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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핵물질 입자 표준화 및 핵반응 화학물질 검출을 위한 NIPS 측정시스템 구성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 및 핵분열 트랙 기입기술 개발

     - 핵물질 미세입자 제조 및 표준화

     - 핵물질 입자 크기에 따른 트랙형태 변화 측정

     - 핵물질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변화 측정

  ∙중성자 핵반응 알파트랙 기입법에 의한 10B 측정기술 개발

     - 보론의 (n, α) 핵반응에 의한 알파트랙 측정

     - 알파트랙에 의한 10B 농축도 측정 및 정 도 평가

     - 10B/11B 동위원소 비 결정 및 상호 비교시험

  ∙화학물질 검출을 위한 NIPS(Neutron Induced Prompt Gamma-Spectrometry) 측정

시스템 구성

     - 252Cf에 의한 중성자 조사조건 설정

     - NIPS 측정시스템 설계 및 구성

     - NIPS 측정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평가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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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2. 연구결과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

- 에어로졸 발생장치와 중력침강법을 이용한 실리카입자(1∼20 ㎛) 제조 및 크기별 분리

방법 확립

- 흡착법을 이용한 농축도가 1, 5, 10, 20, 50%인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 제조

-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의 물리/화학적특성 확인

∙핵물질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규명

- 우라늄 입자크기(2.4∼26.7 ㎛)와 트랙지름(114∼541 ㎛) 사이의 상관관계 도출

- 우라늄 농축도(1, 5, 10, 20, 50%)와 핵분열트랙 형태 사이의 상관관계 도출

- NIST SRM을 이용한 극미량 우라늄 동위원소 질량분석 결과의 신뢰도 평가

-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해석용 프로그램 (UFT-DB V1.0)개발 및 미지시료 적용

∙보론 핵반응을 이용한 농축도 결정기술 개발

- 보론 농도(1, 3, 6, 10, 15, 20 mg/L) 변화와 알파트랙 수 사이의 상관관계 도출 

- 10B 농축도(0∼90%)와 알파트랙 사이의 상관관계 도출

- 20∼30 개의 시료를 동시에 점적 가능한 점적판(Multi dot plate) 개발 

- 알파트랙과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BNCT 생체시료에 대한 상호비교시험 (편차 10% 이

내에서 일치)

∙NIPS 측정시스템 구성 (
252
Cf 선원 : 5 mCi)

-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한 수층에서의 중성자 열화해석으로 위치에 따른 열중성자 선

속 확보

- 열중성자 반사체를 이용한 열화효율 향상

- γ-γ 동시계수장치를 이용한 바탕값 최소화 및 최적의 timing 스펙트럼 (FWHM=13.8 

ns) 확보

- 원소 정량을 위한 0.05 - 10 MeV 광대역 감마선 에너지에서의 HPGe 검출기 계측효율 

보정

- 표준물을 이용한 주요대상 원소에 대한 즉발감마선 스펙트럼, 검출한계 및 바탕값 확보

- 고체물질에 대한 즉발감마선 측정 사전시험 결과 확보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미세 핵물질 입자 제조기술 및 핵물질 입자 크기와 농축도에 따

른 핵분열트랙 변화 측정결과는 향후 핵사찰을 목적으로 swipe 시료의 선별에 직접 적

용이 가능.

∙보론의 알파트랙 검출기술 및 동위원소 비 결정기술은 냉각계통 내 적정 붕산 투입량 

조절을 위한 화학측정 기술로 원자력발전소 운 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

음. 

∙NIPS 측정시스템은 on-line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공항이나 항만 등의 검사대에 설치․

적용함으로써 탑승객들의 수화물에 대한 폭발물 및 화학작용제의 신속한 현장 검색이 

가능케 된다면, 이는 사회 친화적인 기술로서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대 국민 홍보 및 이

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군사 및 환경분야 등 다양한 산업체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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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핵반응 화학물질 검출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관련시설 또는 핵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주변의 핵사찰 환경시료로

부터 채취한 미세입자에서 흔적량 핵물질을 검출하고 동위원소 비를 결정하

는 기술은 원자력 관련 연구 및 시설운  활동의 국제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적으로 개발해야 할 핵심기술이다.  이와 같은 기술은 국가가 원자

력발전을 계속 유지하고 그와 병행하여 핵물질을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한에

는 독자적인 국내 자립기술로써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가 충분한 기

술이다.  또한 본 기술은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

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기술 수출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 있고 

국제 원자력 계에서 국가주도 연구개발 사업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성자 조사 알파트랙 기입방법을 이용한 보론 동위원소 비(10B/11B) 결

정기술은 최근 암치료를 위해 활발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BNCT(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기술개발에서 요구되는 기본 기술

일 뿐만 아니라, 냉각계통 내 적정 붕산 투입량 조절을 위한 화학측정 기술

로 원자력발전소 운 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내 원자

력 산업에 대한 대 국민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IPS 측정시스템의 국내 자체개발로 원자로를 이용하는 열중성자 방사

화 분석 및 X-선 분석법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핵반

응을 이용한 측정기술 분야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산업화하여 해외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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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NIPS 측정기술은 차후 군사지역 내 지뢰, 폭발물 및 화학무기 검출과 

산업단지 및 소각로 등에서 발생되는 특정 환경오염물질의 검출 그리고 

반입 마약류의 검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기술개발이다.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하여 미량의 화학물질을 검출하

는 방사화학 기술은 원자력 산업계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핵물질과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검출‧방어할 수 있는 선진기술로, 본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

됨으로써 인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친화기술

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핵물질 미세입자 제조 및 표준화

핵물질 미세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TEOS(tetra-ethyl ortho-silicate)와 물

유리(water glass)를 사용하여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 다.  TEOS를 사용한 

실리카 입자제조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 다.  또한 물유리를 사용하여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도입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개조하여 활용하 다.  물유리로 제조한 실리카 입자는 표준화를 위해 

중력침강 방법으로 입자크기별로 분취하 으며, 분취한 실리카 입자는 물리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핵물질 미세입자의 표준화를 위한 물성

자료 작성으로 활용하 다.

□ 핵물질 입자크기 및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변화 규명

핵물질 농축도에 따른 핵분열트랙 형태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우라늄을 

함유한 실리카 입자 및 금속 우라늄 입자 등을 사용하 다.  핵물질 입자는 

트랙검출기에 부착시킨 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HANARO 연구용 원자로에

서 중성자 조사하 다.  조사된 트랙검출기는 화학에칭 과정을 통해 핵분열

트랙을 만들고 광학현미경으로 핵분열트랙의 형태 및 크기를 측정하 다.  

핵분열트랙을 이용하여 핵물질 입자크기와 우라늄 농축도 변화에 따른 핵분

열트랙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하 다.  또한 핵물질 입자의 크기 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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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 농축도에 따른 핵분열트랙 형태 변화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핵분열트랙의 이론적 미세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보론 동위원소비 결정기술 개발

보론의 중성자 핵반응 결과 생성되는 알파트랙 측정과 관련하여 알파트

랙 검출기의 특성을 조사하고 알파입자 방출선원을 이용하여 트랙 검출기의 

검출특성을 평가하 다.  이 평가를 통해 보론의 중성자 핵반응에 따른 알파

트랙 측정을 위한 최적조건을 결정하 다.  알파트랙을 이용한 10B 농축도 

결정을 위해 보론 농도와 10B 농축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 다.  이 실험에서는 측정결과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보론 용액을 균일하게 점적할 수 있는 점적판을 개발하고 알파트랙 기입방

법의 최적조건을 설정하 다.  10B/11B 동위원소 비 결정과 관련하여 질량분

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고 알파트랙 측정법과 동위원소 측정법

을 적용하여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에 대한 상호비교 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보론 측정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재현성, 정 도, 

정확도 및 검출한계를 측정하 다.

□ NIPS 측정시스템 개발

   252Cf와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중성자 선원으로 이용한 NIPS 측정시스

템 개발을 위해 우선 252Cf에 의한 중성자 조사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하여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한 중성자 및 감마선 차폐해석 및 수

층에서의 중성자 열화해석으로 위치에 따른 열중성자 선속을 조사하 다.  

252Cf 중성자 선원은 원자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열중성자 선속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반사체를 이용하여 열화효율을 향상시키고

자 하 다.   중성자 선원 보관함 및 선원 이동장치를 제작하여 중성자 조사

장치를 구성하 으며 그 성능시험을 하 다.  중성자 차폐물질과 같은 주변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즉발감마선 바탕값을 낮추기 위하여  동시계수장치를 

구성하고 성능을 시험하 으며, γ-γ 동시계수장치를 이용한 바탕값 최소화

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 다.  수용액 시료 중 존재하는 원소정량을 위해 즉

발감마선의 규격화로 기존의 감마선 계측효율 에너지 역(< 3 MeV)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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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광대역(< 10 MeV)의 감마선 계측효율을 보정하 으며, 표준물을 이

용한 주요대상 원소에 대한 검출한계 및 바탕값을 확보하 다.  또한, NIPS 

측정시스템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체물질

에 대한 사전시험을 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 핵물질 미세입자 제조 및 표준화

핵물질 미세입자는 실리카 입자에 우라늄을 흡착하여 제조하 다.  우라

늄 흡착에 사용한 실리카 입자는 TEOS를 이용한 화학적 방법 또는 에어로

졸 발생장치와 물유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조하 다.  에어로졸 발생장치와 

물유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조한 실리카 입자는 입자생성 물질인 물유리의 

함량에 따라 대략 1∼20 ㎛ 범위 내에서 일정한 크기를 나타냈다.  제조한 

우라늄 흡착용 실리카 입자는 표준화 과정의 일환으로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하 다.  측정 항목으로는 입도분포, 입자크기, 입자표면적, 기공

크기, 기공부피, 입자 도, XRD 측정, TGA에 의한 휘발성물질 분석, FTIR

을 이용한 화학결합 및 구조분석과 SEM/EDS를 이용한 미세구조 및 성분분

석 등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하 다.  실리카 입자는 크기분포를 세

분화하기 위해 중력침강 방법을 이용하여 입자크기별로 분취하 다.  분취결

과 실리카 입자는 2±1 ㎛, 5±2.5 ㎛, 10±2.5 ㎛, 15±2.5 ㎛, 20±2.5 ㎛ 크기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우라늄 농축도별 표준입자는 약한 산성매질에서 흡착

방법을 적용하여 제조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자크기가 1, 5, 10, 15, 

20 ㎛이고 우라늄 농축도가 1∼50％인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 다.

□ 핵물질 입자크기 및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변화 규명

우라늄을 함유한 핵물질 표준입자에서 생성된 핵분열트랙을 측정하여 입

자크기와 핵분열트랙 지름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 다.  핵물질 표준입자

의 크기가 2.4∼26.7 ㎛인 경우에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지름은 114∼541 ㎛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결과 기울기가 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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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0.882)인 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우라늄이 농축도(0.7, 5, 

10, 20, 50％)별로 흡착된 표준입자를 이용하여 입자크기와 농축도 변화에 따

른 핵분열트랙 형태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 다.  실험결과, 동일한 입자

크기에서 우라늄의 농축도가 큰 경우에 핵분열 트랙의 면적도 크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 다.  또한, 핵분열트랙의 미세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AFM(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하여 핵분열트랙의 형태 및 크기와 

우라늄 농축도 사이의 이론적 및 실험적 상관관계를 도출하 다.  본 실험 

결과는 swipe 시료 내 핵물질 농축도를 판별하기 위해 기 확보된 핵분열트

랙 자료들로부터 data base를 구축하는데 활용하 다.  또한, NIST SRM을 

이용하여 극미량 우라늄 동위원소 질량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

다.

□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보론 동위원소비 결정기술 개발

알파트랙의 수와 10B 농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총 보론 

농도가 5 mg/L인 조건에서 10B 농축도(0∼90％)가 서로 다른 표준용액에 대

한 알파트랙을 측정하 다.  보론 표준용액을 multi dot plate에 점적하여 중

성자 조사한 후 알파트랙 수와 
10B 농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 으며 

이들 사이에 좋은 선형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총 보론 농도

가 1∼15 mg/L이고, 10B의 농축도가 10∼50％인 표준용액을 제조 후 multi 

dot plate에 일정량을 점적하여 각각의 10B 농축도별 총 보론 함량과의 선형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총 보론 농도가 1,000 mg/L이고 
10B 함량

이 미지인 용액의 
10B 농축도를 알파트랙 계수에 의한 방법과 TIMS에 의한 

방법으로 상호비교 측정한 결과, 10％ 이내에서 측정값이 서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NIPS 측정시스템 개발

   NIPS 측정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예비실험과 MCNP 전산코

드를 이용한 모사시험을 통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하 다.  차폐체 두

께는 MCNP-4B 전산코드 계산결과 중성자 보관함 표면에서 0.01 mSv/hr 

되는 60 cm로 정하 다.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한 수층에서의 중성자 



- vi -

열화해석으로 위치에 따른 열중성자 선속을 확보하 으며 pyrolitic graphite 

열중성자 반사체를 이용하여 열화효율을 약 8 %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다.  

γ-γ 동시계수장치를 이용한 바탕값 최소화 성능평가 및 최적의 timing 스

펙트럼 (FWHM=13.8 ns)을 확보하 다.  원소 정량을 위한 0.05 - 10 MeV 

광대역 감마선 에너지에서의 HPGe 검출기 계측효율 보정곡선을 얻었으며 

보정곡선을 이용하여 시스템 내에서의 열중성자 속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

과 3.5 x 103로 나타났다.  Gd, Sm, Cd 및 Cl와 같은 비교적 감도가 좋은 

원소들의 검출한계는 ppm 수준의 결과를 나타낸 반면 측정감도가 비교적 

나쁜 Ca, Mg, Si, F, B 및 Al의 원소의 검출한계는 % 수준임을 알 수 있었

다. NIPS 시스템의 특정 원소 검출 결과는 바탕값 감쇄와 속중성자 열화효

율 증대를 통하여 폭발물을 포함한 위험물질 또는 환경 오염원 검색 등 다

양한 분야의 현장 측정기술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NIPS 측정

시스템의 산업체 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하여 동일 연구 분야의 IAEA CRP 

과제를 수행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 으며, 대 테러 방지를 위한 

on-line NIPS 시스템의 사전시험으로 주요 대상원소인 질소와 황의 즉발감

마선 스펙트럼을 얻었으며 폭발물 및 화학작용제의 색출을 위한 적용가능성

을 확인하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미세 실리카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측정기술

과 미세 핵물질 입자제조 기술은 입자 표준화 연구에 직접 활용되어 농축도

와 입자크기에 따른 미세 핵물질 입자를 규격화하고 핵물질 입자 크기와 농

축도에 따른 핵분열트랙 변화 측정결과와 함께 향후 핵사찰을 목적으로 하

는 swipe 시료의 선별에 직접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물로 확보된 핵물질 표준입자는 EC/JRC 산하 ITU 연구소와 미국 

와싱턴 주립대학 그리고 일본 JAERI의 관련 연구팀과 상호 비교시험을 추

진하여 표준물질로써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보론의 중성자 핵반응 알파트랙 검출기술 및 보론 동위원소 비 결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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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NCT 기술개발을 위한 PGAA 측정결과의 검증과 원전 냉각수내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확립된 

기술은 냉각계통 내 적정 붕산 투입량 조절을 위한 화학측정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 운 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대 국민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현 단계에서 구성된 NIPS 측정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on-line 시스

템과 같은 현장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향후 축적된 기술의 실용화에 만전

을 기한다면, 수출입 통제관련 세관, 군사 및 환경분야 등 다양한 산업체 분

야에의 활용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뉴욕 무

역센터의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총기류,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무기 등에 의한 테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날로 크게 사회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 하에, on-line NIPS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공항이나 항만 등의 

검사대에 설치․적용함으로써 탑승객들의 수화물에 대한 폭발물 및 화학작

용제의 신속한 현장 검색이 가능케 된다면, 이는 사회 친화적인 기술로서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대 국민 홍보 및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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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Nuclear Analytical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the technology for the determination of 

isotopic ratios of hot particles(234U, 235U, 236U etc.) detected from swipe 

samples of various nuclear facilities. This technology is highly 

competitive internationally and has to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as 

long as our government maintains atomic energy and treats nuclear 

materials.  This technology would contribute to the Korean economy’s 

high growth rate as well as to superiority of government's lea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f successfully established.  

Boron isotopic ratio(10B/11B) determining technology using alpha track 

method for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enhances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by providing an adequate chemical 

analysis technique for  the control of boron contents in the coolant 

system. This technolog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general 

publics on nuclear power industry.

NIPS system can make up for several disadvantages of NAA using 

research reactor and X-ray analysis techniques.  This technique can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analysis using 

nuclear techniques and also provide economical benefits to our n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trade when it is industrialized to an on-line 

system.  NIPS system can be also applied to the detection of mines, 

explosives, chemical warfares as well as environmental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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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from various industries.  Since the analytical technique using 

neutron nuclear reaction is very important as an advanced technology for 

the de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nuclear isotopes, this technique 

certainly increase human welfare and contributes eventually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friendly technology.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Production of nuclear micro-particle and standardization 

TEOS(tetra-ethyl ortho-silicate) and water glass were used in order to 

produce the nuclear micro-particles.  The chemical method was used for 

the technology using the TEOS and an aerosol generator apparatus was 

modified for the preparation of micro particles using water glass.  The 

silica particles produced by water glass were classified with the particle 

size by gravitational sedimentation.  Chem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ed silica particles were measured and used for the 

standardization of micro-particles. 

□ Examination of variation in fission track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uclear particle size and enrichment

    The uranium absorbed silica particles or uranium metal particl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for the examination of variation in fission track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uclear particle size and enrichment.  The 

nuclear particles were attached to the track detector and irradiated in 

HANARO research reactor in KAERI.  The irradiated track detector was 

etched for the visible fission track which was observed by optical 

microscope in order to measure its size and shape.  The correlation of 

fission track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as 

well as enrichment of uranium.  The theoretical micro structure of f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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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was also studied in this research to induce the correlation of fission 

track characteristics and particle size or enrichment of uranium. 

□ Development of boron isotopic ratio measurement technique using 

neutron induced nuclear reaction

    Characteristics of alpha track by boron (n, α) nuclear reaction were 

studied in this research.  The detection of sensitivities of each solid track 

detectors were evaluated by the exposure of alpha radio-isotope source 

and the optimum condition of alpha track measurement was established.  

The correlation of number of alpha tracks and various 10B concentration 

was studied to measure the 10B enrichment.  The multi-dot detector plate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o increase the reproducibility of 

measurement by making boron solution dried evenly in the plate.  Mass 

spectroscopy was also introduced for the measurement of 
10B/11B isotopic 

ratio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alpha track 

method.  Reproducibility, accuracy, precision, and detection limit were also 

discussed for the evaluation of reliability of this method.

 

□ Development of NIPS system

    The condition for the neutron irradiation has to be established to 

develop NIPS system using 
252Cf neutron source.  Monte Carlo method 

using MCNP-4B code was utilized for the interpretation of neutron and 

gamma-ray shielding condition as well as the moderation of a fast 

neutron.  Since thermal neutron flux for 252Cf source is fairly lower than 

that for neutron source using the research reactor, we tried to  enhance 

the moderation yields by using a neutron reflector.  A neutron source 

container and the source transportation system was constructed and their 

performance and shielding effect were evaluated.  Gamma-gamma 

coincidence system was introduced to reduce the prompt gamma 

background and its performance was tested.  The counting effici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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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PGe detector was calibrated in the energy range from 50 keV to 10 

MeV using radio isotope standards and prompt gamma ray for the 

quantitative elemental analysis of aqueous sample.  For the several 

interesting elements, background and detection limits was obtained using 

the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Several solid material was also 

examined with the NIPS system to apply this technology to diverse 

industry fields. 

IV. Results of the Project

□ Production of nuclear micro-particle and standardization

    The nuclear micro 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absorbing uranium 

on silica particles, which is produced by using the chemical method with 

TEOS and aerosol method with water glass.  The uniform size of 

particles from 1 to 20 ㎛ were obtained by using the aerosol metho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particles were determined for the 

standardization of uranium absorbed nuclear particles.  The measurement 

involves  size distribution, particle size, surface area, pore size, pore 

volume, particle density, volatile material analysis using TGA, structure 

analysis using FTIR and micro analysis using SEM/EDS.  Classification 

of particles by size were carried out using the gravitational sedimentation 

method.  The size distribution of the particles were 2±1 ㎛, 5±2.5 ㎛, 

10±2.5 ㎛, 15±2.5 ㎛, 20±2.5 ㎛.  Uranium standard particles of various 

enrichment were synthesized by using the chemical adsorption technique 

with weak acid medium.  The standard particles prepared in the study 

were with particle size of 1, 5, 10, 10, 20 ㎛ and uranium enrichment of 

1∼50％.  

□ Examination of variation in fission track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uclear particle size and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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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lation of particle size and diameter of fission track produced 

using by standardized nuclear micro particles were determined in this 

fission track experiment.  For the standard particle with size of 2.4∼26.7 

㎛, the diameter of its fission track on the track detector was found to 

be 114∼541 ㎛, which gives linear correlation with slope of 15.9±2.7  (r = 

0.882).  Correlation of fission track characteristics and various uranium 

enrichment (0.7, 5, 10, 20, 50％) of same sized particles was also 

determined and the results is that the area of fission track increases with 

the uranium enrichment.  In addition to that, changes in shape of fission 

tracks against the particle size and uranium enrichment were measured 

using AFM(atomic force microscope)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used to construct the database for the determination of uranium 

enrichment in the swipe sample.  And also, NIST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were used to evaluate the confidence levels for the analysis of 

trace uranium isotopic ratio.

□ Development of boron isotopic ratio measurement technique using 

neutron induced nuclear reaction

The alpha tracks for the various 10B enrichment (0∼90％) were 

counted while total boron concentration was kept at 5 mg/L.  After 

dropping boron standard solution onto the multi dot plate, the number of 

alpha track was counted to obtain its correlation with 
10B enrichment, 

which gives linear correlation.  In addition to that, the number of alpha 

tracks for each 10B enrichment (10∼50％) was also linear to the various 

total boron concentration (1∼15 mg/L).  The results of unknown 10B 

concentration with total boron concentration of 1,000 mg/L was well 

agreed with that measured by TIMS within 10 % relative error.

□ Development of NIPS system

    The NIPS system was designed through the preliminar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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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CNP simulation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The 

optimum shielding thickness of the polyethylene was calculated as 60 cm 

from the results of MCNP simulation, which gives dose rate of 0.01 

mSv/hr on the surface of the source container.  Using the pyrolitic 

graphite as a thermal neutron reflector provided approximately 8 % 

enhancement of moderation efficiency.  The optimal timing spectrum 

(FWHM=13.8 ns) was obtained by using the gamma-gamma coincidence 

system.  The counting efficiency of the HPGe detector was calibrated in 

the wide gamma energy range (50 keV ∼ 10 MeV) by the normalization 

of prompt gamma rays of chlorine for the quantitative elemental analysis 

of aqueous sample.  The thermal neutron flux was found as 3.5×10-3 n/

s․cm
2 from the calculation using the efficiency calibration curve.  

Detection limits of Gd, Sm, Cd and Cl were ppm levels and those of Ca, 

Mg, Si, B, and Al were found percents levels.  We have tried follow the 

international research trend on related work with PGAA by carrying out 

the IAEA CRP project.  In this study, several solid materials containing 

nitrogen and sulfur were examined with the NIPS system to apply this 

technology to diverse industry fields especially anti-terrorism.  

V.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The established fission track analysis techniques from this study with 

the analysis of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micro silica particles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screening of swipe samples.  The standard 

nuclear particles obtained from the study can be also certified as a 

standard reference material by the inter-laboratory comparison program 

with ITU(EC/JRC), Washington State University(U.S.A) and JAERI 

(Japan). 

    The isotopic ratio measurement technique using neutron induced 

boron nuclear reaction as well as the alpha track technique can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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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ross-checking for the PGAA results of the BNCT samples and also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boron isotopic ratio of cooling water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analytical technology can provide the 

enhancement of stability and efficiency of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by controlling the optimal boric acid amount in the primary coolant 

system.

    The NIPS system establish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customs insp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lso military purpose.  In the aftermass of the September 11, 2001, 

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come a major threat to global peace and the 

possibility of those terrorists to acquire explosives, biological/chemical 

warfares and being able to exercise a far-reaching power of destruction 

is daunting.  If on-line NIPS system is continuously developed and 

installed in the airport or harbor facilities, the public trust on the nuclear 

technology can be achieved as a social friendly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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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서론

방사화학 기술분야는 국내 원자력 기술계는 물론 원자력 선진국에서 조

차도 Manhattan project가 진행되었던 원자력 기술개발 초기 단계의 기술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과학 기술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비하여 기술개발 속도가 비교적 늦은 분야로 생각되고 있다.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 사용에 대한 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내 또는 시설주변의 환경 시료로부터 미세입자를 채취하여 흔적량 핵물질을 

검출하고 동위원소 비를 결정하는 정 측정 기술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핵분열트랙 기입기술(Nuclear Fission Track Registration Technique)

은 중성자 조사와 화학적 에칭을 이용하여 흔적량 핵물질을 검출하는 고도

의 정 측정 기술로, 핵사찰과 관련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방사화학기술의 

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은 국제적으로 개방된 기

술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국가 기본기술로 필히 확보해

야 할 기술분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흔적량 핵물질의 동위원소 비 측정

에 이용되는 열이온화 질량분석기(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에 시료를 직접 도입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지된 핵물질 입자의 동위

원소 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기술도 흔적량 핵물질의 검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기술로 판단된다.  핵사찰 대상 시설 내 미신고 핵활동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swipe 시료 내에 존재하는 흔적량 핵물질(U, Pu) 

의 농축도를 결정해야 하는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분석경비를 고려할 

때 정  측정을 요하는 시료를 우선적으로 선별(Screening)하는 기술, 즉 핵

분열트랙 기입방법을 이용한 핵물질 검출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

분열트랙 측정기술의 측정 불확도를 감소시키고 정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물질 표준입자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까지 핵물질 동위원소 비와 

입자크기가 일정한 표준입자는 상품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증된 표준 핵물

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표

준입자 제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트랙 측

정기술인 중성자 조사 알파트랙 기입방법은 (n, α) 핵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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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원소의 검출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원전 1차 냉각계통 내에서 중성자 

흡수제로 사용하는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기술은 원전운 의 효율성을 높이

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트랙 측정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들

어 새로운 암 치료법인 붕소 중성자포획 치료법(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생체시료 내 보론 동위

원소 비(10B/11B) 결정 및 분포측정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NIPS 

(Neutron Induced Prompt Gamma-ray Spectroscopy) 측정시스템은 측정하

고자 하는 특정원소가 중성자를 포획하여 (n, γ) 핵반응을 일으킬 때 즉발적

으로 방출되는 즉발감마선을 계측함으로써 시료 내 성분 원소를 정량하는 

비파괴 분석기술로 기존의 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과 더불어 미량 성분원소 

정량에 매우 유리한 측정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방사화학기술 선진화를 목표로 신기술을 접목시킨 첨단 

방사화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형태의 중성자 핵

반응 기법을 이용한 핵반응 화학물질 검출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  핵물질 미세입자 제조 및 표준화

미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중에서 기계적 제조법, 전해제조법, 화학적 

제조법 및 분사제조법 등에 대한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미세 입자를 제조하

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간단한 화학적 반응, 고형체 제조 및 분쇄, 흡착특성을 

이용한 방법, 마이크로웨이브 가열방법, Laser Ablation 제조방법, 액체분사 

기법 등을 이용하여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에 사용할 모체인 실리카 입자를 얻기 위해 

silicate 화합물과 물유리를 사용하여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고, 흡착방법을 이

용하여 농축도별 우라늄 함유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 다.  제조한 실리

카 입자는 표준화를 위해 중력침강 방법으로 입자를 크기별로 분취하 으며,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핵물질 표준입자의 물성특성 확인에 활

용하 다.

□ 핵물질 입자크기 및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변화규명

핵물질 입자크기 및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변화규명과 관련하여,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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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우라늄 함유 핵물질 입자에 대한 핵분열 트

랙을 측정하고 입자크기에 따른 핵분열트랙 특성사이의 상관관계를 논의하

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측정결과는 핵분열트랙의 특성을 이용하여 핵물

질 입자의 크기를 유추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다.  또

한, 핵물질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측정과 관련하여, 핵물질 입자에 대한 

중성자 조사, 핵분열트랙 관찰 및 우라늄 농축도와 핵분열트랙 형태사이의 

상관관계 측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편, 핵분열트랙 미세구조의 이론적 고찰 및 DB 구축과 관련하여 핵분

열트랙의 생성기작 및 미세구조 변화조사에 대한 연구와 핵물질 농축도 판

별을 위한 모델시험 설계 및 모델 시료를 제조하여 우라늄 농축도별 핵분열

트랙의 미세구조를 분석하고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특성 해석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핵분열트랙 특성자료의 DB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하 다.

□  보론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동위원소 비 결정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보론의 알파트랙 측정방법에 대한 최적의 실험조건과 알

파트랙에 의한 10B 농축도 결정방법을 확립하고, 알파트랙과 10B 농축도사이

의 상관관계, 10B/11B 동위원소 비 결정 및 상호비교시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 다.  또한, 확립된 알파트랙 측정방법은 미지 수질시료 및 생체시료 등

에 적용하여 보론의 함량과 농축도를 결정하기 위한 타 측정방법(PGAA, 

TIMS)과의 비교시험을 수행하 다.

□  NIPS 측정 시스템 개발

    NIPS 측정시스템은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원소가 중성자를 포획하여 (n, 

γ) 핵반응을 일으킬 때 10
-14 sec 이내에 즉발적으로 방출되는 즉발감마선을 

계측함으로써 시료내 성분 원소를 정량하는 비파괴 분석기술로 기존의 중성

자 방사화 분석기술과 더불어 미량 성분원소 정량에 매우 유리한 측정기술

이다.

    이 분석방법은 X-선 형광분석법(XRF) 또는 중성자방사화분석법(NAA)

등 기존의 비파괴 분석법으로는 분석하기 힘든 수소, 질소, 인, 황, 또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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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같은 원소들의 분석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원자로를 이

용한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은 시료를 원자로에서 조사시켜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으며, 부피가 큰 시료나 방사선에 의해 손상되어 분해 또는 폭발 위험

성이 있는 시료의 경우 적용이 어려우나, NIPS 측정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중성자 포획단면적이 큰 B, Cd, 

Sm, Gd 등의 원소는 중성자 방사화분석과 NIPS 측정시스템으로 모두 측정

이 가능하나, 중성자 포획후 감마선 방출 동위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H, C, 

N 및 S 등의 분석에는 NIPS 측정시스템이 유용하여 지질학, 생물학, 식품학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선진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TLD 판독용 252Cf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즉발감마선 측

정 예비시험을 통하여 즉발감마선 바탕값 및 대표 성분원소에 대한 즉발감

마선을 측정하 다. 또한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수층에서의 중성

자 열화를 해석하 으며 즉발감마선 측정장치의 기하학적 구조를 설정하

다.  NIPS 측정시스템의 재료물질과 주변 차폐물질로부터 발생되는 높은 에

너지의 즉발감마선에 의한 감마선 바탕값은 검출기의 방사선 차폐체 만으로

는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자적 차폐개념의 timing spectroscopy를 

이용한 동시계수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계수장

치의 계측효율을 높이고 중성자 반사체를 이용하여 속중성자 열화효율을 증

대를 통해 NIPS 측정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또한 표준물을 이

용한 주요 대상원소에 대한 검출한계 및 바탕값 측정하 으며, NIPS 측정시

스템의 폭발물 및 화학작용제와 같은 위험품목의 비파괴 검색에 응용하기 

위한 사전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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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핵물질 미세입자 제조 및 표준화

분말 또는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은 이들의 특성을 평가

하고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대부분의 재료를 분말 형태로 만들 수 있지

만 분말제조법을 선택하는 것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된다.  나노 크

기의 분말제조법에는 크게 나누어 기계적 또는 물리적 제조법, 화학적 제조

법, 전해 추출법, 액상분사 등이 있다.  이들 외에도 특수 제조법이 재료 물

질에 따라 선택된다.  분말형성은 어떤 재료에 새로운 표면적을 갖도록 에너

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분말 제조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공정의 효율성, 에너지 크기, 공급 원료의 형태 및 오염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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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제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1-1]   Vallet-Regi 등

[1-2]은 이 방법을 적용하여 미세 알루미나 입자를 제조하 으며, 이들이 사

용한 방법은 Okada[1-3] 등이 사용한 700∼1,000 ℃의 열분해 온도보다도 낮

은 400∼900 ℃에서도 0.1∼2 ㎛ 크기의 미세 알루미나 입자를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Zhao[1-4] 등도 zinc acetate 용액을 이용하여 분사 열분

해법으로 미세 크기의ZnO 입자를 제조한 바 있으며, 650 ℃ 이상의 온도에

서 반응하여 20∼30 nm 크기의 균일한 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Bickmore[1-5] 등은 에어로졸 발생장치, 연소 챔버 및 분말 채집기 등으로 

구성한 장치를 이용하여 분사 열분해법의 일종인 불꽃 분사 열분해법으로 

titanatrane 착물로부터 미세의 titania를 제조한 바 있으며, 이 때 만들어진 

입자의 크기는 34 nm 정도 다.  Kang[1-6] 등도 초음파 분사 열분해법을 

이용하여 ZnO/Ag 입자를 제조한 바 있으며, 이들이 제조한 입자의 크기는 

약 1 ㎛ 정도 다.  분사 열분해법의 일종인 전기적으로 유발된 분사 열분해

법도 미세 입자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바 있다.  Lenggoro[1-7] 등은 이 방법

으로 나노 크기의 ZnS 입자를 제조한 바 있으며, 이들이 제조한 입자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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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20∼40 nm 이었다.  분사 열분해법으로 용액 방울로부터 입자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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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균일하고 미세한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들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설정하여 적용하므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Kang 등[1-8]은 filter expansion aerosol 

generator를 이용하여 콜로이드 용액으로부터 높은 표면적의 magnesium 

aluminate 입자를 제조한 바 있다.  이때 콜로이드 용액은 aluminum 

isopropoxide와 magnesium 염을 가수분해하여 만들고 900 ℃에서 spinel 입

자를 형성한 다음 입자를 제조하 으며, 제조한 입자의 크기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확인한 결과 0.42∼0.95 ㎛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 크기의 입자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도 제조할 수 있으며, 그 한 

가지 예가 Reddy[1-9] 등이 이 방법으로 미세의 CoO 입자를 제조한 경우이

다.  금속 형태의 판막은 양극에서 용해되며, 중간물질로 형성된 금속 염들

은 음극에서 환원되어 Tetraalkyl-ammonium 염에서 안정한 금속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 방법으로 제조한 입자의 크기는 2∼4 nm 이었으며 입자의 균

질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Lei[1-10] 등도 역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sub-micrometer 크기의 입자를 제조한 바 있다.  이들은 전기전도

성인 폴리머(polyaniline)을 이용하여 sulfonated polystyrene latex 입자를 입

힌 구형의 전기활성인 입자를 제조하 으며, 제조한 입자의 크기는 직경이 

65 nm 정도 다.  방전 전기분해(discharge electro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미

세의 금속입자를 제조하는 방법도 최근 소개된 바 있다.  Kawamura[1-11] 

등은 이 방법을 적용하여 아르곤 분위기 하에서 비교적 간단한 장치를 이용

하여 LiClKClAgCl의 용융염으로부터 구형에 가까운 미세의 Ag 입자를 제

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 으며, 이때 만들어진 입자의 크기는 실험조건

에 따라 1∼20 ㎛ 정도 다.

화학적 증기전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도 미세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가지 방법이다.  Seifried[1-12] 등은 최근 

chemical vapor synthesis(CVS)라는 일종의 변형된 CVD 방법을 이용하여 

10 nm 크기의 titania 입자를 제조한 바 있다.  입자제조는 tit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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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isopropoxide의 열분해 방법을 이용하 으며, 혼합 helium/oxygen 분위

기 하에서 liquid precursor delivery를 사용하여 hot-wall 반응로에서 수행하

다.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에 대한 분석은 우라늄을 함유한 

입자의 분석과 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지 시료로부터 취한 개별 입

자들에 대한 화학적 및 동위원소적 분석은 핵무기 제조활동의 존재 유무를 

살피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분석적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기 다

른 실험실에서 사용된 서로 다른 형태의 분석 기법들은 측정 불확도와 검출

한계와 관련하여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우라

늄 질량분포의 폭이 좁은 입자들로 구성되고 특성이 잘 정립된 미세 질량의 

우라늄 표준물질이 필요하다.

Simons 등[1-13]은 최근, 우라늄 용액을 분사하여 생긴 작은 방울들을 

오븐을 통과시켜 고체 입자로 만든 다음 필터를 사용하여 수집하는, 분사 열

분해법을 적용하여 U3O8 미세입자를 제조하고 microprobe 장치들을 이용하

여 입자의 크기 분포를 측정한 바 있다.  Erdmann 등[1-14]도 우라늄의 미

세 단일입자를 제조하여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해 

우라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 으며 동위원소 조성과 크기를 잘 알고 있는 

입자로부터 적용과정에 대한 정 도와 정확도를 예측한 바 있다.  이 입자들

은 우라늄 표준물질을 용해하고 용액을 적당한 지름의 방울로 분무한 후 방

울들을 재 용해와 소결을 거쳐 지름이 1 ㎛ 정도인 우라늄 입자를 제조하

다.  이때 단 분산된 용액의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동구멍 에어로졸 발

생장치(vibrating orifice aerosol generator, VOAG)라는 상품화된 장치를 사

용하 으며 분산된 방울을 건조하고 소결하기 위해서 전기로를 사용하 다.

