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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기술현황분석보고서에서는 미세입자의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기계적 제조

법, 전해제조법, 화학적 제조법 및 분사법에 대해 기술하 으며, 보론의 분석과 

관련하여 시료처리 방법, 분리 및 농축방법, 분석방법 및 분석방법의 적용에 관

해 기술하 다.  또한, 알파트랙에 의한 
10
B 측정과 관련하여 알파트랙의 특성,

고체 트랙검출기의 특성, 시료처리, 중성자조사, 에칭 방법, 트랙 관찰 방법에 

관해 기술하 으며, NIPS 측정시스템 이용기술과 관련하여 NIPS의 기초이론, 중

성자 선원, collimator, 방사선 차폐, calibration 방법 및 응용에 대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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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ate art report consists of four parts, production of 

micro-particles, analysis of boron, alpha tracking method and development 

of neutron induced prompt gamma ray spectroscopy (NIPS) system.  The 

various methods for the production of micro-paticles such as mechanical  

method, electrolysis method, chemical method, spray method were described 

in the first part.  The second part contains sample treatment, separation 

and concentration, analytical method, and application of boron analysis.  

The third part contains characteristics of alpha track, track dectectors, 

pretreatment of sample, neutron irradiation, etching conditions for 

various detectors, observation of track on the detector, etc.  The last 

part contains basic theory, neutron source, collimator, neutron shields, 

calibration of NIPS, and application of NIPS system.



- 4 -

목   차

1. 서 론   ............................................................  5

2. 미세 입자의 제조   .................................................  7

 가. 분말의 제조방법   ................................................  7

 나. 미세입자 제조 관련 최근의 기술현황   ............................. 10

3. 보론의 분석방법   .................................................. 13

 가. 보론 분석을 위한 시료처리 방법   ................................. 13

 나. 보론의 분리 및 농축법   .......................................... 14

 다. 보론의 분석방법   ................................................ 15

 라. 보론 분석방법의 응용   ........................................... 19

4. 알파트랙에 의한 
10
B 측정   .......................................... 21

 가. 알파트랙의 특성   ................................................ 21

 나. 고체 트랙검출기의 특성   ......................................... 22

 다. 시료처리   ....................................................... 23

 라. 중성자 조사   .................................................... 24

 마. 에칭   ........................................................... 24

 바. 트랙 관찰   ...................................................... 26

5. NIPS 측정시스템 이용기술   ......................................... 28

 가. NIPS의 기초이론   ................................................ 28

 나. 중성자 선원   .................................................... 30

 다. Collimator   ..................................................... 32

 라. 방사선 차폐   .................................................... 33

 마. 검출기   ......................................................... 35

 바. Calibration   .................................................... 36

 사. NIPS 응용   ...................................................... 37

참고 문헌   ........................................................... 41



- 5 -

1. 서 론

    분말 또는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은 이들의 특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대부분의 재료를 분말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분말제

조법을 선택하는 것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나노 크기의 분말제

조법에는 크게 나누어 기계적 또는 물리적 제조법, 화학적 제조법, 전해 추출

법, 액상분사 등이 있다.  이들 이외에도 특수 제조법이 재료 물질에 따라 선택

된다.  분말 형성은 어떤 재료에 새로운 표면적을 갖도록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분말 제조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공정의 효율성, 

에너지 크기, 공급원료의 형태 및 오염원 등이 있다.

    보론(boron)은 식물에 필수적인 원소이며 동물 조직 내에도 약 1 mg/L 정도

를 함유하고 있고 미량의 보론은 인체에도 필수적인 성분이다.  식물의 경우에 

보론의 함량이 부족하면 성장부진, 수확량 감소와 심지어는 고사하기까지 하지

만 보론 함량의 과다는 오히려 동․식물에 유해하다.  일반적으로, 음용수 내의 

최대 보론 함유 허용량은 1.0∼1.2 mg/L 정도이다.  또한, 보론은 핵반응 물질

에서 열 안정제로 사용되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dopant로도 사용한다.  극소량의 

보론이라도 반도체 등급에 큰 향을 주며, 금속의 경우에는 열적 안정성, 강도 

및 수축정도 등에 향을 준다.  보론은 짧은 비정을 가지는 알파입자의 방출원

으로 암치료에 이용하는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BNCT)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BNCT 방법은 보론의 동위원소 중에서 
10
B을 포함한 유해하지 않은 시약을 

인체에 주입하여 암소부위에 모이게 한 후 생체 주성분 원소들의 중성자 반응 

단면적[(탄소 = 0.003 barns, 수소= 0.33 barns, 질소 = 1.8 barns, 산소 = 

0.0002 barns)]에 비하여 월등히 큰 값을 갖는 보론(3,838 barn)을 이용하여
 

10
B(n, α)

7
Li 반응에서 나오는 10 ㎛ 정도의 짧은 비정을 갖는 알파입자로 암세

포를 파괴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검침과 같은 극소 시료내

의 보론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암소부위와 정상 세포내의 
10
B 분

포를 낮은 농도까지 정확히 측정 가능해야 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중의 보

론 동위원소 존재 비는 매우 다양하다.  자연중의 암석과 광물에 존재하는 보론 

동위원소 비(
11
B：

10
B)는 3.8∼4.2로 물질의 근원이나 소재에 따라 다양하다.

    핵반응 및 원자발광․흡광 방법을 이용한 보론의 정량방법은 다른 원소에 

의한 방해, 메모리효과 및 낮은 감도로 인하여 아직도 제한적인 방법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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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ICP-MS)가 원자발광․

흡광법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고, 또한, 보론의 동위원소도 동시에 측정이 가

능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열중성자와 
10
B(n, α)

7
Li 반응을 이용한 보론 정량방법은 보론의 동위원소 

중에서 
10
B이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크다는 핵적 특성을 이용하여 미량의 보론

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시료에 열중성자를 조사하여 
10
B(n, 

α)
7
Li 반응으로 생성되는 알파입자를 고체트랙검출기에 기입하고 에칭한 다음 

알파트랙의 수를 측정하여 총 보론 함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Neutron induced prompt γ-ray spectroscopy(NIPS) 측정시스템은 중성자를 

시료에 조사시킬 때 시료가 중성자를 흡수한 후, (n, γ)반응에 의하여 10
-14
 s 

이내에 즉발적으로 방출되는 즉발 감마선을 계측함으로써 시료내 성분 원소의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중성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측정

을 한다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기존의 방사화 분석법(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과 구별된다.

    NIPS 측정시스템은 NAA와 비교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며, NAA에 비

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NAA를 이용하여서 측정이 힘

든 몇 가지 원소(B, Cd, S 등)를 NIPS 측정시스템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2) 

해양 및 생체시료에 대한 NAA 측정은 시료 중에 포함된 높은 Na, K 및 Cl의 농

도에 제한을 받는다.  (3) NAA 측정을 위해서는 시료를 원자로에 넣어야하는데, 

어떤 시료는 부피가 너무 크거나, 방사능에 의해 손상되거나, 혹은 분해 또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원자로에 넣지 못할 경우에도 NIPS 측정시스템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NIPS 측정 시스템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원소는 중성자 포획 단면적이 

큰 B, Cd, Sm 및 Gd 등의 원소와 중성자 흡수 후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H, C, N 및 S 등이 있으며 주로 지질학, 생물학, 식품학 등의 분야에 활용

되고 있다.

    본 기술현황분석보고서에서는 미세입자의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기계적 제조

법, 전해제조법, 화학적 제조법 및 분사법에 대해 기술하 으며, 보론의 분석과 

관련하여 시료처리 방법, 분리 및 농축방법, 분석방법 및 응용에 관해 기술하

다.  또한, 알파트랙에 의한 
10
B 측정과 관련하여 알파트랙의 특성,고체 트랙검

출기의 특성, 시료처리, 중성자조사, 에칭 방법, 트랙 관찰 방법에 관해 기술하

으며, NIPS 측정시스템 이용기술과 관련하여 NIPS의 기초이론, 중성자 선원, 

collimator, 방사선 차폐, calibration 방법 및 응용에 대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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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입자의 제조

가. 분말의 제조방법

    나노 크기의 분말 또는 입자제조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기계적 또는 물리적 

제조법[1], 화학적 제조법[2], 전해 추출법, 액상분사 등이 있으며, 이들 방법 

이외에도 특수 제조법이 재료 물질에 따라 선택된다.

 1) 기계적 제조법[3]

    기계적 제조 방법에는 충격, 마멸, 전단 그리고 압축의 4가지 기본적인 미

세화 공정이 있다.  충격은 재료에 급속하고 순간적인 충돌을 전달하여 세분화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멸은 입자들끼리 갈아서 입자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며 전

단은 절단으로 파괴의 틈을 형성하는 것이다.  충격, 마멸, 전단 그리고 압축과

정을 서로 조합하여 금속분말을 만들게 된다.  mm 크기 범위의 분말을 제조하는

데는 해머 (hammer mill)을 이용해도 충분하지만 1∼100 ㎛ 크기 범위의 분말

입자 제조에는 볼 링한 후에 다른 강력한 마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

하다.

 2) 전해제조법[4]

    분말은 일정한 작업조건 하에서 전해조의 음극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순도의 분말을 제조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금속으로는 Pd, 

Cu, Zn, Mg 및 Ag 등이 있다.  전해 제조법의 주요 장점은 높은 순도의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해조에 부가전압을 가하여 양극이 분해됨과 동시

에 분말제조가 시작되며, 주로 황산염의 전해액을 통한 이동은 음극에서 형성하

는 침전물(deposit)을 정제하는데 유용하다.  다공질의 음극 침전물(deposit)은 

회수, 세척 및 건조되어 미세한 분말로 분쇄되며 변형강화(strain hardening)를 

제거하기 위해 아닐링한다.  전해 제조법이 순수한 분말 또는 한 원소의 분말 

제조에는 실용적이지만 기술적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성이 있다.

 3) 화학적 제조법

    대부분의 금속분말을 화학적 제조법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전형적인 

입자크기와 형상은 반응에 따른 변수들을 제어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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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조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며 분말은 고체상,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가) 기체에 의한 고체의 분해

    금속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환원 기체를 이용하여 산화물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다.  정제된 산화물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로 링한 다음 

일산화탄소나 수소와 같은 환원기체를 이용하여 열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말을 

제조한다.  미세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저온을 사용하여 제품의 확산에 의

한 결합을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고온 공정에서는 다각형 구조를 갖는 치 한 

입자를 형성한다.  환원된 분말은 분쇄하여 입자사이의 확산결합을 파괴하고 적

절한 크기의 입자로 만든다.  기체 환원법은 Mo, W 및 Cu와 같은 금속분말의 제

조하는데 적용된다.

