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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준탐사를 이용하여 IAEA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사능 함량도를 제작하는 일련의 절차 중에서 기존의 자료를 기

준탐사 자료를 이용한 자료 맞추기(leveling)는 기존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보존하면서도 자료들을 부드럽게 취

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은 기존의 자료가 갖고 있던 소규모 이상대 정보가 많이 손상되

는 등 원자료의 특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방사능 자료를 기준탐사 자료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논술하고, 새로운 맞추기 방법을 제안한다. 새로운 방법은 기존의 자료를 모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

준탐사의 측점과 일치하는 격자 자료만을 이용하여, 광역장(regional field)과 남은장(residual field)으로 나누어 광역장만

으로 맞추기 계수를 결정하고 광역장과 남은장에 별도의 방법으로 적용하여 더해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

다 자료를 보다 부드럽게 일치시키고, 자료 분포의 경향성을 더욱 잘 보여주며, 높은 진동수 정보를 잘 보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기준탐사, 방사능탐사 자료, 자료 맞추기

Abstract: Data leveling utilizing baseline survey makes existing old data be smoothly compiled, and also keep

characteristics of data, such as small high frequency anomaly information. The previously proposed leveling method may

easily loose or damage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is paper suggests a new leveling method. New method

determines the leveling coefficients using regional field of the original data, which is composed by data on the grids

point coincided with baseline survey grid, while existing method uses all grid data without any considerations. Results

of new leveling method on test area shows that new method make two data sets compiled more smoothly and trends

of data distribution expressed more clearly. And then, it also preserves high frequency information well. 

Keywords: Baseline survey, Gamma-ray spectrometric data, leveling

서 론

Park et al. (2015)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35년간 수

행한 항공 방사능 탐사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 보고하면

서 한국의 방사능도로 취합하고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기준탐사(baseline survey)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방사능

탐사가 애초의 계획에 비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각 단

위 탐사의 설계와 조건이 상당히 달라서 자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격이 일치하지 않고, 방사성 원소값이 화학적 함량으

로 변환해 주지 못하고 기계값인 cps (count per second)로 표

현되어 있어 정량적 해석에 한계가 있고, 탐사 자료들을 취합

하여 한국의 방사능도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

였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Geoscience

Australia가 제안한 기준탐사를 이용하여 IAEA의 기준에 부합

하는 방사능 함량도를 제작하는 일련의 절차(IAEA, 2003;

Minty, 2006; Minty et al., 2009)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토에 대한 기준탐사를 설계하기 위한 시험 기준탐사를 진천-

음성 지역에서 실시하여 방사능 탐사 자료를 재처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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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5). 

기준탐사를 이용한 자료 맞추기(leveling)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자료를 기준탐사에 어떻게 맞추어 주어야 기존

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기존 자료들을 부드럽게 취

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Park et al. (2015)은 Minty et al.

(2009)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즉, 기존 자료와 기준탐

사 자료의 공통 격자점에서의 자료값들의 관계를 1차식으로

가정하여 구한 scale과 shift를 이용하여 기존 자료를 기준탐사

에 일치시켰다. 

그러나 이 방법은 두개의 인접 도폭의 자료를 어느 정도는

일치시키지만 측선 간격이 큰 기준탐사 자료에 기존의 자료를

맞춤으로써 기존의 자료가 갖고 있던 소규모 이상대 정보가

많이 손상되는 등 원자료의 특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방사능 탐사 자료를 기준탐사에 맞추는 방

법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기존 방법의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진천-음성 지역의 기존의 탐사와 기준탐사

Fig. 1은 1982년에 탐사한 진천 도폭과 1999년에 탐사한 음

성 도폭의 potassium gamma-ray count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

대로 붙여 그린 도면이다. Fig. 1을 비롯하여 이 논문에서 사

용한 모든 자료는 측선 탐사로 얻은 자료를 격자 자료로 만들

어 처리하였는데, 격자 간격은 모두 0.003°(동-서 방향 270 m,

남-북 방향 330 m)로 동일하여 격자 간격의 차이에 의한 효과

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Fig. 1. Potassium gamma-ray count map of Jincheon-Eumseong sheets by surveys in 1982 and 1999.

