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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쩨 몹

요 야 므
1 l!.

충생자 방사화분석 연구

- 혈충성자률 이용한 환경 시료의 분석

I I. 연구의 몹척 및 중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여러 조건률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

며 환경 오업 문혜에 대한 캠충하는 국제척 판섬에 비추어 봅 때 대거와 물，

그외 여러 환경 사료 충의 원소 농도률 혹정하는 것운 매우 충요한 일이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용 원자로를 최대한 활용할 추 있는 방사션 및 동위원소

야용 연구의 혹변에서도 충요하다. 충성At 방사화 분씌법은 최근에 우수한

분해농율 가진 검출71 및 생능이 좋은 계측기가 개발됩효로써 각종 사료률외

국미량 생분 원소의 비파피 동시 다원소 분석에 가장 강력한 방법의 하나가

되었으며 천작업의 자동화 및 정보처리의 천산확로 다량의 시료률율 신축， 정

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율 보휴하게 됨에 따라서 비약척으로 왕범위한

분야에 웅용되고 있다. 대기 중의 입자률은 인공 및 자연체에서 방출된 여러

가지의 원소로 구생 되어 있고 보롱 그 농도는 0.1 mg/m3 이하이다. 따라

서 그 원소률올 분석하는데는 갑도 놓고 청밀한 분석법이 필요하며 시료 내에

여러 원소률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다원소률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충성자원으로써 원자로의 열충생자률 이용하며 측정 기기로써 고감도 반도혜

검출기률 사용하는 기기 종생자 방사화 분석은 위의 조건융 충축하는 가창 척

절한 방법이다. 앞으로 이들의 정확. 정밀한 분석법의 개발 빛 자동화로 일

상분석율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율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background

monitoring , 역학연구， 오염원의 확인， source-receptor model 및 대가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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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동 현상 풍에 활용될 수 있으며 대기 오염율 조절할 수 있는 좀 더 효

율척인 계획울 세우는데 일조 할 것아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야의 각종시료률의 분석법쓸 계숙적으로 개발하여 분석

기술율 향상샤키고 관련 정보플율 촉척함으로써 중성자 방사화분석법의 장첨

율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율 강구함으로서 장차 완공될 다북척 연구로

(KMRR)의 효율적인 활용에 일초힐 수 있을 것으로 겨대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열중성자룰 이용한 방사화 분석법에 의한 환경시료 (대기분진， coalfly

ash)악 성분원소 함량융 비파괴 정량할 수 있는 방법율 고찰하였다. 측. 환

경시료의 분석법 확립율 위하여 NBS 표출시료 (SRMI648 대기분진， NBS

SRM 1633a, coalfly ash)률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률 구한

후 최척 조건하에서 원소 분석율 실시하였고 본격척이고 체계척인 대기오염

연구의 시착으로써 일차로 low-volume sampler (Eberline Model RAS-2)률

이용하여 서울의 외꽉 지역인 공룡동의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울사무소에서 6

개훨간 분진을 채짐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각종 시료에 대한 분석지원 업무도 계속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맞 활용에 대한 건의

서울 외확 지역인 공릉동의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올사무소에서 Eberline사

의 low-volume 분진 채집기률 이용하여 50 1/min 으로 5월 부터 10월 까지

6 개월간 매월 100 mS의 분진율 채집하여 19 개의 원소률 정량하였다. 검

출한 핵종은 다읍과 같다 ;단수명 핵총: 28Al , 49Ca , 38Cl, 66Cu, I28I,

51 Ti , 52V, 중장수명 핵총: 76As. 178Au, 82Br , SICr , 59Pe, 42K, 56Mn,

24Na , 122Sb, 75Se , 31Si, 65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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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자 방사화 분석의 청확도와 정밀도의 연구률 위해 환경 표춘시료

(SRMl648)륨 분석한 결과 문헌값과 찰 일치하였으며 일상분석율 힐 정우에

는 certified value와 약칸의 보청율 하면 아주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며 각총

환경시료에 용용할 수 있율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척인 연구훌 수행하여 신

축하고 정확한 환경 'monitoring 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시료의 동시다원소 풀석에 이용되는 비교 표준불철로서 coalfly ash

(NBS SRM 1633a)룰 션정하여 우리의 초건에 맞는 균일생 시험과 분석결과

의 certification 율 확인하였다. 록， 10 - 200 mg의 시료에 대한 불균일생옳

조사하였고 계혹 오차를 포함하여 ± 5% 이내의 상대표준면차률 보이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 시료로 부터 36 충의 생분 원소를 분석하였고 certified

value 와 비교 검토하였다. 비모 결과로 부터 분석법의 신뢰생율 확인하였으

며 두 값간의 상대오치논 추어진 죠건하의 일상 분석에서 보쩡인자로 사용힐

수 있으며 실제 시료의 알상 불색법에서 비교체로 사용할 수 있올 것이다.

방사화 분석 지원 업무로 소 내외에셔 의뢰받은 350 총의 각종 시료툴융

분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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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Study on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Environmental Samples

II. 0히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changing rapi띠y these days in a global

scale. In view of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 regarding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important to measure elemental

concenσations in air, water and other environmental samples. In addition

it is impor없nt in the field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research to utilize

the present research reactor full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AA)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detectors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methods for the non-destructive

simultaneous multi-elements analysis of trace level component in various

samples. The capability of rapid and accurate analysis of many samples

with the help of computer and automation makes INAA of wide

application. The particulate matters in air consist of various elements, not

only artificial but also 때nπal origins. Usually , these concentrations are

less than 0.1 mg/m3 • So the analy섬cal method for the elements requires

either sensitive and precise on~s and also shoulJ be able to identify the

m띠다-elements simultaneously because of diverse elements in the samples.

까Ie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l뻐lysis (INAA) using thermal neutrons

in a nuclear reactor as irradiation source, and high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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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detectors as measuring equipment앞， is the most suitable

method which satisfies the above mentioned reqωrements. In the near

future , routine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speedily with the development

of rapid, accurate and automatic analytical methods for these materials.

The resu1ts can k used either in 뻐der띠따ng background monitoring, to

conduct epidemiological studies, to investigate source apportionment

methodologies and source-receptor models, to study long-range transport

phenomena, and to establish a more cost-effective plan to CODπ'01 pollution.

Furthermore, after the analytical me야lods of trace elements in

various samples are improved continuously and the accumulation of the

related techniques and informations are accomplished for the maximum

exploitation of the advantage of NAA , the developed analytical technique

will be a help to use KMRR more effectively which will b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Non-갑estructive 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component

elements of εnvironmental samples (airborne particulates, coalfly a양1) has

been investigated. Eelemental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samples was

also performed after precision and accuracy are deκrmined by the

analytical results of NBS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SRMl648 airborne

particulates, NBS SRM 1633a coaltly ash) for environmental samples

analyses. Airborne partic띠ates collected using the low-volume sampler for

6 months at Seoul 0댐ce of KAERI where is a outer area of Seoul were

analyzed as the start of a full-scale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pollution

re않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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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analytical seπice have been also c.arried out for various

sample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fter c미lecting airborne partie비ates of 100 m3 using Eberline’s

low-volume sampler for 6 months from May to October at KAERI Seoul

Office of Gongneung-Dong where is located at the outer area of Seoul, 19

elements were quanitavely analyzed. Measured elements are the following,

; short-half life nuclides: 28 Al, 49Ca , 38Cl, 66CU, 1281, SI Ti, S2V,

intermediate and long-half nuclides: 76As. 178Au, 828r , SICr , 59Fe , 42K,

56Mn, 24Na, 122Sb, 75Se, 31Si , 65Zn.

까Ie analytical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reference material

SRMI648 to study the accuracy and the precision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re well agreed with the reported values. This method is

applicable to various kinds of environmental samples after a little

calibration with the certified values. πlis nuclear technique can be used

as a method to monitor the environment with the continuing research in

this field. Sample ’ s homogeneity test in our analytical condition and

confirmation of the certified values were performed for the coalfly ash

(NBS SRM 1633a) as a comparative reference material of simultaneous

multi-elements environmental sample analysis. Inhomogeneities of 10 

200 mg samples were checked and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including

counting statistics was within + 5%. The content of 36 component

elements in the sample was determined and compared with the NBS

certified values or information values. 까Ie method was confirmed as a

reliable method from these comparisons and can be 않ed as a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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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tical method for practical environemntal samples with the

correction factor obtained from the relative error of two values.

As a radioactivation analytical service for the samples requested

internally and externally t various kinds of 350 samples were analy7.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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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i 장 서 로
t.

중생자 방사화 분석은 각종 시료 충의 극미량 원소률 분석하는데 매우 효

과척인 방법으로 미지 시료률 적철히 선택된 시간 동안 충성자로 방사화시켜

(0，η 반웅에 의해 생생된 방사생 핵종률로 부터 방출되는 륙정 감마션융 혹

쩡하여 구생 성분 원소률 정량할 수 있다. 륙히 최근에 고분해능의

Germanium 반도체 검출기가 연결펀 Multichannel Analyzer (MeA) 와

Personal Computer 의 도입으로 검출강도와 분석시간 및 자료 처리 숙도가

현져히 잔보되고 있다. 여기서 방사화 분석법의 장점율 살펴보면 다읍과 곁

다~ a) 동시 다원소 분석으로 한번에 40여총 이상의 원소 분석이 가능하고，

b) 화학척 분해 및 분리과정이 없이 비파괴 분석야 카능하며， c) 소량의 시료

로도 ppb 수준의 고감도 분석융 할 수 있으며 , d) 대부분의 경우에 시료의 화

학척인 형태와 Maσix 에 관계없이 조사 빛 냉각시간을 변화시켜 방해요인율

조철할 수 있으며， e) 혹정과 자료처리의 자동화 및 천산화로 신속， 칸연한

분석올 할 수 있고 륙히 개별원소의 분석은 타방법을 농가하는 유일한 방법이

다. 따라서 Table 1 에 요약된 바와 갈이 광범위한 분야에 옹용되고 있으며

많은 웅용예를 보문1 )에서 찾아볼 수 있다 Table 2 에는 분석감도의 조견

표불 나타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지발 중

성자 계흡에 의한 각종 재료중 Uranium의 분석법， 2) 륙발 감마선 계측에 악

한 원자로 채료중 붕소의 분석법， 3) AI빛 Fe Alloy충 미량 불순물 원소의 분

석법， 4) 이산화우라늄충 불순물 원소의 분석법， 5) 개별분리어l 의한 Zircaloy

중 불순 생분 원소의 분석법， 6) 고순도 알루미늄의 혈충생자 방사화 분석법

7) , 열충성자 방사화 분석법 (INAA)과 열외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ENAA)

의 장점만율 조합한 암석시료의 비따꾀 분석법8) 퉁율 야미 연구 개발한 바가

있다.

지구는 closed system 흐로서 폐기물 수용에 한계가 있고 생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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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phere) 놓력의 손상으로 환경척 의미의 진보는 점점 불가능해져 가고 있

다. 급숙한 산업화 및 쳐리의 편이생과 경쩨성에만 훗점융 맞추었먼 혜기물

처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은 결국 인류의 존럽 문제에 까지 영향율

마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환경 문헤 해결에 있어서는 예방

이 치유 보다 효과척이라는 공통훤 인식하에 많은 사람률이 연구， 노력하고

있으며 어에 금년도 방사화 분석 연구에서는 최끈에 관심이 급충하고 있는 환

경분야의 지속척인 기초연구률 위하여 일자로 대기 중의 부유 분진 및

coalt1y ash 률 잘 알려진 비교 표준체률 이용한 신숙， 정확한 일상 분석법

개발율 수행하였다.

