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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탐사를 이용한 항공 방사능 탐사 자료 맞추기

박영수·임형래*·임무택·신영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Leveling the Gamma-ray Spectrometric Data using Baseline Survey

Yeong-Sue Park, Hyoungrea Rim*, Mutaek Lim, and Young Hong Shin

Miner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IGAM

요 약: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82년부터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항공 방사능 탐사 연구를 통하여

Total, K, U, Th 등의 4가지 방사능도를 지속적으로 작성, 발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전국토에 대한 방사능 원소 이상도

를 작성,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탐사 기간이 너무 길고, 탐사 조건이 일정하지 않아서 자료들이 물리적 의미에

서 일관성이 부족하며, 더욱이 방사성 원소 K, U, Th들의 함량이 아니라 기계값인 count/sec로 표현되어 있어 자료들을

하나로 취합할 수 없으며, 국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낮고 유용성과 활용성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접한 두 도폭인 진천과 음성 지역에서 자료 맞춤(leveling)을 위한 baseline 시험탐사를 하였다.

baseline 탐사에 의한 맞춤으로 조정된 방사능 원소 함량도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 단위의 방사능도이며,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료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표준적 자료로서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하여 마련된 자료 맞추기의 방법과 절차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방사능 자료를 표준화하고, 국제 기준

에 부합시킴으로써 자료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료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한국의 방사능 함량

도를 취합, 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기준, 방사능 탐사, 자료 맞추기, baseline

Abstract: KIGAM has surveyed most of the Korean territory since 1982 using airborne gamma-ray spectrometry, and

complete the nationwide scale map in the near future. However, since the duration of survey is too long and the conditions

of survey is not consistent, the data does not have physical consistency. In addition, the window counts (count/sec) were

recorded instead of potassium, uranium and thorium radioelement concentrations. Thus, the data could not be registered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radioelement datum. This limits the usefulness of the data and it is

not possible to easily combine surveys into regional compilations or make quantitative interpretations between different

survey areas. To solve these problems, we undertook a test baseline survey over Jincheon-Eumseong area, to level the

different two sets of data and to map radioelement concentrations. This survey confirms to IAEA radioelement baseline.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data leveling prepared by this study improve the usefulness and usability of the radiometric

data, and make it enable to compile the nationwide scale radioelement concentration maps. 

Keywords: Baseline, Gamma-ray spectrometry, leveling, baseline

서 론

항공 물리탐사는 지질구조를 규명하고 광물 자원을 개발하

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

적인 수단이다. 특히, 항공 감마선 분광측정(airborne gamma-

ray spectrometry)으로 작성한 방사성 원소도는 방사성 광물 탐

사뿐만 아니라 geological mapping과 토양 오염 등 지구환경

과학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당시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은 우라늄과

광물자원의 부존 현황 파악과 지질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를 목적으로 전국토에 대한 항공 방사능 및 자력탐사 장기 프

로젝트를 계획하여, 1981년 EG&E GeoMetrics사의 항공 방

사능 및 자력탐사 시스템을 구입하고 시험탐사에 성공하였다

(Koo et al., 1982a). 1982년부터 본격적인 탐사를 연차적으로

수행하여 Total, K, U, Th 등의 4가지 방사능도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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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발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전국토에 대한 방사능 원소

이상도를 작성,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Lim et al., 2013). 

그러나 탐사 기간이 30년 이상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전국

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탐사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듬

성듬성하게 탐사하여 탐사 자료들이 물리적 의미에서 일관성

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방사능도가 방사

성 원소 K, U, Th들의 함량이 아니라 기계값에 불과한 CPS

(count per second)로 표현되어 있어 방사능도에 표시된 값의

정량적 의미는 각각의 탐사에서 사용한 탐사 장비와 탐사 조

건에 따라 좌우되므로 탐사 자료의 정량적인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탐사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며, 또한 방사성 특성의 정량적 비교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감마선 분광 자료의 유용성을 제한한다(Minty

et al., 200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사 자료들을 공통의 기

준(baseline 또는 datum)에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 즉, Inter-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Global Radioelement

Datum에 맞추어 조정해 줌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유용성과 활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Minty, 2006). 이를 위해

서는 자료들을 맞추어줄 기준 자료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전국토에 대한 기준 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시범 지구에서 baseline 시험탐사로 얻은 자

료를 이용하여 IAEA의 기준에 맞도록 자료를 맞추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 마련된 표준 절차는 전국토의

방사능 탐사 자료를 공동 기준에 맞추어줌(leveling)으로서 기

존의 탐사 자료들을 IAEA의 기준에 맞는 자료로 변환하여 자

료를 표준화하고 전국토의 방사능 원소도를 작성하는데 이용

될 것이다.