  나) 열분해 방법[5]

    분말입자는 증기분해와 증착(condensation)을 결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예가 카르보닐 철[Fe(CO)5] 또는 카르보닐 니켈[Ni(CO)4]의 반응

이다.  기체분자의 형성에는 가압과 가열이 동시에 필요하다.  카르보닐 분자는 

43 ℃에서 액체로 냉각되고 분별증류 방법이 입자의 순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촉매가 있는 상태에서 액체를 재 가열하고 금속분말을 얻도록 증기 분해한다.  

이 방법을 통해 제조된 분말의 순도는 99.5％ 정도이며, 불규칙하고 둥 거나 

체인 형상을 갖는 작은 입자의 형태를 나타낸다.

  다) 액상으로부터 추출

    질산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과 같은 용융된 금속 염으로부터 금속기 추출물

이나 추출물을 포함하는 금속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금속기 염을 추출하는 

방법은 미세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방법에서 

염은 물에 용해되어 제 2 화합물에 의해 추출된다.  화학적으로 추출된 고순도

의 분말은 1 ㎛ 이내의 크기를 가지며 반응욕조의 작업변수를 변화시켜 분말특

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분말들은 미세한 입자크기로 인해 뭉치는 경향이 있

다.  평균 입도는 추출 반응기에서 분말을 재생(recycling)함으로써 증가된다.  

최근의 공법으로는 열분사 열분해(thermal spray pyrolysi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금속이온을 포함하는 용액이 가열된 대기에 분사된다.  급속한 열분해



- 9 -

(pyrolysis)와 가열은 다양한 입자 형상을 갖게 한다.  추출법은 복합 분말을 

제조하기에 적절하며 분말의 순도는 일반적으로 99.5% 이상이고 주요 불순물은 

반응욕조로부터 기인한다.

  라) 기체로부터 추출

    이 방법은 기체반응을 이용하여 활성금속(reactive)으로부터 분말을 제조하

고 나노 크기의 입자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분말은 용융이나 도가니와의 접촉

없이 제조되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을 피할 수 있다.  최종 제품의 순도는 공정

상 공급원료(feed-stock) 물질의 종류와 세정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4) 분사법[6]

    분사법은 액적의 분무를 이용하여 용융금속으로부터 분말을 형성하는 방법

을 의미한다.  순수한 금속이나 합금화된 분말은 분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여러 합금에 적용이 가능하고 공정제어가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제조법이다.  분사방법에서는 용탕 세정과 합금조성에 대하여 제어하는 

용융기술이 중요하다.

  가) 기체분사[7]

    용융 금속 줄기를 파쇄하는 매체로 공기, 질소, 헬륨 또는 아르곤을 사용하

는 다양한 분말제조법이 가능하다.  액상의 금속 줄기는 노즐에서 급속한 가스

팽창에 의해 분쇄된다.  장치는 금속주입 기구 및 용융과 회수 챔버의 정교함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액적을 형성하도록 기체의 급속한 팽창을 이용하

여 금속줄기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저온용 분무기는 수평형으로 설계한

다.  노즐에서 방출되는 고속기체는 용융금속을 가스팽창 역으로 어내면서 

흡입 역을 만든다.  높은 기체속도는 금속을 분쇄하여 미세한 용탕 액적으로 

만들어진다.  회수 챔버에서 비행하는 동안 액적은 열을 손실하고 응고한다.  

고온의 금속에 대해서는 폐되고,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활성기체로 채

워진 챔버가 사용된다.  수직형 불활성기체 분무기에서 용탕은 용해되어 노즐로 

주입된다.  용탕은 용융온도(액상선) 이상으로 과열해야 한다.  분무시에는 사

용된 기체의 부피로 인한 역압(back pressure)을 피하기 위해 기체를 배출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수평형 분무기에서는 커다란 필터가 분말은 막는 반면 기체

는 배출되도록 한다.  수직형 불활성기체 분무기와 같은 제한된 챔버에서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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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론 분리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싸이클론은 회수 가능한 기체를 배출

시키고 미세한 분말은 남게 한다.  챔버 크기는 가장 큰 입자가 벽에 충돌하기 

전에 응고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커야 한다.  기체분사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수

행될 수 있으므로 고합금 원료의 원상태를 유지한다.  입자형상은 구형이며 매

우 다양한 입도 분포를 나타낸다.  기체분무 공정에는 기체형태, 잔류분위기, 

기체압력, 기체주입속도와 기체속도, 노즐설계 그리고 기체온도와 같은 여러 가

지 작업변수가 있다.  이러한 변수는 다양한 용도에 맞게 분말의 특성을 제어하

고 공정조건을 따라 조절된다.  기체분사의 주요 장점은 제품상의 균일성과 분

말이 구형이기 때문에 우수한 패킹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기체분사에서 금

속에 주입되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결과적으로 미세한 분말이 만들어진다.

  나) 수분사

    수분사는 약 1,600 ℃이하에서 용융되는 금속으로부터 순수한 금속이나 합

금분말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고압의 수분사가 용탕 

줄기와 충돌하여 분쇄 및 급속 응고된다.  물은 단일형 분사, 다중형 분사 또는 

구형분사로 충돌할 수 있다.  공정은 급속한 응고와 유체 특성상의 차이점 이외

에는 기체분사와 비슷하다.

  다) 원심분사

    입자크기를 제어하고자 하는 요구와 활성금속으로부터 분말을 제조하는데 

어려운 점이 원심분무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원심력과 

관계된 용융공정(fusion)에서 나타나는 중요사항이다.  원심력이 용융금속을 미

세하게 분사하고 분말로 응고해야 한다.  예로서, 회전하는 전극(electrode)공

정은 고합금과 Zr, Ti 그리고 Ni 초합금과 같은 활성금속의 제조에 사용된다.  

회전 전극공정의 장점에는 분말청결도, 구형(높은 압축 도 및 용이한 유동), 

균일한 입자크기, 도가니로부터의 오염방지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생산속도가 

낮고, 고가의 장비 및 공정, 비교적 큰 입자가 제조된다는데 있다.

나. 미세입자 제조와 관련된 최근의 기술현황

    에어로졸 분해 또는 분사 열분해법(spray pyrolysis)은 세라믹 분말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중에 하나이다.[8]   Vallet-Regi 등[9]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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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하여 미세 알루미나 입자를 제조하 으며,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Okada[10] 등이 사용한 700∼1,000 ℃의 열분해 온도보다도 낮은 400∼900 ℃에

서도 0.1∼2 ㎛ 크기의 미세 알루미나 입자를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Zhao[11] 등도 zinc acetate 용액을 이용하여 분사 열분해법으로 미세 크기의

ZnO 입자를 제조한 바 있으며, 650 ℃ 이상의 온도에서 반응하여 20∼30 nm 크

기의 균일한 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Bickmore[12] 등은 에어로졸 발생장치, 

연소 챔버 및 분말 채집기 등으로 구성한 장치를 이용하여 분사 열분해법의 일

종인 불꽃 분사 열분해법으로 titanatrane 착물로부터 미세의 titania를 제조한 

바 있으며, 이 때 만들어진 입자의 크기는 34 nm 정도 다.  Kang[13] 등도 초

음파 분사 열분해법을 이용하여 ZnO/Ag 입자를 제조한 바 있으며, 이들이 제조

한 입자의 크기는 약 1 ㎛ 정도 다.  분사 열분해법의 일종인 전기적으로 유발

된 분사 열분해법도 미세 입자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바 있다.  Lenggoro[14] 등

은 이 방법으로 나노 크기의 ZnS 입자를 제조한 바 있으며, 이들이 제조한 입자

의 크기는 20∼40 nm 이었다.  분사 열분해법으로 용액 방울로부터 입자를 제조

하는 것은 용매의 증발, 용질의 침적, 용질의 분해, 형체의 소결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균일하고 미세한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

러 가지 조건을 잘 설정하여 적용하므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Kang 등[15]은 filter expansion aerosol generator

를 이용하여 콜로이드 용액으로부터 높은 표면적의 magnesium aluminate 입자를 

제조한 바 있다.  이때 콜로이드 용액은 aluminium isopropoxide와 magnesium 

염을 가수분해하여 만들고 900 ℃에서 spinel 입자를 형성한 다음 입자를 제조

하 으며, 제조한 입자의 크기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graph)으로 확인

한 결과 0.42∼0.95 ㎛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 크기의 입자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도 제조할 수 있으며, 그 한 가

지 예가 Reddy[16] 등이 이 방법으로 미세의 CoO 입자를 제조한 경우이다.  금

속 형태의 판막은 양극에서 용해되며, 중간물질로 형성된 금속 염들은 음극에서 

환원되어 Tetraalkyl-ammonium 염에서 안정한 금속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 방

법으로 제조한 입자의 크기는 2∼4 nm 이었으며 입자의 균질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Lei[17] 등도 역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sub-micrometer 

크기의 입자를 제조한 바 있다.  이들은 전기전도성인 폴리머(polyaniline)을 

이용하여 sulfonated polystyrene latex 입자를 입힌 구형의 전기활성인 입자를 

제조하 으며, 제조한 입자의 크기는 직경이 65 nm 정도 다.  방전 전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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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electro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미세의 금속입자를 제조하는 방법도 

최근 소개된 바 있다.  Kawamura[18] 등은 이 방법을 적용하여 아르곤 분위기 

하에서 비교적 간단한 장치를 이용하여 LiClKClAgCl의 용융염으로부터 구형

에 가까운 미세의 Ag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 으며, 이때 만들

어진 입자의 크기는 실험조건에 따라 1∼20 ㎛ 정도 다.

    화학적 증기전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도 미세입자를 제조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가지 방법이다.  Seifried[19] 등은 최근 chemical vapor 

synthesis(CVS)라는 일종의 변형된 CVD 방법을 이용하여 10 nm 크기의 titania 

입자를 제조한 바 있다.  입자제조는 titanium tetraisopropoxide(TTIP)의 열분

해 방법을 이용하 으며, 혼합 Helium/Oxygen 분위기 하에서 liquid precursor 

delivery를 사용하여 hot-wall 반응로에서 수행하 다.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에 대한 분석은 우라늄을 함유한 입

자의 분석과 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지 시료로부터 취한 개별 입자들에 

대한 화학적 및 동위원소적 분석은 핵무기 제조활동의 존재 유무를 살피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분석적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기 다른 실험실에서 사

용된 서로 다른 형태의 분석 기법들은 측정 불확도와 검출한계와 관련하여 타당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우라늄 질량분포의 폭이 좁은 

입자들로 구성되고 특성이 잘 정립된 미세 질량의 우라늄 표준물질이 필요하다.