한편 소 내외의 분석지원 업무도 지숙척으로 수행하여 분석기술의 축척 및

자립올 도모하고 앞으로 완공훨 다북적 연구로 (KMRR) 대의 방사화 분석

실험 시설올 효율척으로 운용하기 와한 준비 및 활용방안울 강구하고 여기에

상웅하는 연구 기자재의 확보와 새로운 계혹시설의 조작 및 이에 필요한 기술

을확립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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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보
'-

로L

제 1 철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 배경

가. 환경시료의 분석

-. 대기분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여러 조건률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

며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첨증하는 국체척 관섬에 버추어 불 때 대기와 물，

그외 여러 환경 시료 충의 원소 농도를 혹정하논 것은 매우 충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이률 시료의 분석윤 화학 분석법 및 몇 가지 기기 분석법율 이용하

여 왔으며 최근에는 극며량 성분 분석을 위해서 더 높은 감도의 분석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야률 모든 방법들은 화학척 사천분리， 분해 및 농축 처리동

의 번거롭고 북잡한 과정이 수반될 뿐만아나라 정량 가능한 원소률도 한정되

어 있다. 그러나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울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률을 쉽게

해결할 수 있￡며 비파꾀적으로 신숙，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다. 또한 중

생자 방사화 분석법은 자체가 갖고있는 다양한 장점으로 대기 중의 분진울 정

확하고도 신속하게 분석하여 환경 monitoring 에 충요한 부분을 치지할 수 있

다.

대기분진 (airborne particle , air partie띠ate matter 또는 air dust)이란 째

기 (air , aerosol)라 불리우는 기체， 액체， 고쳐l의 혼합물 충에서 기체 생분율

뺀 것으로서 직경 10 μm 이하의 홉입 가능 입자가 폐포의 호홉 계통으로 홉

입 됨으로서 우려의 건강에 영향울 미치게 된다. 그 중 약 0.1 μm 이하의

입자만 혜포률 통과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체 보건에 영향율 주

는 요인들은 입자의 크기와 밀도， 입자 내 톡성 원소의 용해도， 홉입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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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원소 농도， 분진 홉입 숙도， 혜의 집적 용량 (deposition region

capacity) 및 호홉 계통에서 입자를 제거하는 숙도 퉁이 있다. 대기분진율 채

칩 (sampling)하고 분석하논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만일 천쳐} 분잔의 농

도가 너무 높다변 이논 공충 보건에 황범위하게 영향율 미치며 이것의 명가률

위해서 분진의 채집은 그 기본이 된다. 또한 분진을 채집하고 원소률 분석하

눈 것은 대기 이동， 변환 및 집척과정의 연구에 도옵율 줄 것이다. 분진율

채집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여과지는 연구 북척과 분석 목적 원소에 따라 선택

융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요로 hi밍1 또는 low-volume sampler 가 이용되고

hi양I-vol뼈e sampler 의 사용시 이용되는 여과지는 불순물이 척고 압력 강하

가 적은 cellulose (paper) 형태가 이용되고 low-volume sampler에는 북수묻

도 척고 작은 크기의 입자를 채집하는데 효윷이 높은 pore 형태의

nitrocellulose 같은 membrane 여과지가 쓰인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은 자연환경과 작업장 동에 존재하는 공기 중의 많은

미량 원소륨 비파괴 다원소 분석힐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 충외 하나이다.

조사원으로써 혈충생자률 이용하며 계혹장비로써 고감도 반도체 검출기률 사

용하는 기기 중성자 방사화 분석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삶mlysis:

INAA)은 존재 농도가 0.1 mg/m3 이하인 대기 분진의 원소 분석에 가장 척

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방법은 1970 년에 Dams et a1.9 ) 과 Zoller

et al. 10) 등에 의해 쳐읍으로 대기 분진에 척용되었다.

안정 동위원소의 핵척 성질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감도와 검출 한계는

원소 마다 크게 툴린다. 예툴 툴면 AI , As, Sb , In, Mn, Se , Na , V , 할로

겐원소 및 많은 희토류 원소률은 NAA에 의해 높은 정벌도로 쉽께 검출 되지

만 Cd, S, Pd 동은 비파괴척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척으로 대기분

진내 30-40 개의 미량원소가 μg 이하로 분석될 수 있다. NAA논 다원소 분

석법이며 비교척 척은 앙의 분석 시료로부터 많은 정보률 얻울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는 background monitoring, 역학연구， 오염원의 확인， 대기의 장기

간의 이동연구 둥에 이용되며 대기오염율 해어하기 위한 좀 더 효과격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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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세우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대기분진율 분석하여 각 원소의 농도률

분석한 후 각 원소의 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율때 그 source 가 무엇인지 추

쩡하는대는 다읍의 indicative marker 의 상대비 및 륙정척언 source를 검토

해 봅으로써 가농하다.

Br/Ph : 차량

Cl/Na : 홉*'

VINi & La/Sm : 빼顆 연소후의 잔여불

Se/S : 화석 연료의 연소

석탄연소 : As, Se, S

유류연소 : V, Ni , 희토류

자동차 : Br, Pb

쓰레기 소각 : Ag, Zn, Sb , Cd

석회석， 콘크리트 : Ca , Mg

토양 : Mn, AI , Se , Si

정련소:희토류

쳐1련소 : In , Cd , As , Se , S

이러한 오염원율 확인하기 위해서는 황법위한 지역에서의 ;(1숙척인 데이타의

수집이 필수척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이고 체계척인 대기오염 연구의 시작으로써

low-volume sampler (Eberline Model RAS-2) 률 이용하여 서올의 외확 지역

인 공릉동의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옳사무소에서 6 개월간 분진율 채집하고 분

석하였다.

-. Coalfly Ash

전력자원 및 일상 생활에서 화석연료의 하나인 석탄 (coal)은 앞으로도 장

기적휴로 사용될 천망이며 이것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coalfly ash 가 대기

오염원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알이다. Coalfly ash 에는 여러가지 원소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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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포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 원소률의 합량율 동시 다원

소 분석하여 결정하는 얼은 환경연구에서 중요한 일이고 륙히 대기분진의 함

호￥분포의 왼언을 규명하거나 쩡확한 함량 분석에 도용을 줄 수가 있다. 축，

coalfly ash 의 분색 결과논 여러가지 요인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분 원소의 정확한 결정법은 아주 중요하다. 이 경우에 정확한

품질 보중율 위한 프로그램올 척용한다면 더 확설한 결과룰 얻율 수 있다.

륙성이 잘 파악된 reference material률은 분석법의 정확도를 개량하거나 분석

결과를확중하는도구로써 아주유용함이 입증되어 있다1 1. 12). 따라서 자체

분석법의 확립 뿐만 아니라 때기 분진과 같은 환경시료의 분석에서 표준 비교

붙절로 사용할 수가 있다. 충성자 방사화 분석법은 고유의 정확， 정밀도 및

동시 다원소 분석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재료의 생분 원소 함량율 확충

하거나 표준 시료의 homogeneity test 에 자추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의 분석 조건하에서 불균일성의 정량척인 고찰과 분석법의 정확， 정밀

도률 확인하였고 아울러 대기분진 일상 분석에 비교체로 사용할 수 있는 륙성

조사률 하였다. 분석 결과는 certified value 빛 여러 분헌 값과 비교， 검토하

였다.

냐. 방사화분석 지원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합과 동시에 계숙척흐로 소내외어l서 의뢰받운 시료률

에 대한 방사화 분석， 방사농 측정 및 핵종 확인 그리고 시료 조사 업무률 수

행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과제의 웅용 확대률 위한 기반기술의 향상과 각종

사전정보의 획특 차원에서 충요하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대외 홍보 측면에서

도 바람직한 업무로 유용하기 때문에 지속척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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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가. 샤료의 채집 및 준비

- 대기분진

대기분진을 채집하기 우l하여 원자력연구소 서올사무소의 MW 건물 2 충

육상에 Eberline Model RAS-2 low-volume sampler 률 쩔치， 이용하였다.

이 sampler 의 flow rate는 0 부터 100 llmin 이며 본 실험에서는 50 lImin

으로 고청사켜 이용하였다. Filter로는 불순불이 척고 filter 천 · 후의 압력

캉하가 척은 직경 5 cm의 Whalman 41 paper 룰 사용하였다. 분진은 5 월

부터 10 뭘 까지 매월 ]00 m3 의 공기률 여과하여 채집 하였다. 채집된 분

진이 여과지에서 이탈하는 것율 방자하기 위하여 홉입구흘 지변에 수칙으로

셜치하였으며 중력에 의해 포칩되는 입자를 줄이고 빗불으로 부터 보호하기

휘하여 홉입구의 상부률 질 cover 하였다.

비교 표준시료로써 NIST의 NBS SRM1648 대기분진 표준시료， blank

test률 위한 sample 터Iter와 sample vial , 그러고 채집한 대기분진올 사용하였

다. 각 분진 시료률율 100 ± 5 ·C 에서 중발 건조하였고 건냉소에 보관하여

준비하였으며 sample vial 은 specσ'0 grade 의 산과 아세폰으로 세척하여 사

용하였다，

-. Coalfly ash

분석법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시료로써 NIST의 NBS SRM 1633a 를 사용

하였다. 서료률 NIST 에서 추천한 방법에 따라 105 ·C의 oven 에서 2 시간

동안 건조 셔킨 후 실온으로 냉각셔켜 실험 조건에 따라 10 - 200 mg 씩 취

하여 깨끗한 l m1 플야 polyethylene vial 에 넣어 가열 띨봉하여 훈비하였다.

방사확 분석법에 의해 NBS 에 의해 합인된 사료의 homogeneity 논 ± 5 %

이내이다. 어것을 우리의 실험초건하에서 m째or 에서 trace 법위의 몇개 원

소툴 선정하여 실험 결과률 확언하였다. Table 3 에 분석 결과룰 예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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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mple vial 에 대한 blank test 률 위해 무작위척으로 vial 율 취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하여 불순불 성분 함량율 축정하였다. 이것은 Table 4 에

나타냈다. 부륙에는 NBS SRM 1648 과 NBS SRM 1633a13 ) 에 대한

NIST 의 품질보증서률 첨부하였다.

나.중생자초사

시료의 열중생자 조사률 위하여 TRIGA MARK-III 연구용 원자로의 거폰

초사시설율 사용하였다. 단시간 초사용으로 기송관 (PTS)울， 장시깐 초사용

으로 노외 조사공 (RSR)율 사용하였다. 시료의 조사는 geometry error 률

최소로 하기 위해 항상 동일한 geometry 률 유지하도륙 하였다.

Au, Cu 그리고 Mn 동의 Neutron Flux Montoring 용 Activation Wire

(Reactor Exp.Inc. , R/X Activation wire, 99.99 % purity) 를 사용하여 혹쩡

한 열 및 열외 중생자숙율 Table 5 에 수룩하였다.

대기분전시효는 Table 6 외 미리 설정한 분석 조건에 따라 PTS 에서 조

사시켜 냉각하였다. Caolfly ash 시료는 Table 7 에 나타낸 분석 조건에 따

라 단시간 조사는 기송관 (PTS) , 장시간 조사는 노외 초사공 (RSR)o f) 조사

시켰다. 분석 조건은 실험결과률 비교 검토흉}여 최척화 시켰다.

