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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한 방사능 정상수치의 동위원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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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국가의 련기 들은 지역 별로 방사능 정상범 를 제시해 주기 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방사능 책 인 라를 구축하여 항시 비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피폭사건과 같은 방사능오염이 빈번하게 발

생함에 따라 방사능에 한 사람들의 인식이 험수 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데이터는 방사능 정상수치와 련해 미

국정부에서 수집을 하여 각 속성정보들을 악하고 과한 수치를 비교분석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군집화를 사용하

고, 특히 EM 알고리즘과 SimpleKMeans 알고리즘을 토 로 실험하 다. 그 결과 정상범  수치가 높을수록 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비용이나 분석정도에 따라 사용할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상범 가 높은 지역일수록 해당 기 부처나 정부에서는 조사 빈도수를 높여 반 해야 한다.

Abstract  As the radioactive-related incidents have been occurred frequently such as Fukushima nuclear exposure 
incident, it is always considered radioactivity normal levels in radiation exposure as a most risk components at 
several government agencies. In this paper, the data were analyzed by  information in the data beyond range of the 
attributes. The clustering analysis method is used by EM and SimpleKMeans algorithm. The experimental results 
about US Radioactive associated data is depending on the method of data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method 
of the algorithm is different depending on local value of the normal range. The governments need to pay attention 
to increase the investigation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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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계속되는 자원소비 속에서 세계는 지  에 지 쟁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 사고를 시작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 사고까지 최

근까지도 원자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방사성 물질

에 의해 환경, 음식물, 인체가 오염되어 환경 괴는 물론 

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정부에서는 지역, 주 별로 방사선 정상범  

수치를 지정했다.[2][6]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통하여 미국 보건복지

부에서 제시한 방사능의 정상 인 수 을 결정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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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사선 감시 데이터를 토 로 2009년부터 2012년까

지의 샘 지역과 유형, 동 원소와 수치를 서로 비교분

석하여 성분에 따른 정상범  기 을 제시할 수 있는 

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Ⅱ. 관련 연구

군집분석은 다수의 상들을 그들이 소유하는 특성을 

토 로 유사한 상들끼리 그룹핑하는 다변량 통계기법

이다. 군집분석을 하기 하여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자료

는 간격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거리 값이다.

1. SimpleKMeans Algorithm

SimpleKMeans 알고리즘은 고 인 군집화 방식으

로는 k-means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좀 더 간단하게 생

략한 방법이다. k-means 알고리즘은 우선 얼마나 많은 

군집을 찾을지 미리 정의해 놓는다. 이 게 정의한 값이 

k가 된다. 그 다음 군집의 심이 될 k개의 을 임의로 

선택한다. [4][7]

표 1. K-Means 알고리즘
Table 1. K-Means algorithm

Input : The number of k and a database containing n objects

Output : A set of k clusters that minimize the squared-error 

criterion. 

Method : 

  (1) arbitarily choose k objects as the initial cluster centers

  (2) repeat 

  (3) (re)assign each object to the cluster to which the object 

is the most similar based on the mean value of the 

objects in the cluster. 

  (4) update the cluster mean, ie, calculate the mean value of 

the object for each cluster

  (5) until no change; 

2. EM algorithm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은 확률 모

델에 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

우도나 최 사후확률 우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EM 알고

리즘은 기존의 우도를 기반으로 하여 더 좋은 우도를 찾

는 계산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우도

란 각 매개변수에 해 특정 값을 얻을 확률을 가지는 함

수이다.  이때 반드시 매개변수 추정 공식을 약간 수정해

서 각 인스턴스에 해 알려진 군집 자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군집 확률을 고려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3][8]

Ⅲ. 실 험

1. 실험데이터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로서 세슘이나 우라늄

이 주원료가 된다. 우리 주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에

지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유출될 시에는 환경오염이

나 신체 으로 반 구  혹은 구 으로 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에서는 이 문

제에 해 경각심을 갖고 방사선 수치에 련해 인 라

넷을 구축하고, 주기 으로 범 를 조정하고 있다. 본 실

험은 http://www.usa.gov 에서 얻은 Environmental 

radiation surveillance background site readings beginning 

2009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clustering 기법에서의 

SimpleKMeans Algorithm과 EM알고리즘을 비교분석 

하 으며, 실험도구로는 weka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을 했다.[5]