    Simons 등[20]은 최근, 우라늄 용액을 분사하여 생긴 작은 방울들을 오븐을 

통과시켜 고체 입자로 만든 다음 필터를 사용하여 수집하는, 분사 열분해법을 

적용하여 U3O8 미세입자를 제조하고 microprobe 장치들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 

분포를 측정한 바 있다.  Erdmann 등[21]도 우라늄의 미세 단일입자를 제조하여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해 우라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

으며 동위원소 조성과 크기를 잘 알고 있는 입자로부터 적용과정에 대한 정

도와 정확도를 예측한 바 있다.  이 입자들은 우라늄 표준물질을 용해하고 용액

을 적당한 지름의 방울로 분무한 후 방울들을 재 용해와 소결을 거쳐 지름이 1 

㎛ 정도인 우라늄 입자를 제조하 다.  이때 단 분산된 용액의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동구멍 에어로졸 발생장치(vibrating orifice aerosol generator, 

VOAG)라는 상품화된 장치를 사용하 으며 분산된 방울을 건조하고 소결하기 위

해서 전기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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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론의 분석방법

가. 보론 분석을 위한 시료처리 방법

    보론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료처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료처

리 시에는 백금, 실리카, teflon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유리재질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리재질로부터 보론이 용출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료처리 방법에는 건식 분해법, 습식 분해

법 및 알카리 용융법 등이 있다.

 1) 건식 분해법

    백금 또는 실리카 재질의 용기에 시료를 넣고 전기로에서 시료를 회화한 후 

회분을 질산으로 녹여 용액시료로 만드는 방법이다.

 2) 습식 분해법

    이 방법은 시료에 산을 가한 후 산 증기를 응축시키는 장치를 시료 분해용

기 상단에 장착한 다음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방법으로,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산으로는 ICPAES 또는 ICPMS 분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질산을 이용한

다.  만일 필요에 의해 HF 및 HClO4 등의 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들을 

증발 건고시킨 다음 다시 질산에 용해하여 질산 산성용액으로 만든 다음 사용해

야 분석기기에 대한 부식이나 산 매질에 의한 향을 줄일 수 있다.  최근의 습

식 분해법에서는 시료내에 포함된 휘발성 원소의 손실방지, 산 소모량 감소 및 

빠른 시간 내에 시료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microwave를 이용하는 분해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시료 분해의 경우에는 과량의 탄소와 유기물질이 

시료 용액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론 분석에 향을 줄 수 있다.

    Nyomora[23]는 질산과 과산화 수소 및 microwave를 이용한 건식분해, 질산

과 과산화 수소를 이용한 습식분해, 뜨거운 질산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법들을 

NIST SRM biological tissue 시료에 적용하여 시료처리 방법을 비교한 결과 상

기 방법에 의한 보론 분석값이 NIST SRM에 제시된 값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보론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고 분해용기가 보론 성분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HF로 시료를 분해할 경우에는 보론이 BF3상태로 날아가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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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HF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annitol을 가하

고 시료 분해온도를 70℃ 이하로 하면 보론 성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3) 알칼리 용융법

    Na2CO3와 같은 알칼리 용융제를 사용하여 시료를 처리할 수는 있으나, 용융

제 속에 포함된 보론 함량에 의한 향과 과량의 용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

어나는 방해작용 때문에 권장할 만한 시료처리 방법은 아니다.

나. 보론의 분리 및 농축방법

    시료에 포함된 과량 성분에 의한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표준물질과 

시료의 매질을 동일하게 하거나, 표준물질을 시료에 첨가하는 동위원소 희석법

과 같은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료 중에 염이 과다하게 존재하거나, 

과량의 유기물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화학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지 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료내의 특정 성분만을 분리할 필

요가 있다.  분리 방법으로는 용매추출법, 이온교환수지법, chelation법, 보론 

선택수지 이용법, 크로마토그라피 분리법 및 methyl borate를 이용한 가스화 분

리법 등이 있다.

 1) 용매추출법

    용매추출법으로는, (a) chloroform과 benzene 매질 하에서 보론을 2-ethyl- 

1,3-hexanediol과 착물화하는 방법[24], (b) toluene 매질 하에서 보론을 2,4- 

dinitro-1,8-naphthalenediol과 착물화하는 방법[25], (c) isopentanol 매질 하

에서 24％의 2,4-dimethy-2,4-octanediol과 착물화하는 방법[26], (d) xylene 

매질 하에서 BF4
-
 ion과 Aliquat 336을 착물화하는 방법[27] 등이 있으며, 특히 

tetrafluoborate ion(BF4
-
)의 경우에는 양이온 발색제(methylene blue, rodamine 

B, methyl violet) 등으로 발색 후 1,2-dichloroethane을 이용하여 추출 할 수 

있다.  그러나, 용매추출법을 ICPAES 또는 ICPMS 분석에 적용할 경우에는 

plasma에 대한 유기용매의 효과가 커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2) 이온교환수지법

    이온교환수지법으로 보론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10％ HF를 이용하여 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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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4
-
 이온으로 만든 후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방법[28]과 보론 만

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Amberlite IRA-743 수지를 이용하는 방법[29] 등이 있

다.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보론을 분리하는 경우에 보론은 약산성을 나타내

므로 강산성 양이온수지와 약산성 음이온수지에 흡착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면 시료내의 양

이온들을 분리할 수 있다.  Capelle 등[30]은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100∼200 

mesh, Dowex 50-X8)를 이용하여 철이 용해된 시료용액 중에서 발색법에 방해를 

주는 원소인 철, 알루미늄, 티타늄, 우라늄 및 지르코늄 등을 분리한 후 보론을 

분석한 바 있다.

 3) 크로마토그래피법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방법에서는 chromotropic acid를 이용하는 방법[31], 

또는 H-resorcinol를 이용하는 방법[32]이 있으며, 보론 이온을 만든 후 HPLC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분광광도계로 350 혹은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보론

의 농도를 측정한다.  이 방법 외에도 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28]이 있으나 이 방법들은 ICPOES 방법보다 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4) 기체상 분리법

    이 방법은 포도주[33], 물[34], 금속과 합금[35], 식물류[36] 및 생체조직

[37] 내에 포함된 보론 성분을 분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Novozamsky 등[38]과 Johnson 등[39]은 시료에 포함된 보론을 methyl 

borate로 변환시킨 다음 연속흐름주입방법으로 ICP-OES에 주입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 들은 분리법을 이용하여 포도주를 황산과 과산화 수소로 분해한 후 

flame emission 방법으로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 0.03∼0.04 ㎍ 정도의 보론 

검출한계를 얻을 수 있었다[39].  기체상의 methyl borate 포집은 수산화칼슘 

혹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하며, 이때 보론의 에스테르화합물은 가수분해되어 

보론 이온이 된다.

다. 보론 분석방법

 1) 비색법

    보론과 작용하여 독특한 색을 내는 발색시약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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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매 상에서 발색되는 curcumin을 이용하는 방법[40]과 수용액 상에서 발색

되는 azomethine-H를 이용하는 방법[4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Curcumin을 

이용한 방법은 순수 실리콘[42]을 처리하여 pH 1 정도로 용액화 한 후 발색시약

과 보론을 결합시켜 reddish-brown rosocyanin 화합물을 만든 다음, 비색 흡광

광도계로  54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는 방법이다.  비색법을 

이용한 보론 분석에서는 azomethine-H 법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감도 면에서도 

우수하여 자동화 분석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43].  그러나 이 방법은 Al, 

Cu, Fe, Ti 및 Zr 등과 같은 원소들에 의한 간섭을 받는 것이 단점이다.

 2) 형광법

    Campana 등[44]은 형광 발색시약인 chromotropic acid를 이용하여 생체조

직, 비료 및 자연수중에 포함된 보론 함량을 검출한계 7.2 ng/mL 까지 정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형광법이 갖고있는 공통적 단점인 pH 및 온도와 

다른 화학종에 의한 향을 심하게 받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3) 원자 분광법

  가) 원자흡광․발광법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료매질에 의한 방해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보론 분리방법이 필요하다[45].  그러나, 이 방법은 감도가 낮고[46], 앞서 분

석한 시료에 포함된 보론이 기기에 부착되어 다음 시료 측정시 바탕값을 상승시

키는 memory effect를 일으킨다.  이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측정용액 속

의 보론 함량을 0.2 mg/L 이하로 희석하거나, 시료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을 늘

이거나[47], 또는 Luguera 등[48]이 제시한 4％ NaF 용액을 시료측정 사이에 분

무하여 잔여 보론을 BF4 상태의 휘발물질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6 mg/mL의 보론을 측정할 때 세척과정에서 증류수 대신 2％ HNO3 용액을 사용

하면 직접분무 방식에서는 99％, concentric Meinhard 분무기에서는 98％ 정도

의 memory effect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플라즈마법

    비색법이나 원자흡광․발광법보다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방법이 높은 감도와 

낮은 측정한계 값을 얻을 수 있다.  특히 ICP-MS는 보론의 동위원소 측정이 가

능하여 추적자를 이용한 생체시료 분석에 널리 이용된다.  ICP법에서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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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료를 질산처리 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질산에 포함되어 있는 H, N 및 O 원

소가 공기와 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질산 사용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만일 시료처리시 HF를 사용하면 ICP법의 시료도입 장치에 손상을 초래하므로 HF 

성분을 제거한 후 측정해야 하며 이때 특히 보론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

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토양과 식물중의 보론 함유량을 10∼15 ㎍/L 까지 측

정이 가능하다[49].  만일 시료를 methyl borate형태의 가스상태로 주입하면 일

반적인 측정한계 값보다도 1/10정도로 낮출 수 있다[37].   보론의 측정파장 

249.773 nm 및 249.678 nm를 사용할 때 Fe, Ni, Cr, Al 및 V은 보론 측정값을 

낮추는 방해를 하고, Mn, Ti 및 Mo과 과량의 Na는 측정값을 증가시키는 방해를 

일으키므로 보론 분석시 주의해야 한다[50].  ICPM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Be

이 보론의 원자량과 비슷하므로 내부 표준물로 사용한다[51].  그 외 방법으로

는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TIMS)로 보론 동위원소를 측정하거

나[52],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SIMS)를 이용하여 시료의 작은 역

내의 보론 분포를 알아 이를 BNCT 방법[53]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4) 핵반응을 이용한 분석법.

