러

HYCOM 해양순환 모델 결과가 사용되었다. 해수표면에서의 기상조건은

ECMWF의 Era-Interim 자료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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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모델 영역 및 해상도

3) 모델 결과

○ 순환장

그림 3.1.3은 해양직접 유입(3.8PBq)만을 고려하여 SELFE 모델로 계산

된 후쿠시마 주변 해류장(3.22-3.31일 평균)을 타 모델 결과들(Masumoto

등, 2012)과 비교한 것이다. 유사성이 일부 발견되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3 후쿠시마에 적용된 5개 모델의 평균순환(좌)과 SELFE 모델로

계산된 평균해류장(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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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상해역 부근은 쿠로시오가 북상하다가 방향을 동측으로 바꾸는

해역으로 북상 정도와 세기, 이와 수반되는 주변 와류의 재현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해류순환 및 해양방사능 분포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방사능 분포

그림 3.1.4-3.1.6은 SELFE 모델로 계산된 3월말부터 6월말에 걸쳐 계산

된 표층에서의 용존 형태, 해저 표층퇴적물에서의 분포 및 해저면 부근의

입자성 형태의 Cs
137
농도 변화이다.

4월 중순 이후 용존방사능의 이류 확산은 북동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저퇴적물 분포는 연안에 길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입자성 농도는 해

저면 부근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입자성 방사능

의 비중은 인공방사능 핵종 및 대상해역의 부유퇴적물 농도 등에 따라 다르

나 Cs137의 경우 일반적으로 2-4% 정도를 차지한다.

SELFE 모델은 반음해법을 사용하므로 계산시간 간격을 상대적으로 크

게 잡을 수 있으며,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치적 확산오

차 (Numerical diffusion)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사료된다. 즉, 모델결과가

실제보다 퍼져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본 결과 중 용존방사능 이동 확산 결과는 2012년 후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본 학술회의, SCJ (Science Council of Japan), 주관의 국제모델비교 프로

그램에 제공되었다. 아울러 IAEA주관으로 진행 중인 방사능 모델 비교 프

로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림 3.1.4 표층 용존 방사능 농도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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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해저 표층퇴적물에서의 방사능 분포 시간 변화

그림 3.1.6 부유퇴적물에 부착된 해양방사능 분포 시간 변화.

○ 일본 학술회의 주관 국제모델비교프로그램 참여 결과

주요성과로 2012년 말경 국제 모델비교 프로그램 해양모델링 분야에 국

내에서 유일하게 초청되어 참여하였다 (표 3.1.1 참조). 상기 용존방사능 이

동 확산 모델링 결과는 총 10개 팀 (당초 9개 팀이 참여하였으나 진행과정

에서 고베 대학의 참여로 10개 기관으로 확장)이 참여하였다. 모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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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술회의 SCJ (Science Council of Japan) 주관의 국제모델비교에 제

공되어, 주최 측의 상호 비교 후, 2014.9월 최종보고서 완성되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다.

표 3.1.1 일본 학술회의 주관 후쿠시마 해양방사능 모델 국제비교

프로그램에의 참여기관 및 모델 특성

참여 모델들의 영역은 그림 3.1.7로 제시된다. 참여 모델들의 영역과 해

상도, 해양방사능 해양 유입조건도 모두 다르다. 이를 일치시키면서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7 일본 학술회의 주관 후쿠시마 해양방사능 모델 국제비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델의 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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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주변해역의 해저퇴적물을 Silt로 가정하여 입자성 농도 및 해

저면 분포도 산정하였으나 상기 비교프로그램에 입자 부착된 방사능 농도

계산 결과도 제공하였으나, 비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모델에서는 이

를 반영하지 못하여 비교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인근 및 외해측 지점에 관측된 자료와 계산된 방사능 연직분

포, 후쿠시마 원전 북측 및 이와사와 연안 등 2개 지점에서 관측치와 계산

치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 (상위 2위 이내)가 산출되었다고

자체 평가된다 (그림 3.1.8 참조).

그림 3.1.8 참여 모델간의 비교 결과: 좌) 연직분포(초록색이 KIOST/IMMSP

결과), 우) 2개 정점에서의 시간변화 (흑색 원은 후쿠시마 북측 관

측치, 적색 원은 이와사와 연안 관측치, 흑색실선 및 적색실선은

후쿠시마 북측 및 이와사와 연안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외해 측에서의 약 10일 평균 유속장 및 Cs137 표층 농도 분포

비교 결과 해수 순환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방사능 오

염수의 초기 거동에 많은 차이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9

참조). 특히, 남측의 와류 형성 여부 및 강도에 따라 결과가 상당부분 달라

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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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10일 평균 해수 흐름(상) 및 용존 방사능 농도 (하) 비교

결과 (f: KIOST/IMMSP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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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MODARIA WG10 참여 결과

아울러 IAEA주관으로 진행 중인 MODARIA 사업의 방사능 모델 비교

프로그램에도 우크라이나 IMMSP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킹그룹

WG10).

2013년도 MODARIA WG10에서는 순환 모델링 결과 (수온 염분 분포

포함)간의 비교에 집중. KIOST/IMMSP의 SELFE 모델 결과가 HYCOM,

NCOM과 더불어 관측치에 비교적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0).

그림 3.1.10 MODARIA 수온 비교 결과 (2열 맨 우측이 KIOST/IMMSP 결과)

2014년 WG10 모델비교 이상적인 조건하의 유출 시나리오 작성하여 비

교하였다 (그림 3.1.11). 이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구성상의 문제점을 발견하

고 이의 수정 및 추가 시나리오 제안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1.11 MODARIA WG10 워킹그룹에서 설정한 가상 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방사능 비교 결과. 좌상)정점 P3에서의 농도 시간 변화, 좌

하)표층 농도 분포, 우하)해저면 방사능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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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및 해양직접 유입을 고려한 모델 실험

2013년 적용에서는 해양 직접유입만이 고려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대기

낙진 효과가 포함되었다. Stohl 등 (2012)의 대기 이동확산 모델링으로 얻어

진 해양으로의 낙진 정보(그림 3.1.12, 그림 3.1.13)를 스웨덴의 SMHI로부터

수집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미량의 낙진양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3.1.12 사용된 단위면적당 대기 낙진양의 시간 변화 (Stohl 등(2012)에

근거하며 스웨덴 SMHI 제공)

그림 3.1.13 사용된 단위면적당 대기 누적 낙진량 (Stohl 등(2012)에 근거하며

스웨덴 SMHI 제공)

그림 3.1.14는 대기낙진 미고려시와 고려시의 표층 용존방사능 농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초기에는 광범위한 해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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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한 해수면으로의 유입이 해양 내 방사능물질 분포를 결정해 준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해양 직접유입이 시작되면서 대기 유입효과는 수

평 및 수직적 이동 확산 프로세스로 인해 줄어드는 반면 점차 해양 직접유

입 유입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4 KIOST/IMMSP 공동 연구로 얻어진 후쿠시마 주변해역 초기 3개월

간의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결과. 상)대기 낙진 부재시, 하)대기낙진

및 해양 직접유입 고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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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지구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1) 개요

본 연구의 매칭펀드 성격인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지원 “핵안전 모

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중국 FIO의 Q. Fangli,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정경태)”과 본 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중국 FIO와 공동 연구로 후쿠

시마 사고 기인한 해양방사능의 전지구적 거동 산정 모델을 구축하였다.

2) 모델 구성

○ 모델 기본방정식 및 수치적분

해수순환 모델 POM (Mellor, 2004)의 기본방정식에 아래와 같은 해양방

사능 이동확산식이 추가되었다.

d
d( ) ( ) d

d s s
C Cadv dif C K z w
t z

l r¶ ¶
= + - -

¶ ¶                
0.0005( ) (0) 10 z

s szr r -= ´

   

상기 식에서 는 반감기 상수, 는 부유퇴적물로의 분배계수, 는

밀도 연직분포, 는 부유물질의 침강속도이다. 이는 Tsumune (2003)가 사

용한 식으로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 특성에 의한 감쇄와 개략적인 방법으로

침강효과가 고려된다.

수치적분 기법은 양해법인 Leap-frog 기법이 채택된다. Levitus 자료를

초기조건으로 하고 1도 간격의 COADS 자료로 모델을 구동하고 20년간의

spin-up 과정을 거쳐 계절변화를 고려한 기후적 평균 해류장을 산정하였다.

이 후 Kawamura 등 (2011)이 제시한 해양 유입과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국한된 대기유입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41년까지의 장기거동을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 모델 영역 및 격자

구면좌표계를 사용하므로 위도 방향으로는 75˚S∼65˚N 지역을 포함하며

경도방향으로는 0∼360도 모두를 포함한다. 모델 해상도는 결도 및 취도 방

향으로 균일하게 0.5도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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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결과

모델 검증은 2011.10.13일 북태평양상 위도 40.032°, 경도 165° 지점

(KF11-9 정점)에서 관측된 연직분포 관측치와 비교하였다. 관측정보는 일본

MRI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5 참조)

그림 3.1.15 KF11-9 정점 관측치와 계산치 비교

그림 3.1.16은 2012, 2014, 2016년 및 2021년의 표층 분포 예측결과이다.

미국 연안에 2016년 경 최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계산

결과는 Behrens 등(2012)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

안에는 2016년 경 도달하며 그 농도는 2Bq/m3 내외로 산정되었다.

그림 3.1.16 후쿠시마 사고 기인한 해양방사능의 전지구적 장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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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 동중국해 순환-파랑-부유퇴적물-해양방사능 모델 개발

1) 개요

해양으로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은 해류를 타고 이동 확산하면서 부유

퇴적물에 흡착(absorption)되어 침강되거나 일부는 다시 탈착(desorption)되

고 해저퇴적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침적되었다가 다시 파랑 등에 의해 재부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3.1.17 참조). 나아가 해저표층퇴적물

내에서도 용존 및 입자성 형태로 방사능 물질이 존재하게 되며 흡 탈착 과

정이 진행된다. 부유퇴적물 및 해저퇴적물과의 상호작용은 핵종별로 다르며,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해수 중 농도의 과대 예측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엄격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부유퇴적물 모델, 파랑모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형변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황 동중국해는 고농도의 탁도가 상존하는 해역으로 부유퇴적물과 해양

방사능간의 상호작용 고려가 긴요하며 용존, 입자부착 및 해저퇴적층 내 방

사능 물질 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1.17 유출 방사능 물질의 해양 수층 내 및 해저 표층퇴적물 내 확산

과정(Johannessen 등, 2009)

2) 모델 구성

○ 부유퇴적물 모델 기본방정식

기본적으로 비정수압형 유한요소모델 (Non-hydrostatic FEM) SELFE

(Zhang and Baptista, 2008; Roland et al, 2012) 시스템에 근거하여 황 동중

국해 순환-파랑-부유퇴적물-해양방사능 모델이 개발되었다.

시스템에 포함된 ROMS 모델 기반 퇴적물 이동 확산 산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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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SELFE를 확장하여 황해․동중국해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j는 입도에 따른 j 퇴적물 등급을 나타낸다. 각 등급 j에 대해, 

는 부유퇴적물의 농도, 는 침강속도를 나타내며, 기타 는 유속성분이다.

해저면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된다.






여기서 와 는 퇴적물의 퇴적 및 침식 플럭스이다.

∙비점성 퇴적물의 침식-퇴적 플럭스

퇴적 플럭스 (Deposition flux)는 침강속도에 따라 하강하는 입자 플럭스

에 근거한다. 즉,

 

여기서  해저면에서의 농도이다.

침식 플럭스 (Erosion flux)는 van Rijn(1984)이 제시한 식에 근거한다.

 






for   

 for   

여기서

  a


 





 






 





상기 식에서, 는 퇴적물 입자 직경, 는 공극율, 는 해저면에서 해당

퇴적물이 차지하는 부피 비율, 는 해저면 전단응력, 는 한계전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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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저면 퇴적물 중 점성퇴적물의 부피 비율, a 는 기준면의 해저

면상 높이이다.

