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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연속 으로 측정되는 공간 감마선량률은 시간에 

따른 그 값의 변동을 조사하여, 공간  방사성 물질

의 이상 유무를 감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량률계가 

치한 지역에서 연간 평균치 보다 10 μR/h 이상 증

가하는 것을[1], 일본에서는 평상시에 측정되는 선량

률의 범 를 벗어나는 것을[2] 주  깊게 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선량률 감시 방법은 선량계가 치한 지역이나 

선량계가 인공 방사능으로 오염되기 에는 유용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에서처럼 선량계가 치한 

지역이 인공 방사능으로 오염된 시 부터 기존의 선

량률 변동 기 치는 무의미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 으로부터 방사성 물

질의 기  유출이 있기  후의 선량률 자료와 

2006년 우리나라 국 방사능 감시망으로부터 측정된 

선량률 자료를 분석하여, 선량계가 치한 지역의 인

공 방사능에 의한 오염에도 유효하게 선량률을 감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분석한 선량률 자료는 2006년 우리나라 국 방사

능 감시망  서울, 제주, 울진, 문산의 선량계로부터 

측정된 선량률 자료와 일본 후쿠시마 원 으로부터 

기  인공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있기  후인 

2011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본 47개 의 

선량률 자료이다. 이 두 나라의 선량률은 측정하는 방

식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압 리함 선량계

로 15분 간격으로 선량률을 측정하며, 일본에서는 

NaI 검출기로 1시간 간격으로 선량률을 측정한다. 그

림 1에는 우리나라 4개 감시소에서 측정된 선량률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9개 에서 측정된 선량률

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Exposure rate measured in Korea(up) and 

       Japan(down). K1 : Seoul, K2 : Jeju, K3 : 

       Uljin, K4 : Munsan, J1 : Yamagata, J2 : 

       Ibaraki, J3 : Tochigi, J4 : Gunma, J5 : 

       Saitama, J6 : Chiba, J7 : Tokyo, J8 : 

       Kanagawa, J9 : Nagano

   측정된 선량률의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 각 의 선량률의 표  편차

는 후쿠시마 원  유출 방사성 물질의 향으로 우리

나라에서 측정되는 값보다 매우 크다.

  시간에 따른 선량률의 변동 즉 측정 선량률에서 직

 측정 선량률을 뺀 값의 97% 이상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0.002 nSv/h이하이었다. 따라서 이 선량률 

변동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공간 감마선량률 변동을 나타내기 한 베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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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 다.

Table 1. Properties of exposure rate measured by 

         each monitor.

Monitor
No of 

Data

Exposure Rate (nSv/h)
Average STD Min Max

K1 8619 120.1 2.9 107.8 149.2
K2 8749 84.3 5.2 76.7 147.7
K3 8752 144.2 3.7 134.8 199.2
K4 8747 183.1 5.9 167.6 231.8
J1 1903 53.8 12.4 35 114
J2 1903 149.0 86.0 46 1,504
J3 1903 84.5 63.5 38 1,318
J4 1903 47.8 36.0 18 562
J5 1903 66.7 45.8 32 1,222
J6 1903 53.9 17.0 23 313
J7 1903 76.5 25.1 33 496
J8 1903 59.2 13.5 36 182
J9 1903 45.7 9.4 36 107

Fig 2. Algorithm for baselines of exposure rates

      Di : i
th exposure rate

      Bi : i
th
 baseline of exposure rate

      ΔD : normal variation with time

 결과  고찰 

그림 3은 그림 2의 알고리즘을 문산(K4)과

Ibaraki(J2)에서 측정된 선량률에 용하여 계산된 각

각의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선량률이 정상 선량률 변동 보

다 클 때 베이스라인은 이  측정치로 하고 있다. 한

편 측정 선량률이 베이스라인보다 낮거나 직  선량

률에 비해 정상 선량률 변동 보다 낮을 때 측정선량

률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있다. 

그림3의 아래 그림에서 측정 선량률과 베이스라인

이 일치하는 시 의 선량률은 선량계 주변 지각의 선

량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격한 선량률 변동

이 있는 시 에 선량률은 선량계 주변 지역 지각의 

선량률과 기  방사성 물질에 의한 선량률의 합일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 것인가에 해

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Fig 3. Baseline data(up : Musan, down : 

       Ibaraki) obtained by the algorithm for 

       exposure rate monitoring

       

 결  론 

   가압 리함 선량계나 NaI 검출기로 측정된 선량률

에서 시간에 따른 선량률 변동의 97% 이상은 0.002 

nSv/h이하이었다. 이 선량률 변동을 사용하여 선량계 

주변 지역의 방사능의 오염에 계없이 그 변동을 감

시하기 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이 알고리즘을 

우리나라  일본에서 측정된 감마선량률에 용한 

결과 하게 기  방사성 물질의 변동을 나타내

었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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