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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사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감마선원들에 대하여, 선원

자체 부피에 의한 기하학적 효과와 검출기의 구조, 그리고 이들의 배치 방

법 및 주변 매질에 의한 감쇠효과를 반영하여 전 에너지 흡수 피크 검출효

율(Full energy absorption peak efficiency, 이하 검출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감마선 분광 분석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입체각(Effective solid angle)의 개념을 이용하여 동

일한 기하학적 구조와 매질을 갖는 표준부피선원의 측정 없이 비교적 간단

한 과정을 거쳐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효입체각코드(ESA

code)를 검증하였다. 코드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표준점선원 및 표준부피선

원 측정 실험을 수행 하였다. 기하 구조를 구성하는 변수들이 검출효율 전

산모사 및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질, 부피, 형태

의 표준부피선원을 준비하였다. 상대효율 17 %의 p-type HPGe 검출기와

상대효율 32 %, 63 %의 n-type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표준선원들의 검

출효율을 결정하였다. 표준점선원의 측정 결과를 유효입체각코드에 입력하

여 실험에 사용한 표준부피선원과 동일한 구조 및 매질에 의한 효과를 반영

한 값으로 변환하고 유효입체각과 검출효율을 계산하였다. 검출효율에 대한

실험 결과와 코드 계산 결과의 비교를 통해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을 확인

하였다.

주요어 : 유효입체각, 감쇠효과, 검출효율 부피감마선원

학 번 : 2013-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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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감마선 분광분석을 이용한 시료 내 방사능 결정에 있어서 방사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진 표준점선원의 경우, 실험적으로 검출

효율(detection efficiency)을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기서 검출효

율이란 전 에너지 흡수 피크 검출효율(full-energy absorption peak

efficiency, 이하 검출효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환경시료나 방사성폐기물시

료와 같은 방사화 분석의 대상들은 방사능이 낮아 다량의 시료를 녹여 선원

을 제작해야 하는 필요성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와 부피를 갖게

되므로 부피에 의한 기하학적 효과의 반영이 필요하다. 실험의 수행을 통한

부피선원의 검출효율 결정과정에서는 정확히 검정된 다양한 형상과 조성의

표준 감마선원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검출기와 방사선원의 정밀한 배치

와 세밀한 실험환경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기하학적 조

건에 대한 효율 검정을 매번 수행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유효입체각을 이용

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피방사선원의 피크효율을 결정할 수 있는 유효

입체각코드가 개발 및 연구되었다(1-3).

유효입체각이란 감쇠효과를 고려하여 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이

검출기로 입사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유효입체각코드는 이러한 유효입체각

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방사성 시료와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

매질로 제작된 표준부피선원 없이도 반 실험적 방식으로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드이다. 본 코드는 부피선원의 효율 보정과 자체 감

쇠효과 반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검출기 결정(Ge crystal) 인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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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정 내부에서의 감마선 감쇠효과를 반영한 유효입체각의 변화를 계산하

고 이에 따른 검출효율을 결정한다.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표준부피선원과 표준점선

원을 측정하고 검출효율을 결정하였다. 유효입체각코드를 이용하여 표준점

선원의 검출효율을 표준부피선원의 형상 및 매질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변환

하였고, 실제로 측정한 표준부피선원의 검출효율과 비교 평가 하였다. 위의

과정은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IAEA 표준점선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에서 제작 및 인증한 표준부피선원(CRM)이 측정에 사용되었다. 코

드의 성능을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450ml와 1000ml의 마

리넬리비커와 1000ml 원통형비커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하여 10가지 혼합 핵

종을 액상과 고상의 HCl 0.1 Mol에 녹여 다양하게 제작된 표준부피선원을

사용하였다. CANBERRA 社의 상대효율 17% p-type HPGe 검출기와

ORTEC 社의 상대효율 32%, 63% n-type HPGe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자

연 방사선 백그라운드를 배제하기 위하여 납과 구리로 제작한 차폐체 내부

에 감마선 계측 시스템을 구성하여 효율 검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들의 스펙트럼 분석과 피크 면적의 결정에는 서울대학교 응용핵물리

연구실에서 개발해 온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인 HyperGam(4) 을

이용하였다.

측정 결과와 유효입체각코드의 계산으로 결정한 검출효율 차이의 정량

적 비교를 통해 선원의 매질, 부피, 형태 및 측정 거리와 검출기의 효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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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volumetric source

efficiency through experiments an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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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1. 감마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감마선의 물질과의 상호작용중 대표적인 3가지는 광전효과

(photoelectric absorption), 컴프턴산란(Compton scattering) 그리고 전자쌍

생성(pair production)이다. 광전효과는 입사한 감마선이 원자의 궤도전자에

전체 에너지를 전달하고 소멸할 때,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궤도에서 이탈하

여 광전자(photoelectron)가 생성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감마선의 에너지가

입사물질의 전자 결합에너지와 비슷할 때 광전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즉, 수십 ~ 수백 keV 정도의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일어나며 물

질의 원자번호가 클수록 발생 확률은 증가한다. 감마선이 전체 에너지를 검

출기에 주었을 때 발생하는 전-에너지 흡수 피크는 대부분 광전효과에 의

해 생성된다.

컴프턴산란은 감마선이 자유 전자 1개와 충돌하여 부분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되튐(recoil) 전자를 생성하고, 에너지가 낮아져 진행방향이 바뀌어

산란되는 현상이다. 이때 산란되는 광자가 또다시 광전효과를 일으키면서

전-에너지 흡수 피크에 기여하기도 한다. 컴프턴산란은 수백 keV ~ 수

MeV의 중간 에너지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발생한다.