다. 방사능 계혹

충생자 조사된 시료는 다음과 같은 계혹장치를 사용하여 방사능및 r

-Spectrum 올 측정하였다. 고순도 Germanium 반도체 검출기 (EG&G

ORTEC, GMX-2519OP)의 검흉부는 외부 방사능의 계수율을 최소로 줄이고

차펴I체 및 주변불절과 r-션과의 상호작용율 고려하여 내부벽을 0.1 cm 의 카

드융과 동판으로 내장하여 제작한 10 em 두께의 Lead Shielding Box (75 x

90 x 90 cm) 안에 셜치하였다. 검출기는 Coaxial Type 으로 25 % 의

Relative E댄clency와 60CO의 1332 KeV에서 1.9 KeV의 분해농

(Resolution;FWHM)을 가지며 Peak to Compton Ratio는 45:1 이다. 이것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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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 용 Application Software 가 내장된 Personal Computer 및

8K-Mu1tichannel Analyser (EG&G ORTEC, 919A Men, Masσ0-11) 와 연

결하여 방사놓 계축 및 자료분석을 위한 r-Spectrometry 로 구성하였다. r

선 에너지 교정 및 Geomeπy 에 따른 검출효율의 혹정은 NBS 에서 검증한

혼합표준션원 (Radioactive Reference Source , NEN Products Inc. ’

NES용02)을 사용하였다. Fig.1 에 계측효율 겹정곡선율 Log-Log 그래프로

나타냈다. 계흘기의 불감시간 (Dead Time)은 5 % 이하로 휴지하였으며

Decay Correction 과 함께 자동으로 보정되게 하였다.

라. 겸출한계 및 함량계산

계혹 자료로 부터 함량 계산에 이용할 핵종의 방사능을 분석조건하에서 얻

은 r-Spectrurn 으로 부터 신속， 간변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 작성한 천

산프로그램율 이용하였다. 여 프로그램은 계혹조건， 각 핵종과 해당 r-에너지，

생성 방사능， 각 보정인자， 합량 및 계흡오차， 붙감시간 그러고 검출한계 동

율 포함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data sheet 률 Table 8 에 수룩하였다. 측정

된 방사능 계측수， 흑 Peak Area 는 Covell Methαj14) 에 의해 구해진 것이

다. 함량계산은 직접법율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사능 생성식율 이용하여

구하였다.

W= A M / t a NA a ε b [1-e-Ati ] e-Atd
、‘,,,

--‘‘,.‘‘

여기서 W: 생분원소의 무게， g

NA: Avogadro N뼈her ， 6.025xl023 /mol

A : 계혹된 방사능. cps

M: 성분원소의 원차량， g/mal

a: 동위원소 존재율， "

b: 륙정 r-선 방출율t "

용 : 열중성자 숙벌도. n/cm2s
a: 혈충성자 훌수 단면척.barn =10- 24 cm2

ε : 검출기의 계흡효율， cps/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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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조사시간
A: 붕괴상수， 1n2 / T1I 2

td: 조사후 냉착시간

Table 9 에는 함량계산에 이용한 핵자료들율 수룩하였다 (5) 표준체률 이용

한 함량계산의 경우는 조사 및 게륙올 통일한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식(1)

에서 ~， a, NA , a , M둥윤 상수로 놓율 수 있으묘로 다읍식에 의해 검쳐1시료

와 표준체의 방사놓율 비교 정량할 수 있고 핵척자료의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

를 없앨 수 있다.

Wx =w’STD [ Ax / ASTD (e-~td)] (2)

여기서 첨자 STD 와 X 는 표준체와 검혜시료를 나타내며 촬호항은

Counting interval 에 따라 보정되어야 하는 냉각시간 및 계혹시간 이다.

충성자 방사화 분석에서 개별원소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감도는 해당 분석

조건하에서 생성 방사능익 이론값으로 부터 구힐수 있으며 Table 10 과 같

다. 15) 그러나 실제 검출한계는 검체서료 중 성분 원소의 종류 빛 함량 분포

에 따라서 핵종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또한 미량 성분 원소

의 함량율 혹정하기 위하여 일상척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성 방사능의 껴l산올

통해서 적절히 선정된 분석조건하에서 검출한계를 계산한다. 일반적으흘 방

사농 측정에서 검출한계는 Currie의 정의에 따라 다음착 같이 계산한다. 16)

검출한계， Detection limit =(KQ2 / 2)[1 + {1 + (4B / Ko2)}1/2] (3)

여기서 B는 Natural Background Count Rate 로 자연 방사능과 Scattering

및 Electronic Noise 릅 모두 합한 것이 되며 Ko논 100율 설험에서 허용하는

불확실도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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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첼 앤구결과및고첼

1. 환경시료의 분석

• 대기분진의 분석

급년도 대기분진 실험운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웅용한 환겸연구의 시작으

로서 일상 분석율 위한 표춘화된 분석법의 개발과 함께 6 개월 동안의 대기

중의 원소 분포를 연구하였다. 환경시료의 경우에는 많은 원소들이 다양한

함량 분포률 갖기 때문혜 비따꾀 방사화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해요인과 이률의 영향율 제거시키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륙 최척 분쩍초건의 설정， 검출한계， 분석의 정확도 및 정밀도

풍율 비쿄 검토하였고 이러한 parameter 률율 확인하여 일상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분석법율 확립하였다.

대기 분진율 채집할 캡우 륙히 sampling 에 주의하여야 한다. Sampling

은 천 분석 과정 중 가장 충요하나 소훌하기가 쉽다. Sample 은 시간척， 공

간척으로 환경 system 을 대표하여야 한다 (homogeneity). Sampling율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률은 다융과 같다.

CD Sampling 하는 이유

® Sample의 형태

® Sampling 지점

@ Sample의 크기와 갯수

® Sampling 횟수 및 기간

@ Sampling 장치 및 기술

(l) Sample의 운송 및 보관

@ Sampling 기륙

또한 대기분진율 채집할 때 대기 중의 액체 및 기체 성분과 분리 λI켜추어야

하며 , 휘발성이 강한 Hg, Se 풍은 back-up filter 나 σap 둥을 사용하여야 한

다. 비균일성 (inhomogeneity)을 극북하고 대기의 실제 평균 상태뜰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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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데 비균얼성의 원인으로는 충혁에 의한 10 μm 여상 입자의 장하，

바람이나 대기 충의 액체 성분에 의한 씻감， 수분애 의한 고쳐l 입자의 홉수，

고체에 의한 액체나 기체 입자의 홉수에 의한 입자 크기의 증가 둥이 있다.

하지만 여러한 비균일성은 묵척에 맞는 채집 장치 및 여과지의 션정， 많은 시

료의 청확한 통계 쳐리에 의해 극북휠 수 있다.

-. Coalfly a앞1의 분석

환경시료로서는 대기분진 사료를 버롯하여 coal , coalfly ash. 물， 동 • 식

물 시료 동율 망라한다. 이중 coalfly ash 시료는 전력자원여나 일상생활에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중요한 물질로 이용될 천망이다. 그러나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의 정도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분 분포를 갖는

coalt1y ash의 함량율 결정하는 일은 대기분전의 분석과 함께 환경 영향율 명

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중요하다.

금년도 coalfly ash의 분석 북척은 표준화된 분석법의 확립과 다른 환경

시료의 비교 표준체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에 맞는 기초자료률 얻고자 합이다.

가.분석조건의 설정

미량의 다원소 동서 분석에서는 정량할 사료 중의 각총 원소의 농도가 아

주 다양하기 때문혜 중성자숙， 조사시살， 시료의 초사시칸， 냉각시깐， 체홉시

깐 동과 갑은 분석조건의 설정은 분석감도나 검출한계， 정확도나 정밀도에 영

향율 미치는 충요한 인자이다. 보롱은 각 핵종의 방사능 기대쳐에 의해 설정

하고 있으나 용야하지가 않다. Y. Hashimoto 둥17)은 분석조건 설정을 위한

간연한 방법율 쩨안하고 설용성야 있읍융 업충한 바도 있으나 한정된 조건하

에서만 가능하다 18 ) 본 실험에서는 문헌에 보고된 함량분포를 바탕으로 수

치례의 반북 살험을 통해 반정량적으로 SIN Ratio 를 구하여 가장 척절한 분

석조건율 제시하였다. 환경시료의 분석 조건을 Table II 에 나타내었다. 충

성자조사는 핵종의 수명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냉각시간 및 계혹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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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 그룹요로 나누었다.

나.검출한계의 혹청

일반척으로 검출한계는 시효 중의 성분 원소의 종류 및 함량 분포에 따라

핵종깐 상호 방해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대기분진의 분석에서도 비량성

분의 함량율 측정하기 위하여 Currie의 정의에 따라 앞의 정해진 조건하에서

중성자속의 변화. 검출효율， 관현 핵자료 그러고 실험초작 동에 의해 유발되

는 계통오~l-률 포함하여 10 " 의 불확실도률 허용할 때의 검출한계률 계산하

였으며 그 결과릅 Table 11 의 마지막 란에 수롬하였다. 분진시료의 검출환

계는 수 ng/cm2 - mg/cm2 , coalfly ash 시료의 검출 한쳐l는 - 0.1 마껴매 법위

로 핵충에 따라 훔정된 함량값의 112 - 11100 수준이었다.

다.분석결과

-. 대가분진 시료의 분석

Table 12 와 Figure 2 에는 SRM1648 의 분석값과의 절대값 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Cr , U, Zo 률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내외의 양의 연차률

보였으며 이것은 핵종틀의 핵자료， 검출기 효윷， 충성자숙의 변화 그리고 방

사능 계축에서 유발되논 롱계오차 및 계통오차에 기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

정이 가능하다. 또한 연화가 큰 장반갇기 핵종은 장시간 조사 후 장시간 냉

각시켜 줌으로써 그 면차블 줄일 수 있율 것이다. SRMl648 의 분씩으로부

터 얻어진 보정 인자률 적용하고 blank vial 과 filter 내의 원소 농도률 빼준

대기분진 내의 각 원소의 농도 변화률 Table 13 과 Figure 3 에 나타내었다.

南期안 8 월의 경우 각 원소의 농도가 약 4 때 정도 낮아집율 알 수가 있다.

또한 AJ , As, Ca~ Cl , Cu , K, Mo , Na, Sb 동의 원소는 5 월탈의 채집 시료

에 많이 존재합율 알 수 있으며 이 원소틀이 주로 토양 내에 존재하는 것률엄

울 갑안할 때， 이는 이 시거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풍의 영향인 것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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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진다. 륙히 AI , Ca , K, Mn, Na 동은 1991 년에 수행한 중국 토양의 분

석 철과 Mn 은 1000 ppm, 그 외 원소률은 1아뼈 ppm 이상 존재하였헌 것

률로서 상기의 추확율 윗받침 한다.

일반척으로 각 원소의 농도는 채집한 6 개월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본 방법운 다량의 시료률 신숙하고 정확하게 분석힐 수 있논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매일 또논 매월 여러 지역의 대기 오염올 monitoring 할 때 아주 유용

한 방법으로 여겨지며 륙정 원소의 농도가 갑자기 놓아 졌올 때 그 오혐의 원

인율 찾아내기 위해서는 각 원소에 대한 monitoring 북척 지역의 토양 및 주

변 환경 분석 데이타의 ~l축척인 축척이 필수척이다.

-. Coalt1y ash의 분석

각 분석 죠건하에서 얻은 coalt1y ash 시료의 r -ray spectrum율 각각

Figure 4 , Figure 5, Figure 6 에 나타냈다. 모두 36 총의 생분 원소률 검출

하였다. Table 14 와 Figure 7 에는 NBS SRM 1633a 의 함량 분석 결과률

비교 검토률 위해 NBS certified value l3 ) 및 분헌 값19.20)과 함께 나타 내

었다. 상대 오차는 미량 원소인 ee , Eu , Ta, V, Zn 륨 제외하고 certified

value 와 잘 얼치하였다. Ta의 정우 타 방법율 이용하여 분석한 certified

value 와 큰 편차률 보였으나 NAA 에 의한 다른 문헌 값과는 바슷한 결과률

나타냈다. Zn의 경우 25 % 의 상대 오차률 보였는데 이것은 인첩한 방해

peak (112Eu 의 1112.2 keV, 181Ta 의 1221.2 keV) 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에 나타난 편차는 겹훌 핵종의 핵척 륙성이나 충생차숙， 검출

효율 둥의 통계오차 및 기계적오차에 기안한 것으로 여겨지며 통일 초건하의

얼상 분석시 보쩡인자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북 측정에 의한 각 함

량에 대한 계혹오차률 포함한 상대표준편차는 As, Au , In, Mo , Sb , vb 외에

10% 이내로 나타놔고 타 문헌 값과 비슷한 결과률 보였으며 NBS 값 보다는

약간큰 편차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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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화 분석 지원

금년도애 소 내의 여러부서 및 외부 기관으로 부터 의뢰받은 방사화 분석

지원 업무률 방사화 분석， 방사능 혹정 및 핵종 확인 그리고 중성자 조사로

분류하여 그 내용울 아래와 같이 표로 요약하였다.

