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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방사능 분석을 한 모델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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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  폭발 사고로 시민

들의 환경 방사능에 한 심  불안이 증가하 다. 

이는 방사능의 보이지 않는 것에 한 인간의 본능

인 불안감으로 해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환

경 방사능이 자연에 얼마나 있는지를 정학하게 측정

하고, 분석하는 일이 요하다. 한국의 환경방사능 측

정은 방사선 련 연구소  원자력원구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자연이 아닌 인간에 의한 인  인 

방사능의 환경 방사능을 측정하기 해서 흙이나 식

재료를 시료로 채취하여, 화학 는 물리  처리를 

한다. 이후 감마선 검출기 혹은 알 /베타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자료를 얻고, 

분석하여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환경 방사능 분석을 

한 모델링이 비교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면, 기 

출 방사능을 가정하여 환경에 주는 향을 측가

능하거나 반 로 측정된 결과를 이용한 분석에 도움

이 되어 시간을 단축 시켜  것 이라 상된다. 이를 

해서 미분 방정식




≈  

(여기서 N은 방사능 물질의 양, x는 치, 와 

는 상수)등과 련된 수식을 각 상황에 용하여 풀

어야한다. 이를 해서 간단한 모델을 제시하고, 계산

하여 본다.

 재료  방법

  자연 방사능에 한 인간에 의한 인 으로 생

산된 방사선 동 원소를 모사하기 해서는 기 

출의 양과 지구 체를 모델링해야한다. 하지만  지

구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분석 할 수 없으므로, 실험을 

통해 측정이 가능한 작은 시스템을 가정하여 모델링

을 한다. 이를 해서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Fig 1. The virtual model

 그림과 같이 가정하고 지표면 흙, 식물체(나무), 

공기를 가정하고, 낙진으로부터 방사성 동 원소가 자

연에 공 된다고 가정하 다. 방사성 동 원소의 이동

은 식물체의 잎에 의한 호흡과 뿌리에 의한 흡수, 흙

에는 지표흡착 후 강우에 의한 2차원  퍼짐을 가정

하고, 충분한 수량으로 지표로 3차원 으로 흡수되어 

충분히 유체 역학 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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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의 량을 으로 가정하고, 식물체의 잎에 의

한 공기 호흡 계수를 , 뿌리에 의한 수분 흡수 계

수를 (이때 뿌리의 깊이에 따른 흡수율은 재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로 둔다. 이외 몇 가지 가

정들을 합하여 모델링 하 다.

Fig. 2. The modeling structure

 결과  고찰

Fig 3. The amount of virtual isotope in plants 

and air

  의 낙진이 발생 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식물체에는 가정에 따른 결과로 어드는 것이 계산되

었다. 공기의 경우는 기량이 시간에 따라 어드는 

것 한 계산되었다. 흙의 경우 지표면에서부터 깊이에 

따른 량이 차 으로 어드는 것처럼 계산 되었다. 

토양의 경우 몇몇 연구에서 깊이에 따른 Cs-137, 

Sr-90의 양이 어드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와 련된 

것으로 보인다.[1]

Fig 4. The amount of virtual isotopes due to the 

depth of the soil 

 결  론

   재 모델링을 통해서는 시간에 따른 공기와 식물

체의 변화와 깊이에 따른 흙에서의 가상 방사선양 변화

를 계산 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들은 실험에 의한 측정

치와 비교된 결과는 아니고, 모델이 부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추후 지속 인 연구를 통해서 비교와 세부

인 모델이 완성 될 것으로 본다. 재 연구 단계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타 모델과의 정확성 비교는 어려우나 

차후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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