    일반적으로 핵반응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a ＋ A → B
*
 ＋ b       (prompt reaction)                  (1)

                    B
*
 → C ＋ c  (delayed reaction)                (2)

    여기서 A, B, C는 원자핵을 나타내며, a, b, c는 입자 혹은 γ-선을 나타낸

다.  입자선 혹은 양자(a)가 반응원자핵(A)과 핵반응을 하여 생성원자핵(B
*
)으로 

변화하면서 반응과 동시에 (b)입자 혹은 γ-선을 방출하는 식(1)과 같은 즉발반

응과 반응 후 수초에서 수백년의 반감기를 가지는 생성원자핵(C)이 서서히 붕괴

하면서 (c)입자 혹은 γ선을 방출하는 식 (2)와 같은 지연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 때, 생성원자핵(B
*
)이 일정한 붕괴반감기를 가지면 이 반감기를 측정하

여 원소분석을 할 수 있으며, 생성원자핵(B
*
)의 반감기가 무한하여 안정한 원자

핵으로 되면 핵변환(transmutation)이라 부른다.  이 반응은 핵반응 시에만 입

자 혹은 γ선을 방출하므로 NIPS법에 이용할 수 있다.  생성원자핵(B
*
)이 반응원

자핵(A)과 운동에너지의 감소나 증가만 일어나는 충돌반응도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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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반응을 이용한 분석법으로는 neutron activation analysis(NAA), 

Rutherford particle activation analysis(RPAA), particle induced X-ray 

emission(PIXE)과 소량의 경 원소들 분석에 유용한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PGNAA) 및 charged particle activation analysis(CPAA) 

등이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보론 중에서 19.8％ 정도인 
10
B 동위원소는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3,838 barn으로 열중성자(0.026eV)를 맞으면 
10
B(n, α)반응을 일으킨

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핵반응을 이용한 보론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핵반응방법에 의한 보론의 정량은 타원소에 의한 방해 및 낮은 분석감도로 인하

여 아직도 제한적인 방법이다.

  가) 방사화 분석법

    방사화(activation)는 시료를 중성자, 하전입자 또는 광자 등으로 조사시켜 

원자핵 반응을 통하여 불안정한 방사성 핵종을 만드는 것이다.  즉, 방사화 분

석법은 원자핵 반응을 이용하여 이때 생성된 불안정한 방사성 핵종이 안정한 상

태로 변할 때 방출하는 고유한 방사선이나 방사능을 측정하므로써 각 원소를 확

인하거나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다.  Pillay 등[54]은 최근 이 방법을 이용하여 

보론을 측정한 예들을 종합하여 기술한 바 있다.  
10
B은 열중성자에 의해 

7
Li, α

-선(2.31 MeV)과  γ-선(478 KeV)을 방출한다.  그러나 
10
B ＋ 

1
n → 

7
Li ＋ 

4
α 반

응은 94％ 정도가 원자핵에 중성자가 충돌하여 핵반응을 일으킬 때 즉발방사선

을 방출하는 즉발반응(prompt reaction)이므로 열중성자의 조사가 끝나는 순간 

핵반응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방사화 분석에서는 주로 생성된 방사성 원자

핵이 붕괴할 때 방출하는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생성원자핵이 
7
Li처럼 안정한 원

자핵 생성되는 핵반응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나) PGNAA 법

    보론이 중성자를 조사 받을 때 발생하는 478 KeV의 즉발 감마선 양을 측정

하여 보론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55].  그러나 이 방법은 시료 내 보론 함

량이 5 ㎍/g이상 되어야 측정이 가능하고[56]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다) Neutron 흡수법

    
10
B의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큼을 이용하여 원자로 또는 PuBe, AmB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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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일정량 중성자가 시료를 통과하면서 시료의 
10
B과 반응하여 소모되

고 남은 중성자를 계측기로 측정하여 시료중의 보론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57].  이 방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연속 보론 농도 측정장치에 이용되고 있다.

  라) Alpha track법

    보론은 열중성자와 
“10
B(n,α)

7
Li 반응[분지율 6.3％:α(1.78 MeV, 8.9 ㎛), 

Li(1.01 MeV, 5.8 ㎛), 분지율 93.7％: α(1.47 MeV, 7.5㎛), Li(0.84 MeV, 5.2

㎛), γ-ray(0.478 MeV)]을 한다.  이와 같은 반응 특성을 이용하면 미량의 보론

을 분석할 수 있다.  시료에 열중성자를 조사하여 
10
B(n, α)

7
Li 반응으로 생성

되는 알파입자가 고체 트랙검출기를 손상시키면 이를 알칼리용액으로 좀더 손상

부위를 크게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하게 한 후, 그 수를 세어 보론 농

도를 산출하거나, 생체시료 등에 포함된 보론 분포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53].  

이 방법은 시료내에 중성자방사화 단면적이 큰 
6
Li(940 barn)이 존재하면 알파

트랙 개수 측정에  향을 준다.

라. 보론 분석방법의 응용

 1) 수중의 보론

    Bunton[58]은 경도가 100 mg/L(CaCO3)인 수질 시료내에 포함된 보론을 분석

한 바 있으며, 이들이 적용한 분석방법에서는 보론과 curcumin의 반응에 의한 

발색반응을 진행하기 전에 시료내 방해원소들을 양이온교환수지로 제거하는 방

법을 사용했다.  이 때 이온교환수지로는 Dowex 5×8(200∼400 mesh)를 사용했

으며, 지름 12∼15 mm, 길이 15∼20 cm의 이온교환수지관을 사용하고 시료는 25 

mL, 용리속도는 6 mL/min으로 조절하여 분석하 다.

 2) 탄소강 중의 보론

    탄소강을 산분해한 후 보론을 기체 형태의 methyl borate로 만든 다음 

curcumin과 반응시켜 분석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며[59], 이 방법을 

이용하면 100 mg/L 이하의 보론 함량 분석이 가능하다.

 3) 토양과 식물중의 보론

    토양 시료 0.5 g 정도를 취해 백금도가니에 넣고 탄산소다를 이용하여 용융



- 20 -

분해한 다음 증류수와 4 M H2SO4으로 융융 시료를 녹여 분석시료로 한다.  식물

인 경우에는 0.25∼0.5 g 정도의 시료를 취해 수분을 제거하고, 잘 분쇄한 후  

550 ℃ 전기로에서 회화하고 5 mL의 0.1 M HCl를 이용하여 용해한 다음 

curcumin과 반응시켜 흡광도를 측정한다.

 4) 미소 생체조직 속의 보론

    BSH(Na2B12H11SH)를 포함하는 생체조직 1∼30 mg을 취하여 백금도가니에 넣고 

두 방울 정도의 0.2 M NaOH를 가한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건조 및 회화한 후 

100 μL의 진한 황산으로 녹여 ICP-AES로 보론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도 제시된바 

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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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파 트랙에 의한 10B 측정

가. 알파 트랙의 특성

    열중성자와 반응하거나 또는 자발적 핵분열(
238
U의 자발적 붕괴)에 의해 운

동에너지를 갖고 방출되는 알파 입자는 고체 트랙검출기에 그들의 비적을 형성

하게 된다.  이들은 고체 트랙검출기 내부로 침투하여 cone 형태의 흔적을 남기

게 된다.  
238
U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알파 트랙도 핵분열 생성물에 의해 생기

는 트랙과 비슷하지만 알파 입자는 단위길이 당 소모되는 에너지가 크므로 유기

물질의 고체트랙 검출기에 많은 수의 ion 또는 radical을 생성시킨다.  Ion 또

는 radical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화학반응 속도가 커지므로 알파입자 조사표

면은 화학적으로 활성화되어 알칼리용액에 쉽게 녹게된다.  이 흔적을 화학적으

로 에칭하고 현미경 등으로 단위면적 당 생성된 흔적의 수를 측정하여 미지 시

료내 분열성 핵물질의 함량을 결정하는데 활용한다.

    운모, 유리 및 합성 플라스틱 등의 절연성 물질에 대한 핵분열 토막기입 현

상이 발견[61]된 이후 여러 종류의 물질들에 대하여 고체 트랙검출기를 이용한 

트랙 분석법이 많이 응용되어 왔다.  트랙 분석기술은 핵분열 단면적과 여기함

수의 측정, 핵분열 토막의 각도분포 측정, 중성자 속 측정, 광물의 우라늄 함량 

측정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다량의 시료에 대한 상용분석을 고려할 경우

에도 트랙 분석기술은 조작이 단순하여 분석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알파 트랙을 이용한 분석법은 보론의 분석 이외에도 
238
U, 

Pu, 
237
Np 혹은 

241
Am 같은 높은 비 방사능 alpha emitter 들의 검출과 분석에 이

용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원소의 원자가 상태가 분석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분석법이다.

    Lelental 등[62]은 플라스틱 고체트랙검출기를 알파입자가 방출되는 
210
Po와 

접촉시켜 알파트랙을 만든 후 에칭하여 농도가 2×10
-8
 ∼ 3×10

-7
 g B/cm

2
 정도

인 보론을 측정하 으며, 이들이 실험한 방법에서는 
6
Li(7.6％ natural)이 트랙

을 형성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고체트랙 검출기 표면은 중성자 조사량과 에칭

조건에 따라 표면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형태의 고

체트랙 검출기에 대한 에칭에는 주로 NaOH 용액을 사용한다.  위에 사항들을 고

려하여 고체트랙 검출기 선정, 중성자조사조건 및 에칭조건 등의 적합한 분석조

건을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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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체트랙 검출기의 특성

    여러가지 형태(Lexan, Macrofol KG, CR-39 등)의 polycarbonate 검출기에 

대한 트랙기입 효율은 상품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polycarbonate 들은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과 방사선에 대한 내성이 다르며 에

칭조건도 약간씩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핵분열 트랙기입 분석기술

은 이러한 polycarbonate의 특성과 관련하여 접촉하고 있는 분열성 핵물질의 농

도, 에칭용액의 선정과 농도 및 온도 등의 에칭 조건과 중성자 선속 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트랙 계수시 우주선과 같은 자연적 향(natural 

background)에 의해서도 트랙이 생기므로 현미경 관찰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고체트랙 검출기를 이용한 알파 입자 검출법은, (1) 조작 간편, (2) 실험시 

비용 저렴, (3) 별도의 전자장비가 필요 없이 장기간 안정, (4) 알파입자와 중

성자에 의한 핵분열 물질 외의 핵입자(β, γ 등)들에 대해 충분한 변별력이 있다

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CR-39 형태의 고체트랙 검출기를 이용하면 

특별한 화학적 조작 없이 alpha particle spectrometry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제

시된 바 있다[63].

