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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성자 방사화분석 이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는 표 화된 분석법의 산업  수요가 차 증 함에 따른 성

자 방사화 분석법의 정도 리체계 구축  다품목 실증시험을 통해서 

성자 방사화분석 이용 기술의 표  분석 차를 확립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  측면 : 

  동 원소  방사선을 이용하는 핵분석 기술 의 하나로 고감도의 비

피괴, 다원소 동시분석법으로 범 한 용성과 선택성이 좋으며 경쟁력 

있는 분석도구로 활용성이 매우 높다. 한 측정분석기술의 표 화와 유효

화는 시험분석자료의 객 성과 신뢰성의 확보  최  측정분석능력 구축

을 한 기반이 되며, 개발된 표  차의 합성 평가  비교시험을 통

한 국가  국제 인증 추진을 통하여 산업  활용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  측면 : 

  최근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제품의 시험검사와 측정분석에 한 품질 리 

 보증(QA/QC)에 한 요구는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세계각국이 이를 

해 산업 장에서 투입하는 산(수출입 산의 2～8%)도 막 하여 국가간 

상호인증(MRA)을 통한 무역장벽(WTO/TBT)해소를 통해 경제성을 도모

하고 있으며 참여국도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표 기본법  국제표

기구(ISO)의 품질, 환경시스템 자격요건을 용하는 시험분석기 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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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도입이 필수 이며, 외국의 표 연구기 ( , NIST)에서 자주 사용

하는 고유한 장 과 경쟁력을 가진 핵분석 기술(NAT)이 국가 공인 시험

분석법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증기술을 확립하고 국제  인증기술을 개발

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측면 : 

  원자력의 활용능력에 한 국민이해도  수용성을 증 시켜 원자력 이

용의 정  측면을 부각시키고, 방사선  RI의 생명과학  산업, 환경

분야에서의 이용은 삶의 질 향상에 직․간 으로 기여하며 그 효과가 

크므로 국민 공감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하나로는 국

가 연구개발의 추 인 공동이용시설로서 그 활용의 극 화가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하나로 이용 활성화와 최  분석능력 확보를 한 NAA 분석품질 리

    시스템의 구축

  1-1 하나로 NAA 이용 활성화를 한 조사․계측시스템의 제작  운

  1-2 최 분석능력(BMC)의 실

  1-3 ko-NAA 용시험  검증

  1-4 국제 공인시험기 (KOLAS)의 인증

  1-5 이용자 지원시스템 개발  지원

 2. 산업응용분석기술의 감도 개선  인증 차의 확립

  2-1 환경오염 측  동향평가 기술의 연구

  2-2 국제 력사업(RCA/IAEA Project, FNCA)  동연구

  2-3 기입자  미량 속의 NAA와 라즈마분 법의 비교평가( 탁)

  2-4 식용수, 음식물, 기분진(PM10)을 이용한 방사선 해도의 평가

  2-5 도시소각재의 속 분석법의 개발 

  2-6 산업재료 시험, 지질환경과 서식생물의 오염특성 평가를 한 NAA

      이용연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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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인체 기능성 미량원소의 고정  분석법 개발  상 성 연구

  2-8 RM 련 생체시료 분석, 데이터 수집  무기 양소 섭취량의 평가

  2-9 NAA를 이용한 인체 무기 양성분 측정기술의 개발( 탁) 

 3.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기술의 개발  표 화

  3-1 PGAA 기술 황 분석

  3-2 PGAA 측정장치의 교정  분석 차의 검정

  3-3 PGAA 감도개선 기술의 검토

Ⅳ. 연구개발결과

 1. 성자 방사화분석 품질시스템 구축 

  1-1 하나로 NAA이용 활성화를 한 조사․계측시스템 제작  운

∙NAA용 성자 조사장치(PTS #1,#2)를 개선  Auto sample loader &

   receiver의 제작 설치하 다.

∙감마분 분석 시스템과 Auto-Sample Changer 를 설계 제작하여 계측 

  시스템의 이용효율을 증 시키고 인력 감효과를 얻었다.

∙‘하나로’ NAA 조사공(PTS)에 한 조사특성( 성자속, 조사공 온도,

   카드뮴비, 조사 치 변동율 등)을 측정하고 재검토하여 시료조사시   

정확성과 안 성을 확보하 다.

∙PTS #1에 비상 인출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료 조사시 안 성을 확보

  하 다.

  1-2 최  분석능력 확보

∙국제 표 차 (ISO Guide)에 따른 분석의 합성 평가기 (도량,

  표 , 시험, 품질)에 따라 측정분석의 소 성, 신뢰성  객 성을    

최 한 유지하고 비교  측정 분석기법에 한 측정 불확도     

를 비교 확인하 다.

∙측정분석자료의 신뢰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해 분석방법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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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검출감도(10-3～10-7㎍), 정확도  정 도(0.1～10％), 숙련

도 (Z-score < ±2) 등의 개선을 통해 최  분석능력 (Best 

Measurement Capability)을 확보하 다.

∙표 체, 인증표 물질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이용하여 분석

품질 리  보증을 한 소 성을 유지하 으며, 측정불확도의 평가

와 국제 비교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 다. 

  1-3 ko-NAA 용시험

∙개선된 분석시스템의 용을 해 환경표 시료를 이용하여 정량법간 

특성에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 다. 한 ko-NAA 표 기법의 하나

로 용시험을 해 일차로 NAA #1 조사공에 한 ko-factor를 측정

하여 기존의   비교(체)정량방법과 비교하고 측정 불확도를 검

증하 다.

∙검증을 하여 인증 표 물질을 선정하여 10여종 원소에 해 비교 

분석하 다. 비교법에 의한 분석값은 인증값과 부분 5～10％ 내외

의 상 오차를 보 으며, 법과 ko-법에 의한 분석값은 부분 1

0％ 내외의 상 오차를 나타냈다. 

∙ko-표 화방법에 의한 성자 방사화분석법의 용을 하여 ko- 라

미터인 α와 f 값을 하나로 원자로의 NAA #1 조사공에서 측정하 다. 

측정 불확도는 95％ 신뢰구간에서 α 값이 약 20％, f-값이 약 10％ 

정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큰 f-값으로 인하여 라미터의 측정 불

확도가 성분원소 분석에서 불확도에 미치는 향이 음을 알 수 있

었다. 

  

  1-4 국제 공인시험검사 인정기 (KOLAS-ILAC) 인증  운

∙ISO 17025 기 에 부합하는 시험실 품질요건(문서, 시설환경, 시험장

비, 시험방법,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최 로 NAA의 KOLAS 인정 

신청을 하 다.  

∙① 단수명 핵종이용 NAA, ② 수명 핵종이용 NAA, ③ 장수명 핵종

이용 NAA, ④ 감마선 방출핵종 분석, ⑤ 성자조사시험 등 5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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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품목에 해 1차 인증(KT-047호)을 획득하 다. 2002년 5월에는 5

년 만기 갱신평가를 통해 재인증(KT-179)을 받았다. 

∙시험품목의 품질보증  리를 한 NAA 품질 리 지침(NAA 

guide /QAC)과 측정불확도 평가를 한 3종류의 NAA 측정불확도 평

가지침(NAA guide/UM-1,2,3)을 작성하 고,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 다.

∙산업재료, 환경시료를 상으로 비교숙련도 시험을 년 2회 실시하여 

z-score 구하여 시험수행 능력을 평가하 다.

  

  1-5 성자 방사화분석 이용자 지원시스템 개발  운

∙이용자 지원 로그램 개발의 하나로서 교육훈련용 교재를 작성하

으며, 일반  문교육훈련 과정을 7회(2회/년) 운 하 다. 

∙연구개발을 한 산․학․연 동연구 체제로서 NAA 문연구회를 

정기 으로 개최하 다.

∙산업체 기술이 을 하 고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사업, 원자력 실용

화사업, 기타 /수탁사업 등을 지원하 다. 하나로 NAA 이용실

(2000-2002)은 112기  1,167건 25,728 시료로 매년 30～40％의 신장

세를 보 다.

 2. 성자 방사화분석 이용 산업․환경 응용기술 개발  검증(표 화)

  2-1 환경오염 측  동향 평가기술 연구

∙ 기환경 지표시료인 기분진은 용량 Gent Sampler와 polycarbonate  

membrane 필터를 사용하여 원소농도  오염원이 상이한 지역(  

화 공단과 원자력연)과 채집일(근무일; -토요일과 휴무일; 토-일

요일)로 나 어 채집하 다. 입자크기(< 2.5 ㎛, 2.5～10 ㎛)에 따른 

기분진의 질량농도, elemental black carbon의 농도 그리고 미량성

분원소의 농도를 측정하 다.

∙Enrichment Factor를 계산하여 인 /자연  발생원을 분류하 고 

입도별, 지역별, 원소별로 상 성을 고찰하 다. 

∙인자분석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분석 자료로부터 오염원을 

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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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RCA/IAEA, FNCA 국제 력사업  동연구

∙IAEA의 지역 간 력사업(Air pollution and its trends : RAS/0/ 

082)과 기술 력사업(QA/QC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 

RAS/2/010) 그리고 아시아지역 원자력 력사업(FNCA :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 Application of NAA)을 수행하 다.

  2-3 기입자  미량 속의 NAA와 라즈마분 법의 비교평가( 탁)

∙공단지역을 상으로 3년간 매주 PM10 시료를 집 으로 채집

  하 다.

∙INAA와 ICP-MS를 이용하여 독성 속을 포함한 약 30여종의 미량

  속의 농도를 측정분석 하 으며 이와함께 기상자료도 분석하 다.

∙기기 성자 방사화 분석과 유도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을 비교하여 

장단 을 악하 으며 장기간 기분진 분석에 용하 다. 

     ∙측정자료로부터 확률론  해도와 오염원을 평가하 다.

  2-4 식용수, 음식물, 기분진(PM10) 이용 방사선 해도 평가

∙직 법(239U)과 농축법(239Np)을 비교 검토하 으며, 직 법을 몇가

지 실제시료의 분석에 용하여 우라늄농도를 측정하 다. 표 용

액(0.5～100 ppb)을 이용하여 분석법을 검증한 결과, 주어진 농도

범 에서 검정곡선의 평균편차는 2 ％ 이하를 나타냈으며, 각 측

정값의 상  표 편차는 2～12 ％ 이내 다.   충청지역 일

원의 식수용 17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 농도를 정량한 

결과 1～80 ppb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일 음식 섭취량으로부터 238U 과 232Th 의 섭취수 을 평가하기 

하여 20～60 를 표본집단으로 일일 음식소비량을 조사한 후, 

인 으로 국산 Total diet를 제작하 다. U 과 Th의 분석을 

하여 방사화학  성자 방사화분석(RNAA)법을 용하 다. 시료

의 U 과 Th의 함량을 정량하 고 각각 35.4 ppb 와 3.4 ppb 임

을 확인하 다. 이들 함량값으로 부터 일일 섭취량을 산정하 고 

각각 6.98 and 0.67 ㎍/day 이었다. 
238U and 232Th과 련된 섭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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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능 은  약  86 과  2.7 mB q/person/day이 고  년 간  피 폭 선 량 은 

3.18와  0.29 μS v/person 이었다.

∙ 기 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인 U과 Th 의 기분진  농도를 

결정하여 호흡량에 따른 인체내로의 흡수량의 추정을 통하여 내부 

피폭선량을 산출하 다. 년간 내부 피폭선량의 평균값은 238U의 경

우에는 1.06, 232Th은 0.17 nSv/person/year로 계산되었다.

  2-5 도시 소각재 속 분석법 개발 

∙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성분분석을 통해 생활폐기물처리장 

바닥재의 유해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 역시 소각장에서 시료를 월별로 채취하여 처리한 후, 최

조건을 평가하고 INAA로 측정가능한 속  미량원소를 평가

하 다. 

∙품질 리를 해 NIST SRM(Coalfly ash, Soil)를 이용하 다.

  2-6 산업재료시험  지질환경과 서식생물의 오염특성 평가를 한

       NAA 이용연구 ( 탁과제)

∙고분자재료  무기성분의 분석법 확립을 해서 액체 질소를 이

용한 동결 쇄기법을 개발하 다.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에 함유된 수십 ppm  이상

의 매성분의 분포를 분석, 조사하여 최 의 NAA 조건을 도출하

다. 이를 해 무기성분의 종류  함량이 다른 5종의 기 물질

을 제작하고, NAA를 이용하여 정  분석한 후 이를 타 분석과정

의 검증을 해서도 이용하 다.

∙일반 작물재배 토양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하기 하여, 국가 토양오

염 공정시험법을 기 로 하여 표토와 심토로 구분하여 채취하 다. 

식물체로는 우리나라에서 리 재배되고 있는 표작물인 벼, 콩, 

고추를 선정하 다. 토양시료와 작물시료의 채취  분석과정에 

한 세부 차를 확립하 다.

∙토양  작물종  부 별 무기성분의 분포특성과 작물의 오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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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조사연구로서 충남지역 폐 산 지역을 선정하 다. 물체 뿌리

를 감싸고 있는 뿌리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함으로서 토양과 식물

체 부 별 무기성분의 오염상 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지

표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종  부 를 찾아보고자 하 다. 한, 

국제 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계 평균 지각의 성분 농도를 기 으

로 지역별 토양, 그리고 작물 종  부 에 따른 무기성분의 비를  

산출하 으며, 뿌리토양과 식물체 부 의 무기성분 분포 상 성을 

조사하 다. 

  2-7 인체 기능성 미량원소 고정  분석법 개발  상 성 연구

∙노인 인구의 하루 섭취음식과 모발 분석을 통해 주로 미량 양소 

에서 그 과부족을 평가할 수 있는 기 과 식품을 통한 미량

양소 공 체계(food base micronutrients delivery system)를 확립

하기 한 기 자료를 수집하 다.

∙생활환경으로부터의 외부오염과 음식섭취  사작용을 통한 모

발조직 내 축 의 정도를 비교하기 해 인체 모발시료를 채취하

여 IAEA의 추천 방법을 이용하여 세척 후로 나눠 성자 방사

화분석법을 이용하여 비 괴분석 하 다. 분석정도 리는 인증 표

시료를 이용하 다. 일반인 그룹의 모발을 두부, 후두부, 좌우

두부, 정두부 등 5개 부 에서 채취, 분석하여 개인편차와 부 편

차를 추정하 다. 정해진 분석조건에서 사무원과 공장근로자 그룹

을 상으로 두 그룹간의 함량 편차, 생활환경과 모발내 원소의 함

량수 간의 연 성을 비교하여 인체 보건 환경 평가를 한 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국내 의학  보건학 분야의 연구․발 을 한 인체 기능성 원소

의 고정  분석법 개발을 해 20-60  사망자 각 1 명씩의 늑골, 

간, 폐, 근육, 신장, 갑상선 등 6개 인체조직을 IAEA의 생체시료 

수집 차에 의해 채취하여 분석하 다. 분석법의 검증  신뢰성 

확인을 해 인체조직과 가장 유사한 인증표 시료를 비교 분석하

고, 선정된 분석조건에서 검출한계와 측정불확도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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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RM/HHN 련 생체시료 분석  데이터 수집  무기 양소 섭취량 평가

∙Nuclear Track기법으로 두 부류의 작업자로부터 채취한 모발시료 

의 우라늄 농도를 (n,f) Radiograph에 의해 정량 비교하 다. 머

리카락 한올로 U의 함량수 (1 ppb～1 ppm)  내, 외부 오염수

을 추정할 수 있었다. 

∙50종의 식품 원재료를 선정하여 직  수집하고 균질화, 동결건조, 

분쇄, 체걸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분석하여 미량원소의 

분포를 확인하 다.  

∙모발의 분석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상 체에 한 원소

별 종합  통계자료와 성별 특정원소의 분포경향, 특정 집단의 모

발 내 축  결과를 알아 보았으며, 해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국

내 함량분포의 특이성을 알아보았다. 모발의 미량원소간 상 계

도를 살펴보고 연구 상 체에 한 분석결과의 종합  통계자료

를 요약 정리하 다.

  

  2-9 NAA를 이용한 인체 무기 양성분 측정기술 개발( 탁과제)

     ∙주요 미량원소의 국내 표식품( 밥, 김치, 고기, 생선 등) 내의   

      무기 양 성분의 분포를 확인하 다. 한 국내 표식품의 원료    

     가 되는 106종의 원재료내의 주요 미량원소 분포를 조사하 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식이 습 과 건강 상태를 조사하 으며,    

      노인 인구의 무기미량 원소 섭취 황과 보건안 과의 계를 분   

      석․조사하 다. 

∙식품을 통한 노인인구의 무기미량 양소 공 체계를 수립하고, 보

건 향상에 한 monitoring 방법  체계를 수립하 다.

 

 3.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PGAA)기술 개발  표 화

  3-1 기술 황분석

∙‘하나로’ PGAA 장치를 이용한 boron  경원소 분석기법을 해 

국내․외의 연구개발 황을 악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 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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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치  기술 개발을 한 기반을 마련하 다. 

∙하나로 PGAA 측정조건을 가상하여 무기 속, 생물시료 한 분석  

감도를 추정하고 외국의 PGAA의 감도와 검출한계를 비교하 다.

  3-2 측정장치 교정  분석 차

     ∙Au 모니터를 사용하여 열 성자 속을 측정하 으며, 도 러확장된  

       붕소  바탕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실제시료 분석과정에서 붕소의 478 keV와의 주요 간섭 핵종으로   

       알려진 나트륨의 472 keV를 보정하기 하여 무게를 알고 있는 나  

       트륨 시료를 측정하여 시료  나트륨 함량에 따른 당 계측수를   

       산출하 다

     ∙3종의 인증 표 물질인 식물시료에 한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확립한 분석 차에 따라 시료 의 붕소함량을 결정하 다.

   

  3-3 감도개선 기술

∙하나로에서의 PGAA 장치는 재 백그라운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컴 턴 억제 스펙트로메터로 BGO 검출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추

정된 분석감도는 1시간의 측정에서 0.5～0.15 ㎍/g 범 이다. 

∙하나로 PGAA 장치의 Compton 효과를 측정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경제  측면

    

    가. 국가표 분석 차 확립  국제인증 차 용에 의한 최 의 

        분석 표 화. 

       - 기오염분석에 있어 방사화분석법의 표 분석법으로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기 의 비 규제 오염물질들의 평가와 기  설정에 합리 인  

         단근거의 제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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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 모델링을 이용하여 주요 배출원의 규명  기오염 리   

         방안의 수립

       -  비용의 기오염 리

    나. 공인 시험분석기술의 확립  용으로 표   합성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상호인정(MRA)에 의한 국제무역(기술)장벽  

        해소  경제  효과 창출.

    다. 첨단 분석기술  장치 상용화로 기간 산업발 을 도모하고,산업

        화용의 품질 보증  리(QA/QC)를 한 미량분석법으로 이용.

       - 고분자소재 의 극미량 무기성분 분석은 고난도 분석의 표   

         인 기술로 신기능 고분자소재의 개발에 국내기술 활용 가능.

       - 인간생존에 으로 필요한 생체 양소인 극미량 원소에 

         한 연구를 주로 노인인구를 상으로 발 시켜 실용화시킴.

  2. 사회  측면

    가. ‘하나로’ 이용시설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 달성  원자력 

        문인력 양성  학생교육훈련.

    나.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이해도 증진.

    다. 환경, 생명과학분야 이용기술 개발에 의한 국민복지, 보건 도모.

       - 유해 기오염물질의 노출에 따른 인체 피해의 최소화  삶의  

         질 향상

       - 수용 모델링  확률론  해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의 기오  

         염에 한 인식의 편이성 제고에 활용

       - 토양/생체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에 한 인식고조와, 특히   

        인체유해성 여부를 별할 수 있는 척도로서 생체환경 오염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 식품을 통한 미량 양소 공 체계(food based micronutrients   

        delivery system)를 확립하여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치 등 국내 표 식품 내에 존재하    

       는 무기미량 양소의 해석과 제어에 한 기반 기술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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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새로운 식품의 개발에 용하며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3. 기술  측면

    가. 산업․환경, 국민보건 향 평가에 활용성이 높은 연구로(HANARO)

        이용 핵분석 기술의 표 차 확립.

       - 국내 최 로 방사화분석법의 확립  기환경 분야의 용성   

         제고에 활용

       - 해도 평가  오염원 기여도 평가기술의 진 을 통한 원자력  

         응용기술의 발 에 기여. 

       - 고분자 소재  극미량 무기성분의 표 분석법으로서 활용 가능.  

         고분자 소재 분야  생체 오염검사 분야의 획기 인 기술수   

         향상.

       - 무기 미량 양소 분야에 한 범국가  상시 활용체계 구축   

         노인 인구의 식품 보건안 과 련한 분석 data 해석 기술과 산  

         업 장, 즉 식품생산 공정에의 활용

    나. 기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  요구에 응한 극미량 분석법으   

       로 활용.

       - 동․식물지표 시료, 식품, 생활용기의 미량분석에 의한 보건

         환경 연구.

       - 표 시료(CRM) 제작/검증 지원  보증값의 검증.

    다. 화학분석기법외의 국가 표 분석기법 추가 확보에 따른 산․학․  

        연 분석지원.

    라. 국제인증 차 용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

    마. 원자력 이용한 방사화분석 기반기술 축 .

       - 공압이송장치 자동운 시스템 : Sample Receiver & Loader 

         제작기술, PTS 운  산코드 

       - 조사용 PE 캡슐 제작기술 : 순도시험  성형가공

       - Automatic Sample Changer 제작기술 : 고가의 외국장비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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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A 계측시스템 개발 : NAA 통합 산코드 

    바. 기타 극미량 성분원소의 방사화분석 기술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시료의 분석에 활용가능.

       - Nuclear Science : 핵연료  고순도 재료의 극미량 불순 성분  

         분석  지원.

       - Biomedical Science : 생체시료 분석을 통한 임상  사 연구.

       - Geo- and Cosmochemistry : 물탐사를 한 암석, 토양, 석  

         등의 분석.

       - High purity material analysis : 품질 보증  리.

       - Archaeology : 고고학  유물의 분석에 의한 연  추정.

       - Forensic Science : 모발, 유리, 페인트, 토양 등의 성분분석을   

        통한 동일성 식별 연구  범죄수사에 활용.

       - Industrial Application : 비 괴 방사화분석, radioactive 

         tracer 이용 연구,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연구 등

    사. 성자 조사시험 : 재료 물성연구, track analytical techniques

        용.

    아. 방사화분석 지원사업에 분석기술 지원.



- I -

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e aims of this project are to establish the quality control system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NAA) due to increase of industrial needs for 

standard analytical method and to prepare and identify the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of NAA through practical testing for different 

analytical items. 

    Technical aspects : Neutron Activation Analysis(NAA) is one of the 

most powerful analytical tool in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using 

radioisotopes and radiation for the high sensitive, non-destructive, 

simultaneous multi-elemental analysis of trace level components in 

various samples and also has a capability of comprehensive applications 

and selectivity for a variety of samples. It is essential that the 

standardization and validation of the measurement analysis technology 

are need for an establishment of confidential data of test and inspection 

and attainment of best measurement capability.  Also it is necessary 

that the promotion of industrial utilization and the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and/or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are enforced by 

assesment of the conformity for developed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and comparative test.

    Economical aspects :  Recently, it became essential facts that the 

needs for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of an examination and a 

measurement of the products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also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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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that participating country is gradually increased and the 

settlement of a technical barrier of trade (WTO/TBT) by the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is promoted because 

of the budget of nations for QA/QC in the industrial fields is 

numerous. However, for the introduction of quality system in test and 

examination organizations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regulation of standardization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ISO), also the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with inherent 

advantages and competition as international and national accreditation 

test method is necessary.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To increase a public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for utilization capability of nuclear technology,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 industry, environment use of radiation and RI is can be 

applied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life q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utilization of HANARO maximize as a central fac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R & 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Establishment of NAA quality contro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best measurement capability and the promotion of utilization   

      of HANARO research reactor. 

     1-1 Manufacture and management of the irradiation and measurement  

         system for the promotion of utilization of Hanaro NAA       

         facilities. 

     1-2 Attainment of best measurement capability(BMC)

     1-3 Identification and Examination of application for ko-NAA

     1-4 Certification of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1-5 development of user supporting system and analyt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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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mprovement of analytical sensitivity for industrial applied       

       technologies and establishment of certified procedures.

     2-1 Study o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and the      

          assessment of its trends

     2-2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RCA/IAEA  

          Project, FNCA) and collaborative researches

     2-3 Comparative assessment of NAA and ICP-MS for the        

          analysis of airborne trace metals

     2-4 Risk assessment of radiation using drinking water, food, air   

          dust(PM10)

     2-5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 of heavy metals in bottom  

          ash generated from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2-6 Characterization of industrial, geo-environment and biologic    

          materials by NAA

     2-7 Development of high accurate analytical method of human     

          functional trace elements and research on relationship

     2-8 Analysis and collection of biological samples and estimation   

          of the intake of inorganic nutrients level 

     2-9 Development of human inorganic micro-nutrients level with   

          NAA

    3. Standardization and development of prompt gamma-ray activation   

       analysis (PGAA) technology

     3-1 Current state of the art for PGAA

     3-2 Identification of procedure and calibration of PGAA facility

     3-3 Consideration of technique to improve sensitivity of P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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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1. Implementation of Quality System for NAA 

    1-1 Operation and manufacture of irradiation and counting system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NAA in HANARO

  ∙Neutron irradiation facilities(PTS #1, #2) for NAA were       

  efficiently improved and sample loader and receivers were     

  manufactured and installed.

  ∙By designing and manufacturing automatic sample changer    

  connected to gamma-ray spectroscopy system, the use        

  frequency of counting system was elevated and man-power    

  was alleviated.

  ∙Irradi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neutron flux, temperature    

  during irradiation, cadmium ratio and flux variation with       

  irradiation position were measured and re-evaluated at NAA   

  irradiation hole in ‘HANARO’ for the accurate and safe        

  irradiation of samples.

  ∙Safety during sample irradiation was more fortified by the    

  installation of emergency taking-out system to the PTS #1.

    1-2 Confirmation and Assurance of Best Measurement Capability

  ∙According to evaluation criteria(metrology, standard, test,      

  quality) of appropriateness for analytical measurement of the   

  ISO Guide, traceability,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analytical  

  measurement were extremely kept. Measurement uncertainty   

  was compared and confirmed between comparative and        

  absolute measuring techniques.

  ∙Analytical methods were validated for ensuring reliability and  

  objectivity with measured data. Best Measurement Capability  



- V -

  was guaranteed by the elevation of detection limits(10-3-10-7   

  
㎍), accuracy, precision(0.1-10%) and proficiency(Z-score <±2).

  ∙Traceability for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was retained using Standard materials and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Measurement uncertainty was evaluated   

  and international laboratory inter-comparison and proficiency   

  testing were performed.

    1-3 Experiments for ko-NAA application

  ∙For the application of enhanced analytical system, comparison  

  study on characteristics between quantitative methods was     

  carried out using environmental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In addition,  for the applicability test of ko-NAA standardized  

  method at HANARO, parameters for ko-method were          

  measured to the NAA#1 irradiation hole as a first step and    

  analytical results and uncertainty by ko-method were compared     

  and verified with absolute and comparative method.

  ∙For the verification,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were selected  

  and about 10 elements were analyzed and compared.          

  Analytical values by comparative method shows that relative  

  errors with certified values were around 5 - 10%, those by    

  absolute and ko-NAA were within 10%. 

  ∙For the application of ko-standardized method, α and f values  

  which are ko-parameters were measured at NAA #1           

  irradiation hole in HANARO. Measurement uncertainties for α  

  and f values were evaluated as about 20% and 10%,          

  respectively. However, due to the large f value, it was        

  discovered that measurement uncertainty of parameter can not  

  largely affect the uncertainty in the analysis of constituent    

  element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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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ccreditation and Management of KOLAS-ILAC

  ∙Quality requirements of testing laboratory (documents, facilities,  

  lab. environment, equipment, qualified personnel) coincide with   

  ISO 17025 criteria were established and applied KOLAS       

  accreditation for NAA.  

  ∙First accreditation(KT-047) of five test items like ① NAA by  

  short lived nuclides, ② NAA by medium lived nuclides, ③    

  NAA by long lived nuclides, ④ Analysis of γ-ray emitting   

  nuclides, ⑤ neutron irradition test was acquired. Since the     

  term of validity was over, our lab. was re-evaluated and      

  re-accredited(KT-179), 5 May 2002(KT-179). 

  ∙NAA guide for QAC and three kinds of guide for uncertainty  

  assessment(UM-1,2,3) were prepared and measurement        

  uncertainty test items was evaluated.

  ∙Proficiency testing was performed with industrial material and  

  environmental sample twice a year and proficiency of test     

  was evaluated by z-score.  

    1-5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NAA User Supporting System 

  ∙Textbook for education and training was drawn up as one of  

  user supporting program development and general and expert  

  educational training courses, totally 7 times(2 times/year),      

  were operated. 

  ∙NAA expert meeting as collaborative research system consisting   

  of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was regularly     

  held.

  ∙Technical transfer to industrial company was done and lots of  

  projects like project for promotion by co-use of HANARO, for  

  practical use of nuclear energy and some consigned/entrusted  

  projects were supported by NAA service project.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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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for the utilization of NAA facilities in HANARO from  

  2000 to 2002 was 112 organizations, 1,167 cases, 25,728 samples  

  and shows increment of 30-40% year by year.

  2.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for the Applied Technology on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Fields using NAA.

    2-1 Study o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rend  

        Technology

  ∙Air dust which is a indicative sample of air environment, was  

  collected using low volume Gent Sampler and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 on Friday(working day) and Saturday(non-    

  working) at Daehwa industrial complex and KAERI which     

  have different elemental concentration and pollutant emission   

  source. Mass concentration of air dust, concentration of        

  elemental black carbon and trace elements according to        

  particle size(<2.5 ㎛, 2.5-10 ㎛) were determined.

  ∙From the calculated Enrichment Factor, emission sources      

  were classified with anthropogenic and natural origin.

    Relationship between particle size, sampling site and elements  

  were investigated.

  ∙Emission sources of pollutants were clarified by the measured  

  data and statistical program for factor analysis.

    2-2 RCA/IAEA, FN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Projects and     

         Collaborative Study         

  ∙IAEA/RCA project(Air pollution and its trends : RAS/0/082)   

  and TC project(QA/QC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    

  RAS/2/010) and FNCA(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       

  Application of NAA) project we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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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Comparison and Evaluation between NAA and ICP-MS for the  

        Analysis of Elements in Air Particulates(consigned project)

  ∙Research objects was focused on PM10 samples which were  

  collected weekly at industrial complex region for three years.

  ∙Concentration of 30 trace elements including toxic metals      

  applying INAA and ICP-MS was measured and determined.   

  Furthermore, meteorological data with elemental concentration  

  were analyzed.

  ∙By the comparison between INAA and ICP-MS, advantage    

  and disadvantage with two method were revealed and applied  

  for long term monitoring and analysis of air particulates.

       ∙Probabilistic risk and emission sources were assessed from    

         the measured data.

    2-4 Risk assessment by radiation exposure using drinking water,   

         foodstuff and air particulates(PM10)

  ∙Direct(
239U) and concentration methods(239Np) were compared  

  and examined. Uranium concentration in some practical        

  samples was determined by direct method. As results of       

  verifying analytical method using standard solution(0.5～100    

  ppb), average standard deviation of calibration curve in a      

  given concentration range shows less than 2% an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for each measured value was within 2～    

  12%. Uranium concentrations in 17 underground water for     

  drinking water collected from Daejeon and Chungchung        

  province were determined and the concentration level is in the  

  range of 1～80 ppb.

  ∙For the evaluation of intake amount of 
238U 과 232Th from the  

  daily foodstuff intake, amount of daily diet consumption for    

  20-60 ages was examined and national total die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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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ficially produced. For the analysis of U 과 Th, RNAA      

  method was applied and the concentrations of U and Th in    

  diet sample were 35.4 ppb and 3.4 ppb, respectively. The      

  amount of daily intake calculated from these concentration     

  values was 6.98 ㎍/day for U and 0.67 ㎍/day for Th,         

  respectively. Activities and annual exposure dose by the       

  intake of 238U and 232Th were about 86 and 2.7 mBq/person/   

  day, and  3.18 and 0.29 μSv/person,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s of U and Th which are existing in the air  

  were determined and Internal exposure dose from them was   

  calculated from the assumption of absorption into human      

  body following the respiration volume. Mean values of         

  internal exposure dose for a year were calculated as 1.06      

  nSv/person/year for U-238, 0.17 nSv/person/year for Th-232.

    2-5 Development for Analytical Method of Heavy Metals in        

         Municipal Incinerated Ash 

  ∙Aim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hazard level and recycle  

  possibility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ed bottom ash     

  through the composition analysis using NAA.

  ∙Sample were monthly collected from incinerator in Daejeon    

  city and pre-treated for the analysis. Optimum analytical      

  condition for INAA was established and detectable heavy      

  metals and trace elements by INAA were investigated. 

  ∙For the quality control, NIST SRMs were used.

    2-6 NAA applied research on the test of industrial material and    

        for the evaluation of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between     

        geological environment and living plants(consigned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in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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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 in polymer materials, fracture technique was       

  developed using liquid nitrogen. Optimum analytical condition  

  was derived by the determination and investigation for the    

  composition distribution of catalyst in PE(polyethylene) and    

  PP(polypropylene) which is being generally used. For these    

  objectives, 5 standard materials with different inorganic        

  component and content were prepared and precisely analyzed  

  by NAA. The analytical results by NAA were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other analytical methods, XRF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ntamination degree of soil for    

  the cultivation of normal crops, samples classified with        

  surface and deep soil were collected on the basis of national   

  test method for soil contamination. As plants, paddy, bean and  

  pepper which is being widely cultivated in our country were   

  chosen. The detail procedures for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soil and living plant samples were established.

  ∙Abandoned mines in Chungchung province were selected for   

  the study on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inorganic elements  

  in soil and plant species with different region. Root soil       

  encompassing root of matter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investigate contamination relationship of inorganic elements in  

  soil and plants with different part.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lant species and part which can   

  be a environmental indicator. In addition, from the average    

  elemental concentrations in earth crust which are              

  internationally agreed as a standard, ratios of inorganic        

  elemental concentration according to regional soil and plants   

  with different part were calculated and distribution relationship  

  of inorganic elements between root soil and part of plant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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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A Study on correlation and Development of High Qualitative

        Method of Dynamic Trace Elements in Human Body 

       ∙Collection of fundament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food  

         based micronutrients delivery system by food and standard  

         for estimation of excess and deficiency from points of view  

         on micronutrients using daily intake and hair analysis of    

         geriatric population

       ∙Collection of human hair to survey accumulation level in    

         hair for external contamination and food ingestion and       

         metabolism from living environment. pre-treatment          

         according to IAEA's recommended method and elemental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Hai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normal group, officer and  

         foundry workers group and sampling part is front, middle,    

         occipital, left and right head. The personal deviation and        

         deviation within the head were estimated. It is turn out that    

         the results can used as a fundamental data for estimation of  

         human health environment for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living environment and elemental concentration in   

         hair

       ∙For the development of high qualitative method of dynamic  

         trace elements in human body and for enhancement of      

         utilization in the fields of domestic medicine and health      

         science, six kinds of human tissues such as liver, lung,      

         muscle, kidney, rib and thyroid were collected from 20-60   

         age's died persons according to IAEA's recommended       

         method and analyzed by INAA.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is analyzed to confirm accuracy and sensitivity of analytical  

         result, and valuation of detection limit and uncertainty to    

         analytic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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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The analysis of biological samples, data collection, and         

         estimation of micronutrients intakes related to RM/HHN

       ∙U concentration in hair sample collected from two workers    

         group is determined by (n,f) radiograph using nuclear track   

         method. U content level(1ppb～1ppm) and internal and       

         external contamination level can be estimated using a  hair. 

       ∙50 different foodstuffs is collected and pre-treated for NAA  

         as follow the process, homogenization, freeze drying,        

         grinding, sieving. Distribution of trace elemental             

         concentration is investigated by NAA

       ∙Estimation of overall elemental statistical data in research   

         group, distribution trend of sexual specific elements,         

         accumulation of elements in specific group, and study of     

         particularity of trace elemental distribution for comparison   

         with foreign reference based on hair analysis and research   

         paper 

    2-9 Development of Human Inorganic Micronutrients Level with      

         NAA

       ∙Investigation of mineral component in Korean main foods      

         (boiled rice, kimchi, meat, fish, etc.) and distributional survey  

         of trace elemental concentration in 106 different Korean         

         foodstuffs

       ∙Survey of daily intakes and health condition over 60 years old  

         adults, and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icronutrients     

         intakes and health safety

       ∙Establishment of food based micronutrients delivery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method and scheme for    

         health improvement

    



- XIII -

  3. Development of Prompt Gamma-ray Activation Analysis(PGAA)

     technique and its standardization

    3-1 Analysis of Technical Status

  ∙Internal and international R & D status and analytical technique  

  of boron and light elements using PGAA facility of HANARO  

  was recognized and investigated to make the basis of optimum  

  analytical facility as well as technical development.

  ∙Analytical sensitivity for inorganic metals and biological       

  samples was inferred by imagination of measurement condition  

  of PGAA in HANARO and compared with detection limit of   

  alien PGAA system.

    3-2 Calibration of Measurement Instrument and Analytical Procedure  

       ∙Thermal neutron flux was measured using Au-monitor and   

         background and Doppler broadened boron spectrum were      

         measured and compared.

       ∙In the analysis of practical sample, 472 keV from Na was     

         known as a main interference element with 478 keV from     

         boron. In order to correct the Na interference, content of Na  

         known samples were prepared and determined. From the      

         result, counts per second according to Na mass in the sample  

         was determined.

       ∙Prompt gamma-ray spectrum for three kinds of biological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were measured and boron content  

         in samples were determined by following the established      

         analytical procedure.

   

    3-3 Technology for Improvement of Sensitivity

  ∙In present, BGO detection instrument which can be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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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was installed and presumed analytical sensitivity   

  is in the range of 0.5～0.15 ㎍/g. 

  ∙Compton suppression effect of PGAA facility in HANARO     

  was measured. 

V. Applications for Results of the Project

  1. Economical Aspect

    

   1) The standardization and optimization of analytical method b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tandard analytical protocol and th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tocol.

     - In air pollution analysis, data of NAA is useful to obtain        

       accreditation as a standard analytical method.

     - Application and support of reasonable evidence for decision      

       basis in the assessment and criteria settlement of irregulated    

       pollutants in air.  

     - Examination of major emission sources using receptor modeling  

       and establishment of regulation method for air pollution. 

     - Low cost management of air pollution.

   2) Establishment of standardiz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accredited analytical testing method.   

      The creation of economical effect and the cancellation of international  

      technical barrier on trade by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3) Making an attempt to develope key industry by commercialization  

      of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 and equipment and use for      

      QA/QC of commercial purpose product as a trace element        

      analysis method.

      - Domestic technology is applicable to develope new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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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mer material, because of the analysis of ultra trace  

        element  in polymer material is highly difficult.

      - Study on the ultra trace elements which is indispensible  

        essential nutrients for human survival was carried out for      

        geriatric population and make it practical use.

  2. Social Aspect

    1) Maximization of utilization of HANARO NAA facility and       

       accomplishment of key investment effectiveness and fostering of  

       nuclear expert and education,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

    2) Advertisement and enhancement of recognition to people fo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3) Making an attempt to improve public welfare and health by the  

       development of available technology for environmental and life   

       science fields.

       - Elevation of life quality and minimization of injury to human  

         body by exposure with harmful air pollutants.

       - People can realize conveniently air pollution problem through  

         the receptor modeling and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 Since recognition for environment problems can be culminated  

         and contamination into human body can be accurately         

         measured by the application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of  

         soil and human, especially as a standard which is able to      

         decide toxicity of human body organ.

       - Food based micro-nutrients delivery system was set up by   

         the analysis of foodstuff and enhancement of life quality of    

         old men can be achieved. Furthermo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ique for interpretation and control   

         of inorganic trace nutrients which are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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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ative foods like kimchi, additional value of foodstuff  

         can be highly elevated by development of new foodstuff.

  3. Technical Aspect

    1) Establishment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nuclear       

        analytical technique(NAA) using research reactor(HANARO)    

        which is widely applicable to industry, environment and the    

        evaluation of public health.

     - NAA technology for air environmental study was established as  

        a first time in Korea and useful for increment of applicability.  

     - Through the further progress of risk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contribution degree by emission sources, contribute applied   

        nuclear technology.

     - Available as a standard method for the ultra trace inorganic    

        elements in polymer material. Epochal enhancement of technical  

        level in the field of material and examination of living body    

        contamination.

     - Construction of pan-national constant application system and    

        data interpretation technology related to food health safety and  

        application for industrial working place, that is, food production  

        process.

    2) Application as a analytical method of ultra trace amount  

       correspond with basic R&D and diverse social request.

     - Health environment study by the determination of trace         

       elements in indicative animal and plant samples, foodstuff and   

       the necessaries of life.

     - Analytical service of CRM production and examination of       

       certified value

    3) Analytical service for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following additional establishment of national standard analy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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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 together with chemical analytical protocol.

    4) For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mpetence by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cedure.

    5) Accumulation of basic and founded technology for NAA using   

       nuclear energy.

     - PTS, Automatic operation system : sample receiver & loader    

        manufacturing technique, PTS operation computer code. 

     - Manufacturing technique of PE capsule : purity test and        

        deformation process

     - Manufacturing technique of automatic sample changer :         

        localization of expensive foreign equipment

     - Development of NAA counting system : integrated computer    

        code for NAA 

    6) NAA is applicable for the analysis in following various samples

     - Nuclear Science : trace analysis of impurity in nuclear fuel and  

        high purity material

     - Biomedical Science : biomonitor samples for the research of     

        clinic and metabolism.

     - Geo- and Cosmo-chemistry : component analysis of rock, ores,  

        soil for mineral inspection etc.

     - High purity material analysis : QA/QC.

     - Archaeology : estimation of the age by the analysis of        

        archaeological remains.

     - Forensic Science : individual identification using hair, glass,  

        paint, soil samples

     - Industrial Application : non-destructive NAA, Radioactive tracer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etc 

    7) Neutron irradiation testing : physical property study of materials,  

       application of track analytical techniques.

    8) Supporting to customer by analytical servi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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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표 화된 분석법의 산업  수요가 차 증 함에 따른 성자 방사화

분석법의 정도 리체계 구축  다품목 실증시험을 통해서 성자 방사화

분석 이용기술의 표  분석 차를 확립하고 검증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 다. 

   가. 하나로 이용 활성화와 최  분석능력 확보를 한 NAA 분석품질

       리시스템의 구축.

   나. 산업응용분석기술의 감도 개선  인증 차의 확립.

   다.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기술의 개발  표 화.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성자 방사화분석기술은 동 원소  방사선을 이용하는 핵분석기술 

의 하나로 고감도의 비 괴, 다원소 동시분석이 가능한 방법이며, 범

한 용성과 선택성이 좋은 경쟁력이 높은 분석도구로 국제 으로 핵물

리, 핵화학에 국한되지 않고 학제간 연구형태로 응용 발 되고 있으며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자 방사화분석기술의 표 화와 유효화는 

시험분석자료의 객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최  측정분석능력의 

구축을 한 기반이 되며 개발된 표 차의 합성 평가  비교시험을 

통한 국가  국제인증화 추진을 통하여 산․학․연에서의 핵분석기술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빠른 기술  변화에 보조를 맞

추기  한 분석수행능력의 증 를 해 신속, 정확한 고감도 방사화분석

기술의 자동화  첨단화가 지속 으로 필요하며, 국제 기술 력사업

(RCA/IAEA)의 진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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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  측면

  무역통상을 포함하는 국내 산업활동  수출입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한 표 과 합성 평가(Metrology/Standardization/Testing/Quality, MSTQ)

는 요하며, 이에 비한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 개발과 인증시스템의 

도입으로 국가 산업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수출

입 제품의 교정  시험과 분석에 한 품질 리  보증(QA/QC)에 한 

요구는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세계 각 국이 이를 해 산업 장에서 투입

되는 산(수출입 산의 2～8％)도 막 하여 합성 평가를 통한 국가간 

상호인증(MRA)을 통한 무역장벽(WTO/TBT)해소를 통해 경제성을 도모

하고 있으며 참여국도 증가추세이다. 연구개발 실 물의 정확, 정 성  

산업응용성 확 를 해 국가표 기본법  국제 표 화기구(ISO)의 품질, 

환경시스템 자격요건을 용하는 시험분석기 의 품질시스템 도입이 필수

이며, 외국의 표 연구기 ( , NIST)에서 즐겨 사용하는 고유한 장

과 경쟁력을 가진 핵분석기술(NAA)이 국가 공인 시험분석법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증기술을 확립하고 국제  인증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산업 경쟁

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다. 사회·문화  측면

  원자력의 활용능력에 한 국민이해도  수용성을 증 시켜 원자력 이

용의 정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방사선  RI의 생명과학 

 산업, 환경분야에서의 이용은 삶의 질 향상에 직․간 으로 기여되어 

그 효과가 크므로 국민 공감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특

히, ‘하나로’는 국가 연구개발의 추 인 공동 이용시설로서 그 활용의 극

화가 실한 시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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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하나로 이용 활성화와 최  분석능력 확보를 한 NAA 분석품질 리  

     시스템의 구축.

   가. 하나로 NAA 이용 활성화를 한 조사․계측시스템의 제작  운 .

  품질화 된 측정분석의 요한 요소  하나는 측정장비와 시설환경이며 

이들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 질 때 정확한 분석자료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기본시설이 갖추어진 하나로를 이용한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

의 이용 활성화를 하여 이용자에게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한 

조사․계측시스템을 추가로 제작 설치하고 작업시 안 성을 향상시켰으며 

정상 인 운 이 되도록 보완된 시스템을 구축하 다.

   나. 최  측정분석능력(BMC)의 실 .

  최  측정능력이란 시험기 이 거의 이상 인 측정장비로 일상 인 시

험을 할때 정해진 시험결과  시험형태를 획득할 수 있는 최소의 불확도

를 말한다. 국제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지

침서 의 하나인 17025에서는 시험  교정기 의 자격에 한 일반요건

을 규정하고 있으며[1] 기술 인 요건 의 5.4.6 에서는 최  측정 능력

(Best Measurement Capability)에 해 “시험  교정기 은 측정능력을 

평가하는 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명시된 범   용

범 에 속하는 모든 양/측정에 하여 유효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측정된 결과값에 한 신뢰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보증과 평가 차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NAA에서 인증표 물질의 분석을 통한 품질 리는 다음의 실제  사항

들을 포함한다.

   (1) 인증 표 물질은 분석정확도의 검증, 측정 불확도의 최소화, 최  

분석조건의 설정, 분석자 는 기술의 정확도에 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새로 개발된 분석법의 검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분석정확도의 품질 리나 검증을 하여, 실제 시료에서 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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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원소의 농도범 에 속하는 유사한 매질의 인증 표 물질을 두 

개 이상 미지의 검체 시료와 사 에 는 함께 분석해야한다. 

   (3) 인증 표 물질은 미지시료와 함께 수시로 분석해야하며 품질 리

를 해 Control chart를 보 해야 한다. Control chart는 시간에 따른 

련 라메타의 그래 이다. 그것은 분석에 포함되는 수행의 안정성을 감

시한다. 감시해야할 라메타 에는 성자 속, 검출기의 효율  분해

능이 있으며, 사용한 인증 표 물질  다원소에 한 분석결과는 가장 

요하다.  

   (4) 사용한 인증 표 물질에 한 분석결과는 항상 분석보고서와 간행

물에 미지시료에 한 것과 함께 첨부해야한다. 미지시료의 원소농도는 분

석값과 인증 표 물질의 인증값을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다음의 

정을 추천한다.  

                   ｜Xe - Xc｜ < [(Se
2 + Sc

2)]1/2                 (1.1)

      

상기 식을 만족할 때, 련원소의 정량이 검증된 것으로 생각한다. Xe, Xc

는 각각 분석값과 인증값이며, Se  Sc
 는 95％ 신뢰구간에서의 분석값과 

인증값의 표  불확도이다.

  성자 방사화분석의 장 의 하나는 상 으로 매질에 무 하다는 

것이다. 를 들어 기분진을 분석할 때, QA를 한 CRM은 침 물, 토

양, 석탄, 석탄 비산재 등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단, 시료의 크기나 부피

가 클 때는 검출효율을 실험 으로 는 라메터를 이용하여 정규화 시

켜야한다.  

  사용한 CRM의 인증서에 포함된 모든 조언을 따르는 것은 요한 일이

다 . 인 증 기간 , 보 조 건 , 분 석 을  해  취 해 야 하 는  최 소량 , 건 조 조 건 , 다

른  용도의 소개 등 CRM은 일상분석에서 좋은 정확도와 정 도( , 2％ 

이하의 불확도)의 표 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인증값의 불확도(화학 표

체의 불확도 1％ 이하에 비해서 보통 5～10％)가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싸

며 후보 CRM의 분석에 당치 않기 때문에 다원소 표 체로 사용하는 것

은 추천하지 않는다. 끝으로 CRM은  분석과정을 검정할 수 없다.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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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에서의 불확도와 시료처리 부분의 불확도는 CRM에 의해 검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의 표 화와 유효화는 시험분석자료의 

객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최 측정 분석능력의 구축을 한 기

반이 된다. 이를 해 국제 표 차(ISO)에 따른 분석의 합성 평가 기

(도량, 표 , 시험, 품질)에 따라 측정분석의 소 성, 신뢰성  객 성을 

최 한 유지하고 비교   측정분석기법에 한 측정 불확도를 비교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찰하 다. 

   다. ko-NAA 용시험  검증.

  최근 성자 방사화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측정분석 로그램의 주요 개

발 의 하나는 실험  편의성, 높은 정확성, 조사와 계측조건의 융통성, 

산화의 합성에 장 을 갖고 있는 ko-표 화 정량법(ko-NAA)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의 NAA #1 조사장치에 ko-NAA 시스템의 용을 검토

하기 해 감마선 분 시스템의 교정, 성자 스펙트럼과 련된 조사특성

의 주요 보정인자인 α와 f 값을 측정하 고, 인증 표 물질을 이용한 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비교하고 ko-NAA 시스템의 도입여부를 

정하 다.

    (1) 연구의 배경  목표

  재 기기 성자방사화분석법(INAA :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에서 용되고 있는 정량법들은 법, 비교법, 비교체법  k0-

법으로 나  수 있다. 법에 의한 정량에서는 각 핵종에 한 정확한 핵 

자료와 원자로의 특성에 따른 성자 속 분포 등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

이며 이들의 정확성은 다소 큰 불확도  계통 인 오차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확도  오차를 이기 하여 분석시료를 표 물과 동

시에 성자 조사하여 표 물의 보증된 원소의 함량 값으로부터 표 물과 

시료의 기방사능의 비를 구하여 정량하는 비교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비교법의 단 인 표 물의 사용을 이기 하여 

표 물 신에 비교체가 될 수 있는 모니터(주로 )를 시료와 동시에 조사

하여 모니터와 각 분석 상 핵종의 비 방사능(specific activity)의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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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서 정량하는 방법인 단일 비교체법이 개발되어 용되어 왔다. 그러

나 비교법을 용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분석할 때 항상 표 물이 필요하여 

편의 이지 못하다는 단 이 있다. 비교체법 한, 사용되는 모니터에 한 

각 분석 핵종들의 비 방사능의 비인 k0-factor[2]를 미리 각 원소에 한 표

체를 사용하여 실험 으로 측정, 결정해야 하며, 만약 원자로의 출력특성

이 변한다면 이를 모두 재 측정해야만 하는 불편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법과 비교체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1970년 를 거쳐 1980년

 에 A. Simonits  F. De. Corte 등은 k0-정량법[3]을 제안하고 발 시

켜 다양한 원자로의 성자 조사조건에서의 k0-parameters를 측정한 후 실

험 으로 k0,Au-factor를 결정하고 문헌값과 비교하 으며 다양한 표 물질

분석을 통하여 이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하 다[4, 5].  k0-정량법은 원리 으

로는 단일 비교체법과 법의 간 인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비교법의 

분석 시에 항상 사용되는 표 물질의 사용을 배제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분

석 정확도를 비교법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컴퓨터와 k0-용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서 편리한 정량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 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k0-정량법의 용에 필요한 체 인 개념을 요약, 정리

한 후 k0-정량법의 용에 필요한  라미터인 α값과, f 값을 성자 방사화

분석용 조사공 (NAA#1)에서 실험 으로  측정하 고 최종 으로 미국 표

기술원의 인증 표 물질을 사용하여 검증하여 보았다.

    (2) 이 론

  원자로 성자에 비교체( 부분 Au)와 분석시료를 동시에 조사시키는 경우 잘 

알려진 방사능 생성식에 따라 원소의 질량분율, cm을 비교체와 분석 핵종(원소)에 

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m = 
[ (Np/tc)/SDCW]
[ (Np/tc)/SDCW]*  

M․ Θ *․ σ 0
*․ γ *

M *․Θ․ σ 0․γ  
f+ Q 0

* (α)

f+ Q 0 (α)

ε p
*

εp    (1.2)

     여기서 

     cm : 분석원소의 농도[g/g],     M : 원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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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Θ : 동 원소 존재비

    σ0 : 2200 m/sec의 에 지를 갖는 성자와의 (n,γ)반응에 한 

         방사화 단면

    γ : 감마선 방출율,     Np : 알짜피크 면

     W : 시료의 질량[g],     w* : 비교체(Au)의 질량[g]

     S : 포화계수로 [ 1 - exp(-λtirra)],

          λ는 붕괴상수(0.693/T1/2), tirra는 조사시간

     D : 감쇠보정계수,  exp(-λtd), td는 냉각시간

     C : 계측시간 보정계수로 [ 1 - exp(-λtm)]/λtm, tm은 계측시간

     f : 열 성자 속과 열외 성자 속의 선속 비(flux ratio, Φth/Φe)

     Q0(α) : 열외 성자 분포의 비 이상성이 보정된 공명 반응단면 ,

              {I0(α)}에 한 σ0 의 비

     εp : 피크의 검출효율

     한 (1.2)의 수식으로부터 k0 는 식(1.3)로 정의한다 

  

                  k0   =  
M *․Θ․ σ 0․γ

M․ Θ
*

․ σ 0
*

․ γ
*                   (1.3)

  여기서 별표는 비교체를 의미하고 일반 으로 
197Au(n,γ)198Au (Eγ= 

411.8 keV)를 사용하므로 k0,Au-factor라고 부른다. (1.2)의 수식에서 시료

의 무게  비교체인 Au의 무게는 칭량하여 정할 수 있으며 포화계수(S), 

감쇠보정계수(D), 계측시간보정계수(C)  각 분석 핵종의 붕괴형식(decay 

mode)을 고려한 비 방사능(Asp)은 감마선 계측과 보정을 통하여 구하여 

진다. 결과 으로 나머지 변수들인, k0,Au-factor, Q0(α), f  εp를 미리 측

정하여 분석시료 의 목 원소를 정량 할 수 있게 된다.    

     (가) k0,Au-factor 

  k0,Au-factor는 문헌에 나와있는 핵 자료들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론값과 

실험에 의한 측정값을 용할 수 있다. 이론값을 용할 경우에는,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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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감마선 방출율과 열 성자 방사화단면  자료로 인하여 신뢰성이 

은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A. Simonits 등은 수식 (1.4)을 사용하여 

실험 으로 k0,Au-factor를 결정하 다[6].

             k 0,Au=
Asp
Asp*

f+ Q 0 (α)
*

f+ Q 0 (α)

ε p *

εp                       (1.4)

     (나) Q0(α)의 결정

  Q0(α)는 수식 (1.2)에서 언 하 듯이 열외 성자 분포의 비 이상성이 

보정된 공명 반응단면 (I0(α))에 한 σ0 의 비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이상 인 원자로에서의 열외 성자 속의 분포는 1/E-법칙을 따르는 것으

로 알려졌으나 실제 조사 치에서는 편차가 발생하며 근사 으로 (1/E)1+α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증되었다. 즉 사용되고 있는 열외 성자 역에

서의 공명 반응단면 , I0는 1/E-법칙을 따른 값이므로 α의 함수인 I0(α)로 

체되어야 한다. L. Moens 등[7]에 의하여 유도된 비 이상 인 열외 성

자 분포에서의 공명 반응단면 인 I0(α)를 나타내는 수식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I0(α)= {(I0-0.429σ0)/(Er)α + 0.429σ0/(2α+1)․Ecd
α}      (1.5)

     여기서 

      I0 : 1/E-법칙에서의 공명 반응단면

     Er : 유효공명반응에 지(effective resonance energy)  

     Ecd : Cd cut-off energy , 일반 으로 0.55 eV 

     α : 1/E-법칙에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정의된다

           

  Q0(α)를 구하기 하여 σ0로 수식 (1.5)를 나 면 다음과 같다.

     Q0(α) = { (Q0 - 0.429)/(Er)α + 0.429/(2α+1)․Ecd
α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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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Q0(α)의 계산을 해 Q0는 문헌값, Ecd는 0.55를 입하고 각 분석 핵

종에 한 유효공명에 지 Er는 L. Moens[7]에 의하여 계산된 값을, α는 

실험측정값을 용한다.

    (다) α-값의 실험  측정방법

  (1/E)1+α-법칙을 따르는 열외 성자 분포를 결정하기 한 실험  방법

으로 F. De. Corte 등은[8] Bare, Cd-covered 와 Cd-ratio 방법을 제안, 

정립하 으며, 각각의 방법에 사용되는 monitor의 수에 따라 dual (triple) 

혹은 multi-monitor 방법으로 세분화 하 다. 한 각각의 방법을 벨기에

의 THETIS 원자로에 용, 측정하여 각 방법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증

명하 다. 그러나 정확한 α-값의 측정을 해서는 조사시간동안 Cd-cover

가 녹는 원자로를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는 Cd-covered multi-monitor 방

법이나 Cd-ratio multi-monitor 방법의 용이 추천된다. 사용되는 

monitor로는 체 열외 성자 에 지 역을 포함 혹은 표할 수 있도록 

유효 공명에 지가 수 eV에서 수천 eV 사이에 당히 배치되도록 

monitor를 선택, 조합하여 사용한다. 실제 실험을 통하여 α-값을 결정하기 

해 용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 Cd-covered multi-monitor 방법 ;

  log{[(Er)
-α(Asp)cd]/[{k0,Au)․(εp,i)․(Fcd,i)(Q0,i(α)}] vs log(Er)  (1.7)

  - Cd-ratio multi-monitor 방법 ;

     log{[(Er)
-α]/[(Fcd,iRcd,i - 1)Q0,i(α)]}  vs  log(Er)          (1.8)

  두 방법에서 구해진 값들은 각 사용된 monitor의 log(Er)에 해 그래

를 작성하여 -α의 기울기 값을 얻을 수 있다. 의 수식들은 α의 함수임

으로 반복계산(iteration)에 의하여 최 의 α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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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값의 실험  측정방법 

  f-값은 열 성자와 열외 성자의 선속 비율로 정의하며, 일반 으로 

Cd-ratio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사용되는 monitor는 Au를 사용하나 

잘 알려진 핵 자료를 갖는 다른 monitor(Co, Zr etc)들도 사용될 수 있다. 

f-값의 결정에 사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Rcd = (Asp)bare/(Asp)cd = {Φthσ0 + FcdΦeI0(α)}/ FcdΦeI0(α)       (1.9)

  (1.9)식을 재 정리하면

                  f = ( RcdFcd - 1) Q0(α)(Ge/Gth)               (1.10) 

    

  여기서  Fcd : Cd-transmission factor, 0.991(Au) 이며 RCd는 카드뮴 비

이다. f 값 한 α값의 결정 후에 정해진다. 

   (3) 실 험 

    (가) 모니터 시료의 비  조사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열 출력 : 24MW)의 성자 방사화분석용 NAA 

#1 조사공의 α값을 측정하기 한 모니터로 Reactor Experiment Inc. 사의 

Au-Al(Au 0.112%, 직경 0.508 mm), Co(순도 99.9952, 직경 0.381 mm)  

Mo(순도 99.945%, 직경 0.508 mm)성분의 속선과 Zn(순도 99.996, 두께 

0.254 mm)  Zr(순도 99.739%, 두께 0.127 mm)성분의 호일을 선택하

다. 열 성자  열외 성자에 조사시키기 하여(Bare Irradiation) Au-Al

은 약 4 mg, Co는 약 5 mg, Mo은 약 6 mg, Zn은 약 7 mg, Zr은 약 6 

mg 정도를, 열외 성자만으로 조사시키기 하여(Cd-covered irradiation) 

Au-Al은 약 10 mg, Co는 약 20 mg, Mo은 약 30 mg, Zn은 약 60 mg, Zr

은 약 100 mg 정도를 정확히 칭량하여 비된 5개의 모니터가 들어있는 

네 개의 세트(Bare와 Cd-covered가 한 세트)을 만들어 조사 비 하 다. 

비된 각 세트를 공압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NAA #1 조사공에 각각 다른 

일시에 10분씩 조사하 다. 1.016 mm 두께의 Cd-cover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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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α값의 결정  

  방사화된 모니터 시료들의 방사능 측정을 하여 EG & G ORTEC사의 

GEM 35185 모델의 검출기와 다채  고분석장치를 사용하 다. 시료들

의 방사능 측정은 조사 후, 1～2일 경과 후에 검출기로부터 약 5 cm 떨어

진 치에서 수행하 으며, Bare와 Cd-covered 시료를 동일한 기하학  

치로 유지하여 Au-198, Co-60, Mo-99, Zn-69m, Zn-65, Zr-97  

Zr-95 핵종을 계측오차 3% 이내의 조건으로 측정하 다. 방사능 계산을 

하여 필요한 검출효율의 측정은 Isotope Products Lab. 사에서 생산하고 

미국 표 기술원에서 보증한 다 핵종 감마선 방출 표 선원(Active 

diameter : 3.0 mm)을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계측조건에서 검출효율을 

교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각 모니터 핵종에 한 Rcd값을 사용하여 α값

을 결정하는 Cd-ratio 방법을 선택하 으며, 방사능 측정과 사용된 모니터

의 무게를 고려하여 각 핵종의 비 방사능의 비를 계산하여 Rcd를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된 Rcd와 수식 (1.7)을 사용하여 약 10회의 반복계산

(iteration)후에 최 의 α를 결정하 다. α값을 결정한 후 수식 (1.10)를 

용하여 f 값을 계산하 다.

    (다) 표 물질에 한 k0-NAA 방법의 용 

   우리의 측정 시스템에 한 k0-NAA 방법의 검증을 하여 실험 으로 

측정된 α와 f 값을 용하여 미국표 기술원의 4종의 표 물질(NIST SRM 

1633a-Coal Fly Ash, SRM 1577b-Bovine Liver, SRM 2704-Buffalo River 

Sediment  SRM 2709-SanJoaquin Soil)을 분석하 다. 각 시료는 추천된 

건조과정을 거쳐 150～200 mg의 시료를 비하여 NAA #1 조사공에 30분간 

조사하 고 , 장반감기 핵종을 검출하 다. 한 10～30 mg의 NIST SRM 

1633a-Coal Fly Ash와  SRM 1577b-Bovine Liver를 1분간 조사하여 단 반

감기 핵종을 검출하 다. 검출된 핵종들로 부터 k0-NAA 방법을 용하여 

각 원소의 농도를 결정하 다.

    (라) 국제 공인시험기 (KOLAS)의 인증.

  우리 나라는 1978년이래 ꡒ계량  측정에 한 법률ꡓ에 의거 국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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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시험검사기 을 지정 운 해왔으며, 시험소 인정제도와 련한 

ILAC, APLAC 등 국제회의와 APLAC에서 주 하는 비교 숙련도 시험에

도 꾸 히 참여하 다. 한 KOLAS는 1998년 10월 APLAC 시험소 상호

인정 정을 체결한 직후부터 공인시험/검사기 뿐 아니라 교정기 에 

해서도 국제기 (ISO/IEC 17025)에 따라 교정능력  환경을 평가하여 국

가교정기 을 공인함으로써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에 처하고 있다. 

  한국교정 시험기 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는 한민국 정부 조직법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  직제령 

제18조에 근거하여 국가표 제도의 확립  산업표 화제도 운 , 공산품

의 안 /품질  계량․측정에 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공업기술의 

조사 /연구 개발  지원, 교정기 , 시험기   검사기  인정제도의 운

, 표 화 련 국가간 는 국제기구와의 력  교류에 한 사항 등의 

업무를 장하는 기술표 원의 일부 조직으로서, 기술표 원장은 KOLAS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LAS는 국가표 기본법  ISO/IEC Guide 58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

 인정, 시험기  인정, 검사 기  인정, 표 물질생산기  인정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시험검사기 의 자격요건은 한 품질시스템, 자격  경험을 갖춘 직

원, 교정된 시험장비, 유효한 시험방법 그리고 합한 환경과 시설 등이다. 

따라서 국가 측정표  필요조건에서 요구하는 측정의 소 성 유지, 측정 

불확도 평가  표 과 련된 품질체계(ISO/IEC 17025 요건)를 확보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공인시험검사 인정제도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인증을 한 성자 방사화분석의 분석품

질시스템(경 요건  기술요건)을 구축하여 산학연 이용자  고객의 요

구에 부응함으로써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의 산업  활용도를 증 하고

자 하 다.

   (마) 이용자 지원시스템 개발  지원

  하나로 이용활성화사업, 원자력실용화사업, 기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산업체에서 의뢰하는 각종시료의 분석지원을 하며,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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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종사자와 잠재 이용자들을 상으로 하나로를 이용한 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 다. 외부이용자 교육훈

련 로그램은 문교육 훈련과정과 학생 실습과정으로 나뉘어 정기 으

로 운 함으로서 성자 방사화분석 이용기술의 인 라를 구축하 다. 

   (1) 하나로 이용 문연구 교육과정의 목 은 국가 장기사업의 일환

으로 개발되어 온 하나로 이용활성화와 활용도 제고를 하여 산․학․연 

련자  분석시험․검사자, 연구개발 등 성자 방사화분석 분야의 이용

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하나로를 보다 극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2) 원자로 학생실험 실습교육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방사선계측기 등의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원자력 련학과 학생들에게 원자로 실험교육을 실시하고, 이용분야의 하

나인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의 습득을 목 으로 하고 있다.  

   (3) 이공계 학생 상 원자로 실험교육은 기존 원자력 련학과에 편

한 원자로 실험 실습을 확 함으로써 하나로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아울러 련 분야의 비 이용자들을 양성함으로써 향후 산업 장에서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함이다.

  

  2. 산업응용분석기술의 감도 개선  인증 차의 확립

   가. 환경오염 측  동향평가 기술의 연구

   (1) 연구목표  내용

  최근 환경오염에 한 인식과 규제가 증가하고 쾌 한 주변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 물, 토양, 생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환

경시료의 분석을 통하여 오염의 정도를 악하고 오염원을 규명하여 환경

리 정책에 반 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기환경에 한 정보의 

악은 환경연구의 기본이 된다. 유해원소  미량원소에 의한 환경오염

과 그로 인한 인체건강에 한 향은 인간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시료 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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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이다. 여러 가지 환경 시료  기분진은 자연  는 인  

발생원에 따라 다양한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환경지표시료

로 이용되고 있다. 오염원의 규명을 한 소량의 휠터 상 분진시료로부터 

원소의 정확한 분석은 필수 이고 요한 선행 작업이며 합한 측정분석

법의 이용이 요구된다. 환경오염 측을 해 여러 가지 환경지표시료(

기/토양/수질시료)내 유해원소 분석에 의한 인체보건과의 상 성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여기서는 기환경 련 시료로 호흡을 통해 인체 

속으로 유입되는 조 /미세 먼지(PM10/PM2.5)에 한 장기 인 모니터링

을 실시하여 분진농도의 변화와 성분원소의 분포를 확인하고 오염원의 규

명  기여율을 기술통계기법  양의 인자분석법(Positive Matrix Factori 

-z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 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화공단과 연구단지 지역에서 기분

진을 채취하고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성분원소의 함량을 정량

하 다. 한 입경별 분진의 농도와 미세 입자 내 black carbon의 농도를 

정량하여 농도분포의 해석에 이용하 다. 조  입자의 경우 체의 평균으

로 비교하면 화공단에서는 27.6 ㎍/m3 , 덕연구단지지역에서는 9.18 ㎍

/m3로 화공단이 연구단지 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

고 미세 입자의 경우는 화공단과 덕연구단지의 농도가 10.6 ㎍/m3, 

10.20 ㎍/m3으로 거의 비슷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경 별로 살펴보

면 화공단 지역에서는 조  입자가 미세 입자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단지 지역에서는 미세 입자가 조  입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두 지역에서 모두 Al, Fe, Ca, K 등 자연발생 인 오염원을 갖고 있는 

원소들의 농도가 조  입자에서 미세 입자보다 높은 농도수 을 보 고, 

략 으로 모든 원소들은 10
5의 범 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원소에서도 103 이상의 농도 범 를 보여 원소농도의 분포가 범

함을 보이고 있다. 입경 별 원소농도 비(C/F ratio)를 보면 자연발생의 

오 염 원을  갖 고  있 는  Al, Sc, Fe, Ce, La, Ti, Cl 등 의  농 도 는  조  입 자

에 서  더  높 은  농 도 를  보 이 고 , 인 인  오 염 원을  갖 고  있 는  In, I, Br, 

Sb, As, Zn 등의 원소는 미세 입자에서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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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한 인 인 오염원을 갖는 원소들은 화공단에서보다 

덕연구단지 지역에서 C/F ratio값이 더 낮게 나타나 덕연구단지 지역에

서 인 인 오염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진 농

도의 C/F ratio는 화공단지역에서 2.56, 덕연구단지지역에서 0.9를 나

타내고 있었다. 

  계 별 원소농도의 분포는 화공단 지역에서 미세 입자내 Br, Cu는 겨

울에 크게 부유되었고 화석연료의 사용, 특히 난방연료의 연소에 의해 많

이 발생되는 As, I, Cl, Co, Se은 겨울과 에 크게 부유되었다. Black 

carbon, Zn, Sb 은 가을철에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자연발생의 기

원을 갖는 Al, Fe, Na, La, Sm, Ti는 에 더 큰 농도를 보이고 계 으

로 그 정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덕연구단지 내 미세 분진

에서의 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As, Br, Cr, Hg, K, Sb, Zn, Black 

carbon의 농도가 가을철에 크게 부유되고 있었다.

  두 연구지역에서 오염정도를 단하기 해 수행한 Enrichment Factor 

방법의 결과 자연발생원에 의한 원소는 Al, Fe, Ca, Ti, Na, La 등으로 나

타났고, As, Cr, Hg, Sb, Se, Zn등과 같은 속원소들은 두 지역 모두에

서, 특히 미세 입자에서 EF값이 크게 나타났고 인 인 방출요인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입경별 EF값의 비교에서 거의 모든 원소에서 미세 입자의 

EF값이 조  입자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속 원소와 같은 인  원소

는 미세 입자의 경우가 조  입자보다 5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P M F 2 수 용 모 델 을  이 용 하 여  화 공 단  지 역 과  덕 연구단 지  지 역 의 

오 염 원을  분 류 하 다 . 화 공 단 지 역 에 서  미 세  입 자의  오 염 원은  Soil 

dust 16％ , C oal burning 12％ , O il fired emission 11％ , steel and ferro 

alloy 9％ , C r-related 9％ , Incinerator 6％ , sea-salt 6％ , Sm-factor 

5％ , motor vehicle exhaust 5％  순 으 로  나 타 났 고  총  79％ 가  설 명 되 었

다 . 덕 연구단 지  지 역 에 서 는  Soil-dust 16％ , O il fired emission 13％ , 

S teel and ferro alloy 11％ , C r-related 10％ , Dessel engine ex haust 

9％ , Incinerator 6％ , B iomass burning 6％ , motor vehicle exhaust 

6％ , S ea-salt 6％  순 으 로  나 타 났 고  총  83％ 가  설 명 되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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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시료의 채취 : 기먼지의 수집을 하여 역시 덕구에 치한 

 1․2공단과 덕연구단지내 한 지 을 선택하 다.  1․2공단은 

소규모의 속, 기계, 고무/ 라스틱, 화학제품 련 업체를 비롯하여, 

규모의 비 , 화장품 생산 업체 등 100 여개 이상의 생산업체가 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역의 기  독성 속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상

되는 곳이고, 연구단지 내 시료채취지 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RI동 3층 

옥상으로 선정하여 시 외곽의 원지역을 표하게 하 다. Figure 1

에 시료체취 지역의 지도를 보 다.

  두 지역 모두 low volume Gent SFU sampler를 1.5 m 높이로 설치하

여 주변의 건물과 환경에 의한 향을 배제 시켰다. Figure 2와 Figure 3

에는 low volume Gent SFU sampler의 구성과 시료의 입경분리의 방법를 

나타내었다. 

  시료채취는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미세 입자(<2.5㎛)와 조  

입자(2.5-10㎛)로 구분하여 실시하 고, 2000년은 매주 주   주말(근무

일과 휴무일)로 분류하여 2회 채취하 고, 2001년과 2002년은 격주로 채취

하 다. Low volume Gent SFU sampler의 유량은 Gillian Gilibrator2 

Calibration System(Sensidyne Inc.)를 사용하여 보정하 다. 시료채취는 기

계  강도가 크고 바탕원소의 농도가 낮아 방사화 분석에 합한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47mm Φ, Nuclepore)를 사용하 고, 시료

채취 시기의 환경 기상조건들을 기록하 다. Low volume Gent SFU sampler 

유속은 18 ℓ/min으로 조정하여 24시간동안 26 m3 되게 유지하 다. 

  시료채취의 후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의 흡습성에 의한 오차

를 배제하기 하여 항온(25℃), 항습 상태(50％)의 데시 이터에서 24시

간동안 보 한 후 기  하 을 화시키기 해 210Po 선원을 넣어둔 

울(Mettler, readability: 0.1㎍)에서 칭량하 다.

  분진시료의 분석 : 여지의 채취 후 반사율을 Smoke Stain Reflectometer 

(Model 43D, UK)로 측정하고  미세 입자에 해 용할 수 있는 IAEA의 

국제 동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elemental black carbon의 질량농도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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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Carbon Concentration = [100/2e]Ln[Ro/R]            (1.11)

   

  여기서, e 는 Mass absorbtion coefficient[7㎠/㎍], Ro는 기반사율, 그

리고 R 은 후기반사율을 나타낸다.

  기 의 black carbon의 농도를 구하기 하여  식에 의해 계산된 

값에 휠터의 면  17.37 ㎠를 곱하고, 채집한 공기량으로 나 어 단  공

기부피당의 black carbon 농도를 계산하 다.

  원소분석을 해 시료의 조사 비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료조사용 vial, 

시료보 용 petri-dish, 핀셋, 가  등 시료 비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10분

간 20％의 질산용액에 담그고, 여러 번 순수로 헹군 후 순수에 담그어 

놓는다.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여러 번 헹군 후 clean room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조사용 시료는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를 반(약 0.2 ㎎)으로 단

하여 장반감기 원소의 조사용 시료로 사용하 고, 여지의 1/4(약 0.1㎎)을 

단하여 단반감기 원소의 조사용 시료로 사용하 다. 

  원소분석을 한 시료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에 설치

된 공압 이송장치(φth = 2.81× 1013n/cm2․sec)를 사용하 고, 모든 시료는 

조사시간 동안의 성자 속의 차이 등에 향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기하

학  조건에서 조사하여 분석오차를 최소화 시켰다. 조사된 시료의 특정 

방사성 핵종으로 부터 방출되는 특성 감마선을 반감기에 따라 구분된 일

정시간 동안 계측하여 각 원소의 방사능 계수율을 측정하 다. 통계  오

차를 이기 해 계측시간을 알맞게 조 하 으며, 불감시간은 5％ 이하

로 유지하 다. 분석에 용한 시료의 조사시간 (Ti), 냉각시간 (Td)  계

측시간 (Tc)은 시료에 따른 각 원소의 함량조성  성자 속에 따라 조

될 수 있으므로 함량이 알려진 표 시료를 이용한 비실험을 행하여 

최 의 조건을 결정하 고 Table 1에 나타냈다. 

  감마선 검출은 고순도의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1.85 keV FWHM at 1332 keV 60Co, Peak to Compton 

ratio: 45 to 1)와 16K-Multichannel Analyzer(Gamma Vision, EG&G, 

ORTEC)을 사용하 다. 에 지  검출효율의 교정은 디스크형 복합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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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GF-ML 7500, Isotope Products Lab.)을 사용하 다. 계측된 감마선 스

펙트럼  피이크 분석자료로부터 원소의 농도를 계산하기 하여 성자 

방사화분석용 통합 산 로그램(Labview)을 사용하 다. 

  분진 의 원소농도는 필터의 단  무게 당 원소의 농도(CO)를 구한 후, 

아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C = ( CO×A×f ) / Vstd                   (1.12)

  여기서 A는 필터의 총 무게, f는 표 물질 분석에 의한 보정인자, Vstd 

는 수집기간 의 총 공기량이다. 

  원소농도의 분포 특성과 오염원 확인 : 분진농도와 black carbon의 시간

에 따른 변화특성을 시계열분석을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원소농도의 계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 별 분포특성을 입경 별로 분석하 다. 한 2000년

부터 2002년까지의 원소농도의 변화 추세를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채취된 분진 내 원소농도의 분포를 C/F ratio를 구하

여 원소별로 분포하는 특성을 고찰하 다. 

  공단지역과 원지역에서 수집된 입자 크기별 부유 분진의 질량  시

료 내 속  미량원소를 정량하여 지역과 입경 별로 발생원을 추정하

고 상 성을 고찰하 다. 오염원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Enrichment 

Factor, EF를 구하는 것이다. 원소의 EF값은 다음과 같이 시료 의 분석

상원소와 기 원소의 비를 기 물질, REF(암석, 토양, 해수 등)과 기

분진 의 분석 상원소와 기 원소의 비로 나  값이다. 

                  EF = (Xi/Ci)APM/(Xi/Ci)REF                     (1.13)

  여기서, X와 C는 각각 분석 상원소와 기 원소의 농도이다. 일반 으

로 기분진에서 EF를 계산할 때 기 원소는 토양이나 암석에서 일정한 

양으로 존재하는 Al, Fe, Sc 등의 원소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

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한 분석 감도가 좋고, 다른 오염원이 거의 없는 Al

을 이용하 고 기 물질의 농도는 Table 2에 보인 Talyor에 의해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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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안된 지각원소의 농도를 사용하 다.

  기 물질로 사용한 지각농도 자료의 지역별 차이와 농도 자체에 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EF 값이 10 이상일 때 인 인 발생원으로 간주하

다. 이러한 원소농도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입경 별로 인 인 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원소들을 악할 수 있고, 한 오염정도를 단할 수 있

다.

   회귀분석은 두 변량값 사이의 상 성 즉, 다른 환경조건간의 상 계

를 조사하고 환경인자의 변화를 시하기 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데이

터의 통계처리에 이용된다. 자연  발생원소  인  발생원소의 농도와 

먼지농도간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여 Al, Fe, Sc와 As, Sb, Br, Zn등

의 회귀분석을 수행하 고, 분석된 모든 원소들의 Pearson 이변량 상

계계수를 구하여 원소들의 상 계를 고찰하 다.

  기오염 리의 측면에서 기  분진과 원소 농도의 감을 해서는 

오염원에 한 정성, 정량 인 악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오염원과 수용체간의 계를 정량할 수 있는 기 물

리, 화학 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용모델링은 미량 성분의 성분 분

석을 한 기기분석법의 발달과 수학  계산방법의 개발에 힘입어 1980년

에 들어서면서 목할만한 진 을 보여왔는데 이를 크게 나 면 화학질

량수지 (CMB) 모델과 다변량 해석 (Multivariate Statistic)에 기 한 모델

로 크게 나  수 있고, 이 모델들은 측정된 원소들이 물질 보 에 기 하

여 오염원에 계된  1차 직선의 합으로 이룬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수용모델링은 수용체에서 획득된 자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하고, 구

성 성분의 분석이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한 CMB 모델에서는 

상지역의 분진 련 농도자료 이외에도 각종 발생원의 조사와 각 발생원

에서의 분진의 화학  성분과 그 구성비가 정확하게  악되어야 한다. 

  이와는 조 으로 다변량 통계모델은 비록 상지역의 오염원에 한 

사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측정지 에서 획득된 일련의 분진시

료를 바탕으로 화학성분간의 상 성과 변동성을 통계 으로 분석하여 측

정된 분진농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의 정성 으로 악하고 나

아가 오염원 성분표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 인 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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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 

  이러한 모델의 종류로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FA), 목표변환 요인 분석법(Target 

Transformation Factor Analysis, TTFA), 선형 회귀 분석법(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등이 있는데, 이  PCA, FA등을 이용하는 다

변량  수용모델은 오염원의 측정에는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이나 측정된 

오염원들에 한 분진농도 기여도를 정량할 수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TTFA, 선형 회귀 분석법,  주성분 분석법, 

PMF(Positive matrix factorization)등이 사용된다.

  인자 분석(Factor Analysis)은 서로 상 이 있는 변수들의 특성치가 가

지고 있는 방 한 정보를 의미 있는 소수개의 구조로 단순화 하는 통계  

기법이고, 이 방법을 오염원의 분류에 용하기 한 수학  과정을 간단

하게 설명하 다. 인자 분석은 모든 변수들의 값을 n개의 선형식으로 표

하기 하여 변수들 각각이 몇 개의 지배 인 공통요인에 직선 으로 

계함을 가정하고 다음의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uAfuxX +=+= ˆ                      (1.14)

        X : Matrix of element concentrations 

        x̂  : Model part

        u  : Random Error, x 와 상 이 없거나 는 직교행렬

       A : Factor loading matrix, 공통인자(f)와 변수들의 상 계수

  인자 부하량(Factor loading, akp)은 원소의 농도행렬(X)과 인자의 상

이고 인자에 한 각 원소의 가 치라는 에서 인자 부하량이 크면 그 

만큼 그 인자를 잘 설명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인자 부하량이 인자에 한 각 변수의 가 치라면, 추출된 인자들에 의

해 설명되는 각 변수들의 변량비율(variation)을 Communality라고 한다. 

인자 부하량이 산출되었을 때, Communality 값은 각 변수의 공통인자에 

한 인자 부하량을 제곱하여 더하면 구할 수 있다. Communality 값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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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인자 부하량과 계하여 각 공통인자에 한 모든 변수의 인자 부

하량을 제곱하여 더하면 인자의 특성치(eigen-value)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을 변수의 수로 나 어 주면 설명변량(Percent of Variance)이 산출

된다.  이 특성치의 값이 1.0보다 작으면 해당 인자는 한 개의 변수도 

설명하지 못하는 인자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요인의 추출시 특성치 값이 

1.0 보다 작은 것은 인자추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인자의 구조를 확정하고 인자를 해석하기 해서는 인자의 회

이 꼭 필요한데, 이 회 의 방법에는 표 으로 직교회 (orthogonal 

rotation)과 사교회 (oblique rotation)이 있다. 직교회 은 추출된 인자들

이 서로 독립 이라고 가정할 때 사용하고, 사교회 은 인자들이 독립 이

지 않고 상 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된다.

 인자 회 은 최 의 인자 부하(factor loading)들로부터 명확히 설명되

지 않는 인자를 단순구조로 환하는데 그 목 이 있으며, 이것은 단순구

조로 회 하면 각 변수들은 한 인자에만 높게 부하되고 다른 인자에는 상

으로 낮게 부하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인자축이 회 하면 그에 

따라 인자 부하량이 변화하지만 Communality 값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자를 회 해도 본질 인 구조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자분석은 오염원에 한 정량분석이 가능하지 않고, 요인의 

부하량에 음의 값을 허용하기 때문에 분진량에 한 원소의 기여도에 한 

일반 인 개념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FANTASIA, TTFA, PMF 모델 등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통계모델은 

CMB 모델의 용을 해서 기본 으로 구축해야하는 오염원 분류표를 분

석된 다량의 자료로써 생산할 수 있으므로 재 많이 용되고 있는 다변

량 인자분석법(Multivariate factor analysis)이다. 이  PMF(positive 

factor analysis)는 일반 요인분석이 갖고 있는 인자 부하량의 음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측정 데이터 값의 표 편차를 고려하여 공통인자와 인자 부

하량을 양수로 제한한 모형이다. 한 고 인 인자분석과 달리 상 행렬

에 으로 의존하지 않고 개개 자료의 최소자승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오차추정에 의존한다. 이러한 PMF 모델은 인자분석보다 더 효과 인 정보

를 제공하여 더 나은 오염원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사용이 어렵고 분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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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 이 있다. 

 PMF의 기본모델 식은 다음과 같고 이식을 반복 으로 재 가 되는 최

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풀고, 미지의 행렬 G와 F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Xij=GF+E=∑
p

h=1
g ijf hj+e ij                 (1.15)

 여기서,  p는 a number of factor(인자 수), G는 the factor scores 

matrix(요인 수 행렬), F는 the factor loading matrix(요인 부하량 행렬), 

그리고 E는 the residual matrix(잔차 행렬)이다.

 PMF에서는 다음의 식과 같이 잔차를 표 편차로 가 시킨 값에 하

여 자승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데 여기서 Q 값은 략 으로 데이

터 행렬의 자료수에서 인자행렬의 모든 성분수를 뺀 값과 같아야 한다. 

  Minimizing the sum of squares, Q= ∑
n

i=1
∑
m

j=1
(e ij/s ij)

2

           (1.16)

여기서, sij는 데이터의 표 편차 행렬이다.

Explained Variance(EV)는 각 인자 성분이 측행렬의 한 행렬이나 열

을 얼마나 설명하는 가를 결정한다. PMF 모델은 환경분야에 이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장 이 있는데, 그  Robust mode는 보통 분석오차  분

석시 오염에 의해 outlier와 비 표 치가 존재하는 데이터 행렬을 다음의 

식과 같이 Q값을 outlier threshold distance에 의해 보정하여 자료의 

outlier에 의한 체자료의 왜곡문제를 해결한다.  

                   Q= ∑
n

i=1
∑
m

j=1
(e ij/s ij d)

2

                       (1.17)

                   d(> 1.0)=e ij/(s ijα), 

                   α: outlier threshold distance

 회 변수 FPEAK를 이용하면, 단지 하나의 변수값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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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에 나타난 모든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회 은 인자벡터의 가감으로 

얻어지며, 음의 방향회 은 G 인자 행렬을 감소시키면서 응하는 F 행렬

을 증가시키고, 양의 방향회 은 그 반 이다. 회 된 결과를 수용할 지는 

Q값에 의해 단하는데 보통 수십의 증가는 허용되지만 그이상의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음수성의 제약에 의한 회 의 결과는 rotmat에 산출되

고, 반복계산에 의한 결과들의 성분  가장 큰 값을 비교하여 그  가장 

작은 값으로 불확실성이 가장 작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인자수의 결정은 가장 요한 작업인데, PMF에 의해 계산된 Q값과 잔

차 행렬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 열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가

장 큰 값을(IM), 가장 큰 표 편차(IS)로 산출하여 인자수를 결정한다.

     Scaled residual matrix,   r ij=
e ij
s ij                     (1.18)

                   IM=max(
1
n ∑

n

i=1
r ij)                         (1.19)

                   IS=max(
1
n-1 ∑

n

i=1
(r ij-r j)

2)                 (1.20)

  나. 국제 력사업(RCA/IAEA Project, FNCA)  동연구

  IAEA의 지역 간 력사업(Air pollution and its trends : RAS/0/082)과 

기술 력사업(QA/QC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 RAS/2/010) 그리

고 아사아지역 원자력 력사업(FNCA :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 

Application of NAA)에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핵분석기술의 표 화  분

석품질시스템의 보완, 환경  산업  활용도 제고를 한 국가 간 동

연구 수행하 다.

             

    다. 기입자  미량 속의 NAA와 라즈마분 법의 비교평가( 탁과제)

  국내 환경 기  미량 속의 농도분포  인체 해도 평가분야는 아

직도 평가에 필요한 독성 속을 포함한 미량 속의 장기간 농도 자료가 

미비하고 특히,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법과 유도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

의 두 분석방법을 동일 시료를 상으로 용한 연구는 국내에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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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이다. 본 연구는  1, 2 공단 지역 내 환경 기를 상으로 As, 

Cr, Cd, Ni, Se를 포함한 20여종의 미량 속에 한 농도를 방사화 분석법

과 라스마 분 법을 이용하여 월 4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지속 으로 분

석하며 두 방법을 비교, 평가하고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인체의 발암  비

발암 해도를 한, 평가하고자 한다. 비발암 속의 경우 기  선량

(reference dose)에 의해 인체의 해도를 정성 으로 평가하고, 발암 속

에 해서는 최  선량-반응 모델을 이용하여 인체의 발암 해도를 정량

으로 평가한다. 어떤 물질이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발암성은 물질의 화학  형태  노출경로와 련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해도 평가시 발암 물질의 발암 등 의 요성과 더불어 물질의 

발암성이 갖는 노출경로와 기 의 화학  형태가 고려될 것이다.   

공단지역을 상으로 성자 방사화 분석법과 라스마 분 법을 이용하

여 기분진 내 미량 속을 지속 으로 분석하고 장기간 농도자료를 바탕

으로 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해도를 확률론 으로 분석하 다. 즉 20여

종의 미량 속에 한 정 한 분석을 통하여 노출변수에 한 확률 도함

수의 개발하고 확률론  해도를 평가하 다.

  국내 기오염의 합리 인 원인 규명  리를 해서는 유해 기오

염물질에 한 기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장기간의 기질 

자료의 확보가 필수 이다. 인체 해도 평가는 이와 같이 비규제 오염물

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한 목 으로도 이용되는 합리 인 수단이며 

기질에 한 불신과 비과학 인 논쟁을 과학 인 근거에 입각한 논의로 

환시키는 훌륭한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한 장기간 농도자료를 바탕으

로 국내에 합한 수용 모델을 개발하여 오염원을 확인, 평가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국내 수용모델링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질 리를 한 합리

인 정책방향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라. 식용수, 음식물, 기분진(PM10)을 이용한 방사선 해도의 평가.

  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인공  는 자연 으로 생성된 방사

성 핵종이 혼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

다. 이들 에 우라늄(U)과 토륨(Th)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α 입자를 방

출하는 방사성 원소로서 인간의 호흡이나 음식섭취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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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방사선 내부피폭을 유발하고 연속 인 α  β붕괴에 의하여 많은 방사

성 딸 핵종이 생성된다. 특히 기, 토양, 암석에 함유되어 있는 238U은 자

발 붕괴하여 라돈(Rn-222)이 되고 라돈에 의하여 생성된 딸 핵종들이 호흡

을 통하여 흡수되어 많은 방사선 피폭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9].

  이런 에서 인체흡수와 련이 있는 식용수, 음식물, 기분진 의  

238U 과 232Th 의 농도를 측정 분석하여 인체 내로의 일일 섭취량 는 흡

수량을 결정하고, 년간 피폭선량을 ICRP의 방법으로 추정하 다. 미량의 

U과 Th의 분석을 하여 비 괴 성자 방사화분석법(INAA)과 방사화학

 성자 방사화분석(RNAA)법을 모두 용하고자 하 다. 한 몇 가지 

인증 표 물질을 분석품질 리에 이용하여 정확, 정 도를 평가하 다. 음

용수는 지역의 지하수를 상으로 하 고, 인공 으로 비한 한국산 

종합식품 내의 U과 Th을 방사화학 (RNAA) 분석 차를 확립하여 건조된 

시료를 정량하 다. 이 결과로 일반인의 평균 일일 음식물 섭취량을 1700 

g으로 고려할 때 U과 Th의 일일 섭취량을 산정할 수 있었다. 한 년간 

피폭선량을 추정하기 하여 ICRP 61에서 제시한 238U과 232Th 의 유효선

량계수를 도입하여 계산한 결과 
238U과 232Th의 피폭선량을 추정할 수 있었

다. 기분진은 PM10 용량 채집기를 사용하여 주기 으로 채집하여 

PM10의 농도수 을 평가함과 더불어 채집된 시료를 기기 성자 방사화분

석법을 사용하여 시료 의 우라늄과 토륨의 신속, 정확한 정량법을 개발하

여 기 의 농도수 과 발생원을 규명하고 호흡에 따른 
238U과 232Th의 

인체내의 흡수량을 추정하여 내부 피폭선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년간 내부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내부피폭선량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

다. 기 의 우라늄(U-238)과 토륨(Th-232)은 호흡에 의해 인체 내로 

유입되어 내부 피폭을 유발한다. 내부 피폭선량을 산출하기 해 필요한 

국내 성인의 평균 호흡량은 20 m3/day(U.S.EPA)를 기 으로 통계청 평균

기  수명과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한 국내성인의 평균 체 이 

61.43±11.2 ㎏을 고려하여 국내 성인의 평균 호흡량을 계산 할 수 있다[4].

     

        평균 호흡량 = EPA DIR(20m3/day)×(61.43㎏/70㎏)2/3 

                    = 18.3 m
3/day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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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호흡을 통한 체내 흡수율과 유효선량계수는 국제방사선방호 원회

의 보고서[5]를 참고하여 흡수율(f1)로서 우라늄은 0.02, 토륨은 0.0005이며, 

유효선량계수는 238U은 1.8 x 10-6, 232Th은 2.9 x 10-5 Sv/Bq을 각각 용

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 피폭선량을 추정 할 수 있다. 

       일일 흡수량 = 기  농도(μg/m3)×18.3 m3/일×f1       (1.22)

 

  내부피폭선량 = 

  일일 흡수량×365일/년×Activity/년간흡수량×유효선량계수    (1.23)

   마. 도시 소각재의 속 분석법의 개발. 

  도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과 매립 방법에서 재활용과 소각 후, 

소각재 매립방법으로 바 어가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리방향에 

있어서 우선 순 를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두고 있다

[9].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분류되며 행의 

폐기물 리법[10]에서 비산재는 다량의 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용출실

험에 계없이 지정폐기물로 구별하여 리하고 있으나, 바닥재는 직매립

하여 처리하고 있다. 재 여러 선진국에서는 바닥재를 바로 매립하지 않

고 선별과정을 통하여 유해성을 감하고 재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립

지 확보 부담을 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재 재활용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간헐 으로 행 폐기물 리법 상 용출기 을 

과하는 경우 량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기술 ,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성분분석을 통하

여 생활폐기물 처리장 바닥재의 유해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바닥재 시료는 D도시의 소각로에서 1m 길이의 채집기를 제작하여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각각 1 kg 정도를 채집하 다. 채집된 

시료는 일차 으로 체를 사용하여 5 mm 크기이하로 선별하 다. 선별된 

시료는 100 
oC의 오 에서 2시간동안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한 후 막자사

발을 이용하여 분쇄하 으며 균질도를 높이기 하여 200 μm의 체로 한

번 더 걸러서 최종 분석시료로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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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산업재료 시험, 지질환경과 서식생물의 오염특성 평가를 한 

       NAA 이용연구 ( 탁과제).

