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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 의 

방사능 출사고로 방사능에 한 일반인들의 

심과 불안감이 크게 확  되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와 멀리 떨어진 도쿄 주택가의 공간

선량이 사고 지역보다 높게 확인되어 뉴스에 

공개되기도 하 다. 

일반 으로 방사선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방

사선이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다양

한 물리 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검출기

를 사용하여 방사선의 공간선량률을 측정하더

라도 검출기가 치한 장소에서의 공간선량률

을 측정 할 뿐, 방사선원의 치와 세기에 

한 정보는 거의 없다. 실제 상황에서 방사능 

출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을 피시키고 방

사선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이런 

방재작업을 효율 으로 진행하기 해서는 방

사선원의 치와 세기를 확인하는 것이 요

하다. 

이와 같은 목 을 해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된 바 있다[1]. 특히, 감시센터 이병일 등은 

선원이 자연 환경에 출된 경우, 이에 의한 

방사선원 주변에 임의의 세 개의 다른 치에

서 측정된 공간선량률과 공간선량률을 측정한 

공간 치를 이용하여 방사선원의 치와 세기

를 결정하는 장치와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선원에 용한 방법을 2

차원 평면 형태의 선원에 용해 보고자 한다. 

 본 론

감시센터에서는 방사능 측정 장치와 통신

장치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원  주변의 

환경방사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주 주변도로에서 여러 차례 인공선원에 의

한 자연방사선량 이상의 를 검출한 바 있

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사선원에 

한 정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센터 이병일 등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

기 해 방사선원 주변의 공간선량률과 공간

선량률을 측정한 치정보를 이용해 방사선원

의 치와 세기를 추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그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

한 바 있다[2]. 이때, 이 방법에서는 환경에 노

출된 방사선원이 선원이라고 가정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정을 극복하기 한 첫 번째 

단계로써, 이 방법을 2차원 평면의 선원에 

하여 용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고자 하 다. 

치추  알고리즘

치 

′에 존재하는 방사선원의 세기 

 ⌗sec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선량률을 
치 에서 측정하는 경우에 측정된 공간선량

률 은 비례상수 를 포함하고    ′ 
을 도입하여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이

때 차폐에 의한 방사능 감쇄는 없다고 가정하

다.

측정된 공간선량률 는 측정 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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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으로 표 된다. 이때,       

와 같이 다수이다. 

 



(1)

식(1)과 같이 측정된    임의의 두 개의 

계≠ 는 식(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2)

식(2)를 와 의 비율로 표 하면 식(3)을 얻

을 수 있다.




 





(3)

이런 경우에는 과 를 측정한 두 

치 와 
에서 와 의 비율을 만족하는 궤

을 찾을 수 있다. 이 게 찾아진 궤 에 

방사선원 가 존재하는 

′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이들 복수개의 

′궤 을 계산하고, 이들 

궤 들이 교차하는 들의 을 방사선원의 

치 

′으로 결정한다. 이때, 잡음에 의한 오

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식(4)와 같이 측정된 

공간선량률의 상  세기와 교차 들의 상

 집정도를 이용하여 가 치 
를 용할 

수 있다.


′ 

 






′ (4)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a)와 (b)는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선원과의 분포와 이들 선원이 만드는 공간선

량률을 각각 나타내며 (c)와 (d)는 각각 (a)와 

(b)에서 단면의 로 일을 나타내었다. 그림 

2(a)는 선원주 에서의 측정 치 19개를 나타

내며 (b)는 측정  왼쪽의 4개에 해당하는 정

보를 이용하여 측된 선원의 궤 을 나타낸

다. 2(c)는 식(4)를 이용하여 계산한 궤 들의 

교참 들의 분포로써 선원의 치를 나타낸다. 

   

(a)                    (b)

   

(c)                    (d)

그림 1. (a) 방사선원의 분포, (b) 공간선량률, 단면a-b의

(c) 선원의 분포와 (d) 선량률 분포 

  

(a)         (b)         (c)
그림 2. (a) 측정 치, (b) 측된 선원의 궤 들, (c) 궤

들의 교차  분포 

 토의  결론

본 논문에서 환경에 출된 방사선원의 

치와 세기를 추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환경에 출된 선원이 선원이 아닌 2차

원 평면 형태의  선원인 경우에도 선원의 궤

들이 선원분포를 통과하여 단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선원의 

치를 나타내는 교차 들의 분포는 타원 형태

의 선원의 장단축의 비율, 회 각도 그리고 측

정경로에 따라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참고 문헌

1. Jong-In Byun, et al, “A 4-point in situ 

method to locate a discrete gamma-ray 

sources in 3-D space”,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68 (2010) 370-377

2. 이병일 외, “환경에 노출된 미지의 방사선원 

세기결정  치 추 방법 기 연구”, 2011

년도 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pp. 28-29,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