보정 상수의 결정

감마선 분광계(gamma-ray spectrometer)로 측정한 감마선의

세기 값에는 바탕 잡음(background noise), 감마선의 컴프턴

산란(Compton scattering) 현상에 의한 에너지 감소, 그리고 측

정 높이에 따른 에너지의 감쇄 등의 영향을 보정해 주어야 한

다. 보정 상수들은 사용하는 탐사 장비 및 항공기, 비행 조건

등의 탐사 환경에 달라지므로 탐사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다

시 결정해 주어야 하며, 시험탐사를 통하여 결정한다(Koo et

al., 1982b).

바탕값 보정

항공방사능탐사에서 측정된 감마선의 세기는 지표의 토양

및 암석에 의한 감마선뿐만 아니라 항공기 자체와 우주선

(cosmic ray)에 의한 바탕 잡음 등도 포함되므로 이들 바탕값

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표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무시할 수 있을 만

큼 적은 바다나 호수 위의 충분히 높은 높이, 즉 측정된 에너

지 빛띠에는 우주선 에너지와 항공기 바탕값만 포함되어 있다

는 가정이 성립하는 조건에서 실제로 감마선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보정값을 결정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8,000 ft와 10,000 ft의 두 높이에서 바탕값 보정을 위한 시험

측정을 한다.

10,000 ft와 8,000 ft 상공에서 실험 측정하였을 때, 10,000

ft에서 측정한 에너지 빛띠(energy spectrum)를 S (10,000)이라

하고 8,000 ft 상공에서의 에너지 빛띠를 S (8,000)이라 하면,

그 차이 빛띠는

ΔS = S(10000) − S(8,000)  (1)

이 된다.

를 각각 10,000 ft와 8,000 ft 높이에서의

우주선의 energy window (3.0 ~ 6.0 MeV)의 total count라 하

면 그 차이 빛띠 ΔC는

ΔC =    (2)

ni : 각 채널의 count

가 된다. 

이 경우, 10,000 ft 상공에서의 우주선 에너지 빛띠비(cosmic

spectrum ratio) C (10,000)와 항공기 바탕값(aircraft background)

은 아래와 같다.

C (10,000) =  (3)

Aircraft Background = S (10,000) − C (10,000)  (4)

높이 보정

항공 방사능 탐사에서 측정된 감마선의 세기는 측정 높이

(H)에 따라 그 값이 다음과 같이 지수적으로 감쇄한다.

  (5)

μ : 감쇠 계수, N0: 지표에서의 측정값, E2 : 제2종 지수적분

함수

그러나 200 ~ 800 ft 범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관계

식이 성립된다. 

  (6)

: 높이 보정 상수, A: 임의의 상수

감쇠 계수 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평탄하면서 지

질이 균일한 지역에서 통상 200 ft부터 100 ft 간격으로 일정

한 높이에서 방사능의 성분별 강도를 측정하여 높이별 평균값

을 이용하여 최소제곱 방법으로 구한다. 

ΣC10 ni( ), ΣC8 ni( )

ΣC10 ni( ) − ΣC8 ni( )

 ∑ C10 ni( )

ΔC
------------------------ ΔS×

N = NoE2 μH( )

N = Ae
µH–

μ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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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턴 산란 보정

방사능탐사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보정상수 결정은 컴프턴

산란 계수이다. 감마선은 물질 내에서는 컴프턴 산란에 의하여

그 에너지가 감소한다. 즉, 방사된 감마선이 detector crystal 내

에서 에너지가 감쇄하여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감마선의 일부

가 낮은 에어지 창(window)에서 감지된다. 따라서 Th 창과 U

창의 값에서 측정된 에너지가 감쇄하여 낮은 에너지인 K 창에

합산되고, Th 창의 높은 에너지가 감쇄하여 U 창에 합산되므

로 K 창과 U 창에서는 높은 에너지 창에서 감쇄하여 가산된

만큼의 값을 빼 주어야 한다. 이를 컴프턴 산란 보정이라 한다.