   (1) 화학분석이 어려운 고분자 소재 의 무기성분의 NAA법을 확립하

기 해 오염 없는 시료의 분쇄기법과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에 함유된 수십 

ppm  이상의 매성분의 분포를 측정하기 해 분석 차를 작성하 다.

  시험방법은 잘게 부순 고분자시료를 성자 조사용 시료용기(polypropylene 

vial)에 넣고 성자조사시에 시료용기 내부압력의 상승으로 용기가 손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생성기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aperture를 만들

어 주었다. 시료용기 외부에 성자 선속을 측정할 수 있는 비교체(Au, 

Co wires), 혹은 표 물질(무기성분 분석에 합한 고분자소재 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지질표 물질 이용)을 부착하고 성자조사용 Rabbit에 넣고 

하 다. 분석하고자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그리고 상호 간섭 향을 

끼치는 성분간의 함량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용해야하는 시료의 양, 성자

조사  냉각, 측정 조건을 달리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정확한 각 성분

의 핵  자료( 성자반응 단면 , 생성 핵종의 반감기, 방출 감마선 에

지  방출율 등)의 조사와 성자조사설비의 성자에 지 스펙트럼  

온도, 최장 조사시간을 사 에 결정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리 이용되는 

polyethylene, polypropylene  특수성분을 첨가하여 특별한 기능을 가지

게 하는 특수고분자소재의 무기성분분석기술을 개발하 다. 핵심기술은, 

 단계에 개발한 수십 ppm 의 첨가성분이나, 매잔류성분이 함유된 범

용 라스틱제품의 분석기술을 개선하여 성분에 따른 최  실험조건을 정

립하는 것이었다. 한, 무기성분의 함량이 수 ppm에서 수 ％ 으로 다양

한 농도를 가지는 특수첨가성분  ppb 의 극미량 성분을  분석하기 

한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화하 다. 그리고 분석하고자하는 성분간의 

분석간섭 상도 조사하 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세부기술을 개발하고 

이들 결과를 이용하여 고분자소재 의 무기성분분석에 한 세부 차를 

확립하고자 하 다. 한 개발된 NAA기술을 이용하여 범용분석법의 개발

에 활용하 다.

   (2) NAA를 이용하여 토양  식물체의 분석기술과 함께 NAA에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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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채취  처리 과정에 한 세부 차를 확립하 다. 한, 환경오

염을 정확히 측정/평가하기 해서는 수많은 시료를 처리해야 하므로 

량시료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간편 분석법의 확립도 고려하 다.  

  농경지토양과 서식작물의 환경오염측정  오염상 성 조사를 하여 

두 가지의 다른 연구를 수행하 다. 하나는 리지역을 설정하여 토양을 

가능한 한 균일하게 만든 다음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여 동일한 토양 내

에서 각 작물의 종  부 에 따른 속  무기성분들의 이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  환경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 충남지역 11개 폐 속 산 주변을 선정하여 각기 다른 농경지에서 재

배되는 같은 작물의 종  부 에 한 이특성을 측정/조사하는 것이었

다. , 콩, 고추의 세 종류의 작물  부 에 한 무기성분을 분석하고 

이들 상작물을 채취할 때 뿌리주변의 토양을 동시에 채취하여 토양의 

무기성분도 함께 분석하고자 하 다.

  동일한 토양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작물의 종류  부 에 따른 토

양무기성분의 이특성을 측정은 리지역에서 채취한 평균토양의 무기성

분 함량과 작물시료의 무기성분 분석결과를 이용하 다. 11곳의 폐 지역

에서 채취한 뿌리토양의 무기성분함량과 세 종류 작물의 부 별 무기성분

의 함량으로부터 서로 다른 토양에서 동일한 작물시료에 한 토양 무기

성분의 이특성을 측정하 다.

   사. 인체 기능성 미량원소의 고정  분석법 개발  상 성 연구.

  모든 생물체는 여러 성분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 내에는 31종

의 유익한 원소가 인체항상성 유지  생체 매 역할 등 다양한 사작용

을 하는 것으로 재까지 밝 져 있다. 이  모든 생물체에서 함량이 비

교  많고 생물체 구조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원소를 다량원소(1 mg/g 

이상)로 분류하며 H, C, N, O, S, P를 제외한 Ca, Na, K, Cl, Mg 등을 무

기 다량원소로 분류한다. 그리고 생물체에서 다양한 활성효소  호르몬 

작용에 여하는 등 주로 생체 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원소를 미량원소(1 

㎍/g 이하)로 분류하며 Fe, Zn, Mn, Co, Cu 등의 기본 미량원소와 I, Rb, 

Se, As, Cr 등의 일반 미량원소가 있다. 인체 내 구성성분 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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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의 무기원소가 있으며, 미량원소의 함량은 약 0.35 ％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량원소들은 함량에 비해 그 역할이 매우 요하며 생명

의 유지와 항상성을 한 생리학 ․생화학  측면에서 커다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0년 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토양의 노후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토양  생물체의 주요 양소들이 20～30％ 가량 어들

고 있으며, 먹이사슬 계에 있는 인체에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

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표 인(Reference Man) 설정을 한 식품  

인체 내 미량원소의 분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모니터링

을 통한 데이터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재 국내에서는 의학  환경․보건학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인체 무

기원소에 한 기 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인체 내 각

종 조직의 수집이 쉽지 않았고, 극미량 원소의 분석기술이 근래에 들어 

발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 기능성 미량원

소의 고정  분석법의 개발을 해 인체 주변환경인 식품  토양에 

한 성자 방사화분석법의 최  분석조건을 찾아내고 실제시료와 가장 

유사한 표 시료에 해 보증값과 실제 분석값을 비교 평가한 후, 직

인 인체 내부조직 내의 기능성원소의 분포와 상 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인체 조직은 질병이 없는 돌연사에 의한 20～60  사망자  각 세

별로 1명씩 총 5명의 6개 조직(늑골, 폐, 간, 근육, 신장, 갑상선), 총 30개

의 시료를 IAEA 권고사항에 따라 수집하여 동결건조의 과정을 거쳐 수

분을 제거하여 수분함량을 구하 으며, 각 시료를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5종의 다량원소와 12종의 미량원소 등 총 17종의 기능성원소의 

정량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연구 수행방법은 (1) 모발과 식품  인체조직에 해 국제 으로 리 

보 된 수집  처리과정을 통해 모발의 세척 후 농도 자료를 확보하

고 식품  인체조직의 처리과정을 확정한다, (2) 연구 목 을 해 모

발, 식품, 인체조직, 토양에 한 성자 방사화분석법의 최 의 분석조건

을 찾아내고, 공인된 표 시료에 해 설정된 조건으로 분석하여 보증값

과의 상호 비교하여 정확도와 정 도를 확인하 다, (3) 실제로 인체 내

부 조직을 수집하여 처리를 통해 미리 설정된 분석조건으로 함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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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여 상 성 연구를 수행하 다.

   아. Reference Man 련 생체시료 분석 데이터 수집  

      무기 양소 섭취량의 평가.

    (1) 인체 환경오염 측기술의 하나로 이용 가능한 Nuclear Track 기

법은 분석의 간편성과 고유한 선택성  감도로 지질, 환경, 생물시료 등

에서 미량의 우라늄 분석에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부류의 작업

자로부터 채취한 모발시료 의 우라늄 농도를 (n,f) Radiograph에 의해 정

량 비교하고자 하 다.  한 늑골, 간, 폐, 근육, 신장, 갑상선 등 6개 인

체조직을 채취하여 NAA에 의한 연령별 평균농도 분포  수 을 측정하

여 외국의 보고된 값과 비교하고 국내 표 자료로 활용코자 하 다. 

    (2) 사회에서 차 으로 토양의 노후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먹

이사슬의 괴로 인해 최근 지구상의 토양  자연식품 내 미네랄 성분이 

최  20-30％ 이상 감소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로 인한 인체 양

분의 부족과 건강에 한 문제가 증가하면서 식품을 통한 미네랄의 섭취

에 많은 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네랄은 인체 내에서 약 3.5％ 존재하지

만 생명 상을 유지하기 해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그 부분은 음식

물의 섭취로 축 된다. Ca, K, Mg, Na 등의 다량원소들은 음식물의 섭취

를 통해 인체 내에 직 으로 작용을 하여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는데 필

수 이며, Se, Zn, Fe, Mn 등의 미량원소들은 부분의 식품 내에 소량으

로 들어있지만 섭취시 흡수, 축 , 배설 등의 여러 작용기 을 통해 체내

의 여러 조직에서 호르몬이나 효소의 일부가 되거나 이것들과 같이 결합

하여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특히, Se은 효소구성과 지방 사에, Zn은 

90여개의 효소와 인슐린의 구성소로, Fe은 헤모 로빈, 미오 로빈, 산화

효소의 구성소로 작용하며 Mn은 효소와 골격 구성에 요하게 여한다. 

따라서 이들 미량원소들이 부족할 경우 비정상 인 생화학  변화를 통해 

결핍증이 잠재해 있거나 심할 경우 직 으로 인체 조직에 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다량원소  미량원소의 결핍을 사 에 방하고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기 해서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식품 내에 포함된 주

요원소들에 해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이 필요하며, 주요 미네랄이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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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식품을 찾아내어 부족한 양분을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보충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 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주요 식

품  원재료 50종을 선정․수집하여 동결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함으로서 원소의 손실을 최소화하 다. 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성

자조사, 냉각, 방사능계측  함량계산 등의 분석과정을 통해 주요 원소들

을 정성․정량분석하여 각 원소에 한 식품 원재료의 농도분포를 알아냄

으로서 한국인에게 부족한 양소를 음식물을 통해 흡수․축 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연 하여 인체 축  연구를 

해 모발  특정 인체 조직의 함량 분포를 조사하 다. 

   자. NAA를 이용한 인체 무기 양성분 측정기술의 개발( 탁과제). 

    (1) 인체 무기 양성분의 측정기술 개발을 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표식품인 밥, 김치, 육류, 생선과 식품의 원재료 106종

의 미량원소의 분포를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시료를 비하고 분

석하 다.

    (2) NAA에 기반한 total diet 시료와 모발 모니터링 방법에 의한 노

인 인구의 보건안  평가와 측정분석 데이터의 평가에 기반한, 노인 인구

를 상으로 식품을 통한 미량 양소 공 체계(food base micronutrients 

delivery system) 수립으로 노인 인구의 주요 미량원소 섭취에 한 국제

 기 과의 비교  평가, 노인 인구의 무기미량 양소 섭취 황과 보건

안 과의 계 평가  식품을 통한 미량 양소 공 에 의한 노인 인구의 

보건 안  향상 방법 제시하 다.

  3.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기술의 개발  표 화

   가. PGAA의 기술 황 분석

  최근의 핵분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을 이용한 측정  

시험검사의 응용에서 요한 목 의 하나는 경제 이고 효율 인 방법

으로 비 괴 이며 극미량을 정확하게 동시 다원소 분석할 수 있는 

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에 합한 방법 의 하나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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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를 이용한 성자 방사화분석법(Neutron Activation Analysis)이며 두 

가지 원리에 의해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핵반응에 의해 생성된 방사성 

동 원소에서 방출되는 지연감마선(delayed gamma-ray)을 측정하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핵반응과정에서 방출되는 즉발감마선(prompt γ-ray)을 측

정하는 방법이며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Prompt Gamma-ray Activation 

Analysis, PGAA)이라 한다. 두 방법은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지만 조사와 

측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치는 다르며, 시료와 분석 상원소도 다르므로 이

에 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나로에 설

치되는 PGAA 장치의 용 확 와 이용활성화를 해 분석법의 원리  

방법, 분석장치의 규격  성능의 비교, 최근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등 분석기술 황을 조사하여 향후 최 의 시험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련 자료들을 정리하 다.

   나. PGAA 측정장치의 교정  분석 차의 검정

  최근에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장치가 single 

mode를 개선한 Compton  pair mode의 측정이 거의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다  감마선 측정방식으로 설치되었다. 본 장치의 주요 목 의 하

나는 열 성자 포획 단면 이 아주 큰 붕소(10B : 3837 barn)를 정량하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붕소분석을 한 즉발감마선 측정과

정에서 검출기  주변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바탕 감마선이 시료의 분석 

시에 간섭을 유발하거나 검출감도를 높이는 데 기인하게 되고 분석시료 

의 간섭원소(핵종)에 의해서도 정량값의 정확도와 정 도에 큰 향을 

끼친다. 이번 연구에서는 single mode를 용하여 시료 의 붕소를 정량

하기 한 방법론을 확립하기 한 기본 인 실험을 수행하 으며 표 물

질을 사용한 방법의 검증을 통하여 용한 분석방법의 신뢰성과 문제 을 

악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려고 하 다.

    (1) 측정장치의 에 지  검출효율 교정은 표 선원과 표 체를 이

용하여 실시하며 불확도를 평가하 다. 

    (2) 열 성자속의 측정

  시료지지 의 앙과 그 주변 치에서의 열 성자 속을 측정하여 치



- 33 -

에 따른 열 성자 속의 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약 10 mg의 Au선(순도 

: 99.99％)을 지름 4.5 mm 이하의 원형으로 만들어 심 치에서 3시간동

안 성자 조사하 다. 방사화된 Au monitor들은 개별 으로 분리하여 

vial에 넣은 후 HPGe 검출기와 MCA를 이용하여 Au-198 핵종의 411 

keV를 검출하 다. 측정된 당 계측수와 검출효율을 고려하여 방사능을 

산출하 으며 열 성자 방사화 단면 , 98.8 barn을 용하여 열 성자 

속을 계산하 다. 한 시간에 따른 열 성자 속의 변동을 알아보기 하

여 지름 1.5 cm 정도인 바나듐 호일을 시료지지 의 앙에 치시킨 후, 

고정된 상태에서 4000  동안, 30 여회 반복하여 바나듐으로부터의 방출

되는 645 keV의 측정하 다

    (3) 도 러 확장된 붕소  바탕스펙트럼의 측정 

  붕소(10B)는 열 성자와 핵반응을 일으켜 알 선을 방출하여 7Li이 되

고 알 선의 방향과는 반 로 움직이고 있는 7Li에서 에 지가 478 keV의 

감마선을 방출되기 때문에 도 러 효과를 유발하여 일반 인 감마선 피이

크의 모양과는 이한 도 러 확장된 피이크가 측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0.5 mg 정도의 붕소를 측정하여 도 러 확장된 붕소 스펙트럼을 

얻었다. 한 시료가 없는 상태  blank vial 만 시료지지 의 앙에 

치시킨 후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바탕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바탕값 

 polyethylene vial에서의 향력을 평가하 다. 이번 실험에서는 붕소에 

을 두고 478 keV 감마선 에 지에 한 향만 평가하 다. 

    (4) 붕소의 정량 차  인증 표 물 분석

  일반 인 시료에 다량이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의 핵반응에 의해 방출되

는 에 지 472 keV의 즉발감마선이 붕소의 478 keV와 스펙트럼 간섭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를 보정하기 하여 무게를 알고 있는 

나트륨으로부터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시료 의 나트륨 함량에 

따른 당 계측수를 산출하 다. 한 NIST SRM 3107-Boron 용액을 이

용하여 2차 표 용액을 제조하 다. 제조된 표 용액을 목 량 만큼 취하

여 vial에 하여 말린 후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붕소의 질량

(0.63, 1.46, 7.59 μg)에 따른 당 계측수를 산출하여 검정선을 작성하 다. 

최종 으로는 NIST SRM 1570a-Spinach Leaves, NIST SRM 1547-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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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s, NIST SRM 1573a-Tomato Leaves을 사용하여 검증하여 보았다.

   다. PGAA 감도개선 기술의 검토

  보고된 검출 한계는 각 실험실마다 상이한 형태의 시료와 서로 다른 정

의를 사용하고 있어 직 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개 1시간의 측정으

로 0.5～0.15 ㎍/g 범 이다. 백그라운드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BGO 

검출장치를 이용하면 붕소에 한 감도는 향상될 것이다. 하나로 PGAA 

측정조건을 가상하여 무기 속, 생물시료 한 분석감도를 추정하고 외국

의 PGAA 장치의 감도  검출한계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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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1. 기술개발 황

  국내에서 성자 방사화분석이 이용된 것은 1960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에 TRIGA mark-II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되면서 부터이며 계측장비의 성능

에 따라 방사화학 인 방법을 병행한 분석기술의 개발  이용이 있었다. 

1970년 에는 즉발 감마선 계측법에 의한 붕소 분석법 고찰, 지발 성자 계

측에 의한 U, Th 분석법 고찰, 생물시료의 분석법 개발  응용연구, 연 추

정 연구등이 있었다. 1980년 에는 우라늄  군분리에 의한 희토류 원소 분

석 기술 개발, 지르칼로이  불순 성분원소의 분석법 개발(W 차폐체를 이

용한 계측), 모발분석에 의한 개인식별 연구, Thermal Column을 이용한 고

순도 알루미늄 분석법 개발 등이 있었다. 1990년 에는 원자력병원과의 공동

연구로서 체내 성자 방사화분석법 연구와 INAA 에 의한 인체장기조직의 

미량원소 분석연구를 수행하 고, 열외 성자를 이용한 지질시료의 분석법 

개발  조사장치 설치, 계측 자료 수집  해석의 산화, 핵종분석  방사

능 계측기술 개발, 고순도 해동의 성자 방사화분석연구, 환경무기시료

(Coal flyash, 기분진, 토양, Sediment)의 분석법 개발, 환경생물시료

(Pine Needle, Rice, Human Milk, Human Hair, Algae)의 분석법 개발, 

기분진시료를 이용한 기오염 Monitoring 연구(국제 력연구 포함), 표  

식물시료의 제작에서 방사화분석에 의한 속  미량원소의 정량, ‘하나

로’내 방사화분석 시설(PTS)설치  성능/조사특성시험, 환경표 시료의 

Data Inter- copmparison Study 등을 수행하 다.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장기사업은 1992년에 시작되어 본 분야의 연구개발

도 이때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 다. 다음은 단계별로 성자 방사화분석과 

련된 연구개발 내용  결과(지 재산권, 논문게재, 기술실시계약 등 포

함)을 연차별로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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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단계 기술개발 황 (1992-1996)

    (1) 1992년도 연구개발 내용

     ◦Coal Flyash (NIST's SRM)의 분석법 개발  검증.

     ◦분석감도 개선기법 연구(열  열외 성자 방사화분석법).

     ◦환경 monitoring ( 기분진 시료 수집  분석) 기 실험.

     ◦학술논문 발표  게제 : 4편

       - 화학세계지 (92.5)  1편 : Chemworld, 32, 6 (1992)  

       - 원자력학회 추계학술회(92.10) 1편 : Proceedings, vol.2, 

         p97 (1992) 

       - 원자력학회지 2편 : J. Kor. Nucl. Soc., 24, 2(1992) ; 

         ibid, 24, 4(1992).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  공동연구.

    (2) 1993년도 연구개발 내용

     ◦ 기분진 표 시료 (NIST's, SRM)분석  데이타의 intercomparison.

     ◦분석감도 개선기법 연구(열  열외 성자 방사화분석법).

     ◦환경 monitoring ( 기분진 시료 수집  분석).

     ◦학술논문 발표  게제 : 4편

       - 한핵의학회지 (93.4)  1편 : J. Kor. Nucl. Med., 27, 1

         (1993) 104  

       - 원자력학회지 (93.5) 1편 : Proceedings, vol.1, p593 (1993)

       - 한화학회 춘계학술회(94.5) 2편

     ◦‘하나로’내 NAA 시설 (PTS) 설치 검토.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  공동연구.

    (3) 1994년도 연구개발 내용

     ◦ 기분진 표 시료 (NIST's, NIES's, IAEA's) 분석  품질보증을  

       한 데이터의 상호비교 연구(AQCS/IAEA, Asia 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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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monitoring ( 기분진 시료 수집  분석)  데이타 해석.

     ◦학술논문 발표  게제 : 4편

       - 한화학회 춘, 추계학술회(94.5,10)  3편. 

       - 과학수사연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94.12)  1편. 

     ◦‘하나로’내 NAA 시설 (PTS) 설치  성능시험.

     ◦국제 력사업 (RCA/IAEA, Asia CRP, AQCS/IAEA, 한-우즈벡 력)  

       수행.

     ◦산․학․연 동연구회 운 (방사화분석기술 이용연구회, 1차년도).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  공동연구.

    (4) 1995년도 연구개발 내용

     ◦환경 표 시료의 분석에 의한 분석법 검증.

       - 3종(river, estuarine, marine sediments, NIST & NRCC) 시료   

         분석 : 33 원소 

       - 정확도 10％ 이내 : 16원소, 정 도 10％ 이내 : 25원소

     ◦ 기분진을 이용한 환경오염 Monitoring(urban & rural area)

       - 월별, 지역별(도시  농 지역) 기분진 수집  농도 분석    

         특정원소의 방출원 규명. 

     ◦‘하나로’ NAA 시설 설치  성능시험 완료.

       - 공력이송 (PTS) 의 작동시험  시스템 검 : 운 차서 작성.

       - 물리  특성시험 (PE용기 조사시험, 성자속 측정, 조사공의    

        온도 측정등) 

     ◦ 성자 방사화분석의 환경연구를 한 통합 Code의 개발 ( 탁연구)

       - 데이터 I/O 의 정확.정 도 향상  편이성 증 .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국제공동연구.

       - Data Intercomparison(AQCS/IAEA Program) : 2종 IAEA's sediments  

         분석  분석결과 상호 비교.  

       - 기분진을 이용한 환경 Monitoring(HV & LV air sampler) :   

          Sampling 차서 작성  휠터, 수집시료의 분석.

       - 문가 청 세미나 개최 : 국내, 국외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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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법  데이터 처리기술 표 화에 한 문가회의 (RCA/

         IAEA) 참가. 

       - 상기 표제에 한 Regional Training Workshop 개최

         (1996. 6. 24.-7. 5., 13회원국 35명 참가).

     ◦학술논문발표  게제 : 7편

       - 원자력학회지 1편. : J. Kor. Nucl. Soc., 27, 2, (1995) 234.

       -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rn Trends of Activation  

         Analysis : 6편 

     ◦산․학․연 동연구회 운  (방사화분석기술 이용연구회, 2차년도).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  공동연구.

    (5) 1996년도 연구개발 내용

     ◦환경시료(8종)의 고감도 방사화분석 이용기술 개발  1단계 종합  

       평가.

       - 환경표 시료(NIST, IAEA SRM : Sediment, Algae)에 의한 다원  

         소 함량 분포  분석오차 검증.

       - 분석결과의 타당성  환경오염 응용연구 (국내․외 동연구).

       - 기환경 monitoring ( 기분진시료의 분석). 

         ․Sampling : PM 10 High volume sampler 와 Quartz filter 

           이용. Gent stacked Low volume sampler 와 Membrane filter  

           이용. 

          * 문가 청 세미나, Workshop, 해외 교육훈련(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활용.

     ◦데이타 해석을 한 산 로그램 개발 ( 탁연구 과제).  

        - Calibration & Correction Factor Updating, K0 Method 도입. 

        - MCA emulation software 보완  ‘하나로’ NAA system 지원. 

     ◦‘하나로’내 방사화분석 시설 (PTS) 보완  특성시험

        - 조사공, 조사용 capsule 실험.

        - Counter End 차폐장치  고정도 감마선 계측장치.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국제 력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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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DP/RCA/IAEA 동연구과제(‘95-’97) 수행 : 1차년도 보고서  

          작성.

        - IAEA AQCS Program : QA/QC를 한 Data Intercomparison Study   

     ◦학술논문발표  게제 : 8편

        - 11th KAIF/KNS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 1편.

        - 5th Asian Syposium on Research Reactor (Proceedings, 5편)  

          : 6편. 

        - UNDP/RCA/IAEA Regional Workshop  : 1편.  

     ◦산․학․연 동연구회 운  (방사화분석기술 이용연구회, 3차년도).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  공동연구.

   나. 2단계 기술개발 황 (1997-2002)

    (1) 1997년도 연구개발 내용

     ◦NAA용 성자 조사․계측장치(PTS/MCA)의 자동화시스템 개발

       - ‘하나로’내 방사화분석 시설 (PTS) 보완  특성시험.

       - Irradiatin Capsule (PTS #1) 국산제작.

     ◦ 성자 방사화분석의 감도 개선기술(INAA/ENAA/RNAA) 개발  

       표 화

       - 환경표 시료(NIST : Pecach Leaves, Total Diet, Bovine Liver,    

         Oyster Tissue, Wheat Flour ; IAEA SRM : Algae)에 의한 분석  

         오차 검증  분석감도 개선.

       - 분석결과의 타당성  환경오염 응용연구 (국내.외 동 연구).  

     ◦ 기환경 monitoring 연구(RCA/IAEA CRP 포함). 

       - Sampling : Gent stacked Low volume sampler 와 Membrane  

             filter 이용. 

         * 문가 청 세미나, 해외 교육훈련 활용.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산업/보건환경 응용연구개발( 탁연구 과제).  

       - NAA를 이용한 생물학 시료의 보건환경 응용연구. 

       - 라스틱류의 NAA 이용한 미량분석법 개발. 



- 40 -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국제 력 공동연구

       - UNDP/RCA/IAEA 동연구과제(‘96-’97) 수행 : 

         2차년도 연구보고서 작성.

       - IAEA AQCS Program : QA/QC를 한 Data Intercomparison Study  

     ◦학술논문 발표/게제 : 2/8 편

       - J. Radioanal. Nucl. Chem. vol. 215, 217 (SCI)  : 4편.

       - 동 원소회보, 12권 1호  : 1편.

       - Workshop on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 1편. 

       -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회 논문집 : 1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 (NISI vol.29) : 1편.

       -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thods and Applications of

         Radioanalytical  Chemistry : 1편 

       -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alysis of Geological and

         Environmental Materials : 1편.

     ◦기술보고서 : 1편

       - 성자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기환경 측 기술의 고찰

          (KAERI/TR- 898/97)

     ◦산․학․연 동연구회 운 (방사화분석기술 이용연구회, 4차년도).

     ◦소내․외 방사화분석 지원  공동연구.

    (2) 1998년도 연구개발 내용

     ◦NAA용 성자 조사․계측장치(PTS/MCA)의 자동화시스템 개발

       - ‘하나로’ 방사화분석시설(PTS #2 Receiver, N2 공 장치)개선    

         특성시험.

       - Irradiation Capsule(PTS#2)  정 시료용기(PE) 국산제작    

        특성시험.

       - MCA/Auto-Sample Changer 제작  성능시험.

     ◦ 성자 방사화분석의 감도 개선기술(INAA/ENAA/RNAA) 개발  

       표 화

       - 환경표 시료(NIST : Pecach leaves, Total Diet, Bovine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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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yster Tissue, Wheat Flour ; IAEA SRM : Algae)에 의한 분석  

         오차 검증  분석감도 개선.

       - 분석결과의 타당성  환경오염 응용연구 (국내.외 동 연구).

     ◦ 기환경 monitoring 연구(RCA/IAEA CRP 와 병행) 

       - Sampling : Gent stacked low volume sampler 와 Membrane filter  

         이용. 

       - Analysis of air particulates  오염원 통계해석

         * 국내․외 문가 청 세미나, 해외 교육훈련(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활용.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산업/보건환경 응용연구개발( 탁연구 과제).  

       - NAA를 이용한 생물학 시료(Foods, Human tissue)의 보건환경  

          응용연구. 

       - 라스틱류(재료  가공품)의 NAA 이용한 미량분석법 개발.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국제 력 공동연구

       - UNDP/RCA/IAEA 동연구과제(‘96 - ’98) 수행 : 

         3차년도 연구보고서 작성.

       - UNDP/RCA/IAEA 동연구과제 (Air Pollution and its Trends) :  

         Fomulation Meeting, March, Maleysia.

       - IAEA AQCS Program : QAC를 한 Data Intercomparison Study.  

     ◦연구성과물

       - 학술논문 발표/게제 : 12/5 편

         ․J. Radioanal. Nucl. Chem., vol. 229, 234 (SCI) : 2편.

         ․한국 양학회지, 31권 2호 : 2편.

         ․ 한지하수환경학회지, 4권 2호 : 1편.

         ․Proceedings of 6th International Group on Research Reactor   

          : 1편.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회 논문집 : 1편

         ․한국환경 생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 2편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1편/추계학술회 2편 : 3편

         ․한국 기보 학회, 추계학술회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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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분석학회, 추계학술회 1편

       - 특허․산업재산권 : 2편

         ․방사화분석용 통합 산코드 로그램 등록(98-01-21-4639)

         ․방사화분석용 공압이송장치 운 로그램 등록 

           (98-01-21-5156)

       - 번역서 : 1편

         ․방사화분석을 한 감마선측정법 (KAERI/TS-56/98)

     ◦산․학․연 동연구회 (방사화분석기술 이용연구회, 5차년도).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자체사업)  공동연구.

    (3) 1999년도 연구개발 내용

     ◦NAA용 성자 조사․계측장치(PTS/MCA)의 자동화시스템 개발

       - ‘하나로’ 방사화분석시설 개선  특성시험.

         (MCA  PTS S/W upgrading : Win98/Y2K) 

       - NAA용 분석데이터 처리용 산 로그램(Labview) 개발.

       - MCA/Auto-Sample Changer 특성시험.

     ◦ 성자 방사화분석의 감도 개선기술(INAA/ENAA/RNAA) 개발

       - 환경표 시료(NIST : Total Diet, Oyster Tissue ; IAEA SRM 

:           Dust)에 의한 분석오차 검증  분석감도 개선.

       - RNAA 이용한 한국 음식물시료 의 U, Th 분석  향평가. 

       - 분석결과의 타당성  환경오염 응용연구.

     ◦PM2.5/PM10을 이용한 기환경오염 Monitoring 연구 

       - Sampling : Gent Stacked Unit LV Air Sampler 와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 이용, 거주지역과 공단지역에서 매주 2회 채집. 

       - NAA Analysis of APM  Source Emission and Source Apportionment

         통계해석(Chemometrics ; Factor Analysis)

          * 국내,외 문가 청 세미나, 해외 교육훈련 활용.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산업/보건환경 응용연구개발( 탁연구 과제).  

        - NAA를 이용한 생물학  시료(Foods, Human tissue)의 보건환경  

          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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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틱류(재료  가공품)의 NAA 이용한 미량분석법 개발. 

        - NAA를 이용한 공단지역의 환경오염, 해도 평가.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국제 력 공동연구

        - UNDP/RCA/IAEA Project(Air Pollution and Its Trends): 

          1차년도 진도 보고서 작성.

        - UNDP/RCA/IAEA Project(Air Pollution and Its Trends)

          : Midterm Review Meeting, October, Singapore.

        - IAEA AQCS Program : QAC를 한 Data Intercomparison Study  

          : NAT-3  

     ◦연구성과

        - 학술논문 발표/게제 : 11/8 편

          ․J. Radioanal. Nucl. Chem., vol. 240, 240, 241 (SCI) : 3편.

          ․한국분석과학회지, 12권 4호 : 1편.

          ․ 한지하수환경학회지, 5권 4호 : 1편.

          ․한국 기환경학회지, 15권 4호: 2편

          ․고분자과학과 기술지, 10권 3호 : 1편

          ․Mid-term Meeting on UNDP/RCA/IAEA Project : 1편

          ․한국원자력학회 춘계/추계학술회 논문집 : 3편

          ․ 한화학회 추계학술회 : 1편

          ․한국분석과학회, 춘계/추계학술회 : 4편

          ․한국고분자학회 춘계학술회 : 1편

          ․한국 기환경학회, 추계학술회 1편

       - 특허․산업재산권 : 2편

          ․방사화분석용 산 로그램(II) 

          ․방사화분석용 공압이송장치 운 로그램(II)

       - 번역서 : 1편

       - KOLAS인증을 한 NAA시험운 차서/시험분석 지침서  

     ◦연구결과 활용

       - 시험분석 품질시스템 구축.

       - 산․학․연 문연구회 운   분석기술 지원.

       -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자체사업)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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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년도 연구개발 내용

     ◦NAA용 성자 조사․계측장치(PTS/MCA)의 자동화시스템 개발

       - ‘하나로’ 방사화분석시설 개선  특성시험

         (MCA  PTS S/W upgrading) 

       - ko-NAA 개발 : ko-factor(α, f, Qo value 등)의 측정.

       - MCA/Auto-Sample Changer 제작  특성시험.

       - PGAA 특성연구

     ◦ 성자 방사화분석의 감도 개선기술 개발

       - 환경표 시료(NIST : Total Diet, Oyster Tissue ; IAEA SRM 

:           Dust)에 의한 분석오차 검증  분석감도 개선.

       - RNAA 이용한 한국 음식물시료 의 U, Th 분석  향평가. 

       - 분석결과의 타당성  환경오염 응용연구.

     ◦PM2.5/PM10을 이용한 기환경오염 Monitoring 연구 

       - Sampling : Gent Stacked Unit LV Air Sampler 와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 이용, 거주지역과 공단지역에서 매주 2회 채집. 

       - NAA Analysis of APM  Source Emission and Source Apportionment  

         통계해석(Receptor Modeling ; Factor Analysis)

         * 국내,외 문가 청 세미나, 해외 교육훈련 활용.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산업/보건환경 응용연구개발( 탁연구 과제).  

       - NAA를 이용한 생물학 시료(Foods, Human tissue)의 보건환경  

          응용연구. 

       - 라스틱류(재료  가공품)의 NAA 이용한 미량분석법 개발. 

       - NAA를 이용한 공단지역의 환경오염, 해도 평가.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국제 력 공동연구

       - UNDP/RCA/IAEA Project(Air Pollution and Its Trends): 

         2차년도 진도보고서 작성.

       - IAEA AQCS Program : QAC를 한 Proficiency Test : NAT-7  

     ◦연구성과물

       - 학술논문 발표/게제 : 27/5 편

        ․한국원자력학회지,  32권5호, 33권2호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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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분석과학회지, 13권 2호 : 1편.

        ․한국 기환경학회지, 15권 4호: 1편

        ․고분자과학과 기술지, 10권 3호 : 1편

        ․Conference on Air pollution(UNDP/RCA/IAEA Project) : 1편

        ․9th FNCA workshop on URR : 1편 

        ․HANARO workshop 2000 : 4편

        ․한국원자력학회 춘계/추계학술회 논문집 : 2편

        ․ 한화학회 춘계/추계학술회 : 3편

        ․한국분석과학회, 춘계/추계학술회 : 7편

        ․한국 기환경학회, 춘계/추계학술회 : 2편

        ․한국법과학회, 추계학술회 : 1편

        ․원자력재료, 연료 심포지움, 추계학술회 : 1편

       - 특허․산업재산권 : 1편

        ․방사화분석용 공압이송장치 운 로그램(II)

       - 기술보고서 : 2편

       - NAA교육훈련 교재 : 1편

       - KOLAS인증을 한 NAA시험운 차서/시험분석 지침서 작성 

     ◦산업체 기술이  : 1건

     ◦산․학․연 동연구회 (방사화분석기술 문연구회, 7차년도).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자체사업)  공동연구 : 

       21기  399건 7350시료

    (5) 2001년도 연구개발 내용

     ◦하나로 NAA 시험시설  운 로그램 개선

       - 비상제어시스템 개념설계(하드웨어)  제작 설치

         (PTS #1, 수동식), 안 성 시험

       - PTS#2 receiver & diverter 설치 

       - 조사특성( 성자속, 조사공 온도, 카드뮴비, 조사 치 변동율  

         등) 측정시험 

       - 감마분 시스템(NAA Supporting Syste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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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0-시스템의 표 기법 용시험  검증 : ko-factor(α, f, Qo    

       value 등)의 측정  불확도 평가.(국외 문가 활용)

       - PGAA 기술 황 분석  특성연구 : 분석조건  검출한계 조사

     ◦한국 시험검사 인정제도(KOLAS) 인정  시험분석품목 검증

     ◦환경오염 측  동향 평가기술

       - PM2.5/PM10을 이용한 기환경오염 Monitoring 연구(계속) 

         * 국내,외 문가 청 세미나, 해외 교육훈련 활용.

       - PM10 이용 방사선 해도 상 성 평가 : U, Th 정량후 피폭선량  

         추정

       - 인체 기능성 원소 고정  분석법 개발 :늑골, 간, 폐, 근육, 신   

        장, 갑상선 등 6개 인체조직내 필수/유해 미량 무기 양소 정량   

         SRM 이용 비교검증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산업/보건환경 응용연구개발( 탁연구 과제).  

       - RM/HHN 련 생체시료 분석  무기 양소 섭취량과 보건안   

         평가

       - 토양/생체 환경시료  식, 의약용 고분자재료 시험평가. 

       - 도로변 기분진(PM-10)  22개 미량 속의 정량  확률론

         해도 분석.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국제 력 공동연구

       - UNDP/RCA/IAEA Project(Air Pollution and Its Trends): 

         3차년도 진도보고서 작성.

       - IAEA AQCS Program : QAC를 한 Proficiency Test : NAT-7  

       - 지역간 워크샵(Atomospheric Chemistry and Transport)  사업  

         책임자 회의 개최(‘01.10.29-11.2)

     ◦연구성과물

       - 학술논문 발표/게제 : 36/7 편

        ․Journal of Radioanalytical & Nuclear Chemistry(SCI), 249 : 2편

        ․Journal of Analytical Science(SCI) : 1편.

        ․Fresenius Journal of Analytical Chemistry(SCI) : 1편. 

        ․한국원자력학회지,  32권 5호, 33권 2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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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분석과학회지, 14권 2, 4호 : 2편.

        ․International Congress on Analytical Science : 1편

        ․Conference on Air pollution(UNDP/RCA/IAEA Project) : 1편

        ․12th World Clean Air& Environment Congress and Exhibition : 3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diochemical Measurement : 2편.

        ․10th FNCA workshop on URR : 1편 

        ․ACE-Asia 2001 Workshop : 1편

        ․HANARO workshop 2001 : 12편

        ․한국원자력학회 춘/추계학술회 논문집 : 4편

        ․한국환경분석학회, 추계학술회 : 1편

        ․한국분석과학회, 춘계/추계학술회 : 8편

        ․한국 기환경학회, 추계학술회 : 1편

        ․한국 속재료학회, 추계학술회 : 1편

        ․ 한환경공학회, 추계학술회 : 1편

       - 기술보고서 : 1편

       - KOLAS인증을 한 NAA시험운 차서/시험분석 지침서 작성 

     ◦산․학․연 동연구회 

       (방사화분석기술 문연구회, 7차년도 3회 개최).

     ◦소내․외 방사화분석지원(자체사업)  공동연구 : 

       25기  387건 9310시료

    (6) 2002년도 연구개발내용

     ◦하나로 NAA 시험시설 개보수

       - 원자로내 PTS #1 line의 방출 방사능  감을 한 질소기체  

         공 시험  장치설치.

       - PTS #2 안 성 확보를 한 Plugging.(사용 지)

       - PTS #1 성자속 측정시험 : 운 주기별 성자속 변동  조사  

         용기 치별 차이 측정 

       - ko-NAA System 구축 : NAA #1 조사공의 ko-factor 측정  SRM  

         이용 비교시험, KAYZERO/SOLCOI 로그램의 검증시험, 감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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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NAA Supporting System) 교정시험 

       - PGAA 기술 황 분석  특성연구 : 기술보고서(KAERI/TR-2123  

         /2002)

     ◦국제 시험검사 인정제도(KOLAS-ILAC) 재인정  시험분석품목 검증

       - 품질시스템 내부감사  품질메뉴얼/운 차서 수정 보완

       - 비교숙련도 시험 : IAEA 지질시료 2종, 1회 실시(IAEA CRP).

     ◦환경오염 측  동향 평가기술

       - 기/토양/수질/생물권내 유해원소 분석 : 토양  생체시료 채  

         취지역  계획 수립, PM10 기분진  U, Th 측정에 의한 피폭  

         선량 평가.

       - 기오염원 해석기법(CMB/PCA/PMF 통계해석) : IAEA로부터 제공  

         받은 고  인자분석(PMF) 로그램 이용, 오염원 규명을 한   

         측정자료 용 시험 : 인자추출  평가

       - 기분진의 NAA/ICP-MS 비교 평가  확률론  해도 평가 :  

          As, Cr, Cd, Ni, Pb, Se를 포함한 20여종의 미량 속(Al, As,   

         Ba, Be, Ca, Cd, Co, Cr, Cu, Fe, K, Mg, Mn, Na, Ni, Pb, Sb,   

        Se, Si, Ti, V, Zn)의 농도를 분석(ICP-MS 이용), PMF2 모델을  

         용하여 오염원 확인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13개의 인자를  

         도출

       - 인체 기능성 원소 고정  분석법 개발 :늑골, 간, 폐, 근육, 신   

        장, 갑상선 등 6개 인체조직내 필수/유해 미량 무기 양소 정량   

         SRM 이용 비교검증

       - 도시소각재의 속 침출특성 연구 : 시료수집(표 규격,       

        ASTM, KS 이용, 시 소각장(5공단)에서 월 1회), Water     

          Extraction (pH, 침출비) : 처리 기술 확보, 검출한계 : NIST  

         SRM-1633a 이용하여 속 분석조건 설정.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산업/보건환경 응용연구개발  

       - HHN 련 생체시료 분석  무기 양소 섭취량과 보건안  평  

         가 :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식이 습  조사  시료 수집 :     

        Duplicate Diet Study, 식품 내 무기 양 성분의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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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한 미량원소의 RDA 정보 수집, 미량 양소의 체내 균형을   

        연구하기 하여 total diet 시료수집 상 노인인구의 모발 채    

       취  분석과 평가.

       - 고순도 소재  특성 원소분석법 개발 : 분석시료(Polyethylene,   

        Poly-propylene)  극미량 무기성분의 NAA세부 차 확립,      

         Epoxy, Phenol  무기성분 분석기술 개발, 분석원소 : Ti, Cl,   

        Mg, Al, V 외 , 장수명 핵종 이용한 극미량 무기성분, 측정불  

         확도 : 10％ 이내

     ◦국제 력사업(UNDP/RCA/IAEA Project) 수행  국제 력 공동연구

       - PM2.5/PM10을 이용한 기환경오염 Monitoring 연구(계속) 

       - UNDP/RCA/IAEA Project(Air Pollution and Its Trends): 기   

         측자료(‘97-’02) 정리  데이터 해석, 최종 보고서 작성. 차기   

        연구계획(‘03-’04) 수립

       - IAEA Project QA/QC of NAT : 시험실 QAC를 한 내부감사 2회  

         실시  품질시스템 평가, 비교숙련도 시험(지질시료 2종)실시. 

       - 2002 FNCA 지역간 원자력 력사업 : 기분진 수집, 분석  표  

         물 비교시험, ko-method 용시험

     ◦연구성과물

       - 학술논문 발표/게제 : 30/12 편

        ․Journal of Radioanalytical & Nuclear Chemistry(SCI), 254,    

        256 : 3편

        ․한국원자력학회지,  34권 6호 : 1편

        ․한국분석과학회지, 15권 4, 5, 6호 : 4 편.

        ․한국 기환경학회지, 18권 2, 5호 : 2편

        ․한국식품과학회지, 34권 3호 : 1편

        ․Conference on Air pollution(UNDP/RCA/IAEA Project) : 1편

        ․11th FNCA workshop on URR : 1편 

        ․한국원자력학회 : 6편

        ․한국분석과학회 : 10편

        ․한국 기환경학회 :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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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 양학회 : 4편

       - 기술보고서 : 3편

       - KOLAS 재 인증을 한 NAA시험운 차서/시험분석 지침서 개정 

     ◦산․학․연 동연구회 

       (방사화분석기술 문연구회, 8차 년도 2회 개최).

     ◦소내․외 방사화분석 지원(자체사업)  공동연구 : 

       40기  381건 7,919시료

  2.  기술상태의 취약성

    가. 국내에서는 지 까지 30 여년에 걸쳐 연구 개발한 결과,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방사화분석 기반기술은 선진국 수 으로 구축하 으나 

응용분야 확 를 한 연구인력이나 연구비가 응용가능성에 비해 상

으로 어 창의성 있는 연구개발  응용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보다는 기

존의 기술수 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상운 을 한 일반 분석기술을 이용

하는 실정이다. 특히 생명과학, 산업 환경연구분야의 이용은 기 도입상

태로 선진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자립이 요구된다. 반 으로 볼 

때 고난도 분석기술은 차 으로 확보해가고 있으며, 연구개발  분석 

서비스 수 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활용성 제고를 해 특

정 기술개발을 한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지속  확보  이용자 확 를 

한 공동/ 탁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 NAA시설  일부 시료의 분석법은 세계수 이나, 산업재료  

지질환경오염 측정 분야  환경 향평가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 심각

하다. 선진국 수 에 정량 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기 술 명      선진국수 취 약 

 산업재료측정분석   50％     측정 감도  정확도, 국가시험평가 규격 낙후

 지질환경측정분석   70％     시료채취, 처리, 측정 정확도  감도 표 화

 환경 향평가      50％     국외기법 모방, 실증기술 부족

 제도화              0％     국가 시험평가 규격에 NAA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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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1. 기 ․기반기술

  재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70여 개국으로 289기가 운

되고 있으며 출력운 은 수 kW에서 수십 MW까지 다양하며 교육훈련

과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다(IAEA Research Reactor Data, 1999). 이들 

연구로 가운데 1/3정도가 성자 방사화분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 

환경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이용자의 수도 

꾸 히 증가하고 있다.

   가. 성자(빔) 조사기술

  원자로를 이용하는 경우 수직 조사공과 수평 조사공을 이용하며, 공압 

이송장치(Pneumatic Transfer System, PTS), 수압 이송장치(Hyduralitic 

system), 회  시료조사 (Rotary Specimen Rack), Thermal Column, 

Beam Guide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동식 는 자식 자동제어 시스템

으로 운 된다. 조사용 캡슐은 각 조사장치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며 알

루미늄, 폴리에틸 , 석  등 여러 가지 재질을 이용하고 있다. 분석목 에 

따라 다양한 조사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핵반응, 분석감도  분

석 핵종의 수명에 따라 조사공을 선택한다. 시료는 조사공에 맞는 캡슐에 

넣을 수 있도록 이 포장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량분석을 해서는 각 조

사공의 성자 선속을 정확히 측정하여야하며 성자와 핵반응에 따라 

합한 성자속 모니터를 사용한다.

  성자 조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 요인으로는 조사 치의 차이, 

성자 자기차폐, 산란의 차이, 조사시간, 핵반응 간섭, 시간과 공간에서 

성자 스펙트럼 변화, 조사하는 동안의 휘발성 손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의 최 화 는 최소화를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1) 열 성자 방사화분석(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일반 인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로 연구로에서 가장 열 성자화가 잘

된 조사공을 이용하여 시료를 방사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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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 of elemental or enriched isotopic(activable) tracer 

      : 116Cd, 58Fe, 65Cu, 153Sm, 165Dy 

    - Background reduction : Multisample β-γ coincidence spectrometry,    

    simultaneous counting(Planer and coaxial Ge detector) 

    - Application of computational techniques : Optimization of NAA   

     parameter, automated Gamma-ray counting and data processing

    - Use of standards : Monoelemental standard, Preparation and use  

      of primary standard

    - Multielemental analyses : Bulk sample with complex matrix

    - Use of short-lived activity(short irradiation) : Counting 

      system for signal analyzing and analysis of spectra, application      

   of cyclic NAA

    - Program development : Absolute NAA(ko factor), single comparator

      method

    - Combination with other techniques such as ion beam analysis.

       Mossbaur spectrometry, AAS, ICP-MS/AES, XRF, PIXE SIMS, HPLC,etc.)

   (2) 열외 성자 방사화분석(Epi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열 성자 반응 단면 (Resonance Integral)이 큰 핵종을 이용하여 정량

한계의 향상을 한 분석기술로 P, Al, Si, Tl, Cu, Mg, As, Cr, Ni, 

Halogen, U, Th 등의 분석에 유리함.

    - Use of multi-isotopic flux ratio monitor(Zr)

    - Examination of reactor neutron factor and resonance energy

    - Application of Filtered Epithermal NAA : Use of W, Na, Hf filter

   (3) 방사화학  성자 방사화분석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최근에 검출기(Detector & MCA)의 성능 향상으로 INAA 의 이용을 

선호하게 으나 특정시료 분석에서는 분석감도를 하시키는 문제 이 

남아있음. 주요 Interfering Radionuclides는 
24Na, 32P, 38Cl, 42K, 82Br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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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시료를 방사화시키기 에 는 후에 Interference 의 제거 

는 목 원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RNAA의 경우 고려할 사항은 미량원소

화학과 련된 adsorption loss, reagent contamination 등이며 주요 방사

화학  조작은 다음과 같다 : 

    - Transfer of irradiated sample

    - Addition of carrier

    - Mineralization of sample

    - Chemical seperation of interfering radionuclides and/or interesting     

    radionuclides

    - Determination of chemical yield

    - Computer controlled chemical separation

   (4)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PGAA)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PGAA)은 B, Cd, Sm, Gd와 같은 성자 흡수 

단면 이 아주 큰 동 원소를 갖고 있는 여러가지 원소의 미량분석(～㎍

/g)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농도가 좀 더 높은 다른 원소들(C, N, P, 

Al, S, K, Ca, Na, Ti, Fe)의 정량도 가능하다. 한 시료의 모양, 크기 

는 화학조성에 비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시료의 방사선에 의한 손상과 

열 도가 거의 없고, 무시할 정도의 잔여 방사능을 남기므로 필요한 경우

에 재분석이 가능한 비 괴 분석법이라는 것이 큰 장 이기도하다. 한 

감마선 계측시 핵종의 붕괴와 불감시간의 변화에 의한 오차가 없다. 조사

는 연구로의 성자 (냉 성자)빔, 가속기의 하 입자, 자 등을 이용하는 

방사화기술이 있다.

   (5) Delay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DNAA

  핵분열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지발 성자를 계측하여 정량하는 방법으

로 U의 정량에 흔히 사용한다. 속 성자의 향을 고려한다. 

   (6) Radioactivable Tracer Technique

  비방사성 추 자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뒤 방사화시켜 측정하는 방

사화분석기술이다. 주로 수명이 긴 핵종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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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yclic Neutron Activation Analysis, CNAA

  산코드이용 단수명 핵종의 분석에 이용된다.

       

  나. 감마선 분 분석 기술 

  검출기는 측정 에 지의 범 , 효율, 재질, 용도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Ge detector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검출기의 종류는  분해능

(20～30 keV), 고효율의 NaI(Tl) scintillator, 고분해능(> 2 keV)의  n-형 

는 p-형의 HPGe semiconductor detector, 100 keV 이하의 감마선을 측

정하기 한 Low energy photon spectrometer (LEPS), 50 keV 이하 X-

선 등  에 지 측정용의 Si(Li) semiconductor detector가 이용되고 있

으며, 컴 턴 백그라운드를 이기 한 동시 는 반동시 계측장치를 구

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검출기의 차폐장치의 구성도 요하다. 감마선을 

측정하는 장치는 다채  고분석기이며 여러 종류의 상업용 제품이 나와

있으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감마선 분 분석 기술에서 측정 불확

도에 향을 주는 요한 라메터는 계측통계, 계측 치의 차이, 

Pulse-pileup(random coincidences), True coincidences (cascade summing), 

불감시간의 향, 감쇠시간의 향, 계측시간, 감마선 자기차폐, 감마선 간

섭, 피이크 산정방법, 계측실과 차폐 백그라운드에 한 바탕보정 등이 있

으며 방사화분석 과정에서 가장 큰 오차발생요인들이므로 이들 조건에 

한 최 화 는 최소화를 한 지속 인 연구와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2. 응용기술

  NAA의 산업  응용은 다양한 NAA분석 차를 포함하는 산업  매질

에 련된 고순도  첨단재료, 라스틱, 지질시료를 상으로 하여왔으

며, 1990년 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의 극미량 분석에 용되었다 ; 합 , 

매, 세라믹  내화성 물질, 코 제, 자재료, 폭약의 검출, 열성  

기타 안 물질, 비료, 흑연, 고순도  첨단재료, 집 회로기  물질, 흐

름분석, 오일생성물  용매, 의약품, 라스틱, 공정제어 용, 반도체, 

실리콘 련물질, NAA조사용기, 여러 가지 기질상의 박막층, 직물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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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질  지화학 분석과 련된 분석 상은 다음과 같다; 석면, 산공 

시료, 석탄  석탄생산물, 석탄  암유 성분, 천연유, 석유, 등유, 우

주화학시료, 우주먼지, 다이아몬드, 탐사  생물 지화학, 운석, 양마디

암석, 침 물, 토양, 빙하, 석  물 등.

   가. 환경, 생명과학분야

  성자 방사화분석의 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화를 

목 으로 환경, 생명과학분야에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수많은 

이용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응용연구로는 조성분석, 오염원소 검출, 

속원소의 체내 사의 해석, 질병요인이 되는 원소의 규명, 속효소의 

구조해석, 핵의학진료, 윤액성분의 조제  검사, 임상검사, 환경화학시료

의 분석, 제약, 식품 등 각 분야에 용하고 있다. 표 인 몇 가지 를 

들었다.

   나. 환경과학분야

  기분진이나 토양, 물, 동․식물시료 등 환경시료의 분석, 모발시료  

40종 이상의 미량원소의 정량에 이용되며, 국제 으로 환경모니터링을 

한 분석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등 선진국의 환경기

에서는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주로 이용하여 기오염의 실태를 악

하는 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열외 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희토

류 원소  우라늄의 특성 검출 등이 있다.

   다. 의학․의료학 분야

  생체조직, , 뇨, 액의 원소분석, 후방사화분석(Activable Tracer 

Method), 생체내방사화분석(In-Vivo activation analysis) : 공 생 환경

분석 등에 이용되고 있다. 질병과 속과의 동태를 악하기 해서 간

암, 유방암 조직을 후방사화분석법으로 정량하 고, 모발, 손톱, 발톱 의 

속 원소  미량원소의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라. 치의학분야

  속 피복물의 화학  거동을 악하기 한 속의 정량, 치과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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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Au, Pt, Pb, 할로겐 원소 등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마. 약학분야

  의약품에 함유된 특정원소의 체내에서의 거동을 성자 방사화분석을 

이용하여 연구하 고, 식물성 생약 에 존재하는 미량원소의 분석에도 이

용하고 있다.

   바. 동물학․수의학분야

  동물의 조직, 체액, 모피 등의 분석  동물의 질병과 미량원소와의 상

성  거동을 연구하기 하여 성자 방사화분석, 후방사화분석을 이용

하고 있다.  

   사. 식물학․농학분야

  성자 방사화분석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식물의 양학 , 환경학  

에서 토양원소의 분석, 식물성장과 원소와의 계, 수목에서 미량원소

의 동태, 식물체의 동 원소 비의 측정, DNA의 손상과 속과의 련성

에 한 연구를 해 성자 방사화분석법이 이용하고 있다. 

   아. 양학분야

  무기 양물시료로부터 미량원소 함량을 정량하고 있으며, 세포수 에

서 기본의 양학  필요조건을 성자 방사화분석  방사성 추 자를 

이용하여 연구하 다. 농축된 안정 동 원소를 사용하여 인체내의 양학

이고 생물학 인 유효성과 필수 미량원소의 흡수를 연구하는데 이용하

고 있다.  

   자. 해양생물학 분야

  속원소의 생체 농축과 련하여 랑크톤이나 해조류의 P, N 원소의 

농축, 어류의 속 농축, 멍개와 같은 원색동물의 V 농축에 한 연구

와 조개류의 껍질 형성시에 환경수 의 Mn, Br, I 등 물의 미량원소의 농

축에 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U, Hg, Cu, Au, V 등의 이온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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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의 속흡착능력에 필 하는 미생물의 종류와 생체농축  생체 내 

거동을 연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 분야는 향후 많은 연구개발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 

   차. 생화학분야

  고비방사능의 방사성추 자 이용으로 1000 Ci/g 의 비 방사능을 갖는 
75Se 

는 독립효소와 다른 생화학 으로 요한 단백질의 발견에 이용되었다.

   카. 기타 분야

  재 선진 외국의 국립 연구기 , 학, 기업연구소, 범죄수사기   공

공법인체 등에서는 다양한 성자 방사화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시료, 

해양시료, 원자로 재료, 우주항공 재료, 기 자 통신재료와 같은 첨단 신

소재, 범죄 수사시료, 식품 양학분야 등 다종 다양한 시료에서 극미량 불

순물 원소의 고감도 신속 반자동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환경보 리  

재료개발, 범죄수사의 도구로 실용화하고 있다.

  IAEA 에서는 1970 년 부터 이 분야의 국제 력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모든 RCA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워크샵  세미나, 지역

간훈련사업을 통해서 핵분석 기술의 응용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분

석기술의 표 화를 한 국제인증 차(ISO/IEC Gide, EURACHEM/ 

WELAC Guidance, CITAC Guide, ISO/CASCO, ISO/DIS, 

UPAC/ISO/AOAC, ANSI 등) 용훈련, 표 시료의 Data Intercomparison 

Exercise  데이터 검증  해석을 한 통계처리기술의 정기 인 연구결과

보고서, 기술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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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내․외 기술개발 수 비교

  1. 일반 기술수  비교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은 성자 조사시설의 개량  조사특성 시험기

술, 즉발 는 지발 감마선 측정분석 시설과 장비의 개발을 포함하여 이를 

정상 으로 리 운 하고 개선시키는 기술, 정확, 정 한 정량기술의 개

발, 국제표 에 부합되게 시스템을 품질화 하는 기술 등의 기 기반기술과 

다양한 응용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기술간에는 긴 한 연계성을 갖

거나 거의 동시 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아래의 Table 3 에는 측정

분석에서 기본 인 요소가 되는 기술과 함께 두 기술의 국내, 외 기술수

을 요약하여 비교하 다.   

  2. 세부기술의 분류  수  변화

   가. 세부기술의 분류

  Table 4 에는 핵분석 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을 주요한 세

부기술로 나 어 기술수목도 형태로 L1에서 L5까지 분류하 고, Table 5

에는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는 방사화분석 기술을 주요한 세부기술로 나

어 기술수목도 형태로 L1에서 L4까지 분류하 다.

   나. 세부기술의 수  변화

  Table 6에는 장기 연구개발과제가 수행된 1단계 이후 국내 기술수

의 변화로서 각 연구개발 결과가 외국의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수

과 변화를 비교하 다. 기 기반기술은 60% 이상이며 응용기술은 외국

에 비해 반 으로 미흡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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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하나로 NAA이용 활성화를 한 조사․계측시스템

          제작  운  

  1. 성자 조사장치(PTS)의 개선

  성자 방사화분석을 한 기본시설은 연구로에서 시험분석 시료를 조

사시킬 수 있는 설비  장치이다. 하나로에는 공압 이송장치(Pneumatic 

Transfer System, PTS)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공압 이송장치는 

Figure 4에 나타낸바와 같이 세 개의 원자로내 조사공을 이용하며, 수동

식(PTS #1 : NAA 1)과 자동식(PTS #2 : NAA 2, 3)으로 작동한다. 한

편, 시험분석에서 측정 불확도의 평가는 요하며 성자 방사화분석의 

정량값에 한 평가에서 각 불확도 인자에 한 조사는 필수 이다. 원자

로 조사공 내의 성자 속은 원자로의 운 조건과 기간에 따라 변동하므

로 정량분석의 정확, 정 도를 높이기 해서는 실험 인 성자 속의 확

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시료조사시 정확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자의 방사선 방호

를 한 NAA용 성자 조사장치(PTS #1, #2)를 개선하여 Automatic 

sample loader & receiver를 3  제작 설치하 다. Figure 5에는 각각 새

로운 공압 이송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냈으며, Figure 6에는 실험실과 

원자로간의 공압 이송시스템의 배치도를 나타냈다.

   나. ‘하나로’ 열출력 상승에 따른 조사시설(PTS)에 한 조사특성(

성자 속, 이송시간, 조사공 온도, 조사 치 변동율 등)을 재검토하여 시료

조사시 정확성과 안 성을 확보하 고, 분석장치의 검출 치 오차, 이용

효율 증 와 운 방식의 upgrading을 통해 측정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

보하 다. Figure 7에는 24 MW 운 에서 장기 으로 열, 열외, 속 성

자 속  카드뮴 비를 모니터링 한 자료를 정리하 다. 측정기간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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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외, 속 성자의 평균 선속과 카드뮴 비는 각각 2.87±0.10×1013 n/cm2․

sec, 2.38±0.16×1010 n/cm2․sec, 3.99±0.19×1010 n/cm2․sec, 78.67±3.50 이었

다. Table 7에는 하나로의 운 이 시작된 이후 출력 증가에 따른 조사공

의 평균 성자 속의 변화를 정리하 다.

  다 . 24 M W  운 에 서  NAA #1 조 사 공 의  단 기 인  성 자 선 속 의  변

동 을  조 사 하 다 . 즉 , 단 시 간 (1일 ) 주 기와  장 시 간  주 기(2주 )에  따 른  성

자 속 의  일 일   운 주 기 동 안 의  변 동 을  측 정 하 다 . 19-1 운 주 기

(2002.8. 9-23)에 서  운 시 간 에  따 른  열 성 자 속 의  변 동 률 은  4.3 ％ 이 었

다 . 단 기간  열 성 자 속 의  측 정 에 서  조 사 용  캡 슐 의  하 단 에 서  측 정 된  열

성 자 속 의  평 균 과  표 편 차 는  3.05±0.07×1013 n/cm2․ sec로  2.2 ％ 의 

상  표 편 차 를  나 타 내 었 으 며  캡 슐 의  최 상 단 에 서 는  2.95±0.07×10
13 

n/cm2․ sec로  1.4 ％ 의  상 표 편 차 를  나 타 내 어  캡 슐 의  하 단 이  상 단 보

다  평 균  3.4 ％  높 은  것 으 로  측 정 되 었 다 . 일 일 측 정 (2002.8.21)에 서  열 성

자 속 의  최 소값 과  최 값 은  각 각  캡 슐  하 단 에 서 는  2.98×10
13 n/cm2sec 

과  3.22×1013 n/cm2sec 이 었 으 며 , 캡 슐  상 단 에 서 는  2.85×1013 n/cm2sec 

과  3.01×1013 n/cm2sec 로  측 정 되 었 다 . 즉  이 들 의  최  변 동 폭 은  하 단 에

서 는  7.4 ％ , 상 단 에 서 는  5.3 ％ 의  편 차 를  보 다 . 측 정 경 과 를  Figure  8

에  나 타 냈 다 . 장 기간  성 자 속 의  측 정 에 서  운 주 기 동 안 의  변 동 을  알

아 보 기 해  36개 의  캡 슐 을  조 사 한 결 과 를  Figure  9에  나 타 내 었 다 . 

  캡슐 바닥에서 측정된 열 성자 속은 2.97±0.14×10
13 n/cm2sec 로 4.5 

％ 의  상 표 편 차 를  나 타 냈 으 며  캡 슐 의  상 단 에 서 는  2.87±0.11×1013 

n/cm
2sec 로  4.0 ％ 의  상 표 편 차 를  나 타 내  일 일  변 동 보 다  2-3배  크

게  나 타 났 다 . 캡 슐  바 닥 에 서 의  열 성 자 속 이  평 균  3.4 ％ 가  높 은  것 으

로  측 정 되 어  일 일 변 동 의  실 험 과  동 일 한 결 과 를  보 다 . 주 기측 정 에 서  열

성 자 속 의  최 소값 과  최 값 은  캡 슐  하 단 에 서 는  각 각  2.71×1013 

n/cm2sec 과  3.24×1013 n/cm2sec 으 며  캡 슐  상 단 에 서 는  각 각  2.59×1013 

n/cm2sec 과  3.02×1013 n/cm2sec 로  최  변 동 폭 은  하 단 에 서  16.4 ％ , 상

단 에 서 는  14.2 ％ 이 며  상 단 과  하 단 을  구분 하 지  않 는 다 면  20.1 ％ 의  큰 

편 차 를  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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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일 조사공의 조사 치에 따른 성자 속의 차이를 조사하기 

하여 조사용 캡슐에 한 모니터의 높이별 성자 속을 측정하 다. 모니

터들은 시간에 따라 정해진 조사캡슐(Φ2×7 cm) 속 치에서 동일한 조건

으로 성자 조사되었고,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방사능을 측정하 다. 

Figure 10의 측정결과로부터, 조사캡슐의 하단에서 측정된 열 성자 속의 

평균과 표 편차는 3.05±0.07×1013 n/cm2․sec로 2.2 ％의 상 표 편차를 

나타내었으며, 조사캡슐의 최상단에서는 2.95±0.07×1013 n/cm2․sec로 1.4 

％의 상 표 편차를 나타내어 캡슐의 하단이 상단보다 평균 3.4 ％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 치별 차이는 캡슐의 하단으로부터 약 3～5 cm

의 높이에서 조  증가하 고, 7 cm 이상의 높이에서는 감소하 다. 조사

캡슐내 상하단 열 성자 속의 차이는 주기운 과 일일운 기간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조사공의 온도는 조사시간에 따른 방사화율(분석감도)과 조사공의 

안정성과 직  련이 있으므로 Thermo-Label(40～120 ℃)을 부착시켜 

조사시간에 따라 측정하 다. 조사공의 온도는 출력(15～24 MW)과 조사

시간(1분～4시간)에 의존하 다. 24 MW 운 에서 PTS #2 조사공의 냉각

시스템 개선기술에 해 고찰하 다. PTS #1과는 달리 조사공의 온도가 

80 ℃ 이상으로 높았으며, 조사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고 < 60 ℃ 로 유지

할 때, 조사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효율성 증 가 가능함을 알았다. 

 

   마. 20 MW 운 이후, NAA #2 Cd 조사공의 열 성자 속이 증가되었

으며 24 MW에서는 격히 증가되었고, 2001년 7월 방사선 출 감지시험

에서 NAA #2 이송  배기가스에서 Cd 핵종이 검출되어 Cd lining의 변

형이 있음을 추정하여 확인 후[11, 12], 방사선 안  상 PTS #2(NAA #2, 

3 조사공)의 사용을 지하 다. 2001년 말에 제거작업 기술상 조사공에 

한 사용이 어렵다고 단되어 방사선 오염을 방지하기 해 조사 을 

폐쇄하 다.

   바. 조사장치의 안 성 확보와 이용효율 증   운 방식의 upgrading



- 62 -

을 통해 측정의 정확성와 편의성을 확보하 다. 한 Figure 11 과 

Figure 12에 나타낸바와 같이 PTS #1에 비상 인출시스템과 실내 방사선 

를 낮추기 한 질소기체 공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시료조사시 안

성을 확보하 다.

   사. 97-98년도에 개발되었던 공압 이송장치의 자동운  산 로그램

(v.1)을 개선된 시스템에 맞추어 새로운 버 의 로그램(v.2)으로 개발하

으며 아울러 원격제어시스템도 개발하여 산 로그램 등록(00-01- 

12-1237, 00-01-21-1238)을 하 다. 공압 이송시스템 제어에 한 상세한 

내용은 기술보고서[13]로 작성하 다. 한 방사화분석용 통합 산코드

(v.1)를 Y2K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버 의 로그램(v.2)으로 재 작성하여 

통합된 조사․계측시스템을 완성하여 산 로그램 등록(00-01-12- 2395)

을 하 다. 

  2. Automatic Sample Changer 의 제작

  조사된 시료의 장시간 측정용으로 감마분 분석시스템에 Auto-Sample 

Changer 2 를 설계 제작하 다. Figure 13에 Automatic Sample Changer- 

II의 설계도면을 나타냈으며, 정격  사양은 입력 압이 AC 220, 60 Hz이

고 원 용량은 150 VA이다. 량은  2500 kg이며 Dimension은 

(W)1270×(H)2100×(D)800 mm 이다. 주요 구성은 Sample Changer(X, Z, R, 

Grip), Controller, ASCS Program으로 되어 있다. Sample Changer는 각 

Axis 구동 System(X, Z, R), Main Frame & Basement,  Sample Lead Shield 

Box, Rotating Index Table & Sample Tray,  Sample Holder Unit, Detector 

Shield Cover로 구성되어 있다. Controller는 DIO 96 Communication 

Cable(SCXI 100P), 24P Shielded Cable(3EA), BNC Cable (GEM25185 : 

Sample Change Signal, Ready Out), Automatic Sample Changer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는 PC의 PCI Interface를 이용한 Position Data 비교 

방식이다. PC 부는 DIO 96 PCI Interface Card(96 bit), ASCS(Automatic Sample 

Changing System) Program ; ascs.exe(Sample Changer 구동 Program), 



- 63 -

sj_ascs.dll (DIO 96 Control),  NI DAQ Driver Sofrware로 구성되어있다. 2 

holder, 2 rack, 3 cap. type, 40 cap. loading system으로 요구사항에 맞게 

PC를 이용 자동 제어(Multi-functional menu screen control system)할 

수 있도록 운 로그램을 작성하 다. Figure 14에 운 메뉴화면을 나타

냈다. Figure 15에 자동운  차를 도시하 다[14]. 24시간 무인운 을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시료의 기하학  치의 재 성을 증가시켜 계측

시스템의 정확성과 이용효율을 증 시키고 인력 감효과를 동시에 얻었

다.

  3. 감마분  분석시스템의 설치

  증가하고 있는 이용수요를 충족시키기 해서 이용자 지원을 한 최신

의 감마분  분석시스템을 추가로 확보한 계측실에 설치하 으며, 모두 5

의 측정시스템을 갖추었다. 분석장치의 검출 치 오차의 확인, 이용효율 

증 와 운 방식의 upgrading을 통해 측정의 정확성와 편의성을 확보하

다. Figure 16에는 감마분 시스템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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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최  측정분석능력의(BMC)의 실

  1. 측정의 소 성 유지, 품질 리  분석법의 유효화

   가. 일반 으로 시험분석법의 신뢰성은 시험실에서는 용하는 분석방

법의 유효화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의 유효화를 해 정확도 

 정 도, 검출감도, 반복성, 재 성, 측정 불확도 등에 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며 품질보증  리를 해서는 통계  기법을 사용한 내부 품

질 리, 시험소간 비교나 숙련도 시험의 참가, 표  물질을 사용한 내부품

질 리, 재시험 등이 용될 수 있다. 

  따라서 NAA를 이용한 측정분석자료의 신뢰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해 분석방법을 유효화 시켜야하며 이와 함께 검출감도(10-3～10-7㎍), 정확

도  정 도(0.1～10 ％), 숙련도(Z-score : < ±2)등의 개선을 통해 최  

분석능력(Best Measurement Capability)을 확보하 다. 시험시설과 장비의 

품질 리를 해 성자 속의 측정과 검출기의 효율  분해능 측정을 지

속 으로 실시하여 control chart를 작성하 다. Table 7에는 성자 속에 

한 모니터링 결과들을 나타냈으며, Table 8 과 Table 9에는 검출효율 

 분해능 측정결과를 시하 다. 인증 표 물질을 이용한 품질 리로서  

Figure 17에 control chart를 시하 다. 

   나. 국제 표 차(ISO Guide)에 따른 분석의 합성 평가기 (도량, 

표 , 시험, 품질)에 따라 측정분석의 소 성, 신뢰성  객 성을 최 한 

유지하고 비교  측정 분석기법에 한 측정 불확도를 비교 확인하

다. Table 10에 기분진 시료  As의 측정 불확도 평가 결과를 시

하 으며, Table 11에 모든 측정원소에 한 결과를 나타냈다.

    

  2. 인증 표 물질을 이용한 검증 

    가 . 표 체 , 인 증  표 물 질 (Certified Reference M aterial)을  이 용 하

여  분 석 품 질 리   보 증 을  한 소 성 을  유 지 하 으 며 , 측 정  불 확 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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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ISO Guide 45)와 국내외 연구실간 비교시험  숙련도 시험(ISO 

Guide 43),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품질 리  지원 로그램(IAEA/AQCS 

Program)을 통한 비교 검증시험, 국제 력 사업(QA/QC of NAT, 

RAC/IAEA)의 수행을 통해 국제  수 의 기술개발에 활용하 다.

  나. 시험실의 분석품질 리를 해 약 20여종의 표 물질이 사용되었다. 토양

매질 시료로서는 NIST SRM 2709; SanJoaquin Soil과 NIST SRM 2711; 

Montana Soil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Table 11-1과 Table 11-2에 2가지 표

시료에 해 최 의 분석조건과 20여종의 미량원소 함량을 구하여 보증값과 

비교하 다. 침 물 시료를 해서는 NIST SRM 2704; Buffalo River 

Sediment, 식물시료로는 NIST SRM 1515; Apple Leaves, NIST SRM 1567a; 

Wheat Flour, NIST SRM 1572; Citrus Leaves, NIST SRM 1573a; Tomato 

Leaves가 사용되었다. 한 환경시료 분석용으로는 NIES No. 8; Vehicle

Exhaust, NIST SRM 1632; Coal(bituminous), NIST SRM 1633; Coal Fly 

Ash, NIST SRM 1648; Urban Particulate Matter, NIST SRM 1649a; 

Urban Dust, NIST SRM 278; Obsidian Rock, NIST SRM 2782; Industrial 

Sludge가 사용되었고, 생체시료로는 GBW 09101; Human Hair, NIST SRM 

1486; Bone Meal, NIST SRM 1566a 와 1566b; Oyster Tissue, NIST 

SRM1577b; Bovine Liver, NIST SRM 8414; Bovine Muscle이, 합 용으로

는 NIST SRM 858; Aluminium Alloy, NIST SRM 6011, NIST SRM 

87a-Silicon Aluminium Alloy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과 같은 인증 표 물질

들은 반복분석에 의해 측정결과를 통계 으로 평가하 다. 20여종의 표 물

질들을 사용하여 총 46개의 원소를 분석하 다. 각 원소에 하여 분석한 횟

수와 측정값과 보증값의 비에 한 평균값과 표 편차를 구하여 Table 11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이로부터 각 원소에 한 본 시험실의 분석의 정확도

와 반복성  재 성을 단할 수 있다. 즉 Cd, Hg, Lu  W을 제외한 모

든 원소는 10 ％ 이내의 분석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반복, 재 성도 부분이 

10 ％ 내외를 보 다. 한 분석한 원소들 에서 분석횟수가 10회 이하인 

원소들은 Ag, Au, Cd, Cu, Dy, Ga, I, In, Lu, Mo, S, Ta, Tb, U, W  Zr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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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보다 극 인 품질 리방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분진, 생물

시료, 침 물에 한 분석결과들을 각각 Table 12, Table 13, Table 14에 

정리하 다. 

  Table 15 과 Table 16에는 실험실간 비교연구 결과로 도시분진시료와 

휠터상 분진시료에 한 통계  분석자료를 나타냈다. 신뢰도  숙련도 

평가지표로써 IUPAC 지침서[15]에 근거하여 체 평균값, μ와 표 편차, 

σ 그리고 각 실험실의 평균값, χ로부터 구한 z-값(μ-χ/σ)을 나타냈으며 z-

값이 ±3 보다 큰 것은 화살표로 표시하 다. 체 29원소  Cu, Cd, Sm, 

Ti 등 몇 개 원소를 제외하고 모두 -1<z<+1 사이에 들어오는 좋은 결과

를 얻었으며 객 인 분석수행능력은 비교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3. 비교숙련도 시험

   가. 국제기 (IAEA)의 휠터상 기분진시료 숙련도 시험[16]

    (1) IAEA에서 제공한 기분진시료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V시료) 

병원의 공조시스템과 체코의 라하(P시료)의 터 에서 채집되었다. 채집

된 기분진은 물과 섞어 탁액 상태로 만든 뒤에 특별히 고안된 장치

[17]를 사용하여 휠터에 부하(loading)하여 휠터상 기분진시료를 만들었

다. 사용된 휠터는 Nucleopore 휠터(Costar, USA, 47 mm in diameter 

with 0.4 ㎛ pore size)이며 부하되어 고착된 기분진의 평균무게는은 V

시료가 867 ㎍ 이고 P시료는 810 ㎍ 이었다. 본 실험실에는 V-50과 P-50

로 명명된 시료가 제공되었다. 제작된 휠터상 기분진시료의 균질도는 

성자 방사화분석, 에 지 분산 X-선 형 분석법 등을 사용하여 알아보았

다[18]. V시료에서는 Al, As, Ca, Co, Cr, Cu, Fe, K, Mn, Ni, Pb, Sb, Ti, 

V, Zn과 같은 15개의 원소를, P시료에서는 Al, As, Ca, Co, Fe, K, Mn, 

Pb, Sb, Ti과 같은 10개의 원소에 해 균질한 것으로 단하고 이에 

한 목  측정값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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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종의 환경시료

  IAEA로부터 제공받은 3종의 시료는 A2, B2  C2시료로 명명되었으며 

A2와 B2시료는 규산화 매질로 이루어진 고 농도시료, C2시료는 식물에서 

유래된  농도시료라는 기정보가 함께 제공되었다. 추후 알려진 시료의 

정확한 이력은 A2시료는 IAEA-405 Sediment, B2시료는 IAEA-Soil 7이

었으며 C2시료는 인도의 CCCM(Center for Compositional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에서 비한 건조된 양  분말이었다. 한 각 시료를 NAA, 

ICP-MS와 같은 분석법을 용하여 분석한 뒤, F-test  t-test를 용하

여 95 ％ 신뢰수 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균질도를 보장하 다. 

시료 분석시의 고려사항으로는 재 시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를 

용하여 5회 이상의 반복분석을 통한 분석값과 불확도를 산출할 것을 요구

하 다. 

    (3) 성자 방사화분석  품질 리

  제공된 V-50과 P-50, 휠터상 기분진시료는 스테인리스 단기로 4등

분하여 각각 3개는 장수명 핵종 분석용으로 나머지 각 1개는 단수명 핵종 

분석용으로 성자 조사를 해 비하 다. 비된 시료는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공압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방사화분석용

(NAA #1) 조사공에 조사하 다. 방사화 된 시료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

기와 다 채  고분석장치(EG & G ORTEC, GEM 25185)를 사용하여 

감마선을 측정하고 검출된 각 핵종의 방사능을 계산하여 정량분석 하 다. 

한 분석품질 리를 하여 미국 표 기술원의 표 물질(NIST SRM 

1648-Urban Particulate Matter)을 동시에 조사하여 분석하 다. 

  3종의 환경시료도 기분진 시료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 으며 분석품질

리를 하여 미국 표 기술원의 표 물질들(NIST SRM 

2709-SanJoaquin Soil, NIST SRM 1633a-Coal Flyash, NIST SRM 

1572-Citrus Leaves)을 사용하 다.     

    (4) 통계처리방법

  휠터상 기분진시료의 숙련도 시험결과를 한 통계처리의 첫 번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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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목  측정값의 평균과 표 편차을 사용하여 z-score를 구하 다

[15]. 한 정확도의 기 을 설정하고 이에 한 분석값의 신뢰성을 단

하기 하여는 수식 (2.1)의 u-test 방법[19]을 사용하 으며, 정 도 시험

을 하여는 수식 (2.2)가 용되었다. 즉 수식(2.2)에 의해 구해진 좌변항

의 값이 우변항의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정 도가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 test = |Valuetarget-ValueLab.|/{(Unc.target)2+Unc.Lab)2}1/2      (2.1)

   Unc.Lab  : Submitted uncertainty,  Unc.target : Target uncertainty

 {(Unc.target/Valuetarget)
2

＋(Unc.Lab/ValueLab)
2

}
1/2

×100%≤(Unc.target/0.3)%   (2.2)

  3종의 환경시료에 해서도 정확도의 기 을 설정하고 신뢰성을 단하

기 하여 수식 (2.1)의 u-test 방법[17]을 사용하 으며 구해진 u-test 

score가 1.95 이하인 경우에 정확도 기 을 통과한다. 한 정 도 시험을 

하여 Horwitz에 의해 제안된 수식 (2.3)가 용되었다[20]. 즉 수식(2.3)

에 의해 구해진 값보다 작을 때에만 정 도가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식 (2.3)에서 C는 단 가 없는 농도의 질량 비(  : 1 ppm = 1×10-6)를 

의미한다  

                    σH =  0.02․C 0.8495                         (2.3)

   (5) 휠터상 기분진시료의 시험결과

  V-50 시료에서는 22개의 원소를, P-50 시료에서는 19개의 원소를 정량

하 다. V-50 시료에서는 균질성이 확인된 15개의 원소 에서 성자 방

사화분석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Ni와 Pb를 제외한 13개의 원소에 

한 비교숙련도 시험결과를 통계처리 하 으며, P-50 시료에서는 균질성

이 확인된 10개의 원소 에서 검출되지 않은 Ca, Pb을 제외한 8개의 원

소에 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이에 한 결과를 Table 17 와 Table 18에 

나타내었다. V-50과 P-50에 한 본 실험실의 분석값을 보면 정확도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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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한계값(criteria) 이내에 모두 포함되어 정확도와 정 도에 문제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숙련도 시험의 결과로 볼 때 최

소한 13개의 원소에 한 기분진 분석값에 한 품질 리가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6) 3종의 환경시료의 시험결과 

  A2, B2  C2 시료에 해 각각 6번의 반복실험을 통하여 분석평균값

을 얻었으며 분석과정에서의 불확도 인자들인 칭량, 검출효율, 열 성자 

속, 표 오차(반복실험) 등을 고려하여 불확도를 산출하 다. A2와 B2 시

료에서는 약 30종의 원소를, B2시료에서는 약 20종의 원소함량을 결정하

으며 산출된 불확도(1s)는 부분의 원소에 해 분석값의 10 ％ 이내

를 나타냈다. 이를 Table 19에 요약하 다. 

  본 시험실의 분석결과 에서 A2 시료에서는 9개 원소, B2 시료에서는 

23개의 원소, C2 시료에서는 9개의 원소에 하여 정확도와 정 도에 

한 숙련도를 측정하 다. 이에 한 결과를 Table 20, Table 21  Table 

22에 정리하 다. A2 시료에서는 정확도의 기 인 U-test score가 9개 원

소 모두에서 1.95 이하로서 분석 정확도가 신뢰할 수 있으나 Fe와 Mg의 

경우에는 Horwitz 함수에 의해 구해진 재 성에 한 기 값보다 높아 분

석 정 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2 시료에서는 23개 원소에 

한 정확도는 모두 통과되었으며 정 도에서 Sr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C2 시료에서는 8개 원소 에서 정확도에서는 Mg과 Na

이, 정 도에서는 K와 Mg이 기 값 이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C2 시료의 

정확도 측정을 해 용된 각 원소의 보증값은 인증된 것이 아니므로 정

확도에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단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정리하

면 본 시험실의 20여개 원소에 한 분석 정확도는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별되었으나 Mg, K  Sr과 같은 원소들의 정 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Horwitz 함수는 일반 인 화학시험에 의한 

재 성에 한 통계값에 바탕을 둔 것임이 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성

자 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하는 시험실에서는 시료에 따른 각 원소들의 검출

감도에 상응하는 측정 불확도의 기 을 정하여 품질 리에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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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ko-NAA 용시험  검증

  1. NAA 정량법의 비교

  가. 연구용 원자로의 NAA 장치에 개선된 분석시스템의 용을 해 환

경표 시료를 이용하여 정량법간 특성에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 다. 

한 NAA에서 측정의 편이성, 정확성, 조사․계측조건의 유동성, 핵자료의 

산화 등의 장   필요성을 갖고 있어 최근에 국외 NAA 연구실에서 

연구개발 용되고 있는 NAA 측정분석기법인 ko-NAA 표 기법의 하나

로 용시험을 해 일차로 NAA #1 조사공에 한 ko-factor를 측정하여 

기존의   비교(체)정량방법과 비교하고 측정 불확도를 검증하 다.

 

  나. 성자 조사장치 개선  측정기법( 법, 비교법, 단일 비교체법, 

ko-법)간의 비교검증시험 후, 정확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고품질의 분석

기법의 용성과 우수성을 입증하 다. 검증을 하여 미국 표 연구소의 

인증 표 물질(NIST SRM 2709, Sanjoaquin Soil ;  NIST SRM 1633a, 

Coal flyash)과 IAEA 인증 표 시료(IAEA Soil-7)를 선정하여 10여종 원

소에 해 비교 분석하 다. 비교법에 의한 분석값은 인증값과 부분 5～

10 ％ 내외의 상 오차를 보 으며, 법과 ko-법에 의한 분석값은 부

분 10 ％ 내외의 상 오차를 나타냈다. 비교법보다 법과 ko-법에 의한 

분석값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감마선 계측시 Flux monitor(Au wire)와 

분말시료의 형태가 다름에 의한 기하학  오차로 추정되며, 이에 한 동

일한 보정이 필수 인 것으로 단하 다[21]. 보정후의 세 방법의 유의한 

차이는 감소할 것으로 측되며, 정량법의 특성상 ko-법의 신뢰성과 활용

도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 

  2. ko- 라메터의 측정

   가. 원자로 성자 조사시 주요 불확도 요인은 Figure 18에 보인바와 

같 이  열 외 성 자 역 의  비  이 상 성 (1/E1+α)에  의 한 향 이 며 , 감 마 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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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시에는 유효 검출효율의 이용이다. 정확도  측정 불확도를 개선하기 

한 ko-표 기법의 용시험(ko-factor : 성자 속, Q0, f, α, Rcd 등의 측

정)과 인증 표 물질을 이용한 검증시험, 숙련도 시험을 수행하여 NAA 

#1 조사공의 수용성을 입증하 다. ko-표 화방법에 의한 성자 방사화

분석법의 용을 하여 기본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ko- 라미터인 α와 

f-값을 하나로 원자로의 NAA #1 조사공에서 측정하 다. 측정 불확도는 

95 ％ 신뢰구간에서 α-값이 약 20 ％, f-값이 약 10 ％ 정도로 측정되어 

좀 더 정 한 측정이 요구되지만 큰 f-값으로 인하여 라미터의 측정 불

확도가 성분원소 분석시의 불확도에 미치는 향이 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다양한 표 시료들의 분석을 통한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련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로그램을 구축하여 분석의 정량화와 편의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able 23에는 Cd-ratio 방법에 합한 

monitor들의 핵 데이터를 정리하 으며, Figure 19에 α의 측정결과를 도

시하 다.

   나. α와 f 값의 측정 결과

   (1) α값의 결정을 하여 필요한 각 모니터 핵종에 한 Rcd값의 측정

결과를 Table 24에 나타내었다. 4회의 독립측정에 의한 Rcd값의 상 표

편차는 Co-60 핵종을 제외하고는 약 10 ％ 정도이었다. 한 반복계산에 

의해 3종의 모니터 세트(Au-Co-Mo -Zn-Zr, Au-Mo-Zn-Zr, Au-Zr)로 

분류하여 얻어진 α값의 결과를 Table 25에 나타내었으며, Figure 20에 4

회 독립 측정한 Rcd값의 평균과 오차를 고려하여 계산한 α값을 나타내었

으며, 3종의 모니터 세트간의 α값이 수용 가능한 오차범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Au-Zr만을 사용할 경우에도 α값의 정확도는 신뢰할 수 있으

며, 효과 인 α값의 결정을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Au-Zr 모니터에 의해 구해진 α값과 Au-198 핵종을 사용하여 계산된 

f 값은 1027±78로 측정되었다[22]. Table 26에는 ko-factor(f, α, Rcd)를 종

합하여 나타냈으며 Table 27에는 ko-factor의 측정 불확도를 추정하여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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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α와 f 값의 측정을 한 표 차

  본 실험실의 신뢰성이 있고 효과 인 α와 f 값의 측정을 한 표 차

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Bare Irradiation을 하여 Au-Al 속선 약 5 mg, Zr 약 5 mg

을 정확히 칭량한 후, 조사 비를 한다.

    (나) Cd-covered Irradiation을 하여 Au-Al 속선 약 10 mg, Zr 

약 100 mg을 정확히  칭량 한 후, Cd-cover(두께 : 1.016 mm)에 넣어 조

사 비를 한다.

    (다) 비된 모니터 시료를 10분 동안 NAA #1 조사공에 조사한다

    (라) 조사된 시료는 냉각시간 1일 후에 계측 비를 한다.

    (마) 검출효율이 교정되어 있는 GEM 35185 검출기를 사용하여 모두 

동일한 치(검출기로부터 5 cm 떨어진)에서 측정한다.

    (바) 측정시의 Au-198, Zr-97, Zr-95 핵종의 계측오차는 3 ％ 이내로 

유지한다.

    (사) 측정된 스펙트럼으로부터 Au-198, Zr-97, Zr-95의 비 방사능을 

계산한다.

    (아) Au-198, Zr-97, Zr-95에 한 Rcd값을 계산한다.  

    (자) 수식 (1.7)을 사용하여 반복계산에 의하여 α값을 결정한다

    (차) 결정된 α값을 사용하여 수식(1.10)에 의하여 f 값을 계산한다.

 3. ko-NAA 용시험  검증

  결정된 α와 f 값, Au-198에 한 각 검출 핵종들에 한 specific count 

rate와 측정 치에서의 검출효율을 고려한 ko-NAA 방법을 용하여 표

물질 의 원소를 정량하 다. 측정값과 보증값을 비교하기 하여 측정값

에 한 보증값의 비를 구하 고 정 도에 한 통계  고찰을 하여 

z-score를 용하 다. z-score는 아래의 수식으로 정의한다. 

    z-score=|Value.cert - Valueexp.|/ {(Unc.cert)2 + Unc.exp)2}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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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Value.cert : certified value,   Valueexp. : experimental value,

    Unc.cert : uncertainty in the certified value  

    Unc.exp : uncertainty in the experimental value

  Figure 21에 4종의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21a는 

NIST SRM 1633a-Coal Fly Ash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20개의 원소

를 정량하 다. 보증값에 한 실험값의 비는 0.81(Sr)～1.20(Cs)의 범 를 

보 으며 Fe가 가장 큰 z-score(1.89)를 나타냈다. Figure 21b는 NIST 

SRM 1577b-Bovine Liver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9개의 원소를 정량

하 다. 보증값에 한 실험값의 비는 0.83(Co)～1.14(Zn)의 범 를 보 으

며 Na가 가장 큰 z-score(1.04)를 나타냈다. Figure 21c는 NIST SRM 

2704-Buffalo River Sediment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5개의 원소를 

정량하 다. 보증값에 한 실험값의 비는 0.90(Yb)～1.12(Cs)의 범 를 

보 으며 Na가 가장 큰 z-score(1.30)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Figure 21d

는 NIST SRM 2709-SanJoaquin Soil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5개의 

원소를 정량하 다. 보증값에 한 실험값의 비는 0.83(Zn)～1.12(Co)의 범

를 보 으며 Zn이 가장 큰 z-score(1.71)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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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국제 공인시험기 (KOLAS) 인증

  1. 품질시스템의 비

  2000년 6월에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 원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지정품목 분류신청을 하 고 ISO 17025 기 (경

요건  기술요건)에 부합하는 시험실 자격요건(문서, 시설환경, 시험장비, 

시험방법,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 다.[23] KOLAS 평가항목(ISO/ IEC17025 

; KS A17025 기 )에 한 품질문서, 즉 품질메뉴얼(QM), 시험운 차서

(LOP-NA), 시험분석지침서(TCI-NA), 시험지침(NAA guide)를 작성 완료

한 후, 국내 최 로 NAA의 KOLAS 인정 신청(2000. 12. 28.)을 하 다.  

  2. 품질시스템의 평가

  1차 인증평가는 2001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 2차 인증평가는 2001년 9

월 6일에 실시하 고, 

  ① 단수명 핵종 이용 NAA, 

  ② 수명 핵종 이용 NAA, 

  ③ 장수명 핵종 이용 NAA, 

  ④ 감마선 방출핵종 분석, 

  ⑤ 성자 조사시험 등 

5개 시험품목에 해 9월에 인증(KT-047호)을 획득하 다. 2002년 5월에

는 5년 만기 갱신평가를 통해 재 인증(KT-179)을 받았다. Figure 22과 

Figure 23에 인증서를 보 다. 

  3. KOLAS의 인증

    가. 인정분야  범 는 아래와 같이 화학시험 항목의 방사성물질[

성자 방사화분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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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2. 화학시험

    분류 : 2.041. 방사성물질[ 성자 방사화분석]

시험항목 시험품명 시험방법 시험범

301.단수명핵종에 의한 

    방사화분석
유,무기재료

IAEA-TECDOC-564:1990 

IAEA-TECDOC-1218:2001
10-3～10-7㎍

302. 수명핵종에 의한 

    방사화분석
유,무기재료

IAEA-TECDOC-564:1990 

IAEA-TECDOC-1218:2001
10

-3
～10

-7
㎍

303.장수명핵종에 의한 

    방사화분석
유,무기재료

IAEA-TECDOC-564:1990 

IAEA-TECDOC-1218:2001
10

-3
～10

-7
㎍

304. 성자조사시험 무기, 속재료
IAEA-TECDOC-564:1990 

IAEA-TECDOC-1218:2001

1μ㏜～

20 m㏜

    분류 : 2.041. 방사성물질[방사성핵종분석]

시험항목 시험품명 시험방법 시험범

004.감마선방출핵종

,  

방사성

유,무기재료

IAEA-TECDOC-564:1990 

IAEA-TECDOC-1218:2001
10-9～10-6Ci

    나. 시험품목의 품질보증  리를 한 시험분석 차서의 하부문서

로 이용되는 NAA 품질 리 지침(NAA guide/QAC)을 작성하 고, 측정 

불확도 평가를 해 ISO Guide(ISO 5725), VIM, IAEA 기술문서  

KOLAS-SG- 101에 따라 3종류의 NAA 측정 불확도 평가지침(NAA 

guide/UM-1,2,3)을 작성하 다. 이를 기 으로 생물, 환경시료에 한 측

정 불확도를 평가하 다. 한 산업재료, 환경시료를 상으로 비교숙련도 

시험을 년 2회 실시하여 z-score 구하여 시험수행능력을 평가하 다.

    다. KOLAS는 매년 사후 감사를 받아 품질시스템을 검 평가하기 

때문에 지속 인 리유지가 필요하며, 인정기 (세계 41개국)간 상호인정

(MRA)이 보장된 국가(제)공인 분석성 서의 발행으로 수출입상 기술장벽

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 2001년 말부터 2002년까지 NAA를 이용한 

35기 을 상으로 분석서비스의 수 과 신뢰성과 련된 20문항에 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 다. Table 28에 그 결과를 요약하 다. 부분의 

항목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보다 제공된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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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이용자 지원시스템 개발  지원 

  1. 이용자 지원시스템의 개발

  가. 일상분석  산업화를 한 분석체제(인력개발/교육훈련/홍보)를 구

성하 고, 기술습득  연구능력 배양을 해 자체교육  RCA/IAEA 국

제  지역간 훈련과정의 연수를 통해 기술훈련을 하 다.

  나. 이용자 지원 로그램 개발의 하나로서 문교육과정 교재를 작성하

고[24], 일반  문교육훈련 과정과 학생실습과정을 정기 으로 운 하

여 총 763 명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 으며, 핵분석기술 이용의 유용성

을 극 홍보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

   (1) 성자 방사화분석 문연구 교육과정은 성자 방사화분석 교재

내용에 따라 성자 방사화분석 총론, 감마선 분 학, 분석품질 리  보

증, 감마선계측 통계학, 방사화분석 응용 등 5개 과목에 해 실시하 다. 

