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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사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감마선원들에 대하

여, 선원자체 부피에 의한 기하학적 효과와 검출기의 구조, 그리고

이들의 배치 방법 및 주변 매질에 의한 감쇠효과를 반영하여 전 에

너지 흡수 피크 검출효율(Full energy absorption peak efficiency,

이하 검출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감마선 분광 분석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입체각(Effective solid angle)을 이용한 계산

법을 적용한 검출효율 계산 코드인 EXVol(Efficiency calculator for

eXtended Voluminous source)의 기능을 확장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

였다. 기존의 EXVol은 부피선원 전체에 대한 선원-검출기 동축 구조

의 검출효율만을 결정하였으나, 코드를 개선하여 부피선원이 검출기와

의 배치에서 동축 구조와 수직(비대칭 포함) 상황에서 계측하는 경우

모두 계산 가능하도록 성능을 확장하였다. 또한 시준기(collimator)의

도입을 통해 고 방사능 선원의 방사능 세기 감소효과와 부피선원의

특정 위치에서 감마선의 에너지에 따른 정밀한 검출효율의 결정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선원의 부피가 커질수록 방사능을 결정할 때 선원농도의 균일성,

감마선에 대한 선원 자체의 흡수-차폐 효과 및 선원위치에 따른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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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검출기에서 선원의 위치가 멀어지면서 입

체각의 감소와 자체차폐 효과로 인해 검출효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count rate saturation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검출기와 대용량 부피

선원의 측정구조에 대해 선원 내의 등계측효율면(equi-efficiency

surface) 분포에 근거한 측정의 최적검출부피(VMED: The most

efficient volume of detection)를 정의하고 그 값을 결정하였다.

EXVol 코드의 성능 검증을 위해 고해상도 감마 분광계통을 구

성하여 측정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준점선원 및 표준부피선원(1L,

액상매질, 원통형)과 HPGe 검출기(효율 40%, N-type)로 동축형, 수

직형 및 시준 구조에서의 측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EXVol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선원-검출기의 배치가 동축형 및

수직형 구조에서의 계측-계산 사이의 상대편차는 10%, 시준구조에

서의 상대편차는 20% 수준이다. 이는 검출기 parameter tuning과

동시합산보정 등에 의해 개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유효입체각, 검출효율, 부피감마선원, Collimation, 최적검출

부피

학 번 : 2015-3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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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경주 지진 및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어 세슘 등 주요 핵분

열 생성물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핵분열

생성물은 감마선을 방출하여 붕괴하므로, 시료의 감마선 분광 분석

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해양, 식품, 토양, 대기

등) 및 생활 방사능 부피 시료의 분석과 방사능 검출 수요에의 대응

을 위하여, 정확도 높은 검출효율 계산 및 보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로 되고 있다. 부피 감마 선원의 검출 효율 결정 및 보정 계수

결정을 위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응용 분야는 환경 시료 분석 이외

에도 NAA, PGAA, 핵물질 감시, 보안검색 등 감마선 계측을 이용

하는 응용 연구 분야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등이 있다. 또한 노후

원전해체 및 폐기물 저장과 관련된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핵연료봉,

방사성 폐기물드럼과 같은 고준위, 대용량 구조의 비파괴검사 및 방

사능농도 결정 등에서 검출효율 계산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와 개발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피선원에 대

한 자체 감쇠 효과 보정 기술까지 포괄하는 검출효율 계산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상용화 하

거나, 기존의 감마선 분광분석 프로그램과의 접목을 통한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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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본 연구는 진행 되었다.

산업체에서 응용되고 있는 반도체 (Si ingot)나 원자력발전소의

폐연료봉과 같은 대용량 부피 방사선원은 큰 부피 또는 고 선량으

로 직접적인 계측이 매우 어렵다. 또한 환경시료나 방사성폐기물시

료와 같은 방사화 분석의 대상들은 낮은 방사능으로 인해 선원 제

작 시 다량의 선원을 녹여 제작해야 하는 필요성 등의 원인으로 다

양한 부피와 형태를 갖게 되므로 부피에 의한 기하학적 효과의 반

영이 필요하다. 신뢰도 높은 핵종 식별 및 방사능 결정을 위해서는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에 방해가 되는 인자들의 보정 기술이 요구되