지원 업무 의뢰기환 및 부서 분석 시료 시료수

-----
중성자 화학분석부 금속， 토양동 9
방사화분석 원자력병원 암조직 외 42

방사선유전공학실 생불시료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수사용시료 22
보랍화학 고순도 Si02 20
국립보건원 고순도 CdWOx ide 3

방사농축정 원자로관리실 냉각수 핵종검사 102
및 핵종분석 방사선안천관리 분실 서올사무소내 오염검사 , 8

원자로동위원소설 액쳐1저장물 핵종검사 9
방사선화학실 액체처장물 핵종검사 1
충성자불러설 표준시료외 56
국립수산물검사소 어류 방사농 유뮤 검사 6

중성자조사 자원연구소 Pneumatic 사용 68

총 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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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철 결 로
L

1. 환경시료의 분석법 표준화 및 웅용연구률 위해 NISl‘ 의 대기분진 표준

시료 (NBS SRM 1648)와 coa1fly ash 표준시료 (NBS SRM 1633a)를 분석하

였으며 대기분진 시료로 부터 19 종의 원소를 검출하였고 coalt1y ash 시료로

부터 36 종의 원소률 검출하였다.

2. 중생자 방사화 분석의 환경 연구에의 웅용으로써 서울 외팍 지역에서

low-volume sampler 률 아용하여 5 월 부터 10 월 까지 6 깨월간 대거 분진

율 채집한 휘 19 개의 원소를 쩡량하였다. 검출된 원소는: AI, As, Au, Br,

Ca , CI , Cr, Cu , Fe , I, K , Mn, Na , Sb , Se , Si , Ti , V , Zn 퉁 이다.

3. 두 서료에 대한 분석 방법의 정확도 빛 정벌도률 확립하고 보정 인자률

얻기 위하여 NIST의 표준시료， SRMl648 율 분석하여 상호 비교해 본 결과，

대기분진 시료는 대부분 10% 내외의 상대오차를 보였으며 coalfly ash 시료

는 Ce , Eu , Ta , V , Zn 률 제외하고는 certified value 와 찰 일치하였다. 반

북 실험에 의한 두 사료의 상대 표준 편차는 통계 오차 및 계롱 오차를· 포함

하여 10 % 이내의 값율 보였다.

4. Currie의 정의에 따라 청해진 조건하에서 10% 의 불확철도률 허용할

때의 검출한계률 계산하였고 원소에 따라 분진시효는 수 ng/cm2 - mg/cm2,

coalfly ash 시료는 0.1 빼 범위로 흡정된 함량값의 112 - 1/100 수준이었다.

5. 분석지원업무로 소내외의 여러기관 빛 부서로 부터 의뢰받은 350 건의

각종 시료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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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건의사항

충성;;(t 방사화 분석법은 그 활용변에서 충요한 분석기술아며 각종 시료 분

석에 혹 휠요한 미량 원소 분석법이다‘ 륙히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논 첨단 재료과학 분야나 환경과학 분야률 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쩔실

히 요구되고 있는 극미량 원소 분석에 아주 척합한 방법으로 계속척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륙히 환경과학 분야는 지숙척이고 광범위한 테이타의 수집

이 필수척이며 놓은 수준의 분석기술은 물론이고 보다 정확하고 체계척인

sampling 과 롱계쳐리 기술이 확립되어야만 효과척으로 환경율 monitoring 할

수 었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란련 분야 학자률과의 공동 연구롤 활발히 진행

하여 방사화 분석율 낼리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유얼의 연구용

원자로의 효율척인 활용율 위해서도 그 이용도률 극대화사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분야 확대와 관련 기자재 및 연구 안력의 확보를 위한 지속척이고

척극척인 자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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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ca다ons of neuσon activation analysis.

이 용 분 야 이 용 목 척

「
분 석 여|

핵 공 학 핵연료 및 핵채료의 품 002 , U30a. Alwnim펴. Stainless
질보증및판el Steel , Ziπaloy， Gra}:ilite, Cu

Alloy, Boron CO빼mω떠， Glass ,
α)()1 ir필 Water, etc.

----_._-
의약학 및 생물학 임상 및 대사 연구 생체조직， 혈청， 뼈 둥.

동식물의 생분원소분석 어왜류， 파수 및 채소， 언삼， 가

공식품둥

의약홈의 품질 판려 일반의약 및 농약
---

환 경 공 학 대기 환경 연구 Fly Ash, 대기분진， 황사 풍
.

수질 환경 연구 치하수， 빗물. 강물， 상하추， 해

수， 산업 폐수둥

유해 원소오염 연구 Cr, Cd, 뼈， V, 강1 ， Sb, As 풍

재 효 과 학 각종산소재 및 첨단 반도체， 귀금숙 및 각종 고순도

물질의 품질 보중 및 물질

환el

----
지철학및 천문 지질초사 및 광물탐사 암색， 토양， 팡색 동

우추과학

뺑생의 성분원소， 연 월삭 빛운석

대혹쩡

법 과 학 법죄 수사용시료분석 모발. 페얀트， 유리， 마약， 토양，

총기류 및 화약풍

--‘;l ---‘1 학 역사척 유툴의 연구빛 도자가， 주화， 서화， 대리석 둥

시대 큐명 각종유물

산 업 공 학 공정연구 Radioactive Tracer 이용

바파꾀 검사 각총 기기， 아스팔트， 건물벽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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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sensi디VIη of NAA in periodic table.

.--- ~

H @ 고감도. 비파괴 분석 가농 He

※ 。 캅도 양호， 버파괴 분석 가능 *I 고감도. 확학분el 훨요

|$I‘,‘. Be A 저감도， 타 분석법 이용 c N o F Ne

※ ※ ※ 타 방법 어용 가능 (PGAA. PlXE) ※ ※ ※ ※ 。

* 방사성 원소， 자체 계혹

Na Mg F s Cl Ar
@ 。 @ 6 。 @

뉴--.

K ca sc Ti v Cr 빼1 Fe @ iNi Cu As se Br Kr
。 。 @ 。 @ 。 @ 4 @)16 I @ 。 @ 。

Rb Sr Y I Zr Nb M。 Te Ru Rh Pd Ag cd In Sn Sb Te I Xe
。 @ ι 。 。 。 * @ @ I @ 。 @ 。 @ @ @ 。

cs Ba RE Hf Ta w He as Ir Pt Au Hg Tl Pb Bi p。 At Rn
@ 。 @ @ @ @ 。 @ 。 @ 。 ※ ※ ※ * * *

Fr Ra Ac π1 Pa U Np

* * * 。 * @ *

없re

Earth
La ce Pr Nd pm Sm Eu Gd m w Ho Er Tm yb Lu
@ 。 @) 。 。 @ @ c g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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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ve standard deviation for homogeneity test from major elements to

trace elements.

No. of 뻐jor Minor Trace

없JDPIe

AI , " Fe," Ti." Na." Cr， pp뼈 π1， P.때 Eu，찌I띠

14.86 9.359 0.801 0.1757 170.5 26.7 3.04
2 16.13 9.345 0.876 0.1653 181. 1 26.1 3.08
3 14.55 9.342 0.726 0.1710 178.5 25.5 3.13
4 16.32 8.677 O. 763 0.1478 184.0 25.4 3.11
5 14.62 8. 앓4 0.977 0.1835 220.9 25.8 3.34
6 9.148 0.1849 189.8 25.2 3.63
7 11.19 0.1686 174.2 26.8 3.03
8 9.469 0.1605 175.6 24.7 3.68
9 9.303 216.6 23.9

10 9.352 222.2 21. 6

뼈an 15.29 9.387 0.829 0.1696 191. 3 25.2 3.26
RSD. +0.76 +0.657 +0.089 土0.011 ± 19.4 + 1. 45 +0.24

% 4.97 6.99 10. 73 6.48 10.1 5. 75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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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lank test for polyethylene vial used.

EIe.따ent Impur‘ i ty Content, r밍/g

M

ι뻐&

여

미
@

”
아F염
뼈
K

’
벼뻐

뼈

뼈

%
ω&

U

V

6400 -+- 300

0.025 + 0.002

15 土 2
9300 + 70

2160 土 310

50+50

460 土 190
( 앓00)

24 + 12

( 220 )

0.73 ± 0.01

9 + 3
14 土 4

430 + 210
0.654 + 0.095

0.374 + O. 134

0.65 + 0.06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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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eutron flux at the irradiation site of TRIGA MK-III.

with cd lines without cd lines

Irradiation ‘

Site tth tep ~th t ep

--
RSR 3.5 x 1012 2.8 x 1010 4.0 x 1012 3.2 x 1010

PTS 1. 2xl013 8.7 X 1011 1. 2 X 1013 1. 0 x 1012

α‘ 5.6 x 1011 4.9 X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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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tical condition of INAA for airborne particulates.

Half Ii fe
。f nuclides

Short

뻐dium

Long

---‘--
Elements Irradiation C∞ling Counti ng
analysed time time time

-------
AI , Ca, CI , Cu, I , 2 min. 10 min. 많)() sec.
Si , Ti, V

As , Au, Br, K. 배1 ， 10 min. 1-2 da. 1000 sec.
Na , Sb

Cr, Fe, Se. zn 30 min. 3-4 we. 4000 sec.
._------- ------_._--------------------_.

* Neutron Flux at PTS : 1.2 x 1013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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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 Analytical condition of INAA for coalfly ash.

뻐If life 하'ld Elements Irradiation Coo l ir핑 Countir필

Irradiation 없1alysed time time time

와lOf‘t 門3 AI , Ba, Ca, ny, Eu, 1 min. 20 min. 300 sec.
(10 - 50 뺑) In, 배1， Sr, Ti, V,

Medium RSR As , Au, Ba, Ga, K, 10 hr. 5-7 da 2뼈 sec.

(100-200 mg) La, Lu, Mo, Na, Sb,
Sm, U, W

Long RSR
(100-200 맹)

Ce, Co, Cr, Cs, Eu,
Fe, Hf, Nd, Rh, Sb.
Sc. Se, Ta, Th, Th,
Yb, 강1

10 hr. 2-3 we. 4000 sec.

C Neutron Flux at PTS : 1.2 x 1013 n/cm2s.
Neutron Flux at RSR : 3.0 x 1012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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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ypical output from NAA quantitative analysis program.