전자쌍생성은 감마선이 원자핵 근처를 통과할 때 강한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소멸되고 음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전자가 주위 음전자와 결합하여 소멸감마선으로 전환되면 또다시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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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부는 전-에너지 흡수 피크에 기여를 한다. 일련의 과

정들은 입사된 감마선의 에너지가 전자쌍의 정지질량 에너지인 1.022MeV를

초과할 때 가능하며, 반응을 일으키고 남은 여분의 에너지는 생성된 전자쌍

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따라서 전자쌍생성은 수 MeV 이상의 에너지 영

역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방사화 분석에서 주로 다루는 환경 시료 등에 포함된 방사

성 동위원소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수 keV ~ 수백 keV 영역에

분포하고 있고 최대 2 MeV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인 시료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감마선과 물질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광전효과라고 볼 수

있다. 컴프턴산란의 경우 되튐 광자의 에너지가 낮아서 다시 검출기 결정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에너지 흡수 피크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

이 높고, 전자쌍생성 효과는 관심 에너지 영역에서 발생할 확률이 낮다. 이

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에너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광전효과,

컴프턴산란 그리고 전자쌍생성 효과에 의해 생성된 피크를 합하여 전-에너

지 흡수 피크로 가정하였다.

2. 감마선의 감쇠효과

감마선은 물질을 통과하면서 산란 및 흡수와 같은 상호작용에 의해 그

세기가 감쇠된다. 즉, 감마선이 I0의 세기로 매질에 입사하고 거리 t를 진행

한 후의 세기 I를 나타내면 아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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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때 μ는 선형 감쇠계수(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라고 하며, 광전 흡

수, 컴프턴산란, 전자쌍생성에 의한 감쇠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감

마선의 감쇠는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 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과 물질의

밀도를 반영한 질량 감쇠계수(mass attenuation coefficient)를 사용할 수 있

다.

감마 부피선원에 대한 검출효율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때 감

쇠를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로는 선원 자체 차폐효과(self-shielding)에 관여

하는 감마부피선원, 선원-검출기 사이의 공기층(매질층), 검출기 Ge 결정과

이를 둘러싼 검출기의 구조 물질들이 있다. 식 2-1을 이용하여 부피선원에

서 생성된 감마선이 검출기에 검출될 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

  ×
×

×
det det ×

detdet (2-2)

감마선이 선원, 매질, 검출기에서 감쇠되지 않고 검출기에 도달하여 검출될

확률은 
로 표현할 수 있고, 검출기 Ge 결정에 흡수되는 경우는


detdet로 표현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모두 반영하여 최초 감마선

세기 I0에 곱해주면 부피 감마선원에서 발생한 감마선이 감쇠되지 않고 검

출기에 도달하여 검출되는 경우의 검출확률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감마선

이 통과하는 경로상의 물질들에 의한 감쇠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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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자의 개수가 달라지고 이는 실제 계측 환경을 반영한 피크 면적을 결

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검출효율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시료의 부피, 형태, 밀도, 화학종에 대한 감쇠계수를 계산과정에 반

드시 반영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검출기 주변 구조물질로부터의 감마선

산란을 최소화 하여 축적인자(buildup factor)는 무시할 만한 것으로 간주하

였다.

3. 유효입체각 및 효율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 검출기 지름, 방사선원의 부피효과 등에 의

해 검출기 입사면에서 입체각(solid angle)의 변화가 생기고 이는 검출기 내

부에서의 경로길이(path length) 차이를 유발하여 검출효율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검출효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원과 검출기의 거리가 가까운 부피

선원일수록 입체각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입체각과 효율의 관계를 명

확히 해야 한다.

가. 유효입체각

기하학적 입체각()이란 선원으로부터 등방적으로 방출되는 감마선이

검출기로 입사하는 면적을 의미하며, 이 입체각에 앞서 정리한 감쇠효과를

고려한 것이 유효입체각( )이다. 점선원-원통형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d,

검출기 반지름을 a라고 할 때, 기하학적 입체각의 수식(5)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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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그림 2-1과 같이 임의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부피 선원에 대하여 선원-

검출기 및 인접 흡수체 등에서의 감마선 감쇠를 고려한 유효입체각을 식

(2-4)(6)에 나타내었다.







 cos
 (2-4)

Gatt는 선원-검출기 크리스탈 사이에 놓여 있는 공기 및 인접 물질들에서의

감마선 감쇠를 나타내는 감쇠인자이고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1).

  exp
  



 (2-5)

 = 탄성산란을 제외한 i번째 인접 물질의 감쇠계수

 = 각 물질에서의 감마선 행정

Heff는 검출기에 입사한 감마선이 이탈하기 전까지 검출기와 상호작용 할 확

률을 나타내는 효율인자로서,

 ex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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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alculation of the effective solid angle for

an arbitrary shap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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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성산란을 제외한 검출기 물질의 감쇠계수

 = 검출기내 감마선 행정

식 (2-4) ~ (2-6)의 방법으로 표준점선원 및 부피선원에 대하여 유효입체각

을 계산할 수 있다. 위의 식으로 계산한 점선원과 부피선원의 유효입체각비

는 표준점선원의 검출효율을 관심 부피선원의 검출효율로 변환하는데 사용

된다.