2000년도에는 Table 29에 나타낸 교육일정표에 따라 4일 과정으로 실시하

으며, 2001년부터는 Table 30에 나타낸 교육일정표에 따라 1일 과정으

로 운 하여 Table 31에 요약한바와 같이 모두 4개 교육과정에 총 75명이 

교육을 받았다.

    (2) 원자력공학과 학생실험 실습과정은 Table 32에 요약한바와 같이 

KAIST, 서울 , 경희 , 한양 , 조선 , 제주  등 6개 학 463명이 교

육을 이수하 다. 

    (3) 이공계 학 원자로 실험 실습과정은 Table 33에 요약한바와 같이 

, 충남 , 목원 , 한남 , 배재 , 조선  등 6개 학 225명 교육 

실시하 다.

  2. 이용자 지원 실

  가. 하나로 이용 에서 방사화분석 지원 사업  산업이용, 연구개발

을 산․학․연 동연구 체제(NAA 문연구회,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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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원자력 실용화사업, 기타 /수탁사업)로 운 하여 활용도를 크게 제고

하 으며, 2000～2002년 하나로 NAA 이용실 은 총 112기  1,167건 

25,728 시료로서 매년 30～40 ％의 신장세를 보 다. Table 34, Table 35, 

Table 36는 년도별 분석지원 실 을 요약하 고, Figure 24에는 시료별 

이용실 을 나타냈다. 연구개발부분은 지속 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석지원 실 은 1999년부터 격한 증가를 보여 산업 인 활용도가 증가

하 음을 나타냈다. Figure 25에는 연구소, 학, 산업체, 정부기  등 이

용기 별 이용실 을 나타냈으며, 이용률은 각각 70, 22, 5, 3 ％ 순으로 

연구개발에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6에는 시료의 종

류로 구분한 이용분야별 이용실 을 정리하여 나타냈으며 산업재료와 환

경 분야에서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 모발, 식품의 성자 방사화분석 이용기술 개발성과로서 2000년 8

월 벤처산업체에 개발된 기술을 이 하여 원자력 이용기술을 실용화시켰

으며, 계속하여 기술지도  기술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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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환경오염 측  동향 평가기술 연구 

  1. 기분진의 수집  분석[17, 25-27]

  가. 실제 필터에 채취된 기분진시료를 정확히 분석하기 해서는 기

분진을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휠터 내의 극미량 불순성분 원소들의 함량을 

알아야만 한다. 채취된 PM 2.5와 PM 10 분진시료는 소량으로 휠터와 함

께 비 괴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진 의 원소의 정확한 농도를 구하기 

해서는 미리 공휠터 의 불순물 농도를 측정한 후, 필요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한다. 특히, 유량 공기채취기에 의해 수집되는 분진의 양이 상

으로 어 농도가 낮기 때문에 공휠터의 분석은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Table 37에는 시료채취에 사용된 휠터에 한 분석결과를 나타내었

다.

  Polycarbonate membrane 휠터는 단수명 핵종의 분석에 방해가 되는 

Al, Cl, Mn, Br, Na 등의 원소와 Cr, Ti, V 등의 목 원소의 농도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자 방사화분석법에 합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참고자료로 몇 가지 기분진의 채취에 이용되는 휠터의 원소조

성을 Table 38에 나타내었다.[28-31] 

   나. 분진농도의 측정 

  기분진시료는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178개의 시료가 채

취되었는데, 채취 시 발생한 여지의 찟어짐 상과 채취된 시료의 유효성 

검사에서 몇몇의 시료가 제외되어 화공단에서 조  입자의 경우 167개, 

미세 입자의 경우 164개, 덕연구단지 지역에서는 조  입자, 미세 입자

에서 각각 176, 178개가 유효한 시료로 정되었다. 기분진농도의 기

통계량을 Table 39에 나타내었다. 조  입자의 경우 체의 평균으로 비

교하면 화공단에서는 27.6 ㎍/m3 , 덕연구단지 지역에서는 9.18 ㎍/m3

로 화공단이 연구단지 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 

최  농도는 화공단과 연구단지 모두 2002년 4월 9일에 유입된 황사입

자에 의해 향 받아 각각 174.4㎍/m3, 81.6 ㎍/m3 으로 나타났다. 미세 

입자의 경우는 화공단과 덕연구단지의 농도가 10.6 ㎍/m3,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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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으로 거의 비슷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경별로 살펴보면 화공

단 지역에서는 조  입자가 미세 입자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연구단지 지역에서는 미세 입자가 조  입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

로 측정되었다.

  Figure 27에는 조  입자와 미세 입자의 농도변화를 두 지역의 시계열

로 나타내었다. 체 으로 조  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황

사의 유입에 의해 분진양이 크게 부하되는 과 겨울철에 높은 농도를 나

타내고 있고, 강우에 의한 세정효과에 의해 여름철에 낮은 농도를 나타내

고 있다. 하지만, 미세 입자의 경우 조  입자보다 큰 부하를 보이지는 않

고 시간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조  입자의 경우 자

연 으로 발생하는 크기의 분진이 많이 포함되지만 미세 입자의 경우 인

인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의 역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

로 미세 입자 역에서 채취된 분진은 계 인 향을 상 으로 덜 받

고, 인 인 활동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28에

는 입자별 두 지역의 분진농도의 차이를 시계열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조  입자의 경우 지역별로 비교하면 계 으로 농도의 추세는 같은 경

향을 나타내지만 농도의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미세 입자의 경

우는 경향과 농도의 수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 Black carbon의 농도 측정

  반사율 측정법에 의한 미세입자(<2.5 ㎛) 의 탄소농도를 산출하 고, 

지역별 농도 변화와 미세 분진과의 경향성을 Figure 29에 나타내었다. 

화공단 지역과 덕연구단지 지역에서 각각 6.39 ㎍/m3, 5.51 ㎍/m3 으로 

나타나 화공단에서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화공단에서 계

으로 큰 변동을 보이고 있었다. 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는 

화공단보다 덕연구단지내의 black carbon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측

정되었다. 화공단 지역에서의 미세 입자와 black carbon의 추세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덕연구단지에서의 추세는 비슷한 형태로 농도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lemental black carbon의 무

게는 총 미세 입자 무게의 약 15 ％ 정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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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소농도의 측정

  화공단 지역과 연구단지 지역의 입경 별 원소농도의 분포를 각각 

Figure 30과 Figure 31에 나타내었다. 두 지역에서 모두 Al, Fe, Ca, K 

등 자연발생 인 오염원을 갖고 있는 원소들의 농도가 조  입자에서 미

세 입자보다 높은 농도수 을 보 고, 략 으로 모든 원소들은 105의 범

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원소에서도 103 이상의 농도 

범 를 보여 원소농도의 분포가 범 함을 보이고 있다. 

  화공단 지역에서의 최  농도를 보이는 원소는 조  입자에서 Fe, 미

세 입자에서는 Ca로 각각 평균 889 ng/m3 와 210 ng/m3 로 나타났고, 최

소 농도를 갖는 원소는 조  입자에서 In, 미세 입자에서는 Sc로 각각 평

균 0.04 ng/m3 와 0.03 ng/m3 으로 나타났다. 덕연구단지에서는 조  입

자에서 Al, In이 각각 최 와 최소농도를, 미세 자에서 K과 Sc이 최소 농

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지역 모두 In, Sc가 각각 조  입자와 미세 

입자에서 최소 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두 원소의 입자크기에 따른 

분포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한 bio-mass의 노천소각에 의해 크

게 부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K이 덕연구단지에서 가장 높은 253 

ng/m
3 으로 나타났다. Table 40과 Table 41에는 공단지역, Table 42와 

Table 43에는 연구단지에서 분석된 기  원소농도의 입경 별 기 통계

량을 나타내었다. 

  두 지역에서의 입경 별 원소농도 비(C/F ratio)를 각각 Figure 32와 

Table 44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보면 자연발생의 오염원을 갖고 있

는 Al, Sc, Fe, Ce, La, Ti, Cl 등의 농도는 조  입자에서 더 높은 농도

를 보이고, 인 인 오염원을 갖고 있는 In, I, Br, Sb, As, Zn 등의 원

소는 미세 입자에서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 인 오염원을 갖는 원소들은 화공단에서보다 덕연구단지 지역에

서 C/F ratio값이 더 낮게 나타나 덕연구단지 지역에서 인 인 오염

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덕연구단지 지

역에서 조  입자의 농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미세 입자의 경우는 

화공단 지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농도 수 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한 분진 농도의 C/F ratio는 화공단 지역에서 2.56,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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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지 지역에서 0.9를 나타내고 있었다. 

  난방연료의 사용에 의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Se, Zn 등의 원

소는 계 으로 겨울에 큰 농도를 보이고, 지각기원의 원소들인 Al, Fe, 

La, Sm 등의 원소는 건조한 에 다른 계 보다 더 큰 농도를 보 다. 

Figure 33, Figure 34, Figure 35에 화공단 지역에서 미세 입자 내 원

소들의 계 으로 더 높은 농도를 보이는 원소들의 농도를 계 별로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화공단 지역에서 미세 입자 내 Br, Cu는 겨울에 크

게 부유되었고(Figure 33a), 화석연료의 사용, 특히 난방연료의 연소에 의

해 많이 발생되는 As, I, Cl, Co, Se은 겨울과 에 크게 부유되었다

(Figure 33b). Black carbon, Zn, Sb 은 가을철에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Figure 34). 자연발생의 기원을 갖는 Al, Fe, Na, La, Sm, Ti는 에 

더 큰 농도를 보이고 계 으로 그 정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

다(Figure 35). 다음의 Table 44, Table 45, Table 46, Table 47에 각 지

역 별, 입경 별 원소농도의 계 에 다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Table 47은 

덕연구단지 내 미세 분진에서의 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As, Br, 

Cr, Hg, K, Sb, Zn, Black carbon의 농도가 가을철에 크게 부유되고 있는

데 이는 주변의 농 지역에서 가을철에 활발한 경작활동을 함에 따라 농

장비와 bio-mass의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평균 농도를 비교하면 원소들의 농도가 어

떤 추세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다. 2001년에는 강우의 빈도가 다른 해에 

비해 매우 높아 원소들의 농도가 체 으로 낮은 수 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를 4가지의 그룹(A: 감소 후 증가; B: 감소 후 증가; C: 증가

추세; D: 감소추세)으로 나 어 원소농도의 수 을 비교하여 보았다. A와 

B그룹은 감소 후 증가의 추세를 보인지만 A그룹은 2002년의 농도가 2000

년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B그룹은 2002년의 농도가 2000년보다 

더 큰 수 을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 다.

  Figure 36, Figure 37, Figure 38, Figure 39에는 화공단지역에서 미

세분진의 농도의 연평균 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Figure 36에 (A)그룹으로 

분류된 I, V, Ti, Ba, Fe, Sc, Hg, Ce, Se 는 2001년에 감소한 후 증가하

지만 2002년의 농도가 2000년 보다는 높지 않았다. Figure 37에 (B)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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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된 Sm, La, Co, As, Zn, Al, K 등은 2001년에 감소 후 2002년에 

매우 높게 상승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Figure 38에 나타낸 Br, Cl은 

(C)그룹으로 계속된 증가를 보이고 있다. Figure 39에 In, Cr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D)그룹으로 분류되었다. Table 48, Table 

49, Table 50, Table 51에는 각 입경 별, 지역 별 연평균 농도를 요약하

다.   

  2. Enrichment Factor의 산정

  두 지역에서 발생원의 분류  오염정도를 단하기 해 수행한 

Enrichment Factor (EF)를 이용한 방법의 결과를 Figure 40와 Figure 41

에 나타냈다. 자연발생원에 의한 원소는 Al, Fe, Ca, Ti, Na, La 등으로 

나타났고, As, Cr, Hg, Sb, Se, Zn등과 같은 속원소들은 두 지역 모두

에서, 특히 미세 입자에서 EF값이 크게 나타났고 인 인 방출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입경 별 EF값의 비교에서 거의 모든 원소에서 미세 입자

의 EF값이 조  입자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속 원소와 같은 인  

원소는 미세 입자의 경우가 조  입자보다 5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3. 오염원의 규명

   가. 상 성 분석

  인 인 오염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As, Br, Sb, Zn와 자연발

생기원으로 추정되는 Al와 Fe 등의 원소들과 입경 별 분진 농도로부터 상

계수를 구하기 해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Figure 42와 Figure 43에 

각 입경 별 분진 농도와 각각 오염원이 비되는 Al, Br의 상 성 회귀분

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냈다. Al은 조  입자에서 분진량과 큰 상 성을 

보이고, 반 로 Br은 미세 입자에서 더 큰 상 성을 보 다. Figure 44에

는 자연발생 오염원의 Fe, Sc의 상 성을 각 입경 별로 수행한 결과이다. 

조  입자에서는 두 지역에서 모두 높은 상 성을 보 지만 미세 입자에

서는 화공단지역에서 더 낮은 상 성을 보여 Fe이 지각기원 이외에 다

른 오염원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덕연구단지에서는 Fe과 Sc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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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미세 입자에서도 큰 상 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ure 45는 자동차

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Br, Sb의 상 성을 각 입경 별

로 나타낸 것이고, Figure 46은 화석연료의 연소가 주된 오염원일 것으

로 추정되는 Zn와 V의 상 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52와 Table 

53에는 모든 원소와 분진농도, black carbon의 pearson 이변량 상 계수

를 나타내었다. 한, Black carbon과 미세 분진의 농도의 회귀분석 결과

는 Figure 47에 나타내었는데 화공단에서 보다 덕연구단지에서 상

으로 큰 상 성을 보이고 있다.

   나. 인자 분석

  PMF2 수용모델을 이용하여 화공단 지역과 덕연구단지 지역의 오

염원을 분류하 다. 두 지역에서 채취된 원소의 농도 자료를 Polissar 등

(1998)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 는데, 결측치는 측정된 원소값들의 

기하평균을 사용하여 보정하 고, 검출한계 아래의 값들은 각 원소의 검

출한계 값의 반을 주어 보정하 다. 원소농도의 표 편차 값은 측정된 

원소의 95 ％ 신뢰수 에서 불확도 값을 사용하 다. PMF2 모델에서 의 

모델 수행 결과를 만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타당한 Q값으로 략 으로 데이터 행렬의 자료 

수에서 인자행렬의 모든 성분 수를 뺀 값과 같아야 하고, 잔차행렬에서 

부분의 잔차 값이 -2.0에서 +2.0의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은 

IM 과 IS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고 한 이 구간에 있는 잔차의 수가 

략 80 ％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 획득한 자료의 오염원 분류를 해서는 모델 수행을 한 최 의 

조건을 구하여한다. 기 조건은 Table 54에 나타냈다. 인자의 수, 오염원

의 개수는 5개에서 12개로 주었으며, FPEAK 값은 0.000, Error Model은 

환경분야 자료에 많이 사용되는 -12를 사용하 다. 한 robust 모드에서 

오차행렬의 값을 이기 해 thresh outlier distance는 4.0을 사용하

다. 반복 실행 수는 20을 사용하 고, 의사난수를 1, 2, 3, 5, 7을 두어 요

인생성에서 수렴을 한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한계 반발력(limit 

repulsion)의 세가지 단계에 한 반복제어를 한 'lims'값은 5.0, 1.0, 

0.01를 주었는데, 이 ‘lims'의 역할은 인자들의 요소가 음의 수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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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 penalty 함수를 한 가 계수이

다. 

  PMF2를 사용하여 오염원을 분류하기 해 가장 요한 것은 인자의 수

를 결정하는 것인데, Figure 48에 인자 수를 결정하기 한 과정을 나타내

었다. Figure 48에서 (a)는 모델 구동했을 때 인자 수에 따라 변화되는 Q

값을 도시한 것인데, 타당한 Q값은 6672로써 Q값으로 단할 때 가능한 

인자의 수는 8개에서 11개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 (b)는 인자의 수

에 따라 잔차가 -2.0에서 +2.0의 구간에 있을 확률 도표이다. (c)와(d)는 각

각 인자 수에 따른 IM, IS와 최  rotmat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4개의 그

림에서 종합 으로 단하여 최 의 모델 구동 조건은 의사난수 1에서 모

델반복 계산횟수 20회, outlier distance 4.0에서 9개의 인자수가 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 조건에서의 PMF2 결과는 Q값이 7121, IM ±IS 는 

1.81±6.87, ±2 이하에 있는 잔차값을 갖는 확률은 88.6 ％로 나타났고, 최  

rotmat 값은 0.07이었다. 

  이러한 최 의 조건에서 나온 해에 해 FPEAK 값을 F에 한 

varimax rotaion과 같은 역할을 하는 positive 값과 G에 해 varimax 

rotation과 같은 역할을 하는 negative 값을 0.1의 간격으로 -1.0에서 +1.0

의 값을 주어 회  시험을 하 다. Figure 49에 회  FPEAK값에 따른 

Q, IM, IS, Residual ％, 최  rotmat 값을 나타내었는데, 회 을 한 

FPEAK 값이 0.4 일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0에 PMF2 모델을 사용한 오염원 분류 결과를 나타내었다. 화공

단 지역에서 미세 입자의 오염원은 Soil dust 16 ％, Coal burning 12 ％, Oil 

fired emission 11 ％, steel and ferro alloy 9 ％, Cr-related 9 ％, Incinerator 

6 ％, sea-salt 6 ％, Sm-factor 5 ％, motor vehicle exhaust 5 ％ 순으로 나

타났고 총 79 ％가 설명되었다. 덕연구단지지역에서는 Soil-dust 16 ％, Oil 

fired emission 13 ％, Steel and ferro alloy 11 ％, Cr-related 10 ％, Dessel 

engine exhaust 9 ％, Incinerator 6 ％, Biomass burning 6 ％, motor vehicle 

exhaust 6 ％, Sea-salt 6 ％ 순으로 나타났고 총 83 ％가 설명되었다. 

Figure 51과 Figure 52에 F_EV 값을 바탕으로 두 지역에서의 오염원 분류

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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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RCA/IAEA, FNCA 국제 력사업  동연구

  1. IAEA의 지역 간 력사업(Air pollution and its trends : RAS/0/082)

  가.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핵분석 기술의 표 화  분석품질 시스템의 

보완, 환경  산업  활용도 제고를 한 국가 간 동연구 수행하 다. 

본 사업의 목 은 성자 방사화분석법, X-선 형 분석법, 이온빔 분석법 

등의 핵분석 기술의 사용을 통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략 으로 선정

된 지역에서 인체건강에 큰 향을 미치는 기오염 수 을 비교하고 조

사하며, 기 이 되는 기오염원을 정량화하고 확인하며, 기분진의 이동

경로에 한 향후 연구활동을 한 정확한 기오염자료를 축 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배출원의 통계  처리기술의 보 과 얻어진 연구

결과는 최종 으로 국가 환경 리정책 수립을 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Table 55와 Table 56에는 각각 2001년, 2002년의 활동계획을 나타냈

다. 2000년 10월에는 국가 사업책임자 회의(NCM)와 이용자들이 함께 참석

한 가운데 상기 사업의 결과보고와 차기 년도 사업계획을 한 회의가 필

리핀 원자력연구소(PNRI)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

까지 IAEA/RCA 지역간 워크샵 (Atomospheric Chemistry and Transport)  

Project Assessment Meeting을 1주간 원자력연수원에서 개최하 으며 

IAEA직원, 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회원국에서 45명이 참석하

다. 

  

  다. Study on Air pollution monitoring에 한 IAEA의 활동 계획에 따

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지역에서 두 종류의 기입자(PM2.5-10/ 

PM10)를 격주로 200에서 300시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3년 간 1,200 시료

를 수집 분석하 고, NAA에 의한 입도 별, 지역 별, 작업 유무 별 기분

진  Reflectometer를 이용한 black carbon 농도의 측정과 미량원소의 

분석을 수행하 고, 측정자료는 문가에 의해 검증  오염원에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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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 데이터 해석을 실시하 다. 

  Figure 53에는 참가국의 입경 별 분진농도에 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은 미국 환경보호원에서 제정한 기질의 연평균농도를 표시하며 고딕 

선은 24시간 평균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54에는 미세 분진의 black carbon 농도에 한 결

과를 나타냈다. Figure 55, Figure 56, Figure 57 그리고 Figure 58에는 

미세 입자와 조  입자에서 Br, Zn, V, Al 의 농도를 각각 나타냈다. 

  측정분석 차  데이터의 품질 리를 해 휠터 상 기분진과 인증 

표 물질에 해 2차례의 숙련도 시험(NAT-3 & 7)이  수행되었으며, 

부분의 원소에 하여 z-값이 ±2이하로 나와 본 연구실의 분석수행 능력

이 양호함을 확인하 다. Figure 59에는 그 결과를 나타냈다.[32, 33]

  한 3 의 기분진 수집기에 한 유속의 교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

과를 Figure 60에 나타냈다.

 

  2. IAEA 기술 력사업

     (QA/QC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 RAS/2/010)

  가. 본 사업은 2001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3년의 사업기간 내에 핵분석 

기술을 이용하는 회원국의 각 실험실에 한 분석품질 리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이 궁극 인 목표이다. 과제의 자세한 배경, 목 , 기 성과  추

진계획은 1차 지역간 훈련과정에 한 IAEA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34]  이를 하여 지역 간 훈련 웍샵을 개최하고 품질시스템의 진도 리

를 한 보고서의 작성과 2회의 내부감사를 통해 ISO 17025에 기반을 둔 

시험실 자격요건의 실행여부를 평가하는 사업계획을 실행하 다. 

  나. 사업계획에 따라 년 2회 진도보고서를 제출하 다. Table 57에는 최

근의 진도보고서(PR-3)에 한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한 3종의 환경시

료에 한 실험실간 비교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 으며 양호한 결과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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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시아 지역 원자력 력사업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 Application of NAA)

 

  가. 본 사업은 1993년에 시작된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에 한 아시아지

역 원자력 력 회의(Fourm on Nuclear Cooperation in the Asia Region, 

FNCA)로서 일본 과학기술청(  문부과학성, MEXT) 주 으로 아시아지

역 8개국(한국, 국,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일본)

이 참가하여 오고 있다. 

 

  나. 2000년 11월에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FNCA 워크샵이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국의 NAA시설  연구개발 동향에 한 

발표가 있었으며 NAA의 활용도를 높이기 한 이용자시스템의 조기구축

과 지속 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001년 11월에는 

국 뻬이징에서 웍샵이 개최되었고, 2002년도 웍샵은 2003년 1월에 인도

네시아의 자카르타와 Serpong 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다. NAA분야의 주요 주제는 2002 사업계획, 실  검토  평가, 2003 

사업계획 수정, 보완  ko-NAA method에 한 동연구 추진, Marine 

Sediment, 지질자원 등 응용분야 확장에 한 사업수행과 련한 회원국

의 참여와 역할에 한 평가, 환경오염 활동의 필요성과 지속성 등에 한 

것이었고 각 주제에 한 참가자들의 경험과 지식에 한 심도 있는 토론

이 진행되었고 2003 FNCA 워크샵은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하 다.  향

후 환경시료의 미량분석에 활용도가 큰 성자 방사화분석 기술의 이용이 

활발해질 것이며 차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이것은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 환경 리  국민보건과 

련된 기 의 심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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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기입자  미량 속의 NAA와 

         라즈마분 법의 비교평가 [36]

  1. 분석품질 리  분석법간 비교

  가. Table 58에 보인바와 같이 분석과정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해 시료

와 물리 인 상태, 화학  조성이 유사한 인증된 표 물질, NIST 1648를 

시료의 분석과 동일한 과정으로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을 수행한 결과 분

석 원소의 상 오차 값은 Al, Ba, Br, Cl, Co, Cr, Cs, K, Mg, Mn, Na, Rb, 

Th, T, V이 5%이내로 매우 정확한 결과를 나타냈고, Fe, Zn가 10 ％ 이

내, Ce, Cu, Hf, La, Sb, Sc, Se가 20%이내인 반면에 As, Sm은 30 ％ 정

도의 분석 상 오차값을 나타내었다. NIST 1649a를 ICP-M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Pb, Fe, Mn, Ni이 10 ％ 이내의 상 오차값을 가지고, As, 

Mg, Cr, Sb, V이 30 ％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59에 나타냈다.

  나. 두 가지 분석방법에 의해 획득한 농도자료에 한 분석의 불확실성

을 어느 정도 국한하기 해 장시료로부터 측된 농도가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탕농도(blank concentration)의 2배 이하인 자료는 제외하 는데,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자료는 단지 0.85 ％의 자료만이 제외되어 

사용된 바탕여지와 분석 바탕값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유도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에 의한 결과는 14.4 ％로써 높게 나타

났고 부분 As, Cr, V에서 바탕값이 매우 높아 상원소의 정확한 분석

이 어려웠다. 요 독성 속들인 As, Cr, V 등의 원소들에 해서 스펙트

럼의 방해 향이 커 정확한 농도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기 성자 방

사화분석법에서는 큰 방해 향이 없이 분석할 수 있어 국내 기  발암 

해도(carcinogenic risk)가 큰 유해 속인 As에 한 정확한 농도분석

을 해서는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법의 사용이 필수 이다.

  다. INAA와 ICP-MS에 의해 동시에 분석된 Al, As, Ba, Co, Cr, Cu, Fe, 

K, Mg, Mn, Na, Sb, Se, Ti, V, Zn의 분석값을 비교하여 Table 60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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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는데, INAA와 ICP-MS의 농도비(INAA/ICP-MS)가  Se, Ti, Zn는 

2.04, 1.83, 1.61로 크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속들에 해서는 0.85-1.20으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1․2공단지역에서의 PM 10 내 화학성분의 분석

  연구의 상지역(Figure 61)은 역시 덕구에 치한  1, 2 

공단지역으로 소규모의 속, 기계, 고무/ 라스틱, 화학제품 련 업체를 

비롯하여, 규모의 비 , 화장품 생산 업체 등 100 여개 이상의 생산업체

가 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역의 기  독성 속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지역  한 곳이다[35].

  Table 61에 측정결과를 나타냈으며, 지각에서 기인되는 Al, Ca, Cl, Fe, 

K, Mg, Na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독성 속인 As의 산술평균은 

3.15±2.26 ng/m3, Mn은 48.9±31.9 ng/m3, Se는 2.14±1.56 ng/m3, V은 

5.52±3.70 ng/m3, Zn은 149±82.4 ng/m3으로 나타났다. 분석 상원소별 농

도분포 특성을 쉽게 조감하기 해, 모든 원소의 농도 별 분포양상을 로

그스 일로 비교하 다. 산술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 Be, In, Lu, Yb가 

가장 낮은 10
-2 ng/m3에서, Cs, Sc, Sm, Th이 10-1 ng/m3 이하 역에서, 

As, Cd,  Ce, Co, I, La, Se, V이 100 ng/m3 이하, Ba, Cr, Mn, Ni, Sb가 

101 ng/m3, Ca, K, Mg, Na, Pb, Si, Ti, Zn가 102 ng/m3, Al, Cl, Fe가 103 

ng/m
3 의 역에서 나타나서, 최소농도와 최 농도 간에는 략 105 이

상으로 차이가 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Figure 62에 나타낸바와 같이 확률론  해도 평가결과, the 50th 

percentile cancer risk가 남자의 경우 1.16×10
-5, 여자의 경우 1.09 ×10-5 

으로 나타나 허용 기 치의 범 인 10-4～10-6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ME(the 90th-99.9th percentile) 발암 해도는 남자 (2.38×10-5～ 

4.00×10-5)와 여자 (2.22×10-5～3.50×10-5) 모두 최  허용 기 치인 10-4 

을 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PRA의 RME range  주로 사용되는 the 

95th percentile 발암 해도는 남녀에 해 각각 2.96×10-5와 2.76×10-5 

로 허용기 치를 10
-5 으로 할 경우 남녀에 해 각각 기 치의 3배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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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나타났다.  1, 2 공단 지역에서 As으로 인한 발암 해도가 

속 발암 해도의 약 8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히, As에 

한 리가 시 히 요청된다.

  4. Figure 63에 나타낸바와 같이 PMF2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 오염원

은 soil dust, road dust, metal alloy, fuel oil combustion, cement, 

automobile exhaust, municipal incinerator, As-related, SiO2, sulfide 

smelter로 나타났으며 총분산의 85.3 ％를 설명하 다. PMF2 모델링을 통

해 재생산한 분진농도와 측정된 분진의 농도와 결정계수는 0.83으로 계산

된 값이 실제 농도의 83 ％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PMF2를 이용

한 오염원의 기여도 정량이 잘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PMF2 모델에 

의해 설명된 각 오염원의 질량기여도를 보면 cement와 fuel oil 

combustion이 가장 큰 19 ％를 나타내었고, 지각기원의 SiO2, soil dust가 

각각 15 ％와 11 ％로 나타났다. Road dust와 automobile exhaust에 의한 

기여도는 각각 5 ％와 8 ％이고, metal alloy, As-related, sulfide smelter

등의 공정 련 오염원은 각각 8 ％, 5 ％, 2 ％, 폐기물 소각에 의한 오염

원 기여는 8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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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식용수, 음식물, 기분진(PM10) 이용 방사선 해도 평가 

  1. 음용수 의 U 분석

  가. 담수나 해수와 같은 자연수 의 우라늄(U)의 농도는 수 ppb 수 이

하로서 극미량 원소분석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고감도의 비 괴법인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지하수 의 우라늄을 신속, 정확하게 정

량할 수 있는 방법에 하여 시료를 증발농축 처리하는 방법과 직  분

석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 다. 즉 직 법(239U)과 농축법(239Np)을 비교 

검토하 으며, 직 법을 몇 가지 실제시료의 분석에 용하여 우라늄농도

를 측정하 다. 표 용액(0.5～100 ppb)을 이용하여 분석법을 검증한 결과, 

주어진 농도범 에서 검정곡선의 평균편차는 2 ％ 이하를 나타냈으며, 각 

측정값의 상  표 편차는 2～12 ％ 이내이었다. 동일시료에 한 시기별 

농도의 편차는 10.3 ％이었다. 직 법을 이용할 경우에 ppb 농도수 에서 

20 ％ 이하의 분석오차로 신속하게 정량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62에   충청지역 일원의 식수용 17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

늄 농도를 정량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1～80 ppb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37]. 본 방법은 량의 지하수시료를 신속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일상 

분석기술로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라늄 함량으로부터 섭

취량을 고려하여 피폭선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나. 일일 음식 섭취량으로부터 
238U 과 232Th 의 섭취수 을 평가하기 

하여 20-60 를 표본집단으로 일일 음식소비량을 조사한 후, 인 으로 

국산 Total diet를 제작하 다. U 과 Th의 분석을 하여 방사화학  

성자 방사화분석(RNAA)법을 용하 다. 두 가지 표 물질을 분석품질

리에 이용하 고 측정값과 인증값을 비교하 으며 제작한 Korean mixed 

diet 시료 의 U 과 Th의 함량을 정량하 다. Figure 64, Figure 65, 

Figure 66에는 각 분석시료의 U 과 Th에 한 감마선 스펙트라를 보

다. 분석결과를 Table 63에 나타냈으며 각각 35.4 ppb 와 3.4 ppb 임을 확

인하 다. 이들 함량값으로 부터 Table 64에 보인 한국인의 일일 평균 음

식 섭취량(1700 g/day)으로부터 일일 평균 섭취량을 산정하 고 각각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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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0.67 ㎍/day 이었다. 238U and 232Th과 련된 섭취된 방사능은 약 86 

과 2.7 mBq/person/day 으로 추정되고 년간 피폭선량은 각각 3.18와 0.29 

μSv/person 으로 산정되었다[38].

  다. 기 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인 U과 Th 의 기분진  농도를 

결정하여 호흡량에 따른 인체 내로의 흡수량의 추정을 통하여 내부 피폭

선량을 산출하는 방법론을 고찰하 다. High Volume Sampler 로 기분

진(PM10)을 수집, 분석하여 U  Th의 기  농도를 결정한 후, 호흡에 

따른 인체 내로의 흡수량을 결정하고 년간 피폭선량을 ICRP의 방법으로 

추정하 다[39]. 

   1) Figure 67에 시료 채취기간 의 측정된 PM10 농도를 나타내었다. 

황사 발생일을 포함한 체평균은 83.4 ㎍/m3 의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의 환경기 인 100 ㎍/m3을 과하지는 않았다. 이는 겨울

과 이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었기 때문이고 최악의 황사가 발생했기 때

문이다. 황사 발생일의 평균은 187 ㎍/m3을 이었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PM10 농도 보다 작은 값인데, 이는 연구소의 시료 채취장소 서북

쪽에 있는 산과 풍향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U  Th의 기  농도측정 : 분석품질 리를 하여 미국 표 연

구소의 인증물질인 Coal Fly Ash(보증값 : 우라늄 10.2±0.1 mg/kg, 토륨 

24.7±0.3 mg/kg)를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11.0±1.0 mg/kg, 토륨은 24.5±0.7 

mg /k g  로 서  분 석 값 의  불 확 도 를  고 려 하 면  보 증 값 과  잘  일 치 하 는  결

과 를  얻어 분석값이 신뢰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시간에 따른 

기  U, Th의 농도를 Table 65에 나타냈으며, PM10의 농도와 함께 Figure 

68에 나타내었다. U과 Th의 평균농도는 각각 0.398, 0.429 ㎍/m3 이었으며 

U은 황사 시에 최  2배정도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 Th은 최  4배 이

상의 고농도를 황사 시에 나타내었다. 기 의 속 농도는 황사 시에 

크게 부화되는데, 인 인 발생원으로 추정되는 As, Sb, Br, Cr 등의 

속들은 큰 부화값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각에 기인한 

Th, U을 포함하여 Al, Fe, 희토류 등의 원소농도는 크게 부화되는 것으로 

밝 혔 져  있 다 . 한 Figure  68을  보 면  P M 10과  T h은  매 우  유 사 한 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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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U은 약간은 범 가 넓게 퍼지고 PM10과 다른 추이를 나타내

고 있다. PM10과 원소들의 상 계수는 U은 0.41으로 나타나 상 성이 

었도, Th은 0.82의 매우 높은 상 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 으로 부화계수(Enrichment Factor, EF)가 100 이상일 때는 

발생원이 인  발생원(anthropogenic origin) 인 것으로 보며 10 이하의 

값을 가지면 지각 발생원(crustal origin)으로 단하는데[40] Th은 6.8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지각 발생원인 것으로 단된다. U의 경우는 평균값 

31.5를 나타내는데, 이는 비교  높은 값으로 인 인 발생과 자연발생인 

것이 혼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원소들로는 Ba, 

Hf, Ce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결과는 기  값으로 사용한 지각 내 원

소의 농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69에는 기 원소로 Sc를 사용하여 부화계수를 구한 결과를 Sc의 

농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Sc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화계수가 작아지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4) 식(1.23)를 용하여 계산한 년간 내부 피폭선량의 평균값은 U-238

의 경우에는 1.06, Th-232은 0.17 nSv/person/year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

를 Table 66에 요약 하 다. 기  U-238과 Th-232에 의한 내부 피폭

선량의 평균을 황사 발생일과 비 황사일로 나 어 계산하면 황사 발생일

에는 1.33, 0.33 nSv/person/year, 비 황사일은 0.93, 0.13 nSv/person/ year

로 계산되어 황사시의 피폭이 당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호흡을 통한 U-238과 Th-232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은 음식물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인, 3.18과 0.29 μSv/person/ year 에 비해 무시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을 다루는 핵연료 

작업장 등과 같은 곳에서는 일반 기수 보다 매우 높은 농도 수 을 보

일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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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도시 소각재 속 분석법 개발

  1. 표 물질의 분석결과 

  미국표 기술원의 인증 표 물질(NIST SRM 2709-Sanjoaquin Soil, 

2711 -Montana Soil)로부터 약 30여종의 원소를 분석하 다. 이들의 분석

결과를 Table 67과 Table 68에 나타내었다. 두 인증 표 물질에서 분석값

의 상 오차는 보증값을 갖는 원소들 에서 Ag, Ba, Cl, Cr과 추천값을 

갖는 Au, Cs, Hf, Rb, Th 등 몇 개의 원소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원소들

이 10 ％ 이내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상  표 편차도 부분이 10 ％ 이

내의 결과를 보 다. 분석값의 계통 인 편차를 알아보기 하여 보증값의 

불확도와 Horwitz 함수[41]를 사용하여 U-test score[42]를 구해본 결과 

모든 원소에서 3 이하의 값을 나타내 심각한 계통 인 오차요인은 없다고 

단하 다.

  2. 시료 분석결과 

  분석시료로 제작한 바닥재를 월별로 5개씩의 시료를 비하여 Table 

69의 분석조건하에서 단 반감기, 반감기  장 반감기로 구분하여 33

종의 원소 함량을 결정하 다. 이에 한 결과를 Table 70에 정리하 으

며 알아보기 쉽게 Figure 70에 나타내었다. 주성분 원소로서 Al은 3.7 

％, Ca은 20 ％, Cl은 2.5 ％, Fe는 4.7 ％, K는 1.2 ％, Mg 1.7 ％, Na은 

2.0 ％를 나타냈으며, 유해 속인 As, Cr, Cu, Mn, Sb  Zn의 평균값

과 표 편차는 각각 23.8±6.9 ㎎/㎏, 620±184 ㎎/㎏, 0.31±0.12 ％,  

0.26±0.10 ％, 115±29 ㎎/㎏  0.71±0.19 ％ 로 측정되어 일반 토양보다

는 매우 높은 농도수 을 보 다. 한 Ag, Au, Co, Mn  Ta과 같은 

원소들은 40 ％ 이상의 상 표 편차를 나타내어 수집 기간에 따른 원소

의 함량 변동이 컸으며, 성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해 정량한 33종 원소

의 월별 평균 농도값을 모두 더하면 약 40 ％가 되어 시료 성분 의 40 

％에 한 분포와 월별 변화추이를 성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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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산업재료 시험  지질환경과 서식생물의 오염특성

          평가를 한 NAA 이용연구[43] 

  1. 고분자재료  무기성분의 분석법 확립(분석한계 ppb, 분석편차 < 5 

％) : AAS, ICP와 같은 일반 인 무기성분 분석법으로 고분자시료에 함

유된 무기성분의 분석을 해서는 시료를 버 로 회화시키고, 다시 염산, 

질산과 같은 무기산으로 용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시료처리과정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분석의 정확도 보장이 어려운 고난도 분석 의 하나

이다. 한, 실험 필수품인 표 물질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NAA는 비 괴로 시료를 직  분

석할 수 있고 주성분인 C, H, O 등에 의한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

 간단하고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용이한 시료 의 하나이며, NAA는 

표 물이 필요치 않은 분석법이므로 알맞은 표 물질이 없어도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분자시료의 무기 성분 분석에 

NAA를 용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시

료의 균질도 보장을 해서, 혹은 용기에 넣기 해서 시료를 분쇄해야 하

며 이 과정에서 무기성분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고분자시료를 

성자조사시킬 때 성자 혹은 감마선에 의한 분해(radiolysis)시 생성되

는 수소나 메탄으로 인한 내부압력 상승으로 시료용기가 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NAA의 문제 을 해결하고 일반 분석법의 기

물질을 제공하여 고분자소재 의 무기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가. 시료의 분쇄 시 외부 오염물의 유입을 억제하기 하여, 액체 질소

를 이용한 동결 쇄기법을 개발하 으며, Figure 71에 형 고분자시료

를 잘게 부수기 한 세부과정의 표 차를 나타내었다. 회색으로 표기

한 부분인 분쇄후의 표면제염을 통하여 극미량 성분 분석에서는 액체질소 

 polyethylene bag에 의한 처리과정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

다. 성자 조사과정에서 시료용기의 손을 방지하기 하여, 2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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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을 이용하고, 내부캡슐에 핀홀을 만들어 시료캡슐 내부의 압력상승을 

억제하 다. Figure 72에 고분자소재의 분석을 한 NAA 세부 차를 나

타내었다.

 

  나. 한,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PE(polyethylene), PP(poly- 

propylene)에 함유된 수십 ppm  이상의 매성분의 분포를 분석/조사하

여 분석하고자하는 극미량 성분에 따른 성자 조사, 냉각, 측정 등의 

NAA 조건을 도출하 다. Table 71에 반감기에 따라 분류한 각 핵종 별 

세부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이를 해 무기성분의 종류  함량이 다른 

5종의 기 물질을 제작하고 NAA를 이용하여 정  분석 후 이를 여타 분

석과정의 검증을 해서도 이용하 다. Table 72에는 polypropylene 

powder에 고분자소재의 첨가제로 리 이용되는 몇 가지 첨가물을 인

으로 첨가하고 균질한 pellet로 제작한 후, NAA로 분석한 결과이다. 각 

시료마다 5회 반복하여 실험하 으며 분석결과와 시료의 균질도를 알 수 

있도록 5회 반복한 결과의 평균값과 RSD(relative standard deviation)을 

함께 표기하 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5회 반복 실험한 평균

값의 상 표 편차 값이 RM-5의 Cr을 제외하고 모두 5 ％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표 물질의 불확도를 고려할 때, 합

성한 기 물질들의 균질도와 NAA의 분석 정 도가 매우 좋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NAA의 분석방법과 비 괴 분석법이 표 물질의 품

질시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2. 토양  식물체의 무기성분분석을 한 기  차서를 작성하 다. 

분석업무는 의뢰자가 시료를 실험실로 가져온 시 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편 이며 시료의 채취나 표성 등에 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시료의 선택  채취가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좌

우할 수 도 있다. 특히, 환경시료의 경우는 시료의 선정  채취과정의 

요성이 다른 시료에 비해 더욱 요하다 할 수 있다.  환경시료는 크게 

수질, 토양, 기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인체 유해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생체(작물)에 한 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식물체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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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분 분석은 일반 무기성분분석에서  하나의 난이도가 높은 분석으로 

알려져 있다. 고분자시료와 같이 시료 처리의 복잡함이 가장 큰 요인이

다. 본 연구에서는, NAA를 이용하여 토양  식물체의 분석기술을 확립

함은 물론 NAA에 합한 시료의 채취  처리 과정에 한 세부 차

의 확립에 목표를 두고 수행하 다. 한, 환경오염을 정확히 측정/평가하

기 해서는 수많은 시료를 처리해야 하므로 량시료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간편 분석법의 확립도 비 을 두고 수행하 다.

  일반 작물재배 토양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하기 하여, 국가 토양오염 공

정시험법을 기 로 하여 표토와 심토로 구분하여 “Z"형으로 7개 지 에서 

채취하 다. 식물체로는 우리나라에서 리 재배되고 있는 표작물인 벼, 

콩, 고추를 선정하 다. 토양시료와 작물시료의 채취  분석과정에 한 

세부 차를 확립하 다. Figure 73에 토양시료의 채취  처리과정에 

한 세부 차를 나타내었다. Table 73에는 토양과 곡물의 분석조건을 

나타냈다. NAA과정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하여 암석 표 시료인 NIST 

Coal fly ash와 USGS 시료 6종류를 이용하 다. 함량계산은 단일 비교체

법과 분석방해를 보정하는 로그램인 SCM-IF (Single Comparator 

Method-Interference Factor)를 이용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74에 나타

내었다. 한 상 비교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분석조건을 용하

으므로 표 물질과 시료를 분석한 시간 차이만을 고려하여 함량을 계산하

다. 다양한 지질학  특성을 가진 지질시료의 분석결과 거의 모든 시료 

 성분에 한 NAA의 결과가 인증 값들과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Table 75는 리지역의 밭 흙에 한 NAA 분석결과이며, 평균농도  

이에 한 상 표 편차(RSD, ％)이다. RSD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토

양의 균질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Table 76은 ICP-AES와 XRF에 의한 분

석결과를 포함한 리지역 토양의 평균농도  이에 한 상 표 편차

(RSD, ％)이다. Table 77에 리지역에서 재배, 채취한 10종의 농작물, 16

종의 부 에 한 무기성분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3. 토양  작물의 오염 상 성 조사 연구

  가. Table 78에는 상기의 분석된 원소들  주요 원소(식물  인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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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분 : P, K, Ca, Mg, Fe, Mn, Zn, Cu, Mo, Ni ; 유해성분 : As, Cd, 

Pb, Ba, Cr, Co)에 한 경작지 토양과 서식 작물의 종류  부 에 따른 

분배 비를 아래의 식으로 산출한 작물로의 흡수율(UR; uptake rate, ％)로 

나타내었다. 

                    URi(%)=
Cci
Csi
*100                         (3.1)

여기에서 URi는 i성분의 흡수율(％), Cci는 성분 i의 작물부  c 에서의 농

도, 그리고 Csi는 i성분의 토양에서의 농도를 의미한다. 주요원소의 흡수율

이 큰 작물  부 를 다섯 종류씩 정리하여 보면 Table 79와 같으며 경

작지토양에서 서식하는 작물들의 종류  부 에 따라서 토양의 무기성분

을 흡수하는 정도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흡수율 차이를 이용

하면 토양의 무기성분에 한 장기 인 평균함량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로부터 특정 성분의 토양 내 함유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특정 작물부

를 선택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토양과 작물종  부 별 무기성분의 분포특성을 조사하기 해서 

충남지역 폐 산 지역을 선정하 다. 물체 뿌리를 감싸고 있는 뿌리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함으로서 토양과 식물체 부 별 무기성분의 오염상 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종  부 를 찾아

보고자 하 다. 한, 국제 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계 평균 지각의 성분 

농도를 기 으로 지역별 토양, 그리고 작물 종  부 에 따른 무기성분의 

비를 산출하 으며, 뿌리토양과 식물체 부 의 무기성분 분포 상 성을 조

사하 다. 평균 분포특성과 다른 특이한 지역  작물에 해서 정  조사

를 하고 있다. Table 80에 10곳의 폐 주변 논에서 채취한 벼의 뿌리에 

부착된 토양에 함유된 38종의 무기성분에 한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10

개 지역의 평균 함량  RSD값을 보면, As, Cr,  Sr과 같은 유해성분의 

함량에서 리지역 밭 토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99 -

제 12   인체 기능성 미량원소 고정  분석법 개발  

          상 성 연구

  1. Figure 74 에는 모발분석을 이용한 환경오염에 한 인  발생원

의 조사경로를 나타냈다. 인체모발 의 각종 미량원소의 함량에는 개인차

가 있으며, 개인의 생활환경, 음식물의 섭취, 통, 성별, 나이, 직업 등에 

의해 함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생활환경으로부터의 외부오염과 음

식섭취  사작용을 통한 모발조직 내 축 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해 인체 모발시료를 채취하여 IAEA의 추천 방법을 이용하여 세척 

후로 나눠 NAA를 이용하여 비 괴 분석하 다[44].  

  인체 외부조직인 모발의 최  분석조건을 확립하여 Table 81에 나타냈

으며, 모발 련 분석정도 리는 인증 표 물질을 분석하여 보증값과 비교

하 다. Table 82에는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상 오차는 Al과 Hg를 제외

하고 10 ％ 이내이었으며, Cu, Cr, Na, Co, Mg, As, Se, Zn 등의 상 오

차는 ±5 ％ 이내, Mn, Ca, Fe, Sr 등의 원소들은 ±10 ％ 이내 으며, 상

 표 편차는 부분 ±10 ％ 이내 다. 외부오염물의 제거를 한 세척

시간에 따른 모발 내 미량원소의 함량분포는 Table 83과 같이 나타나 세

척 과 비교하여 Na와 K은 세척 후에 80～95 ％, Cl은 60～80 ％, 그리고 

Br과 Ca은 20～40 ％의 제거율을 보 다.  

  일반 으로 Na와 Cl 등의 원소들은 외부오염의 가능성이 많고 증류수에 

의해 쉽게 세정되기 때문에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찰되었다. 

나머지 원소들에서는 세척 후나 세척시간의 변화에 따라 특별한 농도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모발의 세척시간은 격한 농도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인 3～5분이면 당한 것으로 추정하 으며 10분 정도

의 세척시간을  때 안정한 것으로 단하 다. Table 84에는 모발의 부

별 함량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일반인 그룹의 모발을 두

부, 후두부, 좌우두부, 정두부 등 5개 부 에서 채취, 분석하여 개인편차와 

부 편차를 추정하 다.  

  음식물의 섭취와 련이 있는 Na, Cl, I, Cu, Mn, Zn 등의 개인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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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원소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발의 주성분 의 하나인 S를 제외한 부분의 원소들의 개인편차는 2

0～113 ％ 범 에 있었으며, 반면 동일인의 모발 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분포는 7～45 ％ 범 로 Na와 Zn의 경우 미량원소의 개인편차가 부 편

차보다 7배 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시료를 두부 체에서 고르게 

채취하는 것이 좋으나 개인차를 고려할 때 일정부 에서 무작 으로 채

취할지라도 개인식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측정된 모든 원소의 

개인편차를 종합하여 통계 으로 처리하는 경우 식별을 한 개인편차는 

더 증가될 것이다. 추가로 부 별로 측정된 각 원소의 함량수 은 특정 목

을 한 선택의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내 집단과 

외국 분석집단간의 원소별 분포범 를 비교하여 Table 85에 나타냈다

[45-47].

  일반 사무원과 주물공장 근로자 각각 5명씩을 후두부에서 모근으로부터 

5cm 내외의 모발을 채취하여 설정된 세척과정과 실험조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Table 86에 나타냈다. 분석 결과 일반 사무원에 비해 주물공장 근

로자의 Al과 Cr의 경우에 평균농도가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As는 

시료 W-4에서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물 작업장의 

환경에 의해 호흡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내로 내부축 이 되었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미량원소의 인체보건에 한 향으로 모발이나 뇌에 

Al의 농도가 높을 경우 노인성 치매인 알쯔하이머 병과 련이 있다. 증

가된 Cr은 조직 내 원소과잉과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

히 Cr(+6)의 농도가 높은 경우 발암성과 련이 있기 때문에 액이나 뇨

분석을 통해 가장 최근의 상태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분석조건에서 사무원과 공장근로자 그룹을 상으로 두 그룹간의 함량 편

차, 생활환경과 모발 내 원소의 함량수 간의 연 성을 비교하여 인체 보

건 환경 평가를 한 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용자

들을 한 참고서로 모발과 인체보건에 한 연구개발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보고서로 작성하 다[48].

  2. 국내 의학  보건학 분야의 연구․발 을 한 인체 기능성 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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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분석법 개발을 해 특별한 질병이 없는 48시간 이내의 돌연사에 

의한 20-60  사망자 각 1 명씩의 늑골, 간, 폐, 근육, 신장, 갑상선 등 6

개 인체조직을 IAEA의 생체시료 수집 차에 의해 채취하 고, 성자 방

사화분석법의 검증  신뢰성 확인을 해 인체조직과 가장 유사한 표

시료(NIST SRM-1566a, oyster tissue; NIST SRM-1486, bone meal; 

NIST SRM-1577b, bovine liver, NIST SRM-8414, bovine muscle)를 비

교 분석하 고, 결과를 Table 87과 Table 88에 나타냈다. 선정된 분석조건

에서 검출한계와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 다. 측정분석자료는 호흡이나 음

식물 섭취 등 인간 활동환경의 향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49].

  인체 기능성 미량원소의 고정  분석을 해 Table 89에 보인바와 같이 

IAEA에서 권고한 인체 조직 수집 치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 으며, 아

시아 5개국의 조직별 평균 함량을 비교하여 Table 90에 나타냈다[50]. 각 

인체조직에 묻어있는 액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해 증류수를 이용하

여 반복 세척한 후, 시료를 냉동기에서 -80 ℃로 24시간 동안 냉동시킨 

후 동결건조기에서 -80 ℃로 5일간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하 다. 동결건

조방법은 원소의 증발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조방법으로 건조 

후에 무게를 칭량하여 수분함량 산정에 이용하 으며, Table 91에 각 

시료의 수분함량을 나타냈다. 늑골시료의 평균 수분함량은 약 30 ％ 으며 

나머지 5가지 조직의 평균 수분함량은 70～75 ％ 다. 건조된 시료는 고

순도 티타늄 날이 달린 믹서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말상태로 만들고, 

100 mesh짜리 체를 이용하여 균일한 입자의 시료로 만든 후에 미리 세척

한 폴리에틸  캡슐에 넣고 가열 하여 비하 다. Table 92에 보인

바와 같이 본 실험의 분석 조건은 단수명 핵종과 장수명 핵종에 해 각

각 시료량은 10 mg과 300 mg으로 2분과 3시간씩 조사시켰으며, 시료의 

반감기와 원자핵 반응을 고려하여 설정한 냉각시간 후에 각각 2번씩의 계

측을 통해 분석하 다. 

  인체 조직 내 미량원소간 상  계도를 Figure 75에 나타내었으며, 실

제 한국인의 6개 인체조직과 그들에게서 채취한 모발에 한 연령별, 원

소별로 조사하 고 Table 93 과 Table 94에 요약하 다 한 인체조직의 

원소별 농도분포도를 Figure 63에 나타내었다. 측정분석결과로부터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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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주요 기능성원소의 비교와 연령별 평균농도를 비교하 다. 즉, Ca, 

Mg, I, K, Na, Mn, Co, Fe, Se, Zn 등의 양원소  인체 기능성 원소, 

그리고 As, Br, Cr, Cs, Rb, Sr, Cl 등의 독성원소  기타원소의 함량을 

결정하 다. 측정분석 결과 I은 갑상선에 1000 ㎍/g 이상 집 으로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문헌  사실과도 일치하 으며, 의 주요 구성

물질로 알려진 Ca과 Sr은 늑골에 주로 축 됨을 보 다.  

  Na, K, Cl, Mg, Fe, Zn 등의 양원소들은 모든 조직에 일정량 이상 분

포하 으며, 일반 으로 미량원소들은 인체조직별, 연령별 특정 농도분포

를 나타내었다. 주요 양원소  Mg은 주로 와 근육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30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e 은 간, 폐에서 50 가, 그리고 Zn

은 간, 폐에서 40 가, 신장에서는 60 가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 103 -

제 13   RM 련 생체시료 분석과 데이터 수집  

          무기 양소 섭취량 평가

  1. Nuclear Track기법은 분석의 간편성과 고유한 선택성  감도로 지

질, 환경, 생물시료 등에서 미량의 우라늄 분석에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

에서는 두 부류의 작업자로부터 채취한 모발시료 의 우라늄 농도를 

(n,f) Radiograph에 의해 정량 비교하 다. 

  모발 내 우라늄의 농도를 측정하기 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

자로의 공압 이송장치(PTS, Φth = 1.7 x 1013 n/cm2․sec, CdR ～200)를 사

용하 으며 10분간 조사하 다. Nuclear Fission Track Method에 의한 

장 작업자 그룹과 사무직 그룹의 모발  235U의 분석(Track Detector 

Materials : LEXAN, 2 x 3 cm plate, Etching : 6.25N-NaOH (30～60 min.), 

60 ℃, Microscopic Observation Image Analysis : Optical Microscope/CCD 

Camera)하 다[51].  Figure 77에는 분석과정을 도시하 다. 실험 상 작

업자 그릅의 모발  우라늄 농도를 Table 95에 나타냈다. 
235U 의 농도범

는 <1 to 39 ppb 이다. 이 가운데 시료 #9의 fission track radiograph 를 

Figure 78에  나타냈다. 세척시료와 미세척 시료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외

부 환경으로부터 우라늄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말해 다. 

  Fission track의 분포는 한 올의 모발에서 다른 도와 차원의 별그림, 

소  "hot spots" 의 유의한 양으로 비 동일성에 의해 특성화하 으며 

track stars는 환경으로부터 모발 표면에 진하게 된 우라늄 입자에 의

해 형성된다고 추정하 으며, 가장 많이 오염된 시료(F4, unwashed)의 두

개의 방사능 사진인  Figure 79에서 볼 수 있다. 아세톤과 증류수로 세척

후의 모발표면에 남아있는 우라늄의 양은 Figure 80에서 명확히 볼 수 있

다. 비 동일 트랙분포와 별모양은 오염이 외부 으로 발생하 다는 것을 

가르킨다.  
235U의 농도는 성자 방사화분석의 동일한 시료에 한 결과

로 비교해 볼 때, ppm 수 까지 산정할 수 있었다[52,53]. 

  2. 연구목 을 한 50종의 식품 원재료를 선정하여 직  수집하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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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 동결건조, 분쇄, 체걸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분석하여 미량

원소의 분포를 확인하 다. 수집된 50종의 식품 원재료에 해 7가지 식품 

군으로 나 어 가루, 라면, 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재료에 해 동

결건조를 하 는데, 평균 수분 제거율은 야채류가 90.1 ％로 가장 높았으

며, 해조류(89.3 ％, “김”제외), 과일류(87.5 ％), 육류  유가공류(73.4 ％), 

가공식품류(46.2 ％), 어패류(37 ％), 곡류(31.7 ％)의 순이었으며, Table 96 

에 측정결과를 정리하 다. Table 97에는 식품 원재료에 해 8종의 주요 

기능성 미량원소의 함량을 측정하고 식품 군별로 평균과 분포 경향을 알

아보았다.

  3. 모발은 인체 내 미량원소가 가장 고르게 분포하는 조직으로 수집이 

쉽고 최근의 축  경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체 외부조직이다. 최근 

미국 등 서구에서는 HMA(hair mineral analysis)를 이용한 개인의 건강상

태와 질병 유무, 특정 환경의 독성원소 축  등 건강과 보건을 한 폭넓

은 의학 , 환경보건학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실에서도 그동안 법과학 분야에 분석지원 등을 통해 축 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에 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분석  연구자

료를 바탕으로 연구 상 체에 한 원소별 종합  통계자료와 성별 특정

원소의 분포경향, 특정 집단의 모발 내 축  결과를 알아보았으며, 해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함량분포의 특이성을 알아 보았다. 

  모발의 미량원소간 상 계도를 살펴보고 연구 상 체에 한 분석

결과의 종합  통계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Table 98에 나타냈다. 20 부터 

60 까지의 연령별 평균 분포도를  Figure 81에 나타냈고, 이것의 상  

빈도 분포도를 Figure 82에 나타냈다. 그리고 특정집단의 분포결과를 평

균 통계량으로 요약하 다. Table 99에는 입 병을 상으로 분석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100에는 유리공장 근로자를 상으로 분석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As, K, Na, Mn 등 속 원소의 농도가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에 따른 함

량수 의 차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101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

는 학생을 상으로 분석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Al, Sb, Z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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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원소의 농도가 비교  높게 나타났다. 개인편차는 비필수 원소가 필수 

원소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의 필수원소로 인정되는 Ca, Cu, 

S, Zn은 정규분포를 나타냈다. 

  Table 102에는 일반 공장근로자를 상으로 분석측정한 결과를 나타냈

다. Fe, Se 등의 원소농도가 비교  높게 나타났다.  Table 103에는 한약

재를 장기간 복용한 성인을 상으로 분석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Ca, 

Mg 등의 원소농도가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Br은 수배이상 아주 높게 

나타났다. Figure 83에서 Figure 95에는 표본 집단의 원소별 농도분포가 

정규분포인지 수-정규분포인지를 알아보기 한 4개 그룹[A : 일반인

(남자 학생)  B : 한약 복용자  C : 주물작업자  D : 유리공장 근로자]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모발시료의 체 분석 상에 한 나이별, 성별 함량

분포를 통계처리한 결과를 Table 104에 나타냈으며 비교를 하여 

Figure 96에 도시하 다. As, Br, Cr, Fe, I, K, La, Sb, Sr 등이 연령에 

따라 비교  큰 차이를 나타냈다. Br은 연령이 높을수록 농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인체에 지 사와 련된 Se, Zn, Fe 등은 20 에서 비교

 높게 나타났다. Al, As, Cr, Hg 등의 속 원소는 고령자의 경우가 

더 낮게 나타났다. Al, As, Cr, Hg, Sb 등의 속 원소는 남성이 여성보

다 2～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인체에 지 사와 련된 Se, Zn, Fe 등

도 남성이 여성보다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부분의 미량원소에서도 남

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 임을 보 다. Br, Ca, Cu, I, La, Mg, Sr의 평균

농도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05에는 문헌에 보고된 국가별, 인종

별 모발의 미량원소 농도수 을 비교하 다.[54-58] 

  국가별 미량원소의 농도 수 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정원소의 경우에

는 더 큰 차이를 보 다. 한국인의 평균농도 수 은 외국인 보다 높게 분

포하 고 특히 인 국인 일본의 경우보다도 높았다. 

  4. 인체 모발  늑골시료를 IAEA의 차에 따라 수집한 후 처리 후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주요원소의 함량분포  경향을 확인하

고 해외결과와 비교하 다. 분석 상집단에 따라 통계처리를 통해 특이

성  상 성 연구를 하 다. 미량원소의 섭취와 인체 내 축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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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 보건학 인 평가를 하 다. 

  인체 6개 조직의 원소별 농도와 보고된 값을 Table 106에 나타내었다. 

한 늑골에서 Sr 과 Ca의 농도를 Table 107에 나타내었다. 인체 조직 내 

의 무게는 체 의 14%를 차지하며 칼슘의 99%가 와 치아에 집 되

어 있다. 일정 수 의 Sr 섭취 시 인체 내 Ca의 농도를 조 하는 기능이 

있지만, 과량 섭취 시 Ca보다 빠른 속도로  속에 침투하여 의 석회화

를 방해함으로서 Sr-구루병 발생 험이 있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핵사

고 시 인체  조직 내 Sr의 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인체 조직에서 

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늑골시료를 수집하여  내에서 경쟁 으로 작용

하는 Ca과 Sr의 비율  계에 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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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NAA를 이용한 인체 무기 양성분  측정기술 개발[59]

  1. 국내 표식품  식품원료 내의 미량원소 분석

   가. 국내 표식품의 분석결과

  밥에서는 Al, Ca, Cl, Fe, K, Mg, Mn, Zn, Na 등은 ㎍/g 수 으로, 

As, Au, Br, Co, I, Mo, Rb, Sc, Sr, Th, U 등은 ng/g 수 의 농도로 검

출되었으며, 김치에서는 Br, Ca, Cl, Cr, Fe, K, Mn, Na, Rb, Sr, Zn 등은 

㎍/g 수 으로, Co, Cs, Sc, Th, 등은 ng/g 수 으로 검출되었다. 한 고

등어에서는 Al, As, Br, Ca, Cl, Cr, Fe, K, Mg, Na, Rb, Se, Sr, Zn 등은 

㎍/g 수 으로, Au, Co, Cs, Sc, Th 등은 ng/g 수 으로 검출되었으며, 돼

지고기와 소고기를 2:1로 혼합한 육류에서는 Al, Br, Cd, Cl, Fe, K, Mg, 

Na, Rb, Zn 등은 ㎍/g 수 으로, As, Co, Cr, Cs, Hg, I, Se, Sm, Sr, Th 

등은 ng/g 수 으로 검출됨으로서 무기 양원소의 체 인 분포상태를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은 다른 시료에서는 ng/g 수 으로 존재하는 비소가 고등어에

서는 6.50 ㎍/g 이 존재함으로서 비소는 어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을 증명할 수 있었다. 김치에서는 상 로 다른 시료에 비해 Na와 Cl이 

상당히 많은 양이 검출되었으며, Ca은 오히려 고등어보다도 많은 양이 존

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요한 원소들 에서 토륨은 체 으

로 0.48-4.9 ng/g, 우라늄은 밥에서 3.5 ng/g의 양이 검출되었다. Table 

108부터 Table 111까지에서는 각 원소에 한 분석 상 방사성 핵종과 

반감기, 그리고 실험결과에 한 농도와 표 편차를 나타내었다.

   나. 식품원료의 분석결과

  국내의 각종 식품에 주부재료로 첨가되는 106가지의 원재료에 해 

Table 112에서  Al, Ca, Co, Cr, Cu, Fe, I, K, Mg, Mn, Na, Se, Zn 등 

13종의 다량원소  미량원소에 한 농도분포를 구하 다. 다량원소  

한국인에게 부족한 칼슘은  생성  근육수축과 신경 달물질로 작용하

며 멸치와 치즈 외에 참깨와 김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었으며, 라면에서

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 칼륨과 나트륨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높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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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분포하 으며 한 섭취가 요구되는 다량원소들이다. 세포 내 요

한 양물질로 작용하는 마크네슘은 김, 참깨, 들깨, 흑미 등에 1000 ㎍/g 

이상 함유되어 있었다.

  미량원소  최근에 각종 질병 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셀 늄은 

주로 멸치, 굴, 바지락 등의 어패류에 높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식물성 식

품 에는 찹 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성  기능  각종 효소와 면

역 능력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연은 멸치, 참깨, 들깨, 김, 굴의 순

으로 나타났다.  생성  단백질 사에 여하는 망간은 상추, 들깨, 멸

치, 김 등에 높게 분포하 다. 특히, 멸치는 칼슘, 셀 늄, 아연 등 부분

의 양원소들이 고르게 다량 함유되어 있었으며, 기타 다른 어패류에서도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김을 비롯한 해조류 역시 많은 양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곡류 

에서는 참깨와 들깨가 다른 곡류에 비해 높은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

연 들을 함유하고 있었다.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류는 다른 식품

에 비해 거의 모든 양원소들이 낮게 분포하 으며, 야채류는 그것보다 

조  높게 분포하 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서 특히 라면과 라

면스 에서는 칼슘 등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2. 노인인구의 일일 섭취량과 모발 내 무기 미량 양소의 측정

  미량 양원소의 측정결과를 일일 섭취량으로 환산한 결과를 Table 113

과 Table 114에 나타냈으며, Figure 97-107에 나타내었다. Table 113은 

개개인에 한 12종 원소들의 일일 섭취량을 나타낸 표이고, Table 114와 

Figure 97에서는 주요 측정값을 RDA, IAEA 연구자료와 비교하 으며,  

Figure 98～107에서는 각 원소에 한 측정값과 RDA reference를 비교한 

box plot 그림이다. RDA와 비교한 결과 Na는 RDA의 5.5배로 매우 높게 

섭취하 으며, K와 여성의 Se 섭취량은 RDA와 비슷한 수 이었으며, 나

머지 Ca, Mg, Cr, Fe, Mn, Zn 등의 양원소에서는 RDA 보다 낮은 값으

로 나타남으로서 노인인구에서의 무기 미량 양원소의 섭취량이 체

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한 노인인구 집단에 한 Duplicate Diet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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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주요 양원소와 필수 미량원소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양원

소인 Ca은 평균 425 mg/day, K는 1818 mg/day, Mg는 211 mg/day, Na

는 2370 mg/day가 평균 함유하고 있었다. 필수 미량원소는 Fe는 평균 

5.68 mg/day, Mn은 3.40 mg/day, Se은 0.034 mg/day, Zn은 6.95 mg/day

을 평균 함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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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PGAA 기술 황 분석

  1. 기술 황분석

  가. 하나로에 설치된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Prompt γ-ray Activation 

Analysis, PGAA)장치의 용성 검토와 이용활성화를 해 PGAA 분석법

의 원리  방법, 분석시설  장치의 비교, 실험 조건, 최근의 국내, 외 

연구개발 동향과 분석감도와 검출특성, PGAA의 응용 등 종합 인 분석기

술 황을 조사하여 하나로에서 최 의 시험업무에 도움을  수 있는 자

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기술보고서로 작성하 다

[60]. Figure 108에는 하나로에 설치된 PGAA 장치의 단면도와 사진 경

을 보 다.

  재 다원소 분석을 하여 국외에 설치된 열 성자와 냉 성자를 이용

한 PGAA 장치들을 연 별로 정리하여 Table 115에 나타냈으며[61], 

Table 116에 나타낸 미국과 일본의 PGAA 장치  시설에 하여 좀 더 

구체 으로 기술하 다[62]. 

  나. ‘하나로’ PGAA장치 이용 B  경원소 분석기법에 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황을 악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 의 분석장치  기술 개발

을 한 기반을 마련하 다. 

  다. 열 성자를 사용하는 PGAA장치로서는  세계 으로 보고된 것들만 

31개를 넘으며, 냉 성자를 이용한 장치도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나로 PGAA 측정조건을 가상하여 무기 속, 생물시료 한 분석감도를 

추정하고 외국의 PGAA의 감도와 검출한계를 비교하 다.  PGAA 장치

의 성능은 크게 분석감도(sensitivity)와 검출한계(Detection Limit)에 의해 

평가되며, 측정 원소에 한 분석감도는 단 질량 당 계수율로 산정

(Counts per second/㎍)하고 주어진 측정 시간에 한 검출 한계는 검출 

피이크의 백그라운드 계수율 [3.29 (RB/tc)1/2/s]로서 산정한다. PGAA의 

분석감도(sensitivity)는 thermal neutron cross section, 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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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background 그리고 interference의 향을 받는다. Figure 109

은 INAA와 PGAA의 원소별 분석감도(sensitivity)를 그림으로 비교하

다. 

  하나로 PGAA 장치의 여러 가지 측정조건과 열 성자 선속이 약 108 

n/cm2･sec 정도라고 가정하여 표 시료에 한 분석감도를 추정하 으며 

Table 117에 나타냈으며 비교를 하여 Table 118에 National Bureau of 

Standards(NBS) 실험실에서 108 n/cm2･sec의  열 성자 속을 가진 빔을 

이용한 무기 속과 생물시료의 분석감도와 검출한계를 보 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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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PGAA 측정장치 교정  분석 차 검증

  1. 열 성자 속의 측정

  Au 모니터를 사용한 열 성자의 측정결과를 Figure 110에 나타내었

다. 측정결과를 보면, 심 에서 가로, 세로 4.5 mm 부근의 총 15개 치

에서의 열 성자 속의 평균과 표 편차는 5.77±0.71×107 n/cm2.sec 으로 

측정되어 치별 차이가 컸다. 한 심 으로부터 약 4.5～9 mm 사이의 

열 성자 속은 4.13±1.70×107 n/cm2.sec 으로서 심부보다 낮아졌으며 총 

45개 치에서의 열 성자 속은 4.68±1.64×10
7 n/cm2.sec 이었다. 이 결과

로부터 심부근(직경 10 mm 이내)에 시료를 치시켜야 시료의 비 면

당 핵반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바나듐 호일을 시료지지 의 앙에서 4000  동안, 30 여회 반복하여 

측정한 645 keV의 계측수에 한 평균과 표 편차는 42370±380 으로서 

감마선 측정시의 통계  오차와 큰 차이가 없어서 시간에 따른 열 성자

의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도 러 확장된 붕소  바탕스펙트럼  

  Figure 111에 0.5 mg 정도의 붕소를 측정하여 얻어진 도 러 확장된 

붕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장치에서 약 730～760 채 사이에 치하

는 붕소의 478 keV 에 지에서의 반치폭은 13.1 keV로서 문헌에 알려진 

범 이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시료가 없는 상태   blank vial

만을 측정한 바탕스펙트럼에서 Na의 472 keV와 B의 478 keV가 첩된 

피이크가 검출되었다. 이들을 Figure 112와 Figure 113에 나타내었다. 

첩된 피이크의 당 계측수는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약 1.0, blank vial

이 첨가된 상태에서는 약 1.9로 측정되어 실제 시료 의 붕소 분석 시에 

간섭을 유발할 수 있으며 blank vial에 의해 간섭정도가 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재 사용한 vial을 다른 재질로 체하여 간섭을 최소화하여 

검출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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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붕소 정량법  검증결과

  가. 붕소 정량 차의 확립

  실제시료 분석과정에서 붕소의 478 keV와의 주요 간섭 핵종으로 알려

진 나트륨의 472 keV를 보정하기 하여 무게를 알고 있는 나트륨시료를 

측정하여 시료 의 나트륨 함량에 따른 당 계측수를 산출하 다. 이들을 

Figure 114과 Figure 115에 나타내었다. 즉 분석시료가 1 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면 472 keV의 당 계측수는 0.331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한 붕소의 질량(0.63, 1.46, 7.59 μg)에 따른 당 계측수를 산출하여 바

탕값을 제거한 후에 검정선을 작성하 다. 이를 Figure 116에 나타내었으

며 분석시료가 1 μg의 붕소를 함유하고 있으면 478 keV의 당 계측수는 

1.335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시료 의 

붕소를 정량하기 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확립하 다.

   (1) 분석시료의 무게를 칭량한 후, 즉발 감마선을 측정한다

   (2) 측정된 스펙트럼에서 466～488 keV 범 에 한 알짜 당 계측수를  

       구한다 

　  (3) 구해진 알짜 당 계측수에서 Vial의 바탕 당 계측수, 1.8 cps를   

       감한다.

   (4)  값에서 분석시료에 포함된 Na 양에 한 당 계측수를 뺀다.  

       시료 의 Na의 함량을 모를 경우에는 동일한 분석시료를 INAA로  

       분석, 정량하여 이 값을 용한다

   (5) 검정선을 용하여 붕소의 양을 결정하고 농도로 환산한다.

  나. 인증 표 물의 검증결과

  3종의 식물시료(NIST SRM 1570a-Spinach Leaves, SRM 1547-Peach 

Leaves, SRM 1573a-Tomato Leaves)에 한 즉발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

하여 확립한 분석 차에 따라 시료 의 붕소함량을 결정하 다. Spinach 

Leaves의 감마스펙트럼을 Figure 117에 나타냈으며, Table 119에 분석결

과를 정리하 다. 분석결과를 보면 분석값이 보증값보다 최  20 ％ 정도

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각 시료마다 보증값과의 편차범 가 일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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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래한 요인으로는 분석시료 

의 수분 함량값에 한 간과, 시료 두께의 불 균일성으로 인한 방사화율의 

차이, 용된 바탕값 들의 변동 등이 있으며, 각 요인별 측정 불확도를 평

가할 필요가 있다. Table 120에는 비교를 한 시료분석결과를 요약 정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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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PGAA 감도개선 기술검토

  1. 감도개선 기술

  재까지 보고된 검출 한계는 각 실험실마다 상이한 형태의 시료와 서

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직 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개 1시간의 

측정으로 0.5～0.15 ㎍/g 범 이다. 하나로 PGAA 장치는 재 백그라운드

를 개선시킬 수 있는 BGO 검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single mode, 

Compton  pair mode의 측정이 거의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다  감마

선 측정방식으로 설치되었다. 분석감도를 개선하기 해 계측효율의 증 , 

백그라운드나 간섭의 향을 제거 는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표

인 것이 Compton suppression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

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은 백그라운드를 감소시킬 때 실피이크의 계수

율이 함께 감소되는 상을 방지해야한다는 것이다. Figure 118에는 하나

로 PGAA 장치의 Compton 효과를 나타냈다.

  열 성자 빔의 선속이 7.9 × 10
7 n/cm2․sec 이므로 붕소에 한 감도는 

MIT 장치의 성능을 능가할 것으로 기 된다.

  2. 감도기술 용

  PGAA의 감도개선 기술은 계속 연구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완성된 

후에는  ko-표 기법의 도입을 한 검토를 할 계획이다. 재 NAA #1에 

용시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산 로그램이 개발되면 PGAA에도 

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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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분야 기여도 

제 1   하나로 NAA 이용 활성화를 한 조사․계측

         시스템의 제작  운   

 

  1. NAA 분석장치의 개선과 련하여 ‘하나로’ 열출력 상승에 따른 조사

시설(PTS)에 한 조사특성( 성자속, 이송시간, 조사공 온도, 조사 치 

변동율 등)을 재검토하여 시료조사시 정확성과 안 성을 확보하 고, 분석

장치의 검출 치오차, 이용효율 증 와 운 방식의 Upgrading을 통해 측

정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 다.

  2. NAA 정량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확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항

상 시료조사시에 성자 속의 모니터링과 시료의 기하학 인 보정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 인 감시와 품질 리를 한 기록을 유지

하 다.

  3. PTS #2 조사공의 냉각시스템 개선기술에 해 고찰하 다. 조사시간

은 2분으로 제한하고  < 60℃ 로 유지할 때 조사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

며, 효율성 증 가 가능함을 알았다.

  4. 24시간 무인운  방식을 도입하여 계측시스템의 이용효율을 증 시키

고자 Automatic Sample Changer를 설계 제작하 다. 설계 제작기술의 확

보  외국제품의 국산화로 수입 체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한 시료의 

기하학  치의 재 성을 증가시켜 계측시스템의 정확성과 이용효율을 

증 시키고 인력 감효과를 동시에 얻었다.

  5. 증가하고 있는 이용수요를 충족시키기 해서 이용자 지원을 한 최

신의 감마분  분석시스템을 추가로 확보한 계측실에 설치하 으며, NAA 

를 한 5 의 측정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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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최  측정분석능력(BMC)의 실

  1. 측정의 소 성 유지, 품질 리  분석법의 유효화

  분석측정능력 유지 : 국제(ISO/IEC 17025)  국가 표 차

(ISO/KOLAS)에 따른 분석의 합성 평가기 (도량, 표 , 시험, 품질)에 

따라 측정분석의 소 성, 신뢰성  객 성을 최 한 유지하고 비교  

 측정분석기법에 한 불확도를 비교 확인하 다. NAA를 이용한 측정

분석자료의 신뢰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해 분석방법을 유효화 시켜야

하며 이와 함께 검출감도 (10-3～10-7㎍), 정확도  정 도 (0.1～10 ％), 

숙련도 시험(Z-score : < ±2), 내부품질 리 등의 개선을 통해 최  측정

분석능력(Best Measurement Capability)을 확보하 다.

  2. 인증 표 물질을 이용한 검증 

  시험실의 분석품질 리를 해 약 20여종의 표 물질이 사용되었으며, 

총 46개의 성분원소를 분석하 다. 각 분석원소에 하여 분석한 횟수와 

측정값과 보증값의 비에 한 평균값과 표 편차를 구하 고 필요한 경우 

측정 불확도로 평가하 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품질 리  지원 로그램(IAEA/AQCS 

Program)을 통한 비교 검증시험, 국제 력 사업(QA/QC of NAT, 

RAC/IAEA)의 수행을 통해 국제  수 의 기술개발에 활용하 다.

   

  3. 비교숙련도 시험

  국내, 외 분석기 (KOLAS, KRISS, IAEA 등)이 시행하는 비교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얻어진 정확도와 정 도의 신뢰도를 결정하여 NAA 시

험분석실의 측정능력을 객 으로 평가하 다. 측정자료의 평가에는 최근

의 통계기법을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 참가한 시험결과는 부분 양호

한 정을 받아 국제  수 의 시험검사기 임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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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ko-NAA 용시험  검증

  1. 최근에 국외 NAA 연구실에서 연구개발 용되고 있는 NAA 정량법 

 ko- NAA 표 기법의 하나로 용시험을 해 일차로 NAA #1 조사공

에 한 ko-factor를 측정하여 기존의 정량방법과 비교하고 불확도를 검증

하 다.

  2. ko-code 작성(for ko-Standardization Method) : NAA#1 조사공의 

성자속  ko 상수(α-value, f-value, Rcd) 측정  산정 : 합성 평가  

QA/QC를 한 (NIST SRM 1633a. IAEA soil-7)의 분석  비교

(Z-value : ±2 이하, 편차 : 15 ％ 이내)

  3. NAA #1 조사공에서 실험 으로 α와 f 값을 측정하 다. 문헌에 알려

진 로 Au와 Zr을 사용한 α의 측정이 유효한 방법임을 재확인하 고 

NAA #1 조사공의 f 값은 약 1000 근처인 것으로 측정되어 일반 인 핵종

의 방사화과정에서 열외 성자의 향이 열 성자에 비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측정된 α와 f 값을 용하여 4종의 표 물질을 

k0-NAA 방법을 용하여 정량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원소에 해 보증

값에 한 상 오차가 20 ％ 이내 으며 부분의 원소는 10 ％ 이내에 

포함되었다. 이는 하나로 NAA 시험실의 정량분석에 k0-NAA 방법이 유

용하게 구축 될 수 있음을 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시료의 기하학

 변화에 따른 검출효율의 보정, 소 트 웨어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과

이고 정확한 k0-NAA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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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국제 공인시험기 (KOLAS) 인증

  1. 국가 공인시험기 으로서 ISO 17025 기 에 부합하는 시험실 품질요

건(문서, 시설환경, 시험장비, 시험방법, 숙련인력)을 갖추고, 국내 최 로 

NAA의 KOLAS 인정을 획득하 다. 이로써 원자력 기술의 평화  이용 

측면에서 국가 산업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 다. 련분야 기여도로서 시험/검사기  품질시스템의 체계  정비, 

공인기 에서 발행한 시험/검사 성 서의 국제  수용, 시험/검사기 의 

측정, 시험  분석능력의 제고와 기술  신뢰성 보장, 새로운 시험/검사 

기법의 도입과 연구 진, 내외 인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시험/검사와 

련된 무역기술장벽 타개, 인증표 물질의 품질에 한 신뢰성 향상, 인

증 표 물질의 원할한 공 체계 구축 등의 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 5   이용자 지원시스템 개발 지원

  1. 이용자 지원 로그램 개발의 하나로서 문교육과정 교재를 작성하

고, 일반  문교육 훈련과정과 학생 실습과정을 정기 으로 운 하여 

총 763 명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 으며, 핵분석 기술 이용의 유용성을 

극 홍보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

  2. 하나로 이용 에서 방사화분석 지원 사업  산업이용, 연구개발을 

산․학․연 동연구 체제(NAA 문연구회,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사업, 

원자력 실용화사업, 기타 /수탁사업)로 운 하여 활용도를 크게 제고하

으며, 2000～2002년 하나로 NAA 이용실 은 총 112기  1,167건 25,728 

시료로서 매년 30～40 ％의 신장세를 보 다. 2000년 8월에는 산업이용기

술로서 벤처기업에 기술이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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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환경오염 측  동향평가기술 연구

  1.  유량 공기채취기에 의해 수집되는 분진의 양이 상 으로 어 

농도가 낮기 때문에 공 휠터의 분석은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Polycarbonate membrane 휠터는 단수명 핵종의 분석에 방해가 되는 Al, 

Cl, Mn, Br, Na 등의 원소와 Cr, Ti, V 등의 목 원소의 농도가 상 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자 방사화분석법에 합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2. 기분진시료는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178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는데, 조  입자의 경우 체의 평균으로 비교하면 화공단에서

는 27.6 ㎍/m3 , 덕연구단지지역에서는 9.18 ㎍/m3로 화공단이 연구단

지 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 최  농도는 화공단

과 연구단지 모두 2002년 4월 9일에 유입된 황사입자에 의해 향 받아 

각각 174.4 ㎍/m
3, 81.6 ㎍/m3 으로 나타났다. 미세 입자의 경우는 화공

단과 덕연구단지의 농도가 10.6 ㎍/m3, 10.20 ㎍/m3으로 거의 비슷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경 별로 살펴보면 화공단 지역에서는 조  입

자가 미세 입자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단지 지역

에서는 미세 입자가 조  입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3. 체 으로 조  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황사의 유입에 

의해 분진 양이 크게 부하되는 과 겨울철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강우에 의한 세정효과에 의해 여름철에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

만, 미세 입자의 경우 조  입자보다 작은 부하를 보이고 시간에 따라 일

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조  입자의 경우 자연 으로 발생하는 

크기의 분진이 많이 포함되지만 미세 입자의 경우 인 인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의 역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미세 입자 역에

서 채취된 분진은 계 인 향을 상 으로 덜 받고, 인 인 활동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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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ack carbon의 지역별 농도는 화공단지역과 덕연구단지지역에

서 각각 6.39 ㎍/m3, 5.51 ㎍/m3 으로 나타나 화공단에서 약간 높은 농

도를 나타내고 있고, 화공단에서 계 으로 큰 변동을 보이고 있었다. 

화공단 지역에서의 미세 입자와 black carbon의 추세는 다른 형태로 나

타나고 있고 덕연구단지에서의 추세는 비슷한 형태로 농도의 변동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두 지역에서 모두 Al, Fe, Ca, K 등 자연 발생 인 오염원을 갖고 있

는 원소들의 농도가 조  입자에서 미세 입자보다 높은 농도수 을 보

고, 략 으로 모든 원소들은 105의 범 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각의 원소에서도 103 이상의 농도 범 를 보여 원소농도의 분포가 

범 함을 보이고 있다. 

  6. 화공단 지역에서의 최  농도를 보이는 원소는 조  입자에서 Fe, 

미세 입자에서는 Ca로 각각 평균 889 ng/m
3 와 210 ng/m3 로 나타났고, 

최소농도를 갖는 원소는 조  입자에서 In, 미세 입자에서는 Sc로 각각 

평균 0.04 ng/m3 와 0.03 ng/m3 으로 나타났다. 덕연구단지에서는 조  

입자에서는 Al, In이 최 와 최소농도를, 미세 입자에서는 K과 Sc이 최소

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지역 모두 In, Sc가 각각 조  입자와 미

세 입자에서 최소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두 원소의 입자크기에 따

른 분포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한 bio-mass의 노천소각에 의해 

크게 부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K이 덕연구단지에서 가장 높은 253 

ng/m
3 으로 나타났다.

  7. 입경별 원소농도 비(C/F ratio)를 보면 자연발생의 오염원을 갖고 

있는 Al, Sc, Fe, Ce, La, Ti, Cl 등의 농도는 조  입자에서 더 높은 농

도를 보이고, 인 인 오염원을 갖고 있는 In, I, Br, Sb, As, Zn 등의 

원소는 미세 입자에서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 인 오염원을 갖는 원소들은 화공단에서보다 덕연구단지 지

역에서 C/F ratio값이 더 낮게 나타나 덕연구단지 지역에서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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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덕연구단지

지역에서 조  입자의 농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미세 입자의 경우는 

화공단지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농도 수 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한 분진 농도의 C/F ratio는 화공단지역에서 2.56, 덕

연구단지지역에서 0.9를 나타내고 있었다. 

  8. 화공단 지역에서 미세 입자 내 Br, Cu는 겨울에 크게 부유되었고 

화석연료의 사용, 특히 난방연료의 연소에 의해 많이 발생되는 As, I, Cl, 

Co, Se은 겨울과 에 크게 부유되었다. Black carbon, Zn, Sb 은 가을철

에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자연발생의 기원을 갖는 Al, Fe, Na, La, 

Sm, Ti는 에 더 큰 농도를 보이고 계 으로 그 정도가 매우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덕연구단지 내 미세 분진에서의 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As, Br, Cr, Hg, K, Sb, Zn, Black carbon의 농도가 가을철에 크

게 부유되고 있는데 이는 주변의 농 지역에서 가을철에 활발한 경작활동

을 함에 따라 농장비와 bio-mass의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9. 두 지역에서 오염정도를 단하기 해 수행한 Enrichment Factor 

방법의 결과 자연 발생원에 의한 원소는 Al, Fe, Ca, Ti, Na, La 등으로 

나타났고, As, Cr, Hg, Sb, Se, Zn등과 같은 속원소들은 두 지역 모두

에서, 특히 미세 입자에서 EF값이 크게 나타났고 인 인 방출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입경 별 EF값의 비교에서 거의 모든 원소에서 미세 입자

의 EF값이 조  입자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속 원소와 같은 인  

원소는 미세 입자의 경우가 조  입자보다 5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10. 기분진의 원소 분석결과들은 역학연구, 발생원 규명, 장거리 이

동 상의 연구, 인체보건 연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오염을 리하

기 한  비용 분석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 원소의 농도  발생원이 

다를 것으로 상되는 의 두 지역에서 수집된 시료로부터 각 원소들

의 농도를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25종의 미량원소를 분석하고 



- 123 -

원소들의 분포특성을 해석하고 최근에 환경오염연구에서 도입되고 있는 

양의 인자분석법(Positive Matrix Factorization)을 사용하여 발생원을 추

정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오염분석에 있어 방사화분석법의 표 분

석법으로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한 기 의 비규제 

오염물질들의 평가와 기  설정에 합리 인 단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모델링의 용에 있어서는 주요 배출원의 규명   

비용의 기오염 리방안의 수립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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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RCA/IAEA, FNCA 국제 력사업  동연구

  1. IAEA의 지역 간 력사업(Air pollution and its trends : RAS/0/ 

082)을 통해서 기환경오염 측연구에 성자 방사화분석법이 강력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오염원 규명을 한 측정분석 

데이타의 통계  처리기술을 확보함으로서 국가 환경 리정책 수립을 

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간 기술 력사업(QA/QC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 

RAS/2/010)을 통해서 핵분석 실험실에 한 분석품질 리시스템을 도입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직원의 품질교육과 아울러 품질시스템의 객

인 평가 결과로부터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  운 과 분석수행능력의 수

을 악할 수 있었다.  

  3. FNCA 아시아 지역 원자력 력사업(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 Application of NAA)은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

다. 참가국의 NAA 시설  연구개발 동향에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었으며, NAA의 활용도를 높이기 한 이용자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속

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해서도 재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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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기입자  미량 속의 NAA와 라즈마분 법의  

         비교평가 ( 탁과제) 

  1. 국내 환경 기  미량 속의 농도분포  인체 해도 평가분야는 아

직도 평가에 필요한 독성 속을 포함한 미량 속의 장기간 농도 자료가 미

비하고 특히,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법과 유도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의 두 

분석방법을 동일 시료를 상으로 용한 연구는 국내에서 본 연구가 처음

이다. 본 연구는  1․2 공단 지역 내 환경 기를 상으로 As, Cr, Cd, 

Ni, Se를 포함한 30여종의 미량 속에 한 농도를 방사화 분석법과 라스

마 분 법을 이용하여 월 4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지속 으로 분석한 바, 미

량분석의 신뢰성은 분석된 미량 속의 산술평균농도에 비해 표 오차가 상

당히 작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두 방법의 비교평가에서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법으로 부분의 미량 속이 분석되지만 Pb, Be, Si가 분

석되지 않고 Cd, Ni의 분석은 감도가 떨어져, Pb, Be, Si, Cd, Ni에 한 탁

월한 분석이 가능한 유도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을 방사화 분석법과 함께 

상호보완 으로 이용해야 함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2. 본 연구의  다른 목표인 확률론  해도 분석을 해 각각의 노출변

수에 해 국내 처음으로 한국인의 특성이 반 된 확률 도함수의 개발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노출변수의 합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개발된 확률

도함수를 이용하여 확률론  해도 분석이 수행되었고 분석결과에 한 

uncertainty 분석  sensitivity test도 수행되었다. 한, 분석결과는 허용 

해도와 비교되었으며 이로써, 당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사료된

다. 

  3. 국내에 합한 수용 모델을 개발하여 오염원을 확인하고 오염원의 정량 

평가를 수행하고자 했던 연구의 목표는 오염원에 한 정량 인 분류표를 

생성하 고 각각의 오염원의 정량 인 기여도를 계산하 는바, 국내 수용모

델링의 분야에 방법론을 제시하 으며 원소농도 분석에 있어서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법과 같이 정확도가 높고 소량의 시료에도 감도가 뛰어난 분석법

이 이를 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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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식용수, 음식물, 기분진 (PM10) 이용 

         방사선 해도 평가

 

  1. 고감도의 비 괴법인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지하수 의 우라

늄을 신속,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는 방법에 하여 시료를 증발농축 처리

하는 방법과 직  분석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 다. 표 용액(0.5～100 ppb)

을 이용하여 분석법을 검증한 결과, 주어진 농도범 에서 검정곡선의 평균편

차는 2 ％ 이하를 나타냈으며, 각 측정값의 상  표 편차는 2～12 ％ 이내이

었다. 직 법을 이용할 경우에 ppb 농도수 에서 20 ％ 이하의 분석오차로 신

속하게 정량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응용에서   충청지역 일원의 

식수용 17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 농도를 정량한 결과 1～80 ppb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방법은 량의 지하수시료를 신속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일상 분석기술로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라늄 함량으

로부터 섭취량을 고려하여 피폭선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2. 일일 음식 섭취량으로부터 
238U 과 232Th 의 섭취수 을 평가하기 하여 

20-60 를 표본집단으로 일일 음식소비량을 조사한 후, 인 으로 국산 

Korean mixed diet 를 제작하 다. U 과 Th의 분석을 하여 방사화학  

성자 방사화분석(RNAA)법을 용하 다. 두 가지 표 물질을 분석품질 리

에 이용하 고 측정값과 인증값을 비교하 으며 제작한 Korean mixed diet 

시료 의 U 과 Th의 함량을 정량하 으며 각각 35.4 ppb 와 3.4 ppb 임을 확

인하 다. 이들 함량값으로 부터 일일 평균 섭취량을 산정하 고 각각 6.98 

and 0.67 ㎍/day 이었다. 238U and 232Th과 련된 섭취된 방사능은 약 86 과 

2.7 mBq/person/day 으로 추정되고 년간 피폭선량은 각각 3.18와 0.29 μ

Sv/person 으로 산정되었다

  3. PM10 기먼지를 채집하여 성자 방사화분석법으로 U과 Th 농도 수

을 결정하 다. PM10, U  Th의 농도는 황사 발생일에 높게 나타났으며, U

은 인 인 발생원과 지각 발생원의 혼합으로 Th은 지각 발생원으로 단하

다. U-238과 Th-232의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1.06 , 0.17 nSv/year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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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도시 소각재 속 분석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성분분석을 통하여 생활

폐기물 처리장 바닥재의 유해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측정자

료의 생산을 한 합한 분석도구로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성자 방사화 분석법의 고체시료 정량분석에 한 유용성은 많은 연구결

과들에 의하여 입증되어져 왔으며 특히 환경시료의 분석에 많은 강 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타당성 연구에서도 소각로의 바닥재 시료로부터 33종

의 성분원소를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고체 폐기물의 처리  리를 한 정량 인 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분석도구로 활용도가 높아지기를 기 하며 표 차 확립을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 11   산업재료 시험  지질환경과 서식생물의 오염특성  

          평가를 한 NAA 이용연구

  1. 본 연구는 NAA의 자체기술 개발과 이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수행하

다. NAA 자체기술개발은 일반분석법으로는 분석이 거의 불가능한 고분

자소재 의 무기불순물 분석을 한 NAA 세부 차 확립에 을 두었

으며, NAA 이용기술개발은 량시료 처리가 불가피한 토양/생체 환경오

염 측정  평가기술의 개발에 주력하 다.

  1차 연도에는 고분자소재의 무기불순물분석에서의 NAA 기술개발, 2차

연도에는 고분자소재와 토양/생체환경시료의 NAA기술개발을 수립된 계획

로 수행하 다. 3차 연도에는 토양과 작물에 한 무기성분의 오염상

성을 체계화하여 본과제의 계획 당시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하 다.

  2. 고분자소재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첨가물, 인체 유해성분의 분석

에 한 사회 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계, 환경분야는 물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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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NAA 이용기술은 재도 고분자소재  제품의 수출입업체, 기능

성고분자 개발 업계, 식품/의약 분야 등에서 이용되고 있어 그 기 효과는 

범 한 분야에서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한다. 한 개발된 NAA기술을 응

용하여 범용 분석법인 XRF, ICP-AES의 분석법 개발  이들 범용분석법

에서 필수품인 표 물질의 개발에도 큭 몫을 하 다.

  토양과 작물의 무기성분의 분포조사를 통한 환경오염 측정/평가를 해

서는 수많은 시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무기오염

성분의 토양-작물 상 계를 응용하면 장기 이고, 정확한 오염평가를 

훨씬 정확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은, 환경분야, 농업분

야, 식품분야 등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제 12   인체 기능성 미량원소 고정  분석법 개발  

          상 성 연구

  1. 음식물 섭취와 생활환경에 의한 인체 내, 외부에 축 되는 미량원소

들에 의한 인체 보건환경 평가를 한 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체

모발, 장기조직  식품시료의 고정  분석법을 개발하고, 다른 환경조건

의 실제시료의 측정분석을 통해 각 기능성 원소의 농도분포와 상 성을 

연구하 다.