컴프턴 산란 보정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마선을 방출

하는 K, U, Th 원소가 그 양이 각각 다르게 포함되어 있는 4

개 이상의 보정용 패드(calibration pad)를 이용하여 각각의 패

드에서 측정한 감마선의 세기와 각 패드에 포함된 원소들의

함량과의 관계로부터 보정 상수를 결정한다. 

보정식은 다섯 개의 보정상수 α, β, γ 그리고 a, g의 5개로

표현된다. 여기서 α, β, γ는 stripping ratio, a와 g는 reverse

stripping ratio라고 부른다. α는 순수한 Th 소스에 의하여 Th

윈도우에 단위 값(count)이 측정될 때의 U 윈도우의 값이며, β

는 순수한 Th 소스에 의하여 Th 윈도우에 단위 값이 측정될

때의 K 윈도우의 값이다. γ는 순수한 U 소스에 의하여 U 윈

도우에 단위 값이 측정될 때의 K 윈도우의 값이며, a는 순수

한 U 소스에 의하여 U 윈도우에 단위 값이 측정될 때의 Th

윈도우의 값이다. 

컴프턴 산란 보정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Grasty and

Minty, 1995).

 (7)

 (8)

 (9)

 

nk, nu, nth: 보정 전의 각 윈도우 값, 

NK, NU, NTh: 보정 후의 각 윈도우 값

위의 보정식은 IAEA에서 권장하는 보정식인데(IAEA,

2003), 예전에는 reverse stripping ratio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주요 상수 α, β, γ는 높이에 따라 그 값이 커지므로 이

에 대한 보정도 필요하다. Stripping ratio α, β, γ의 측정 높이

에 따른 증가율은 Table 1과 같다(Grasty and Minty, 1995).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정상수 결정 방법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방사능 탐

사 자료의 보정 상수는 IAEA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따랐다. 항

공기와 우주선 바탕값은 해상 8,000 ft와 10,000 ft에서 각각 5

분씩 측정하여 보정값을 결정한다. 높이 보정은 300 ft ~ 800

ft 사이를 100 ft 간격으로 측정하여 감쇠 계수를 구한다. 다만,

컴프턴 산란 보정 상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항공 방사능 탐사 시스템을 도입하

기 전에 컴프턴 산란 보정 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수색 비행장

에 헬리콥터가 앉아서 측정할 수 있도록 지름 8m의 콘크리트

보정 패드 5개를 만들었다(Kim et al., 1981). 보정 패드는 방

사성 원소 K, U, Th의 함량을 달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각 패드의 방사성 원소 함량은 Table 2와 같이 설계하였다.

Table 2와 같은 함량 계획으로 시공하면서 각 패드마다 26

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 중에서 패드당 13 개씩의 시료를

원자력연구소의 방사화학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시료는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방법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은데, 원래 설계와 꽤 많은 함량 차이를 보였

다. 이후 나머지 시료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Table 4와 같이 결정하였다(Koo et

al., 1982b). 

NK = 
nth αγ β–( ) nU αγ β–( ) nK 1 aα–( )+ +[ ]

A
-----------------------------------------------------------------------------------------

NU = 
nth gβ α–( ) nU nKg–+[ ]

A
----------------------------------------------------------

NTh = 
nth 1 gγ–( ) nUa– nKag+[ ]

A
------------------------------------------------------------

A = 1 − gγ − a α gβ–( )

Table 1. Increase in stripping ratios with altitude. 

stripping ratio  increase per meter 

α 0.00049

β 0.00065

γ 0.00069

Table 2. Design of radioelement concentrations of calibration pads.

   pad
element

Pad 1 Pad 2 Pad 3 Pad 4 Pad 5

K (%) 3 3 3 3 3

U (ppm) 4 8 4 4 12

Th (ppm) 12 12 24 36 12

Table 3. Radioelement concentrations of calibration pads from

radiochemical analysis.

  pad
element

Pad 1 Pad 2 Pad 3 Pad 4 Pad 5

K (%) 2.8 2.8 2.6 2.5 2.8

U (ppm) 4.8 10.0 9.3 8.0 13.2

Th (ppm) 33.0 30.7 67.2 78.4 55.6

Table 4. Final results of radioelement concentrations of calibration

pads.