∙점성 퇴적물의 침식-퇴적 플럭스

Ariathurai와 Arulanandan (1978)에 근거하여 퇴적 및 침식 플럭스가 정

의된다. 편의상 점성퇴적물은   로 취한다.

 
  for   

 


 for   

상기 식에서, 는 침식상수, 는 점성퇴적물의 한계퇴적전단응력,

는 점성퇴적물의 한계침식전단응력이다.

∙비점성 및 점성 퇴적물 혼재환경

해저퇴적물 내 점성퇴적물의 비율( )에 따라 침식율을 고려한다 (van

Ledden, 2003).

점성퇴적물의 비율이 보다 낮으면 점성퇴적물과 비점성퇴적물의 침

식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높으면 해저면은 점성퇴적물로서 작용한다.

해저면 퇴적물에서 점성퇴적물의 비율이 한계치보다 높으면 (   ), 점

성퇴적물 환경으로 간주되어 침식 및 퇴적이 발생하며, 침식 플럭스는 아래

와 같이 주어진다.

 



 




해저면 점성퇴적물의 비율이 한계치보다 낮으면 (   ), 비점성 퇴

적환경으로 간주되어 침식 및 퇴적이 발생하며, 침식 플럭스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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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퇴적물의 응집을 고려한 침강속도 산정

점성퇴적물은 응집과정을 통해 원래입자보다 큰 유효직경을 갖는 floc들

을 형성하게 된다. Winterverp(2004)이 제시한 floc 방정식을 평형상태를 가

정하여 단순화하고 floc 밀도식과 Stokes 법칙에 근거하여 침강속도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기 식에서 는 floc들의 밀도, 는 해수밀도 (interstitial water

density), 는 해수 점성계수, 는 원입자의 크기, 는 floc들의 크기,

는 Reynold수 이다. Winterverp(2004)를 따라  로 취하였다.

상기 식에 다음의 유효밀도식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식에서 는 퇴적물 원입자의 밀도이다.

○ 해양방사능 모델 기본방정식

개발 초기에는 단일 입경의 부유퇴적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해양방사능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 후 복수 입경의 부유퇴적물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모델로 확장 개발되었다. 개발된 모델에서는 용존방사능, 입자부착 방사능,

그리고 해저표층퇴적물 내 방사능 등 3가지 형태의 분포를 고려한다. 개의

서로 다른 입자로 구성되는 부유퇴적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해양방사능 모델

의 지배방정식은 하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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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표층퇴적물 간극수 내 농도, 는 표층퇴적물 두께, 는 수층의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 관련한 매개변수, 는 해저표층퇴적물과 부근에

서의 수층과 표층퇴적물간의 상호작용 관련한 매개변수, 는 용존방사능

의 해저면에서의 확산상수이다.

해저면에서의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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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모델 기본방정식

SELFE 모델 내에 장착된 파랑 모델은 스펙트랑 모델 WWM-II로서

wave action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배방정식을 갖는다.




∇



 
 

  

 




 

상기 식에서 는 바람에 의해 공급되는 에너지, 와 는 각각 심

해와 천해에서의 비선형 상호작용, 와 는 백파와 쇄파에 의한 에너지

감쇄를 나타낸다.

○ 모델 영역 및 격자망

그림 3.1.18은 황 동중국해 (대한해협 부근 일부 제외)의 수심과 연평균

탁도 분포, 그리고 순환-파랑-부유퇴적물-해양방사능 모델링을 위해 구성된

격자망을 보여준다. 모델 영역은 황 동중국해 전체를 포함하며, 남측 경계는

대만 부근과 류큐열도 부근에, 동측 경계는 대한해협 부근에 설정되었다.

그림 3..1.18 좌)황 동중국해 수심 및 부유퇴적물 농도, 우)MODIS 자료로 산정

된 연평균 분포도 (Lu Jing ppt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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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입력자료

전지구모델 HYCOM과 NAO99로 순환모델의 외해경계조건을 정의하고

바람은 Era-Interim 사용하였다.

한강과 임진강의 월평균 유출량과 부유토사이동량은 국가수자원관리 종

합시스템(WAMIS)와 물환경정보시스템(WIS)으로부터 산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한강 유출량은 한강대교에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평균 유출량

자료를 월평균하였으며, 부유토사 이동량은 노량진 정점에서 관측된 자료로

부터 산정하였다. 임진강 유출량은 적성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평

균 유출량 자료를 월평균하였으며, 부유토사 이동량은 임진강3 정점에서 관

측된 자료로 부터 산정하였다. 황하와 양쯔강의 월평균 유출량과 부유토사

이동량 정보는 중국 FIO 부유퇴적물 모델에 활용되고 있는 자료를 입력하

였다. 중국 양쯔강과 황하의 담수 유출량은 각각 8월과 7월에 최대에 이르

고 있으며 양자강의 방출량이 약 20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유

토사이동량은 한강과 임진강에 비해 높으며 황하의 부유퇴적물 방출량은 8

월에, 양자강은 7월에 최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3.1.5

참조)

표 3.1.2 황하의 기후평균적 유량 (m3/s) 및 부유퇴적물 방출양 (kg/s)

(Liu et al., 2005)

Jan. Feb. Mar. Apr. May Jun.

Runoff 454.7 368.8 603.0 579.6 564.0 517.1

Sed. disch. 2012 2012 5475 7014 6629 7784

Jul. Aug. Sep. Oct. Nov. Dec.

Runoff 1430.7 2242.8 2086.6 1875.8 1134.0 649.9

Sed. disch. 48959 99369 74357 42032 16250 5090

표 3.1.3 양자강의 기후평균적 유량 (m3/s)과 부유퇴적물 방출양 (kg/s)

(Wang and He, 2004)

Jan. Feb. Mar. Apr. May Jun.

Runoff 10700 11400 15800 22900 33100 40700

Sed. disch. 1130 1080 2480 6060 12020 17480

Jul. Aug. Sep. Oct. Nov. Dec.

Runoff 50500 46000 41800 35000 24100 14400

Sed disch. 36950 31410 27370 17120 6990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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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임진강의 기후평균적 유량 (m3/s)과 부유퇴적물 방출양 (kg/s)

Jan. Feb. Mar. Apr. May Jun.

Runoff 46.6 51.1 59.4 78.0 162.5 197.2

Sed. disch. 0.0 0.0 0.0 0.0 0.0 0.0

Jul. Aug. Sep. Oct. Nov. Dec.

Runoff 1061.8 935.1 362.3 111.1 82.5 55.4

Sed. disch. 0.1 0.1 0.0 0.0 0.0 0.0

표 3.1.5 한강의 기후평균적 유량 (m3/s)과 부유퇴적물 방출양 (kg/s)

Jan. Feb. Mar. Apr. May Jun.

Runoff 300.3 267.7 295.1 324.5 476.8 582.4

Sed. disch. 1.6 2.5 3.3 3.5 6.5 8.1

Jul. Aug. Sep. Oct. Nov. Dec.

Runoff 2242.5 1555.8 1060.7 404.1 315.5 252.2

Sed. disch. 91.2 28.3 19.5 4.1 2.5 1.4

주요 입력 자료인 해저 표층퇴적물 분포도는 성균관대 최병호 교수팀에

서 제공되었으며 중국 FIO의 POM-SED 모델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림

3.1.19 참조).

그림 3.1.19 해저퇴적물 분포도: 좌)Yang 등(1998), 우)최 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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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결과

○ 복합 순환모델

그림 3.1.20은 2011년 7월 및 12월에 계산된 복합순환 모델 결과로 정성

적인 측면에서 기존 연구결과 및 모식도와 양호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1.20 계산된 하계 및 동계 황 동중국해 복합순환

○ 파랑모델 적용 및 검증

2007-2011년에 걸친 장기 모델 적용 수행하였으며 이어도 유의파고와의

비교 결과가 그림 3.1.21로 제시된다.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추가로 국립해양

조사원 4개 지점 관측치, 그리고 중국 FIO에서 제공한 계산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림 3.1.21 분산도 결과로 제시된 이어도 관측치와

계산치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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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파고에서는 양호한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큰 유의파고에서는 약간

작게 산정되고 있다. 적용 과정에서 WWM-II 모델에 이부 문제점이 발견되

어 2단계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확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부유퇴적물 모델 적용 및 검증

그림 3.1.22는 GOCI 위성 자료와의 비교 결과로서 정성적인 패턴에는

양호하나 정량적인 값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국

측 연안의 경우 모델 계산치가 위성 이미지에 비해 거의 한 차수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22 GOCI 위성 자료와의 비교 결과. 상)표층 부근 농도, 하)위성

으로 추정된 농도. 모델 계산치 스케일은 log를 취한 값

그림 3.1.23 FIO 모델로 계산된 부유퇴적물 농도 계절 변화. 좌로부터

2, 5, 8 및 11월의 분포.

그림 3.1.24∼3.1.25는 파랑 효과가 결합된 부유퇴적물 모델을 적용하여

Bian 등(2013)이 관측한 계절별 표층 및 저층 탁도 분포와 1차 비교한 것으

로 결과는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농도를 탁도로 환산하기 위해 Guillen

등(2000)의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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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부유퇴적물 분포 2011년 계산 결과와 Bian 등의 탁도 분포도

비교 (표층).

그림 3.1.25 부유퇴적물 분포 2011년 계산 결과와 Bian 등의 탁도 분포도

비교 (저층)

현재 위성센터에서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부유퇴적물 농도를 재산정하

고 있어 중국 연안 측에서의 농도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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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연안 관측치를 통한 알고리즘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랑 고려시 및 미고려 시의 수심

평균 농도를 산정 비교하였다 (그림 3.1.26). 중국 및 한국 연안 천해역에서

파랑에 의한 해저마찰력 증가 및 혼합 증가로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6 파랑 고려시 및 미고려 시의 수심평균 농도의 변화.

○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확장 및 시험 적용

SELFE 모델 기반으로 부유퇴적물 입자크기에 따라 전이계수 및 전이량

이 결정 가능토록 확장하였으며 제한적이나 모델 검증을 통하여 파랑-부유

퇴적물-해양방사능 거동 통합 모델링 시스템 version 1이 구축되었다. 아울

러 안정적이며 정확도를 유지하는 해저표층퇴적물 내 용존 및 입자부탁 농

도 산정 방법이 도입되었다.

지진해일 모델링에서 위험노출도가 높은 원전으로 파악된 중국 Sanmen

원전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방사능 유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용존, 부유퇴

적물 입자부착 및 해저면 분포 3가지 형태로의 방사능 거동을 모의하였다.

유출 실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방출기간: 2011.4.11일부터 14일간

․방출양 및 방출율: 1 PBq (Cs137), 250

․실험종료 시기: 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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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Sanmen 원전 인근의 평균해류가 작은 탓으로 유의한 수준의

해양방사능 이동 확산이 낮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고탁도로 인해 입자

부착 및 해저면 축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27 참조).

그림 3.1.27 가상 유출시나리오에 따른 용존, 입자부착 및 해저면 분포 형태로의

확산 시뮬레이션 (해저면 농도 단위에 유의).

그림 3.1.28은 방출구 주변의 농도 변화의 시간변화를 제시한 것으로 조

석주기에 따른 농도 변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심평균된 입

자 부착 농도가 표층의 용존방사능 농도와 크거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8 방출구 주변의 용존 및 해저면 농도의 시간변화. 부유퇴적물

농도의 시간변화도 참고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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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해 순환-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1) 개요

Kim et al. (2009)는 GFDL-MOM3에 기반한 동해순환모델에 3차원

변분동화기법을 적용하여 자료동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체계에 1993

년부터 2002년까지 동해의 수온과 해면고도변이를 동화하여 0.1° 이하의

정밀격자상에서 10일 간격의 3차원 수온과 염분, 그리고 해류의 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였다 (김과 민, 2008). 동해 재분석 자료를 비교 검증한 결

과 100 m 재분석 수온장과 관측 수온장의 상관도는 평균 0.79로 높게 나

타나 동해의 순환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는 Kim et al. (2009)의 10년간의 동해 수온 및 염분 그리고 해류의 재분

석 자료를 해양방사능 모델을 위한 동해 순환의 배경장으로 사용하였다.