    알파선 검출효율은 CN-85(nitrocellulose 계통의 C6H8O9N2)가 Lexan에 비해 

0∼5.5 MeV 에너지 역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그 이유는 알파선에 대한 CN-85

의 감도가 Lexan에 비해 좋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성이 Lexan에 비해 CN-85

의 경우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CN-85는 알파선의 유도 에너지가 약 

1.8 MeV이고 Lexan은 약 3.0 MeV에서 검출효율이 최대로 나타났다[64].

    알파 입자에 의한 트랙은 (1) 충돌입자의 에너지와 트랙의 깊이, (2) 형성

된 트랙의 형태 평가, (3) 에칭시간과 충돌각도 등과 같은 변수를 조절하여 5.

1∼5.8 MeV 사이의 알파입자를 방출하는 
239
Pu, 

241
Am 및 

244
Cm을 이 역의 알파

입자 에너지에 민감한 CR-39를 사용하여 각 원소를 구분 할 수 있다[65].

    Zamani 등[66]은 100 ㎛ 두께의 CN-85(cellulose nitrate)를 이용하여 NaOH

와 KOH 용액으로 에칭하고 에칭 시간과 알칼리 농도에 따른 트랙의 모양을 비교

하 을 때 KOH 용액을 이용하면 NaOH 용액에서 보다 트랙의 크기가 큰 트랙을 

얻을 수 있으나,  트랙의 모양이 일정하지 못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Mafra[67]는 중성자원으로 
252
Cf를 사용하고, 고체 트랙검출기인 Makrofol을 이

용하는 고체 트랙검출기법을 도입하여 농축도가 서로 다른 
235
U 용액의 농축도를 

측정하 다.

    Fuji 등[68]은 sulphonate group을 가진 또 다른 구조의 SR-86을 만들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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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효율이 좋은 CR-39와 6 MeV 에너지를 가진 알파입자에 대한 검출효율을 비교

하여 SR-86이 CR-39보다 3배 이상의 검출효율이 있다고 하 다.  Blue[69]는 고

체플라스틱 검출기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한 

CR-39(ally diglycol carbonate)를 고체트랙검출기로 사용하여 생체시료 속의 

보론 분포를 측정한 바 있다.  이들은 보론 분포를 알기 위해 TEL(tissue 

equivalent liquid) 혹은 
10
B이 95％ 이상 포함된 보론을 혈액에 석어 조사한 

후, 70 ℃, 6.3 M NaOH에서 4±0.5 시간 에칭한 다음 트랙을 수를 측정하여 검

량선을 작성한 실험을 통해 CR-39는 optical quality, uniformity of response, 

low-threshold LET 등으로 트랙감지는 월등하나 시료 속에 질소가 존재하면 

14
N(n,p)

14
C 반응에 의한 proton 트랙이 생긴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혈액과 

같은 생체, 유기물질 속에 많이 포함된 질소성분이 방해를 줌을 알아내었다.  

또한, MIzerrouken 등[70]은 CR-39와 LR 115 고체트랙검출기의 알파트랙 검출효

율을 측정한 결과 CR-39는 알파입자의 에너지 증가에 따라 검출효율이 증가하

나, LR 115는 4.62 MeV 에너지까지는 검출효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효율

이 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 시료 처리

    토양 시료는 곱게 분쇄한 다음 IR 시료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이용하여 

pellet화한 후 고체트랙 검출기를 붙인다.  중성자조사와 에칭을 한 다음 단위 

면적당 트랙의 수를 세어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료내의 보론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수중의 보론 함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시료와 서로 다른 농도의 표준용액을 

준비한 후 brilliant green 지시약을 가한 다음 두께 125 ㎛, 지름 22 mm의 

Lexan plate 위에 collodion으로 1:10으로 희석한 시료용액을 일정량 점적하여 

건조한다.  중성자조사, 에칭 및 단위면적 당 트랙 수 측정 등을 통하여 수중의 

보론 농도를 mg/L 단위까지 정량 할 수 있다.  또는, 적은 양의 시료용액을 플

라스틱 용기에 담고 그 내부에 고체 트랙 검출기를 넣고 봉하여 중성자를 조

사하고, 에칭 한 후, 트랙의 수를 측정하여 수중의 보론 농도를 구하는 직접방

법이 있으나 이 방법을 이용할 때는 누수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료취급시 방사성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Chekirine[71]은 핵물리 분야에

서 absorber, window, charged particle identification, spectroscopy 등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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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Mylar thin-film을 단위면적당의 무게를 달아 도를 알아내고, 이 결과

를 이용하여 알파입자의 비정을 고려한 적합한 Mylar thin-film을 선택 사용하

면 알파방출 방사성 시료에 의한 외부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공기중의 보론 입자들은 perchlorovinyl filter로 포집하여 핵물질에 대한 

효율을 측정할 수 있고 분해능이 좋은 고체트랙검출기를 사용하여 핵물질 입자

의 크기와 알파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에 

의한 트랙수 10
3 
cm
-2
를 고려해야 한다.  Chernobyl 사고시 90％ 이상의 알파방

사능은 단 반감기 핵종인 
242
Cm에 기인하고 3년 이상이 지나면 Pu 및 Am 핵종에 

의한 알파방사능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들도 필요하면 알파 트

랙의 수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72].

라. 중성자조사

    보론의 농도가 1 ng/mL인 용액시료를 면적 1cm
2
 에 고르게 펴고, 중성자 선

속이 10
13
 cm

-2
․sec

-1
인 하나로 원자로를 이용하여 1분간 조사시키면 계산상으로

는 고체검출기상에 10
5
개 이상의 알파트랙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때 열 중성

자 외의 중성자 속을 감안해야 한다.  중성자 조사량이 10
16
 n/cm

2
 이상이 되면 

과도한 조사량으로 인하여 유기 고체트랙검출기의 주성분인 탄소, 산소 등의 결

합부분이 절단되고 plate 전면이 손상을 입게되어 핵분열에 의한 트랙을 관찰할 

수가 없다.  또한, 너무 짧은 조사시간은 흔적량의 보론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실험결과로부터 원자로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사시간을 선

정해야 한다. 

마. 에 칭

    일반적으로, 무기물질의 트랙 검출기는 불화수소산을 사용하여 트랙 흔적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 유기물질의 트랙 검출기는 진한 알칼리용액

을 사용한다.  Enge 등[73]은 1∼13 N의 다양한 농도의 LiOH, KOH, NaOH 용액에

서 Lexan에 대한 에칭 현상을 실험하여, 에칭에 알맞은 알칼리 및 알칼리 농도

의 선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Barillon[74]은 LR 115 고체트랙검출

기의 분자들과 알파입자와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241
Am 알파입자를 조사한 

결과, 초기 화학적 변질은 NO, NO3기가 기체상태의 NO2로 변화하며 높은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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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면 이 부분이 에칭을 심하게 당하고 또 이들의 친 수기가 초기의 트랙형

성을 일으킨다.  또 다른 하나는 glycosidic bond가 끊어져 저분자로 변해 고체

트랙검출기에 빠른 에칭이 일어남을 알아내었다.

    다양한 고체트랙 검출기(Hostaphan, CR-39, Muscovite, mica, Soda lime 

glass, Phosphate glass, Lexan, Markrofol N, Makrofol E)에 다양한 에너지의 

알파 입자(
238
U, 

136
Xe, 

84
Kr, 

32
S, 

19
F 및 

4
He)를 이용하여 알파 트랙을 형성한 후, 

유기 고체트랙 검출기는 50 ℃에서 6 N NaOH 용액을 사용하고 무기 검출기는 22 

℃에서 48％ HF 용액을 사용하여 각각 에칭하고, 트랙모양을 SEM과 현미경을 사

용하여 단면을 관찰한 결과,  (1) 트랙  검출기의 파인 경사면은 충돌 이온의 

전하와 에너지 상실 정도에 비례한다. (2) 실험에 사용한 여러 고체트랙 검출기

중 CR-39가 가장 민감하고 soda lime glass가 알파 입자에 가장 감도가 낮았다.  

(3) Hostaphanplate가 중입자에는 감도가 좋았으나 가벼운 입자에 대해서는 감

도가 가장 낮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75].

    Mori 등[76]은 photostimulable phosper(BaFBr: Eu
2+
)가 도포된 image plate

를 이용하여 핵연료제조 공정시설내의 공기를 air sampler를 이용하여 여과한 

여지에서 플루토늄으로부터 나오는 알파입자를 10∼20분 동안 감지한 후 plate

내의 잠상을 HeNe laser를 이용하여 나오는 형광 정도를 측정하면 X-ray 필름

에 비해 100배 정도의 좋은 감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면 10
-4 
Bq 정

도의 극소량 방사성 오염지역의 방사능 양도 측정이 가능하고 오염물질의 성분

원소도 정성분석이 가능하다고 발표하 다.  또한, Mori[77]는 상기의 image 

plate를 이용하여 β-ray를 내는 
40
K가 함유된 야채, 해산물과 육류 등에서 

40
K의 

분포를 확인한 바 있다.

    Lexan plate를 이용하여 
238
U에서 나오는 알파입자 트랙을 감지하기 위해서

는 보통 한달 정도 시료와의 접촉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image plate를 이

용하면 단시간에 검출이 가능하지만 트랙의 판독에 필요한 형광측정 장비의 가

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Iida 등[78]은 새로 고안한 image video monitor system을 이용하여 여과지

상의 PuO2 입자를 화학적 에칭없이 ZnS(Ag) autoradiography방법으로 입자의 위

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론의 알파 트랙 기입분석은 중성자를 조사시킨 고체검출기상

의 알파트랙을 피트 혹은 선형 형태로 관찰하고 단위면적 당 트랙 도를 계산하

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선형의 트랙은 에칭시간이 길수록 길어지고 넓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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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부식율에 따라 일정한 원추각을 지닌 원추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xan 검출기상에 생기는 트랙의 도는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좌

우되므로 여러 중성자 반응에 대한 검출기의 감도를 알아야 한다.

    감마선량이 증가하면 에칭율도 증가한다.  에칭율의 증가는 감마선이 검출

기의 분자 사슬을 절단하여 평균 분자량을 감소시켜 화학적 부식율을 증가시키

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NTC를 위해서는 암세포 속의 보론 농도와 분

포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10
B를 이용하여 보론의 알파입자트랙으로 농도와 

분포를 측정할 경우에 세포 속에 많이 존재하는 
14
N에 의한 트랙들과 고속 중성

자에 의한 recoil photon의 트랙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는 KOH, C2H5OH와 H2O로 혼합된 에칭용액을 사용하여 proton 트랙을 둔감하게 하

거나, 알파와 proton 트랙의 크기를 차이를 감안하여 트랙의 수를 측정할 때 감

할 수 있다. 