End of Irradiation: 1992-12-01 10:25:00
께len Counted : 1992-12-07 11:05:16
* Slot # 3 Used to Count Sample

NElJfRON FLUX
IRRADIATION TIME :
S뻐1PLE 맨I하π

REAL TI맨 (SEC)
α)()LlNG TIME

.1000£+14 n/(cmA 2*sec}
615.00 M

664.0000 맹

2000.60 LIVE TIME(SEC) :
6.03 Days

2α)().OO

NUCLIDE Half Li fe GA뻐A DPS at IR WGT in mg Cone. -PPM DET LIMIT SIN 댄R"

------- --------- -------- --------- ---_._---- ~--------- ..._------- -_._-- --------‘--- --------- -----_. --------- -----~--- ------- --.- --------- -_...“ ‘----
Br-82
Br-82
Br-82
Br-82
Na-24
Na-24
Au-198
Cr-51
Gd-159
Hg-203
La-140
La-140
Sb-122
Sc-46
Sc-46
8e-75
Ta-182
U-239L
W-187

35.300 H 554.3 .2177E+03 .1190E-04 .1792E-Ol .1043£-01 7.54 9.43
35.300 H 619.1 .2171£+03 .1186£-여 .1787£-01 .1908£-01 4.11 17.24
35.300 H 698.3 .2792£+03 .1526£-04 .2298£-01 .3068£-01 5.06 23.26
35.300 H 776.5 .2189£+03 .1196E-04 .1802E-Ol .1158£-01 9.53 10.99
15.020 H1368.5 .9046£+04 .1729£-03 .2603E+OO .2370£+00 56.00 17.86
15.020 H 2753.9 .6975£+04 .1333E-03 .2007£+00 .4760£+00 21.50 .00
2.700 D 411.8 .3735£+01 .1191£-07 .1793E-04 .1058E-03 .41 83.33

27.700 D 320.1 .4873£+02 .5721E-04 .8616E-01 .7510E-01 Z.6212.05
18.560 H 363.6 .1422E+05 .1875£-02 .2824£+01 .1483E+01 6.78 8.20
46.580 D 279.2 .3270£+01 .1177E-04 .1773£-01 .2038E-01 3.03 17.86
40.280 H 1596.5 .3251£+02 .5201£-06 .7842E-03 .3807£-02 10.50 .00
40.때o H 487. 0 . 2943£+02 .4705E-06 .7085E-03 .3017£-02 1. 00 .00
2.700 D 564.0. 6252E+Ol .3600£-06 .5421E-03 .3435£-02 .48 .00

83.830 D 1120.5 .2963E+Ol .장07E-06 .3474£-03 .1042E-02 17.00 .00
83.830 D 889.2 .1953E+01 .1520E-06 .2290E-03 .8787£-03 3.50 .00

119. 없)Q D 279.5 .loo2E+02 .1181E-03 .1179£+00 .2045E+00 3.03 17‘ 86
115.α)Q D 1121. 3 .8358£+01 .4543£-05 .6842E-02 .2052E-01 17.00 .00

2.360 D 228.2 .2255E+02 .4758E-06 .7166£-03 .4164£-02 .44 .00
23.900 H 618.4 .4996E+04 .5644£-04 .85OOE-01 .9071£-01 4.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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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uclear data of elements analyzed.

aαJtldance Thermal Half- atomIc ")'-Energy
Element Nuclear Reaction eX) Cross It fe “e19ht ex)

SectIon-

삐a Ha(n, ')')24써a 100 0.5>‘ 15.0h 22.99 1368.4(47)

2753.6(52)
MSl 26에g(n ， ")')27M9 11. 17 0.027 9.51m 24.31 1014(43)
Al 27At (n, ')')Z8Al 100 0.235 2.31m 26.98 1na.9(1 00)
K "r.:‘1'1, ')')‘2.: 6.88 1.24 12.511 39.10 1524.1(1 00)

Ca 48c8(n,')')49 0.185
1. ’ 8.7닮1 ‘O.ca 30훨(100)

Sc 4SSe(n,')')46sc 100 1S 84. Od 44.96 889.‘ (100)
Ti SOr Hn,')')S' Ti 5.34 O.“ 5. 8Ckn 47.90 320(100)
v Slv(n,')')52V 99.76 4.9 3.75m 50.94 10‘-‘(100)
Cr Seer‘(n., ')')S1 Cr 4.31 11.0 21.뼈 52.0 320<1 00>
Mn 55""'n, ')') 56,.에'In 100 13.3 2.5합1 54.94 a‘6.9(99)
Fe 58fe

‘
n,"'1,59fe 0.33 1.2 ‘5.0잉 '55.85 1098.6(56)

c。 59eoen， ')')60C。 100 17.2 S.26y 58.93 1113. 1( 100)
1332 .5(100)

Rb S5Rb'n,')',86Rb n.15 0.7 18.68d 85.‘7 1016.6(100)
Sr Sren,')')87Sr 9.86 0.8 2.% 87.62 388.5(100)
Te 1Z2Te(n,')') 123Te 2.46 1. 1 1μd 127.60 158.8(100)
Cs 133Cs(n,')') 1:54C& 100 29 2.06y 132.91 604.7(98)
ie 130i8(n ,')') 13188 0.101 '1 12.0여 137.34 124.2(58)
Cl '37Cl (n ， γ)38Cl 24.47 0.43 37 .7m 35.45 1642(81)
La 139L8(n, ')'> 140Le 어.91 8.2 40.2211 138.91 1596.2(96)
ce 14DCe(n ,')') 141 ee 88.48 8.2 32.5d 140.12 145 ‘5(100)
삐d 146삐den ， γ) 147Nd H.22 10 " .3d 144.24 531(20)
SIn 152smcn,l)'S3Stn 26.72 210 47.1h 150.40 103.2(28)
Eu 1S'Eu<n,'Y) 1S2Eu 47.82 5700 12.3y 151.96 ￥4(97)

Gd 1SSGdCn, ')'>'S9Gd 24.87 3.5 lB.Sh 157.25 훌3.se 100)

Tb 1S9Tb<n, ')'> 160Tb 100 46 72. Od 158.93 298.6(83)
Dy 164Dy‘n,'Y) 165Dy 2e. .1e 951 2.3h 162 .50 9ι.7(100)

에o 1650에。en ， ')')166‘”。 100 64 26.까1 164 .93 80.6(1 00)
Er 110Er (n ,')') 171 Er 14.88 P 7.5h 167.26 308.2C 100)
1m 169Tm(n,')') 1101m 100 127 130d 168.93 84.3(100)
yb '68vb‘n,')') 169Yb 0.135 5500 32섭 173.04 1nC3S)
Lu 176Lu(n,')') 1nI.U 2.59 4000 6.7d 174.97 113(6.5)
Th 232Th(n,'Y,233Th 100 7.4 27d 232.04 311.9(80)

(강3p8)

U Z폭j‘n，i')경9 99.7‘ 2.7 2.35d 강8.04 228.2<12.7)

t강9，.p)

Hf t80ttt ‘ n,')') t81 Hf 35.24 12.6 43. Od 178.49 133.1(43)
Ta 18118Cn,')')182ra 99.99 21 , 'Sd 180.95 1221.6(14)
υ 18에Cn ， 1) 187μ 28.41 38 23.바1 183.85 41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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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oritical sensitivity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ucllde Half-L .l fe Sens j.!lvitYr μ9 -r -Enerqy
IRR:l m~n IRR: 1 hr SaturatIon keV

24Na 15.02 h 1. OE-2 3.1E-4 1.4E-5 1368.53

27 1'1g 9.46 m 2.7E-1 1. 9E-2 1. 9E-2 1014.43

28Al 2.31 m 1. 4E-3 3.8E-4 3.8E-4 1778. a

42K 12.26 h 1. 4£-1 2.4E-3 1.3E-4 1524.0

4gea 8.7;' m 8.2E-1 6.3E-2 6.3E-2 3084.4

46SC 83.8 d 1. 1E-1 1.6E-3 5.6E-7 889.26

51T1 5.76 m 9.9E-2 1. 7E-2 1. 1%-2 319.7

52V 3.76 1II 2.0E-4 3.4E-5 3.4E-5 1434.04

51Cr 27.71 d 1. 4 2.4E-2 2.5E-5 320.08
56Mn 2.58 h 3.0E-4 5.7E-6 1. :3 E-6 846.75

59 'F‘e 44.6 d 470 7.8 5.1£-3 1099.25

60e。 5.27 Y 4.2 3.9E-2 5.1E-7 1173.24

64eu 12.74 h 7.0E-3 1.2E-4 6.6E-6 1345.77

65Zn 244.1 d 28 4.6E-1 5.4E-5 1115.51

86Rb 18.65 d 3.0 4.6E-2 7.1E-5 1076.7

87msr 2.81 h 7.7E-1 1. 4E-3 3.1E-4 388.4

95Zr 64.02 d 370 6.2 2.7E-) 756.73

122Sb 2.72 d 4.6E-2 7.6E-4 8.0E-6 564.0

131Ba 11. 7 d 8200 1. 2 2.8E-3 496.28

14°La 40.22 h 1. 7E-2 2.9E-4 5.0E-6 1596.49

141Ce 32.51 d 6.1 0.1 9.1E-5 145.44

147Nd 11. 0 d 4.7 7.8E-2 2.0E-4 91. 1
153Sm 46.5 h 2.8E-3 4.7E-5 6.9E-7 103.18

152EU 12.4 Y 0.17 2.8E-3 1.8E-8 121. 78
159G<:1 18.6 h 8.3E-2 1.4E-3 5.2E-5 363.56
160Tb 72.3 d 2.3E-2 3.9E-3 1.6E-5 879.36

165Dy 2.35 h 2.8E-5 2.8E-7 7.1E-8 545.70
171 Er '7 .5 1'1 3.9E-2 6.8E-S 6.0E-5 308.30

17°Tm 130d 0.11 1.9E-) 4.2E-7 84.3
175Yb 4.19 d 2.4E-2 4.0E-4 2.7E-6 396.32
177LU 6.7 1. d 1. 5E-2 2.5E-4 1.1E-6 208.36
lalR! 42.4 d 1. 1 1. 9E-2 1.3E-5 482.16
182Ta 114.74 d 0.41 6.8E-3 1. 7E-7 1221. 42
187W 23.9 h 9.6E-3 1.6E-4 4.6E-6 479.57

Th(233Pa) 27 d 32 1. SE-2 8.7E ‘ 6 311. 98

U(239NP) 2.35 d 3.2 1. 5E-3 9.7E-6 2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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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nalytical conditions and detection limit of nuclides detected.

---‘-一‘-_.

Element Nuclide Half Gamma-ray Analytical Detection
(n, r) Li fe Energy, keV Conditions Limit，뼈/g

Al 28Al 2.3 m 1778.8 a 3.3 X 104

Ba 131 Ba 12 d 216.1 , 496.3 b 6.8 X 104

139Ba 83.3 m 165.8 a 4.2 x 103

ca 49ea 8.72 m 3084.4 a 1. 1 x 103

Fe 59Fe 45 d 1098.6 b, c 1. 3 X 104

K 42K 12.5 h 1524.7 b 1. 3 x 103

Na 24Na 15 ‘ o h 1옮8.4 ， 2754 b 2‘ 2 X 102

Ti 51Ti 5.76 m 320.0 a 3.4 x 103

As 76As 26.3 h 559.2, 657.0 b 6.6
Au 198Au 2.70 d 411.8 b 7.4 x 10- 2

〔농 141Ce 32.5 d 145.5 c 10.3
@ 6°Co 5.26 y 1173.2, 1332. 5 c 1. 9
Cr 51Cr 27.8 d 320.1 b.c 20.2
Cs 134CS 2.06 y 604. 7, 795.8 c 4.9
Dy 165Dy 2.35 h 94. 7 a 12.2
Eu 152mEu 9.3 h 121.8 a 1. 2

152Eu 12.3 y 121. 8, 1407.9 c 0.2
Ga 72Ga 14.1 h 629.9, 834.0 b
Hf 181Hf 42.4 d 482.2 b, c 2.4
In 116mIn 54.2 m 417.0 a 0.5
La 14°La 40.2 h 1596.2 b 4.8
Lu 177Lu 6. 7 d 208.4 b 0.4
바1 56빼1 2.58 h 846.6, 1810.7 a 5.9
M。 99며Tc 6.02 h 140.6 b 28.9
Nd 147Nd 11. 3 d 91. 4, 531. 0 b, c 21. 1
Rb 86Rb 18. 7 d 1076.6 h.c 71. 5
Sb 122Sb 2.8 d 564.1 b 2.9

124Sb 60.1 d 1691. 0 c 4. 7
sc 46& 84 d 889.4, 1120.0 b, e 0.3
se 75Se 120 d 264.6 c 18.6
Sm 153Sm 47.1 d 103.2 b, e 1. 6
Sr 85Sr 64.9 d 514.0 c 1. 0 x 103

87msr 2.9 h 388.5 a 4.7 X 102

Ta 182Ta 115 d 1221. 6, 1231. 0 c 2. 7
Tb 160Tb 73 d 879.4 h, e 2.1
π1 233Pa 27 d 311.9 c 1. 5
U 239 l\'p 2.35 d 228.2, 277.5 b 1. 0
v 52V 3.75 m 1434.2 a 1. 5 x 102

w 187W 23.8 h 479.5, 685.7 b 1. 9
yb 169Yb 31 d 117.0 b, c 1. 3

175Yb 4.2 d 396.1 b 5.5
zn 65강1 265 d 1115.4 c 55.1

* a : Ti =1 min: Td =20 min: Te =300 sec: ge이oetry =8 em.
b : Ti =10 hr: Td =5-7 da: Te :: 2000 sec: geol뽀try =8 em.
c : Ti =10 hr; Td :: 2-3 we: Te :: 4000 sec: geometry =4 em.