나. 검출효율

광자가 선원으로부터 입체각 안으로 입사하고, 선원-검출기 크리스탈

인접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검출기 크리스탈에 도달하여 계수될 때 전-

에너지 흡수 피크가 생성된다. 따라서 전-에너지 흡수 피크 효율의 계산 시,

선원-검출기 사이의 입체각과 감쇠효과의 반영이 필요하고 입사된 광자 에

너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방사선의 광자가 검출기에 검출될 때 광자 1

개당 1개의 출력신호가 생성되는데 고유효율의 경우 검출기에 기록된 신호

의 개수를 검출기에 입사된 방사선 개수로 나누어 결정하므로, 검출기의 재

료, 입사 방사선 방향의 검출기 두께에 영향을 받는다. 절대효율은 검출기에

기록된 펄스의 개수 선원에서 방출된 방사선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검출기

특성, 선원-검출기 거리 및 배치에 영향을 받는다(5). 절대효율을 고유효율에

기하학적입체각을 곱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선원에서 방출된 방사선 개수를 N0, 검출기에 입사된 방사선 개수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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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2-7)

검출효율과 기하학적적 입체각은 비례관계임을 식 (2-7)을 통해 알 수 있고

이를 기본으로 점선원과 부피선원에 대하여 효율과 입체각 사이의 관계를

유도하면 아래와 같다.

 

 



(2-8)

식 (2-8)을 변환하여 점선원의 효율에 점선원과 부피선원의 입체각의 비를

곱하여 부피선원의 효율을 구하는 식을 결정하였다.

  ×


(2-9)

식 (2-9)에서 감쇠효과를 고려하여 유효입체각에 대한 효율을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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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3 -

Ⅲ. 시스템 구성 및 측정

감마선원의 부피에 의한 기하학적 효과와 선원과 검출기의 배치 방법

및 주변 물질에 의한 감쇠효과를 반영하여 반 실험적 방법으로 검출효율을

계산하는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한국표준

과학연구원(KRISS)에서 제작 및 인증한 표준부피선원(CRM)의 계측으로 결

정한 검출효율은 유효입체각 코드의 계산 결과와의 비교에 사용하였다.

IAEA 표준점선원의 계측 결과로 결정한 검출효율은 유효입체각코드에서

실험에 사용한 표준부피선원의 형상 및 매질을 반영한 검출효율로 변환하기

위한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1. 감마선원

가. IAEA 표준점선원

유효입체각 코드에서 부피 선원의 검출효율 계산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

는 표준점선원의 측정을 통해 결정한 검출효율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유효입체각코드의 계산을 위한 입력 값의 획득 목적으로

IAEA 표준점선원의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한 표준점선원의 정보는 표

3-1에 정리하였고, 표준점선원의 형태는 그림 3-1과 같다.

나. KRISS 표준부피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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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입체각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

원에서 제작 및 인증한 표준부피선원의 측정을 수행하였다. 표준부피선원은

10가지 핵종들을 액상과 고상의 묽은 염산을 매질로 하여 450 ml와 1000

ml 마리넬리비커와 1000 ml 원통형 형태의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아 제작

하였다. 제작된 표준부피선원의 인증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감마선 방출

동위원소의 국가 측정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하고 있는 기준감마선 전

리함으로 동위원소별 방사능을 인증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준부피선

원의 상세 규격 및 정보는 표 3-2와 그림 3-2 ∼3-3에 나타내었다.

2. 검출기 및 모듈구성

유효입체각코드의 계산결과를 다양한 검출기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3가지 종류의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좋은 분해능으로 복잡한 에너지 스펙트

럼을 분석할 수 있도록 closed-ended 동축형(coaxial) HPGe 검출기를 이용

하여 감마선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두꺼운 리튬(Li)층이 결정(crystal)의

바깥쪽에 형성되고 얇은 붕소(B)층이 결정 내부에 형성되는 p-형 검출기와

극성이 반대로 형성되는 n-형 검출기 두 가지 형태의 검출기를 이용하여

불감층(dead layer)의 두께에 따른 검출효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을 수행하였다. 검출기 결정의 크기와 검출기의 효율이 검출효율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형의 상대효율 17 % CANBERRA 社의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n-형의 상대효율 32 %와 63 %의 ORTEC 社의 검출

기를 이용하였다. 3가지 검출기에 대한 주요 정보 및 사진을 표 3-3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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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Information of the IAEA standard point g-ray sources.

Nuclide Authority
Sealed

type

Half-life

[y]

Eg

[keV]

241Am

IAEA
Circular

Steel

432.2 59.357, 125.3
133Ba 10.51 35.2, 53.16, 79.613, 80.998, 276.4, 302.853, 356.015, 383.851
60Co 5.2714 1173.238, 1332.502
137Cs 30.37 661.66

152Eu 13.537
45.5, 121.782, 244.699, 344.281, 411.126, 443.965, 778.92, 867.39, 964.055,

1085.842, 1089.767, 1112.087, 1212.97, 1299.152, 140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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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ictures of the IAEA standard point g-ra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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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Information of the voluminous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g-ray sources.