제 2 절 핵물질 입자크기 및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변화규명

핵분열트랙 기입기술(nuclear fission track registration technique)은 중

성자 조사와 화학적 에칭을 이용하여 흔적량 핵물질을 검출하는 고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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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술로[2-1∼2-10]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에

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해온 기술이나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트랙 개수를 

세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한동안 기술개발이 답보 상태 다.  그러나 최근 

들어 image analyzer와 같은 광학 현미경의 상처리 기술의 발달과 분석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대학

과 연구소에서 환경오염 및 인체 내 핵물질 오염 감시를 목적으로 다시금 

활발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과 동일한 취지

로 표준 핵물질 입자 제조를 위하여 IAEA를 비롯한 유럽의 몇몇 연구소에

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핵물질 사용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로부터 취한 개별 입자들에 대한 화학

적 및 동위원소 분석기술은 핵 활동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중요

한 기술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자의 특성이 잘 정립되고 미세 질량

의 핵물질을 함유한 표준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분사 열분해법을 적용하여 산화우라늄 미세

입자를 제조하고 microprobe 장치들을 이용해서 입자의 크기 분포를 측정한 

연구와 우라늄을 함유한 미세 단일입자를 제조하고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해서 우라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는 연구 등이 

몇몇 국가의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미세 핵물질 표준입

자 제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진행되

고 있는 분야이며,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유일하게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에서의 이와 관련된 연구현황은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실리카 입자를 모체로 하여 핵물질을 흡착하는 방법

으로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는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입자 크기

가 1∼20 ㎛인 균일한 크기로 구성되고 핵물질이 일정량 함유된(U-235 농축

도 0.7∼50％) 표준입자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핵물질 표준입자

는 swipe 시료의 선별 등에 활용성이 매우 높으며, 제조된 핵물질 입자를 규

격화하는 과정을 통해 IAEA를 비롯한 핵사찰 분석기술을 개발 중인 원자력 

선진국에 표준입자 및 선별기술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및 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알파 및 핵분열 트랙 기입방법

을 이용한 극미량 원소의 정량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은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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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를 통해 미신고 핵 활동을 감지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EC/JRC-ITU 연구소에서는 EURATOM 내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

전조치기술(Nuclear Safeguard Technology)의 일환으로 트랙기입 방법과 

SIMS 측정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핵물질 농축입자를 제조하여 

핵물질 검출 기술의 정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핵분열 트랙기입 

방법을 이용한 흔적량 핵물질 검출기술을 1980년대에 한국 자원연구소와 경

북대학교에서 지질 암석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 검출에 적용한 바 있

으며, 1990년대 초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호주 쿵가라 지역의 지질시

료 중 우라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트랙기입 방법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열성 핵물질에 의한 핵분열 트랙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고, 특히 핵물질 함

유 입자의 크기와 핵물질의 농축도 변화에 따른 핵분열 트랙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측정 자료를 D/B화하는 연구도 수행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의 결과로 확보된 핵물질 농축도 및 입자크기

에 따른 핵분열 트랙 형태 변화 측정 결과는, 현장 swipe 시료에 적용하여 

핵사찰 시료의 선별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적용기술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제 3 절 보론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동위원소 비 결정기술 개발

열중성자와 반응하거나 또는 자발적 핵붕괴(
238
U의 자발적 붕괴)에 의해 

운동에너지를 갖고 방출되는 알파 입자는 고체 트랙검출기에 그들의 비적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고체 트랙검출기 내부로 침투하여 cone 형태의 흔적

을 남기게 된다.  238U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알파 트랙도 핵분열 생성물에 

의해 생기는 트랙과 비슷하지만 알파 입자는 단위길이 당 소모되는 에너지

가 크므로 유기물질의 고체트랙 검출기에 많은 수의 ion 또는 radical을 생성

시킨다.  Ion 또는 radical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화학반응 속도가 커지므로 

알파입자 조사표면은 화학적으로 활성화되어 알칼리용액에 쉽게 용해된다.  

이 흔적을 화학적으로 에칭하고 현미경 등으로 단위면적 당 생성된 흔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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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측정하여 미지 시료내 분열성 핵물질의 함량을 결정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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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 발견된 이후 여러 종류의 물질들에 대하여 고체 트랙검출기를 이용

한 트랙 분석법이 많이 응용되어 왔다.  트랙 분석기술은 핵분열 단면적과 

여기함수의 측정, 핵분열 토막의 각도분포 측정, 중성자 속 측정, 광물의 우

라늄 함량 측정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다량의 시료에 대한 상용분석을 

고려할 경우에도 트랙 분석기술은 조작이 단순하여 분석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알파 트랙을 이용한 분석법은 보론의 

분석 이외에도 238U, 239Pu, 237Np 혹은 241Am 같은 높은 비방사능 알파선 방

출체들의 검출과 분석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원소의 원자가 상태가 

분석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분석법이다.

보론의 안정한 동위원소는 10B과 11B으로 자연에서 이들의 존재 비는 각

각 19.9％와 80.1％이다.  이들 중에서 10B의 경우는 열중성자와 10B(n, α)7Li 

반응을 한다.  보론의 이와 같은 중성자 핵반응 특성과 알파트랙 기입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미량의 보론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즉, 보론이 함

유된 시료를 고체트랙 검출기에 부착하고 열중성자를 조사하면, 10B(n, α)7Li 

반응에 의해 생성된 알파입자가 트랙검출기를 손상시키게 된다.  알파입자에 

의해 손상된 검출기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트랙 관찰이 가능하도록 적절

한 농도의 알칼리용액 내에서 에칭과정을 통해 처리한 다음, 알파트랙의 수

를 측정하여 보론 농도를 분석하거나 보론 분포도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생체시료 또는 금속합금을 비롯한 고체 시료에 포함된 보론 분

포도 또는 보론 함량 측정에 적용한 예가 주로 보고되어 있으며[3-1∼3-4], 

수용액 시료에 포함된 미량의 보론 분석에 적용한 연구 결과로는 Gabel 등

[3-5]이 cellulose nitrate 재질의 LR-115 검출기와 붕산으로 제조한 표준용

액을 사용하여 sub-ppm(0.15∼150 mg/L)의 보론을 정량한 연구결과를 예로 

들 수 있는 외에 보고된 바가 극히 적다.

보론의 (n, α) 핵반응을 이용한 알파트랙 기입방법은 원전 1차 냉각계통 

내에서 중성자 흡수제로 사용하는 붕산의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원전운 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운전조건 도출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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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특히, 최근 들어 alpha-immunotherapy와 같은 알파 방사선을 이

용한 새로운 암 치료법들이 유럽의 ITU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들에

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붕소 중성자포획 치료법(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 기술개발 또한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생체시료 내 보론 동위원소 비(10B/11B) 결정 및 분포측정 기술 개발의 요구

가 증대 추세이다.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에는 주로 TIMS, SIMS 및 중성자 흡수법이 적

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측정 장비가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보론 함량 및 동위원소 비

를 동시에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6. 3-7].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론 함량 및 동위원소 비 결정을 위

해서 TIMS, ICP-AES 및 ICP-MS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여 보론 함량 및 동위원소 비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 NIST에

서는 핵반응과 고체트랙검출기를 이용하여 금속표면 상의 보론 분포도를 관

찰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국내의 기술현황으로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중성자 핵반응과 고체트랙검출기를 이용하여 보론 동

위원소 비를 결정하는 보론 분포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수용액 시료 중에 포함된 보론 함량과 동위원소 비를 결정하는 

기술개발 역의 일부로 보론의 농도 및 10B 농축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와의 상관관계 도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성자 핵반응과 

고체트랙검출기를 이용한 
10B 측정기술은 BNCT 기술개발에서 요구되는 미

량 보론 정량 및 동위원소 결정을 위한 검증기술로도 이용될 전망이다

제 4 절 NIPS 측정시스템 개발

      

   NIPS(Neutron Induced Prompt Gamma-ray Spectroscopy) 측정시스템의 

개발은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하여 미량의 화학물질을 검출하는 방사화학 기

술로써 원자력 산업계는 물론 실시간 측정을 이용한 군사지역 내 지뢰, 폭발

물 및 화학무기 검출과 산업단지 및 소각로 등에서 발생되는 특정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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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검출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반입 마

약류의 검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날로 기술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중성자 핵반응으로 발생하는 즉발감마선을 이용한 분석법은 1980년대부

터 Cl, B, P 등의 원소에 대해 정량적으로 응용하 으며, 특히 유럽의 헝가

리 등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원소분석을 위한 PGAA 시스템을 개

발하고 Cl 및 B 등의 정량 가능한 모든 원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있으며, 미국 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에서는 NIPS 측정시

스템을 개발하여 화학무기 탐지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헝가리의 Budapest 

연구용 원자로 및 미국의 NIST 연구용 원자로에서는 수소를 포함하는 물질 

내 수소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PGAA를 이용하고 있다.[4-1, 4-2]  특히 

biological material 내의 수소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4-3], NIST에서

는 Ti-합금 내에 존재하는 수소함량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Budapest에서는 고대유물인 Roman artifact와 같은 구리합금의 Zn/Cu, 

Sn/Cu 및 Pb/Cu 질량비를 측정하 으며, XRF의 대용으로  PGAA를 이용

하여 은-구리 합금 동전을 분석한 바 있고, NIST에서는 thermal neutron 

PGAA를 FDA 연구원들이 food나 nutritional supplement의 원소분석에 이용

하고 있다[4-4].  국내에서는 1980년 초에 서울대학교에서 고순도 알루미늄 

중의 보론 정량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KAERI에서 

HANARO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하여 B측정을 위한 PGAA 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고[4-5], 또한 252Cf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Cl

등의 성분원소를 정량하기 위하여 NIPS 측정시스템을 구성하고 성능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4-6]  국내의 기술은 현재 국제적으로 미약한 상태이지만 

on-line NIPS 측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국제적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테러방지를 위한 공항 및 항만에서 승객의 수화물 내 폭발물 및 마

약류 검출을 위한 on-line monitoring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군사지역 내 지뢰 

및 화학무기 검출과 산업단지 및 소각로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다이

옥신 화합물 등)의 검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적으로 급증한 테러에 대비하여 252Cf와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를 이용하여 중성자 핵반응을 유발시키면, 미지의 폭발물, 화학작용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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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을 검색하는 장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 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미국의 

Westinghouse Electric Corporation에서는 DOE의 폐기처분된 핵무기 정책에 

따라 이들의 콘크리트 또는 토양에서의 오염정도를 측정하고자 지역감시 시

스템으로 depth profile 및 미량 오염특성을 in-situ로 측정하 다.  분석원소

에 대한 즉발감마선 database는 Lone 등에 의해 만들어져 20년 이상 사용되

어 왔으나, 이 database에는 화학분석을 위한 정 도 등이 많이 떨어지고 특

성 에너지 선에 대한 오류가 상당히 지적되고 있어 IAEA의 International 

Nuclear Data Committee에서는 1997년 비엔나 회의에서 PGAA에 사용되는 

database의 upgrade를 주장하 다.  현재 Molnar[4-7] 등에 의해 모든 원소

의 즉발감마선 line에 대해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새로운 database를 구

축하고 있다.  Brazil의 Nunes[4-8] 등은 TNT와 같은 폭발물의 탐지를 위해 

PGAA를 이용하 으며, 그 결과를 MCNP-4B 코드에 의한 simulation 계산

과 비교하 다.  마약과 같은 수출입 금지품목을 시멘트, 커피, 설탕과 같은 

제품 속에 숨겨 반입하는 경우에 C/O 및 C/H 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마약의 유무를 검출할 수 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아시아 등에서 이미 

손가방 등에 숨겨져 있는 TNT와 같은 폭발물의 존재를 검사하기 위해 

portable NIPS의 디자인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9, 

4-10]  국내에서는 최근의 월드컵과 같은 국제 행사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첨단 장비의 사용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이러한 폭발물 및 화학

무기 등의 탐색을 위한 장비의 개발이 미진한 관계로 군견을 활용하는 정도

에 그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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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물질 미세입자 제조 및 표준화

1. 연구 개요

미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중에서 기계적 제조법, 전해제조법, 화학적 

제조법 및 분사제조법 등에 대한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미세 입자 제조와 관

련된 최근의 기술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술보고서로 작성하

다.[1-1]  또한, 미세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간단한 화학적 반

응, 고형체 제조 및 분쇄, 흡착특성을 이용한 방법, 마이크로웨이브 가열방

법, laser ablation 제조방법, 액체분사 기법 등을 이용한 미세 입자 제조방법

에 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이들 방법을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에 적용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의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를 위해 TEOS(tetra-ethyl ortho-silicate)와 물유리

(water glass)를 사용하여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 다.  실리카 입자는 흡착

방법을 이용하여 농축도별 우라늄 함유 표준입자를 제조하는데 사용하 다.  

TEOS를 사용한 실리카 입자제조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

으로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반응조건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서

로 다른 입자들이 생성됨을 보 다.  입자의 형태는 대부분 구형을 나타냈으

며 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물유리를 사용하여 실

리카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설치하 다.  에

어로졸 발생장치를 이용한 입자제조에서는 물유리의 함량을 조절하여 입자

크기가 다른 실리카 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물유리로 제조한 실리카 입

자는 표준화를 위해 중력침강 방법을 이용하여 입자크기별로 분취하 다.  

분취한 실리카 입자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표준입자의 물성특성 확

인에 활용하 다.  또한, 크기별로 분취한 실리카 입자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흡착하는 방법으로 입자크기 및 우라늄 농축도별 표준입자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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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 표준입자 제조

가.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미세입자 제조

(1) Alunite 입자 제조[1-2]

미세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화학적 반응을 이용

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미세입자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실험을 수행

하 다.  Alunite 입자는 Fe3(SO4)2(OH)5․2H2O의 화학적 구조식을 나타내는 

hexagonal 형태의 입자로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0.18 M Fe(NO3)3 

수용액과 0.53 M (NH4)2SO4 수용액의 혼합 용액을 80 ℃에서 90분간 aging

하여 제조하 다.  제조한 alunite 입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확인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냈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입자는 알려진 바대로 hexagonal 형태를 보 으며, 입자크

기는 지름이 약 1.8 ㎛인 비교적 균일한 입자모양을 나타냈다.

(2) Na-Zn-uranyl acetate 입자 제조[1-3]

Uranyl acetate 및 sodium acetate 용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

다.  Uranyl acetate 용액은 증류수 30 mL에 acetic acid 0.7 mL를 첨가하

고 uranyl acetate 2.5 g을 가한 다음 잘 저어주면서 완전히 용해하여 제조하

다.  Sodium acetate 용액은 증류수 50 mL에 sodium acetate 50 g을 가한 

다음 hot plate 상에서 잘 저어주면서 가열하여 완전히 용해한 후 제조하

다.  또한, Zn-uranyl acetate 용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 다.  증

류수 50 mL에 acetic acid 1.35 mL를 첨가하고 uranyl acetate 5 g과 zinc 

acetate 15 g을 가한 다음 가열상태에서 잘 저어주면서 완전히 용해하고 실

온에서 방치하여 제조하 다.

Na-uranyl acetate 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 다.  Uranyl 

acetate 용액 5 mL와 증류수 5 mL를 혼합한 다음 저어주면서 sodium 

acetate 용액 1 mL를 가하면 즉시 침전물이 생성되었다.  이 침전물을 1 ㎛ 

pore size의 여과지로 여과한 후 에탄올로 2회 세척하고 진공 데시케이터에

서 건조하 으며, 완전히 건조시킨 입자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의 형

태를 관찰하 다.  입자형태를 관찰한 결과는 Fig. 1-2에 나타냈다.  



Fig. 1-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Alunite particles. 

X 200

Fig. 1-2.  Optical micrograph of sodium – uranyl acetat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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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ranyl acetate 입자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알려진 바대로 

사면체의 구조를 갖는 입자 특성을 보 으며, 이 입자는 물에 용해되는 등 

비교적 불안정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Na-Zn-uranyl acetate 입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 다.  Zn-uranyl acetate 용액 5 mL에 

증류수 5 mL를 첨가하여 희석하고 sodium acetate 용액 0.5 mL를 가하여 

침전 형태로 입자를 제조하 다.  제조된 입자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과 Fig.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불균일한 다면체 형태의 입자모양을 나

타냈으며, 입자 크기 또한 다양함을 나타냈다.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입자 제조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생성된 입자의 크기나 모양이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못하고 입자의 물리

적 안정성도 낮다는 등의 단점이 있어 표준입자 제조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용융 및 분쇄방법을 이용한 미세입자 제조[1-4]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중에서 조성물이 균일하게 분포된 glass 형태의 

고형체를 제조한 후 이를 잘게 분쇄하여 미세한 입자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우라

늄이 포함된 혼합 산화물을 용융하여 glass로 만들고 이를 분쇄하여 미세입

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하 다.  Uranium-doped glass 제조에 사용

한 5가지 산화물의 조성은 Li2O：B2O3：Al2O3：SiO2：U3O8 = 19：19：5：5

2：5 (wt％)이었다.  Glass 제조에 사용한 우라늄 산화물은 U-235의 함량이 

0.7％ 정도인 U3O8 분말을 사용하 다.  Uranium-doped glass는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제조하 다.  상기 산화물들을 조성비대로 취하여 잘 섞은 다음 

muffle furnace에 넣고 1,000 ℃까지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용융시킨 다음 

실온으로 냉각하여 제조하 다.  제조한 uranium-doped glass 덩어리는 

mortar로 분쇄하여 입자크기가 30 ㎛ 이하인 분말 형태로 만들었다.  Fig. 

1-4에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uranium-doped glass 입자의 형태를 

나타냈다.  Uranium-doped glass 분말 입자내 우라늄의 동위원소 비는 열이

온화 질량분석기(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TIMS)로 확인하

다.  분말 입자를 무작위로 몇 개씩 취하여 우라늄 동위원소를 측정한 결과, 



X 200

Fig. 1-3.  Optical micrograph of Na-Zn-uranyl acetate particles.

A BX 50

Fig. 1-4.  Photo of uranium glass(A) and micrograph of uranium glass
particle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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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4, U-235, U-236 및 U-238의 함량이 각각 0.0061, 0.7141, 0.0062 

및 99.2737 wt％이었다.  이 결과는 glass 제조에 사용한 U3O8 분말의 우라

늄 동위원소 조성비와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glass 입자 내에 우라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Uranium-doped glass를 제조하여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입자내 핵물질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균질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입자의 크기 및 형태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 흡착 특성을 이용한 미세입자 제조

(1) Silica gel 분말을 이용한 입자 제조

우라늄이 silica gel에 잘 흡착된다는 특성[1-5, 1-6]을 이용하여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흡착 특성을 이용한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일정한 농도([U] = 1 mM)의 우라늄 

용액 25 mL에 크로마토그래피용 silica gel 분말(입자크기 = 250∼450 mesh, 

Aldrich) 250 mg을 가한 후 24 시간 동안 교반해 주면서 silica gel에 우라늄

을 흡착시켰다.  우라늄을 흡착시킨 silica gel을 여과하고 여과물은 진공 데

시케이터에서 건조시켰다.  Fig. 1-5에는 우라늄이 흡착된 노란 색의 미세 

입자를 보여주고 있다.  Silica gel에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 uranium이 흡착

된 silica gel 분말을 여과하고 남은 여과액 내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의 함

량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방출 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AES)로 분석하여 계산하 다.  계산결과, silica 

gel 1 gram 당 대략 2 mM의 우라늄이 흡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Silica 

gel에 대한 우라늄의 흡착 특성은 용액의 pH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실험을 병행하여 수행하 다.  우라늄이 포함된 흡착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silica gel에 대한 우라늄의 흡착 특성은 용액의 pH를 1.6∼

5.5 범위에서 변화시키고 흡착시간은 1∼4일 범위에서 변화시키며 측정하

다.  Table 1-1에는 반응용액의 pH와 반응시간 변화에 따른 우라늄의 흡착 

양을 요약하여 나타냈으며, Fig. 1-6에는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여 나타냈다.  

실험결과, 흡착시간에 따른 우라늄의 흡착정도는 pH가 2.7 이하인 반응용액

에서는 우라늄이 거의 흡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용액의 pH가 



Silica gel                  Uranium-doped silica gel

Fig. 1-5.  Photograph of uranium-doped silica gel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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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Uranium adsorption on the silica gel with various pH and     

            equilibrium time

pH
adsorbed uranium (mg/L)

24 h 48 h 72 h 96 h

1.59 0 0 0 0

2.05 0 0 0 0

2.69 0 0 2 0

3.06 0 0 10 6

3.59 9 9 17 14

3.93 18 23 25 36

4.45 38 45 45 47

4.98 51 59 62 74

5.47 85 94 98 100

Note : Initial uranium concentration = 20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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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을 포함한 그 이상인 경우에는 흡착시간이 길어질수록 흡착되는 우라

늄의 양도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응용액의 pH에 따른 우라

늄의 흡착정도는 큰 차이를 보여 pH가 높은 경우에 silica gel에 흡착된 우

라늄의 양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1-7에는 제조한 

uranium-silica gel 분말의 입자형태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냈다.  

입자내 우라늄의 동위원소는 분말 입자를 극소량 취해 TIMS로 측정한 결

과, U-235 및 U-238의 함량이 각각 0.7751±0.047(rsd = 6.0％), 99.2249±0.047 

wt％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silica gel 분말을 이용한 핵물질 입자 제

조에서는 U-235의 함량이 0.2∼19％인 우라늄 용액을 이용하여 앞서와 동일

한 방법으로 입자를 제조하 다.  제조한 입자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비는 

TIMS로 확인하 다.  확인결과, Table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라늄의 동

위원소 비는 입자제조에 사용한 우라늄 용액의 동위원소 비와 일치함을 나

타냈다.

Uranium-silica gel 입자 제조 방법을 이용해서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며 또한 흡착조건을 변화시킴에 따라 흡

착된 우라늄 총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자의 크기 및 형태

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 표준화된 입자를 제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Silica bead를 이용한 uranium-doped 입자 제조

본 실험에서는 입자의 크기는 균일하지 않지만 입자의 형태는 구형으로 

균일한 silica bead를 이용하여 uranium-doped silica bead를 제조하 다.  

우라늄의 농도가 0.05 g/mL인 용액 0.1 mL를 취해서 증류수 20 mL로 희석

하고 0.2 M 암모니아수를 가하여 용액의 pH를 4.0으로 맞춘 다음 상품화된 

silica bead(입자크기 = 3∼10 ㎛, DR CHEM, L-51) 0.100 g을 가하고 다시 

pH를 4.0으로 맞춘 후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uranium-doped silica bead를 

제조하 다.  Uranium-doped silica bead는 0.45 ㎛ cellulose 재질의 여과지

로 거르고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85 ℃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 여과액 내에 남아 있는 우라늄을 ICP-AES로 분석하

여 계산하 다.  분석결과, silica bead에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 36.26 mg 

U/1.0 g silica bead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의 양을 변화시킨 조



Fig. 1-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uranium-doped silica gel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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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Uranium isotope ratio of the uranium-doped silica gel particles

Sample
Uranium isotope (wt％)

U-234 U-235 U-236 U-238

U-DE ND  0.2068 ND 99.7931

U-NA ND  0.8082 ND 99.1918

U-06 0.0104  6.3189 0.0365 93.6341

U-10 0.0577  9.0260 0.0417 90.8528

U-20 0.1147 18.8954 0.0875 80.9024

Note : DE = depleted, NA =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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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silica bead에 우라늄을 흡착시켰으며 흡착 방법은 다음과 같았

다.  20 mL 용량 플라스크에 우라늄의 농도가 0.05 g/mL인 용액을 각각 1, 

3, 5 및 10 mL 씩 취한 다음 silica bead 0.100 g을 첨가하고 증류수로 채운 

후 2시간 동안 저어준 후 pH를 4.0으로 조절하 다.  Uranium-doped silica 

bead를 0.45 ㎛ cellulose 여과지로 거르고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진공상태에

서 건조시켰다.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 여과액 내에 남아 있는 우라늄의 양

을 ICP-AES로 분석하여 계산하 다.  Silica bead에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 

흡착에 사용한 우라늄 용액을 1, 3, 5 및 10 mL 씩 취한 경우에 대하여 각

각 silica bead 1 g당 0.509, 1.475, 2.020 및 4.190 g이었다.  제조한 

uranium- doped silica bead는 광학현미경과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 으며, 

관찰결과를 Fig. 1-8과 1-9에 각각 나타냈다.  우라늄이 silica bead에 흡착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분석을 통해 

확인하 으며, 분석결과를 Fig. 1-10에 나타냈다.  EPMA 분석결과 

uranium-doped silica bead 내에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 UO2로 환산하여   

10∼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Uranium-doped silica bead를 제조하여 핵물질 표준입자를 만드는 방법

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ilica bead를 일

정한 크기로 우선 분취하여 일정량의 우라늄을 흡착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Micro-wave oven 장치를 이용한 미세입자 제조

증류수 75 mL에 Fe(NO3)3․9H2O의 농도가 0.36 M이 되도록 가하여 용

해한 다음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microwave oven에 넣고 용액이 증발건조 

될 때까지 가열하면서 반응시켰다.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각하고 증류수를 

다시 가하여 암갈색의 Fe2O3 입자를 침전물 형태로 제조하 다.  Fig. 1-11

에는 이 방법으로 제조한 Fe2O3 입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e2O3 입자

는 물에는 안정한 특성을 나타냈으나 광학현미경으로 입자를 관찰한 결과,   

입자의 형태는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Micro-wave oven 장치를 

이용한 입자 제조방법은 용액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증발되어 실

험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단점과 입자의 크기 및 형태가 균일



10 µm

Fig. 1-8.  Optical micrograph of uranium-doped silica bead particles.

3 µm

Fig. 1-9.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uranium-doped silica bead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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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EPMA peaks for the uranium-doped silica bead particle.

20 µm

Fig. 1-11.  Optical micrograph of Fe2O3 particles produced by microwave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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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 표준입자 제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 Laser ablation 방법을 이용한 미세입자 제조

미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laser ablation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하고 결과를 검토하 다.  입자 제조를 위해 laser 조사 대

상으로 사용한 모 시료는 UO2 pellet이었으며 laser ablation 장치는 최대 출

력이 4 mJ인 ICP-MS용 입자발생 장치를 이용하 다.  입자 제조를 위한 실

험 방법은 laser ablation 장치 내 sample chamber에 UO2 pellet을 장착하고 

laser를 조사하면 미세한 UO2 입자가 생성되고, 생성된 UO2 입자는 

chamber 내를 흐르는 아르곤 기체와 함께 chamber에 연결된 관을 통해 외

부로 배출된다.  입자들은 외부 관에 연결된 filter housing에서 0.2, 0.45 또

는 1.0 ㎛ pore size의 여과지에 여과되어 채취되도록 하 다.  Fig. 1-12에

는 입자제조에 사용한 입자발생 및 회수 장치에 대한 구성도를 나타냈다.  

우라늄 시료인 UO2 pellet 표면에 laser를 조사할 때, 입자 발생의 효율을 높

이기 위해 laser의 조사시간을 2초로하고 dead time을 2초로 하 으며, 전체 

조사시간은 40초 동안으로 하여 10 point에 laser가 조사하도록 조절하 다.  

Laser 조사 후에는 Fig. 1-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UO2 pellet 표면에 조

사로 인해 생성된 흔적이 뚜렷하 으며, laser의 power가 높을수록 UO2 

pellet 표면에 파인 흔적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aser ablation 

장치를 이용한 입자제조에서는 아르곤 기체의 흐름 속도를 1.5 L/min으로 

고정하고 laser의 출력은 0.2, 0.4, 0.6, 0.9 및 1.4 mJ로 변화시킨 조건과 

laser의 출력을 1.4 mJ로 고정하고 아르곤 기체의 흐름 속도는 1.0, 1.5 및 

2.0 L/min으로 변화시킨 조건에서 UO2 pellet에 laser를 조사한 후 각각의 경

우에서 생성된 입자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관찰하 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하

여 생성된 입자의 크기를 관찰한 결과, nanometer 크기의 입자는 상당히 많

이 생성되었으나 micrometer 크기의 입자는 생성된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어진 laser 출력의 변화에 따른 생성된 micrometer 크

기의 입자 수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laser ablation 장치가 nanometer 크기의 미세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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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Laser ablation system for the preparation of UO2 particles.

A B C

D E

Fig. 1-13.  Optical micrographs of UO2 pellet surface by laser ablation.
Laser power : A=0.2, B=0.4, C=0.6, D=0.9, E=1.4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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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만들기 위한 ICP-MS용으로 제작되어 laser의 출력이 낮은 장

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laser의 출력을 1.4 mJ로 고정하고 아르

곤 기체의 흐름 속도를 변화시킨 경우에는 채취된 micrometer 크기의 입자

가 흐름 속도를 크게 한 경우에서 보다 많이 채취되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생성된 입자는 SEM을 이용하여 형태를 확인하고 EPMA

를 이용하여 입자의 성분을 분석하 으며, 결과를 Fig. 1-14와 1-15에 나타

냈다.  SEM을 이용한 관찰결과 여과지 표면에 채취된 입자들은 형태가 균

일하지 않았으며 EPMA 분석결과 우라늄과 산소에 의한 피크만이 측정된 

것으로 보아 생성된 입자는 모두 우라늄 산화물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바. 액체 분무장치를 이용한 미세입자 제조방법

미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중에서 액체 분무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

해 실험하 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ICP-AES 용으로 사용하는 concentric 

nebulizer를 사용하여 간이 분무장치를 제조하 다.  입자 제조에 사용한 시

료는 NaCl 용액이었다.  분출 압력이 30 psi인 아르곤 기체와 함께 0.1％ 

NaCl 시료 용액을 1 mL/min의 유속으로 nebulizer를 통해 분사시키면 액적

의 크기가 20∼50 ㎛인 에어로졸이 생성되며, 이 에어로졸을 120 ℃로 가열

된 heating tube를 통과시켜 크기가 2∼5 ㎛인 NaCl 입자를 제조하 다.  

Fig. 1-16에는 입자 제조에 사용한 장치의 실물과 개념도를 나타냈으며 Fig. 

1-17에는 이 장치로 만든 NaCl 입자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나타냈다.

액체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한 입자는 그 크기가 비교적 균일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 방법을 적용하여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핵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glove box와 같은 차폐된 공간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 미세입자 제조방법의 비교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입자 제조, uranium glass 제

조를 이용한 입자 제조, uranium-silica gel 입자 제조, uranium-doped silica 

bead 입자 제조, micro-wave oven 장치를 이용한 입자 제조, laser ablation 

방법을 이용한 입자 제조 및 액체 분무장치를 이용한 입자 제조 방법을 통



U particle

5 µm

Fig. 1-14.  Scanning micrograph of UO2 particles produced by laser 
ab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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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O

Fig. 1-15. SEM images and EDS peak of uranium oxid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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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Aerosol generation apparatus for the preparation of NaCl
particles.

X 20050 µm

Fig. 1-17.  Optical micrograph of NaCl particles produced by aerosol 
gene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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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1-3

에 나타냈다.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입자 제조방법과 micro-wave oven 장치를 이용

한 입자 제조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성된 입자의 크기

와 모양이 균일하지 못하고 입자의 물리적 안정성도 낮다는 등의 단점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uranium glass 제조를 이용한 입자 제조방법과 

uranium-silica gel 입자 제조 방법은 입자의 물리적 안정성은 좋으나 입자

의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여 표준입자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Uranium-doped silica bead 입자 제조방법은 silica bead의 크

기를 잘 분취하여 균일한 크기의 입자들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 던 실험한 방법 중에서 표준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Laser 

ablation 장치를 이용하여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은 swipe 시료와 유사한 형

태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과 핵물질(우라늄) 만을 포함한 입자를 여

과지 표면에 직접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핵물질 입자 제조 방법으로는 적

용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생성된 입자의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액체 분무장치를 이용한 

입자 제조방법도 균일한 크기의 입자를 재현성 있게 제조할 수 있어 표준입

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결론적으로 

silica bead를 제조하는 방법과 액체 분무장치를 결합하여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이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타당성이 높은 방법이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3.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를 위한 실리카 입자제조

가.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장치 구성

핵물질 표준입자 제조에 사용할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는   

Vibrating orifice aerosol generator(TSI model 3450), filtered air 

supply(TSI model 3074B), heating column(자체 실험실 제작), heating 

tape, aspirator(EYELA A-3S), air compressor(국산), 에어로졸 회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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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mparison of the preparation methods of various particles

Method Component Particle shape Particle size (㎛)

Chemical reaction
alunite

NA-Zn-UAc

uniform

uniform

1.8∼2.0

3∼10

U-glass production Oxide diverse 5∼50

U-silica gel

(absorption)
U-silica diverse 5∼50

U-silica bead

(absorption)
U-silica uniform 1∼9

Microwave heating Fe2O3 diverse 5∼20

Laser ablation UO2 diverse 0.5∼5

Aerosol generation NaCl unifor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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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stirrer 및 온도조절 장치 등으로 구성하 다.  Fig. 1-18과 

Fig. 1-19에는 에어로졸 발생 및 입자 회수장치의 구성도와 실물 사진을 각

각 보여주고 있다.  입자제조 장치는 에어로졸 발생을 위해 상품화된 

vibrating orifice aerosol generator(VOAG)를 주 장치로 구성하 으며, 

VOAG에서 발생된 에어로졸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장치 구성요소인 

drying column에 깔대기 모양의 에어로졸 유도관을 제작 설치하여 보다 많

은 양의 에어로졸이 외부의 입자회수 용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 입자제

조에 사용하 다.

나. TEOS를 이용한 실리카 입자제조

(1) TEOS/NH4OH/H2O/EtOH 매질에서 실리카 입자제조[1-7]

뚜껑이 있는 용기에 TEOS：NH4OH：H2O：EtOH = 1.40 mL：3 mL：

0.6 mL：10 mL 비율대로 EtOH에 H2O, NH4OH, TEOS를 순서대로 가하면

서 신속하게 잘 혼합한 다음 40±2 ℃의 오븐에서 1시간 정도 aging하여 실

리카 입자를 제조하 다.  제조한 실리카 입자는 광학현미경과 SEM을 이용

하여 입자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관찰한 결과, 지름이 약 1 ㎛ 정도인 균일한 

크기의 실리카 입자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인결과는 Fig. 1-20

에 나타냈다.  상기 방법으로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aging 시간

을 1시간, 20시간 및 5일간 변화시키면서 반응시킨 후 회수한 실리카 입자의 

형태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aging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의 

입자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OS：NH4OH：H2O：EtOH = 1.40 

mL：3 mL：0.6 mL：10 mL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EtOH와 H2O의 첨가 양

을 각각 10 mL：0.6 mL, 8 mL：2.6 mL, 6 mL： 4.6 mL 비율로 변화시킨 

반응조건에서 실리카 입자를 제조한 다음 입자의 형태를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한 결과, 반응 매질의 물 함량이 많아질수록 실리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

는 결과를 나타냈다.

(2) Surfactant가 포함된 HCl 매질에서 실리카 입자제조

CTMAB(cetyltrimetylammonium bromide) 1.34 g을 취하여 H2O 44.1 

mL에 가한 다음 잘 저어주면서 HCl(37 wt％) 20.5 mL를 가하면 CTMAB가 

용해되어  현탁한 용액이 점차 투명하게 변한다.  이 용액에 유기용매인 



A : Dispersion assembly.  B : Signal generator.
C : Frequency counter.     D : Drying column.
E : Filter unit.                      F : Rotameter.

Static mixer

Precursor
solvents

Tube
reactor

Outlet

A

~B C

E

D

EF sample

Fig. 1-18.  Schematic diagram of the aerosol and silica bead production
system.

Fig. 1-19.  Photographs of  particle prepa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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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0. Microscopic(A) and SEM(B) images of silica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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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SEM images of silica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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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tetra-hydrofuran) 4.18 mL와 TEOS 1.64 mL를 첨가하고 잘 저어

준 다음 실온에서 방치하 다.  생성된 실리카 입자는 여과, 세척 및 건조시

킨 후 회수하 다.  제조한 실리카 입자의 형태 및 크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다양한 입자크기의 구형 실리카 입자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 Acetic acid 매질에서의 실리카 입자제조[1-8]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50 mL 용량의 centrifuge tube에 acetic 

acid 9.0 mL와 H2O 1.6 mL를 가하고 잘 혼합한 후 TEOS 4.5 mL를 첨가한 

다음 touch mixer를 사용하여 agitation하고 실온에서 방치하 다.  생성된 

실리카 입자는 여과, 세척 및 건조하여 회수하 다.  회수한 실리카 입자의 

크기 및 형태를 SEM으로 관찰하 으며, 관찰결과 Fig. 1-21-A에 나타낸 바

와 같이 1∼3 ㎛ 크기의 구형 입자가 제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TEOS/AcOH/AcOEt/HCl 매질에서 실리카 입자제조

이 방법에서는 7.2 g의 TEOS에 2.25 g의 AcOH, 0.55 g의 AcOEt 및 

0.02 g의 3 N HCl을 순서대로 가한 다음 60분간 잘 저어준 후 생성된 입자

를 여과, 세척 및 건조하여 회수하 다.  회수한 실리카 입자의 크기 및 형

태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 Fig. 1-2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200 ㎛ 

크기의 구형 입자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Emulsion 방법을 이용한 실리카 입자제조

TEOS：H2O：Acid(HNO3) = 1：1.5：1.2×10
-3 (mole 비)의 혼합 비율에 

따라 TEOS 10 mL를 취한 다음 700 rpm 정도로 저어주면서 H2O 1.21 mL

를 가하고 1 M HNO3 13.5 ㎕를 가한 후 상온에서 반응시켜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 다.  이 방법으로 제조한 실리카 입자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과, 수 ㎛에서 수백 ㎛ 크기의 구형 실리카 입자가 생성됨을 확인하 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는 경우에 반응시간과 반응용액의 

교반속도 및 교반방법 등을 잘 선정하면 입자 크기 분포가 비교적 좁은 균

일한 형태의 실리카 입자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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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면활성제-물 유리 매질에서 실리카 입자제조

물유리(water glass 또는 sodium silicate solution, SHOWA, SiO2/Na2O 

mole ratio; 2.17, solid; 55％)를 일정량 취하여 증류수로 희석한 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으로 마이셀을 만들어 혼합한 다음 반응용액의 

pH를 4.2∼4.5로 조절하고 상온에서 겔 형태의 입자를 제조하 다.  이 입자

는 45±2 ℃의 drying oven에서 2일간 숙성시킨 후 여과하여 건조하고 480 

℃의 muffle furnace에서 소결시켰다.  제조한 실리카 입자를 광학현미경과 

SEM으로 관찰한 결과, Fig. 1-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20 ㎛ 크기의 구형 

실리카 입자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이용한 실리카 입자제조

본 연구에서는 표준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구성한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구형의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에어로

졸 발생장치로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물유리(water glass 또는 

sodium silicate solution, SHOWA, SiO2：Na2O mole ratio; 2.17, solid;   5

5％)를 일정량 취한 다음 증류수로 희석하여 SiO2：H2O mole 비가 1：10인 

저장용액을 조제하여 사용하 다.  에어로졸 발생장치로부터 생성된 실리카 

입자의 크기는 물유리 희석 용액에 포함된 SiO2의 함량에 비례할 것으로 생

각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O2：H2O mole 비가 1：10인 저장용액을 다

시 증류수로 희석하여 SiO2：H2O mole 비가 각각 1：20, 1：50, 1：100, 1：

200 및 1：500인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 다.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이용한 

입자제조에서, 실험조건은 지름이 20 ㎛인 orifice를 사용하 으며, syringe 

capacity = 60 mL, syringe run speed = 4.2×10-4 cm/s, liquid feed rate = 

0.319 mL/min, frequency = 60.0 kHz, dispersion air = 50 L/min, dilution 

air = 1 L/min, liquid pressure = 20∼24 psi이었다.

마이크로 orifice로부터 drying column 내에서 발생된 물유리를 함유한 

에어로졸은 유리관으로 제작한 column을 통과하여 0.5 M H2SO4 용액에 수

집되도록 하 으며, 이때 유리관 외부에 heating tape를 감고 가열하여 에어

로졸이 column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에어로졸 표면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하

다.  황산 용액에 모여진 실리카 입자는 여과 및 세척하여 회수하고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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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2. SEM(A) and micrographic(B) images of silica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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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조기에서 건조하 으며, 실리카 입자의 크기와 형태 및 성분원소 

등은 광학현미경과 EPM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실리카 입자의 형태는 

Fig. 1-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이 구형이었으나 일부 파손되거나 표면

이 함몰된 입자들도 생성되었으며, 입자 크기는 에어로졸 발생 모 용액의 

SiO2 함량이 증가할수록 입자 크기도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실리

카 입자의 구성 성분을 EDS로 분석한 결과, Fig. 1-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Si와 O가 주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미세 실리카 입자의 표준화

가. 입자크기 분포측정 및 분취방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입자크기별 분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여러 

가지 입자 분취방법 중에서 중력침강 방법을 선정하여 다양한 크기의 입자

들로 구성된 시료로부터 입자크기 분포범위가 좁은 입자를 그룹별로 분리하

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1-4에는 여러 가지 입자분취 방법에 대

한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여 나타냈다.

