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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울산만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137Cs,

223Ra, 224Ra, 210Pb 분석을 위하여 해저 퇴적물 주상시료(2015년 6월)

와 표층해수시료(2015년 8월)를 채취하였다. 현장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들을 여과하여 용존상과 입자상 물질을 분리하였으며, 퇴적물

주상시료들은 깊이별로 2 cm 두께로 절단하였다. 각각의 퇴적물 시

료는 건조기로 수분을 제거하여 수분함량을 계산하였고, 회화로로

유기물을 제거한 뒤 강열감량을 계산하였다.

해수시료 중 용존상의 137Cs은 KCFC-SiO2에 흡착시켜 우물형

감마계수기로 계측하였고, 223Ra과 224Ra는 망간화이버에 흡착시켜

RaDeCC (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을 이용해 계측하였

다. 입자상의 137Cs은 여과지를 회화하고 산침출법을 통해 분리해 감

마계수기로 계측하였다. 전처리를 거친 퇴적물 시료는 감마선 계측

용기에 밀봉하여 226Ra과 222Rn을 평형에 이르게 한 뒤, 우물형 감마

계수기로 210Pb, 226Ra(214Pb), 137Cs을 측정하였다.

표층해수 중 137Cs의 농도는 평균 1.81 Bq/m3로 동해의 표층해

수에서 관측되는 137Cs 농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입자상의 137Cs

농도는 검출한계 농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표층해수 중 223Ra

과 224Ra의 농도의 범위는 각각 0.2-8.5 dpm/100L, 5.7-170

dpm/100L로 염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

편, 223Ra과 224Ra은 강물을 통해서만 표층으로 일정하게 공급된다는

가정 하에 223Ra과 224Ra의 반감기 차이를 이용하여 울산만 해수의

체류시간을 각 정점에 대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유입된 해수가 만

밖으로 나가는데 약 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물 주상시료 중 137Cs과 과잉 210Pb의 농도는 각각 평균 0.20

dpm/g과 5.9 dpm/g으로 나타났다. 울산만 주상시료의 과잉 210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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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포는 농도가 표층에서부터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137Cs의 수직분포에서는 특정 깊이에서 피크를 나

타내지 않았다. 또한 울산만 해저 퇴적물 주상시료 중 과잉 210Pb의

현존량(inventory)은 인근의 진해만과 수영만에서 보고된 과잉 210Pb

의 현존량보다 약 3-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만 해저

퇴적물에 준설이나 퇴적물 투기와 같은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던 것

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 울산만 해수 중 137Cs의 바탕농도는 만 전체에 걸

쳐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사성 라듐

추적자(223Ra, 224Ra)를 통해 울산만 해수의 체류시간을 산정한 결과,

137Cs을 포함한 만 내의 보존성 오염물은 약 5일 이내에 만 밖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퇴적물 주상시료의 과잉 210Pb과

137Cs 분석 결과는 울산만 해저 퇴적물의 교란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137Cs, 223Ra, 224Ra, 210Pb, KCFC-SiO2, 체류시간, 퇴적속도

학 번: 2013-2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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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Th 붕괴계열의 자연 방사성 핵종인 라듐(223Ra: 11.4일, 224Ra:

3.6일, 226Ra: 1600년, 228Ra: 5.7년)은 다양한 반감기를 가지고, 수괴

에서 안정하여 방사성 붕괴나 수괴의 혼합에 의해서만 변하기 때문

에 해수의 흐름과 혼합, 확산 연구의 추적자로써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다(Zhang et al. 2007). 라듐의 주요 공급원으로는 강물이나 육지

로부터 공급되는 입자가 염분이 높은 해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탈

착 또는 연안으로 공급되는 지하수를 통한 유입에 의해 주로 공급

되며,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핵종별 붕괴되는 정도에 따라 농도가 감

소하는 분포를 보인다(Li et al., 1977; Elsinger and Moore, 1980;

Moore, 2000a).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방사성

라듐핵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해수로부터 라듐 동위원

소를 농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망간화이버를 이용하여 해수

중 라듐 동위원소를 농축시킨 뒤(Moore and Reid, 1973), 라듐 동위

원소가 흡착된 망간화이버를 RaDeCC(223Ra, 224Ra)과 감마계수기

(226Ra, 228Ra)로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인류에 의한 납의 오염은 인류의 활동이 시작됨과 함께 시작되

기 시작했고, 20세기부터 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오염이

급격히 진행되었으나, 세계적으로 가솔린에 납 첨가를 금지시킨

1970년부터 자연으로의 납의 공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육지

로부터 대기로 공급된 납은 담수나 해수표면으로 녹아들고, 입자에

흡착되어 퇴적되게 된다(최 등, 2006). 방사성 동위원소인 210Pb(반감

기: 22.3년)은 퇴적물의 퇴적속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지구의 지각에 많이 존재하는 238U의 붕괴계열의 핵종인 222Rn은 육

지로부터 대기 중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이는 대기 중에서 붕괴

하여 210Pb의 형태로 해양 표면으로 공급된 후 침강하여 해저 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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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정하게 공급된다. 이렇게 해저 면에 퇴적되는 과잉 210Pb는 약

100년 규모 기간 동안의 퇴적과정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며, 연구지역

의 퇴적물 내의 수직 분포를 통해 퇴적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기

도 한다(Koide et al. 1972).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와는 달리 인공 방사

성 동위원소는 1950년대 대기 중에서의 핵실험을 통해 전 지구적으

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대기 및 육지로 공급된 인공 방사성 동

위원소들은 재순환을 거치거나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해양으로 유

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양으로 유입된 인공 방사성 동위원

소들은 해양에서의 순환에 의해 전 세계 해양으로 퍼져나갔으나,

1963년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면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

만 이후,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나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적으로 고농도의 인공 방사성 동위원

소들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며, 그 예로 전 세계 해양의 표층수에서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인 137Cs의 평균 농도가 약 2 Bq/m3인 반면,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을 가까이서 받은 발트해(Baltic sea)의 경

우 표층수의 평균 137Cs농도가 약 60 Bq/m3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Livingston and Povinec, 2000).