  2. 재까지 국내에 자세히 보고된 바 없는 인체조직 내 각종 기능성 

미량원소의 분포연구를 한 고정  분석법을 개발하기 해 지속 인 참

고자료  실제 시료의 수집과 평가, 그리고 인체 련 표 물질들을 

재의 하나로 방사화분석 시설에 가장 합하도록 이론계산과 반복실험을 

통해 최 의 분석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결과 데이터와 자료

들을 바탕으로 6종의 인체조직과 그들에게서 채취한 모발을 비 괴 분석

하여 미량원소의 농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석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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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기 해 모발에서는 IAEA의 세척과정을 이용하여 아세톤-증류

수-증류수-증류수-아세톤의 2회 반복 세척과정을 시간별로 체크하여 

한 세척시간을 확인하 으며 모발 외부오염과 내부 축 에 따른 원소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었다. 인체 내로 섭취되는 식품은 토양환경에 따라 변

화할 수 있으므로, 토양에 한 2종의 표 물질을 분석하여 20여종의 원소

에 해 단수명과 장수명 핵종 별로 최 의 분석조건을 설정해 놓았다. 인

체조직에서는 IAEA의 시료수집 차에 따라 연령별로 내부조직을 수집하

여 표면의 액과 지방성분을 제거하고 동결건조기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원소의 손실을 최소화하 으며, 고순도 티타늄 날이 달린 믹서와 막자사발

을 이용하여 분말상태로 만들고 100 mesh 체로 거르고 섞어서 균일한 입

자의 시료로 만듦으로서 분석시의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을 일정하게 설정하 다.

  3. 상기의 연구결과와 자료를 통해 내부  외부 이용자가 모발, 식품, 

토양, 인체조직 등 다양한 생물 련 매질의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의학  환경 보건학  연구에서 고정  비 괴 분석법으로 

폭넓게 기여할 수 있다. 인체의 건강과 련된 심의 증가와 하나로를 이

용한 성자 방사화분석법의 고정  분석 역의 확 를 해 인체의 

내․외 인 주변환경 시료에 한 분석조건과 차를 확립하고, 나아가 모

발  인체 내 장기조직에 분포하는 기능성 미량원소의 분석을 통해 식품 

 다양한 인체 환경과의 상 성 연구에 용함으로서, 극 인 보건환경 

책 수립  의료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 자료의 제공과 활용연

구에 이용할 수 있다. 한 하나로의 시설을 상시 활용하여 핵 기술의 장

을 분석학자  일반 국민들에게 리 알리고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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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RM 련 생체시료 분석과 데이터 수집  

         무기 양소 섭취량 평가

  1.  Nuclear Fission Track Method에 의한 장 작업자 그룹과 사무직 

그룹의 모발  235U의 분석을 수행하여 머리카락 한올로부터 U의 함량수

(1 ppb～1 ppm)  내, 외부 오염수 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방법은 작업환경에 따른 인체 환경오염 측기술의 하나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2. 국내 식품에 주 요소가 되는 50종의 원재료를 수집 후, 성자 방사

화분석법을 이용하여 최 의 조건에서 분석하여 Ca, K, Mg, Na 등의 다

량원소와 Se, Zn, Fe, Mn 등의 미량원소 분포를 확인함으로서 섭취환경에 

따른 미량원소의 거동 연구에 기본 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한국인에게 부족한 칼슘과 철분 등의 양원소를 많이 함유한 식품 

원재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식품 양학 으로도 좋은 자료로 이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기능성 식품의 개발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섭취와 흡입환경에 따른 인체 내 주요 미량원소의 축

은 특정 집단의 모발 내 미량원소의 분포를 추 함으로서 알 수 있었다. 

성별 함량분포에서는 Al, As, Cr, Hg, Sb 등의 속 원소가 남성이 여

성보다 2-10 배 이상 높게 분포함으로서 근로 환경에 따라 모발 내 축

되는 원소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한 해외의 분석결과 자료와 비교하여 

국내의 독특한 식생활과 주변환경이 모발 등 인체에 축 되는 상을 연

구하는데 도움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성자 방사화분석

법을 모발에 용하여 쉽게 특정 원소가 인체에 축 되는 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선행 연구나 인체 환경 보건학 인 연구 분야에 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3. 인체 내부 조직에서도 고감도로 특정 미량원소를 정성․정량 분석함

으로서 생체물질 반에 한 흡입, 섭취, 축  등 인체의 반 인 사

경로 추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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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NAA를 이용한 인체 무기 양성분  측정기술 개발

  1. 생물학  시료에 한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확립하여 주요 미량원

소의 국내 표식품( 밥, 김치, 고기, 생선 등) 내의 분포를 확인하 으며, 

그 외 다양한 국내 식품 재료 내의 미량 양소 수 을 국내 최 로 성

자 방사화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2. 국내 60세 이상 노인 30인에 한 duplicate diet(하루 총 섭취 음식)

을 채취하 으며 이러한 duplicate diet 내의 미량원소 분포를 국내 최 로 

핵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노인 인구의 주요 미량원소 섭취에 한 데이

터와 국제  기 과의 비교  평가를 하여 노인 인구의 무기미량 양소 

섭취 황과 보건안 과의 계를 평가하 다.

  3. 동일한 집단에 한 모발을 채취하여 미량 양소 는 독성 원소와 

미량 양소와의 계 는 환경보건과의 계를 설명하 다. 이러한 다양

한 연구는 시료 채취부터분석까지 쉽지 않은 것이며, 지속 인 노인 인구

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복지와 건강을 해 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성자 방사화분석을 통한 Duplicate Diet 시료 내 무기미량 양소의 

분석은 비 괴 인 동시 다원소 분석으로 표 시료 분석을 통해서도 그 

정확도와 정 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Duplicate Diet 분석에 가장 

한 분석조건을 확립,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1일 섭취 음식 내의 주요 

미량원소 함량을 확인함으로서, 앞으로 식품을 통한 무기미량 양소의 공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하나로의 성자 방사화분석 시설을 극 활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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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PGAA 기술 황 분석

  하나로에 설치된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Prompt Gamma-ray Activation 

Analysis, PGAA)장치의 용성 검토와 이용활성화를 해 PGAA 분석법의 

원리  방법, 분석시설  장치의 비교, 실험 조건, 최근의 국내, 외 연구개

발 동향과 분석감도와 검출특성, PGAA의 응용 등 종합 인 분석기술 황

을 조사하여 하나로에서 최 의 시험업무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기술보고서로 작성하 으며 PGAA 

기 연구  산업응용연구를 계획하는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 16   PGAA 측정장치 교정  분석 차 검증

  재까지의 결과를 고려한 PGAA를 이용한 붕소분석 연구는 보충 인 

실험이 으로 필요하다. 즉 Flux  바탕값의 변동 측정, 바탕값을 

감하기 한 시료 캡슐의 체, 불확도 인자의 결정, 산출  최소화 방

법  콤 턴 억제 측정방식에 의한 검출감도 개선을 통한 표 분석 차

를 확립하고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제 17   PGAA 감도개선 기술검토

  분석감도를 개선하기 해 계측효율의 증 , 백그라운드나 간섭의 향

을 제거․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표 인 것이 Compton suppression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은 백

그라운드를 감소시킬 때, 실피이크의 계수율이 함께 감소되는 상을 방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 하나로 PGAA 장치의 추정된 분석감도는 1시간

의 측정으로 0.5～0.15 ㎍/g 범 이다. 그러나 분석감도의 개선을 한 연

구는 시료매질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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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활용방안

  1. 기본시설 만이 갖추어진 하나로 성자 방사화분석 시설의 이용 활성

화를 하여 이용자에게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한 조사․계측시

스템을 추가로 제작 설치하고 작업시의 안 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일상 운

체제가 가능하다. 조사공에 한 측정자료는 항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

이다.

  2. 측정의 소 성 유지, 품질 리  분석법의 유효화로 최  측정분석 

능력을 확보하 으며 시험성 의 개 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품질 리  지원 로그램(IAEA/AQCS Program)

을 통한 비교 검증시험, 국제 력 사업(QA/QC of NAT, RAC/IAEA)의 

수행을 통해 국제  수 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근의 기술 동향에 맞추어 실험  편의성, 높은 정확성, 조사와 계측

조건의 융통성, 산화의 합성에 장 을 갖고 있는 ko-표 화 정량법

(ko-NAA)을 하나로의 성자 방사화분석 시험실에 용함으로서 추후 시

료의 기하학  변화에 따른 검출효율의 보정, 소 트 웨어의 도입을 통하

여 보다 효과 이고 정확한 k0-NAA 방법의 개발에 활용한다.

  4. 국제 공인 시험검사 제도(KOLAS)의 인증을 받음으로서 연구개발  

산업생산 분야에서 시험/검사기  품질시스템의 체계  정비, 공인기 에

서 발행한 시험/검사 성 서의 국제  수용, 시험/검사기 의 측정, 시험 

 분석능력의 제고와 기술  신뢰성 보장, 새로운 시험/검사 기법의 도입

과 연구 진, 내외 인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시험/검사와 련된 무

역 기술장벽 타개, 인증 표 물질의 품질에 한 신뢰성 향상, 인증 표

물질의 원할한 공 체계 구축 등에 활용할 것이다. 한 ISO 인증을 한 

경험으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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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용자 지원 로그램 개발  교육훈련과정의 정기 인 운 으로 

원자력기술 이용 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핵분석 기술 이용의 유용

성을 홍보하여 큰 성과를 얻을수 있다. 한 NAA 문연구회의 운 , 산

학연 분석지원  기술지도를 통해 하나로 이용 활성화를 제고시킬 수 

있다.

  6. 기분진의 원소 분석결과들은 역학연구, 발생원 규명, 장거리 이동

상의 연구, 인체보건 연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오염을 리하기 

한  비용 분석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 향후 기오염분석에 있어 방사

화분석법의 표 분석법으로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한 

기 의 비규제 오염물질들의 평가와 기  설정에 합리 인 단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모델링의 용에 있어서는 주요 배출

원의 규명   비용의 기오염 리방안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7. 국제간, 지역간, 국가간 기술 력사업의 추진으로 NAA 시설  연구

개발 동향에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NAA의 활용도를 높이기 

한 이용자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속 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한 재인

식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8. 본 연구는 원자력 응용기술의 공공 복지 인 이용의 극 화를 한 

기 연구로 시 한 안인 도시 기의 상시 , 규모 기분진의 분석에 

있어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의 정규 인 활용을 통해 공공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확률론  인체 해도 평가  오염원 평가을 한 선행 연구

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확률론  해도 분석을 해 각각의 노출변수에 

해 국내 처음으로 한국인의 특성이 반 된 확률 도함수의 개발이 시도

되었고 그 결과, 노출변수의 합성을 향상시켰는데, 본 연구의 노출변수 

개발 결과는 국내 해도 평가 분야에서 기 자료 사용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용모델링은 국내 기오염의 감을 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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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IAEA의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RCA사업에 한 기반조성과 아

시아, 오세아니아의 양국간 는 다국간의 공동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에도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 기 하여 시 한 안인 황사  기분

진에 해 다년간, 입체 인 연구가 진행될 경우, 기환경 분야에 한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의 용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며 하나로 이용의 

활성화, 그리고 나아가 원자력 응용 기술에 한 국민의 호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9. 자연계에 존재하는 α 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원소들은 인간의 호흡

이나 음식섭취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어 방사선 내부피폭을 유발하고 연속

인 α  β붕괴에 의하여 많은 방사성 딸 핵종이 생성된다. 특히 기, 

토양, 암석에 함유되어 있는 U-238은 자발 붕괴하여 라돈(Rn-222)이 되고 

라돈에 의하여 생성된 딸 핵종들이 호흡을 통하여 흡수되어 많은 방사선 

피폭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에서 인체흡수와 련이 있는 

식용수, 음식물, 기분진의 방사화분석을 통해서  238U 과 232Th 의 농도

를 측정 분석할 수 있고, 인체 내로의 일일 섭취량 는 흡수량을 결정하

여 년간 피폭선량을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0. 성자 방사화분석법의 고체시료 정량분석에 한 유용성은 많은 연

구결과들에 의하여 입증되어져 왔으며, 특히 환경시료의 분석에 많은 강

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타당성 연구에서도 소각로의 바닥재 시료로부터 

33종의 성분원소를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고체 폐기물의 처리  리를 한 정량 인 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1. 고분자소재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모든 소재를 상으로 

분석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 까지의 NAA기술개발 결과

를 이용하여도 부분의 고분자물질에서 무기성분의 분석에 활용 될 수 

있으나 자소재 재료와 같은 반도체분야에서 사용하는 특수 고분자

소재의 특수 불순물(알 선 방출 불순물, 수용성 이온성 불순물 등)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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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고정  분석법 개발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농경지토양(뿌리토양)과 작물내 속의 분석 등은 기존의 분석법인 

XRF, ICP-AES와의 연계활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NAA 기술 자체의 개

발도 요하나, 기존의 분석법과의 상호보완기술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단하며, 이 분야는 량시료처리가 가능한 NAA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합한 분야라 생각한다. 한, 개발된 NAA기술을 이들 기존 분석법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과 작물에서의 무기성분의 오염상

성 자료는 특정 토양에 한 장기 인 환경평가, 이 토양에 재배 합한 작

물 종의 선정에도 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모발, 식품, 토양, 인체조직 등 각종 생

물시료의 기능성 미량원소에 해 고감도․고정 의 비 괴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인증 표 시료와 실제시료에 해 표  분석 차서를 작성

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하나로의 성자 방사화분석 

시설에 보다 쉽게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분석 자료의 축 과 상 성 연구의 확 를 통해 인체건강과 생활환

경의 원소별 상 성을 간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체보건 

 양 연구와 실용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자력 기술과 활용을 극 화 

할 것이다. 

  13.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하나로 성자 방사화분석 시설의 RM 련 생

체물질 분석  무기 양소 분포와 섭취량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극

이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을 한 이용기반을 확립하 으며, 

보건․환경․의료 등의 분야에도 리 분석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모발분석을 통한 개인의 보건학 인 평가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최

의 처리와 분석조건을 확립하여 소량의 시료로도 비 괴 인 방법을 통

해 고감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아울러 향후 기능성 식품의 개발

이나 인체의 흡입, 섭취, 축 환경의 사 연구에도 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기본 인 분석데이터의 추가 인 확보와 다양한 통계처리

를 통한 평가기법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높은 효용성을 추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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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4. 분석 상 군이 범 해지므로 하나로를 이용한 기존 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의 용 범 를 확 하여, 하나로 방사화분석 시설의 무기미량

양소 분야에 한 범국가  상시 활용체계 구축에 활용한다.

  식품을 통한 미량 양소 공 체계(food based micronutrients delivery 

system)를 확립하여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김치 등 국내 표식품 내에 존재하는 무기미량 양소의 해석과 제

어에 한 기반 기술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식품의 개발에 용하며 식품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활용 가능하다.  

  핵 기술을 통한 무기미량원소의 연구를 통해 노인 인구의 보건안 과 

건강 수  향상을 꾀할 수 있어 핵 기술 이용에 한 국민  합의를 얻는

데 활용한다. 

  노인 인구의 식품 보건안 과 련한 분석 data 해석 기술을 추가 개발

하여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한다.

  15. ‘하나로’ PGAA장치를 이용한 B  경원소 분석기법에 한 국내, 

외의 연구개발 황을 악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 의 분석장치  기술 

개발을 한 기반을 마련하 으므로 향후 측정장치의 개선과 이용기술 개

발에 활용할 수 있다.

  16. PGAA 측정장치 교정  분석 차 검증을 통해 기  시험자료를 확

보하 다. 측정시스템의 설치 시 교정시험이나 시료분석 시의 검증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한 일상분석 체제를 구축하기 한 표 분석 차의 확

립과 시험방법의 유효성 입증에도 이용할 수 있다.

  17. PGAA 장치가 3단계부터 본격 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분석감도

의 개선을 한 연구는 계속 수행될 것이며, 특히 시료매질에 따라 상이하

므로 지속 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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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 성과

  1. 경제  측면

    

   가. 국가표 분석 차 확립  국제인증 차 용에 의한 최 의 분석 

표 화. 

     (1) 기오염분석에 있어 방사화분석법의 표 분석법으로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기 의 비규제 오염물질들의 평가와 기  설정에 합리 인 

단근거의 제공  활용이 가능하다.

     (3) 수용 모델링을 이용하여 주요 배출원의 규명  기오염 리 

방안의 수립과  비용의 기오염 리에 활용한다.

   나. 공인 시험분석기술의 확립  용으로 표   합성 평가 체제

를 구축하고 국제 상호인정(MRA)에 의한 국제 무역(기술)장벽 해소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다. 첨단 분석기술  장치 상용화로 기간 산업발 을 도모하고, 산업화

용의 품질보증  리(QA/QC)를 한 미량분석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고분자 소재 의 극미량 무기성분 분석은 고난도 분석의 표

인 기술로 신기능 고분자 소재의 개발에 국내 기술 활용이 가능하다.

     (2) 인간생존에 으로 필요한 생체 양소인 극미량 원소에 

한 연구를 주로 노인인구를 상으로 발 시켜 실용화시킨다.

  2. 사회  측면

   가. ‘하나로’ 이용시설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 달성  원자력 

문인력 양성  학생 교육훈련에 활용한다.

   나.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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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 생명과학분야 이용기술 개발에 의한 국민복지, 보건 도모.

     (1) 유해 기오염물질의 노출에 따른 인체 피해의 최소화  삶의 

질 향상

     (2) 수용 모델링  확률론  해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의 기오

염에 한 인식의 편이성 제고에 활용

     (3) 토양/생체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에 한 인식고조와, 특히 

인체유해성 여부를 별할 수 있는 척도로서 생체 환경오염을 정확히 측

정할 수 있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4) 식품을 통한 미량 양소 공 체계(food based micronutrients 

delivery system)를 확립하여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치 등 국내 표 식품 내에 존재하는 무기미량 양소의 

해석과 제어에 한 기반 기술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식품의 개발에 용

하며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3. 기술  측면

   가. 산업․환경, 국민보건 향 평가에 활용성이 높은 연구로(HANARO) 

이용 핵분석 기술의 표 차 확립.

     (1) 국내 최 로 방사화 분석법의 확립  환경 기 분야에의 용

성 제고에 활용한다.

     (2) 해도 평가  오염원 기여도 평가기술의 진 을 통한 원자력 

응용기술의 발 에 기여한다. 

     (3) 고분자소재 의 극미량 무기성분의 표 분석법으로서 활용 가

능. 고분자 소재 분야  생체 오염검사 분야의 획기 인 기술수  향상.

     (4) 무기미량 양소 분야에 한 범국가  상시 활용체계 구축  

노인 인구의 식품 보건안 과 련한 분석 data 해석 기술과 산업 장, 

즉 식품 생산공정에의 활용

   나. 기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  요구에 응한 극미량 분석법으

로 활용.

     (1) 동 . 식 물 지 표  시 료 , 식 품 , 생 활 용 기의  미 량 분 석 에  의 한 보 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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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연구.

     (2) 표 시료(CRM) 제작/검증 지원  보증값의 검증.

   다. 화학분석기법외의 국가 표 분석기법 추가 확보에 따른 산.학.연 분

석지원.

   라. 국제인증 차 용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

   마. 원자력 이용한 방사화분석 기반기술 축 .

     (1) 공압 이송장치 자동운 시스템 : Sample Receiver & Loader 제

작기술, PTS 운  산코드 

     (2) 조사용 PE 캡슐 제작기술 : 순도시험  성형가공

     (3) Automatic Sample Changer 제작기술 : 고가의 외국장비 국산화

     (4) NAA 계측시스템 개발 : NAA통합 산코드 

   바. 기타 극미량 성분원소의 방사화분석 기술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시

료의 분석에 활용가능.

     (1) Nuclear Science : 핵연료  고순도 재료의 극미량 불순 성분 

분석  지원.

     (2) Biomedical Science : 생체 시료 분석을 통한 임상  사 연구.

     (3) Geo- and Cosmo-chemistry : 물탐사를 한 암석, 토양, 석 

등의 분석.

     (4) High purity material analysis : 품질 보증  리.

     (5) Archaeology : 고고학  유물의 분석에 의한 연  추정.

     (6) Forensic Science : 모발, 유리, 페인트, 토양 등의 성분 분석을 

통한 동일성 식별 연구  범죄수사에 활용.

     (7) Industrial Application : 비 괴 방사화분석, Radioactive tracer이

용 연구,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연구 등

   사. 성자 조사시험 : 재료 물성연구, Track analytical techniques 

용.

   아. 방사화분석 지원사업에 분석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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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게제

A Study on Airborne Particulates(PM2.5/PM10) Monitoring in 
Korea b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ong-Sam Chung, Jong-Hwa Moon, Kwang-Won Park, 
Sun-Ha Kim, Jin-Hong Lee*, Kil-Yong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Yusung P.O. Box 105, Daejon, Korea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usung-gu Gung- dong 220, Daeon, Korea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Yusung P.O.Box 111, 
Daejeon Korea

Abstract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25 trace 
elements in airborne particulate matter for air pollution monitoring study. For the 
collection of air samples,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low volume sampler and two 
types of Nuclepore polycarbonat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 in suburban and industrial regions of Daejo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Mass concentrations and black carbon of PM were measured, 
and enrichment factors were also calculated. The obtained results were used to 
describe the emission sources and their correl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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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dietary intak e of elements of nutritional 

and radiolog ical importance b y adult Koreans

S .  Y .  C ho, 1 *  J .  K.  L ee, 2 S .  H .  Kang , 1  Y .  S .  C hung , 3 J .  Y .  L ee, 4  

1Yonsei University, #234 Maeji-ri Hungup-myun Wonju-si, Kangwon-do, 222-701, Korea

2Hanyang University, #17 Haengdang-Dong, Sungdong-Ku, 133-791, Seoul, Korea

3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 O. Box 105, Yusong, Taejon, 305-600, Korea

4EN Technology, 747-14, Banpo-Dong, Seocho-Ku, Seoul, Korea

A one day representative mixed diet of an adult Korean was collected from 

the data based on the food intake of 108 healthy subjects between the ages 

20 and 50. Sampling for the Korean total diet was carried out by using a 

market basket study based on Korean standard food consumption scheme 

reported by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Average consumption frequency of 

different food items for a one day representative mixed diet of an adult 

Korean and the amount of each item to prepare a one day Korean 

representative total diet are surveyed. The analytical methods involve both 

instrumental and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techniques develop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elements Cs, I, Sr, Th and U in various kinds of food 

samples. Concentrations of trace elements including 5 important elements for 

radiological protection, U, Th, Cs, Sr and I in the Korean total diet and the 4 

most frequently consumed Korean foodstuffs have been analyzed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Detection limits for U, Th, Sr and I were improved to ppb 

levels by radiochemical separation after neutron irradiation. Five biological 

NIST reference materials were also analyzed for quality control of the 

analysis. Seventeen trace elements in the Korean total diet and four Korean 

representative foodstuffs were also analyzed quantitatively b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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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udy on the 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S urface 

Analysis of the S eal-ink  Identification S tamped on the 

P aper-Research on the C riminal S cience F ield b y 

Neutro-Radiochemical Analysis M ethod and S EM /EDX -

S eong -G il J ang + ,  Eun-H o Kim,  J ae-G yun Kim,  

Y oug -S am C hung *  and S eong -Y eon C ho* *

Chemical Analysis Div.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Industrial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Ab stract - This study is delved into due 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surface analysis method in connection with the ingredients of the red seal 

ink while preserving its original shapes of the imprint of a seal affixed 

in the documents. Upon accomplishment of pertinent analysis on 

non-destructive surface pursuant to NAA(Neutron Activation Analysis) 

and SEM/EDX(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affixed red seals on the documents with local 

manufactured 36 red ink pad, there was reviewed with 9 elements 

selection which are well proved constituents of the red ink pad. 

Average content of the elements component of analyzed out the 

specimens from overall analysed specimens are known as Pb 10.18%, 

Mo 4.06%, S 1.49%, Ba 4.64%, Ca 3.20%, Cr 1.12%, Hg 0.84%, Al 

2.59%, Fe 4.94% and those analysed element components are currently 

being used as facepaints and constituents of red ink pad. Main 

facepaints of the red ink pad were constituted as relevant companies 

distinctively and 7 groups as relevant grads.

Key words : Cinnabar seal ink, Elements in cinnabar seal, Neutron 

activation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NAA and SEM/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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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Daily Intak e of 238 U  and 232T h   

 in a Korean M ix ed Diet S ample U sing  RNAA

Y ong -S am C hung ,  J ong -H w a M oon,  S un-H a Kim,  Kw ang -W on P ark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ong-gu, Taejon, 305-353, Korea

yschung@kaeri.re.kr

 S ang -H oon Kang  and S eung -Y eon C ho

Yonsei University, #234 Maeji-ri Hungup-myun, 

Wonju-si, Kangwon-do, 222-701, Korea

Abstract

   To estimate the degree of intake of 238U and 232Th through daily 

diet, a Korean mixed diet sample was prepared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daily diet which corresponds to 

the age of 20 to 60 years. For the analysis of U and Th, the RNAA 

method was applied. Two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were used for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and the analytic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a certified value. The determination of U and Th in the Korean 

mixed diet sample was carried out under the same analytical conditions 

and procedures with SRM. It i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U and 

Th in a Korean mixed diet was about 35.4 ppb and 3.4 ppb. From 

these results, the daily intake of 
238U and 232Th by diet is evaluated to 

be 6.98 and 0.67 ㎍ per day, respectively. Radioactivities related to the 

intake of 
238U and 232Th were estimated to be about 86 mBq and 2.7 

mBq per person per day and the annual dose equivalents from 
238U and 

232Th revealed as 3.18 μSv  and 0.29 μSv per person, respectively.

Key Words : Uranium, Thorium, RNAA, Daily intake, Annual dos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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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기분진 의 미량원소 비교분석

정용삼, 문종화, 김선하, 박 원, 강상훈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Intercomparison and Determination of T race Elements in

 U rb an Dust b 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 ong -S am C hung ,  J ong -H w a M oon,  S un-H a Kim,  

Kw ang -W on P ark  and S ang -H un Ka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Dong, Yusong, Taejon, Korea. 305-600

 요약 : 기환경시료인 도시분진시료와 인공 으로 비한 휠터상 도시분진시료 의 미

량원소를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하여 비 괴 분석하 다. 분석정도 리를 하여 미

국 표 기술원의 인증표 시료(Urban Dust, NIST SRM 1648)를 이용하 다. 37종의 검

출된 원소의 상 오차와 상  표 편차를 계산하 으며 각각 10%와 15%이내이었다. 도

시분진시료로부터 29종의 원소, 휠터상 도시분진시료로부터 21종의 원소를 정량하 다. 

측정결과의 신뢰도  숙련도 평가를 하여, 성자방사화분석법, 하 입자유도 X-선방

출분 법, X-선 형 분석법과 원자흡수분 법을 이용한 세계 39개 실험실이 참여한 실험

실간 비교시험에 참여하 으며 수집된 결과를 통계처리하 다. 평균값과 표 편차로 계

산한 z-score는 몇개의 원소를 제외하고 모두 -1<z<+1 사이에 들어오는 좋은 결과를 얻

었다. 

Abstract :  Trace elements in air samples artificially loaded on filters with urban dust 

and the bulk material of urban dust as an environmental sample were determined  

non-destructively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tandard reference 

material(Urban Dust, SRM 1648)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was used for the analytical quality control. The relative error for 37 elements was less 

than 15% and the standard deviation was less than 10%. 29 elements in the urban dust 

and 21 elements in the loaded filter sample were determined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pro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data intercomparison was performed 

and 39 analytical laboratories participated in the analysis using different analytical 

methods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article induced X-ray emission analysis, X-ray 

fluorescence analysis and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Z-scores were calculated 

us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laboratorie's mean as target standard deviation, and 

a good result was obtained that the values fall between -1 and +1 except some 

elements.          

Keyword ;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Airborne particulate matter, Analytical quality control, Data inter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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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 ERM INAT IO N O F  T RAC E U RANIU M  IN H U M AN H AIR B Y  

NU C L EAR T RAC K DET EC T IO N T EC H NIQ U E

Y ong  S am C hung ,  J ong  H w a M oon,  Z inaida En* ,

  S eung  Y eon C ho* * ,  S ang  H oon Kang * * and J ae Ki L ee* * *

HANARO-Center, KAERI, Taejon, Korea

150 Dukjin-dong, Yusong-gu, Taejon 305-353, Korea

yschung@kaeri.re.kr
*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Tashkent, Uzbekistan

**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Ab 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 usefulness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in assessing and comparing the concentration levels through the 

analysis of uranium using human hair sample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 

fission track detection technique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uranium 

concentration in human hair.  Hai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wo groups 

of people - a) workers not dealing with uranium directly, and b)  workers 

possibly contaminated  with uranium.  The concentration of 
235

U for the first 

group varied from <1 to 39 ppb and the second group can be estimated up to 

the level of ppm.  Radiographs of heavy-duty work samples contained high 

dense "hot spots" along a single hair.  After washing in acetone and distilled 

water, external contamination was not totally removed. Insoluble uranium 

compounds were not completely washed out.  The (n, f)-radiography 

technique, having high sensitivity, and capable of getting information on 

uranium content at each point of a single hair, is an excellent tool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Key W ords : nuclear track detection, radiography, uranium, human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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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방사화분석법과 Gent SFU 샘 러를 이용한 도시와 

농 지역의 기분진(PM1 0) 측연구

Study on Airborne Particulate Matter(PM1 0) Monitoring in Urban and 

Rural Area by using Gent SFU Sampler and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정용삼․ 문종화․ 김선하․ 박 원․ 강상훈*․ 조승연*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화분석연구실  
*연세 학교 환경과학과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Sun Ha Kim, Kwang Won Park 

Sang Hun Kang* and Seung Yeon Ch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llect and characterize fine particles(FPM: ≤2.5 

㎛) and coarse particles(CPM: 2.5～10 ㎛) using a low volume air sampler provided 

by the IAEA, at urban(Taejon) and rural area(Wonju) for a period of about two 

years(April 1996 to May 1998) and to promote a use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for air pollution studies.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PM10),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sampler and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were employed. 

The concentration of trace elements in collected APM samples were determined b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For validation of the analytical data, 

internal quality control were implemented by using both of the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s(NIST SRM 1648) and interlaboratory 

comparison for proficiency test(NAT-3). The standard uncertainty was less than 15% 

and Z-score of two samples were within ±1. The monitoring of PM10 mass 

concentration and elemental concentrations were carried out weekly. The average 

mass concentration of PM10 in urban and rural areas were 59.2±36.5 ㎍/㎥ and 41.4±

23.7 ㎍/㎥,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emission source, the enrichment factors 

were calculated for the fine and coarse particle fractions at two sites, respectively 

and these values were classified for anthropogenic and soil origin elements. 

Key W ords : Airborne Particulate Matter(PM10), Gent SFU sampler,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Enrichment Factor, Emission Source  



- 156 -

  

 NAA를 이용한 솔잎 분석  환경오염 측정

이 길 용 ․ 윤 윤 열 ․ 심 상 권 ․ 양 명 권 ․ 정 용 삼

한국지 질 자원연구원 환 경 지 질 연구부 , 
*

한국원자력연구소 하 나 로 이 용 연구단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 ollution

w ith P ine Needles b y NAA

K il Y o n g  L e e ★ ,  Y o o n  Y e o l Y o o n ,  S a n g  K w o n  S h im ,

M y u n g  K w o n  Y a n g ,  Y o n g  S a m  C h u n g
*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KIGAM), 30 Kajung-dong, Yusung-ku, Taejon 305-350, Korea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P.O. Box 105 Yusung, Taejon, 305-600, Korea

요  약 : 솔잎에 함유되어 있는 속들의 정 분석을 해 성자방사화분석(NAA,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의 실험조건을 결정하고, 국내 어디에서나 채취하기 쉬운 

솔잎을 우리나라 환경지표식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 다. 도심지와 변두리 그

리고 청정지역의 세 곳에서 계 별로 4회 1년생 솔잎만을 채취하여 각 성분들의 지역별, 

계 별 분포특이성을 조사하 다. 한, 채취한 각각의 솔잎을 이등분하고 그  한 부분

은 표면을 세척한 후 분석하여 토양  기환경오염상태를 개별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조사하 다. 지역  계 에 따라서 그리고 표면세척 여부에 따라서 솔잎 

 As, Br, Ce, W, Zn 등 일부 성분들의 농도차이를 찰할 수 있었으며 솔잎을 환경지

표시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Ab stract :  NAA was applied to precision analysis of heavy metals in pine needles 

which is able to be sampled anywhere in Korea and (the plant was) also investigated 

to used as a biomonitor for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Only one year old 

pine needle was taken from three different places of urban, suburban and rural area 

with seasons. The pine needle sample was divided with two parts, and then one part 

was cleaned and the other was not. Loss and contamination of analytes was 

minimized when the pine needle was sampled and transferred from mountain and 

prepared for NAA. Under the environment of air and soil, the contamination level of 

analytes was investigated. Some elements such as As, Br, Ce, W, Zn have shown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area, seasons and as well as cleaning. It is found that 

pineneedle is available as a biomonitor.

Key W ords :  pine needle, NAA, heavy metals, biomonitor,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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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 보 건  환 경 평 가 를  한 모 발 의  성 자 방 사 화 분 석

정 용 삼 ,  강 상 훈 ,  문 종 화 ,  강 환 ,  조 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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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H uman H air

 for H uman H ealth Assessment

Y oung -S am C hung ,  S ang -H oon Kang ,  J ong -H w a M oon,  

Y oung  H w an Kang  and S eung -Y on C h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Dong, Yusong, Taejon, Korea, 305-600
*Yonsei University, Wonju-si, Knagwon-do, Korea, 222-701

(Received March 9, 2001)

요 약 :  인체모발 의 각종 미량원소의 함량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개인의 성장환경, 

음식물의 섭취, 통, 성별, 나이, 직업등에 의해 함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생

활환경으로부터의 외부오염과 음식섭취  사작용을 통한 모발조직내 축 의 정도

를 비교하기 해 인체 모발시료를 채취하여 IAEA의 추천 방법을 이용하여 세척 

후로 나눠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비 괴 분석하 다.  분석정도 리는 인증

표 시료를 이용하 고 Cu, Cr, Na, Co, Mg, As, Se, Zn 등의 상 오차는 ±5% 이

내, Mn, Ca, Fe, Sr 등의 원소들은 ±10% 이내 으며, 상 표 편차는 부분 ±

10% 이내 다.  일반인 그룹의 모발을 두부, 후두부, 좌우두부, 정두부 등 5개 부

에서 채취, 분석하여 개인편차와 부 편차를 추정하 다.  측정원소의 개인편차가 부

편차보다 컸으며, 최  7배 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분석조건에서 사무원

과 공장근로자 그룹을 상으로 두 그룹간의 함량 편차, 생활환경과 모발내 원소의 

함량수 간의 연 성을 비교하여 인체 보건환경 평가를 한 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 stract:  There is personal difference in the concentrations of trace elements in 

human hair according to human life or history such as occupation, race, sex, age, 

food habit,  social condition and so on.  It is also found that the individual's 

dev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s is reflecting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exposure to human body, intakes of food and metabolism. To compare 

the degree of accumulation in the hair tissue, human hai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five positions of head and analyzed by non-destructiv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ith and without washing according to IAEA's recommended method. 

Analytical quality control is performed using the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The 

relative error of Cu, Cr, Na, Co, Mg, As, Se, Zn and those of Mn, Ca, Fe, Sr are 

within ±5 % and ±10 %, respectively and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elements are within ±10 %. The deviations between the individuals and hair 

sampling positions were estimated. The deviation of individual was seven times 

more than that of positions. Under the defined condition, the difference and the 

correl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s were compared with two different groups, 

office and factory workers. The result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data for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assessmen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 ords: Neutron Activation Analysis, Human Hair, Environmental Pollution,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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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표 화 방법에 의한 기기 성자 방사화 분석법의 고찰

문종화
★

, 정용삼, 김선하

한국원자력 연구소

The Review of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by k0-standardization method

Jong-Hwa Moon, Yong-Sam Chung, Sun-Ha Ki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Dong, Yusong, Taejon, Korea, 305-600

요  약：기기 성자방사화 분석법은 핵 분석기술의 표 인 방법으로 비

괴-동시 다원소분석의 장 과 함께 측정값에 의해 정량 할 수 있다는 특

징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정확도와 편의성을 만족할 수 있는 k0-정량법을 사

용한 기기 성자방사화 분석법이 세계 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0-법의 용을 하여 이 방법의 체 인 개념의 소개와 함께 k0- 라미터

를 측정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k0-법의 개념이해와 정량에 필요한 인자

들의 정의  라미터인 Q0(α)와 f 값을 결정하기 한 수식과 실험  측정

방법 등을 요약하 고 성자조사공에 따라 특성 값을 갖는 α와 f 값을 하

나로 연구용원자로의 방사화분석용 조사공(NAA#1)에서 측정하여 k0-법의 도

입을 한 기반을 마련하 다.

Abstract：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s a representative 

method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has advantages of non-destructive, 

simultaneous multi-element analysi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bsolute 

measurement method. Up to date, k0-quantitative method which is accurate, 

convenient and user-friendly, has been generalized world-widely. In this 

study, it is intented to introduce the general concept of k0-method and to 

measure k0-parameters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to our NAA system. 

For this objectives, the definition of relevant factor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equation for the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parameters 

such as Q0(α) and f were summarized. Furthermore, a foundation for the 

k0-standardization method was prepared through the measurement of α and 

f-value which depend on the specific character of irradiation hole at NAA 

#1-hole of HANARO research reactor.

Key words：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AA),  

            k0-standardization method, k0-factors and parameters (α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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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인체 6개 조직 내 기능성원소 함량 분포 조사

강 상 훈 ․ 문 종 화 ․ 정 용 삼 ․ 조 승 연* ․ 이 한 *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화분석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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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 ation of Dynamic Elemental Distrib ution in S ix  

H uman T issue b 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 ang -H oon Kang ,  J ong -H w a M oon,  Y oung -S am C hung ,  

S eung -Y on C ho* ,  H an Y oung  L e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ong, Daejeon, Korea, 

305-600
*Yonsei University, Wonju-si, Kangwon-do, Korea, 222-701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331-1 Sinwol-dong, Yangchun-gu, Seoul, 

Korea, 158-707

요  약 :  인체 조직 내 무기 미량원소들은 인체 항상성 유지  생체 매 역할을 하므로 이들

의 농도분포 평가는 인체보건 연구분야에서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인체 조직

인 늑골, 폐, 간, 근육, 신장  갑상선에 함유된 무기원소들의 함량을 조사하 다.  이 조직들

은 48시간 이내의 사망자들로부터 IAEA 권고방식에 따라 채취하여 동결건조 시킨 후 분말상

태로 만들었다.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들 시료에 용하여 5개 다량원소인 Ca, Mg, Na, 

K, Cl과 12개 미량원소인 Mn, I, Sr, As, Br, Co, Cr, Cs, Fe, Rb, Se, Zn의 함량을 분석하 다. 

분석정도 리는 3가지 표 물질을 이용하 으며, 부분의 원소에서 10 % 이내의 상 오차를 

나타냈고, 분석값의 수용기 인 Z값은 2 이내 다.  다량원소들은 인체조직에 일정량 이상 고

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미량원소들은 조직별, 연령별 특정 농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갑상선

에서 I은 1000 ㎍/g 이상 집 으로 분포하 으며, Ca과 Sr은 늑골에서 각각 15.9 %와 84.4 

㎍/g으로 나타났다.

Ab stract:  Inorganic trace elements in human tissues have a function as the role for 

homeostatic maintenance and vital catalysis.  Therefore, assessment of its concentration 

distribu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field of human health.  In this study, inorganic 

elemental distribution in Korean adult human tissue of liver, lung, muscle, kidney, rib and 

thyroid has been investigated. These tissues were collected from human's body within 48 

hours after their death according to IAEA's recommended method, dried by freeze drying 

method and then pulveriz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as applied to these samples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s of 5 major elements of Ca, Mg, Na, K, and Cl and 12 trace 

elements of Mn, I, Sr, As, Br, Co, Cr, Cs, Fe, Rb, Se, and Zn. Analytical quality control 

was performed using three kind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and resulted that the 

relative error is within 10 % for the most of elements and the Z-score indicating a 

performance of analysis is within 2. The elemental distribution shows that the major 

elements are distributed homogeneously with a specific concentration and that the trace 

elements shows a distribution of different concentration with kinds of tissue and their age.  

Particularly, iodine shows higher concentration with 1000 ㎍/g in thyroid, and calcium and 

strontium show the concentration with 15.9 % and 84.4 ㎍/g in rib, respectively.

Key w ords: Neutron Activation Analysis, human tissue, human health, tra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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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숙 련 도  시 험 을  통 한 도 시  기분 진 에  한 

성 자 방 사 화 분 석 법 의  품 질 리

Q uality C ontrol on Neutron Activation Analysis for U rb an Dust 

b y the P roficiency T est

문종화, 김선하, 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J ong -H w a M oon,  S un-H a Kim,  Y ong -S am C hu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Dong, Yusong, Taejon, Korea. 305-600
#E-mail : jhmoon1@kaeri.re.kr       

 요 약  :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제공받은 2종(V-50, P-50)의 인공 으로 비된 여과지

상의 도시분진시료 의 미량원소를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하여 비 괴 분석하 다. 

성자방사화분석의 품질 리를 해 미국표 기술원의 인증표 물질(Urban Particulate 

Matter, NIST SRM1648)이 사용되었으며 여과지상의 분진시료에서는 약 20종의 원소를 

분석하 다. 측정결과는 실험실간 비교  숙련도 평가를 하여 성자방사화분석법, 하

입자유도 X-선 방출분 법, 유도결합 라즈마 질량분석법 등을 이용한 세계 40개국, 

49개 실험실의 분석값들과 함께 통계처리 되었다. 통계 처리한 결과, 본 실험실의 분석값

들의 Z-score가 ±2 이내에 들어오는 결과를 얻었으며, 숙련도 시험도 분석된 모든 원소

의 정확도와 정 도가 기 에 통과되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 재 수행하고 있는 

기분진시료들의 분석품질 리가 합함을 입증하 다. 

  

Ab stract :  Trace elements in two air filters(V-50, P-50) artificially loaded with 

urban dust provided from IAEA  were determined non-destructively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tandard reference material(Urban Particulate 

Matter, SRM 1648) of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was used for 

analytical quality control.  About 20 elements in both of loaded filter samples were 

determined. To evaluate inter-laboratory comparison and proficiency test, analytical 

data were statistically treated with the results which collected from 49 laboratories, 

40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article 

induced X-ray emission,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 etc,. From the 

results of statistical treatment, Z-scores are within ±2. Furthermore, accuracy and 

precision of obtained analytical values are pass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proficiency test. Consequently, it was proved that analytical quality for air dust 

samples being performed has been controlled properly.

       
Key w ords: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roficiency Test, Urban  

             Dust, Analytical Q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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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방 사 화 분 석 법 을  이 용 한 성 인 여 성  청 의  

무 기 원소 분 석     

 문 종 화 ,  정 용 삼 ,  이 옥 희 *

한국원자력연구소
*용인 학교 

Determination of Inorg anic Elements in W omen B lood S erum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J ong -H w a M oon,  Y ong -S am C hung ,  O k -H ee L 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Dong, Yusong, Daejeon, Korea, 305-600

*Yong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청 내 미량 무기 원소의 농도를 조사하기 

해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용하 다. 청시료 의 나트륨과 염소의 높은 농도가 

분석에 제한을 주었으며 이들의 간섭을 최소화시킨 분석조건에서 Br, Ca, Cl, Co, Cr, 

Cs, Fe, K, Na, Rb, Se, Zn 와 같은 12종 원소의 분석이 가능하 다. 63명의 성인여성

으로부터 채취한 청시료를 분석하여 각 원소의 농도수 과 범  등을 결정하 으며 

미국표 연구소의 표 믈질들을 청시료와 동시에 분석하여 분석품질 리에 사용하

다. 청시료 의 무기질원소들의 평균값은 Na과 Cl은 약 3000 mg/L, Ca은 약 100 

mg/L, K은 200 mg/L, Br, Se  Zn은 각각 6.0, 0.1, 1.0 mg/L 등의 농도수 을 보

으며 지 까지 보고된 값과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b stract:  In this stud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as used to 

assess the concentration level of inorganic trace elements in Korean women blood 

serum. It was found out that high concentration of Na and Cl  incurs analytical 

interference, but 12 elements of Br, Ca, Cl, Co, Cr, Cs, Fe, K, Na, Rb, Se, Zn can 

be determined under the condition of interference minimization. Serum samples 

collected from  63 women were analyzed and the concentration level and range of 

the elements were evaluated. NIST SRMs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for 

analytical quality control. The average values of Na and Cl determined in serum 

samples are around 3000 mg/L, Ca is 100 mg/L and K is 200 mg/L. Besides, Br, 

Se and Zn have concentration level of 6.0, 0.1 and 1.0 mg/L,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values and 

reported values. 

Key w ords: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erum, Elemental  

             concentration, Analytical q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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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aracteristic Assessment for Application of k0-NAA at 

NAA # 1  Irradiation hole on H ANARO  Research Reactor 

Jong Hwa Moon, Sun Ha Kim, Ho Mahn Dung*, Yong Sam Chu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O.Box 105 Yusong, Taejon, 305-600

*Vietnam Atomic Energy Institute

Nuclear Research Institute, 01 Nguyen Tu Luc St., Dalat, Vietnam

 

Abstract

   Th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based on k0-standardization method 

(k0-NAA)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developments of the NAA with advantages of experimental simplicity, 

high accuracy, excellent flexibility with respect to irradiation and 

counting conditions, and suitability for computerizatio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reactor neutron spectrum parameters, 

i.e.  α and f-values as the main factors of irradiation quality at NAA 

#1 irradiation hole on HANARO research reactor, to determine peak 

detection efficiency for the HPGe(EG & G ORTEC GEM35185) detector 

for the use in the k0 experiments and to compare the measured 

concentration results with the certified values of some SRMs applying 

the experimentally determined k0-parameters.

Key Words : k0-standardization, α and f-parameters, SRM  

              analysis, Q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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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방사화 분석법과 원자 분 법을 이용한 갯벌 시료 

속에 존재하는 미량원소들의 분석에 한 연구

남상호★ , 김민재, 정용삼*, 김선하*

목포 학교 화학과,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화 분석연구실
*

The Chemical Speciation and Analysis of Trace Elements in Mud Flat 
with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 and Atomic Spectroscopy

Sang-Ho Nam★, Min-Jae Kim
Department of Chemistry, 61, Torim-ri, Chonggye-myon, Muan-gun, 

Chonnam 534-729, Korea
Yong-Sam Chung and Sun-Ha Ki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ong, Daejeon, Korea, 305-600

요  약 : 남해연안 갯벌 속에 있는 무기원소들의 정량을 해 성자 방사화 분석법과 

ICP-AES를 용하 다. 성자 방사화분석법은 비 괴 동시 다원소 분석법이면서 화

학 인 시료 처리 과정이 불필요하므로 난용성 고체시료분석에 유리하다. 성자 방

사화분석법과 ICP-AES에 의하여 얻어진 Al, Ca, Fe, Mg, K, Na의 분석결과들을 

상호 비교하 으며, 결과 으로 침 물 의 미량 원소를 분석하는데 ICP-AES보다 

성자 방사화분석법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자 방사화분석법은 갯벌과 

같은 복잡한 모체를 갖는 환경시료들의 분석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b stract : In this study, Neutron Activation Analysis(NAA)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ICP-AES) were applied for 

the determination of inorganic elements in mud flat of south seaside in 

Korea. NAA is an advantageous method for the analysis of insoluble solid 

sample because of a non-destructive simultaneous multi-elemental analytical 

method and freedom of the chemical pre-treatment of sample. The 

analytical results of Al, Ca, Fe, Mg, K, Na by NAA were compare with 

those of ICP-AES. The results showed that NAA were superior to 

ICP-AES for the determination of minor elements in sediment. Accordingly, 

NAA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nalysis of environment sample such as 

mud flat and sediment with complex matrix.

Key words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CP-AES, Mud Flat,  

       Environmental Sample, Standard Reference Material, Inter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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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지 역 의  P M 1 0  미 량 원소의  특 성 평 가

T race Elements C haracteriz ation of P M 1 0 in S eoul Area

신 은 상 * ,  최 민 규 1 ) ,  선 우  1 ) ,  정 용 삼 2)

동남보건 학 환경 생과, 
1)

건국 학교 환경공학과, 

2)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화분석실

(2002년 2월 21일 수, 2002년 7월 31일 채택)

Eun-Sang Shin, Min-Kyu Choi1), Young Sunwoo
1)

 and Youg-Sam Chung
2)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anitary, Dongnam Health College, 

1)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2)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eceived 21 February 2002, accepted 31 July 2002)

Ab stract

  PM10 aerosols were collected using low volume air sampler every month 

intervals from September 1992 to August 1997 in Seoul. These samples were 

analyzed for 20 trace elements(Al, As, Ba, Br, Ca, Cl, Co, Cr, Fe, K, Mn, Na, 

Ni, Pb, Sc, Se, Si, Ti, V and Zn) by INAA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XRF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and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PM10 mass concentrations higher than 70 ㎍/m
3

 were 32% of 60 samples 

and had significantly higher concentrations in spring and winter than in 

summer and fall(p-value〈0.001). The elements of As, Br, Cl, Ni, Pb, Se, V 

and Zn are enriched by factors of 20 to 2,000 relative to their natural 

abundance in crustal soil. To further identify common sources of 

pollution-related trace elements, factor analysis was applied to the trace 

elements concentration data. Major sources that contribute to the atmospheric 

loading of these elements were found to include fiddil fuel combustion, 

automobile and waste incineration(33.2%), metal processing industry(18.2%), 

and soil(29.8%).

Key words : PM10, trace elements, enrichment factor, sources,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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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발표

발표자명 논문명 학술회의명 발표년월일 국명

정용삼 외 

4인

RNAA법을 이용한 생물학  시료 의 

Sr의 정량분석

한화학회

춘계학술회
2000.4.21 한국

정용삼 

외2인
성자 방사화분석 이용연구

한화학회

춘계학술회
2000.4.21 “

정용삼 외 

4인

Gent air sampler와 NAA를 이용한 지

역의 기분진  미량 속측정연구

한국 기환경학회

춘계학술회
2000.4.28. “

정용삼 외 

3인

Nuclear Track 검출기법을 이용한 

모발  미량우라늄의 정량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0.5.26. “

정용삼 외 

3인

NAA법을 이용한 원자력재료  

미량성분 정량분석

원자력재료.연료심포

지움
2000.8.24. “

문종화 외 

3인

기기 성자방사화분석법의 측정불확도 

평가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0.11.24. “

정용삼 외 

3인

모발분석  평가를 한 성자방사화 

분석법의 용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0.11.24. “

조경행 외 

6인

질화규소분말 의 미량 속 분석을 

한 실험실간 비교실험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0.11.24. “

이길용

외 3인

감마선 분 법을 이용한 자연방사성  

핵종 분석(I)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0.11.24. “

이길용

외 3인

감마선 분 법을 이용한 자연방사성  

핵종 분석(II)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0.11.24. “

이길용

외 3인

무기성분분석에 의한 지질환경오염 

특성 평가 연구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0.11.24. “

구부미 외 

4인
지역 기분진  속의 농도 비교

한국 기환경학회

추계학술회
2000.11.13. “

장성길 외 

4인

날인된 인 인주의 비 괴 표면분석에  

한연구

한국법과학회

추계학회
2000.12.7. “

조승연 외 

4인

모발내 미량원소의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건강모니터링방법 연구
하나로워크샵2000 2000.12.15 “

이진홍 외 

5인

INAA를 이용한 도로변 기  

미량 속의 농도에 한 연구
하나로워크샵2000 2000.12.15 “

Ho M.D. 

외 3인

하나로NAA의 ko-표 기법에 한 조사연

구
하나로워크샵2000 2000.12.15 “

이길용 외 

3인
HANARO NAA의 지구환경분야 이용 하나로워크샵2000 2000.12.15 한국

정용삼 외 

4인

공단과 주거지역의 기분진(PM2.5/PM10)

 미량원소의 측정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1.5.18. “

문종화 외 

3인
기기 성자방사화분석에서 정량법간 평가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1.5.18. “

정용삼 외 

4인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인체조직   

미량원소의 정량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1.5.18. “

이길용 외 

4인
NAA를 이용한 토양과 식물체의 분석연구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1.5.18. “

이길용 외 

4인

원자로를 이용한 표 선원 제조  자체흡

수 효과를 포함한 효율의 실험  결정

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학술회
2001.5. “

이길용 외 

4인

Analysis of Radium in Groundwater

Sample by γ-Spectrometry

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학술회
2001.5. “

문종화 외 

3인

하나로에서 성자 방사화분석의 ko-표

기법에 한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회
2001.5.25. “

문종화 외 

3인

하나로에서 성자 방사화분석장치의 조사

특성연구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회
200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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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열 외 
4인

환경오염 조사를 한 의 미량원소 분석
연구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학술회 2001.5.11. “

강 환 외 
6인

하나로 이용기술 한국 속재료학회
추계학술회 2001.10.26. “

정용삼 외 
4인

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지역의
PM2.5/PM10  미량원소 측

한국 기환경학회
추계학회

2001.11.9. “

정용삼 외 
3인

INAA와 RNAA를 이용한 인체조직의 미
량
원소 측정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1.11.23 “

문종화 외 
4인

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청주 석남천의 
침 물 분석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1.11.23 “

이길용 외 
4인

Analysis of Impurities in 
Low-αSilica Powder for the EMC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1.11.23 “

이길용 외 
4인

NAA에서 시료의 기하학 구조에 따른 분
석편차 평가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1.11.23 “

강상훈 외 
4인

작업장 실내공기와 작업자 모발  미량
원소의 분포에 한 연구

한환경공학회
추계학술회

2001.11.2 “

문종화 외 
4인

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하천 침 물의 
분석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정용삼 외 
4인

NAA에 의한 거주지역과 산업공단지역의 
기질 비교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강상훈 외 
4인

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인체장기의 미
량원소 정량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이옥희 외 
2명

INAA를 이용한 은 성인여성의 청 
무기질농도 측정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임종명 외 
5명

INAA를 이용한 도로변 기  미량 속
의
특성연구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조승연 외 
5명

흡입  섭취환경에 따른 모발내 미량원
소의 분포에 한 연구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남상호 외 
3명

NNA와 AAS를 이용한 갯벌시료 미량원
소들의 화학종 분류  분석에 한 연구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문종화

외 2인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지역의

PM2.5/PM10 농도  미량원소의 측정

한국 기환경학회

춘계학술회
2002. 4.26. “

구부미 외 

5명

NAA를 이용한 공단지역의 기  미

량 속의 특성연구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장성윤 외 

5명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고 토기의 

산지연구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이진홍 외 

4인

도로변 미세분진  속의 농도특성과 

오염원 확인에 한 연구

한국 기환경학회

춘계학술회
2002. 4.26. “

이길용 외 

3명

지질환경과 서식작물의 오염평가를 한 

NAA이용연구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정 용 외 

3명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고려시  

기와의 산지연구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한국

조경행 외 
8명

붕규산 유리의 화학분석을 한 실험실간 

비교 실험
하나로워크샵2001 2001.12.14. “

문종화 외 
2인

지역 기분진(PM2.5/PM10)에 한 

통계  오염원 평가

한국 기환경학회

춘계학술회
2002. 4.26. “

문종화 외 
1인

기기 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도시지역
PM10 기분진  U과 Th 분석에 의한 내
부피폭선량 평가

한국 기환경학회
춘계학술회

2002. 4.26. “

이옥희
외 3명

은 성인여성의 청의 Br, Rb, Cs, Cr수
에 한 연구

한국식품 양학회
춘계학술회 2002. 5.18. “

이옥희
외 3명

건강한 성인여성의 액 HbA1c  
insulin 수 과 청 Se 수 과의 계

한국식품 양학회
춘계학술회 2002.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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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명 논  문  명 학술회의명 발표년월일 국 명

이옥희
외 3명

은 성인여성과 년이후 여성간의 청
의 Br, Rb, Cs, Cr수 에 한 연구

한국식품 양학회
춘계학술회 2002. 5.18. “

문종화 외 
2인

Ko- 성자방사화분석법을 한 α와 f 매
개변수의 정량  측정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회 2002. 5.23. “

문종화 외 
2인

비교숙련도 시험을 통한 성자 방사화분
석법의 품질 리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회 2002. 5.23. “

표형열
외 5인

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용액 의 보론 
정량연구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회 2002. 5.23. “

문종화 외 
2인

기기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성인여
성 청 의 무기질원소분석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2. 5.31. “

이진홍 외 
4인 기분진  미량 속 분석의 정도 리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2. 5.31. “

강상훈 외 
4인

NAA를 이용한 한국인의 조직내 Ca와 
Sr의 함량조사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2. 5.31. “

조승연 외 
5명

노인인구집단의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미량원소의 일일 섭취량 연구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2. 5.31. “

이길용 외 
4인 무기성분분석용 라스틱 표 물질 개발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회 2002. 5.31. “

이진홍 외 
4인

풍속과 풍향을 이용한 기  미량 속의 
오염원에 한 비 인 추정

한국 기환경학회
춘계학술회 2002. 4.26. “

이진홍 외 
3인 기  미량 속분석의 정도 리 한국 기환경학회

춘계학술회 2002. 4.26. “

이진홍 외 
3인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황사 
특성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용평리조트 2002. 10.24. “

김선하
외 3인

기기 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지역 
PM10 기먼지  U과 Th 정량  평가

한국원자력학회, 
용평리조트 2002. 10.24. “

문종화 외 
2인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조사공 NAA#1에
서 시간과 치에따른 열 성자속의 측정

한국원자력학회, 
용평리조트 2002. 10.24.

문종화 외 
2인

지역 기분진의 입경별 원소분포와 
통계  오염원 분류

한국 기환경학회, 
서라벌 학 2002. 11.8.

문종화 외 
2인

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지역의 
PM2.5/PM10 농도  미량원소의 측정

한국 기환경학회, 
서라벌 학 2002. 11.8. “

이진홍 외 
3인

양의 인자분석을 이용한  1,2공단 지
역의 오염원 확인

한국 기환경학회, 
서라벌 학 2002. 11.8. “

이진홍 외 
3인

기입자  미량원소의 성자방사화분석
과 유도결합 라즈마분 법의 비교

한국 기환경학회, 
서라벌 학 2002. 11.8. “

정 용
외 2인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한국 가답
리 기와의 지역특성연구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2. 11.22. “

이진홍 외 
3인

기기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황사의 
원소분석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2. 11.22. “

문종화 
외3인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법에 의한 붕소분
석 연구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2. 11.22. “

나경원 외 
3인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도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의 바닥재 원소분석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2. 11.22. “

표형렬 외 
4인

핵분열 트랙기입법을 이용한 수용액내 극
미량 우라늄 정량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회 2002. 11.22. “

이옥희 외 
2명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성
인여성의 생활주기에 따른 Se 양상태

한국 양학회, 
한국과학기술회 2002. 11.15. 한국

조승연 외 
3인

Daily dietary Intake of elements of
nutritional and radiological importance by 
adult Koreans

5th MARC, Hawaii, 
USA

2000.4.10. USA

조승연 외 
2인

The study of trace element  
distribution in biological samples with 
NAA for human health

9th FNCA workshop 
on URR

2000.11.20. KORE
A

이길용 Application of NAA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geology

9th FNCA workshop 
on URR

2000.11.20. KO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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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명 논문명 학술회의명 발표년월일
국    

명

이길용
외 2인 Errors in air pollution monitoring BERM-8 2000.8. USA

윤윤열 Application of NAA in high purity
materials

9th FNCA 
workshop on URR 2000.11.20. KOREA

이진홍 외 
3인

Airborn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by INAA near Roadway

9th FNCA 
workshop on URR 2000.11.20. KOREA

문종화 Air pollution study by NAA in Korea 9th FNCA 
workshop on URR 2000.11.20. KOREA

정용삼 Application and facility of NAA in
HANARO research reactor

9th FNCA 
workshop on URR 2000.11.20. KOREA

정용삼
Air pollution monitoring in Korea
through airborne particulates
(PM2.5/PM10) by INAA

Conference of 
RCA/IAEA Project 

on Air Pol.
2000.11.13. Philiphin

e

이진홍
Probabilistic Risk Analysis of Airborne 
Toxic Metals in Korean Industrial 
Complex

Conference of 
RCA/IAEA Project 

on Air Pol.
2000.11.13. Philiphin

e

이길용 외 
4인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with Pine Needle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ternational
Congress on

Analytical Science 
2001.8.6. JAPAN

정용삼 외 
4인

A Study on Airborne Particulates
(PM2.5/PM10) Monitoring in Korea by 
INAA

12th World Clean 
Air & 

Environment 
Congress, IUPPA

2001.8.30. KOREA

이길용 외 
6인

Investigation of Metallic Impurities  
in Filter Papers used for Air  
Pollution Monitoring

12th World Clean 
Air & 

Environment 
Congress, IUPPA 

2001.8.30. KOREA

이진홍 외 
6인

Characteristics of Trace Metals b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n a Roadside Area in Korea

12th World Clean 
Air& Environment 

Congress, IUPPA
2001.8.30. KOREA

정용삼 외 
2인

Current Status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HANARO Research Reactor 10th FNCA 2001.11.5. CIAE, 

China

이진홍 외 
4인

Trace Metals of Fine Ambient Particles 
in Taejon city of Korea by INAA

ACE-Asia 2001
Workshop 2001.12.26. KOREA

이길용 외 
4인

Preparation and Analysis of Plastic
Reference Materials for Elemental
Analysis

Radiochemical 
Measurements 

Conference
2001.4 USA

이길용 외 
4인

Simultaneous Analysis of Radium and
Radon in Groundwater Sample by HPGe 
Detector

Radiochemical 
Measurements 

Conference
2001.4 USA

이길용 외 
4인

Biomonitor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based on studies of trace  
elements in soil and crops

NAMLS-7 2002.6 Hungary

이길용 외 
4인

Precision analysis of Ultra-trace  
impurities in silica used for EMC by  
NAA

NAMLS-7 2002.6 Hungary

이진홍 외 
4인

Characteristics of trace metals in fine 
ambient particles in Korea

Air Pollution 2002 
Conference 2002.6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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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발표

성 자 방 사 화 분 석  응 용 연구

정용삼, 문종화, 박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분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의 하나인 성자 방사화분석

(Neutron Activation Analysis)법은 일단계로 분석핵종의 방사화를 해서 연구

용 원자로의 성자를 이용하며,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Φ

=1.7x10
13

 n/cm
2

sec.)를 이용한다. 이단계로 생성된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방출되

는 방사선을 검출하고 해석하기 해서 주로 감마분 분석시스템(Gamma-ray 

Spectrometer)을 이용하며, 방사화분석용 통합 산 로그램을 통해 성분함량을 

정량 으로 산출한다. 본 방법의 특징은 핵  특성을 이용하는 비 괴 동시다원

소 분석법으로 분석 용범 (10
-3

～10
-7

㎍)가 비교  넓으며 범 한 분야에 응

용할 수 있다. 최근 성자 방사화분석 응용연구의 국제  동향은 고유한 특징에 

합한 산업, 환경연구분야에 많이 용되고 있으며 고순도 재료의 성분분석, 

기오염 측연구, 인체건강 련 무기 양성분의 측정, 표 물 제작을 한 품질

리, 검증 등에 이용되어 왔다. 여기서는 최근에 연구된 몇가지 분석결과들을 

시하여 본기술의 분석정도  신뢰성을 제시하고자한다.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RNAA) 법 을  이 용 한 

생 물 학  시 료 의  S r의  정 량 분 석

박 원, 정용삼, 문종화, 김선하, 강상훈

한국원자력연구소, 

비 괴 성자 방사화분석법(INAA)에 의한 스트론튬에 한 이론  검출한계는  

1.5㎍/g으로서, 시료 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Na, Mn, P등에 의한 강한 방사

선으로 인해 감마 스펙트럼상의 백그라운드가 증가되어 분석에 방해를 받으므로 

검출감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선택 인 분리분석법을 용시킨 RNAA를 이용

하 으며, 스토론튬의 검출한계를 40ng/g까지 낮출 수 있다. 스트론튬의 방사화

학  분리과정은 시료를 혼합산으로 분해 한 후 Ca carrier(CaCl2)을 이용하 다. 

본 차의 검증을 해 인증표 시료(NIST SRM 1566a-Oyster Tissue)를 이용

하 다. 스토론튬의 수득률은 96.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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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 Air Sampler 와 성자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지역의 기분진  미량 속 측정연구

Monitoring of Trace  Elements and Airborne           

  Particulates in Taejon Areas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nd Gent Air Sampler  

             정 용 삼․문 종 화․김 선 하 ․백 성 열․박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1 .  서 론

   삶의 질 향상을 한 쾌 한 기환경의 리 유지는 우리 모두의 심사

의 하나이다. 호흡기 을 통해 인체내로 흡입되는 PM10 기분진은 자연 이고 

인 인 발생원에 의해 다양한 미량원소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환경

향 평가를 한 기 측시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PM2.5 분진의 질량농도

(TSPM)나 원소의 농도가 높을 때 장․단기 으로 인체 보건에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성자방사화분석법은 핵반응을 통해 생성시킨 방사성동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색하여 으로 성분원소를 정량하는 핵

분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의 하나로서 소량의 시료로부터 미소

량원소의 비 괴, 동시다원소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감도(10
-3

 - 10
-7

 ㎍)가 탁월한 

분석기술이다. 따라서 기분진 의 극미량 원소분석에 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며[1, 2], 일 기 Dams 등[3] 과 Zoller 등[4]이 기분진 의 원소분석에 이

용하 으며 지 까지 많은 연구보고가 있다. 분석결과들은 역학연구, 발생원 규

명, 장거리 이동 상의 연구, 인체보건 연구 등에 이용되었으며, 기오염을 리

하기 한 비용 분석기술로 평가되고있다.  

   본 연구는 성자방사화분석을 환경시료의 미량원소분석에 응용하기 하여 

기분진  원소의 농도  발생원이 다를것으로 상되는 의 두 지역을 선

정한후 수집된 시료를 정량하여 각 원소들의 농도 를 정량하 으며 간단한 

통계처리로 발생원을 추정하고 상 성을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2.1 시료수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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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먼지의 수집을 하여 지역의 화동공단과 연구단지내 한곳을 선정

하 고,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유량 Gent SFU 분진수집기로 미세

입자(<2.5 ㎛)와 조 입자(2.5-10 ㎛)로 구분하여 Polycarbonate Mambrane 

Filter(47mmø, Nuclepore)상에 수집하 다. 시료 수집시기의 환경 기상조건들을 

기록하고, 유속은 18 ℓ/min 로 조정하여 24시간동안 주 2회, 주   주말(근무

일과 휴무일로 분류) 수집하 다. 수집 후의 휠터시료는 일정한 환경조건(항온, 

항습)을 맞추기 하여 시료보 함에 약 1-2일간 보 한 후 기  하 을 화

시키기 해 
210

Po 선원을 넣어둔 Mettler사의 울(측정능력: 1㎍)로 칭량하 다. 

수집된 휠터는 분석을 하기 에 Smoke Stain Reflectometer(Model 43D)를 이용

하여 반사율을 측정하여 Black Carbon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이용하 다.

2.2 성자방사화 분석

   분석시료의 방사화를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 HANARO의 

공압이송 (φth = 1.7 x 10
13

n/cm
2

.sec) 조사장치를 이용하 다. 모든 시료는 동일

한 기하학  조건에서 조사하여 조사시간 동안의 성자속의 변화등에 향을 

받지 않게 하여 분석오차를 최소화시켰으며, 정확한 성자속을 측정하기 하여 

activation wire(Au, Cu, Mn, Fe : Reactor Exp. 회사의 순도 99.99%)를 사용하

다. 

   조사된 시료의 특정 방사성 핵종으로 부터 방출되는 특성 감마선을 반감기에 

따라 구분된 일정시간동안 계측하여 각 검출핵종의 방사능 계수율을 측정하 다. 

방사능 계측기는 고순도의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1.9 keV FWHM at 1332 keV 
60

Co, Peak to Compton ratio: 

45 to 1)와 16K-Multichannel Analyzer(GammaVision, EG&G ORTEC)을 사용

하 다.  에 지  검출효율의 교정은 디스크형 복합표 선원(NEN Products)을 

사용하 다. 계측된 데이타로부터 원소의 농도를 계산하기 하여 Labview로 작

성한 성자방사화분석용 계산 로그램을 사용하 다. 

3. 결과  토의

3.1 기분진  원소의 농도측정

   기분진시료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수집하 다. 월평균 TSPM

농도의 변화와 25종 원소의 년평균농도를 구하 고, 측정결과를 그림 1과 그림 2

에 나타냈다. 두 지역을 비교하면 일반 으로 조 입자의 TSPM이 화공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입자의 경우에는 연구단지가 높게 측되었다. 한 3월에

서 5월 사이에 조 입자의 TSPM이 다른 달에 비해 두 지역 모두에서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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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것은 륙으로부터 날라오는 황사의 향에 한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을 시한다. 조 입자와 미세입자의 TSPM을 비교하면 화공단의 경우에

는 조 입자의 농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연구단지의 경우에는 2월에서 5월을 제

외하고는 미세입자가 높게 측되었다.

  원소농도의 지역간 비교에서, 화공단이 모든 원소에서 조 입자 의 농도가 

연구단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소에 따라 각기 다른 결

과를 보여주었다. 입자크기에 따른 비교에서, 화공단에서 조 입자의 모든 원

소농도가 미세입자보다 높았으나 연구단지의 경우에는 원소에 따라 다르게 측

되었다. 

  기분진시료 의 black carbon의 농도는 미세입자에 해 용할 수 있는 

IAEA의 국제 동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구하 으며, 부분 화공단이 연구

단지보다 높았으며 두 지역 모두 미세입자에서 높은 농도를 보 다. 

3.2 발생원의 확인  상 성 고찰

   오염발생원을 분류하는 간단한 방법 의 하나는 Enrichment Factor, EF를 구

하는 것이다[5]. 각 원소의 EF값은 시료 의 목 원소와 기 원소의 비를 기 물

질(e.g. 암석, 토양, 해수 등) 의 목 원소와 기 원소의 비로 나  값이다. 일반

으로 기분진에서 EF를 계산할 때 기 원소는 토양이나 암석에서 일정한 양

으로 존재하는 Al 이나 Sc를 이용한다. EF값이 10 이상일때는 인 인 발생원

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Mason의 데이터[6]와 기 원소로 Sc 를 이용하여 

EF를 계산하 다. 그림 3 에는 두 지역의 각 원소  입자크기에 따른 EF값을 

나타냈으며 두 부류의 방출원으로 분류됨을 알수 있었으며 두 지역 모두 속 

원소의 EF값이 크게 나타났고 인 인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은 기오염원이나 오염수 을 평가하는데 이용할수 있음을 가르킨다. 입자별 

EF값의 비교에서 속 원소와 같은 인  원소는 미세입자의 경우가 조 입

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상 성 분석을 하여 EF값에 의한 오염발생원을 분

류한 두 집단에서 각각 표 인 4원소를 선정하여 TSPM과 원소별 상 계수를 

구하여 상 성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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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 rack  검 출 기법 을  이 용 한 모 발  미 량  우 라 늄 의  정 량  

Determination of T race U ranium in H uman H air b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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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인간생활의 생물학  기능에서 속과 미량원소의 역할과 내외부의 환경  

요인에 한 향평가는 함께 고려해야할 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와 

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생물학  시료  모발시료는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환경지표시료 의 하나로서 미량원소와 속의 침 농도를 확인하여 

환경과의 상 성을 규명할 수 있는 당한 시료로 평가되고 있다. Nuclear 

Track기법은 분석의 간편성과 고유한 선택성  감도로 지질, 환경, 생물시료등

에서 미량의 우라늄 분석에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부류의 작업자로부

터 채취한 모발시료 의 우라늄 농도를 (n,f) Radiograph에 의해 정량 비교하

다. 성자 조사를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HANARO)의 공압

이송장치(PTS, Φth = 1.7 x 10
13

 n/cm
2

․sec, CdR ～200)를 사용하 으며 10분간 

조사하 다. 
235

U(n,f)반응으로부터의 fission fragment의 검출을 하여 LEXAN

을 사용하 다. 분석 상군 A의 우라늄의 농도는 <1 ppb에서 35ppb 범 이었다. 

높은 감도의 Nuclear Track기법은 비 괴분석으로 모발로부터 우라늄농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분석기술로서 자연환경이나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조

건이나 기여도를 리하거나 평가하는데 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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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 방 사 화 분 석 을  이 용 한 원자력재 료 의  미 량 성 분  정 량 분 석

정용삼, 문종화, 김선하, 백성열, 강 환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Determination of T race Elements in Nuclear M aterials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Sun Ha Kim,

Sung Ryel Baek, Young Hwan Kang

HANARO Uti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eam, KAERI

요     약

  여러 가지 핵재료  연료  미량의 불순물을 정량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비 괴 분석

기술 의 하나인 성자 방사화분석법과 응용 에 해 소개하 다.  성자 방사화분석

은 핵종에 고유한 핵  특성을 이용하여 극미량의 무기원소를 간섭없이 으로 검출

할 수 있는 정량법으로 분석시료의 화학  처리없이 고감도(10
1

～10
-7

 ㎍)의 동시다원

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측정법이다. 다양한 매질시료의 성분원소의 정량, 성자 조사  

감마선 방출핵종의 측정등에 이용되는 시험분석장치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

로(HANARO)에 설치된 성자 조사시설  계측장비에 해 설명하 다.  시료조사를 

한 세 개의 조사공(NAA1～3)에 공압이송장치(PTS)를 설치하 고 캡슐을 입인출할때 

유도방사능 를 낮추기 해 불활성 기체(N2)를 사용하 고 용도에 따라 수동(PTS 

#1)  자동(PTS #2)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  PTS #1과 PTS #2 이송 의 직경

은 각각 1.25“, 1.15”이며 각 이송 에 합한 조사캡슐과 시료의 양에 따라 조합시킬 수 

있는 시료캡슐을 고순도의 폴리에틸 으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  시료가 장진된 조사캡

슐의 량은 이송속도와 낙하속도를 고려하여 75 g을 과할수 없다. 각 조사공에서 이

용할 수 있는 최  열 성자속은 4 x 10
13

～2 x 10
14 

n/㎠.s 이며 열외 성자와의 상  

비교값인 카드뮴비는 15～205 이다. 성자속의 변동폭은 ±1.5 %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NAA1 조사공내의 온도는 1시간 기 으로 60℃ 이하를 유지하며 수시간 동안 조사가 가

능하나 NAA2와 NAA3 조사공의 온도는 높기 때문에 장시간 조사를 할수없으며 시료와 

조사캡슐의 안 성을 해 1-2분 정도의 단시간조사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응용 로서 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고순도 알루미늄, 지르코늄, 해동   산화우

라늄등 몇가지 원자력 련 속재료의 ppb～ppm 수 의 미량 불순물의 함량  검출한

계를 포함한 분석결과들을 용된 분석조건과 함께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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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세라믹스용 질화 규소(Si3N4)는 고온에서의 안정성과 내화학성이 탁월하

고 열팽창계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요 부품의 구조용으로는 물론 자

기  기능 소재용으로 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신소재이다.  이러한 세라믹 소재

는 주요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미량으로 첨가되는 속원소에 의하여 물리   

기  성질이 크게 향을 받는다.

  재 Si3N4 미분말의 화학분석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한국산업규격 KS L 

1613에서는 소재 의 미량 속원소 분석법으로서 고압 산분해법에 의한 유도

라즈마 방출분 법(ICP-AES)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시료의 

완  분해가 매우 까다로우며, 시료분해에 높은 비 의 황산을 사용하게 됨으로

써 매질을 일치시키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료 분해방법을 확립하기 해 국내 6개 실험실이 참여하는 

실험실간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비교 시험용 소재로는 일본세라믹 회의 질화 규소 분말 인증표 물질 

JCRM-004  JCRM-005를 이용하 으며, Al, Ca, Fe, Mg 등 4개 원소를 상 

성분으로 하 다.  측정방법은 산 분해 후 ICP-AES에 의한 분석법과 고체시료 

직  분석법으로서 성자방사화분석법(INAA)을 이용하 다.  ICP-AES를 이용

하는 경우 시료의 분해  처리를 해 모든 실험실이 고압 산분해법을 이용

하 으나 가열열원, 혼합산(HF + H2SO4 + HNO3)의 조성비, 분해 조건 등은 실

험실마다 상이하다. 각 실험실별 측정결과와 인증값의 비교 분석을 통해 ICP- 

AES에 의한 질화 규소 분말의 최  처리 조건을 검토하고 INAA의 원소별 응

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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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한국원자력학회

화 공 단 과  원자력연구소 지 역 의  기  미 량 원소 농 도 분 포  

 방 출 원 비 교 연구   

C omparison S tudy on the Distrib ution of the T race Elemental 

C oncentration and Emission S ource in Amb ient Air of the 

Daehw a Industrial C omplex  and KAERI Reg ion 

문 종 화, 정 용 삼, 김 선 하, 백 성 열, 박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본 연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역간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오염연구에 핵분석 기

술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수행되었다. 기분진시료는 용량 2단 기분진 채집기와 

Nuclepore사의 polycarbonate membrane 필터를 사용하여 원소농도  오염원이 상이할 것으로 

상되는 지역(  화 공단과 원자력연구소)과 채집일(근무일; -토요일과 휴무일; 토-일요일)로 

나 어 채집하 다. 입자크기(<2.5 ㎛, 2.5-10 ㎛) 에 따른 기  분진농도, 탄소원소농도를 산출

하 고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하여 미량원소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로부터 월별 기  시료

채집지역과 채집일, 입자크기에 따른 분진농도 변화를 측정, 비교하 으며 년평균 원소농도를 구하

여 각 원소의 농도분포를 알아보았다. 한 Enrichment Factor를 계산하여 크게 두가지의 오염원

으로 분류하고 이들  8개 원소농도와 분진  탄소원소의 농도에 한 상 계를 고찰하 다.   

  

Ab 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as one of the inter-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by the IAEA is to 

enhance the use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for air pollution studies. For the collection of air 

particulate samples, low volume(stacked filter unit) samplers and Nuclepore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non-working 

day(friday) and working day(saturday)) and regions(Daehwa industrial complex and KAERI) in 

Taejon which were expected to be different elemental concentration and emmission source. From 

the collected samples, mass concentrations of each particulate matter(PM) and elemental carbon 

were calculated with particulate size and trace elements were analyzed by INAA. Variations of 

mass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were measured and compared monthly in accordance 

with sampling site and particulate size.  The yearly mean for each element was evaluated and the 

distribution of each elemental concentration was found. In addition, Enrichment factors were also 

calculated and emmission sources were divided into two cateogories. The measured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eight elements, mass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and elemental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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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  Applied Research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Kwang Won Park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b stracts :  핵분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의 하나인 성자방사화분석

(Neutron Activation Analysis)법은 일단계로 분석핵종의 방사화를 해서 연구용 원자

로의 성자를 이용하며,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Φ=1.7x10
13

 n/cm
2

sec.)

를 이용한다. 이단계로 생성된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출하고 해석하

기 해서 주로 감마분 분석시스템(Gamma-ray Spectrometer)을 이용하며, 방사화분석

용 통합 산 로그램을 통해 성분함량을 정량 으로 산출한다. 본 방법의 특징은 핵  

특성을 이용하는 비 괴 동시다원소분석법으로 분석 용범 (10
-3

～10
-7

㎍)가 비교  넓

으며 범 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최근 성자방사화분석 응용연구의 국제  동향

은 고유한 특징에 합한 산업, 환경연구분야에 많이 용되고 있으며 고순도 재료의 성

분분석, 기오염 측연구, 인체건강 련 무기 양성분의 측정, 표 물 제작을 한 품

질 리, 검증 등에 이용되어 왔다. 여기서는 최근에 연구된 몇가지 분석결과들을 시하

여 본기술의 분석정도  신뢰성을 제시하고자한다.

00-02)  Determination of S r in B iolog ical S amples b y using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RNAA)

Kwang Won Park,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Sun Ha Kim, Sang Hun 

Kang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b stracts :  비 괴 성자방사화분석법(INAA)에 의한 스트론튬에 한 이론  검출한

계는 1.5㎍/g으로서, 시료 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Na, Mn, P등에 의한 강한 방사선

으로 인해 감마 스펙트럼상의 백그라운드가 증가되어 분석에 방해를 받으므로 검출감도

를 향상시키기 해서 선택 인 분리분석법을 용시킨 RNAA를 이용하 으며, 스토론

튬의 검출한계를 40ng/g까지 낮출 수 있다. 스트론튬의 방사화학  분리과정은 시료를 

혼합산으로 분해 한 후 Ca carrier(CaCl2)을 이용하 다. 본 차의 검증을 해 인증표

시료(NIST SRM 1566a-Oyster Tissue)를 이용하 다. 스토론튬의 수득률은 96.0% 이

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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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Intercomparison and Determination of T race Elements in U rb an Dust 

b 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ong-Sam Chung, Jong-Hwa Moon, Sun-Ha Kim, Kwang-Won Park and Sang-Hun 

Ka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Dong, Yusong, Taejon, Korea. 

Ab stract :  Trace elements in air samples artificially loaded on filters with urban 

dust and the bulk material of urban dust as an environmental sample were 

determined  non-destructively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tandard reference material(Urban Dust, SRM 1648)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was used for the analytical quality control. The relative 

error for 37 elements was less than 15% and the standard deviation was less than 

10%. 29 elements in the urban dust and 21 elements in the loaded filter sample were 

determined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pro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data intercomparison was performed and 39 analytical laboratories 

participated in the analysis using different analytical methods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article induced X-ray emission analysis, X-ray fluorescence analysis and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Z-scores were calculated us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laboratorie's mean as target standard deviation, and a good result was 

obtained that the values fall between -1 and +1 except some elements. 

00-04 )  M onitoring  of T race  Elements and Airb orne P articulates in T aej on 

Areas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nd G ent Air S ampler  

Yong-Sam Chung, Jong-Hwa Moon, Sun-Ha Kim, Sung Ryel Baek and 

Kwang-Won Park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b 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llect and characterize fine particles(FPM: 

≤2.5 ㎛) and coarse particles(CPM: 2.5～10 ㎛) using a low volume air sampler 

provided by the IAEA, at urban(Taejon) and rural area(Wonju) for a period of about 

two years(April 1996 to May 1998) and to promote a use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for air pollution studies.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PM10),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sampler and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were employed. The concentration of trace elements in collected APM sampl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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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b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For validation of the 

analytical data, internal quality control were implemented by using both of the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s(NIST SRM 1648) 

and interlaboratory comparison for proficiency test(NAT-3). The standard uncertainty 

was less than 15% and Z-score of two samples were within ±1. The monitoring of 

PM10 mass concentration and elemental concentrations were carried out weekly. The 

average mass concentration of PM10 in urban and rural areas were 59.2±36.5 ㎍/㎥ 

and 41.4±23.7 ㎍/㎥,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emission source, the enrichment 

factors were calculated for the fine and coarse particle fractions at two sites, 

respectively and these values were classified for anthropogenic and soil origin 

elements. 

00-05)  Determination of T race U ranium in H uman H air b y Nuclear T rack  

Detection T echniq ue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Zinaida En
*

, Seung Yeon Cho
**

, Sang Hun       

Kang
**

and Jae Ki Lee
***

HANARO-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Tashkent, Uzbekistan, 
**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Ab 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 usefulness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in assessing and comparing the concentration levels through the analysis of 

uranium using human hair sample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 fission track 

detection technique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uranium concentration in human 

hair.  Hai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wo groups of people - a) workers not 

dealing with uranium directly, and b)  workers possibly contaminated  with uranium.  

The concentration of 
235

U for the first group varied from <1 to 39 ppb and the 

second group can be estimated up to the level of ppm.  Radiographs of heavy-duty 

work samples contained high dense "hot spots" along a single hair.  After washing 

in acetone and distilled water, external contamination was not totally removed. 

Insoluble uranium compounds were not completely washed out.  The (n, 

f)-radiography technique, having high sensitivity, and capable of getting information 

on uranium content at each point of a single hair, is an excellent tool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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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Determination of T race U ranium in H uman H air b y Nuclear T rack  

Detection T echniq ue

정용삼․문종화․박 원․강상훈․Zinaida En
*

․조승연
**

한국원자력연구소, *Uzbekistan(INP), **연세 학교

Ab stract :  인간생활의 생물학  기능에서 속과 미량원소의 역할과 내외부의 환경

 요인에 한 향평가는 함께 고려해야할 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와 련

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생물학  시료  모발시료는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환

경지표시료 의 하나로서 미량원소와 속의 침 농도를 확인하여 환경과의 상 성을 

규명할 수 있는 당한 시료로 평가되고 있다. Nuclear Track기법은 분석의 간편성과 고

유한 선택성  감도로 지질, 환경, 생물시료등에서 미량의 우라늄 분석에 이용되어 왔

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부류의 작업자로부터 채취한 모발시료 의 우라늄 농도를 (n,f) 

Radiograph에 의해 정량 비교하 다. 성자 조사를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HANARO)의 공압이송장치(PTS, Φth = 1.7 x 10
13

 n/cm
2

․sec, CdR ～200)를 사

용하 으며 10분간 조사하 다. 
235

U(n,f)반응으로부터의 fission fragment의 검출을 하

여 LEXAN을 사용하 다. 분석 상군 A의 우라늄의 농도는 <1 ppb에서 35ppb 범 이

었다. 높은 감도의 Nuclear Track기법은 비 괴분석으로 모발로부터 우라늄농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분석기술로서 자연환경이나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조건이나 기여

도를 리하거나 평가하는데 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00-07 )  Evaluation of Daily Intak e of 
238

U  and 
232

T h in a Korean M ix ed Diet 

S ample U sing  RNAA

Yong-Sam Chung, Jong-Hwa Moon, Sun-Ha Kim, Kwang-Won Park, Sang-Hoon 

Kang* and Seung-Yeon Ch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ong-gu, Taejon, 

305-353, Korea

*Yonsei University, #234 Maeji-ri Hungup-myun, Wonju-si, Kangwon-do, 222-701,  

   Korea

Ab stract :  To estimate the degree of intake of 
238

U and 
232

Th through daily diet, a 

Korean mixed diet sample was prepared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daily diet which corresponds to the age of 20 to 60 years. For 

the analysis of U and Th, the RNAA method was applied. Two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were used for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and the analytic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a certified value. The determination of U and Th in the Korean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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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sample was carried out under the same analytical conditions and procedures with 

SRM. It i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U and Th in a Korean mixed diet was 

about 35.4 ppb and 3.4 ppb. From these results, the daily intake of 
238

U and 
232

Th by 

diet is evaluated to be 6.98 and 0.67 ㎍ per day, respectively. Radioactivities related 

to the intake of 
238

U and 
232

Th were estimated to be about 86 mBq and 2.7 mBq per 

person per day and the annual dose equivalents from 
238

U and 
232

Th revealed as 3.18 

μSv  and 0.29 μSv per person, respectively.

00-08 )  Determination of T race Elements in Nuclear M aterials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Sun Ha Kim, Sung Ryel Baek and Young Hwan 

Kang

HANARO Uti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eam, KAERI

Ab stract :  여러 가지 핵재료  연료  미량의 불순물을 정량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비 괴 분석기술 의 하나인 성자 방사화분석법과 응용 에 해 소개하 다.  성자 

방사화분석은 핵종에 고유한 핵  특성을 이용하여 극미량의 무기원소를 간섭없이 

으로 검출할 수 있는 정량법으로 분석시료의 화학  처리없이 고감도(10
1

～10
-7

 ㎍)

의 동시다원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측정법이다.  다양한 매질시료의 성분원소의 정량, 

성자 조사  감마선 방출핵종의 측정등에 이용되는 시험분석장치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HANARO)에 설치된 성자 조사시설  계측장비에 해 설명하 다.  

시료조사를 한 세 개의 조사공(NAA1～3)에 공압이송장치(PTS)를 설치하 고 캡슐을 

입인출할때 유도방사능 를 낮추기 해 불활성 기체(N2)를 사용하 고 용도에 따라 

수동(PTS #1)  자동(PTS #2)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  PTS #1과 PTS #2 이송

의 직경은 각각 1.25“, 1.15”이며 각 이송 에 합한 조사캡슐과 시료의 양에 따라 조

합시킬 수 있는 시료캡슐을 고순도의 폴리에틸 으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  시료가 장

진된 조사캡슐의 량은 이송속도와 낙하속도를 고려하여 75 g을 과할수 없다.  각 조

사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  열 성자속은 4 x 10
13

～2 x 10
14 

n/㎠.s 이며 열외 성자

와의 상  비교값인 카드뮴비는 15～205 이다. 성자속의 변동폭은 ±1.5 %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NAA1 조사공내의 온도는 1시간 기 으로 60℃ 이하를 유지하며 수시간 동

안 조사가 가능하나 NAA2와 NAA3 조사공의 온도는 높기 때문에 장시간 조사를 할수없

으며 시료와 조사캡슐의 안 성을 해 1-2분 정도의 단시간조사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응용 로서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고순도 알루미늄, 지르코늄, 해동   산화우

라늄등 몇가지 원자력 련 속재료의 ppb～ppm 수 의 미량 불순물의 함량  검출한

계를 포함한 분석결과들을 용된 분석조건과 함께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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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  C omparison S tudy on the Distrib ution of the T race Elemental 

C oncentration and Emission S ource in Amb ient Air of the Daehw a Industrial 

C omplex  and KAERI Reg ion 

Jong-Hwa Moon, Yong-Sam Chung, Sun-Ha Kim, Sung-Ryel Baek and 

Kwang-Won Park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b 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as one of the inter-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by the IAEA is to enhance the use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for air pollution 

studies. For the collection of air particulate samples, low volume(stacked filter unit) 

samplers and Nuclepore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non-working day(friday) and working 

day(saturday)) and regions(Daehwa industrial complex and KAERI) in Taejon which 

were expected to be different elemental concentration and emmission source. From 

the collected samples, mass concentrations of each particulate matter(PM) and 

elemental carbon were calculated with particulate size and trace elements were 

analyzed by INAA. Variations of mass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were 

measured and compared monthly in accordance with sampling site and particulate 

size.  The yearly mean for each element was evaluated and the distribution of each 

elemental concentration was found. In addition, Enrichment factors were also 

calculated and emmission sources were divided into two cateogories. The measured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eight elements, mass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and elemental carbon.  

00-1 0)  Interlab oratory C omparison on T race Elements in S ilicon Nitride 

P ow der

조경행
†

․이종해․김선태
*

․박덕원
**

․고경수
***

․이성재
****

․정용삼
*****

․한명섭

한국표 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요업기술원, *** 한 업진흥공사, ****삼

성 기 재료연구센타, *****한국원자력연구소

Ab stract :  인 세라믹스용 질화 규소(Si3N4)는 고온에서의 안정성과 내화학성이 탁월

하고 열팽창계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요 부품의 구조용으로는 물론 자기  

기능 소재용으로 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신소재이다.  이러한 세라믹 소재는 주요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미량으로 첨가되는 속원소에 의하여 물리   기  성질이 크게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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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Si3N4 미분말의 화학분석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한국산업규격 KS L 1613에서는 

소재 의 미량 속원소 분석법으로서 고압 산분해법에 의한 유도 라즈마 방출분 법

(ICP-AES)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시료의 완  분해가 매우 까다로우

며, 시료분해에 높은 비 의 황산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매질을 일치시키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료 분해방법을 확립하

기 해 국내 6개 실험실이 참여하는 실험실간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비교 시험용 소재로는 일본세라믹 회의 질화 규소 분말 인증표 물질 JCRM-004  

JCRM-005를 이용하 으며, Al, Ca, Fe, Mg 등 4개 원소를 상 성분으로 하 다.  측정

방법은 산 분해 후 ICP-AES에 의한 분석법과 고체시료 직  분석법으로서 성자방사

화분석법(INAA)을 이용하 다.  ICP-AES를 이용하는 경우 시료의 분해  처리를 

해 모든 실험실이 고압 산분해법을 이용하 으나 가열열원, 혼합산(HF + H2SO4 + 

HNO3)의 조성비, 분해 조건 등은 실험실마다 상이하다.  각 실험실별 측정결과와 인증값

의 비교 분석을 통해 ICP-AES에 의한 질화 규소 분말의 최  처리 조건을 검토하고 

INAA의 원소별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00-1 1 )  A S tudy on the Airb orne C oncentrations of T race M etals at the 

Roadside b y INAA

임종명, 구부미, 장미숙, 문종화
1)

, 정용삼
1)

, 이진홍(jinlee@cnu.ac.kr)

충남 학교 환경공학과  기오염연구실, 역시 유성구 궁동 220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단  방사화분석연구실1

Ab stract :  본 연구는 도로변 지역을 상으로 분진시료를 4차에 걸쳐 매번 약 2주간씩 

집 으로 포집하고 기기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독성 속을 포함한 약 30 여

종의 미량 속의 농도를 분석하 다. 도로변 기분진시료의 INAA분석 결과, 지각  

해염입자에 기인한 Al, Ca, Cl, Fe, K, Mg, Na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체 발암 속

인 As은 6.71±0.85 ng/㎥, Cr은 5.95±0.41 ng/㎥, 비발암 독성 속 Mn는 34.08±3.62 

ng/㎥로 나타났다. 한 토양에 의해 향을 받는 Al, Na, Mg, Ca, Fe, K 등은 황사시에 

여름철보다 최고 12배까지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독성 속의 경우 95th percentile 농도

는 산술평균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비 칭 분포의 고농도 

자료와 시료수에 기인하고 따라서, 확률론  농도 평가의 정확성을 해 장기간의 농도 

분석과 충분한 시료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속의 농도분포에 한 합

도 검정 결과, Log-normal을 포함한 비 칭 분포가 타당하고 시료수의 증가에 따라 농

도분포는 Log-normal 분포에 가까워질 것이다. INAA는 검출한계가 낮고 소량의 시료만

으로도 극미량의 원소분석이 가능한 비 괴 분석법으로 기분진의 정량분석에 탁월하지

만 일부 분석되지 않거나 감도가 낮은, 오염원 규명에 요한 원소들(Pb, Ni, Cd, S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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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분석이 가능한 ICP-MS 등과 같은 방법을 보완 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SPSS로 인자분석을 수행한 결과, 추출된 5개 인자는 총분산의 85.8%를 설명하고 있고 

원소들의 communality는 Cu와 Ce를 제외하면 부분 0.9에 가까워 추출된 인자가 거의 

모든 원소의 분산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오염인자는 soil dust와 road dust에 의한 원인이 

총 분산의 61.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최  오염원으로 명되었으며, 

기타 차량 배기가스 7.953%, 난방 연료 7.948%, 주변 공단과 황사의 향 4.314%, 해염

입자에 의한 향이 4.0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0-1 2)  S tudy on Airb orne P articulate M atter( P M 1 0)  M onitoring  in U rb an and 

Rural Area b y using  G ent S F U  S ampler and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Sun Ha Kim, Kwang Won Park, Sang Hun 

Kang
*

 and Seung Yeon Cho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Yonsei University

Ab 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llect and characterize fine particles(FPM: 

≤2.5 ㎛) and coarse particles(CPM: 2.5～10 ㎛) using a low volume air sampler 

provided by the IAEA, at urban(Taejon) and rural area(Wonju) for a period of about 

two years(April 1996 to May 1998) and to promote a use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for air pollution studies.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PM10),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sampler and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were employed. The concentration of trace elements in collected APM samples were 

determined b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For validation of the 

analytical data, internal quality control were implemented by using both of the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s(NIST SRM 1648) 

and interlaboratory comparison for proficiency test(NAT-3). The standard uncertainty 

was less than 15% and Z-score of two samples were within ±1. The monitoring of 

PM10 mass concentration and elemental concentrations were carried out weekly. The 

average mass concentration of PM10 in urban and rural areas were 59.2±36.5 ㎍/㎥ 

and 41.4±23.7 ㎍/㎥,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emission source, the enrichment 

factors were calculated for the fine and coarse particle fractions at two sites, 

respectively and these values were classified for anthropogenic and soil origi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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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3)  Application and F acility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H ANARO  

Research Reactor

CHUNG Yong-Sa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O.Box 105 Yusong, 305-600, Taejon,     

   

Ab stract :  The facilities for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HANARO research reactor 

are described and the main applications of NAA in Korea are reviewed. The sample 

irradiation tube, automatic and manual pneumatic transfer system, are installed at 

three irradiation holes in the end of 1995.  One irradiation hole is lined with a 

cadmium tube for epithermal NAA. The performance of the NAA facility was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ube transfer system, irradiation sites and 

custom made polyethylene irradiation capsule.  The available thermal neutron flux 

with each irradiation site are in the range of 3 x 1013 ～ 1 x 1014 n/cm2․s and 

cadmium ratios are 15～250. 