Fig. 2. Distribution of potassium gamma-ray data of Jincheon and Eumseong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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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도폭을 시험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인접하는 두 개의

도폭 중에서 가장 불일치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진천 도

폭의 포타슘 감마선 세기는 25 cps에서 150 cps 사이의 분포

를 보이며, 평균값은 75 cps인데 반해, 음성 도폭은 5 cps에서

50 cps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27 cps에 불과하다 (Fig. 2).

이렇게 큰 불일치를 보이는 것은 두 지역의 탐사가 17년의

시차가 있어 방사능 센서의 노후 정도가 다르고 사용한 헬리

콥터의 기종도 다르며 방사능 센서의 장착 방식도 달라서 감

마선 탐지 능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진천과 음성 도

폭 탐사의 측선 간격 등의 탐사 설계가 달라 자료의 파장도 크

게 다름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보정 상수를 구하는 방식도 달

라 두 도폭의 자료는 매우 큰 불일치를 보여 이대로는 취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 도폭에 걸쳐 공통적인 문제이고, Fig. 1의

진천-음성 지역같이 불일치가 매우 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취합할 때 흔히 적용하는 격자 간격을 크게 한다든지 가장자

리 값을 단순하게 일치시킨다든지 하는 미봉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원래의 탐사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지

Fig. 3. Flight faths of old surveys and test baseline survey. (blue line; old surveys, red line; baseline survey)

Fig. 4. Potassium count map of Jincheon-Eumseong sheets by test baselin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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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서로 부합하지 않는 기존 자료들을 취

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탐사를 모두 같은 조건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탐사가 필요함

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박영수 등, 2015).

2013년의 진천-음성 지역의 시험 기준탐사는 동-서 측선 간

격은 4 km, 남-북 측선 간격은 12 km로 하였다(Fig. 3). 기준

탐사로 획득된 자료는 IAEA 표준 절차에 따라 보정 처리하였

으며, potassium count map은 Fig. 4와 같다. Fig. 4에서는 기

존의 자료와 같은 불일치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불일치는

두 도폭을 17년의 시차를 두고 다른 탐사 조건과 설계에 따라

탐사하였고, 자료 처리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료의 정성적인 분포를 보면 진천 도폭 남서단의 강한 포

타슘 이상이나 음성 도폭 남부의 북동 방향의 비교적 강한 포

타슘 이상대 등 분포 경향은 대체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음성 도폭에서는 기존의 탐사에서 감마선 감지 센서를

헬리콥터 내부에 장착하였기 때문에 포타슘 값이 전체적으로

값이 너무 낮아서 측선 간격이 더 큰 기준탐사에서도 잘 보이

는 북동 방향의 분포 경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기준탐사를 이용한 자료 맞추기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서로 인접한 자료를 서로 맞추는

방법으로는 차이의 평균값을 서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가장

자리에서 겹치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다항식 접합법으로 맞추

어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료 세트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맞추기가 반복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어

원래의 자료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각각의 자

료 세트를 어떤 기준에 맞추어 주면 보정량도 적고 원래의 자

료의 특성도 상당히 잘 유지시킬 수 있다. 이 때 기준 자료는

국제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료 맞추기는 서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료에 맞추

는 것이다. 즉, 기존 자료와 기준 자료의 모든 격자점에서의 값

차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Minty (2009)는 기존

자료와 기준 자료의 차이를 1차식으로 표현하여 두 세트의 자

료의 차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1차식의 기울기(scale)

와 절편(shift)을 최소제곱법으로 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식

으로 표현하면, 어떤 격자점의 baseline 값을 y2, 기존 자료의

값을 y1이라고 하였을 때, 

  (1)

가 되도록 하는 scale G와 shift S는 

 (2)

를 최소로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천 도폭과 음성 도폭의 potassium count

를 기준탐사의 potassium count에 맞추기 위한 최적의 scale G

와 shift S를 구한 결과, 진천 도폭은 G = 0.3231, S = 51.09

이었으며, 음성 도폭은 G = 0.4214, S = 67.7이었다(Fig. 5).