No
Code

name
Type Authority

Volume

[ml]
Medium Nuclides Nuclide

Half-life

[y]

Eg

[keV]

1 MB450L

Marinelli

beaker
KRISS

450 Liquid

60Co,137Cs,

57Co,109Cd,

51Cr,113Sn,

85Sr,241Am,

88Y, 139Ce

241Am 432.2 59.357, 125.3

57Co 0.75 122.061, 136.473

2 MB1000L 1000 Liquid

60Co 5.2714 1173.238, 1332.502

137Cs 30.37 661.66

3 MB450S 450 Solid

109Cd 1.264 88.0336
51Cr 0.076 320.082

4 MB1000S 1000 Solid

113Sn 0.315 225.134, 391.698
85Sr 0.178 514.007

5 CB1000L 1000 LiquidCylinder

139Ce 0.37 165.858

88Y 0.292 898.042, 18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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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2. Pictures of the voluminous CRM g-ray sources. (a) is the front view of a 450 ml Marinelli beaker,

(b) is the bottom view of a 1000 ml Marinelli beaker and (c) is the front view of a 1000 ml

cylindrical b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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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chematic diagram of 450 ml(top),

1000 ml(middle) marinelli beakers

and a cylindrical beaker(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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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에너지 분광을 수행하기 위한 검출 계통은 HPGe 검출기, HV

bias supply, amplifiers,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및 Ethernet으

로 구성하였고 측정 소프트웨어는 GammaVision을 사용 하였다. HV bias

supply에 의해 고전압을 공급받은 HPGe 검출기에서 생성된 검출 신호는

전치 증폭기를 거쳐 임피던스 매칭 및 펄스 성형이 이루어지고 감마선 에너

지 분광을 위해 분광용 증폭기에 입력된다. 증폭된 신호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거쳐 컴퓨터에 입력 가능한 디지털 신호 형태로 전환하고 이더넷

을 통해 데이터의 손상 및 충돌 없이 컴퓨터에 전송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감마선원에서 검출기로 입사한 광자의 반응을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서

획득 및 분석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표 3-4에 검

출 계통의 종류와 설정값을 정리하였으며, 감마선 분광 검출계통도는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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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Specification of the detectors.

Parameters Contents

Type p-type n-type n-type

Model
GC1518

(CANBERRA)

GMX25P4

(ORTEC)

GMX60P4-83

(ORTEC)

Relative

efficiency
17 % 32 % 63 %

Cryostat type
Dewar

(Liquid Nitrogen)

PopTop

(x-coolerⅡ(7))

PopTop

(x-coolerⅡ)

Resolution at

1332.5 keV

1.92 keV

(FWHM)

1.96 keV

(FWHM)

1.86 keV

(FWHM)

Crystal diameter 50.5 mm 52.9 mm 67.7 mm

Crystal length 36.5 mm 79.5 mm 73.7 mm

window

thickness
0.2 mm (Al) 0.5 mm (Be) 0.5 mm (Be)

Inactive Ge

contact layer

Ge/Li: 0.4 mm,

Ge/B: 0.3 μm

Ge/B: 0.3 μm,

Ge/Li: 700 μm

Ge/B: 0.3 μm,

Ge/Li: 700 μm

Detector bias

voltage
+1700 V －4200 V －490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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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 % relative efficiency (b) 32 % relative efficiency (c) 63 % relative efficiency

Fig. 3-4. Pictures of HPGe detectors. (a) is a p-type detector and (b) and (c) is n-type detectors with X-coole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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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Specification of the electronic modules used for the detector.

Component Model

Specifications

17 % Detector 32 % Detector 63 % Detector

HV
659

(ORTEC)

Voltage range (+3000V)

: 0 ～ +1700V

Voltage range (±5000)

: 0 ～ -4200 V

Voltage range (±5000)

: 0 ～ -4900 V

Amplifier

672

(ORTEC)
-

Coarse gain: 50

Fine gain: 0.640

Shaping time: 6 μsec

Coarse gain: 100

Fine gain: 0.5

Shaping time: 6 μsec

2020

(CANBERRA)

Coarse gain : 10

Fine gain : 0.8

Shaping time : 4 μsec

- -

ADC & MCA
919E

(ORTEC)
LLD : 200 mV LLD : 45.7 mV LLD : 46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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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A block diagram of g-ray spectroscop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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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출효율 결정 실험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IAEA 표준점선원과 KRISS 표준부피선원

을 이용하여 3가지 종류의 검출기 각각에 대한 검출효율 결정을 위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 n-형 검출기의 실험은 감마 백그라운드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구리와 납으로 제작한 차폐시설(8)에서 수행하였고, 검출기의 이동

이 용이하지 않은 p-형 검출기의 실험은 차폐체가 없는 일반 방사선 계측

실에서 수행하였다. 규모 2600 mm(가로)×1400 mm(세로)×1600 mm(높이)의

차폐시설은 직육면체 형태의 구조를 상부와 측면 100 mm, 바닥 50 mm 두

께의 납이 둘러싸고 있으며, 납에서 방출하는 특성 엑스선을 차폐하기 위해

차폐시설의 안쪽에는 3 mm 두께의 구리판으로 마감되어 있다(8). p-형 검

출기는 선원-검출기를 수평 배치하였고, n-형 검출기는 선원-검출기를 수직

배치하였다. 측정시간은 모든 감마선원에 대하여 통계오차가 1% 미만이

되는 7200 초 동안 수행 하였다. 수행한 전체 실험에 대한 배치와 내용은

표 3-5와 같다.

IAEA 표준점선원의 측정은 각 검출기에 대하여 pile-up이나

coincidence summing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선

원-검출기거리 거리를 25 cm로 설정하였고 acrylic plastic(아크릴)로

제작한 마운트를 장착하여 수행하였다. 표준점선원의 측정 구조는 그림

3-6과 같다.

표준부피선원의 측정은 마리넬리비커와 원통형 부피선원에 대하여 수행

하였다. 측정에 앞서 선원-검출기의 중심을 맞추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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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의 제작이 선행되었다. 원자번호가 작은 물질로 구성된 아크릴을 이

용하여 검출기 인접물질에 의한 감쇠효과 및 산란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자 하였고, 부피선원이 가진 무게가 검출기의 얇은 윈도우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도 함께 고려하여 제작하고 배치하였다. 마

리넬리비커는 검출기 헤드에 붙여서 측정하였고 그 모습은 그림 3-7과 같

다. 원통형 부피선원의 측정은 선원-검출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유효입체각

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검출효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0 cm, 5 cm,

10 cm에 대하여 수행하였고 그 사진은 그림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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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List ofγ-ray spectrum measurement experiments.