    핵반응에 의한 보론 측정을 위한 표준시료는 
10
B 표준용액을 여과지로 흡수

시킨 후 건조하여 고체트랙검출기와 접촉시켜 중성자조사후 알파트랙의 수를 측

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사용한다.  이 때 보론 표준용액이 적셔 있지 않은 

여과지도 같이 처리하여 
14
N(n, p)

14
C, 

1
H(n, n)

1
H 반응으로 생기는 트랙 수를  

측정해 전체 트랙 수에서 감한 후 검량선을 작성해야 한다[79].

바. 트랙 관찰

    알파입자의 트랙을 에칭하여 현미경하에서 단위면적 당 트랙 수를 측정한 

값은 보론의 농도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T d=K
C×N
A

σψt  

    여기서 Td : track density (number of tracks/cm
2
)

           K : constant and may be identified as track registration

               efficiency in solution(in cm)

           C : concentration of the element (g/mL)

           X : isotopic abundance of the isotope (%)

           N : Avogadro number

           A : isotopic mass (g)

           σ : fission cross-section (cm
2
)

           ψt : the integrated neutron flux (n/cm
2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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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으로부터 농도가 서로 다른 표준용액들을 이용하여 Td값을 구한 다음 

K값을 얻으면 동일 중성자조사 조건하에서의 미지 시료용액 내에 존재하는 보론

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80].  고체입자 시료인 경우에는 생긴 원형 알파트랙의 

교차지름의 비가 1.1이 넘지 않는 부분의 크기가 보론을 포함한 입자의 크기가 

된다.  Carpenter[81]는 측정방법의 검증을 위해 고체트랙검출기인 

CAB(cellulose acetate butyrate)를 SRM 619(glass reference standard)에 붙인 

후 구리선과 함께 중성자 속 1.2×10
13
 n․cm

-2
․s

-1
 되게 조사한 다음 

64
Cu의 방

사능을 NaI(Tl)로 측정하여 열중성자속을 정확히 계산한 후 6.5 N NaOH, 70 ℃

에서 7분간 에칭하고 트랙의 수를 측정하여 유리 표준물질 중에 포함된 보론의 

함량 측정하 다.

    또한, 보론 측정 외에 알파입자 검출기와 핵분열입자 검출기를 미지의 핵분

열성 물질에 이용하면, 함유된 
235
U와 

239
Pu 중에서 

239
Pu는 알파입자 방출과 중성

자에 의한 핵분열이 가능하나 
235
U는 알파입자 방출 반감기가 길어 핵분열에 의

한 감지만이 가능하므로 이들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  Khayrat[82]는  고체트

랙검출기를 에칭한 후 나타나는 트랙의 지름으로부터 검출기에 트랙을 남긴 입

자의 에너지와 상관관계를 측정하 다.  
241
Am을 알파입자 원으로 하고 고체트랙

검출기 CR-39를 사용하여 선원과 거리를 조정하고 0.1∼5.5 MeV 에너지를 갖는 

알파입자를 조사시킨 결과,  트랙의 지름과 조사알파 입자 에너지관계는 Bagge 

curve와 같음을 알았다.   Paul 등[83]은 국 Page Mouldings사의 CR-39 고체

트랙검출기를 석회시료에 45 일간 접촉 방치시킨 후, 6 N NaOH, 70 ℃에서 6시

간 에칭한 다음 알파트랙의 크기별 분포를 작성한 결과, 두 그룹으로 구별되어 

알파입자에너지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zerrouken[70]

은 트랙특징(area, minor axis, grey level) 등을 automatic image analysis 

system으로 측정하여 알파에너지 차이를 감지한 바 있다.  트랙지름의 크기를 

에칭시간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트랙지름의 크기변화와 검출기의 두께 변화를 측

정하여 상관관계를 연구하 다.  고체트랙기입법을 이용하면 공기 중에서 알파

입자를 낼 수 있는 
222
Rn(

218
Po, 

214
Pb, 

214
Bi)와 

212
Pb, 

238
U, 

239
Pu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이때 여과장치로는 공기중의 Rn은 잡을 수가 없어 여과지를 사용한 방법

에서는 
222
Rn(5.49 MeV)의 피크를 볼 수 없었다[84].

5. NIPS 측정시스템 이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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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IPS 기초이론

    핵반응을 이용한 모든 화학 측정방법은 중성자, 전하를 띈 입자, 또는 γ-선

과 같은 포사체(projectile)와 표적 핵(target nucleus)의 충돌에 의한 상호반

응을 이용한다.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서 주로 두 가지의 생성물이 형성된다.  

그 중 한가지는 가벼운 물질이며 또 한가지는 무거운 생성물이다.  이것을 반응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ojectile ＋ target nucleus → light product ＋ heavy product

이와 같은 식을 핵 물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한다.

         taget (projectile, light product) heavy product

NIPS 측정시스템의 경우에는 포사체가 중성자이며 가벼운 생성물이 γ-선이 되

고, 따라서 반응식은 T (n,γ) P 로 표현된다.  여기서 T는 표적 핵이며 P는 반

응물을 나타낸다.

    핵반응의 속도(R, 단위시간내의 반응의 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분자가 

화학적 반응을 할 때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다.

     R = N × I × X × σ

    여기서 N = 표적 핵의 도

 I = 중성자의 세기

 X = 표적 물질의 두께

 σ = 반응 단면적

    반응 단면적은 면적의 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10
-24
 cm

2
 정도이기 

때문에 barn(1 barn = 10
-24
 cm

2)
이란 단위를 사용한다.

    반응속도 식에서 반응속도(R)는 표적 핵의 도(N)에 비례하기 때문에 R을 

측정한다면 N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사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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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analysis)의 기초 이론이다.

    중성자를 포사체로 사용한 핵반응에 대해 1933년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연구

되었다.  높은 에너지 중성자에 대한 전 단면적은 r을 핵반경이라 할 때 대략 π

r
2
 정도이며, 낮은 에너지의 경우는 단면적이 πr

2
 보다 크고 기대했던 대로 πr

2

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 졌다.  첫 번째 해석은 입사 중성자가 표적 핵에 의

해 생긴 포텐샬 우물 내로 이동하여 들어온다고 간단히 생각했다.  그래서 에너

지 변화 없이 우물 밖으로 이동하여 나올 수 있는 즉 탄성산란의 확률은 클 것

이고, 나오지 못하는 즉 포획될 확률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성산란은 
12
C (p,p) 

12
C 와 같이 입자와 에너지에 변화가 없는 경우를 말한

다.  이와 같은 핵산란은 Coulomb 또는 Rutherford 산란이라고 부르는 전기장산

란과는 다르다.  비탄성 산란은 
12
C (p,p') 

12
C
*
와 같이 입자에는 변화가 없으나 

에너지는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최종 핵은 여기상태에 존재

하게 된다.

    첫 번째의 해석에 반대로 저속중성자로 나타난 관측결과는 지금까지의 설명

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핵들은 열에너지에 대해 매우 큰 반

응 단면적을 보여주는 반면에 탄성산란 단면적은 일반적으로 매우 적었다.  더

구나 다음의 식과 같은 포획반응이,

         107
Ag ＋ n → 

108
Ag ＋ γ  ＋ 7.23 MeV

이 반응 바로 뒤에 일어나는 
108
Ag의 β-붕괴를 조사함으로 연구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성자 온도에 따는 변화는 기대했던 대로 입사중성자 속도의 역수(1/υ)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과 일치함을 알았다.

    NIPS 측정시스템은 중성자를 시료에 조사시킬 때 시료가 중성자를 흡수 후, 

(n, γ)반응에 의하여 10
-14
 s 이내에 즉발적으로 방출되는 즉발감마선을 계측함

으로써 시료내 성분 원소의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NIPS 측정 시스템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원소는 중성자 포획단면적이 큰 B, Cd, Sm 및 Gd 등의 원소와 

중성자 흡수후 방사성동위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H, C, N 및 S 등이 있으며 주로 

지질학, 생물학, 식품학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85,86].

나. 중성자 선원

    중성자 선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1) 연구용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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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 이온 또는 전자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기; (3) 방사성 선원.  연

구용 원자로에서는 주로 
235
U가 두 개의 핵종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며 발생되는 

중성자를 이용한다.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면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지

만 원자로에 직접 가서 실험을 해야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용 원자로는 주로 즉발감마 분석 보다는 방사화 분석에 많이 이용된다.  따

라서, 즉발 감마 분석에는 이동과 휴대가 간편한 방사성 선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중성자는 그 에너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thermal 중성자, (2) 

0.5 eV에서 1 MeV 사이의 에너지를 가지는 epithermal 중성자, (3) 1 MeV 이상

의 에너지를 갖는 fast 중성자가 그것이다.

 1)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

    전하를 띈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면 (d, n), (p, n), 또는 (α, n) 반응에 의

해 중성자 flux를 얻을 수 있으며, 전자 가속기를 이용하면 (γ, n) 반응에 의해 

중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주 반응은 D (d, n) 
3
He, T 

(d, n) 
4
He, 그리고 

9
Be (d, n) 

10
B 이다.  처음의 두 반응은 발열반응이며 매우 

적은 중수의 가속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반응을 150∼500 keV의 중성자 발생

에 사용하는 이유가 되며 또한 하나의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표적 물질이 

D2 또는 T2와 같은 기체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에 흡착을 시켜야 한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2) 방사성 중성자 선원

    방사성 중성자 선원으로는 α-선 또는 γ-선을 내는 방사성 핵종을 
9
Be과 같은 

적당한 물질에 부착해 놓아 사용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

종을 이용할 수 있다.   γ-선원을 사방으로 베릴륨 또는 중수소(실제로는 D2O를 

이용)를 둘러쌓아 중성자를 발생시카는 것이 한 예이다.   이때 반응식은 다음

과 같다.

         γ ＋ 
9
Be → 2α ＋ n - 1.67 MeV

 γ ＋ D → H ＋ n - 2.23 MeV

알맞은 반감기를 가지고 높은 에너지의 γ-선을 발생하는 핵종이 매우 적기 때문

에 이러한 방식의 중성자 선원은 드물고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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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선을 이용한 경우로는 다음의 반응식과 같이 
9
Be를 이용하는 선원을 들 수 

있다.