여러 종류의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

양으로 유입되었지만, 그 중 특히 137Cs, 239, 240Pu, 90Sr이 높은 독성

과 상당히 긴 반감기(137Cs: 30년, 239Pu: 2400년, 240Pu: 6570년, 90Sr:

28.8년)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정 등,

2001; 문 등, 200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의 동해 심층 핵폐

기물 투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계기로 이러한 인공 방사성 동

위원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 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의 바탕농도 정보

수집이 중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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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만 해역에서 표층 해수 및 퇴적물에서

의 137Cs 농도를 측정하였다. 연안에서의 137Cs 농도 분포는 지역별

로 주요 유입경로인 대기 및 하천과 육지로부터의 공급에 의해 차

이를 보이며, 유입된 후에도 수괴의 혼합이나 입자에 흡착, 생물과

의 반응에 의해 제거되기도 하며, 입자에 흡착된 핵종들은 입자와

함께 침강하여 해저 퇴적물로 공급되기도 한다. 137Cs은 육지, 하천,

대기로부터 주로 공급되는 지점인 해수 표층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

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수직분포를 보이는 것이 일

반적이다(Nagaya and Nakamura, 1981). 또한, 해수 중에서 용존상

과 입자상 사이의 137Cs농도의 비율을 통해 137Cs의 분배계수(KD)가

결정되는데, 전 세계 해양에서 일반적으로 200-4,400의 값을 가진다

고 보고되었으며, 이 값은 부유물질의 크기와 농도, 해수의 염분,

pH, 등의 인자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IAEA,

2004; Fan et al. 2014), 입자에 의한 137Cs의 제거속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분배계수의 값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에서 137Cs의 거동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되어왔

지만, 해수 중의 137Cs은 아주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

다. 낮은 농도의 137Cs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해수를 이용

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137Cs을 농축시켜 분석하여야 하며, 이 때

137Cs을 농축시키기 위해 널리 쓰이는 흡착제로는 AMP (ammonium

phosphomolybdate) 레진과 KCFC (potassium hexacyanocobalt

ferrate) 레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칼럼(column) 실험에 용이하고,

신속히 137Cs을 흡착시킬 수 있는 KCFC를 실리카겔(silica gel)에 입

힌 형태의 레진(KCFC-SiO2)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Prout et al.

1965; Terada et al. 1970).

연구 지역인 울산만은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만으로,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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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하여 인구가 많고, 국가 무역항으로써 선박의 출입이 잦으

며,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울산만에 다양한

종류의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수의 거동 특성 및 퇴적환경 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인 223Ra과

224Ra을 이용하여 울산만 해수의 거동 특성을 살펴보고, (2) 퇴적물

중의 210Pb, 137Cs을 측정하여 해저 퇴적물의 퇴적속도 산정 및 퇴적

환경을 연구하며, (3) 울산만내에서 전반적인 137Cs의 거동을 연구하

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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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연구해역 및 시료채취

울산만은 우리나라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으로써, 만의 폭

은 약 3.2 km, 길이는 약 8.3 km이고. 수심은 만 내부에서 평균 10

m 정도이나 만 입구에서는 20 m를 넘어가며, 평균 조차는 32.6 cm

로 조석현상은 미약하다. 수심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만과 달리 비

교적 깊은 편이며, 외해와 바로 연결되는 개방형 만이다. 만 내부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은 5개(태화강, 동천, 양정천, 궁천천, 장생포 지

류)가 있으나, 이 중 태화강을 통해 유입되는 담수가 대부분을 차지

하여 울산만의 주된 담수 공급원은 태화강 이라고 할 수 있다(유

등. 2012).

울산만 연안은 1960-70년대 경제개발에 의해 울산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형성됨으로써,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다양한 분야

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항만이다. 또한 국가 무역

항으로써 선박의 왕래가 잦아 여러 오염원들에 의해 해양환경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0년부터 부산연안, 마산만, 광양만, 인천연

안, 시화호와 더불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본 연구의 현장 조사는 2015년 8월 20일에 울산만 해역에서 실

시되었다. 만 내부의 태화강과 만나는 부분(St. US-1)에서부터 만

외부 (St. US-10)까지 일렬로 총 10개의 정점에 대하여 시료를 채

취하였으며, 정점은 만 내부의 항로를 피하여 측면으로 편향된 지점

에 지정되었다. 해수 시료는 선상에서 수중펌프(submersible pump)

를 사용하여 수심 1 m 근처의 표층수 100 L를 채수하였으며, 20 L

들이 큐비테이너(cubitainer)에 나눠 담은 후, 여과를 위해서 실험실

로 바로 운반하였다. 수온 및 염분은 CTD (Ocean Seven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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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location of sampling stations in Uls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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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ocation of sampling stations in Ulsan Bay.

Station 　 Latitude Longitude

Seawater

1 35°31.4432'N 129°23.1609'E

2 35°31.2345'N 129°23.4074'E

3 35°30.6828'N 129°23.7180'E

4 35°30.3248'N 129°23.6790'E

5 35°30.0003'N 129°23.7015'E

6 35°29.6859'N 129°23.8988'E

7 35°29.1845'N 129°23.9701'E

8 35°28.6658'N 129°23.9880'E

9 35°27.9162'N 129°23.6380'E

10 35°27.1591'N 129°23.7591'E

Sediment core 　 　 　

1 35°31.2804'N 129°22.7926'E

7 35°29.9238'N 129°23.7573'E

13 　 35°28.2996'N 129°23.3680'E



- 8 -

Idronaut Co.)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울산만 해저 퇴적물의 주상시료는 2015년 6월 25일 해양환경관

리공단(KOEM)에서 채취한 시료를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주

상시료는 중력코어(gravity corer, 지름 7.5 cm, 길이 100 cm)를 사

용하여 울산만 내 3개 정점(St. CORE-1, CORE-7, CORE-13)에서

채취하였다(Figure 1, Table 1).

2.2. 분석 방법

2.2.1. 해수

2.2.1.1. 137Cs 분석

전 세계적으로 해수 중에 녹아 있는 137Cs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는 AMP(ammonium molybdophosphate) 공침

법과 KCFC(potassium hexacyanocobalt ferrate) 칼럼 흡착법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 중의 137Cs을 분석하기 위해 KCFC를 실리

카겔(silica gel, SiO2)에 코팅시킨 형태의 KCFC-SiO2레진을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KCFC-SiO2레진은 실험실에서 24-60 mesh

size의 실리카겔에 potassium hexacyanoferrate trihydrate와 cobalt

(II) nitrate를 차례로 입힌 뒤, 증류수로 세척 후 건조시켜 준비하였

다(Terada et al., 1970)(Figure 4).

현장에서 채수하여 실험실로 운반된 해수 시료 100 L를 매니폴

드(manifold)를 이용하여 공경(pore size) 1 μm의 여과지(ashless

filter paper, 90 mm)로 5일 이내에 여과를 실시하였다. 여과된 해수

시료는 137Cs 농축에 앞서, 라듐 동위원소를 농축을 위해 망간화이버

(MnO2-fiber, manganese impregnated acrylic fiber)칼럼에 통과시

킨 후, 다시 큐비테이너에 저장하였다. 137Cs 농축을 위해 아크릴 칼

럼에 실험실에서 제작한 KCFC-SiO2 5 g을 넣어 준비하였다. 이 때

KCFC-SiO2의 흡착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칼럼을 tandem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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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과를 마친 해수 시료를 정량펌프(peristaltic pump)를 이용

하여 KCFC-SiO2가 들어있는 아크릴 칼럼에 통과시켰으며, 효과적

인 농축을 위해 유속을 10 L/hr 미만으로 하였다. 137Cs이 농축된

KCFC-SiO2를 두 칼럼으로부터 회수하여 소량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원심분리용기에 각각 옮겨 담은 뒤,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

였다. 일반적으로 KCFC-SiO2를 감마선 계측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평면형 감마계수기(coaxial-type gamma

spectrometer)를 주로 이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 효율이 높

은 우물형 감마계수기(well-type gamma spectrometer)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리카겔(silica gel)을 불산

(hydrofluoric acid, HF)으로 녹여서 KCFC 부분만 남도록 한 뒤 분

석하였으며, 이 때 KCFC-SiO2 5 g당 약 15 mL의 불산이 소모되었

다. 실리카겔(silica gel)이 전량 용해됨을 확인한 후, 원심분리(3000

rpm, 20분)하여 KCFC와 불산을 분리해 낸 뒤, KCFC를 1M HCl을

소량 이용하여 감마선 계측용기로 옮겨 담았다. 또한 시료간의 매트

릭스(matrix)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하여, KCFC가 담긴 감마선 계측

용기를 다시 원심 분리한 뒤, 계측용기 내부에서 KCFC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건조시켜주었다(110℃). 준비된 시료는 우물형 감마계

수기를 이용하여, 1-3일간 계측하였다(661.7 keV)(Figure 2, 3).