2. 속성변수

실험을 해 사용된 데이터는 Environmental radiation 

surveillance background site readings beginning 2009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본 데이터에서 속성 에 

Sample type은 해당 동 원소를 추출할 때의 지역 환경

을 말하며 를 들어 water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

변지역의 물속에서 동 원소를 추출한 것이다, 여기서 

milk가 형태  포함된 이유는 우유의 생성방식은 원

에서 소들이 풀을 먹고 그 성분들이 암소의 젖으로 생성

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토양속의 방사능 성분이 풀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직 인 방사능 피폭이 아니더라

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형태로 나

타내지고 있다. unit 에서의 Pci/L은 피코큐리라고 불리

며 라돈 같은 방사능 측정단 이다. 1큐리는 라듐 1g이 

1 동안 방출하는 방사능의 양이며 피코큐리는 1조분의 

1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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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방사능 정상범위 데이터 
Table 2. USA radioactivity normal range data

attribute type value

Location Code numeric {3102-001, 0101-001, 

0101-002, 2226-001, 

2269-001, 3402-001, 

5159-001, 4469-001, 

0754-001, 1465-001, 

3154-001, 5650-001, 

1456-001} 

Sample Type nominal {water, fallout, air, milk}

Sample Location nominal

Sampling 

Frequency

nominal {annually, biannually, 

monthly, quarterly, 

weekly}

Sample Date numeric continuous from 

2008-11-21  to 2012-12-28

Isotope Name nominal continuous from 47.8  to 

59.8

Value numeric

Units nominal {pCi/L, pCi/M2-D, 

pCi/1000M3}

Graph Value numeric continuous from 0 to 1400

Comment nominal

3. 전처리 및 실험과정

Sample Location 속성과 Location Code 속성은 location 

attribute를 제외하 다. 한 comment 속성도 별도의 내

용 참고부분이기 때문에 제거하 다. sampling frequency

는 sample date와 결합시키고 data부분도 월과 일은 제외

하고 해당 년도 정보만 수치로 기입하 다.

실내에서의 우리나라 라돈 권고기 은 4pci/l이라는 

정보를 토 로 데이터의 location마다 유형별 동 원소별

로 정도의 수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value 속성

은 해당 location의 라돈 정도 수치의 최 화를 의미한다. 

즉 해당 데이터에서  처리를 통해 걸러진 속성들을 실

험도구로 분석하여 각 속성간의 계를 악함과 동시에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9]

Ⅳ. 실험결과

아래 그림에서 x축은 방사능 동 원소를 추출한 샘  

형태이며, y축은 그에 해당하는 value값이다. 여기서 샘

 형태 에  따라 각기 다른 value특징을 볼 수 있는데 

특히 fallout과 milk 형태에서 value값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뜻은 두 형식으로 추출한 검사지역의 방사능 범

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fallout는 원

자로 사고나, 원폭실험, 원폭투하 등에 의한 핵폭발이 일

어나게 되면, 폭발력에 의해 량의 분진이 하늘로 치솟

게 된다. 이 분진에 핵폭발에 따른 량의 방사성원소가 

섞이게 됩니다. 이 방사능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해 떨

어지는 것이 방사능낙진이다.

그림 1. Sample type과 value의 관계
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sample type and 

value

아래 그림에서 x축은 검사 지역별 코드를 뜻하며, y축

은 방사선 범 를 뜻한다. clustering을 통해 0101-001 지

역과 0101-002 지역이 fallout과 milk가 주로 분포하며 높

은 value 값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0101지역

은  처리를 통해 생략한 sample location에서 올버니

(ALBANY)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올버니 

지역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location code와 value 사이의 관계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sample data and 

value

올버니는 서양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 

치하며 시 남쪽으로 6km정도 지 에 방사능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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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며 피부병 효과에 도움을 주는 라듐천이 자리 잡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는 샘 형태를 추출했을 때의 샘 링 