 9
Be ＋ α → 

12
C ＋ n ＋ 5.91 MeV

    이러한 중성자의 스펙트럼은 10에서 12 MeV의 에너지를 가지며, 일반적인 α 

발생 핵종은 Ra, 
210
Po, 

239
Pu 그리고 

241
Am이다.  이들 선원의 주요 성질들은 

Table 1에 요약하 다.

Table 1. Properties of Neutron Sources from 
9
Be(α,n)

12
C Reaction

α emitter →
210
Po

239
Pu

241
Am

Neutron yield(n․s
-1
․Ci

-1
) 2.5 × 10

6
1.7 × 10

6
2.2 × 10

6

Half-life 138.4 d 24,360 yr 458 yr

Approximate size(cm
3
․Ci

-1
) 0.1 12 3

Heating(mW․Ci
-1
) 32 31 33

γ-dose(rad․h-1․Ci-1) 0.11 0.08 10

    PoBe 와 AmBe 선원은 베릴륨 분말과 산화 폴로늄 또는 산화 아메리슘을 

섞어서 제작한다.  PuBe 선원은 intermetal 화합물이다.  이러한 분말이나 금

속 선원은 탄탈륨 캡슐로 안쪽을 싸고 바깥쪽에는 스텐리스 스틸 합금강으로 이

중으로 싼다.  (α, n) 반응에 있어서 생성물인 
12
C는 실제로 4.43 MeV 의 여기상

태(exited state)에 있기 때문에 4.43 Mev의 γ-선을 낸다.  이들 세 가지 선원

의 γ-dose는 Table 1에 표시하 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방사선 중성자 선원으로는 
252
Cf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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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Cf → two fission products ＋ 3.8 n ＋ 200 MeV

    252
Cf의 자발적 분열의 반감기는 85.5년, α-선발생에 대한 반감기는 2.73년

이고 효과적 반감기(effective half-life)는 2.65년이다.  반감기는 다음 식으

로 구해진다.

         1/teff = 1/tα ＋ 1/tsf

    252
Cf 중성자 선원은 매우 작고 간단하다.  중성자 스펙트럼은 2.348 MeV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성자 yield는 2.31×10
6
 n/s․μg 이다.  중성자의 

flux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252
Cf을 사용하기 보다는 

252
Cf의 주위를 

235
U

를 이용하여 둘러싸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러한 장치를 neutron 

multiplier라고 부른다.  
252
Cf 1 mg을 1.4 g의 

235
U(93.4%)와 폴리에틸렌 제어기

와 합친다면 33mg의 
252
Cf 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중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와 같은 경우에 열중성자속과 속중성자속은 각각 4×10
8 
과 6×10

8
 

n/s․cm
2
이 된다.

다. Collimator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도 보론 측정용 즉발 감마 중

성자 방사화 분석 (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PGNAA) 장치를 설치 중

이다.  PGNAA도 NIPS와 같은 원리이지만 
252
Cf와 같은 이동형 중성자선원 대신  

원자로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PGNAA의 장치 성능은 속중성자 및 감마

선 background 준위가 충분히 낮으면서 열중성자속이 높은 빔라인 구성에 좌우

된다.   원자로에서 순수한 열중성자를 얻기 위하여 Ni mirror, super mirror 

등 중성자 거울관을 이용한 냉중성자 또는 열중성자 빔라인 건설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87] 이 방법은 중성자 거울관을 수십미터 연결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이 요구되므로 건설비용이 저렴한 pyrolytic graphite(PG) 결정을 이용하여 

Bragg 회절 방법을 적용하 다.  Bragg 각도는 45。로 설정하고 회절빔은 Bragg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회절차수 (1 ≤ n ≤ 6)의 중성자로 구성된 다색빔이다.  

따라서 시료 위치에서의 열중성자속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료위치에서 중성자빔 크기를 제한하고 시료방향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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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mator를 설치해야 된다.  Collimator design을 선택하는데는 다음은 몇가

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88].

(1) 작은 반경과 긴 구멍은 검출기에대한 중성자선원의 volume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간 분해능은 커지지만 sensitivity는 줄어든다.

(2) Collimator 구멍의 tapper, 반경, 그리고 길이로 얼마나 공간 분해능이 

변하는가를 측정하게 된다.

(3) Collimator 구멍의 모양이나 구멍의 array configuration은 얼마나 공간 

분해능이 구조방향에 무관한 정도에 향을 준다.

(4) Collimator septa의 두께는 선원의 광자가 collimator 재료물질을 투과

하는 정도와 함께 측정되는 orgin이 공간에서 편중화되는 정도에 향을 끼친

다.

(5) Collimator design은 선원에서 광자의 산란에 의한 구조에 관한 정보에 

향을 준다.

    Collimator의 geometry는 몇 가지의 configuration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장 보편화된 것은 cylinder, hyperbola of revolution, a pair of intersecting 

cones, 그리고 마지막의 두 가지를 합친 것이다.  이 중에서 cylinder 모양의 

형태가 가장 확실하고 만들기 쉽다[89].

    Collimator는 일반적으로 중심부가 관통된 차폐링과 이를 고정하는 파이프

로 구성되며, 파이프의 하단은 지지대를 고정하는 파이프와 서로 연결된다.  차

폐링은 borated plastic, 납, 폴리에틸렌이 반복하여 쌓인 구조이며, 각각 열중

성자, 감마선, 고속중성자를 차폐한다.  각 링의 중심부에서 관통된 구멍의 크

기는 중성자선원의 크기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 방사선 차폐

    차폐체 종류는 collimator 주변 차폐체, beam shutter 및 stopper를 포함하

는 빔라인 차폐체, 즉발감마선 계측용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주변 차폐체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Collimator 주변은 중성자선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방

사선 준위가 매우 높다.  높은 준위의 방사선은 즉발 감마선 분광계통의 

background에 크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합한 차폐체를 설치하여 가능한 한 

방사선 준위를 낮추어야 한다.

    하나로 즉발감마 중성자 방사화 분석장치의 경우는, 장치 외형을 두께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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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철판으로 용접한 후 내부에 heavy concrete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제작하 으

며, 콘크리이트에 B4C 분말이 포함되어 있다[90].  Collimator 주변 차폐체는 모

두 일곱 개의 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서로 빈틈없이 착된 구조를 유지한

다.  중앙에 설치된 1710 kg 차폐체에 뚫린 구멍이 회절중성자 인출구로서, 이 

속으로 회절 중성자 인출장치와 collimator가 설치된다.  최초에는 collimator

가 설치될 공간 주변이 폴리에틸렌과 납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차폐체 표면 선량

율이 감마선의 경우 60 mrem/hr, 고속중성자의 경우 200 mrem/hr로서 상당히 높

았으므로 콘크리트 차폐체를 따로 제작하여 설치하 다.

 빔라인 차페체 및 검출기 주변차폐체는 중성자 찰폐체와 감마선 차폐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성자를 먼저 차폐한 후 감마선을 차폐한다.  열중성자 차

폐는 흡수단면적이 큰 
10
B, 

6
Li가 함유된 물질이 사용된다.  

10
B 함유 차폐체는 

borated plastic으로서 B4C가 무게비로 66％ 함유되어 있다.  
10
B 함유 차폐체는 

중성자 흡수능이 우수하지만 중성자 흡수 후 이차 감마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2

차 감마선이 검출기에 향을 미치지 않는 beam shutter, beam stopper 등과 시

료부근을 제외한 역에 설치된다.  
6
Li는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10
B에 비하여 작

고 자연상태에서 존재비율이 7％에 불과한 단점이 있지만 중성자 흡수 후 2차 

감마선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2차감마선이 억제되어야 하

는 시료 위치 부근과 HPGe 검출기 입구의 중성자 차폐용으로 사용된다.  Li 화

합물 중에서 중성자 차폐에 적합한 화학조성은 LiF 또는 Li2CO3이며, 이 두 화합

물은 도가 비슷한 반면 Li 무게비는 LiF가 Li2CO3의 1.6배 이므로 LiF가 보다 

유리하다.  시료 부근 차폐체는 100×100×10mm
3
 크기의 LiF 벽돌이 사용되며, 

HPGe 검출기 입구 차폐체는 두께가 절반인 
6
LiF 벽돌이다.  

6
LiF는 

6
Li가 95％ 

농축된 재료이며  상용으로 구매가 가능한 
6
Li2CO3 분말로부터 불산을 이용하여

  

 

  6
Li2CO3  ＋ 2HF → 2 

6
LiF ＋ H2O ＋ CO2

반응에 의해 
6
LiF 분말로 변환한 후 소결공정을 거쳐 벽돌로 제작된다[91].  

6
Li2CO3 분말은 

6
Li 농축도가 96.65％이며, Ba, Ca 등의 불순물이 ppm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빔라인과 검출기 주변의 감마선 차폐체는 납을 사용하며 최소 두께가 100mm 

이상을 유지한다.  빔라인 주변은 4개의 납벽이 사방으로 에워싼 구조이며 이 

차폐벽 아래에는 beam shutter, 위에는 beam stopper가 설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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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출기

NIPS 측정을 위해서는 γ-선의 에너지 분포 및 그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검

출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출 시스템으로는 신틸레이션 검출기 혹은 고체상태

(solid-state ionization) 검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틸레이션 검출기는 

scintillator가 가장 중요하며 가장 보편적인 scintillator는 0.1∼0.2％ Tl로 

활성화되어 있는 NaI 크리스탈을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scintillator로는 

bismuth germanate(Bi4Ge3O12; 약자로 BGO라고 함)가 있으며 γ-선 흡수 효율이 높

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고체상태 검출기는 반도체를 이용하며 반도체중에서도 Ge(Li)를 많이 이용

하고 있다.  Ge(Li) 검출기는 리튬이온이 실온에서 높은 이동성을 띄고 있기 때

문에 액화질소온도(77K)로 유지하여야 한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게르마늄 

정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높은 순도의 게르마늄을 리튬 drifting 없이 검출기

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 검출기를 HPGe(high purity germanium의 약자) 검출기

라고 부르며 리튬 drifting이 없기 때문에 액화질소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장

점이 있다.

    감마선 계측 계통은 HPGe 검출기를 이용하는 single mode 방식이며 상대효

율이 30％이다.  차폐는 검출기의 전면은 
6
Li가 95 atom-％ 농축된 10 mm 두께의 

6
Li2CO3를 사용하며 측면은 100 mm 두께의 납벽돌을 이용하여 차폐한다.

    Boldeman 등은 
252
Cf 선원의 자발적인 핵분열에 의한 즉발 중성자 스펙트럼

을  0.124에서 15.0 MeV 에너지 역에서 측정하 다[92].  이들이 중성자 측정

에 사용된 검출기는 NE 102 plastic scintillator 와 
6
Li enriched glass 

scintillator 이었다.