분석한 시료의 geometry에 따른 137Cs의 감마선 계측 효율을 알

기 위해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실시하였다. 해수 시료를 통과시

키지 않은 KCFC-SiO2를 타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산으로 녹여

감마선 계측용기에 옮겨 담은 후, 고농도의 137Cs spike(174 dpm)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여 감마선 계측을 하였고, 이후 KCFC의 양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감마선 계측을 하여, 감마선 계측용기의 바닥으

로부터 시료 높이에 따른 계측 효율을 계산하였다.

해수 중 137Cs 분석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KCFC-SiO2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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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onceptual diagram of radium (Mn-fiber) and cesium (KCFC-SiO2) isotopes adsorption

experiment. Two KCFC-SiO2 columns were linked to calculate the
137Cs adsorp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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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hotos of 137Cs enrichment experiment: KCFC-SiO2

column adsorption experiment (upper), AMP coprecipitation

experiment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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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flow charts of the KCFC-SiO2 (upper) and

Mn-fiber (botto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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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흡착법과 비교검증을 위하여 AMP 공침법을 사용해 울산만 3개

정점(St. US-1, US-2, US-3)에 대해 137Cs 분석을 실시하였다

(Aoyama et al., 2000).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한 해수 시료 60 L를

테플론(Teflon)으로 코팅된 대용량 용기에 옮겨 담은 후, 리터당

conc. HCl을 1 mL를 첨가하였다. 그 후 시료에 AMP 5 g을 첨가하

고, 효율적인 137Cs의 흡착을 위해 CsCl을 0.3 g 첨가한 뒤, 교반기

(stirrer)로 3-4시간가량 저어주었다. 교반이 끝난 시료는 6-24시간

동안 정치시켜, AMP를 가라앉혀주었다. 분리된 상등액을 조심스럽

게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수분을 모두 건조시켜 AMP를 회수하였으

며, 이 때 회수된 AMP의 무게를 재서 회수율을 계산하였다. 137Cs

이 농축된 AMP는 감마선 계측용기에 옮겨 담아 우물형 감마계수기

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Figure 3).

2.2.1.2. 입자상 137Cs 분석

현장에서 채수해 온 해수 시료를 실험실에서 여과한 뒤(pore

size: 1 μm, ashless filter paper, 90 mm), 여과지를 입자상 137Cs 분

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 전까지 -2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먼저

여과지를 알루미나 도가니(alumina crucible)에 담아 회화로(muffle

furnace)를 이용하여 회화(420℃, 20시간)하여 여과지를 제거하였으

며(Matsunaga et al., 1991), 여과지에 모아진 부유물질 중 137Cs은

산침출법을 이용해 분리해내었다. 여과지를 회화한 후 남은 재를 테

플론 비커에 옮겨 담은 후, 1M HCl을 첨가한 뒤 가열판(hot plate)

를 이용해 약 90℃로 가열하면서 3시간동안 침출하였으며, 이 때 시

계접시(watch glass)를 덮어줘서 증발을 차단하였다. 이 후 원심분

리를 통하여 침출액만 모아 감마선 계측용기에 옮겨 담았다. 10개의

정점에 대하여 평면형 감마계수기와 우물형 감마계수기로 각각 5개

씩 분석하였으며, 계측시간은 약 1주일간 측정하였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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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시료의 geometry에 따른 137Cs의 감마선 계측 효율을 알

기 위해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검출기 종류에 따른 계측용기

에 1M HCl과 고농도의 137Cs spike(174 dpm)를 담아 감마선 계측을

하였으며, 이 후 1M HCl을 첨가해가며 감마선 계측을 하여 우물형

감마계수기는 감마선 계측용기의 바닥으로부터 시료 높이에 따른

계측 효율을 계산하였고, 평면형 감마계수기는 시료의 무게에 따른

계측 효율을 계산하였다.

2.2.1.3. 223Ra과 224Ra 분석

해수 중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라듐 동위원소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많은 양의 해수로부터 라듐 동위원소를 농축시킬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망간화이버를 이용하여 라듐 동위원소를 농축시키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Moore and Reid, 1973). 본 연구에서는

울산만 표층 해수로부터 라듐 동위원소를 농축하기 위하여 실험실

에서 0.4M 과망간산칼륨(KMnO4)을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에 코

팅한 망간화이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Nozaki, 1983). 현장에서 채

수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한 뒤, 해수 시료 100 L를 매니폴드를 이

용하여 공경(pore size) 1 μm의 여과지(ashless filter paper, 90 mm)

로 여과를 실시하여 입자물질을 제거하였다. 여과된 해수가 담긴 큐

비테이너에 곧바로 망간화이버(건조 중량 기준 약 15 g)를 넣은 아

크릴 칼럼을 연결하여 중력류(gravity flow)로 해수 시료를 통과시

켰으며, 이 때 효과적인 흡착을 위해 밸브(valve)를 조절하여 유속을

약 1 L/min로 맞추어 주었다(Figure 2, 4).

망간화이버에 흡착된 라듐 동위원소 중 223Ra과 224Ra는

RaDeCC(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Moore and Arnold, 1996). RaDeCC의 측정원리는 망간화이버

에 흡착되어있는 223Ra과 224Ra이 붕괴하여 기체인 딸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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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wo types of gamma spectrometer detector: well-type

(left side) and coaxial-type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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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 (RaDeCC) system

used for measuring short-lived radium isotopes (223Ra and 224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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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schematic diagram of measurement principle of RaDeCC (Moore and Arnol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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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Rn(t1/2=4초)과
220Rn(t1/2=55초)이 되어 펌프의 공기 흐름에 의해

scintillation cell으로 보내어진다. Scintillation cell에서 219Rn과 220Rn

이 붕괴하여 생성된 알파입자가 검출되어 각각의 채널에 대한 신호

를 생산하고, 219Rn과 220Rn의 딸 핵종인 215Po(t1/2=4초)과
216Po(t1/2=4

초)이 신호 생성으로부터 일정시간 내에 붕괴하여 알파입자가 검출

될 경우 최종적으로 219Rn과 220Rn의 붕괴로 인식하여 계수율(cpm)

을 계산하게 된다. 라듐 동위원소 중 223Ra(t1/2=11.4일)과

224Ra(t1/2=3.6일)은 반감기가 짧은 핵종이기 때문에 시료 채취 시점

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망간화

이버에 흡착시킨 후 곧바로 RaDeCC을 이용하여 계측을 하였다. 이

때 계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증류수로 망간화이버를 헹궈 염분을

제거하였고, 손으로 짜서(hand squeezed) 수분함량을 약 1(수분중량

/망간화이버중량)로 맞추어 주었다(Sun and Torgersen, 1998).