** Currie's equation: DL :: (K2/2)[1+{1+(4B/K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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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nalytical results of air borne particulates, NBS SRM 1648.

._----- -----
Element Nuclides Half Cross r‘-energy Literatu~e Present Relative

Li fe Section keV Value Value Error‘
(mb) (,,)

._---‘------ ------------------
(,,)

Al Al-28 2.31 m 0.232 1779.0 3.42 2.95 13.7

Fe Fe-59 44.5 d 1. 280 1099.3 3.91 3.64 6.90

K K-42 12.4 h 1. 460 1524.6 1. 05 1. 03 1. 94

Mg 뺑-27 9.46 m 0.035 1014.4 0.80 0.88 10.0

Na Na-24 15.0 h 0.530 1368.5 0.425 0.420 1. 1

Ti Ti -51 5.76 m 0.179 320.10 0.40 0.40 0.0

강1 감1-65 244. d O. 760 1115.5 0.476 0.584 22.7

(π)11])

As As-76 26.3 h 4.480 559.10 115. 120.8 5.04

Cr Cr-51 27.7 diS. 90 320.10 403. 305. T 24.1

Cu Cu-64 12.7 h 4.500 1345.8 609. 648.1 6.40

1-128 25.0 m 6.200 442.90 20 22.7 13.5

뼈1 빼1-56 2.58 h 13.30 1810.7 860 874. 1. 6

Se 5e-75 120. d 51. 80 264.60 27 31. 14.8

U U-239 2.36 d 16.00 277.60 5.5 6.8 24.2

~훈- 3.75 m 4.930 - 12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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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nalytical results of airborne partie띠ates.

Unit (mg),: 100 뻐 of 없r ∞U줄때 in 19.625 따rr filter

Huel ’de May June July A얘ust SePtellOer 。etober Vial&fll.

AI-28 0.4979 0.3510 0.42:월 0.1071 0.3287 0.3374 O.이 033

2.80 m

As-76 .명뼈아긍-2 -‘ 11쪼-2 .8787E-3 .1 438E-3 .272SE-2 .6712E강 .2372£-3
26.3 h

Au-\78 .8268E·동 .591 8E필 .101앙)E-4 .앓02£-5 .1421E-4 .131 7E-4
2.70 d

Br-82 .2486£-2 .2644E-2 .2767E-2 .τ짧&ε-3 .행80ξ-2 .420'π-2 .1869E-3
35.3 h

K-42 0.1947 0.1385 0.1394 0.03794 0.1344 0.1167
12.5 h

예n-56 .껴35E-2 .5249E-2 .675’E-2 .1531E-2 .590않-2 .4314ε2 .π월하~-3

2.58 h

Na-24 0.09훌52 O.뼈훌2 O.뼈224 0.02935 0.07:월3 0.07껴4 0.01 잊4

C4-49 0.3620 0.2531 0.2862 0.07815 0.1641 0.1800
8.π m

CH훌 0 ‘ 1787 0.1293 0.1375 0.05394 0.1 6Z3 0 ‘ 1653 O. 이 982

37.2 m

Cr-51 .1282£-2 .9찌8£-2 .2174£-2 .4971똥-3 .87없갱£-3

27.7 d

Cu-«l 0.0:월45 • 1123£-2 .561 ’E-2 , 1932E-2 .16닮E-2 .1 835E-2
5.10 m

Fe-•)9 0.2867 0.2281 0.2800 0.08407 0.2932 0.2763
44.5 d

I-1 28 .乃49E-3 .7147E-3 .앓aε-3 .1418ξ-3 .6421E-3 .없54C-3 .9788E-4
25.0 m

Sb-’ 22 .1 773E-2 .977핸-3 -’329E-2 ‘ S71 3E-3 .1301£-2 .1 363E-2
2.70 d

5e-75 .3422£-3 .277똥-3 .훌35£-3 .5477E-3 .5476E-3
119.8 d ’

Si-31 601.7 416.0 666 , 5 151.6 440. 7 425.7
2.62 h

Tf--51 0.020혀 0.01479 0.01952 .5189£-2 0.01934 0.1927 .6039E-2
5.76 m

V경2 .931 5E-3 .7267E-3 .115대f ----
.2484ξ-3 .11 36E-4

3.75 III

2n명5 0.07196 0.07199 0.01932
24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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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Analytical result') of coalfly ash , NBS SRM 1633a.

..----‘----_.
Element No.of This a Certified b Relative Li terature c

없mple Work Value Error," Value
._----- _.._-----

AI , " 5 15.29+0.76 14.3+1. 0 6.9 13.91+0.13

Ba, " 10 0.1507+0.0048 (0.15) O. 여6 0.132+0.004 0.1423+0.0042

Ca, " 5 1.182士0.126 1. 11 +0.01 cl 6.4 0.9+0.2 1. 10士0.08

Fe, " 10 9. 387±0. 657 9.4±O.1 0.001 9.38土0.19 9.39+0.08

K, " 5 1‘887+0.109 1. 88+0.06# 0.037 1. 89+0. 08 1. 85+0.031

Na, " 8 0.1696土O‘ 011 0.17+0.01 0.002 0.165+0.004 0.17+0.002

Ti , " 5 0.829+0.089 (0.8) 3.6 0.83±0.008

As, ppm 8 145.8+19.1 145+15 0.055 145.0+3.0 142+3
Au, PI=뻐 5 0.035+0.008
Ce, ppm 8 144.5+8.8 (l80) 19. 7 168.3+1. 6 175+3
Co, ppm 8 44.9+3.3 (46) 2.5 44.1 +1. 0 42.9+0.9
Cr, ppm 10 191. 3+19. 4 196+6 2.3 193.0+5.0 192+3
Cs , Ppm 10 11. 3+0. 8 (11 ) 3.0 10.42+0.23 10.5+0.8
Dy, 빼 5 14.8+0.7 14.1+0.2
Eu, ppm 8 3.26+0.24 (4) 18.6 3.58+0.07 3.51+0.08
Ga, ppm (58) 58+2
Hf , ppm 8 7.20+0.53 (8) 10.0 7.29+0.22 7.2土0.3

In, ppm 8 0.33+0.05 0.16土0.02

La, ppm 10 88.0+9.0 79.1+0.8 81. 6±0. 87
Lu, 까m 10 1. 79+0.12 1. 075+0. 013
빼1 ， ppm 10 178.5+14.2 179+8 0.028 182+4
Mo, ppm 5 60.2+7.1 (29)
Nd, ppm 10 74.7+4.6 75.7+2.0 78+16
Rh, ppm 8 137.7+7.5 131+2 5.1 134.0+3.0 134+4
Sb, ppm 8 6.92+0.82 6.8±0.4 1. 7 6.15+0.15 6.5土0.3

Sc, ppm 10 37.4+2.8 (40) 6.5 38.6+1. 1 39.7+1. 3
Se, ppm 8 11. 2+0.6 10.3+0.6 8. 7
Sm, ppm 8 22.5+1. 2 16.S3+0.2 17.2+0.4
Sr, ppm 5 852.6土75.5 830+30* 2. 7 835.0±40.0 816+38
Ta, ppm 8 2.13+0.23 5. 7+0.2* 62.6 l ‘93+0.07 1. 77+0.05
Th, ppm 8 2.62+0.14 2.38+0.07
까1 ， ppm 10 25.2 土1. 4 24.7+0.3 1. 9 24.0+0.3 24.6土0.7

U, ppm 8 10.1 +0.9 10.2+0. P 0.098 10.3+0.3 10.1土0.3

V, ppm 5 ‘ 350.6+18.2 297+6 18.0 293+9
W, ppm 3 8.75+0.27 4.6+0.5 5.6+0.2
Th, ppm 10 5.14+0.72 7.50+0.13
강1 ， 마껴끄 5 165.4土6.6 220+10* 25.0 218+13

----------
a: Ar i thmatic lllE'an + Standard deviation from n replicates.
b: t\1f3S Certi fi혀 Valμe: Non-certified \~lues are given in 명rentheses:* chemical method:

Re f. 13
c: Fr‘。m References 19, 2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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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tercomparison of analytical results for SRM16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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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NBS SRM 1빼과 NMS SRM 1633a에 대한 NIST의 품질보중서

U~ Dr‘”’-’ “ ‘ ..
“·“·‘“....‘-‘‘ ·‘-_.‘i ‘*“....‘--‘- ’“,....

쳤afinnal 짧unau 라 S훌t했rlard훌

<!I e:화ifiraft 퍼 휴x1gig훌i훌

Standard Reference Material 1648
Urban Particulate Matter

,hUi Standard R~Ic:n:nCl: Malerul ‘SRM!I) Intended rOt 따t ‘n Ihe ~hbrauon uf BppaπIU~and evaluation of me!l\o<b
!b'--.J an Ihι .1lwly515 ul ‘ tmu»phllru: parucula‘em“ ter ::nd rna‘er녀b: willi a similar matrl~，

L‘t:fll'-ICd V~lu~ ul Cun‘llIuenl EI..menu' The t"C rufu:d vliluιs ‘。r lile eOlUlllllJenl ，Iemen나 .n: snown In 1 BOle I. 1 h‘
JnllIY\ll:allcer.nlque$ uled In thc eer‘lficlllon are shown In 1 .I Dle 3 The cenl'i~d v‘ lues .n: bbcd on measuremen~01
o lU JO 냉mpl~ 아.. caeh 01 the analyucal ‘eehnlllu~ Indlcate l1. NonceT1 Uied valu:':$ are gIven lor Informal떠n only m
I .l blc 그，

、。‘’ce and Warmn !lS 10 User‘: fhli mllllmal lS • noll urally oc대nng urband야‘ l。 야 따~d for analytical putpOK$ only 11
mol>' con‘aln a number 이 ehemlcab이 unlm。“n tOll‘CI‘les. ‘hereiore.lhe ulm여‘ ::aUUOll and can: musI be exerQ>Cd 1ft I“
!be ,

E:q)l rallon 이다Mllk.Hlon· Thl$ t"CMtficatJon IS mvahd after ~ yeaπ from C:ate of purch잉e Should II X ~ho"'n ‘o Oe
In\ Jil~ prior 10 tn ..l umc. u>ers w111 야 nOlllied DY N8S.