진천 도폭의 1차 회귀 결정계수 R2는 0.1058이고, 음성 도

폭의 R2는 0.0457로서 매우 낮아서 원자료와 기준탐사의 관계

를 1차식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개의 자료를 규정할 이론적인 관계식을 없으며, 자료 취합을

위한 맞추기에서는 간단한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와 G를 진천과 음성 도폭 자료에 적용하여 재처리한 결과

는 Fig. 6이다. Fig. 6은 재처리된 자료를 함께 그린 것이 아니

고, 따로 그려서 붙인 것임에도 두 도폭의 경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료의 취합 결과가 양호하다.

새로운 자료 맞추기 방법

기준 탐사 자료에 기존의 자료를 맞추어 취합하면 자료의

경계선에서 부드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전체 도면의 분포

경향도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료 맞추기가 기

y2 = Gy1 + S

Σ y2 Gy1– S–( )
2

Fig. 5. Scale and shift for fitting potassium count of old data to test baseline potassium count data of Jincheon and Eumseong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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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손상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

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원래의 자료는 측선 간격이 좁아 작은 구조의 이상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준탐사는 원래의 탐사에 비해 측선

간격이 매우 넓으므로 높은 진동수의 이상 구조는 탐지할 수

없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탐사 자료를 낮은 진동

수의 기준탐사에 맞추어 줌으로써 기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 특히 높은 진동수의 구조 정보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물론 자료를 전국토 규모로 취합하고, 자료의 신뢰도와 활용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탐사가 유일한 해결책이고, 자료를

강제로 맞추는 과정은 기존의 정보를 손상할 수밖에 없지만,

자료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고 자료 맞추기의 합

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Minty (2009)의 맞추기 방법은 기존 자료와 기준탐사 자료

의 차이의 합이 가장 최소로 되는 scale과 shift를 구하는 데에

모든 격자점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한번에 처리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자료와 기준탐사의 지배적인 공간 진동수가 다

름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고자 기존의 자료를 두 개의

세트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즉, 기존 자료 중에서 기준탐사의

측선이 지나가는 셀의 자료만으로 scale G와 shift S를 구하

였다.

기존의 방법은 공간 진동수가 높은 기존의 자료를 공간 진

동수가 낮은 기준탐사 자료의 자료들에 맞추어 줌으로써 공간

진동수가 높은 자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기존의 자료 중에서 기준탐사의 측선을 지나는 자료들만으로

구성된 자료 세트를 기준탐사에 맞추어 줌으로써 공간 진동수

가 높은 자료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자료를 공간 진

동수가 낮은 부분과 이를 뺀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므로 광

역장과 남은장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Fig. 7은 낮은 진동수 자료 세트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 기존 자료와 기준탐사 자료는 0.003° 간격의 격자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자료와 기준탐사 자료 세트 중에서 기준

탐사의 탐사 측선이 지나는 셀들만을 선택하여(Fig. 7의 빨간

색 셀) scale G와 shift S를 계산하기 위한 진동수 자료 세트로

하였다. 

낮은 진동수 자료 세트로 전체 지역의 0.003°의 격자 자료

Fig. 6. Potassium count map of Jincheon-Eumseong sheets leveled by old method. 

Fig. 7. Positions of data selected for caculating scale G and shift S

of Jincheon sheet, which are on the baseline survey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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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린 포타슘 감마선도는 Fig. 8에 그려져 있고, 원래 자료

에서 Fig. 8에 그려진 값을 뺀 나머지 포타슘 감마선도는 Fig.

9이다. 

