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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수 온도 산출

이형규 이종신

요약

년 월 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발생의 여파로 일본 후쿠시마 현 오쿠마 정에 위
치한 후쿠시마 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대기
토양 뿐만 아니라 해양 및 지하수에 까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특히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의 경우 사고 직후부터 월까지 하루에 조 베크렐 정도의 양이 원전 배출구를 통해 유출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인근 해양의 피해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위하여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발전소 주변의 해수 온도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
고가 일어난 년 월 일을 기점으로 발생 전 발생 직후 발생 후의 영상을 취득하고
식
을 이용하여 지표 및 해수 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해수의 평균온도는 년
년 월
년 월
년
년 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시기별
해수의 평균 온도 뿐만 아니라 패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해수 온도 위성영상
Abstract
There was the radiation leakag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located in
Fukushima Prefecture on March 11, 2011. This was caused by the impact of the Tohoku-Pacific Ocean
earthquake. Due to this incident the atmosphere, soil, as well as radioactive material was leaked to the
oceans and groundwater. In particular, when the leaked radiation into the ocean, the amount of
approximately 100 trillion becquerels per day from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to April is known that
leaked through the nuclear power outlet.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were trying to detect the water
temperature around the power plant that uses remote sensing technology in order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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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of the nearby ocean due to leakage of radioactive material. For this reason, prior to the occurrence
of the March 11, 2011 of an accident as a starting point, immediately after the occurrence, using the
NASA equation acquires the video after the occurrence,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of the indicators and
seawater. As a result,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seawater, 7.46 in 2008, 5.44 and 6.20 in 2011,
8.51 in 2013, it was found that the changes 3.45 in 2015. In addition, we were able to confirm not
only the average temperature of each time another of seawater but also the pattern.
Keywords : Nuclear Power Plan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ea Temperature, Satellite Images

서론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플루토늄 등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여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즉 원자로는 원자폭탄처럼 핵분열 연쇄반응을 순
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서히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의 핵에너지를 통해 발생된 열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이 발전은 다른 발
전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사능 이라는 인체 및 자연에 대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원자의 구성요소인 양
성자 중성자 전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방사능 을 갖게 되고 이러한
물질들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며 이 물질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한다
년 월 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된 진도 의 지진과 최대 높이의 지진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제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시스템이 파손되었고 원자로
호기부터 호기까지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
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의 최고 단계인 단계를 기록하였다
현
재까지도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현황 및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후
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실태
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의 방지대책 누출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정작 현재까지도 방사능 누출에 의한 피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누
출로 인한 피해 및 영향 범위 산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
지도 진행되고 있는 방사능 누출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으로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발전소 및 주변 온도 변화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계열의
위성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의 열밴드를 활용하여 표면 온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그림 은 연구 흐름도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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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 확인
위성영상 획득
2008.03.11
Landsat 5 TM

2011.03.12
Landsat 7 ETM+

2011.04.05
Landsat 5 TM

2013.03.17
Landsat 7 ETM+

2015.03.15
Landsat 8 OLI TIRS

대상지에 맞도록 마스킹
열밴드를 기반으로 표면온도 산출
시계열 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분석
그림 연구 흐름도

연구대상지의 위성영상 획득
데이터 획득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은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
해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었다 누출된 방사능은 주변 해양뿐만 아니라 일본 동북부 전
체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대한
시계열의
위성영상을 획득하였다 영상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월 일을 기준
으로 사고 발생 전인 년 월 일 발생 직후인 년 월 일 발생 후 변화양상을 확인하
기 위한 년 월 일과 년 월 일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
전소가 위치한 연구대상지를 나타내며 표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영상을 나타낸다
위성은 우주로부터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 발사된 위성 프로그램들 중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육상관측 및 연구가 주요 목적이며 현재에는
위성의 경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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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장으로 인해 년 월 이후의 영상에는 좌우로 빗살무늬의 데
이터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년 월
위성이 발사되어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림 연구대상지
표 사용된 위성영상
영상 촬영일시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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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자료처리
획득한

위성영상 중 표면온도 추출에 사용할 열밴드
센서의 번 밴드
센서의 번과 번 밴드
센서의 번과 번 밴드 들을
연구대상지의 크기에 맞도록 마스크밴드를 생성하고 정확한 자료처리를 위해 마스크밴드를 바탕
으로 모든 영상을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크기로 마스킹 하였다
영상 중 열적외선 영역에 속하는 밴드들을 통해 나타나는 영상의 밝기는 이 파장대에
서 에너지 세기 지표면 온도를 미리 정해진 관계식을 통해 이산화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대 방사량을 표면온도로 환원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마스킹 한 영상의
표면온도를 산출하였다 절대방사량을 환원하는 모델에는
모델 이외에도
방법과
방법이 있으나
모델이 가장 보편
적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채택하였다

년 월

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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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온도 패턴 및 변화 분석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수 온도를 추출한 결과 년의 경우 해류의 흐름에 따라 자연
스러운 해수의 온도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년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기점으로 원자력 발전
소보다 고위도에 해당하는 해양은 연두색의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보다 저위도
에 해당하는 해양에서는 푸른색의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의 분포 또한
매우 불규칙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년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기준으로 약 시 방향에
해당되는 온도 경계선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년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수의 온도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가까운 근해의 경우 육지온도의 영향으로 해수
의 온도가 높고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해수의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시계열적인 해수 평균온도의 변화는 년의 경우
년 월의 경우
년
월의 경우
년의 경우
의 경우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년의
경우 정상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통해 온배수의 유입의 유출로 해수의 온도가 다소 높게 유
지된 것으로 보이며 년 월의 경우 사고 직후 모든 연료가 붕괴된 이후 전력을 공급받지 못
한 때의 온도를 나타낸다 년 월의 경우 원전 배출구를 통해 하루에 조 베크럴이 배출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년에도 오염수가 저장탱크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후
년에는 유출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년 월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안을 대
상으로 누출에 따른 해수 온도를 파악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위성의 열밴드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정량적인 표면온도를 효과적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수 온도의 시계열적인 분포를 확인한 결과 년 발전소 사고로
인해 해수의 온도분포가 매우 불안정하며 규칙성이 매우 낮은 분포를 나타낸 반면 년에는 약
시 방향으로 해수온도가 나뉘었고 년에는 근해의 경우 육지의 영향으로 온도가 높고 육지에
서 멀어질수록 해수의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온도분포가 거
의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시계열적인 해수 평균온도의 변화는 년의 경우
년 월의 경우
년 월의 경우
년의 경우
의 경우
로 나타난 것을 통해 년
월의 경우 사고 직후 모든 연료가 붕괴된 이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한 때의 온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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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의 경우 원전 배출구를 통해 하루에 조 베크럴이 배출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년에도 오염수가 저장탱크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후 년에는 유출량이 다
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위성영상을 이용한 해수 온도 변화 산출의 경우 방사능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위험요소 발생 지역에서 직접적인 접근없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원
자력 발전소 주변 환경 변화 탐지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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