         pad
element

Pad 1 Pad 2 Pad 3 Pad 4 Pad 5

K (%) 3.47 3.57 3.49 3.59 4.10

U (ppm) 4.61 9.86 6.77 7.48 16.20

Th (ppm) 31.8 32.0 59.5 88.4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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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의 설계와 2차에 걸친 분석 결과(Table 3과 Table 4)

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날 뿐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은 그 당시의 방사화학분석 기술

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패드에 미량의 방사성 원소들

이 얼마나 균질하게 분포할 것인지도 문제였으며, 시료의 숫자

도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정 상수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여 IAEA

가 권고하는 원소 함량도(radioelement concentration map)를

작성하지 못하고 방사능 강도도(gamma ray intensity map)를

작성하였으며, 기존 자료들의 취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수색

패드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서는 1997년 캐나다에서 제작한 transportable calibration pad

set를 도입하였다(Grasty et al., 1991).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

가지여서 취합을 위한 보충 탐사를 통하여 자료를 재처리하고

취합함으로써 IAEA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이상도를 작

성하였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2007년

AWAGS(Australia-Wide Airborne Geophysical Survey)를 통하

여 전국토에 대한 방사능 탐사 자료를 취합할 수 있었다

(Minty et al., 2009).

방사성 원소의 Baseline

IAEA 방사성 원소 기준

방사성 원소의 기준(radioelement baseline)은 특별한 표준

(standard)을 따르는 방사성 원소의 측정값이다. 감마선 빛띠

자료(gamma ray spectrometric data)를 위한 국제 방사성 원소

기준은 IAEA의 기준이다. 

IAEA는 감마선 빛띠 자료를 위한 세계적의 방사성 원소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IAEA Seibersdorf 연구실에서 발행한

참조 표준(reference standards)에 의거한 일련의 절차를 권장

하였다(Minty, 2006). 

휴대용이나 항공탐사용 감마선 분광기의 보정을 위하여 가

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방사성 원소의 함량을 알고 있는

보정 패드이다. 일반적으로 4개의 패드가 세트로 구성된다. 그

중 세 개는 각각 U, K, Th가 많이 포함되게 만들어져 있고, 하

나는 바탕값 패드이다. 이 패드를 이용하여 항공 방사능 감마

선 분광기의 stripping ratio와 window sensitivity를 구할 수 있

다. Calibration pad는 IAEA의 참조 표준에 의거하여 제작하

여야 하는데, 1997년에 도입한 transportable calibration pad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방사능 자료의 맞추기(leveling)

겹치는 두 세트의 감마선 빛띠 격자 자료는 일반적으로 서

로 일치하지 않는다. 측선 간격, 탐사 높이 등의 탐사 조건들

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항공기에 따라 crystal detector의 탑재

형태가 다르므로 sensitivity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crystal

의 노후 정도에 따라 stripping ratio와 sensitivity가 달라진다.

물론, 이러한 탐사 조건들에 의한 영향은 바탕값 보정, 높이

보정, 그리고 Compton scattering 보정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는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정식들은 이론적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고 실험식이다. 높이 보정식은 200 ~ 800 ft 사이에

서만 유효한 실험식인데, 지형에 따라 유효한 높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stripping ratio와 sensitivity를 구하기 위해

서는 IAEA 기준에 부합하는 보정용 패드가 필요한데, 과거에

는 패드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았고 미량 분석 기술도 부족하

였다. 

이러한 불일치들은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그대로 취합해서는 자료값이 가지는 물리적 의미

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여러 탐사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

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탐사 구역 전체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 탐사(baseline survey)가 필요하고, 이 기준 탐

사에 기존의 탐사자료를 맞추어 주는 것이 자료의 일관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Baseline 시험 탐사

시험 탐사

본격적인 baseline 탐사에 앞서 baseline 탐사를 이용하여 자

료 재처리와 취합을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시험 지역으로 진천과 음성 도폭을 선

정하였다. 