2) 모델 구성

○ 해양순환 모델

동해 순환모델은 수직방향으로는 Z 격자체계를 갖는 MOM3에 기반

하고 있다. 남북방향으로는 0.1°로, 동서방향으로는 동해안에서는 0.06° 간

격으로 조밀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성기게 되어 동경 130도 동쪽에

서는 0.1° 간격이 되는 가변격자체계를 도입하였다. 수직방향으로는 표층

에서 2.5 m 간격으로 조밀하게, 바닥층에서 445.97 m 간격으로 성기게

구성하였다 (김과 민, 2008). 현실적인 순환 모의를 위하여 3차원 변분동

화기법을 적용하였으며, 3차원 배경오차공분산(background error

corvariance)을 모수화하기 위하여 Weaver and Courtier (2001)의 방법대

로 확산방정식을 이용한 상관모델의 수립방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빠른

계산은 물론 복잡한 해안선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배경오차공분산을 구성할 수 있었다 (김과 민, 2008).

○ 해양방사능 모델

해양방사능 거동을 위해 Lagrangian 기법에 근거하여 모델 (LAM-R)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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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  및 는  동안에 각 방향별 이동 거리, , 

및 는 계산시각에 주어진 각 방향별 유속성분,  ,  및 는 각 방향

별 난류확산계수, ,  및 는 [-1,1] 구간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무작

위 수이다.

3) 결과 및 토의

○ 해양순환

동해 재분석 자료는 동한난류의 이안과 북한한류를 현실적으로 표현

한다. 그림 3.1.29는 PIES (Pressure-equipped Inverted Echo Sounder)를

이용하여 관측된 100m 수심에서의 수온 분포와 동해 재분석 자료에서

재현된 수온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동한난류의 이안뿐만 아니라 난수성

및 냉수성 에디(Eddy)의 발달과 소멸을 관측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다.

실제로 100m 수심의 수온 분포에 대한 공간 상관도는 평균 약 0.79를 나

타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29 PIES에 의해 관측된 100m 수온의 분포 (위 패널)와 동해 재분석

자료에서 재현된 수온의 분포 (아래 패널) (Kim et al., 2009)

그림 3.1.30은 1999년 8월 북위 36.9˚ 단면에서의 수온과 염분, 남북

방향 유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층에서 최대 유속 약 40cm/s이고 수

심 100m까지 10cm/s 이상인 북향류가 뚜렷하게 보이며 그 아래 수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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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0m에서 7.5 cm/s 이상인 남향류가 보인다. 표층의 강한 북향류인

동한난류와 중층 이하에서 남향하는 북한한류가 재현되고 있다. 수온이

1～5℃이며 염분이 34.05 psu 이하인 북한한류계수는 동경 130.3도의 서

쪽, 수심 150～350m에 존재하며 최대의 남향류가 존재하는 영역보다 서

쪽에 위치한다. 북한한류의 수온과 염분의 구조는 관측 결과(김과 김

1983, Cho and Kim 1994)와 대체로 일치하여 북한한류계수와 북한한류

가 현실에 가깝게 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과 민, 2008).

그림 3.1.30 동해 재분석 자료에 나타난 북위 36.9˚에 평행한 단면에서 1999년

8월의 수온, 염분, 남북 유속의 수직 단면도. (김과 민, 2008).

○ 해양 방사능 거동 실험

한국 신고리 원전과 일본 Genkai 원전에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 무시

하고 재분석된 순환장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유출 실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방출기간: 2011.6.1일부터 14일간

․방출양 및 방출입자수: 1 PBq (Cs137), 20만개

․실험 시간간격 및 종료시기: 20초, 11.1

그림 3.1.31 한국 신고리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유출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용존 방사능 거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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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일본 Genkai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유출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용존 방사능 거동 실험

신고리 원전에의 적용 결과, 연안을 벗어나 동해 중앙부에 이르면 와류

를 따른 이동 패턴이 확인되고 있으며 방출 후 약 100일 후 쓰가루 해협 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고려된 고리 원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

동 확산 속도가 40% 가량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하 초기의 이동확

산 속도는 매우 느리게 나타났다 (이상 그림 3.1.31과 3.1.32 참조).

마. 제주해협 관측 및 서남해역 순환-유출물질 거동 모델 개발

1) 개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여러 순환 모델이 운영되고 있으나 조

석 조류가 포함되지 않거나, 해상도가 낮아 연안 상세 해수 순환을 재현하

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서남연안에 대한 상세모

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유출물질(방사능) 유출 실험을 시행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오염 지역의 해

수순환과 오염물질의 이동을 예측하고 지속적인 방사능 사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해황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예측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관측 자료를 통한 자료동화를 고려한다. 현

재 여러 가지 자료동화 기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으나

HF 레이다를 이용한 자료동화는 태동기 수준이다. 때문에 HF 레이다를 이

용한 자료동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런 이유로 서울대에서

는 EnKF(Ensemble Kalman Filter) 자료동화 기법을 이용한 자료동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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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완성하여 기 개발된 서남해역 모델에 시험 적용하였다.

2) 제주해협 관측망 구성

○ HF radar 설치

제주도 북쪽 해안의 김녕과 애월 두 지역에 HF radar를 설치하여 제주

해협의 표층해류 모니터링 하였으며 HF radar로 관측한 표층해류 자료의

검증을 위해 33° 41.0′N, 126° 30.0′E (제주시 북쪽 약 10마일 해상)지점

에 ADCP를 장착한 관측부이를 설치 운용하였다(그림 3.1.33).

그림. 3.1.33 제주 고주파 레이다 및 ADCP 설치 위치. 제시된 곡선은 2012년

1-2월간의 자료 획득율 분포.

‘해양 오염사고 대응기술 개발을 통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사업으로

2011년 12월에 두 곳의 레이더 설치를 완료하였다. 설치한 HF radar는

13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관측 최대 범위가 약 80km, 사용 주파수는

각각 13.470, 13.415MHz이며 대역폭은 50kHz이다(표 3.1.6).

Site Position
Center Freq.

(Bandwidth)

Max.

Range

Range

resolution

Angle

resolution

Output

Interval

Gimnyung
126° 49′49″E

33° 33′53″N

13.470MHz

(51.26KHz)
80km 3Km 5 deg. 60 min.

Aewol
126° 18′57″E

33° 28′ 9″N

13.415MHz

(49.43KHz)
80km 3Km 5 deg. 60 min.

표 3.1.6 고주파 레이다 제주도 설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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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된 이후, 2012년 1∼2월에 애월 지역은 관측소로 부터 반경

약 60km, 김녕 지역은 약 70km 범위에서 80%이상의 데이터 획득률을 보였

고 제주도에서 추자도에 이르는 약 60km 해역에서 80% 이상의 합성벡터

획득률을 보였다.

○ 관측자료 개선 작업

단파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HF radar는 주변의 반사체(건물, 전신주,

고압선 등)의 간섭 등 지형적인 영향과 외부 전파 잡음(noise) 등 전파환경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형변화와 전파환경변화는 관측 자료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준다. 애월 HF radar의 개선을 위해 안테나 고도 상승, 전파환경

실험, 주변 위치를 이동한 현장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주변 반사체 간섭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2년 5월 8일에 자체 개발한

‘해양레이더용 승강 거치장치’(특허10-1233140호)를 이용하여 지형적으로 고

도가 낮은 애월 지점에 설치한 HF radar의 안테나 고도를 약 3m 높여 설

치하였다. 고도 상승 이후 안테나의 위상이 현저히 안정화되었고 측정한

radial 벡터 수도 약 900개 정도로 증가하였다(그림 3.1.34).

그림 3.1.34 위상과 radial vector 의 변화. 중간의 적색 실선은 안테나 높이를

증가시킨 시점.

고도 상승 이후 안테나 위상 신호는 이전에 비해 안정되었으나 특정시

간대(20:00∼03:00)에 위상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며 자료획득

률도 감소하였다. 원인 규명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제주중앙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애월 HF radar 사용 주파수 대역에

강한 외부 전파 신호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신호 추적결

과 대만 지역에서 송출하는 방송신호로 밝혀졌다. 전파신호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 주파수대역을 변경하거나 간섭 영향이 없는 다른 위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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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필요가 있다.

애월 HF radar의 전파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주파수 선정을 위해 2013년

2-4월에 레이더 운용가능 주파수대역에서 전파환경 측정 탐지 작업을 추가

로 실시하였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13MHz 해양레이더 사용

주파수로 분배한 주파수 13.45-13.55MHz 범위에서 50kHz 대역폭으로 재탐

지한 결과 주파수대역 전반에 걸쳐 강한 전파 잡음이 발생하여 애월 레이더

에서 기 사용 중인 13.415MHz보다 나은 주파수를 찾을 수 없었다.

애월 HF 레이더 이동 설치 최적지 검토를 위해 2013년 6월, 10월, 2014

년 8월에 현재 위치에서 약 3km 동쪽에 위치한 고내분견초와 약 4km 동쪽

에 위치한 123전경대에서 현장시험 관측을 실시하였다. 고내분견초에서 안

테나 고도를 상승할 경우(test2) 야간시간대의 radial 벡터 획득률이 약간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파 잡음으로 인한 위상변화는 모든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그림 3.1.35). 현장시험관측 시기가 달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기 설치한 애월 레이더의 위상변화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은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고내분견초에 안테나 고도를

높여 설치할 경우 다소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5 애월 안테나 지점 이동에 따른 위상과 radial vector 의 변화.

○ HF radar 자료 비교 검증

HF radar 관측 유속의 질 검증을 위해 제주시 북방 10마일 해역에 장기

계류 설치한 관측부이의 ADCP 유속자료와 비교하였고 표류부이 추적실험

을 실시하였다. 고정점 ADCP 계류는 2014년 1월부터 10월 21일까지 설치

운용하였으나 부이시스템 이상으로 7∼9월에 약 40일간은 유속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HF radar의 표층해류와 ADCP로 관측한 상층 유속의 rms 편차

는 동서방향유속(u)이 13.4cm/s, 남북방향유속(v)이 15.0cm/s였고 u의 상관

계수는 0.94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그림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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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HF radar 자료와 ADCP 자료간의 상관성:

좌) u 성분, 우) v 성분 유속.

이러한 차이는 측정방법(HF radar: 3x3km 공간 평균, ADCP: 1점 측정)

과 측정수심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관측해역 흐름의 주방향이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동서방향으로 u의 높은 상관성은 HF radar 관측 유속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표류부이 추적 실험을 위해 끌개(drogue)가 없는 TGPS부이(TGPS1),

자루모양의 끌개(직경 1m, 길이 2m)를 장착한 TGPS부이(TGPS2), 원반모

양(직경 0.24m, 높이 0.03m)의 표면부이(skin drifter) 등 세 종류의 부이를

사용하였다(그림 3.1.37).

그림 3.1.37 사용된 3가지 형태의 표류부이 들 : 좌) TGPS1, 중)TGPS2,

우) 표면부이

세 종류의 부이를 같은 지점에 동시에 투하하여 각각의 이동 위치를 추

적하였고 HF radar 관측 유속과 비교하였다(그림 3.1.38). 부이 이동위치로

계산한 유속과 HF radar 관측 유속의 rms 편차는 동서방향 유속의 경우 끌

개가 없는 TGPS1이 18.6cm/s로 가장 크고 끌개를 장착한 TGPS2가

12.5cm/s로 가장 작았으며 남북방향 유속은 약 13cm/s정도로 대체로 비슷

하였다(표 3.1.7). 부이추적실험이 약 8시간 정도로 짧은 기간이긴 하나 끌개

를 부착한 부이가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인 것은 부표추적에서 적절한 끌개

부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122 -

그림 3.1.38 추적 결과: 좌)표류부이의 궤적, 우)유속 벡터 비교 결과.

