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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Introduction)

  

    도시테러나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한 기체상 방사

성 물질의 방출은 그 양에 계없이 일반 의 혼

란을 야기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기 응 단계가 

지나면 방사선환경 향  인체피폭선량 평가를 포함

한 사고해석과정이 진행된다. 사고해석을 해 요한 

요소의 하나인 방출선원항은 사고의 성격에 따라 기

지의 값이거나 계측가능 할 수 있다. 만약 환경에서 

측정된 기  방사능 농도나 침 농도가 있다면 이

를 이용해 추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서 

측정된 기  방사능 농도를 이용한 선원항 추정

로그램을 작성하 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도시테러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지

(release point)과 측정지 (measuring point) 사이에

서 일어나는 확산 로세스는 기확산 모델을 통해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확산모델로 가우시

안 륨모델이 사용되었다. 가우시안 륨모델은 방출

에서 풍하방향 좌표를 카테시안 좌표로 계산하게 

되므로 UTM x  UTM y로 입력받은 값을 방출

을 기 으로 카테시안 좌표로 변환되도록 로그램되

어 있다. 이러한 좌표체계는 풍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풍향을 입력으로 받아 측정지 의 좌표가 자동변환되

도록 하 다. m개의 측정지 과 n개의 방출지 이 존

재하고, 단 방출(unit mass of source)을 가정하면 

각 측정지 의 모델 계산한 값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

방정식으로 표 할 수 있다.  

                                      (식1)

여기서 T는 방출지 과 측정지 의 기확산 특성을 

기술하는 m×n의 이행렬이며 x는 n×1의 방출선원

행렬, M는 m×1의 가우시안모델의 계산값 행렬을 나

타낸다. 측정지 에서 기  농도 측값을 M'이라

하면 M과 M'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구속조건

을 설정하면 선원항 행렬을 구할 수 있다 [1].  

 결과  고찰 

  

  그림 1은 선원항추정 로그램 RASTER (RAdiation 

Source TErm estimatoR)의 입력화면을 나타낸 것이

다. 기상조건으로 풍향, 풍속, 기안정도를 텍스트화일

로 인스톨폴더에 장 후 불러와서 이용하며, 측정간격

은 분단 로 입력해야 하며 최소값은 10분이다. 

방출지 의 좌표, 방출고도, 방출지속시간, 측정지 의 

개수  측정값을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측정지

의 값을 입력할 때 마다 오른쪽 그림 에 측정지 의 

카테시안 좌표가 표시된다. COMPUTATION버튼을 

르면 의 입력자료를 이용해서 최소제곱법에 의해 

선원항을 계산하여 그림 2와 같이 표시하게 된다. 화면 

오른쪽의 농도장은 왼쪽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  지표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결  론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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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로그램은 도시테러나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

시 환경측정 자료를 이용한 선원항 추정을 해 작성

되었다. 실제 사고시 공기  농도보다는 침 농도나 

토양  방사능 농도 등이 실 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일 있다. 본 로그램은 그러한 환경자료를 이용

한 선원항 추정을 해 쉽게 확장가능록 설계되어 있

다. 한, 방사성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선원항 

추정의 경우 외부 수치모델에서 계산한 결과를 본 

로그램에서 불러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선원항을 계

산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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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ASTER 입력화면

그림 2. RASTER 출력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