Stokes' 식의 이론적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입자 분취에 사용할 높

이 100 cm, 내경 6 cm, 분취 단계높이 8.5 cm, 입자 채취공 10개, 용량 

1,000 mL인 입자 분리용 column을 유리관으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  입자

분취 실험에는 입자크기가 각각 4∼6 ㎛과 6∼9 ㎛인 상품화된 실리카 입자 

SUNSIL-50 및 SUNSIL-130(Sunjin Chem., 국산)을 각각 0.1 g, 0.5 g, 1 g 

씩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입자분취 실험에 사용한 실리카 입자를 분산

매질 내에서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분산용액을 사용하 으며, 분산용액(I)

은 4.12 g HMP(hexametaphosphate) ＋ 0.875 g Na2CO3 ＋ 2.5 L H2O의 조

성으로 제조하 다.  분취 실험은 Stokes' 식의 이론적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침강시간을 220 분 및 480 분으로 정하여 수행하 다.  유리관 칼럼을 이용

하여 분취한 입자가 포함된 용액 시료는 여과, 세척 및 건조하여 입자를 회

수하 다.  회수한 입자는 무게 비로 0.2％ 포함된 입도 분석용 시료를 만든 

다음 DCP(disc-type centrifuge particle analyzer, BIC model BI-DCP)를 이

용하여 분리 시간별 및 분취 단계 높이별로 실리카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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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3. SEM images of silica particles produced by VOAG.

O SiO

Fig. 1-24. EDS spectrum of silica particles produced by VOAG.

- 43 -



- 44 -

Table 1-4. Comparison of various methods for the separation of particle   

           size

분취 방법
입자 크기

(㎛)
장       점 단       점

동결법과 비등법 1∼5 개별적인 입자 분산에 유용 
정확한 사이즈별 분리에 

어려움이 있음

Microsieve 3∼100
내구력이 좋고 분취 능력이 

양호

처리양이 적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큼

체 분리법 200∼300
광석과 같은 300 ㎛ 이하의 

다량의 입도 분취 가능

수 ㎛ 이하의 미세 입도 

분리는 어려움

중력침강법 0.25∼10
침강속도 측정과 시간에 따른 

입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

0.1㎛ 이하의 입자분리는 

어렵고 장시간을 요함

Centrifuge 및

Cyclone
0.2∼10

미세 고체입자나 액체/액체 

또는 액체/기체 분리 가능

처리양이 적고 처리비용 

면에서 불리

비중분리법 100∼200
다량의 고체/고체입자 분리 

가능

비중 차가 0.5∼1 이하 

분리는 불가능

풍절법

(Elutriation)
> 100

공기의 유속을 조절하여 고체 

입자를 입도 별로 분취 가능

정확한 입자 사이즈별 

분취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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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도분포 측정에서 DCP의 disc speed는 700 rpm이었으며, 입도 측

정용 매질은 60％ ethylene glycol 용액을 사용하 다.  유리관 칼럼을 이용

한 입자침강 실험결과, 분말 상태 그대로를 분산용액이 채워진 칼럼에 가한 

상태에서는 입자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입자 침강이 진행되며, 이때, 서로 응

집된 입자들은 보다 빠르게 침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자들 사이의 응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자시료 일정량을 취해 

50 mL 용기에 넣고 분산용액을 가해 잘 섞은 다음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

여 60분 동안 입자를 분산시킨 후 이 용액을 분산용액이 채워진 칼럼 상부

에서 서서히 가하 다.  이 경우, 입자들이 서서히 침강되면서 사용한 분산

용매가 실리카 입자를 잘 분산시키지 못해 침강이 일어날 때 응집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시간에 따른 입자 크기별 분리효과를 확인하기에도 일부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칼럼의 규격은 앞서 실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지

만 분취 단계높이를 4.2 cm하여 시료 채취공이 20개인 칼럼을 이용하여 입

자크기별 분리실험을 수행하 다.  입자분리 실험에 사용한 시료, 취한 시료 

양 및 침강시간은 앞서 수행한 실험에서와 동일하 으나 입자의 분산에는 

분산용액(I)과 Na4P2O7(sodium diphosphate) 4.194 g을 2.5 L 증류수에 용해

하여 제조한 분산용액(II)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분산용액 내에서의 입자 

침강속도는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칼럼 전체 20 단계를 

상, 중, 하로 나눈 다음 상(2∼4단), 중(10∼12단), 하(18∼20단) 위치의 용액

을 입도 분석용 시료로 채취하 다.  상기 입자분취 공에서 취한 시료는 여

과하고 분산용액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다음 

80 ℃의 건조기에서 2 시간 건조한 후 회수하고 입자의 무게를 측정하 다.  

입도 분석용 시료 입자는 무게 비로 0.2 wt％가 되도록 취한 다음 증류수를 

가하여 희석하고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60 분간 분산시킨 후 DCP로 입

도를 분석하 다.  입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산

용액(I)을 사용한 경우와 분산용액(II)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입자의 크기별 

분리 경향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압부에서 채취한 입자

의 크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침강시간을 60∼

224 분으로 변화시킨 조건에서 입자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침강시간에 따른 입자분리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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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sults of particle size according to the dispersion medium

Sampling position
Dispersion medium

(I) (II)

Upper 2.40±1.19 2.46±1.50

Center 2.62±0.81 3.38±1.32

below 3.09±1.10 3.13±1.35

Table 1-6. Results of particle size according to the sedimentation time

Sampling 

position

No. of

Measurement

Sedimentation time (min)

60 120 180 224

Upper

1 4.14±1.70 3.66±1.33 3.80±1.86 2.46±1.50

2 4.01±1.57 3.95±1.47 3.47±1.34 -

Center

1 4.23±1.48 4.21±1.70 3.83±1.60 338±1.32

2 4.43±1.71 4.17±1.66 4.15±1.79 -

below

1 4.87±2.18 3.95±1.50 4.29±1.91 3.13±1.35

2 4.73±1.84 4.39±2.00 4.4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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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한편, 칼럼높이 53 cm, 내경 4.5 cm, 분취 단계높이 3.5 cm, 용량 500 

mL의 소형 입자분리용 칼럼을 제작하여 0.5 g의 SUNSIL-130 시료를 이용

한 입자분리 실험을 수행하 다.  이 경우에는 실리카 입자 분산을 위해서 

분산용액(II)를 사용하고 침강시간은 2시간으로 하 다.  입자시료 0.5 g을 

분산용액 50 mL에 희석한 다음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60분간 분산시킨 

후 분산용액이 채워진 칼럼에 첨가하고 3분 정도 흔들어 입자시료가 분산용

액 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 다.  동일한 침강시간을 기준으로 칼럼 내에

서 입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입자의 크기에 의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입자

는 정지 상태로부터 120분 후에 채취하 으며, 입자 분취 과정은 (1) 정지 

상태의 칼럼 상부에서 피펫을 이용하여 상층부 용액 50 mL를 취한 다음 분

리용액 50 mL를 다시 채우고 잘 혼합한 다음 120분 후 재차 상층부 용액 

50 mL를 취하는 과정 3회 반복(용액 회수량 150 mL), (2) 상층부 용액 100 

mL를 취한 다음 분리용액 100 mL를 다시 채우고 잘 혼합한 다음 120분 후 

재차 상층부 용액 100 mL를 취하는 과정 4회 반복(용액 회수량 400 mL), 

동일한 방법으로 (3) 150 mL를 취하는 과정 4회 반복(용액 회수량 600 mL), 

(4) 200 mL를 취하는 과정 4회 반복(용액 회수량 800 mL), (5) 250 mL를 

취하는 과정 4회 반복(용액 회수량 1,000 mL), (6) 300 mL를 취하는 과정 4

회 반복(용액 회수량 1,200 mL) 과정을 순서대로 수행한 후, (7) 나머지 부

분을 별도 회수용액으로 회수하 다.  회수한 시료는 여과하고 분산용액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다음 80 ℃의 건조기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한 후 회수하고 입자의 무게를 측정하 다.  시료 입자는 무

게 비로 0.2 wt％가 되도록 취한 다음 증류수를 가하여 희석하고 초음파 세

척기를 이용하여 60분간 분산시킨 후 DCP를 이용하여 입도를 분석하 다.  

입도 분석결과, Table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자 분산용액 (1)에서 (7)로 

갈수록 분리된 입자의 크기도 3.0 ㎛에서 7.1 ㎛로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형 칼럼을 사용하여 정지 상태에서 입자를 침강시키는 방법으로 

입자의 크기를 분리하는 방법보다는 소형 칼럼을 사용하여 입자를 분산용액 

내에 우선 고르게 분산시킨 후 입자분리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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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esults of particle size according to the sampling solution

Sampling

solution

No. of measurement

X±SD
1 2 3

(1) 3.00±1.23 3.07±0.90 3.00±1.03 3.03±0.04

(2) 3.74±0.78 3.55±0.78 3.55±1.05 3.61±0.11

(3) 4.28±1.42 4.24±1.16 4.25±1.29 4.26±0.02

(4) 5.03±1.31 4.90±1.18 5.00±1.16 4.98±0.07

(5) 5.27±0.99 5.33±1.04 5.29±1.25 5.30±0.03

(6) 5.76±1.43 5.89±1.49 - 5.83±0.09

(7) 6.90±2.38 7.01±1.94 7.37±2.15 7.0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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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리카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측정

에어로졸 발생장치 및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제조한 실리카 입자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은 particle shape, particle size, BET, pore size, pore 

volume, bulk density, FR-IR 및 EDS 분석 등에 대해서 측정하 으며, 측정

결과를 Table 1-8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실리카 입자의 크기 및 분포 측정에서 입자 크기가 10 ㎛ 이하인 경우

에는 DCP를 이용하 으며, 입자 크기가 10 ㎛ 이상인 경우에는 광학현미경

의 digital image analyzer를 이용하 다.  입자크기 및 분포를 DCP로 측정

하는 실험에서 측정용 실리카 입자는 증류수에 0.2 wt％로 제조하 으며, 측

정방법은 DCP의 disk speed를 700 rpm으로 회전시키면서 60％ ethylene 

glycol 용액 15 mL를 주입하고 methanol 0.4 mL, dodecane 0.1 mL를 순서

대로 주입한 다음 5분 후에 시료용액 0.2 mL를 주입하여 입도를 분석하

다.  Fig. 1-25에는 AG-100 실리카 입자의 입도분석 결과를 예로 나타냈다.  

입도분석 결과에서, AG-100과 AG-500 실리카 입자크기는 각각 2회 및 3회 

측정한 값의 평균이 8.8±0.5 ㎛ 및 6.3±0.2 ㎛이었으며, AG-100 입자의 경우

에는 SEM 사진을 이용하여 scale bar로 측정한 입자크기 8.9±2.0 ㎛와 잘 

일치하는 값을 나타냈다.

실리카 입자의 표면적은 단위 그램 당 300∼1,100 m2/g으로 에어로졸 

발생장치로 제조한 입자보다는 계면활성제-물유리 매질에서 제조한 입자의 

경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자의 pore size는 약 2 nm 정도로 에어로졸 

발생장치로 제조한 입자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ore volume은 약 

0.2 cm
3/g으로 계면활성제-물유리 매질에서 제조한 입자의 경우가 2 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1-8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리카 입자의 

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1.5∼1.9 사이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실리카 입자에 대한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FT-IR 분석을 하 으며, 분

석결과 Fig. 1-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640 cm-1에서의 H-O-H 굽힘진동, 

1250 및 1080 cm-1에서의 Si-O-Si 비대칭 신축진동, 800 cm-1에서의 

Si-O-Si 대칭 신축진동 및 460 cm-1에서의 O-Si-O 굽힘진동에 해당하는 

SiO2 입자의 특성 피크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어로졸 발생장치로 제조한 실리카 입자의 성분원소를 EDS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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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silica particles

Sample
Particle

shape

particle size

(㎛)

BET

(m2/g)

Pore size

(nm)

Pore volume

(cm3/g)

Density

(g/cm3)

AG-020 sphere 15.8±2.7 569 2.07 0.29 1.92

AG-050 sphere 11.9±2.3 301 2.70 0.20 1.88

AG-100 sphere  8.8±1.9 361 2.34 0.21 1.47

AG-500 sphere  6.3±1.5 - - - -

WG-R10 sphere 1∼20 1,106 1.89 0.52 1.81±0.02

AG/WG-S05 sphere  5.0±2.5 537 2.77 0.13 -

AG/WG-S10 sphere 10.0±2.5 456 2.06 0.23 -

AG/WG-S15 sphere 15.0±2.5 335 1.96 0.16 -

AG/WG-S20 sphere 20.0±2.5 287 2.02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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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Fig. 1-2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Si와 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핵물질 미세입자의 표준화

핵물질 표준입자를 제조하여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균질성 실험, 

제조된 입자를 이용한 실험실 간 비교실험, 주기적인 안정성 시험 등을 통한 

평가결과가 확보되어야 한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 실험을 설계할 때 동일한 

물성을 지닐 수 있도록 초기물질, 실험조건 및 제조 방법 등이 동일 조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물유

리를 이용하여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 으며, 입자 제조에는 에어로졸 발생장

치를 이용하 다.  준비된 입자 시료는 중력침강 방법에 의해 입자크기별로 

분류하 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직경이 각각 2±1 ㎛, 5±2.5 ㎛, 10±2.5 

㎛, 15±2.5 ㎛ 및 20±2.5 ㎛인 실리카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입자의 표준

화를 위해 확인해야 할 물리화학적 특성인자들로는 표면적, 기공의 크기 및 

부피, 입자의 도, 입자의 표면형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ycnometry

를 사용하여 제조된 입자의 도를 측정하 으며,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실리카 입자가 완전한 구형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기체

흡착방법(BET method)을 사용하여 표면적, 기공크기, 기공부피를 등과 같은 

입자의 형태를 나타내는 물리적 특성인자들을 측정하 다.  우라늄이 도포된 

표준입자의 특성인자들로는 단위질량 당 흡착된 우라늄의 농도, 우라늄 동위

원소 비, 성분 및 구조,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pH 

조건에서 실리카 입자에 우라늄을 흡착하고 실리카 입자의 단위 gram 당 흡

착된 우라늄의 양과 실리카 입자 하나당 흡착된 우라늄의 양을 계산하여 핵

물질 입자의 표준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다.

실험실간 상호비교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적 처리 결과나 또는 주기적 

관찰에 의한 안정성 분석을 통한 저장기간(유효기간)에 대한 실험은 오랜 기

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시험 항목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험

은 본 연구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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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물질 입자크기 및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변화규명

1.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핵물질 입자크기에 따른 트랙형태 측정과 관련하여, 구형 

금속 우라늄 입자의 핵분열트랙 측정, uranium-doped silica bead를 이용한 

핵분열트랙 측정,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의 핵분열트랙 측정, 산화 우라늄 

입자의 핵분열트랙 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구형 금속 우라늄 입자

의 핵분열트랙 측정에서는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금속 우라늄 입자를 이용

하여 핵분열 트랙을 생성시키고 입자크기에 따른 핵분열트랙 특성사이의 상

관관계를 검토하 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금속 우라늄 입자

의 지름과 핵분열트랙 반경사이에는 직선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uranium-doped silica bead를 이용하여 핵분열 트랙을 생성하고 

입자크기에 따른 핵분열 트랙의 특성사이의 상관관계 검토에서도 입자의 지

름과 핵분열트랙 반경사이에는 직선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자료는 핵분열트랙의 특성을 이용하여 핵물질 입자의 크기를 유추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핵물질 농축도

에 따른 트랙형태 측정에서는 흡착방법을 이용한 농축도별 우라늄 입자 제

조와 관련하여 실리카 입자에 대한 우라늄 흡착양 측정, 계면활성제-물유리

로 제조한 실리카 입자에 대한 우라늄 농축도별 흡착, VOAG로 제조한 실리

카 입자에 대한 우라늄 농축도별 흡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고 

핵물질 입자에 대한 중성자 조사 및 핵분열 트랙 관찰 및 우라늄 농축도와 

핵분열트랙 형태사이의 상관관계 측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편, 핵분열트랙 미세구조의 이론적 고찰 및 DB 구축과 관련하여, 핵

분열트랙의 생성기작, 에칭 특성 및 미세구조 변화조사 연구를 수행하 으

며, 핵물질 농축도 판별을 위한 모델시험 설계 및 시료의 제조와 관련된 연

구를 수행하 다.  또한, 농축도별 우라늄 표준입자를 이용한 트랙 미세구조 

분석과 이론적 해석, 공초점현미경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도별 핵분열 트랙의 

미세구조 분석 및 핵분열 트랙 미세구조 특성 해석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핵분열 트랙 특성자료의 DB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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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물질 입자크기에 따른 트랙형태 측정

가. 구형 금속우라늄 입자의 핵분열트랙 측정

구형의 미세한 우라늄 금속입자를 입체 현미경하에서 미세 도구를 이용

하여 취한 다음 여과지에 부착시키고 그 위에 Lexan 트랙 검출기를 부착하

여 중성자 선속이 ∼1×1013 n/cm2․s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2분간 조사하

다.  조사된 Lexan 검출기를 회수하고 60 ℃의 6.25 M NaOH 용액에서 10

분간 에칭한 다음 자연 건조시켰다.  Lexan 검출기를 6×6 cm2의 유리판에 

붙인 다음 광학현미경하에서 digital image analyser(Leica QWin)를 이용하

여 핵분열 트랙을 관찰하 다.  Fig. 2-1에는 금속우라늄 입자로부터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금속우라늄 입자의 지름이 13, 15, 20, 

21 및 28 ㎛인 경우에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반지름은 각각 270, 310, 370, 

420 및 4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을 이용하여 금속우라늄 입자의 지

름과 핵분열트랙 반경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결과, Fig.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사이에는 직선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Uranium-doped silica bead의 핵분열트랙 측정

우라늄을 흡착시킨 구형의 silica bead를 이용하여 핵분열트랙의 상관관

계 측정하기 위해, 이 입자를 약 5 mg 취하여 증류수에 넣고 흔들어 분산시

킨 후 용액 일정량을 여과지 위에 점적한 다음 Lexan 검출기를 부착하고 중

성자 선속이 약 1×10
13 n/cm2․s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2분간 조사하 다.  

중성자 조사된 Lexan 검출기는 회수한 다음 60 ℃의 6.25 M NaOH 용액에

서 10분간 저어 주면서 에칭하고 증류수로 다시 세척한 후 광학현미경하에

서 핵분열트랙들을 관찰하 다.  Fig. 2-3에는 uranium-doped silica bead 입

자로부터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Uranium-doped 

silica bead의 지름과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지름과의 관계를 도시한 결과, 

Fig. 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값들이 분산되는 현상은 있었으나 이들 사

이에는 전체적으로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다.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의 핵분열트랙 측정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한 실리카 입자에 우라늄을 흡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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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Unique shapes of the fission tracks of uranium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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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orrelation of uranium metal diameter and fission track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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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Unique shapes of the fission tracks of uranium-doped silica-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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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rrelation of uranium-doped silica bead diameter and fission 
track radius.

- 56 -



- 57 -

킨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를 Lexan 트랙 검출기 위에 부착시키고 그 

위에 핵분열트랙 검출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Lexan 트랙 검출기를 다시 부착

하여 하나로 원자로에서 2분간 조사하 다.  중성자를 조사시킨 Lexan 검출

기는 회수하여 60 ℃의 6.25 N NaOH 용액에서 10분간 에칭한 다음 증류수

로 세척하고 자연 건조시킨 후 광학 현미경하에서 핵분열 트랙을 관찰하

다.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의 지름이 2.4∼26.7 ㎛인 경우에 대해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지름은 114∼54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을 이용하여 우

라늄 입자 지름과 핵분열트랙 지름 사이의 관계를 도식한 결과, Fig. 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사이에는 기울기가 15.9±2.7이었으며, 상관계수 r 값

은 0.882로 분산 정도가 크지만 직선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라. 산화 우라늄 입자의 핵분열트랙 측정

산화우라늄 pellet에 laser를 조사하여 생성시킨 우라늄 입자들을 여과지

로 채취한 다음 여과지 표면에 Lexan 검출기를 부착하고 하나로 원자로에서 

2분간 조사하 다.  중성자 조사시킨 Lexan 검출기를 회수하고 증류수로 세

척하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한 다음 60 ℃의 6.25 M NaOH 용액에서 10

분간 저어 주면서 에칭하고 증류수로 다시 세척한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핵

분열트랙을 관찰하 다.  Fig. 2-6에는 산화 우라늄 pellet 입자로부터 생성

된 핵분열트랙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산화우라늄 pellet에 laser를 조사하

여 생성시킨 우라늄 입자들은 micrometer 이하의 크기로 너무 작아 광학현

미경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했으나 이들 입자에 의한 핵분열 트랙은 관찰할 

수 있었으며, 우라늄 입자의 크기와 핵분열트랙 크기와의 상관관계는 입자크

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마. 우라늄 입자 크기와 트랙형태 사이의 상관관계 측정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물질 입자가 검출기 표면에 핵분열트랙을 생성시

킬 수 있는 최소 각도인 critical angle θ를 측정하면 [tan(θ) = 우라늄 입자

지름/핵분열트랙 반경]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핵분열트랙의 반경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로부터 핵분열트랙을 생성시킨 

핵물질 입자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2-1∼2-3]



Fig. 2-5. Correlation of track diameter with U-SiO2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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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Fission tracks of uranium oxide particles produced by laser
ab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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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금속입자에 대하여, 핵분열트랙의 크기와 구형의 우라늄 금속입

자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우라늄 금속입자 크기/핵분열트랙 반경]으로 표현

하 을 때, 이들 관계식으로부터 얻은 값은 0.069±0.015이었다.  이 값으로부

터, 핵분열을 일으키는 입자들이 핵분열트랙을 검출기의 표면에 나타낼 수 

있는 critical angle을 계산하면 4.0±0.5°이 되며, 우라늄 금속입자 크기와 트

랙형태 사이의 상관관계 즉, [우라늄 금속입자 지름 = tan 4.0±0.5° × 핵분열 

트랙 반경]으로 표현되는 식을 이용하면 핵분열 트랙 반경으로부터 핵분열 

트랙을 유발시킨 우라늄 입자의 대략적인 크기를 계산해서 알 수 있다.  

Uranium-doped silica bead의 경우에는 우라늄 금속입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critical angle 값이 θ = 2.5∼8° 를 나타냈다.  Critical angle 값의 범위가 우

라늄 금속입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넓은 범위를 갖는 결과는 silica bead 표면

의 일부분에만 우라늄이 흡착되었거나, 또는, uranium-doped silica bead에 

일정량의 우라늄이 균일하게 흡착이 되지 않은 결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의 지름이 2.4∼26.7 ㎛인 경우에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지름은 114∼54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을 이용하여 우

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의 지름과 핵분열트랙 지름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결

과로부터 구한 이들 상관관계의 기울기는 15.9±2.7이었으며, 상관계수 r 값은 

0.882로 분산의 정도가 크지만 직선적인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3. 핵물질 농축도에 따른 트랙형태 측정

가. 흡착방법을 이용한 농축도별 우라늄 입자제조

(1) 실리카 입자에 대한 우라늄 흡착양 측정실험

우라늄 흡착에 사용한 실리카 입자는 계면활성제-물유리 매질에서 제조

한 실리카 입자를 사용하 으며, 우라늄 용액은 U3O8(natural) 분말을 질산에 

용해한 후 건고하고 증류수로 용해하여 50 mg U/mL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

하 다.  우라늄 용액 0.1, 1, 3 mL(우라늄 양으로 5, 50, 150 mg)를 25 mL 

비커에 각각 취하고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0.1 M 암모니아수를 가해 pH를 

4.7로 조절하 다.  이 용액에 실리카 입자 0.1018, 0.1017, 0.1045 g을 가한 

후 pH를 다시 4.7로 조절하고 교반하 다.  이 반응용액을 24시간 방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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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과하고 진공건조기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한 후 480 ℃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 다.  실리카 입자에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 5 mL의 1：1 염산에 우

라늄이 흡착된 실리카 입자를 각각 0.0097, 0.0110, 0.0125 g을 취한 다음 잘 

흔들어서 흡착된 우라늄을 탈착시킨 후 여과하고 여액에 남아있는 우라늄을 

ICP-AES로 측정하여 계산하 다.  우라늄 흡착양은 우라늄을 5, 50, 150 

mg씩 취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39.7, 237.7, 380.8 mg U/g silica로 계산되었

으며, 취한 우라늄의 양이 많을수록 흡착되는 우라늄 양도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2) 실리카 입자에 대한 우라늄 농축도별 흡착

우라늄 흡착에 사용한 우라늄 농축도별 용액은 농축도별 U3O8(NBS 표

준물질, U-010, U-050, U-100, U-200, U-500) 분말 일정량을 정확히 칭량하

여 취한 다음 1：1 질산 2 mL와 진한 염산 4방울을 가하여 용해한 후 증발 

건고하고 증류수로 용해하여 우라늄의 농도가 대략 1.5 mg U/mL 정도가 되

도록 제조하여 사용하 다.  계면활성제-물유리 매질에서 제조한 실리카 입

자 10 mg 정도를 정확히 무게 측정하여 25 mL 비커에 취한 다음 증류수를 

10 mL 가하여 저어준 후 농축도별 우라늄 용액 7 mL(우라늄 양으로 대략 

10 mg)를 가하고 0.1 M 암모니아수를 가해 pH를 4.7로 조절하 다.  이 용

액을 24시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고 진공건조기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 다.  

실리카 입자에 흡착된 우라늄 양은 전체적으로 520∼570 mg U/g silica이었

다.

(3) VOAG로 제조한 실리카 입자에 우라늄 농축도별 흡착

우라늄 흡착에 사용한 실리카 입자는 에어로졸 발생장치와 물유리로 제

조한 크기별 실리카 입자를 사용하 다.  우라늄 용액은 U3O8(NBS 표준물

질, U-010, U-050, U-100, U-200, U-500) 분말 일정량을 정확히 칭량하여 

취한 다음 1：1 질산 2 mL와 진한 염산 4방울을 가하여 용해한 후 건고하

고 증류수로 용해하여 대략 1.0 mg U/mL 농도로 제조하 다.  Table 2-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양의 실리카 입자를 각각 취한 다음 농축도별 우라늄 용

액 10 mL(우라늄 양으로 대략 10∼12 mg)에 첨가하고 0.1 M 암모니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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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Amount of silica particles used for the adsorption of uranium

U-235(％)
Silica sample (mg)

AG-100 AG-050 AG-020 TES-R

1 18.3 18.3 17.3 16.9

5 17.7 18.3 18.4 17.7

10 18.3 18.0 18.2 18.6

20 17.8 17.8 17.6 17.5

50 18.2 17.5 18.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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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pH를 4.2로 조절하 다.  이 용액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여과하고 진공건조기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 다.  우라늄 흡착결과, 

Table 2-2와 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리카 입자에 흡착된 우라늄 양

은 실리카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우라늄 농축도

에 따른 우라늄 흡착양은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EOS로 제조한 실리카 입자보다는 물유리로 제조한 실리카 입자에 우라늄

이 더 많이 흡착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실리카 입자 표면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나. 핵물질 입자에 대한 중성자조사 및 트랙관찰

실리카 입자에 우라늄을 흡착하여 제조한 U-235 농축도별(농축도 = 1, 

5, 10, 20, 50％) 우라늄 함유 입자를 마이크로 탐침을 이용하여 입자를 선별

하여 취한 후 Lexan 트랙검출기에 부착한 다음 하나로 원자로에서 1분간 중

성자 조사하고 6.25 N NaOH 용액에서 10분간 에칭하 다.  트랙검출기 표

면에 생성된 핵분열 트랙은 광학현미경과 digital image analyzer system을 

이용하여 핵분열트랙의 크기 및 고 도 핵분열트랙 면적(dense area)을 측

정하 다.  Fig. 2-7에는 핵물질 입자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우라늄의 농축도

가 서로 다른 경우에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핵분열트

랙 관찰결과로부터 우라늄의 농축도별 및 우라늄 함유 입자의 크기별에 따

른 트랙 형태의 변화를 측정하여 도시한 결과, Fig.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라늄의 농축도가 높은 경우에는 입자크기 증가에 따른 고 도 핵분열트랙

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 우라늄 농축도와 핵분열트랙 형태사이의 상관관계 측정

핵물질 입자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 우라늄 농축도와 핵분열트랙 형태

사이의 상관관계 측정에는 우라늄 농축도와 핵분열트랙 크기, 농축도와 핵분

열트랙의 형태, 농축도와 고 도 핵분열트랙의 면적, 농축도와 핵분열트랙

의 단면 깊이 등의 관계를 설정하여 측정결과를 상호변수들에 의해 다변적

으로 비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입자에 우라늄을 

농축도별(1, 5, 10, 20, 50％)로 흡착시켜 제조한 핵물질 표준입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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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Amount of adsorbed uranium

U-235(％)
Added uranium

(mg)

Adsorbed uranium (mg)

AG-100 AG-050 AG-020 TES-R

1 11.74 2.58 3.08 3.47 1.04

5 10.36 2.79 2.60 3.99 1.28

10 11.70 2.83 2.54 3.89 1.20

20 11.18 2.74 2.62 3.42 1.18

50 11.19 2.78 2.78 3.77 1.38

Table 2-3. Amount of adsorbed uranium per gram of silica

U-235(％)
Adsorbed uranium (mg U/g silica)

AG-100 AG-050 AG-020 TES-R

1 141 168 201 62

5 158 142 217 72

10 155 141 214 65

20 154 147 194 67

50 153 159 20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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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Fission tracks of uranium-doped silica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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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핵분열트랙으로부터 고 도 핵분열트랙 면적과 우라늄 농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 다.  고 도 핵분열트랙의 면적은 핵물질 입자

가 고체트랙검출기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서 생성된 핵분열트랙으로, 

이 면적은 실리카 입자에 흡착된 우라늄 양과 입자의 크기에 서로 상관관계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입자 크기가 비슷한 시료를 확보하

기 위해, AG-050 실리카 입자를 선정하여 우라늄 함유 실리카 입자를 제조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핵분열트랙을 얻은 다음 우라늄 농축도와 고 도 핵분

열트랙 면적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 다.  상기 시료를 이용하여 우라늄 농

축도와 고 도 핵분열트랙 면적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4에 나타냈다. Table 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핵물질 입자

인 경우에는 우라늄의 농축도가 큰 경우가 고 도 핵분열트랙 면적도 커진 

다는 것을 slope의 증가 경향으로부터 알 수 있었다.

4. 핵분열트랙 미세구조의 이론적 고찰 및 D/B 구축

가. 핵분열트랙의 생성기작, 에칭특성 및 미세구조 변화 조사

핵물질 검출을 목적으로 하는 latent 핵분열트랙의 에칭을 통해 실험적

으로 측정 가능한 트랙특성 인자로는 트랙지름(track diameter, D), 트랙깊이

(track length, L), 트랙면적(track area, A), 트랙의 개수(number of tracks) 

등이 있다.  핵분열트랙의 미세구조 분석과 관련하여 핵분열트랙 특성인자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에칭특성 인자로는,

․트랙에칭 속도(track etching rate, Vt) = ΔD/Δt = ΔA/Δt = ΔL/Δt + Vb

․바탕에칭 속도(bulk etching rate, Vb) = Δx/Δt,

                                       Δx = 검출기 두께, 무게 등

․트랙 감도(track sensitivity, S) = Vt/Vb

․트랙에칭 효율(track etching efficiency, η) = 1-Vb/Vt

․임계 입사각(Critical angle of incidence, φc) = sin-1(Vb/Vt) 등이 있다.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에 의해 생성된 latent 트랙의 에칭에 따른 시각

화는 핵분열트랙의 수직방향 성분을 따른 에칭속도(Vt․sinθ)와 검출기 표면

의 에칭속도(bulk etching rate, Vb)가 Vb/Vt < sinθ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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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Results of multiple correlation of particle size and fission track  

           area

U-235(％) No. of data Slope ± SD

1 9  27.5 ± 14.1

5 19 36.2 ± 7.4

10 8 137.6 ± 35.7

20 8 1,348 ± 183

50 5 3,800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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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에칭 초기 latent 트랙은 검출기내 깊이 증가에 따른 핵분열 

입자의 운동에너지가 감소로 원추형의 미세구조를 보인다.  원추형 트랙은 

에칭이 진행되면서, 검출기내에서의 핵분열 입자의 운동에너지 감소 속도, 

검출기 종류, 핵물질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미세구조 변화 양상을 보이

며, 최종적으로는 “over-etched"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농축도 판별을 위한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관찰시각 실험조건에 적절한 에칭조건의 선택이 중요

하며, 에칭시간의 변화에 따른 에칭 특성인자의 도출 및 특이성 비교가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핵물질(U-235) 농축도 판별을 위한 모델시험 설계 및 시료의 조제 

핵물질 농축도에 따른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차이점 규명을 위해 우라늄 

표준입자를 사용한 모델시험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시료조제 방법, 중성

자 조사조건 및 화학적 에칭조건 등을 고려한 모델시험용 시료를 제조하

다.  모델시험 설계의 주안점은 (i) 실제 swipe 시료에서 흔히 etch-pit과 

sun-burst 형태의 트랙이 혼재된 상태로 관찰됨을 고려하여, 각 핵분열트랙 

형태별 관찰을 위한 적정 시료 조제, (ii) 효과적인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관

찰에 필요한 적정 개수의 균일한 트랙 분포를 얻기 위한 적정 중성자 조사 

및 에칭조건의 설정에 두었다.

Etch-pit 형태 핵분열트랙 생성을 위한 모델시험 용액시료 조제 ： 농축

도별 우라늄 표준입자(NBS SRM, uranium oxide powder, 0.5, 1.0, 3.0, 5,0, 

10.0, 20.0, 50.0, 85.0 및 97.0％ U-235) 20 mg을 20 mL 질산 용액(0.1 M 

HNO3, Aldrich)에 용해하여 용액 시료를 제조하 다.  우라늄 용액 10 ㎕를 

EtOH(Merk) + collodion(4％ nitrocellulose, Merk) 1,000 ㎕와 혼합한 후, 2 

㎕를 Lexan 검출기(Bisphenol A polycarbonates, C16H14O3) 상에 점적하 다.  

점적된 시료는 IR lamp를 이용하여 건조 후, Lexan 검출기와 착시켜 

plastic rabbit(polyethylene, 2.4 φ × 7 cm)에 넣어 중성자 조사시료를 준비

하 다.

Sun-burst 형태 핵분열트랙 생성을 위한 모델시험 입자시료 조제 ： 농

축도별 NBS 우라늄 표준입자 10 mg을 100 mL EtOH(Merk) + collodion에 

분산시켜 서스펜션 상의 시료를 제조하 다.  우라늄 서스펜션 시료 2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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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an 검출기 표면에 점적하여 건조 한 후, Lexan 검출기와 착시켜 중성

자 조사시료를 준비하 다.

중성자 조사 및 에칭 ： 각 핵분열트랙 생성용 우라늄 시료는 한국원자

력연구소의 HANARO 연구용 원자로에서 2.7×1013 n/cm2․sec 열중성자 선

속(thermal neutron flux)으로 5.0 min 동안 조사하 다.  조사된 시료는 1주

일 동안의 냉각(감마방사능 <1 mR/hr)을 거친 후 용액상태 및 서스펜션 상

태의 조사시료로부터 분리한 Lexan 검출기는 60 ℃의 6.25 M NaOH 용액에

서 10 분 동안 에칭하 다.

다. 농축도별 우라늄 표준입자를 이용한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분석과 

   이론적 해석

모델시험 설계의 절차서에 따라 조제된 농축도별 우라늄(U-235： 0.5∼

97％)입자의 핵분열트랙 미세구조는 원자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하 다.  핵분열

트랙 미세구조 분석은 서울대학교 공동기기원에 소장중인 Nanoscope 3000 

AFM(Digital Instruments, Tip length, 10 ㎛, cantilever, 125 ㎛)을 사용하여 

접촉식 모드(contact mode)에서 수행하 다.  Etch-pit 형태의 핵분열트랙은 

scan size, 10.0 ㎛, scan rate, 2.441 Hz, 512×512 pixels의 조건에서, 

sun-burst 형태의 핵분열트랙은 scan size, 50.0 ㎛, scan rate, 2.441 Hz, 

256×256 pixels의 조건에서 각각 분석하 다.

(1) 우라늄 농축도별 etch-pit 형태 트랙의 미세구조 특성 해석

우라늄 농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분열트랙의 개수 및 핵분열트랙의 크

기는 Fig. 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핵분열트

랙의 모양은 원형 및 타원형의 etch-pit 형태가 주로 관찰되었으나, 높은 농

축도(> 20％)에서는 긴 막대모양의 트랙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막대모

양의 핵분열트랙은 etch-pit 트랙의 겹칩(overlapping)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농축도별 각각의 핵분열트랙에 대한 section analysis를 다음과 같은 일

정한 규칙에 의거해 실시하 고, 중요 핵분열트랙 특성 인자인 트랙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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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µm)

3.0 %

Fig. 2-9. AFM image (10 × 10 µm) of etch-pit type tracks on Lexan
detector

50 %

(unit: µm)

Fig. 2-10. Enlarged AFM image (2 ×2 ㎛) of etch-pit tracks (50 %, 235U) 
and the cross-section analysis of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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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diameter, H)와 트랙깊이(track-length, V)를 측정하 다.  (i) 

overlapping 트랙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원형의 트랙을 선정, (ii) 

트랙의 크기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각 농축도별 시료에 대하

여 25개씩의 동일한 트랙 개수 선정, (iii)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10×10 ㎛ 

역의 원 AFM 측정 자료를 확대(2×2 ㎛ 역)하여 분석, (iii) 바탕면의 불

균일성에 의한 비교 오차를 배제하기 위하여 핵분열트랙 지름의 두 point 사

이의 기울기는 일정한 범위 내(0∼1 deg)에 근접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측정한 예를 Fig. 2-10에 나타냈다.

이상의 규칙에 따른 각 농축도별 트랙지름과 트랙깊이의 비교 결과, 

Fig. 2-11과 Fig. 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축도 20％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에서 크기분포에 유의한 차이점을 확인하 다.  핵분열 트랙지름(H)의 

경우, 0.5％, 1.0％ 농축도 시료는 100∼200 nm의 주요 크기분포를 보인 반

면, 20％ 이상의 농축도 시료에서는 250∼350 nm의 주요 크기분포를 나타냈

다.  핵분열 트랙깊이(V)의 경우, 0.5％, 1.0％ 농축도 시료는 주로 50∼100 

nm의 깊이분포를 보인 반면, 20％ 이상의 농축도 시료에서는 100∼200 nm

의 상대적으로 더 큰 값의 깊이분포를 나타냈다.