  For automatic sample changer for gamma-ray counting, a domestic produc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Integrated computer program(Labview) for the 

calculation of content was develop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has been applied in the trace component analysis of 

nuclear, geolog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high purity materials and various 

polymer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mprovement of analytical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of an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system were studied.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industry and human health by 

NAA and its standardization were carri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evalu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and 

proficiency test reference materials were performed. Also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nalytical results, intercomparison studies between laboratories were 

carried out. In this paper, analytical services, national cooperation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es are summarized.

00-1 4 )  Air P ollution S tudy b y NAA in Korea 

MOON Jong-Hwa, Yong-Sam CHU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

Ab stract :  NAA has been applied to air pollution study in Korea since 1993. A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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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M10 high volume sampler was used to collect air particulate matter in 

Seoul(urban) and Wonju(rural) site and trace elements in the collected samples were 

analyzed. Recently, since 1997, low volume(stacked filter unit) samplers and Nuclepore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have been employed. I am about to introduce the 

latest air pollution work by NAA in Korea.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non-working day(friday) and 

working day(saturday)) and regions(Daehwa industrial complex and KAERI) in 

Taejon which were expected to be different elemental concentration and emission 

source. From the collected samples, mass concentrations of each particulate 

matter(PM) and elemental carbon were calculated with particulate size and trace 

elements were analyzed by INAA. Variations of mass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were measured and compared monthly in accordance with sampling site and 

particulate size.  The yearly mean for each element was evaluated and the 

distribution of each elemental concentration was found. In addition, Enrichment factors 

were also calculated and emission sourc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measured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eight elements, mass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and 

elemental carbon.  

00-1 5)  P rob ab ilistic Risk  Analysis of Airb orne T ox ic M etals in Korean 

Industrial

C omplex

Jin-Hong Lee ․ Mi-Suk Ja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duck  

   Science Town, Taejon 305-764, Korea

Ab stract :  The research centered on the concentration profiles and probabilistic risk 

analysis of toxic metals for ambient air in Taejon industrial complex, one of the most 

polluted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Airborne concentrations of toxic metals for the 

analysis were obtained from about two-year sampling and analysis in the complex. 

The long-term arithmetic means of human carcinogens such as arsenic, hexavalent 

chromium and nickel subsulfide were 5.53, 2.16 and 3.46 ng/m3 while the means of 

probable human carcinogens such as beryllium, cadmium and lead were 0.08, 2.35, 

293.29 ng/m3, respectively. And the long-term arithmetic mean concentration of 

non-carcinogenic toxic metal, manganese was 55.91 ng/m3. The point risk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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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inhalation of carcinogenic metals was 6.2×10-5, about 90% of which was due 

to the inhalation of human carcinogens, arsenic and hexavalent chromium. From a 

probabilistic risk analysis, the 50th～95th percentile cancer risks for men and women 

were estimated to be 2.8×10-5～9.6×10-5 and 2.5×10-5～8.5×10-5, respectively. 

About 70% of the 50th percentile risk for both men and women came from human 

carcinogens such as arsenic and hexavalent chromium. A comparison of the 

probabilistic risk estimates with point risk estimate showed that the probabilistic 

analysis can provide a more complete assessment of risk and more useful information 

to risk manager and the public. However, uncertainty remains and improved Korean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s (PDF) are needed for factors such as inhalation rate, 

exposure frequency, cancer potency factors and reference doses.

00-1 6)  Application of NAA in the F ield of Environmental G eolog y

LEE Kil-Yong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KIGAM)

Ab stract :  NAA is a very useful technique for the nondestructive analysis of trace 

elements in environmental and geological materials. Concentrations of about 40 

elements in pine needle, paddy and a few crops and the soils have been determined 

at different sites. NAA procedure were optimized for sample types and elements 

analyzed. ICP and XRF also applied to analysis of some sample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NAA. The elemental distributions and relationship in plants and 

soils were investigated. NAA appeared to be a very fruitful method to analysis 

environmental and geological materials. It was found that pine needles and paddy 

could be able to use as indicator plants for pollution monitoring in Korea.

00-1 7 )  Application of NAA in H ig h P urity M aterials

YOON Yoon-Yeol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KIGAM), 30, Gajung-Dong,       

  Youseong-Gu, Taejeon, Korea 305-350

Ab stract :  The analysis of trace impurities in high purity materials is important.  

Some impurities could change the property of the device.  But these material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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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ly difficult to dissolve and could be contaminated by chemical pretreatment.  

Therefore, limiting the application of analytical methods that rely on the sample being 

in solution. 

   NAA has been found to be extremely useful in the determination of trace 

impurities in high purity materials.  Because this method possesses several important 

advantages such as freedom from blank, multi-elements determination and chemical 

contamination free.  Using these characteristics, some high purity materials were 

analyzed by the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RNAA).  The impurities in 

some refractory metals such as Mo, W, Ta, Nb and Ti, Ni, steel were separated 

using ion exchange and solvent extraction method.  The chemical yield was acquired 

by tracer analysis method and the analytical accuracy was confirmed by analyzing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nd also, impurities distribution characters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semiconductor silicon wafers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INAA).

00-1 8 )  T he S tudy of T race Elemental Distrib ution in B iolog ical S amples w ith  

   Neutron Activation Analysis for H uman H ealth

CHO Seung-Yeon

Yonsei University, Korea

Ab stract :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recise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for the 

analysis of trace elements in the various biological samples such as hair and food, 

evaluation in view of health and environment to the trace elements in various sources 

which can be introduced inside human body was done.  The trace elemental distribution 

in Korean total diet and representative food stuff was identified first.

    The elemental distributions in supplemental healthy food and Korean and Chinese 

origin oriental medicine were identified.  The amount of trace elements ingested with 

the hair analysis of oriental medicine takers were also estimated.  The amounts of trace 

elements inhaled with the analysis of foundry air, blood and hair of foundry workers 

were also estimated.  The basic estimation method in view of health and environment 

with th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biological samples such as foods and hair was 

established with the result.

    Nationwide usage system of the NAA facility in HANARO in many different and 

important areas of biological area can be initiated with the results.  The output of this 

study can support public health, environment, and medical research area.  The results 

can be applied for the process of micronutrients enhanced health food production and for 

the health safety and health status enhancement with the additional necessary data 

expansion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evalu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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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하 나 로  성 자 방 사 화  분 석 장 치 의  조 사 특 성 연구

S tudy on Irradiation Q uality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 ystem in H ANARO  Research Reactor 

문 종 화, 정 용 삼, 김 선 하, 백 성 열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시설 의 하나인 성자 방사화 분석용으로 설치된 공압이송장

치와 조사공 의 하나인 NAA #3의 조사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24MW 열출력에서 조사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정한 조사시간을 결정하 으며 열 성자, 열외

성자  고속 성자 속을 측정하고 이들의 변동을 알아보았다. 한 미국표 연구소의 

인증표 물질 4종을 선택, 열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용하여 분석하고 분석의 품질 리

를 하여 분석값을 보증값과 비교하여 정확, 정 도를 알아보았다. 한 고속 성자반응

에 의한 핵  간섭 향의 정도를 이론 으로 계산하 다.

Ab stract

  To enhance the application of NAA#3 irradiation hole for th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the temperature of irradiation hole was firstly measured with the irradiation 

time and the optimum condition was determined.  The thermal, epithermal and fast 

neutron flux were measured and their fluctuation was estimated. Four kinds of NIST 

SRM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under the 

given condition. The measured values were compared with certified and recommended 

values for the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the effects of nuclear interferences by 

fast neutron reaction was calculated theore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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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량 원소분 석 에  의 한 환 경 오 염  조 사 연구

윤윤열․이길용․심상권․양명권, 정용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지질연구부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단

A S tudy on the T race Element Analysis of Rice 

for the S urvey of Environmental C ontamination  

Yoon-Yeol Yoon, Kil-Yong Lee, Sang- Kwon Shim, Myong-Kwon Yang, Yong-Sam Chung
*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KIGAM)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HANARO Cent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f toxic elements.   Rice could be sampled anywhere in Korea and the plant was 

also investigated to used as a biomonitor for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Rice 

sample was taken from three different places of road side, mountain side and near 

the factory side. The rice sample was divided with three parts, soil, straw and rice 

grain.  Before the sample analysis, they were freeze dried and powdered.  For the 

precise analysis of heavy metals in rice and soil samples NAA, ICP-AES and XRF 

were applied.  Under the environment of air and soil, the contamination level of 

analytes was investigated.  Some toxic elements such as As, Cr, Zn and Pb were 

analyzed and the concentration ratio of each element was investigated with sampling 

site.

Key w ord : Ric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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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한국원자력학회

하 나 로  성 자 방 사 화 분 석 의  k o-표 화  정 량 기법  연구

S tudy on k o-S tandardiz ation M ethod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H ANARO  Research Reactor 

정 용 삼 ,  문 종 화 ,  김 선 하 ,  백 성 열 ,  박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조 승 연
*

연세 학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요  약

  최근의 성자 방사화분석법에서 주요 개발 의 하나는 실험  편의성, 높은 정확성, 

조사와 계측조건의 융통성, 산화의 합성에 장 을 갖고 있는 ko-표 화 정량법

(ko-NAA)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의 NAA #1 조사장치에 ko-NAA의 용을 고려하

기 해 감마선 분 시스템의 교정, 성자 스펙트럼과 련된 조사특성의 주요 보정인

자인 α와 f 값을 측정하 고 표 물질을 이용한 시료분석에 용하여 정확성을 비교하

다. 몇가지 토양표 물질의 분석에서 보증값과의 편차는 ±15 %이내이었고 Z-값은 1.5 

이내이었으며 측정분석의 결과로부터 하나로 ko-NAA의 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다.  

Ab stract

  Th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based on k0-standardization method (k0-NAA)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remarkable developments of NAA in recent with advantages of 

experimental simplicity, high accuracy, excellent flexibility with respect to irradiation and 

counting conditions, and suitability for computerization. This work has carried out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k0-NAA on NAA #1 of HANARO research reactor such as the 

calibration of gamma-ray spectrometry and irradiation facility. α and f-values related to the 

the reactor neutron spectrum parameters as main factor of irradiation quality are measured 

and some SRMs are analyzed to compare the accuracy of the measured results. The 

analytical results with the deviation mostly less than ±15% and all Z-score lower 1.5 in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 value and that value certified of some SRMs has 

shown a promising capability in application of k0-NAA on the HANARO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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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단 과  주 거 지 역 의  기입 자( P M 2. 5/P M 1 0)  미 량 원소 농 도 측 정     

M easurement of T race Elemental C oncentration in Airb orne 

P articulate M atter( P M 2. 5/P M 1 0)  at the Industrial C omplex  and 

Residential Reg ion 

정용삼․문종화․김선하․백성열․박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는 PM10 조 입자, 특히 폐까지 침투하는 PM2.5 미세입자

의 유해원소  미량원소는 폐암이나 폐질환등의 원인이되어 인체건강과 한 계가 

있으며 오염원 해석이나 해도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지

역간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오염연구에 핵분석 기술의 이용을 향상시키고 

측정자료로부터 오염원의 해석기법 개발과 지역간 농도 의 비교를 하여 수행되었

다. 기입자시료는 용량 2단 기입자 채집기(Gent Air Sampler)와 Nuclepore사의 

polycarbonate membrane 필터를 사용하여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원소농도 

 오염원이 상이할 것으로 상되는  공단과 거주지역에서 근무일과 휴무일로 나

어 24시간 채집하 다.  수집된 기입자의 공기역학  직경은 각각 2.2 ㎛ 이하(fine 

fraction)과 2.2-10 ㎛(coarse fraction) 이며 두입자의 합이 PM10의 척도이다.  두 지역 

 두종류의 기입자에 한 질량농도를 측정하여 미국 환경청(EPA)의 기질 기 치

와 함께 Box-Whisker 농도분포그래 를 작성하 다.  Reflectometer를 이용하여 미세입

자 의 Black Carbon 농도를 측정하 으며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기입자  

25종의 미량원소를 비 괴분석하 으며 측정불확도를 평가하 다.  입자크기에 따른 년

평균 원소농도를 구하여 농도분포그래 를 작성하여 비교하 다.  한 분석결과로부터 

미량원소의 배출원의 조사를 해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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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성 자 방 사 화 분 석 의  정 량 법 간  비 교 평 가    

Evaluation b etw een Q uantitative M ethods in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문종화․정용삼․김선하․백성열․박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최근의 분석법 개발은 정확도, 객 성,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자 방사화분석(NAA)은 크게 시료의 비, 성자 

조사, 감마선 계측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의 불확도 요인은 측정원소의 분

석결과에 여러 가지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의 NAA

장치에 개선된 분석시스템의 용을 해 환경표 시료를 이용하여 정량법간 특성에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 다. 정량법으로 정해진 분석조건과 문헌의 핵데이터를 이용한 

법, 비교표 물질을 이용한 비교(체)법 그리고 불확도를 갖는 핵데이터를 실험 으로 

구한 ko-factor로 체하고 조사공의 열외 성자 분포를 보정한 ko-법을 사용하 다. 검

증을 하여 미국표 연구소의 인증표 물질(NIST SRM 2709, Sanjoaquin Soil ; NIST 

SRM 1633a, Coal flyash)과 IAEA 인증표 시료(IAEA Soil-7)를 선정하여 10여종 원소

에 해 비교분석하 다. 비교법에 의한 분석값은 인증값과 부분 5-10% 내외의 상

오차를 보 으며, 법과 ko-법에 의한 분석값은 부분 10% 내외의 상 오차를 나타

냈다. 비교법보다 법과 ko-법에 의한 분석값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감마선 계측시 

Flux monitor(Au wire)와 분말시료의 형태가 다름에 의한 기하학  오차로 추정되며, 이

에 한 동일한 보정이 필수 인 것으로 단하 다. 보정후의 세 방법의 유의한 차이는 

감소할 것으로 측되며 정량법의 특성상 ko-법의 신뢰성과 활용도는 크게 증가될 것이

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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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 방 사 화 분 석 법 에  의 한 인 체  조 직  내  미 량 원소의  정 량

Determination of T race Elements in H uman T issues b 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강상훈․정용삼․문종화․조승연
*

․홍우정
*

․이한
**

한국원자력연구소, 
*

연세 학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최근 의학  환경보건학 분야에서 인체 양  유해성과 련된 미량원소에 

해 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소분석기술의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시

료의 분석에 NAA, XRF, PIXE, ICP등의 핵분석기술이 집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분석데이터의 국제  활용도를 높이기 한 분석품질 리와 보증에 한 심도있는 

논의와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체보건  사작용과 련된 

Ca, Mg, Mn, I, Sr, Zn, Cl, Na, K 등의 미량원소에 해 20-60  한국인의 주요 인

체조직인 늑골, 간, 신장, 폐, 근육, 갑상선 등 6개 생체조직내 함량수 을 알아보고자

하 다. 함량의 측정은 신속하게 비 괴 동시분석할 수 있는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 다. 수집된 시료는 동결건조한후 혼합․분쇄하여 100 mesh의 미세분말로 만

들어 분석시료로 비하 다.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AA조사공( 성자속 : 2.41

×10
13 

n/cm
2

․s)에서 방사화시킨후 단수명 핵종을 이용하여 원소의 함량을 측정하

다. 분석법의 검증은 미국표 기술원의 인증표 물질(Bone Meal, NIST SRM 1486; 

Oyster Tissue, NIST SRM 1565a)을 이용하 으며 측정 상원소들에 한 정확도는 

부분 ±10% 이내 으며 z-값도 ±2 이내이었다. 성자방사화분석을 한 처리

과정과 최 분석조건을 확립하 으며,  측정결과로부터 각 조직내의 미량원소 농도분

포를 구하여 국내외 자료와 비교하 으며 한국인의 인체조직내 미량원소의 수 을 

악하고 인체보건에 미치는 미량원소의 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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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를  이 용 한 토 양   생 체 시 료  분 석 연구

An Analytical S tudy of S oil and P lant b y the use of NAA

이길용, 윤윤열, 양명권, 서범경, 정용삼*, 문종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지질연구부, 
*

한국원자력연구소

 최근 선진국을 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WTO/GR 체제에서는 지구환경보

호라는 명분 하에 자국의 기업보호를 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하

나의 기술무역장벽(TBT)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수질, 토

양, 기로 크게 분류되던 환경시료가 최근에는 이들로부터 향을 받는 식

물, 동물까지도 포함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 이와 같이 

환경시료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물질이 상이 되고 있으며 성분도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기술의 개선은 물론 새로운 분석기술의 개발이 

시 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과 우리 나라의 표  밭작물인 콩, 고추, 고구마, 

깨, 녹두를 상으로 NAA의 용기술을 연구하 다. NAA의 실험조건은 

물론이고 NAA에 합한 토양시료  식물시료의 채취, 건조, 분쇄, 균질

화와 같은 처리에 이르는 분석 반에 걸친 세부조건을 조사하 다. 토

양  이 토양에서 채취한 작물의 분석결과로부터, 토양과 작물의 종류  

부 에 따른 원소들의 분포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토양의 오염상태

에 따른 재배작물의 선정 혹은 토양오염의 간  측정과 같은 다양한 용도

로 개발된 NAA기술이 용될 가능성을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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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나 로  이 용  기술

(HANARO Utilization Technology)

*강 환, 김 구, 이창희, 정용삼

(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305-353, 한국원자력연구소)

  다목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1995년 2월에 기임계에 도달하여 재까지 

24MW 출력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실험장치와 

이용기술이 진 으로 개발∙이용되고 있으며, 여러분야의 산∙학∙연 이용자들이 차 

증가하고 있다. 하나로 이용분야로는 조사시험, 성자빔, 성자방사화분석, 동 원소생

산, 암치료 연구 등 원자력산업, 학, 산업계, 의료·의학, 농학,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강연에서는 조사시험, 성자빔, 성자방사화분석 분야의 시설 황  이

용분야, 하나로이용에 한 소개를 통하여du 하나로이용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조사시험 : 재료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통하여 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 물성을 

평가하여 원자로의 안 성과 건 성 확보와 신소재 연구를 지원하기 한 시설과 기술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시험용 시설에는 원자력발 소의 사용환경과 이용자 요구조건

을 고려할 수 있는 캡슐(capsule)과 고온∙고압의 상용로 운 조건에서 핵연료의 실증시

험을 할 수 있는 인 루 (fuel test loop)가 있다. 재 캡슐은 일부 개발되어 산·학·연 

련 연구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핵연료 조사시험  핵연료온도, 핵연료  내

압, 핵연료변형 측정을 한 계장캡슐과 핵연료조사시험용 루 는 개발 에 있다.

  (2) 성자 빔 : 결정구조  자기구조 분석과 상 이 연구, 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비 괴 검사, 생체구조 연구 등을 수행하기 한 고부가 가치의 첨단연구  신기술 개

발을 한 시설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분해능 성자 분말 회 장치(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성자 소각산란 분 장치(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성자 4축 단결정 회 장치(Neutron Four Circle Diffractometer, FCD), 

성자래디오그라피(Neutron Radiography Facility), 잔류응력측정장치 (Residual Stress 

Instrument)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성자 반사율 장치  편극 성자 분 장치

는 개발 이다.

 (3) 성자 방사화분석 : 핵  특성을 이용한 비 괴, 동시-다원소 분석기술로서,  고감

도  정확성, 독립성  측정, 신속, 간편성 등의 특징과 장 을 갖고 있어 오래 

부터 범 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온 분석법이다. 표 핵을 원자로의 성자로 조사시켜 

생성된 방사성 핵종이 방출하는 감마선을 측정하여 고체상태의 분석시료 의 미량성분원

소를 화학  처리 없이 직  정량하는 기술로  최근에 국가, 국제표 차를 용하여 

객 성과 신뢰성 확보  최  측정분석 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표 정량법의 개선과 

함께 산업재료의 품질 리  보증시험, 환경  인체보건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용기술을 개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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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지역의 PM2.5/PM10  

미량 속 측정연구

Monitoring of Trace  Elements in PM2.5/PM10 of        

  Daejeon region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정용삼․문종화․박 원․김선하․백성열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1 .  서 론

   PM10 기먼지는 자연 이고 인 인 발생원에 의해 다양한 미량원소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기질이나 환경 향 평가를 한 기 측시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PM2.5 먼지의 질량농도와 특정원소의 농도가 높을 때, 장․단기 으로 인체 보건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자방사화분석법은 핵반응을 통해 생성시킨 

방사성동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색하여 으로 성분원소를 정량하는 핵

분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의 하나로서 소량의 시료로부터 미량원소의 

비 괴, 동시 다원소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감도(10
-3

 - 10
-7

㎍)가 탁월한 분석기술이다. 

따라서 기먼지 의 극미량 원소분석에 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으며[1], 1970년 에 

Dams 등[2] 과 Zoller 등[3]이 기먼지 의 원소분석에 이용하 으며 지 까지 많은 연

구보고가 있다. 분석결과들은 역학연구, 발생원 규명, 장거리 이동 상의 연구, 인체보건 

연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오염을 리하기 한 비용 분석기술로 평가되고있다.  

   본 연구는 성자방사화분석을 기먼지의 미량원소분석에 응용하기 하여 원소의 

농도  발생원이 다를 것으로 상되는 의 두 지역을 선정한 후, 수집된 시료를 정

량하여 각 원소들의 농도분포를 측정하 으며 간단한 통계처리로 발생원을 추정하고 상

성을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기먼지의 수집을 하여 지역의 화공단과 연구단지내 한곳을 선정하 고, 

1999년11월부터 2000년10월까지 유량 Gent SFU 분진수집기로 미세입자(<2.5㎛)와 조

입자(2.5-10㎛)로 구분하여 방사화분석에 합한 Polycarbonate Mambrane 

Filter(47mmø, Nuclepore)상에 수집하 다. 시료 수집시기의 환경 기상조건들을 기록하

고, 유속은 18 ℓ/min 로 조정하여 24시간동안 주 2회, 주   주말(근무일과 휴무일로 

분류) 수집하 다. 수집된 휠터는 분석을 하기 에 Smoke Stain Reflectometer(Model 

43D)를 이용하여 반사율을 측정하여 Black Carbon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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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분석을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 HANARO의 공압이송 (φth = 

1.7 x 10
13

n/cm
2

.sec) 조사장치와 고순도의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1.9 keV FWHM at 1332 keV 
60

Co, Peak to Compton ratio: 45 to 1)

와 16K-Multichannel Analyzer(GammaVision, EG&G ORTEC)을 사용하 다.  에 지 

 검출효율의 교정은 디스크형 복합표 선원(NEN Products)을 사용하 다. 계측된 데

이타로부터 원소의 농도를 계산하기 하여 Labview로 작성한 성자방사화분석용 계산

로그램을 사용하 다. 

3. 결과  토의

3.1 기먼지  원소의 농도측정

   수집기간에 한 기먼지의 월평균 농도의 변화와 25종 원소의 평균농도를 구하

다. 두 지역을 비교하면 일반 으로 조 입자의 먼지농도가 화공단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미세입자의 경우에는 연구단지가 높게 측되었다.  

  그림 1의 원소농도의 지역간 비교에서, 화공단이 모든 원소에서 조 입자 의 농도

가 연구단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소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입자크기에 따른 비교에서, 화공단에서 조 입자의 모든 원소농도가 미세

입자보다 높았으나 연구단지의 경우에는 원소에 따라 다르게 측되었다. 기분진시료

의 elemental black carbon의 농도는 미세입자에 해 용할 수 있는 IAEA의 국제

동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구하 다. 부분 화공단이 연구단지보다 높았으며, 두 지

역 모두 미세입자에서 높은 농도를 보 다. 

3.2 발생원의 확인  상 성 고찰

   오염발생원을 분류하는 간단한 방법 의 하나는 Enrichment Factor, EF를 구하는 것

이다[4]. 각 원소의 EF값은 시료 의 목 원소와 기 원소의 비를 기 물질(e.g. 암석, 토

양, 해수 등) 의 목 원소와 기 원소의 비로 나  값이다. EF값이 10 이상일때는 인

인 발생원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Mason의 데이터[5]와 기 원소로 Sc를 이용

하여 EF를 계산하 다. 그림 2에는 두 지역의 각 원소  입자크기에 따른 EF값을 나타

냈으며 두 부류의 방출원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으며 두 지역 모두 속 원소의 EF

값 크게 나타났고 인 인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입자별 EF값의 비교에서 속 

원소와 같은 인  원소는 미세입자의 경우가 조 입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상 성 

분석을 하여 EF값에 의한 오염발생원을 분류한 두 집단에서 각각 표 인 4원소를 

선정하여 TSPM과 원소별 상 계수를 구하여 상 성을 고찰하 다. 한 분석 결과로부

터 미량원소의 배출원 조사를 해 SPSS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수행하

다. PM10과 PM2.5에서 오염발생원을 추정할 수 있는 5개의 인자가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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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A와  RNAA를  이 용 한 인 체  조 직  내  미 량 원소의  측 정

M easurement of T race Elements in H uman T issues using  

INAA and RNAA

정용삼․강상훈․문종화․백성열․조승연
*

․이한
**

한국원자력연구소, 
*

연세 학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체조직 내 미량원소는 주로 단백질의 복합체로 결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활성 효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화학 , 생리학  측면에서 매우 요하

다. 최근에는 의학  환경보건학 분야에서 인체 양  유해성 연구와 련

하여 더욱 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소분석기술이 용되고 있다. 본 연구

는 지난 연구에서 밝힌 Ca, Mg, Mn, I, Sr, Cl, Na, K 등의 함량결정에 이어 

인체보건  사작용과 련된 As, Br, Co, Cr, Cs, Fe, Rb, Se, Th, Zn 등

의 원소에 해 20-60  한국인의 주요 인체조직인 늑골, 간, 신장, 폐, 근육, 

갑상선 등 6가지 인체장기 내 함량수 을 평가하고자 하 다. 함량의 측정은 

비 괴 동시 다원소 분석이 가능한 기기 성자방사화분석법(INAA)과, 특정 

원소에 해 극미량으로 분석이 가능한 방사화학 성자방사화분석법

(RNAA)을 용하 다. 수집된 시료는 -80℃에서 48시간 이상 동결건조를 시

킨 후 혼합․분쇄하여 100 mesh의 미세분말로 만들어 분석시료로 비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AA조사공( 성자속 : 2.8×10
13 

n/cm
2

․s)에서 방사화

시킨 후 냉각시간을 거쳐 감마선분 분석을 이용하여 원소의 함량을 측정하

다. 한 Th의 극미량(수 ppb level 이하) 분석을 해 RNAA를 분석에 이

용하 다. 분석법의 검증은 미국표 기술원의 인증표 물질(Bone Meal, 

NIST SRM 1486; Oyster Tissue, NIST SRM 1566a, Bovine Muscle 

Powder, NIST SRM 8414)을 이용하 으며 측정 상원소들에 한 정확도는 

부분 ±10% 이내 으며 z-값도 ±2 이내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핵분석기

술을 한 처리과정과 최 분석조건을 확립하 으며, 특정 극미량 원소 분

석에는 RNAA 기술을 용함으로서 인체조직 내 20종 이상의 미량원소를 분

석할 수 있었다. 한 측정결과로부터 각 조직내의 미량원소 농도분포를 구하

여 국내외 자료와 비교함으로서 한국인의 인체조직 내 미량원소의 수 을 

악하고 인체보건  질병에 미치는 미량원소의 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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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 방 사 화 분 석 에  의 한 청 주 시  석 남 천 의  침 물  분 석     

T he Analysis of S ediment C ollected from S eok Nam S tream 

in C hung j u C ity b 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문종화․정용삼․김선하․임혜란
*

․김용운
*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충북 학교 물리학과

 

  환경오염 연구의 일환으로 청주시의 지천인 석남천 부근에서 주택, 공장, 농  

지역 등으로 표될 수 있는 6개 지 에서 침 물(sediment)시료를 채집하 다. 

채집된 시료는 미리 선택된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

하여 원소분석 하 다.  Al, As, Ba, Cr, Zn등을 포함한 총 30종의 원소를 분석

하 고 측정 불확도는 각 원소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분 3 - 15 %로 측정되었

으며 NIST SRM 2704, Buffalo River Sediment의 동시분석을 통하여 품질 리 

하 다. 분석결과 주택지역에서는 K와 Na의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았고 공장

지역에서는 Ba, Ca, Cr, K, Na, Ta을 제외한 24개의 원소농도가 높게 측정되었

다. 희토류 원소인 Ce, Dy, La, Lu, Sm, Tb의 농도는 공장지역과 미시천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지 에 따라 유사한 농도변화의 경향을 보 다. 한 몇 가지 

속에 한 환경오염도를 단하기 하여 미국 환경청의 자료와 국내 타 하천

의 침 물 분석결과들과 상호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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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HANARO Workshop(NAA Session)

01 -01 )  A S tudy on Airb orne P articulates( P M 2. 5/P M 1 0)  M onitoring  in Korea b 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Kwang Won Park, Sun Ha Kim, Jin-Hong Lee*,  

  Kil Yong Lee**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b 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use of a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air pollution 

studies through a feasibility study of the usefulness of a routine monitoring tool in 

assessing and comparing air pollution levels in the region, in order to identify critical 

air pollution sources.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APM) for the 

fine (<2.5 μm EAD) and coarse particle (2.5-10 μm EAD) fractions,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low volume sampler and two types of Nuclepore polycarbonat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working 

and non-working days) at two regions (suburban residential site and industrial 

complex of Taejo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race elements in the samples 

collected were analyzed by INAA. Variations of the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elements and elemental carbon  were measured monthly and enrichment 

factors with the sampling sites were calculated.  The analytical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elements and 

two particulate matters in the two regions.  The results were used to describe the 

emission sources and their correlations. 

01 -02)  Airb orne C oncentrations of H eavy M etals b y INAA on the Roadside

Jin-Hong Lee, Joung-Myung Lim, Bu-Mi Ku, Mi-Suk Jang, Jong Hwa Moon*, Yong  

  Sam Chung*, Kil Young L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Ab stract :  There has been a limited number of data for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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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within airborne particulates in Korea. Especially, there 

exist no such data sets for ambient particulates at the roadside that they should have 

been produced by using INA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quantitive 

analysis of about 30 trace metals including toxic ones for rodeside airborne 

particulates. The study also concentrates on the interpretation of analyzed results for 

the ambient particulates. From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or airborne 

particulates at the roadside by INAA, it is shown that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such as Al, Ca, Cl, Fe, K, Mg and Na due to crust and marine aerosol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metals. The concentrations of human carcinogen, arsenic 

and chromium are 6.71±0.85 ng/m
3

 and 5.95±0.41 ng/m
3

, respectively while that of 

non-carcinogenic toxic metal Mn is 34.08±3.62 ng/m
3

. During yellow sandy season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such as Al, Na, Mg, Ca, Fe and K show up to twelve 

times higher than those in summer. The 95th percentile concentrations of toxic 

metals are about two to three times as high as their arithmetic mean concentrations, 

which may be caused by high end of skewed distribution and the limited number of 

da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much more samples for the refinement of 

probabillistic concentration estimates. Results of goodness-of-fit tests show 

non-symmetrical skewed distributions for the concentrations of every trace metal.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by SPSS show that 85.8% of total variance is well 

explained and that communality of almost every analyzed metal except Cu and Ce 

has about 0.9. Factor 1 is soil and road dust, which explains 61.6% of total variance. 

Thus, this is the biggest source to be judged in the study area. INAA has very low 

detection limits and needs very small amount of airborne particulate sample for the 

analysi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alyze metals such as Pb, Ni, Cd, and Si, which 

are very important ones for either risk assessment or receptor modeling. Thus, it is 

necessary to use other analytical tool like ICP-MS as a complement.

01 -03)  Investig ation of M etallic Impurities in F ilter P apers U sed for Air 

P ollution M onitoring

Kil Yong Lee, Yoon Yeol Yoon, Sang Kwon Shim, Myung Kwon Yang, *Yong Sam  

   Chung, **Jin-Hong Lee, ***Chung Koo Kim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NJ Engineering,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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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  Air particulate matters are usually collected over a period of time on a 

filter medium such as cellulose filter paper, organic membrane filter, glass or quartz 

micro fiber filter. The filter materials contain metallic impurities which may affected 

the air pollution monitoring.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uncertainties 

from inhomogeneous blank filters. About thirty elements in five different filters were 

analyzed by NAA and ICP-AES. Elemental homogeneity both in a sheet and in a 

box has been investigated. It was revealed that different filter had different elemental 

inhomogeneity. About fifteen elements were very inhomogeneous in a box as well as 

in a sheet in the range of more than 10% RSD. Because the amount of air 

particulate matters on filter was very small compared with that of filter paper itself, 

those elemental inhomogeneity might be very important to be solved firstly for the 

accurate monitoring. The effect of the inhomogeneity has been evaluated for air 

pollution monitoring in three different places.

01 -04 )  S tudy on Irradiation Q uality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 ystem in  

   H ANARO  Research Reactor 

Jong Hwa Moon, Yong Sam Chung, Sun Ha Kim, Sung Ryel Baek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b stract :  To enhance the application of NAA#3 irradiation hole for th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the temperature of irradiation hole was firstly measured with the 

irradiation time and the optimum condition was determined.  The thermal, epithermal 

and fast neutron flux were measured and their fluctuation was estimated. Four kinds 

of NIST SRM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under the given condition. The measured values were compared with certified and 

recommended values for the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the effects of nuclear 

interferences by fast neutron reaction was calculated theoretically.

01 -05)  S tudy on k o-S tandardiz ation M ethod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H ANARO  Research Reactor 

Yong Sam Chung, Jong Hwa Moon, Sun Ha Kim, Sung Ryel Baek, Kwang Won     

   Park and Seung Yeon Cho*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Yonsei University

Ab stract :  Th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based on k0-standard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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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NAA)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remarkable developments of NAA in recent 

with advantages of experimental simplicity, high accuracy, excellent flexibility with 

respect to irradiation and counting conditions, and suitability for computerization. This 

work has carried out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k0-NAA on NAA #1 of HANARO 

research reactor such as the calibration of gamma-ray spectrometry and irradiation 

facility. α and f-values related to the the reactor neutron spectrum parameters as 

main factor of irradiation quality are measured and some SRMs are analyzed to 

compare the accuracy of the measured results. The analytical results with the 

deviation mostly less than ±15% and all Z-score lower 1.5 in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 value and that value certified of some SRMs has shown a promising 

capability in application of k0-NAA on the HANARO research reactor.

01 -06)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 ollution w ith P ine Needles b y NAA

Kil Y ong L ee
★

, Y oon Y eol Y oon, S ang  Kw on S him, M yung Kw on Y ang , Y ong   

   S am C hung
*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KIGAM), 30 Kajung-dong, Yusung-ku, Taejon 305-350, Korea

*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P.O.     

   Box 105 Yusung, Taejon, 305-600, Korea

Ab stract :  NAA was applied to precision analysis of heavy metals in pine needles 

which is able to be sampled anywhere in Korea and (the plant was) also investigated 

to used as a biomonitor for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Only one year old 

pine needle was taken from three different places of urban, suburban and rural area 

with seasons. The pine needle sample was divided with two parts, and then one part 

was cleaned and the other was not. Loss and contamination of analytes was 

minimized when the pine needle was sampled and transferred from mountain and 

prepared for NAA. Under the environment of air and soil, the contamination level of 

analytes was investigated. Some elements such as As, Br, Ce, W, Zn have shown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area, seasons and as well as cleaning. It is found that 

pineneedle is available as a biomonitor.

01 -07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H uman H air for H uman H ealth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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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am Chung, Sang-Hoon Kang, Jong-Hwa Moon, Young Hwan Kang and     

   Seung-Yeon Cho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Dong, Yusong, Taejon, Korea,  

   305-600, 
*
Yonsei University, Wonju-si, Knagwon-do, Korea, 222-701

Ab stract:  There is personal difference in the concentrations of trace elements in 

human hair according to human life or history such as occupation, race, sex, age, 

food habit,  social condition and so on.  It is also found that the individual's 

dev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s is reflecting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exposure to human body, intakes of food and metabolism. To compare the 

degree of accumulation in the hair tissue, human hai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five positions of head and analyzed by non-destructiv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ith and without washing according to IAEA's recommended method. Analytical 

quality control is performed using the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The relative error 

of Cu, Cr, Na, Co, Mg, As, Se, Zn and those of Mn, Ca, Fe, Sr are within ±5 % 

and ±10 %, respectively and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elements are within 

±10 %. The deviations between the individuals and hair sampling positions were 

estimated. The deviation of individual was seven times more than that of positions. 

Under the defined condition, the difference and the correl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s were compared with two different groups, office and factory workers. 

The result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data for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assessment. 

01 -08 )  Determination of T race Elements in H uman T issues b 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강상훈․정용삼․문종화․조승연
*

․홍우정
*

․이한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세 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b stract :  최근 의학  환경보건학 분야에서 인체 양  유해성과 련된 미량원소

에 해 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소분석기술의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

시료의 분석에 NAA, XRF, PIXE, ICP등의 핵분석기술이 집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분석데이터의 국제  활용도를 높이기 한 분석품질 리와 보증에 한 심도있는 논의

와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체보건  사작용과 련된 Ca, 

Mg, Mn, I, Sr, Zn, Cl, Na, K 등의 미량원소에 해 20-60  한국인의 주요 인체조직인 

늑골, 간, 신장, 폐, 근육, 갑상선 등 6개 생체조직내 함량수 을 알아보고자하 다.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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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은 신속하게 비 괴 동시분석할 수 있는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 다. 수집

된 시료는 동결건조한후 혼합․분쇄하여 100 mesh의 미세분말로 만들어 분석시료로 

비하 다.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AA조사공( 성자속 : 2.41×10
13 

n/cm
2

․s)에서 방

사화시킨후 단수명 핵종을 이용하여 원소의 함량을 측정하 다. 분석법의 검증은 미국표

기술원의 인증표 물질(Bone Meal, NIST SRM 1486; Oyster Tissue, NIST SRM 

1565a)을 이용하 으며 측정 상원소들에 한 정확도는 부분 ±10% 이내 으며 z-값

도 ±2 이내이었다. 성자방사화분석을 한 처리과정과 최 분석조건을 확립하 으

며,  측정결과로부터 각 조직내의 미량원소 농도분포를 구하여 국내외 자료와 비교하

으며 한국인의 인체조직내 미량원소의 수 을 악하고 인체보건에 미치는 미량원소의 

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01 -09 )  M easurement of T race Elemental C oncentration in Airb orne P articulate  

  M atter( P M 2. 5/P M 1 0)  at the Industrial C omplex  and Residential Reg ion 

정용삼․문종화․김선하․백성열․박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Ab stract :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는 PM10 조 입자, 특히 폐까지 침투하는 PM2.5 

미세입자 의 유해원소  미량원소는 폐암이나 폐질환등의 원인이되어 인체건강과 

한 계가 있으며 오염원 해석이나 해도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원자

력기구의 지역간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오염연구에 핵분석 기술의 이용을 

향상시키고 측정자료로부터 오염원의 해석기법 개발과 지역간 농도 의 비교를 하여 

수행되었다. 기입자시료는 용량 2단 기입자 채집기(Gent Air Sampler)와 

Nuclepore사의 poly- carbonate membrane 필터를 사용하여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0

월까지 원소농도  오염원이 상이할 것으로 상되는  공단과 거주지역에서 근무일

과 휴무일로 나 어 24시간 채집하 다. 수집된 기입자의 공기역학  직경은 각각 2.2 

㎛ 이하(fine fraction)과 2.2-10 ㎛(coarse fraction) 이며 두입자의 합이 PM10의 척도이

다.  두 지역  두종류의 기입자에 한 질량농도를 측정하여 미국 환경청(EPA)의 

기질 기 치와 함께 Box- Whisker 농도분포그래 를 작성하 다. Reflectometer를 이

용하여 미세입자 의 Black Carbon 농도를 측정하 으며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

여 기입자  25종의 미량원소를 비 괴분석하 으며 측정불확도를 평가하 다.  입자

크기에 따른 년평균 원소농도를 구하여 농도분포그래 를 작성하여 비교하 다. 한 분

석결과로부터 미량원소의 배출원의 조사를 해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자분

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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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0)  Evaluation b etw een Q uantitative M ethods in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문종화․정용삼․김선하․백성열․박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Ab stract :  최근의 분석법 개발은 정확도, 객 성,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자방사화분석(NAA)은 크게 시료의 

비, 성자 조사, 감마선 계측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의 불확도 요인은 측

정원소의 분석결과에 여러 가지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 원자로(하나

로)의 NAA장치에 개선된 분석시스템의 용을 해 환경표 시료를 이용하여 정량법간 

특성에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 다. 정량법으로 정해진 분석조건과 문헌의 핵데이터를 

이용한 법, 비교표 물질을 이용한 비교(체)법 그리고 불확도를 갖는 핵데이터를 실

험 으로 구한 ko-factor로 체하고 조사공의 열외 성자 분포를 보정한 ko-법을 사용

하 다. 검증을 하여 미국표 연구소의 인증표 물질(NIST SRM 2709, Sanjoaquin 

Soil ; NIST SRM 1633a, Coal flyash)과 IAEA 인증표 시료(IAEA Soil-7)를 선정하여 

10여종 원소에 해 비교분석하 다. 비교법에 의한 분석값은 인증값과 부분 5-10% 

내외의 상 오차를 보 으며, 법과 ko-법에 의한 분석값은 부분 10% 내외의 상

오차를 나타냈다. 비교법보다 법과 ko-법에 의한 분석값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감

마선 계측시 Flux monitor(Au wire)와 분말시료의 형태가 다름에 의한 기하학  오차로 

추정되며, 이에 한 동일한 보정이 필수 인 것으로 단하 다. 보정후의 세 방법의 유

의한 차이는 감소할 것으로 측되며 정량법의 특성상 ko-법의 신뢰성과 활용도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 

01 -1 1 )  An Analytical S tudy of S oil and P lant b y the use of NAA

이길용, 윤윤열, 양명권, 서범경, 정용삼*, 문종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지질연구부,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Ab stract :  최근 선진국을 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WTO/GR 체제에서는 지구환경보호

라는 명분 하에 자국의 기업보호를 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하나의 기술무역장

벽(TBT)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수질, 토양, 기로 크게 분류되던 환

경시료가 최근에는 이들로부터 향을 받는 식물, 동물까지도 포함시켜 나가고 있는 것

이 세계 인 추세이다. 이와 같이 환경시료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물질이 상이 되고 

있으며 성분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기술의 개선은 물론 새로운 분석기술의 

개발이 시 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과 우리 나라의 표  밭작물인 콩, 고추, 고구마, 깨, 녹두를 상으

로 NAA의 용기술을 연구하 다. NAA의 실험조건은 물론이고 NAA에 합한 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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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식물시료의 채취, 건조, 분쇄, 균질화와 같은 처리에 이르는 분석 반에 걸친 

세부조건을 조사하 다. 토양  이 토양에서 채취한 작물의 분석결과로부터, 토양과 작

물의 종류  부 에 따른 원소들의 분포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토양의 오염상태에 

따른 재배작물의 선정 혹은 토양오염의 간  측정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된 NAA기

술이 용될 가능성을 측할 수 있다.

01 -1 2)  A S tudy on the T race Element Analysis of Rice for the S urvey of     

Environmental C ontamination  

Yoon-Yeol Yoon, Kil-Yong Lee, Sang- Kwon Shim, Myong-Kwon Yang, Yong-Sam Chung*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KIGAM)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NAROCenter

Ab stract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f toxic elements.   Rice could be sampled anywhere in Korea and the 

plant was also investigated to used as a biomonitor for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Rice sample was taken from three different places of road side, mountain 

side and near the factory side. The rice sample was divided with three parts, soil, 

straw and rice grain.  Before the sample analysis, they were freeze dried and 

powdered.  For the precise analysis of heavy metals in rice and soil samples NAA, 

ICP-AES and XRF were applied.  Under the environment of air and soil, the 

contamination level of analytes was investigated.  Some toxic elements such as As, 

Cr, Zn and Pb were analyzed and the concentration ratio of each element was 

investigated with sampling site.

01 -1 3)  H ANARO  U tiliz ation T echnolog y

*강 환, 김 구, 이창희, 정용삼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305-353, 한국원자력연구소

Ab stracts :  다목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1995년 2월에 기임계에 도달하여 

재까지 24MW 출력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실

험장치와 이용기술이 진 으로 개발∙이용되고 있으며, 여러분야의 산∙학∙연 이용자

들이 차 증가하고 있다. 하나로 이용분야로는 조사시험, 성자빔, 성자방사화분석, 

동 원소생산, 암치료 연구 등 원자력산업, 학, 산업계, 의료·의학, 농학,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강연에서는 조사시험, 성자빔, 성자방사화분석 분야의 시설

황  이용분야, 하나로이용에 한 소개를 통하여du 하나로이용에 한 이해를 돕고



- 210 -

자 한다.

  (1) 조사시험 : 재료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통하여 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 물성을 

평가하여 원자로의 안 성과 건 성 확보와 신소재 연구를 지원하기 한 시설과 기술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시험용 시설에는 원자력발 소의 사용환경과 이용자 요구조건

을 고려할 수 있는 캡슐(capsule)과 고온∙고압의 상용로 운 조건에서 핵연료의 실증시

험을 할 수 있는 인 루 (fuel test loop)가 있다. 재 캡슐은 일부 개발되어 산·학·연 

련 연구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핵연료 조사시험  핵연료온도, 핵연료  내

압, 핵연료변형 측정을 한 계장캡슐과 핵연료조사시험용 루 는 개발 에 있다.

  (2) 성자 빔 : 결정구조  자기구조 분석과 상 이 연구, 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비 괴 검사, 생체구조 연구 등을 수행하기 한 고부가 가치의 첨단연구  신기술 개

발을 한 시설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분해능 성자 분말 회 장치(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성자 소각산란 분 장치(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성자 4축 단결정 회 장치(Neutron Four Circle Diffractometer, FCD), 

성자래디오그라피(Neutron Radiography Facility), 잔류응력측정장치 (Residual Stress 

Instrument)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성자 반사율 장치  편극 성자 분 장치

는 개발 이다.

 (3) 성자방사화분석 : 핵  특성을 이용한 비 괴, 동시-다원소분석기술로서,  고감도 

 정확성, 독립성  측정, 신속, 간편성 등의 특징과 장 을 갖고 있어 오래 부터 

범 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온 분석법이다. 표 핵을 원자로의 성자로 조사시켜 생성

된 방사성 핵종이 방출하는 감마선을 측정하여 고체상태의 분석시료 의 미량성분원소를 

화학  처리 없이 직  정량하는 기술로  최근에 국가, 국제표 차를 용하여 객

성과 신뢰성 확보  최  측정분석 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표 정량법의 개선과 함께 

산업재료의 품질 리  보증시험, 환경  인체보건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기술

을 개발 이다. 

01 -1 4 )  T he Review  of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b y k0- 

standardiz ation method

Jong-Hwa Moon, Yong-Sam Chung, Sun-Ha Ki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Dong, Yusong, Taejon, Korea,  

    305-600

Ab stract：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s a representative method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has advantages of non-destructive, simultaneous 

multi-element analysi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bsolute measurement method. Up to 

date, k0-quantitative method which is accurate, convenient and user-friendly, has been 

generalized world-widely. In this study, it is intented to introduce the general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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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method and to measure k0-parameters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to our NAA 

system. For this objectives, the definition of relevant factor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equation for the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parameters such as Q0

(α) and f were summarized. Furthermore, a foundation for the k0-standardization 

method was prepared through the measurement of α and f-value which depend on the 

specific character of irradiation hole at NAA #1-hole of HANARO research reactor.

01 -1 5)  T he Analysis of S ediment C ollected from S eok Nam S tream in C hung j u 

C ity b 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문종화․정용삼․김선하․임혜란
*

․김용운
*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 충북 학교  물리학과

 

Ab stract：환경오염 연구의 일환으로 청주시의 지천인 석남천 부근에서 주택, 공장, 농  

지역 등으로 표될 수 있는 6개 지 에서 침 물(sediment)시료를 채집하 다. 채집된 시

료는 미리 선택된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하여 원소분석 하

다.  Al, As, Ba, Cr, Zn등을 포함한 총 30종의 원소를 분석하 고 측정 불확도는 각 원소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분 3 - 15 %로 측정되었으며 NIST SRM 2704, Buffalo River 

Sediment의 동시분석을 통하여 품질 리 하 다. 분석결과 주택지역에서는 K와 Na의 농

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았고 공장지역에서는 Ba, Ca, Cr, K, Na, Ta을 제외한 24개의 원소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희토류 원소인 Ce, Dy, La, Lu, Sm, Tb의 농도는 공장지역과 미

시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 에 따라 유사한 농도변화의 경향을 보 다. 한 몇 가지 

속에 한 환경오염도를 단하기 하여 미국 환경청의 자료와 국내 타 하천의 침 물 

분석결과들과 상호 비교해 보았다.

01 -1 6)  M easurement of T race Elements in H uman T issues using  INAA and 

RNAA

정용삼․강상훈․문종화․백성열․조승연*․이한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세 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b stract： 인체조직 내 미량원소는 주로 단백질의 복합체로 결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활

성 효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화학 , 생리학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최근에는 의

학  환경보건학 분야에서 인체 양  유해성 연구와 련하여 더욱 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소분석기술이 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연구에서 밝힌 Ca, Mg, Mn, I, Sr, 

Cl, Na, K 등의 함량결정에 이어 인체보건  사작용과 련된 As, Br, Co, Cr, Cs, Fe, 

Rb, Se, Th, Zn 등의 원소에 해 20-60  한국인의 주요 인체조직인 늑골, 간, 신장,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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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갑상선 등 6가지 인체장기 내 함량수 을 평가하고자 하 다. 함량의 측정은 비 괴 

동시 다원소 분석이 가능한 기기 성자방사화분석법(INAA)과, 특정 원소에 해 극미량

으로 분석이 가능한 방사화학 성자방사화분석법(RNAA)을 용하 다. 수집된 시료는 

-80℃에서 48시간 이상 동결건조를 시킨 후 혼합․분쇄하여 100 mesh의 미세분말로 만들

어 분석시료로 비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AA조사공( 성자속 : 2.8×1013 n/cm2․s)

에서 방사화시킨 후 냉각시간을 거쳐 감마선분 분석을 이용하여 원소의 함량을 측정하

다. 한 Th의 극미량(수 ppb level 이하) 분석을 해 RNAA를 분석에 이용하 다. 분석

법의 검증은 미국표 기술원의 인증표 물질(Bone Meal, NIST SRM 1486; Oyster 

Tissue, NIST SRM 1566a, Bovine Muscle Powder, NIST SRM 8414)을 이용하 으며 측

정 상원소들에 한 정확도는 부분 ±10% 이내 으며 z-값도 ±2 이내이었다. 본 연구

를 통해 핵분석기술을 한 처리과정과 최 분석조건을 확립하 으며, 특정 극미량 원소 

분석에는 RNAA 기술을 용함으로서 인체조직 내 20종 이상의 미량원소를 분석할 수 있

었다. 한 측정결과로부터 각 조직내의 미량원소 농도분포를 구하여 국내외 자료와 비교

함으로서 한국인의 인체조직 내 미량원소의 수 을 악하고 인체보건  질병에 미치는 

미량원소의 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01 -1 7 )  M easurement of Inorg anic C omponents in W omen B lood S erum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이옥희 문종화, 정용삼

*용인 학교,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생체의 미량 원소농도는 매우 낮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는 아주 좁은 범 의 일정

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수 의 유지를 해서는 특히 정학한 분석 방

법이 요구되고 있다. 생체에 극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미량 무기질의 경우 민감도가 높

지 않은 방법으로 측정시 그 측정 결과에 많은 오차를 포함하기 쉽다. 특히 인체의 건강

, 양  상태를 반 하는 시료로 활용되고 있는 액의 경우 무기질 농도가 매우 낮

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수 이다. 청의 분석을 해 이제까지 AAS, colorimetry, 

spectrometry, gas chromatography, isotope dilution,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on 

exchange extraction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부분의 무기질 분석법은 습식회

화 는 건식회화 등의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처야 하며 이러한 과정 동안 오염이 될 

험이 높다. 최근 원자로를 이용한 성자 방사화 분석법은 각종 물질의 량  미량

무기질을 다량으로 비 괴 으로 분석할 수 있어 외국연구에서 생체내 각종 무기질 수

에 한 각종 연구에 극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법이 WHO/IAEA등에서 질병 연구에 우선 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모발을 제외하고 건강과 양상태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액과 같은 체

액의 무기질 수 을 측정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거의 무하다. 

생체 미량원소  Na, K는 체액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차지하며 압의 조 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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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어 CVD질환발생 험과 련이 있다. Se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 각종 연

구에서 Se보충은 암이나 동맥경화증 개선을 한 요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

에서 식품의 Se수 을 강화시켜 생체의 양상태유지와 질병치료에서의 요성이 강조

되고 있지만 실제 으로 이를 한 기 연구로써 우리나라 성인의 생체내 수 에 한 

연구도 거의 무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한 성자 방

사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무기질 상태를 분석하고자 먼  은 성인여성

인 여 생의 액    Na, K, Se을 포함한 각종 무기질 수 을 분석하 다. 시료로는 항

응고제인 heparin이나 EDTA등에 의한 오염을 막기 해 측정에는 청을 분리하여 동

결건조하여 사용하 다. 무기질  Na, Cl, K는 90 간 방사후 측정하 으며 Na, Cr, Se, 

Co, Fe, Zn는 4시간 방사화후 11일 후, 22일후 계측하 으며, 모든 시료는 반복 분석하여 

정확도를 확인하 다.

여성의 평균 나이는 23.4세이며, 평균 키와 체 은 166.8, BMI는 22.1이며, 체지방 비율은 

29.9를 나타내었다.  Na, K와 Cl 농도는 각각 약 3%, 0.2%, 3.5% 범 이었으며, Se과 Zn 

수 은 각각 0.1, 0.6ppm정도를 나타내었다. Fe 농도는 1.5ppm정도를 나타내어 여러 선

행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수 과 비슷한 형태을 보 다.   

01 -1 8 )  A provenance study of roof tiles from the late Korea dynasty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정 용(kyjung@tjhealth.ac.kr), 김명진, 정용삼
*

, 문종화
*

보건 학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역시 동구 가양  2동  77-3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고려시  삼별 의 몽항쟁지인 남 진도군 용장성유 과 완도 법화사지유 에서는 문

양과 형식이 동일한 암․숫막새가 발굴되었다. 이들 기와는 제작방법과 편년추정에서 

연 를 유추할 수 있는 요한 유물이다. 고고유물은 그 특이성으로 인하여 기와의 제

작집단과 생산지, 그리고 교역문제에 하여 고고미술사 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과학 인 해결을 해서는 자연과학  방법이 필수 으로 수반되

어야 한다. 특히 고고유물의 분석은 시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미량성분원소를 비 괴분석

하는 성자방사화분석(NAA)법이 가장 타당하다. 즉 극미량의 시료로 미량성분을 분석

하여 원료산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용장성과 법화사지 암․숫막새 유물에 한 산지 추정을 주 연구 상으로 

하 고, 이들 유물과 비교․검증의 목 으로 충남 청양군 기와가마터 유물과 경북 청도

군 토기 가마터 유물 등을 비교분석하기 하여 NAA를 실시하 다.

  NAA를 통해 얻어진 미량성분원소들에 하여 다 상 분석과 별분석을 수행하

다. 다 상 분석 결과 미량성분원소[La : Sm]과 [La : Yb]사이에 높은 선형 증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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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존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별분석 결과 미량성분원소 Cr, Sc, Δ[Σ(Lu, Yb)] 

Eu에 하여 청도 토기유 , 청양 기와유 , 진도 용장성유 과 완도 법화사지유 은 

95% 이상의 분류 정확도로 유물의 원료산지가 서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결론 으로 진

도 용장성유 과 완도 법화사지유 의 암숫막새 유물들의 원료산지가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한 고고학 인 에서 동일한 편년을 갖는 이들 유 의 특성상 동일 제작

소에서 제작되었거나 는 동일 기술집단에 의해서 제작하 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고고유물은 양식과 형식에만 의존하여 고 의 교역과 기술집단 등의 계를 고려했던 

고고학분야에 NAA를 응용하여 과학 으로 원료산지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고고유물에 한 성분분석이 필요하다는 공감 를 형성시키게 되었다.

01 -1 9 )  T race M etals of F ine Amb ient P articles in T aej on city of Korea b 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Jin-Hong Lee, Mi-Suk Jang, Joung-Myung Lim, Ki-Hyun Kim2, Yong Sam Chung3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305-764, Korea

2Department of Geoinformation Sciences, Sejong University, Seoul 143-747, Korea

3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aejon 305-600, Korea

01 -20)  A S tudy on Airb orne P articulates( P M 2. 5/P M 1 0)  M onitoring  in Korea b 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Yong-Sam Chung, Jong-Hwa Moon, Kwang-Won Park, Sun-Ha Kim, Jin-Hong      

   Lee*, Kil-Yong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Yusung P.O. Box 105, Daejon, Korea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usung-gu Gung- dong 220, Daeon, Korea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Yusung P.O.Box 111, Daejeon Korea

Ab stract :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25 

trace elements in airborne particulate matter for air pollution monitoring study. For 

the collection of air samples,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low volume sampler and 

two types of Nuclepore polycarbonat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 in suburban and industrial regions of Daejo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Mass concentrations and black carbon of PM were measured, and 

enrichment factors were also calculated. The obtained results were used to describe 

the emission sources and their correl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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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분진(PM2.5/PM10)에 한 통계  오염원 평가 

Statistical Assesment of Emission Source for Air      

  Pollution in Daejeon Region

   박 원․문종화․김선하․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1 .  서 론

   PM10 기먼지는 자연 이고 인 인 발생원에 의해 다양한 미량원소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기질 리나 환경 향 평가를 한 기 측시료

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PM2.5 먼지의 질량농도와 특정원소의 농도가 높을 때, 

장․단기 으로 인체 보건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자방사

화분석법은 핵반응을 통해 생성시킨 방사성동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색하여 으로 성분원소를 정량하는 핵분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의 하나로서 소량의 시료로부터 미량원소의 비 괴, 동시 다원소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감도(10
-3

 - 10
-7

㎍)가 탁월한 분석기술이다. 따라서 기먼

지 의 극미량 원소분석에 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으며[1], 1970년 에 Dams 

등[2] 과 Zoller 등[3]이 기먼지 의 원소분석에 이용하 으며 지 까지 많은 

연구보고가 있다. 분석결과들은 역학연구, 발생원 규명, 장거리 이동 상의 연구, 

인체보건 연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오염을 리하기 한 비용 분석기

술로 평가되고있다. 최근에 IAEA에서는 핵분석기술의 활용증 와 유용화를 해 

지속 인 기오염 연구에 용하여 오고 있다.[4] 

   본 연구는 장기 인 기오염 측자료의 축 과 장거리 이동 상  오염원

의 규명연구를 목 으로 성자방사화분석법을 기먼지의 미량원소분석에 응용

하기 하여 원소의 농도  발생원이 다를 것으로 상되는 의 두 지역을 

선정한 후, 수집된 시료를 정량하여 입자별 각 원소들의 농도를 측정하 으며 오

염발생원을 암시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얻기 하여 먼  Enrichment Factor를 

구하여 비교하 고, 선형회귀분석을 하 다. 각 원소와 기분진과의 상 성  

EF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기 원소 Sc과 다른 원소간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해 

분산도표를 작성하 다. 한, 분석결과로부터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성분 인자분석을 수행하 다.

2.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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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먼지의 수집을 하여 지역의 화공단과 연구단지내 한곳을 선정하

고, 2000년10월부터 2001년9월까지 유량 Gent SFU 분진수집기로 미세입자

(<2.5㎛)와 조 입자(2.5-10㎛)로 구분하여 방사화분석에 합한 Polycarbonate 

Mambrane Filter(47mmø, Nuclepore)상에 수집하 다. 시료 수집시기의 환경 기

상조건들을 기록하고, 유속은 18 ℓ/min 로 조정하여 24시간동안 격주 2회, 주  

 주말(근무일과 휴무일로 분류) 수집하 다. 수집된 휠터는 분석을 하기 에 

Smoke Stain Reflectometer(Model 43D)를 이용하여 반사율을 측정하여 Black 

Carbon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이용하 다.

   시료분석을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 HANARO의 공압이송

(φth = 1.7 x 10
13

n/cm
2

.sec) 조사장치와 고순도의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

(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1.9 keV FWHM at 1332 keV 
60

Co, 

Peak to Compton ratio: 45 to 1)와 16K-Multichannel Analyzer(GammaVision, 

EG&G ORTEC)을 사용하 다.  에 지  검출효율의 교정은 디스크형 복합표

선원(NEN Products)을 사용하 다. 계측된 데이타로부터 원소의 농도를 계산

하기 하여 Labview로 작성한 성자방사화분석용 계산 로그램을 사용하 다. 

3. 결과  토의

  오염발생원을 분류하는 간단한 방법 의 하나는 Enrichment Factor, EF를 구

하는 것이다. 각 원소의 EF값은 시료 의 목 원소와 기 원소의 비를 기 물질

(e.g. 암석, 토양, 해수 등) 의 목 원소와 기 원소의 비로 나  값이다. EF값이 

10 이상일때는 인 인 발생원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Mason의 데이터

[5]와 기 원소로 Sc를 이용하여 EF를 계산하 다. 그림 1에는 두 지역의 각 원

소  입자크기에 따른 EF값을 나타냈으며 두 부류의 방출원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으며 두 지역 모두 속 원소의 EF값 크게 나타났고 인 인 요인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입자별 EF값의 비교에서 속 원소와 같은 인  원소는 

미세입자의 경우가 조 입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상 성 분석을 하여 EF

값에 의한 오염발생원으로 분류한 두 집단에서 각각 표 인 4원소를 선정하여 

TSPM과 원소별 상 계수를 구하여 상 성을 고찰하 다. 한 분석 결과로부터 

미량원소의 배출원 조사를 해 SPSS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수

행하 다(표1). PM10에서 화공단과 연구단지의 오염발생원을 추정할 수 있는 

인자가 각각 6개, 7개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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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성자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도시지역 PM10 기먼지  

U과 Th 분석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 평가 

Assessment of Internal Exposure by the Determination of

U and Th in PM10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문 종 화․박  원․정 용 삼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1. 서  론

  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인공  는 자연 으로 생성된 많은 방사성 

핵종이 혼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우라늄

(U)과 토륨(Th)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α 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원소이며 이들

의 연속 인 α  β붕괴에 의하여 많은 방사성 핵종이 생성된다. 특히 기

이나 토양, 암석에 함유되어 있는 U-238은 자발 붕괴하여 라돈(Rn-222)이 되고 

라돈에 의하여 생성된 딸 핵종들이 호흡을 통하여 흡수되어 방사선 피폭을 유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PM10 용량채집기와 기기 성자방사화분석

법를 사용하여 기 의 우라늄과 토륨의 신속, 정확한 정량법을 개발하여 기

의 농도수 을 조사한 후 인체 호흡량에 따른 U-238과 Th-232의 인체내의 흡

수량을 추정하여 내부 피폭선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년간 내부 피폭선

량을 평가하여 보고자 하 으며 본 연구는 방사선 보건물리분야에 이용할 수 있

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기먼지의 채집은 실험의 용이성을 하여 역시의 원자력연구소에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주 에 1회 채집하 다. 시료 채집은 용량 채

집기(KIMOTO, 일본)와 유리섬유(Glassfiber) 필터를 사용하여 유속 1500 l/min

로 24시간 동안 채집 한 후, 무작 로 40개의 직경 1 cm 구멍을 뚫어 분석용 시

료로 비하 다. 비된 분석용 채집필터는 성자방사화분석을 하여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의 방사화 분석용 조사공(열 성자속 : 2.8 x 10
13

/cm
2

․

sec)에 1시간 동안 성자 조사하여 방사화 하 다. 방사화 된 시료는 GEM 

25185 감마선 분 분석장치(EG & G ORTE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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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분석조건과 검출방법을 요약, 정리하 다. 분석값의 품질 리를 하여 미국 

표 연구소의 인증물질인 Coal Fly Ash(NIST SRM 1633a)를 동일한 조건에서 

우라늄과 토륨을 분석하 다. 한 우라늄과 토륨의 내부 피폭선량을 산출하기 

해 필요한 상수인 호흡을 통한 흡수율과 유효선량계수는 국제방사선방호 원

회의 보고서(ICRP Pub. 68)를 참고하 으며, 성인의 일일 평균 호흡량은 20 m
3

로 가정하 다. 즉 아래의 수식을 사용하여 우라늄과 토륨에 의한 년간 내부 피

폭선량을 구하 다.

* 일일 흡수량 = 기  농도(μg/m
3

) x 20 m
3

/일 x f1

* 내부피폭선량 = 일일 흡수량 x 365 일/년 x Activity/년간흡수량 x 유효선량계

수  

의 수식에서 f1은 호흡을 통한 흡수율로서 우라늄은 0.02, 토륨은 0.0005이며 

유효선량계수는 U-238은 1.8 x 10
-6

, U-235는 1.6 x 10
-6

, Th-232은 2.9 x 10
-5

 

Sv/Bq을 각각 용하여 계산하 다.  

3. 결과  고찰

  분석품질 리를 하여 미국 표 연구소의 인증물질인 Coal Fly Ash(보증값 : 

우라늄 10.2 ± 0.1, 토륨 24.7 ± 0.3)를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11.0 ± 1.0, 토륨

은 24.5 ± 0.7 로서 분석값의 불확도를 고려하면 보증값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 분석값이 신뢰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채집된 필터 시료의 분석값과 

시료 채집시의 유량(약 2100 m
3

) 을 고려한 수집기간에 한 기 의 우라늄 

평균 농도는  0.67 ng/m
3

, 토륨의 평균 농도는 0.34 ng/m
3

 으로 측되었다. 이 

값을 의 수식을 용하여 계산한 년간 내부 피폭선량은 우라늄의 경우에는 

1.91, 토륨은 0.15 nSv/person/year 로 계산되었다. 즉 일반인의 경우에는 호흡을 

통한 우라늄과 토륨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은 음식물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선

량(정용삼 외, 원자력학회지, 2000, 우라늄 : 3.18 μSv/person/year, 토륨 : 0.29 

μSv/person/year)에 비해 매우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을 다루

는 핵연료 작업장 등과 같은 곳에서는 일반 기수 보다 매우 높은 농도 수

을 보일 것으로 상되며 황사시의 농도변화도 추후 측정, 비교해 보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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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지역의 PM2.5/PM10 농도      

   미량원소의 측정(Ⅱ)

Determination of Trace  Elements in PM2.5/PM10 of     

  Daejeon Region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Ⅱ)

문종화․박 원․김선하․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1 .  서 론

   기환경에 한 정보의 악은 환경연구의 기본이 된다. 유해원소  미량원

소에 의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인체건강에 한 향은 인간생활에 심각한 문

제가 되므로 기, 수질, 토양등의 환경시료 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성자방사화분석법은 핵반응을 통해 생성시킨 방사성동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색하여 으로 성분원소를 정량하는 핵분

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의 하나로서 소량의 시료로부터 미소량

원소의 비 괴, 동시다원소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감도(10
-3

 - 10
-7

㎍)가 탁월한 분

석기술이다. 오래 부터 기먼지 의 극미량 원소분석에 합한 것으로 인식되

어 있으며[1, 2], 일 기 Dams 등[3] 과 Zoller 등[4]이 기먼지 의 원소분석에 

이용하 으며 지 까지 많은 연구보고가 있다. 분석결과들은 역학연구, 발생원 

규명, 장거리 이동 상의 연구, 인체보건 연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오염을 

리하기 한 비용 분석기술로 평가되고있다.  본 연구는 원소의 농도  발생

원이 다를 것으로 상되는 의 두 지역을 선정한 후, 수집된 시료로 부터 각 

원소들의 농도를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25종의 미량원소를 비 괴분석

하 다.  측정결과로 부터 두 지역간, 입자크기에 따라 년간 기분진농도 변화

를 구하 다. 한 원소의 농도를 구하여  수집기간에 한 지역별, 입자간의 

원소 평균의 농도로 분포그래 를 작성하 다. 기분진의 입자별 특정원소의 농

도비에 따른 원소의 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두지역에 한 원소농도의 상

인 비를 구하 다. 추가로 Reflectometer를 이용하여 Black Carbon 농도를 측정

하 으며 년간 농도를 두 지역의 미세입자에 해 그래 로 작성하 다. 

2. 실험  방법

   기먼지의 수집을 하여 지역의 화공단과 연구단지내 한곳을 선정하

고, 2000년10월부터 2001년9월까지 유량 Gent SFU 분진수집기로 미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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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와 조 입자(2.5-10㎛)로 구분하여 방사화분석에 합한 Polycarbonate 

Mambrane Filter(47mmø, Nuclepore)상에 수집하 다. 시료 수집시기의 환경 기

상조건들을 기록하고, 유속은 18 ℓ/min 로 조정하여 24시간동안 격주 2회, 주  

 주말(근무일과 휴무일로 분류)에 수집하 다. 수집된 휠터는 분석을 하기 에 

Smoke Stain Reflectometer(Model 43D)를 이용하여 반사율을 측정하여 미세입

자 의 Black Carbon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이용하 다.

   시료분석을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 HANARO의 조사장치 

공압이송 (φth = 1.7 x 10
13

n/cm
2

.sec)과 고순도의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

(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1.9 keV FWHM at 1332 keV 
60

Co, 

Peak to Compton ratio: 45 to 1)와 16K-Multichannel Analyzer(GammaVision, 

EG&G ORTEC)을 사용하 다.  에 지  검출효율의 교정은 디스크형 복합표

선원(NEN Products)을 사용하 다. 계측된 데이타로부터 원소의 농도를 계산

하기 하여 Labview로 작성한 성자방사화분석용 함량 계산 로그램을 사용

하 다. 

3. 결과  토의

1 기먼지  원소의 농도측정

   수집기간에 한 기먼지의 월평균 농도의 변화와 25종 원소의 평균농도를 

구하 다. 두 지역을 비교하면 일반 으로 조 입자의 먼지농도가 화공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입자의 경우에는 연구단지가 높게 측되었다.  

  그림 1의 원소농도의 지역간 비교에서, 화공단이 모든 원소에서 조 입자

의 농도가 연구단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소에 따라 각

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입자크기에 따른 비교에서, 화공단에서 조 입자

의 모든 원소농도가 미세입자보다 높았으나 연구단지의 경우에는 원소에 따라 

다르게 측되었다. 기먼지의 입자별 특정원소의 농도비에 따른 원소의 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두지역에 한 원소농도의 상 인비를 구하 으며 화공단

과 연구단지의 농도비는 각각 0.92와 1.0이었다.

2. Black carbon의 농도

   기먼지 시료 의 elemental black carbon의 농도는 미세입자에 해 용할 

수 있는 IAEA의 국제 동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구하 다. 그림 2는 Black 

carbon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화공단에서는 농도변화 거의 없는 반면 연구단지

에서는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농도는 화공단과 연구단지 같은 농

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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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antitative Determination of α and f P arameters for 

k0-NAA

 문종화, 김선하, 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기기 성자 방사화 분석법은 핵 분석기술의 표 인 방법으로 비 괴-동

시 다원소 분석의 장 과 함께  측정값에 의해 정량 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정확도와 편의성을 만족할 수 있는 k0-정량법을 사

용한 기기 성자 방사화 분석법이 세계 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방사화 분석용 조사공(NAA#1)에서의 k0-법의 

용을 하여 으로 필요한 라미터인 α와 f 값을 실험 으로 측정

하 다. 한 신뢰성 있고 효과 인 측정 차을 확립하여 일상 인 분석에 활

용하고자 하 다.

Abstract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s a representative method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has  advantages of non-destructive, 

simultaneous multi-element analysi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bsolute 

measurement. Recently, use of k0-quantitative method which is accurate, 

convenient and user-friendly has been generalized world-widely. In this 

study, α and f parameters which is indispensable to implement  k0-NAA 

were experimentally measured at NAA #1-irradiation hole of HANARO 

research reactor.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apply routine analysis by 

the establishment of  reliable and effective procedure of th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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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교 숙 련 도  시 험 을  통 한 성 자 방 사 화 분 석 법 의  품 질 리

Analytical Q uality C ontrol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b y 

Interlab oratory C omparison and P roficiency T est

 문종화, 김선하, 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제공받은 2종(V-50, P-50)의 휠터상 도시분진시료 의 미량원소

를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하여 비 괴 분석하 다. 성자 방사화분석의 내부품질

리에는 미국 표 기술원의 인증 표 물질(Urban Particulate Matter, NIST SRM 1648)

을 사용하 으며, 각각의 휠터상 분진시료에서 약 20종의 원소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실험실간 비교  숙련도 평가를 하여 성자방사화분석법, 하 입자유도 X-선 방출분

법, 유도결합 라즈마 질량분석법 등을 이용한 세계 40개국, 49개 실험실의 분석값들과 

함께 통계처리 되었다. 통계 처리한 종합 결과로부터, 본 실험실의 분석값들을 비교한 

z-score가 ±2 이내에 들어오는 결과를 얻었으며, 숙련도 시험결과로부터 분석된 모든 

원소의 정확도와 정 도가 수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 재 수행하고 있는 

기분진시료들의 분석품질 리가 합함을 입증하 다.   

Abstract

  Two air filters(V-50, P-50) artificially loaded with urban dust were provided from 

IAEA and trace elements to study inter-laboratory comparison and prficiency test 

were determined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on-destructively. 

Standard reference material(Urban Particulate Matter, NIST SRM 1648) of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was used for internal analytical quality control.  

About 20 elements in each loaded filter sample were determined, respectively. Our 

analytical data were compared with statistical results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article induced X-ray emission spectrometry,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 etc,. which were collected from 49 laboratories of 40 countries. 

From the results that were statistically re-treated with reported values, Z-scores of 

our analytical values are within ±2. In addition, the results of proficiency test are 

passed and accuracy and precision of the analytical values are reliable. Consequently, 

it was proved that analytical quality control for the analysis of air dust samples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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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성 자 방 사 화  분 석 법 을  이 용 한 성 인 여 성  청 의  

무 기질  원소 분 석     

T he Analysis of Inorg anic Elements in W omen B lood S erum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문종화․정용삼․이옥희*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용인 학교 식품 양학과

 

  인체나 동물의 생체시료 에 무기원소는 소량 는 생체성분으로 함유

되어 있으며  특히 인체의 건강 , 양  상태를 반 하는 액의 경우 

무기질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수 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무기질 상태를 악하고자 성인여성으로부터 채취한 

약 60개의 청시료를 기기 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냉동, 건조된 청시료들을 비실험을 통하여 설정된 분석조건에서 Br, 

Na, K, Ca, Se 등을 포함한 12종의 원소를 분석하여 성인여성의 청내의 

무기질 원소의 농도수 과 범  등을 결정하 으며 미국표 연구소의 표

믈질 3종을 청시료와 동시에 분석하여 품질 리에 사용하 다. 분석한 

청시료 의 무기질원소들의 평균값은 Na와 Cl은 약 3000 μg/mL, Ca은 

약 100 μg/mL, K는 200 μg/mL, Br, Se  Zn은 각각 6.0, 0.1, 1.0 μ

g/mL 등의 농도수 을 보 으며 상 표 편차는 부분이 약 20% 내외

를 나타냈다. 분석된 각 원소들의 농도수 을 선행의 연구에서 나타난 정

상수 의 농도와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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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성자방사화분석용 조사공인 NAA #1에서 시간에 따른 열 

성자속의 일일  운 주기동안의 변동과 조사용 캡슐내에서의 모니터의 높이별 치에 

따른 차이를 측정하 다. 모니터들은 시간에 따라 정해진 래빗속 치에서 동일한 조건

으로 성자 조사되었고,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방사능을 측정하 다. 측정결과로부터, 

시간에 따른 열 성자속은 약 4.3 % 상 표 편차를 보 으며 래빗 내부의 치에 따

른 차이는 하단의 측정값을 기 으로 상단의 측정값이 약 3.4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치에 따른 차이는 래빗의 하단으로부터 약 3 ～ 5 cm의 높이에서 조  증가

하 고, 7 cm 이상의 높이에서는 감소하 다.   

Abstract

  The daily and operation periodic variation of thermal neutron fluxes with time and 

vertical position of monitors in a rabbit for NAA #1 irradiation hole of HANARO 

research reactor was measured. Monitors were irradiated at the pre-fixed position in 

a rabbit and activities were evaluated under the same condition.  As a result, thermal 

neutron flux with time shows 4.3 % of relative standard deviation. Thermal neutron 

flux on the top of rabbit is 3.4 % lower than that on the bottom of rabbit. In 

addition, thermal neutron flux at 3 ～ 5 cm higher position from the bottom of rabbit 

is increased and position over 7 cm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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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분진의 입경별 원소분포와 통계  오염원 분류  

 Distribution and Source Identification of Fine and    

   Coarse Air Particles in Daejeon region

                    

문종화․김선하․박 원․임종명․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1 .  서 론

  최근 환경오염에 한 인식과 규제가 증가하고 쾌 한 주변환경에 한 심

이 높아짐에 따라 기, 물, 토양, 생물 등과 같은 여러가지 환경시료의 분석을 

통하여 오염의 정도를 악하고 오염원을 규명하여 환경 리정책에 반 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여러 가지 환경시료  기분진은 자연  는 인  발

생원에 따라 다양한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 측시료로 이용되고 

있다. 성자방사화분석법(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은 핵반응을 이용

하는 핵분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 NAT)로서 소량의 시료로부터 

미소량원소의 비 괴, 동시다원소분석이 가능한 분석기술이며, 기분진 의 극

미량 원소분석에 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오래 부터 기먼지 의 극미

량 원소분석에 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Dams, Zoller 등이 기먼지 의 원소분

석에 이용하 으며 지 까지 많은 분석법 용에 한 연구보고가 있다. 분석결

과들은 역학연구, 발생원 규명, 장거리 이동 상의 연구, 인체보건 연구 등에 이

용되고 있으며, 기오염을 리하기 한 비용 분석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소의 농도  발생원이 다를 것으로 상되는 의 두 지역을 선정

한 후, 수집된 시료로부터 각 원소들의 농도를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25종의 미량원소를 분석하고 통계 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여 발생원을 추정하

다.

2. 실험  방법

  기먼지의 수집을 하여 공단지역인 화공단과 시 외곽지역인 

덕 연구단지내 한곳을 선정하 고, 1998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low 

volume Gent SFU sampler를 사용하여 미세입자(<2.5㎛)와 조 입자(2.5-10㎛)

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 다. 시료채취는 기계  강도가 크고 바탕원소의 농

도가 낮아 방사화 분석에 합한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47mm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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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pore)를 사용하 다. 시료채취 시기의 환경 기상조건들을 기록하고, 유속은 

18 ℓ/min으로 조정하여 24시간동안 약 26m
3

 되게 유지 하 다. 시료채취는 

2000년 10월까지는 매주 2회 채취하 고, 이 후부터는 격주로 주   주말(근무

일과 휴무일)로 분류하여 2회 채취하여 총 250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Low 

volume Gent SFU sampler의 유량은 Gillian Gilibrator2 Calibration 

System(Sensidyne Inc.)를 사용하여 보정하 다. 

  원소분석을 한 시료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HANARO)에 

설치된 공압이송 (φth = 2.81× 10
13

n/cm
2

․sec) 조사장치를 사용하 고, 감마선 

검출은 고순도의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1.85 keV FWHM at 1332 keV 
60

Co, Peak to Compton ratio: 45 to 

1)와 16K-Multichannel Analyzer(Gamma Vision, EG&G, ORTEC)을 사용하

다. 에 지  검출효율의 교정은 디스크형 복합표 선원(GF-ML 7500, Isotope 

Products Lab.)을 사용하 다. 계측된 데이터로부터 원소의 농도를 계산하기 

하여 Labview로 작성한 성자방사화분석용 함량 계산 로그램을 사용하 다. 

   

3. 결과  토의

  시의 공단지역과 청정지역에서 측정된 부유 분진 에 포함된 입경별 원

소의 평균과 표 편차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공단지역에서는 모든 원소에서 

조 입자의 농도가 미세입자보다 더 크게 나왔고, 청정지역에서는 인 으로 발

생되는 원소들(Zn, As, Cl, I, Br, Se, Sb)의 경우 조 입자보다 미세입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일반 으로 EF값이 수십 는 수백을 과할 때 부화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

할 수 있는데, 비교 결과 EF값이 100을 과하는 원소는 Zn, As, Cl, I, Br, Se, 

Sb이고 이러한 속성분은 주로 인 인 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단된다. 

속의 발생원을 분류하기 해 인자분석을 사용하 는데, 이 방법은 매우 간

편하고 그 결과의 유용성으로 인해 리 사용되지만 음수의 인자부하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염원 분류에 불확실성을 갖게되는 단 을 갖고 있다. 인자분석 

결과 미세입자의 경우 공단지역에서는 Resuspended soil dust, Fuel oil burning, 

Vehicle emission, REEs, Cr-related의 5개의 인자가 총분산의 72.3%를 차지하

고, 청정지역에서 조 입자는 Resuspended soil dust, Vehicle emission, 

Sea-salt, Cr-related 의 4개 인자가 총분산의 7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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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한 지역의 PM2.5/PM10 농도      

   미량원소의 측정(Ⅲ)

Determination of Trace  Elements in PM2.5/PM10 of     

  Daejeon Region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Ⅲ)

문종화․김선하․박 원․임종명․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1 .  서 론

  기환경에 한 정보의 악은 환경연구의 기본이 된다. 유해원소  미량원

소에 의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인체건강에 한 향은 인간생활에 심각한 문

제가 되므로 기, 수질, 토양등의 환경시료 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성자방사화분석법은 핵반응을 통해 생성시킨 방사성동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색하여 으로 성분원소를 정량하는 핵분

석기술(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의 하나로서 소량의 시료로부터 미소량

원소의 비 괴, 동시다원소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감도(10
-3

 - 10
-7

㎍)가 탁월한 분

석기술이다. 오래 부터 기먼지 의 극미량 원소분석에 합한 것으로 인식되

어, Dams, Zoller 등이 기먼지 의 원소분석에 이용하 으며 지 까지 많은 분

석법 용에 한 연구보고가 있다. 분석결과들은 역학연구, 발생원 규명, 장거리 

이동 상의 연구, 인체보건 연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오염을 리하기 

한 비용 분석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소의 농도  발생원이 다를 

것으로 상되는 의 두 지역을 선정한 후, 수집된 시료로부터 각 원소들의 

농도를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25종의 미량원소를 분석하고 

Reflectometer를 이용하여 Black Carbon 농도를 측정하 다.

2. 실험  방법

  기먼지의 수집을 하여 공단지역인 화공단과 시 외곽지역인 

덕 연구단지내 한곳을 선정하 고, 2001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low volume 

Gent SFU sampler를 사용하여 미세입자(<2.5㎛)와 조 입자(2.5-10㎛)로 구분하

여 시료를 채취하 다. 시료채취는 기계  강도가 크고 바탕원소의 농도가 낮아 

방사화 분석에 합한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47mm Φ, Nuclepore)를 사

용하 다. 시료채취 시기의 환경 기상조건들을 기록하고, 유속은 18 ℓ/mi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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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24시간동안 26m
3

 되게 유지 하 다. 시료채취는 격주로 주   주말

(근무일과 휴무일)로 분류하여 2회 채취하여 총 50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Low 

volume Gent SFU sampler의 유량은 Gillian Gilibrator2 Calibration 

System(Sensidyne Inc.)를 사용하여 보정하 다. 여지의 채취 후 반사율을 

Smoke Stain Reflectometer(Model 43D, UK)로 측정하고  미세입자에 해 용

할 수 있는 IAEA의 국제 동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elemental black carbon

의 농도를 계산하 다.

  원소분석을 한 시료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HANARO)에 

설치된 공압이송 (φth = 2.81× 10
13

n/cm
2

․sec) 조사장치를 사용하 고, 감마선 

검출은 고순도의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1.85 keV FWHM at 1332 keV 
60

Co, Peak to Compton ratio: 45 to 

1)와 16K-Multichannel Analyzer(Gamma Vision, EG&G, ORTEC)을 사용하

다. 에 지  검출효율의 교정은 디스크형 복합표 선원(GF-ML 7500, Isotope 

Products Lab.)을 사용하 다. 계측된 데이타로부터 원소의 농도를 계산하기 

하여 Labview로 작성한 성자방사화분석용 함량 계산 로그램을 사용하 다. 

  

3. 결과  토의

  시의 공단지역과 청정지역에서 측정된 부유 분진  조 입자와 미세입자

의 농도는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 입자의 농도가 화공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입자의 경우에는 연구단지가 높게 측되었다. 한, 공단지역에

서 미세입자는 계 에 따른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는 황사의 

향을 받고 건조한 철에 농도가 높고 강우에 의한 세정효과로 여름철에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의 입경별 원소농도의 비(C/F Ratio)를 보면 공단지역이 모든 원소에서 

조 입자 의 농도가 연구단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소

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 인 배출원을 갖고 있는 원소들

(Cr, Co, Br, Sb, V, K)은 공단지역에서 다른 자연발생 인 원소들에 비해 미세

분진 역에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단지에서는 조 입자가 상

으로 어 미량독성 속들이 공단지역보다 더 높은 C/F Ratio를 나타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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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발  감 마 선  방 사 화  분 석 법 에  의 한 붕 소분 석  연구    

 S tudy on Determination of B oron b y P rompt G amma-Ray

 Activation Analysis 

문종화․김선하․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법은 시료를 성자에 조시시킬 때 성자 흡수에 의

해 생성된 복합핵에서 방출되는 즉발 감마선을 측정하여 시료내 성분원소를 정

량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법은 성자 흡수단면 이 큰 B, Cd, Sm, Gd등의 원소

와 일반 인 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H, N, S 등의 원소분석

에 특히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연구용 원

자로에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장치가 single, Compton  pair mode와 같은 다

 감마선 측정방식으로 설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법에 

의한 붕소원소를 정량하기 하여 single mode를 사용한 기 인 실험을 수행

하 다. 즉 바탕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검출기  주변물질로부터의 방출핵종(원

소)들을 결정하 으며 이들 에서 나트륨(472 keV)과 겹친 붕소 피크(478 keV)

가 측되었다. 한 약 0.5 mg의 붕소원소를 측정하여 Na의 간섭이 배제된 도

러 확장된 붕소 피크의 형태를 확인하 다. 실제시료의 분석을 해 0.6, 1.4, 

7.5 μg의 붕소무게에 한 즉발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붕소무게에 따른 

당 계측수를 산출하여 검정선을 작성하고 미국표 기술원의 인증표 물질들

(NIST SRM 1570a-Spinach Leaves, 1547-Peach Leaves, 1573a-Tomato 

Leaves)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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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 방 사 화  분 석 법 을  이 용 한 도 시 생 활 폐 기물 소각 장 의  

바 닥 재  원소분 석     

Elemental Analysis of B ottom Ash in M unicipal S olid W aste 

C omb ustors b 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나경원․문종화․김선하․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기술개발

 

 

  도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과 매립 방법에서 재활용과 소각 후, 소각재 

매립방법으로 바 어가고 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비산재와 바닥재

로 분류되며, 비산재의 경우 다량의 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구

별하여 리하고 있으나, 바닥재는 직매립하여 처리하고 있다. 재 여러 선진국

에서는 바닥재를 바로 매립하지 않고 선별과정을 통하여 유해성을 감하고 재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립지 확보 부담을 여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성분분석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처리장 바닥재의 유해

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D도시 소각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5mm 크기이하로 선별하고 이를 분쇄하여 분말상태로 100
o

C의 오 에서 2시간 

건조시켜 분석시료로 비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AA 조사공에서 단반감

기 원소는 1분간 방사화시킨 후 1시간 이내의 냉각시간, 장반감기 원소는 60분

간 방사화시킨 후 1～3주의 냉각시간을 거쳐 감마선분 분석을 이용하여 원소의 

종류와 함량을 산정하 다. 시료의 특성과 분석법의 검증은 미국표 기술원의 인

증표 물질(Coal Fly Ash, NIST SRM 1633a)을 이용하 으며 분석법의 정확도

는 ±10% 이내 다. D도시 소각장의 바닥재 분석결과 As, Ba, Ca, Ce, Co, Cr, 

Cu, Fe, K, Mg, Mn, Na, Sb, Zn 등의 원소를 검출하 으며, 유해 속인 Fe, 

Zn, Cu, Mn, Cr, As의 평균값은 6.56±0.09%, 4650±60ppm, 2300±575ppm, 955

±38ppm, 606±7ppm, 22.6±0.7ppm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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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18

은  성 인 여 성 에 서  액 의  Na,  K,  S e 수 에  한 연구

이 옥 희  ,  정 용 삼

용인 학교 식품 양학과, 원자력연구소 방사화분석연구실

요 약 문

   무기질의 분석은 주로 AAS 나 ICP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

체에 극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미량 무기질의 경우 민감도가 높지 않은 

방법으로 측 정시 그 측정 결과에 많은 오차를 포함하기 쉽다. 한 무기

질의 분석은 습식회화 는 건식회화 등의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처야 

하므로 이런 과정 동안 오염의 문제가 있다. 최근 각종 물질의 량  미

량무기질을 비 괴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원자로를 이용한 성자 방사

화 분석법이 개발되어 외국연구에서 생체나 각종 무기질 수 에 한 연

구에 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모발을 제외

하고는 양상태를 잘 나타낼수 있는 액과 같은 체액의농도 측정에는 

그 활용이 매우 미비한 편이다. Na, K은 체액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차지

하며 압의 조 과 한 련이 있다. Se은 항 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 

각종 연구에서 암의 발생이나 동맥경화증의 악화에 요한 인자로 인식되

어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식품의 Se수 을 강화한 Se 양상태를 증가시

키고자 시도 하고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성인의 생체네 수 에 한 연구

는 미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한 성

자 방사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무기질 상태를 분석하고자 

먼  은 성인여성의 액의 량 무기질인 Na, K과 미량 무기질인 Se 

수 을 분석하 다. 여성의 평균 나이는 23.4세이며 평균 키와 체 은 

166.8과 56.3, BMI는 221.1이며 체지방 비율은 16.5, 체지방 비율은 22.9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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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집단의 중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미량원소의 

일일 섭취량 연구

Study of Daily Intake of Micronutrients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Geriatric Population

홍우정, 강상훈, 정일용, 조승연, 정용삼

연세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소

  최근 삶의 질의 향상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식품 내 각종 미량원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

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건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서울 거주 노인인구 집단을 선정하여 특정 인구집단의 일일 섭취

량 조사에 가장 정확한 방법인 Duplicate Diet Portion 방법을 사용해서 

시료를 수집하였고, 노인인구 집단의 일일 섭취량 내 주요 영양원소 및 

미량 원소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식품 내 함량의 측정은 비파괴 동시다원

소분석법인 중성자 방사화북석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시료는 전처리(균

질화.동경건조.혼합.분쇄)를 거쳐 미세분말로 만들어 준비하였다.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AA 조사공에서 중성자 조사 시킨 후 HPGe 검출기

를 사용하여 원소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각 원소에 대한 분석법의 정확도

와 정밀도 측정을 위해서 미국표준기술의 인증표준물질인 Bovine 

Muscle(NIST SRM 8414)과 Oyster Tissue(NIST SRM 1566b)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Duplicate Diet 시료 분석에 가장 적절한 분석조

건을 확립하였으며, 측정결과로부터 노인인구 집단의 주요영양원소 및 미

량영양원소의 일일섭취량을 확인하였고, 국내외 자료와 비교하여 노인인

구 집단의 미량원소 일일 섭취량을 확인하였고, 식품을 통한 무기미량영

양소의 공급 체계를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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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Polfution with Pine Needles 
by NAA

Kil Yong Lee(A). Yoon Yeol Yoon(A). Sang Kwon Shim(A).
Myung Kwon Yang(A). Yong Sam Chung(B)

(A) Environmental Geology Division, Korea l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KIGAM) 

(B) HANARO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lnstitute((KAERl)
30 Kajung-ku, Taejon 305-350. Korea

Abstract

  NAA was applied to precision analysis of heavy metals in pine 

Needles which is able to be sampled anywhere in Korea and the Plant  

was  also  investigated  to used  as  a  biomonitor for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Only one year old pine needle was taken from 

three different places of urban, suburban and rural area with seasons. 