Fig. 8에 그려져 있는 진천 도폭과 음성 도폭의 낮은 공간

진동수 자료만으로 기준탐사에 맞추기 위한 최적의 scale G와

shift S를 구한 결과, 진천 도폭은 G = 0.3309, S = 50.77이었

으며, 음성 도폭은 G = 0.4896, S = 66.34이었다(Fig. 10). 진

천 도폭의 결정계수 R2는 0.1585이고 음성 도폭의 결정계수

R2는 0.0827로서 그리 높은 관계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기

존의 방법에 의한 경우(Fig. 5) 보다는 약간 높은 값을 보여 새

로운 방법이 더 향상된 맞추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 계수들을 이용하여 자료를 맞추는 방법은 선택된 낮은

공간 진동수 자료 세트(Reg)에 scale G를 곱하고 shift S를 더

Fig. 8. Potassium count map of selected data (as shown in Fig. 7) from old data of Jincheon and Eumseong sheets. 

Fig. 9. Residual potassium count map by subtractng potassium count of the selected data (Fig. 8) from old data of Jincheon and Eumseong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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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료를 맞추어준 후, 낮은 공간 진동수 값을 빼고 남은

자료 세트(Res)에 G를 곱하여 더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식으

로 쓰면, 

Leveled data = (Reg × G + S) + (Res × G)  (3)

와 같이 구한다. 식 (3)과 같이 구한 진천-음성 도폭의 기존 자

료의 potassium count를 기준탐사를 이용하여 맞추어 준 최종

결과는 Fig. 11과 같다. 

기존의 방법에 의한 맞추기 결과인 Fig. 6과 이 논문이 제안

하는 새로운 방법에 의한 맞추기 결과인 Fig. 11을 비교해 보

면, Fig. 11이 도폭 경계선에서 보다 부드럽게 연결되고, 경향

성이 뚜렷하며, 원래 자료의 특성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음성 도폭의 원래 자료는 매우 분산적이었는데,

두 방법 모두 경향성이 향상되었지만, 새로제안한 방법이 좀

더 잘 보여준다. 이것은 기준탐사 측선에 있는 기존 자료만으

로 맞추기 계수를 산출하므로 경향성이 보다 잘 나타나는 것

같다. 

기존의 방법은 모든 격자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맞추기 계수

를 구하는데 반해, 새로운 방법은 기준탐사에서 실제로 측정한

측점의 자료만 이용하므로 이론적으로 보다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배적인 진동수가 낮은 기준탐사에 맞춤으로써

높은 진동수 정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이 제시한 새로운 방법에서는 공간 진동수가 높은 자료

세트를 따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높은 진동수 정보를 보존하

는데 유리할 것이다. 

Fig. 12는 기존의 방법과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

Fig. 10. Scale and shift for fitting regional field of potassium count of old data to test baseline potassium count data of Jincheon and

Eumseong sheets. 

Fig. 11. Potassium count map of Jincheon-Eumseong sheets leveled by new method. 



186 박영수·임형래·임무택·신영홍

결과 자료의 진동수 스펙트럼인데, 기존의 방법은 높은 진동수

성분을 많이 잃었는데 비해, 새로운 방법은 높은 진동수 정보

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원자료에

없는 진동수 성분이 생기기도한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결 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탐사에 의해 얻은 항공 방사능탐

사 자료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들을 큰 규

모로 취합하거나 정량적인 해석을 어려운 경우가 많다. Park

et al. (2015)은 한국의 방사능 탐사 자료를 재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방사능

자료를 기준탐사 자료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논술하고

새로운 맞추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맞추기 계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기준탐

사 측선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료만으로 낮은 공간 진동

수 자료 세트를 이용하여 맞추기 계수를 구하여 1차적으로 기

준탐사 자료에 맞추고, 원자료에서 이 자료 세트를 뺀 남은 값

은 따로 맞추어 주어 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자

료를 보다 부드럽게 일치시키고, 경향성을 보다 잘 보여주며,

높은 진동수 정보를 잘 보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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