RaDeCC의 공기 순환속도는 6-8 L/min으로 맞추어 주었다. 또한

RaDeCC의 각각의 검출기에 대하여 223Ra과 224Ra의 검출효율은 각

각 아는 농도의 227Ac(t1/2=21.7년)과
232Th(t1/2=1.4×10

10년)이 흡착되

어있는 망간화이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Figure 5, 6).

최종적인 결과 값은 얻어진 계수율에서 시료채취부터 측정시간

까지의 붕괴된 양을 보정하여 정확한 농도를 구하였다. 또한 각각의

시료에 대해 2회씩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붕괴곡선(decay curve)를

얻어 분석 결과 값의 검증 및 어미핵종으로 부터 공급 된 223Ra과

224Ra의 양(supported radium)을 산정하였다.

2.2.2. 퇴적물

2.2.2.1. 전처리

현장에서 채취한 3개의 주상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먼저 주상시료를 시료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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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2 cm 간격으로 절단하여 각각 밀봉 비닐백(zip-lock plastic

bag)에 넣어 보관하였고 분석 시 덜어서 사용하였다. 덜어낸 퇴적물

시료들은 우선 수분함량(water content, WC) 측정을 위해 건조기

(dry oven)로 항량(constant weight)이 될 때까지 건조하였다. 완전

히 건조된 퇴적물 시료들은 전동분쇄기(miller) 또는 아게이트 막자

(agate mortar)를 이용하여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빻아준 후, 플라

스틱 용기에 각각 보관하였다. 또한 퇴적물 시료의 매트릭스를 일정

하게 해주기 위해, 시료를 회화로로 420℃에서 5시간동안 회화시켜

유기물을 제거하였으며, 이 때 강열감량(loss on ignition, LOI)을 측

정하였다. 전처리를 거친 퇴적물 시료들은 감마선 계측을 위해 계측

용기에 5 g씩 담았으며, 계측용기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일정하게 맞

추어 geometry를 통일시켜 주었다. 퇴적물 시료를 담은 감마선 계

측용기는 과잉 210Pb(210Pbex)을 측정하기 위해 222Rn이 세어 나가지

않도록 밀봉하여 3주 이상 보관해 퇴적물 속 226Ra과 평형에 이르도

록 하였다(Kim et al., 2004).

2.2.2.2. 210Pb, 226Ra, 137Cs 분석

전처리를 거친 퇴적물 시료는 우물형 감마계수기를 사용하여 감

마선을 계측하여 210Pb, 226Ra, 137Cs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얻어진

스펙트럼(spectrum)에서 210Pb과 137Cs은 각각 46.5 keV와 661.7 keV

피크(peak)를 통해 계수율을 구하였으며, 226Ra은 평형에 이른 딸핵

종인 214Pb의 351.9 keV 피크(peak)를 통해 계수율을 구한 뒤, 추후

210Pb의 결과 값에서 빼줌으로써 210Pbex를 계산하였다.

감마선 분석에 있어 낮은 에너지를 내는 210Pb (46.5 keV)의 경

우 스펙트럼에서 노이즈(noise)가 심한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피크

를 나타내고, 자기흡수(self-absorption)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자기흡수 현상은 퇴적물의 조성에 영향을 크게 받아 결과 값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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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려움이 있다(Cutshall et al., 1983; Hussain et al., 1996).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시료를 사용하여 시료와 퇴적물 조성이 동

일한 조건에서 137Cs, 210Pb, 226Ra의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표준화는

전처리를 거친 현장 시료 약 10 g에 고농도의 137Cs (1750 dpm),

210Pb (114 dpm), 226Ra (1040 dpm) spike와 소량의 증류수를 첨가하

여 잘 혼합하였다. 혼합된 표준물질(standard)은 동결건조(freeze

dry)를 하여 수분을 제거한 뒤, 곱게 빻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

였으며 처리 과정 중 발생한 표준물질의 손실은 전후 무게를 비교

하여 보정해주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표준물질을 감마선 계측용

기에 5 g을 넣어 타 시료와 geometry를 동일하게 해준 뒤 감마선

계측을 하였으며, 표준물질 제작에 사용한 현장 시료에 spike를 첨

가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감마선 계측을 하여 바탕농도

(background)로써 빼주었다. 각각의 핵종에 대해 얻어진 계수율을

이용하여 계측효율을 계산하였으며, 137Cs (661.7 keV), 210Pb (46.5

keV), 226Ra (214Pb, 351.9 keV)에 대해 각각 9.6%, 1.3%, 7.9%로 나

타났다.

감마계측을 통한 퇴적물 시료 중 210Pb 농도의 검증을 위하여,

동일 시료에 대해 알파선 계측을 통한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는 퇴적물 속의 210Pb이 알파 붕괴를 하는 딸 핵종인 210Po(t1/2=138

일)과 평형에 이르렀다고 가정하고, 산침출법을 통해 210Po을 분리해

내어 알파선 계측을 하는 방법이다(Jia et al., 2006; Kim et al.,

1999). 우선 테플론 비커에 약 1 g의 퇴적물 시료를 담은 후, 6M

HCl 40 mL을 넣고 회수율을 산정하기 위해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로 209Po spike를 첨가한 뒤, 약 90℃로 4시간가량 침출시

킨다. 그 후, 원심 분리를 통해 퇴적물과 침출액을 분리한 뒤, 침출

액을 비커에 옮겨 담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1 L가 되게 맞춘 후, 암

모니아 용액을 첨가하여 pH를 약 8로 높여서 철 침전을 시킨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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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1회씩 3번 저어준 후 3시간동안 방치하여 비커에 완전히 침전

시킨 뒤, 상등액을 분리해내고 최종적으로 여과지에 걸러 침전물을

분리해 내었다. 침전물은 전량 회수하여 다시 테플론 비커에 옮겨

담았으며, HCl을 첨가하여 약 0.5M로 pH를 맞추어 주었다. 시료중

의 210Po은 silver plating을 하여 은판 위에 흡착시켰으며, 이 때 효

율적인 plating을 위하여 소량의 ascorbic acid를 첨가하여 Po을 은

판에 흡착될 때 함께 흡착되는 Fe3+를 Fe2+로 환원시켰다. Silver

plating은 은판을 마그네틱 바(magnetic bar)에 고정시킨 후, 교반기

를 이용해 회전시키면서 210Po이 효과적으로 흡착되게 하였고, 온도

는 약 90℃로 유지시키면서 3시간동안 실시하였다. Silver plating이

완료된 은판은 증류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약 1일간 알파선 계

측을 실시하였다. 얻어진 알파 스펙트럼에서 210Po 피크로부터 농도

를 구했고, 첨가했던 209Po spike와 209Po의 계수율의 비율을 통해 계

측 효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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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울산만 표층 해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포