각 농축도별 핵분열 트랙지름과 트랙깊이의 평균값은 구하여 비교한 결

과를 Table 2-5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핵분열 트랙지름과 트랙깊이의 비교

결과, 트랙지름은 175.6 nm(0.5％, U-235), 197.8∼232.5 nm (1.0∼10.0％, 

U-235), 264.2∼298.1 nm (20∼ 97％, U-235)으로 농축도 증가에 따라 증가

하 으며, 트랙깊이의 평균값도 53.9 nm (0.5％,
 U-235), 75.2∼94.6 nm (1.

0∼10.0％, U-235), 124.3∼149.4 nm (20∼97％, U-235)으로 농축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 다.

이상의 농축도별 차이점을 토대로 하여 0.5％, 1.0∼10.0％, 20∼97％ 농

축도로 대별하여 트랙지름(H, x)에 대한 트랙깊이/트랙지름(V/H, y) 관계를 

plot한 결과, Fig. 2-13과 Fig. 2-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농축도 범위별로 

V/H비 값의 분포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농축도별 트랙에 대한 V/H비 

값의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한 결과, Table 2-5에서 알 수 있듯이 

0.29±0.05(0.5％, U-235), 0.37±0.08 (1.0∼10.0％, 4개 U-235 농축도의 산술평

균), 0.48±0.07 (20∼97％, 4개 U-235 농축도 산술평균)으로 V/H 평균값이 



Fig. 2-11. Diameter(㎚) histogram of etch-pit tracks measured through
cross-section analysis of AFM images

Fig. 2-12. Depth(㎚) histogram of the etch-pit tracks measured through
cross-section analysis of AF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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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Average diameter and depth of individual tracks produced in   

           Lexan detector exposed to 235U in different concentrations

Samples

(
235
U conc.)

Track Parameters
Number of 

tracksAverage Diameter 

(H, nm)

Average Depth 

(V, nm)

Ratio

V/H

0.5％ 175.6 ± 59.0 53.9 ± 31.4 0.29 ± 0.05 25

1.0％ 197.8 ± 63.1 76.5 ± 36.1 0.37 ± 0.09 25

3.0％ 231.9 ± 60.9 88.5 ± 27.9 0.38 ± 0.07 25

5.0％ 210.6 ± 82.1 75.2 ± 36.8 0.34 ± 0.08 25

10.0％ 232.5 ± 59.3 94.6 ± 32.7 0.40 ± 0.07 25

20.0％ 264.2 ± 42.5 124.3 ± 21.3 0.47 ± 0.06 25

50.0％ 298.1 ± 48.1 149.4 ± 34.1 0.50 ± 0.08 25

85.0％ 278.5 ± 47.8 129.1 ± 32.8 0.46 ± 0.07 25

97.0％ 278.5 ± 33.0 129.8 ± 20.5 0.47 ± 0.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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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도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트랙

지름을 가진 etch-pit 트랙이더라도 높은 농축도 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트랙깊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며, swipe 시료 내 우라늄의 정확

한 농축도 판별에 앞선 농축도 범위별 선별(screening) 단계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라늄 농축도별 sun-burst 형태 트랙의 미세구조 특성 해석

AFM을 사용한 농축도별 sun-burst 핵분열트랙의 미세구조 비교․분석

은 접촉식 탐침의 측정 깊이의 제한(<3.5 ㎛)과 핵분열트랙 모양의 불균일성

을 고려, 약 20 ㎛의 핵분열트랙 지름을 대표적인 2가지 모양의 sun-burst 

트랙을 선정하여 수행하 으며, 결과를 Fig. 2-15와 Fig. 2-16에 나타냈다.  

Sun-burst 트랙의 미세구조는 etch-pit 트랙과는 달리 동일 농축도 시료 내

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다.  Sun-burst 트랙에 대한 section analysis 

분석결과, 트랙깊이는 트랙지름의 중앙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

며, 최대 트랙깊이는 일정크기의 트랙지름(20±2.0 ㎛)에 대하여 1.6∼2.8 ㎛의 

범위에서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3) 트랙형태(etch-pit type, sun-burst type)에 따른 미세구조 비교

Etch-pit과 sun-burst 트랙에 대하여 얻어진 AFM image에 대한 3차원 

역상(3-D inverted image) 분석을 실시하 고, 각 트랙의 미세구조 특성을 

비교․정리하 다.  Fig. 2-17의 상부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Etch-pit 트랙은 

농축도에 관계없이 전형적인 원추형(conical-shape)의 모양을 보 으며, 이는 

앞서 핵분열트랙의 이론적 조사에서 제시한 핵분열트랙 생성과정 이론과 일

치하는 것이다. 

반면, sun-burst 트랙의 미세구조는 Fig. 2-17의 하부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원추형의 etch-pit 트랙이 검출기내 한 역에서 불규칙하게 겹쳐진 형

태의 핵분열트랙 모양을 나타냈다.  이러한 핵분열트랙 형태별 차이로부터, 

앞서 밝혀진 농축도 증가에 따른 원추형의 etch-pit 트랙지름 및 트랙깊이 

증가는 동일한 운동 에너지를 갖는 U-235 원자의 단순한 트랙 겹침에 기인

함 보다는, 높은 농축도일수록 U-235 원자가 클러스터(cluster) 형태를 이루



5.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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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AFM image (50 × 50 µm) of sun-burst tracks on Lexan
detector: Data scale, 7000 nm

50 %(a) 50 %(b)

Fig. 2-16. The results of cross-section analysis of the AFM image of
sun-burst tracks (50 %, 23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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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burst type track

Etch-pit type track

Fig. 2-17. Typical three-dimensional AFM images of a etch-pit type track 
and a sun-burst type track (50 %, 23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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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검출기와 반응할 확률이 높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우라늄 표준입자의 크기 및 농축도에 따른 핵분열트랙 시료의 조제

우라늄 표준입자(uranium-doped silica beads) 시료는 VOAG(TSI 

Model 3450, USA)와 물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SiO2
 입자에 농축도별 우라

늄(1.0, 5,0, 10.0, 20.0, 50.0％ U-235)을 흡착시켜 제조하 다.  농축도별 우

라늄을 흡착시킨 구형의 silica bead 표준입자는 여과지(Whatman, 47 mmΦ)

로 여과하고 건조과정을 거친 후, 에탄올 100 ㎕를 점적하여 고르게 분산시

켰다.  분산 용액 중 10 ㎕를 분취하여 Collodion(4％ nitrocellulose, Merk) 

1,000 ㎕와 혼합한 후, 10 ㎕를 취하여 Lexan 검출기 표면에 점적하 다.  

점적한 시료는 IR lamp를 이용하여 건조 한 후, Lexan 검출기와 착시키고 

우라늄 표준입자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plastic rabbit(polyethylene, 2.4 φ × 

7 cm)에 넣어 중성자 조사시료를 준비하 다.

중성자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HANARO 연구용 원자로에서 

1.3×1013 n/cm2․sec의 열중성자 선속(thermal neutron flux)으로 1.0 min. 동

안 조사하 다.  조사된 시료는 1주일 동안의 냉각(감마방사능 <1 mR/hr)을 

거친 후 분리한 다음 Lexan 검출기는 60 ℃ 6.25 M NaOH 용액에서 10분 

동안 에칭하여 트랙을 시각화하 다.

마. 모델시료의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분석과 이론적 해석

핵분열트랙의 미세구조 관찰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화학연구부에 

소장중인 광학현미경(Leica QWin)을 사용하여 digital image analyzer 모드

에서 수행하 다.  핵분열트랙의 이론적 해석을 위한 주요 분석항목으로는 

우라늄 표준입자 크기(㎛), 표준입자로부터 유발된 핵분열트랙의 트랙지름

(㎛) 및 트랙깊이(grey level) 등 이었다.

(1) 우라늄 표준입자로부터 생성된 핵분열트랙 확인

농축도별 우라늄(U-235) 표준입자(uranium-doped silica beads)로부터 

얻어진 핵분열트랙은 농축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된 핵분열트랙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Fig. 2-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분열트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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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의 sun-burst 형태가 주로 관찰 되었으며, 핵분열트랙 주변에는 미세한 

etch-pit 형태의 트랙이 생성되었다.  Etch-pit 트랙의 생성은 표준입자 내 

우라늄 원자의 용출에 의한 것으로서, sun-burst 트랙의 분석에는 향을 미

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라늄 표준입자와 그에 대응하는 sun-burst 트랙의 위치는 시료준비 

과정에서 표시한 marking에 근거하여 광학현미경 상에서 판별할 수 있었다.  

Fig. 2-19에는 입자의 위치와 해당 핵분열트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를 근거로 우라늄 표준입자의 크기(SiO2 particle size, P-size) 및 그에 대응

하는 핵분열트랙의 주요 특성 인자인 핵분열 트랙지름(T-diameter)과 트랙

깊이(T-depth)를 측정하 다.  분석은 overlapping이 되지 않은 원형의 

isolated sun-burst 트랙을 각 농축도별로 20∼30개씩 임의로(randomly) 선

정하여 분석하 다.

(2) 우라늄 표준입자 크기와 핵분열 트랙지름, 트랙깊이와의 상관성 해석

각각의 우라늄 농축도별로 측정한 우라늄 표준입자의 크기(P-size, ㎛)

와 핵분열 트랙지름(T-diameter, ㎛)과의 상관관계를 도시하여 Fig. 2-20에

나타냈다.  Fig. 2-20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농축도에서 표준입자의 크기 

증가에 따라 핵분열 트랙지름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측정된 우라

늄 표준입자(uranium-doped silica beads)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6∼18 ㎛의 

범위이었으며, 생성된 트랙지름은 각각 1％ 농축도(U-235) 시료에서 60∼110 

㎛, 5％에서 90∼180 ㎛, 10％에서 105∼240 ㎛, 20％에서 100∼280 ㎛ 및 5

0％에서 120∼450 ㎛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분열 트랙깊이(T-depth, grey level)와 우라늄 표준입자와의 상관관계

를 도시한 결과를 Fig. 2-21에 나타냈으며, 트랙깊이는 입자크기와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uranium-doped silica beads의 입자크기가 증가하더라도 

생성되는 트랙깊이(grey level)는 74±9 ㎛의 범위에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각 농축도별 입자크기(x)와 핵분열 트랙지름(y)과의 상관성을 도시한 결

과를 Fig. 2-22에 나타냈다.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기울기 값(y/x)은 4.3(1％, U-235) → 5.0(5％, U-235) → 



1 % 5 % 10 %

20 % 50 %
200 µm

Fig. 2-18. Photographs showing the sun-burst tracks obtained from the
different concentration of uranium(235U) doped -SiO2 particles.
The magnification is 50X in transmitted illumination.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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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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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T4

(A) (B)

Fig. 2-19. Photographs showing (a) the uranium doped-SiO2 particles and
(b) sun-burst tracks matched with the particles (10%, 235U).
The magnification is 100X in transmitted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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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Correlation between the track diameter(um) and the uranium 
doped-SiO2 particle size(um). 235U concentrations in the SiO2
particles are: (a) 1%, (b) 5%, (c) 10%, (d) 20%, (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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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Correlation between the track depth (grey level) and the  
uranium doped-SiO2 particle size(um). 235U concentrations in 
the SiO2 particles are: (a) 1%, (b) 5%, (c) 10%, (d) 20%,  (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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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Variation of the slope values obtained from Fig. 2-20  with 
different 235U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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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 U-235) → 10.7(20％, U-235) → 14.3(50％, U-235) 등으로 높

은 농축도일수록 일정하게 증가하 다.  각 농축도별로 얻어진 기울기 값(핵

분열 트랙지름/우라늄 표준입자 크기)은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각도

인 임계각(critical angle, θC)과 [tan θC = 입자지름/트랙지름]의 관계를 가진

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하여 각 농축도별 θC 값을 구하면, 13.0°(1％, 

U-235), 11.3°(5％, U-235), 6.7°(10％, U-235), 5.3°(20％, U-235), 4.0°(50％, 

U-235)로서 농축도가 높을수록 임계각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우라늄 표준입자의 농축도(U-235)와 핵분열 트랙지름, 트랙깊이와의 

상관성 해석

우라늄 표준입자(uranium-doped silica beads,)의 우라늄(U-235) 농축도

와 트랙지름(H), 트랙지름/트랙깊이(H/V) 값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2-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라늄 농축도에 따른 트랙 특성의 차이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농축도별 트랙지름(H)과 트랙깊이(V) 값은 실험적

으로 측정한 트랙지름(T-diameter)과 트랙깊이(T-depth) 값을 각각의 핵분

열 트랙을 유발시킨 우라늄 표준입자의 크기(P-size)로 보정한(normalized) 

값이다.

각 농축도별 트랙지름(H, ㎛/㎛)의 평균값은, 8.52±1.54(1％,
 U-235), 

14.23±3.55(5％, U-235), 21.08±4.12(10％, U-235) 및 28.34±8.51(20∼50％ 

U-235 범위)로 농축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 다.  Fig. 2-23에는 이와 같

은 관계를 도시하 다.  이러한 결과는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미지시료에 

대한 트랙지름(H) 값을 적용하여 1％, 5％ 또는 >10％ 등의 우라늄(U-235) 

농축도 판별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한편, 트랙깊이(V, grey level/㎛)의 경우에는, Table 2-6과 Fig. 2-24에

서 알 수 있듯이 평균값은 농축도에 따라 차이를 보 으나, 오차범위가 커서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현재 실험결과의 정 도 수준

에서는 차이점 판별이 어려웠다.

이상의 농축도별 핵분열 트랙인자의 차이점을 토대로 하여 우라늄 농축

도(U-235 conc., x)에 대한 트랙지름/트랙깊이(H/V, y) 관계를 도시한 결과, 

Table 2-6과 Fig. 2-25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농축도 범위별로 V/H비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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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Uranium doped-silica bead sizes and normalized average track  

           diameters and depths of individual tracks produced in Lexan   

           detector 

Samples

(235U conc.)

Uranium- 

doped silica 

bead size 

(P-size, ㎛)

Normalized track parameters
a

Number 

of 

tracks

average 

diameter
b

(H)

average depthc 

(V)
H/V

1.0％ 10.4 ± 2.5 8.52 ± 1.54 6.35 ± 1.41 1.33 ± 0.23 20

5.0％ 10.2 ± 3.3 14.23 ± 3.55 8.29 ± 2.02 1.78 ± 0.36 22

10.0％ 8.1 ± 3.1 21.08 ± 4.12 10.65 ± 3.10 2.09 ± 0.49 24

20.0％ 8.1 ± 2.7 26.91 ± 7.88 10.43 ± 3.84 2.90 ± 0.47 22

50.0％ 9.4 ± 2.9 30.33 ± 8.51 8.34 ± 3.69 3.84 ± 1.07 29

 aobtained from dividing raw track parameters of the individual tracks    

  into their silica bead size
 btrack diameter(T-diameter, ㎛)/silica bead size(P-size, ㎛)
 ctrack depth(T-depth, grey level)/silica bead size(P-s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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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Variation of the normalized track diameter (H) with different 
235U concentrations(between 1 % and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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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Variation of the normalized track depth (V) with different 
235U concentrations(between 1 % and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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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농축도별 트랙에 대한 H/V비 값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1.33±0.23(1％, U-235), 1.94±0.46(5∼10％, U-235 범위), 

2.90±0.47 (20％, U-235), 3.84±1.07(50％, U-235) 등으로 높은 농축도일수록 

V/H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핵분열트랙에 대한 H/V 값의 적용을 통해 1％, 5∼10％ 또는 >20％ 등으로 

미지시료의 농축도 판별이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라늄 표준입자로부터 생성된 핵분열트랙 특성인자 중에서 

트랙지름(H) 값은 1％ vs. 5％ vs. 10∼50％ 등의 농축도 판별 시 비교 자료

로 활용가능하며, 트랙지름/트랙깊이의 비(H/V) 값은 1％ vs. 5∼10％ vs. 2

0∼50％ 범위의 농축도 판별 시 각각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핵분열트랙 특성인자가 우라늄 농축도 판별을 위한 DB 

구축자료에 중요 인자로 활용될 수 있다.

(4) 공초점현미경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도별 핵분열트랙의 미세구조 분석

농축도(U-235)별 핵분열트랙 미세구조의 형태적인 면을 비교․관찰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소장 중인 공초점현미경(confocal microscope, Leica 

ICM 1000)과 image analyzer를 사용하여 핵분열트랙의 미세구조를 관찰하

다.  공초점현미경은 레이저광원과 optical axis의 pin-hole을 이용하여, 트랙

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간섭무늬를 상화하여 보여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일반 광학현미경을 통해서는 구분이 불가능한 미세한 형태적 차이까

지 관찰할 수 있다.  핵분열트랙의 미세구조는 트랙절편을 깊이(Z-axis, ㎛)

에 따라 scan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2차원 상으로 처리하여 

나타냈다.

각 농축도별 핵분열트랙 미세구조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정한 트

랙지름(380±30 ㎛)을 가진 sun-burst 트랙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1∼20％

의 농축도 범위에서 생성된 트랙과 50％ 농축도에서 생성된 트랙의 미세구

조 상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Fig. 2-26과 2-27은 

각 농축도별로 일정 트랙깊이(S7, 깊이방향으로 상부에서 7번째 절편)에서 

얻어진 상을 나타낸 것으로, 농축도 1∼20％(U-235) 범위의 트랙시료 사이

에서는 트랙 상의 농축도별 특이성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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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Variation of the track diameter/track depth (H/V) with different 
235U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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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10%

20%

100 um

50%

Fig. 2-26.  Confocal microscope(CM) images in 7th slice of the sun-burst 
tracks obtained from different  concentration of uranium(235U) 
doped –silica beads (particle sizes: 18.0 ± 2.1 um)

S1 S3 S5

S7 S9

100 um

S11

Fig. 2-27. Typical CM-sliced cross section images of a sun-burst track 
produced by uranium(235U, 50%) doped –silica bead (particle 
size: 15.9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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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U-235)의 핵분열트랙 시료에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로 

나타난 형태의 트랙 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공초점현미경을 이용하여 농축도 50％(U-235)의 핵분열트랙 시료를 깊

이방향으로 측정한 트랙 절편 상들을 순차적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S

5∼S9 트랙절편에서의 상을 볼 때, 농축도 50％(U-235)에서 생성된 핵분

열트랙은 원추형 형태로 홈이 파인 모양( )이 아니라, 트랙깊이의 중간

지점에서 오목하게 돌출된 모양( )의 트랙 미세구조 형태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축도별 핵분열트랙의 공초점현미경 상을 비교함으로서 

미지시료 중 <20％ 또는 50％의 우라늄 농축도 판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3차원구조의 상 방식의 적용을 통해 농축도별 트

랙의 보다 정확한 미세구조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3차원 상용 특수프로그램 기능을 가진 공초점현미경 장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바.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특성 해석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핵분열 

트랙 특성자료의 DB화

수집한 핵분열트랙 미세구조 특성자료의 DB화 및 미지시료 중 우라늄

(U-235) 농축도의 판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 다.  개발 프로그램

은 UFT-DB V1.0 (U-235 fission track-data base version 1.0)이라 명명하

다.  프로그램 제작도구로서의 개발언어는 Delphi 6.0 enterprise version을 

사용하 으며, data base는 mdb(Microsoft Aceess), 도움말은 Viewlet 

Builder version 3.0을 사용하 다.  Fig. 2-28과 2-29에는 UFT-DB V1.0에 

대한 flow chart와 operating window를 보여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흐름도는 (i) sample type 선택(기지시료, 1∼

50％, U-235 및 미지시료) → (ii) 농축도별 표준입자(P-size) 및 핵분열트랙 

특성인자(T-diameter, T-depth) 입력 → (iii) 입력 자료(실험 값)로부터 농

축도 판별을 위한 주요 비교인자 계산(H, V, H/V) → (iv) DB자료에의 등록 

등의 순으로 구성하 다.  본 DB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지시료의 농축도

(U-235) 판별은 미지시료의 실험값(P-size, T-diameter, T-depth)을 입력함



On program

Select sample type

Fig. 2-28. Flow chart of UFT-DB V1.0 program

Analyses under DB data

Calculate the input data

Input data

Output 235U conc. of unknow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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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ata up-dating

Calculate the input data

Input data

Unknown sample 
(235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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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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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로 표시

기존 DB 자료를 근거로
우라늄 농축도 판별

미지시료
Data 입력

입력 Data 
계산값

Fig. 2-29. Operating window of the DB program(UFT-DB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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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자동으로 수행되며, 기존 DB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미

지의 농축도 값을 확률적으로 표현해 준다. 

본 프로그램 실행창의 구성은 입력창, 결과표시창, DB창 등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제작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다.  (a) 사용자 편의를 고려

한 화면 구성 : 입력창, 결과표시창, DB 창의 위치 및 창배치를 사용자 편의 

맞게 설계하 으며, Chart를 이용하여 미지시료의 우라늄 농축도 확률을 결

과표시창에 시각적으로 표현하 다.  (b) 사용자 입력 data와 DB와의 원활

한 연계 : DB창은 MS Aceess를 이용해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한 mdb를 선

택하 으며, 사용자가 data를 입력한 즉시 DB에 저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c) 우라늄 농축도의 확률 계산 : 실험 data를 검토해 적절한 결과값(H, 

H/V)을 추출 및 적용하고, Data DB에 축적된 기지실험 data를 바탕으로 미

지시료의 우라늄 농축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UFT-DB V1.0 프로그램은 새로운 핵분열 트랙 특

성인자의 도출에 따라 기존 DB자료의 up-grade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

어 향후 추가 실험 자료의 산출에 따라 좀 더 정확한 농축도 판별을 위한 

객관적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농축도 판별 DB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향 후, (i) 동일 실험조건에서의 추가 트랙실험 자료의 산출을 통한 트랙

지름과 트랙깊이 DB 자료의 정 도 향상, (ii) 우라늄 농도 변화에 따른 표

준 입자시료의 조제 및 핵분열 트랙 특성 인자의 산출, (iii) 기존 실험자료와

의 비교․분석을 통한 농축도 판별 DB 프로그램 up-date 등의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핵분열트랙 기입방법을 이용한 미지 시료 내 우라늄 분석

본 실험을 위한 시료는 조사후 시험시설 내 시료전처리 실험실의 실험

대 표면을 여과지로 smear하여 취하 다.  채취한 여과지는 사기 도가니에 

넣고 300, 350, 400, 450 ℃에서 각각 30분간 방치한 후, 500 ℃에서 두 시간 

회화하여 여과지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 다.  회화시킨 시료에 collodion：

EtOH = 1：2로 섞은 용액 2 mL를 가하고 원심분리 용기에 옮긴 후 touch 

mixer로 완전히 입자들을 분산시킨 다음 10 ㎕씩 취해 Lexan 검출기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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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하고 건조시켰다.  준비된 시편은 재차 Lexan 검출기에 접촉시킨 후 테

입으로 고정하고, 위치를 표시한 다음 비닐 주머니로 포장하여 중성자조사용 

rabbit에 넣고 1분간 조사시켰다.  중성자 조사 시편은 회수한  다음 에칭하

고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핵분열트랙 입자들을 표시한 후 digital image 

analyzer system을 이용하여 미지입자의 크기와 해당 트랙의 핵분열트랙이 

집중되어있는 면적(dense track area)을 구하 다.

미지시료에 대한 우라늄의 농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과제 수

행을 통해 제조한 우라늄 표준입자를 이용하여 관계식을 유도하고 이 결과

를 미지시료의 확인에 적용하도록 하 다.  이와 관련하여 U-235 농축도별 

우라늄을 흡착한 실리카 입자들의 핵분열트랙을 관찰하여 각 농축도별 입자

크기와 트랙집중면적(track dense area)과의 상관관계를 구한결과, U-235의 

농축도가 1％, 5％, 10％, 20％, 50％인 경우에 대한 기울기는 각각 1072, 

1829, 3248, 3814, 7292로 나타났다.  이 값을 이용하여 기울기와 U-235 농축

도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기울기는 160 (r2 = 0.738)이었다.

미지시료를 중성자 조사하여 얻은 핵분열트랙 샘플 6개(A, B, C, D, E, 

F)에 대하여 트랙집중면적을 해당 미지시료의 입자크기로 나눈 결과, 

A(644), B(309), C(337), D(150), E(240), F(280)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값을 앞에서 표준입자를 이용하여 구한 U-235 농축도에 따른 기울기와의 상

관관계에서 구한 기울기(160)를 이용하여 미지시료 입자의 농축도를 계산한 

결과, A(644/160 = 4.0％), B(309/160 = 1.9％), C(337/160 = 2.1％), 

D(150/160 = 0.9％), E(240/160 = 1.5％), F(240/160 = 1.8％)인 농축도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미지시료를 채취한 실험실이 천연 우라늄 또는 

농축도가 3％인 우라늄을 취급하는 지역임을 감안 할 때 타당성 있는 실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우라늄 입자의 농축도를 결정하

기 위해서는 각각의 입자들을 취하여 TIMS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극미량 우라늄 동위원소의 질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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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비가 낮은 동위원소 측정을 위한 faraday cup과 SEM 검출기 측정

조건 비교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동위원소 표준물(U3O8, NIST U-030)을 우라늄 

기준으로 10, 20, 30, 40, 및 1,000 ng을 시료 량으로 하여 각각 필라멘트에 

올려 U-234/U-238, U-236/U-238 비를 SEM(secondary electron multiplier)

과 faraday cup을 동시에 사용하여 얻은 값들과 faraday cup만을 사용하여 

얻은 값들을 상호 비교하 다.  또한, faraday cup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온빔

의 크기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두 검출기에 대한 변환계수를 구하 다.  

Faraday cup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온빔의 크기에 따른 변환계수와 이 값에 

따른 우라늄 동위원소 표준물의 U-234/U-238, U-236/U-238 측정값을 비교

하 으며, 측정한 결과는 Fig. 2-30∼2-32에 나타냈다.  U-234/U-238과 

U-236/U-238 비에서 우라늄의 시료 량을 10, 20, 30, 40 및 1,000 ng을 이용

한 측정에서 SEM과 faraday cup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와 faraday cup만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전자의 경우가 좋은 정 도를 보 지만, 정확도

는 후자의 경우가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검출기 SEM과 faraday cup사이에서 얻어지는 변환계수

[SEM(counts)/Faraday(mV)]가 일정한 재현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때 변환계수 값은 Table 2-7 및 Fig. 2-33에서 알 수 있듯이 1.4×105∼

5.5×105 counts/mV 범위를 보 다.  또한, Table 2-8에서와 같이, 측정된 변

환계수에 따라 실제 시료의 동위원소 비가 낮게 혹은 높게 나타나므로 재현

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적조건 확립이 요구된다.

나. Minor isotope 측정기술 개발

TIMS의 검출기 중에서 SEM을 새로 구입하여 설치하고 U-237 mass에 

U-238이 향을 주는 정도인 abundance sensitivity를 구한 결과 2.5×10
-6으

로 나타났다.  새로 구입하여 설치한 SEM과 faraday cup을 이용하여 NIST 

U-030 동위원소 표준물(40 ng-U)에 대해 U-234/U-238, U-236/U-238 및 

U-235/U-238의 비를 측정한 결과 좋은 정 도 및 비교적 좋은 정확도를 보

지만 기준 값보다는 약간 높은 값을 나타냈다.

우라늄 동위원소 비 측정에서 일정한 positive 편차를 보이는 이유를 알



-0.0006
-0.0005
-0.0004
-0.0003
-0.0002
-0.0001
0.0000
0.0001
0.0002
0.0003
0.0004
0.0005
0.0006
0.0007
0.0008
0.0009
0.0010
0.0011

0.0002104

234,236 SEM
all-Faraday

NIST U-030,236/238, SEM & Far

0.0002104

10ng
(2pg)

20ng
(4pg)

30ng
(6pg)

40ng
(8.4pg)

1000ng
(210pg)

23
6/

23
8 

ra
tio

Sample Size

Fig. 2-30.  Results of 236/238 ratio in SEM and faraday cup with various 
sample size (parenthesis : amount of U-236 i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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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Results of 234/238 ratio in SEM and faraday cup with various
sample size (parenthesis : amount of U-234 i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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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Results of 235/238 ratio in SEM and faraday cup with various
sample size (parenthesis : amount of U-235 i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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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Conversion factors between SEM and faraday cup

Far.(mV) ICM(CPS) Dev. Conv. Fac.(E+5) RSD(％)

0.7 98 4.29 1.40 4.38

2.0 847 21.85 4.38 2.58

2.1 971 17.67 4.54 1.82

2.7 951 26.06 5.50 2.74

2.9 1218 39.59 3.71 3.25

3.2 1400 32.90 4.28 2.35

3.7 1653 36.20 4.45 2.19

5.6 1438 24.01 2.58 1.67

6.8 3118 45.52 4.61 1.46

7.5 3547 76.62 4.74 2.16

8.6 2217 52.32 2.65 2.36

8.9 3486 94.12 3.96 2.70

9.0 2304 42.16 2.74 1.83

12.3 5764 97.41 4.72 1.69

Average

5.43 2072 43.62 3.88 2.37

Table 2-8. Results of 234/238 and 236/238 uranium ratio in each of       

            conversion factor

Far. Ion Beam

Intensity(mV)

Conversion

Factor
234-U/238-U 236-U/238-U

10 7.65×10
6 0.000148

(0.0000021)

0.000161

(0.0000022)

4 6.12×10
6 0.000201

(0.0000023)

0.000209

(0.0000034)

2 8.33×10
6 0.000152

(0.0000018)

0.000168

(0.0000048)

Certified Value 0.000196 0.000210

Note : Parenthesis values are standard deviation(2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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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하여 U-238 peak의 tail이 미치는 향과 사용 필라멘트의 

향을 검토하 다.  NIST U-030과 NIST U-960(natural uranium) 표준물질

을 사용하여 U-238±1, 2, 3 U mass에서 얻어지는 peak intensity를 각각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U-238과 제일 가까이에 인접한 237과 239 mass에 향

이 제일 크게 나타났다.  시료만 점적하지 않은 Rhenium blank 필라멘트에 

대하여 우라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할 때와 같은 조건에서 mass scanning을 

수행하 다.  이 결과 유령의 피크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시간과 

온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 다.  질량분석 중 Na+, K+, Re+ 등의 이온들은 

항상 존재하게 되며, 특히 U-234와 U-236에 K+-39(6-clusters)와 (K+-39, 

5-clusters ＋ K+-41)이 각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서는 U-234/U-238, U-236/U-238의 결과로부터 positive 오차를 갖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었다.  

Blank filament 시험에서 얻어지는 우라늄에 대하여 질량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2-9 및 Fig. 2-34에 나타냈다.  실험결과, 자연 우라늄 동위원

소 비가 아닌 U-235가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U-235/U-238의 비가 극히 작기는 하지만 높게 나오는 이유로 판단된다.

Table 2-10에는 NIST U-960(natural uranium) 금속 표준물의 동위원소 

중에서 U-236/U-238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U-236/U-238 측정결과는

2.413×10-6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동위원소 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우라늄의 평균 원자량을 측정한 결과 IUPAC의 기준 값, 238.02891(3)과 잘 

일치하는 238.028918±0.000008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다. 시료 량에 따른 우라늄 동위원소 측정

시료 량에 따른 우라늄 동위원소 측정에는 Finnigan MAT 262 질량분

석기를 사용하 다.  이 기기는 abundance sensitivity가 2×10
-6 정도로 매우 

정 한 기기이며 검출기로 multi-faraday cup 9개와 SEM 1개가 장착되어 

있다. 동위원소 존재비가 큰 것은 faraday cup 검출기를 사용하고 minor 동

위원소의 경우는 SEM을 사용하여 동시에 측정하 다.  동위원소 표준물 측

정시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 다.  NIST U-030, U3O8 powder를 정확히 무

게를 달아 취한 다음 비커에 넣고 1：1 초 순수 질산용액으로 가온 용해 후 



- 98 -

Table 2-9. The uranium isotope ratios in blank filaments with SEM by   

            peak jumping method

 Blank 

Filaments
233/238 234/238 235/238 236/238

1 0.003110(16.17) 0.007712(24.27) 0.009386(4.27) 0.003464(28.20)

2 0.003380(17.75) 0.010458(6.94) 0.009655(7.71) 0.005254(16.40)

3 0.002599(23.67) 0.001528(13.34) 0.074867(8.91) 0.000947(20.17)

4 0.002628(42.08) 0.001906(38.96) 0.083337(6.32) 0.000815(78.58)

5 0.006296(24.62) 0.056808(4.38) 0.010527(9.23) 0.026921(7.17)

Table 2-10. Results of uranium isotope ratio for the NIST U960 and      

             average atomic weight

No. of

Meas't

234/238

(1×10
5
)

235/238

(1×10
3
)

236/238

(1×10
6
)

Ave. at. wt.

(NIST-960)

1 5.357 7.261 2.494 238.028915

2 5.375 7.258 2.418 238.028921

3 5.355 7.265 2.418 238.028908

4 5.391 7.257 2.403 238.028931

5 5.359 7.259 2.334 238.028916

Average 5.367 7.260 2.413 238.0289183

  Ref. value = 238.0289 ± 0.00000853



Fig. 2-34. Uranium isotopic ratio of blank filaments by SEM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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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 시켰다.  여기에 1 M 질산용액을 넣어 우라늄 농도가 1,000 ㎍

/mL, 10 ng/㎕, 1 ng/㎕, 그리고 0.1 ng/㎕ 용액이 되도록 제조하 다.  필라

멘트의 정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 다.  사용한 필라멘트는 rhenium 

double 필라멘트를 사용하 으며 시료를 올리기 전에 별도의 baking system

에서 진공 가열하여 필라멘트에 있을 수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후 사용하

다.  동위원소 비 측정에서는 질량분석기의 ionization chamber 내에 있는 첫 

번째 slit를 새것으로 교환하 으며, 사용하 던 시료 장착 system(magazine)

의 ion extraction plate도 새것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다른 오염원으로부터 

동위원소 비 측정값에 방해가 없도록 하 다.  준비된 동위원소 표준물로부

터 우라늄 양이 1 ㎍, 100 ng, 50 ng, 40 ng, 30 ng, 20 ng, 10 ng, 5 ng, 1 

ng, 0.5 ng, 0.2 ng. 그리고 0.1 ng을 각각 필라멘트에 점적하여 질량분석을 

수행하 다.  U-235와 U-238은 faraday cup을 U-234와 U-236은 SEM을 사

용하여 동시에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 다.  그러나 시료 양이 절대적으로 작

아 U-235는 물론 U-238도 faraday cup 검출기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5 ng 

이하의 시료에 대하여는 SEM만을 사용하여 peak jumping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결과는 Fig. 2-35 ∼ 2-37에 도시하여 나타냈다.  

U-234/U-238의 기준 값은 0.000196을 가지며 0.5 ng과 0.2 ng 시료에서는 

측정값이 작았으나 그 외의 시료에 대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간 높게 측정

되었다.  또한, 측정표준편차는 30∼1,000 ng 시료에서는 2∼6％를 보인 반면

에 0.1∼20 ng의 작은 시료에서는 116％ 까지 큰 값을 나타냈다.  

U-235/U-238의 경우 기준 값은 0.031430으로서 0.1 ng 시료 량까지도 비교

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상대 표준편차 역시 0.08∼2.3％로 

작았으며 시료 량이 작을수록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U236/U-238의 경

우에는 기준 값이 0.000210으로 일반적으로 측정값이 낮게 측정되는 결과를 

보 다.

전체적인 측정결과는 측정시간에 따라 질량이 작은 동위원소 비가 낮아

지는 fractionation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시료 량이 작

은 경우에 그 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raday cup만을 

사용하여 측정할 때 보다 SEM과 faraday cup을 동시에 사용할 때 SEM에 

의해 측정되는 원소들의 data가 기기의 조건 변화에 더욱 민감함을 알 수 있



-0.0002

-0.0001

0.0000

0.0001

0.0002

0.0003

0.0004

0.0005

0.0006

0.0007

0.0008

0.2 ng

Reference value: 0.0002104

 

 

 

23
6/

23
8

1000 ng 100 ng

50 ng

40 ng

30 ng

20 ng 10 ng

5 ng1 ng

0.5 ng 0.1 ng

Fig. 2-35. Results of NIST U-030 isotope ratio(236/238) measurement 
according to sampl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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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7. Results of NIST U-030 isotope ratio(234/238) measurement 
according to sampl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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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조그마한 자장의 변화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data가 흔

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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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론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동위원소비 결정기술 개발

1. 연구 개요

열중성자와 반응하거나 또는 방사 decay에 의해 운동에너지를 갖고 방

출되는 알파 또는 핵분열 입자들은 고체트랙 검출기 내부에 침투하여 cone 

형태의 알파트랙 또는 핵분열트랙을 생성시킨다[3-1].  이와 같은 알파 또는 

핵분열트랙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운모, 유리, polycarbonate 또는 

cellulose nitrate 재질의 고체트랙 검출기가 사용된다[3-2∼3-4].

보론의 안정한 동위원소는 10B과 11B으로 자연에서 이들의 존재 비는 각

각 19.9％와 80.1％이다.  이들 중에서 10B의 경우는 열중성자와 10B(n, α)7Li 

반응을 한다.  보론의 이와 같은 중성자 핵반응 특성과 알파트랙 기입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미량의 보론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즉, 보론이 함

유된 시료를 고체트랙 검출기에 부착하고 열중성자를 조사하면, 10B(n, α)7Li 

반응에 의해 생성된 알파입자가 트랙검출기를 손상시키게 된다.  알파입자에 

의해 손상된 검출기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트랙 관찰이 가능하도록 적절

한 농도의 알칼리용액 내에서 에칭과정을 통해 처리한 다음, 알파트랙의 수

를 측정하여 보론 농도를 분석하거나 보론 분포도를 측정한다[3-5].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생체시료 또는 금속합금을 비롯한 고체 시료에 포함된 보

론 분포도 또는 보론 함량 측정에 적용한 예가 주로 보고되어 있으며[3-6∼

3-9], 수용액 시료에 포함된 미량의 보론 분석에 적용한 연구 결과로는 

Gabel 등[3-10]이 cellulose nitrate 재질의 LR-115 검출기와 붕산으로 제조

한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sub-ppm(0.15∼150 mg/L)의 보론을 정량한 연구결

과를 예로 들 수 있는 외에 보고된 바가 극히 적다.