The pine needle sample was divided with two parts, and then one part 

was cleaned and the other was not loss and contamination of analytes 

was minimiz ed when the pine needle was sampled and transferred 

from mountain and prepared for NAA. Under the environment of air 

and soil, the contamination level of analyses investigated. Some 

elements such as As, B r, Ce, W Z n have shown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area, seasons and as well cleaning. It is found that 

pine needle is available as biomonitor for th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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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 방 사 화  분 석 법 을  이 용 한 은  성 인 여 성 의  청  

무 기질  농 도  측 정

M easurement of Inorg anic C omponents in W omen B lood 

S erum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tsis

이 옥 희  문 종 화  정 용 삼

용인 학교, 한국원자력 연구소

  생체의 미량 원소농도는 매우 낮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는 아주 좁은 범 의 일

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 낮은 수 의 유지를 해서는 특히 정확한 분석 

방법이 요구 되고 있다. 생체에는 극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미량 무기질의 경우 민감도

가 높지 않은 방법으로 측정시 그 측정 결과에 많은 오차를 포함하기 쉽다. 특히 인체의 

건강 , 양  상태를 반 하는 시료로 활용되고 있는 액의 경우 무기질 농도가 매우 

늦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수 이다. 청의 분석을 해 이제까지 AAS, colorimetry, 

spectrometry, gas chromatography, isotope dilution,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on 

exchange extraction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분분의 무기질 분석법은 습식회

화 는 건식회화 등의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런한 과정 동안 오염이 될 

험이 높다. 최근 원자로를 이용한 성자 방사화 분석법은 각종 물질의 량  미량

무기질을 다량으로 비 괴 으로 분석할 수 있어 외국연구에서 생체내 각종 무기질 수

에 한 각종 연구에 극 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특히 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tsis법 WHO/IAEA등에서 질병 연구에 우선 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날의 경

우 아직까지 모발을 제외하고 건강과 양상태을 잘 나태낼 수 있는 액과 같은 체액의 

무기질 수 을 측정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거의 무하다.

생체 미량원소  Na,K는 체액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차지하면 압의 조 과 한 

련이 있어 CVD질환방생 험과 련이 있다. Se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 각종 연

구에서 Se 보충은 암이나 동맥경화  개선을 한 요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

구에서 식품의 Setnwns을 강화시켜 생체의 양상태유지와 질병치료에서의 요성이 강

조되고 있지만 실제 으로 이를 한 기 연구로써 우리나라 성인의 생체내 수 에 한 

연구도 거의 무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한 성자 방사

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무기질 상태를 분석하고자 먼  은 성인여성인 

여 생의 액  Na, K, Se을 포함한 각종 무기질 수 을 분석하 다. 시료로 항응고제

인 heparin이나 EDTA등에 의한 오염을 막기 해 측정에는 청을 분히하여 동결건조

하여 사용하 다. 무기질  Na, Cl, K는 90 간 방사후 측정하 으며 Na, Cr, Se, Zn는 

4시간 방사화후 11일 후, 22일 후 계측하 으며, 모든 시료는 반복 분석하여 정확도를 확

인 하 다. 여성의 평균 나이는 23.4세이며, 평균 키와 체 은 166.8, BMI는 22.1이며, 체

지방 비율은 29.9를 나타내었다. Na, K와 Cl 농도는 각각 약 3%, 0.2%, 3.5% 범 이었으

며, Se과 Zn 수 은 각각 0.1, 06ppm정도를 나타내었다. Fe 농도는 1.5ppm정도를 나태내

어 여러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수 과 비슷한 형태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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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물 작 업 장  실 내 공 기  작 업 자 모 발  내  미 량 원소 

분 포  연구

A S tudy on the Distrib ution of T race Elements 

in indoor air at F oundry W ork place and 

W ork er`s H air

강 상 훈 ․ 조 승 연․ 이 상 순 ․ 홍 우 정 ․ 김 한수 ․ 정 용 삼

연세 학교 환경공학과,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응용연구

1. 서론

   작업자들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며 실내공기  

유해입자 등에 노출 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최근 그 유해성에 해 많

은 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8단계(0-9㎛)로 이루

어진 Cascade Impactor를 이용하여 주물작업장 내의 부유입자를 채집하

으며 10명의 작업자에 해 모발을 채취하 다. 그리고 기존의 분석기기보

다 많은 장 을 가진 비 괴 성자방사화분석법을 통해 채집된 필터와 

모발시료에 해 분석하고 각각에 한 표 비교물질의 분석을 통해 분석

값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주물작업장 내 부유입자의 

미량원소와 인체 내 모든 성분이 고르게 축 되는 모발 내 미량원소 분포

를 알아내어 흡입과 섭취에 한 작업 환경  상 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2. 실험과정  분석 방법

2-1. 부유입자의 채집

   시료채집기(The Andersen 1 ACFM Non Viable AmBient Particle 

Sizing Sampler)를 주물작업의 후처리 공정작업이 이 지는 곳에 설치하

다. 시료채집기는 모든 유동 인 고체물질의 체 농도와 크기 분포 측

정을 해 다단계로 이루어진 Cascade Impactor이다. 시료채집 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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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ℓ/min 이었으며, 채집된 체 공기량은 81.6㎥이었다. 채집된 시료는 

지름 1㎝로 단하여 Polyethylene Vial에 넣고 하 다.

2-2 모발시료의 채쥐  처리

   주물작업장에 근무하는 작업자 10명의 모발을 후두부에서 채취하여 축

된 미량원소 농도 수 을 평가하기 해 IAEA의 세척과정에 따라 아세

톤-증류수-증류수-아세톤의 과정으로 각각 10분씩 2회 반복하여 세척하

으며, 수시간동안 자연건조 후에 Polyethylene Vial에 하 다.

2-3. 시료 조사  분석

   된 필터와 모발시료를 캡슐에 넣고 공기 이송 을 통해 원자로로 

이동 시료를 조사시킨다. 시료의 열 성자 조사를 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연구용원자로인 HANARO를 이용하 다. 시료는 원소의 반감기와 

원자로 상태에 따라 최 의 조사시간, 냉각시간, 계측시간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조사된 시료는 이정시간 후에 HpGe 검출기에서 계측하여 Gamma 

Vision과 Labview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결과  고찰

3-1. 표 시료의 분석결과

   분석 데이터에 한 결과의 신뢰성과 검증을 해 국제 으로 공인된 

표 비교물질  실제 시료와 가장 유사한 표 시료를 선택하 는데, 필터

에 해서 NISR SRM 1648을 선택하 으며, 모발은 CRM(Human Hair)

을 선택하여 실제 시료와 같은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부분의 원소에서 10%이내의 상 표 편차를 나타내었다.

3-2. 부유입자의 분석결과

   채집한 실내공기의 입자크기별 분포는 1-3 micron을 나타내는 4-5단에

서 60% 이상의 입자가 분포하 으며, 성자방사화학분석을 통해 10여종

의 원소를 정량분석 하 다(Table1 2). As와 Cr은 5 micron이하 분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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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찰할 수 있는 3-8단에서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었고, As의 경우 

다른 단에 비해 0.4 micron 이하의 부유 입자가 cutoff되는 8단에서 비교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한 일반 기 의 원소분포와 비교해서는 

As, Cr, Br, Sb, Sc, Zn 등의 농도가 높게 분포하 는데, 이것은 주물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원소들의 작업장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 모발시료의 분석결과

   성자방사화분석을 통해 주물고장 작업자의 모발 내 미량원소를 10여

종 정량분석 하 다(Table 2). Cr과 Fe이 이 에 분석해서 축 된 일반인 

자료에 비해 높은 1.01 ㎛/g과 67.9 ㎛/g이 검출되었지만, 해외에서 권고하

는 허용 농도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재 조사된 주물작업장 

지체의 실내공기에 해서는 일반 기에 비해 높은 유해원들이 분포하지

만, 인체 내에 특이한 수 으로 축 되었다고는 평가 할 수 없다. 본 연구

를 통해 성자방사화분석법이 부유입자  모발시료 등 다양한 환경시료

에 해 비 괴 으로 동시다원소 분석을 함으로서 분석과정의 오차를 

이고 정량분석시에 신속, 정확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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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 인  여 성 의  청  B r,  Rb ,  C s와  C r 수 에  한 연구

이 옥 희 ,  홍 은 경 ,  문 종 화 ,  정 용 삼  

용인 학교 식품 향학과, 한국원자력 연구소

   체내에 매우 소량으로 함유된 미량 무기질에는 생리 으로 요한 기능

을 가진 무기질 이외에도 환경오염이나 식품의 속 독에 의한 인체에 

유해한 무기질도 있다. 산업의 발달은 유해 무기질의 체내축 을 가 시키고 

있으나, 이들의 건강에 한 향은 주로 Pb, Hg, Cd등에 연구가 집 된 반

면 Br, Rb, Cs, Cr DML 인체 수 이나 양  건강상태에 한 연구는 국

내 연구에서 무한 편이다. 속무기질의 과잉축 은 철분 흡수를 억제하고 

철분 양상태를 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 생의 속 수 을 

제시하고 이들의 수 과 시료 철분 섭취  액내 철분 양지표와이 계

를 평가하고자 한다.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 생 34명에서 공복 액

의 청을 동결건조한 후 Hanaro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평균 나이, 신장, 체 은 각각 23.6±46세, 161.8±7.0 ㎝, 55±

8.1 ㎏ 이었다. 이들의 청 평균 Br, Rb, Cr 수 은 형청 100㎖당 각각 

628.8±138.0 ㎍, 19.6±6.6 ㎍, 0.069±0.027 ㎍, 0.615±0.620 ㎍을 나타내어 

Br DML 체내 축 이 높음을 보 으며 이러한 수 은 다른 연구의 비슷한 

상자에서 측정한 Pb 수 보다 높았다. 한편 Cr의 경우 체내 축 이 낮지

만 개인차가 매우 커서 다양한 수 의 분포를 보 다. 식이로의 평균 철분 

섭취량은 11.1±7.1 ㎎로 양권장량 수  볻 낮았다. 여성의 평균 청 

hemoglobin 수 과 구 용  각각 13.1±1.2 g/㎗, 40.5±2.8 % 이었으며, 

MCV, MCH, MCHC는 91.6±6.0 fl, 29.7±2.5 pg, 32.4±1.1 g/㎗을 나타내어 

철분 양상태가 양호한 상태임을 보 다. 인체에 유해한 무기질형청내 수

과 철분 양상태와의 계를 보았을 때 Rb 수 은 구수와 양의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으나 그 외의 식이 철분 섭취량이나 액의 철분 양

지표와는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Br, Cr, Cs은 철분 양상태와 어떠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으로 은성인 여성의 Br과 Rb의 축 이 높은

편이나 이들 체내 축 수 과 철분 양상태는 어떠한 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 239 -

A provenance study of roof tiles &  potteries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from Katap-Ri,  the Korea

Kwang-Yong Chung․Myung-Jin Kim*․Jong-Hwa Moon**․Yong-Sam Chung**

Dept. of Museology,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Isotope Research Team,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Lab.,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Katap-ri, South Korea, potteries and roof tiles are excavated with the assumed 

raw materials. The provenance of these cultural remains was examined among the 

neighboring others using INAA, and the correlation the assumed raw materials with 

potteries and roof tiles also was examined. From the results of statistics it is concluded 

that this cultural site is distinguished from others by several trace elements, Ba, Cr, Sc, 

Yb, Eu, and Rb with 93.2 % accuracy. Also it turned out that the assumed raw 

materials wasn't related to potteries and roof tiles with 96.3 % accuracy.

  Key words：provenance analysis, roof-end tiles, neutron activation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충 남 지 역  폐 주 변  경 작 토 양 의  속 오 염  조 사

H eavy M etal P ollution of F arm F ields

in C hung nam Ab andoned M ine Area

이길용․심상권, 양명권, 윤윤열, 박 원, *정용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충남지역에는 약 20여곳의 폐 이 있으며, 오염이 우려되는 11곳의 경작지 토양(논과 

밭)의 속오염특성을 조사하 다. 토양시료 채취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을 기본

으로는 수하 으나, 분석방법에 따라서는 소량의 시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시료의 

균질도 개선에 주의를 기울 다. 속  일반 무기성분의 분석은 잘 알려진 XRF와 

ICP  AAS를 이용하 고 극 미량성분  희토류의 분석은 NAA(neutron activation 

analysis)방법을 이용하 다. 조사지역의 부분에서 비소의 오염이 찰되었으며, 납, 

카드뮴, 크롬과 같은 인체 유해 속도 일부지역의 경작지 토양에서 꽤 높은 함량수

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각 속  무기성분의 함량은 세계 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

각구성성분의 평균농도를 기 으로 비교 평가하 다. 그 결과 7개 지역에서 지각구성 

평균농도의 10 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시료 채취  각 분석법에 한 조건을 최 화하 으며, 각 분석

법에 따른 속의 분석 용이성(정확도  분석감도 포함)을 비교 검토하 다. 한 

경작지토양에서 재배한 작물시료와의 속 오염상 성을 조사하 으며, 일부 연구결

과를 공개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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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mary

  The facilities for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HANARO research reactor are 

described and the main applications of NAA in Korea are reviewed. The sample 

irradiation tube, automatic and manual pneumatic transfer system, are installed at 

three irradiation holes in the end of 1995.  One irradiation hole is lined with a 

cadmium tube for epithermal NAA. The performance of the NAA facility was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ube transfer system, irradiation sites and 

custom made polyethylene irradiation capsule.  The available thermal neutron flux 

with each irradiation site are in the range of 3 x 10
13 

～ 1 x 10
14 

n/cm
2

․s and 

cadmium ratios are 15～250. 

  For automatic sample changer for gamma-ray counting, a domestic produc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Integrated computer program(Labview) for the 

calculation of content was develop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has been applied in the trace component analysis of 

nuclear, geolog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high purity materials and various 

polymer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mprovement of analytical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of an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system were studied.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industry and human health by 

NAA and its standardization were carri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evalu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and 

proficiency test reference materials were performed. Also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nalytical results, intercomparison studies between laboratories were 

carried out. In this paper, analytical services, national cooperation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es a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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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NAA has been applied to air pollution study in Korea since 1993. At that time, 

PM10 high volume sampler was used to collect air particulate matter in Seoul(urban) 

and Wonju(rural) site and trace elements in the colltected samples were analyzed. 

Recently, since 1997, low volume(stacked filter unit) samplers and Nuclepore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have been employed. I am about to introduce the 

latest air pollution work by NAA in Korea.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non-working day(friday) and 

working day(saturday)) and regions(Daehwa industrial complex and KAERI) in 

Taejon which were expected to be different elemental concentration and emmission 

source. From the collected samples, mass concentrations of each particulate 

matter(PM) and elemental carbon were calculated with particulate size and trace 

elements were analyzed by INAA. Variations of mass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were measured and compared monthly in accordance with sampling site and 

particulate size.  The yearly mean for each element was evaluated and the 

distribution of each elemental concentration was found. In addition, Enrichment factors 

were also calculated and emmission sources were divided into two cateogories. The 

measured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eight elements, mass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and 

elemental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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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There has been a limited number of data for the long-term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within airborne particulates in Korea. Especially, there exist no such data sets for 

ambient particulates at roadside that they should have been produced by using INA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quantitive analysis of about 30 trace metals including 

toxic ones for rodeside airborne particulates. The study also concentrates on the 

interpretation of analyzed results for the ambient particulates.

   From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or airborne particulates at roadside by 

INAA, it is shown that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such as Al, Ca, Cl, Fe, K, Mg and Na 

due to crust and marine aerosol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metals. The 

concentrations of human carcinogen, arsenic and chromium are 6.71±0.85 ng/m
3

 and 5.95±

0.41 ng/m3, respectively while that of non-carcinogenic toxic metal Mn is 34.08±3.62 ng/m3. 

During yellow sandy season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such as Al, Na, Mg, Ca, Fe and K 

show up to twelve times higher than those in summer. The 95th percentile concentrations of 

toxic metals are about two to three times as high as their arithmetic mean concentrations, 

which may be caused by high end of skewed distribution and the limited number of da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much more samples for the refinement of probabillistic 

concentration estimates. Results of goodness-of-fit tests show non-symmetrical skewed 

distributions for the concentrations of every trace metal. INAA has very low detection limits 

and needs very small amount of airborne particulate sample for the analysis. However, it can 

not analyze the metals such as Pb, Ni and Cd, which are very important ones for risk 

assessment or receptor modeling. Thus, it is necessary to use other analytical tool like 

ICP-MS as a complement.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by SPSS show that 85.8% of total 

variance is well explained and that communality of almost every analyzed metal except Cu 

and Ce has about 0.9. Factor 1 is soil and road dust, which explains 61.57% of total 

variance. Thus, this is the biggest source to be judged in the study area. Automobile 

exhausts, combustion of residual fuel oil, nearby industrial complex and yellow sand, and sea 

salt spray account for 7.953%, 7.948%, 4.314%, and 4.08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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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NAA is a very useful technique for the nondestructive analysis of 

trace elements in environmental and geological materials. 

Concentrations of about 40 elements in pine needle, paddy and a 

few crops and the soils have been determined at different sites. 

NAA procedure was optimized for sample types and elements 

analysed. ICP and XRF also applied to analysis of some sample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NAA. The elemental 

distributions and relationship in plants and soils were investigated. 

NAA appeared to be a very fruitful method to analysis 

environmental and geological materials. It was found that pine 

needles and paddy could be able to use as an indicator plants for 

pollution monito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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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The analysis of trace impurities in high purity materials is 

important.  Some impurities could change the property of the device.  

But these materials are extremely difficult to dissolve and could be 

contaminated by chemical pretreatment.  Therefore, limiting the 

application of analytical methods that rely on the sample being in 

solution. 

   NAA has been found to be extremely useful in the determination of 

trace impurities in high purity materials.  Because this method 

possesses several important advantages such as freedom from blank, 

multi-elements determination and chemical contamination free.  Using 

these characteristics, some high purity materials were analyzed by the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RNAA).  The impurities in 

some refractory metals such as Mo, W, Ta, Nb and Ti, Ni, steel were 

separated using ion exchange and solvent extraction method.  The 

chemical yield was acquired by tracer analysis method and the 

analytical accuracy was confirmed by analyzing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nd also, impurities distribution characters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semiconductor silicon wafers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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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recise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for the 

analysis of trace elements in the various biological samples such as hair and food, 

evaluation in view of health and environment to the trace elements in various 

sources which can be introduced inside human body was done.  The trace 

elemental distribution in Korean total diet and representative food stuff was 

identified first.

    The elemental distributions in supplemental healthy food and Korean and Chinese 

origin oriental medicine were identified.  The amount of trace elements ingested 

with the hair analysis of oriental medicine takers were also estimated.  The 

amounts of trace elements inhaled with the analysis of foundry air, blood and hair 

of foundry workers were also estimated.  The basic estimation method in view of 

health and environment with th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biological samples 

such as foods and hair was established with the result.

    Nationwide usage system of the NAA facility in Hanaro in many different and 

important areas of biological area can be initiated with the results.  The output of 

this study can support public health, environment, and medical research area.  The 

results can be applied for the process of micronutrients enhanced health food 

production and for the health safety and health status enhancement with the 

additional necessary data expansion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evalu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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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use of a nuclear analytical technique(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air pollution studies through a feasibility study of 

the usefulness of a routine monitoring tool in assessing and comparing air pollution levels in 

the region, in order to identify critical air pollution sources.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APM) for the fine (<2.5 m EAD) and coarse particle (2.5-10 m EAD) 

fractions,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low volume sampler and two types of Nuclepore 

polycarbonat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working and non-working days) at two regions(suburban residential site and industrial 

complex of Taejo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race elements in the samples collected 

were analyzed by INAA. Variations of the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elements and 

elemental carbon  were measured monthly and enrichment factors with the sampling sites 

were calculated.  The analytical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the concentrations of elements and two particulate matters.  The 

results were used to describe the emission sources and their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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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centered on the concentration profiles and probabilistic risk analysis of 
toxic metals for ambient air in Taejon industrial complex, one of the most polluted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Airborne concentrations of toxic metals for the analysis 
were obtained from about two-year sampling and analysis in the complex. The long-term 
arithmetic means of human carcinogens such as arsenic, hexavalent chromium and nickel 
subsulfide were 5.53, 2.16 and 3.46 ng/m3 while the means of probable human 
carcinogens such as beryllium, cadmium and lead were 0.08, 2.35, 293.29 ng/m3, 
respectively. And the long-term arithmetic mean concentration of non-carcinogenic toxic 
metal, manganese was 55.91 ng/m3. The point risk estimate for the inhalation of 
carcinogenic metals was 6.2×10-5, about 90% of which was due to the inhalation of 
human carcinogens, arsenic and hexavalent chromium. From a probabilistic risk analysis, 
the 50th～95th percentile cancer risks for men and women were estimated to be 2.8×

10-5～9.6×10-5 and 2.5×10-5～8.5×10-5, respectively. About 70% of the 50th 
percentile risk for both men and women came from human carcinogens such as arsenic 
and hexavalent chromium. A comparison of the probabilistic risk estimates with point risk 
estimate showed that the probabilistic analysis can provide a more complete assessment of 
risk and more useful information to risk manager and the public. However, uncertainty 
remains and improved Korean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s (PDF) are needed for factors 
such as inhalation rate, exposure frequency, cancer potency factors and reference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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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the use of a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air 

pollution studies through a routine and long-term monitoring and to identify 

critical air pollution sources.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APM) for the fine (<2.5 m EAD) and coarse particle (2.5-10 m EAD) 

fractions,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low volume sampler and two types of 

Nuclepore polycarbonat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working and non-working days) at two 

regions(suburban residential site and industrial complex of Daejo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November 1999 to October 2000. Concentration of 

particulates was measured and 25 trace elements in the samples collected 

were analyzed by INAA. Variations of the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elements and elemental carbon were measured monthly and annually and 

enrichment factors with the sampling sites were calculated.  The analytical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estimate some variables, such as elemental 

concentration, particulate size and enrichment factor.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describe the emission sources and their correla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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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enhance the use of a nuclear analytical 
technique(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air pollution studies 
through a routine and long-term monitoring and to identify critical air pollution 
sources.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APM) for the fine (<2.5 m 
EAD) and coarse particle (2.5-10 m EAD) fractions,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low 
volume sampler and two types of Nuclepore polycarbonat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working and non-working days) at 
two regions(suburban residential site and industrial complex of Daejeo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November 1998 to October 2002.  Mass concentration of 
APM and elemental black carbon were measured.  25 trace elements in collected 
samples were analyzed by INAA and analytical quality control is carried out by the 
implementation of proficiency test and data inter-comparison work(NAT-3 and NAT-7) 
fo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nd loaded filter samples.  Monthly and annually 
enrichment factors with the sampling sites were calculated.  The monitoring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assess air pollution such as emission source and source 
apportionment.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describe the emission sources and their 
correlation patter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can be used to conduct 
epidemiological studies, to investigate source identification and apportionment, to 
study long-range transport and atmospheric processes, and to establish a more 
cost-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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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e undertook the measurements of 

about 30 metal elements in airborne PM 2.5 samples that were collected from a roadside 

sampling station at moderately polluted urban area of Daejeon city located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Based on our metal measurement data, we attempted to elucidate the met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ine ambient particles. We also examined the inter-metal 

relationships and the factors affecting source process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diverse 

statistical approaches.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metals were clearly distinguished among 

metals with their concentrations ranging over four orders of magnitude. The means for Lu 

and Dy were found to be the lowest at values of 0.01 and 0.04 ng m-3, while those for K 

and Fe showed the highest value of 671 and 653 ng m-3, respectively.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PM 2.5 concentrations can exhibit much more enhanced 

correlations with the metals of earth crustal components. The results of FA analysis indicate 

that there are no more than six factor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appeared to play 

roles in regulating the metal concentration levels in the area. These six factors can cover as 

much as 82.6 % of total variance. Enrichment factor analysis supports explicit interpretation 

of results found by this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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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use of a nuclear analytical 

technique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air 

pollution studies through a feasibility study of the usefulness of a routine 

monitoring tool in assessing and comparing air pollution levels in the region, 

in order to identify critical air pollution sources.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APM) for the fine (<2.5 μm EAD) and coarse 

particle (2.5-10 μm EAD) fractions, the Gent stacked filter unit low volume 

sampler and two types of Nuclepore polycarbonate filters were employed. 

Samples were collected on selected sampling dates(working and non-working 

days) at two regions (suburban residential site and industrial complex of 

Daejo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race elements in the samples 

collected were analyzed by INAA. Variations of the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elements and elemental carbon  were measured monthly 

and enrichment factors with the sampling sites were calculated.  The 

analytical data were treated statistically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elements and two particulate matters in the two 

regions.  The results were used to describe the emission sources and their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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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Air particulate matters are usually collected over a period of time on 

a filter medium such as cellulose filter paper, organic membrane filter, 

glass or quartz micro fiber filter. The filter materials contain metallic 

impurities which may affected the air pollution monitoring.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uncertainties from inhomogeneous blank 

filters. About thirty elements in five different filters were analyzed by 

NAA and ICP-AES. Elemental homogeneity both in a sheet and in a 

box has been investigated. It was revealed that different filter had 

different elemental inhomogeneity. About fifteen elements were very 

inhomogeneous in a box as well as in a sheet in the range of more 

than 10% RSD. Because the amount of air particulate matters on filter 

was very small compared with that of filter paper itself, those 

elemental inhomogeneity might be very important to be solved firstly 

for the accurate monitoring. The effect of the inhomogeneity has been 

evaluated for air pollution monitoring in three different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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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There has been a limited number of data for the long-term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within airborne particulates in Korea. Especially, there exist no such 

data sets for ambient particulates at the roadside that they should have been 

produced by using INA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quantitive analysis 

of about 30 trace metals including toxic ones for rodeside airborne particulates. 

The study also concentrates on the interpretation of analyzed results for the 

ambient particulates. From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or airborne 

particulates at the roadside by INAA, it is shown that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such as Al, Ca, Cl, Fe, K, Mg and Na due to crust and marine aerosol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metals. The concentrations of human 

carcinogen, arsenic and chromium are 6.71±0.85 ng/m3 and 5.95±0.41 ng/m3, 

respectively while that of non-carcinogenic toxic metal Mn is 34.08±3.62 ng/m
3
. 

During yellow sandy season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such as Al, Na, Mg, Ca, 

Fe and K show up to twelve times higher than those in summer. The 95th 

percentile concentrations of toxic metals are about two to three times as high as 

their arithmetic mean concentrations, which may be caused by high end of skewed 

distribution and the limited number of da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much more samples for the refinement of probabillistic concentration estimates. 

Results of goodness-of-fit tests show non-symmetrical skewed distributions for 

the concentrations of every trace metal.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by SPSS 

show that 85.8% of total variance is well explained and that communality of almost 

every analyzed metal except Cu and Ce has about 0.9. Factor 1 is soil and road 

dust, which explains 61.6% of total variance. Thus, this is the biggest source to be 

judged in the study area. INAA has very low detection limits and needs very 

small amount of airborne particulate sample for the analysi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alyze metals such as Pb, Ni, Cd, and Si, which are very important 

ones for either risk assessment or receptor modeling. Thus, it is necessary to use 

other analytical tool like ICP-MS as a co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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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using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e undertook the 

measurements of about 30 metal elements in airborne PM 2.5 samples that were 

collected from a roadside sampling station at moderately polluted urban area of 

Taejon city located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Based on our metal 

measurement data, we attempted to elucidate the met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ine ambient particles. We also examined the inter-metal relationships and the factors 

affecting source process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diverse statistical approaches.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metals were clearly distinguished among metals with their 

concentrations ranging over four orders of magnitude. The means for Lu and Dy 

were found to be the lowest at values of 0.01 and 0.04 ng m-3, while those for K 

and Fe showed the highest value of 671 and 653 ng m-3, respectively.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PM 2.5 concentrations can exhibit much more 

enhanced correlations with the metals of earth crustal components. The results of FA 

analysis indicate that there are no more than six factor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appeared to play roles in regulating the metal concentration levels in the area. 

These six factors can cover as much as 82.6 % of total variance. Enrichment factor 

analysis supports explicit interpretation of results found by this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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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mary

    The facilities for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the HANARO research reactor 

are described and the main applications of NAA are reviewed. The sample irradiation 

tube, automatic and manual pneumatic transfer system, were installed at three 

irradiation holes at the end of 1995. The performance of the NAA facility was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ube transfer system, irradiation sites and 

custom made polyethylene irradiation capsule. The available thermal neutron flux with 

each irradiation site are in the range of 3 x 10
13 

～ 1 x 10
14 

n/cm
2

․s and cadmium 

ratios are 15～250. 

    For an automatic sample changer for gamma-ray counting, a domestic produc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An integrated computer program(Labview) for the 

calculation of content was developed.

In 2001,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Facility has installed using 

diffracted neutron beam of ST1. 

    Neutron activation analysis has been applied in the trace component analysis of 

nuclear, geolog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high purity materials and various 

polymer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mprovement of analytical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of an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system were studied.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environment, industry and human health by 

NAA and its standardization was carried out.  For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evalu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and 

proficiency testing of reference materials was performed.  Also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nalytical results, intercomparison studies between 

laboratories we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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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n analytical method developed for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s of trace metals in 

airborne particulate samples should be sensitive and precise, while being potent to identify the 

diversity of elements simultaneousl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INAA) using both 

thermal neutrons in a nuclear reactor and high resolution semiconductor detectors is the one 

of the most suitable methods that can meet the above mentioned requirements. Application of 

INAA for airborne particulate samples can allow quantification of metals at ppm-ppb 

concentration levels for up to 30-40 trace elements simultaneously.1-7 The problem of 

atmospheric metal contamination by airborne particulate matter has been worsened notably in 

the last ten years due to various factors (e.g., the increase in motor vehicles, extension of 

new roads, enhanced consumption of fossil fuels oil burning, and growth of industrial 

activities in Taejon city, Korea. In this study, by using INAA we undertook the measurements 

of about 30 metal elements in airborne PM 2.5 samples that were collected from the roadside 

sampling station at moderately polluted urban area of Taejon city, Korea. Based on our metal 

measurement data, we attempted to elucidate the met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 and to characterize the concentration status of the study area.

2. Experimental

2.1 Sampling and sample preparation

 

  For the collection of airborne particulates, a PM 2.5 mini-volume air sampler(Version 4.2, 

Airmetrics, USA) with polycarbonate filter ( 47mm, 0.4m pore size, nuclepore) was used. 59 

samples were collected from Dec. 2001 to May 2001. Atmospheric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wind direction, wind velocity and change in weather conditio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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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d regularly during the collection of samples. The sampler was placed about 4m above 

the ground. The air flow was adjusted to the rate of 5 l min-1 at the beginning of sampling, 

and the system ran for 48 hours. Total volume of air sampled through a filter was computed 

by using flow recorder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sampling. Whenever the cleaning of 

particle separator once a week, flow rate was adjusted by flow calibrator (MNF: 1022, 

Airmetrics, USA). The collected samples were pre-stored for 24 hours in a controlled 

atmosphere (20℃, 50 relative humidity) and transferred into polyethylene vials after weighing 

in the same conditions.  Electrostatic charges are controlled by 210Po radioactive source.

2.2. INAA analysis of sample

  Collected samples were irradiated with thermal neutrons using the Pneumatic Transfer 

System (PTS, Φt = 1.75 x 1013 n/cm2․s, Rcd  250) at the HANARO research reactor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amples were irradiated at the same position to 

minimize geometric errors. For neutron flux monitoring, activation wires were made up of 

such material as Au-Al, Co, Fe and Mn (Reactor Exp. Inc., R/X activation wire, 99.99 

purity). Analytical conditions were optimized by the adjustment made of the initial test. The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using a high purity Ge detector of 25 relative efficiency and 

1.9 keV resolution (FWHM) at 1332 keV of 60Co and peak to Compton ratio of 45:1. The 

detector was connected to a personal computer and 8k multichannel analyzer (EG&G ORTEC, 

919A MCB). The calibrations of energy and efficiency were done using multi-nuclide 

reference sources (NEN Products Inc., NES-602, 1" diameter disc type) certified by NIST. 

Gamma Vision software (EG&G ORTEC) was employed for energy and efficiency 

calibrations, the acquisition of gamma spectra, and peak analysis. 

2.3. Data Treatment

  Under the same analytical conditions, the elemental concentrations in both samples and 

blank filters wer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were calculated using the new 

Windows PC-code, Labview software of KAERI with the nuclear data library9, 10 developed 

for rapid and simple data treatment with the gamma ray spectrum obtained at preset analytical 

conditions. The detection limits of the elements were calculated by Currie's quantitative 

definition11 with 10 % allowable uncertainty. The detection limits of trace components were 

generally in the range of 0.01 - 10 ppm which corresponded to about less than 25 % of the 

measured concentrations. However, those occasionally went up to 30 - 45 % of the measured 

values for Ba, K, and V.



- 258 -

3. Results and Discussion

3.1 Analytical quality control

  The optimum analytical conditions fo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including neutron flux, 

irradiation facilities, irradiation time, cooling time, counting time, etc were pre-estimated 

following the procedures established from previous studies.12,13 The standard reference 

material (NIS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A., SRM 1648, urban 

particulate matter) was used for analytical quality control. In our previous study,13 the 

standard reference material (SRM: NIS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A., SRM 1648, urban particulate matter) was used for analytical quality control. The 

concentrations of 31 elements were compared statistically with the certified or recommended 

values.14,15 The relative errors of Al, Ba, Br, Cl, Co, Cr, Cs, K, Mn, Na, Rb, Th, Ti, and 

V fell below 5 , while those of As, Fe, Zn, and W are less than 10%. The relative errors of 

Ce, Cu, Hf, I, In, La, Sb, Sc, and Sm were within 20.

3.2 Mass concentrations of PM 10 and trace metals

  To constrain uncertainties involved in our measurements, we eliminated some outlying data 

sets prior to statistical analysis via two different screening steps. As a first step, about 5.2 % 

of data sets were removed on the basis of signal-to-noise (S/N) ratio of less than 2. 

Following the initial treatment, the data sets with the values exceeding +3 SD from the mean 

were also exclude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certain metal are 

distorted by the presence of a few extreme values. Loss of data was about 2.5 % at this 

secondary stage.

The range of trace metal level was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metals with their 

concentrations ranging over four orders of magnitude. The means for Dy and In were found 

to be the lowest at values of 0.04 and 0.07 ng m-3 respectively, while those for K and Fe 

showed the highest value of 671.0 and 653 ng m-3, respectively. To make comparison of the 

data on a similar scale, the mean concentrations for each metal are also plotted on a 

logarithmic scale. Based on a simple comparison of the magnitude, the data sets can be 

grouped into five different categories: 1) < 10-1 ng m-3: Dy, In, Hf, and Yb; 2) < 100 ng 

m-3: Sc, Th, Cs, Co, Sm, and La; 3) < 101 ng m-3: Ce, V, Se, Rb, I, and As; 4) < 102 

ng m-3: Cu, Sb, Mn, Ba, Ti, W, Br, and Zn ; and 5) < 103 ng m-3: Mg, Ca, Cl, Na, Al, 

Fe, an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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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산업재산권유형 산업재산권명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국 명

로그램 등록
방사화분석용

통합 산코드 2000.3.31
00-01-12-

2395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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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condition for airborne particulate matter.

Irradiation 

Facility

Irradiation 

time

Cooling

time

Counting

time
Elements

Short-1st 

Detection
PTS 3min

10 min 500 sec
Al, Ca, Cu, Mg, 

Ti, V

Short-2nd 

Detection
40 min 1200 sec Ba, Cl, K, Mn, Na

Long-1st 

Detection

PTS 4 hour

5～6 day 4000 sec As, Br, La, Sb, Sm

Long-2nd 

Detection

10～16 

day
10000 sec

Ce, Co, Cr, Cs, 

Fe, Hf, Rb, Sc, 

Se, Th,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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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bundance of trace elements and ratio of Al in earth crust.

Elements
Tayor(1985) Mason(1982)

Conc. X/Al Conc. X/Al

Ala 8.04 1.00 8.13 1.00 

As 1.5 1.87E-05 1.8 2.21E-05

Ba 550 6.84E-03 425 5.23E-03

Br 2.5 3.11E-05 2.5 3.08E-05

Caa 3 0.373 3.63 0.446 

Ce 64 7.96E-04 60 7.38E-04

Cl 130 1.62E-03 130 1.60E-03

Co 10 1.24E-04 25 3.08E-04

Cr 35 4.35E-04 100 1.23E-03

Cs 3.7 4.60E-05 3 3.69E-05

Cu 25 3.11E-04 55 6.77E-04

Fea 3.5 0.435 5 0.615 

Hf 5.8 7.21E-05 3 3.69E-05

I 0.5 6.22E-06 0.5 6.15E-06

Ka 2.8 0.348 2.59 0.319 

La 30 3.73E-04 30 3.69E-04

Lu 0.32 3.98E-06 0.5 6.15E-06

Mga 1.33 0.165 2.09 0.257 

Mn 600 7.46E-03 950 1.17E-02

Naa 2.89 0.359 2.83 0.348 

Rb 112 1.39E-03 90 1.11E-03

Sb 0.2 2.49E-06 0.2 2.46E-06

Sc 11 1.37E-04 22 2.71E-04

Se 0.05 6.22E-07 0.05 6.15E-07

Sm 4.5 5.60E-05 6 7.38E-05

Th 10.7 1.33E-04 7.2 8.86E-05

Tia 0.3 0.037 0.44 0.054 

V 60 7.46E-04 135 1.66E-03

Yb 2.2 2.74E-05 3.4 4.18E-05

Zn 71 8.83E-04 70 8.61E-04

      a
 Expressed in percent, others in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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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international technical level for NAA.

구 분    국내  기술 수            국외  기술 수

기 ․기반

기술

․열/열외 성자 이용

․감마분 분석기술 : 산화

․일부기술 제외 선진국 수

․표 화, 자동화 기술 개발

․품질시스템 구축을 추진  

․PGAA이용기술 개발 추진

․열/열외/냉 성자 이용 다양화 

  된 조사, 계측기술을 활용  

․PGAA이용기술 상용 

․감마분 분석기술 : 산화

․ 단수명 핵종 분석기술 개발

․방사화학  분리기술 병용

․시설자동화  산화

․실험시설  기자재 우수

․ko-NAA법 이용

응용기술

․이용기술이 한정

  (이용자 한정)

․연구․이용분야 다양하지 않음

․집  투자로 기술향상 기

․국제공동연구, 지역간 력에 

  참여

․산업  QA/QC 에 극 용

  이용자 그룹이 다양함

․ 문 연구인력과 경험이 많음

․일부 개도국은 연구용 원자로  

  부재 는 노후로 기술개발 한정 

․국제공동연구, 지역간 력에  

  참여

분석감도

검출한계

․감도 개선, 표 화 용 훈련

  (1～10
-7

㎍)

․감도 개선연구  표 화

  (1～10
-7

㎍)

함량계산

측정 

불확도

․ 법, 비교(체)법 이용

․95% Confidence level(2σ) 용

․ 법, 비교(체)법, ko-표 법  

  이용

․95% Confidence level(2σ) 용

비교시험  

평가기술

․STD, CRM/SRM 이용

․통계기법 : OL-test, u-test  

   z-value 용

․STD, CRM/SRM 이용

․통계기법 : OL-test, u-test 

   z-value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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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상      기    술

L 1 L 2 L 3 L 4 L 5

핵분석

기술

원자로

이용기술

가속기

이용기술

RI선원

이용기술

방사화학

이용기술

보 완 분 석

기술

․열 성자(TNAA) 

․열외 성자(ENAA)

․속 성자(FNAA)

․냉 성자(CNAA)

․ 성자빔(PGAA)

․CyNAA

․DNAA 

․RNAA 

․Fission Track

․Activable Tracer 

․n-Generator 

․PIXE

․PIGE

․RBS

․XRF

․AMS

․Cf-252

․Am-241

․Ra-226

․Pu-239

․Sb-124

․Y-88

․이온교환법

․용매추출법

․RI추 자

․표지화합물

․동 원소비

․동 원소희석법

․방사 정법

․ICP-MS(AES)

․ICP-IDMS

․SSMS

․TIMS

․AAS

1)기 /기반기술 

 -조사장치 개발 기술

 -측정장치 개발 기술

 -조사 특성시험기술

 -계측 특성시험기술

 -분석감도 개선기술

 -분석표 화 기술

 -분석품질 리 기술

 -데이터처리 기술

 -방사선 안 기술

2)산업이용기술

 -원자력재료분석

 -산업재료분석

 -환경시료분석분석

 -지질 물시료분석

 -생체시료분석

 -고순도재료분석

 -인증표 물제작

 -고고학시료보존 리

 -범죄과학 응용

 -농산물시료분석

 -수산물시료분석

 -축산물시료분석

-조사기술 자동화

-측정기술 산화

-데이터처리 산화

-자료해석기법

-시설/장치개발기술

-표 화기술

-비교시험기술

-품질 리/보증기술

-국제인증시험기술

-산업규격화

-이용자지원 로그램

-인력양성 로그램

-소형원자로NAA장치개발 

-PGAA기술 개발

-CNAA기술 개발

-ENAA기술 개발

- 단수명핵종이용기술/장치

 개발

- 량시료 신속처리 SW

-방사선 차폐기술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기술

-고분자소재 무기분석

-식/의약 용기 분석

-실리카 극미량분석

-알루미나 극미량분석

-흑연의 극미량분석

-반도체소재/재료 분석

- 물  희토류 분석

-수출입 물 원료 시험

-원료 물 품 시험

-합 소재 조성비 분석

-유/무기 복합소재 분석

-작물  솔잎의 속  

 지각 구성 성분

-작물재배 토양 분석

-오염 토양 분석

-해양 퇴 물 분석

-하천 퇴 물 분석

-고  토기/자기 분석

-생체조직, 모발 분석

- 액,  분석

-식품  원료 분석

-식품첨가제 분석

-바탕방사능 감기술

-반동시 계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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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chnology tree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기술(L1) 분류(L2) 분류(L3) 소분류(L4)

방사화분석

이용기술

NAA

기 /기반기술

•조사 특성시험기술

◦열/열외/속 성자속 측정기술
◦열/열외/속 성자분포 측정기술
◦ 성자 조사공 특성 평가기술
◦NAA용 산코드 개발
◦불확도 평가기술

•계측 특성시험기술

◦NAA용 핵자료 구축
◦감마분  계측기술 개발
◦고정  감마분  분석기술
◦NAA용 통합 산코드 개발
◦불확도 평가기술

•분석감도 개선기술 
◦검출한계 평가
◦매질효과 개선기술
◦핵 , 분 학  간섭 해석기술

•분석표 화 기술
◦측정불확도 평가기술
◦비교인증시험
◦방사화분석 차 표 화 기술개발

•분석품질 리/보증 기술
◦ 합성 평가기술
◦비교 숙련도시험
◦방사화분석 이용자 로그램 개발

NAA

산업응용기술

•분석검증시험 기술

◦핵재료과학 응용기술 연구
◦환경과학응용기술 연구
◦생명과학응용기술 연구
◦고순도 산업재료 분석기술 개발
◦표 물 생산  비교시험 연구
◦사회과학분야 이용기술
◦Activable Tracer 응용연구
◦Fission track 이용기술

•분석자료 응용해석 기술 ◦분석자료 검증  평가기술 연구

•분석자료평가 기술
◦통계기법 이용
◦특성 로그램 이용

•검/인증시험 기술
◦인공 표 체 제작기술
◦인증 표 물질 이용
◦국가/국제 공인시험검사기술 인증

•방사화학  분리기술
◦이온교환 분리기술 개발
◦용매추출 분리기술 개발
◦침  분리기술 개발

 NAA
이용시설  

장치개발 기술 

•조사/측정장치 개발 기술

◦소형원자로 방사화분석장치개발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기술 개발
◦냉 성자 방사화분석기술 개발
◦열외 성자 방사화분석기술 개발
◦ 단수명핵종 이용기술/장치 개발
◦시료 입인출 장치 개발
◦시료조사용 캡슐 제작기술
◦조사장치 제어  자동화 기술
◦조사장치 성능시험  특성연구
◦계측장치 자동화 기술
◦ko-NAA 산코드 개발

•방사선 안 기술
◦방사선 차폐기술
◦방사선 피폭/흡수선량 평가기술

•데이터처리 산화 기술 ◦NAA용 통합 산코드 개발

•가속기 방사화분석 기술 ◦가속기방사화분석기술/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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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and comparison between sub-technologies of NAA

.

핵심기술 비교국명

국내기술수 (상 : 70% 이상,  40-60%, 하 30% 이하)

1단계

(‘97-’00)

2단계

(‘01-’02)

3단계

(‘03-’06)
근거

-시료 처리기술

- 성자조사기술

-조사특성시험

-감마선계측기술

-검출효율측정

-검출감도개선

-측정불확도평가

-분 분석기술

-자료해석기술

-표 화기술

-인,검증기술

-숙련도시험

-통계분석기술

-산업응용기술

-CRM 인증기술

- 고 순 도 무 기 소 재  

 분석기술

-원료물질분석

 기술

-고순도유기소재

 분석기술

-황사  기

 분진 측정기술

-생물학  시료

 의 분석 기술

-생물학  시료

 의 분석평가 

 활용 기술

-가속기 이용 

 생명공학 기술

NIST,미국

IAEA

벨기에

IAEA

벨기에

미국, 유럽

네델란드

네델란드

벨기에

IAEA

다국가

다국가

다국가

다국가

미국, 유럽

미국

미국

유럽

다국가

미국, 유럽

미국, 유럽

미국, 유럽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

하

하

하

하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 용시료 한정

-조사장치  기술 산/자동화

-조사공 핵특성 시험

-고기능 계측장치, 산코드 보유

- /상  측정기술 개선

-분석조건 다양화

-평가 차서 확보

-측정기술, 산코드 보유

-자동화, 산화

-표 차서 보유

- 용시험  상 한정

-최 의 교육훈련

-최  로그램 용  차서 확립

-검증시험, 표   상 한정

-국제비교(KC) CCQM-P11 결과

-반도체, 자소자  시약의 순도

  극미량 성분 분석, 균질도 측정

-원료 물, 미립분체, 표 물제조,

 QA/QC

-고기능 라스틱의 불순물 분석 

 억제연구

-NAA이용 분석기술 연구수 , 국가

 환경기  용  없음

-하나로의 우수한 성자원을 활용

 하여 분석법 자체는 확보

-활용 상자의 인식 미흡과 련

 학자들과의 연계  인력 부족

 본 분야는 최첨단 분야로서 련

 가속기가 국내에 최근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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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Long term monitoring for neutron flux and cadmium ratio of  

   NAA #1 irradiation hole in HANARO research reactor. 

Irradiation

Hole

Thermal Neutron flux, n/cm2sec. Cadimium 

Ratio(Au)15 MW 17 MW 20 MW 22 MW 24MW

NAA 1 1.25 x 1013 1.502 x 1013

1.529 x 10
13 1.66 x 1013 1.75 x 1013

* 2.24x10
13 2.38 x 1013 205-250

NAA 2

(Cd lined)
- - 1.30 x 1011 5.78 x 1011 1.88 x 1012 30-35

NAA 3 - - 7.19 x 1013 7.60 x 1013 9.41 x 1013 13-15

Table 8. Calibration of detection efficiency of gamma-ray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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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trol chart of detector resolution (GEM-1). 

날   짜 원   인
분해능(keV)        

작동상태 비  고
88.03 898.02 1333.52

‘01.01.02 정기 검 0.80 1.63 1.76 정상 김선하

‘01.01.10 “ 0.88 1.51 1.82 “ “

‘01.01.15 “ 0.86 1.57 1.80 “ “

‘01.01.22 “ 0.81 1.48 1.78 “ “

‘01.02.01 “ 0.86 1.57 1.75 “ “

‘01.02.24 “ 0.87 1.47 1.76 “ “

‘01.03.06 “ 0.91 1.58 1.80 “ “

‘01.03.20 “ 0.89 1.59 1.81 “ “

‘01.04.08 “ 0.88 1.59 1.79 “ “

‘01.04.16 “ 1.03 1.82 1.38 “ 교정함

‘01.04.24 “ 0.88 1.56 1.83 “ “

‘01.05.02 “ 0.94 1.34 1.88 “ “

‘01.05.20 “ 0.87 1.48 1.83 “ “

Table 10. Measurement uncertainty assessment of As in Airborne dust.

Uncertainty Component

( Xi )

Type

(A,B)

Probability

Distribution

(N,R,T)

Standard 

Uncertainty

( UXi )

Response

Coefficienct

( Ci )

Degree of

Freedom

( ν )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 % )

 1) Counting Statistics

    (Peak intergation & Geometry, etc)
A N 0.861 % 1 4 0.861 %

 2) Repeatability A N 0.025 % 1 4 0.025 %

 3) Sample Preparation B N 0.006 % 1 ∞ 0.006 %

 4) Sample Irradiation (Geometry & 

    Neutron Flux, Interferences)
B T 0.71 % 1 ∞ 1.06 %

 5) Detection Efficiency

   (Geometry & STD Source)
B R 2.154 % 1 11 2.154 %

 6) Reference Material & Solution B N 1.932 % 1 ∞ 1.932 %

 7) Nuclear Data, Decay Correction B N 2.5 % 1 ∞ 2.5 %

Combined Uncertainty (Uc)

 Uc = {(UST)
2

+(UOB)
2

+(UBW)
2

+(UNF)
2

+(UEF)
2

+(URM)
2

+(UPA)
2

}
1/2

    = {(0.861)
2

+(0.025)
2

+(0.006)
2

+(0.71)
2

+(2.154)
2

+(1.932)
2

+(2.5)
2

}
1/2

    = 4.01 % (0.712 ㎍/g)

Confidence level 95 % Effective Degree of Freedom (νe)
Coverage Factor 

(k)
2

Extended Uncertainty (Ue)  8.02 % (1.424 ㎍/g)
Measured 

Value
 17.74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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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mmarization of analytical results for each element in CRMs.

Element
No. of  

Analysis

Measured/Certi. Value
Element

No. of

Analysis

Measured/Certi. Value

Mean ± SD Mean ± SD

Ag 5 1.034 ± 0.076 Mg 24 1.052 ± 0.125

Al 27 0.972 ± 0.047 Mn 24 0.979 ± 0.116

As 25 0.928 ± 0.091 Mo 1 1.07 ± NA

Au 5 0.910 ± 0.092 Na 49 0.970 ± 0.068

Ba(L) 21 1.030 ± 0.125 Nd 6 1.007 ± 0.109

Ba(S) 14 1.061 ± 0.099 Rb 39 1.064 ± 0.085

Br 21 0.990 ± 0.073 S 2 1.043 ± NA

Ca 29 0.964 ± 0.117 Sb(L) 14 0.944 ± 0.063

Cd 2 1.24 ± NA   Sb(M) 25 0.999 ± 0.075

Ce 36 0.956 ± 0.082 Sc 40 0.965 ± 0.092

Cl 13 1.032 ± 0.077 Se 24 1.031 ± 0.125

Co 55 0.939 ± 0.075 Sm 28 0.959 ± 0.079

Cr 54 1.036 ± 0.087 Sr(L) 12 0.948 ± 0.165

Cs 37 0.997 ± 0.107 Sr(S) 3 1.058 ± 0.074

Cu 8 1.009 ± 0.091 Ta 2 1.015 ± NA

Dy 3 1.005 ± 0.072 Tb 2 0.961 ± NA

Eu 24 0.928 ± 0.092 Th 30 1.004 ± 0.078

Fe 60 0.974 ± 0.085 Ti 16 1.032 ± 0.074

Ga 3 0.924 ± 0.023 U 6 1.046 ± 0.032

Hf 28 1.004 ± 0.117 V 21 0.968 ± 0.071

Hg 10 0.825 ± 0.099 W 4 1.297 ± 0.213

I 2 1.044 ± NA Yb(L) 10 0.964 ± 0.034

In 1 0.92 ± NA Yb(M) 11 1.042 ± 0.074

K 33 0.994 ± 0.077 Zn 41 0.983 ± 0.091

La 29 0.967 ± 0.076 Zr 6 1.092 ± 0.087

Lu 3 1.455 ± 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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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1. Analytical condition of soil sample for NAA.

Irradiation 
time

Cooling
time

Counting 
time Nuclide detected

Short-lived
nuclides

1 min 30 min 800 sec 28Al, 38Cl, 27Mg, 56Mn, 52V

Long-lived 

nuclides
1 hr

1 week 1000 sec 76As, 42K, 140La, 24Na, 175Yb, 122Sb

2 weeks 4000 sec
141Ce, 60Co, 51Cr, 134Cs, 152Eu, 59Fe,
181Hf, 86Rb, 46Sc, 233Pa, 65Zn, 95Zr

 Table 11-2. Analytical results of NIST SRM 2709(San Joaquin Soil)

             and 2711(Montana II Soil) by NAA.

Element
SRM-2709 (San Joaquin soil) SRM-2711 (Montana soil)

Certified V. Analytical V. C.F. Certified V. Analytical V. C.F.

Al 75000 72280 1.04 65300 59653 1.09

Cl 2800 3057 0.92  ← Use SRM-1649a for Cl

Mn 538 533 1.01 638 640 1.00

Mg 15100 18827 0.80 10500 12330 0.85

Ti 3420 3753 0.91 3060 3392 0.90

V 112 111 1.01 - - -

As 17.7 16.1 1.10 105 84.2 1.25

K 20300 19153 1.06 24500 21787 1.12

La *[23] 22.7 1.01 [40] 37.4 1.07

Na 11600 11313 1.03 11400 10500 1.09

Rb [96] N.D N.D [110] 130 0.85

Yb [1.6] 1.91 0.84 [2.7] 2.94 0.92

Sb 7.9 8.24 0.96 19.4 18.5 1.05

Ce [42] 41.0 1.02 [69] 60.5 1.14

Co 13.4 12.6 1.07 [10] 8.46 1.18

Cr 130 132 0.98 [47] 44.2 1.06

Cs [5.3] 5.73 0.94 [6.1] 5.87 1.04

Eu [0.9] 0.799 1.11 [1.1] 0.939 1.17

Fe 35000 37050 1.01 28900 24550 1.18

Hf [3.7] 4.14 0.90 [7.3] 7.08 1.03

Sc [12] 11.4 1.04 [9] 8.20 1.09

Yb [1.6] 1.59 0.98 [2.7] 2.45 1.08

Zn 106 107 1.08 350.4 285 1.23

Zr [160] 128 0.93 [230] 310 0.74

Th [11] 10.2 1.03 [14] 12.4 1.13
* [ ] : Refere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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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Analytical results of urban particulate matter, 

               NIST SRM 1648 by INAA.    

Element Nuclide

Exp. Value(mg/kg)
Certified 

Value
***

  
Relative 

Error(%) Range
(n=30-50)

Mean
Combined

*

Uncertainty
(%)

Detection
Limit

**

 Al(%)
 As
 Au
 Ba
 Br
 Ca(%)
 Cd
 Ce
 Cl(%)
 Co
 Cr
 Cs
 Cu
 Dy
 Eu
 Fe(%)
 Hf
 Hg
 I
 In
 K(%)
 La
 Lu
 Mn
 Mo
 Na(%)
 Nd
 Rb
 Sb
 Sc
 Se
 Sm
 Ta
 Th
 Ti(%)
 U    
 V
 W
 Yb
 Zn(%)

28Al
76As

198Au
131Ba

82Br
49Ca

115Cd 
141Ce

38Cl
60Co

51Cr
134Cs

66Cu
165Dy
152Eu

59Fe
181Hf

203Hg
128I

116mIn 
42K

140La
177Lu
56Mn
99Mo
24Na

147Nd
86Rb

124Sb
46Sc
75Se

153Sm
182Ta
233Pa

51Ti
239Np

52V
187W

175Yb
65Zn    

2.42-3.99
89.7-146

0.036-0.069
610-894
441-580

0.588-0.845
67-86.1  

41.4-48.6
0.399-0.605

16.8-20.5
382-412

2.6-3.6
565-642

2.4-4.2
0.75-0.79
3.38-3.82
4.03-4.83
2.72-4.85
20.1-27.6
0.92-1.43 

0.967-1.22
36.8-38.4
0.44-0.62
618-1060
31.3-49.6

0.340-0.520
24.8-31.9
47.0-66.1
43.6-44.1

6.0-6.1
22.4-23.5

4.8-5.2
5.4-0.2
6.6-8.7

0.24-0.58
2.9-3.6

104-173
3.8-6.4

2.21-3.38
0.397-0.63

  3.472  
103    

  0.05   
730    
524    

  0.708  
 76.6    
 44.9   

  0.479  
  7.62   

397      
  3.11   

595     
  3.25   
  0.77   
 3.601   

 4.34   
  3.67   

 23.3   
  1.12   

  1.051  
37.7    

  0.51  
 845    

 37.5   
  0.406  

28.0   
53.7    
43.8    

 6.05    
 22.8    
 5.09  
 8.44   
 7.73   
 0.41   
 3.05   

139     
  5.3    
 3.09   

  0.433  

0.16 (4.7)
5 (4.8)

0.01 (23)
47 (6.4)
23 (4.5)

0.085 (12.0)
4.05 (5.3)
2.04 (4.5)

0.022 (4.6)
0.38 (5.0)

17 (4.4)
0.16 (5.2)

67 (11.2)
0.55(16.8)
0.02 (2.6)

0.161 (4.5)
0.57 (13.2)
0.63 (17.2)
2.84 (12.2)
0.20 (17.9)

0.118 (11.2)
1.68 (4.5)

0.05 (10.5)
36 (4.3)

6.60 (17.6)
0.018 (4.5)

2.63 (9.4)
3.94 (7.3)
1.98 (4.5)
0.27 (4.5)
0.54 (2.4)
0.24 (4.7)

1.46 (17.3)
0.35 (4.5)
0.03 (6.5)

0.37 (12)
7.3 (5.3)

0.96 (18.1)
0.43 (14)

0.019(4.5)

0.782
16.8
0.04

242
2.9

0.18
18.6
0.88

0.109
0.19

2.1
0.44

1940
9.6

0.05
0.016

0.19
6.1

110
3.6

0.460
0.6
1.5

11.3
450

0.005
68

10.3
0.36
0.03

1.3
0.31

350
0.19

0.499

62.4
3.4
4.7

0.016

3.42±0.11
115±10

(737)
(500)

75±7
(55)

 (0.45)
(18)

403±12
 (3)

609±27

 (0.8)
 3.91±0.1

 (4.4)

(20)
 (1.0)

 1.05±0.01
(42)

(860)

0.425±0.002

(52)
(45)
 (7)

27±1
 (4.4)

 (7.4)
 (0.40)

 5.5±0.1
140±3

 (4.8)

0.476±0.014

 1.5
10.5

 2.1

 1.5

 2.3

 7.9

 0.2

 4.5

 15.4

 44.5
  0.7

  9.0

   * Combined uncertainty(% unit) are expressed the sum of type A uncertainties

     (repeating and counting) and type B uncertainties(weighing, flux monitoring,  

     standards and detection efficiency).

   ** Currie's definition : LQ = (KQ
2/2)[1+{1+(8B/KQ

2)}1/2]. 

   *** Data in parenthesis are those of informativ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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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b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Element

Oyster tissue, NIST SRM 1566a  Citrus Leaves, NIST SRM 1572
 

Certi. value a)

Mean±SD

Exp. value

Mean±SD

Rel. error

(%)

Certi. value a)

Mean±SD

Exp. value

Mean±SD

Rel. error

(%)

Ag 1.68 ± 0.15 1.72 ± 0.19 2.4 - -

Al 202.5 ± 12.5 206 ± 22.3 1.7 92 ± 15 90 ± 14 2.2

As 14.0 ± 1.2 12.8 ± 1.96 8.6 3.1 ± 0.3 2.9 ± 0.3 6.4

Au (0.01) 0.011 ± 0.001 10.0 - -

Ba - - 21 ± 3 20.5 ± 4.68 2.4

Br - 51.2 ± 2.52 (8.2) 6.9 ± 0.6 15.8

Ca 1960 ± 190 1790 ± 260 8.7 31500 ± 1000 31800 ± 1200 1.0

Cd 4.15 ± 0.38 3.72 ± 1.04 10.4 0.030 ± 0.010 -

Ce (0.4) 0.5 ± 0.05 25.0 (0.28) 0.44 ± 0.04 57

Cl 8290 ± 140 7090 ± 160 14.5 (414) 370 ± 11 10.6

Co 0.57 ± 0.11 0.65 ± 0.08 14.0 (0.020) 0.025 ± 0.004 25

Cr 1.43 ± 0.46 1.46 ± 0.27 2.1 0.8 ± 0.2 0.86 ± 0.03 7.5

Cs (0.02) - (0.098) 0.088 ± 0.011 10.2

Cu 66.3 ± 4.3 59.7 ± 15.1 9.9 16.5 ± 1.0 16.6 ± 0.7 0.6

Eu (0.01) - (0.01) 0.01 ± 0.001 0

Fe 539 ± 15 486 ± 34.3 9.8 90 ± 10 89 ± 8 1.1

Hg
0.0642 ± 

0.0067
- 0.080 ± 0.020 -

I 4.46 ± 0.42 4.08 ± 0.65 8.5 1.84 ± 0.03 1.66 ± 0.14 9.8

K 7900 ± 470 6960 ± 620 11.9 18200 ± 600 18300 ± 300 0.5

La (0.3) 0.20 ± 0.018 50 (0.190) 0.20 ± 0.03 5.3

Mg 1180 ± 170 1130 ± 190 4.2 5800 ± 300 6100 ± 250 5.2

Mn 12.3 ± 1.5 11.1 ± 1.33 9.7 23 ± 2 24 ± 1 4.3

Na 4170 ± 130 3630 ± 150 12.9 160 ± 20 154 ± 15 3.7

Rb (3) 3.83 ± 0.19 27.7 4.84 ± 0.06 4.73 ± 0.5 2.3

Sb (0.01) - (0.04) 0.042 ± 0.005 5.0

Sc (0.06) 0.051 ± 0.005 15.0 (0.010)
0.0098 ± 0.0010 

(10)
2.0

Se 2.21 ± 0.24 2.46 ± 0.49 11.3 (0.025) -

Sm (0.06) 0.057 ± 0.004 5.0 (0.052) 0.045 ± 0.005 13.5

Sr 11.1 ± 1.0 - 100 ± 2 98.5 ± 4.9 1.5

Th (0.04) - - 0.025 ± 0.003 

V 4.68 ± 0.15 4.44 ± 0.53 5.1 - -

Zn 830 ± 57 730 ± 30 12.0 29 ± 2 28.3 ± 0.31 2.4

    a) Certified values of Ca, Hg and Sr are determined by other chemical methods; 

       Values in parentheses are recommend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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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Analytical results of Estuarine Sediment, NIST SRM 1646.

Element Nuclide
       Exp. Value (ppm)  Certified Value 

    (ppm)

 Relative Error 

      (%)Range Mean ± S.D

Al

Ca

Fe

K

Na

Ti

As

Ba

Cr

Co

Sb

Mn

V

Zn

U

Br

Ce

Cs

Eu 

Dy

Hf

I

La

Rb

Sc

Se

Th

Yb

Nd

Ta

28
Al

49
Ca

59
Fe

42
K

24
Na

51
Ti

76
As

131
Ba

51
Cr

60
Co

122
Sb

56
Mn

52
V

65
Zn

239
Np

82
Br

141
Ce

134
Cs

152
Eu

165
Dy

181
Hf

128
I

141
La

86
Rb

46
Sc

75
Se

233
Pa

169
Yb

147
Nd

182
Ta

55150 - 60490

7459 - 8762

29080 - 34590

12470 - 15010

16190 - 19530

5090 - 5804

8.66 - 13.5

470 - 597

70.8 - 85.8

9.07 - 10.7

0.35 - 0.48

355 - 426

88.5 - 108

90.6 - 113

4.34 - 6.39

110 - 140

65 - 77

3.86 - 4.56

0.82 - 0.99

5.35 - 6.87

10.9 - 13.2

67.1 - 77.2

35.5 - 40.0

83.3 - 113

9.49 - 10.8

1.26 - 2.10

9.05 - 11.6

2.27 - 2.71

31.8 - 43.8

1.03 - 1.59

57446 ± 2159

8055 ± 485

32294 ± 1676

13762 ± 823

17629 ± 999

5446 ± 330

 10.5 ± 1.99

 513 ± 43.5

77.7 ± 4.4

 9.94 ± 0.49

 0.43 ± 0.04

380 ± 25

97.0 ± 7.8

98.9 ± 7.1

 5.48 ± 0.80

129 ± 9.1

70.3 ± 3.6

 4.23 ± 0.24

 0.87 ± 0.04

 5.91 ± 0.52

 12.0 ± 0.61

71.6 ± 3.9

37.6 ± 1.3

93.2 ± 8.9

10.2 ± 0.4

 1.74 ± 0.25

10.9 ± 0.7

 2.42 ± 0.13

38.1 ± 4.1

 1.22 ± 0.15

 62500 ± 

2000 

  8300 ± 300

 33550 ± 

1000

   ( 14000 )

   ( 20000 )

    ( 5100 )

  11.6 ± 1.3

      

   76 ± 3

  10.5 ± 1.3

    ( 0.4 )

  375 ± 20

   94 ± 1

  138 ± 6

    ( 80 )

    ( 3.7 )

    ( 1.5 )

    ( 87 )

   ( 10.8 )

    ( 0.6 )

    ( 10 )

     8.1

     2.9

     3.7

     1.7

    11.9

     6.8

     9.7

     2.2

     5.3

     6.7  

     1.6

     3.2

    28.3

    12.2

    14.4

    41.9

     7.1

     5.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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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sults of statistical data treatment for a measured elements

    in urban dust.(Unit in mg/kg. Confidence level is 95%)          

Element Range
Overall 

Mean

Standard

Deviation

This work

(Mean±SD)
Z-score*

Ag 1.19～1.58 1.388 0.187 1.58±0.31 1.03

Al 30240～42100 36290 2755 36596±1265 0.1

As 16.66～32.0 24.23 3.49 24.6±3.14 0.1

Ba 600～700 642.9 38.5 620±78 -0.6

Br 29.92～49.85 38.12 5.65 36.1±1.4 -0.4

Cd 0.56～10.60 4.45 3.36 31.4±7.97 8.0

Ce 25.0～39.86 34.498 4.61 34.1±2.85 -0.1

Cl 1744～4055 2873 598 2485±176 -0.6

Co 12.1～16.8 14.52 1.25 14.5±0.21 0.0

Cr 190～274 236.5 20.7 234±3 -0.1

Cs 2.10～4.81 3.752 0.78 3.5±0.1 -0.3

Cu 463～1040 767.6 133.7 1021±236 1.9

Eu 0.58～0.72 0.658 0.07 0.69±0.02 0.5

Fe 35800～46932 40697 2804 39214±687 -0.5

Hf 2.10～2.83 2.531 0.23 2.55±0.04 0.1

K 10380～13967 12318 1033 12226±1940 -0.1

La 15.65～21.21 18.146 1.76 19.7±0.36 0.9

Mn 653～948 808.04 84.63 814±30 0.1

Na 5830～6920 6461 316 6337±144 -0.4

Rb 43.66～67.50 55.656 6.07 52.7±3.67 -0.5

Sb 93.68～144.0 113.998 13.91 117.0±1.64 0.2

Sc 4.44～6.07 5.42 0.48 5.69±0.08 0.6

Se 5.15～8.60 6.431 1.10 7.32±0.39 0.8

Sm 2.36～2.80 2.574 0.14 2.80±0.04 1.6

Th 4.12～5.49 5.051 0.43 4.96±0.1 -0.2

Ti 1600～2890 2219 327 2890±637 2.0

V 68.3～125 94.27 13.47 99.0±7.14 0.4

W 5.63～7.10 6.598 0.59 5.63±0.80 -1.6

Zn 2950～5276 3976 571 3766±63 -0.4

 * Z-score : (laboratory mean-overall mean) / standard deviation. 95% confidence level. 

 ** Ref. : A. Bleise and B. Smodis, IAEA Report on the intercomparison run NAT-3 for   

    the determination of trace and minor elements in urban dust artificially loaded on air

    filters, NAHRES-43, Vienna, Augues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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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sults of statistical data treatment for a measured elements

      in loaded filter sample(Unit in mg/kg. Confidence level is 95%). 

 

Element Range
Overall 

Mean

Standard 

Deviation

This work

(Mean±SD)
Z-score

Al 16628～52555 34093 8631 36459±2333 0.3

As 21.64～24.44 23.016 0.93 23.84±2.86 0.9

Ba 58.74～877.4 752.78 101.57 849.7±356.8 1.0

Br 2.81～141.2 59.98 49.15 3.0±0.22 -1.2

Ce 4.16～49.3 33.623 15.22 42.38±8.05 0.6

Cl 180～3205 1425.9 846.8 699±147 -0.9

Co 1.49～40.19 18.81 9.35 16.27±0.98 -0.3

Cr 67.32～785.12 411.86 197.92 353.14±38.85 -0.3

Cu
623.69～983.6

1
806.65 97.85 827.66±256.6 0.2

Fe 38158～61760 48314 5762 49086±3288 0.1

Hf 3.05～4.08 3.483 0.37 3.58±1.29 0.3

K 8248～11200 9792 897 10373±581 0.6

La 17.63～27.19 21.85 3.17 24.06±1.88 0.7

Mn
315.91～834.3

7
558.42 121.34 493.4±14.3 -0.5

Na 2213～4171 3362 594 3775±30.2 0.7

Sb 104.8～139.8 127.4 10.5 135.9±14.9 0.8

Sc 5.56～7.28 6.327 0.46 7.28±0.42 2.1

Sm 1.75～4.25 3.1 0.89 7.48±1.57 4.9

Ti 1827～3506 2596 426 2449±58.8 -0.3

V 25.0～141.7 94.49 29.66 89.61±11.65 -0.2

Zn 2401～5000 3981 591 4370±323 0.7

  * Z-score : (laboratory mean-overall mean) / standard deviation. 95% confidence level. 

  ** Ref. : A. Bleise and B. Smodis, IAEA Report on the intercomparison run NAT-3 for  

    the determination of trace and minor elements in urban dust artificially loaded on air

    filters, NAHRES-43, Vienna, Augues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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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esults of proficiency testing for V-50 sample.

Elemen

t

Target(mg/kg)
This work

(mg/.kg)
Z-score

U-statisti

c

Accuracy(mg/kg) Precision(%)

Value Unc. Value Unc.
This 

work
Criteria

This 

work
Criteria

Al 39505 5690 43252 1966 0.68 0.62 3747 15532 15.1 48

As 25.56 1.84 31.12 3.05 3.11 1.56 5.56 9.19 12.2 24

Ca 22060 4007 24411 1362 0.59 0.56 2351 10919 19.0 61

Co 14.63 2.62 23.39 2.44 3.33 2.44 8.76 9.25 20.8 60

Cr 486.2 56.9 393 23 -1.60 1.52 93.2 158 13.1 39

Cu 1443 159 1623 146 1.14 0.83 180 557 14.2 37

Fe 50660 6664 62288 3193 1.77 1.57 11628 19065 14.1 44

K 10230 946 11290 752 1.15 0.88 1060 3118 11.4 31

Mn 567 130 707 46 1.08 1.02 141 356 23.9 77

Sb 184 19 213 14 1.42 1.21 28 61 12.3 35

Ti 2601 187 2868 264 1.43 0.82 267 836 11.7 24

V 96.60 15.91 120.2 6.3 1.48 1.38 23.6 44 17.3 55

Zn 1951 176 2420 122 2.68 2.19 469 553 10.4 30

Table 18. Results of proficiency testing for P-50 sample.

Element

Target(mg/kg)
This work

(mg/.kg)
Z-score

U-statisti

c

Accuracy(mg/kg) Precision(%)

Value Unc. Value Unc.
This 

work
Criteria

This 

work
Criteria

Al 46100 2883 42213 1929 -1.34 1.12 3886 8950 7.7 21

As 29.01 3.90 34.34 3.12 1.37 1.07 5.33 12.89 16.2 45

Co 16.15 2.16 22.06 2.50 2.73 1.79 5.91 8.52 17.5 45

Fe 58830 5949 66809 2851 1.36 1.21 7979 17021 11.0 34

K 12640 1688 13944 1040 0.77 0.66 1304 5117 15.3 45

Mn 621 83 676 44 0.67 0.59 55 243 14.9 45

Sb 171.9 16.2 189.8 13.1 1.11 0.86 17.9 53.7 11.7 31

Ti 3486 451 3309 333 -0.39 0.32 176 1447 16.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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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Analytical results of A2, B2 and C2 samples by INAA.

(Unit : mg/kg) 

Element
Sample A2 Sample B2 Sample C2

  Mean±Unc.  D.L.    Mean±Unc. D.L.   Mean±Unc. D.L.

Ag 0.096 ± 0.012 0.026

Al 84095 ± 4158 5429 45035 ± 1806 2907 72.2 ± 6.8 14.4

As 24.5 ± 1.1 0.6 13.9 ± 0.6 0.3

Au 0.035 ± 0.003 0.003

Ba 419 ± 59 96 160 ± 24 13

Br 95.8 ± 3.8 0.5 8.77 ± 0.38 0.72 13.0 ± 0.5 0.1

Ca 29157 ± 1921 8592 163425 ± 7007 13388 5073 ± 269 70

Ce 72.5 ± 2.9 0.3 59.1 ± 2.3 4.8

Cl 21238 ± 863 220 2605 ± 105 22

Co 13.4 ± 0.5 0.1 8.62 ± 0.35 0.71 0.158 ± 0.007 0.008

Cr 88.6 ± 3.6 0.6 73.3 ± 2.9 6.0 0.35 ± 0.03 0.04

Cs 12.1 ± 0.5 0.2 5.32 ± 0.23 0.44

Dy 5.89 ± 0.40 0.51 4.38 ± 0.25 0.36

Eu 1.41 ± 0.06 0.05 1.10 ± 0.05 0.09

Fe 38478 ± 1524 73 26413 ± 1046 2164 99.4 ± 4.4 4.2

Hf 5.53 ± 0.23 0.07 4.78 ± 0.19 0.39 0.017 ± 0.002 0.005

K 25418 ± 2744 5156 12182 ± 527 998 12222 ± 497 90

La 40.7 ± 1.6 0.1 29.5 ± 1.2 2.4

Mg 12496 ± 1526 3689 10880 ± 910 891 1711 ± 123 220

Mn 498 ± 20 6 614 ± 24 50 18.7 ± 0.9 0.7

Na 17263 ± 683 23 2311 ± 91 189 972 ± 38 1

Nd 31.5 ± 3.6 3.6 22.8 ± 2.1 1.9

Rb 162 ± 7 4 51.0 ± 2.7 4.2 5.29 ± 0.25 0.27

Sb 2.41 ± 0.12 0.09 1.79 ± 0.08 0.15

Sc 13.95 ± 0.55 0.01 8.85 ± 0.35 0.73 0.0207 ±
0 . 0 0 0

9
0.0004

Sm 7.54 ± 0.30 0.01 5.17 ± 0.20 0.42

Sr 162 ± 25 102 120 ± 22 10 41.4 ± 2.5 3.6

Ta 1.45 ± 0.09 0.17 0.72 ± 0.05 0.06

Tb 0.94 ± 0.09 0.08 0.65 ± 0.06 0.05

Th 13.89 ± 0.55 0.06 8.12 ± 0.32 0.67 0.014 ± 0.003 0.004

Ti 4299 ± 482 915 2938 ± 216 241

U 3.81 ± 0.67 0.59 2.36 ± 0.35 0.19

V 110 ± 10 26 69.8 ± 3.6 5.7

W 1.43 ± 0.21 0.12

Yb 2.77 ± 0.18 0.16 2.22 ± 0.11 0.18

Zn 270 ± 11 5 99.6 ± 4.5 8.2 20.7 ±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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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Results of proficiency testing for sample A2(Unit:mg/kg)

Element
IAEA Data Our Results SD by

Horwitz

U-test

Score  Value ± Unc.    Value ± Unc.

As 23.6 ± 2.4 24.5 ± 1.1 2.35 0.34

Co 13.7 ± 2.5 13.4 ± 0.5 1.48 0.12

Cr 84 ± 16 88.6 ± 3.6 7 0.28

Fe 37400 ± 2800 38478 ± 1524 1227 0.34

Mg 12300 ± 1500 12496 ± 1526 477 0.09

Mn 495 ± 40 498 ± 20 31 0.07

Sb 1.81 ± 0.42 2.41 ± 0.12 0.26 1.37

V 95 ± 14 110 ± 10 8 0.87

Zn 279 ± 33 270 ± 11 19 0.26

Table 21. Results of proficiency testing for sample B2(Unit:mg/kg)

Element
IAEA Data Our Results SD by

Horwitz

U-test

Score  Value ± Unc.    Value ± Unc.

As 13.4 ± 2.2 13.9 ± 0.6 1.45 0.22
Ce 61 ± 20 59.1 ± 2.3 5 0.09
Co 8.9 ± 1.4 8.62 ± 0.35 1.0 0.19

Cr 60 ± 35 73.3 ± 2.9 5 0.38
Cs 5.4 ± 0.9 5.32 ± 0.23 0.7 0.08
Dy 3.9 ± 0.3 4.38 ± 0.25 0.5 1.28
Eu 1.0 ± 0.1 1.10 ± 0.05 0.2 0.67

Hf 5.1 ± 0.5 4.78 ± 0.19 0.6 0.66
La 28 ± 2 29.5 ± 1.2 3 0.75

Mn 631 ± 80 614 ± 24 38 0.20

Nd 30 ± 9 22.8 ± 2.1 3 0.80

Rb 51 ± 12 51 ± 2.7 5 0.00

Sb 1.7 ± 0.6 1.79 ± 0.08 0.3 0.15

Sc 8.3 ± 3.2 8.85 ± 0.35 1.0 0.17

Sm 5.1 ± 0.6 5.17 ± 0.20 0.6 0.11

Sr 108 ± 13 120 ± 22 9 0.47

Ta 0.8 ± 0.3 0.72 ± 0.05 0.1 0.25

Tb 0.6 ± 0.5 0.65 ± 0.06 0.1 0.10

Th 8.2 ± 3 8.12 ± 0.32 1.0 0.02

U 2.6 ± 1.3 2.36 ± 0.35 0.4 0.18

V 66 ± 14 69.8 ± 3.6 6 0.26

Yb 2.4 ± 0.8 2.22 ± 0.11 0.3 0.23

Zn 104 ± 30 99.6 ± 4.5 8 0.15



- 278 -

Table 22. Results of proficiency testing for sample C2(Unit:mg/kg)

Element
CCCM Data Our Results SD by

Horwitz

U-test

Score  Value ± Unc.    Value ± Unc.

Ag 0.080 ± 0.003 0.096 ± 0.012 0.019 1.29

Co 0.15 ± 0.02 0.158 ± 0.007 0.03 0.38

Cr 0.30 ± 0.04 0.35 ± 0.03 0.06 1.00

K 10700 ± 630 12222 ± 497 424 1.90

Mg 1310 ± 41 1711 ± 123 71 3.09

Mn 19.5 ± 0.4 18.7 ± 0.9 2.0 0.81

Na 1190 ± 58 972 ± 38 66 3.14

Zn 20.7 ± 1.4 20.7 ± 0.8 2.1 0.00

Table 23. Standard monitors and nuclear data used for the α-determination.

Monitor
  γ-Energy,

     keV
Er, eV Q0 T1/2(half life)

197Au(n,γ)198Au 412 5.65 15.71 2.695 d

238U(n,γ)239U 74.7 16.9 103.4 23.50 m

232Th(n,γ)233Pa 312 54.4 11.53 22.3 m

59Co(n,γ)60Co 1173, 1332 136 1.990 5.271 y

98Mo(n,γ)99Mo 180 241 53.1 66.02 h

96Zr(n,γ)97Nb 657 338 248.0 1.202 h

55Mn(n,γ)56Mn 847 468 1.053 2.5785 h

68Zn(n,γ)69mZn 438 590 3.2 13.76 h

64Zn(n,γ)65Zn 1115 2560 1.908 244.0 d

94Zr(n,γ)95Zr 724, 756 6260 5.0 64.0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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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Measured values of Rcd for NAA #1 Irradiation hole

Monitor # 1 # 2 # 3 # 4 Mean

197Au(n,γ)198Au 83.03 88.38 76.31 79.96 81.92

59Co(n,γ)60Co 1400 1512 993 937 1211

98Mo(n,γ)99Mo 44.92 50.82 43.77 46.83 46.59

96Zr(n,γ)97Nb 11.04 11.03 10.99 10.60 10.94

68Zn(n,γ)69mZn 856.5 891.2 721.0 853.4 830.6

64Zn(n,γ)65Zn 1250 1324 1015 1273 1215

94Zr(n,γ)95Zr 533 588 496 550 542

Table 25. Measured values of α-parameter for NAA #1 Irradiation hole.

Monitor Set # 1 # 2 # 3 # 4 Mean

Au-Co-Mo-Zn-Zr 0.114 0.116 0.113 0.144 0.121

Au-Mo-Zn-Zr 0.132 0.135 0.118 0.145 0.133

Au-Zr 0.122 0.127 0.126 0.133 0.127

Table 26. Measured values of ko-factors for NAA #1 Irradiation hole.

 ko-Factors
Multi-monitor method Triple-monitor method

Cd-ratio Cd-covered Cd-ratio Cd-covered

α-value 0.1261±0.0083 0.1332±0.0096 0.1255±0.0055 0.1302±0.0046

R2 0.95±0.04 0.97±0.02 0.95±0.04 0.97±0.02

f-value 1017±63 1002±62 1024±63 1013±62

Rcd(Au) 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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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Presumptive standard uncertainty of ko-factors in ko-NAA.

Parameters Contribution

ko ～ 1 %

Qo ～ 1 %

α ～ 1.5 %

f ～ 1 %

εp-meacurement and conversion ～ 2 %

true coincidence correction ～ 1.5 %

overall(quadratic summation) ～ 3.5 %

Table 28. Result of investigation for service to the clients 

설 문 내 용
기

치

지각

치
Gap

Gap에 

종합 

의견
 1.시험/교정 성 서 서식은 정확하며 차서, 업무표  등이 수립되어 있다.

 2.시험/교정 설비는 최신장비와 S/W로 구성되어 있다.

 3.시험/교정 의뢰자와의 의사소통을 한 명확하고 공식 인 차가 있다.

 4.시험/교정서비스(이하 ‘서비스’)의뢰자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5.의뢰한 시험/교정 서비스에 해 시험/교정 요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제공한 시험/교정 서비스는 정확하다.

 7.의뢰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 한 지원을 해 다.

 8.처음부터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9.의뢰자에게 서비스가 제공가능한 시 을 정확하게 알려 다.

10.의뢰자의 서비스 요청시 신속하게 응해 다.

11.의뢰자의 업무를 항상 기꺼이 극 으로 지원해 다.

12.잘못 제공한 시험/교정 서비스에 해 능동 이고 극 으로 처한다.

13.시험/교정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 수 의 비 을 보장한다.

14.의뢰자의 질문에 답할수 있는 충분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15.의뢰자에 해 헌신 이고 정 하게 한다.

16.의뢰자에 해 개별  심을 보여 다.

17.의뢰자의 특정한 필요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다.

18.모든 서비스를 서비스 의뢰자 주로 운 한다.

19.의뢰자를 내부 는 외부고객으로 인식하고 잘 력한다.

20.의뢰자에게 사려깊은 심을 가지고 있다.

3.909

4.001

3.929

3.968

4.038

4.000

4.090

3.878

4.045

4.063

4.000

3.968

4.031

3.993

4.000

3.936

3.961

3.968

4.038

4.063

4.372

4.365

4.435

4.480

4.679

4.557

4.467

4.512

4.615

4.525

4.480

4.480

4.544

4.550

4.417

4.480

4.352

4.455

4.589

4.429

0.46

0.36

0.50

0.51

0.64

0.56

0.38

0.63

0.57

0.46

0.48

0.51

0.52

0.55

0.42

0.54

0.39

0.48

0.55

0.36

부분의  

항목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보다

제공된  

서비스의

만 족 도 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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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NAA education and training schedule(User course A).

  교시

요일

1교시

09:00

-09:50

2교시

10:00

-10:50

3교시

11:00

-11:50

4교시

13:00

-13:50

5교시

14:00

-14:50

6교시

15:00

-15:50

7교시

16:00

-16:50

8교시

17:00

-17:50

1일차
오리엔

테이션

성자방사화분석 

총론(정용삼)

성자방사화분석 총론

(정용삼)

보건물리

(이 재)  

안 리

(김정 )

2일차
감마선분 학 : 강의

(문종화)

감마선분 학 : 실험

(문종화/김선하)

성자방사화분석 

실험(정용삼/백성열)

3일차
분석품질 리  보증 

(윤윤열)

AQC

실습

(윤윤열)

감마선계측통계학 

(조승연)

계측통계

실습

(조승연)

4일차
방사화분석의 응용

(이길용)

하나로

견학

과정평가 

 

수료식

Table 30. NAA education and training schedule(User course B).

날 짜 시  간 교  과  목 강 사 장  소

3/22

( )

09:00～09:10 오리엔테이션 서경원
연수원

3층 4 강의실

09:10～09:40 보건물리 이 재 "

09:50～10:50 성자 방사화분석

 총 론
정용삼 "

11:00～12:00

12:00～13:00    식

13:00～13:50
감마선 분 분석  

정량
문종화 "

14:00～14:50 분석품질 리  보증 이길용
"

"

15:00～15:50

성자 방사화분석

실습  토의

정용삼

문종화

방사화분석

연구실
16:00～16:50

17:0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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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sult of NAA education and training for users group. 

            년 도

 분 야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총 계교육

일자

교육

인원

교육

일자

교육

인원

교육

일자

교육

인원

성자방사화분석 8.29～9.1 20 3.16 30
3.22 10

75
9.13 15

총    계 20 30 25 75

Table 32. Result of NAA education and training for student group.

        년 도

 학 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총    계

경희 학교 30 37 28 95

서울 학교 22 32 38 92

조선 학교 12 28 45 85

제주 학교 13 9 - 22

한양 학교 45 37 59 141

K A I S T 15 13 - 28

총    계 137 156 170 463

Table 33. Result of NAA education and training for student group.

학  교  명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총    계

학교 - 28 32 60

목원 학교 41 17 22 80

배재 학교 - - 10 10

충남 학교 - 5 17 22

한남 학교 - - 24 24

조선 학교 - - 29 29

총    계 41 50 134 225



- 283 -

Table 34. Results of NAA utilization in 2000. 

활용분야별 시설 이용기 활용내역 건수 활용결과물

성자 방사화분석 장치 

 ․ 성자 조사시설

  - 공압이송장치

  PTS #1(manual sys)

  PTS#2(automatic sys)

 ․방사선 계측장비

  감마선 분 계측장치

  Auto-sample changer

 ․시료 처리 장비

  각종 PE/AI 조사용기

  기타 화학실험 장비

   

1. 연구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표 과학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 산업계

 .주)호진산업기연

 .삼성 자기술연구소

 .주) 앙바이오텍

 .주)신일화학

 .주)이엔테크놀로지

 .주)하코

   

3. 학계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치

  .연세

  .경산

  .한양

  . 보건 학

  .제주  

  .조선

  .충남

  .목원

  .경희

․연구개발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과제, 수탁과제,  

  산학연 동 연구과제, 외부기 연구개발,  

  국제 력연구사업등의 측정분석에 활용

  (환경표 시료분석 , 생물표 시료분석 , 

  고분자재료분석 , 성자속측정시험 ,    

  표지핵종분석 국제 력 비교분석시험 ,   

  산학연 동공동측정분석, 표 체검증 ,    

  KOLAS 비교분석시험 . 도기.토기조사,    

  기분진시료분석, 인주원소분석, )

․분석지원

  : 성자조사, 핵종분석, 성분분석으로    

   분류하여 연구 개발과제, 자체사업,      

   산학연 력  지원

  (Co-60선원 , 몽골 Soil , 표 용액조사 , 

  방사성의약품 불순물분석, 암석시료조사 ,

   PE재료조사 ,  의약품분석 . 원자로     

  물질분석, 모발분석, 화학폐수 , Obsidian  

  Rock, 사 이어, 실리콘조사, 식물체분석  

  모래, 생채시료, 감마선조사내부

  오염도조사 실리카분석, 오염도측정시험,

  고구려기와 분석, 동물사료분석, Pt시료  

  조사, NaCl 시료조사, 유리고화체,   

  종합 물질, Air filter, 화석시료분석,  

  SIC 분석, U용액 시료, 라스틱, Zr,  

  MoO3 조사 , 스테인 스 스틸조사,

  매분석 , 바륨화합물, 필터시료.

   

․교육/훈련

  1) 학생실습 : 서울 , 한양 , KIST 

  : 반기 교육 

   조선 원자력공학과  제주  방사선과  

  : 후반기교육     경희  원자력공학과

  : 비원자력 교육/훈련 : 후반기 교육

    목원  물리학과 , 충남  환경공학과 

 2) 문과정교육 (3박4일) : 6강좌

․155건

․1870시료  

  분석

․244건

․5450시료  

  분석

 .분석료

  수 입:

 39백만원

 

․실험실습

: 32시간/1주

총 160시간

․논문게제

  국내 4건

   

․논문발표

  국내 12건

   -국외 3건

․ 산 로그램

   등 록

   -국내 1건

․기술보고서

  국내 2건    

 * NAA분석기술

  의 공인시험   

  품질 시스템 

  (KOLAS)

  구축을 추진 .

* 주)E&T

  기술실시 약

   체결(8/16).

*NAA           

문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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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Results of NAA utilization in 2001.

활용분야별시설 이 용 기 활 용 내 역 건   수
활용

결과물
 성자방사화분석 장치 

 ․ 성자조사시설

  - 공압이송장치

  PTS #1(manual sys)

  PTS#2(automatic sys)

 ․방사선계측장비

  감마선 분 계측장치

  Auto-sample changer

 ․시료 처리 장비

  각종 PE/AI 조사용기

  기타 화학실험 장비

   

1. 연구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 과학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 산업계

 .주)호진산업기연

 .주)삼성 자

  기술연구소

 .주) 앙바이오텍

 .주)이엔테크놀로지

 .주)신일화학

 .주)고려 미칼

 .주)제일바이오

3. 학계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연세

  ․ 구 경산

  ․한양

  ․ 보건

  ․제주  

  ․조선

   . 충남

   . 목원

   . 경희

   . 목포  

   . 북

․연구개발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과제, 수탁과제,  

  산학연 동연구과제, 외부기 연구

  개발, 국제 력연구사업등의 측정분석

  에 활용  (환경표 시료분석, 생물표  

  시료분석, 기분진시료 분석, 고분자 

  재료분석, 성자속 측정시험, 표지

  핵종분석, 국제 력 비교분석시험,

  표 체검증, 산학연 동공동측정분석)

   

․ 분석지원

  : 성자조사, 핵종분석, 성분분석으로  

  분류하여 연구 개발과제, 자체사업, 

  산학연 력  지원

  (표 용액조사, 방사성의약품, 규사

  조사, 불순물분석, 암석분말조사, PE

  재료조사, 의약품분석, 사 이어조사,  

  모래, 생체시료, 실리카그라스 분석, 

  동물사료분석, CaO조사, 실리콘조사,

  제염시료 오염도조사,고 토기시료,

  인공치아 시편조사, NaNO3분석, 식품 

  조사, Pt시료조사, Nacl 분석조사, Al-  

  alloy분석, 필터분석, 스테인 스 스틸

  조사, 고순도 시약조사, Ho-patch조사,  

  보론용액 조사, U particle, Au-Al

  계측, 루즈시료분석, Borosilicate glass, 

  Bovine river(muscle),Mn flake, 하천침  

  물 시료분석, Humic acid, Goethite분석,  

  청, 소변, 실리카 겔, 폐기물 소각재, 

  발 소 비산재 시료, 우유가루, 석

  조사, sunpla 조사, 양보충식품, 화 

  강석 조사, Boron doped Cz-Si wafer, 

  실버스톤, 액시료 분석, 사망자 모발,  

  마늘가루, Ge-Oxide, Sludge 건조물 

  시료, 표 시약 시료, Duplicate분석,

  모발분석조사, Zr-Ru 성자조사, 라 

  스틱분석, 강진갯벌시료, 주문진모래,

  Holmium조사, Swipe조사, Zircon조사,

  

․교육/훈련

  1) 학생실습 : KAIST, 숙명여 , 서울   

   : 반기 교육 

    한양 , 조선 , 충남  물리학과

     자물리학과.

    제주 , 경희  : 후반기 교육

    충남  환경공학과, 

    목원  자 물리학과

․101건

․3837시료분석

․286건

․5972시료분석

․분석료수입

 : 72,533,000원

 

․실험실습

 : 32시간/1주

  총 480 시간

․논문게제

  국내 3 건

  - 국외 2 건

   

․논문발표

  국내 24 건

   -국외 6 건

․ 산 로그램

  등록

   -국내 - 건

․기술보고서

  국내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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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Results of NAA utilization in 2002.

활용분야별시설 이 용 기 활 용 내 역 건  수
활용

결과물
 성자방사화분석 장치 

 ․ 성자조사시설

  - 공압이송장치

  PTS #1(manual sys)

  PTS#2(automatic sys)

 ․방사선계측장비

  감마선 분 계측장치

  Auto-sample changer

 ․시료 처리 장비

  각종 PE/AI 조사용기

  기타 화학실험 장비

   

1. 연구계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 앙박물

  .한국표 과학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기 과학지원연구원

  .국외 문가, IAEA

  .원자력 화학연구부

2. 산업계

  . (주)신호엔지니어링

 ․(주)삼성 자

    소재사업

  . (주)삼성종합화학 

 ․(주) 앙바이오텍

  . (주)메디 넥스

  . (주)신일화학

  . (주)뉴아이즈

  . (주)엘지다우 미칼

  .(주)유니온머티리얼

     텍

  . (주)LG Caltex

  . (주)LG화학기술

   연구원

  . 경기도 화성경찰서

  . 일본교통 공사

3. 학계

 ․서울  

  . 목포

  . 용인    

  . 원 보건

  . 충남   

  . 보건

  . 한양   

  . 연세

  . 조선    

  . 연세    

  . 한남

  . 부산

  . 배재

  . 

․연구개발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과제, 수탁과제,  

  외부기 연구개발, 국제 력연구사업  

  등의 측정분석에 활용

  (환경표 시료분석, 생물표 시료분석,

  고분자재료 분석, 성자속측정시험,

  표지핵종분석, 국제 력 비교분석시험,  

  산학연 동공동측정분석, 표 체검증, 

  산학연 동  연구과제 기분진시료

  분석)

  

․분석지원

  : 성자조사, 핵종분석, 성분분석으로  

  분류하여 연구개발과제, 자체사업, 

  산학연 력  지원

  (실리카 그라스, Duplicate Diet(hair),  

  Sludge 고화물, 토기시료, Yb2O3, 보론 

  용액 , 토양시료, 생체시료, Cz-Si

  Boron Silicon wafer, Silica-bead, 기름 

  시료, Activation wire, 액티바 시료,  

  Ho-patch, U-particle, Apple leaves,

  Bovine river, Coal fly ash, 청 시료,

  소변시료, 도로변 기분진, San  

  joaquin soil, KCl, NaCl 시료, Sm-153

  시료, 음모, 체모, 모발시료,  보론

  시료, 사용후 핵연료침 물, 김치, 

  시리얼 시료, 폴리카보 네이트,

  Glassfiber filter, Rice flour, 소각재시료,

  멜라닌 시료, 매시료, 인산석고 시료,  

  SiO2 시료, Co wire, Al-Co wire, 

  석시료, 스트론튬 시료, 폴리 로필 

  시료, 스테인 스스틸 시료, Spiked  

  skim milk powder, Pellet 201-10CB 

  시료, Rh, Rh-Ti시료, 우라늄 시료,  

  Coal 시료, NIES CRM(No8, 기분진)

  시료, Laser ablation 시료, 스테인 스  

  스틸(316LN)시료, 실리카 입자시료,

  Holmium 시료, 동물사료 첨가제 시료,  

  탄소강 시료, 암석시료, 실리 이트  

  시료, 사 이어 시료, Total diet, 토철

  시료, 실버스톤 시료, 황사시료, 침 물

  시료, Ar ample 시료,

․교육/훈련

 1) 학생실습 : 서울 , 배재 , 부산  : 

반 기 교 육  

        , 한양 , 한남 , 조선

        경희 , 목원 , 조선  : 

후 반 기 교 육                

․204건

․5468시료분석

․177건

․2451시료분석

․분석료수입

 : 66,634,000원

 

․실험실습

 : 32시간/1주

  총 320시간

․논문게제

  국내  3건

   -국외  2건

   

․논문발표

  국내 26건

   -국외  2건

․ 산 로그램

  등록

   -국내   건

․기술보고서

  국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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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7. Blank elemental concentrations in membrane filter used 

            in low volume sampler.