3.1.1. 표층 해수 중 137Cs과 223, 224Ra

울산만 표층 10개 정점에서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

온은 25-26℃, 염분은 30-32의 범위로 나타났다. 수온의 수직분포는

만내에서 수심에 따른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수괴의 혼합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염분의 분포는 가장 안쪽 정점인

1번 정점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만 밖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울산만의 주요 담수 유입원인 태화강이 1

번 정점으로 흘러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KCFC-SiO2 칼럼 흡착법을 통해 분석한 표층 해수 중 137Cs 농

도는 칼럼 효율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Column Efficiency = 1 - 





여기서 column B와 column A는 각각 두 번째 칼럼과 첫 번째 칼

럼의 농도를 나타낸다. 그 결과 칼럼의 효율은 평균 37%으로 나타

났다. 이번 연구에서 KCFC-SiO2의 칼럼 흡착 효율은 과거 동일한

방법으로 동해 외해수 시료를 분석했을 때(>99%)와 비교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안 해수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여러 방해

물질들의 칼럼 흡착에 대한 간섭이 외양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되며, 따라서 KCFC-SiO2 칼럼 흡착법은 연안에서의 연구에

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Table 2).

최종적으로 시료의 137Cs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n137 ± error) ×



× 


= A137 ± error

여기서 n137은
137Cs의 계수율이고, D.E(detection efficiency)는 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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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37Cs adsorption efficiency of KCFC-SiO2 columns.

Station Column†
Column activity

(Bq/m3)

Column efficiency‡

(%)

1
A 0.67 ± 0.03

42
B 0.39 ± 0.02

2
A 0.64 ± 0.01

37
B 0.40 ± 0.02

3
A 0.65 ± 0.02

35
B 0.42 ± 0.02

4
A 0.57 ± 0.02

30
B 0.40 ± 0.01

5
A 0.52 ± 0.02

16
B 0.43 ± 0.01

6
A 0.94 ± 0.02

50
B 0.47 ± 0.02

7
A 0.71 ± 0.02

38
B 0.44 ± 0.01

8
A 0.91 ± 0.02

40
B 0.54 ± 0.02

9
A 0.66 ± 0.02

37
B 0.42 ± 0.01

10
A 0.68 ± 0.02

40
B 0.41 ± 0.02

†A and B denote the first and second column, respectively.

‡Column efficiency = 1-([column B)/[colum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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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emperatures, salinities and activities of 137Cs (dissolved, particulate), 223Ra, and 224Ra in

surface seawater of Ulsan Bay.

Station
Temperature

(℃)
Salinity

Dissolved 137Cs Particulated 137Cs 223Ra 224Ra

KCFC

(Bq/m3)

AMP

(Bq/m3)
Bq/m3 dpm/100L dpm/100L

1 25.1 29.6 1.60±0.06 1.55±0.07 n/d† 8.45±0.69 172±3

2 24.9 30.9 1.73±0.04 1.57±0.07 n/d 3.66±0.42 61.2±1.9

3 25.2 30.3 1.86±0.06 1.81±0.16 n/d 4.72±0.49 71.1±2.1

4 25.2 30.7 1.90±0.06 n/d 3.90±0.45 60.8±2.1

5 25.4 31.0 1.53±0.04‡ n/d 2.72±0.41 36.6±1.8

6 25.1 31.1 1.89±0.03 n/d 3.92±0.36 44.4±1.6

7 25.4 31.4 1.84±0.05 n/d 2.04±0.21 30.5±1.6

8 25.9 31.8 2.26±0.04 n/d 0.72±0.17 8.90±0.84

9 26.0 31.8 1.81±0.06 n/d 0.60±0.17 10.9±0.9

10 25.9 31.7 1.70±0.05 n/d 0.18±0.13 5.70±1.00

†not detectable.

‡This value was drawn from average proportion of A+B column activity to total activity of other

stations because of exceptionally low colum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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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수 효율(%), C.E.(column efficiency)는 칼럼의 효율이다. 최종

적인 울산만 표층 해수의 137Cs 농도는 1.5-2.3 Bq/m3의 분포를 보

였다. 또한 울산만 해수 중의 137Cs의 농도와 염분과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137Cs의 농도는 염분구배에 따라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만 내 137Cs의 농도는 전 지구적으

로 분포하는 1960년대 핵실험 기원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Table 3, Figure 8).

울산만 3개 정점(St. US-1, US-2, US-3)의 동일 시료에 대하여

AMP 공침법으로 비교 검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값은 각각

1.55±0.07 Bq/m3, 1.57±0.07 Bq/m3, 1.81±0.16 Bq/m3으로 나타났으

며, 동일한 정점에 대해 KCFC-SiO2 칼럼 흡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각각 1.60±0.06 Bq/m3, 1.73±0.04 Bq/m3, 1.86±0.06 Bq/m3)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09-2014년 울산만

앞바다에서 측정한 137Cs의 농도(1.13-2.29 Bq/m3)와도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해양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 2014).

앞서 KCFC-SiO2 칼럼을 이용한 흡착효율 계산에 있어 두 개의

칼럼의 흡착능력은 동일한 비율로 137Cs을 흡착한다는 가정이 전제

되며, 높은 효율이 나타나야 결과 값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

구결과에서 나타난 낮은 칼럼효율(약 37%)은 최종적인 137Cs농도 계

산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AMP 공침법과 비교 검증을 실시

한 결과와 유사한 농도를 보였으므로 계산된 칼럼효율을 적용하여

최종 값을 구하였다.

울산만에서의 입자성 137Cs의 농도의 결과 값은 전 정점에 대하

여 1주일가량 계측하였음에도 MDA(minimum detectable activity)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Table 3). 이는 137Cs은 일반적으로 해수에서

용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 해수 시료 100 L를

여과함으로써 얻어진 입자의 양으로는 충분한 계수율을 얻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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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만에서 137Cs의 용존상과 입자상 간의 분배비율은 137Cs의

분배계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

산될 수 있다(Matsunaga et al., 1991).

 

  

여기서 KD는 분배계수, Cp는 입자상의 137Cs의 농도(dpm/g), CD는

용존상의 137Cs의 농도이다(dpm/mL). VCP는 부피에 따른 입자상의

137Cs의 농도(dpm/mL), CPM은 입자물질의 농도(g/mL)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입자상의 137Cs 농도는 MDA보다 낮게 나타

나서 분배계수를 산정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연안에서 입자성 물질

은 침강하여 해저면에 퇴적되면서 수괴로부터 제거된다. 즉 표층 퇴

적물은 해수 중 입자성 물질로부터 공급되어 퇴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 이후(약 15년간) 동해 표층해

수의 평균 137Cs농도(IAEA MARiS, marine information system)와

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퇴적된 울산만의 주상시료 중 상부 15 cm

의 (퇴적속도를 1 cm/yr로 가정하였을 경우) 평균 137Cs농도를 이용

하여 분배계수를 산정하였다. 동해 표층 해수의 137Cs 농도의 평균은

0.13 dpm/L, 퇴적물 중의 137Cs 농도는 0.21 dpm/g이며, 분배계수는

약 1,700 mL/g으로 나타났다.