No Code Detector Source Source to detector distance Cryostat type Location Acquisition Time

1 17PP

17P

Point 25 cm
Liquid

Nitrogen

Detection

room
7200 sec2 17PMB450S MB450S

0 cm
3 17PMB1000S MB1000S

4 32NP

32N

Point 25 cm

X-Cooler Ⅱ

Pb+Cu

shielding

room

7200 sec

5 32NMB450L MB450L

0 cm
6 32NMB1000L MB1000L

7 32NMB450S MB450S

8 32NMB1000S MB1000S

9 32NCB1000L-0

CB1000L

0 cm

10 32NCB1000L-5 5 cm

11 32NCB1000L-10 10 cm

12 63NP

63N

Point 25 cm

X-Cooler Ⅱ

Pb+Cu

shielding

room

7200 sec

13 63NMB450L MB450L

0 cm
14 63NMB1000L MB1000L

15 63NMB450S MB450S

16 63NMB1000S MB1000S

17 63NCB1000L-0

CB1000L

0 cm

18 63NCB1000L-5 5 cm

19 63NCB1000L-10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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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ictures of the standard point source and the detector arrangements. p-type(left) and n-type(right).



- 29 -

Fig. 3-7. Pictures of a marinelli beaker mounted on p-type(left) and n-type(right) HPGe detectors.



- 30 -

(a) 0 cm (b) 5 cm (c) 10 cm

Fig. 3-8. Pictures of cylindrical sources mounted on a HPGe detector at various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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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출효율 결정

HyperGam을 사용하여 표준점선원과 표준부피선원의 계측 수행으로 획

득한 스펙트럼의 면적 분석을 하였고, 그림 3-9는 그 분석화면이다. 분석

한 피크 면적을 바탕으로 검출효율을 결정 하였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3-1)

여기서 A는 측정 스펙트럼의 피크 면적, t는 측정시간, N은 측정시 방사능

세기 그리고 P는 감마 핵종의 방출 확률이다. 측정한 감마선원의 핵종과 에

너지별 방출확률(9)은 참고문헌에서 값을 취하였고, 표 3-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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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he main display window(left) and the analysis window(right) of Hyper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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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source Voluminous source

Energy
[keV]

Emission
ratio
[%]

Energy
[keV]

Emission
ratio
[%]

133Ba

35.2 22.2 109Cd 88.0336 3.7

53.161 2.2 241Am 59.537 35.9

79.613 2.63 139Ce 165.858 80

80.998 34.1 113Sn
255.134 2.11

276.4 7.17 391.698 64.97

302.853 18.32 85Sr 514.007 96

356.015 62 51Cr 320.082 9.91

383.851 8.93 57Co
122.061 85.6

152Eu

45.5 14.8 136.473 10.68

121.782 28.4 137Cs 661.66 85.2

244.699 7.54 60Co
1173.238 99.89

344.281 26.52 1332.502 99.983

411.126 2.246 88Y
898.042 93.7

443.965 3.1 1836.063 99.2

778.92 12.94

867.39 4.23

964.055 14.6

1085.842 10.09

1089.767 1.737

1112.087 13.56

1212.97 1.423

1299.152 1.63

1408.022 20.8

60Co
1173.238 99.89

1332.502 99.983
137Cs 661.66 85.2
241Am 59.537 35.9

Table 3-6. Energy and emission ratio information about the IAEA

standard point source and KRISS voluminous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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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 성능 검증

1. 유효입체각코드의 개요

유효입체각코드는 감마 부피선원 및 HPGe 검출기의 인접 물질 및 검

출기의 여러 가지 기하구조 및 배치에서의 감마선 감쇠를 고려하여 유효입

체각 및 전 에너지 흡수 피크 효율을 계산하는 코드이다. 2000년에 point

detector concept를 이용한 HPGe 검출기의 절대피크 효율의 계산에 관한

연구(10)를 시작으로, 2001년 Moens등의 유효입체각 결정식(1)을 참고하여

Compaq Visual Fortran 6.1로 작성하여 유효입체각코드(ESA code)가 개발

되었다(6).

기본적으로 수식을 이용하여 감마 부피선원의 내부 물질, 검출기 및 주

변 물질에서의 자체감쇠를 계산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수식은 매우 단순

한 형태의 검출기, 선원 구조에 대하여만 구현 가능하다. 임의의 기하학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계산방식이 포함 되었다. Fortran 작성

코드를 MATLAB으로 변환하여 실험에 의한 검증 과정 수행을 통해 코드

의 성능을 살펴보고 향후 코드의 개선 및 연구방향을 파악하였다.

2. 유효입체각코드의 특성

유효입체각코드에서 검출효율은 실험과 계산을 통해 반 실험적 방식으

로 결정된다. 그림 4-1에서와 같이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로서 선원, 검

출기 및 선원-검출기 사이 구조 물질(adjacent materials) 등의 제원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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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효입체각의 계산은 몬테카를로 모사와 계산의 혼합으로 실행된다.

몬테카를로 모사는 선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생성 좌표, 방향, 에너지 및

검출기 입사면의 입사 좌표 등의 결정에 활용된다. 이를 이용하여 각 매질

에서의 경로 길이(path length), 선원 내에서의 자체차폐 인자(self-shielding

factor), 사이 구조물 매질에서의 감쇠효과 및 검출기 내에서의 검출효율 인

자(efficiency factor)는 수식으로 계산한다.