진천 도폭은 1982년에 탐사하였고, 음성 도폭은 1999년에

탐사하였다. 진천도폭은 Hughes 500MD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탐사하였으며, 동−서 측선 간격은 1 km, 남-북 맺음 측선 간

격은 5 km이었으며, 비행 높이는 400 ~ 600 ft agl, 비행 속도

는 90 ~ 110 km/h를 유지하였다. 음성 도폭은 Bell 412EP 헬

리콥터로 탐사하였으며 동-서 측선 간격은 1.5 km, 남−북 맺

음 측선 간격은 8 km이었으며, 비행 높이는 500 ~ 600 ft agl,

비행 속도는 90 ~ 110 km/h이었다. 또한 진천 도폭에서는 감

마선 탐지기(NaI crystal detector)를 헬리콥터 밖에 부착했는데

반해, 음성 도폭에서는 헬리콥터 안에 실어서 탐사하였다.

즉, 진천과 음성 도폭은 탐사용 헬리콥터의 기종이 다르고,

탐지기의 탑재 형태도 다르며, 17년의 시간차가 있으며, 측선

간격 등의 탐사 설계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감마선 탐지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탐지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데, 음성 도폭

을 탐사한 1999년에는 도입한지 이미 18년이 지난 상태였으므

로 진천 도폭에 비하여 성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을 것이다. 

또한, 자료 보정 상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같았지만, 컴

프턴 산란 보정 상수 결정을 위한 보정 pad도 다르다. 즉,

1982년의 진천 도폭은 수색에 고정 설치한 보정 pad를 이용하

여 탐사 직전에 측정하여 보정 상수를 결정하였으나,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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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캐나다 지질조사소에서 설계한 이동식 보정 pad를 이용

하여 결정한 보정 상수를 이용하였다. 

Fig. 1은 진천과 음성도폭의 Potassium gamma-ray count

map을 그대로 취합한 것인데, 18년의 시차에 따른 탐사 장비의

성능, 탐사 설계의 차이 그리고 보정 방법의 차이 등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도저히 취합할 수 없는 상태이다.

Fig. 2는 2013년 6월 진천−음성 지역에서 수행한 baseline

시험 탐사의 측선을 보여준다. 동−서 측선 간격은 4 km, 남−

북 측선 간격은 12 km로 하였으며, 탐사 높이는 굽이 비행으

로 400 ~ 600 ft. agl, 속도는 90 ~ 110 km/h로 유지하였다.

자료 보정

항공기 바탕값과 우주선 빛띠 보정값을 구하기 위해서 서해

바다 위 8,000 ft.와 10,000 ft. 높이에서 각각 5분씩 측정하였

다. 식 (3), (4)로 계산된 항공기 바탕값과 우주선 빛띠비는

Table 5와 같다.

높이 보정 상수 를 구하기 위해서 음성에서 평탄하면서

지질이 균질한 지역에서 비행 높이를 100 ft.에서 1,000 ft.까

μ

Fig. 1. Potassium gamma-ray count map of Jincheon-Eumseong sheets.

Fig. 2. Flight path map of the baseline test survey area. (black line; original survey, red line; baseline survey).

Table 5. Aircraft background and cosmic spectrum ratio for test

baseline survey.

 Window
Background

Total
(cps) 

K
(cps)

U
(cps)

Th
(cps)

aircraft background
(cps)

129.9581 16.9265 6.64515 3.5391

cosmic spectrum ratio
(cps/cps)

0.7771 0.0354 0.0271 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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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00 ft. 간격으로 측정한 자료로부터 최소제곱법으로 구하

였다. 각 윈도우별 값은 Total 0.00572, K 0.00902, U

0.00321, Th 0.00596이었다. 

컴프턴 산란 보정 상수는 캐나다 지질조사소에서 IAEA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 transportable calibration pad

4개를 이용하여 각 패드에서 5분씩 측정하여 구하였다(Fig. 3).

패드들의 방사성 원소 함량은 Table 6과 같다. stripping ratio

는 α = 0.4065, β = 0.5599, γ = 0.7873, a = 0.0574, b = 0.0159

이었다.

이러한 보정 상수들을 이용하여 보정 처리한 시험탐사 지역

의 Potassium count map은 Fig. 4와 같다.

baseline 탐사를 이용한 자료 맞추기

Fig. 1의 음성−진천의 인접한 두 세트의 방사능 탐사자료와

같이 서로 너무 많이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baseline 탐사 자

료에 맞추어 줌으로써 두 세트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취합할

수 있다. 