본 연구에서는, 알파트랙 검출기의 에칭조건, 중성자 조사조건 및 중성

자 선속조절 등에 따른 트랙 검출기의 특성을 비교하고 보론의 알파트랙 측

정방법을 확립하 다.  또한 알파트랙에 의한 10B 농축도 결정방법을 확립하

고 알파트랙과 10B 농축도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 으며 10B/11B 동위원소 

비 결정 및 상호 비교시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알파트랙 측정법을 미지시

료에 적용하여 보론의 함량 및 농축도 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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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론의 (n, α) 반응에 따른 알파트랙 측정

가. 알파트랙 검출기 특성조사

(1) 복합알파선원에 의한 알파트랙 검출특성[3-11]

복합알파선원(239Pu-241Am-244Cm Mixed alpha standard B 860, 1.67×105 

alpha particles per minute, Amersham)에 접촉시킨 CN-85와 LR-115 검출

기를 60 ℃의 2.5 M NaOH 용액에서 에칭하고 검출기 표면에 생성된 트랙

의 형태 및 크기를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하 으며, 그 결과를 각각 Fig. 3-1

과 Fig. 3-2에 나타냈다.  Fig. 3-1과 Fig. 3-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알파

트랙이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를 나타내며 트랙검출기 표면에 기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랙이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복합알파선원으로

부터 방출된 알파입자가 여러 가지 입사각도에서 입사되어 트랙검출기 표면

에 기입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알파트랙의 형태에서 원형을 나타내는 

트랙은 알파입자가 90°에 가까운 각도로 트랙검출기 표면에 입사되어 생성된 

트랙으로 판단되며, 타원형의 꼬리를 갖는 형태를 나타내는 트랙은 트랙검출

기 표면에 사각으로 입사된 알파입자에 의해 생성된 알파트랙으로 판단된다.  

한편, CN-85 검출기 표면에 기입된 알파트랙은 에칭시간을 길게 할수록 트

랙의 크기가 약간씩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트랙의 형태도 점차 선명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파트랙의 크기는 에칭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

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2∼3 ㎛ 크기를 나타냈으며 1 ㎛ 이하의 크기를 나

타내는 트랙은 알파입자에 의해 생성된 트랙이기보다는 트랙검출기 자체에

서 생성된 바탕트랙인 것으로 생각된다.  복합알파선원에 조사된 CN-85 검

출기를 60 ℃의 2.5 M NaOH 용액에서 에칭하고 알파입자의 검출특성을 검

토한 결과, 에칭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경우가 알파트랙의 크기와 형태를 측

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R-115 검출기 표면에 기입

된 알파트랙도 역시 에칭시간을 길게 할수록 알파트랙의 크기가 점점 커지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에칭시간에 따른 알파트랙의 형태 및 크기변화를 측

정한 결과, 에칭시간을 90분으로 하 을 경우가 알파트랙의 확인에 가장 적

합하 다.  CR-39와 Lexan 검출기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60 ℃의 2.5 

M NaOH 용액에서 에칭한 다음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검출기 표면에 나타

난 알파트랙을 확인한 결과, 이 경우에는 에칭시간을 3시간 이상 길게 하여



A B

DC

5 µm

Fig. 3-1.  Alpha tracks on CN-85 detector with various etching times. 
Etching condition; 2.5 M NaOH, 60 °C. Etching time(min); 
10(A), 20(B), 30(C), 40(D). Magnification; x200. 

20 µm

Fig. 3-2.  Alpha track on LR-115 solid state nuclear track detector. 
Etching condition; 2.5 M NaOH, 60 °C. Etching time; 90 min. 
Magnification;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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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트랙검출기 표면에서 알파트랙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에칭용액의 NaOH 농도를 진하게 하여 60 ℃의 6.25 M NaOH 용

액에서 에칭하고 트랙검출기 표면에 나타난 알파트랙의 형태를 측정한 결과, 

CN-85와 LR-115의 경우에는 각각 10분과 40분 동안 에칭하는 경우에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이 가능한 2 ㎛ 크기 이상의 선명한 알파트랙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39 검출기의 경우에는 120분을 에칭한 결과 Fig. 3-3에 보여주

는 바와 같은 알파트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트랙검출기 표면에 

나타난 알파트랙의 모양은 CN-85 검출기에 나타난 알파트랙의 모양과 유사

하 으나 동일한 표면적 위에 기입된 알파트랙의 수는 CR-39 검출기의 경

우가 CN-85 검출기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R-39 검출기의 경

우에도 알파트랙의 크기는 다양하 으며, 이 역시 알파입자의 입사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에, Lexan 검출기의 경우에는 

동일한 에칭용액에서 180분 이상 에칭하는 경우에도 알파트랙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알파트랙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Lexan 검출기 자체의 재질이 

견고하여 비교적 낮은 에너지(5.1∼5.8 MeV)를 갖는 알파입자가 트랙검출기 

표면에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복합알파선원을 이용하여 트랙검출기의 검출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보론

의 알파트랙 검출에는 cellulose nitrate 재질의 검출기가 적합하며, cellulose 

nitrate 재질 중에서는 LR-115 검출기보다 CN-85 검출가 알파트랙을 검출하

는데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성자 조사에 의한 트랙 검출기 특성측정

보론의 농도가 0, 1, 5, 10, 50 및 100 mg/L인 표준용액 10 ㎕를 지름이 

7 mm인 일정한 크기의 여과지에 점적하고 CN-85, CR-39 및 Lexan 트랙 

검출기를 부착한 후 중성자 선속이 ∼1×1013 n/cm2․s 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10분간 조사하 다.  Table 3-1에는 에칭시간에 따른 트랙검출기의 무게변화 

정도를 요약하여 나타냈다.  CN-85 검출기의 경우에는 60 ℃의 2.5 M 

NaOH 용액에서 40분간 에칭한 결과, 검출기가 용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CR-39의 경우에는 60 ℃의 2.5 M NaOH 용액에서 10분간 에칭한 결과, 트

랙 검출기의 전면이 손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Lexan의 경우에는 60 ℃의 



20 µm

Fig. 3-3.  Alpha tracks on CR-39 solid state nuclear track detector.
Etching condition; 6.25 M NaOH, 60 °C. Etching time; 120 min. 
Magnification;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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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ducing weight(％) changes of solid track detectors depend   

           on etching time

Etching time 

(min.)

Track detector

CN-85 CR-39 Lexan

10 7.95
*

0.0 0.0

20 34.4 0.0* 0.0

30 68.2 0.0 0.0

40 93.9 0.0 0.0
*

100 100 0.53 0.0

* : Color was changed to mil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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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 NaOH 용액에서 100분간 에칭한 결과, 트랙 관찰은 불가능하 으

나 재질의 안정성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금속우라늄 입자를 이용한 Lexan 트랙 검출기 특성측정

Lexan 검출기를 자발적 알파입자 방출선원인 금속우라늄 입자(지름 = 

30±20 ㎛, ∼2.8×10
2 alpha particles per day)에 접촉시킨 다음 에칭하고 트

랙검출기 표면에 나타난 알파트랙을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하 으며, 그 결과

를 Fig. 3-4에 나타냈다.  Lexan 검출기 표면에 나타난 알파트랙의 형태는 

알파방출 입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알파트랙이 기입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으며 트랙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트랙의 꼬리 부분이 길어지는 형

태를 나타냈다.  또한, 알파트랙의 크기는 트랙의 중심부보다는 외각부분으

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형태를 나타냈다.  Fig. 3-4에 나타난 결과로부터, 

복합알파선원을 이용하여 알파트랙을 감지하지 못한 Lexan 검출기의 경우도 

금속우라늄 입자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우라늄 입자에서 방출되는 알파입자

에 트랙이 기입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Lexan 검출기의 

경우도 장시간 알파입자 방출선원과 접촉하는 실험조건에서는 알파트랙 검

출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알파 및 핵분열 트랙 검출기 특성측정 결과

자발적 알파선 방출에 의한 알파트랙 검출에는 CN-85 검출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라늄의 핵분열트랙 감지를 위해서는 Lexan 

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에칭조건은 60 ℃의 

6.25 M NaOH 용액에서 10분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 다.

나. 보론의 핵반응 트랙 측정조건 실험

(1) 중성자 조사시간과 트랙 검출기 특성측정

보론의 농도가 0, 10, 50, 100 및 1000 mg/L인 표준용액 20 ㎕를 일정한 

크기(지름 = 7 mm)의 여과지에 점적하고 CN-85, CR-39 및 Lexan 트랙 검

출기를 부착한 후 1분간 중성자 조사하 다.  CN-85 검출기의 경우에는 50 

℃의 2.5 M NaOH 용액에서 5분간 에칭한 결과 검출기 표면이 우유 빛으로 



20 µm

Fig. 3-4.  Alpha tracks produced by a uranium metal particle on Lexan
detector. Etching condition; 6.25 M NaOH, 60 °C, 10 min. 
Magnification;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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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CR-39의 경우에는 50 ℃의 2.5 M NaOH 용

액에서 60분간 에칭한 결과 트랙 검출기 전면이 우유 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Lexan의 경우에는 50 ℃의 2.5 M NaOH 용액에서 180분간 

에칭 하 으나 트랙이 관찰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보론의 핵반응으로

부터 생성되는 알파트랙 감지를 위해서, CN-85 검출기의 경우에는 2 M 

NaOH 용액에서 에칭속도를 서서히 진행시키기 위해 50 ℃ 이하의 에칭온도

로 에칭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Lexan 검출기의 경우에는 

좀더 빠른 에칭을 위하여 NaOH 용액의 농도는 2.5 M NaOH 보다 진하게 

하고 에칭온도도 약간 높여주는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보다 정확한 

알파트랙 측정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자료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보론의 농도가 0, 1, 10, 100 및 1,000 mg/L인 표준용액 10 ㎕를 지름이 

7 mm인 일정한 크기의 여과지에 각각 점적하고 그 위에 Lexan 트랙 검출

기를 부착한 다음 1, 3, 5 및 10분간 중성자를 조사하 다.  중성자 조사 후  

60 ℃의 6.25 M NaOH 용액에서 에칭하고 광학현미경 하에서 트랙 형태를 

관찰한 결과, 알파입자에 의해서 생성된 과다한 트랙으로 인해서 선명한 트

랙형태를 관찰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성자 선속이 1013 n/cm2․

s일 때 중성자 조사시간을 3분, 에칭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Fig. 

3-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기 보론 농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의 도

를 판별하기가 가장 용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기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연질의 고체트랙 검출기가 중성자 조사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검출기 재료의 물성변화에 의한 손상과 검출기 재료의 

주성분에 의한 14N(n, α)11B, 16O(n, α)13C, 12C(n, n')3α 및 12C의 elastic 

scattering과 같은 부 반응에 의한 고체트랙 검출기의 손상과 10B(n, α)7Li 반

응에서 생성되는 알파트랙의 혼재에 의해 트랙검출기 전면에 바탕트랙이 생

겨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검출기 전면에 작은 기공들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CN-85와 LR-115 검출기의 경우에는 재료물질의 

분자구조에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이 1.75 barn인 

14N(n, p)14C 반응에 의한 손상과 약한 결합을 하는 NO3가 방사선에 의해 쉽

게 손상을 받아 알칼리 용액에서 빨리 용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Neutron irradiation:
3min.

- Chemical etching:
6.25N NaOH
60 ℃, 30 min.

0 mg/L 1 mg/L 10 mg/L

100 mg/L 1,000 mg/L

Fig. 3-5.  Alpha tracks on Lexan detector with various boron 
concentrations.

0.00

0.05

0.10

0.15

0.20

0.25

0.30

1.0E+00 1.0E+02 1.0E+04 1.0E+06 1.0E+08 1.0E+10 1.0E+12 1.0E+14

Thermal neutron flux (n/cm2, sec-1)

C
d-

fo
il 

th
ic

kn
es

s (
cm

)

Fig. 3-6.  Plot of cadmium foil thickness vs. thermal neutron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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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조사시간을 줄여 1초씩 조사하고 CR-39 검출기의 경우에는 표

면보강을 위해 70 ℃의 6 M KOH 용액에 10분간 담근 후 사용하 다.  또

한, 부 반응에 의한 검출기 표면 손상을 방지하고자 CR-39를 mylar film(두

께 = 2 ㎛)으로 미리 감싼 후 중성자를 조사하 다.  중성자 조사한 검출기

는 에칭이 서서히 일어날 수 있게 낮은 온도인 55 ℃의 6 M KOH 용액에서 

10분간 에칭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관찰 결과, 조사시간이 극히 짧아 

조사 공에 먼저 들어간 부위에 현저한 바탕트랙이 관찰되어 중성자 조사시

간을 1초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표면보강, 표면 손

상방지와 에칭용액을 KOH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바탕 트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2) 열중성자 선속 조절에 따른 트랙측정

보론의 농도가 1 mg/L인 용액 10 ㎕를 Lexan 검출기 표면에 점적하고 

건조시켜 지름이 0.6 cm인 원형의 시편을 제조하고, 이를 열중성자 선속이 

∼1×1013n/cm2․s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30초간 중성자 조사하 다.  조사 시

편을 에칭한 다음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배율 1,000배에서 digital 

image analyser로 알파트랙의 수를 측정한 결과, 측정 공간 60×40 ㎛
2에서의 

트랙 수는 2,000개 정도가 되어 digital image analyser로 개수할 수 있는 

역을 넘게 되는 이유와 부반응들에 의한 트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중

성자 선속을 감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중성자 선속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열중성자 흡

수 단면적이 큰 Cd-foil을 사용하 다.  Fig. 3-6에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cadmium 두께에 따른 하나로 원자로의 열중성자 선속 감쇄정도를 도시하

으며, 이 이론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Cd-foil의 두께가 0.1, 0.25, 0.5 및 1 

mm인 경우에 대한 열중성자 선속은 각각 3.2×10
12, 6×1011, 3.4×1010, 1.2×108 

n/cm2․s로 감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디온 혼합용액(collodion：ethyl alcohol = 1：1) 2mL에 진한 보론용

액 0.1 mL 씩 가하여 잘 섞은 다음 보론 농도가 0, 1, 5, 10 및 25 mg/L인 

표준용액을 만들고 이를 각각 10㎕ 씩 취해 직접 Lexan 검출기 위에 점적하

고 건조시켰다.  이 시료들을 Fig. 3-6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cadmium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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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나로 원자로 열중성자 선속 감쇄를 계산한 자료를 참조하여 두께가 각

각 0.1, 0.25, 0.5 및 1 mm 인 cadmium foil로 포장한 다음 30초 동안 중성자

조사 시킨 후 Table 3-2에 나타낸 자료를 참고로 하여 CN-85 검출기 경우

에는 40 ℃의 2.5 M NaOH  용액에서 30분간 에칭하고 Lexan 검출기 경우

에는 60 ℃의 6.25 M NaOH 용액에서 30분간 에칭하 다.  두께가 1 mm인 

Cd-foi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성자 조사 후에 Cd-foil이 중성자를 흡수하

여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Cd-foil 내부의 트랙검출기가 녹아 형태가 변형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두께가 0.5 mm이하의 Cd-foil을 사용한 경우에 트랙검출

기를 에칭하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보론 용액이 점적된 부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알파트랙이 관찰되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바탕 트랙(50개 

이하/60×40 ㎛2)들이 많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 다.

Table 3-3에는 Cd-foil 두께에 따른 알파트랙의 수 측정결과를 요약하

여 나타냈다.  두께가 0.5 mm인 Cd-foil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론 농도에 따

른 생성된 알파트랙의 수와의 사이에서 선형적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두께가 0.25 mm인 Cd-foil을 사용하고 CN-85 검출기를 사용한 경우

에서는 보론 농도에 따른 알파트랙의 수를 측정한 결과, 보론 농도가 0, 1, 

5, 10 및 25 mg/L인 경우에 트랙의 수는 각각 65, 152, 183, 229, 360개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께가 0.1 mm인 Cd-foil을 사용하고 검출기로 

CN-85를 사용한 경우에는 알파트랙들이 너무 많이 생성되어 개수하기가 어

려웠다.  Lexan 검출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기조건에서는 보론 농도에 따

른 트랙 수의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트랙의 수도 또한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3) 하나로 원자로 출력 조절에 의한 알파트랙 측정

하나로 원자로의 출력이 상승 또는, 하강할 경우에 적절한 출력 구간을 

선택하면 Cd- foil에 의한 열중성자 선속 감쇄효과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나로 원자로 출력이 0.5∼1.5 MW일 때 열중성자 

선속이 5×10
11∼1012 n/cm2․s 사이이므로 이 구간을 선정하여 하나로 원자

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 다.

콜로디온 혼합용액(collodion：ethyl alcohol = 1：1) 2mL에 진한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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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ummary of etching conditions for various detectors

Detector  Composition Etching Condition Remark

CR-39
Poly-diethylene glycol 

bis-ally carbonate
6 M NaOH, 70 ℃

FUKUVI CHEM. 

(Japan)

Lexan
Poly-bis-phenol-aceton 

carbonate, (C6H14O3)
6.25 M NaOH, 70 ℃

Korea 

GE-plastics

LR-115 Cellulose nitrate
2.5 M NaOH

50 ℃, 3h

Kodack-Pathe

(France)

CN-85
Cellulose nitrate

(C6H8O9N2)

2.5 M NaOH

60 ℃, 20-30 min.

Kodack-Pathe

(France)

Table 3-3. Alpha tracks depend on Cd-foil thickness

Boron 

concentration

(mg/L)

Cd-foil thickness (mm)

0.1 0.25 0.5 1.0

 0 131  65  44

Deformation

of the sample 

after irradiation

 1 341 152  82

 5 585 183 104

10 604 229 144

25 626 3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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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0.1 mL 씩 가하여 잘 섞은 다음 보론 농도가 0, 1, 5, 10, 25 및 

50 mg/L인 표준용액을 만들고 이를 각각 10 ㎕ 씩 취해 직접 Lexan 검출기 

위에 점적하고 건조시켰다.  건조된 시료 위에 CN-85 검출기를 붙인 후 이 

시료들을 하나로 원자로의 출력이 0.5, 1.0 및 1.5 MW에서 30초간 중성자 

조사시켰다.  조사된 CN-85 검출기를 40 ℃의 2.5 M NaOH 용액에서 30분

간 에칭하고 광학현미경과 digital image analyser(Leica QWin)를 이용하여 

알파트랙의 수를 측정하 다.

하나로 원자로의 출력 조절에 따른 알파트랙 측정 결과를 Table 3-4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측정결과에서 보론의 핵반응에 의해 생성된 알파트랙의 

수는 하나로 원자로의 출력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

나로 원자로의 출력이 1.5 MW이고 보론의 농도가 5 mg/L 이상인 경우에는 

알파트랙이 많이 생겨 에칭 후에 CN-85 검출기 표면이 함몰되는 현상이 발

생하 으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광학현미경과 digital image analyser를 

이용하여 정확한 알파트랙의 수를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하나로 원자로의 

출력 변화에 따른 보론의 (n, α) 반응에서 생성된 알파트랙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서 적절한 출력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실험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보론의 (n, α) 반응에 따른 알파트랙 측정방법 확립

(1) 보론의 중성자 핵반응에 따른 알파트랙 측정

콜로디온 혼합용액(collodion：ethyl alcohol = 1：1) 2mL 용액에 진한 

보론 용액들을 0.1 mL 씩 가하고 잘 섞어 보론 농도가 0, 0.5, 1, 5, 10, 15 

및 25 mg/L인 표준용액을 만들었다.  이를 각각 10 ㎕ 씩 취해 직접 Lexan 

검출기 위에 점적한 다음 그 위에 CN-85 검출기를 부착하고 Fig. 3-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두께가 0.25 mm인 cadmium 판으로 Cd-foil box를 만

들어 보론을 점적한 트랙 검출기들을 넣은 후 중성자 선속이 약 1×10
13 

n/cm2․s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30초간 중성자 조사하 다.  조사시료는 일주

일간의 냉각시간 동안 방치시켰다.  Cd-foil box에서 트랙 검출기들을 회수

한 후 CN-85 검출기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한 다음 

40 ℃의 2.5 M NaOH 용액에서 30분간 에칭하고 증류수로 다시 검출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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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Alpha tracks with various nuclear reactor power

B concentration

(mg/L)

Reactor power (MW)

0.5 1.0 1.5

 0  74 229 177

 1 141 320 340

 5 262 533 800

10 452 619 804

25 610 785 707

50 798 827 591



A B C

Fig. 3-7.  Photo of Cd-foil box and dropped B sample for neutron 
irradiation.  A = Cd-foil box, B = CN-85, C = boron dropped 
sample.

0 mg/L 1 mg/L 5 mg/L

10 mg/L 15 mg/L 25 mg/L

Fig. 3-8.  Alpha tracks on CN-85 detector with various B concentrations. 
Etching condition : 2.5 M NaOH, 40 ℃,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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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세척한 후 자연 건조시켰다.  보론의 (n, α) 반응에 의해 생성된 알

파트랙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8에 나타냈다.  또

한, digital image analyser(Leica QWin)를 이용하여 알파트랙의 수를 측정하

여 결과를 Table 3-5에 요약하 으며 Fig. 3-9에는 이를 도시하여 나타냈다.  

알파트랙의 수를 측정한 결과, 보론의 농도 증가에 따라 알파트랙의 수가 선

형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보론의 중성자 핵반응에 따른 알파트랙 측정 최적조건 확립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으로 실험하여 얻은 결과를 종합하

면, 보론의 (n, α) 반응에서 생성된 알파트랙의 수를 측정하여 보론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알파트랙 검출용으로 CN-85를 고체트랙 검출기로 사용

하고 보론의 농도가 0∼25 mg/L의 범위인 용액 10 ㎕를 취해 점적하여 중

성자 조사하는 것이 최적 조건임을 확인하 다.  또한, 열중성자 선속이 약 

1×1013 n/cm2․s인 하나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0.25 mm인 

Cd-foil box를 사용하여 열중성자 선속을 1011 n/cm2․s 정도로 감쇄시킨 상

태에서 30초간 중성자 조사하고 에칭조건은 40 ℃의 2.5 M NaOH 용액에서 

30분간 수행하는 것이 최적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3. 알파트랙에 의한 10B 농축도 결정

가. 알파트랙과 
10B 농축도 결정을 위한 조건실험

(1) 보론 농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 재현성 측정

보론 농도 변화에 따른 고체트랙검출기에 생성된 알파트랙 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의 재현성을 검토하기 위해, 10B 농축도는 20％이고 보론 

농도가 0∼25 mg/L인 보론 농도별 표준용액을 제조하 다.  보론 농도별 표

준용액을 10 ㎕씩 취하여 Lexan 검출기 표면에 점적하고 그 위에 고체트랙

검출기인 CN-85를 부착한 후 Cd-foil box에 넣고 30초 동안 중성자를 조사

한 다음 40 ℃의 2.5 N NaOH 용액에서 40분간 에칭하고 고체트랙검출기 표

면에 생성된 알파트랙을 관찰하 다.  Table 3-6에는 보론 농도에 따른 알파

트랙 측정결과를 요약하 으며 Fig. 3-10에는 이들 측정결과를 도시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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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Alpha tracks in 60×40 ㎛2 depend on boron concentration

Boron 

concentration

(mg/L)

Number of measurement
Mean

1 2 3 4 5

 0  58  65  73  72  71  68

0.5 105  86  98 104 122 103

 1 116 123 114 136 118 121

 5 155 184 157 163 185 169

10 211 210 209 215 230 215

15 306 297 303 279 304 298

25 356 380 390 394 348 374

Table 3-6. Results of alpha track counts according to the boron          

             concentration

No. of 

Measurement
Slope Intercept Corre. coeffi.(r)

1 10.65±1.59 115 0.958

2 11.73±1.07  98 0.984

3 12.30±0.98  99 0.987

4 11.54±2.44 1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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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Plot of number of alpha tracks on the CN-85 detector vs.  
boron concentrations.

Fig. 3-10.  Alpha track counts with various boron concentration        
(10B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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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상기 실험을 4회 수행하여 각각의 결과에 대해 보론 농도 변화

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이들 사이에는 전

체적으로 직선관계를 나타냈으나 각각의 직선관계식에서 구한 직선의 기울

기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매 측정마다 직선

관계식의 기울기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중성자 조사조건에서의 변화, 

표준용액의 농도변화, 에칭조건의 변화 및 표준용액 점적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실험조건에서의 시편제작 및 중성자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보론 농도와 농축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의 상관관계 측정

보론 농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측정에 대한 재현성 검토 실험에서

는 동일한 실험조건에서의 시편제작 및 중성자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미지 시료에 포함된 보론 농도와 보론 동위원소 비를 일회 중성

자조사 결과로 얻기 위해서는 중성자조사에 사용하는 트랙검출기 시편에 보

론 농도별 및 농축도별 표준용액과 미지 시료를 동시에 동일한 면적으로 점

적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때, 사용하는 알파트랙 검출기의 표면적을 고려

하여 최소량(용액 3 ㎕)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실험하여 얻어진 측정결과를 

검토하고자 하 다.  본 실험에서는, 보론 농도가 1∼10 mg/L이고 10B 농축

도가 10∼90％인 표준용액을 보론 농도별 및 농축도별로 각각 제조하여 사

용하 다.  보론 농도별 및 농축도별 표준용액 각각을 3 ㎕씩 취해서 Lexan 

검출기 표면에 점적하고 그 위에 고체트랙검출기인 CN-85를 부착한 후 

Cd-foil box에 넣고 30초간 중성자 조사하 다.  중성자 조사시편은 회수한 

다음 40 ℃의 2.5 N NaOH 용액에서 40분간 에칭하고 고체트랙검출기 표면

에 생성된 알파트랙을 관찰하 다.

상기와 같은 동일한 실험을 수회 수행하여 각각의 결과에 대해 보론 농

도 및 농축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사이의 상호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Fig. 3-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보론 농도 및 
10B 농축도와 알파트

랙 수 사이에는 직선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실험 결과는 보론 농도별 및 농축도별 표준용액을 고체트랙검출기에 동

시에 점적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용액 시료의 양이 3 ㎕로 적어서 동일한 크



Fig. 3-11.  Non-linearity of alpha track counts with various boron isotopic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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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점적 표면적을 만들지 못했던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비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3) 보론 농도 및 
10B 농축도와 알파트랙 사이의 비 선형성 관계에 미치는 

요인 검토

(가) 에칭용액의 NaOH 농도 측정

알파트랙을 에칭하기 위해 3회 정도 사용한 2.5 N NaOH 용액을 1 M 

HNO3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여 NaOH 용액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NaOH 용

액이 농축되어 농도가 4.76 N 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체트랙

검출기 표면에 생성된 알파트랙은 에칭과정을 통해서만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트랙의 에칭속도 즉, 생성된 알파트랙의 수 및 트랙 도는 

에칭용액의 농도에 비례하므로 에칭용액은 매번 사용할 때마다 제조하여 사

용하고 또한, 고체트랙검출기가 손상되지 않는 최소량의 NaOH 용액만으로 

에칭한 다음 사용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 Cd-foil box 사용가능 횟수 검토

광학현미경하에서 측정하기에 적합한 적당한 수준의 알파트랙을 얻기 

위해서, 열중성자 선속 감쇠에 사용하는 두께 0.25 mm의 Cd foil에 대한 

113Cd 감손 정도를 계산한 결과 중성자를 조사하기 전이나 후의 열중성자 선

속 감쇠정도 차이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중성자 선속 감

쇠에 사용하는 Cd foil은 반복 사용에서 오는 형태의 변화만을 고려하면 된

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 Cd-foil box 보강 결과에 따른 열중성자 선속변화 검토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원자로의 중성자 조사공 입출 장치는 높은 공

기압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0.25 mm 두께의 Cd-foil box가 변형되는 현상

이 일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께가 1 mm이고 크기가 18×70 mm
2인 

Lucite 판을 지지대로 보강한 Cd-foil box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지지대

로 보강한 Cd-foil box를 사용하는 경우에, 속 중성자가 열중성자로 변속되

어 Cd-foil box 내의 열중성자 선속이 2.7×1011 n/cm2․s에서 지지대를 통과



9 : 0 : 1 2.3 : 6.7 : 13 : 6 : 14.5 : 4.5 : 1

4.8 : 14.2: 119 : 0: 1 9.4 : 9.6: 1 6.4 : 12.6: 1

• Mixing ratio of dot solution = Collodion : EtOH : Sample.  Dot volume = 10 µL.

Fig. 3-12.  Shapes of doted surface of various sample compositions.

A B C D E F G H

Fig. 3-13. Different types of do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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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3.3×1011 n/cm2․s로 증가하 으며(알루미늄 flux monitor

로 확인), 증가한 열중성자 선속은 0.1 mm 두께의 Cd-foil을 추가로 이용하

면 재차 감속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보론 점적용액 조성 및 점적량 변화에 따른 측정

용액 시료에 함유된 보론의 동위원소 비와 보론 농도를 단일 중성자조

사 결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10B 농축도에 따른 알파트랙 수 

사이의 비 선형성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으로 판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표준용액의 보론 농도, 10B 농축도, 점적용액 조성 및 

점적량 변화에 따른 측정을 수행하 다.  실험에 적합한 표준용액의 보론 농

도와 10B 농축도을 결정하기 위해 열 중성자 선속 변화에 따른 보론 농도와 

10B 농축도을 고려한 예상되는 알파트랙 수를 이론적으로 계산하 다.

보론 농도가 10 mg/L이고 10B 농축도가 90％인 경우에, 예상되는 알파

트랙의 수는 300 개 이상이 되어 CN-85 고체트랙검출기 표면공간 60×40 ㎛

2 내에 존재하는 알파트랙을 광학현미경과 digital image analyzer system을 

이용하여 관찰하는 경우 트랙 개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론 

표준용액을 CN-85 고체트랙검출기 표면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기 위해 사용

하는  분산제 Collodion과 수용액을 잘 혼합하게 해주는 에탄올을 이용하여 

적합한 점적용액 조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보론 점적용액 

조성에 따른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3-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llodion과 

EtOH 비가 1：2인 혼합용액 1.9 mL에 보론 표준용액 0.1 mL를 섞어 점적

하는 것이 최상의 점적용액 조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일회 

실험으로 보론 농도와 10B 농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체트랙검출기 크기

를 고려할 때 점적량은 3 ㎕가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4) 보론 용액시료 점적을 위한 점적판 개발

보론의 알파트랙을 검출하기 위해 보론 표준용액을 10 ㎕ 씩 취하여 고

체트랙검출기 표면에 점적하는 경우에는 Fig. 3-13-A에 나타낸 바와 같은 

동일한 표면적을 갖는 보론용액 점적 시편를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고체

트랙검출기 표면에 20∼30 개 정도의 다양한 농도 및 농축도를 갖는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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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용액들을 3㎕ 씩 점적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표면적을 갖는 점적시

편을 얻을 수 없어 Fig. 3-13-B-H에 나타낸 바와 같은 새로운 점적판을 개

발하 다.  Fig. 3-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점적판을 제작

하여 점적 실험을 해본 결과, Fig. 3-13-G와 같은 Lexan 검출기 표면에 지

름이 3 mm인 원형의 점적판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실험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알파트랙 기입방법의 최적조건 설정

상기 연구 결과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원자로의 중성자 선속, 

고체트랙검출기의 특성 및 시료 준비과정에서의 변화 등을 고려 할 때, 단일 

점적판에 보론 표준용액과 시료를 동시에 동일한 표면적을 갖도록 점적한 

시편을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 및 화학적 에칭 등을 거친 후 알파트랙의 수

를 측정하는 방법이 최적의 실험조건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성자조사에 사용되는 18×70 mm2의 고체트랙검출기 표면 안에 보론 농도

별 및 10B 농축도별 보론 표준용액과 시료 용액 등 20∼30 개를 점적할 필요

가 있으며, 이 경우 각 용액 당 점적량은 3㎕ 이하가 되어야 최적조건이 된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4. 알파트랙과 10B 농축도사이의 상관관계 측정

가. 
10B 농축도와 알파트랙 수사이의 상관관계 측정

본 연구에서는 보론의 농도가 5 mg/L이고 
10B 농축도가 0∼90％ 사이인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보론의 농축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의 상관

관계를 측정하 다.  보론 농도가 1,000 mg/L이고 10B 농축도가 0∼90％인 

보론 표준용액은 10B(99 atom％, Aldrich)와 11B(99 atom％, Aldrich) 표준물

질을 이용하여 보론 농축도별로 제조하고 저장용액으로 사용하 다.  보론 

농축도별 저장용액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보론 농도가 5 mg/L인 표준용액을 

제조하고 이 용액 10 ㎕ 씩 취하여 Lexan plate 표면 위에 점적하고 건조시

킨 후 고체트랙검출기인 CN-85를 부착하여 두께가 0.25 mm인 Cd-foil box

에 넣고 중성자 속이 약 1013 n/cm2․s인 하나로 원자로 중성자조사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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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간 중성자 조사한 다음 40 ℃의 2.5 N NaOH 용액에서 40분간 에칭하고 

고체트랙검출기 표면에 생성된 알파트랙을 관찰하 다.  고체트랙검출기 표

면에 생성된 알파트랙 수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농축도별로 7개의 위치

를 선정하여 측정하 으며, 결과를 Table 3-7에 요약하 다.  이 결과를 이

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평균값과 측정오차를 산출하 다.  실험결과, 전

체적으로 10B 농축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사이에는 Fig. 3-14에서

와 같이 직선적인 상관관계를 보 으며, 직선적 상관관계의 기울기는 

1.62±0.13이고 상관계수는 r = 0.976를 나타냈다.

나. 보론 농도 및 
10B 농축도와 알파트랙 수 사이의 상관관계 측정

본 연구에서는 보론 농도와 농축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단일 실험으로 보론 농도 및 10B 농축도와 알파트랙 수 사이의 상

관관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보론 농도와 농축도가 서로 다른 

표준용액은 보론 표준 저장용액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최종 보론 농도가 1∼

15 mg/L이고 10B 농축도가 10∼50％인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실험과정은, 각각의 표준용액을 3 ㎕ 씩 취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Lexan 

점적판 표면에 보론 농도 및 농축도별로 서로 다른 20 개 위치에 점적하고 

건조시킨 후 고체트랙검출기인 CN-85를 부착하여 두께가 0.25 mm인 

Cd-foil box에 넣고 중성자 선속이 약 10
13 n/cm2․s인 하나로 원자로 중성

자 조사공에서 30 초간 중성자 조사하 다.  조사된 시편은 회수한 다음 40 

℃의 2.5 N NaOH 용액에서 40 분간 에칭하고 광학현미경과 digital image 

analyzer system을 이용하여 1000 배율 하에서 트랙검출기 공간 60×40 ㎛
2 

내의 알파트랙을 관찰하 다.

실험결과, 보론 농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사이에는 Fig. 3-1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B 농축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상관관계

를 보 으며, 직선의 기울기는 10B 농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각각의 10B 농축도에 대해서 보론 농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 사이의 직선적 상관관계의 기울기는 10B 농축도가 각각 10, 20, 30 및   

50％ 일 때 3.54, 5.98, 11.79 및 14.60인 값을 나타냈으며 이를 Table 3-8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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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Results of alpha track counts according to the 10B contents

10
B content

(％)
No. of alpha track X±SD

0  46  61  45  62  45  52 ± 8.9

10  98  96  91  76  92  91 ± 8.7

20 114 126 110 116 112 116 ± 6.2

30 125 122 130 119 125 124 ± 4.1

40 135 132 140 145 135 137 ± 5.1

50 152 167 149 153 162 157 ± 7.6

60 142 156 161 165 178  160 ± 13.1

70 188 186 187 190 183 187 ± 2.6

80 192 186 207 199 195 196 ± 7.9

90 202 211 202 205 205 205 ± 3.7

Table 3-8.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0
B content

(％)

Slope
Intercept

Corre. coeffi.

(r)Theoretical Experimental

10 4.0  3.54 ± 0.16 47.02 ± 1.41 0.997

20 7.4  5.89 ± 0.84 61.98 ± 7.27 0.971

30 11.0 11.79 ± 0.80 53.70 ± 6.88 0.993

50 17.0 14.60 ± 1.99  88.78 ± 17.15 0.973



Fig. 3-14. Correlation of alpha track counts with various 10B  contents    
(total B : 5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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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Correlation of alpha track counts with various boron 
enrichments an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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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B/11B 동위원소 비 결정 및 상호 비교시험

가. 질량분석법에 의한 lithium tetraborate의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 예비

실험

본 연구에서는 리튬의 표준 동위원소 용액(LiOH)과 붕산(H3BO3) 용액

을 화학 양론적 (Li：B = 1：2)으로 섞어 Li2B4O7를 합성한 다음, 이를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을 위한 예비실험을 수행하 다.

합성한 Li2B4O7로부터 Li2BO2
+ 질량 56 및 57을 10B과 11B 대신에 측정

하여 얻어진 값으로부터 리튬의 동위원소 비를 보정하여, 보론 동위원소 비

를 얻었다.  실험에 사용된 질산 및 염산은 초 순수 시약(Merck)을 사용하

으며, 동위원소 표준물은 한국표준과학원(KRISS)으로부터 구입한 리튬

(CRM, 2001-0464)과 붕산(Junsei)을 사용하 다.  또한, 질량분석기는 90
o 

magnet sector를 갖는 Finnigan MAT 262 multi-collector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 다.  질량분석에 사용한 필라멘트는 

레늄(rhenium) double 필라멘트(0.025×0.75 mm)로 양쪽 필라멘트 간격은 

1mm 정도 으며, 사용한 필라멘트들은 진공 중에서 4 A로 30분 동안 가열

하여 불순물을 제거(degassing)한 후 사용하 다.  1 ㎕ 피펫을 이용하여 필

라멘트에 용액시료 2 ㎕ 씩을 점적하고, 0.7A 전류를 흘려 건조시킨 후 1.5 

A로 올려 10초 동안 가열하여 질량분석을 수행하 다.  가속전압을 10,000 

V로 하여 충분한 진공(<1×10-6 torr)상태가 되도록 한 후 ionization 필라멘

트의 전류를 서서히 2 A까지 올리고 evaporation 필라멘트를 0.8 A로 하여 

10분을 기다린 뒤에 다시 ionization 필라멘트 전류를 3.0 A로 하고 

evaporation 필라멘트를 0.05 A 씩 올려 Na2B4O7로부터 Li2BO2
+ 이온이 나타

나도록 하 으며, 일반적으로 질량 57 피크가 먼저 확인되었다.  피크의 크

기는 이온빔 조절을 통해 조정한 후 Fig. 3-16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바탕 

값으로 56.5를 지정하여 질량 56과 57을 측정하 으며, 이때 Faraday 

cup(multi-collector)를 사용하 다.  또한 질량보정은 Fig. 3-17에 보여주는 

OHOBLiBOHLiOH 274233 742 +→+



Fig. 3-16.  Multicollector configuration for Li2BO2
+, mass 56 and 57.

Fig. 3-17.  Mass calibration for Li2BO2
+ 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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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13개 질량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6Li/7Li 측정은 질량 56과 57 피크 크기(I)의 상대적 비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질량 56/57의 존재 비는 다음과 같은 모든 생성 가능한 

동위원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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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는 시료 중에 10B/11B, L은 6Li/7Li, R17과 R18은 각각 
17O/16O와 

18O/16O를 나타낸다.  만일 여기서 17O과 18O이 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

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질량 56 과 57이 나올 수 있는 경우로 56인 경우 

6Li7Li11B16O2
+ 와 7Li2

10B16O2
+ 가 있고, 57의 경우는 7Li2

11B16O2
+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식에서 R이 들어 있는 항을 소거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된다.

BL
I
I += 2
57

56

윗 식으로부터 B를 알면 측정된 I56/I57로부터 L을 계산할 수 있으며, L

을 알면 B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7O는 0.0037％, 18O는 0.2044％의 존재 비를 갖는데 이를 무

시한다 해도 이는 표준동위원소 보론과 리튬이 갖는 측정오차나 산소 질량 

17과 18의 존재 비의 표준물의 측정오차가 18은 10％, 17은 5％를 갖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로부터 오는 향이 측정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

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큰 향을 미치지 않는 이들로부터 오는 오차의 보

정은 하지 않았다.  질량 56, 57의 비가 재현성 있게 측정되어지는 측정 횟

수는 시료의 양과 기타 필라멘트에 전류를 가해주는 정도와 시간 등에 의존

되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안정한 측정횟수는 100회 이상 가능하 다.   