Element

Concentration (ng/㎠)

Coarse filter Fine filter

Al 6.55±1.31 1.24±0.9

Br 22.1±1.72 13.3±0.55

Cl 17.7±3.94 9.68±2.33

Co 2.28±0.33 2.08±0.37

Cr 8.85±2.00 11.1±2.58

Cu 0.39±0.18 0.38±0.09

I 0.042±0.020 0.04±0.03

In 0.001±0.0007 0.0015±0.0006

Mg 5.06±2.01 3.70±6.87

Mn 0.11±0.01 0.10±0.06

Na 3.50±1.61 5.34±6.07

Nd 6.52±2.92 4.43±2.95

Sr 1.77±1.23 1.96±0.33

Ti 1.00±0.87 0.77±0.68

V 0.0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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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Elemental composition of filter materials(ng/cm2)21.

Metal
Polystyrene22

(Delbag)

Cellulose ester
22,23

(MilliporeⓇ 0.45㎛)

Cellulose 

paper22

(Whatman 

No. 41)

Glass

fiber24

Organic

membrane24

Silver

membarne24

Dams etd Kato etd

Ag 2 2

Al 20 10 12

As 2.6 80

Ba 500 100 100

Be 40 0.3 200

Bi 1

Ca 300 250 1000 240

Cd 5

Cl 1360

Co 0.2 1 0.1 0.02

Cr 2 14 30 3 80 2 60

Cu 310 40 4 20 6 20

Fe 85 300 30 40 4000 30 300

Hg 1 1 0.5

K 410

Mg 1500 200 660 80

Mn 2 2 22 0.5 400 10 30

Mo 0.1

Na 2040

Ni 25 50 12 10 80 1 100

Pb 18 800 8 200

Rb 4.9

Sb 1 3 0.7 0.15 30 0.1

Sn 4.9 50 1

Ti 70 5 9.6 10 800 2000 200

V 0.6 0.1 0.03 30 0.1

Zn 515 20 20 25 160000 2 10

Z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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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Statistical summary for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m3).  

 Sampling site DC DF KC KF

Mean 27.6 10.6 9.18 10.20

Median 22.1 7.4 5.91 9.29

SD 22.5 12.6 9.86 5.44

SE 1.74 0.98 0.74 0.41

Min 1.84 1.42 1.07 1.50

Max 174.4 107.4 81.6 31.3

N 167 164 17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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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Statistical summary for elemental concentration(ng/m3) of

 coarse fraction in industrial area..

Elements Mean Median SD SE Min Max N

Al 879 778 732 56.7 14.0 5257 167

As 1.70 1.04 2.09 0.17 0.02 12.5 152

Ba 21.6 19.1 14.2 1.12 1.09 71.6 162

Br 13.9 9.51 16.2 1.30 0.02 124 155

Ca 653 593 543 44.2 41.1 5230 151

Ce 1.43 1.08 1.60 0.13 0.03 15.9 163

Cl 192 92.6 248 19.2 2.06 1447 166

Co 0.55 0.45 0.46 0.04 0.02 3.00 164

Cr 17.3 14.0 16.5 1.28 1.37 185 166

Cu 16.0 10.5 18.8 1.68 0.50 182 126

Fe 888 779 797 62.0 20.8 7473 165

Hg 0.09 0.05 0.10 0.01 0.01 0.38 65

I 1.21 0.84 1.08 0.11 0.11 6.05 104

In 0.04 0.03 0.06 0.00 0.00 0.46 126

K 575. 388 619 49.7 0.60 3573 155

La 0.73 0.57 0.68 0.05 0.02 3.51 157

Mn 20.6 16.1 16.9 1.32 0.02 87.0 165

Na 408 302 382 31.5 0.48 2305 147

Sb 9.16 3.93 13.2 1.06 0.08 80.9 158

Sc 0.16 0.12 0.21 0.02 0.00 2.19 164

Se 0.76 0.53 0.71 0.06 0.07 3.64 124

Sm 0.35 0.26 0.38 0.03 0.01 2.48 157

Ti 68.9 55.3 78.8 6.18 0.76 819 163

V 2.99 2.21 5.19 0.40 0.10 64.0 166

Zn 51.6 33.6 47.0 3.66 1.02 256 165

CPM

(㎍/m
3)

27.5 22.0 22.5 1.74 1.65 17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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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tatistical summary for elemental concentration(ng/m3) of

            fine fraction in industrial area.

Elements Mean Median SD SE Min Max N

BC

(㎍/m
3)

6.39 4.91 4.53 0.35 1.68 31.3 164

Al 163 77.0 346 27.5 1.35 3437 158

As 1.24 0.55 2.09 0.17 0.03 19.0 151

Ba 5.30 3.87 5.31 0.54 1.29 37.0 98

Br 11.2 5.96 14.1 1.35 0.10 64.1 109

Ca 210 145 266 73.9 1.87 929 13

Ce 0.29 0.17 0.65 0.06 0.04 6.53 107

Cl 60.4 51.6 38.9 3.10 17.3 381 157

Co 0.27 0.20 0.25 0.02 0.02 1.74 158

Cr 10.7 9.80 3.88 0.31 3.68 26.3 157

Cu 6.72 5.07 6.42 0.66 0.32 40.1 95

Fe 147 98.0 278 22.4 10.0 3301 154

Hg 0.04 0.03 0.02 0.00 0.01 0.10 40

I 0.99 0.68 0.79 0.06 0.13 3.87 146

In 0.06 0.01 0.30 0.03 0.00 2.18 101

K 204 107 300 25.1 5.37 1677 143

La 0.17 0.08 0.32 0.03 0.01 2.77 128

Mn 8.17 5.66 11.3 0.90 0.19 112 156

Na 93.8 42.3 151 12.6 1.66 860 143

Sb 5.39 2.04 7.76 0.63 0.10 37.2 151

Sc 0.03 0.01 0.09 0.01 0.00 0.97 131

Se 0.60 0.38 0.60 0.06 0.03 3.70 113

Sm 0.13 0.04 0.30 0.03 0.00 2.23 141

Ti 15.9 9.22 24.9 2.52 0.63 212 97

V 1.17 0.79 1.34 0.11 0.03 10.4 152

Zn 26.3 20.6 24.2 1.94 0.37 126 156

FPM

(㎍/m
3)

10.6 7.36 12.6 0.98 1.42 107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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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Statistical summary for elemental concentration(ng/m3) of

coarse fraction in rural area.

Elements Mean Median SD SE Min Max N

Al 335 225 439 33.2 2.04 3801 175

As 0.79 0.32 2.33 0.19 0.00 25.9 151

Ba 6.50 4.76 5.50 0.47 0.11 30.5 135

Br 10.2 6.40 14.7 1.31 0.04 92.8 126

Ca 305 163 798 65.1 31.5 9404 150

Ce 0.55 0.36 0.68 0.05 0.03 5.28 168

Cl 87.4 42.2 130 9.88 0.70 716 173

Co 0.17 0.12 0.17 0.01 0.00 0.85 146

Cr 7.27 7.74 5.12 0.40 0.15 52.9 166

Cu 4.35 3.24 3.42 0.41 0.03 14.4 69

Fe 256 163 316 23.9 11.6 2410 174

Hg 0.07 0.02 0.10 0.01 0.00 0.35 62

I 0.51 0.41 0.45 0.05 0.04 2.14 84

In 0.01 0.01 0.02 0.00 0.00 0.18 100

K 191 97.5 274 21.4 17.7 1675 163

La 0.26 0.16 0.31 0.03 0.00 1.88 155

Mn 5.99 3.71 7.70 0.58 0.13 60.4 175

Na 146 99.5 133 10.7 5.20 748 156

Sb 2.16 0.67 5.88 0.46 0.06 47.1 162

Sc 0.06 0.04 0.09 0.01 0.00 0.75 169

Se 0.25 0.16 0.32 0.04 0.01 2.61 81

Sm 0.14 0.08 0.18 0.01 0.00 0.99 157

Ti 27.3 17.5 35.2 2.86 2.65 260 151

V 0.76 0.55 0.82 0.06 0.05 5.95 165

Zn 10.4 7.33 9.61 0.73 0.96 57.9 173

CPM
(㎍/m3) 9.18 5.91 9.86 0.74 1.07 81.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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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Statistical summary for elemental concentration(ng/m3) of

            fine fraction in rural area.

Elements Mean Median SD SE Min Max N

BC

(㎍/m
3)

4.64 4.08 4.27 0.32 0.18 27.0 176

Al 123 79.8 171 12.9 2.49 1570 176

As 1.95 1.01 4.90 0.37 0.06 56.2 176

Ba 3.70 3.13 2.74 0.26 0.02 22.3 108

Br 15.6 7.01 21.1 1.87 0.03 124 127

Ca 99.3 70.7 160 33.3 8.46 768 23

Ce 0.23 0.16 0.25 0.02 0.03 1.98 152

Cl 51.4 42.9 31.2 2.35 1.42 230 175

Co 0.26 0.20 0.20 0.01 0.03 1.66 173

Cr 9.43 8.23 7.89 0.60 3.37 84.2 173

Cu 4.76 3.69 6.61 0.63 0.04 57.1 109

Fe 102 83.1 88.8 6.77 16.9 793 172

Hg 0.08 0.04 0.09 0.01 0.01 0.50 55

I 1.28 1.07 1.04 0.08 0.00 8.07 172

In 0.03 0.01 0.03 0.00 0.00 0.17 142

K 253 140 311 23.5 10.2 2155 175

La 0.14 0.09 0.14 0.01 0.01 0.84 160

Mn 4.49 3.73 3.45 0.26 0.01 24.3 173

Na 97.8 65.0 117 9.00 3.46 979 168

Sb 4.83 1.92 11.9 0.89 0.19 136 178

Sc 0.02 0.01 0.03 0.00 0.00 0.24 160

Se 0.66 0.53 0.44 0.04 0.02 2.09 151

Sm 0.11 0.04 0.23 0.02 0.00 2.20 170

Ti 12.6 8.11 14.8 1.35 1.57 105 120

V 0.93 0.83 0.58 0.04 0.03 3.76 175

Zn 22.0 18.5 13.7 1.04 2.38 63.3 173

FPM

(㎍/m3)
10.2 9.29 5.44 0.41 1.50 31.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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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Ratio of elemental concentration for coarse vs. fine fraction.

Elements
Industrial area Rural area

Coarse Fine C/F ratio Coarse Fine C/F ratio

Al 879 162 5.41 334 122 2.73

As 1.70 1.24 1.37 0.79 1.95 0.40

Ba 21.6 5.30 4.09 6.50 3.70 1.76

Br 13.9 11.1 1.25 10.1 15.6 0.65

Ca 653 210 3.10 305 99.31 3.08

Ce 1.43 0.29 4.88 0.55 0.23 2.43

Cl 192 60.4 3.18 87.4 51.4 1.70

Co 0.55 0.27 2.03 0.17 0.26 0.66

Cr 17.3 10.6 1.63 7.27 9.43 0.77

Cu 16.0 6.72 2.39 4.35 4.76 0.91

Fe 888 146 6.06 256 101 2.51

Hg 0.09 0.04 2.42 0.07 0.08 0.90

I 1.21 0.99 1.22 0.51 1.28 0.40

In 0.04 0.06 0.67 0.01 0.03 0.59

K 575 203 2.82 191 252 0.76

La 0.73 0.17 4.40 0.26 0.14 1.82

Mn 20.6 8.17 2.52 5.99 4.49 1.33

Na 408 93.7 4.35 145 97.7 1.49

Sb 9.16 5.39 1.70 2.16 4.83 0.45

Sc 0.16 0.03 6.26 0.06 0.02 3.04

Se 0.76 0.60 1.27 0.25 0.66 0.38

Sm 0.35 0.13 2.70 0.14 0.11 1.33

Ti 68.9 15.8 4.34 27.33 12.5 2.18

V 2.99 1.17 2.56 0.76 0.93 0.81

Zn 51.6 26.2 1.96 10.4 22.0 0.47

PM

(㎍/m
3)

27.5 10.6 2.58 9.18 10.2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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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Seasonal var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 for fine fraction

          in industrial area(ng/m
3) 

Elements
Spring Summer Fall Winte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l 362 598 83.4 125 95.3 154 96.7 89.4 

As 1.83 3.14 0.68 0.81 0.97 1.27 1.60 2.23 

Ba 6.05 7.02 4.43 3.23 5.76 6.00 4.81 3.04 

Br 12.9 16.7 7.84 9.38 7.02 10.1 18.0 16.9 

Ce 0.55 1.08 0.15 0.18 0.15 0.05 0.21 0.11 

Cl 66.4 57.8 45.9 13.8 67.2 34.3 69.2 35.6 

Co 0.30 0.26 0.22 0.18 0.26 0.20 0.32 0.37 

Cr 10.6 4.45 10.8 3.68 11.0 3.40 10.0 4.02 

Cu 5.51 2.94 5.55 4.69 7.72 7.05 9.07 10.2 

Fe 241 499 105 105 116 91.9 116 109 

Hg 0.046 0.029 0.033 0.025 0.041 0.022 0.032 0.009 

I 1.37 0.89 0.79 0.68 0.77 0.44 1.02 0.90 

In 0.029 0.030 0.148 0.506 0.014 0.011 0.024 0.024 

K 367 452 119 136 119 128 197 266 

La 0.32 0.52 0.07 0.08 0.08 0.07 0.16 0.21 

Mn 9.49 9.37 7.43 15.6 8.36 8.71 7.39 7.35 

Na 166 221 53.1 90.9 49.9 58.8 96.7 135 

Sb 4.10 5.10 3.91 6.64 9.10 11.2 5.22 6.48 

Sc 0.061 0.156 0.012 0.015 0.010 0.007 0.015 0.013 

Se 0.72 0.73 0.59 0.57 0.38 0.24 0.67 0.68 

Sm 0.33 0.52 0.03 0.03 0.04 0.05 0.10 0.11 

Ti 27.7 38.8 8.6 6.3 13.0 15.3 9.5 5.0 

V 1.62 1.49 1.17 1.56 0.68 0.53 1.14 1.20 

Zn 25.5 23.0 23.8 19.7 27.9 26.2 29.6 30.1 

BC
(㎍/m3) 5.49 2.64 6.15 2.69 7.54 5.91 6.72 6.64 

FPM
(㎍/m3) 14.6 19.8 9.00 7.93 8.03 5.96 1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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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6. Seasonal var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 for coarse  

             fraction in rural area (ng/m
3)

Elements
Spring Summer Fall Winte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l 715 676 134 130 209 182 279 191 

As 0.57 0.44 0.18 0.20 1.94 4.59 0.54 0.38 

Ba 8.64 6.78 3.15 1.81 7.26 5.78 5.51 3.21 

Br 1.35 1.46 16.3 19.4 16.8 15.6 4.31 4.14 

Ca 675 1424 111 70 167 119 189 129 

Ce 1.09 1.00 0.23 0.18 0.33 0.26 0.49 0.42 

Cl 119 149 39.0 66.4 97.8 163 106 119 

Co 0.28 0.20 0.04 0.04 0.18 0.19 0.14 0.08 

Cr 9.62 6.79 4.56 3.72 5.72 4.11 9.15 2.44 

Cu 4.92 3.96 2.78 1.94 5.56 4.14 3.86 2.55 

Fe 512 472 95.7 76.6 174 151 238 180 

Hg 0.04 0.04 0.15 0.14 0.03 0.04 0.04 0.04 

I 0.79 0.50 0.28 0.20 0.44 0.49 0.55 0.39 

In 0.02 0.02 0.01 0.00 0.02 0.01 0.02 0.03 

K 200 154 145 217 302 459 124 76.7 

La 0.31 0.23 0.13 0.12 0.38 0.54 0.21 0.14 

Mn 12.3 12.0 2.30 1.83 4.40 3.85 4.88 2.84 

Na 193 147 84 84 148 138 166 137 

Sb 0.97 0.80 1.35 4.62 5.08 10.44 1.48 1.23 

Sc 0.14 0.14 0.02 0.02 0.03 0.03 0.06 0.05 

Se 0.42 0.59 0.16 0.10 0.19 0.17 0.25 0.19 

Sm 0.17 0.12 0.06 0.05 0.23 0.31 0.12 0.11 

Ti 51.3 53.6 12.6 13.7 18.0 12.7 19.9 13.0 

V 1.44 1.23 0.31 0.21 0.47 0.38 0.74 0.36 

Zn 11.9 8.60 5.72 3.52 12.9 14.3 12.3 8.57 

CPM

(㎍/m3)
16.9 15.2 5.05 2.51 6.49 4.63 8.10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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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Seasonal var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 for fine fraction 

          in rural area (ng/m
3)

Elements
Spring Summer Fall Winte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l 242 278 48.8 36.2 77.0 60.1 129 102 

As 1.21 0.82 1.00 1.06 4.38 9.8 1.61 1.10 

Ba 3.78 2.65 2.56 1.09 3.63 2.00 4.72 3.99 

Br 7.80 13.3 19.8 19.9 26.2 30.1 8.85 9.09 

Ca 102 72.6 16.9 8.48 13.8 - 193 323 

Ce 0.41 0.38 0.11 0.05 0.14 0.08 0.23 0.15 

Cl 61.5 36.1 41.7 26.4 47.6 24.2 57.1 33.8 

Co 0.37 0.19 0.16 0.10 0.25 0.28 0.27 0.11 

Cr 9.22 2.74 9.28 8.76 10.2 12.5 9.13 3.52 

Cu 3.52 3.14 2.88 1.59 5.08 3.18 7.92 12.5 

Fe 171 137 53.6 26.1 83.9 42.9 106 50 

Hg 0.04 0.02 0.07 0.14 0.09 0.10 0.09 0.05 

I 1.51 0.90 0.79 0.52 1.33 1.46 1.63 1.01 

In 0.02 0.02 0.01 0.01 0.03 0.03 0.04 0.03 

K 240 310 248 333 340 381 183 141 

La 0.17 0.16 0.12 0.12 0.17 0.19 0.10 0.06 

Mn 6.09 5.04 2.59 1.52 4.59 2.92 5.23 2.45 

Na 127 154 90 114 85 109 83 54 

Sb 2.85 4.53 5.10 18.6 8.09 11.3 3.48 2.73 

Sc 0.04 0.04 0.01 0.01 0.01 0.01 0.02 0.01 

Se 0.62 0.37 0.57 0.44 0.61 0.40 0.84 0.50 

Sm 0.16 0.26 0.07 0.12 0.13 0.35 0.06 0.12 

Ti 17.2 17.7 8.77 12.2 7.94 3.79 13.6 17.1 

V 1.17 0.74 0.80 0.42 0.71 0.52 1.06 0.49 

Zn 19.5 11.2 16.8 11.7 26.4 16.2 27.5 12.9 

BC

(㎍/m3)
4.75 1.36 4.98 2.11 6.61 4.80 5.98 2.24 

FPM

(㎍/m
3)

10.9 4.97 8.82 4.46 9.30 5.86 12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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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8. Annual var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 for coarse  

             fraction in industrial area (ng/m
3)

Trends Elements
2000 2001 2002

mean SD mean SD mean SD

(A)

Al 819.4 767.2 783.9 427.4 1070.2 855.0 

As 1.5 2.2 1.1 1.2 2.8 2.2 

In 0.1 0.1 0.036 0.0 0.039 0.0 

Se 0.8 0.7 0.7 0.6 0.8 0.8 

V 3.5 7.3 2.2 1.2 2.7 2.1 

(B)

CPM

(㎍/m3)
25.1 22.4 24.5 14.8 34.7 26.7 

Br 12.4 13.6 6.7 5.0 24.2 22.6 

Ca 657.2 672.1 585.3 307.6 718.8 432.3 

Cl 136.7 207.0 269.6 301.1 219.2 244.7 

Cu 16.0 24.8 10.3 11.6 19.6 12.9 

I 1.2 1.1 1.1 0.5 1.3 1.2 

La 0.6 0.6 0.5 0.3 1.2 0.9 

Sb 4.9 6.3 4.1 3.9 23.4 19.3 

Ti 66.9 102.2 58.3 31.6 81.5 60.1 

Zn 45.7 46.8 44.2 43.9 68.3 46.7 

(C)

Ba 19.2 13.0 20.5 14.4 26.8 15.1 

Ce 1.2 1.3 1.3 0.8 1.9 2.3 

Co 0.5 0.5 0.5 0.3 0.7 0.5 

Cr 15.7 21.9 17.9 8.4 19.6 9.2 

Fe 763.1 694.4 814.2 503.5 1169.3 1071.8 

K 398.8 400.3 400.8 278.1 1117.3 885.7 

Mn 17.5 15.5 19.4 16.3 27.1 18.6 

Na 353.3 382.7 392.2 259.2 585.6 477.7 

Sc 0.1 0.2 0.1 0.1 0.2 0.3 

Sm 0.273 0.3 0.294 0.4 0.6 0.5 



- 298 -

Table 49. Annual var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 for fine fraction

in industrial area (ng/m
3)

Trends Elements
2000 2001 2002

mean SD mean SD mean SD

(A)

Ba 5.34 6.16 3.79 2.09 5.27 5.34 

Ce 0.41 0.96 0.18 0.07 0.20 0.22 

Fe 161 400 72.2 82.3 153 91.7 

Hg 0.04 0.03 0.03 0.02 0.04 0.02 

I 1.06 0.90 0.52 0.56 1.02 0.64 

FPM
(㎍/m3) 13.3 17.3 6.02 3.99 10.6 6.12 

Sc 0.03 0.12 0.01 0.01 0.02 0.02 

Se 0.76 0.73 0.35 0.31 0.46 0.46 

Ti 19.4 34.3 9.74 4.55 14.01 18.81 

V 1.36 1.38 0.47 0.45 1.14 1.56 

(B)

Al 162 422 52.6 54.8 185 340 

As 0.88 1.22 0.34 0.55 1.79 3.15 

BC
(㎍/m3) 6.15 4.54 4.38 2.85 7.33 5.09 

Co 0.28 0.31 0.14 0.09 0.30 0.18 

Cu 6.75 7.57 3.89 3.16 6.79 6.07 

K 142 221 52.5 60.1 293 393 

La 0.14 0.37 0.05 0.03 0.20 0.32 

Mn 6.79 7.59 3.81 5.52 10.74 16.69 

Na 69.8 122 28.3 25.3 138 209 

Sb 2.28 2.35 1.30 1.45 9.34 10.1 

Sm 0.13 0.32 0.05 0.06 0.15 0.37 

Zn 26.0 23.4 14.3 20.7 30.8 24.6 

(C)
Br 5.64 6.58 6.52 4.49 18.4 19.1 

Cl 49.4 43.2 55.3 30.7 72.4 33.5 

(D)
Cr 13.3 3.66 10.0 2.99 8.70 2.00 

In 0.12 0.44 0.12 0.00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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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0. Annual var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 for coarse  

             fraction in rural area (ng/m
3)

Trends Elements
2000 2001 2002

mean SD mean SD mean SD

(B)

As 0.45 0.43 0.36 0.31 1.92 4.52

Br 7.61 9.21 2.51 2.27 22.8 22.9

Ca 168 116 448 1503 438 452

In 0.02 0.03 0.01 0.01 0.02 0.02

Sm 0.12 0.16 0.10 0.11 0.23 0.25

V 0.59 0.46 0.59 0.55 1.26 1.30

(C)

Al 231 250 289 315 572 673

Ba 4.67 3.30 5.73 4.00 9.89 7.40

Ce 0.42 0.45 0.44 0.41 0.89 1.02

Cl 51 72.2 115 170 126 150

Co 0.14 0.13 0.20 0.18 0.19 0.21

Cr 5.42 4.29 7.25 1.78 10.4 6.90

Cu 2.77 2.16 3.41 2.32 5.42 3.86

Fe 186 206 206 198 438 476

I 0.34 0.27 0.50 0.46 0.61 0.49

K 109 112 120 101 460 448

La 0.18 0.18 0.20 0.17 0.49 0.50

Mn 3.76 3.90 4.83 5.08 11.2 11.7

Na 120 116 169 143 188 153

Sb 0.83 0.93 0.94 0.91 6.55 11.2

Sc 0.05 0.06 0.06 0.06 0.10 0.14

Se 0.21 0.21 0.21 0.18 0.28 0.40

Ti 19.3 18.2 23.2 21.3 42.5 54.1

Zn 8.00 6.16 8.50 6.25 16.74 14.0

PM

(㎍/m
3)

7.52 8.40 7.75 6.76 13.6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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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1. Annual variation of elemental concentration for fine fraction

           in rural area (ng/m
3)

Trends Elements
2000 2001 2002

mean SD mean SD mean SD

(A)

Ca 264 125 112 39.4 89.8 167

Cr 12.5 10.5 5.55 0.72 7.78 1.62

In 0.03 0.03 0.02 0.02 0.02 0.02

Se 0.70 0.45 0.58 0.39 0.66 0.46

(B)

Al 97 106 106 104 186 276

As 1.25 1.17 0.89 0.78 4.30 9.08

Br 9.45 9.97 4.44 2.75 34.1 29.4

Ce 0.21 0.19 0.20 0.18 0.27 0.35

Co 0.25 0.20 0.21 0.16 0.31 0.21

Fe 87.0 61.1 86.1 59.4 145 133

I 1.14 0.78 0.96 0.52 1.83 1.52

K 157 146 130 130 547 443

La 0.10 0.09 0.08 0.06 0.26 0.19

Mn 3.83 2.35 3.66 2.25 6.62 5.06

Na 79.0 85.0 73.5 48.9 174 192

Sb 2.43 2.44 1.82 1.35 12.3 21.5

Sm 0.09 0.21 0.04 0.09 0.18 0.33

Ti 11.8 11.3 10.2 7.34 15.1 20.8

V 0.90 0.47 0.74 0.49 1.19 0.75

Zn 20.0 12.6 17.9 10.1 29.9 15.6

PM 9.89 5.61 8.95 4.36 12.0 5.72

BC 5.03 2.19 4.49 1.13 7.38 4.24

(C)

Ba 3.44 1.69 3.63 1.95 3.98 3.72

Cl 42.1 24.4 48.6 21.7 72.5 40.4

Cu 3.79 1.62 4.12 7.26 5.97 8.65

Sc 0.02 0.02 0.02 0.02 0.03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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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lements in industrial area

Al As Br Ce Cl Cr Cu Fe I In K Mn Na Sb Sc Se Sm Ti V Zn CPM

Al 1.00 

As 0.58 1.00 

Br 0.03 0.29 1.00 

Ce 0.89 0.54 0.00 1.00 

Cl 0.24 0.18 0.06 0.23 1.00 

Cr 0.28 0.24 0.22 0.23 0.11 1.00 

Cu 0.20 0.21 0.05 0.13 0.11 0.10 1.00 

Fe 0.89 0.55 0.09 0.96 0.26 0.39 0.44 1.00 

I 0.65 0.41 0.04 0.51 0.27 0.35 0.20 0.54 1.00

In 0.36 0.23 0.09 0.35 0.13 0.07 0.05 0.34 0.37 1.00 

K 0.47 0.66 0.49 0.44 0.01 0.15 0.07 0.42 0.17 0.08 1.00 

Mn 0.85 0.56 0.12 0.75 0.29 0.37 0.31 0.84 0.68 0.37 0.38 1.00 

Na 0.46 0.54 0.30 0.50 0.46 0.16 0.04 0.44 0.31 0.12 0.73 0.38 1.00 

Sb 0.19 0.44 0.58 0.19 0.15 0.25 0.23 0.31 0.11 0.03 0.47 0.35 0.20 1.00 

Sc 0.87 0.53 0.03 0.99 0.24 0.21 0.24 0.95 0.46 0.33 0.41 0.71 0.50 0.14 1.00 

Se 0.36 0.24 0.01 0.24 0.11 0.37 0.22 0.33 0.50 0.27 0.07 0.48 0.06 0.11 0.21 1.00 

Sm 0.50 0.58 0.35 0.48 0.03 0.19 0.18 0.44 0.20 0.07 0.81 0.38 0.63 0.33 0.47 0.04 1.00 

Ti 0.67 0.36 0.01 0.69 0.28 0.19 0.44 0.69 0.45 0.34 0.36 0.65 0.52 0.11 0.70 0.24 0.40 1.00 

V 0.40 0.25 0.01 0.44 0.21 0.14 0.54 0.44 0.39 0.35 0.21 0.46 0.42 0.02 0.45 0.25 0.25 0.90 1.00 

Zn 0.59 0.54 0.20 0.46 0.20 0.35 0.70 0.59 0.64 0.29 0.26 0.79 0.24 0.39 0.40 0.57 0.24 0.35 0.29 1.00 

CPM 0.91 0.63 0.10 0.91 0.30 0.32 0.24 0.94 0.67 0.36 0.44 0.87 0.49 0.28 0.89 0.41 0.44 0.73 0.52 0.67 1.00 

(a) Coarse fraction

BC Al As Br Ce Cl Cr Cu Fe I In K Mn Na Sb Sc Se Sm Ti V Zn FPM

BC 1.00 

Al 0.13 1.00 

As 0.39 0.25 1.00 

Br 0.19 0.12 0.66 1.00 

Ce 0.07 0.83 0.06 0.08 1.00 

Cl 0.21 0.68 0.24 0.19 0.67 1.00 

Cr 0.21 0.28 0.06 0.22 0.42 0.21 1.00 

Cu 0.78 0.30 0.30 0.12 0.13 0.34 0.29 1.00 

Fe 0.14 0.86 0.18 0.01 0.96 0.74 0.40 0.54 1.00 

I 0.49 0.32 0.35 0.13 0.26 0.32 0.34 0.46 0.38 1.00 

In 0.06 0.05 0.08 0.04 0.02 0.09 0.04 0.37 0.04 0.09 1.00 

K 0.18 0.69 0.60 0.60 0.50 0.47 0.06 0.14 0.57 0.37 0.09 1.00 

Mn 0.40 0.56 0.28 0.18 0.35 0.49 0.22 0.59 0.53 0.37 0.05 0.49 1.00 

Na 0.24 0.68 0.56 0.61 0.51 0.55 0.16 0.20 0.59 0.39 0.09 0.89 0.60 1.00 

Sb 0.49 0.13 0.47 0.49 0.06 0.23 0.14 0.34 0.12 0.20 0.11 0.36 0.29 0.42 1.00 

Sc 0.04 0.85 0.08 0.05 0.98 0.68 0.35 0.21 0.97 0.28 0.03 0.53 0.39 0.52 0.02 1.00 

Se 0.36 0.26 0.18 0.12 0.33 0.02 0.47 0.43 0.53 0.54 0.03 0.20 0.45 0.14 0.02 0.42 1.00 

Sm 0.06 0.40 0.17 0.12 0.40 0.18 0.02 0.13 0.35 0.09 0.05 0.48 0.14 0.35 0.01 0.37 0.08 1.00 

Ti 0.04 0.98 0.13 0.01 0.86 0.69 0.34 0.26 0.87 0.21 0.03 0.62 0.74 0.61 0.00 0.88 0.22 0.37 1.00 

V 0.42 0.65 0.37 0.11 0.52 0.42 0.41 0.60 0.63 0.56 0.04 0.56 0.83 0.59 0.15 0.53 0.76 0.24 0.73 1.00 

Zn 0.55 0.42 0.38 0.11 0.33 0.55 0.39 0.66 0.52 0.58 0.10 0.39 0.69 0.45 0.41 0.35 0.59 0.04 0.35 0.71 1.00 

FPM 0.27 0.52 0.21 0.01 0.58 0.37 0.47 0.40 0.63 0.57 0.03 0.40 0.47 0.40 0.09 0.57 0.58 0.20 0.51 0.67 0.53 1.00 

(b) Fin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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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lements in rural area

Al As Br Ce Cl Cr Cu Fe I In K Mn Na Sb Sc Se Sm Ti V Zn CPM

Al 1.00 

As 0.18 1.00 

Br 0.15 0.40 1.00 

Ce 0.94 0.13 0.15 1.00 

Cl 0.22 0.10 0.07 0.17 1.00 

Cr 0.33 0.14 0.02 0.50 0.15 1.00 

Cu 0.37 0.36 0.41 0.33 0.02 0.09 1.00 

Fe 0.93 0.16 0.11 0.99 0.17 0.54 0.37 1.00 

I 0.30 0.09 0.09 0.28 0.12 0.27 0.47 0.32 1.00 

In 0.18 0.03 0.07 0.15 0.04 0.21 0.29 0.17 0.37 1.00 

K 0.40 0.60 0.70 0.35 0.06 0.23 0.67 0.42 0.27 0.04 1.00 

Mn 0.87 0.18 0.08 0.79 0.16 0.29 0.38 0.79 0.45 0.29 0.34 1.00 

Na 0.44 0.14 0.05 0.37 0.74 0.17 0.17 0.36 0.13 0.02 0.34 0.24 1.00 

Sb 0.15 0.43 0.66 0.12 0.01 0.12 0.68 0.20 0.33 0.12 0.79 0.21 0.15 1.00 

Sc 0.98 0.12 0.20 0.96 0.19 0.33 0.34 0.95 0.29 0.15 0.36 0.82 0.43 0.09 1.00 

Se 0.17 0.03 0.06 0.44 0.08 0.79 0.11 0.47 0.34 0.08 0.15 0.09 0.02 0.12 0.19 1.00 

Sm 0.45 0.54 0.36 0.39 0.07 0.20 0.69 0.44 0.29 0.10 0.70 0.35 0.29 0.56 0.44 0.12 1.00 

Ti 0.92 0.13 0.13 0.84 0.18 0.25 0.25 0.83 0.29 0.20 0.31 0.85 0.33 0.11 0.88 0.07 0.37 1.00 

V 0.85 0.14 0.11 0.81 0.12 0.46 0.40 0.82 0.47 0.32 0.31 0.92 0.26 0.16 0.82 0.29 0.34 0.84 1.00 

Zn 0.40 0.45 0.24 0.42 0.04 0.34 0.69 0.47 0.49 0.15 0.69 0.39 0.19 0.68 0.38 0.39 0.58 0.32 0.41 1.00 

CPM 0.92 0.16 0.05 0.91 0.19 0.33 0.44 0.91 0.31 0.34 0.47 0.79 0.40 0.22 0.95 0.24 0.47 0.81 0.79 0.44 1.00 

(a)Coarse fraction 

BC Al As Br Ce Cl Cr Cu Fe I In K Mn Na Sb Sc Se Sm Ti V Zn FPM

BC 1.00

Al 0.03 1.00 

As 0.28 0.02 1.00 

Br 0.64 0.13 0.39 1.00 

Ce 0.06 0.88 0.01 0.18 1.00 

Cl 0.29 0.51 0.08 0.26 0.45 1.00 

Cr 0.11 0.04 0.05 0.03 0.09 0.14 1.00 

Cu 0.19 0.28 0.11 0.26 0.24 0.63 0.02 1.00 

Fe 0.14 0.95 0.06 0.01 0.86 0.53 0.00 0.29 1.00 

I 0.47 0.27 0.17 0.15 0.19 0.34 0.02 0.18 0.33 1.00 

In 0.10 0.07 0.01 0.01 0.16 0.10 0.12 0.21 0.10 0.18 1.00 

K 0.49 0.17 0.43 0.70 0.09 0.24 0.09 0.06 0.23 0.41 0.14 1.00 

Mn 0.37 0.83 0.17 0.21 0.74 0.49 0.10 0.37 0.87 0.46 0.25 0.38 1.00 

Na 0.03 0.16 0.05 0.28 0.08 0.30 0.07 0.00 0.14 0.12 0.04 0.51 0.14 1.00 

Sb 0.50 0.05 0.25 0.71 0.07 0.05 0.06 0.04 0.03 0.16 0.02 0.49 0.16 0.13 1.00 

Sc 0.03 0.97 0.02 0.18 0.89 0.58 0.03 0.26 0.96 0.22 0.06 0.13 0.79 0.15 0.08 1.00 

Se 0.41 0.11 0.11 0.13 0.10 0.01 0.13 0.08 0.17 0.39 0.12 0.35 0.37 0.01 0.10 0.07 1.00 

Sm 0.17 0.11 0.20 0.32 0.33 0.13 0.09 0.03 0.17 0.09 0.06 0.38 0.20 0.22 0.19 0.13 0.19 1.00 

Ti 0.03 0.83 0.03 0.16 0.70 0.66 0.10 0.56 0.79 0.12 0.13 0.03 0.70 0.11 0.11 0.79 0.05 0.02 1.00 

V 0.38 0.59 0.15 0.09 0.54 0.28 0.03 0.19 0.61 0.54 0.11 0.37 0.74 0.09 0.13 0.55 0.51 0.11 0.46 1.00 

Zn 0.57 0.13 0.36 0.41 0.07 0.09 0.00 0.13 0.27 0.35 0.17 0.47 0.52 0.00 0.44 0.04 0.57 0.13 0.03 0.46 1.00 

FPM 0.54 0.41 0.18 0.22 0.33 0.18 0.08 0.21 0.47 0.55 0.16 0.42 0.62 0.04 0.22 0.33 0.70 0.16 0.35 0.74 0.62 1.00 

(a)Fin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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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First task of source identification of in fine fraction

              at industrial area

 Data Matrix: 278×24(Excluded Hg, Ca)

 SD matrix: Expanded uncertainty (95% confidence level)

No. of factor: 5 - 12

FPEAK: 0.000

EM: -14

Threshold outlier 
distance: 4

Number of "Repeats": 20

Pseudorandom 

"Seed":
1, 2, 3, 5, 7

Lims: 5.0, 1.0, 0.01

Chi-test: 1.0, 1.0, 0.3

Table  55. IAEA/RCA work plan 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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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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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IAEA/RCA work plan i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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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Evaluation for the PR3 of TC region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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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Results obtained from analysis of NIST SRM 1648 by INAA

Elements

NIST SRM 1648 Exp. value(mg/kg)
Relative 

Error(%)Certified 

value(mg/kg)
Mean RSD,%

 Ala 3.42±0.11 3.27 3.8 4.4

As 115±10 82 3.9 28.6

Ba (737)b 709 7.5 3.9

Br (500) 477 3.4 4.6

Ce (55) 45 4.8 18.1

Cla (0.45) 0.47 1.6 5.0

Co (18) 19 1.0 4.2

Cr 403±12 385 6.3 4.4

Cs (3) 3 1.3 2.8

Cu 609±27 523 3.6 14.1

 Fea 3.91±0.10 3.54 3.0 9.4

Hf (4.4) 3.6 3.1 17.3

In (1) 1 8.1 3.9

Ka 1.05±0.01 1.04 5.5 0.7

La (42) 34 2.8 19.4

Mg (0.8) 0.8 11.7 1.2

Mnc (860) 576 4.5 3.8

Naa 0.425±0.002 0.418 2.6 1.8

Rb (52) 50 7.9 4.0

Sb (45) 38 2.5 15.7

Sc (7) 6 3.6 19.3

Se 27±1 32 4.1 17.5

Sm (4.4) 3.1 3.8 28.6

Th (7.4) 7.0 2.8 4.9

Tia (0.4) 0.41 5.5 0.5

V 140±3 136 2.7 2.7

 Zna 0.476 0.436 3.8 8.5

       a
Expressed in percent, 

       b
Non-certified value, information only. 

       c
Analyzed with NIST SRM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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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9. Results obtained from analysis of NIST SRM 1649a by  

            ICP-MS

Elements

NIST SRM 1649a Exp. value(mg/kg)

Recovery(%)Certified 

value(mg/kg)
Mean RSD,%

As 67±2 57 15.3 85.1

Cr 211±6 167 18.6 79.1

Fe 29800±700 27152 2.0 91.1

Mg 9200±300 7813 1.3 84.9

Mn 237±8 225 11.1 94.9

Ni 166±7 151 6.3 90.9

Pb 12400±400 13048 1.5 105.2

Sb 29.9±0.7 21.7 16.7 72.5

V 345±13 270 20.5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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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0. Airborne concentrations of trace metals obtained by two

            technologies (ng/m3)

ICP-MS INAA

Ratio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No. of 

samples

Arithmetic 

mean
SD

No. of 

samples

Arithmetic 

mean
SD

Al
136(136)

b 1387 1271 136(136)b 1665 1862 1.20 0.76

As 13(13) 13.7 10.1 134(136) 3.15 2.26

Ba 131(132) 41.4 22.9 135(136) 43.3 24.6 1.05 0.85

Be 118(118) 0.08 0.05

Ca 128(128) 951 700

Cd 133(133) 2.40 1.64

Co 123(126) 1.47 0.92 135(136) 1.55 5.43 1.05 0.79

Cr 72(74) 27.9 18.9 135(135) 23.9 63.9 0.86 0.85

Cu 126(127) 111 121 134(136) 109 99.9 0.99 0.82

Fe 135(135) 1759 1168 136(136) 1729 4034 0.98 0.87

K 132(133) 859 574 134(136) 828 557 0.96 0.89

Mg 136(136) 461 453 131(132) 442 517 0.96 0.60

Mn 134(135) 57.7 39.4 136(136) 48.9 31.9 0.85 0.80

Na 108(109) 681 449 130(130) 757 499 1.11 0.79

Ni 118(120) 30.7 18.1

Pb 134(136) 204 173

Sb 135(136) 14.4 10.5 135(136) 13.1 10.9 0.91 0.93

Se 123(124) 1.50 1.36 136(136) 3.06 10.8 2.04 0.67

Si 107(108) 611 441

Ti 135(135) 56.9 42.2 136(136) 104 105 1 .8 3 0.84

V 38(38) 116 55.3 136(136) 5.52 3.70

Zn 127(128) 121 77.7 136(136) 195 547 1 .6 1 0.77

    a
Ratio = ratio of the means by INAA and ICP-MS analysis, respectively.

    b
Number of data prior to removing the OL sata sets; the OLs we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3σ from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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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A statistical summary of elemental concentration data

       in Daejeon 1st and 2nd industrial complexes (ng/㎥)

Mean Median SD SE Min Max N Na

Al 1666 1232 1863 160 153 16672 136 136
As 3.15 2.82 2.26 0.19 0.12 11.2 134 136
Ba 43.4 41.4 24.7 2.12 6.57 122 135 136

Beb 0.08 0.06 0.05 0.01 0.01 0.31 118 118
Br 25.4 20.5 17.7 1.53 2.63 80.4 133 136

Cab 952 803 701 61.9 254 5880 128 128
Cdb 2.40 2.10 1.64 0.14 0.19 8.00 133 133

Ce 2.08 1.62 1.69 0.15 0.22 9.64 135 136 
Cl 3017 2902 1404 128 8074 7100 121 122

Co 1.08 0.97 0.64 0.06 0.14 2.89 134 136
Cr 18.7 12.0 20.4 1.76 3.28 163 134 135

Cs 0.33 0.23 0.30 0.03 0.02 1.53 134 135 
Fe 1393 1161 949 81.7 175 5520 135 136
Hf 0.31 0.23 0.25 0.02 0.02 1.52 132 133 

I 6.89 5.55 4.62 0.40 1.00 24.2 131 133
In 0.07 0.05 0.07 0.01 0.004 0.28 129 132
K 828 651 558 48.2 83.8 2730 134 136

La 1.01 0.81 0.73 0.06 0.13 4.43 135 136
Lu 0.02 0.02 0.02 0.002 0.001 0.11 133 134 

Mg 443 318 518 45.3 23.7 4897 131 132
Mn 48.9 38.6 31.9 2.74 4.82 149 136 136
Na 758 587 500 43.8 163 3617 130 130
Nib 30.7 25.8 18.2 1.67 6.11 83.1 118 120

Pbb 204 155 174 15.0 9.06 813 134 136
Rb 4.83 3.78 3.83 0.33 0.18 19.1 135 136 
Sb 13.2 10.9 10.9 0.94 1.16 86.9 135 136
Sc 0.28 0.19 0.31 0.03 0.02 1.85 135 136 
Se 2.14 1.66 1.56 0.13 0.08 8.35 135 136
Sib 611 470 441 42.6 188 2507 107 108

Sm 0.14 0.10 0.15 0.01 0.01 1.05 136 136
Th 0.37 0.27 0.31 0.03 0.03 1.79 135 136 

Ti 104 74.3 105 9.04 14.1 897 136 136
V 5.52 5.04 3.70 0.32 0.39 32.1 136 136

Yb 0.06 0.04 0.06 0.01 0.003 0.39 131 132 
Zn 149 138 82.4 7.09 19.6 478 135 136

PM10
(㎍/㎥) 85.8 76.5 40.3 3.45 17.6 253 136 136

ratio(%) 11.3 11.6 3.93 0.34 1.41 31.2 136 136 
  a

Numbers of data prior to removing the OL data sets; the OLs we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3σ from the mean.
  bMeasured by ICP-MS; others measured by 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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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oncentration of 238U in underground water using direct method.

Code No.
U concentration, 

ng/ml
Statistics

TJ01 2.49 ± 0.73

TJ02 5.88 ± 0.73

TJ03 14.8 ±  2.4  Range : 2.49～77.2 

TJ04 16.2 ±  1.2  Arithmetic Mean : 33.1 ± 27.2 

TJ05 27.7 ±  2.8  Geometric Mean : 21.2 / 0.5 

TJ06 30.4 ±  6.0  Median : 27.7 

TJ07 58.7 ±  5.6  

TJ08 64.7 ±  2.5  

TJ09 77.2 ±  4.4  

CB01 3.66 ± 0.38

CB02 4.31 ± 0.37

CB03 5.42 ± 0.99  Range : 3.66～42.8 

CB04 7.83 ± 1.77  Arithmetic Mean : 16.3 ± 14.4 

CB05 13.0 ±  1.5  Geometric Mean : 11.3 / 0.4 

CB06 23.3 ±  2.7  Median : 10.4 

CB07 30.4 ±  2.3

CB08 42.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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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3. Analytical Results of U and Th in Standard Reference  

            Material and the Mixed Diet Sample by RNAA.

U

Sample

SRM Oyster Tissue

(Certified value : 

132 ± 12 ppb)

Mixed Diet Sample

Run No. 1 2 3 1 2 3

Analytical 

value (ppb) 
114 113 112 39.1 37.8 29.2

Counting 

error (%)
8.7 13.3 2.0 9.0 10 4.4

Mean±SD 113 ± 1 ppb 35.4 ± 4.4 ppb

Th

Sample

SRM Pine Needle

(Certified Value : 

37 ± 8 ppb)

Mixed Diet Sample

Run No. 1 2 1 2

Analytical 

Value(ppb)
33 37 3.2 3.6

Counting 

error (%)
1.5 1.8 3.1 2.8

Mean±SD 35 ± 3 ppb 3.4 ± 0.2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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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Average Consumption Frequency of Different Food Items for  

       a One Day Representative Mixed Diet of Adult Koreans and the

       Weight of Each Item to Prepare One Day of a Korean's  

       Representative Total Diet.

50's 40's 30's 20's overall

boiled rice 2.33 2.48 2.14 1.76 2.18 X 210g = 457.8g

kimch'i 2.20 2.64 2.40 1.81 2.26 X  60g = 135.7g

soybean paste stew

kimch'i stew

fish stew

seaweed soupl

broth (meat juice)

bean-sprout soup

bean curd stew

0.26  

0.36  

0.17  

0.21  

0.24  

0.10  

0.02

0.68   

0.30   

0.27   

0.07   

0.32   

0.20   

0.09   

0.60   

0.31   

0.17   

0.10   

0.29   

0.13   

0.08 

0.27   

0.23   

0.20   

0.12   

0.31   

0.07   

0.03     

0.45 X 180g = 81g

0.30 X 180g = 54g

0.20 X 180g = 36g

0.13 X 350g = 45.5g

0.29 X 350g = 101.5g

0.13 X 350g = 45.5g

0.06 X 180g = 10.8g

lamyeon

noodles with bean sauce

wheat noodles

noodles

Chinese-style hotchpotch

meat and Chinese noodles

0.10  

0.02  

0.00  

0.06  

0.00  

0.14  

0.11   

0.05   

0.02   

0.07   

0.04   

0.02   

0.14   

0.04   

0.00   

0.17   

0.01   

0.01    

0.24   

0.07   

0.04   

0.03   

0.02   

0.05   

0.15 X 120g = 18g

0.05 X 520g = 26g

0.02 X 750g = 15g

0.08 X 90g = 7.2g

0.02 X 790g = 15.8g

0.06 X 200g = 12g

pizza

hamburger, sandwiches

cake

pie

doughnut

table bread

0.02  

0.02  

0.06  

0.00  

0.04  

0.00    

0.00   

0.00   

0.04   

0.02   

0.02   

0.09     

0.00   

0.01   

0.02   

0.00   

0.01   

0.05     

0.05  

0.09   

0.01   

0.02   

0.01   

0.09     

0.02 X 200g = 4g

0.03 X 200g = 6g

0.03 X 100g = 3g

0.01 X 100g = 1g

0.02 X 100g = 2g

0.06 X 100g = 6g

cabbage

radish

Welsh onion

mushroom

bean sprouts

lettuce

garlic

red pepper

cucumber

sesame leaf

spinach

carrot

onion

pumpkin

broad bellflower

0.00  

0.18 

0.04  

0.06  

0.08 

0.04  

0.04  

0.02  

0.04  

0.12  

0.10  

0.10  

0.02  

0.02  

0.16    

0.02   

0.09   

0.05   

0.07   

0.09   

0.07   

0.04   

0.09   

0.09   

0.00   

0.21   

0.00   

0.00   

0.04   

0.00    

0.01   

0.24   

0.10   

0.01   

0.14  

0.14   

0.04   

0.08   

0.06   

0.07   

0.13   

0.01   

0.01   

0.01   

0.02   

0.12   

0.20   

0.05   

0.09   

0.13   

0.09   

0.04   

0.06   

0.16   

0.06   

0.09   

0.07   

0.07   

0.02   

0.05  

0.04 X 70g = 2.8g

0.18 X 70g = 12.6

0.06 X 20g = 1.2g

0.06 X 70g = 4.2g

0.11 X 70g = 7.7g

0.09 X 40g = 3.6g

0.04 X 10g = 0.4g

0.06 X 20g = 1.2g

0.09 X 70g = 6.3g

0.06 X 20g = 1.2g

0.13 X 70g = 9.1g

0.05 X 70g = 3.5g

0.03 X 40g = 1.2g

0.02 X 70g = 1.4g

0.06 X 70g = 4.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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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50's 40's 30's 20's overall

bean curd 0.31 0.86 0.46 0.37 0.50 X 80g = 40g

beef

pork

chicken

* egg

0.43  

0.20  

0.04  

0.30  

0.52   

0.38   

0.11   

0.38   

0.19   

0.44   

0.19   

0.71 

0.11   

0.37   

0.08   

0.49   

0.31 X 60g = 18.6g

0.35 X 60g = 21g

0.13 X 60g = 7.8g

0.47 X 50g = 23.5g

tuna 

mackerel

anchovy

cuttlefish

walleye pollack

mackerel pike

shellfish

fish ball

0.06  

0.18  

0.18  

0.04  

0.08  

0.00  

0.04  

0.00  

0.00   

0.30   

0.27   

0.02   

0.00   

0.04   

0.07   

0.02 

0.07   

0.18   

0.12   

0.06   

0.04   

0.00   

0.00   

0.12 

0.04   

0.07   

0.06   

0.16   

0.08   

0.01   

0.02   

0.05 

0.04 X 70g = 2.8g

0.18 X 70g = 12.6g

0.16 X 13g = 2.1g

0.07 X 70g = 4.9g

0.05 X 70g = 3.5g

0.01 X 70g = 0.7g

0.03 X 30g = 0.9g

0.05 X 50g = 2.5g

laver

brown seaweed

green layer

0.71  

0.06 

0.02 

0.95   

0.20   

0.04 

0.74   

0.08   

0.00 

0.42   

0.05   

0.04

0.71 X 3g = 2.1g

0.10 X 70g = 7g

0.03 X 70g = 2.1g

** milk 

icecream

yogurt

48.98 

0.00  

0.33  

140.18  

0.00   

0.34   

20.24  

0.04   

0.15   

96.19  

0.09   

0.26   

76.40

0.03 X 100g = 3g

0.27 X 180g = 48.6g

apple

persimmon

orange

pear

0.71  

0.51  

0.06  

0.06 

0.59   

0.30   

0.39   

0.05 

0.58   

0.10   

0.29   

0.10 

0.23   

0.09   

0.20   

0.05 

0.53 X 100g = 53g

0.25 X 100g = 25g

0.24 X 100g = 24g

0.07 X 100g =  7g

** beer

** distilled spirits

** raw rice wine

** refined rice wine

3.06  

21.43 

0.00  

6.12  

2.68  

13.39  

0.00   

0.00   

89.29  

63.93  

0.00   

4.76  

82.16  

31.49 

4.86  

0.86   

44.30

32.56

1.22

2.94

** coffee

** coke

** soft drink

** sweat rice drink

** orange juice

** adlay tea

** green tea

** tea

29  

6 

3 

6 

0  

2  

4  

0

50   

10.5 

3  

3  

10.5 

0   

4   

0

48   

16.5 

3  

0   

22.5 

0   

8   

1

77   

39   

7.5  

1.5  

10.5 

2   

3   

3

51

18

 4.5

 3

10.5

 1

 5

 1

      * Number

     ** Volume in ml



- 316 -

Table 65. Concentrations of U and Th in PM10 with sampling date.

Sampling date  U(ng/m3) Th(ng/m3)

2001-12-06 - 0.29

2001-12-14 0.41 0.31

2001-12-20 0.57 0.27

2001-12-27 0.13 0.38

2002-01-03 0.30 0.33

2002-01-10 0.03 0.31

2002-01-17 0.37 0.28

2002-01-24 0.17 0.30

2002-01-31 0.53 0.37

2002-02-07 0.62 0.36

2002-02-14 0.58 0.29

2002-02-21 0.12 0.35

2002-02-27 0.60 0.37

2002-03-07 0.57 0.30

2002-03-14 0.50 0.30

2002-03-21* 0.86 1.65

2002-03-22* 0.63 0.63

2002-03-28 0.24 0.32

2002-04-08* 0.47 0.86

2002-04-09* 0.18 0.50

2002-04-11 0.27 0.37

2002-04-12* 0.37 0.37

2002-04-14 0.28 0.36

 Mean ± SD** 0.40 ± 0.21 0.44 ± 0.30

 Mean ± SD** 

for normal days 0.37 ± 0.19 0.33 ± 0.03

Mean ± SD**

for yellow dust days 0.50 ± 0.26 0.80 ± 0.51

     * and ** indicate yellow dust day and standard devi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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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6. Results of annual internal exposure dose by U-238 and  

            Th-232 in PM10. 

Nuclide
Conc.

(ng/m3)

Effective 

Dose 

Coeff.

(Sv/Bq)

Activity(Bq)

Annual 

Internal 

Exposure

(nSv/year)

Annual Internal 

Exposure for 

normal days

(nSv/year)

Annual Internal 

Exposure for 

yellow dust  

days(nSv/year) 

U-238 0.398 1.60E-06 6.62E-04 1.06 0.93 1.33

Th-232 0.429 2.90E-05 5.79E-06 0.17 0.13 0.31

 Table 67. Analytical Results of NIST SRM 2709-Sanjoaquin Soil by 

INAA. (Unit : mg/kg)

Element Nuclide Certified Value
This work

(Mean ±SD)

Relative 

Error (%)

As As-76 17.7 ± 0.8 17.3 ± 0.21 -2.4

Au Au-198 (0.3) 0.23 ± 0.03 -22.7

Ba Ba-131 968 ± 40 1080 ± 64 11.6

Ce Ce-141 (42) 45.3 ± 0.4 7.9

Co Co-60 13.4 ± 0.7 14.0 ± 0.1 4.4

Cr Cr-51 130 ± 4 156 ± 1 19.8

Cs Cs-134 (5.3) 6.4 ± 0.1 20.8

Eu Eu-152 (0.9) 0.87 ± 0.03 -3.4

Fe Fe-59 35000 ± 1100 36000 ± 300 2.8

Hf Hf-181 (3.7) 4.51 ± 0.22 21.9

K K-42 20300 ± 600 20000 ± 900 -1.3

La La-140 (23) 24.0 ± 0.3 4.2

Na Na-24 11600 ± 300 11900 ± 30 2.2

Rb Rb-86 (96) 108 ± 7 12.9

Sb Sb-124 7.9 ± 0.6 8.0 ± 0.4 1.3

Sc Sc-46 (12) 12.6 ± 0.3 4.9

Sm Sm-153 (3.8) 3.86 ± 0.14 1.5

Th Pa-233 (11) 12.3 ± 0.2 12.2

Yb Yb-175 (1.6) 1.71 ± 0.21 7.1

Zn Zn-65 106 ± 3 116 ± 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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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8. NIST SRM 2711-Montana Soil by INAA(Unit : mg/kg)

Element Nuclide Certified Value
This work 

(Mean±SD)
Relative 

Error (%)

Ag Ag-110m 4.63 ± 0.39 5.31 ± 1.23 14.6

Al Al-28 65300 ± 900 65500 ± 1150 0.4

As As-76 105 ± 8 94.9 ± 3.5 -9.7

Au Au-198 (0.03) 0.027 ± 0.003 -8.8

Ba Ba-131 726 ± 38 836 ± 107 15.1

Br Br-82 (5) 4.86 ± 0.24 -2.8

Ca Ca-49 28800 ± 800 28700 ± 1200 -0.3

Ce Ce-141 (69) 74.6 ± 4.5 8.2

Co Co-60 (10) 10.3 ± 0.3 3.2

Cr Cr-51 (47) 54.4 ± 2 15.7

Cs Cs-134 (6.1) 7.56 ± 0.40 23.9

Eu Eu-152 (1.1) 1.14 ± 0.05 3.8

Fe Fe-59 28900 ± 600 29400 ± 1000 4.5

Hf Hf-181 (7.3) 8.73 ± 0.45 19.5

Hg Hg-203 6.25 ± 0.19 6.18 ± 0.45 -1.2

K K-42 24500 ± 800 25600 ± 1040 4.5

La La-140 (40) 40.1 ± 1.7 0.2

Mg Mg-27 10500 ± 300 10780 ± 870 2.7

Mn Mn-56 638 ± 28 654 ± 16 2.5

Na Na-24 11400 ± 300 11800 ± 450 3.9

Rb Rb-86 (110) 133 ± 12 20.9

Sb Sb-124 19.4 ± 1.8 19.3 ± 0.6 -0.7

Sc Sc-46 (9) 9.99 ± 0.28 11.0

Sm Sm-153 (5.9) 6.09 ± 0.25 3.2

Th Pa-233 (14) 15.6 ± 0.7 11.3

Ti Ti-51 3060 ± 230 3360 ± 260 10.0

V V-52 81.6 ± 2.9 87.8 ± 1.2 7.7

W W-187 (3) 3.29 ± 0.65 9.7

Yb Yb-175 (1.6) 1.71 ± 0.21 7.1

Zn Zn-65 106 ± 3 116 ± 7 9.8

Cl* Cl-38 2800 ± 100 3170 ± 80 13.3

Cu** Cu-66 609 ± 27 597 ± 4 -2.0

      Note : Values of Cl* and Cu** are resulted from NIST SRM 1649a-Urban Dust 

             and 1648-Urban Particulate Matt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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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Analytical condition of bottom ash using NAA.

Nuclide 

by 

Half-Life

 Sample 

Wt. (mg)

Irradiatio

n Time

Cooling

Time

Counting 

Time
Nuclides detected

Short 2 - 5 1 min.
10 

minutes
800 sec.

Al-28, Ba-139, Ca-49, 

Cl-38, Cu-66, Mg-27, 

Mn-56, Ti-51, V-52

Medium 

and Long
50 - 100 1 hrs.

7 - 8 

days

5000 

sec.

As-76, Au-198, 

Ba-131, 

Br-82, K-42, La-140, 

Na-24, Sm-153, 

W-187, Yb-175

longer 

than

 15 days

8000 

sec.

Ag-110m, Ce-141, 

Co-60, Cr-51, Cs-134, 

Eu-152, Fe-59, Hf-181, 

Rb-86, Sb-124, Sc-46, 

Ta-182, Tb-160, 

Pa-233, Zn-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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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0. Analytical results of bottom ash by INAA(Unit : mg/kg)

Elements
August

(Mean±SD)

September

(Mean±SD)

October

(Mean±SD)

November

(Mean±SD)

December

(Mean±SD)

Monthly

Mean±SD

Ag 8.36 ± 5.15 26.0 ± 37.8 5.37 ± 0.70 5.63 ± 1.61 3.29 ± 0.42 9.73 ± 9.28

Al(%) 3.51 ± 0.85 4.04 ± 0.99 3.79 ± 0.42 4.11 ± 0.71 3.48 ± 0.16 3.79 ± 0.29

As 17.8 ± 3.2 19.4 ± 2.2 22.2 ± 3.7 24.2 ± 2.3 35.2 ± 3.8 23.8 ± 6.9

Au 0.50 ± 0.54 1.09 ± 1.56 0.48 ± 0.42 0.54 ± 0.36 0.28 ± 0.08 0.58 ± 0.30

Ba(%) 0.16 ± 0.01 0.18 ± 0.01 0.15 ± 0.01 0.15 ± 0.01 0.09 ± 0.01 0.15 ± 0.03

Br 25.7 ± 1.2 46.9 ± 1.0 38.6 ± 1.4 45.8 ± 4.1 36.3 ± 4.8 38.7 ± 8.6

Ca(%) 20.2 ± 0.8 21.0 ± 2.3 20.8 ± 2.3 18.7 ± 1.9 18.6 ± 1.4 19.9 ± 1.1

Ce 41.7 ± 16.2 27.2 ± 4.5 35.4 ± 17.8 26.4 ± 4.1 30.1 ± 3.3 32.2 ± 6.4

Cl(%) 2.55 ± 0.22 2.87 ± 0.27 2.57 ± 0.45 2.51 ± 0.27 1.91 ± 0.09 2.48 ± 0.35

Co 34.2 ± 6.9 84.2 ± 59.6 104 ± 92 112 ± 97 32.9 ± 15.3 73.4 ± 37.8

Cr 470 ± 69 815 ± 92 677 ± 47 751 ± 78 387 ± 82 620 ± 183

Cs 0.76 ± 0.13 0.64 ± 0.08 0.69 ± 0.21 0.67 ± 0.12 0.84 ± 0.17 0.72 ± 0.08

Cu(%) 0.32 ± 0.07 0.25 ± 0.08 0.35 ± 0.15 0.48 ± 0.54 0.17 ± 0.06 0.31 ± 0.11

Eu 0.64 ± 0.06 0.82 ± 0.10 0.72 ± 0.05 0.74 ± 0.09 0.79 ± 0.19 0.74 ± 0.07

Fe(%) 4.36 ± 0.26 4.94 ± 0.45 4.90 ± 0.16 5.21 ± 0.43 4.37 ± 0.24 4.76 ± 0.37

Hf 2.49 ± 0.29 2.03 ± 0.16 2.50 ± 0.77 1.94 ± 0.22 2.14 ± 0.33 2.22 ± 0.26

K(%) 1.11 ± 0.16 1.09 ± 0.22 1.52 ± 0.33 1.21 ± 0.18 1.06 ± 0.05 1.20 ± 0.19

La 27.0 ± 10.3 18.6 ± 2.3 29.8 ± 24.3 20.2 ± 2.8 21.0 ± 3.0 23.3 ± 4.8

Mg(%) 2.00 ± 0.26 1.89 ± 0.37 1.94 ± 0.33 1.50 ± 0.17 1.62 ± 0.23 1.79 ± 0.22

Mn(%) 0.19 ± 0.04 0.41 ± 0.12 0.30 ± 0.16 0.27 ± 0.11 0.13 ± 0.03 0.26 ± 0.11

Na(%) 2.06 ± 0.07 1.81 ± 0.07 1.99 ± 0.05 1.92 ± 0.07 2.46 ± 0.07 2.05 ± 0.25

Rb 30.2 ± 3.8 26.0 ± 3.3 31.5 ± 6.3 24.7 ± 5.0 26.4 ± 5.3 27.8 ± 3.0

Sb 87.8 ± 10.0 112 ± 5 102 ± 15 165 ± 62 103 ± 12 115 ± 29

Sc 2.06 ± 0.06 1.95 ± 0.05 1.93 ± 0.10 1.87 ± 0.11 1.99 ± 0.05 1.96 ± 0.07

Sm 1.90 ± 0.51 1.57 ± 0.22 1.67 ± 0.19 1.48 ± 0.07 1.88 ± 0.06 1.70 ± 0.18

Ta 3.16 ± 1.43 3.70 ± 1.38 2.89 ± 0.96 14.2 ± 24.3 2.47 ± 1.29 5.29 ± 5.01

Tb 0.57 ± 0.10 0.79 ± 0.13 0.69 ± 0.15 0.60 ± 0.14 0.56 ± 0.11 0.64 ± 0.10

Th 4.06 ± 0.50 5.02 ± 1.59 3.70 ± 0.68 3.28 ± 0.23 3.78 ± 0.32 3.97 ± 0.65

Ti(%) 0.79 ± 0.07 0.98 ± 0.14 1.00 ± 0.13 1.09 ± 0.26 0.78 ± 0.12 0.93 ± 0.14

V 15.4 ± 2.7 18.0 ± 11.4 22.8 ± 5.6 16.2 ± 9.9 17.6 ± 4.2 18.0 ± 2.9

W 44.8 ± 74.9 19.2 ± 10.5 13.6 ± 1.7 16.2 ± 4.4 15.1 ± 8.9 21.8 ± 13.1

Yb 0.53 ± 0.06 0.53 ± 0.05 0.63 ± 0.15 0.56 ± 0.10 0.65 ± 0.11 0.58 ± 0.06

Zn(%) 0.49 ± 0.03 0.97 ± 0.08 0.75 ± 0.02 0.78 ± 0.04 0.55 ± 0.05 0.71 ±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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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Analytical conditions for the detection of nuclides

Weight *Tirrad Tcool Tcount Nuclides

5g 1m 5min 500s
27

Al, 
51

Ti, 
28

Mg, 
52

V, 
66

Cu

40min 500s
49

Ca, 
38

Cl

120min 500s
56

Mn

10g 30m 2day 2,000s
24

Na, 
76

As, 
99

Mo, 
82

Br, 
140

La, 
198

Au, 

42
K, 

153
Sm, 

187
W, 

72
Ga, 

115
Cd

20day 4,000s
124

Sb, 
59

Fe, 
51

Cr, 
181

Hf, 
203

Hg, 
60

Co, 

65
Zn, 

134
Cs, 

152
Eu, 

131
Ba, 

46
Sc, 

141
Ce, 

86
Rb, 

233
Pa(Th)

 *.Tirrad, Tcool and Tcount are Irradiation, cooling and counting period, respectively.

Table 72. Analytical Results of five synthetic RMs by NAA(mg/kg)      

 RM
*

value
**

Al Ca Mg Zn Cr Fe

 RM-1      mean 5810 8210 8540 9750 16700 31100

RSD 1.7 1.68 1.01 2.32 0.88 1.2

 RM-2 mean 650 931 934 945 3140 5880

RSD 3.17 2.78 2.21 2.35 3.8 3.9

 RM-3 mean 103 104 98.2 102 586 1200

RSD 1.63 2.86 1.51 2.07 5.4 2.5

 RM-4 mean 43.9 11.2 17.1 12 104 216

RSD 1.0 2.16 3.24 2.3 1.6 1.8

 RM-5 mean 37.2 0.15 4.39 0.82 17 42

RSD 0.658 3.21 2.17 4.75 6.9 2.1

* RM : popropylene powder에 6개성분을 함유하는 5종의 첨가시약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extruder를 이용하여 안정화, 균질화시켜 제작한 무기성분  

       분석용 기 물질들임.

** mean : 각 기 물질별로 5회 반복한 실험 값의 평균값

    RSD : 5회 반복한 평균값이 갖는 상 표 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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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Analytical conditions for the soil and crop

Sample Weight *Tirrad Tcool Tcount Nuclides

Soil 100mg 20min 2day 1,500s 24Na, 76As, 82Br, 140La, 42K, 

                                            153
Sm, 

159
Gd

20day 3,000s 59Fe, 51Cr, 60Co, 65Zn, 134Cs, 

                                            152
Eu, 

46
Sc, 

141
Ce, 

233
Pa(Th), 

                                            86
Rb, 

181
Ta, 

160
Tb, 

169
Yb, 

182
Hf,  

                                            177Lu

Crop 200mg 30min 2day 2,000s
24

Na, 
76

As, 
82

Br, 
140

La, 
42

K, 

                                            153Sm, 49Ca

20day 4,000s
59

Fe, 
51

Cr, 
60

Co, 
65

Zn, 
134

Cs, 

                                            152Eu, 46Sc, 141Ce, 233Pa(Th),  

                                            86
Rb

 *.Tirrad, Tcool and Tcount are Irradiation, cooling and counting perio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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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Analytical results of various SRM by NAA

                  (NIST-1633a, USGS-BIR-1)            (unit : ppm)

Element
      NIS T -1 633a                 U S G S -B IR-1        

NIS T T his w ork U S G S T his w ork

Al(% ) 1 4.3± 1 .0 1 3.5± 1 .3 8.20± 0.08 8 .46± 0.68

As 1 45± 1 5 1 30± 4 (0.4 4) -

B a 1 500 1 48 0± 1 60 (6) -

B r (2.3) 2.1 ± 0.5 - -

C a(% ) 1 .1 1 ± 0.01 1 .01 ± 0.1 0 9.50± 0.08 9 .14 ± 0.05

C e 1 80 1 99 ± 7 2± 0.4 -

C o 4 6 4 3± 1 52± 2 51 .2± 0.9

C r 1 96± 6 1 98 ± 6 37 0± 8 39 5± 8

C s 1 1 - - -

C u 1 18 ± 3 - 125± 4 -

Dy (1 5.6± 1 .2) 1 5.3± 2.6 - -

Eu 4 4 .6± 0.4 0.55± 0.05 0.66± 0.10

F e(% ) 9 .4 0± 0.1 0 9 .4 5± 0.1 5 7.9 0± 0.08 7 .78 ± 0.12

H f 8 7 .5± 0.8 0.6± 0.08 0.54 ± 0.08

In (0.1 58± 0.005) 0.1 4 6± 0.032 - -

K(% ) 1 .8 8 ± 0.06 1 .8 6± 0.22 0.0025± 0.002 0.0024± 0.0002

L a (8 4± 8) 7 6.2± 1 .5 - -

M g (% ) 0.4 55± 0.001 - 5.8 5± 0.047 5.72± 0.57

M n 1 79 ± 8 1 75± 1 2 1350± 23 1 320± 1 00

Na 1 700± 1 00 1 650± 1 00 13300± 330 1 2500± 1 70

Nd (7 4± 10) - 2.5± 0.7 2.7± 0.4

Rb 1 31 ± 2 1 42± 1 4 - -

S b 6.8 ± 0.4 6.9 ± 0.6 (0.58) 0.54 ± 0.12

S c 4 0 39± 3 44 ± 1 4 1 ± 0.4

S e 1 0.3± 0.6 - - -

S m (1 7.0± 1 .5) 21± 3 (1.1 ) 1 .3± 0.1

S r 8 30± 30 7 60± 1 00 11 0± 2 1 24± 37

T a (2.0± 0.2) 2.1 ± 0.1 - -

T h 24.7 ± 0.3 28.4 ± 1 .0 - 1 .4± 0.2

T i 8 000 7 900± 1 200 0.58± 0.01 0.56± 0.10

U 1 0.2± 0.1 1 0.0± 1 .4 - -

V 297 ± 6 252± 28 31 0± 1 1 28 0± 30

Y b (7 .4 ± 0.7) 7 .2± 1 .2 1.7 ± 0.1 2.1± 0.2

Z n 220± 1 0 205± 4 0 70± 9 7 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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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Continued.(USGS-MAG-1 and USGS-RGM-1)               

                                                     (unit :ppm)

Ele

ment  

          U S G S -M AG -1                    U S G S -RG M -1     

U S G S T his w ork U S G S T his w ork

Al(% ) 8 .68 ± 0.1 5 8 .74 ± 0.69 7 .25± 0.10 7.51± 0.59

As 9 .2 - 3.0± 0.4 2.6± 0.7

B a 4 80± 4 1 533± 69 8 1 0± 46 870± 1 9 0

B r 250 24 5± 4 1 .3± 0.1 1.3± 0.5

C a(% ) 0.9 8 ± 0.07 0.88± 0.11 0.82± 0.05 0.73± 0.1 0

C e 8 8± 9 8 1 ± 3 47± 4 46.3± 2.3

C o 20± 1.6 20.9 ± 0.7 2.0± 0.2 2.0± 0.3

C r 9 7± 8 1 04± 5 3.7 2.7± 0.3

C s 8 .6± 0.7 7 .7± 0.7 9.6± 0.6 9.3± 0.4

C u 30± 3 - 1 2± 1 .4 -

Dy 5.2± 0.3 - 4 .1± 0.1 5.7 8 ± 0.9 8

Eu 1 .6± 0.14 1 .65± 0.18 0.66± 0.08 0.62± 0.09

F e(% ) 4 .7 6± 0.4 2 4 .50± 0.08 1 .30± 0.02 1.23± 0.04

H f 3.7 ± 0.5 3.7± 0.5 - 6.2± 0.4

K(% ) 2.9 5± 0.1 4 2.72± 0.22 3.57 ± 0.08 3.73± 0.30

L a 4 3± 4 39 .4 ± 0.9 24 ± 1 .1 22± 0.7

M g (% ) 1 .8 1 ± 0.06 - 0.17 ± 0.02 -

M n 7 59 ± 7 0 7 53± 59 28 0± 30 307± 27

Na(% ) 2.8 4 ± 0.08 2.73± 0.03 3.02± 0.11 3.10± 0.25

Nd 38± 5 - 1 9 ± 1 -

Rb 1 50± 6 1 67± 13 1 50± 8 150± 20

S b 0.9 6± 0.1 1 .0± 0.3 1 .3± 0.1 1.1± 0.1 5

S c 1 7± 1 1 6.± 0.2 4 .4± 0.3 4.7± 0.1

S m 7 .5± 0.6 7 .0± 0.2 4 .3± 0.3 3.9± 0.1

Sn 3.6 - 4.1± 0.4 -

S r 1 50± 1 5 - 1 1 0± 10 -

T a 1 .1 - 0.95± 0.1 -

T h 1 2± 1 1 2.7 ± 0.6 1 5± 1 .3 13.6± 0.5

Ti 0.45± 0.04 0.43± 0.04 0.16± 0.01 0.15± 0.03

U 2.7 ± 0.3 - 5.8± 0.5 5.8± 0.58

V 1 40± 6 1 34± 10 1 3± 2 -

Y b 2.6± 0.3 2.8± 0.7 - -

Z n 1 30± 6 1 28± 25 32 27± 4

Z r 1 30± 1 3 - 22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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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4. Continued.(USGS-SDO-1 and USGS-SGR-1)   (unit :ppm)

Element
     S G S -S DO -1                   U S G S -S G R-1      

U S G S T his w ork U S G S T his w ork

Al(% ) 6.4 9± 0.1 2 7 .02± 0.55 3.45± 0.11 3.4 2± 0.27

As 68 .5± 8.6 7 3± 1 6 67 ± 5 67 .4 ± 2.6

B a 39 7 ± 38 4 04± 24 29 0± 40 246± 4 4

C a(% ) 0.7 5± 0.033 0.69± 0.15 5.99± 0.12 5.90± 0.05

C e 79 .3± 7.8 7 4 .7 ± 2.8 36± 4 41.9± 2.2

C o 46.8± 6.3 4 6.0± 1 .2 1 2± 1 .5 11.1± 0.6

C r 66.4± 7.6 66.2± 3.5 30± 3 34± 2

C s 6.9 ± 1 .2 6.3± 1.3 5.2± 0.3 5.2± 0.5

C u 60.2± 9.6 - 66± 9 -

Dy 6.0± 0.65 6.99 ± 0.70 1 .9 -

Eu 1.6± 0.22 1 .5± 0.1 7 0.56± 0.09 0.62± 0.1 4

F e(% ) 6.53± 0.1 5 6.08 ± 0.10 2.12± 0.10 2.02± 0.05

H f 4.7 ± 0.7 5 4 .3± 0.4 1 .4± 0.1 4 -

K(% ) 2.7 8± 0.05 2.31 ± 0.48 1 .38 ± 0.08 1.51± 0.1 2

L a 38 .5± 4.4 37 .5± 1 .1 20± 1 .8 17 .8± 0.6

M g (% ) 0.9 3± 0.023 - 2.68 ± 0.12 -

M n 330± 4 0 326± 25 267± 34 249± 1 9

Na(% ) 0.28± 0.019 0.27 ± 0.02 2.22± 0.10 2.20± 0.02

Rb 126± 3.9 1 1 6± 8.7 - 73± 7

S b (4.1 -4.8 ) 3.4± 0.33 3.4± 0.5 3.9± 0.8

S c 13.2± 1.5 1 0.6± 0.15 4 .6± 0.7 4.7± 0.1

S e (1.9 -6.8 ) - 3.5 4.9± 0.7

S m 7.7 ± 0.1 8 7 .2± 0.2 2.7± 0.3 2.9± 0.1

Sn 3.7± 1.2 4.7± 2.5 1.9 -

S r 75.1± 11 .0 - 4 20± 30 -

T h - 8 .91 ± 0.53 4 .8± 0.21 5.4± 0.3

Ti(%) 0.43±0.019 0.40±0.096 0.38±0.04 0.33±0.03

U 48 .8± 6.5 4 7 .4 ± 3.5 5.4± 0.4 6.5± 1.1

V 160± 21 1 4 6± 19 1 30± 6 114± 1 2

Y b 3.4 ± 0.4 6 4 .3± 0.8 0.94 1.02± 0.1 0

Z n 64 .1± 6.9 62.8 ± 9 .4 7 4 ± 9 71± 1 4

Z r 165± 24 1 4 7± 18 53 4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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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4. Continued.(USGS-GXR-1)          (unit : ppm)

Element U S G S T his w ork Element U S G S T his w ork

Ag 1 7 1 2± 2 F e(% ) 1.8 6 1.8 0± 0.05

Al(% ) 1 7 .5 1 9.4 ± 1 .5 H g 2.9 2.9 ± 0.3

As 25 21± 2 K(% ) 1.37 1.7 1± 0.1 6

Au 0.036 0.038± 0.003 L a 25.6 24 .9± 0.5

B a 2240 238 0± 240 M n 1000 1050± 80

B r (3.2) 2.8 ± 0.4 Na(% ) 0.56 0.56± 0.01

C a(% ) 0.93 0.8 8 ± 0.1 3 Rb 78 86± 1 6

C d 4 .1 5.5± 1 .3 S b - 26± 2

C e 51 .4 51.5± 2.1 S c 6.8 8 6.4 2± 0.1 1

C o 8 .6 8 .63 S m - 4.0± 0.1

C r 36 4 7± 3 T h 8.8 9.2± 0.4

Cs 5.2 5.6±0.7 U 2.9 2.7±0.6

C u 7 6 -              V 52 52± 5

Eu - 0.8 9 ± 0.1 0      Z n 530 48 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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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5. Analytical results of soil in the test field by NAA       

                                                         (mg/kg)

P oint S m B r As Na K L a G d C e Y b L u T h

1-upper 7.65 10.5 12.9 2510 19800 49.5 6.62 121 3.54 0.455 21.0

1-lower 8.13 6.48 9.52 2050 22200 55.4 4.46 141 3.64 0.358 26.1

2-upper 7.30 8.99 11.0 2010 21900 50.4 <1.84 118 2.71 0.288 21.5 

2-lower 7.40 10.1 10.3 1720 19700 51.7 5.30 131 2.53 0.38 23.7

3-upper 6.72 9.11 11.4 2850 20200 42.8 3.81 112 3.23 0.233 19.5

3-lower 6.46 7.18 12.9 2650 18700 42.9 <1.84 109 2.52 0.372 19.5

4-upper 7.25 4.59 16.0 3960 18900 47.9 3.15 116 3.16 0.382 19.9

4-lower 7.49 2.45 15.3 4490 18600 48.8 <1.85 108 3.88 0.444 17.6

5-upper 6.49 7.12 17.2 3350 17900 42.5 4.06 104 3.35 0.222 17.3

5-lower 6.31 6.45 15.1 3430 17500 41.2 <1.85 101 3.25 0.221 16.7

6-upper 7.03 5.38 13.8 4270 17500 48.0 5.27 104 2.56 <0.036 17.9

6-lower 6.86 5.76 19.0 4830 18200 45.6 6.73 101 3.25 0.036 16.6

7-upper 7.17 5.34 17.3 5030 20900 46.8 <1.84 106 3.23 0.458 17.7

7-lower 6.80 4.58 17.9 4950 19600 46.3 <1.83 112 3.06 0.369 19.4

min 6.31 2.45 9.52 1720 17500 41.2 3.15 101 2.52 0.221 16.6

max 8.13 10.5 19.0 5030 22200 55.4 6.73 141 3.88 0.458 26.1

P oint C r H f C s T b S c Rb F e Z n T a C o Eu

1-upper 114 14.7 5.20 0.498 14.5 99.0 43200 70.5 1.73 16.9 1.49

1-lower 84.7 12.1 4.97 0.518 12.4 120 38600 41.4 <0.11 14.5 1.54

2-upper 103 14.6 4.38 0.636 14.4 114 45100 96.8 1.17 17.1 1.35

2-lower 99.9 13.5 4.58 <0.084 13.7 86.3 42000 49.6 <0.11 16.1 1.39

3-upper 94.3 11.9 5.36 <0.084 13.7 110 42000 66.7 1.69 17.1 1.38

3-lower 106 14.6 4.38 0.475 13.7 124 41900 79.2 1.15 16.4 1.47

4-upper 106 12.4 6.63 <0.084 14.9 135 43000 82.8 1.36 18.0 1.62

4-lower 89.7 11.5 6.11 <0.14 14.5 119 40100 67.5 1.44 17.0 1.66

5-upper 88.1 14.4 5.74 <0.14 13.4 111 39600 99.5 1.78 16.5 1.27

5-lower 85.9 10.5 5.20 1.52 13.2 106 39500 133 1.05 17.9 1.31

6-upper 82.8 11.3 5.72 1.31 13.4 164 39000 96.1 1.06 17.1 1.43

6-lower 90.2 10.9 6.54 <0.14 14.4 132 42100 66.5 1.76 21.0 1.17

7-upper 92.9 11.3 7.47 0.967 14.6 152 41600 113 1.24 17.9 1.39

7-lower 89.3 12.1 6.79 <0.14 14.6 127 42100 94.8 <0.11 20.0 1.36

min 82.8 10.5 4.38 0.475 12.4 86.3 38600 41.4 1.05 14.5 1.17

max 114 14.7 7.47 1.52 14.9 164 45100 133 1.78 21.0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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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6. Mean concentration in soil of the control farm field (mg/kg)

성 분 콩 기 뿌 리 고 추 잎 씨 고 구 마 들 깨

A l 28 0 8 60 67 0 21 0 29 0 1 50 1 4 2 37 4

F e 1 7 0 37 0 4 4 0 24 0 1 7 0 1 7 0 1 31 261

C a 4 300 1 1 4 00 4 300 7 60 1 7 1 00 4 8 0 67 00 1 5200

M g 3300 21 00 7 60 1 4 00 57 00 27 00 2500 2200

K 1 8 200 1 21 00 68 00 1 8 300 21 9 00 8 1 00 4 4 600 20300

N a 37 . 0 21 0 9 51 1 05 58 .0 4 9 . 0 7 1 . 0 8 8 .0

T i 8 .00 33. 0 31 . 0 7 1 .0 1 4 .0 8 .00 7 .00 1 6.0

M n 34 . 0 61 . 0 4 0. 0 30.0 227 51 . 0 1 35 59 4

P 5600 1 1 00 64 0 31 00 4 000 61 00 28 00 28 00

B a 8 .00 24 . 0 1 8 . 0 5.00 21 .0 2.00 1 9 . 0 58 .0

C o 0.1 0 0.1 7 0.4 9 0.21 1 . 1 6 0.39 0.1 2 0.57

C r 0.29 1 .1 1 .1 1 0.34 0. 59 0.51 0.4 8 0.54

N i 4 .1 0 4 .20 1 .7 0 3.00 2. 00 3.7 0 2.1 0 5.1 0

S r 1 2. 0 4 0. 0 23. 0 2.00 31 .0 < 1 25. 0 29 .0

C u 20. 0 1 5. 0 1 5. 0 1 8 .0 66.0 20. 0 9 .00 1 3.0

P b 4 .00 5.00 9 .00 3.00 1 0.0 6.00 < 1 < 1

Z n 9 4 . 0 38 . 0 1 6. 0 30.0 8 8 .0 50. 0 1 0. 0 7 9 .0

B r 3.00 20. 0 1 1 . 0 8 .00 54 .0 3.00 1 21 34 .0

S c 0.01 4 0.08 3 0.1 1 4 0.007 0. 022 0.004 0.01 0.029

Rb 6.63 4 .8 1 5.9 7 20.0 27 .2 8 .1 6 50. 9 7 .59

T h 0.05 0.206 0.1 7 5 0.04 8 0. 08 7 - 0.055 0.07

S m 0.01 7 0.1 1 0.1 7 0.032 0. 07 5 0.01 0.025 0.361

L a 0.1 52 0.9 1 5 1 .26 0.225 1 . 06 0.07 1 0.562 8 .09

C e - 1 .63 2.08 0.7 1 9 1 . 03 - 0.622 4 .8 1

Eu 0.01 1 0.023 0.067 0.02 0. 027 0.01 4 0.1 5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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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7. Elements in crop components from control farm field (mg/kg)

 

Element Mean RSD Element Mean RSD

Si 314000 0.91 Pb 33.9 8.2

Al 74000 3.4 Zn 82.6 29

Fe 43800 2.3 Sn 5.04 3.1

Ca 2880 20 As 14.2 21

Mg 7040 14 Br 6.72 34

K 20700 4.4 Hf 12.5 12

Na 4850 25 Cs 5.65 16

Ti 5910 5.3 Sc 13.9 5.1

Mn 863 16 Rb 121 16

P 409 10 Ta 1.40 20

Ba 547 13 Th 19.5 14

Be 2.09 6.0 Sm 7.08 7.2

Co 17.4 9.2 La 47.1 8.4

Cr 94.8 10 Gd 4.92 26

Mo 4.54 5.0 Ce 113 10

Ni 30.9 6.8 Yb 3.08 12

Sr 63.9 20 Lu 0.32 37

V 93.2 7.7 Tb 0.85 50

Cu 20.0 5.9 Eu 1.42 9.4

Nb 24.0 7.1 Cd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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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7. Continued

성분 녹두 무우 무우잎 옥수수 땅콩 마늘 마늘 기

Al 53.0 1600 1700 250 520 2800 140 2000

Fe 147 460 800 43.0 240 1400 36.0 910

Ca 851 13900 5000 140 1100 9900 530 8200

Mg 1900 2900 8300 1600 2200 2200 790 2000

K 13400 26300 33400 6000 7700 17500 18800 17100

Na 47.0 2100 1400 14.0 34.0 360 100 180

Ti 5.00 76.0 121 17.0 46.0 218 14.0 154

Mn 25.0 93.0 94.0 12.0 24.0 114 7.00 134

P 5100 4300 4600 3400 2900 2400 4500 2200

Ba 67.0 19.0 26.0 1.00 22.0 57.0 4.00 20.0

Co 0.07 0.574 0.498 0.043 0.454 0.650 - 0.859

Cr 0.37 1.80 5.88 0.741 0.339 5.83 0.453 7.33

Ni 4.00 <1 <1 <1 3.70 <1 <1 <1

Sr 3.00 37.0 27.0 2.00 4.00 41.0 4.00 24.0

Cu 9.00 2.00 6.00 <1 13.0 6.00 1.00 8.00

Pb <1 <5 <5 <5 <5 <5 <5 <5

Zn 56.0 14.0 42.0 21.0 10.0 12.0 20.0 15.0

As - - - 0.004 0.023 - 0.013 0.242

Br 3.00 8.28 9.53 0.370 0.208 1.62 0.018 2.25

Sc - 0.099 0.115 - 0.091 0.313 0.001 0.249

Rb 13.5 9.50 11.8 1.70 7.93 8.49 - 6.46

Th - - - - - - - -

Sm - 0.072 0.08 - 0.069 0.265 0.118 0.329

La 0.037 1.24 1.00 0.503 1.69 2.90 0.112 5.13

Ce - 0.814 0.893 0.907 2.35 4.18 0.196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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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8. Uptake rate of important elements on crop compartments

            from soil in control farm field.(%)

콩 기 뿌리 고추 잎 씨 고구마 들깨

P 1369 269 156 758 978 1491 685 685

K 88 58 33 88 106 39 215 98

Ca 149 396 149 26 594 17 233 528

Mg 47 30 11 20 81 38 36 31

Fe 0.4 0.8 1.0 0.5 0.4 0.4 0.3 0.6

Mn 3.9 7.1 4.6 3.5 26.3 5.9 15.6 68.8

Zn 114 46 19 36 107 61 12 96

Cu 100 75 75 90 330 100 45 65

Ni 13.3 13.6 5.5 9.7 6.5 12.0 6.8 16.5

Pb 11.8 14.7 26.5 8.8 29.5 17.7 - -

Ba 1.5 4.4 3.3 0.9 3.8 0.4 3.5 10.6

Cr 0.3 1.2 1.2 0.4 0.6 0.5 0.5 0.6

Co 0.6 1.0 2.8 1.2 6.7 2.2 0.7 3.3

녹두 무우 무우잎 옥수수 땅콩 마늘 마늘 기

P 1247 1051 1125 831 709 587 1100 538

K 65 127 161 29 37 85 91 83

Ca 30 483 174 5 38 344 18 285

Mg 27 41 118 23 31 31 11 28

Fe 0.3 1.1 1.8 0.1 0.5 3.2 0.1 2.1

Mn 2.9 10.8 10.9 1.4 2.8 13.2 0.8 15.5

Zn 68 17 51 25 12 15 24 18

Cu 45 10 30 - 65 30 5 40

Ni 12.9 - - - 12.0 - - -

Pb - - - - - - - -

Ba 12.2 3.5 4.8 0.2 4.0 10.4 0.7 3.7

Cr 0.4 1.9 6.2 0.8 0.4 6.1 0.5 7.7

Co 0.4 3.3 2.9 0.2 2.6 3.7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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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9. Crop compartments of large UR values for important elements

       * Min.과 Max.는 UR값  최소와 최  값을 각각 의미.