전변센1\' Thl) rna‘crl:l l should be Ite;n In Its orlgmal boule and stored a< temκratum bctwe:t'n Ieι30"C. hsll。뼈 not
lie lexpo~터 to Inl~n>e ~ou tee t)f 쩌dlallo n. lncludlng ullravlolellamps or sunhsllt IdcaUy. Ihe bottle should be keptln a
d~'>ICClilor “ ‘1\" recumm<nd.:d l.:mpera씨rc

~ A nllmmum ur Iω mil of the dned 빼‘er‘aJ (See 01인ng 1띠‘대C\lOrlS) should 야 뻐여 for any analytical dClcnmna
(lun tu boo' "l:l:lll:d 10 ‘he ζer‘ Iiiπd values of Ih lS ecM띠ca‘t‘

、‘lur얀 JOI.t Preparlltlon oJ 'vt atenal Tha SRM w;u prepared from urban partie비l‘erna‘ler co l!ec‘ed ", Ihe Sι LouIS.
\11“。un ，‘rca In a 여gnouse ~pce버ll} designed for IhlS purpose. 까)e melenal w.엉 removed from the filter bags and
ι。 mblned In a ‘snllh: 10‘. Thl> lIroduet was screened Ihrough a tine·mesh Sle~e to remov.: cxlrancot괴 ma【하쩌ι and
tllurougnt\ blenaed In a V.비ender. The rnalenal ‘ as lhen bottled lnd sequentially numbered. The matenal w잉
ζ이leeted 。、 er a pen여 In e ll.ζesa 마 12 mon~ns ..nd.therξlore. IS a umeoJnlegnt.ed sam9ie‘ Wit‘Ie not represented to야
‘yplcalot ‘11,area ‘n ‘ Il lelll‘ 'AilS collecκd.l외 use sllould Ivplly theanalyucal l'roble:ns ofalmolpr.enc samples oblauned
trom Inau> trI:1 hzco urb4n arca~

Hom。낭enell‘ ....»~lmenl RandomJ‘ ’elecled boltle. \Wetc u.ed IClr the analytical measurements. Each analyst
c‘amlncc .I‘ lebl 0 1I0Ulc•.•~me 01 them me:l>‘<tIng reph(4‘<'0 (rom ξach 1IOltle. 、。 correlation was found 야t....een

meuure。 、 all"c‘ and ‘he b‘”“Jn~ ‘cqucnCt ‘l‘。- ‘tie r~ul“Qlmca‘urcmell“ 。’ ‘amllles iromd‘trerent boulc were not
‘ Igmlic:‘ml、 。‘lI e ，enl Ih.l n IIIι mμ」‘urement> oi πpilcate ‘4lmtllcs Irom ‘lOgIc bouJQ , AeeordlniJY. all bottles o{ lItis
SR~ II‘、 e Geen ~>I !lneC lhe .ame cl:nllicll valu() 01 can“ nuelll eh:menu

’n.ltu“”‘n. lor Dr、， n “ 1 hiS m.‘eTlal .nould be Orled a‘ ’ O~ • C lor II hours belore usc. B~Quse the ecrtlrled ζOlll.enlT:I·

II니 n. 4rc n:ponelJ on a -11κ· ...elglll ‘ b““‘. liie eoncenlrallO l\> de lCrm,ncd on unontaurr. pj~ should ~ adJuued lor llle
rnUI~lut‘ content 01 llle ,,,mple.

I h‘ u‘ croll’니 Irμ lIun ‘’IlJ ‘。 oro'n4 ‘Ion 01 Inc tCCnnlC띠 mC;l>urcmenl. leading 10 ;;eMlfic:ltlon \Were pcrlormed undenhe
ιn4lrmoln.nlp III J K r ol‘ lor

1n‘ “‘ hn씨Jl ‘ n‘j ‘un l'Url “peLt~ ，n、。l‘ cd Ito tile rrCp4r:lllon. currenl ‘ nd pre 、 IOU‘ ;;Crlllll:.Il1on. :u1d I‘ uancc 이 lhl$
、“no.ml Rc’ercr’“ 씨‘len:!“ crt: coorc lI'oI tcd through In‘: Olli‘C 01 St.sno .l rd RClcrcnce .\1a‘crl.l b bv T.E Gill‘ .lnd
ι ν H ‘ιu

、、 ‘."llI nll‘un 0 l ~U~;4

、I .. 、 I I I'Ill:

d<“ 1,lon ‘“ t “‘.，“~l‘
냐“‘이 I 1·11.- 7“

(1.1‘ ι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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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onsutuents

nbl쉰. 'Ceruficd Values of Constituent Elements

Minor Cal바ItucDU

퇴빼돼l

AlumlRum
b

Iron “

POt빼~lumb

Content‘
월」월딱파 당파lWl‘

Content'
xι.em훌.IlL

3.42: 0. 11

3.91 =: 0.10

1.0j :t 0.01
냉빼값

0. 655::0. 01뼈

0.4:2.5 ±0.002

0. 476 :0.01‘
TraCl! CtlMlllUents

Elemem
Content'

돼i.J. Element
Con야m‘

왜a

Anctllc liS ± 10 Nickel 82:3

Cadmium 7S: 7 Sclcmum
b

27 ± I

Chromium 쩌13 ± 12 Uranium j.j :t0.1

Copper 609 ± 27 Vanadium‘ 140 흐 J

‘The IIncan&lJl‘!CS S뼈....뻐 lba CII:화혀.ua:p“JllIM _cd b)' “ pascnpts ‘ad_orrOl‘‘-.“빼 m매 빼11 11I_""
_.뻐 _ten삐 ‘nail뼈y. Thoy~“.. 95 l\lIf':CMω~Iι마Ia ror Ulch..녕삐llll llUlllplc:“ .•~9' κ:w빼 or
‘......톨aID찌aCro에 a ..“IcIlJll‘。“....SRMwou삐 btUPl톨g ‘0 ...... ‘ co톨*흩빼a ..dtia ...1Dllt1a&cd rue- or..“ g

95 pa'야a‘ 。(lba \1m‘
‘Th_빼” ’ cc rccc뼈 야ntii빼 ua per‘4 ‘/ta N뿔 U빼야빼ι@ 싸g앨 11M‘빼 for :1M I얘lcaClld
COIIIII‘야n‘ a.. tIle -야sa ",,!lie"야뼈 g 꾀 _n:톨cal l\lIIlIoda III빼 .뼈 ‘M ‘“--뻐_CYIlUIl빼벼‘ uta
‘,alldatd cπ'01 COlllldet얘...analltb‘.y .,,1Im aad bCI_ .야lyl‘:ai_"여‘

Table 2 Nona뼈lied Values for CODSUtUcnt Elements

N。‘e: The lollowUlg values are not c:ert따혀 야g“e φeyare not b얼cd on the res버tso(euheraπ(ereoce method 01 tw。
。r more Indepcnden‘ meth여50 These values are 파다uded for lIuorma“。D oaJy.

M매。r Cons‘Ituents Millor COllSutuenu

Conten‘ ContCll‘
El!:m('f\ l Wt__Percξnt Element ~t‘ Per야tit

Sul(μr (5.0) Chlonnc (OAS)

Magncslum (0.8) Titamum (O.찌)

Trace Constltuenu

Conten‘ Conten‘
Elemcn‘ μ~j~ Element 」윌A

Antimony (4j) Lanthanum (42)

6c1rlum m끼 RubIdium (j2)

Bromlnc IjOO) Manganese (860)

(~lIum (jSI Samanum ( 4 써

C'::'Ium ()’ Sc:andlum ( 1)

c‘Jb‘..][ Illj) SlIver ( 6)

Europium ( 0 In Thorium ( H)

Hdlnlum i .t ~l Tun \lll‘en ( H)

InllJl,lm I I 0)

lu‘lIn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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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야 JMClb.여a ADd AII&IY빼

Mcdlodl
A g c D E F G H

티CIlftCftl

AI •
AI • •
Aa • •
sa •
Br •
다 • • • •
c4 •
α •
Co •
Cr • •
cs •
Cu • • •
Eu •
Fe • • • •

”‘ •
• •

III •
K • •
La •
M8 •
Mil • • •
Na • • •
:'oI i • • •
Pb • • •
Ro b •
s •
Sb •
So: •
se • •
Sm •
Til •
fl • ’
U ’

1 II . :

Zn •
lI
‘•

• ’
Analvllul Mel/l04s

‘ A‘。mlc ,....b~tp“un Spec‘rome‘꺼

a J써IOPC ;),Ju lIon ....au .')1’CClromcttv

c 、culton AC lIVillon "'nal).~

o I'‘":I 'o'.V~pnv

등. ~peClroonUlume‘ry

l- ?h。‘。 n ...‘ tlV4UOn ~n.“’‘l)

o Ion ("hrum‘’‘UI;, .;ptlV
에 U ι PI.um‘ AlumlC 느m““，m ~PCL I(OmCtry

I Fiarn~ Em‘”‘un :o peLlr ‘lm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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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Informatton

The V왜ues I바ed below are 뼈벼 on measurements made in a 51때e laboratory 뼈d ate gann (or mforma‘l0n뼈y.

While no reason exisu ‘o suspect systemauc bIaS in these numbers. no attempt w훌s made to evaluate such 'ow
annbutable to euher tlte method or the laboratory. The meth여 야cd for each se‘ 。f meaauremenu 넙 also listed. The
uncertainu여 indicated are twO time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s.

COlUtltuen‘
Nitr。양n (NO)

Nitrogen (NH4)

Sulfate

Si02
F‘， ι。n Soluble

Content
Wt. Percen‘

( 1.07 ± 0.06)

(2.01±O‘ 08)
(I S.42 ;t 0.14)

(26.a ± 0.38)

( 1. 19:!:O.4꺼

M타h。쩌 Used:

Nitrate' Extraction with water and measurement by ASTM Method 0992

Ammon1a • NaOH addition (allowed by s‘eam distillat‘。nand tItrauon

Sulfate· Extrae:t:on w“h water and measurement by ASTM DSI6
SIOl • SoluttoR and measurement by ASTM Method E3~O

Freon Soluble· Extractlon wuh Freon 113. USlJ1g the Method descohed in ‘ Standard Methodsin ExaminauonofWater
and Waste Water.- [4th EdItion. p. S18. Amencan Pub‘ie Health Ass야lauon. Washington. D.C.

AnalysIs

Inorganlc Analytical Chemistry DivIsion

I. C. G. Blundcll

1. R. W. Burke

) T A. Bu‘ler
J E R. Deardorif

5. B I DIamonds‘one
6 M S Epsleln

7 M Gallonn.

Il E L Gdrncr

9. J. W‘ Gramlich

10. R R. Greenberg

i t. L. A.. Machlan

12. E. J. Malcnthal

l3. T J. Murphy

14 L‘ P. Powell

‘5 T C. RainS
!6 T A. 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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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so o.v:." ,C.".me....
....Ieo llo‘ np

Xcm.ry

‘·’‘’ ‘-“‘ ‘ .1,...,,,,,,...~...

잊g양tional 짧urEau of 정 tanrlards

QIertifirafe n￥ 효nalηEis
'- '='

Sta끄dard Reference Material 1633a

Trace Elements in Coat Fly Ash

11I1S Sα.ndan1 Refctπnee Malenal (SRM) 녕 mtenc:!ClG for와e IJI the tv허uat.iOD ofar파Iytlcal metbl힐.s for the de~rmina·

nOll of ∞USUtuent 야，emCtlu en coal fly 일h or Ulatena1s 9'1tb a sluular matnlt.

SRM 1633a IS a fly ash that W&$ steve([ througb a No. 170 SlC'Ve 뻐th a DOClln떠 SlCVC opeD1Dg of 90 μn.