선원 내에서의 감마선의 생성을 random number generation에 기반 한

확률로부터 계산하고 광전흡수, 컴프턴산란, 전자쌍생성을 비롯한 다양한 물

리현상을 모두 확률적으로 추적하는 MCNP 코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 ESA

코드는 감마선의 생성에만 몬테카를로 모사를 적용하고 이후는 계산으로 효

율 계산과 관련한 모든 인자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검출기에서의 검출효

율 인자의 계산에서 감쇠에 의한 영향을 모두 전에너지 흡수로 간주하는 방

식으로서 검출효율에 광전흡수 및 다중컴프턴산란 및 전자쌍생성의 세 과정

에 의한 감쇠가 모두 전에너지 흡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산

란에 의한 감쇠계수 중에는 coherent scattering을 배제하고 incoherent

scattering인 컴프턴산란의 감쇠계수만이 전에너지 흡수 피크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점선원과 변환하고자 하는 구조의 부피선원에 대한 유효

입체각( pt,  vol)을 계산하고, 실측을 통해 결정된 표준점선원의 검출효율

데이터(εpt)를 이용하여 표준부피선원 측정 없이 부피선원의 검출효율(εvol)을

도출해 낸다.

유효입체각의 계산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가정하여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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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 및 선원-검출기 사이 물질 내에서 에너지 감쇠가 일어난다.

2) 탄성 산란의 경우 에너지 흡수가 없으며, 관심 에너지 영역에서 상

호 작용 후 진행 방향의 변화가 무시할 정도이므로 탄성산란을 제외

한 감쇠계수를 사용한다.

3) 광전효과를 비롯하여 컴프턴산란과 쌍생성 효과 등의 모든 상호작용

을 일으킨 광자는 에너지 전체를 검출기 매질에 전달하고 전 에너지

흡수 사건으로 기록되므로, 검출기 내에서 불완전한 전하를 수집하

게 되는 상호작용을 모두 완전히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3. 유효입체각코드의 동작 구성

가. Input-file

유효입체각코드는 계산에 필요한 변수의 값을 지정된 경로에서 파일로

불러들여 반영한다. 계산에 필요한 변수는 검출기 및 선원의 정보, 감쇠계수,

표준점선원의 효율 및 시뮬레이션정보에 대한 다섯 가지 종류의 input-file로

작성하여 저장하고 사용한다. 검출기에 관련된 입력 정보들은 *.inp 형식의 파

일로, 검출기 크리스탈과 hole, window, cup, dead layer에 관한 수치 및 물질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원에 관련된 입력 정보들은 *.src 형식을

파일이며, 선원 용기 재질의 밀도와 구조, 매질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감쇠계수의 입력은 NIST의 X-ray attenuation coefficient

database(11)을 *.att 파일로 저장하여 지정 경로에 두고 불러들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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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The flow chart of the ESA code calcu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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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선원의 측정으로 결정한 검출효율의 값은 관심 부피선원의 형상으로

변환하여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로 *.eff 형식으로 저장된다. 검출기-선원

거리, 에너지 선택, event number 등 몬테카를로 수행에 관련된 정보는 *.txt

파일에 저장하여 계산에 적용한다.

나. 정보의 입력 및 계산

유효입체각코드의 계산을 위한 정보들은 GUI를 통한 구동 화면을 만들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유효입체각코드의 구동 화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검출기, 선원, 에너지 등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

력하는 Information window와 입력된 검출기, 선원 등의 기하학적 검출 구조

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geometry window, 그리고 코드의 실행 결과로 얻어

진 효율곡선을 보여주는 result window로 구성되어 있다. 유효입체각 코드의

구동 화면은 그림 4-2와 같다. Information window의 검출기, 선원,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에 관한 부분을 클릭하여 작성한 input 파일들의 경로를 지정하

여 계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계산이 완료되면 점선원과 부피선원에 대한 감쇠인자(Gatt), 효율인자

(Hatt), 유효입체각 그리고 부피 선원에 대해 변환된 전-에너지 흡수 피크 효

율이 output.m의 형식으로 저장된다.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event number

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구동 컴퓨터의 CPU 사양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

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CPU 3.6 GHz 1 core, RAM 8 GB 사양의 PC에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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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계산을 수행하였고, 상대효율 32 % coaxial HPGe 검출기 및 450 ml 액상

마리넬리비커를 기준으로 계산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event number 1000

개에 143 초, 10000 개에 1045 초, 100000 개에 10728 초이다.

4.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 검증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 검증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검출기와 5가지 종류

의 표준부피선원의 측정 실험을 선행하였다. 사용한 검출기, 표준점선원 및

부피선원 등 실험 장비의 기하학적 수치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도면을 참고하

였다. 실험을 통해 결정한 검출효율 값을 기준으로 유효입체각코드로 계산한

부피 선원에 대한 검출효율을 실측을 통해 결정한 부피선원의 검출효율

exp과 비교하였다. 계산결과와 측정결과의 비교는 relative deviation의 %로

나타내었고(12)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Relative deviation [%] =exp

exp
×

결과의 비교는 측정한 부피선원의 부피, 매질, 거리 그리고 형태가 검출효율

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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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The operation screen of the ESA code. A cylindrical beaker is mounted 5 cm away from detector(left)

and a Marinelli beaker is mounted on detector head(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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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효율 17% 검출기에 대한 코드의 성능 비교