Elements Crop compartments of large UR Min. Max.
*

P 고추씨, 콩, 녹두, 무잎, 마늘 100 1490

K 고구마 기, 무잎, 무, 고추잎, 들깨잎 98 215

Ca 고추잎, 들깨잎, 무, , 마늘 기 285 594

Mg 무잎, 고추잎, 콩, 무, 고추씨 38 118

Fe , 마늘 기, 무잎, 무, 들깨잎 0.6 3.2

Mn 들깨, 고추잎, 고구마 기, 마늘 기, 13 68

Zn 콩, 고추잎, 들깨잎, 논두, 무잎 51 114

Co 고추잎, 마늘 기, , 들깨잎, 무 3.3 6.7

Cu 고추잎, 콩, 고추씨, 고추, 들깨잎(땅콩) 65 330

Ni 들깨잎, 콩, 녹두, 땅콩, 고추씨 12 16

Pb 고추잎, 고추씨, 콩, 고추 8.5 29.5

Ba 녹두, 들깨잎, , 무잎, 땅콩 4 12.2

Cr 마늘 기, 무잎, , 무 1.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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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0. Elements of root soil of rice at ten abandoned mine areas

                                                           (mg/kg)

산 보양 수복 천보 칠용 구 덕곡 삼 결성
평 균  

RSD

Si 291000 282000 305000 285000 328000 252000 288000 273000 290000 294000

Al 82000 84900 70400 94400 65500 125000 79600 87300 85200 90500

Fe 40600 42200 36600 37100 25900 47800 41800 46900 44800 40500

Ca 3900 6300 7600 4500 3100 3500 5800 7700 7000 5500

Mg 7400 8500 12100 6000 4900 9200 9300 14700 8600 6200

K 24800 26400 24600 25400 25800 37200 27800 27300 30600 30000

Na 2400 5300 2600 6400 2900 4700 5900 6100 7300 5600

Ti 5700 5400 5300 4600 4700 5000 6400 5900 6000 5300

Mn 400 300 400 500 200 500 400 500 700 600

P 1200 800 2000 700 500 400 1100 1600 1000 600

Ba 610 761 622 491 483 1254 662 775 1275 647

Be <1 <1 <1 <1 <1 1.00 <1 <1 <1 <1

Co 15.5 14.4 13.6 14.7 8.57 21.8 13.7 19.6 21.0 15.4

Cr 113 116 88.2 102 98.7 113 110 195 90.7 62.8

Mo <1 <1 <1 <1 <1 6.00 <1 <1 <1 <1

Ni 58.0 54.0 45.0 47.0 36.0 71.0 50.0 80.0 55.0 37.0

Sr 73.0 111 89.0 79.0 64.0 109 110 128 357 99.0

V 88.0 79.0 101 75.0 77.0 79.0 73.0 98.0 101 84.0

Cu 26.0 17.0 28.0 23.0 18.0 16.0 11.0 24.0 23.0 17.0

Nb 39.0 38.0 38.0 37.0 27.0 37.0 46.0 42.0 47.0 42.0

Pb 27.0 26.0 23.0 34.0 24.0 39.0 26.0 29.0 31.0 30.0

Zn 180 160 234 141 85.2 95.5 227 394 165 124

Zr 66.0 52.0 76.0 80.0 67.0 59.0 60.0 73.0 83.0 93.0

As 6.25 15.8 10.8 68.1 24.5 12.4 14.0 44.9 81.6 8.91

Br 12.8 15.7 8.82 8.80 12.9 <4.0 11.5 10.6 10.3 7.97

Hf 12.6 17.0 9.43 10.9 13.9 17.1 20.4 10.7 16.7 15.9

Cs 5.96 4.30 6.54 5.87 6.28 4.18 4.89 5.17 4.22 9.10

Sc 13.8 15.0 12.9 12.1 11.1 10.6 14.8 15.1 14.3 13.7

Rb 126 110 124 138 119 192 179 136 133 164

Ta   1.72 1.29 2.99 2.35 1.70 1.13 2.40 2.00 2.01 1.86

Th 26.1 27.1 16.8 24.3 20.1 53.9 44.0 21.7 21.1 24.9

Sm 9.48 9.09 6.54 9.52 7.27 13.7 15.5 8.44 9.86 8.84

La 68.3 69.6 44.3 65.8 51.7 119 116 63.3 74.2 60.9

Ce 149 146 97.5 138 108 234 248 132 160 129

Yb    3.24 3.36 3.34 3.94 3.42 2.88 2.88 3.06 3.37 3.43

Lu 0.34 0.44 0.49 0.43 0.44 0.48 0.52 0.29 0.65 0.46

Tb   1.33 1.55 1.08 2.13 1.80 1.98 2.26 1.52 1.72 <0.3

Eu 1.32 1.42 1.37 1.25 1.21 2.44 1.52 1.43 1.99 1.47

288800 7

86480  19

40420  16

5490   31

8690   34

27990  14

4920   35

5430   11

450    32

990    51

758    37

1.0    0

16     25

109    31

6.0    0

53     26

122    70

86     13

20     26

39     14

29     17

181    50

71     18

29     94

11     22

14     24

5.7    26

13     12

142    19

2.0    29

28     42

10     28

73     34

154    32

3.3    10

0.5    21

1.8    22

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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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Analytical condition of hair for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rradiatio

n time

Cooling

time

Counting 

time
Nuclide detected

Short-lived

nuclides
10 min

5-10 min 300 sec 28Al, 49Ca, 66Cu, 27Mg, 37S, 52V

0.5-1 hr 800 sec 38Cl, 56Mn, 128 I, 87mSr, 139Ba

Long-lived 

nuclides
3 hr

1-2 day 1000 sec 24Na, 42K, 82Br, 76As, 122Sb, 69mZn

7-10 day 4000 sec 75Se, 203Hg, 51Cr, 59Fe, 60Co

Table 82. Analytical Results of human hair, CRM by NAA

Element
Certified value 

(㎍/g)

This work (㎍/g) Relative

Range Mean S.D. error(%)

Zn 189±8 175 ～ 183 179 4  5.3

Se 0.58±0.05 0.43 ～ 0.66 0.55 0.16  5.2

Cr 4.77±0.38 4.52 ～ 4.85 4.69 0.17  1.7

Mg 105±6 82.2 ～ 127 100 24  4.8

Mn 2.94±0.20 2.48 ～ 2.76 2.59 0.15 11.9

As 0.59±0.07 0.48 ～ 0.72 0.62 0.13  5.1

Ca 1090±72 917 ～ 999 957 41 12.2

Fe 71.2±6.6 60.0 ～ 70.7 66.9 6.0  6.0

Cu 23.0±1.4 20.9 ～ 24.0 22.7 1.6  1.3

Sr 4.19±0.14 2.86 ～ 6.33 4.68 1.74 11.7

Na 266±12 249 ～ 275 258 14  3.0

Al 13.3±2.3 13.5 ～ 18.3 16.0 2.4 20.3

Hg 2.16±0.21 1.39 ～ 1.68 1.57 0.16 27.3

Co 0.135±0.008 0.113 ～ 0.153 0.131 0.020  3.0

Br *[0.602] 0.512 ～ 0.604 0.568 0.049

Sb *[0.21] 0.191 ～ 0.216 0.207 0.014

S *[46900] 50100 ～ 58860 54190 4409

Ba *[5.41] 6.60 ～ 7.24 6.97 0.33

I *[0.875] 0.859 ～1.01 0.953 0.082

V *[0.069] 0.041 ～ 0.065 0.054 0.012

Cl *[152] 147 ～ 158 151 6

* 
[  ] : refere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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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3. Analytical results of hair with washing time. (unit : ㎍/g)

Element
Sample

number

Non-

washed

1min 

washed

3min 

washed

5min 

washed

7min 

washed

10min 

washed

Na

# 1 41.2±1.0 9.32±0.57 6.44±0.49 4.40±0.29 7.46±0.55 9.49±0.65

# 2 855±2 5.69±0.12 5.36±0.11 5.22±0.11 9.28±0.20 6.72±0.15

# 3 540±2 42.8±0.3 32.0±0.3 30.9±0.2 30.2±0.2 27.3±0.2

Cl

# 1 449±4 266±3 231±2 196±2 232±3 209±3

# 2 160±1 70.5±2.6 26.6±1.6 24.4±0.6 31.0±3.4 27.1±2.8

# 3 2950±24 1387±10 1299±10 1063±8 1095±9 1083±8

K

# 1 26.9±1.7 10.4±1.1 8.81±1.27 3.96±0.48 9.24±1.36 5.95±1.24

# 2 55.2±14.7 < 5.0 < 5.0 < 5.0 < 5.0 < 5.0

# 3 763±23 79.2±4.6 60.6±4.0 58.2±4.1 66.9±3.7 52.2±4.1

Br

# 1 1.09±0.20 0.94±0.12 0.93±0.09 0.80±0.12 0.91±0.12 0.88±0.10

# 2 47.9±0.7 33.2±0.2 34.4±0.2 34.7±0.3 33.2±0.3 35.2±0.3

# 3 12.0±0.5 8.40±0.15 8.19±0.13 8.45±0.09 7.45±0.13 7.14±0.13

Ca

# 1 614±42 420±18 393±16 508±26 458±19 372±18

# 2 6278±112 4834±301 5275±111 5311±64 4937±116 5017±109

# 3 377±82 263±52 212±54 276±33 258±50 220±58

I

# 1 25.0±0.4 20.6±0.2 19.3±0.2 19.8±0.2 20.2±0.3 18.6±0.2

# 2 < 1.0 < 1.0 < 1.0 < 1.0 < 1.0 < 1.0

# 3 4.26±0.45 4.60±0.33 4.02±0.29 3.63±0.20 3.50±0.27 3.89±0.25

Al

# 1 9.16±0.88 6.29±0.29 7.54±0.24 8.80±0.56 8.20±0.22 8.56±0.28

# 2 14.7±1.3 13.6±0.6 14.7±0.6 14.4±0.5 13.2±0.5 12.9±0.5

# 3 15.8±2.6 8.26±1.24 10.0±1.0 11.6±0.9 10.7±0.6 10.3±0.8

Cu

# 1 10.5±3.1 14.8±0.7 14.2±0.6 19.5±1.0 18.7±0.6 14.0±0.6

# 2 55.6±4.6 53.9±1.8 48.8±1.7 50.3±1.1 65.1±2.0 64.4±1.7

# 3 16.9±4.2 10.8±2.6 12.1±2.1 9.93±1.92 13.4±1.5 14.4±1.8

Mg

# 1 52.8±21.9 56.4±9.8 53.0±8.3 59.3±12.2 47.3±9.8 55.9±8.6

# 2 529±63 344±24 404±24 391±14 367±25 339±21

# 3 48.2±13.5 47.9±8.2 44.1±8.5 50.7±29.1 41.1±5.4 35.2±6.0

S(%)

# 1 5.42±0.33 4.98±0.16 4.38±0.13 4.41±0.24 4.48±0.14 4.09±0.14

# 2 6.46±0.40 4.10±0.28 4.40±0.27 5.00±0.18 4.42±0.29 4.06±0.26

# 3 4.54±0.78 4.51±0.53 4.82±0.48 4.83±0.29 4.91±0.36 5.20±0.43

Mn

# 1 0.13±0.01 0.10±0.04 0.16±0.03 0.12±0.01 0.13±0.01 0.15±0.06

# 2 1.30±0.13 1.02±0.06 1.62±0.06 1.05±0.03 1.27±0.06 1.20±0.05

# 3 0.38±0.04 0.34±0.13 0.35±0.02 0.34±0.02 0.39±0.02 0.37±0.02

Zn

# 1 232±22 223±22 209±16 219±9 217±16 194±34

# 2 196±33 213±10 202±10 192±11 193±11 214±9

# 3 104±20 101±5 102±5 105±6 105±5 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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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4. Variation of the elemental concentration with position.

(unit : ㎍/g)

Element Sample number Front Side Top Behind
Po.De.

(%)

I

#1 4.93±0.10 1.31±0.13 4.53±0.10 0.702±0.111 75.7

#2 25.7±0.2 17.5±0.2 25.2±0.3 10.8±0.2 35.7

#3 1.17±0.13 0.335±0.161 0.546±0.035 < 0.3 68.6

Pe.deviation(%) 125 151 131 151

Na

#1 4.62±0.11 6.43±0.10 5.15±0.10 7.23±0.12 20.3

#2 6.42±0.10 8.87±0.15 9.35±0.15 8.87±0.15 15.8

#3 3.92±0.07 13.1±0.2 11.6±0.1 15.6±0.1 45.5
**Pe.deviation(%) 25.9 35.6 37.6 42.0

Cl

#1 271±3 679±4 272±3 554±4 46.3

#2 45.3±1.6 345±5 481±6 570±7 20.1

#3 386±5 1470±11 268±2 1204±6 71.5

Pe.deviation(%) 24.9 69.5 35.8 47.8

As

#1 0.032±0.011 0.064±0.010 0.036±0.010 0.064±0.014 35.5

#2 0.044±0.007 0.088±0.014 0.093±0.013 0.109±0.014 33.3

#3 0.051±0.007 0.087±0.012 0.053±0.009 0.050±0.010 29.7

Pe.deviation(%) 22.7 17.0 48.2 41.5

Ca

#1 429±14 401±21 559±16 417±23 16.1

#2 971±29 332±22 476±6 400±32 53.3

#3 438±19 232±18 374±11 337±20 25.0

Pe.deviation(%) 50.7 26.4 19.7 11.0

Cu

#1 27.8±0.6 19.6±1.0 32.3±0.6 25.1±1.0 20.3

#2 20.2±0.7 12.1±1.0 21.1±1.2 13.7±1.4 27.0

#3 25.3±0.8 17.2±1.4 13.6±0.3 19.7±1.1 25.0

Pe.deviation(%) 15.9 23.5 42.1 29.2

Al

#1 4.83±0.17 3.72±0.34 4.55±0.14 6.00±0.27 19.7

#2 6.79±0.24 9.12±0.32 4.66±0.37 9.15±0.57 29.0

#3 3.91±0.23 4.20±0.52 1.95±0.08 5.78±0.38 39.7

Pe.deviation(%) 28.4 52.6 41.2 27.0

Mn

#1 0.477±0.008 0.094±0.006 0.277±0.006 0.118±0.006 73.2

#2 0.274±0.031 0.148±0.057 0.137±0.014 0.254±0.106 34.8

#3 2.32±0.2 0.157±0.016 0.599±0.030 0.199±0.008 125

Pe.deviation(%) 110 25.6 70.2 35.9

Zn

#1 137±7 187±6 199±7 164±7 15.9

#2 203±5 158±6 244±7 165±7 20.6

#3 135±4 133±7 196±6 116±5 24.2

Pe.deviation(%) 24.4 17.0 12.6 18.9

S

#1 51610±1233 54160±1950 54390±1213 49250±1862 4.6

#2 47030±1651 46120±1826 53550±2201 56910±2680 10.2

#3 49440±1518 48950±1992 50103±1785 50730±1801 1.6

Pe.deviation(%) 4.64 8.20 4.31 7.77

*Po. De. : positional deviation       **Pe. deviation : personal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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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5. Normal ranges or tolerated limit values for trace elements 

           in human hair (unit : ㎍/g)

Element Doctor's data MineraLab
Clinice-Centro de

Medicina Avancada

Total group in

Korea(Mean)

Al 2.9 - 82.5 20 - 40 < 17.0 1.2 - 162 (23.2)

As < 0.4 2.0 - 3.0 < 1.10 0.01 - 26.4 (0.979)

Ca 204 - 712 200 - 600 220 - 1600 124 - 5259 (1252)

Cr 0.80 - 1.25 0.50 - 1.50 0.011 - 0.370 0.10 - 28.0 (3.07)

Cu 17 - 67 12 - 35 5.48 - 40.0 0.12 - 181 (18.3)

K 4.2 - 40 75 - 180 5 - 40 0.4 - 570 (49.4)

Mg 29 - 137 25 - 75 20 - 130 0.002 - 1.60 (166)

Mn 0.62 - 1.97 1.0 - 10 0.070 - 1.00 0.04 - 29.4 (1.58)

Na 346 - 1080 150 - 350 10 - 130 0.9 - 682 (91.8)

Zn 104 - 288 160 - 240 142 - 248 6 - 828 (257)

Cd < 1.6 1.0 - 2.0 < 0.750 --

Co not established 0.20 - 1.00 0.004 - 0.300 0.01 - 4.10 (0.574)

Fe 21 - 50 20 - 50 5.46 - 13.7 2.0 - 590 (88.6)

Hg < 3.0 2.5 - 5.0 < 1.30 0.36 - 9.20 (2.04)

Mo 0.59 - 2.55 0.1 - 1.0 0.04 - 0.32 --

Se 0.08 - 0.64 3.0 - 6.0 0.20 - 5.46 0.01 - 12.0 (1.13)

V not established 0.5 - 1.0 0.07 - 0.30 --

Table 86. Elemental distribution in hair sample of officers and workers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ficers group (㎍/g) Workers group (㎍/g) Worker/

OfficerO-1 O-2 O-3 O-4 O-5 Mean W-1 W-2 W-3 W-4 W-5 Mean

Al 4.35 5.12 4.08 3.28 4.21 9.73 10.2 11.8 12.9 11.5 11.2 2.66

As 0.051 0.052 0.061 0.055 0.882 0.882 16.0

Ca 1001 1235 372 630 493 746 776 1102 1161 1391 1078 1102 1.48

Cr 0.282 0.499 0.286 0.517 0.191 0.355 1.02 1.94 0.992 0.758 0.363 1.02 2.87

Cu 28.8 19.4 15.0 17.4 12.5 18.6 9.29 9.05 10.4 10.0 5.63 8.87 0.48

I 1.43 0.329 4.32 1.22 1.84 1.83 0.997 0.141 0.569 0.31

Mg 399 132 59.2 47.1 91.0 146 134 126 185 133 230 162 1.11

Mn 5.63 1.30 0.089 0.153 0.044 1.44 2.59 2.20 1.24 1.02 0.762 1.56 1.08

Na 4.77 73.7 24.3 14.9 3.96 24.3 20.3 23.2 11.2 6.55 15.1 15.3 0.63

S 45351 41508 45918 46161 46134 45014 43470 52080 56895 52345 51825 51323 1.14

Zn 162 169 176 200 206 183 220 206 258 253 233 23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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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7. Evaluation for the analytical data by NAA of short-lived     

           nuclides in NIST SRMs (unit : ㎍/g)

Short-lived element Ca Mg Mn Cu Sr Cl

SRM

1566b

(Oyster

Tissue)

Certified V.±SD 838±20 1085±23 18.5±0.2 71.6±1.6 5140±100

Mean±SD 900±87 1239±108 18.8±0.5 70.1±9.1 5595±89

Relative Error(%) 7.41 14.19 1.65 -2.07 8.86

Z-score 0.7 1.4 0.6 0.2 2.0

Total Uncertainty(%) 7.84 10.16 4.28 9.77 3.67

SRM

1486

(Bone

Meal)

Certified V.±SD 26.6±0.2 4660±170 [1.0] [0.8] 264±7

Mean±SD(%) 26.1±0.2 4853±135 1.00±0.14 294±18 244±21

Relative Error(%) -1.81 4.14 [1.00] 11.36

Z-score 1.4 0.9 1.6

Total Uncertainty(%) 3.49 4.42 14.1 6.77 8.69

    * [  ] : reference or information values

Table 88. Evaluation for the analytical data by NAA of long-lived      

           nuclides in NIST SRMs (unit : ㎍/g)

Long-lived element K Na Fe Zn Co Rb Th As Se

SRM

1566b

(Oyster

Tissue)

Mean

±SD

7087

±953

3377

±457

199

±2

1434

±22

0.369

±0.008

3.45

±0.35

0.039

±0.004

7.20

±0.87

2.23

±0.10

Certified V.

±SD

6520

±90

3297

±53

206

±7

1424

±46

0.371

±0.009

3.26

±0.15

0.037

±0.004

7.65

±0.65

2.06

±0.15

Relative 

Error(%)
8.71 2.43 -3.43 0.70 -0.66 5.66 5.51 -5.84 8.37

Z-score 0.59 0.17 0.99 0.19 0.20 0.49 0.35 0.41 0.96

Uncertainty

(%)
7.21 6.99 3.94 3.84 3.81 7.34 12.3 7.98 5.89

SRM

8414

(Bovine

Muscle)

Mean

±SD

15995

±513

2130

±58

73.2

±2.3

157

±2

0.007

±0.002

32.5

±0.2

Certified V.

±SD

15170

±370

2100

±80

71.2

±9.2

142

±14

0.007

±0.003

28.7

±3.5

Relative 

Error(%)
5.44 1.43 2.81 10.6 1.00 13.2

Z-score 1.3 1.3 0.2 1.0 0.03 1.1

Uncertainty

(%)
4.46 4.38 7.75 6.03 28.6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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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9. The sampling condition of human tissue samples.

  Tissue Collected condition

  Bone    < 20g at the rib

  Liver    < 50g at the light liver

  Lung    < 50g at the lower side of left or light upper lobe

  Muscle    < 50g at the left or light psoas muscle

  Kidney    left or right kidney

  Thyroid    left and right thyroid

Table 90. Mean weight of six tissues in total human body of 5 Asian

         countries

Tissue Korea China India Japan Philippine

    Thyroid (g) 19.0 27.4 19.0 18.8 22.0

    Kidney (g) 252 279 230 324 295

    Lung (g) 1201 1065 870 1170 1049

    Liver (g) 1864 1357 1175 1599 1472

    Muscle (g) 25520 23320 22500 25000 22640

    Bone (g) 8932 8162 7500 8400 7924

Total body 

weight (kg)
63.8 53.8 53.0 63.6 56.6

  * Bone mass was based on ～14 % of body weight except Japan

  ** Data on organ weights are obtained from Phase-I report  

     IAEA-TECDOC-1005

  *** Muscle mass was assumed to be ～40 % of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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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1. Moisture content obtained by freeze-drying of human tissue  

          samples 

                                                           (unit : %)

Ages Rib Liver Lung Muscle Kidney Thyroid

20's 40.9 75.4 79.0 77.3 80.4 77.4

30's 25.0 72.1 81.0 72.1 75.7 75.8 

40's 25.0 69.4 78.7 74.9 65.4 74.8 

50's 24.1 70.5 56.0 69.4 58.2 74.4

60's 32.2 73.7 85.2 74.7 73.6 75.9

Mean 29.4 72.2 76.0 73.7 70.7 75.7

Table 92. Analytical condition of human tissue  for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uclide
Sample 

weight

Irradiation 

time

Cooling

time

Counting 

time
Nuclide detected

Short-lived

nuclides
10 mg 2 min

5 min 300 sec
49Ca, 27Mg,

80Br, 66Cu

60 min 800 sec 38Cl, 128 I, 56Mn 87mSr

Long-lived 

nuclides
300 mg 3 hr

5 day 1000 sec
76As, 82Br, 24Na,

42K, 69mZn

15 day 4000 sec
60Co, 51Cr, 134Cs, 59Fe,

86Rb, 75Se, 65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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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3. Analytical results of Korean human tissue by NAA.

                                                 (dry condition, unit : ㎍/g)

Rib Liver

20's 30's 40's 50's 60's Mean 20's 30's 40's 50's 60's Mean

Ca(%) 12.3 17.8 23.1 12.5 13.8 15.9 <0.04 <0.04 <0.04 <0.04 <0.04 <0.04

Mg 1665 2413 2251 1716 1561 1921 670 609 649 738 707 675

Na 2187 3630 4228 2323 2354 2944 4730 3308 2157 4357 3365 3585

K 989 687 693 382 205 591 9103 7745 8834 6375 7859 7983

Cl 354 311 237 248 265 283 6219 4943 3483 6042 4795 5096

Mn 7.14 1.66 1.25 0.63 1.85 2.50 4.87 2.88 4.85 3.01 4.07 3.93

I <1.0 <1.0 2.26 <1.0 <1.0 1.80 1.75 <1.0 <1.0 <1.0

Sr 43.9 98.5 179 49.7 51.0 84.4 44.5 <30.0 52.7 <30.0 <30.0

As 0.509 0.643 1.413 0.855

Br 1.66 1.09 1.43 1.48 40.7 9.27 6.59 9.50 7.43 8.56 9.36 8.29

Co 0.183 0.172 0.225 0.088 0.186 0.171

Cr 3.15 2.13 2.10

Cs 0.044 0.030 0.066 0.033 0.066 0.048

Fe 102 64 99 75 37 75 466 581 456 635 132 454

Rb 22.4 19.2 18.9 12.2 15.4 17.6

Se 1.64 1.55 1.25 0.77 1.19 1.28

Zn 170 137 97 164 175 149 154 129 262 95 12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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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ed)

Lung Muscle

20's 30's 40's 50's 60's Mean 20's 30's 40's 50's 60's Mean

Ca(%) <0.06 <0.06 <0.06 <0.06 <0.06 <0.06 <0.02 <0.02 <0.02 <0.02 <0.02 <0.02

Mg 543 231 578 237 681 454 757 764 720 1043 761 809

Na 5720 7604 7684 8053 9812 7775 2332 2064 2363 2522 2599 2376

K 9869 9859 8517 7637 11211 9419 13759 11211 10212 11809 11015 11601

Cl 9472 9824 9048 10248 13472 10413 2284 2165 2386 3298 2902 2607

Mn 0.337 0.959 0.908 0.682 0.744 0.720 0.154 0.253 0.270 0.382 0.277 0.260

I 0.987 <1.0 <1.0 <1.0 2.69

Sr 53.7

As

Br 13.6 25.3 43.9 19.2 39.1 28.2 3.96 5.34 5.82 4.36 6.03 5.10

Co 0.021 0.065 0.185 0.089 0.124 0.097 0.982 0.215 0.040 0.412

Cr 0.188 9.200 0.858 0.212 0.587 2.209 53.80 11.90 0.147 0.255 16.53

Cs 0.020 0.116 0.054 0.066 0.082 0.056 0.114 0.112 0.133 0.125 0.075 0.112

Fe 1135 1514 437 1400 1445 1186 381 176 106 210 142 203

Rb 10.0 16.8 10.6 15.0 11.0 12.7 21.2 16.9 11.6 16.6 10.9 15.4

Se 0.636 0.693 1.220 0.738 0.715 0.800 0.797 0.902 0.865 1.264 0.404 0.846

Zn 31.2 38.2 58.2 48.1 42.9 43.8 201 132 157 199 14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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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d)

Kidney Thyroid

20's 30's 40's 50's 60's Mean 20's 30's 40's 50's 60's Mean

Ca(%)

Mg 283 273 246 213 276 258 204 230 213 163 288 220

Na 6845 5953 3516 5681 6545 5708 5733 5964 7313 8611 7588 7042

K 9449 6701 3352 6037 6071 6957 5591 5881 4541 3541 5509 5013

Cl 10269 8532 5151 80069 9072 8206 5716 6119 6100 7361 7103 6480

Mn 3.97 2.81 1.77 2.05 2.15 2.55 1.01 0.85 0.77 1.03 1.12 0.95

I <2.0 <2.0 <2.0 <2.0 <2.0 <2.0 1693 1956 1810 4613 2735 2561

Sr 38.3

As 0.717 0.706

Br 22.0 25.9 17.0 21.8 22.4 21.8 7.75 10.9 14.7 9.03 11.4 10.8

Co 0.086 0.116 0.034 0.051 0.259 0.109 0.018 0.028 0.028 0.027 0.025 0.025

Cr 0.320 5.910 0.105 0.092 0.892 1.464 0.374 0.163 0.211 1.369 0.364 0.496

Cs 0.127 0.105 0.023 0.056 0.208 0.104 0.051 0.103 0.074 0.040 0.047 0.063

Fe 632 588 76 534 105 387 242 360 118 184 181 217

Rb 17.9 15.2 7.22 9.70 38.5 17.7 8.44 10.8 5.91 6.22 5.85 7.44

Se 2.58 4.45 1.70 1.81 8.09 3.67 1.27 3.73 2.08 3.03 3.91 2.80

Zn 122 130 101 105 417 175 70 247 95 86 10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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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4. Analytical results of hair for the same person as Korean     

          human tissue. 

                                                  (dry condition, unit : ㎍/g)

Element RI 20's 30's 40's 50's 60's

Al Al-28 9.53±0.38 11.6±0.8 4.80±0.25 9.72±0.27 12.4±0.27

As As-76 0.067±0.015 0.057±0.011 0.029±0.011 0.015±0.005 0.139±0.017

Ba Ba-139 1.33±0.44 - 2.23±0.31 1.20±0.22 0.559±0.211

Br Br-82 2.69±0.21 5.99±0.15 7.26±0.59 1.54±0.15 4.36±0.33

Ca Ca-49 1295±63 608±64 2857±67 2048±58 961±27

Cl Cl-38 693±5 3146±23 220±3 738±6 1272±7

Cr Cr-51 0.238±0.046 0.220±0.056 0.125±0.069 0.333±0.028 0.189±0.030

Cu Cu-66 20.0±1.4 16.1±2.5 18.3±1.4 10.0±0.9 14.0±1.4

Fe Fe-59 < 10.0 19.0±5.4 < 15.0 28.1±3.0 21.1±3.0

Hg Hg-203 1.60±0.03 1.59±0.04 0.916±0.039 0.924±0.016 0.622±0.015

I I-128 10.2±0.1 0.97±0.26 1.68±0.12 2.96±0.18 1.87±0.19

K K-42 32.0±3.5 55.0±2.3 528±28 53.9±2.2 106±5

Mg Mg-27 144±37 88.3±21.9 172±24 131±19 95.3±25.9

Mn Mn-56 0.382±0.049 0.673±0.030 0.452±0.007 0.630±0.026 0.435±0.023

Na Na-24 59.1±0.4 20.5±0.2 594±3 20.5±0.2 78.3±0.4

S S-37 49971±2435 55031±3151 55811±1940 50185±2094 55123±1639

Sb Sb-124 0.163±0.006 0.189±0.005 0.068±0.007 0.054±0.003 0.054±0.004

Se Se-75 0.567±0.142 0.888±0.120 0.512±0.062 0.588±0.079 0.495±0.082

Sr Sr-87m 3.92±1.04 - 5.18±0.84 2.89±0.49 2.06±0.46

V V-52 0.016±0.008 0.015±0.005 0.021±0.005 0.014±0.005 0.026±0.005

Zn Zn-69m 238±10 93.5±4.5 138±33 158±6 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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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5. Concentration of 235U in the hair of the worker group.

Sample number Concentration of 235U, ppb

1-1 <0.1

1-2 26.4 ± 2.0

1-3 <0.1

1-4 38.9 ± 3.5

1-5 <1

1-6 33.7 ± 5.8

1-7 17.0 ± 1.5

1-8 22.0 ± 1.6

1-9 16.0 ± 1.0

1-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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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6. Moisture Removal by Freeze Drying in Korean Diet.

  Category    Food
Removal(

%)
  Category     Food

Removal(%

)

Cereals

Cooked Rice 65.7

Meets

Beef 88.9

Wheat Flour - Pork 88.6

Kidney Bean 14.9 Chicken 59.4

Barley 16.6 Ham 67.9

Glutinous 
Rice 14.7 Milk 87.8

Black Rice 18.4 Cheese 45.1

Sesame Seed 49.3 Egg 76.1

Perilla Seed 42.0

Fishes &

Shell-

fishes

Anchovy 29.0

Vegetables

Spinach 94.8 Saury Pike 88.1

Lettuce 94.2 Hairtail 89.0

Sesame Leaf 87.6 Walleye 
Pollack 81.0

Welsh Onion 85.2 Mackerel 78.5

Tomato 94.1 Cuttlefish 78.8

Cucumber 93.9 Shrimp 69.9

Pumpkin 91.6 Oyster 36.8

Radish 94.2 Shellfish 8.84

Garlic 68.4

Seaweed

s

Laver -

Unripe Red 
Pepper

92.3 Tangle 91.0

Chinese 
Cabbage 94.6 Brown 

Seaweed 87.6

Fruits

Watermelon 88.2

Processed

Food

Ramyeon -

Melon 87.0 Bread 25.5

Pear 88.8 Biscuit 15.4

Strawberry 87.8 Boiled Fish 
Paste 59.4

Orange 88.4 Bean Curd 84.3

Grape 85.0

       “-” : dri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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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7. The Result of Mineral Distribution in Korean Food by NAA  

                                                            (wet basis, ㎍/g)

Category    Food Ca K Mg Na Fe Mn Se Zn

 Cereals

Cooked Rice 41.5 77.9 25.9 47.0 3.60 1.70 0.013 5.04

Wheat Flour 164 1203 272 9.94 9.44 5.92 0.077 5.11

Kidney Bean 254 5948 530 13.5 23.6 16.3 * 14.9 

Barley 272 2655 463 30.8 18.2 17.7 * 16.6 

Glutinous Rice 69 1095 383 6.79 3.37 11.6 0.600 14.7 

Black Rice 141 3049 1066 14.5 9.68 29.8 * 18.4 

Sesame Seed 7851 4536 3107 12.9 74.3 16.7 * 49.3 

Perilla Seed 3467 6278 2374 4.9 52.3 119 * 42.0 

Mean 1532 3105 1028 17.5 24.3 27.3 20.8 

 Vegetables

Spinach 26.9 305 45.7 8.16 9.05 2.73 * 21.7

Lettuce 859 3302 175 229 4.71 177 * 20.0

Sesame leaf 1103 1594 413 < 2.0 16.12 3.68 * 11.5

Welsh Onion 780 8446 263 37.1 2.53 2.40 * 2.90

Tomato 84.1 1951 87.7 10.4 1.86 0.451 * 1.03

Cucumber 164 2360 142 2.09 4.75 0.860 * 3.37

Pumpkin 150 2145 120 < 2.0 2.73 0.865 * 2.66

Radish 255 1443 86.8 218 1.42 0.708 * 1.63

Garlic 30 5419 235 19 11.5 2.84 * 9.01

Unripe Red 
Pepper 221 237 429 3.47 5.12 1.16 * 1.63

Chinese 
Cabbage 376 2205 73 35.5 3.53 0.64 * 3.02

Mean 368 2673 188 63 5.76 17.6 <0.05 7.13 

 Fruits

Watermelon 40.9 1745 127 2.89 2.29 0.473 * 1.10

Melon 47.1 4389 148 1.57 3.03 0.360 * 3.37

Pear 1.25 1767 68.8 0.956 0.701 0.673 * 0.66

Strawberry 161 1725 105 17.0 0.87 1.87 * 0.96

Orange 58 622 39 10.8 0.51 0.35 * 0.48

Grape 69 1679 44 2.745 0.87 1.01 * 0.27

Mean 63 1988 89 5.98 1.38 0.79 <0.05 1.14 

       * : N.D. or lower limit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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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d)                                         (wet basis, ㎍/g)

Category   Food Ca K Mg Na Fe Mn Se Zn

 Meets

Beef 8.94 606 84.0 112 12.8 0.038 0.092 30.2

Pork * 861 124 147 5.30 0.062 0.113 17.6

Chicken 74.7 2521 391 548 14.1 0.149 0.269 31.0

Ham * 5146 * 9374 16.0 * 0.159 25.4

Milk 799 1433 123 406 * 0.020 0.024 3.59

Cheese 4808 495 217 10870 1.67 * * 29.3

Egg 364 1364 140 1357 16.8 0.270 0.258 11.4

Mean 1211 1775 180 3259 11.1 0.108 0.152 21.2 

 Fishes &

 Shell-

 fishes

Anchovy 23953 7273 832 24266 266 36.1 0.880 65.9

Saury Pike 212 437 112 234 11.6 0.104 0.212 4.55

Hairtail * 1097 134 176 1.73 0.071 0.195 2.76

Walleye 

Pollack
291 1379 251 386 6.08 0.153 0.317 5.85

Mackerel 94.2 1453 230 176 12.2 0.070 0.409 7.76

Cuttlefish 91.4 2302 350 9631 19.2 0.201 0.437 15.8

Shrimp 822 581 982 7037 16.4 1.14 0.312 6.99

Oyster 152 2064 201 1304 81.0 6.84 0.761 36.8

Shellfish 153 1722 288 1305 166 6.09 0.638 8.84

Mean 3221 2034 376 4946 64 5.64 0.462 17.2 

 

Seaweeds

Laver 3854 26059 4246 3075 117 30.4 * 37.6

Tangle 285 7536 320 1967 14.5 0.419 0.047 0.46

Brown 

Seaweed
978 * 823 13074 13.5 1.06 * 2.70

Mean 1706 16798 1796 6039 48.3 10.6 0.047 13.6

 

Processed

 Food

Ramyeon * 1672 95 3459 3.29 3.77 0.094 2.98

Ramyeon 

Soup
* * * 112869 16.6 4.68 * 6.35

Bread 245 1081 381 2840 17.6 3.20 0.207 11.2

Biscuit 2378 767 76.9 6173 10.2 4.78 * 4.34

Boiled Fish 

Paste
1010 2056 123 6038 8.93 3.02 0.190 4.14

Bean Curd 695 1218 351 66.9 17.9 6.70 0.044 10.1

Mean 1082 1359 205 21908 12 4.36 0.13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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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8. Statistical data for analytical results of human hair by NAA  

                                                                 (unit : ㎍/g)

Element Range
Arithmetric 

Mean

Geometric 

Mean

Central 

Mean

Standard 

Deviation

Al 1.2～162 23.2 15.0 14.0 26.5

As 0.01～26.4 0.979 0.293 0.194 2.54

Br 0.07～93.3 4.08 1.65 1.70 8.78

Ca 124～5259 1252 925 855 1079

Co 0.01～4.10 0.574 0.348 0.465 0.543

Cr 0.10～28.0 3.07 1.46 2.60 3.46

Cu 0.12～181 18.3 12.3 14.0 20.0

Fe 2.0～590 88.6 47.5 51.0 97.2

Hg 0.36～9.20 2.04 1.74 1.90 1.23

I 0.08～27.0 2.79 0.938 0.634 4.98

K 0.4～570 49.4 21.7 22.5 86.8

La 0.002～1.60 0.128 0.046 0.061 0.216

Mg 15.0～618 166 116 118 141

Mn 0.04～29.4 1.58 0.720 0.720 3.35

Na 0.9～682 91.8 38.2 32.0 125

Sb 0.002～2.35 0.267 0.141 0.141 0.34

Se 0.01～12.0 1.13 0.823 0.795 1.26

Sr 1.19～58.6 9.37 6.56 6.00 9.17

Th 0.004～0.31 0.069 0.051 0.053 0.055

Zn 5.9～828 257 226 22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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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9. Analytical results of hair for soldiers joining the army.

(unit : ㎍/g)

As Br Co Cr Cu Fe Hg K La Na Sb Se Th Zn

Maximum 

value
4.30 9.00 4.10 28.0 26.0 590 8.90 560 1.60 600 0.87 12.0 0.31 320

Minimum 

value
0.04 0.079 0.14 0.49 0.12 12.0 0.41 0.40 0.002 0.90 0.002 0.10 0.004 25.0

Arithmetric 

mean
0.89 1.84 0.76 5.15 10.6 135 2.57 50.6 0.125 138 0.191 1.43 0.069 206

Geometric 

mean
0.56 1.11 0.64 4.51 6.51 102 2.40 26.2 0.041 77.0 0.101 1.12 0.051 200

Central value 0.93 1.60 0.71 4.60 13.0 120 2.30 49.0 0.058 130 0.099 1.20 0.053 210

Standard 

deviation
0.68 1.56 0.53 3.38 6.68 101 1.06 61.7 0.224 119 0.21 1.35 0.055 43.4

Table 100. Analytical results of hair for workers at a glass factory.

(unit : ㎍/g)

Al As Br Cu Hg I K Mg Mn Na Sb Sr Zn V

Maximum 

value
162 26.4 15.2 30.8 2.47 15.8 570 618 29.4 508 2.35 29.0 828 0.83

Minimum 

value
51.3 2.23 1.49 10.1 0.78 0.44 6.57 150 1.04 32.2 0.136 6.81 234 0.052

Arithmetric 

mean
90.2 7.71 3.86 19.0 1.41 4.21 240 390 7.23 309 0.739 17.8 381 0.349

Geometric 

mean
84.7 5.79 3.21 18.2 1.33 1.85 149 358 4.27 248 0.504 16.4 357 0.282

Central 

value
84.3 4.15 3.04 18.3 1.34 1.34 190 395 2.96 329 0.328 18.1 313 0.300

Standard 

deviation
33.2 6.83 3.30 5.69 0.50 5.55 189 154 8.51 159 0.712 6.79 15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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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1. Analytical results of hair for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unit : ㎍/g)

Al As Br Ca Cu I K Mg Mn Na Sb Sr Zn

Maximum 

value
85.3 0.769 4.62 2084 31.5 5.44 49.1 395 9.92 101 1.47 20.8 765

Minimum 

value
6.57 0.078 0.397 176 7.69 0.084 5.13 27.0 0.027 5.10 0.034 1.19 159

Arithmetric 

mean
25.9 0.235 1.21 909 14.6 0.73 16.7 114 1.19 28.0 0.328 4.94 410

Geometric 

mean
23.0 0.200 0.99 791 13.9 0.45 14.6 97.7 0.92 21.3 0.220 4.00 379

Central value 23.0 0.185 0.89 802 14.2 0.38 13.5 94.5 0.95 24.5 0.222 3.95 407

Standard 

deviation
13.6 0.151 0.93 477 4.94 1.05 9.43 72.8 1.38 21.0 0.310 3.70 155

Table 102. Analytical results of hair for workers at a foundry.

(unit : ㎍/g)

Al As Br Ca Cr Cu Fe I La
M

g
Mn Na Sb Se Sr Zn

Maximu

m value
31.1 0.882 3.4 1582 1.94 15.1 137 1.40 0.078 230 2.59 23.2 0.188 2.20 6.28 332

Minimu

m value
8.70 0.136 0.07 554 0.363 5.63 67.9 0.10 0.029 126 0.315 5.42 0.027 0.781 5.85 206

Arithmetric 

mean
14.4 0.308 1.31 1091 1.01 10.5 103 0.452 0.053 173 1.21 11.1 0.080 1.57 6.07 244

Geometri

c mean
13.2 0.227 0.95 1032 0.88 10.2 96.5 0.238 0.051 167 1.00 9.68 0.060 1.49 6.06 241

Central 

value
11.6 0.164 0.94 1095 0.99 10.2 103 0.152 0.059 159 0.98 8.48 0.053 1.70 6.07 233

Standar

d 
deviation

7.36 0.322 0.95 359 0.58 2.66 48.9 0.635 0.016 46.6 0.76 6.41 0.075 0.49 0.30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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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3. Analytical results of hair for long-term takers of herbal     

            medicine.                                   (unit : ㎍/g)

Al As Br Ca Cu I La Mg Mn Na Sr Zn

Maximum value 41.2 0.538 93.3 4032 139 8.82 0.591 580 8.47 173 58.6 413

Minimum value 6.38 0.093 7.48 157 3.32 0.147 0.053 249 0.548 16.7 7.51 93.4

Arithmetric mean 20.7 0.233 29.7 2180 32.8 1.63 0.226 396 2.13 52.6 22.0 205

Geometric mean 18.0 0.190 22.2 1421 19.8 0.74 0.171 375 1.45 37.6 17.3 185

Central value 14.6 0.190 23.1 2224 24.5 0.56 0.142 360 1.25 33.3 15.6 170

Standard deviation 11.4 0.179 25.8 1590 39.7 2.75 0.187 139 2.41 50.4 17.7 99

  Table 104. Statistical data on sex and age for analytical results of  

             human hair by NAA  (unit : ㎍/g)

Element
20s 30s 40s

Man Woman Mean Man Woman Mean Man Woman Mean

Al 27.5 18.8 26 .5 41.7 8.06 29 .9 14.4 9.47 1 2.9

As 0.902 0.182 0.8 8 3.36 0.048 2.35 0.33 0.093 0.34

Br 1.84 21.5 2.09 2.93 2.7 8 4.84 18.3 6 .38

Ca 909 1560 9 9 1 1063 1562 1 252 1091 2557 1 54 7

Co 0.737 0.148 0.7 0.107 0.098 0.1 0.096 0.707 0.28

Cr 4.59 0.306 4 .34 0.499 0.24 0.4 0.314 0.215 0.51

Cu 12.8 46.4 1 4 .5 26.3 24.1 24 .6 20.5 51.3 26 .5

Fe 123 14.3 1 1 9 15 11.7 1 3.6 19.6 50.1 36

Hg 2.36 0.93 2.29 1.79 1.32 1 .6 4 1.98 3.84 2.4 1

I 1.82 4.74 2.1 9 2.52 7.65 4 .23 2.02 2.94 1 .9 7

K 45.7 25.7 4 5 80.8 14.4 58 .7 96.6 25.8 8 0.3

La 0.124 0.591 0.1 29 0.04 9 0.097 0.06 9

Mg 130 161 1 34 252 143 21 6 123 333 1 8 7

Mn 1.1 1.08 1 .1 3.85 0.45 2.6 3 1.93 2.56 1 .9 7

Na 102 49.1 9 9 .4 115 13 7 6 .6 112 147 1 00

Sb 0.259 0.136 0.258 0.557 0.4 8 0.162 0.1 4 3

Se 1.34 0.51 1 .29 1.54 0.68 1 .24 0.73 0.23 0.9 4

Sr 6.67 8.22 6 .8 7 12.1 11 1 1 .7 6.38 22.1 1 2.9

Zn 273 264 27 2 276 215 253 208 212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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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50s 60s Overall

Man Woman Mean Man Woman Mean Man Woman Mean

Al 26.3 9.48 1 7 .7 11.7 16.9 1 4 .7 27 14.1 23.2

As 0.741 0.09 0.57 1.13 0.075 0.6 4 1.08 0.097 0.9 8

Br 13.5 21.3 1 0.2 4.17 22.3 1 5.7 2.35 21.7 4 .08

Ca 796 2275 1 4 20 767 2107 1 57 1 924 1959 1 252

Co 0.261 0.26 0.153 0.13 0.1 5 0.64 0.225 0.57

Cr 0.333 0.361 0.4 7 0.306 0.537 0.4 2 3.72 0.373 3.07

Cu 17.8 25.5 1 9 .3 15.5 38.8 28 .9 14.5 37.5 1 8 .3

Fe 28.1 12 26 .4 15.7 19.7 1 8 .0 103 17.6 8 8 .9

Hg 1.47 1.17 1 .27 1.68 0.9 1 .27 2.22 1.3 2.04

I 4.32 6.28 4 .8 9 0.96 4.74 3.1 4 1.94 5.26 2.7 9

K 75 70.9 7 2.5 43.8 20.3 31 .1 51.1 24.9 4 9 .4

La 0.252 0.173 0.1 9 2 0.16 0.1 6 0.128 0.236 0.1 28

Mg 166 323 236 92.1 221 1 6 2 142 218 1 6 6

Mn 2.73 0.86 1 .6 7 1.65 1.62 1 .6 3 1.72 1.3 1 .58

Na 106 87.6 7 7 .2 67.8 40.5 52.0 102 55.4 9 1 .8

Sb 0.3 0.087 0.1 7 9 0.389 0.38 9 0.274 0.112 0.26 7

Se 0.59 0.35 0.7 6 0.55 0.41 0.4 7 1.26 0.46 1 .1 3

Sr 8.29 9.79 8 .6 8 8.19 29.3 1 7 .3 7.58 14.3 9 .37

Zn 188 165 1 9 0 178 229 208 263 224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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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5. Comparison of trace elemental concentrations in human hair.

원

소

한   국

(1983~2001)

일   본

(1979)

미  국

(2000)

캐나다

(2000)

백인
10

(1990)

흑인
10

(1990)

동양인
10

(1990)

최 최소 평균 최 최소 평균 최 최소 최 최소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Al 162 1.2 23.2 74 1.8 12.8

As 26.4 0.01 0.98 0.67 0.01 0.103 0.33 0.44 1.1 1.58 0.15 0.18

Br 93.3 0.07 4.08 490 0.77 16.4 2.15 1.8 2.49 1.37 1.87 1

Ca 5259 124 1252 750 200 630 150 986 643 1550 1132 486 267

Co 4.1 0.01 0.57 0.035 0.013 0.05 0.03

Cr 28 0.1 3.07 0.4 0.2 1.2 0.2 0.99 0.42 1.48 0.71 0.88 0.29

Cu 181 0.12 18.3 97 1.56 13.1 28 10 35 15 21.4 7.1 21.8 11.2 15.4 5.4

Fe 590 2 88.9 13 5.4 15 6 11.6 5.4 20.9 9.9 7.5 2

Hg 9.2 0.36 2.04 13.2 0.99 4.2 0.87 0.48 0.4 0.44 0.81 0.45

I 27 0.08 2.79 33 0.18 1.4 1.3 0.25 1.6 0.8

K 570 0.4 49.4 310 0.94 18.7 40 9 40 8

La 1.6 0.002 0.128

Mg 618 15 166 1040 15.8 127 75 22 78 18

Mn 29.4 0.04 1.58 50 0.08 1.1 0.65 0.15 0.8 0.2 1.13 0.56 1.68 1.05 0.68 0.36

Na 682 0.9 91.8 850 0.04 23 90 12 85 18

Sb 2.35 0.002 0.267 1.3 0.016 0.101

Se 12 0.01 1.13 1.7 0.95 2 0.5 0.55 0.18 0.62 0.29 0.65 0.21

Sr 58.6 1.19 9.37 3.5 0.3 12 0.8 5.69 4 6.73 5.1 3.3 2.3

Zn 828 5.9 257 550 76 183 200 130 254 150 195 40 182 69 19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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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6. Mean content of main elements in human tissue by this work 

           and reference (unit : ㎍/g)

Tissue Ca(%) K Cl Na Mg Fe Zn Se Mn Cr

Rib

This work 15.9 591 283 2944 1921 75 149 2.50 2.46

Reference 19.5 5400 2650 50 162 1.11 1.85

Mummy 27.2 200 5000 27600 78.0

Liver

This work <0.04 7983 5096 3585 675 454 153 1.28 3.93

Reference 0.016 7040 3280 3060 522 561 149 1.42 4.20

Reference 0.022 3540 2800 616 1160 210 1.45 5.83 0.645

Lung

This work <0.06 9419 10413 7775 454 1186 43.8 0.800 0.720 2.21

Reference 0.099 6005 10842 8340 1835 580 36.7 0.459 1.00 1.06

Reference 0.069 10700 9200 480 1250 55.0 0.900 1.97 3.74

Muscle
This work <0.04 11601 2607 2376 809 203 166 0.846 0.26 16.5

Reference 325 340 188 5.30 52.7

Kidney
This work <0.04 6957 8206 5708 258 105 175 3.67 2.55 1.46

Reference 0.029 8050 8200 681 345 188 3.65 5.07 0.50

Thyroid This work 5013 6480 7042 220 217 121 2.80 0.95 0.50

Table 107. Analytical results of calcium and strontium in human rib by  

           NAA (unit : ㎍/g)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Mean

Sr
(㎍/g)

114 82.7 141 84.4 109 144 43.9 98.5 49.7 51.0 91.8

Ca
(mg/g)

198 232 299 226 234 256 123 178 125 138 201

mg Sr
/ g Ca

0.58 0.36 0.47 0.37 0.47 0.56 0.36 0.55 0.40 0.37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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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8. Analytical Result of Korean Boiled Rice by NAA

Element Nuclide Half-life

This   Work

Range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 ㎍/g >

 Al Al-28 2.28 min 0.866～1.19 1.028 0.229

 Ca
Ca-49

Ca-47

8.716 min

4.536 day
83.28～87.2 85.24 2.772

 Cl Cl-38 37.24 min 297.9～330.5 316.1 16.63

 Fe Fe-59 44.496 day 2.216～2.336 2.276 0.0845

 K K-42 12.36 hr 757.4～785.9 774.9 12.3

 Mg Mg-27 9.462 min 65.89～68.91 67.07 1.613

 Mn Mn-56 154.71 min 3.229～3.355 3.272 0.0716

 Na Na-24 14.659 hr 108.8～111.7 110.4 1.245

 Zn Zn-65 244.1 day 16～17.28 16.63 0.694

< ng/g >

 As As-76 26.328 hr 103～142.2 129.8 18.09

 Au Au-198 64.644 hr 0.17～0.23 0.2 0.044

 Br
Br-80

Br-82

17.68 min

35.299 hr
645～742.1 678.5 43.85

 Co Co-60 5.271 yr 4.64～5.5 5.013 0.441

 I I-128 24.99 min 77～120 100 30

 Mo
Mo-101

Mo-99

14.60 min

65.945 hr
268.1～384 326.1 81.95

 Rb Rb-86 18.66 day 452～509.5 485.6 24.24

 Sc Sc-46 83.83 day 1.8～2.459 2.174 0.338

 Sr
Sr-87m

Sr-85

167.7 min

64.84 day
770～910 840 10

 Th Pa-233 27.0 day 0.1～0.122 0.11 0.02

 U Np-239 56.52 hr 2.7～4.2 3.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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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9. Analytical Result of Korean Kimch'i by NAA

Element Nuclide Half-life

This   Work

Range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 ㎍/g >

 Br
Br-80

Br-82

17.68 min

35.299 hr
181.6～209.7 196.9 11.56

 Ca
Ca-49

Ca-47

8.716 min

4.536 day
4022～4480 4284 236.2

 Cl Cl-38 37.24 min 115900～120500 118433 2335

 Cr Cr-51 27.704 day 1.102～1.442 1.295 0.161

 Fe Fe-59 44.496 day 49.23～54.77 51.38 2.973

 K K-42 12.36 hr 27320～30770 29535 1604

 Mn Mn-56 154.71 min 26.58～30.59 29.14 2.221

 Na Na-24 14.659 hr 97790～104500 99843 3167

 Rb Rb-86 18.66 day 22.75～27.99 26.09 2.469

 Sr
Sr-87m

Sr-85

167.7 min

64.84 day
22.32～25.23 23.78 2.058

 Zn Zn-65 244.1 day 42.51～46.47 44.67 1.701

< ng/g >

 Co Co-60 5.271 yr 346.4～392 365.2 23.81

 Cs Cs-134 2.062 yr 69.5～71.8 70.91 12.35

 Sc Sc-46 83.83 day 30～33.84 31.56 1.748

 Th Pa-233 27.0 day 4.1～5.75 4.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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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 Analytical Result of Mackerel by NAA

Element Nuclide Half-life

This   Work

Range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 ㎍/g >

 Al Al-28 2.28 min 12.6～15.8 13.77 1.767

 As As-76 26.328 hr 6.279～6.924 6.501 0.367

 Br
Br-80

Br-82

17.68 min

35.299 hr
16.32～18.47 17.3 1.013

 Ca
Ca-49

Ca-47

8.716 min

4.536 day
3448～3973 3675 269.6

 Cl Cl-38 37.24 min 22980～24170 23747 665.2

 Cr Cr-51 27.704 day 0.884～1.371 1.144 0.211

 Fe Fe-59 44.496 day 45.31～49.44 47.64 1.752

 K K-42 12.36 hr 11250～11790 11510 223.2

 Mg Mg-27 9.462 min 648.9～693.6 675.3 23.42

 Na Na-24 14.659 hr 2183～2289 2230 53.31

 Rb Rb-86 18.66 day 1.058～1.394 1.166 0.154

 Se Se-75 119.77 day 2.913～3.099 2.986 0.099

 Sr
Sr-87m

Sr-85

167.7 min

64.84 day
6.4～7.54 7.0 0.8

 Zn Zn-65 244.1 day 35.7～39.79 37.29 1.885

< ng/g >

 Au Au-198 64.644 hr 1.2～1.7 1.45 0.354

 Cs Cs-134 2.062 yr 53.6～66.2 61.1 5.466

 Hg Hg-203 46.6 day 67.88～72.61 70.63 2.456

 Sc Sc-46 83.83 day 3.2～3.8 3.5 0.424

 Th Pa-233 27.0 day 0.85～1.07 0.96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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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 Analytical Result of Korean Mixed Pork and Beef by NAA

Element Nuclide Half-life

This   Work

Range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 ㎍/g >

 Al Al-28 2.28 min 17.6～21.39 19.5 2.68

 Br
Br-80

Br-82

17.68 min

35.299 hr
13.31～13.86 13.53 0.239

 Cd Cd-115 53.472 hr 1.545～1.579 1.562 0.024

 Cl Cl-38 37.24 min 26020～26840 26343 436.6

 Fe Fe-59 44.496 day 39.78～46 43.38 2.812

 K K-42 12.36 hr 11500～11930 11625 205

 Mg Mg-27 9.462 min 602.9～674.1 635.2 36.05

 Na Na-24 14.659 hr 2110～2205 2162 41.13

 Rb Rb-86 18.66 day 18.63～21.63 20.8 1.446

 Zn Zn-65 244.1 day 118.5～130.7 123.6 5.832

< ng/g >

 As As-76 26.328 hr 72.51～106.8 85 15.71

 Co Co-60 5.271 yr 13.6～17.3 15.35 1.74

 Cr Cr-51 27.704 day 336.8～682.5 515.4 143.2

 Cs Cs-134 2.062 yr 34.6～46.2 40.2 5.622

 Hg Hg-203 46.60 day 33.8～36.9 35.35 2.192

 I I-128 24.99 min 150～250 200 70

 Se Se-75 119.77 day 448.7～606.1 527.3 79.06

 Sm Sm-153 46.704 hr 7.2～7.3 7.25 0.071

 Sr
Sr-87m

Sr-85

167.7 min

64.84 day
640～870 760 150

 Th Pa-233 27.0 day 0.44～0.525 0.48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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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2. Analytical Result of Food stuff by NAA.

Food stuff Al Ca Co Cr Cu Fe I K Mg Mn Na Se Zn

1 Cooked rice 0.882 41.5 0.012 3.57 0.94 3.6 * 77.9 25.9 1.7 47 0.013 5.04

2 Wheat flour 1.96 164 0.079 0.106 1.64 9.44 * 1203 272 5.92 9.94 0.077 5.11

3 Bread powder * * 0.114 1.41 * 10.8 * 1284 470 4.32 3826 0.288 5.6

4 Mungbean  

sprouts

* 104 0.007 0.15 * 2.79 0.14 678 116 0.603 26.4 * 1.81

5 Spinach 0.692 26.9 0.048 0.071 * 9.05 * 304 45.7 2.73 8.16 * 21.7

6 Lettuce * 859 0.129 0.259 * 4.71 * 3302 175 177 229 * 20

7 Leek * 1826 0.019 1.31 * 16.8 7.26 8418 730 321 411 * 6.57

8 Green tea 7.45 31.5 0.002 0.013 0.386 0.79 * 184 26.2 4.71 * * 0.278

9 Perilla leaves 7.48 1103 0.028 0.463 4.03 16.1 * 1594 413 3.68 * * 11.5

10 Green onion 14.5 780 0.001 0.085 3.02 2.53 * 8446 263 2.4 37.1 * 2.9

11 Tomato * 84.1 0.002 0.089 0.649 1.86 * 1951 87.7 0.451 10.4 * 1.03

12 Watermelon * 40.9 0.02 0.048 * 2.29 * 1745 127 0.473 2.89 * 1.1

13 Melon * 47.1 0.007 0.139 1.48 3.03 * 4389 148 0.36 1.57 * 3.37

14 Cucumber * 164 0.006 0.608 2.68 4.75 * 2360 142 0.86 2.09 * 3.37

15 Pumpkin 0.366 150 0.006 0.089 * 2.73 * 2145 120 0.865 * * 2.66

16 Mushroom 2.9 * 0.021 1.62 * 8.14 * 2571 123 1.72 5.93 * 5.61

17 Radish root * 255 0.004 0.075 * 1.42 * 1443 86.8 0.708 218 * 1.63

18 Garlic 3.7 * 0.009 0.54 1.39 11.5 * 5419 235 2.84 19.1 * 9.01

19 Carrot 2.87 277 0.009 0.118 * 2.46 * 3726 127 1.09 337 * 2.06

20 Pear 0.477 1.25 0.057 0.051 0.458 0.701 * 1767 68.8 0.673 0.956 * 0.66

21 Soybean  
sprouts

0.151 330 0.015 0.023 0.84 4.72 * 1921 279 3.16 31.4 * 5.62

22 Red pepper  
powder

51.7 616 0.46 2.82 * 162 * 22508 2284 42 3365 * 53.1

23 Black pepper  
powder

193 3098 0.176 1.89 6.58 272 * 10196 1136 94.3 37.1 * 11.5

24 Cow's milk * 799 * * * * * 1433 123 0.02 406 0.024 3.59

25 Korean rice  
liquor

0.389 63.1 0.005 0.179 0.389 1.68 * 117 21.1 0.911 9.11 0.01 1.9

26 Cheese * 4808 * * * 1.67 * 495 217 * 10870 * 29.3

27 Whole egg 2.37 364 0.004 0.098 * 16.8 0.858 1364 140 0.27 1357 0.258 11.4

28 Soybean curd 7.71 695 0.015 1.56 3.89 17.9 * 1218 351 6.7 66.9 0.044 10.1

29 Cabbage  
kimchi

* 518 0.034 0.206 * 6.34 * 3574 * 3.52 * * 4.67

30 Beef * 8.94 0.001 0.091 * 12.8 * 606 84 0.038 112 0.092 30.2

31 Pork 0.695 * * 0.05 0.585 5.3 * 861 124 0.062 147 0.113 17.6

32 Anchovy * 23953 0.166 1.48 * 266 * 7273 832 36.1 24266 0.88 65.9

33 Mackerel * 212 0.004 0.042 * 11.6 * 437 112 0.104 234 0.212 4.55

34 Hairtail * * 0.001 0.035 * 1.73 0.249 1097 134 0.071 176 0.195 2.76

35 Salt * * * * * * * * * * * * *

36 Cream jam  
bread

5.74 1019 0.008 0.306 * 13.8 * 1263 132 1.78 2810 0.138 9.99

37 Dock marked  
bread

* 245 0.02 1.33 8.42 17.6 * 1081 381 3.2 2840 0.207 11.2

38 Red bean 
jam bread

* 293 0.015 0.636 * 20.8 * 1088 207 3.89 2197 0.1 8.99

39 Biscuit 7.37 2378 * 0.582 * 10.2 * 767 76.9 4.78 6173 * 4.34

40 Cookie 14.7 * 0.059 0.74 15.5 24 * 1821 637 6.51 4038 0.03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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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Food stuff Al Ca Co Cr Cu Fe I K Mg Mn Na Se Zn

41 Muffin 2.82 532 0.037 0.528 5.64 17.9 * 1946 432 3.35 1759 0.085 7.98

42 Hamburger * * 0.018 1.65 * 27.1 * 1783 150 2.93 3065 0.271 36.2

43 Alaska pollack 1.3 291 0.01 0.069 * 6.08 0.726 1379 251 0.153 386 0.317 5.85

44 Spanish mackerel 2.47 157 0.004 0.186 * 4.63 0.143 1860 222 0.072 265 0.401 6.83

45 Mackerel 0.778 94.2 0.004 0.01 1.4 12.2 0.239 1453 230 0.07 176 0.409 7.76

46 Squid 2.18 91.2 0.01 0.42 4.71 19.2 * 2302 350 0.201 9631 0.437 15.8

47 Somyun * * 0.011 * * 6.42 * * * 6.26 13255 0.111 5.1

48 Starch vermicelli 361 825 0.055 0.458 * 42.8 * 222 * 0.878 84.2 * 0.493

49 Laver 44.9 3854 0.119 0.603 * 117 42.7 26059 4246 30.4 3075 * 37.6

50 Sea tangle 193 3163 0.141 0.328 * 161 3333 83732 3555 4.65 21861 0.521 5.14

51 Brown seaweed 667 7890 0.116 0.248 * 109 1017 * 6637 8.51 105435 * 21.8

52 Red pepper * 155 0.041 0.027 * 9.55 * 5332 446 4.86 2.93 * 4.35

53 Fried soybean  
curd

13.8 3725 0.009 0.142 * 41.7 * 950 752 19.8 6656 0.208 28

54 Chicken * 74.7 * 0.06 * 14.1 * 2521 391 0.149 548 0.269 31

55 Solen * 1295 * 0.075 * 2.7 * * 152 1.06 7487 0.116 1.82

56 Fish paste * 1010 0.022 0.137 * 8.93 * 2056 123 3.02 6038 0.19 4.14

57 Ham * * 0.015 1.74 * 16 * 5146 * * 9374 0.159 25.4

58 Dumpling 3.69 820 0.009 0.072 * 14.6 * 4078 345 12.4 6486 0.199 7.99

59 Eggplant 0.193 220 * 0.031 * 1.68 * 2101 123 2.75 3.82 * 0.962

60 Sweet potato 0.383 157 * 0.015 1.61 4.65 * 3814 168 8.84 51.1 * 3.01

61
Walleye  
pollack(dried)

114 869 * 0.577 * 37 2.8 17405 871 0.73 5018 1.32 17.8

62 Shrimp(fresh) 36.5 822 * 0.096 * 16.4 1.45 581 982 1.14 7037 0.312 6.99

63 Oyster(fresh) 132 152 * 0.412 8.7 81 1.05 2064 201 6.84 1304 0.761 36.8

64
littleneck  
clam(fresh) 431 153 * 0.475 * 166 1.06 1722 288 6.09 1305 0.638 8.84

65
Hard-shelled  
mussel

23.8 * * 0.14 3.36 50.7 4.05 307 165 0.941 671 0.687 26

66 Crown daisy 3.63 727 * 0.154 * 6.56 * 2833 232 3.22 1342 * 2.61

67
Unripe hot  
pepper

* 221 * 0.25 * 5.12 * 237 429 1.16 3.47 * 1.63

68 Cabbage * 235 * 0.99 0.6 7.18 * 1811 154 1.28 34.9 * 2.72

69 Balloon flower 27.9 301 * 1.35 1.31 20.3 * 1240 256 4.91 40.3 * 4.08

70 Beef dasyda * 589 * 0.17 * 9.25 * * * * * 0.039 3.19

71 Potato chip * 311 * 0.31 * 14 1.73 9231 394 3.27 218 * 8.61

72 Corn can * 121 * * * 4.79 * 2090 * 1.15 2734 * 3.1

73 Ginseng 24.7 887 * 0.03 * 8.59 * 4289 357 5.35 40 * 4.14

74 Kidney bean 6.75 254 * 0.032 2.59 23.6 * 5948 530 16.3 13.5 * 14.9

75 Ginkgo fruit 0.26 74 * 0.016 2.5 10.01 * 6310 370 2.18 1.2 * 4.5

76 Ginger * 108 * 0.041 16.4 4.66 * 3021 206 358 23.8 * 2.74

77 Onion 0.27 161 * 0.014 0.33 2.07 * 1651 74 3.24 11.5 * 2.1

78 Chestnut 32.5 184 * 0.028 * 7.58 * 4485 272 38.4 9.05 0.032 4.91

79
Pickled young  
radishes 9.16 972 * 0.057 * 9.78 * 3032 * 1.78 3890 0.023 2.95

80
Leaf-mustard  
Kimchi

* 949 * 0.058 * 12.5 * 4277 308 7.71 7591 0.039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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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Food stuff Al Ca Co Cr Cu Fe I K Mg Mn Na Se Zn

81 Cabbage(H co.) 0.71 376 * 0.034 0.252 3.53 * 2205 73.1 0.637 35.5 * 3.02

82 Spicery(H co.) * 963 * 0.126 * 16.8 * 5739 1030 5.32 11305 * 4.3

83 Kimchi(H co.) 10.5 770 * 0.094 * 6.94 * 3976 * 3.93 6322 * 3.55

84 Processed boiled  
rice1

0.307 25.5 * 0.123 0.575 0.049 * 74.8 20.8 1.53 43.6 0.042 3.06

84 Processed boiled  
rice2

* 35 * * 0.558 0.381 * 69.5 24.4 2.15 45.9 0.015 4.91

85 Sesame leaf 8.43 2027 * 0.623 * 16 * 3774 657 5.46 6.47 * 3.75

86 Red pepper  
powder

25.7 745 * 2.21 * 239 * 19149 676 41 4640 0.423 63.5

87 Dropwort 36 314 * 0.036 2.42 16 * 4398 547 8.99 120 * 3.1

88 Bracken 8.21 416 * * 1.13 10.3 * 284 238 3.16 39.7 * 4.96

89 Strawberry 43.2 161 * * * 0.872 * 1725 105 1.87 17 * 0.961

90 Clams 239 183 * 0.242 * 113 1.48 2479 383 5.79 1815 0.424 9.27

91 Orange(Jeju) 0.029 58.2 * * * 0.514 0.017 622 39.3 0.348 10.8 * 0.477

92 Grape 0.23 69.5 * 0.012 0.926 0.869 * 1679 44.3 1.01 2.75 * 0.27

93 Pickled radish * * * 0.008 * 2.33 * 289 78.3 0.258 1815 * 0.973

94 Jujube 2.09 161 * 0.014 1.04 4.85 0.065 4113 169 3.88 13.5 * 6.93

95 Anchovy dasyda 99.5 10409 * 0.705 * 62.7 * * 661 10.6 73402 0.449 25.2

96 Ramyen(noodles) 3.74 * * * 21.6 3.29 * 1672 94.8 3.77 3459 0.094 2.98

97 Mustard powder 39.5 2146 * 0.092 4.03 47.6 * * 1880 14.9 355 2.29 30.1

98 Coffee 1.75 1206 * * * 18.4 * 36038 3551 21.5 360 0.086 2.59

99 Boiled rice 0.984 45.7 * * 2.6 2.72 * 904 266 18.9 5.9 0.103 11.4

100 Barley 2.28 272 * * 2.87 18.2 * 2655 463 17.7 30.8 * 16.6

101 Glutinous rice 2.02 69 * 0.034 2.32 3.37 * 1095 383 11.6 6.79 0.6 14.7

102 Black rice 4.66 141 * * * 9.68 * 3049 1066 29.8 14.5 * 18.4

103 Sesame weeds 1.51 7851 * * 13 74.3 * 4536 3107 16.7 12.9 * 49.3

104 Perilla weeds 34.7 3467 * * 13.2 52.3 * 6278 2374 119 4.9 * 42

105 Ramyen soup1 158 * * 0.419 * 16.6 * * 4.68 112869 * 6.35

106 Ramyen soup2 35.8 3138 * 0.066 * 45.3 * 19205 1111 23.8 1117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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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 Analytical Results of Major and Trace Elements in Duplicate  

           Diet  (wet, unit : mg/day)                       * : ㎍/day

Sample Al Ca Mg Cl Mn Na K Br Fe Cr* Se* Zn

1 7.77 265 218 3641 4.92 247 2475 3.94 6.77 54.9 24.60 8.23

2 2.60 200 194 5187 2.00 3584 2165 7.56 7.26 67.2 52.2 4.82

3 0.75 89.7 156 2752 1.84 1733 1365 3.35 2.63 * 15.83 2.67

4 4.53 571 354 4610 5.38 2861 2459 9.62 10.12 24.6 39.75 9.11

5 1.68 174 192 2563 3.14 1522 2721 3.08 3.81 10.3 112 3.56

6 3.27 217 140 5684 3.18 3650 1636 8.83 4.78 10.1 61.0 6.62

7 4.36 2187 290 7103 4.33 4624 2047 9.20 9.02 165 108 8.67

8 1.20 87.8 120 1825 1.45 1115 996 3.10 2.20 17.6 23.89 3.70

9 2.60 172 212 3407 2.73 2005 676 5.11 4.24 10.7 6.69 3.51

10 2.95 284 237 3858 5.00 2364 1640 4.56 5.92 51.0 24.96 7.80

11 2.98 483 200 5591 4.48 3165 2123 3.53 6.17 54.5 57.33 10.01

12 2.09 59.9 154 4110 5.07 2406 1716 3.69 5.23 18.6 37.39 7.73

13 1.23 1150 127 3792 2.74 2725 1202 3.17 2.91 21.6 10.34 3.06

14 4.38 251 97.9 5582 4.07 2857 1092 4.35 4.80 16.0 26.19 4.05

15 3.46 478 376 5517 5.59 3005 1919 5.06 4.69 37.8 19.48 6.07

16 2.14 63.2 286 4848 5.36 2967 2091 4.32 7.41 195 33.46 11.75

17 1.69 1194 360 7078 6.93 3463 2495 8.59 5.55 18.9 41.44 7.65

18 10.45 - 451 5039 7.39 2958 1707 4.90 7.54 45.5 38.05 8.75

19 7.55 295 484 5371 1.20 3595 1565 6.07 4.41 45.0 52.6 6.12

20 5.55 414 528 5316 6.05 3426 4816 5.52 7.28 43.7 92.4 8.48

21 5.92 249 329 7159 2.68 4769 1972 7.43 7.03 46.3 133 10.17

22 2.42 128 169 3103 2.25 2126 1186 3.93 3.98 47.5 41.4 6.32

23 6.26 332 312 3185 5.13 2074 1274 2.64 6.56 49.7 * 5.77

24 1.62 222 303 3407 2.20 1948 1620 3.21 6.43 52.0 30.4 6.19

25 6.21 689 618 5277 3.25 3463 2105 6.69 8.29 45.4 96.7 7.08

26 2.96 705 102 5601 3.91 3005 1982 4.63 5.90 47.7 50.3 5.99

27 4.91 503 295 3896 2.96 1985 1528 5.02 3.98 39.7 49.5 4.89

28 6.12 129 201 3762 2.05 2005 2011 7.01 6.01 42.1 33.7 7.02

29 1.03 207 411 4005 4.52 2950 2109 3.25 5.30 50.2 40.2 7.56

30 4.13 381 373 5728 6.21 3785 1782 6.39 7.81 59.7 72.1 8.14

Mean 3.8 3 4 06 27 6 4 59 9 3.9 3 27 4 6 1 8 8 2 5.26 5.8 0 4 7 .9 4 9 .1 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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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4. Comparison with Macro and Minor Elements between  

             Reference and Duplicate Diet (unit : mg/day)

Element This Work RDA IAEA Study

Ca 406 1200 320 ～ 920

K 1883 2000 2300 ～ 3900

Mg
Male : 279

Female : 274

Male : 420

Female : 320
190 ～ 420

Na 2746 500 3500 ～ 6900

Cr 0.048 0.2 -

Fe 5.80 10 8.1 ～ 30

Mn 3.93 5 2.2 ～ 8.6

Se
Male : 0.036

Female : 0.051

Male : 0.07

Female : 0.05
0.034 ～ 0.133

Zn
Male : 5.58

Female : 6.27

Male : 15

Female : 12
8.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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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5. Chronical list of reactor-based PGAA facilities. 

Location Year
Neutron flux

n/cm2․s
Reference

 Cornell U., Ithaca

 U. of Washington, Seattle

 AEC, Orsay(curved guide)

 TU Munchen

 ILL, Grenoble(cold guide)

 PINST, Pakistan

 IVIC, Venezuela

 OWR, Los Alamos

 U. of Maryland-NBSR(thermal)

 ILL, Grenoble(Guide)

 JAERI, Tokai(thermal)

 MURR, Columbia

 U. of Michigan, Ann Arbor

 KURR, Kyoto(guide)

 McMaster U., Hamilton

 MIT, Musashi

 N. C. State U., Hamilton

 ILL, Grenoble(thermal guide)

 KFA, Julich(cold guide)

 Imperial college, Ascot

 AEC, Pretoria

 Cornell U., Ithaca(cold, in progress)

 CRN, Strasbourg

 DINR Dalat, Vietnam

 BNC, Budapest(guide)

 MIT, Cambridge(difracted beam)

 NBSR, Gaithersburg(cold guide)

 JAERI, Tokai(cold and thermalguides)

 NBSR, Gaithersburg(cold guide)

 U. of Texas, Austin(cold guide)

 SINQ, Villigen(cold guide)

 KAERI, Daejeon

1966

1968

1969

1973

1973

1975

1976

1976

1979

1979

1980

1981

1982

1982

1984

1984

1986

1987

1987

1987

1988

1990

1992

1993

1993

1993

1993

1996

1997

1997

2001

1.7 × 106 

2.0 × 10
7

 

2.0 × 107 

1.5 × 10
10

 

1.2 × 10
7

 

4.8 × 107 

4.0 × 10
11

 

4.0 × 10
8

 

8.0 × 108 

8.0 × 10
7

 

5.0 × 10
8

 

2.4 × 107 

2.0 × 10
6

 

6.0 × 10
7

 

5.0 × 105 

1.0 × 10
7

 

1.3 × 10
8

 

2.0 × 108 

2.0 × 10
6

1.0 × 10
6

 

5.0 × 10
6

 

2.0 × 106 

6.0 × 10
6

 

1.5 × 10
8

 

1.4 ×  108, 2.4 ×  107 

8.0 × 10
8

 

5.0 × 10
7

 

7.0 × 107 

1.2 × 10
8

 

14

15

16,17

18

19

20

21

22,23

24,25

26

27

28

29

30

21

32,33

34

35

36,37

38

39

40,41

42

43

44,45,46

47

48

49

50

51,52,53

54,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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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6. PGAA systems using low energy neutron guide beam.

기   
원자로, 

MW
 성자 

성자속,

n/cm
2․s

검출기

NIST(USA) NSBR, 20
열 성자

냉 성자

3.3 × 108 

1.5 × 10
8

Ge-BGO

Uni. of Texas(USA) Triga-II 냉 성자 5.0 × 107 Ge

JAERI(Japan)
JRR-3M, 

20

냉 성자

열 성자

1.4 × 108

2.4 × 107

Ge-BGO

Ge-BGO

Istitute of Isotopes

(Hungary)
BRR, 10 열 성자 4.0 × 108 Ge-BGO

Paul Scherrer 

Institute

(Switzerland)

Cyclotron 냉 성자 ≈109
Ge-BGO

Ge-Na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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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7. PGAA expected sensitivities for HANARO, 

                   assuming a flux of about 108 n/cm2･sec

Element Sensitivity(cps/mg) Element Sensitivity(cps/mg)

H 

Li 

Be 

B  

C  

N 

O  

F  

Na

Mg

AL

Si 

P  

S  

Cl 

K 

Ca 

Sc 

Ti 

V 

Cr 

Fe 

Mn

Co 

Ni 

Cu 

Zn 

Ga 

Ge 

As

Se 

Br 

Rb 

Sr 

Y 

Zr 

Nb

Mo

Ru

Rh 

  3.2E+00     

  6.1E-02 

  3.7E-03 

  2.0E+03 

  1.5E-03 

  1.2E-02 

  2.2E-04 

  6.3E-03 

  6.4E-01 

  3.4E-02 

  1.0E-01 

  2.6E-02 

  1.2E-01 

  2.2E-01 

  6.0E+00 

  5.0E-01 

  9.6E-02 

  8.2E+00 

  1.5E+00 

  2.0E+00 

  5.4E-01 

  1.9E-01 

  4.6E+00 

  6.1E+00 

  4.5E-01 

  6.3E-01 

  1.6E-01 

  4.0E-01 

  3.9E-01 

  7.7E-01 

  1.3E+00 

  4.8E-01 

  2.9E-02 

  1.5E-01 

  1.7E-01 

  1.5E-02 

  1.4E-01 

  4.5E-01 

  4.2E-01 

  1.2E+01 

Pd   

Ag  

Cd   

In   

Sn   

Sb   

Te   

I    

Xe   

Cs   

Ba   

La   

Ce   

Pr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Hf   

Ta   

W   

Re   

Os   

Ir    

Pt   

Au  

Hg  

Tl   

Pb   

Bi   

Th  

U    
235

U

     1.1E+00        

     3.9E+00 

     4.5E+02 

     8.0E+00 

     1.7E-02 

     1.9E-01 

     4.8E-01 

     6.9E-01 

     1.3E+00 

     1.3E+00 

     5.3E-02 

     2.9E-01 

     4.0E-02 

     4.3E-01 

     5.3E+00 

     1.3E+03 

     1.1E+03 

     3.2E+03 

     6.7E-01 

     4.1E+01 

     5.4E+00 

     1.9E+01 

     2.7E+00 

     1.5E+00 

      4.7E+00 

      8.6E+00 

      5.9E+01 

      3.2E-01 

      1.3E+00 

      6.1E-01 

      3.6E+01 

      1.2E+00 

      1.6E+01 

      4.6E+01 

      4.9E-02 

      1.5E-03 

      1.7E-03 

      5.4E-02 

      4.2E-03 

      3.8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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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8. Analytical sensitivity and detection limits with PGAA in     

           reference samples.

 

Element
Gamm-Ray 

Energy(KeV)

Sensitivity

(counts/mg/s)

Minimum Detection Limit, mg/g

Coal

(NIST SRM 1632a)

Bovine Liver

(NIST SRM 1577)

H

B

C

N

Na

F

Mg

Al

Si

P

S

Cl

K

Ca

Ti

V

Mn

2223

478

1261

4945

1885

5269

10829

472

1368D

1633

585

1779D

7724

1273

3539

4934

637

841

2380

3221

5421

516

785 + 788

1164

770

1942

342

1382

1433D

212

847D

352

0.86

530

4.0 × 10-4

2.4 × 10
-4

0.0030

0.0017

2.5 × 10
-4

0.15

0.036

0.0016

0.0085

0.024

0.0013

0.0036

0.0066

0.0042

0.0062

0.054

0.015

0.0067

0.0090

1.5

1.2

1.0

0.13

0.022

0.38

0.39

0.33

0.53

1.05

0.046

0.012

4.9 × 10
-5

27

16

3.4

2.0

0.92

0.28

0.27

6.1

1.2

0.45

0.86

2.4

0.61

1.1

1.3

0.18

0.28

0.59

0.34

0.0072

0.0093

0.0096

0.069

0.49

0.037

0.027

0.025

0.049

0.0086

0.34

0.033

6.7 × 10
-5

37

24

6.5

3.5

1.9

0.13

0.27

7.9

1.9

0.53

1.4

3.2

0.83

1.9

2.6

0.28

0.33

0.64

0.44

0.012

0.015

0.016

0.12

0.98

0.041

0.027

0.035

0.053

0.01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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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lement
Gamm-Ray 

Energy(KeV)

Sensitivity

(counts/mg/s)

Minimum Detection Limit, mg/g

Coal

(NIST SRM 1632a)

Bovine Liver

(NIST SRM 1577)

Fe

Cu

Zn

As

Se

Br

Mo

Cd

In

Nd

Sm

Cd

Pb

7120 + 7135

7631 + 7645

278

1077

165 (+ 163)

239

244

315

778

558

162

186

273

697

334

182

1185

7368

0.015

0.013

0.12

0.019

0.17

0.31

0.18

0.036

0.11

174

2.9

2.6

2.7

1.3

639

688

108

3.9 × 10-4

0.41

0.16

0.17

0.44

0.23

0.083

0.12

0.44

0.088

6.1 × 10
-5

0.014

0.013

0.0081

0.0074

2.7 × 10-5

4.7 × 10
-5

8.6 × 10
-5

5.1

0.59

0.18

0.18

0.58

0.24

0.084

0.19

0.59

0.094

9.3 × 10
-5

0.014

0.014

0.0079

0.0082

3.1 × 10-5

5.3 × 10
-5

1.5 × 10
-4

5.6

Table 119. Analytical results of Boron in three NIST SRM samples. 

Sample 
Sample Counting Corrected B Mass in Content Certi. Value

Weight(mg) Time(sec) CPS of B Sample(μg) (μg/g) (μg/g)

Spinach

Leaves
53.05 79000 2.714 2.032 38.3 37.6 ± 1.0

Tomato

Leaves

44.18
80000

1.463 1.096 24.8
33.3 ± 0.7

56.27 2.546 1.907 33.9

Peach

Leaves

51.35

80000

1.594 1.194 23.2

29 ± 251.42 1.645 1.232 24.0

44.54 1.523 1.14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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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0. Comparison of analytical results using PGAA.

Reactor

(Thermal Flux)
Detection system Samples

Boron 

conc.(㎍/g)

Det. limit

(㎍/g)
Ref

 JRR-3M, 20MW,   

  JAERI

 (1.4×108 n/㎠ㆍs)

 

 TRIGA-Ⅱ, 100kW,  

 Musashi

 (5.0×105 n/㎠ㆍs)

 NBS, 10MW

 (2.0×108 n/㎠ㆍs)

Ge-BGO detector

Ge detector

Ge(Li) detector

Basaltic rock, CJS JB-1

Granitic
 rock, CJS JG-1

Body tissue - Liver

              Kidney

              Spleen

              Thyroid

              Muscle

V79 cell A

V79 cell B

Blood-1

Blood-14

Tumer (skin)

Tumer (muscle)

Tumer (muscle)

Normal tissue

SRM 1632 (coal 

standard)

SRM 1632a (bitumious)

SRM 1635 

(subbitumious)

SRM 1577(bovine liver)

10.7±2.0

5.75±0.4 

22.9±9.0 

57.3±16.0

34.1±16.4

27.7±4.6

31.9±1.0

15.2±2.2

20.5±2.6

119.7±2.6

40.5±1.6

34.5±2.5

39.6±5.0

35.8±5.0

43.5±5.0

42.1±0.7

52.7±1.8

104.5±2.6

3.2±0.2

8.0×10-2

4.9×10-2

6.7×10-2

1 (1995) 

2 (2000)

3 (2000)

4 (1990)

5 (1997)

 TRIGAⅡ, 250KW

 (5.4×105 n/㎠ㆍs)

 TRIGAⅢ, 250KW

 (1.2×106 n/㎠ㆍs)

 HANARO, 24MW

 (6.1×107 n/㎠ㆍs)

NaI(Tl) detector

Ge(Li) detector

Ge-BGO detector

Standard sample

Copper ally

Zirconium ally

Biological samples

(NISTSRM 1570a)

Nuclear material

53.8±1.1

34.4±4.0

21.0±3.0

37.2±3.0

?

3.9

3.2×10-1

1.0×10-1

6 (1978)

7 (1982)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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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real map of particulate matter monitor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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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lown-up view of the black polyethylene container

 with a stacked filter cassette in side.

Figure  4. Configuration of NAA holes in HANARO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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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ayout of improved PTS in HANARO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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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Long term monitoring for neutron flux and cadmium ratio of  

    NAA 1 irradiation hole in HANARO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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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variation for a day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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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variation of thermal neutron flux for a day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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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hort term monitoring for neutron flux of NAA 1 irradiation  

          hole at 24 MW Operation of HANARO.



- 377 -

Flux Variation in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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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Variation of thermal neutron flux with monitor positions

             in irradiation capsule.

Figure 11. Layout of emergency withdraw system and N2 supporting 

system in 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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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Air Supply System(for Pneumatic)

 Notes
  1) PTS 실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재료는 스웨지락으로 한다.
  3) R : Regulator,       

S S S

NAA1NAA2NAA3

R

Sol SolSol

N2

Vent

SW :
PTS에 설치 요함

Air Supply System(Rx hole)

S S S

NAA1NAA2NAA3

Vent

라인연결

N2 N2 Buffer
Tank

Valve

            작 업 방 법

 1. 질소탱크의 배기 밸브를 잠금다. 
 2. NAA1 셔틀밸브 상단, 하단의 클램프를 푼다.
 3. 준비된 3/4인치 파이프를 직접 연결한다. 
 4. 래귤레이터의 압력을 0.1 bar로 조절한다.

셔틀밸브

            제어실 체-크 사항

 1. 레귤레이터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 체크하기 바람.
 2. 질소 탱크의 압력을 수시 체-크하여 압력이 5.0 Bar까지 덜어지   
     면 탱크 밸브를 잠그고 시험을 종료한다.
 3. 지전된 밸브외의 다른밸브는 만지지 말것.

Regulator
(0.1 bar)

Figure 12. Design of N2 supporting system in 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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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esign of automatic sample change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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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enu display of automatic sample change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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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X,Z,R 원점 복귀 

X,Z,R 초기 위치 이동

Grip 동작(Holding)

Detector로 이동 

Ready Out 

Sample Change Input 

    Process= Sample Number

Finish

NO 

YES

Figure 15. Operation diagram of automatic sample changer-II.



- 382 -

Figure 16. Recent gamma-ray spectrometer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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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ontrol chart of Al in different C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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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Non-ideal neutron flux distribution in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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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Measurement of α values by Cd ratio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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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RM 2704 (Buffalo River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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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with certified values 

           for NIST 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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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ertificate of KOLAS(KT-047).



- 389 -



- 390 -

Figure 23. Certificate of KOLAS(KT-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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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Results of NAA utilization in 199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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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Results of NAA utilization(organization) in 2000-2002.



- 393 -

2000-2002 이용분야별 실적

1

10

100

1000

10000

2000 2001 2002

이
용

분
야

별
 실

적
(건

수
)

산업
재료

환경

인체
보건

표준
물

고고
학

기 타

합 계
 

2000-2002 이용분야별 실적

1

10

100

1000

10000

2000 2001 2002

이
용

분
야

별
 실

적
(시

료
수

)

산업
재료

환경

인체
보건

표준
물

고고
학

기 타

합 계
  

             

Figure 26. Results of NAA utilization(sample type) in 20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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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 n o f AP M  concentratio n, industria 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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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7. Time-series for airborne particulate matter(APM)  

              concentration separated by sampling area from Jan. 

              2000 to De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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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8. Time-series for airborne particulate matter(APM)  

              concentration separated  by size fraction from Jan. 

              2000 to De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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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FPM and black carbon,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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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9. Comparison between fine fraction PM and black carbo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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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l distribution of coarse particle, indua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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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Elemental distribution of APM in the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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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l distribution of coarse particle,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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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lemental distribution of APM in the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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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2. Elemental percent ratio of coarse and fine fraction

              (C/F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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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3. Seasonal distribution of spring and winter dominated

             elements in fine fraction PM at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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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4. Seasonal distribution of fall dominated elements in fine  

             fraction PM at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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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6. Annual trends of elemental concentrations for fine fraction

            at industrial area; (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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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7. Annual trends of elemental concentrations for fine fraction

           at industrial area; (B)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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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Annual trends of elemental concentrations for fine fraction

           at industrial area; (C)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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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0. The plot of enrichment factor values with size fraction 

             of 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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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The plot of enrichment factor values with sampl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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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orrelation of elements Al vs CPM and F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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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Correlation of elements Br vs CPM and F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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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4. Correlation of elements Fe and Sc in the both of CPM

             and F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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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5. Correlation of elements Br and Sb in the both of CPM

             and F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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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6. Correlation of elements V and Zn in the both of CPM

              and F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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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 diagram between Fine mass and Black carbon,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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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Regression analysis between black carbon and fine fraction.



- 418 -

0

4000

8000

12000

16000

20000

24000

5 6 7 8 9 10 11 12
No. of factor

Q
 v

a
lu

e

R e aso n ab le  Q :  6 6 7 2

(a)Chi-value

7 0

7 5

8 0

8 5

9 0

9 5

1 0 0

5 6 7 8 9 1 0 1 1 1 2

N o .  o f fa c to r

R
e
si

d
u
a
l 
≤

±
2
(%

)

(b) Percent of residual within ±2

0

2

4

6

8

1 0

5 6 7 8 9 1 0 1 1 1 2
N o . o f fa c to r

IM
 a

n
d
 I
S

IS IM

(c) IM and IS

0

0 .02

0 .04

0 .06

0 .08

0 .1

0 .12

5 6 7 8 9 10 11 12

No. of fac tor

L
a
rg

e
s
t 
e
le

m
e
t 
in

 R
o
m

(d) Largest element in rotmat

Figure 48. Determination of No. of factor for fine fraction in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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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9. Determination of FPEAK set value for fine fraction in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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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Source profile of elements in fine fraction at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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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Source profile of elements in fine fraction at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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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Mass concentration of APM(coarse and Fine fraction)

              collected from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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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Box and whisker plots of Br in the coarse and fin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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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9. Results of proficiency test of (a)urban dust and 

             (b)loaded air sample. 



- 427 -

c a l i b r a t i o n  C u r v e

y  =  0 .9 8 6 1 x  +  0 .4 0 5 5

R 2 =  0 .9 9 7 7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G e n t  f lo w  ra t e

G
ili

a
n
 f

lo
w

 r
a
te

ca libration Curve

y = 1.5699x - 13.128

R2 = 0.9991

8

11

14

17

14 15 16 17 18 19 20
Gent flow rate

G
ili

a
n
 f

lo
w

 r
a
te

Figure 60. Calibration id air sampler using Gilian calibrater.

Yuseong
gu

Daedeok
gu

Dong
gu

Jung
gu

Seo 
gu

 

1st industrila
complex2nd Industrial 

complex

Figure 61. Study area and sampling site.



- 428 -

0%

20%

40%

60%

80%

100%

0.0E+00 1.0E-05 2.0E-05 3.0E-05 4.0E-05

carcinogenic risk

cu
m

ul
at

iv
e 

pr
ob

ab
ili

ty
Point Est.CTE : 4.30E-06

Point Est.RME : 2.35E-05
PRA 50th %ile : 3.62E-06

       90th %ile : 9.50E-06
       95th %ile : 1.19E-05
       99th %ile : 1.68E-05

      99.9th %ile : 3.68E-05

RME range
[9.50E-06~3.68E-05]

Pt.risk
CTE

PRA
RME

Pt.risk
RME

 

(a) Male 

 

0%

20%

40%

60%

80%

100%

0.0E+00 1.0E-05 2.0E-05 3.0E-05 4.0E-05

carcinogenic risk

cu
m

ul
at

iv
e 

pr
ob

ab
ili

ty

Point Est.CTE : 4.30E-06
Point Est.RME : 2.35E-05
PRA 50th %ile : 3.27E-06

       90th %ile : 8.30E-06
       95th %ile : 1.07E-05
       99th %ile : 1.52E-05

      99.9th %ile : 2.49E-05

RME range
[8.30E-06~2.49E-05]

Pt.risk
CTE

PRA
RME

Pt.risk
RME

 
(b) Female 

Figure 62. 1-DMCA results (n=10,000 iterations) showing a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for cancer risk on a exposure   

           scenario of 95% UCL. Bold lines corresponds to the         

           acceptable risks of 10-6 or 1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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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Gamma-Ray Spectrum of Th Analysis in SRM Pine Ne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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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6. Gamma-Ray Spectra of U and Th Analysis in a Korean  

            Mixed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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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7.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during sampl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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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0. elemental concentration sorted by ascen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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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 Large Polymer Materials

Cleaning  ← Deionized Water

Crushing  ← Freezing by Liquid N2

 ← Sealing in Clean PE Bag

 ← Crushing with Teflon Hammer

D econtamination  ← with 10%-Nitric Acid

D rying  ← Oven & Desiccator

 

Analysis  → NAA, ICP-AES

     Figure 71. Flow chart to restrain metallic contamination in the  

                preparation of polym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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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for 1min Irradiation

    10g for 30min Irradiation

E ncapsulate  ← Inner Polyethylene Capsule

Aperture
 ← top side of the Sample Capsule

 ← ψ < 0.5 mm

Rabbit ← Outer HDPE Rabbit

Irradiation
 ← 1 min for Short lived Nuclide

 ← 30 min for Medium & Long lived Nuclide 

 

Cooling

 ← 5, 40, 120 min 

    for Short lived Nuclide

 ← 2 day for Medium lived Nuclide 

 ← 20 day for Long lived Nuclide

Activity Counting

 ← 500s for Short lived Nuclide

 ← 2,000s for Medium lived Nuclide 

 ← 4,000s for Long lived Nuclide

Calculation  ← SCM-IC SW

Figure 72. Flow chart of NAA for the analysis of plast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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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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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mesh

 ⇦ sieve with 150 mesh s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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ꀻ  ⇦ with a mixer mill

Analysis  ➡ NAA, ICP, XRF

Figure 73. The scheme for sampling and preparation of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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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4. Investigation path of pollution source for human health      

            research using hair analysis.

 Figure 75. Interactions between minerals. Lines indicate that one  

            mineral alters the absorption, metabolism, or excretion of  

            the other. (Source : Ensminger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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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trace elements in Korean human  

            tissues by 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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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D etector for Uranium Analysis

Detector Materials : LEXAN, 2 x 3 cm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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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Research Reactor (ΦPTS = 1.7x1013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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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Analysis
(Optical Microscope/CCD Camera)

Q uantitative Analysis

Figure 77. Flow Diagram of Nuclear Track Technique for Uraniu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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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igure 78.  (n, f)-radiograph of the hair sample #9 : (a) unwashed, 

(b) washed.  Neutron fluence : ～ 1016 cm-2.  CU-235 : ～ 16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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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50 ㎛

Figure 79.  (n, f)-radiograph of a contaminated hair sample (F4, 

unwashed). Neutron fluence : ～ 1016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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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0. (n, f)-radiograph of a contaminated hair sample 

             (F4, washed). Neutron fluence : ～ 1016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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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1. Mean concentration of trace elements in human hair

             with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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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2. A distribution chart of relative frequency of trace elements

            in human hair with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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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3. A distribution chart of Al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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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4. A distribution chart of As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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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5. A distribution chart of Br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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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6. A distribution chart of Ca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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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7. A distribution chart of Cu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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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8. A distribution chart of I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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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9. A distribution chart of K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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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0. A distribution chart of Mg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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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1. A distribution chart of Mn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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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2. A distribution chart of Na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 449 -

0

0.5

1

1.5

2

2.5

A B C D

Group

C
o
n
c
e
n
tr
a
ti
o
n
 (

u
g
/g.

Figure 93. A distribution chart of Sb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0

10

20

30

40

50

A B C D

Group

C
o
n
c
e
n
tr
a
ti
o
n
 (

u
g
/g.

Figure 94. A distribution chart of Sr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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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5. A distribution chart of Zn concentration in hair of 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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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6. A distribution chart of trace elements in human hair on     

            sexu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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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7. Comparison with Inorganic Elements between Duplicate Diet  

           and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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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8. Box Plot for Calcium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Figure 99. Box Plot for Potassium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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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0. Box Plot for Magnesium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Figure 101. Box Plot for Sodium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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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2. Box Plot for Chromium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Figure 103. Box Plot for Iron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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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4. Box Plot for Manganese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Figure 105. Box Plot for Selenium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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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6. Box Plot for Selenium in Duplicate Diet and RDA reference



- 457 -

(a)

         

(b)

        

 Figure 107. (a) A schematic layout of the PGAA system on the ST1  

         beam port of HANARO (b) plan view of the PGA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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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8.  Comparison of sensitivities and PGAA and 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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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09. Thermal neutron flux around center position of PGAA  

             beam (Unit : x107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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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0. Boron peak broadened by Doppl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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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 Background spectrum of PGAA system without sample 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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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Background spectrum of PGAA system with sample blank 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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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3. Prompt gamma-ray spectrum o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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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4. Determination of CP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Na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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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5. Determination of CP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Boron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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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6. Prompt gamma-ray spectrum of Boron in Spinach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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