223Ra과 224Ra의 농도 범위는 각각 0.2-8.5 dpm/100L, 5.7-170

dpm/100L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만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갈

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염분과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추가적인 재분석을 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223Ra과 224Ra

의 붕괴곡선을 구하여 분석결과를 검증하였을 때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붕괴가 진행될수록 라듐의 농도가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아, 어미핵종으로부터 공급되는 라듐(supported radium)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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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plot of 223Ra decay curves for each station (‘t’ denotes the elapsed time from sampling

time to meas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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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plot of 224Ra decay curves for each station (‘t’ denotes the elapsed time from sampling

time to meas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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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하다고 판단된다(Figure 9, 10, 11, 12).

3.1.2. 체류시간

해수의 체류시간은 대상 수괴에서 물이 유출구를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Moore, 2006), 연안에서의 체류시

간은 해수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의 거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물의 체류시간은 수괴의 크기와 지형, 조석환경, 외부적인 물

의 유입 등의 영향을 받아 큰 변화를 보인다(Charette et al., 2001).

수괴에서 체류시간은 주로 물리학적 모델링이나, 화학적 추적자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 중 물리학적 모델링 방법은

비교적 복잡하며 조류, 풍향, 풍속, 해류, 해저지형 등의 습득하기 힘

든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 불편함이 있다(Rapaglia et al. 2010).

한편, 라듐 동위원소는 해양의 생지화학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

심해 해수의 혼합, 하구역과 외해수간의 혼합속도 추정, 연안환경으

로의 지하수 유출량 추정 연구 등 많은 영역에 추적자로써 유용하

게 활용되어 왔다(Moore, 1984). 본 연구에서는 울산만 내에서 해수

의 체류시간(residence time)을 계산하기 위해 짧은 반감기의 방사성

라듐 핵종인 223Ra(t1/2=11.4일)과
224Ra(t1/2=3.6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염분과 223Ra과 224Ra의 결과 값을 이용하여 각 정점

의 표층해수 연령(age)을 계산함으로써 만 내에서 수괴가 만 밖으로

흘러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였다. 우선 연구지역에서

223Ra과 224Ra의 공급은 주로 강물을 통해 표층으로 일정하게 이루어

지고, 저층으로부터의 확산 및 지하수를 통한 공급은 무시 할 만하

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바깥쪽에 위치한 3개의 정점(St. US-8,

US-9, US-10)의 223Ra과 224Ra 농도를 평균하여 외해수의 단성분

(endmember)으로 사용하였고, 각 정점에 대한 표층 해수의 연령은

아래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였다(Moore, 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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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ctivity ratio (Δ224Ra/Δ223Ra) and water mass age in

surface seawater of Ulsan Bay.

Station Activity ratio (Δ224Ra/Δ223Ra)† Age (day)

1 20.5 0.0

2 16.7 1.6

3 14.8 2.5

4 15.4 2.2

5 12.6 3.7

6 10.5 5.1

7 14.3 2.8

8 endmember -

9 endmember -

10 endmember -

†Δ223Ra, Δ224Ra = (Measured 223Ra and 224Ra) - average 223Ra

and 224Ra of end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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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Ra과 223Ra의 농도비(224Ra/223Ra)를 AR(activity ratio)라고 할 때,

ARobs는 각 정점에서 측정된 농도비, ARi는 초기 농도비 (1번 정점

의 AR), λ는 붕괴상수, t는 표층 해수 연령이다. 각각의 정점의

223Ra, 224Ra의 값은 외해수의 단성분을 빼준 뒤 사용(Δ223Ra, Δ224Ra)

하였다. 각 정점에서의 연령은 Table 4과 같이 나타났으며, 울산만

의 가장 내부(St. US-1)에서 St. US-6까지 가는데 약 5일가량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다른 해역의 체류시간과 비교했

을 때, 낙동강 하구(2일), 영산강 하구(0.3일), 수영만(1.5일)에 비해

길었으며, 여자만(7일), 가막만(9.2일), 마산만(20일)과 비교해서는 짧

게 나타났다(홍 등, 2000; 이 와 전, 2009; 이 등, 1991; Hwang et

al. 2005; Hwang et al. 2010; 박 등, 2009). 이런 지역에 따른 체류

시간의 차이는 해당 지역의 지형이나 담수 유입환경의 차이 등의

결과로 보인다. 울산만 정점별 해수의 연령의 분포를 보면 만 내부

에서 밖으로 갈 때 연령이 균일하게 증가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감

소하기도 하며, 특히 St. US-6에서 St. US-7로 갈 때는 크게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해수의 흐름이 곧게 흘러가

지 않고 사행(meandering)하면서 흘러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St. US-7의 경우 좌측에서 합류하는 지류로부터 새로 공급되

는 223Ra과 224Ra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3.2. 울산만 해저 퇴적물의 퇴적속도 산정

3.2.1. 퇴적물 중 137Cs과 210Pbex

울산만 해저 퇴적물의 주상시료(St. US-CORE1, US-CORE7,

US-CORE13) 3개의 수분함량(WC, water content)의 범위는 각각

48-63%, 41-59%, 52-70%, 강열감량(LOI, loss on ignition)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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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6.2-8.0%, 4.6-7.5%, 5.2-8.2%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불규칙

적인 분포를 보였다(Table 5, 6, 7, Figure 13, 14).

울산만에서 퇴적속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채집한 주상시료 중

US-CORE1과 US-CORE7을 사용하였다. US-CORE1 주상시료에

대하여 210Pbex과
137Cs의 농도 범위는 각각 6.2-7.8 dpm/g, 0.13-0.28

dpm/g으로 나타났으며, US-CORE7 주상시료는 각각 2.1-9.0

dpm/g, 0.13-0.27 dpm/g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주상시료에 대하여

210Pbex과
137Cs의 수직분포에서는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6, 7, Figure 15).

감마선 계측을 통한 210Pb의 측정값에 대해 210Po의 알파선 계측

법으로 비교검증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US-CORE1과 US-CORE7

주상시료에 대해 각각 5.7-7.0 dpm/g, 3.3-8.4 dpm/g으로 나타났다.

두 분석법에 의한 210Pb의 수직분포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10Pb 농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시료를 분석하더라

도 시료의 균질화가 되지 않아 비교적 적은 양의 퇴적물을 사용한

알파선 계측법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US-CORE13

주상시료에 대해서도 210Po 알파선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210Pb(210Po)

의 농도는 7.2-15 dpm/g으로 다른 주상시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수직적인 분포는 다른 주상시료처럼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다.

3.2.2. 해저 퇴적물의 퇴적속도

210Pb(t1/2=22.3년)은 퇴적물의 퇴적속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

되어 왔다. 지구의 지각에 많이 존재하는 238U의 붕괴계열의 핵종인

222Rn은 육지로부터 대기 중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이는 대기

중에서 붕괴하여 210Pb의 형태로 해양 표면으로 공급된 후 침강하여

해저 면으로 일정하게 공급된다. 이렇게 해저 면에 퇴적되는 과잉

210Pb는 약 100년 규모의 기간 동안의 퇴적과정 연구에 유용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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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vertical profile plot of water content (WC) in cor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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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vertical profile plot of loss on ignition (LOI) in

cor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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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water content, loss on ignition, and activity of 137Cs, 226Ra, 210Pbex in US-CORE1 samples.