상대효율 17% p-형 검출기에 대한 계산 결과와 분석 결과는 그림 4-3 ~ 

4-4와 같다. 상대효율 17 % 검출기의 실험은 고상매질의 선원에 대해서만 측

정을 수행하였다. 검출기가 수평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액체 부피선원의

경우 내부가 가득 차 있지 않아 형상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측정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450 ml 마리넬리비커에 대한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는 85Sr의 514 keV 영

역을 제외하면 오차범위 ± 20 % 이내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 하였다. 1000 ml

마리넬리비커에 대한 계산 결과도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59 keV ~ 1332 keV

의 전체 에너지 범위에서 오차범위 ± 20%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450 ml와

1000 ml의 마리넬리비커에 대한 효율을 살펴보면, 부피가 작은 450ml에서 더

높은 검출효율을 보인다. 이것은 마리넬리비커의 기하학적 구조에 기인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개의 마리넬리 부피선원의 activity는 모두 2 μCi 수

준으로 동일하므로 부피가 작은 450 ml 마리넬리비커가 큰 부피의 1000 ml

마리넬리비커에 비해 검출기와 가까운 위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핵종들이

분포하고 있어 방사선 계측 시 더 많은 count가 획득되었기 때문이다.

나. 상대효율 32 % 검출기에 대한 코드의 성능 비교

상대효율 32 % n-형 검출기에 대한 마리넬리비커와 원통형 비커에 대한

계산 결과는 그림 4-5, 4-7이고, 측정 결과와 계산결과의 비교는 그림 4-6,

4-8과 같다. 마리넬리비커는 검출기 입사창에 바로 붙여서 측정하였고,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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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omparison of the efficiency curves for Marinelli beaker

between calculation and the experimental value

at relative efficiency 17 % p-typ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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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Relative deviation of the calculated efficiency from the measured value by the 17 % relative efficiency

p-type HPGe detector, for 450 ml Marinelli beaker(left) and 1000 ml Marinelli beake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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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커는 방사능에 따라 불감시간을 감소시키고 선원-검출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0, 5, 10 cm으로 두고 측정하였다. 상대효율 32

% 검출기의 측정 및 계산 결과는 부피가 작은 액상 매질이 부피가 큰 고상

매질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으로 결정한 검출효율 값과 코드로 계산한 검출효율 사이의 상대 편

차를 살펴보면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가지 종류의 마

리넬리비커에 대한 계산 결과는, 1000 ml 고상 매질의 계산에서 60Co의 에너

지인 1173 keV와 1332 keV 두 지점을 제외하면 모두 측정 결과와 ± 10 % 미

만의 차이만을 보인다. 60Co의 위치에서 측정 결과보다 높은 효율을 코드가

계산해내는 이유는 마리넬리비커를 검출기 표면에 올려 둔 상황에 대한 측정

및 계산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coincidence summing에 의한 영향이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된다. 60Co과 88Y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의 핵종들은 single 감마

방출선원이므로 coincidence summing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 측정 및 계산

결과를 살펴보아도 60Co에 해당하는 에너지 영역에서만 유일하게 상대 편차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원통형 비커의 계산결과도 선원-검출기간 거리 5 cm의

조건에서 255.134 keV의 133Sn 지점에서의 값을 제외하면 모든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가 ± 10 % 미만의 차이만을 보인다.

그림 4-8에서는 유효입체각코드가 선원-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검출효율

을 계산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 하였다. 마리넬리비

커에 대한 분석 결과, 60Co에 해당하는 에너지 영역에서 측정 결과보다 높은



- 45 -

Fig. 4-5. Comparison of the efficiency curves for Marinelli beaker

between calculation and the experimental value

at relative efficiency 32 % n-typ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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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Relative deviation of the calculated efficiency from the measured value by the 32 % relative efficiency

n-type HPGe detector, for 450 ml liquid medium(top left), 450 ml solid medium(top right), 1000 ml liquid

medium(bottom left), and 1000 ml solid medium(bottom right) Marinelli b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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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mparison of the efficiency curves for cylindrical beaker

between calculation and the experimental value

at relative efficiency 32 % n-type detector.



- 48 -

Fig. 4-8. Relative deviation of the calculated efficiency from the

measured value by the 32 % relative efficiency n-type

HPGe detector, for source to detector distance 0 cm,

5 cm and 10 cm cylindrical beaker.

(Sequentially from the top to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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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계산해 냈다. 같은 에너지 영역에서 원통형 부피선원에 대한 계산 결

과는 거리 0 cm에서 –5.4 %이며 거리가 5 cm, 10 cm로 멀어지면 5 % 미만

의 차이를 보인다. 이 결과는 마리넬리비커 형태의 분석결과에서 검출기 헤드

와 접한 상태로 측정 시 검출효율이 높게 계산되는 원인으로 찾았던

coincidence summing에 의한 영향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게 반영됨을 확인

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500 keV 미만의 에너지 영역의 결과

를 살펴보면, 거리가 10 cm 일 때 처음으로 계산 결과가 측정 결과보다 작아

진다. 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체각이 작아지고,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감쇠

효과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원리가 효율의 계산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부피선원의 형태와 검출효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1000 ml 부피의

2 μCi 액상 매질의 마리넬리 형태와 원통형 부피의 검출효율을 계산하고 비교

하였다. 대부분 검출기의 전면으로 수직하게 광자가 입사하는 원통형에 비해

마리넬리 형태는 검출기의 측면까지도 입사가 가능하여 검출효율이 높게 나

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계산 결과에도 나타나며, 정량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만 유효입체각코드가 마리넬리 형태의 부피 선원에 대한 계산도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효율 63 % 검출기에 대한 코드의 성능 비교