Py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된 필라멘트 온도는 1,400 
oC로, 이때 



- 135 -

evaporation과 ionization filament current는 각각 1 A와 3 A이었다.  한 블

럭 당 20회를 측정하 으며 대표적으로 측정한 한 블럭을 Table 3-9에 나타

냈으며, 각각의 다른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8번 시료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3-10과 Fig. 3-18에 나타내었다.

불순물로 철(Fe)이 존재하게 되면 질량 56에 향을 주게되며, 칼륨(K)

이 존재하게 되면 K-41 과 O-16이 mass 57에 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K-39 와 O-16인 mass 55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mass 54 

와 55 위치를 Fig. 3-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mass scan을 통하여 확인함으

로서 Fe와 K의 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질량분석에 의한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

본 실험에서는 NaOH 용액과 H3BO3 용액을 화학양론적으로 섞어 

Na2B4O7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Na2BO2
+ 질량, 88(Na2

10BO2
+), 89(Na2

11BO2
+)

를 10B과 11B 대신 측정하여 얻어진 값으로부터 보론 동위원소 비를 얻었다.

2 NaOH ＋ 4 H3BO3  →  Na2B4O7 ＋ 7 H2O

보론 동위원소 표준물, KRISS, CRM No. 105-07-020과 NaOH 용액을 

이용하여 Na2B4O7를 합성하고 이 화합물을 이용하여 보론 동위원소 비를 측

정하여 검정값과 비교하 으며 결과를 Table 3-11에 나타냈다.  10B과 11B이 

각각 99％가 농축된 두개의 표준물 시약(Aldrich 회사제품)을 섞어 
10B의 농

축도가 일정한 시료를 제조하고, 이를 보론의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알파

트랙 측정 결과와 TIMS를 이용한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하 으며 결과를 

Table 3-12에 요약하 다.  사용한 필라멘트들은 진공 중에서 4A로 30분 동

안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사용하고, 1 ㎕ 피펫을 이용하여 3 ㎕를 점

적하고, 0.7A 전류를 흘려 건조시킨 후 1.5A로 올려 10초간 가열하여 질량분

석을 수행하 다.  가속전압을 10000V로 하여 충분한 진공(<1×10
-6 torr)이 

되도록 한 후 ionization 필라멘트 전류를 서서히 2A까지 올리고, 

evaporation 필라멘트를 0.8A로 하여 10분을 기다린 뒤에 다시 ionization 필

라멘트 전류를 3.5A로 하고 evaporation 필라멘트를 0.05A 씩 올려 Na2B4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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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Measurements of boric acid sample at mass 56 and 57 

Scan number 56/57 57/56

1 0.3822782 2.6158962

2 0.3823803 2.6151973

3 0.3823699 2.6152685

4 0.3824288 2.6148489

5 0.3823734 2.6152445

6 0.3824313 2.6148489

7 0.3821782 2.6165812

8 0.3824607 2.6146475

9 0.3823062 2.6157044

10 0.3823125 2.6156612

11 ]0.3823242 2.6155815

12 0.3822890 2.6158220

13 0.3822363 2.6161825

14 0.3822845 2.6158526

15 0.3824100 2.6149947

16 0.3824260 2.6148851

17 0.3822657 2.6159816

18 0.3823137 2.6156529

19 0.3823250 2.6155759

20 0.3822217 2.6162827

Mean 0.3823308 2.6155364

St'd  Dev. 0.0000775 0.00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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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Results of Li2BO2
+, 56 and 57 ratio in boric acid sample

Sample number 56/57 ratio Standard deviation

1 0.38233 0.0000774

2 0.38237 0.0000718

3 0.38235 0.0000606

4 0.38242 0.0000826

5 0.38240 0.0000667

6 0.38241 0.0000929

7 0.38249 0.0000646

8 0.38249 0.0000588

Mean 0.382395 0.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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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Ratio of ion beam intensities at mass 56 and 57 in a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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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Mass calibration for Li2BO2
+ ion measurement.

- 138 -



- 139 -

Table 3-11. Result of measurement for the SRM boron isotope standard   

            at mass 88 and 89

Measure. blocks

(10 scans/block)
88/89(

10
B/
11
B) Standard deviation

Certified value 0.2473 0.0002

1 0.2477443 0.000087

2 0.2477226 0.000142

3 0.2477397 0.000148

4 0.2477968 0.000142

5 0.2477683 0.000108

Mean 0.2477543 0.000125

Table 3-12. Results of boron isotope ratio measurement for the mixture   

            sample at mass 88 and 89

Measure. blocks

(10 scans/block)
88/89(

10
B/
11
B) Standard deviation

1 0.413998 0.000056

2 0.413822 0.000229

3 0.413909 0.000252

4 0.413701 0.000345

5 0.413909 0.000585

Mean 0.413867(29.27％ 
10
B) 0.00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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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Na2BO2
+ 이온이 나타나도록 하 으며, 일반적으로 질량 89 피

크가 먼저 확인되었다.  이 피크 크기를 이온빔 조절을 통하여 조정한 후 바

탕 값으로 88.5를 지정하 으며 faraday cup(multi-collector)를 사용하여 질

량 88과 89의 피크 크기를 측정하 으며 결과를 Fig. 3-20에 나타냈다.  질

량 88와 89의 비가 재현성 있게 측정되어지는 측정 횟수는 시료의 양과 기

타 필라멘트에 전류를 가해주는 정도 및 시간 등에 의존되며, 본 실험에서 

얻어진 안정한 측정횟수는 50회 이상 가능하 다.

17O는 0.0037％, 18O는 0.2044％의 존재 비를 갖는데 이를 무시한다 해도 

이는 표준동위원소 보론과 리튬이 갖는 측정오차나 산소 질량 17과 18의 존

재 비의 표준물의 측정오차가 18은 10％, 17은 5％를 갖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로부터 오는 향이 측정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

았으며, 따라서 큰 향을 미치지 않는 이들로부터 오는 오차의 보정은 하지 

않았다.  한 불럭 당 10회를 측정하 으며 이때 얻어지는 88과 89 피크를 스

캐닝 하 으며 결과를 Fig. 3-21에 나타냈다. 

다. Negative ion 질량분석에 의한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

Positive ion mode를 이용한 보론의 질량분석은 LiOH와 붕산(H3BO3) 

용액을 화학 양론적 (Li：B = 1：2)으로 섞어 Li2B4O7를 합성한 다음 

Li2BO2
+ 질량 56 및 57을 또는 NaOH 용액과 H3BO3 용액을 섞어 Na2B4O7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Na2BO2
+
 질량, 88(Na2

10
BO2

+
), 89(Na2

11
BO2

+
)를 10B과 

11B 대신 측정하여 얻어진 값으로부터 보론 동위원소 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Negative ion 질량분석에 의한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에서는 positive 

ion mode와 달리 양론적 합성을 하지 않아도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

량의 시료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ositive ion mode

를 이용한 Li2BO2
+ 질량 56 및 57의 경우 Fe 동위원소의 isobaric effect를 

주의 하여야 하며, Na2BO2
+ 질량, 88(Na2

10BO2
+), 89(Na2

11BO2
+)를 이용할 경

우는 Sr의 동중원소를 조심해야 한다.  10BO2
- = 42,  11BO2

- = 43 의 

negative ion mode를 사용할 경우는 동중원소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negative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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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를 이용하기 위하여 magnetic field 와 high voltage polarity를 바

꾸어 주었다.

Negative ion mode를 이용한 보론의 질량분석을 위하여 별도의 mass 

calibration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B] = 1 g/L, [Cl-]= 1 g/L, [Br-] = 

5 g/L, [I-] = 10 g/L 용액을 만들어 35 = Cl-, 43 = BO2
-, 79 = Br-, 81 = 

Br-, 127 = I-, 235 = ReO3
-를 이용하여 질량보정을 수행하 다.

뜨거운 금속표면에서 negative ion의 형성은 수정된 Saha-Langmuir 

equation으로 설명된다.

B − = N −

N O +N + 
   =      [ 1+  g

O

g   −
expW− EA

KT
]− 1

여기서 B는 ion yield, +, -, o는 각각 positive, negative, neutral, W는 

electron work function, K는 Boltzman constant, N는 number of ions, g는 

staistical weights, EA는 electron affinity를 그리고 T는 temperature를 나타

낸다.  윗 식에 의하면 많은 ion의 생성을 위하여는 사용 필라멘트의 work 

function은 낮아야 하고 분석되는 원소의 electron affinity는 높아야한다. 일

반적으로 filament 재질은 Re, Pt, W 그리고 Ta 들이 이용 된다.  이온화 효

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료를 점적할 때 Ca(NO3)2
-, La(NO3)2

-, 또는 

Ba(NO3)2
- 를 소량 첨가하여 줌으로서 필라멘트의 work function을 낮추어 

이온 생성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이 측정방법을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제공한 보론 동위원소 표준물에 적용하여 10 ng의 보론을 필라멘트에 올려 

negative ion mode로 측정한 결과 측정값의 상대표준편차는 0.012％로 좋은 

정 도와 정확도를 나타냈다.  또한 IAEA에서 제공한 보론 농도가 대략 1.6 

mg/L인 국제상호 비교시험용 지하수에 적용하여 시료를 별도의 전처리 없

이 5 ㎕를 취해 측정한 결과, 보론의 양으로 8 ng을 측정한 결과에 대한 측

정정 도는 0.03％로 상당히 좋은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라.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방법의 비교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제공한 보론 동위원소 표준물(KRISS-CRM)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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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ositive ion mode에 의한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방법 중에서 LiOH와 

붕산(H3BO3) 용액을 화학 양론적(Li：B=1：2)으로 혼합하여 Li2B4O7를 합성

한 다음 Li2BO2
+
의 질량 56과 57을 측정하는 방법, NaOH 용액과 H3BO3 용

액을 혼합하여 Na2B4O7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Na2BO2
+의 질량 

88(Na2
10BO2

+)과 89(Na2
11BO2

+)를 10B과 11B 대신 측정하여 얻어진 값으로부

터 보론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는 방법 및 negative ion mode를 이용하여 직

접H3BO3으로부터 BO2
- 이온의 질량 42와 43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 얻

은 실험결과를 비교하 다.  앞에 제시한 3가지 측정방법으로부터 구한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이들 방법중에서 negative ion mode를 

이용한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실험이 간편하

고 작은 양의 시료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마. 알파트랙 측정법과 동위원소 측정법의 비교시험

본 연구에서는, 보론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미지의 보론 시료를 제조한 

다음 알파트랙  측정법, 질량분석법 및 ICP-AES로 미지 시료 내에 포함된 

보론 농도와 
10B 농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 으며, 보론 

표준용액은 10B(99 atom％, Aldrich)와 11B(99 atom％, Aldrich)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한 보론 농도가 1,000 mg/L인 저장용액을 사용하 다.  알파

트랙 측정법에서는 보론의 농도가 1∼15 mg/L이고 10B 농축도가 10∼50％ 

사이인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보론 농도 및 
10B 농축도에 따른 알파트랙 수와

의 관계식을 작성하고, 미지 시료에 함유된 보론 농도 및 농축도 측정에 적

용하 다.  미지 시료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1/50, 1/10, 1/5로 희석한 다음 

0.1 mL를 취하여 점적용액(collodion：EtOH = 1：2) 1.9 mL와 잘 혼합하여 

준비하 다.  표준용액과 미지시료 용액을 4 ㎕ 씩 취하여 점적판 위에 점적

하고 건조시킨 후 고체트랙검출기인 CN-85를 부착하여 두께가 0.25 mm인 

Cd-foil box에 넣고 중성자 속이 약 10
13 n/cm2․s인 하나로 원자로 중성자 

조사공에서 30초간 중성자 조사한 다음 40 ℃의 2.5 N NaOH 용액에서 40분

간 에칭하고 고체트랙검출기 표면에 생성된 알파트랙을 관찰하 다.  고체트

랙검출기 표면에 생성된 알파트랙 수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농축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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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하 으며 결과를 Table 3-13에 요약하 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평균값과 측정오차를 산출하 다.  실

험결과, Table 3-14와 Fig. 3-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준용액의 경우는 10B 

농축도 및 보론 농도 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 변화사이에는 전체적으로 직

선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미지 시료의 경우에는 1/50, 1/10, 1/5로 희석한 용액에 대하여 알파트랙 

수가 각각 58±4.8(SD), 81±7.4(SD), 145±11.4(SD)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들 값으로부터  기울기가 8.78±1.27인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미지 시료에 대

한 10B 농축도를 미지 시료의 희석 배율에 따른 알파트랙 수와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 표준용액의 10B 농축도에 따른 기울기 변화의 상관관계로부터 구

한  결과, 미지 시료의 10B 농축도는 29.3±3.5％이었다.  또한, 미지 시료내 

보론 농도는 미지 시료의 희석 배율에 따른 알파트랙 수와의 관계로부터 구

한 결과, 미지 시료 내 보론 농도는 1,049±150 mg/L이었다.  미지 시료에 대

하여, 
10B 농축도를 질량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 농축도가 29.27±0.02％이었

으며,  보론 농도는 ICP-AES를 이용하여 측정결과 1,056±53 mg/L이었다.

또한, 10B 농축도 측정에 대한 비교시험 결과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론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10B 함량이 대략 15％(A), natural(B) 및 25％(C)

인 임의의 미지 보론 시료용액을 제조하여 알파트랙 측정법과 질량분석법으

로 미지 시료 내 10B의 농축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본 

실험에서, 보론 표준용액은 10B(99 atom％, Aldrich)와 11B(99 atom％, 

Aldrich)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한 보론 농도가 500 mg/L인 저장용액을 

사용하 다.

알파트랙 측정법에서는 보론 농도가 0∼10 mg/L이고, 10B 농축도가 10

∼30％ 사이인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보론 농도와 10B 농축도 변화에 따른 알

파트랙 수와의 관계식을 작성하고, 미지 시료에 함유된 보론 농축도 측정에 

적용하 다.  표준용액에 대하여 보론 농도변화에 따른 알파트랙 수와의 관

계식을 
10B 농축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 농축도가 10％, 20％, 30％일 

때의 직선관계식은 각각 [y = (6.51±0.57)x + 53±4.4, r = 0.997], [y = 

(9.47±1.32)x + 42±2.5, r = 0.938], [y = (18.6±1.64)x + 40±3.1, r = 0.999] 이

었다.  10B 농축도 변화에 따른 직선식의 기울기 변화를 도시한 결과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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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Results of alpha track counts according to the boron         

             concentration and 10B content

[B]

(mg/L)

10
B content (％)

10 20 30 50

1 45 ± 5.2  55 ± 9.0  50 ± 5.3  67 ± 6.5

3  56 ± 10.5  69 ± 6.2  79 ± 6.8   91 ± 13.2

6 69 ± 6.4  77 ± 9.9 109 ± 8.0  131 ± 11.9

10 86 ± 6.8 102 ± 9.2  141 ± 13.2 197 ± 8.5

15 - 125 ± 5.9 188 ± 6.4 -

Table 3-1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0B content(％)
Parameter

Slope Intercept

10  4.61 ± 1.08 40.8 ± 5.5

20  4.86 ± 0.61 52.2 ± 5.8

30  9.68 ± 0.57 44.8 ± 4.6

50 14.49 ± 1.16 50.9 ± 5.4



Fig. 3-22. Standard calibration curve for the determination of unknown 
boro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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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Correlation of alpha track counts with various bo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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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53±0.08, 절편이 0.98±1.15, r = 0.966인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

임의로 제조한 미지 시료에 대하여 얻은 보론 농도변화에 따른 알파트

랙 수와의 관계식은 A, B, C, 시료에 대하여 각각 [y = (9.27±1.18)x + 

58±4.5, r = 0.999], [y = (14.2±0.81)x + 50±3.1, r = 0.998], [y = (17.3±1.56)x 

+ 52±4.4, r = 0.995] 이었다. 이 관계식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작성한 10B 

농축도와 직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식에 대입하여 미지 시료의 10B 농축도

를 계산한 결과, A, B, C 시료에 대하여 각각 15.6±1.98, 24.8±1.41, 30.4±2.70

이었다.  동일한 시료에 대해 TIMS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각각 16.7±0.06, 

19.9±0.04, 27.4±0.09 이었다.  두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파

트랙 측정방법으로부터 얻은 10B의 농축도가 TIMS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보

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측정결과에 대한 정 도도 TIMS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TIMS 

측정 방법은 분석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반면에 트랙 측정법은 분석과정이 

복잡하고 트랙 계수시에도 오차 발생요인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바. 보론 측정법 재현성, 정 도 및 검출한계 평가

(1) 측정 재현성 평가

10B 함량이 10, 30, 50, 70, 90％이고, 총 보론 농도가 0, 1, 3, 5, 7, 10 

mg/L인 점적용액 4 ㎕를 30 개 점적하고 중성자 조사 후 생성된 알파트랙

의 수를 측정한 결과, 10B 의 농축도가 70 및 90％이고, 보론의 농도가 5 

mg/L 이상인 역에서는 트랙검출기의 단위면적(2,460 ㎛
2) 당 생성된 알파

트랙의 수가 많아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10B 함량이 10∼50％이고 총 보론 농도가 1∼10 mg/L인 용액을 4 ㎕를 

취해 점적하고 중성자 조사 후 생성된 알파트랙의 수를 10B의 농축도별로 분

류하여 보론 농도에 대한 알파트랙의 수 측정값으로 도시한 결과, Fig. 3-23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측정횟수 6회일 때 (기울기, 상관관계 계수) 값이 각

각 
10B 10％(4.6±1.72, 0.974), 10B 20％ (5.6±1.94, 0.933), 10B 30％(6.3±2.19,  

0.956), 10B 50％(7.9±2.50, 0.964)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서의 기울

기는 계산 값(10％ 5, 30％ 15, 50％ 25)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번 중성자시 조사 위치변화, Cd-box의 중성자 조사공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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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발생하는 변형 및 CN-85 트랙검출기의 연질성 등에서 오는 문제로 판

단되고 있다.  바탕값을 줄이기 위하여 열중성자를 감속시킬 수 있는 두께 

0.1 mm의 Cd-foil을 감싼 후 다시 두께가 0.25 mm인 Cd-foil box에 넣고서, 

30초간 하나로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시키고 에칭 후 알파트랙을 관찰한 

결과, 바탕 트랙의 수는 30∼40개 정도로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보론용액의 점적 균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30％ 10B, 5 mg/L 표준용액

을 이용하여 중성자조사 후 생성된 단위면적당 트랙의 수와 점적면적을 측

정하 다.  측정결과 점적면적은 9.84±3.2 mm2, 단위면적(2,460 ㎛2)당 알파

트랙 수는 56.1±3.5개 로 나타났다.  점적면적의 차이가 심한 결과에 비하여 

알파트랙 수는 측정값의 상대표준편차가 6.7％ 이내이었다.  이 결과는 알파

트랙의 비정이 극히 짧아 점적부위의 표면에서 나오는 알파만이 트랙검출기

에 트랙을 형성하며, 4 ㎕와 같이 극미량을 점적하는 경우에는 점적면적의 

차이가 보론이 열중성자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알파트랙의 수와 보론 농도사

이의 관계를 계산할 때 주는 오차가 상대표준편차로 10％ 이내임을 알 수 

있었다.

(2) 측정 정 도 평가

10B 농축도가 각각 10, 20, 30, 50％이고 전체 보론의 농도가 각각 0, 1, 

3, 5, 7, 10 mg/L인 24개의 시편을 점적판에 준비하여 중성자 조사한 후 검

출기 표면에 생성된 알파트랙의 수를 계산하 다.  알파트랙의 수는 점적위

치마다 8 곳을 선정하여 계수하고 중앙값에서 많이 벗어나는 값을 제외한 

후 시편 각각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측정결과의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24개 시편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 24개 시편 중 2

개의 시편만이 상대표준편차 12％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시편에 대해서는 

상대표준편차 값의 분포가 2.3∼8.2％ 범위로 평균 5.9％를 나타냈다.  따라

서 이 측정결과로부터 
10B 농축도 결정방법의 측정 정 도는 상대표준편차로 

표현하 을 때 10％ 이하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검출한계 측정

측정 정 도 평가를 위해 실험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10B 농축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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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보론의 농도 변화에 따른 트랙 수 변화를 도시한 결과, 각각의 경우

에서 구한 직선관계의 기울기(b), 절편(a), 직선성(r) 및 SD(Sy/x) 값이 농축

도가 10％인 경우에는 [(4.663±0.321), (41±4.8), 0.9907, 2.712], 20％인 경우에

는 [(8.500±0.214), (41±4.8), 0.9987, 1.803], 30％인 경우에는 [(12.420±0.298), 

(36±1.7), 0.9989, 2.519], 50％인 경우에는 [(15.131±1.018), (44±5.6), 0.9911, 

8.604] 이었다.  통계적으로 검출한계는 직선관계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파

라미터를 이용하여 [Y = YB + 3SB]또는 [Y = a + 3Sy/x]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농축도가 10％인 경우에는 [Y = 41 + 3×2.712 = 49.1] 이고 이 값

을[y  = bx  + a] 식에 대입하여 [49.1 = 4.663x  + 41]로부터 x를 구하면 1.7 

mg/L가 된다.  알파트랙 측정에는 4 ㎕의 시료를 사용하 으므로 최종적으

로 계산한 검출한계는 6.8 ng이 된다.  이와 같은 계산결과를 종합하면, 10B 

농축도가 각각 10, 20, 30, 50％ 일 때 보론의 검출한계는 각각 6.8, 2.5, 2.4, 

6.8 ng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0B 농축도에 따른 직선관계식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앞서의 방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10B 농축도의 검출한계를 계산한 결과, 10B 농축도의 

검출한계는 2.4％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사. BNCT 보론 농도 측정장치 검증 및 상호비교 실험

붕산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BNCT를 위한 보론 농도 측정창치인 

PGNAA로 얻은 검정곡선으로부터 세 가지 인증물질(NIST CRM 

1570a-Spinach leaves, 1547-Peach leaves, 1573a-Tomato leaves)에 함유된 

보론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38.70±0.83 ㎍/g, 30.87±0.40 ㎍/g, 

34.22±0.46 ㎍/g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값들은 인증값과의 상대오차가 

3∼6％ 정도로 비교적 좋은 측정결과를 나타낸바 있다.

PGNAA에 의한 보론 농도 측정방법과 알파트랙 계수에 의한 방법의 결

과를 상호비교하기 위해 CRM 표준물질[CRM No. 8438(soft winter wheat 

flour: 0.1 ㎍/g), No. 8415(whole egg powder: 0.41±0.26 ㎍/g), No. 

8414(bovine muscle powder: 0.6±0.4 ㎍/g), No. 1566b(oyster tissue: 4.5±1.9 

㎍/g), No. 1515(apple leaves: 27±2 ㎍/g), No. 1547(peach leaves: 29±2 ㎍

/g) No.1573a(tomato leaves: 33.3±0.7 ㎍/g), No. 1570a(spinach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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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g)] 등을 구하여 분말을 압착 성형하는 기기를 이용 10 ton/cm2의 

압력을 가해 지름 4 mm, 무게 15±2 mg인 tablet을 만들고 고정판에 시료 

tablet를 넣은 다음 시료들이 CN-85 알파트랙 검출기에 잘 접촉하도록 한 

후 0.25 mm Cd-foil로 만든 상자에 넣고 1분간 하나로 조사공에서 중성자를 

조사시킨 후 40℃ 2.5 N NaOH 용액에서 40분간 화학에칭 후 광학현미경과 

digital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트랙을 계수 하 다.  Fig. 3-24 에는 보

론 농도에 대한 알파트랙 수 변화에 대한 결과를 도시하 다.

상기 결과의 검량선을 이용하여 CRM No 1566b와 No 1515을 보론 농

도가 10 mg/kg이 되게 섞어 혼합 표준물질로 만든 후 tablet로 만들어 표준

물질과 같이 처리하고 얻어진 알파트랙 수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한 결과 1

0％ 오차범위에서 일치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지시료의 경우 10B의 농축도

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 생체 시료내 보론 함량 및 농축도 측정 비교실험

복강 내에 750 ㎍ 정도의 보론을 투여한 쥐의 피부종양 생체조직을 냉

동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시료 200 mg을 한국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 이용

연구부로부터 제공받아 생체 시료내 보론 함량 및 농축도 측정 비교실험을 

수행하 다.  종양 시료는 취하는 시료양에 따라 둘로 나누어 A형 시료는 

54.8 mg, B형 시료는 103 mg을 각각 취하여 blank reagent 용액과 함께 질

산 8 mL와 과산화수소 1 mL를 가한 후 저온 가열반응 시킨 다음 

closed-vessel microwave 산분해장치(Milestone mls-1200)를 이용하여 시료

를 용액화 시키고 증류수로 10 mL가 되게 희석하여 보론 함량 및 농축도 

측정용 시료용액을 제조하 다.

생체 시료내 보론 농도를 ICP-AES로 측정한 결과, A형 시료에서는 

85.7±0.1 ㎍/g, B형 시료에서는 75.2±0.4 ㎍/g이었으며, 이를 평균하여 생체 

시료 내 보론 농도를 계산한 결과 80.5±7.4 ㎍/g (RSD = 9.2％)인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TIMS를 이용한 negative ion mode 측정법으로 생체 시료 

내 보론의 동위원소 비(
10B/11B)를 측정한 결과, 0.8879로 이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생체시료 내 10B의 농축도는 47.0±2.89％(RSD = 6.1％)인 값을 얻을 

수 있었다.  TIMS 측정에서 RSD 값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은 본 시료의 



Fig. 3-24. Correlation of alpha track counts with various boron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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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분석에서는 peak intensity가 다른 시료에 비하여 크지 않았기 때문

이며, 그 이유는 본 실험에서의 생체시료에는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들이 필라멘트 가열에 의해 carbon이 만들어 지고 BO2
-
을 측정하게 되는

데 이때 carbon이 환원제 역할을 하게 되어 BO2
- 이온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알파트랙 측정방법을 이용한 생체 시료내 보론의 농도 및 10B의 농축도 

측정에서는, 보론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10B 농축도가 각각 10, 30 및 50％이

고 전체 보론의 농도는 1∼10 mg/L인 일련의 검정곡선 작성용 시료용액을 

제조하 다.  또한 앞서 생체시료를 산분해 용액화하여 제조한 3가지 시료용

액 5 mL(무게로 환산하면, blank 용액 = 5.4942 g, A형 시료용액 = 5.3178 

g, B형 시료용액 = 5.2306 g) 씩을 백금도가니에 취하여 증발시켜 용액의 부

피를 각각 blank 용액 = 0.4838 g, A형 시료용액 = 0.0185 g, B형 시료용액 

= 0.2257 g으로 줄인 다음 이용액을 각각 1 mL(무게로 환산하면, blank 용

액 = 0.1414 g, A형 시료용액 = 0.0089 g, B형 시료용액 = 0.1399 g이고 생

체 종양시료의 무게로 환산하면 blank 용액 = 0 g, A형 시료용액 = 13 mg, 

B형 시료용액 = 32 mg)를 취하여 점적용액 1.9 mL에 가하여 잘 혼합하

다.  중성자 조사용 보론 표준용액과 생체시료 용액 각각을 4 ㎕씩 취하여 

다중 점적판에 점적하고 중성자 조사하 다.

중성자 조사 시편은 회수하여 에칭하고 검출기 표면에 나타난 알파트랙

의 수를 측정하 다.  측정결과, blank 용액에서는 41±3.0, A형 시료용액에서

는 61±3.5, B형 시료용액에서는 76±3.5의 알파트랙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값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도시한 결과, 기울기가 13.9±1.84, 절편이 

42±2.7, 직선성이 R2 = 0.982인 직선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직선관계식

으로부터 종양 시료에 함유된 보론의 농도를 계산한 결과 78±7 ㎍/g(RSD = 

1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직선의 관계식을 표준용액의 10B 농축도별 

(10∼50％)로 미리 구하여 작성한 기울기에 대입하여 생체시료 내 10B의 농

축도를 계산한 결과 10B의 농축도는 39±5％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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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NIPS 측정시스템 개발

 1. 연구 개요

    NIPS(Neutron Induced Prompt Gamma-ray Spectroscopy) 측정시스템

은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원소가 중성자를 흡수하여 (n, γ) 핵반응을 일으킬 

때 10-14 sec 이내에 즉발적으로 방출되는 즉발감마선을 계측함으로써 시료

내 성분 원소를 정량하는 비파괴 분석기술로 기존의 중성자 방사화 분석기

술과 더불어 미량 성분원소 정량에 매우 유리한 측정기술이다.

    이 분석방법은 X-선 형광분석법(XRF) 또는 중성자방사화분석법(NAA)

등의 기존의 비파괴 분석법으로는 분석하기 힘든 수소, 질소, 인, 황, 또는 

규소와 같은 원소들의 분석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원자로를 

이용한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은 시료를 원자로에서 조사시켜야 하는 번거로

움이 있으며, 부피가 큰 시료나 방사선에 의해 손상되어 분해 또는 폭발 위

험성이 있는 시료의 경우 적용이 어려우나, NIPS 측정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중성자 포획단면적이 큰 B, Cd, 

Sm, Gd 등의 원소는 중성자 방사화분석과 NIPS 측정시스템으로 모두 측정

이 가능하나, 중성자 포획후 감마선 방출 동위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H, C, 

N 및 S 등의 분석에는 NIPS 측정시스템이 유용하여 지질학, 생물학, 식품학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선진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TLD 판독용 
252Cf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즉발감마선 측

정 예비시험을 통하여 즉발감마선 바탕값 및 대표 성분원소에 대한 즉발감

마선을 측정하 다. 또한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수층에서의 중성

자 열화를 해석하 으며 즉발감마선 측정장치의 기하학적 구조를 설정하

다.  NIPS 측정시스템의 재료물질과 주변 차폐물질로부터 발생되는 높은 에

너지의 즉발감마선에 의한 감마선 바탕값은 검출기의 방사선 차폐체 만으로

는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자적 차폐개념의 timing spectroscopy를 

이용한 동시계수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계수장

치의 계측효율을 높이고 중성자 반사체를 이용하여 속중성자 열화효율을 증

대를 통해 NIPS 측정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또한 표준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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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주요 대상원소에 대한 검출한계 및 바탕값 측정하 으며, NIPS 측정시

스템을 폭발물 및 화학작용제와 같은 위험품목의 비파괴 검색에 응용하기 

위하여 사전시험을 하 다. 

 2. NIPS 측정시스템 기본설계를 위한 예비시험

  가. NIPS 측정시스템의 재질선정

    NIPS 측정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예비실험과 MCNP 전산코

드를 이용한 모사시험을 통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하 다.  즉발감마선 

바탕값을 줄이기 위한 동시계수 회로는 헝가리의 Gabor Molnar박사를 초빙

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한 연구는 국내 전문가를 활

용하여 수행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TLD 판독용 252Cf 중성자선원을 

이용한 예비실험을 위해 사용될 collimator 및 시료함 등의 제작을 위한 재

료물질로는 다양한 중성자 차폐 물질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에 이용될 중

성자선원의 세기는 약 1.5×108 n/sec 으로 추정되며 이를 고려하여 차폐체 

재료물질 및 차폐체 두께를 선정하 다.  속중성자는 중성자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수소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폐되며 열중성자는 열중성자 반응 단면적

이 가장 큰 보론, 리튬 또는 카드뮴을 이용하여 차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에틸렌에 보론을 함유하고 

있는 차폐물질을 선정하 으며, 그 중에 보론 함유량이 30%인 폴리에틸렌은 

1 inch의 두께를 사용하 을 때, 열중성자 감속 효과가 10
16이므로 열중성자

속을 거의 완벽하게 차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

된 보론 함유량이 30%인 폴리에틸렌은 열중성자에 대한 감속 효과가 뛰어나

지만 252Cf 중성자 선원에서 발생하는 속중성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줄이기 

어려우므로 검출기 보호를 위해 폴리에틸렌 추가 차폐가 요구되었다. 감마선 

검출기를 위한 collimator 앞부분에는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하여 붕소 차폐

물질을 이용할 경우 붕소의 중성자의 비탄성 산란에 의해 0.478 MeV의 감

마선을 방출하여 감마선 바탕값을 높히기 때문에 보론 대신에 중성자 흡수

에 의한 이차 감마선 방출이 매우 적은 리튬 차폐물질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리튬은 붕소보다 열중성자 반응 단면적이 작아 중성자 차폐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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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기 때문에 보론 차폐물질을 사용할 경우보다 두께가 커져야 하는 단

점이 있다.

  나. 즉발감마선 원격 측정장치 구성

    중성자에 대한 검출기 손상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77K 정도의 온도로 조작되어야 하며, poptop capsule형의 검출기들은 다른 

검출기들 보다 약 10K 정도 더 높은 온도에서 조작 될 수 있다.  

GAMMA-X와 같은 동축형 검출기들은 GEM형 보다 중성자 손상을 감안할 

때 20 배정도 저항성이 크다.  중성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열을 가함으로써 

검출기를 수리하게 되는데 가열온도와 시간적 측면에서 동축형 GAMMA-X 

검출기들이 유리하다.

    중성자 손상에 대한 검출기의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HPGe 동축형(GAMMA-X, 60% 상대검출효율) 휴대용 검출기를 선정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휴대용 검출기을 사용하기에 앞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25% HPGe 검출기(GMX- 30190-P)를 이용하여 중성자 및 감마선 바

탕값 측정을 위한 예비시험에 사용하 다. 중성자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위하

여 원격 조작이 가능한 중성자 원격 서베이미터를 선정하고 다양한 실험조

건에서 대략적인 중성자장 변화를 측정하 다.

    즉발감마선 원격 측정시스템은 HPGe 검출기, 이동형 MCA, notebook 

PC (Mastro II software)로 구성하 다.  Notebook PC 연결은 20 m 케이블

을 이용하여 조사시험실 내부의 HPGe 검출기로부터 외부 쪽으로 연결하여 

즉발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형 MCA에 연결하 다.

  다. 예비시험용 collimator 설계 및 제작 설치

    두 개의 collimator가 중성자선원 및 검출기를 위하여 각각 설계됨.  중

성자 선원을 위한 collimator는 중성자 차폐는 물론 중성자를 시료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중성자 반사체 역할도 하여야 한다.  Collimator 내부에 

Cu 관을 삽입하여 반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중성자 선원을 위한 collimator는 원통형을 사용하고 한쪽 끝에는 구형

으로 설계를 하여 중성자를 시료방향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 으며 Fig. 4-1



Fig. 4-1.  Drawing and picture of the collimator for a 252Cf neutr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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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 collimator의 길이를 세 단계로 조

절이 가능하도록 하 다.  검출기를 위한 collimator는 주위환경 및 재료물질

로부터의 바탕값 신호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시료로부터 발생되는 즉발감

마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Collimator 앞쪽에는 검출기 차폐체를 

삽입하기 위해 걸림턱을 만들어 바깥쪽으로 려나가지 않도록 설계하 다.  

검출기 차폐를 위한 collimator는 원통형으로 시료함에 부착하도록 설계하

으며 collimator 외부면은 스텐강으로 제작하고 안쪽에 20 mm 두께의 납을 

부어 바탕 감마선을 차단하 고 안쪽에는 Cu liner를 이용하여 납 차폐체로

부터 발생되는 저에너지 soft X-선을 제거하 다. 

  라. 예비시험을 위한 측정시스템 기하학적 구조 선정

    NIPS 측정장치 구성을 위한 예비실험을 위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TLD 판독용 252Cf 중성자선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의 기하학적 구

조를 설계하 다.  TLD 판독용 Cf-252 중성자선원은 지름 35 mm의 이동장

치 관을 통해 보관용 차폐체로부터 공기압(pneumatic)을 이용하여 오르내리

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측정장치를 부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 을 때, 

이동장치 관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료 측정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업대가 최대한 중성자 선원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30 cm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측정장치를 설계하 다. 

    예비실험용 즉발감마선 측정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중성자 선원으로

부터 중성자를 시료 측정실 방향으로 집결시킬 수 있도록 collimator를 이용

하 으며, 시료로부터 발생하는 감마선을 검출기 collimator를 통하여 검출기

에서 측정하도록 설계하 다.  시료 측정실은 collimator와 같은 재질을 사용

하 으며 조립과 분리가 가능하여 실험 중에 장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검출기를 검출기 collimator 안에 삽입하 을 때 검출기 표면이 

collimator에 접촉할 경우 전기적인 잡음이 발생하므로 이를 위하여 검출기 

보호관을 제작하 다.  검출기 보호관은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하여 2 mm 

두께로 제작하 다. 

    검출기 주위의 즉발감마선 바탕값을 낮추기 위해 납과 같은 무거운 차

폐체를 올려놓을 경우 중성자 선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장치제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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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료 측정실 측면으로 작업대 

구조물을 따로 설치하고 그 위에 검출기 collimator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 다.   검출기는 Fig. 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성자 선원 collimator와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설계하여 검출기가 중성자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

다.  또한 252Cf 중성자 선원에서 발생하는 속중성자를 완벽하게 줄이기 어려

우므로 검출기를 중성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블럭(100 mm × 

250 mm × 400 mm)을 이용하여 추가로 차폐하 다.

  마. TLD 판독용 중성자 선원울 이용한 예비 실험

   (1) 바탕값 측정 및 차폐체 시험

    TLD 판독용 252Cf 중성자 선원의 이용을 위해 제작된 즉발감마선 측정 

실험장치를 설치하고, 감마선 서베이미터를 이용하여 장치 주위에서의 중성

자 및 감마선 바탕값을 측정하 다.  
252Cf 중성자 선원 작동 전․후의 중성

자장은 중성자 서베이미터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실 외부로 20 m 케이블로 

연결하여 원격측정 하 다.  중성자 및 감마 서베이미터 측정은 Fig. 4-3에 

보이듯이 중성자 조사실 외부에서 원격 조정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사실 상

황과 감마선 서베이미터의 눈금을 확인하 다. 

    측정장치 주위의 여러 위치에서 중성자 및 감마선 바탕값을 측정한 결

과, 실험 장치를 통과하여 외부로 나오는 중성자의 세기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하 으며, 감마 스펙트로미터 검출기의 보호를 위해 추가 차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성자 차폐는 Fig. 4-4에 나타낸 고 도 폴리에틸렌

을 이용하여 차폐를 하 다. 