검출기로부터의 모든 data의 축적이 끝나면 감마 스펙트럼은 MCA의 두 번째 

메모리 역으로 보내지게 된다.  다음 smoothing등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

시 microcomputer로 보내지게 된다.

   독일의 W. Herzog은 PGNAA의 검출기로 다음의 두가지를 이용하 다[93].

a) HPGe, p-type, 20％ rel efficiency, 1.95 kev FWHM at 1.33 MeV, 

horizontal cryostat

b) HPGe, n-type, 20% rel efficiency, 1.8 kev FWHM at 1.33 MeV, 

p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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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p-type diode가 중성자에 의해 손상되었을 때, n-type diode 하나만 

사용된다.  검출기는 boric acid가 섞여 있는 파라핀 왁스 hood에 의해 열중성

자 및 속중성자로부터 차폐를 한다.  Pulse processing 전자장치는 

preamplifier, 광학기용 선형 amplifier (Ortec 572), 400 Mcs ADC (Silena 

7420/G)와 16k 메모리 MCA (Canverra Ser. 80)으로 꾸며져 있다.  이 장치는 20 

kcs의 MCA에서 운전되며 이것은 약 25％의 dead time에 해당된다.  MCA는 128k 

메모리의 DEC PDP 11/23에 연결되어 data evaluation을 하게 된다.

바. Calibration

    Calibration을 위해서는 같은 매질에서의 농도와 조성을 알고 있는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제 조성범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5∼10개의 시료가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제

조할 수도 있다.

    Calibration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peak area와 그 peak에 해당되는 성분의 

농도와 일차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만약에 보론과 같은 강한 중성자 흡수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비선형 곡선이 얻어질 수도 있다.

가능한 한 최고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각 원소 당 한 개 이상의 감마 에너

지 선을 사용해 왔다.  그리고 가능하면 3-4개의 peak area를 합하여 

calibration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한 개 이상의 감마 에너지 선을 사

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든 peak들이 스펙트럼 상에 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

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calibration 프로그램에 빠진 

peak area를 계산하여 보정할 수 있는 서브루틴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즉발 감마선 방사화분석의 다중 정량법으로 이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즉발 감마선에 대한 스펙트럼의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것이다.  즉발 

감마 스펙트럼에는 약 10
3
 order의 많은 peak들이 스펙트럼 방해작용을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정확한 에너지와 감마선 발생 cross-section data를 갖춘 분석 

library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library로부터 양질의 분석감도를 가진 

즉발감마선 정량법을 확립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불충분하며, 부정확하고 낮은 정

도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Evaluated Nuclear Structure Data File(ENSDF, 

1999)는 질량수가 43보다 큰 원소에 대하여 isotopical 중성자 흡수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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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주고 있은며 감마선 강도등이 매우 부정확하며 실질적인 원소들은 1970년

의 Rasmussen 등의 분석목적이 아니었던 오래된 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94].  

2000년에 헝가리의 G. L. Molnar 등은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Budapest PGAA 장치를 이용하여 H부터 U까지의 79개 원소에 대하여 재측정을 하

여 발표하 다[95].  여기에 He, Ne, Ar, Kr과 같은 비활성 기체와 방사성원소

는 제외하 고 반면에 중수소와 농축 U-235를 포함시켰다.  감마선 에너지는 

Cl-35의 (n,γ)반응의 감마에너지를 사전에 측정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감마선 발생 cross-section은 1998년 Molnar 등이 기술한 바와 같이 

stoichiometry를 토대로 internal standard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Table 2는 H부터 U까지의 79개의 원소에 대하여 7000개에 육박하는 즉발 감

마선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catalogue 중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ENSDF 에너지와 동위원소준위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Comment 

에는 발생 감마선이 (n, α), (n, f) 또는 원자붕괴로부터 발생하 는지를 표시

하고 있다.  또한 상대강도뿐만 아니라 직접 측정한 감마발생 cross-section 

값, σ(Eγ)이 원소 정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다른 즉발감마 분석장치에도 분석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사. NIPS 응 용

    NIPS 측정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질학, 생물학, 식품학 등의 다

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석탄산업에서는 즉발감마선 측정을 생산품의 

quality control에 응용하고 있으며, 지화학․지물리적 탐사 또는 광산산업의 

borehole에 있는 Igneous 암석을 바깥으로 빼내지 않고 비파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96].  측정하는 원소는 Si, Al, Fe, Ca, Na, K, Ti, Mn, Cr, 

V, Ni 및 B이며, 이들 원소의 정량을 위해 실리콘을 Calibration standard로 사

용한다.  여기서, Mg는 직접 측정하지는 않지만 나머지(residual)를 계산함으로

써 구할 수 있다.

    NIPS 측정시스템은 미네랄 등의 지질시료의 다중원소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

된다.  
252
Cf와 같은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공정 생산물에 대해 

on-line 분석을 위한 크기가 비교적 작은 측정장치를 꾸  수 있다.  독일의 

Table 2. Sample page from the new prompt γ-ray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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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lement 

symbol
Eγ(keV)

±SD

(keV)
σ(Eγ)

±RSD

(%)

Relative 

intensity

Eγ/ENSDF

(keV)

Isotope 

A
Comment

1 H 2223.26 0.02 3.33E-01 0.2 100.0 2223.225 1

1 D 6250.20 0.10 4.92E-04 5.0 100.0 6250.140 2 100% D

3 Li 477.59 0.05 1.40E-03 5.9 3.5 477.590 6

3 Li 980.56 0.05 4.36E-03 5.1 11.0 980.600 7

3 Li 1051.82 0.05 4.36E-03 5.1 11.0 1052.000 7

3 Li 2032.31 0.07 3.98E-02 5.0 100.0 2032.500 7

3 Li 6769.63 0.26 1.35E-03 6.5 3.4 6768.780 6

3 Li 7246.80 0.28 2.11E-03 8.4 5.3 7245.870 6

4 Be 219.39 0.10 4.71E-06 17.7 0.1 219.300 9

4 Be 547.58 0.04 1.02E-05 10.1 0.2 547.400 9

4 Be 631.92 0.04 1.12E-05 10.0 0.2 631.800 9

4 Be 853.63 0.01 1.65E-03 8.9 26.7 853.500 9

4 Be 2590.01 0.03 1.88E-03 8.9 30.4 2590.200 9

4 Be 2811.66 0.16 1.04E-05 13.2 0..2 2811.800 9

4 Be 2896.17 0.11 1.13E-05 12.3 0.2 2896.400 9

4 Be 3367.48 0.04 2.92E-03 8.9 47.3 3367.600 9

4 Be 3443.42 0.04 9.93E-04 8.9 16.1 3443.500 9

4 Be 5956.60 0.09 1.46E-04 9.1 2.4 5956.700 9

4 Be 6809.58 0.10 6.18E-03 9.0 100.0 6809.400 9

5 B 477.60 5.00 7.13E+02 0.3 100.0 477.590 10 (n,αγ)

Jerzog 등은 즉발 감마 측정시스템을 hard coal과 lignite의 on-li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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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용하 으며[93], Goldner 등은 석탄의 quality를 지속적으로 control하기 

위하여 on-line nuclear analyzer of coal (CONAC) 시스템을 개발하 다[97].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법은 낮은 원자번호의 원소인 H, B 및 N 등의 분석

에도 이용할 수 있다.  Crittin 등은 스위스 Paul Scherrer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spallation neutron source(SINQ) 장치중 한쪽 끝에 즉발감마 방사화 장치

를 설치하고 수소정량에 대한 감도를 측정하 다[98].  NaI(Tl)/BGO 

scintillator 안에 있는 중앙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하여 Compton peak을 억제

하여 2 MeV 정도의 낮은 에너지 역의 peak-to-background 비를 향상시켰다.  

Stamaterlatos와 Yasumura는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하여 작은 동물

의 body N을 측정하 다.  중성자 선원은 Cf-252 (3.2×10
8
 ns

-1
 emission)를 이

용하 으며, 중수 collimator-moderator assembly를 사용하여 약 0.25∼0.5 kg

의 동물에 적당한 flux-to-dose 비를 제공하도록 하 다.  두 개의 NaI(Tl) 검

출기를 사용하여 약 50 mSv에 해당하는 3.5％의 측정오차를 얻었다[99].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법은 이와 같이 낮은 원자번호의 원소분석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물리, 분석화학, 생물학, 금속학 뿐만아니라 약학 또는 의

학과 같은 많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Boron Neutron 

Capture Theraphy, BNCT)는 중성자를 이용한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에서 
10
B(n, α)

7
Li 반응으로부터 방출된 α입자 및 

7
Li이온에 의해 종양 

세포가 선택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중성자 조사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

사 직전에 종양내 
10
B함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로 요구 되기 때문에 즉발 

감마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이 신속한 분석능력 측면에서 볼 때 최적의 분석법이

다[100].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법은 비파괴 분석법(non-destructive assay method)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폭팔 위험성이 높은 군사무기나 독성

이 강한 화학무기등을 조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미국의 Idaho 국립 공학연구

소에서는 
252
Cf를 사용한 NIPS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화학무기 또는 보관 

container등을 조사하 다.[101]  시료중에 존재하는 원소의 양을 측정하고 이

중 H, Cl, P, S 또는 N 등의 원소의 존재 유․무를 이용하여 TNT, Sarin, VX, 

Mustard, Lewisite 등의 화학무기나 폭발물을 가려낼 수 있었다.  검출기로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사용하 으며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 사이에는 Bi 

shadow shild를 이용하여 중성자를 차폐하 다.

이동형 NIPS 측정시스템은 최근에 경의선 복원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지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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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등에 대한 탐지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새천년 국가종합교통

체계의 청사진인 "국가간 교통망 계획(2000∼2019)"을 발표하고 "21세기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군사공동경비구역 내 도로 

신설 및 경의선 복원작업 등을 단계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지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지뢰 및 폭발물 등에 대한 탐지․제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neutron induced prompt γ-ray spectroscopy 시스템 또는 차량장착용 2

차원적 상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향후 이 장

비를 이용한 물질 확인 작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의 마약이 국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약이 국내로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하여 은 히 반

입되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며 사회에 악 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통제

를 하기 위하여 이들을 가방 등의 포장상태를 열지 않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장치의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동형 NIPS 측정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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