효율 63 % n-형 검출기에 대한 계산 및 분석 결과는 그림 4-9 ~ 4-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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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앞서 계산한 17 % p-형 검출기와 32 % n-형 검출기의 결과와 비교하

면 상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검출효율의 결정을 논의하

기 힘들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부피선원의 검출효율을 계산과 관련된 연

구들에서도 상대효율 50 ~ 60 % 이상의 대형 검출기의 경우 검출효율을 계산

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잘 맞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13), (14). 해당 논문에서는

전-에너지 흡수 피크 효율을 계측기 주변 공간에서 감마 에너지 및 위치별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피 선원에 대해 총 효율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상대효율 98 % 검출기와 2 리터 마리넬리비커에 관한 경우

true coincidence summing의 반영 시 계통오차가 30 % 발생하며 미반영 시

에는 50 ~ 60 % 이상 발생함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60Co과 88Y

에 해당하는 898 keV, 1173 keV 그리고 1332 keV에서의 검출효율 계산의 과

대평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효율 32 % 검출기에 관한 계산 결과에서도 60Co

과 88Y에 해당하는 에너지 영역의 계산을 제외하면 오차 범위가 ± 18 %에서

± 5 % 미만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 강화

를 위하여 coincidence summing의 보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 51 -

Fig. 4-9. Comparison of the efficiency curves for Marinelli beaker

between calculation and the experimental value

at relative efficiency 63 % n-typ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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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Comparison of the efficiency curves for cylindrical beaker

between calculation and the experimental value

at efficiency 63 % n-typ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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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Relative deviation of the calculated efficiency from the measured value by the 63 % relative efficiency

n-type HPGe detector, for 450 ml liquid medium(top left), 450 ml solid medium(top right), 1000 ml

liquid medium(bottom left), and 1000 ml solid medium(bottom right) Marinelli b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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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Relative deviation of the calculated efficiency from the

measured value by the 63 % relative efficiency n-type

HPGe detector, for source to detector distance 0 cm,

5 cm and 10 cm cylindrical beaker.

(Sequentially from the top to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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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유효입체각코드의 검출효율에 관한 전산모사 및 계산 성능 확인 및 검

증을 위하여 HPGe 검출기로 다양한 매질, 부피, 형태의 표준점선원 및 표

준부피선원의 계측을 수행 하고 실험적으로 결정한 검출효율과 계산 결과의

비교를 수행 하였다.

효율 17 % p-형 검출기에 대하여 상대 편차 ±20 % 미만의 성능을 보

인다. 이러한 결과는 p-형 검출기와 n-형 검출기의 구조 차이에 관한 반영

이 향후 유효입체각코드에 반영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효율 32 % n-형 검출기에 대하여 1173 keV 영역을 제외하면 상대 편

차 ±10 % 미만의 성능을 보이며 이는 비슷한 목적을 갖고 연구 중인 다른

프로그램의 성능과 유사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으로 부피 선원의 검

출효율을 계산한 프로그램 중 유사한 실험 조건에 대한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면 ANGLE(15) ±3 %, LabSOCS(12) ±10 % 으로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

여준다. 또한, 원통형으로 부피선원의 형태를 한정(16) 하거나 검출기 지름보

다 작은 부피 선원에 대해서만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의

코드와 비교하였을 때, 점, 마리넬리비커, 원통형 등 관심 부피 선원의 구조

를 다양한 형태로 수치에 관계없이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총 19가지 종류의 계산에 대하여 event number

1000번을 기준으로 검출효율을 계산하는데 5분미만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 결과는 유효입체각코드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검출효율을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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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한다. Event number를 1000번과 10000번으로 늘려서 계산하면 구동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수치 변동이 1% 미만으로 발생하므로, 분석

하고자 하는 실험 환경의 종류에 관계없이 5분 이내로 검출효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60Co의 1173 keV와 1332 keV에서의 검출효율의 계산 결과는 고상 매질

의 450 ml 마리넬리비커 기준으로 실측 검출효율에 비하여 17 % 검출기에

서 평균 3 %, 32 % 검출기에서 평균 15 %, 63 % 검출기에서 평균 20 %

높게 나타나고, 검출기의 상대효율이 커질수록 이 경향은 더욱 크게 나타난

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유효입체각코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효

율이 큰 검출기일수록 coincidence summing correction의 반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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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tion of a HPGe Detection Efficiency

for Voluminous Gamma-ray Sources

Using an Effective Solid Angle Method

Kang Minyoung

School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Nuclea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termination of absolute full energy absorption peak

efficiency(Detection efficiency) is an important step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radioactive samples. And an attenuation effect of g-rays in

arbitrary volume source, detector and adjacent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tection efficiency calculation.

Effective solid angle is corrected solid angle of attenuation effect to

geometrical solid angle. Effective solid angle (ESA) code was developed

for the detection efficiency calculation by effective solid angle concept.

This code does not need of voluminous standard source of the same

geometry and matrix with the real sample. Experimental measurement

were carried out with a point standard g-ray sources and volumi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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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reference material(CRM) g-ray sources to validated the ESA

code.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n detection efficiency calculation by

variables that constitute the geometry, various medium, volume and

shape of voluminous CRM was prepared. Relative efficiency 17 % p-type

HPGe detector and relative efficiency 32 %, 63 % n-type HPGe detector

were used to determine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standard g-ray

sources.

Measure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standard point g-ray sources

and calculate the effective solid angle for the volume and point sources

by ESA code. Determine detection efficiency for a given voluminous

source geometry by using the ratio of effective solid angles and the

measured detection efficiency of point source.

In this research, we validated ESA code by comparing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cod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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