표 3.1.7 표류부이 추적으로 산정된 표층유속과 HF radar 자료간의

RMS 오차

Drifter type u (cm/s) v (cm/s)

TGPS1 (no drogue) 18.6 13.8

TGPS2 (with holey-sock drogue) 12.5 13.2

Skin buoy 13.7 13.0

○ 결과 및 토의

애월 HF radar의 전파간섭 시간(20-03시)에는 radial 벡터 측정 범위가

축소되어 표층류(합성벡터)획득이 공간적으로 제한된다. 결측 영역의 자료

보간을 위해 시간관측빈도가 60% 이상인 324개 격자점에서 조사해역의 주

요 조류성분(M2, S2, K1, O1 분조)과 장주기해류(잔차류) 성분으로 나누어

각 성분별로 보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그림 3.1.39). 조사해역 중 관측이

양호한 격자 자료 중 간섭 시간대의 자료를 제거한 후 이 방법을 적용한 결

과 실제 관측 자료와 보간 자료의 rms차는 4-6cm/s 정도였다.

그림 3.1.39 HF radar로 관측된 유층유속 분포: 좌)내삽 전, 우)내삽 후.



- 123 -

매 시간 관측 자료가 얻어지면 이상치를 제거한 후 위 보간 방법으로

결측 영역의 자료를 보간하여 (준)실시간으로 배포하는 자료처리 및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남해역 순환모델의 자료동화 입력 자료로 제공하였다.

조사해역의 평균 해류는 제주해협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흐름(제

주해류)이 연중 존재하며 월평균 해류의 유속은 1-2월에는 10 cm/s 이하로

약하고 5월과 8월에는 25 cm/s 이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인다. 제주해협 표

층류의 공간분포를 보면 2-4월에는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

고 5-6에는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해역에서, 8-9월에는 에는 추자도 인근해

역에 빠른 흐름이 존재하여 제주해류의 주축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그림 3.1.40).

그림 3.1.40 2014년 HF radar로 관측된 월평균 표층류 분포.

제주해협 단면(126° 30.0′E) 유속분포는 2월에 남부에서 최대이고, 5월

에 중앙부를 지나 8월에 북부해역에서 최대를 보이며 11월에 다시 중앙부로

이동하여 제주해류 주축의 계절변화를 뚜렷이 보여주며 주축 변화폭은 약

35km 이상에 달한다(그림 3.1.41). 제주해류 주축의 계절변화는 겨울철 북서

풍에 의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여름철 남동풍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계

절풍에 의한 풍성순환의 계절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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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제주해협 단면(126° 30.0′E)에서의 2014년 월평균 동서성분 유속

의 계절변화

3) 서남해역 모델

○ 모델 구성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10km 해상도를 가진 북서태평양 순환 모델 결과

를 이용하여 3km 해상도를 가진 황해 동중국해 연안 순환 모델의 경계조건

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3.1.42 참조). 황해 동중국해 연안 순환 모델은 개방

경계에서 조석을 고려하여 모델 영역 내에서 조석과 조류를 발생시켰으며

표층 경계는 기상청 현업 예측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3.1.42 서울대의 광역모델, 황 동중국해 모델 및 서남해역 모델의 영역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황해 동중국해 연안 순환 모델 결과를 초기

및 개방 경계에 활용하여 1km 해상도를 가지는 서남해역 순환 모델을 개발

하였다. 개방 경계에 의한 모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황해 일부 지역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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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남쪽 지역까지 포함하여 모델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표층 경계는 기상

청의 예측 자료를 이용하였고 조석에는 TPXO6 자료를 이용하였다.

○ 북서태평양 모델

장기 북서태평양 순환 모델은 수평적으로 약 10km이고 수직적으로 20층

으로 나누어서 북서태평양 장기 순환을 재현하였다. EnKF (Ensemble

Kalman Filter) 방법을 이용하여 30년간 자료동화를 수행하였으며 유출 모

의실험의 배경장으로 활용되었다. 10년 연평균 해류장은 POSEIDON-R 모

델에의 입력 자료로 제공되었다.

황 동중국해 순환 모델의 수평 격자 크기는 약 3km이고 수직적으로 20

층으로 구성하였다. 모델 초기 값과 개방경계 값은 황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10 km 모델 결과 사용하였고 황해 연안 12개 하천의 담수 유입이 고려되었

다.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모델 결과를 보면 한반도 주변의 해류, 조석전선을

잘 재현하고 있다. 이 모델 결과는 오염물질 확산 모델 입력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모델 검증을 위해 군산, 영광, 제주 그리고 여수에서 관측조위와 모델결

과 비교하였다. 네 정점에서 대·소조와 고·저조 등 조석의 변화가 잘 재현되

고 있는 것을 분조의 진폭과 위상 비교에서 알 수 있다(표 3.1.8). 특히, HF

레이다를 통한 자료동화 예정 지역인 제주지역을 잘 모사하고 있다.

표 3.1.8 8대 분조 진폭과 위상 비교

○ 결과 및 토의

황 동중국해 모델을 이용하여 2012년 여름과 겨울 상황을 재현하고 황

해 영광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시를 가정하고 확산경로를 유추하였다.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서남부 지역으로, 여름철에는 밀도차

이와 남풍의 영향으로 오염물질이 북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3.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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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한빛원전 방사능 유출 모의를 위한 부이추적 실험:좌)2월, 우)8월.

흑색 점은 사고 지점, 적색 점은 사고 15일 후 오염물질의 위치.

조석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

서남해역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 영역 내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지점에

서 부유물 유출 거동 실험 실시하였다. 실험 기간 약 한 달 동안 평균 수온

은 연안에서 대체로 높고 황해 쪽에 약 10도 정도의 수온이 낮은 부분이 존

재하고 평균 염분은 연안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44).

그림 3.1.44 모의기간 중의 해황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오염물질로 가정한 부이를

투하하여 한 달간 경로를 추적하였다. 한 달 평균 유속과 바람의 영향을 받

아 대부분 부이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그림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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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부이추적 실험 결과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조기인 2014년 5월 7일의 밀물 때인 00

시와 썰물 때인 06시 그리고 대조기인 2014년 5월 15일의 썰물 때인 00시와

밀물 때인 06시 때 제주해협에서 관측된 HF-radar 유속자료와 모델로 계산

한 표층유속을 비교하였다. 관측이 이루어진 제주해협 내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게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나 유속의 방향이나 세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제주해협 유속에 대해

사용 중인 자료동화 체계도는 그림 3.1.46과 같다.

그림 3.1.46 HF레이다 정보 자료동화 체계도

관측 자료와 모델자료로부터 각각 조류 성분을 제거하고 항류성분에 대

한 자료동화를 실시한다. 그 후 자료동화 된 항류에 모델 조류 성분을 다시

합성하여 실제 유속을 모의한다.

제주 해협의 자료동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HF-radar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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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2014년 5월 1일 10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제주해협의 유속 자료동

화를 시험 적용한 결과 유속의 방향과 크기가 개선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결과를 그림 3.1.47과 3.1.48로 제시).

그림 3.1.47 2014년 5월 1일 10시의 자료동화 전(윗줄 왼쪽), 후(윗줄

오른쪽)의 모델 표층 항류의 유속과 자료동화에 사용된 관

측 자료 (아래줄 왼쪽) 그리고 자료동화 전 후의 차이 (아

래줄 오른 쪽)

그림 3.1.48 2014년 5월 1일 13시의 자료동화 전(윗줄 왼쪽), 후(윗줄

오른쪽)의 모델 표층 항류의 유속과 자료동화에 사용된 관

측 자료 (아래줄 왼쪽) 그리고 자료동화 전 후의 차이 (아

래줄 오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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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양 인공방사능의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개발

1. 개 요

1) 해양방사능 전이 및 노출 경로

원전사고 및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 등으로 연안으로 유입되는 방사

능 물질은 해양생물에 전이되고 결국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유입 주변해역에 분포하는 조간대 퇴적물에의 노출 또한 영향

요인이 된다. 그림 3.2.1은 해양으로 유출된 인공방사능 물질에의 노출 경로

를 보여준다.

그림 3.2.1 유출 방사능의 전이 경로(Maderich, 2013에서 발췌).

2)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개요

1990년대부터 산업체, 규제 관련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선량 평가 수

단을 제공하고 비상시 정책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수치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다. 크게 평형조건을 가정한 생물농축계수 기반 모델

과 역학적 기법에 기반한 모델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제 2장 국내외 동향

참조). 이 들은 다시 해양생물이 받는 피폭선량을 계산하는 모델과 수산물

을 섭취함으로써 인간이 받는 선량을 예측하는 모델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역학적 기법에 기반하여 수산물 섭취에 따라 인간이 받는

선량을 계산하는 북서태평양 POSEIDON-R 모델 개발 및 적용에 대해 기술

한다. 대상해역을 일련의 Box (또는 Compartment)로 분할하고 박스간의 해

수 교환 정보와 연간수산물 포획량 정보를 입력하여 용존방사능 및 해저표

층퇴적물 내 농도, 그리고 7개의 해양생물종에 축적되는 방사능 농도의 시

간변화를 산정한다. 편의상 Cs137 및 Sr90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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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쿠시마 사고에의 적용

가. 인공방사능 Cs137

1) 모델 구성

우크라이나 IMMSP(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 and System

Problems)의 연구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 중국 FIO (Fisrt

Institute of Oceanography)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로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

해 POSEIDON-R을 수립하고,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적용하였다.

○ 모델 기본방정식

대부분의 타 모델이 농축계수 방법에 근거하는 반면 POSEIDON-R은

식물플랑크톤과 해조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역학적 방법으로 축적 농

도를 산정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평형농축계술ㄹ 이용한 산

정도 가능하다.

고려되는 해양 먹이사슬 기본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해수로부터 저준위인 식물플랑크톤으로의 전이는 단순한 분배계수에 의

해 결정된다. 해조류로의 전이도 분배계수에 근거한다. 나머지는 섭취와 배

설을 포함하는 비정상상태의 보존방정식으로 구성된다.

○ 모델 영역 및 박스 구성

북서태평양 해역의 수심 및 POSEIDON_R 박스 분포는 그림 3.2.2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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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 동측으로는 일본 동측 북태평양상의 146˚E, 남측으로는 대만 부근의

21˚N, 북측으로는 약 51˚N까지를 모델 영역으로 포함한다.

모델 박스는 가변 격자형으로 총 170여개의 수평박스로 구성되며, 연직

으로는 1∼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수심이 1000m 이상인 해역은 3개 층이

배정되었다. 이상의 박스 외에 좁은 면적의 “연안 박스”가 특별히 도입된다.

이 연안박스는 사고 원전주변을 집중 고려하기 위한 박스로서 1개 층으로

고려되며 큰 박스 내에 위치하게 된다. 본 Cs
137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북, 남 및 외해방향으로 15km의 크기를 갖는 연안박스를 고려하여 관측치

들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림 3.2.2 대상해역의 박스 구성 (박스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F 점은 원전

위치, 화살표는 고려된 하천. 우측의 회색부분은 연직으로 3층을 고

려한 해역을 나타낸다)

그림 3.2.3은 POSEIDON-R의 연직구조와 해수 중 먹이사슬에 따른 해

양방사능의 전이 경로를 나타낸다. 수층에는 표층 박스, 여러 개의 수층 박

스들, 해저면 인근 박스가 고려될 수 있으며, 해저표층퇴적물 내에는 3개의

박스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고려되는 해양생물 먹이망은 7개의 해양생물종을 상태변수로 고려

한다. 구체적으로,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초식성 어류, 육식성 어류,

연체동물 및 갑각류, 그리고 해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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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POSEIDON-R의 연직구조(좌)와 해수 중 먹이사슬에 따른 해양방

사능의 전이 경로(우)

○ 모델 입력 자료

각 박스의 수산물 포획량은 한국, 일본, 중국의 수산통계 자료에 근거하

여 입력되었다 (표 3.2.1∼3.2.3 참조).