    중성자가 조사되는 상태에서는 주위의 폴리에틸렌 또는 물 시료에서부

터 발생하는 즉발감마선 바탕값이 매우 높아져 검출기 dead time이 90% 이

상으로 증가되며, 결과적으로 피크의 분해능에도 나쁜 향을 주는 것을 확

인하 다.  현재 예비실험장치로 제작된 검출기 collimator는 TLD 판독용 

252Cf 중성자 선원 구조물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형편상 25 mm의 두께의 납

으로 제작되었으나 차후 NIPS 측정시스템에서는 최소한 50 mm 이상의 두

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Side View Heavy duty
Detector table

252Cf Source

HPGe Detector

Sample Chamber

252Cf Source
Collimator

Top View

Fig. 4-2.  Drawing of the NIPS system for preliminary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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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amera

Side camera

Fig. 4-3.  Camera monitoring in neutron irradiation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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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position

Analytical results

Fig. 4-4.  Results for the background determination.

position Neutron (mrem/h) Gamma (mR/h)

A 80 1

B 80 1

C with cover 170 -

C w/o cover 190 -

D 500 35

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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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즉발 감마선 측정 시험

    TLD 판독용 252Cf 중성자 선원의 이용을 위해 제작된 즉발감마선 측정 

실험장치 및 portable HPGe 검출기를 이용하기 전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25% HPGe Detector (GMX-30190-P), portable MCA (NOMAD), Notebook 

PC (Mastro II)를 이용하여 검출기 dead time을 조사하고 감마선 바탕값 및 

B와 Cl을 포함하는 시료의 즉발감마선을 측정하 다.  에너지 calibration은 

Cs-137 (661.66 Kev)와 Tl-208(2.614 Mev)를 이용하여 10 MeV 까지 에너

지 보정곡선을 만들었다.  분해능은 661.66 keV와 2.614 keV에서의 반치폭

(FWHM)을 확인하 다.  중성자 선원을 내린 상태에서 50,000 초와 올린 상

태에서  9,000초 동안 바탕값을 측정을 한 결과, 모두 수소와 철 등에 의한 

즉발감마선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 에너지 역에서 바탕값이 현저

히 높아짐을 확인하 다.  검출기가 중성자 선원에서 약 2 m 떨어진 위치에

서 검출기의 dead time은 98% 정도이고 B 및 Cl 측정이 불가능하 다.  중

성자 선원 주위에 고 도 폴리에틸렌 블록 100 mm를 쌓고 측정하 을 때 

dead time이 65% 정도로 떨어졌다.  이때에는 broad 한 B의 즉발감마선 스

펙트럼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Cl의 즉발감마선은 확인 할 수 없었다.  검출

기 주위에 고 도 폴리에틸렌 블럭을 250 mm의 두께로 쌓았을 때, 검출기

의 dead time이 약 40% 정도까지 낮아짐을 확인하 다.  즉발감마선 측정시

스템이 중성자 빔에 노출되었을 때, 검출기 주위의 감마장의 증가로 인해 작

은 감마 피크는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  이는 폴리에틸렌을 구성하는 수소

로부터 발생하는 즉발감마선에 의해 바탕값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

라서 고 도 폴리에틸렌을 차폐체와 검출기 사이에 추가로 납벽돌을 이용하

여 검출기를 차폐하 다.  검출기의 dead time을 낮추기 위해 MCA의 

shaping time을 long mode (6 μsec)에서 short mode (1.5 μsec)로 전환하

으며, 에너지 윈도우의 cut-off(LLD)를 조절하여 500 keV이하를 잘랐을 때, 

dead time이 줄어들고 즉발감마 피크의 FWHM이 작아짐을 확인하 다.

    Marnelli beaker에 NaCl 또는 boric acid 포화용액 1 L를 넣고 측정하

을 때, 1950.9 keV(100%), 1959.1 keV(67 %), 6110.7 keV(92 %)에서 Cl 피크

를 확인하 으며 477.7 keV(100 %)에서 B 피크를 확인하 다.  중성자 선원

의 collimator 내부에 고 도 폴리에틸렌 봉을 삽입하여 열중성자로 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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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혀 줌으로써 즉발감마선 발생효율의 증가여부를 알아보았다.  폴리에틸

렌 봉의 삽입 전이 삽입 후 보다 더 큰 피크의 즉발감마선을 내는 것으로 

보아, 시료 자체가 수용액이므로 시료 내에서 속중성자가 감속되어 열화가 

일어나며 수용액 시료 내에 존재하는 Cl와 핵반응을 일으켜 즉발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3) NIPS 측정시스템 기본설계

    TLD 판독용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기 위해 collimator 및 즉발감마선 측

정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행한 예비실험 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

석하고 보완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NIPS 측정시스템을 

설계하 다.

    TLD 판독용 중성자 선원을 이용한 예비실험 장치는 시료의 위치가 선

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발감마선의 발생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

이 있지만, 중성자 선원이 시료내부에 위치할 경우는 중성자가 4π 방향으로 

조사됨에 따라 즉발감마선 발생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 다.  NIPS 측정시스템의 구성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즉발감마선 바탕

값으로부터 검출기를 차폐하여 검출기의 dead time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께 100 mm 이상의 납 차폐체가 필요하 다.

    시료용액 자체 및 중성자 차폐체에 포함된 수소의 즉발감마선(2.223 

MeV)에 의한 즉발감마선 바탕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두 개의 HPGe 검출

기를 이용한 γ-γ 동시계수 방법을 도입한다면 바탕값을 최소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NIPS 측정시스템의 기하학적 구조는 HPGe 검출

기와 NaI 검출기의 위치를 중성자 선원의 반대방향 쪽으로 각도를 비스듬히 

설계하고 검출기 전면에는 LiF 차폐체를 부착하여 중성자에 의한 검출기 훼

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고안하 다. 

 3. 252Cf에 의한 중성자 조사조건 설정

  가. MCNP-4B 코드를 이용한 방사선 차폐해석

   (1) 중성자 선원 보관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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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한 방사선량 계산은 측정지점에서의 중성자 

혹은 감마선의 에너지에 따른 선속분포를 구하고, 방사선 안전을 고려한 

dose rate로 환산하기 위하여 각 에너지에 맞는 선량환산인자(dose 

conversion factor)를 적용하여 변환하 다.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중성자 보관함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방사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차폐체의 두께를 선정하 다.  Fig. 

4-5에서 보이는 중성자 보관함의 원통형 모양을 기본적인 기하학적 구조로 

하여 MCNP 모사시험을 하 다.  내부 차폐물질로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하

고, 보관함 외부는 스텐강과 같은 도가 큰 물질을 사용하여 중성자와 내부 

차폐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 감마선을 차폐하 다.  Fig. 4-6에 나타낸 

MCNP 모사시험 결과, 중성자 선원과 가까운 위치에서 대부분의 선량은 중

성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성자선원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중성자

와 차폐물질이 반응하여 발생하는 이차 감마선의 선량이 중성자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면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

량이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의 선량한도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중

성자 보관함 표면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률이 1.0 mrem(0.01 mSv)/hr 이하

가 되는 차폐체 두께를 계산하 다.  MCNP-4B 계산에 의하면 Fig. 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 두께가 60 cm 정도에서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

되었다.

    중성자선원 보관함 제작은 실제 작업공간을 고려한 보관함 크기와 보관

함 표면에서 1m 거리에서의 선량율을 고려할 때 반경 45 cm인 원통형의 폴

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제작하 으며, 이때 예측된 표면선량율은 11 mrem/hr

로 60 cm의 경우 보다 약 10 배 이상의 높은 선량율을 나타냈다.  보관함은 

외부를 두께 5 mm의 스텐강으로 마감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5 cm 

두께의 납벽돌을 이용하여 보관함 전면을 추가로 차폐하 으며, 이때 MCNP

로 예측된 총 방사선(중성자 및 감마선) 선량율은 1.6 mrem/hr로 초기 폴리

에틸렌 두께 60 cm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의 선량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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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 SUS

Neutron sourcePneumatic tube

Fig.  4-5.  Model geometry of a neutron storage canister for the
Monte Carlo calculation.

Fig.  4-6.  Dose rates of neutron and photon calculated by
MCNP-4B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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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성자 열화 계산

    252Cf에서 방출되는 속중성자가 시료용기 내부의 수층을 통과하면서 변

환되는 중성자 열화 정도를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계산에 사용한 252Cf 선원은 10.4 μg으로 반감기(H1/2 = 2.65 Y)와 비방사능을 

고려할 경우 5.87 mCi이다.  252Cf의 붕괴방식에서 알파붕괴 (97%)와 자발핵

분열 (spontaneous fission, 3%)을 고려하면 자발핵분열 당 3.7 개의 중성자

가 방출되므로 본 계산에 활용한 5.87 mCi의 선원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개

수는 2.4 x 107 n/sec(5.87 mCi x 3.7 x 107 dps/mCi x 0.03 x 3.7 n/SF) 이

었다.  Fig. 4-7에 나타낸 중성자의 에너지스펙트럼에 의하면 중성자가 수층

을 통과할수록 열중성자로 변환되어 속중성자 봉우리가 낮아지고 열중성자 

봉우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 다.

    수층 중간 위치에서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flux 분포를 계산한 결과, 수

층을 길게 통과 할수록 열화는 더 많이 되지만 반면에 열중성자의 차폐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변환되는 총 열중성자 flux는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 다.  NIPS 측정시스템의 기하학적 조건에서 252Cf에서 방출된 중성자 

(2.4 x 107 n/sec)는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MCNP 전산코드로 계산한 

Fig. 4-8에 의하면 약 6∼8 cm 정도의 수층을 통과할 때 최대의 열중성자 

속을 보 다.

   (3) 검출기 차폐 해석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차폐조건을 해석하기 위하여 NIPS 측정시

스템의 시스템 구조를 변형하기 쉽도록 Fig. 4-9과 같이 구성하고 검출기의 

기하학적 위치에서 중성자 및 감마선 세기를 MCNP-4B 전산코드로 계산하

다.  또한 검출기 납 차폐체 안쪽의 1 cm 두께의 Li 함유 폴리에틸렌 차

폐물질 바로 뒷면에서의 중성자속을 계산하고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과 

비교하 다.

    Table 4-1에서 알 수 있듯이 검출기 위치에서 중성자속은 1.25 x 10
3 

n/cm2․s로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인 1.14 x 104 n/cm2․s보다 약 10배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감마선 장도 검출기 위치에서의 세기

(5.9 x 102 p/cm2․s)가 시료 위치(2.2 x 103 p/cm2․s)에서 보다 약 4배 정



Fig.  4-7.  Neutron spectrum in several positions of wate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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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Plots of neutron flux at various distance in water
calculated by MCNP-4B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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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Neutron and gamma flux in point detector

Position
Flux Calculated

(n/cm
2
sec)

Relative Error

(%)

Neutron

Detector A 4.25498E+04 4.02

Detector B 4.08636E+04 3.92

Sample 3.81352E+05 0.76

Gamma

Detector A 1.95969E+04 1.19

Detector B 1.99387E+04 1.20

Sample 7.45359E+04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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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 위치에서 예측된 중성자속(1.14 

x 104 n/cm2․s)은 선원으로부터의 거리를 30 cm로 하고 선원의 총 중성자 

방출율(2.4 x 107 n/sec)을 이용하여 단순히 수치적으로 계산된 중성자속(2.1 

x 103 n/cm2․s) 보다 약 5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나. NIPS 측정시스템 중성자 조사조건 설정

    NIPS 측정시스템의 즉발감마선 측정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HPGe 

검출기에 미치는 감마선 바탕값 및 중성자 선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속중성자

에 의한 향을 조사하 다.  감마선 바탕값은 폴리에틸렌과 같은 속중성자 

차폐물질과 수용액 시료 내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로부터 발생되는 즉발감마

선의 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중성자 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속중성자는 

HPGe 검출기의 dead time 상승에 큰 향을 미치므로 검출기의 위치는 중

성자 선원을 마주 보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HPGe 검출기와 중성자 선원 사이의 폴리에틸렌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검출기의 dead time을 비교하여 최적 위치를 결정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4-2에 나타내었다.  60% 상대효율의 HPGe 검출기에 대해  30 cm 두께의 

폴리에틸렌과 10cm 두께의 납벽돌로 차폐하 을 때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하 다.

    HPGe 검출기를 중성자 선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되도록 놓고 그 사

이에 납과 폴리에틸렌 두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검출기의 dead time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으며,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 사이에 납벽돌을 제거하

을 때 검출기의 dead time이 5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중성자 선

원과 검출기 사이에는  30 cm 정도의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중성자를 최대

한으로 열화시킨 후 보론 플라스틱 등 열중성자 차폐체로 차폐하고 이때 발

생하는 이차감마선은 다시 납차폐체로 차폐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중성자 선원과 시료용기 사이에는 차폐물질이 없도록 하고, 검출기는 시

료용기에 가급적 가깝게 놓아서 시료로부터 발생하는 즉발감마선을 효율적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4-9에 나타낸 중성자 선원 주위의 폴

리에틸렌 블록 안쪽에 홈을 3 cm에서 7 cm 너비로 변화시킬 때, 60% 상대

효율의 HPGe 검출기의 dead time과 대상원소의 측정감도를 측정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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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Variation of dead time for 60% relative efficiency detector

           under various  shielding conditions

PE shield thickness

(cm)

Pb shield thickness

(cm)

Dead Time

(%)

20 0 98

20 5 90

20 10 86

30 10 80

40 10 62



3d-View

Top View Side View

PE

252Cf

Pb

Sample

PE

PE

Pb

Fig. 4-9.  The experimental geometry for NIP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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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의 너비가 5 cm일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 열중성자 반사체를 이용한 열화효율 향상

   (1) 카드뮴판을 이용한 열화효율 측정

    즉발감마선 중성자 방사화법의 중성자 선원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

하거나 
252Cf와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선원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용 원자

로는 1.0 x 107 n․cm-2․s-1 이상의 높은 열중성자 속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시료를 원자로로 가지고 와야 하고, 시료의 크기 등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이동성이 용이해 지며 

시료의 부피가 큰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중성자속이 비

교적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용 원자로는 중성자 반사체를 사용하여 열효율을 증대시

키고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중성자 반사체로 사용되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낮은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가지며, 낮은 질량수의 원소의 물질이 많이 사용

된다.  따라서 베릴륨이나 탄소(carbide 또는 graphite)과 같은 반사체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서는 LiF 또는 규소와 같은 결정구

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4-1 ∼ 4-3]  미

국 알곤 연구소에서는 intense pulsed neutron source(IPNS)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해 안쪽 반사체로 graphite를 사용하 고, 바깥쪽 반사체로는 베릴륨을 

사용하 다.  베릴륨이 graphite보다 반사체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베릴륨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교체가 요구되는 안쪽 반사체로 

graphite를 이용하 다.[4-4]   

    본 연구에서는 252Cf를 이용하는 NIPS 측정시스템에 유리, carbon 및 

pyrolitic graphite와 같은 중성자 반사체를 이용하여 열중성자 효율을 높이고

자 하 다.  카드뮴 판을 이용하여 시료로 방출되는 열중성자를 차단하고 Cl

의 즉발감마선을 측정하여 시료 내에서 열화되는 열중성자 효율을 비교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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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Cf 중성자 선원은 대부분 속중성자를 방출하며 열중성자속은 매우 낮

다.  앞서 MCNP 전산코드로 계산한 시료 위치에서의 총 중성자속은 1.14 x 

104 n/cm2․s로 이중 열중성자 속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료의 특

성상 속중성자가 수용액 내에서 열화되어 전체 평균 열중성자 속은 선원 자

체가 방출하는 비율 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중성자 흡수단면적(2450 barn)이 매우 높은 카드뮴을 이용하면 선원으

로부터 방출되는 열중성자속이나 수용액에 의한 열화정도 그리고 중성자 반

사체에 의한 열중성자속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 mm 두

께의 카드뮴 판을 차폐체로 사용하 다.  이때 열중성자 차폐율 I/I0는 1.18 

x 10-5으로 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대부분의 열중성자를 차폐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었다.  252Cf 중성자 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중성자 분율을 알

아보기 위하여 고체 KCl 시료를 이용하여 Cl의 즉발감마선(대표적으로 1164 

keV)을 측정하고, 시료 전면을 1 mm 두께의 카드늄 판으로 차폐한 상태에

서 측정하여 감마선 계수율을 비교하 다.  Cl은 33.1 barn의 반응단면적을 

가지며, 동위원소 존재비는 
35Cl이 75.78%이고 37Cl은 24.22%이다.  Cl의 즉

발감마선 스펙트럼은 517, 788.4, 1164.8, 1951.14, 6110.88 그리고 7413.9 keV

의 에너지를 갖는 즉발감마선을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감마선 

세기를 갖는 1164.8 keV를 선택하 다.

    차폐체 없이 직접 측정한 결과 11.37 ± 0.20 cps를 보 고 차폐체 존재 

하에서는 1.64 ± 0.16 cps로 예상과는 달리 14 % 이상의 감마선 세기를 나

타냈다.  이는 선원으로부터의 열중성자가 카드뮴에 의해 거의 흡수되었다고 

가정할 때, 속중성자의 고체 시료 내에서의 열화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

고 카드뮴에 의해 시료가 완전히 차폐되지 않아 주변으로부터의 열중성자 

바탕값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수용액 시료(KCl, 1 M)의 경우, 차폐체 없이 측정한 결과는 21.8 ± 1.3 

cps이었고, 시료 전면을 카드뮴 판으로 차폐하 을 경우 4.36 ± 0.26 cps으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감마선 계수율을 얻었다.  이는 위의 고체 시료에서 

예측한 바탕값 분율인 14.4 % 보다 훨씬 높은 약 26.4 %로 동일 비율을 바

탕값으로 보아도 약 12.0 % 정도가 선원에서 방출되는 속중성자가 카드뮴 

판을 투과하여 수용액 내에서 열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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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중성자 효율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1 mm 두께의 카드뮴 판을 시료용

기 바닥 면에 부착하고 열중성자를 차폐하 으며, 카드뮴 판이 없을 때와 비

교하여 순수한 속중성자에 의해 열화되는 정도를 측정하 다.  시료는 1M 

KCl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400 ml 폴리에틸렌 시료용기를 이용하 으며, 중

성자 반사체는 유리, carbon 또는 pyrolitic graphite의 재질의 100mm(i.d.) x 

120mm(L)의 비이커 형태의 반사체를 사용하여 시료용기를 위쪽에서 덮고 

측정하 을 때와 카드뮴 판으로 차폐한 후 측정했을 때를 서로 비교하 다.  

Table 4-3에 보이는 결과와 같이 중성자 반사체를 사용했을 경우 중성자 열

화효율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카드뮴 판에 의하여 선원 자체에서 방출

되는 열중성자를 모두 차폐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수용액 내에서의 속중성자 

열화로 변환된 열중성자의 분율은 Table 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성자 반

사체가 없는 경우 12% 이었으나 반사체를 이용할 경우 유리, carbon, 

pyrolitic graphite의 순으로 최고 20% 까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반사체를 사용하 을 때 얻은 즉발감마선의 계측율 자체는 

carbon과 pyrolitic graphite의 경우 증가하지만, 유리의 경우는 약간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리가 반사체의 효과도 약간 있지만 발생되는 즉발

감마선의 차폐효과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한 열중성자 반사체 효율 예측

    252Cf를 이용하는 즉발감마선 측정시스템에서 카드뮴 판을 이용하여 시

료 내에서 열화되는 열중성자 효율을 조사함으로써, 유리, carbon 및 

pyrolitic graphite와 같은 중성자 반사체의 열화특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하

으며,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검증하 다.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한 모사시험 결과는 Fig. 4-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실

험결과와 같이 유리, carbon, pyrolitic graphite의 순으로 열화효율이 증가됨

을 보여주었다.

    베릴륨과 같은 물질은 반사체물질로 선호되지만 그의 독성에 의한 위험

성과 구매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열화특성을 측정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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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Thermalization effect by various neutron reflector

Without Cd plate With Cd plate Total % 

Thermali-

zation in 

sample

Net % 

Thermali-

zation in 

sampleNet area
Net count 

rate
Net area

Net count 

rate

No reflector 21807±1286 4.36±0.26 5750±1350 1.15±0.27 26.4 12.0

Glass 16416±1185 3.28±0.24 5189±1324 1.15±0.27 31.7 17.3

Carbon 22080±1223 4.42±0.24 7104±1294 1.04±0.26 32.1 17.7

Pyrographite 23535±1287 4.71±0.26 6587±1354 1.42±0.26 34.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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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Neutron spectrum using various neutron ref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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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Fig. 4-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열화

율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다른 반사체물질보다 더 높은 열화효율

을 보임을 알았다.

 4. NIPS 측정시스템 설계, 구성 및 성능평가

  가. 중성자 조사장치 및 즉발감마선 측정장치 설계․제작

    NIPS 측정시스템의 중성자 조사장치는 중성자 보관함과 중성자 보관함 

위쪽의 알루미늄 테이블 상단 쪽으로 중성자 선원을 이동시키는 장치로 구

성된다.  중성자 보관함에 차폐체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두께는 앞서 이미 

언급한 MCNP-4B 전산코드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Fig. 4-11에 보이듯이 반

경 45 cm의 원통형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바깥쪽에 5 cm 두께의 

납으로 추가 차폐하 다.

    중성자 선원 이동시, 압력관을 통하여 중성자 선원을 보관함 안쪽으로 

내렸을 때, 또 다른 별도의 압력관을 이용하여 폴리에틸렌 블럭으로 압력관

의 빈공간을 막아서 중성자 보관함 상단 쪽으로 중성자의 누설을 방지하도

록 제작하 다.  알루미늄 지지체 안쪽에 중성자 보관함이 위치하고 상단에

는 폴리에틸렌 및 납차폐체를 이용하여 유동성 있게 설계하 으며, 중성자 

조사조건 설정 실험 결과에 따라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 사이에는 폴리에틸

렌과 납을 이용하여 차폐하고 검출기는 시료용기에 가급적 가깝게 놓아서 

시료로부터 발생하는 즉발감마선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두 개의 HPGe 검출기의 주위는 10 cm 두께의 납벽돌로 차폐를 하고 

방향은 시료용기쪽으로 향하게 하 다.  납차폐체 안쪽에는 Cu liner를 이용

하여 soft X-선을 제거하 다.  검출기 전면에는 Li-PE 차폐체를 부착하여 

중성자에 의한 검출기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중성자 선원을 시료용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 을 때는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가 마주 보고 있는 형태가 되므로, 실제로 검출기의 dead time이 90% 

이상 상승함으로써 감마선 스펙트럼 검출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252Cf 중

성자 선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속중성자 차폐가 추가로 요구되었다.  중성자 

선원의 높이보다 검출기 차폐체의 위치를 높이어 검출기가 중성자선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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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한 차폐가 되도록 설계하 다. 

    이와 같이 NIPS 측정시스템을 설치하 을 때, 25% 상대효율의 HPGe 

검출기의 dead time이 20% 정도, 60% 상대효율의 HPGe 검출기의 dead 

time은 25% 정도로 감소됨을 확인하 다.

  나. 동시계수장치 구성 및 성능평가

    감마-감마 동시계수장치 구성을 위해 현재 범용화 되어있는 SCA 

(Single Channel Analyzer)를 이용한 시스템과 TAC(Time-to-Amplitude 

Converter)를 이용한 시스템을 상호비교 검토하 다.  SCA 동시계수 시스템

은 가격면에서 유리하고 단순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나 timing을 조절

하기 어렵고 동시계수율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TFA+CFD+TAC를 

이용한 TAC 시스템은 동시계수 회로구성이 쉽고 CFD를 통해서 만들어진 

총 output pulse가 그대로 동시계수율이 되므로 효율면에서 유리하 다.[4-5]  

    검출기는 HPGe(GMX60-P-A-S)와 HPGe(GMX25190-P, portable로 변

환)를 사용하고, 효율이 우수한 TFA-CFD-TAC를 이용한 동시계수장치를 

구성하여 Fig. 4-12와 4-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성능을 22Na, 60Co, 및 

152Eu 동위원소 선원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첫 번째 동시계수장치의 성능 시험으로 22Na 와 60Co RI 선원을 이용하

여 timing 조절을 하 으며 60Co의 두 에너지선 (1173.2 keV, 1332.5 keV)에 

대한 동시계수 window를 설정하 다.  Fig. 4-14에 보이듯이 timing 스펙트

럼의 FWHM은 13.8 ns로 시간 분해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Na 선원과 60Co 선원을 동시에 사용하여 60Co선원의 1173.2 keV와 1332.5 

keV에 대한 γ-γ peak 동시계수법을 적용하 을 때, 60Co peak을 제외한 소

멸방사선(511 keV), 22Na에서 방출되는 감마선(1274.5 keV) 및 수소의 (n, γ)

반응에 의한 즉발감마선(2,223.3 keV)이 Fig. 4-1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거

됨을 확인하 다.  또한, 152Eu 선원을 이용하 을 때도  22Na 선원과 60Co 

선원을 동시에 사용하 을 때와 유사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하 다.

    8개의 에너지를 갖는 multi RI 선원인 152Eu 선원을 사용하여 동시계수

장치의 CFD window 설정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 다.  Peak-peak 동시계수

방법을 이용하여 각 에너지 역에 대하여 두 개의 CFT window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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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Photo of the gamma-gamma coincidence system using
TFA + CFD + TA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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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52Eu 선원의 778.9 keV와 1408.0 keV의 피크 면적을 측정하 다.  감마

선 스펙트럼 중 단일 peak 대신에 하나 이상의 peak를 넓은 에너지 역으로 

선택하는 γ-γ regional 동시계수법을 도입하여 γ-γ peak 동시계수 측정과 비

교하 을 경우, γ-γ regional 동시계수법을 사용할 경우, Table 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시계수 효율이 약 100배 이상 증가됨을 확인하 다.

    TAC 시스템은 두개의 검출기로부터의 오는 각각 다른 신호의 동시계수

에 대한 시간적 관계를 측정한다.  따라서 timing spectrum이라 부르는 동시

계수 신호에 대한 start-stop time interval의 확률적 축적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time resolution의 성능평가를 60Co RI 선원을 이용하여 실행하 다.  

동시계수장치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동시계수장치의 window를 60Co 

RI 선원의 1173 keV와 1332 keV에 맞추고 동시계수장치의 delay time의 변

화에 따른  timing spectrum의 반치폭(FWHM)과 측정 스펙트럼의 count 

rate와 비교하 다.  Timing spectrum의 반측치는 time resolution에 해당되

므로 이는 count rate와 반비례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이들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해 timing spectrum의 반치폭과 count rate를 Fig. 4-16와 같이 도시

하 을 때 대략적으로 36 ns - 40 ns의 delay time을 사용하 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다. NIPS 측정시스템 평가

   (1) 에너지 및 검출기 효율 곡선

    일반적으로 즉발감마선은 낮은 에너지 뿐만 아니라 3 MeV이상의 높은 

에너지 역에서도 방출되기 때문에 50 keV ∼ 10 MeV 사이의 전에너지에 

대한 계측효율 측정이 요구된다.  저 에너지 역에서는 감마선 동위원소 표

준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3 MeV 이상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 표준물은 없으

므로 저에너지, 중간에너지, 고에너지 역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표준물

을 사용하여 검출기 효율을 별도로 구하 다.[4-6] 

    저에너지 역은 (80 keV ∼ 384 keV) 
133Ba 방사성표준물을 사용하 고 

중간에너지 역은 (122 keV ∼ 1408 keV) 152Eu 방사성 표준물을 사용하

으며, 고에너지 역은 (1164 keV ∼ 10 MeV) 중성자 조사에 의한 35Cl(n, 

γ)36Cl에서 방출되는 즉발감마선을 이용하 다.  이때 152Eu 감마스펙트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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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Comparison of peak area using various CFD window setup.

CFD window A CFD window B

Counts for Eu 

peak of 778.9 keV

(count/500sec)

Counts for Eu 

peak of 1408 keV

(count/500sec)

2.35 - 2.65

(1408 keV)

0.10 - 0.30

(244 keV)
3.30 ± 0.30 10.38 ± 0.45

2.35 - 2.65

(1408 keV)

0.14 - 0.54

(344 keV)
1.44 ± 0.12 3.83 ± 0.24

1.10 - 1.40

(779 keV)

0.10 - 0.30

(244 keV)
156 ± 14 22.0 ± 5.0

1.10 - 1.40

(779 keV)

0.28 - 0.58

(344 keV)
85 ± 10 23.0 ± 3.0

1.10 - 1.40

(779 keV)

0.45 - 0.75

(444 keV)
56 ± 8 13.0 ± 3.0

2.02 - 2.32

(1299 keV)

0.05-0.80

(244, 344, 444 keV)
56.0 ± 10.0 125 ± 14

2.35 - 2.65

(1408 keV)

0.05-0.80

(244, 344, 444 keV)
46.0 ± 10.0 150 ± 13

1.65 - 1.95

(1004 keV)

0.05-0.80

(244, 344, 444 keV)
155 ± 15 193 ± 15

1.50 - 1.80

(1004 keV)

0.05-0.80

(244, 344, 444 keV)
295 ± 19 175 ± 16

1.35 - 1.65

(965 keV)

0.05-0.80

(244, 344, 444 keV)
369 ± 22 120 ± 13

1.10 - 1.40

(779 keV)

0.05-0.80

(244, 344, 444 keV)
337 ± 19 65 ± 10

1.10 - 2.65

(779, 965, 1004, 

1299, 1408 keV)

0.05-0.80

(244, 344, 444 keV)
952 ± 40 56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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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해능은 778.9 keV 와 1408 keV 에서의 FWHM이 각각 1.9 keV와 

2.2 keV임을 확인하 다. 

    35Cl(n, γ)36Cl 반응을 이용한 고에너지 감마선의 계측효율은 즉발감마선

의 방사능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에너지 역에서의 정확히 알고 

있는 검출기 효율곡선에 규격화(normalize)시켜 전 에너지 역에서 효율보

정곡선을 구하 으며, 아래와 같은 3차식의 계측효율 보정식을 얻었으며 보

정곡선은 Fig. 4-17에 도시하 다.

   Log(Eff)=-0.65 + 0.482*(Log En) - 0.417*(Log En)
2 - 0.089*(Log En)3 

    동시계수 모드에서도 저에너지 역은 133Ba와 152Eu 방사성 표준물을 이

용하여 검출기 효율곡선을 구하 으며, 고에너지 역은 Cl 즉발 감마선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계측효율 보정식을 얻고 보정곡선을 Fig. 4-18에 도시

하 다.

   Log(Eff)=-100.59 + 83.67*(Log En) - 24.17*(Log En)
2 + 2.27*(Log En)3 

   (2) 즉발감마선 바탕값 및 동시계수장치를 이용한 즉발감마선 측정

    252Cf 중성자 선원 작동 전후의 감마선 바탕값은 25%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NIPS 측정장치 주위의 자연 바탕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상호 비교

하고 바탕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252Cf 중성자 선원이 중성자 보관함에 있

을 때, 자연방사선 이외의 감마선 바탕값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원소는 중

성자 보관함의 재질인 폴리에틸렌의 주성분인 수소이고, 2223.3 keV의 강한 

즉발감마선이 발생된다.  자연방사선은 40K(1460.8 keV)와 208Tl (2614.5 keV)

등을 포함한 라듐 딸핵종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탕스펙트럼의 분해능은 

Fig. 4-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2223.3 keV에서 2.46 keV임을 확인하 다.

    
252Cf 중성자 선원을 조사장치로 올렸을 때, dead time이 34%로 증가되

었으며 40K (1460.8 keV)와 208Tl (2614.5 keV)등의 자연방사선이 즉발감마선 

바탕값에 묻혀서 사라지거나 매우 작아졌다.  반면에 수소 즉발감마선 이외

의 검출기 자체성분인 Ge의 즉발감마선 596.4, 608.9 그리고 868.4 keV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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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그 외의 주변 재료물질로부터 발생된 Fe(5920.3 keV), Cu(7914.5, 

7636.6, 7306.2 keV), Pb(7367.7 keV), Ni(8533.4, 8998.2 keV), Cr(8884.1, 

9720.3 keV)등의 peak가 Fig. 4-19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저하게 증가됨을 

확인하 다.

    Cl 시료에 대한 즉발감마선은 Fig. 4-20에 보이듯이 516.73, 786.26, 

788.40, 1164.7, 1600.8, 1950.9, 1959.1 keV에서 강한 peak을 나타낸다.  이들

의 CFD window setting은 낮은 에너지 역의 516.73, 786.26, 788.40 keV의 

peak를 같은 region으로 하고 높은 에너지 역의 1164.7, 1600.8, 1950.9, 

1959.1 keV의 peak를 묶어  γ-γ regional 동시계수법으로 측정하 다.  1.0 

M KCl 용액에 대한 normal 즉발 감마 스펙트럼의 분해능은 1164.7 keV에서 

2.20 keV 이었으며 동시계수 스펙트럼의 분해능은 1164.7 keV에서 2.22 keV

임을 확인하 다.

    광대역 감마선 에너지 역에서의 계측효율 보정곡선으로부터 1 M KCl 

용액의 감마선 방사능 값을 이용해 수용액 시료의 평균 열중성자 속을 이론

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A = N․σ․φth 

위의 일반식을 이용하여 1 M KCl 용액(400 mL)의 원자수 N은 2.41 x10
23이

며, Cl의 열중성자 흡수단면적 σ는 33.2 barn(3.32 x 10-23 cm2)이고, 계측효

율 보정곡선으로부터 Cl의 대표적인 즉발감마선의 계측효율은 5.3 x 10
-4, 감

마선강도는 19.93% 그리고 이때 감마선 계수율은 2.95 cps로 감마선 방사능 

A는 2.95/(0.1993․5.3 x 10-4) = 2.79 x 104 으로 각각의 값을 위의 식에 대

입하면 평균 열중성자 속은 약 3.5 x 103 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용액 시료내 존재하는 주요 측정 대상원소인 Cl, Gd, Cd, Ca, Mg, Al, 

Si, B, F 및 Sm에 대한 전계수 및 동시계수측정 스펙트럼을 Fig. 4-20부터 

Fig. 4-26까지 나타내었다.  측정 원소중 Ca, Mg, Al, Si, B 및 F에 대한 중

성자 핵반응면적은 Cl, Gd, Cd 및 Sm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들 

원소의 즉발감마선 감도도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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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Prompt γ-spectrum of Cl standard solution(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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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준물을 이용한 주요 대상원소에 대한 검출한계 및 바탕값 측정

    Cl 등의 주요대상원소에 대한 표준물은 시약급 표준시료와 증류수를 이

용하여 1L의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즉발감마선을 측정하 으며, 측정시간은 

50000초로 하 다.  비교적 감도가 좋은 Gd, Cd 그리고 Sm은 50 ppm 표준

용액을 제조하 으며, 그 외의 원소들은 1 M 표준용액을 제조하 다.

    표준물에 대한 즉발감마선 측정은 일반 전계수모드에서는 25%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동시계수모드에서는 25% HPGe 검출기와 

60% HPGe 검출기를 동시에 이용하여 측정하 다.  전계수모드와 동시계수

모드에서 검출기의 dead time은 20%가 초과 하지 않았다.

    Table 4-4에는 주요대상원소의 가장 감도가 좋은 대표 에너지에 대한 

gross peak area와 background peak area를 측정 감도(signal-to-noise 

ratio, S/N 비)와 함께 표시하 다.  중성자 핵반응 단면적이 비교적 큰 Cd, 

Gd, Sm 및 Cl와 같은 원소들은 좋은 감도를 나타내었으며, 단면적이 비교적 

작은 Ca, F, Mg, Si 등의 원소는 매우 낮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전계수모드에서 측정 결과를 동시계수모드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할 

때에 동시계수를 사용함에 따라 계수율이 평균 300배 정도 줄어들었지만 이

와 동시에 계측 바탕값의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Table 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S/N 비가 약 5배 정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중성자를 이용한 즉발감마선 측정법에서 검출한계는 아래에 표시한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DL =

3.29
     

√
dB/dt

Tc

S
 (g)

여기에서 dB/dt는 즉발감마선 바탕값을 cps로 나타낸 것이며, Tc는 측정시간

이고, S (=C/Tc·W)는 원소에 대한 측정감도로서 측정에너지에서의 peak 

area를 측정시간과 측정원소가 존재하는 무게(g)로 나눈 값이다.

    주요대상원소에 대한 검출한계는 Table 4-6에 나타내었다.  예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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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The signal to noise ratios for normal and coincidence 

measurements.

Sample Energy (keV) Gross Area Net Area Background S/N

Cl 1M (normal) 

1950.9 183330 30213 153117 0.1973

6110.9 41348 23581 17767 1.327

1164.7 306471 83137 223334 0.3722

Cl 1M (coin.)

1950.9 593 233 360 0.6472

6110.9 148 128 20 6.400

1164.7 1053 493 560 0.8803

Ca 1M (normal)
1942 149471 2964 146507 0.02023

6419.9 6265 417 5848 0.07130

Ca 1M (coin.)
1942 707 32 675 0.04741

6419.9 N.D. N.D - -

Mg 1M(norm) 3916.7 5457 147 5310 0.02768

Mg 1M (coin.) 3916.7 13 3 10 0.3000

Si 1M (normal)
3539.1 9439 447 8992 0.04971

4934.4 5440 484 4956 0.09766

Si 1M (coin.)
3539.1 26 11 15 0.7333

4934.4 N.D. N.D. - -

Gd 100ppm 

(normal)

1186.5 245570 19185 226385 0.08475

944 284324 17247 267077 0.06458

199.4 4583046 76826 4506220 0.01705

Gd 100ppm  

(coin.)

1186.5 1142 329 813 0.4047

944 882 199 683 0.2914

199.4 8745 161 8584 0.01876

Cd 50ppm 

(normal)

558.6 560094 17581 542513 0.03241

651.3 553843 4602 549241 0.008379

Cd 50ppm

(coin.)

558.6 3115 112 3003 0.03730

651.3 1759 67 1692 0.03960

F 1M (norm) 582.2 224017 621 223396 0.002780

F 1M (coin.) 582.2 1840 23 1817 0.01266

Sm 50ppm 

(normal)

333.4 1827313 68318 1758995 0.03884

439.4 989724 34913 954811 0.03657

Sm 50ppm 

(coin.)

333.4 9555 667 8888 0.07505

439.4 5849 431 5418 0.07955

B 1M (norm) 4443 5912 469 5443 0.08616

B 1M (coin.) 4443 N.D N.D - -

Al 1M(norm) 7723.9 1111 50 1061 0.04713

Al 1M (coin.) 7723.9 N.D 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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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The detection limits for normal and coincidence measurements

Sample dB/dt C(net count)
Counting  

Sensitivity(S)
DL(ppm)

Cl (normal) 3.06234 30213 0.017021 1512

Cl (coin.) 0.0072 233 0.000131 9510

Ca (normal) 2.93014 2964 0.001482 16990

Ca (coin.) 0.0135 32 0.000016 106840

Mg (normal) 0.1062 147 0.000121 39630

Mg (coin.) 0.0002 3 2.47×10-6 84270

Si (normal) 0.17984 447 0.000319 19540

Si (coin.) 0.0003 11 7.86×10
-6

32430

Gd (normal) 4.5277 19185 3.837 8.2

Gd (coin.) 0.01626 329 0.0658 28.5

Cd (normal) 542513 17581 7.0324 1541

Cd (coin.) 0.06016 112 0.0448 80.5

Sm (normal) 35.1799 68318 27.3272 3.20

Sm (coin.) 0.17776 667 0.2668 23.3

F (normal) 4.46792 621 0.000653 47570

F (coin.) 0.03634 23 0.0448 115850

B (normal) 0.10886 469 0.000869 5589

Al (normal) 0.02122 50 3.71×10-5 5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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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Sm, B, Cd 및 Cl의 검출한계는 ppm 수준의 결과를 얻었으며, 측정감도

가 비교적 나쁜 Ca, Mg, Si, F, B 및 Al의 원소의 검출한계는 %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Fig. 4-18에 나타낸 동시계수모드에서의 계측효율 보정곡선

에 보이는 바와 같이 높은 에너지 역에서는 계측효율이 일반 전계수모드

와 비교하여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4 MeV이상에서 즉발감마선을 내는 

B(4443 keV)와 Al(7723.0 keV) 등과 같은 원소는 동시계수모드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으며, Mg(3916.7 keV)와 같은 원소는 동시계수모드에서 매우 낮은 

효율을 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 검출한계에도 나쁜 향을 끼쳤다.