다m1le~LValu C$ O( Con.sutuent Elemcn십· The certified v외ues for the C:OllSUtUCDt clements are sho빼 in Table I. The
lIIAJync:a! ‘ed1n1ques 야혀 au。 ‘he an잉ysu are given IJI Table 3. The야rufi벼 V떠ues 양e based on results obwned by
~jeTence me'앙\o<ls of known a야:Unley or from two or more tociepelldeol, reUable analytical methods. NoncertI1ied
V퍼un a야 given (or Inlormauon 뼈y u1 Tab‘e ι
NOD‘~ and Waπ!Jngs to Users' nus c:mifica“。 II is mv힐id Syun fro tl1 da야 。fput마ase of the SRM. The c:onsDtueDU
eertl1lell or anaJyzea ate-re에ewe([ penodlcally and may be upda뼈 t。 πrlect ‘mproved measurement. Updar~

∞rufica‘es WIll be made avwJable utlon reqUCSI..

꾀효~ This tna‘enaJ-shouJd 놓 dned to a ccm.n.a.nt WClgb‘ before USlOg_ Recommended ;Jrlx:ec!ures (or drymg are: (I)
Vacuum dryIng (or 24 hours at ambient tl:1l뼈eTlltuπ USlDg a cold U'aJ' at or below -50 ‘ C and a pressure aOI pealer
than 30 Pa (0.2 mm Hg); (2) drytng for 2 hours U\ an oven at IDS 0 C, md ry1ng In a dCSSI<:aIOr oycr PI0S or MS20。‘

SatDJ)lC$ o( lhe dned matenal wezg1un8 II‘ least 250-mg shou써 be used for analysu. Wben not III we the ml.lCnal should
be ~ept in a t1gh\ly sealed bottle.

Souπc and Pretlara t10n of \l(atena!; The fly ash material was sUDplled by a cOlli [tree! power plan‘ and 넙 llprodua of
Pel1l1Sylva lU8 and West Vlrglma coau. I‘was selected as a typIC의 fly ash and l3 nOI III‘endedu .. fly 입II from a specfic
g뼈 。r ∞mOUSllon process. The malenal was Sll:..,ed and blende녕 for 2 hours In a V~ blender. The ma야naJ w잉 then
removed and placed In a scnes of bulk conwnen from which 앤@띠c: samples liteπ 녕.ken for homOiet1CllY testulg and
certlficauon analysu. Twelye boLtI앙 were seleaed for the homo~nelrytest. Samples from each beule were analyzed (or
C야alt. 해rOtnlum. europIum. iron‘ κandlum“nd 벼。num uslllg nondesuu다Ivt: neurron acuutlon anal’꺼IS. The
。，bseπcd Standard de씨allons for both 50 and 250 In, samph: sues were consIStent Wllh c:ounung na: sues. 1Ddicanng tlla‘
!he fly ash 넙 bornogeneous Wltlun =S% (πi‘I"C) based on 씨esc elemc:n U. The homogenezry tern nl and certlficanon
a.nalyses were performed In the NBS Cenler for AnalytIcal ChemL~try.

TheoyeπU dlr:c:non and coor녕Inahon of the analytlc:aJ measuremenU lead lDg to che IDl llal eernfic:anon lIfere perform혀

In the Center (or Analytlc:aJ ChemlScry un야r the chaJrmanstup of L.A. Machlan.

The tcchmc:lI and suopon aspectS Involved In the pre:lara t1on. 야"Ifica

。‘l‘Ill:πburg. M0 208~
January S. 1985
(RevISIOn of cenlfi t::l te
dated Ap r'll 18. 19'7\}1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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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enlfied Values of Constituent EJernel1tS

Major Content Minor Content
ConstJlucnts Wl Percent Con.mtuc:n~ Wt Percent

Aluminum 14.3 :: 1.0‘ Magnesium 0.455:: 0.010
Iron 9.4 :t 0.1 Sodium 0.17 ± 0.01
Potassium 1. 88 ::t 0.06
Silicon 22. 8 :t0.8
Calcium 1.1 1츠 0.01

Trace ConstItuents

Element Content “gIg Element Conten‘ “gIg

131 ± 2
10.3 ± 0.6

830 ± 30
24.7 흐 0.3
5.7 ± 0.2

10.2 흐 0.1
297 土 6
220 :: 10

Rubidium
Selenium
Stronuum
Thonum
Thallium
Uranium
Vanadium
Zmc

Anumony 6.8 ± 0.4
Aπenic 145 .흐 IS
Cadmium 1.00 순 0.15
Chromium 196 ± 6
Copper 118 ± 3
Manganese 179 ± 8
Meπury 0.16 ± 0.01
Nickel 127 흐 4
Lead 72. 4 초 0.4
뉴he 배eutaJllUCI of lbe~벼 V띠ues u'c bu벼 。D judpllCIII .Dd l'CP"'빼t 뻐 @혀QUOll or the∞mu빼
eRectl or metb얘 \mprc에，。ι poaib~ ‘)'ACIlIμlen껴mamOD， 톨cQocl&. aDd JlWer훌I YIIn&뼈ty'or_plel

。r~ιml 01' mo~ (N。 ιtnapt ，.ι ∞.de to denve exact l1&blIbCaI 톨CUW"CI ofa빼proc;톨‘빼 야:ca어e tGYC:ral

톨Ilt bCHb wen \lJYo\ved ill the 6elcr톨illlllioll of 톨_ COlllltmlattl).

Supplemental Information

Note: The foUowing v뻐ues are not certified because tbey are nol based on the rC:SU!L5 of either a πferenc:e method or
。f two or more independent method‘. These values are included for Informataon only.

Table 2. Nonc:ertified Values for Constituent Elemc:nts

Element

Barium
Titanium
Sulfur

Content
Wt, Pcπcnt

O.lS
0.8
0.18

Element

Beryllium
Cerium
Cobalt
Cesium
EurophllS1

G매liu.퍼

Hafnium
Molybdenum
Scandium

Content

댈1.J.

12
180
46
11
4

S8
g

29
뼈

SRM 1633&
p‘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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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Aaalytu::al Methods Used [or Certified Constltuent Elements

’Methodl
Element A g c D E F 6 H

Aluminum . . .
Antimony . .
Arsenic . .
Cadmium . . . .
Calcium . . . .
Chromium . . . ’

Copκr
. . .

Iron . . .
’‘

Lead
. . .

Magnesium . .
M빼용oese

. . .
Mete'따y

. .
Nick삐

. . . .
p。빼S휠um

. . .
Rubidium . . . .
Sele피um

. . . 1

Silicon . τ’| .
Sodiwn . .
Strontium . . .
π파jum

. .
Thorium ’ .
Uramum

.
Vanadium . . .
Zinc

. . . . .
Analytical MC\h여S

A. Atomic Absorption SpcctrOmcuy Or Flame Ermssion Spectrometry
B. Isotoκ Dilution M웰 Spec:trom야ry

C. Neuuon Activation Analysis
D. polarography
ε x....y F1uon::양cnce Spectrometry
F. InductivelY-Coupled Plasma EmISSion Sκctrometry

G. Isotope Dilutlon Spark Source Mass Spectrometry
H. Gravimetry
I. Dareet Coup)ed Plasma Emission Spectrometry

SRM 1633a
Page 3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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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허ysts

NBS Center for Analytical Chem15try

I J B. Baldwin

ι T. J. Brady

3. E. R. Deardorff

4 M G. Dlas

5. L. J Powell

6. M. S. EpstC1n

7. R. F. Fleming

8. E. L. Gamer

9 T. E. Gills

10 C. A. Grabnegger

11. J. W. Gramlich

12 R. R. Greenberg

13. S. Hanamura

14. S. H. Haπ150n

15. E G. Heald·

SRM 11)33&
Page 4

16. W. R. Kelly

17. H. M. K.mglton

18. E. C. K.uehner

19. R. M. Lindstrom

20. L. A. Ma(:hlan

21. E. J. Ma1t:nthal

zι J. S. Maples

23. J. D. Messman

24. L. J. Moore

25. P. J. Paulsen

26. P. A. PeUa

27. T. C. Rains

28. IC.. J. R. Rosman

29. T. A. Rush

30. P. A. Sleeth

3 1. R. L Watten.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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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셔지정보양식

서 Al 정 보 OJ 식

수행기관보고셔번호 뺑f士-펀-
KAERI/RR-1160/92

제폭 / 부제 i중성자 방사화분석 연구 / 혈충성자륨 이용한 환청사료의 분석

----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정 용삼 (전기화학설)

.

연구자및부서명 조 승연 (분석화학설)， 정 영주 (천기화학설)

발행지 대전 | 발행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1992.12

p. I도 표 |
--

페이지 71 유 (v ), 무 ( ) 크 기 26 cm.

참고사항 '92 기본연구과제

버멀여부 공개( v) , 대외비( ), 급 비빌 보고서 종류 연구보고서

연구해학기관‘ 계약 번호

초록 (300 단어 내외)

고분해농의 감마선 분광법율 이용한 충성자 방사화 분석업에 의해 환경시효률

정향 분석하였다. Urban Particulate Matter (NBS SRM 1648) 과 Coal fly Ash (
NBS SRM 1633a) 표준시료륭 이용하여 분석의 정확도 및 정벌도를 확인하였으며

본격척인 대기분진 분석 연구의 시작으로서 서올의 외꽉 지역에서 6 개월간 쩌

부피 분진 채집기로 시료률 채집하여 모두 19 개와 미량 원소룰 정량 분석하여

본 분석법의 환경오염 연구에의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추제병 키워드 (10 단어 내외) 『 충성자 방사화 분석 비파꾀 분석 열충성자
환경표준시료， 대기분진， Coal fly ash, 검출한계

- 10 -



-
BIBLlOGRAPH

Performing Org. Spons
Report No. Re

--------
KAERIIRR-1160/92

Title/Subtitle I ~~~~~_~~
Activation

-.‘』

Project Manager and Dep

R鍵h하“?때 DeD‘‘.‘
-

Pub.Place 냐aeje만-긴[관
Page 71 -표lFi~
Note ’92 Basic Research

I Clas편~~__l얀en(v ), Outsid

Sponsori뺑
‘

Abstract (About 300 Words)

high resolution r - ray spec
method were checked by thl
ulate Matter (NBS SRM 16‘

Airborne particulates colle
at the outer area of Seoul v
rne particulates research.
and the NAA method was c
research.

뉴------------------------
Subject Keywords (About 10 V_.-

environmental sample , airbo
------

Hie SHEETINFORMAT‘ON

행M뺑m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tron Activation Analysis I Thermal Neutron
lysis of Environmental Samples

젠싫￡죠J굶펀딴ectrochemistry Div.)

Seung Yean (Analytical Chemistry Div.)
g, Yong Sam (Electrochemistry Div.)

26 em.

e( ), Class I Report Type I Research Report

Contract No.
,--

Environmental samples were analyzed quanti
tatively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using

trometry.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the
analysis of reference materials ,Urban Particul·

8) and Coalfly ash (NBS SRM 1633a).
ted for 6 months with low volume air sampler

ere analyzed as the start of full scale airbo-
e analyzed 19 trace elements from the samples
nfirmed to be utilizt:d for environmental pollution

Words) I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on-
•__-1 destructive analysis , thermal neutron,

rne particulates, Coalfly ash , detection limit

- 71



中性子放射化分析톨퓨뿔

1993年 1 서 7 日 印써

1993年 1 年 18 日 했行

發行人 林 f콰 1:"

號行處 韓 國 hii 子 )) PJf 究 所

大fH i훌짧市 t힘城區 德i훨i혜 150

터l빼所 新 友 社

믿는마융 지킨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가. 환경시료의 분석
	나. 방사화분석 지원

	2. 실험
	가. 시료의 채집 및 준비
	나. 중성자조사
	다. 방사능 계측
	라. 검출한계 및 함량계산


	제2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환경시료의 분석
	가. 분석조건의 설정
	나. 검출한계의 측정
	다. 분석결과

	2. 방사화 분석 지원


	제3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1절 결론
	제2절 건의사항

	참고문헌
	부록
	I. NBS SRM 1648과 NMS SRM 1633a에 대한 NIST의 품질보증서
	II. 서지정보양식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