Core

sample

Depth

(cm)

Water

content (%)

Loss on

ignition (%)

137Cs

(dpm/g)

226Ra

(dpm/g)

210Pbex (dpm/g)

Gamma

spectrometry

Alpha

spectrometry

1-1 1.0 63.3 7.95 0.26±0.01 1.13±0.03 7.75±0.21 7.02±0.16

1-2 3.0 57.1 7.98 0.20±0.01 1.34±0.03 6.40±0.18 5.70±0.11

1-3 5.0 53.2 7.42 0.25±0.01 1.31±0.03 7.12±0.16 6.47±0.15

1-4 7.0 51.1 7.78 - - - -

1-5 9.0 50.8 7.67 - - - -

1-6 11.0 49.8 6.70 0.16±0.01 1.31±0.03 6.89±0.19 5.54±0.13

1-7 13.0 51.7 7.02 - - - -

1-8 15.0 52.0 7.69 - - - -

1-9 17.0 52.9 7.12 - - - -

1-10 19.0 53.5 6.78 - - - -

1-11 21.0 52.5 6.65 0.20±0.01 1.22±0.04 7.22±0.22 6.32±0.13

1-12 23.0 52.8 6.84 - - - -

1-13 25.0 53.5 6.89 - - - -

1-14 27.0 50.8 6.53 - - - -

1-15 29.0 49.9 6.15 - - - -

1-16 31.0 51.8 7.71 0.28±0.01 1.04±0.03 7.1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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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Core

sample

Depth

(cm)

Water

content (%)

Loss on

ignition (%)

137Cs

(dpm/g)

226Ra

(dpm/g)

210Pbex (dpm/g)

Gamma

spectrometry

Alpha

spectrometry

1-17 33.0 52.0 7.81 - - - -

1-18 35.0 49.4 7.82 - - - -

1-19 37.0 49.4 8.02 - - - -

1-20 39.0 47.7 7.37 - - - -

1-21 41.0 51.2 6.74 0.13±0.01 1.08±0.03 6.16±0.17 6.74±0.14

1-22 43.0 51.3 6.60 - - - -

1-23 45.0 51.6 6.91 - - - -

1-24 47.0 50.9 7.11 - - - -

1-25 49.0 49.4 7.06 - - - -

1-26 51.0 49.4 6.67 0.18±0.01 1.32±0.03 6.31±0.18 6.98±0.15

1-27 53.0 49.1 6.81 - - - -

1-28 55.0 50.8 6.43 - - - -

1-29 57.0 51.0 6.90 - - - -

1-30 59.0 50.8 7.00 - - - -

1-31 61.0 50.7 7.12 0.16±0.01 1.45±0.03 6.73±0.16 6.38±0.14

1-32 63.0 50.8 6.93 - - - -

1-33 65.3 51.6 7.25 - - - -

1-34 67.8 49.7 6.9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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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water content, loss on ignition, and activities of 137Cs, 226Ra, 210Pbex in US-CORE7 samples.

Core

sample

Depth

(cm)

Water

content (%)

Loss on

ignition (%)

137Cs

(dpm/g)

226Ra

(dpm/g)

210Pbex (dpm/g)

Gamma

spectrometry

Alpha

spectrometry

7-1 1.0 58.5 5.05 0.15±0.01 1.25±0.03 6.85±0.16 4.69±0.12

7-2 3.0 49.5 4.60 0.18±0.01 1.46±0.03 4.56±0.17 4.03±0.12

7-3 5.0 49.5 4.76 - - - -

7-4 7.0 48.4 5.42 0.24±0.01 1.40±0.04 7.23±0.23 5.15±0.13

7-5 9.0 47.7 5.38 - - - -

7-6 11.0 46.7 5.39 0.24±0.01 1.71±0.04 5.28±0.21 5.55±0.15

7-7 13.0 44.8 5.28 - - - -

7-8 15.0 45.6 5.15 - - - 4.96±0.14

7-9 17.0 45.9 5.23 - - - -

7-10 19.0 44.7 4.94 - - - -

7-11 21.0 44.4 5.23 0.25±0.01 1.48±0.03 4.85±0.16 4.42±0.13

7-12 23.0 42.9 4.99 - - - -

7-13 25.0 47.3 5.72 - - - -

7-14 27.0 46.6 5.86 - - - -

7-15 29.5 50.8 6.47 - - - -

7-16 32.5 52.9 7.45 0.27±0.01 1.18±0.03 8.96±0.24 8.3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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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Core

sample

Depth

(cm)

Water

content (%)

Loss on

ignition (%)

137Cs

(dpm/g)

226Ra

(dpm/g)

210Pbex (dpm/g)

Gamma

spectrometry

Alpha

spectrometry

7-17 35.0 50.2 6.69 - - - -

7-18 37.0 47.5 5.69 - - - -

7-19 39.0 47.4 5.36 - - - -

7-20 41.0 46.1 5.38 - - - -

7-21 43.0 45.9 5.48 0.14±0.01 2.03±0.04 2.69±0.15 3.32±0.11

7-22 45.5 44.3 5.55 - - - -

7-23 48.0 41.0 4.97 - - - -

7-24 50.0 43.2 5.18 - - - -

7-25 52.0 44.0 5.26 - - - -

7-26 54.0 43.0 5.30 0.25±0.01 1.64±0.04 2.19±0.16 -

7-27 56.0 44.3 5.06 - - - -

7-28 58.0 46.3 4.87 - - - -

7-29 60.0 44.8 5.15 0.13±0.01 1.51±0.05 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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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water content, loss on ignition, and activities of 137Cs, 226Ra, 210Pbex in US-CORE13 samples.

Core

sample

Depth

(cm)

Water

content (%)

Loss on

ignition (%)

137Cs

(dpm/g)

226Ra

(dpm/g)

210Pbex (dpm/g)

Gamma

spectrometry

Alpha

spectrometry

13-1 1.0 69.6 8.10 - - - 12.8±0.3

13-2 3.0 63.8 6.68 - - - -

13-3 5.0 59.1 7.46 - - - 14.9±0.3

13-4 7.0 56.1 7.88 - - - -

13-5 9.0 56.9 7.70 - - - -

13-6 11.0 55.9 7.45 - - - 14.3±0.3

13-7 13.0 55.8 7.55 - - - -

13-8 15.0 58.1 8.22 - - - -

13-9 17.0 56.4 7.34 - - - -

13-10 19.0 55.3 6.38 - - - -

13-11 21.0 55.2 6.60 - - - 10.6±0.3

13-12 23.0 54.4 7.04 - - - -

13-13 25.0 56.7 7.05 - - - -

13-14 27.0 57.3 6.73 - - - -

13-15 29.0 55.6 7.49 - - - -

13-16 31.0 54.6 7.23 - - - 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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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Core

sample

Depth

(cm)

Water

content (%)

Loss on

ignition (%)

137Cs

(dpm/g)

226Ra

(dpm/g)

210Pbex (dpm/g)