    동시계수모드를 사용하 을 때 전계수 측정과 비교하여 즉발감마선 바

탕값이 약 10-3배정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즉발감마선 계수율 또

한 줄어들기 때문에 Table 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S/N 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지만 즉발감마선 계측 절대값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출한계를 낮추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 다. (Table 4-6 참조)

   (4) 폭발물 및 화학작용제와 같은 고체 시료에 대한 사전 시험

    NIPS 측정시스템을 폭발물 및 화학작용제와 같은 위험품목의 비파괴 검

색에 응용하기 위하여 사전시험을 하 다.

    폭발물은 Table 4-7에 나타낸 바와 같이 H, C, O, N으로 구성된 Comp. 

B, HMX, PETN, RDX, TNT 등의 폭발물종류가 있으며, 또한 추가의 알루

미늄 성분으로 조성된 Tritonal을 예로 들을 수 있다.  화학작용제는 Table 

4-8에 보이듯이 Sarin, Soman, Tabun, VX, Mustard 등의 종류가 있으며, 

이들의 주성분은 C, H, O, N 이외에 F, P, S, Cl 및 As와 같은 원소로 이루

어진 것이 특징이다.

    폭발물의 사전시험으로 질소가 주성분인 melamine 시약에 대해 NIPS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얻었다.  질소의 즉발감마선

은 5269.2, 1884.8, 5297.9, 그리고 5533.4 keV에서 강한 peak를 보여주고 있

다. (Fig. 4-27 참조)  또한 화학작용제의 주성분중의 하나인 황(sulfur) 고체

시료에 대한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은 Fig. 4-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841.1, 

5420.5와 2379.7 keV에서 peak을 나타내고 있다.

    Melamine 및 황 고체시료에 대하여도 동시계수모드에서 즉발감마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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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Chemical compositions of explosives

Compositon Comp. B HMX PETN RDX TNT

H 2.5 2.7 2.5 2.7 2.2

C 24.5 16.2 19.0 16.2 37.0

O 42.8 43.2 60.8 43.2 42.3

N 30.4 37.8 17.7 37.8 18.5

chemical 

structure

Table 4-8. Chemical compositions of CW agents

Composition
Sarin

(GB)

Soman

(GD)

Tabun

(GA)
VX

Mustard

(H)

Mustard

(L)

H 7.1 8.8 6.8 9.7 5.0 1.0

C 34.3 46.2 37.0 49.4 30.2 11.4

O 22.9 17.6 19.8 12.0

N 17.3 5.2

F 13.6 10.4

P 22.1 17.0 19.1 11.6

S 12.0 20.1

Cl 44.7 51.3

As 36.1

chem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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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Prompt γ-spectrum of Me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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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Prompt γ-spectrum of sul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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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도시하고 전계수모드의 측정 스펙트럼과  Fig. 4-27 및 4-28에 비

교를 하 다.  앞서 언급한 수용액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계수장치의 

사용은 즉발감마선 바탕값 뿐만 아니라 계수율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오히려 일반적인 전계수 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폭발물이나 화학작용제와 유사한 시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실시간 측정용 NIPS 시스템을 구성하고 성능을 향상시킨다면 앞으

로 원자력 사회 친화기술로써 원자력기술이 국민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음을 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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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핵물질 농축도(U-235：1∼50％)에 따른 핵분열트랙 형태 변화 측정결과

는 핵사찰 시료 내에 존재하는 흔적량 핵물질의 농축도 감별에 직접 활용될 

수 있어 향후 swipe 핵사찰 시료의 screening에 적용 가능한 매우 우수한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이를 위한 크기별(1∼20 ㎛) 실리카 미세 입자의 제

조와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기술의 확보는 핵물질 입자 제조와 표준화를 위

하여 필수적인 중요한 선행연구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알파트랙 측정값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시료 표면에 균일

한 중성자 선속을 유지할 수 있는 multi dot plate의 고안과 주변 즉발감마선 

바탕 값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적 차폐방법인 동시계수법을 도입한 점은 창

의성이 돋보이는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미세입자 제조에 관한 다양한 예비시험을 통하여 균질 핵물질 입자(목

표값：1∼20 ㎛) 제조기술 확립하고 제조된 핵물질 입자 크기와 핵분열트랙 

형태 간의 상관관계를 유도하 으며, 미세입자 특성이 규격화된 농축도별

(U-235：1∼50％) 핵물질 입자를 제조하여 농축도에 따른 핵분열트랙의 상

관관계를 성공적으로 유도한 사실은 swipe 사찰시료 선별에 직접 활용이 가

능한 매우 우수한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본 기술은 다양한 현장시료에 대한 

적용시험과 국외의 선진 원자력 연구기관과의 상호 비교시험을 통하여 기술

의 우수성이 검증된다면 향후 IAEA가 주관하는 NWAL 가입이나 기술수출

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핵사찰 핵심기술이라 판단된다.

당해 단계에 확보한 핵물질 농축도 및 입자크기에 따른 핵분열트랙 형

태변화 측정결과는 현장 swipe 시료에 적용하여 시료 선별 가능성을 타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제조된 핵물질 입자를 규격화하여 IAEA를 비롯

한 핵사찰 분석기술을 개발 중인 원자력 선진국에 표준입자 및 선별기술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파트랙 측정법을 질량분석법과 비교 측정하여 방법간 편차(< 10％)

를 검증한 사실은 특기할 만한 뛰어난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중성자 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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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이용한 10B 알파트랙 측정기술은 보론 농도와 10B 농축도를 동시에 측

정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으며, 보론 농도와 농축도에 따른 신뢰성 있는 상

관관계를 얻었다.  특히,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알파트랙 감지를 위한 바

탕 값 감쇄를 위하여 고체 트랙 검출기를 카드뮴으로 감싸 반응 단면적을 

줄여준 점과 측정값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시료 표면에 균일한 

중성자 선속을 유지할 수 있는 multi dot plate의 고안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연구라고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알파트랙 측정기술은 질량분석법

과의 상호비교 측정을 통하여 방법간 편차(< 10％)를 검증한 바 있으며, 본 

기술은 최근 암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BNCT 측정기술

(PGAA)의 검증과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적 운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원자

로 냉각수 내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국내 최초로 확

립된 트랙검출 기술임을 확신한다.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한 252Cf 중성자 조사조건을 설정, 그리고 

Cl 즉발감마선의 규격화로 기존의 감마선 계측효율 에너지 역(< 3 MeV)

을 확대하여 광 역(< 10 MeV)의 감마선 계측효율 보정곡선을 확보한 점 

등은 특기할 만한 뛰어난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NIPS 측정시스템

의 산업체 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하여 동일 연구 분야의 IAEA CRP 과제

를 수행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한 점 등은 수행노력의 성실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TLD 판독용 
252Cf 중성자 선원을 

이용한 NIPS 예비 측정시스템을 구성하고 바탕 값 요인과 Cl 및 B의 특정 

즉발감마선을 확인하여 NIPS 시스템 구성의 가능성을 타진하 다.  또한, 

MCNP-4B 전산코드를 이용한 252Cf 중성자 조사조건 설정과 중성자 선원 

보관함의 설계, 그리고 중성자 및 감마선 차폐에 대한 모사 결과를 활용하

여 실제 NIPS 시스템을 구성한 점과 주변 즉발감마선 바탕 값을 줄이기 위

하여 전자적 차폐방법인 동시계수법을 도입한 점은 창의성이 매우 돋보이는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Cl 즉발감마선의 규격화로 기존의 감마선 계측

효율 에너지 역(< 3 MeV)을 확대하여 광대역(< 10 MeV)의 감마선 계측

효율 보정곡선을 확보한 점 등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특기할 만한 

뛰어난 연구결과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NIPS 측정시스템의 산업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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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검증을 위하여 동일 연구 분야의 IAEA CRP 과제를 수행하여 국제

적인 동향을 파악한 점은 수행노력의 성실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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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이용하고 물유리를 모 용

액으로 하여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는 기술은 마이크론 크기의 균일한 입자

를 제조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특히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이용한 입자제조 

기술은 임의의 성분이 입자 전체에 고르게 분포된 미세입자를 제조하기 위

한 목적에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세 실리카 

입자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미세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평가하

는 기술, 흡착방법을 이용하여 균일한 크기의 미세한 핵물질 입자를 제조하

는 기술, 핵물질 입자를 표준화하는 기술 등은 미세 핵물질 표준입자를 생산

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기술에 크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농축도별에 따른 

핵물질 미세입자 제조 및 입자 표준화 연구 개발결과를 통해 미확인 핵활동 

감시기술 및 흔적량 핵물질 검출기술의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사찰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핵물질 입자크기와 농축도에 따른 핵

분열트랙 변화 측정결과는 농축도와 입자크기에 따른 미세 핵물질 입자의 

규격화에 활용하여 향후 핵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swipe 시료의 선별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확보된 핵물질 표준입자는 

EC/JRC 산하 ITU 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그리고 일본 JAERI의 

관련 연구팀 등과 상호 비교시험을 추진하여 핵물질 표준물로써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보론의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알파트랙 검출기술 및 보론 동위원소 

비 결정기술 등은 BNCT 기술개발을 위한 PGNAA 측정결과의 검증과 원

전 냉각수내 보론 동위원소 비 측정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기술은 원자로 냉각계통 내에 적정량의 

붕산을 투입하여 냉각수내 보론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화학측정 기술로 활

용될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운 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대 국민이해를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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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핵반응을 이용한 알파트랙 

검출기술은 보론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 재질의 시편 내에 보론이 어떻게 분

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 및 정량에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수행내용에서도 제시한바 있듯이 수질시료의 보론 농도 및 농축도 결정과 

생체시료 내에 분포되어 있는 보론 동위원소의 확인과 정량에도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확보한 화학물질 검출을 위한 NIPS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폭발물 및 화학작용제의 성분원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이미 확

립한 중성자 열화 및 차폐기술을 이용하여 on-line NIPS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으며, on-line 시스템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향후 축적된 기술

의 실용화에 만전을 기한다면, 수출입 통제관련 세관, 군사 및 환경분야 등 

다양한 산업체 분야에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NIPS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소를 확인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지만, 향후 3년간의 

on-line 측정시스템의 설계 및 성능평가를 거쳐, 공항 및 항만에 대한 적용

성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2010

년 이후에는 on-line NIPS 측정시스템의 산업화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뉴욕 무역센터의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

적으로 총기류,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등에 의한 테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날로 크게 사회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 하에, on-line NIPS 측정시스

템을 개발하여 공항이나 항만 등의 검사대에 설치․적용함으로써 탑승객들

의 수화물에 대한 폭발물 및 화학작용제의 신속한 현장 검색이 가능케 된다

면, 이는 사회 친화적인 기술로서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대 국민 홍보 및 이

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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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NIPS(Neutron Induced Prompt-gamma ray Spectroscopy) system은 
252
Cf에서 자발

적으로 방출되는 중성자를 시료물질에 조사시켜 이때 방출되는 즉발감마선을 에너

지 분해하여 측정하며, 물질 고유의 특성에 따르는 에너지 spectrum을 측정하여 정

성․정량분석에 응용한다.  이 시스템에 감마-감마 동시계수장치를 이용하여 바탕 

값을 낮추고 시료의 측정한계를 낮추고자함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형적인 gamma-ray spectroscopy에 의한 복잡한 spectrum 

- photon peak, Compton scattering, escape peak 등에 기인하는 background를 현

격히 줄 일 수 있으며, 특히 다중의 붕괴선(energy)을 갖는 핵종과의 상호 간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differential 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를 이용함으

로써 붕괴시 두 개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종에만 해당하는 spectrum 을 얻음

으로써 주변 photo peak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trace analysis에 적용 할 수 있

다.

3.  시스템 구성 block diagram과 calibration 절차

 3.1  시스템 구성 block diagram

시스템의 구성은 Fig. 1에 보여주는 바와 같다.

 3.2  시스템의 교정절차 (CFD time pick-off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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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검출기 A와 검출기 B의 Energy spectrum이 MCB의 동일 channel에 나타나도

록 spectroscopy amp의 gain을 조절한다.

3.2.2 Timing coincidence를 위한 조절을 한다. (fast filter amp./CFD/TAC의 setting이 

이 부분에 해당 함) 

3.2.3  Coincidence 신호와 MCB의 gate를 동기화 시키는 조정을 한다.

3.2.4  필요한 energy 별로 window를 열어 (CFDD의 window 설정으로) 원하는 핵종

의 spectrum 만 얻도록 한다.

4.  모듈의 기능 

 4.1  660 two channel 5 kV bias supply

기존의 659와 동일한 성능으로 두개의 독립적인 5 kV Bias를 공급한다. (NIM 

Bin 의 여유를 위해 659 2개 보다는 더 좋다).

 4.2  HPGe detector A: GMX25190  Bias -3000V/FWHM1.77keV@1.33MeV

 4.3  HPGE detector B: GMX60P  Bias -3500V/FWHM 2.2keV@1.33MeV

 4.4  672 Spectroscopy amplifier (2 ea.)

Pulse height spectrum(energy spectrum)을 얻기 위한 amplifier이며, 각 검출기에 

한 module 씩 대응시킨다.

 4.5  919E MCB with gamma vision.

두 개의 검출기 에너지 spectrum 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측정하기 위해 4 

channel input과 16k ADC를 갖는 MCB를 사용한다.

 4.6  579 Fast filter amplifier (2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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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Ge 검출기로부터의 slow NIM signal을 timing 실험에 적용하기 위하여 fast 

NIM signal로 변형시키며, 적절한 증폭을 통해 CFD의 window setting을 편하게 

돕는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HPGe 검출기의 신호 자체가 Slow NIM signal이므

로 Base line을 통한 noise가 많이 들어온다.  이 noise 성분을 filtering하여 신호

만 증폭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4.7  683 differential 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 (2 ea.)

Time pick off 장치이며, fast filter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0.4 fraction으로 줄이고 

지연시켜 bipolar 형태로 변형시키며, zero crossing을 통과하는 모든 pulse (decay 

event)를 fast logic NIM signal로 출력한다.  이 모듈은 differential CFD로써 

ULD와 LLD를 통해 window를 구성 할 수 있는 SCA 기능도 가지고 있다.  입력

신호는 CFD 회로를 거치기 전에 SCA의 ULD와 LLD를 통해 만들어준 energy 

(pulse height) window를 통과하는 신호만을 처리하게 된다.

 4.8  DB463 delay

4개의 독립적인 0.5 ∼ 75 ns delay를 제공하며, 두 개는 각각 CFD의 delay에 이

용하고, 1개는 TAC의 stop 신호의 delay로 이용한다.

 4.9  567 Time to amplitude converter and SCA

Coincidence를 만들어 주는 핵심이며, Start 입력과 stop 입력 신호의 시간차만큼 0 

∼ 10 V 의 analog 신호를 만들어 준다.  시간차는 10 ns ∼ 2 ms 범위를 지정 할 

수 있다.  이후 이 신호는 내장된 SCA 에 전송되어 ULD - LLD에 의해 설정된 

window에 해당 신호만 통과시킴으로써 random coincidence를 제거 할 수 있도록 한

다.  이 장치 SCA의 구동방식은 위의 683 DCFD와 유사하지만 CFD의 window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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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선별용이고, TAC의 SCA는 동시발생한 사건의 시간 분포에 대한 선택이다.

 4.10  416A Gate & delay generator

Coincidence된 신호와 spectroscopy amp를 거쳐 MCB로 입력된 신호의 동기를 위

한 시간 지연을 제공한다.  통상 MCB에서 ADC conversion을 통해 걸리는 시간은 

수   μsec 이다.

5. 시스템 설정 및 신호처리와 확인 방법

 5.1  HPGe detector

5.1.1  Detector A와 Detector B는 portable LN2 dewar(gamma gage)에 연결하여 이동 

및 설치를 용이하게 구성한다.

5.1.2  각 검출기로부터의 cable 연결은 Table 1과 같으며 A와 B에서 나오는 신호를 

각각 연결한다.

5.1.3  작동 전에 충분한 냉각 시간이 요구되므로 사용전 최소한 8 시간 전에 액체질소

를 채워 넣고, 사용 중에도 약 3일 간격으로 액체질소를 채워 주어야한다. 

(Fig. 2 참조)

 5.2  Bias Supply

5.2.1  660은 5 kV Bias supply 2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듈로, 각각의 output 

에는 최고 5 kV 와 500V 까지 두개의 output 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연결하여

야 한다.  뒷면의 상단 (A output)중 왼쪽(뒷면에서 봤을 때)이 5 kV 이고 중

단은 B-output 단자이며, 최하 단은 Bias shutdown cable BNC이며 왼쪽이 

Detector A 용이고 오른쪽이 Detector B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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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검출기의 냉각이 충분히 되었다면, NIMBIN의 main power S/W를 On 시키고 

다음 660의 A/B의 전면에 있는 Toggle S/W를 On 위치로 올린 후, 빨간색 

reset button을 1회 누르면, 중단의 On LED가 켜진다.  이후 중앙의 POT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원하는 H.V를 setting하면 된다.  중앙의 Bar LED display

는 한 bar가 500V를 의미하고, POT의 안쪽 눈금은 1000V를, 10단위 눈금은 

100V를 의미한다.

5.2.3  사용 전 주의 할 점은, 작동 전에 POT Dial 을 반드시 0 점에 위치 시켜야 한

다.

5.2.4  A 검출기는 -3000 V 이고, B 검출기는 -3500 V 이다.

5.2.5  Polarity 변화가 필요한 경우, 모듈의 왼쪽 판넬을 열고 board 위에서 점퍼 변경

을 해야 한다.

 5.3  Fast filter Amplifier

5.3.1  579의 setting 은 Table 2와 같다.

5.3.2  Coarse gain과 fine gain을 조절하여 output의 height를 -2.5 V 미만으로 맞춘

다.  이는 다음 신호처리 장비인 CFD의 입력 범위가 0 ∼ -2.5 V이기 때문이

다. (Fig. 3 참조)  예로, Co-60의 1.33 MeV peak을 1.33 V가 되도록 gain을 

조절하면 CFD에서 window 설정으로 0 ∼ 2.5 MeV 대역을 선별할 수 있다. 

(Fig. 3 참조)

5.3.3  실험 사례로 볼 때, filter 부분의 INT(Rise time) 조절은 timing resolution 

(coincidence circuit performance)에 크게 향을 준다.  기본적으로 빠를수록 

(작은 숫자) 좋으나 이를 out(= 5 ns)으로 설정하면 scope로 파형 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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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므로 본 실험에서는 10 ns로 설정하 다.  다음 그래프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diff. settting은 크게 향을 주지 않으므로 200 ns 을 설

정하 다.

5.3.4  입력신호의 반전은 필요치 않으므로 non-Inverting mode로 두었고 (P-type 

detector 라면 inverting 시켜야 함) clip 기능 역시 필요치 않으므로 연결하지 

않았다.

5.3.5  실제로 두 개의 검출기로부터의 신호나 자체 579의 gain 특성도 완전히 일치하

지는 않으므로 두개 579의 setting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상할 수

도 있으나 실제의 579 output을 scope로 확인한 후 각각의 Pulse height를 

CFD의 ULD와 LLD에 적용했으므로 실험 setting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test run 이후 실제 응용에 적용 할 때에는 원하는 peak (energy)를 쉽게 선별 

할 수 있도록 579 의 fine gain 을 조절하여 에너지와 pulse height 및 

ULD/LLD와의 대응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fine gain 값은 실제 

응용에 따라 재 조정이 필요하다. (Fig. 4 참조)

 5.4 Differential 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

5.4.1  579 output을 683의 IN BNC에 연결 - 50 ohm BNC(RG-58)를 이용한다.

5.4.2  본 test run에서의 setting 값은 Table 3과 같다.

5.4.3  Coincidence circuit에서 각 event를 timing pick off 하는 가장 중요한 모듈로서 

검출기로부터 검출된 각 입력 신호(전리방사선)를 동시계수회로에서 인식 할 

수 있는 Logic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로 본 장치의 가장 중요한 setting은 Z/C 

ADJ로 표시된 Walk의 조절을 통한 zero crossing을 한 점으로 몰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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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이다.  683 모듈은 active pulse shaping 방식의 output을 제공하므로 다

음의 방법으로 한다.

5.4.3.1  INSP output BNC를 scope의 Ch 1 input에 연결.

5.4.3.2  BLD POS output BNC를 scope의 trigger input(Ext)에 연결.

5.4.3.3  Scope의 trigger mode를 external로 설정하고 파형 관찰. -400 mV 정도의 

logic pulse를 확인해야 한다. (Fig. 5 참조)  본 test run에서는 analog 

oscilloscope의 time resolution이 100 MHz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지만, 

200 MHz digital oscilloscope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 다.

5.4.3.4  Walk 가 조절되기 전의 상태 a 마치 Positive Logic signal처럼 보인다.

5.4.3.5  Walk가 진행 중인 상태 positive Logic signal이 base line을 중심으로 반전되

는 모양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 참조)

5.4.3.6  Walk가 조절된 상태 negative logic signal을 확인 할 수 있으며, scope의 

external triger(BLD neg. output)와 동기화 되어 불규칙하게 보이던 신호가 

trigger 되었다. (Fig. 7 참조)

5.4.4  ULD /LLD의 setting은 579의 pulse height를 analog oscilloscope로 관찰하면서 

Co-60의 1.33 MeV와 1.17 MeV에 해당하는 pulse height를 측정 후 이를 

CFD의 SCA window 설정에 적용하 다.  즉 A 검출기로부터의 1.33 MeV는 

약 1 V 정도, B 검출기로부터의 1.17 MeV는 0.95 V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이

를 10 turns potentiometer가 지원하는 0 ∼ -2.5 V 범위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금 여유 있게 설정하 다.

5.4.5  Delay의 설정이 다른 이유는 저효율(10∼30％) 검출기의 경우 CFD와 사용시 



- 228 -

방사능 계측기술 절차서
 문서번호:
 제정일자:2003. 3.28.

 개정일자:    .  .  .

 개정번호:     0

 쪽 번 호:    8/32감마-감마 동시계수장치 기술

       26 ns를 추천하며,  고효율 검출기(40％ 이상)는 좀더 길게 주는 것이 좋으므

로 28 ns 정도로 설정하 다.  본 CF delay 의 설정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

여 최소의 time resolution 을 얻는 값을 구해야 하지만 이는 상당히 시간 소

모적이므로 본 test run 에서는 기존 실험사례를 기준으로 설정하 다.

5.4.6  CF-SR selection을 SR로 놓은 것은 HPGe 검출기를 Timing 실험에 이용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slow rise time을 갖는 pulse (high energy 또는 cosmic 

ray에 의한)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이는 특히 고효율 검출기에서 더욱 심하

다. 

5.4.7  각 output 파형은 Fig. 8과 같다.

5.4.7.1  BLD positive output - 50 ohm terminator 사용하지 않았을 때 signal의 echo 

현상에 따른 damping effect가 나타난다.

5.4.7.2  SCA negative output with 50 ohm terminator.

Terminator의 효과로 damping effect 가 현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실

제 보다 pulse height 가 조금 줄어든다.  Oscilloscope의 input impedance를 

50 ohm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Fig. 9 참조)

 5.5  Time to Amplitude converter

5.5.1  567은 검출기 A와 B로 입사된 각각의 gamma ray (여기서는 Co-60 의 1 

decay 시에 거의 동시로 방출되는 1.17 MeV 와 1.33 MeV)를 567 이 제공 할 

수 있는 시간 역인 10 ns부터 20 ms 범위에서 측정되면 이를 동시에 발생

한 것으로 감지하고 MCB 의 gate를 열어줄 pulse 1개를 발생시킨다.

본 실험의 setting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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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A channel 신호와 B Channel 신호의 coincidence는 수십 ns 범위에서 이루어 졌

으며 (TAC의 전체 start-Stop 시간 간격을 500 ns으로 주었을때 대부분의 

TAC output은 1 V 전후의 pulse height를 갖고 나타났다) 이의 분해능 확인을 

위해 nano second delay DB463(1/4)을 이용하여 50 ns의 시간지연을 stop 신호

에 주고 이 동시계수 peak의 이동을 확인하여, MAETSTRO program에서 X- 

축을 시간축으로 교정 후 FWHM을 확인한 결과 약 18 ns의 분해능을 얻었다.

5.5.3  또한 50 ns의 시간 지연 후에도 true coincidence는 2-3 정도의 pulse height 분포

를 보이므로 random coincidence를 최소화하기 위해 SCA의 window 설정을 0.1 

V부터 5 V 범위로 제한하 다. (Fig. 10 참조)

5.5.4  567의 TAC output은 A와  B channel의 coincidence timing이 잘 설정되었는지 

판단하는 척도로 time resolution 측정용으로 사용하며, 이 점검 후에는 SCA 

output을 다음 단계인 gate & delay generator의 입력으로 보낸다.

5.5.5  Time resolution의 측정은, 567의 TAC output을 MCB input에 바로 넣어 gate 

off mode로 측정하면 된다. Nanosecond delay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계측하다 

acquisition-stop 상태에서 DB463의 한 channel을 이용하여 50 ns delay를 주고

서 acquisition-start 하면 50 ns만큼 지연된 다음 peak의 우측에 나타나는데 이 

두 peak을 0 ns 과 50 ns로 two point calibration 하면 FWHM 정보를 쉽게 확

인 할 수 있다.

 5.6  Gate and delay generator

Timing circuit를 거쳐 MCB의 gate를 열어줄 신호와  spectroscopy amplifier를 거

쳐 MCB의 입력으로 들어온 신호의 동기 확인을 위해 pulser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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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r output을 BNC Tee로 분기시켜 두 경로로 보낸 후 MCB를 coincidence 

mode로 측정을 시작하 다.  이후 416A의 delay를 계속 변경하면서 pulse output 

을 출력하는 시간을 찾았으며, 본 실험에는 48.4 μsec의 시간 지연이 필요함을 확

인했다. (Table 5 참조)

 5.7 Spectroscopy Amplifier

5.7.1  실제 에너지 spectroscopy를 위한 신호는 본 amp.를 거쳐 Multi channel buffer

의 input으로 전해진다.  편의상 검출기 A는 input 1로, 검출기 B(GMX60％) 

는 input 2로 입력 시켜 MAETSRO program 상에서 MCB selection 하며 번

갈아 측정했다.

5.7.2  Spectroscopy amplifier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증폭이다.  본 증폭이 얼마냐

에 따라 전체 측정 energy 범위가 정해진다.  본 test 실험에서는 0 - 2.5 

MeV 범위를 측정하므로 coarse gain을 약 50에 다 설정했지만 0-10 MeV 범

위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coarse gain은 10 정도로 줄여야 할 것이다.  즉, amp

의 setting 도 실제 실험에서는 재 설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gain 특성 외에 

기본적인 구성은 Table 6과 같다. (Fig. 11 참조)

 5.8  Multi channel Buffer

검출기 A 와 검출기 B에 의해 동시 계수 된 신호와 동기 되었을 때만 입력된 신

호를 처리하여 counting 한다.  이 setting은 H/W 에서 하지 않고, MCB emulation 

program 인 MAETSRO 상에서 MCB property를 설정하도록 한다. Gate off / 

Coincidence / Anti Coincidence mode 의 3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919 

MCB는 input이 4개이지만, 1개 channel 만이라도 설정을 바꾸면 나머지 3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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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한 mode가 된다.

 5.9  Nanosecond delay (or Delay box)

CFD delay 와 TAC 의 stop 신호 지연을 위한 nano second delay를 제공하며, 위

에서 이미 언급했다. Cascade type 이며 IN (delay in) 방향으로 sliding S/W 을 

움직이면 IN - Output 간에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1 channel로 0 ∼ 63.5 ns 범

위를 독립적으로 0.5 ns 단계로 줄 수 있는 데, 더 긴 시간 지연이 필요 하면 4개 

channel을 cascade 하면 된다.

 5.10  Emulation program

MAESTRO(ORTEC, EG & G) 또는 Gamma Vision(ORTEC, EG & G)을 이용했

으며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manual 을 이용한다.

6.  Performance 및 확인

 6.1  Gate-off general energy spectroscopy system

Fig. 12 참조.

 6.2  Time resolution spectrum

Fig. 13 참조.

 6.3  Full energy window set - coincidence gating energy spectrum

Fig. 14 참조.

 6.4  Coincidence gating energy spectrum

Fig. 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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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10 MeV 검출 응용을 위한 시스템 setting 변경 및

    performance.

 7.1  0∼10 MeV 역 측정을 위한 시스템 setting 변경.

Table 7 참조.

 7.2  CFD-SCA 의 ULD/LLD 의 에너지 교정 방법.

본 실험의 목적은 1차적으로, 단일 핵종(Neutron activation 된)으로부터 동시 붕

괴하는 gamma peak 들 중에 대표 두개 peak 을 선별하여 A, B channel로 각각 

측정 한 후 이를 시간상으로 동기화 시켜 coincidence 측정하는데 있다.  즉, 단일 

핵종으로부터의 동시 붕괴시 발생되는 peak 만을 측정하고, 다른 핵종으로부터 나

타나는 peak 은 시간적으로 동기성이 (약 250 ns 범위) 없다고 가정하여 두개의 

다른 핵종이 존재하더라도 단일 핵종에만 관련된 peak들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CFD 의 SCA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에너지의 peak 만을 처

리하도록 ULD 와 LLD 의 dial setting 값을 gamma energy 로 대응(교정) 시켜

야 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CFD 의 원리를 잘 이해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discriminator와 같이 입력 pulse height만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즉, CFD는 입력신호를 일정비율(683 은 0.4)로 줄여서 반전시킨 후, CFD 

delay (여기서는 24 ns 와 28 ns) 시켜서 원래의 입력신호와 합치면 bipolar 형태

처럼 신호를 변화 시킬수 있고, 이때 Zero점을 지나는 순간에 한 개의 검출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신호의 waveform 이 실제 검출기와 다르다면 pulse 

height는 동일하더라도 CFD에서 처리되는 동안 변화되므로, 일치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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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Pulse height) 와 CFD-SCA window의 대응성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업한다.

7.2.1  CFD SCA window 와 energy 대응 표를 기준치로 잡는다. (Table 8 참조).

7.2.2  Pulser(480)의 output을 HPGe 검출기의 파형과 유사하게 rise time을 조절한 후  

579 의 input으로 입력 

7.2.3  579의 output을 oscilloscope로 측정하여 -5 V로 setting 한다.

7.2.4  이 신호를 CFD의 input에 전송하고 CFD window의 ULD를 10.00 에 위치시킨다.

7.2.5  Pulser의 amplitude를 하향시키면서 CFD SCA output이 출력되기 시작하는 

height 를 찾는다.

7.2.6  이때의 579 output을 oscilloscope로 측정하여(이때는 50 ohm terminator를 사용

하지 않음) 최대 pulse height를 측정하여 CFD의 ULD dial 값의 최대치를 구

한다.

7.2.7  CFD A는 ULD 10.00이 -4.08 에 해당하며, CFD B는 -3.66 V임을 확인한다

7.2.8  이로써 대략적인 분포를 유추 할 수 있으므로, 교정시 사용 한 Na-22의 511 

MeV peak 와 Co-60의 1.33 MeV peak에서 gain(579)을 조절하여, output 값

이 oscilloscope로 측정하여 각각 200 mV 와 530 mV가 되도록 setting 한다. 

7.2.9  이로써 에너지와 pulse height의 교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후 CFD dial 과 

energy와의 대응성을 찾으면 된다.

7.2.10  하지만 pulse height와 dial의 setting 값이 1차 함수로 대응하지 않음을 확인하

으나, 몇몇 주요 peak의 할당값을 일일이 측정하여 CFD actual 값을 산출

했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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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만약 Cl 의 prompt gamma peak 중 대표 energy 인 1763 keV를 위해 CFD 

window setting 을 한다면, Table 8 참조)하여 대략적인 amplitude 값이 약 

700mV가 됨을 알 수 있다. (실제 에너지 값을 2500으로 나누면 amplitude를 

대략 산출 할 수 있다.)

7.2.12  Pulser의 output을 579 input에 넣고, 579의 output이 -700 mV가 되게

(oscilloscope로 관찰) pulser의 height를 조절한다.

7.2.13  위의 -700 mV ∼ 579 output 을 CFD input에 넣고, CFD의 SCA POS output 

을 oscilloscope로 연결한 후 ULD의 dial을 1.35에서 2.0 근방에서(이는 표를 

보고 대략 값을 유추 할 수 있다.) 조절하면서 5 V logic signal 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면 된다. 

7.2.14  이 dial 값이 결국 Cl- 1763 keV 값에 해당하며 실험적으로 1.58이 됨을 확인

했다. 

7.2.15  실제로는 1763 keV 에 해당하는 1.58 dial 값은 peak 의 값이며, gaussian 분

포를 따르는 ROI 에 대해 window를 선택해야 하므로 1.58 + (+/-) 0.20 을 

ULD와 LLD 값으로 선택했다.  (이상적으로는 FWHM의 3배를 지정하기를 

추천하지만, 이는 oscilloscope의 분해능 자체가 이를 따르지 못하므로 delta

를 충분히 잡았다).

7.2.16  기타 필요한 에너지는 상기의 작업으로 산출하면 된다.

7.2.17  위의 setting으로 Na-22 (0.5 μCi, disk)와 Co-60 source(0.9 μCi, disk)를 

sandwitch로 측정하여 coincidence counting rate (full window) - 460 cps, 

Co-60 1.33 MeV의 ROI에 대해 (1.17 MeV와 1.33 MeV window) -0.5 cps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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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효율을 얻었다. (Fig.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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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ector Cable(from preamp.) 연결 단자

Bias shutdown(파란색 라벨) 660-각각의shutdown BNC

Output 1 672 - input BNC

Output 2 579 - input BNC

9 pin D-sub connector 672 9 pin connector

Table 2

Function
A Channel

(Output2)
B Channel

Coarse gain 25 25

Fine gain 1.0 1.0

Integral filter → rise time을 조절 10 10

Differential filter → decay time을 조절 200 200

Toggle →  polarity 변화 Non Inv(위로) Non Inv(위로)

Clip → Cable delay(실제의 2배)와 

gain을 1/2로 줄인다
No clip No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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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unction
A channel

(1.33 MeV of Co-60)

B Channel

(1.17 MeV of Co-60)

Threshold 0.20 0.20

ULD 4.10 4.00

LLD 3.70 3.60

Delay (50 ohm BNC) 26 ns of DB463 28 ns of DB463

CF-SR Toggle S/W SR SR

ULD On/Off Toggle On On

Dead time update Toggle N (normal) N(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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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ange 50

Multiplier 10

SCA window 5.0

SCA Lower level 0.1

Strobe Toggle INT

Start & Stop의 Toggle Anti

TAC output Toggle TAC inhibit

Start input BNC A Channel 의 683 - SCA Neg. output

Stop input BNC
B Channel의 683 SCA Neg. output →1/4 DB463

In → 50 ns delay → 1/4 DB463의 output과 연결

Table 5

Delay dial 4.4

Multiplier 11 μsec

Amplitude 5V  - factory set

width 0.4 μsec - factory set

Input POS-from 567 SCA output BNC

Output POS-to 919 MCB - gate Input



- 239 -

방사능 계측기술 절차서
 문서번호:
 제정일자:2003. 3.28.

 개정일자:    .  .  .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32감마-감마 동시계수장치 기술

Table 6

coarse & fine gain 임의로 설정

Uni Shaping Gaussian

PZ Auto- 이후 button 1회 누름

BLR rate Auto

Shaping time
6 μsec or 3 μsec (Deadtime 이 30% 를 

넘으면)

Input mode Norm - Neg.

Input BNC Norm

Output Uni polar to MCB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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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odel Function Value or Selection Remark

579-A Channel

Coarse gain 50 1/5 attenuated

Fine gain 11시 방향(E)

INT Out

Diff 500 ns

683-A Channel

Threshold 0.10

ULD 1.26 For 1.17 MeV

LLD 0.96

CFD delay 24 ns

579-B Channel

Coarse gain 50 1/5 attenuated

Fine gain 1시 방향(N)

INT Out

Diff 500 ns

683-B Channel

Threshold 0.10

ULD 1.30 For 1.33 MeV

LLD 0.90

CFD delay 28 ns

567 TAC
Time range 50 ns X 10 Stop delay: 52 ns

SCA 5.0 - 0.20

416A GDG Delay 4.4 x 11 μsec

672 Amp-A
Coarse Gain 10

Fine Gain 8.88

672 Amp-B
Coarse gain 10

Fine gain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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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FD SCA window 와 energy 대응 표

Amp Voltage
(V)

Energy(keV) CFD Dial
(rough)

CFD A
(Actual)

CFD B
(Actual)

0.00 0.00 0.00

0.10 250.00 0.25

0.20 500.00 0.50

Anihil. 0.204 511.00 0.51

0.30 750.00 0.75

0.40 1000.00 1.00

Co-60 0.469 1173.24 1.17

Cl-peak 0.488 1219.50 0.98

0.50 1250.00 1.25 1.08

Na-22 0.51 1274.00 1.27

Co-60 0.533 1332.50 1.33

0.60 1500.00 1.50 1.35

0.70 1750.00 1.75

Cl-peak 0.705 1763.30 1.58

0.80 2000.00 2.00

0.90 2250.00 2.25

1.00 2500.00 2.50 2.39 2.54

1.10 2750.00 2.75

1.20 3000.00 3.00

1.30 3250.00 3.25

1.40 3500.00 3.50

1.50 3750.00 3.75

1.60 4000.00 4.00

1.70 4250.00 4.25

1.80 4500.00 4.50

1.90 4750.00 4.75

2.00 5000.00 5.00 4.94 5.30

2.10 5250.00 5.25

2.20 5500.00 5.50

2.30 5750.00 5.75

2.40 6000.00 6.00

2.50 6250.00 6.25

2.60 6500.00 6.50

2.70 6750.00 6.75

2.80 7000.00 7.00

2.90 7250.00 7.25

3.00 7500.00 7.50 7.30 7.74

3.60 9000.00 9.00

3.66 10.00

3.70 9250.00 9.25

3.80 9500.00 9.50

3.90 9750.00 9.75

4.00 1000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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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HPGe based γ-γ coincidence energy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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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Detector Output 1&2의 typical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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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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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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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g. 6



- 247 -

방사능 계측기술 절차서
 문서번호:
 제정일자:2003. 3.28.

 개정일자:    .  .  .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32감마-감마 동시계수장치 기술

           

Fig.7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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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Fig. 10 < TAC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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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 672 Amp. Output - 6 μsec Shaping time & Gaussian>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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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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