표 3.2.1 중국의 연간 해양생물 포획량 (톤)

표 3.2.2 일본의 연간 해양생물 포획량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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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한국의 연간 해양생물 포획량 (톤)

각 박스 간의 해수 교환량은 서울대 ROMS 모델의 2000년대 10년 치 평

균으로부터 정의되었다 (그림 3.2.4).

그림 3.2.4 북서태평양 ROMS 모델 결과로부터 산정됨 10년 평균 순환장:

좌)상층, 우)중간층 (서울대 조양기 교수팀 제공)

전 지구적인 낙진량은 Nakano(2006) 및 Hirose 등(2008)의 자료를 이용

하여 정의하였으며, 개방경계 정보는 MARIS 자료(2006) 및 Kang 등(1997)

의 자료에 근거하여 입력되었다. 미래의 낙진율은 외삽되었다 (그림 3.2.5).

그림 3.2.5 모델에 입력되는 방사능 연별 유입량: 좌)해수표면, 우)모델 개방경계.

부연하면, 전 지구적인 낙진량의 시간변화 정의에 있어 대상해역 내 낙

진량의 공간분포는 균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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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사능양은 Tsumune 등(2011)에 근거한다.

2) 모델 검증

2010년 이전의 방사능 농도 검증은 후쿠시마 부근의 TEPCO, MEXT 수

층 및 해저퇴적물 관측자료, 황해에서의 관측치 (MARIS 자료(2006), Nagaya

and Nakamura, 1992; Hong 등, 2006), 그리고 동해에서의 관측치 (Aoyama

and Hirose, Nagaya and Nakamura, 1981, 1987;, 2004; Kang 등) 와의 비교

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3.2.6 및 3.2.7 참조). 용존방사능 농도는 물론 후쿠

시마 인근 해저표층퇴적물 내 농도도 잘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6 POSEIDON-R 모델로 계산된 방사능 농도 검증 결과 (황해

및 후쿠시마 인근)

그림 3.2.7 POSEIDON-R 모델로 계산된 방사능 농도 검증 결과 (동해):

좌) 박스 115, 133 및 156, 우)박스 103.

3) 중장기 모델 예측 결과 및 토의

○ 2012년-2013년 중반의 예측

북서태평양 POSEIDON-R 시스템을 적용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등에의 중장기적인 방사능 물질 축적을 예측하였다.

그림 3.2.8은 1950년∼2040년에 걸쳐 Cs137 수층 및 해저면 농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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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내 농도와 개별선량을 도시한 것이다. 용존방사능과 초식성 및 육식성

어류 내 농도가 1950년대 말경 약 30과 2.5에 이르렀다가 완만

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이 바로 확

인되고 있다. 용존방사능, 육식성 어류 및 개별선량 등에 대한 후쿠시마의

영향은 거의 좁은 피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치는 1950년대 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저 표층퇴적물 내 농도는 약간의 계단식 변화

로 나타나고 있다. 1960-2010년 기간의 MEXT 관측치와의 검증 결과는 매

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선량 값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후반에 약

1Sv/year에 달하였다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후쿠시마 영향으로 190년

대 후반의 배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8 좌상)수층 내 방사능 농도, 좌하)해저표층퇴적물 내 농도, 우상)초식성

및 육식성 어류내 농도, 우하) 개별선량.

그림 3.2.9는 2008-2018년에 걸쳐 어류 및 연체동물에 대한 계산결과로

서, 어류에 대한 농축계수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JFRA, TEPCO 및

MEXT 관측결과 일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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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Cs
137
농도: 좌상)수층, 좌하)해저퇴적물, 우상)초식성 및 육식성 어

류 내 농도 (농축계수로 산정된 예측 결과 포함), 우하)연체동물

내 농도. 흑색 표기는 관측치.

농축계수로 계산한 방법은 2012년경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역학적 모델인 POSEIDON-R의 결과는

먹이사슬의 시간지연 효과가 반영되어 2014-2017년경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식성 어류 및 연체동물에 비해 육식성 어류는 약

3년 (2017년경) 정도 늦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0은 2000년-2020년에 걸친 국가별 집단선량으로서 일본의 경

우,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에 약 15 에 달하는 것으로 산

정되어 이전년도보다 약 3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의 경우 전

반적인 감소패턴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집단선

량이 일본보다 높은 것은 해산물 포획량이 더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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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한국, 중국, 일본의 집단선량 시간 변화

○ 2013년 후반의 예측

후쿠시마 인접 해역(대략 15km 이내)에서 2013년 7월 경 이슈가 되었던

차수벽 상단 부분으로 흘러나온 방사능 오염수의 추가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림 3.2.11은 추가 유출에 대한 모식도 및 추가 유출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한다.

그림 3.2.11 좌)후쿠시마 차수벽 위로의 추가유출 개념도 및 유출량, 우)후쿠시마

인접해역에 대해 계산된 방사능 농도 (적색: 차수벽 효과 고려시, 흑

색: 차수벽 효과 미 고려시, 기타 표시들: 관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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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da(2013)의 결과를 토대로, 3.6TBq/y 플럭스를 갖는 추가 유출이

2012-2015년 기간에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아울러 후쿠시

마, 이바라키 및 미야기현에 걸쳐 하천을 통한 1.56TBq/y의 플럭스가 있다

고 가정하였다.

그림 3.2.12는 2008-2018년에 걸쳐 수층, 해저 표층퇴적물 및 육식성 어

류내 Cs137 농도이다. 어류의 경우 농축계수 방법의 결과와 JFRA, TEPCO

및 MEXT 관측결과 일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POSEIDON-R의 결과는

TEPCO 및 MEXT 관측치와 대체로 양호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

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수는 2014년경에 원래 수준(1-2)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추가 유출로 인해 현재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추가 유출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 1년 내에 배경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저 표층퇴적물 내 Cs137 농도는

추가 유출 고려/미고려와는 무관하게 거의 동일하며 아주 서서히 감소하여

2018년이 되어도 10% 이내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2 후쿠시마 인접해역에 대해 계산된 방사능 농도의 연 변화 (적

색: 차수벽 효과 고려시, 흑색: 차수벽 효과 미 고려시, 기타

표시들: 관측값). 좌상단은 해수 중 Cs
137
농도, 좌하단은 해

저 표층퇴적물 내 농도, 우상단은 육식성 어류 내 농도.

관측 자료와 비교할 때, 농축계수로 계산한 방법은 2011년 사고 직후에

는 농도를 지나치게 높게 계산하고 있고 이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나

치게 낮게 계산하고 있다 (농축계수 결과는 용존방사능 농도와 절개값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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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뿐, 동일한 시간변화를 갖는다). 반면 역학적 모델인 POSEIDON-R의 결

과는 먹이사슬의 시간지연 효과가 반영되면서 Cs
137
농도 계산결과와 관측

된 농도값은 만족스러운 일치를 보이고 있다. 추가 유출이 없는 경우, 농축

계수 방법은 2014년경 배경농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추가 유출을 고려하는 경우, 2017년경 배경농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역학적 모델의 경우, 추가유출 미고려시 2016년, 고려시

2017년 경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3은 일본 북동부 연안 및 외해 역에서의 수층, 비육식성 어류,

육식성 어류 및 연체동물 내 Cs137 농도를 계산한 값이다 (사고 후 2018년까

지). 박스 크기 및 연안 또는 외해 측이냐에 영향을 받지만, 대체로 후쿠시

마 원전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경 대체로 초식성 어류 및 연체동물은 배경농도 수준(후쿠시마 사

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초식성 어류 및 연체

동물에 비해 육식성 어류는 회복이 늦게 진행되고 있어 2016년 말경에 배경

농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2.13 후쿠시마 주변 태평양 연안해역에서의 용존 방사능, 초식성 및

육식성 어류, 연체동물 내 방사능 농도의 시간 변화

나. 해양 인공방사능 Sr90

1)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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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90 관련 연구

우크라이나 IMMSP 연구팀 및 KIOST 연구팀의 주도하에 공동연구팀은

Cs137에 이어 Sr90의 해양생물 전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핵종 Cs
137
(반감기 30.2년)와 Sr

90
(반감기 28.8년)은 모두 해수 중에 용

해되는 특성이 높다. Cs
137
은 생물조직에, Sr

90
은 뼈에 축적된다. 해양 내 존

재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1950-1960년대 대기핵실험으로 인한 것으로 각각

600PBq, 380PBq 정도의 양이 방출되었고 이 중 50%가 태평양으로 유입되

었다 (IAEA, 2005). Marshal Islands에서 실시된 핵실험으로 전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이 중 북서태평양으로의 이동 확산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

다. 그러나 대부분은 Cs
137
에 집중되었으며, Sr

90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후쿠시마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의 80% 정도가 해양으로 유입되었으며

이 후 Cs137의 해양 내 거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Sr90에

대해서는 훨씬 적은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Sr90의 대기를 통한 해양 유입은

해양오염의 주원인이 아니라고 파악되고 있으며 (Steinhauser 등, 2013;

Casacuberta 등, 2013) 해양직접 유입량이 주원인이며 그 양은 40-600TBq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Povinec 등, 2012; Casacuberta 등, 2013, Perianez

등, 2013). Sr90에 대한 관측 결과는 TEPCO(2013), MEXT(2013), Povinec

등, 2012; Casacuberta 등, 2013, Oikawa 등(2013)이 보고한 바 있으며 거동

모델링은 Perianez 등(2013)이 후쿠시마 주변에 대해 단기적인 모델링이 수

행하였다.

○ 사용된 모델

Cs137과 마찬가지로 역학적 기법 기반의 POSEIDON-R 박스모델이다.

식물플랑크톤 및 해조류 농축계수는 각각 1 L/kg, 10 L/kg이 사용되었다

(IAEA, 2004).

○ 모델 영역 및 박스 구성

Cs137과 마찬가지로 모델 영역은 북서태평양, 동중국해 및 황해, 동해를

포함 한다. 수평적으로 총 176개의 가변박스로 구성되며 연직으로 수심에

따라 1개∼3개 층이 배정되었다 (3개 층의 경우 상층은 200m, 중층은 800m,

하층은 수심-1,000m로 구성).

후쿠시마 영향 평가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동일한 북서태평양 박스 체

계가 사용되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연근해 박스 176 (연안 방향으로 30km,

외해 측으로 15km 크기)내에 연안 박스(4km×4km 크기)가 도입되었다. 계

산은 동일한 방법으로 2011년∼2040년간에 대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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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입력자료

모델 박스간의 이류 및 확산 평균플럭스, 부유퇴적물 농도 및 퇴적율 등

은 Maderich 등(2014a)와 마찬가지로 취하였다. 10년 평균자료는 SODA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재분석자료와 비교하였으며, 해상도 차

이에 따른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사료된다.

Cs137에 비해 Sr90의 해양 직접유입량 정의는 자료 부재와 해양관측 자료

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Povinec 등(2012)은 배출수로

에서의 관측치로부터 Sr
90
/Cs

137
비를 0.01로, Casacuberta 등(2013)은 보다

광역의 자료를 평균하여 0.0265, Nishihara 등(2012)은 원자로 냉각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로부터 0.08로 보고한 바 있다. Tsumune 등(2014)은 4PBq의

Cs
137
유입을 고려하고 Sr

90
/Cs

137
비를 0.01∼0.08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여

Sr90 해양 직접 유입량이 40∼320TBq 정도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Perianez

(2013)등은 3차원 모델 연구에서 80TBq 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011. 4.1-10일 기간의 해양 직접유입량으로 80, 320, 640TBq을 사용, 비

교하였다. 아울러 2012-2014년 기간에 대해서 Kanda(2013)의 Cs
137
의 추가

해양 직접유입량 (3.6TBq/y)과 동일한 양의 Sr
90
이 직접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근 Tsumune 등(2014)은 10.1TBq/y로 추정하였다.