날짜(  처리를 통해 년도만 남김)와 y축은 그에 해당하

는 방사능 범 를 나타낸다. 여기사 특징은 fallout 샘

링 형태가 다른 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3월 일본 지진으로 인해 후쿠

시마 원자력발 소가 폭발하여 상당한 방사능이 피폭되

고, 낙진발생, 물 오염 등 방사성물질을 주변지역에 큰 

향을  사건이 발생하 다. 즉 주변 아시아 국가뿐만 아

니라 넓은 해양을 통해 방사성이 있는 물질이나 물로 인

하여 오염에 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다

고 낙진이라는 물질이 환경 으로 아주 큰 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다. 낙진속의 방사능 원소는 미세하여 선량 

자체가 고 고도에서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산량도 

감소하여 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림 3. sample data과 value 사이의 관계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sample data and 

value
  

아래의 x축은 0을 포함한 그 이상의 값을 가진 graph 

value값이며 y축도 동일한 graph value으로 clustering 

결과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다루었듯이 value라

는 값은 정확한 수치 값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정상 인 

수치의 방사능 범 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x축은 그냥 

일반 graph value로 볼게 아닌 해당 graph value값 보다 

평균 으로 좀 더 낮은 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이유는 graph value가 해당 value값을 과한 형태들의 

값이며, 최종 으로 과한 값들만을 graph에 나타내기 

해 사용하는 value값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과 값을 

비교하기 해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림 4. Graph value의 단일 속성 관계
Fig. 4. Single-attribute relation of graph value

 결과를 보면 0과 100사이의 value값을 가진 형태들

이 에 띄게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  graph value값

을 가진 형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상수치 방사능 범 가 높을수록 value값을 과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 형태로 clustering을 했을 때 milk라는 특

정 형태가 상  부분에 아주 높은 도로 분포해 있는 특

징 한 알아낼 수 있다.

그림 5. isotope name과 graph value 사이의 관계
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isotope name 

and value

 그림에서 x축은 방사능 샘 을 추출할 수 있는 동

원소이며 y축은  value값에서 과한 수치들만을 나타

낸 graph value이다.  그림을 통해 BERYLLIUM과 

POTASSIUM 이라는 특정한 동 원소에서 graph value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간으로 높은 

BERYLLIUM이라는 동 원소는 베릴륨이라 불리며 방

사능 반감기를 이용하는데 주로 쓰이는 동 원소이다.가

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POTASSIUM이라는 원소는 

포타슘이라고 불리며 칼륨이라고도 부른다. 이 동 원소

는 주로 음식에 성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milk라는 형태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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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분석 및 토론

두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 우선 EM알고리즘은 데이

터를 clustering하는 시간이 24,47 가 걸렸으며 

SimpleKMeans 알고리즘은 0.08 가 걸렸다. 따라서 효

율성은 SimpleKMeans 알고리즘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clustering결과는 두 알고리즘이 cluster0과 cluster1 

두 개로 같이 나뉜 것을 알 수 있고 인스턴스의 수는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하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석내용을 비교하게 되면 

value값과 isotope name 등  내용이 많은 attribute도 각

각의 값을 분석을 하며 좀 더 자세하게 분석했다. 

표 3. Em 알고리즘과 simpleKMeans 알고리즘 비교
Table 3. comparison between Em algorithm and 

simpleKMeans algorithm
EM Algorithm SimpleKMeans Algorithm

time taken to build model (full training data)

24.47 seconds 0.08 seconds

clustered instance

0 1969 (56%)

1 1446 (42%)

0 1940 (57%)

1 1475 (43%)

1og likelihood

-15.57033

따라서 EM알고리즘은 시간 으로 SimpleKMeans 알

고리즘에 비해 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면 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깊게 이해하기에는 더 합

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 SimpleKMeans 알고리즘은 

이와 반 로 시간 으로는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으나 

내용 인 측면 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합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다.

Ⅵ. 결 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는 정상수치가 높은 로 이션

에 해서는 임의의 일정한 주기로 방사능 정도를 측정

했을 때, 해당 기 을 과하는 값을 지닐 확률이 높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동 원소를 포

함한 성분을 지닌 지역은 정상 기  범 보다 더 높은 수

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빈도수를 좀더 높여 주기

으로 수치를 체크하고 이를 환경 방사능 정상범 에 

극 으로 반 을 해야 한다. 한 도구  결과로는 

SimpleKMeans 알고리즘은 간단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좋으나 EM 알고리즘은 세부 인 내용을 조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EM 알고리즘

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나 세부 인 결과

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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