자료 맞춤은 Minty (2000)가 제안한 두 개의 인접한 자료 세

트를 취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기존 자료와 baseline

자료의 모든 격자점에서의 값 차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

여 기존 자료를 baseline 자료에 맞춰준다. 음성과 진천의 각각

의 자료를 공통의 자료인 baseline에 각각 맞추어 줌으로써 음

성과 진천의 자료가 서로 잘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격자점의 baseline 값을 y2, 기존 자료의 값을 y1이라

고 하였을 때, 

y2 − Gy1 − S  (10)

가 되도록 하는 scale G와 shift S는 

(y2 − Gy1 − S)2  (11)

를 최소로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천 도폭과 음성 도폭의 potassium

count를 baseline의 potassium count에 맞추기 위한 S와 G를

구한 결과, 진천 도폭은 G = 0.3167, S = 51.29이었으며, 음성

도폭은 G = 0.5926, S = 32.01이었다.

μ

 ∑

Fig. 3. Calibration of the airborne spectrometer GR-820 with GPX-

1024 crystal detector, used for the test baseline survey, on a trans-

portable calibration pad.

Fig. 4. Potassium count map of test baseline survey site.

Table 6. Radioelement concentrations of transportable calibration

pad. 

   element
pad

K (%) U (ppm) Th (ppm)

B-Pad 1.410 0.97 2.26

K-Pad 8.710 0.32 0.74

U-Pad 1.340 52.90 3.40

Th-Pad 1.340 2.96 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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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를 함량으로 변환하기

기계값인 count는 탐사 장비와 탐사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

로 정량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자료를 취합하거나 교환

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 물리 단위인 함량으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함량은 cps 당 함량인 sensitivity (ppm/cps)를 곱해줌으로

써 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 방사능도는 식 (6)에 의하여

400 ft.의 값으로 높이 보정된 값이므로 함량으로 변환하기 위

한 sensitivity도 400 ft.에서의 sensitivity에 의하여 환산해 주

어야 한다. 항공 방사능 탐사기의 400 ft. 높이에서의

sensitivity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험 비행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한 지형과 전체적으로 지표 지질이 균

질한 곳에 test strip site에서 실제 시험 측정으로 구한다. 이

때 strip site의 방사성 원소 함량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화

학 분석으로 구하거나, 휴대용 방사능 분광계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량의 방사 화학 분석은 정확한 분석이 매

우 어렵기 때문에 휴대용 감마선 분광계 RS230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1) 휴대용 감마선 분광계 RS230을 보정용 pad에서 5분간

측정하여 지표면에서의 sensitivity를 구한다.

(2) 음성의 높이 보정을 위한 strip site에서 RS230으로 측정

한 count의 평균값과 (1)에서 구한 sensitivity로부터 strip site

의 K, U, TH 평균 함량을 구한다.

(3) strip site에서 400 ft. 높이에서의 평균 count (cps)를 (2)

에서 구한 함량으로 나누어 높이 400 ft에서의 sensitivity를 구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맞추고, count에서 함량으로 변환한

최종 취합 함량도는 Fig. 5와 같다. 기존 자료 Fig. 1과 비교해

보면 원래 자료의 특성과 해상도를 유지하면서도 두 도폭의

자료가 서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래의 탐사자료 Fig. 1은 탐사 시기와 탐사 방법 및 조건이

달라 인접하는 탐사 자료와 연결되지 않을 뿐더러, cps는 정량

적 의미가 없는 기계값이므로 표준적이지 않아 다른 자료와

취합 및 교환을 할 수 없어 활용에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baseline 탐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맞추고 함량으

로 변환한 Fig. 5는 %라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 단위로 표현되

었고, IAEA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료로 변환되었기 때문

에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졌으며 어떠한 방사능 자료와도 취합

할 수 있게 되었다. 

결 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항공 방사능 탐사 자료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매우 잘 보여주는 진천과 음성 도폭 지역에서

baseline 시험탐사를 통하여 자료 맞춤(leveling)을 하여 취합해

보았다. 

baseline 탐사에 의한 맞춤으로 조정된 방사능 원소 함량도

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 단위의 방사능도이며, IAEA의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자료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표준적 자료로

서 신뢰성이 높아졌으며, 어떠한 방사능 자료와도 취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자료 맞추기는 옛 자료를

재처리하여 표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마련된 자료 맞추기의 방법과 절차는 보

유하고 있는 모든 방사능 자료를 표준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

합시킴으로써 자료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료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국의 방사능 함량도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Fig. 5. Potassium concentration map of Jincheon-Eumseong area after leveling by baselin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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