Sr90의 육상 유입은 이에 관한 자료는 거의 확인할 수 없어 Smith 등

(2004)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상기 식에서 는 특정시각 의 하천수 방사능 농도,  방사능 물

질의 전 지구적 낙진율, 는 반감기이다. 는 유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스케일링 상수(=0.75)로서 Osaka 지역의 강 (Ikeuchi, 2003), 한강 (Hong 등,

2006)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그림 3.2.14).

그림 3.2.14 Smith 등의 산정식에 근거한 추정치와 하천관측 값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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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해역에서 1945-2010년간의 30∼40°N 과 40∼50°N 위도 벨트

내 Sr
90
의 전지구적인 낙진량은 UNSCEAR(2000) 자료와 MRI의 1957-2000

년 기간 관측자료(Igarashi 등, 1996, 2005)를 편집하여 마련되었으며, 모델

영역 동측 및 남측 개방경계 값들은 MARIS (Marine Information System)

Database (MARIS, 2013)를 이용하여 입력되었다 (그림 3.2.15 참조).

그림 3.2.15 1945-2040년간의 입력자료: 좌)전지구적 낙진량, 우)개방경계 값

중층의 개방경계 값들은 표층의 1/5 (1965-1974년 기간), 1/3 (1975-1984

년 기간), 1/2(1985-2000년 기간)로 설정하였다. 2001-2010년 기간의 낙진량

과 개방경계 값들은 1996-2000년 기간의 평균 낙진량과 2000-2004년의 평

균개방경계 값들을 근거로 감쇄효과를 고려하여 외삽하였다. 개방경계에서

는 해류방향이 모델 영역 외측으로 향할 경우에는 인접 내측 계산값과 동일

한 값이 적용되었다.

모델 계산시간 간격은 2011. 4.1-10일 기간은 1일, 2011.4.11-2012년 말

기간은 1개월, 2013-2016년 기간은 3개월, 2017-2040년 기간은 1년으로 취

하였다.

2) 모델 검증

우선적으로 모델 계산결과는 MARIS 자료(2013)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

증되었다 (그림 3.2.16과 3.3.17). 박스 37(동중국해 동측), 박스 96(대한해협)

에서의 표층 해수 중 농도 계산 결과, 박스 149(동해 북동부)에서의 표층 및

하층 농도 계산결과를 MARIS 자료와 비교한 결과 양호한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스 30(동중국해 양자강 인접 해역)에서는 하천 고려시 및 미고려시의

표층 농도 비교로부터 하천을 통한 Sr90 유입양의 기여 정도(약 2배)를 파악

할 수 있다. 박스 73과 72 등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기여도는 황하와 한강

유입량의 기여도는 약 17% 정도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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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a)동중국해 동측 박스에서의 해수 표층 농도 검증 결과. (b), (d)

양자강 및 황하 입구인근 박스에서의 육상 유입 효과 비교 결과.

(c)경기만 박스에서의 해수 표층 농도 검증 결과 및 한강을 통한

유입 효과 비교 결과.

그림 3.2.17 (a)대한해협에서의 해수 표층 농도 검증 결과. (b), 동해 북동부

해역에서의 해수 표층 및 하층 농도 검증 결과

그림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박스 53 및 58 (중국 연안 및 한국 흑산

도 외측)에서의 2000년 계산 결과는 0.08∼0.95BPq/kg, Hong 등(2006)의 관

측치는 0.5∼3.7Bq/kg으로 나타나 양자강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동해 해저면의 농도 계산결과는 0.1

∼4.6Bq/kg, 관측치는 0.07∼1.6Bq/kg (Otosaka 등, 2006)으로 나타났다.

3) 중장기 모델 예측 결과 및 토의

○ 2011년-2020년의 예측

연안박스 내 용존방사능 및 해저표층퇴적층 내 농도의 계산 결과 및 관

측치와의 비교 결과는 그림 3.2.18로 제시된다. 관측치는 동경전력 (TEPCO)

및 문부성(MEXT)의 보고 자료가 활용되었다. T1, T2는 후쿠시마 원전 배

출수로 부근, T-D5는 후쿠시마 원전 약 3km 외해 측의 정점이다. 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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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가 많다는 것은 2011.4월 이후 Sr
90
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12-2013년 기간의 관측치 평균값은 624±615Bq/m
3
). 계산된 해수 중

농도는 3가지 유입 시나리오 (80, 320 및 640 TBq) 모두에 대해 유사한 결

과가 얻어졌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약 1Bq/m
3
수준이었다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약 100,000Bq/m
3
까지 상승한 뒤 2011년 말부터 2015년

까지 630Bq/m3 수준의 평형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ovinec 등

(2012)과 Casacuberta 등(2013)은 2011년 말 오염처리수의 돌발적인 유출로

관측치에 두 번째 peak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TEPCO(2013)

는 유출량을 15GB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는 지나치게 작은 양으로 사료된다. 2015년 이후 3.6TBq/y의 유출이 멈추면

1년 내에 거의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된 해저퇴적층 내 농도와 MEXT(2013) 관측치와의 비교 결과는 비

교적 잘 일치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18우) 참조). 후쿠시마 사

고 이후 Sr90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유입량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10-80Bq/kg 범위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 기간에 아주

천천히 증가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도

에 관측된 농도는 넓은 폭의 변화를 보이면서 1.9-30Bq/kg 범위(평균

10.6±10.3Bq/kg)의 값을 갖는데 이는 방사능 물질이 패치 형태로 분포하는

탓이거나 퇴적물 시료의 두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관측된 농

도는 80TBq 시나리오와 가장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8 후쿠시마 원전 인접 연안 박스에서의 Sr90 농도 계산 결과 및 관측

치 연변화: 좌)해수 중 농도, 우)해저표층퇴적물 내 농도

그림 3.2.19는 후쿠시마 원전 연안박스 내 비육식성 및 육식성 어류에

축적되는 Sr90 농도의 연 변화를 보여준다. 육식성 어류에 대해서는 후쿠시

마 사고 전 MEXT (2013)의 관측치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TEPCO(2013)

관측치가 비교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비교 결과는 비교적 만족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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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비교에서는 모델 예측치가 관측치보다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이의 개선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보다 많은 시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측 결과 비육식성 및 육식성 어류 모두

2018년에 배경농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9 후쿠시마 원전 인접 연안 박스에서의 비육식성 및 육식성 어류에

축적되는 Sr
90
농도 예측 결과. 육식성 어류의 경우 관측치(MEXT,

2013; TEPCO, 2013)와의 비교 포함.

그림 3.2.20은 후쿠시마 원전 인접 연근해 박스 176(30km×15km)에서의

해수 중 및 해저퇴적물 내 Sr90 농도 연변화를 보여준다. 해수 중 관측치

(TEPCO, 2013)를 보면, 사고 직후, 5,000-10,000Bq/m
3
의 높은 농도를 보여

주나 모델 계산치는 800-2,000Bq/m3의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모델 계산치

는 박스 평균값이므로 640TBq 경우에도 특정 정점의 순간적인 관측치보다

상당량 작게 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2-2013년 기간의 관측치 평균값

은 27±20Bq/m3으로 모델 계산치는 모든 유입조건에 대해서 평균 26Bq/m3

로 나타나고 있으며 배경농도 수준으로는 2016년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

그림 3.2.20 후쿠시마 원전 인근 연근해 박스 176의 Sr
90
농도 연변화: 좌)수층,

우)해저표층퇴적물 내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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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표층퇴적물 내 농도는 모든 유입조건에 대해 계산된 결과를 종합

해보면 2011∼2015년 기간에 0.4∼1.3Bq/kg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저 표층퇴적물 내 Cs
137
농도 (Maderich 2014a)에 비

해 1,000배 정도 작게 산정되는 것은 이 박스에서의 해저면 침적은 2011.4월

경에 집중 발생하는데 당시의 수층내 Sr90의 농도가 Cs137 농도에 비해 약

100배 작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흡착율의 차이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 1950년∼2040년의 예측

그림 3.2.21은 박스 176 외측에 위치하는 박스 90에서 계산된 결과로서

1950∼2040년 기간의 수층과 비육식성 및 육식성 어류 내 축적되는 농도의

연 변화를 보여준다. 1964-2010년 기간에 대해 계산된 해수 중 농도는 관측

치 (MEXT, 2013; Watabe 등, 2000)와 잘 일치하고 있다. 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농도 계산값은 관측치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관측

치는 Plume 형태로 이동 확산하는 패턴이 반영된 것이고 모델 계산치는 박

스 평균값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3.2.21 박스 90에서 계산된 1950∼2040년 기간의 수층 및 어류(비육식성

및 육식성 어류)내 축적되는 농도의 연 변화. 어류내 농도는

640TBq 사용 결과.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2011.9∼12월 기간의 해저 표층퇴적물 내 농도 계

산치는 0.18Bq/kg으로 관측값 0.17±0.07Bq/kg (Kusakabe 등, 2013)과 잘 일

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40TBq 유입조건으로 계산된 어류 내 축적 농

도를 보면, 관측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2001∼2010 기간의 어류내 농도

를 평균하여 비교할 경우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치는

0.0077Bq/kg, 계산치는 0.0076Bq/kg). 후쿠시마 사고로 박스 90 내 어류의

Sr90 농도 변화는 사고 전 수준의 10%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산물 섭취에 따른 개별선량 계산은 Povinec 등(2013)의 방법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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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본인의 연간소비량은 어류 23.4kg, 갑각류 2kg, 연체동물 1.4kg, 대

형해조류 3.7kg, 그리고 소비 중 육식성 어류의 비중은 60%, 그리고 어류의

50%를 섭취하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유입조건 중 640TBq의 경우를 고려하

였다.

1950년대 peak 연간개별선량 값은 약 0.7μSv/y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

사고 후 박스 176에 대해 계산된 최대개별선량은 0.66μSv/y 로 1959년도에

비해 10배 정도 크며 Cs
137
의 경우의 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별 기여도를 산정한 결과, Cs
137
및 Sr

90
의 개별선량에서 어류 섭

취가 각각 83% 및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상 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적용

○ 중국 Sanmen 및 일본 Genkai원전 적용 결과

구축된 북서태평양 해양생물 영향 박스 모델 POSEIDON-R을 이용하여

황 동중국해 주요 원전에서의 가상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

다. 1945년부터의 전지구적인 낙진과 2011년 3.11일 1 PBq의 Cs137 방출을

고려하였다.

해저퇴적물 내 농도 및 6개 해양생물종에의 축적량, 그리고 해산물 소비

에 따른 한중일 3국의 집단 선량 산정하였다. 중국 Sanmen 원전, 일본

Genkai 원전 외에 타이완 Kuosheng 원전, 한빛 원전, 고리원전 등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이 중 일부 결과만 아래 제시하였다.