Gamma

spectrometry

Alpha

spectrometry

13-17 33.0 52.8 6.65 - - - -

13-18 35.0 52.8 6.88 - - - -

13-19 37.0 52.4 6.81 - - - -

13-20 39.0 53.5 6.33 - - - -

13-21 41.0 53.7 6.22 - - - 7.21±0.22

13-22 43.0 54.7 5.77 - - - -

13-23 45.0 56.4 5.23 - - - -

13-24 47.0 53.9 5.48 - - - -

13-25 49.0 55.7 5.93 - - - -

13-26 51.0 54.7 5.98 - - - 13.7±0.3

13-27 53.0 52.7 5.38 - - - -

13-28 55.0 52.1 5.91 - - - -

13-29 57.0 55.6 5.89 - - - -

13-30 59.0 54.1 7.78 - - - -

13-31 60.5 53.5 6.23 - - - 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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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vertical profile plots of radionuclides (137Cs, 210Pbex, and
210Po) activity in cor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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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연구지역의 퇴적물 내의 수직 분포를 통해 퇴적속도를 계산

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퇴적물 내에서 과잉 210Pb은 공급원인 수괴

와 맞닿아 있는 표층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퇴적물이 쌓여감에

따라 저층으로 갈수록 붕괴에 의해 지수함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퇴적속도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A0와 A는 표층과 깊이 z에서의 210Pbex농도를 나타내고, λ는

210Pb의 붕괴상수, S는 퇴적속도를 나타낸다.

또한 대기 중 핵실험에 의해 공급된 137Cs은 1954년부터 서서히

공급량이 증가하다가 1963년 최대값을 나타낸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퇴적물 수직분포에 나타난다. 퇴적물의 137Cs 수직분포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깊이를 1963년으로 가정하여 퇴적속도를 간접적

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210Pb를 통한 퇴적속도 산정의 검증 수

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Koide et al., 1972; 한 과 최, 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상시료의 210Pbex과
137Cs 수직분포 분석결

과를 살펴보았을 때, 두 핵종에 대하여 모두 주상시료 전체에 걸쳐

일반적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퇴적물은 인

위적인 교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위의 식에 적용하여 퇴적속

도를 계산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5).

한편 주상시료의 210Pbex 수직분포를 통해 현존량(inventory)을

계산하였다. 이는 주상시료의 각 깊이별 210Pbex 농도의 합으로 구하

였으며, 중간의 측정되지 않은 깊이는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농도 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61 cm 길이의 두 개의 주상시료

(US-CORE1, US-CORE7)에 대한 현존량은 각각 1050, 750

dpm/cm2으로 나타났다. 울산만과 가까이 위치한 진해만과 수영만에

서 과거 계산된 현존량은 각각 160-200 dpm/cm2 (주상시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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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33 cm), 120-440 dpm/cm2 (주상시료 평균 깊이 34 cm)으로

울산만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 등, 1994, 1995). 이

런 울산만 퇴적물의 높은 210Pb 현존량은 준설(dredging)이나 퇴적물

투기(dumping) 등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외부로부터 210Pb 공급의

결과로 생각되며, 울산만 해저퇴적물이 일반적인 210Pbex와
137Cs의

수직분표 경향을 보이지 않아 인위적인 교란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

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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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울산만에서 해저 퇴적물 주상시료(2015

년 6월 25일)와 표층해수시료(2015년 8월 20일)를 채취하고, 방사성

동위원소(137Cs, 223Ra, 224Ra, 210Pb)를 분석하여 울산만 해수와 해저

퇴적물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포특성과 해수의 거동, 해저 퇴적물

의 퇴적환경를 연구하였다.

표층해수 중 137Cs의 농도는 평균 1.81 Bq/m3로 동해의 표층해

수에서 관측되는 137Cs 농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입자상의 137Cs

농도는 검출한계 농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표층해수 중 223Ra

과 224Ra의 농도의 범위는 각각 0.2-8.5 dpm/100L, 5.7-170

dpm/100L로 염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223Ra과 224Ra의 반감기 차이를 이용해 계산한 울산만 내 해수의 체

류시간은 약 5일이었다.

퇴적물 주상시료 중 137Cs과 과잉 210Pb의 농도는 각각 평균 0.20

dpm/g과 5.9 dpm/g으로 나타났다. 울산만 주상시료의 과잉 210Pb

수직분포는 농도가 표층에서부터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137Cs의 수직분포에서는 특정 깊이에서 피크를 나

타내지 않았다. 또한 울산만 해저 퇴적물 주상시료 중 과잉 210Pb의

현존량(inventory)은 인근의 진해만과 수영만에서 보고된 과잉 210Pb

의 현존량보다 약 3-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만 해저

퇴적물에 준설이나 퇴적물 투기와 같은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던 것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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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radionuclides (137Cs, Ra, and

210Pb) in seawater and sediments

of Ulsan Bay, Korea

Jaehong Park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Ulsan Bay, located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urface seawater (August, 2015) and sediment core

samples (June, 2015) were collected to measure the radioactive

isotopes (137Cs, 223Ra, 224Ra, and 210Pb). Surface seawater samples

were filtered to separate the particulate matter, and the sediment

core samples were sliced in 2 cm sections. Each sediment sample

was dried and incinerated using dry oven and muffle furnace,

respectively, to obtain water contents and loss on ignition.

The dissolved 137Cs activities were measured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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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type gamma spectrometer after adsorbed onto KCFC-SiO2.

The dissolved 223Ra and 224Ra activities were measured using

RaDeCC (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 after adsorbed

onto Mn-fiber. The particulate 137Cs activities were also

measured using a gamma spectrometer after the particulate 137Cs

on filter papers was extracted by the acid leaching method. The

sediment sample was sealed into a gamma vial to reach

equilibrium between 226Ra and 222Rn, and then 210Pb, 226Ra(214Pb),

and 137Cs were measured using a gamma spectrometer.

The average activity of the dissolved 137Cs in surface

seawater was 1.81 Bq/m3, which is similar to the activity of the

East Sea. The particulate 137Cs activities in surface seawater

were below the detection limit. The activities of 223Ra and 224Ra

in surface seawater were in the range 0.2-8.5 dpm/100L and

5.7-170 dpm/100L, respectively. They showed a good negative

correlation against salinity. The residence time of seawater in

Ulsan Bay was calculated for each station using the different

half-lives of 223Ra and 224Ra assuming that 223Ra and 224Ra are

supplied constantly to the surface bay water only through the

river flow. Based on this method, the water residence time was

estimated to be about 5 days from the inner to outer bay.

The average activities of 137Cs and excess 210Pb in sediment

samples were 0.20 dpm/g and 5.91 dpm/g, respectively. The

vertical profile of excess 210Pb vertical profile did not show

exponential decrease with a depth. In addition, 137Cs activities

did not show a peak at a specific depth. The inventory of excess

210Pb in sediment cores of Ulsan Bay was 3-5 fold larg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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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of Jinhae bay and Suyeong bay which are near the Ulsan

Ba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have been artificial

disturbances of bottom sediments (0-50 cm) sediments through

artificial activities such as dredging and dumping.

Keywords : 137Cs, 223Ra, 224Ra, 210Pb, KCFC-SiO2, residence

time, sedimen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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