그림 3.2.22는 중국 Sanmen 원전과 일본 Genkai 원전을 대상으로 계산

된 Cs
137
농도의 장기적인 변화와 집단선량의 시간변화이다. 마찬가지로

1950년 후반에 peak 값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패턴과 가상적인 사

고로 Spike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육식성 어류의

경우 1950년대 후반에 80∼100Bq/kg에 이른르고 있다. 2011년 전까지 중국

의 집단선량 값이 가장 높고,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량의

차이와 지리적 조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 유출사고 이후를 살펴보면, 중국 Sanmen 원전의 경우 중국이 가장

높고, 여전히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사고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일본 Genkai 원전의 경우는 일본의 집단선량 값이

가장 높고, 중국, 한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2013년의 변화 값을 살

펴보면 중국의 집단선량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한국은 약간의 변화가 확인

된다. 즉, Genkai 원전 사고는 중국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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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원전 연안박스에 대해 계산된 해저퇴적물 및 생물내 농도와

수산물 소비에 따른 한중일 3국의 집단 선량: 상) 중국

Sanmen 원전, 하)일본 Genkai 원전

제 3 절 해양 인공방사능 모니터링 및 전이 프로세스

1. 해양 모니터링

가. 우리나라 주변 모니터링

○ 연근해 표층 해양방사능 샘플 채취 및 분석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4월 이후 2012년 6월까지 울릉도 연안,

장목호를 이용하여 대한해협, 타 연구사업들의 협조 하에 이어도호 및 온누

리호를 이용한 동해, 남해, 서해, 2011년 6월에 일본 기상연구소 선박 승선

으로 동해 일본 EEZ 내에서 해수시료를 채취하였다. 표층 해수시료는 갑판

에서 양수기를 이용하여 시료당 100L를 채수, 여과 후 보존용 염산 첨가하

여 육상 실험실로 가져와 전처리 및 분석 수행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4월 이후 관측된 자료(2012.3.13-16, 동

해; 2012.5.11-6.1, 서해 및 동해)를 근거로 마련되었다 (그림 3.3.1 참조).

Cs134는 반감기가 2.1년으로 과거 1950-‘60년대 초의 핵실험이 아닌 후쿠시

마 원전 사고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한해협 및 동해 남부해역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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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관측되고 있다. 반감기가 약 30년인 Cs
137
은 낙동강, 동해 하천 유입

구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1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농도분포: 좌) Cs
134
, 우) Cs

137

○ 동해 해양방사능 수층별 시료 채취 및 분석

2011년 9월 울릉분지에서 수층별 방사성 세슘을 채취하여 분석 결과, 과

거 1950∼60년대초 대기 중 핵실험의 결과로 대기로부터 유입된 Cs137 (반감

기 30년)의 농도는 전형적으로 표층에서 확산되어 수심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1,500m, 2,100m 수층에서 반감기가 2.1년

인 Cs
134
가 미량 검출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기로 방출된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3.2 울릉분지 정점 M에서의 방사성 Cs
137
의 수직분포(좌), 수심 1,500,

2,100m에서의 방사성 Cs
134
농도(중) 및 수온 분포(우)

○ 연근해 수산물 시료 채취 및 분석

본 과제 외에 식약처 과제 (방사능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연

구)의 일환으로 동해, 남해 해역에서 포획된 주요 수산물 6종 (새우, 전복,

오징어, 고등어, 넙치, 연어)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6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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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시료에 대하여서는 Pu
239+240

및 Po
210
에 대하여 해부 후 조직별 농도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3.3.3 참조)

그림 3.3.3 주요수산물의 부위별 방사능 농도 분포 (좌: Pu239+240; 우: Po210)

분석 결과 육질의 Pu239,240 농도는 새우, 오징어, 고등어, 넙치가 0.17∼0.5

mBq/kg-ww 농도를 보였으나 부착생물인 전복은 이보다 약 10배 높은

5.4±1.2 mBq/kg-ww의 농도를 보여 부착생물인 전복이 Pu239,240을 가장 많이

농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새우, 오징어, 고등어, 넙치, 연어는

육질보다 내장에 수배 높은 농도로 분포한다.

Po210은 부위별 농도분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육질에는 0.5∼8.6

Bq/kg-ww 로 넙치가 가장 낮은 Po210 농도 분포를 보였으며 오징어에 가장

높았다. 껍질은 육질보다 약 10배 에서 100배 정도 높은 Po210 농도를 보였

으며, 내장의 경우, 육질 대비 약 100∼4,000 배 정도 높은 농도인 140∼

2,200 Bq/kg-ww 의 분포를 보였다. 수산물에서의 알파선 방출 방사능 핵종

은 인공방사능핵종인 Pu239,240 보다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Po210의 농도가

적어도 1,000 배 정도 높은 농도로 분포하고 있다.

나. 대양 모니터링

○ 시료 채취

극지연구소 및 연구원내 타 사업의 협조를 얻어 시료를 확보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 기간에 극지연구소의 SHIPPO-1 사업의 협조로 쇄빙선

아라온호에 탑승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KIOST 내 타 사업의 지원으로

온누리호에 탑승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아래 표 3.3.1 참조; 2012년 관측

정선 및 정점, 분석된 Cs134와 Cs137 결과는 아래 그림 3.3.4 참조).

표 3.3.1 대양 모니터링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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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상)2012 한국-알라스카 구간 정점,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하)2012 한국-축 구간 정점 및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극지연구소의 협조로 아라온호에 탑승하여 2013년 8월 한국 - 알라스카

구간에서 인공방사성 핵종 분석용 시료와 동물플랑크톤 시료를 총 4개 정점

에서 채취하였다. 또한 심해저 탐사 사업의 협조로 귀환길에 2013년 9월 하

와이에서 일본 남쪽 대한해협에 걸쳐 총 6개의 인공방사능 분석용 해수 시

료를 채취하였다.

2013년 10∼11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태평양 광양 - 뉴질랜드 구간에서

총 4 정점 시료를 확보하고 식물 및 동물플랑크톤 시료도 채취하였다.

2014년 7월에는 극지연구소의 협조로 아라온호에 탑승하여 한국-알래스

카 구간에서 인공방사성 핵종 분석용 시료를 총 3개 정점에서 채취, 해수

및 동물플랑크톤 시료도 채취하였다.



- 152 -

그림 3.3.5 2013 한국-뉴질랜드 구간 정점,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그림 3.3.6 좌)2013 한국-뉴질랜드 구간의 정점,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우)2013 및 2014 한국-알라스카 구간의 정점, Cs
137
및 Cs

134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2012년에는 동일 관측선상에서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 얄루샨열도 인근

까지의 북서 태평양 상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Cs137의 농도가

배경 농도 대비 약 10배 가까이 관측,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Cs134의

농도 또한 최대 약 6.24±0.89 mBq/Kg 까지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3년 관측시에는 전년 대비 상당량 감소된 경향을 보였으나 Cs137의 경우

최대 3Bq/m3, Cs-134는 0.36∼0.89 mBq/Kg 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

출된 방사능이 소량이지만 여전히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4년 관

측값은 Cs137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

향인 Cs134는 관측되지 않았다.

한국-뉴질랜드 및 한국-하와이 구간에서의 Cs137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농도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남해역 및 일본 근해 정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Cs134 소량 검출되었다.

○ 한반도 주변 및 태평양 인공방사능 D/B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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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의 Marine Information System (MARIS), 과거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자료 및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본 과제에서 측정

된 자료를 바탕으로 Cs137 및 Pu239+240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그림 3.3.7

참조).

그림 3.3.7 상)동해 해수중의 Cs
137
, 중)Pu

239+240
분포, 하)북태평양 해수중의

Cs
137
분포

동해에서의 해수중 Cs137의 자료는 MARIS에 1960년대 이후 2004년까지,

그외, 러시아, 일본 등의 저자가 발표한 논문, 한국의 KINS, 후쿠시마원전사

고 이후의 본 과제에서 측정된 자료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실시된 대기 중 원폭 실험의 영향으로 1960년대 높

은 농도를 보이나 이후 Cs137의 자체감쇄 및 수층 혼합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이 동해에서도 감지되나 2011

년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60-’70 년대의 낮은 값은 심층

에서 측정된 자료이다.

Pu239+240은 입자와의 높은 분배계수로 표층에서 심층에서 오히려 높은

농도를 보인다. 2011년 울릉분지심층수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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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에서는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자료가 존재, 2012년 얄루산 열

대 인근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Cs
137
의 농도가 높게 관측되

고 있다.

2. 해양방사능 전이 프로세스

가. 부유퇴적물로의 전이

○ 시료 채취

동해 시료는 울릉 분지의 퇴적물(Jan, 1994)로 동결건조하여 보관된 시

료를 각각의 입도(<32, <32-63<, >63 ㎛)별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서해시

료는 2011년 4월 서해 중부지점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동결건조하여 각각의

입도별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전에 입도 분리된 퇴적물에 대하여 방사능 핵종별 activity를 측정

하여 control 값을 구하였다.

분배계수 결정 실험에 사용된 멀티방사능핵종은 미국 Eckert & Ziegler

(Model 7501-7500 ML+241Am, Reference Calibration Sources Product)사

의 표준물질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 분석 결과

해양으로 유출된 인공방사능 핵종의 부유물질에 대한 흡착 정도, 퇴적물

로의 이동 등, 해양에서의 인공방사능핵종의 거동 예측에 필수적인 분배계

수 결정 실험 수행하였다. 동해 및 서해 표층 퇴적물을 대상으로 부유물질

의 농도 및 입도 (<32, <32-63<, >63 ㎛)별로 시간에 따른 분배계수 (Kd)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간된 보고서(IAEA Tech

Reprot No.22)에는 해수에서의 분배계수가 2 × 103 으로 권고치가 나와 있

으나, 본 실험에서는 동해퇴적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부유물질의

양 및 입도에 상관없이 해수와 반응 후 약 5시간 이후 80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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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방사능 세슘과 아메리슘, 텔루륨의 해수에서의 부유물질 농도, 입도,

시간에 따른 분배계수

황해퇴적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분배계수가 200∼300 정도로

IAEA 권고치 대비 약 10배 정도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황해의 경

우, 입도가 작은 퇴적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기존 모델에 사용되던 값들에 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2.5∼10

배 낮은 값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방사능 세슘의 퇴적물 내 분포 모델

연구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방사능 코발트 (Co60)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부유

물질의 농도가 낮을수록 분배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초기 2.5

시간 내에 부유물질에 빠르게 흡착되었다가 이후 흡착된 Co60이 해수 중으

로 방출되는 기작을 보였다.

나. 주요 수산물로의 전이

○ 시료 채취

주요 국내 연근해 수산물 5종(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참치)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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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12월에 제주도, 동해, 거제, 부산 공동위판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주

요 국내 천해양식 수산물 3종(넙치, 굴, 조피볼락)은 2012년 12월 통영과 거

제 양식장에서 직접 구매하였다. 주요 수입수산물 5종(명태, 고등어, 꽁치,

참치, 가오리)은 부산국제공동어시장에서 수입업체를 통해 일본 및 대산에

서 수입한 것을 구입하였다. 그림 3.3.9는 국내 및 수입 주요 수산물 시료의

포획 위치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수산물에 대한 분석은 본 과제 외에 식약처 과제 (방사능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연구) 로부터 수행된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3.9 좌)2012 국내 주요수산물 우)2012 주요수입 수산물 방사능

시료 포획 위치

○ 분석 결과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능 세슘의 생물에의 전이 및 식품 섭취로의 안전

성 평가 예측에 필수적인 생물농축계수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5종의 주요 수산물(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참치), 연해에서 양식되는 3종(넙치, 굴, 볼락),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

되는 주요 수산물 5종(명태, 고등어, 꽁치, 참치, 가오리)를 대상으로 식약처

과제로 분석된 Cs137의 농도로부터 체내 해수농도 대비 농축계수를 계산하

였으며 그 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북해, 노르웨이해, 아이리쉬해 북태평양에

서 포획된 어종들에 대한 농축계수를 계산하였다(그림 3.3.10).

문헌조사로 계산된 농축계수 대비 국내 포획 및 수입 수산물 몇몇 종에

서 다소 높은 생물농축계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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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우리나라 주변해역 수산물 및 기타 해역에서의 어종별

방사능 세슘의 생물농축계수

아울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채취한 5종의 주요 어종(새우, 전복, 오징

어, 고등어, 넙치)에서 각각을 부위별로 분리한 후 인공방사능핵종 Pu239,240와

자연방사성핵종인 Po210을 측정하여 해수 농도 대비 농축계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3.3.11).

그림 3.3.11 주요 어종의 부위별 Pu239+240 및 Po210의 해수 대비 농축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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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핵안전 기반 기술 개발

1. 지진해일

가.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시뮬레이션

1) 개요

탐라지 중보판(건)에 숙종 33년(1707) 10월에 지진해일이 제주도에서 관

측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11년 동북부 지진해일의 한 갈래는 남서측으

로 전파하여 구주남단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절하여 제주도와 남해안에 파급

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1707년의 파급양상과 앞으로 예측되는 서남해지진의

파급양상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수행한 일본남해 가상 지진해일에 대한 내용을 조

사하고, 한반도 및 중국에 미칠 피해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립된

모델체계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하였으며 일본남해 및 황해에서의 가상 지진

해일을 산정하여 한국 및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의 피해를 예측하였다.

2) 모델 구성

○ 모델 및 초기파형

해양순환 모델인 POM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시뮬레이션하였다.

USGS와 NOAA에서 발표한 지진단층모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지진해

일 초기조건을 산정하였다 (그림 3.4.1).

그림 3.4.1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초기파형: 좌)USGS,

우) 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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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검증 결과

일본연안에 전파되는 지진해일파고와 PARI에서 운용중인 GPS 파랑관

측 시스템의 관측값과 비교하였다.

그림 3.4.2 좌)일본 PARI 운영 GPS 부이 위치, 우)검증 결과

나. 일본 난카이 해구 지진해일 시뮬레이션

1) 개요

2011년 동일본지진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정부에서는 난카이해구에서 발생했던 과거 지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해구형 지진의 단층모델을 조사하고, 지진해일단층모델의 slip영역의

크기 등에 관한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 후 일본 정부는 예상 지진단층 정보

와 초기파형, 지진해일고의 분포도를 발표하였으며, 서남부 난카이 해구에서

9.0규모의 연동 지진이 발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하여 발표하

였다.

2) 모델 구성

○ 모델

일본 남해 가상 지진해일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기 위한 지

진해일수치모델은 비선형 천해방정식을 이용한 POM 모델을 사용하였다. 일

본, 한국 및 중국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약 4km로 구성하였고, 일본 측과

한국 남해안, 제주도를 둥지화하여 상세격자(2초=50m)로 구성하였다.

○ 초기파형

지진해일의 초기수위는 Okada의 단층모델로부터 다음 2가지의 변화량의

합으로 가정하였다.

단층운동에 의한 연직 방향의 지각변동(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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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운동에 의한 수평 방향의 지각변동으로부터 경사해저면에서 발생

하는 연직 방향의 지형변화(Uh)

일본 거대지진연구회가 마련한 11개 시나리오에 따른 지진해일의 초기

수위는 그림 3.4.3과 같다.

그림 3.4.3 일본 거대지진연구회가 마련한 일본 난카이 해구 지진해일 초기파형

3) 모델 결과

일본 거대지진연구회에서 Nankai Trough 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해일

초기파형 예상시나리오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나라 및 중국에의 영향 예측을

위한 실험 수행하였다. 둥지화 기법을 이용한 POM 모델을 이용하여 큐슈

남측에서 회절되어 우리나라 및 중국 연안으로 전파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3.4.4 참조). 본 연구는 성관관대 최병호 교수와의 공동 연구 성과이다.

그림 3.4.4 일본 난카이 해구 지진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지진해일 전파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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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측과 남해안에서 계산된 최대해일파고는, 제주도에는 최대 약

1.5m의 해일고, 남해안은 최대 약 90cm의 최대해일고가 예상된다 (그림

3.4.5). 영광과 고리, 월성 원전에는 50cm 미만의 해일고가 예상된다.

그림 3.4.5 최대 지진해일고: 좌)제주도 지역, 우)남해안 지역

일본남해 가상지진이 중국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수치모

델의 결과에서 항조우만 부근의 해일고를 검토하였다 (그림 3.4.6 참조). 그

결과 항주만 입구에 위치하는 섬들이 만을 막는 역할을 하여 만내에 위치한

Qinshan 원전에 대한 지진해일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항주만 남측에 위치한 Sanmen 원전에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Qinshan 원자력발전소의 위치는 항조우만 내에서 파가 중첩되는 위치에 존

재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림 3.4.6 Qinshan 원전이 위치한 항조우만 부근의 최대 지진해일고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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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류큐열도 지진해일 시뮬레이션

1) 모델 및 초기파형

마찬가지로 POM 모델이 사용되었다. 일본 Nankai Trough 지진 발생

시나리오에 근거, 유사한 초기파형으로 오키나와 부근 지진발생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파 실험을 수행하였다.

2) 모델 결과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주로 한국측보다는 중국해안 쪽으로

전파되었다. 44개의 류큐열도 및 황해에서의 가상지진 시나리오의 계산 결

과 주로 지진발생 위치와 가까운 곳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항조우만 쪽으

로 파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4.7 참조).

그림 3.4.7 류큐열도 기인 지진해일 전파.

2. 폭풍해일

가. 폭풍해일 시뮬레이션

1) 개요

지진해일 실험에서 지진해일이 집중되는 지역인 항조우만을 대상으로

지진해일과 조석, 파랑, 기상 등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한 초기단계

로 태풍으로 인한 중국연안 해일피해 예측모델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모델 구성

○ 사용된 모델

폭풍해일 수치시뮬레이션은 황 동중국해 해양방사능 모델링에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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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SELFE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시나리오 구성

먼저 항조우만 근처를 지나는 태풍 총 37개를 조사하여, 동경 121°와

북위 28°, 29°, 30°, 31° 및 32°를 시속 7.5, 15 및 22.5 km로 지나가는 경

우의 태풍해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진행방향은 서측 과 남서측으로,

최속풍반경은 40, 50 및 60km의 경우로 총 90 case의 태풍시나리오를 작

성하였다 (그림 3.4.8).

그림 3.4.8 태풍 패턴 1 (동남에서 서북 방향 진행 태풍)과 패턴 2 (동에서 서

측 방향 진행 태풍)

○ 모델 결과

총 90가지의 태풍 시나리오에 대하여 각각 바람장을 생성하여 모델에

입력하였다. 계산결과, 동경 121°, 북위 30°를 서향으로 태풍반경 60km로 통

과하는 경우 항주만 부근에 가장 큰 해일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3.4.9).

그림 3.4.9 최대해일고 분포: 좌)중심기압 925hPa, 우)중심기압 895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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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목표 달성도

○ 정성적 목표 달성도

년차 연구성과

진척율 특기사항
(우수성및
부진사유)

년차별
계획대비

총연구
기간대비

1차년
(2012)

후쿠시마 해양방사능 거동 시뮬레이션을 위
한 국지모델 구축(LAM-R, EUM-R), 적용

100% 33% 일본 SCJ 국제
모델 비교참여

극지(연), 대양
과제의 협조로
시료 확보

황 동중국해 순환-부유퇴적물-방사능거동 연
결 모델 구축 및 영광원전 대상 가상 실험

95% 30%

역학적 기법에 기반한 북서태평양 box 모델
(POSEIDON-R) 구성 및 적용 110% 40%

우리나라-알라스카, -필리핀 주변 구간에서
시료 수집; 후쿠시마 방사능 대기유입 경로
규명

110% 33%

일본 Nankai 해구 지진기인 초기파형 시나리
오 입수, 전파 모델링을 통한 위험원전 파악 100% 38%

2차년
(2013)

EUM-R 기반 후쿠시마 방사능 거동 산정 및
SCJ 제공. IAEA MODARIA사업의 WG10
참여

108% 72%
IAEA
MODARIA의
WG10 참여

유관기관, 언론
독일정부에
정보 제공.
극지(연), 연구
원 타과제의 협
조로 시료 확보

황 동중국해 순환-부유퇴적물-방사능거동 연
결 모델 개선 및 중국 Samen 원전 대상 거
동 실험

100% 64%

북서태평양 box 모델 결과 논문 제출. 중국
Samen 원전 대상 방사능 거동 실험 110% 73%

우리나라-알라스카, 우리나라-뉴질랜드, 하와
이-우리나라 구간에서 시료 수집 100% 67%

지진해일 시나리오 추가 구성(류큐열도), 전
파 실험

100% 70%

3차년
(2014)

대기낙진을 포함한 후쿠시마 해양방사능 거
동 지역해 실험 100% 100% 일본 SCJ 보고

서 완성 공개.
통합모델 최초
구축(ver. 1)

전 세계적인 선
도적 연구

황해 지진해일
및 태풍 해일
검토

황 동중국해 순환-파랑-부유퇴적물-방사능
거동 통합 모델 구축. Samen 원전 실험 99% 99%

해양생물 영향 모델의 Sr
90
적용. 황 동중국

해 주요원전 실험. 저서생태계 먹이망 도입의
필요성 분석 및 개념도 1차 작성

110% 110%

한국-알래스카(14 정점)정선에서 시료채취,
동해 및 남해 수산물 6종 분석. 인공방사능
DB 확장

96% 102%

지진해일 시나리오 추가 구성, 적용 및 태풍
기인 해일 산정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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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년

목표

3년

실적
비고

논문

게제

SCI 급 논문 14 15
기타 국외학술지 2 2
국내학술지 4 3

학회

발표

국외 20 33

국내 27 26

특허
국외

출원
등록

국내
출원 2
등록 1

단행본 1 일본 SCJ 주관 모델비교 보고서

세미나, 워크샵 개최 및

전문가 활용
12 11 한중 핵안전사업과 더불어 개최

인터넷 사이트 개설 1 1
한중 핵안전사업과 더불어

mrcor.com개설, 운영

○ 정량적 목표 달성도

제 2 절 대외 기여도

1. 해양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 후쿠시마 주변 지역해 모델 개발

∙일본 학술회의(Science Council of Japan)의 후쿠시마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비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제사회에 기여.

∙해양방사능의 해저면 분포를 예측하여 유관기관 및 언론에 해저면 오염

에 대한 정보 제공.

○ 북서태평양 순환 모델 개발 및 입자추적 실험

∙해양방사능의 초기 거동을 예측하여 언론에 관련 정보를 제공.

○ 전지구 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전지구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을 개발하

여 해수부를 포함한 유관기관 및 언론에 관련 정보를 제공.

2. 해양 인공방사능 물질의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개발

∙우크라이나 IMMSP,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북서태평양

POSEIDON-R 모델을 개발하여 해수부를 포함한 유관기관 및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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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제공.

∙PICES WG30 방사능 워킹그룹 활동에 활용

∙독일 정부의 언론 대응을 위해 독일 KIT에 관련 논문 제공

3.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및 전이 프로세스 실험 연구

∙PICES WG30 방사능 워킹그룹 활동에 활용

4. 핵안전 기반 기술 연구

∙지진해일 모델링 관련 기술을 국립재난안전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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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해양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 후쿠시마 주변 지역해 모델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한 변동 상황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활용

○ 북서태평양 순환 모델

∙북태평양 중층수의 모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의 확산을 예측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전지구 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고해상도 모델로 발전시켜 후쿠시마 해양방사능의 한반도 주변 해역에

의 영향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 활용.

∙PICES WG30 방사능 워킹그룹 활동에 지속 활용

○ 동해 순환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동해 주변에 위치한 원전에서 유출사고 발생할 경우 대응 지원에 활용

○ 제주해협 관측 및 서남해역 모델

∙한빛 원전에서 유출사고 발생할 경우 대응 지원에 활용

∙수색 구조 활동 지원에 활용

2. 해양 인공방사능 물질의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개발

∙후쿠시마 원전관련 변동 상황 발생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함은 물론 향

후 황 동중국해, 동해 등의 원전 사고 발생시 핵심 대응 수단으로 활용

∙PICES WG30 방사능 워킹그룹 활동 및 IAEA MODARIA 사업의 WG8

활동에 지속 활용

3.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및 전이 프로세스 실험 연구

∙PICES WG30 방사능 워킹그룹 활동에 활용

∙중국 제3연구소와의 협력 연구 및 네트워킹 강화의 기반 기술로 활용

4. 핵안전 기반 기술 연구

∙중국 및 우리나라 원전에의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대비책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

∙정밀 수심자료와 과거 사상에 대한 기록이 확보되면 본 수치모델의 정

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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