며, 특히 다양한 형태와 상(액체, 고체)의 시료 측정에서는 시료의

부피와 밀도에 따라 감마선의 자체 감쇠효과의 보정이 필요하다. 분

석 성능의 측면에서도 상용 프로그램의 경우 저 방사능 시료에 대

한 핵종 식별과 방사능 결정 능력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측정 및 분석, 정량 결정 등의 작업

을 수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존재하여 신뢰도 높은 효율 결정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상용 분석 코드 중에 이러한 보정을 수행할 수 있

는 코드는 Gamma Vision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 또한 동시 계

측 효과 보정 성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논문(1)이 발표된

바 있다. 기존의 감마선 분광 분석은 국외에서 개발된 상용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여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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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범용의 Monte Carlo(MC) code인 MCNP, 상업용 코드인 ANGLE

(ORTEC 社)(2), LabSOCS (CANBERRA 社)(3), GESPECOR (CID

Media 社)(4) 유효입체각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본 연구진이 개발한

EXVol (서울대학교)(5)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신뢰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감마선의 시료 내 자체 감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험에 의한

감쇠 효과의 정도 확인과 보정 인자를 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미지의 시료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시간과 노

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몬테카를로법을 이용하여

자체 감쇠 보정 인자를 계산하는 프로그램(GESPECOR)이 개발되었

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직접 분석할 수 없고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GammaVision,

Genie2000 등 상용의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 중 자체 감쇠

효과 보정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국외에서 부피 감마

선원의 검출효율 코드의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보정 인자

계산 전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으로, 자체 감쇠 효과와

동시 계측 효과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정확한 검출효율을 결정하

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국내의 경우 감마선 계측장비 및 검출효율

결정 코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는 본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의 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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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社에서 판매 중인 GESPECOR 코드의 구매 비용이 수천만

원, 미국의 ORTEC 社에서 판매 중인 ANGLE 코드의 구매 비용은

1천만 원, 미국의 CANBERRA 社에서 판매 중인 LabSOCs 코드의

구매비용은 2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해당 코드의 패키지 상태의 소

프트웨어 1 copy만을 구매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일 뿐, 분석 과정 중

의 결과 확인이나 분석 알고리즘의 확인 등이 불가능하여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에너지 흡수 피크 효율(검출효율)의 결정은 시료의 양과 조

성을 정확히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료의 정량분석

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선원과 검출기의 배치방법 및 주변 물

질에 의한 감쇠효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므로, 검출기 이전 흡수체 및

내부의 감마선 감쇠와 부피선원의 자체 감쇠 문제와 같은 부피에

의한 기하학적 효과의 반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쇠효과, 중첩효과,

기타 계측상의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선원의 부피효과에 의한 보정

이 쉽지 않고, 다양한 형상의 부피 시료에 대한 표준선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검출효율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부피선원의 검출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측정에 의한 방법

과 계산에 의한 방법이 있다. 측정에 의한 방법으로는 계측 대상을

검출기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검출효율을

결정하는 간접 측정 방법이 있다. 측정에 의해 검출효율을 결정할

때, 표준선원을 확보하면 효율 결정의 편의성이 증가하며, 비전문가

도 적절한 절차에 의해 효율을 결정할 수 있고, 효율 결정과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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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험조건에 맞게 정확

히 검정된 표준선원을 확보하려면 필요 시기마다 비용과 시간이 필

요하고, 검출기와 방사선원의 정밀한 배치와 세밀한 실험환경의 설

정이 요구된다. 또한 직접 측정 시 고 선량 선원의 경우 방사능 피

폭의 위험이 따르는 등의 한계가 따른다. 계산에 의해 검출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MCNP, GEANT, EGS와 같은 몬테카를로 코

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계산으로 검출효율을 결정하게 되면, 표준선

원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며 다양한

기하학적 조건에 대해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과 100% 일치하는 모사는 불가능하며, 선원과 주

변물질, 검출기의 구조, 감마선의 물질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상

세한 이해가 바탕 되어야하기 때문에 비 전문가들이 선택하기에는

그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측정 결과와 비교 또는 검증과정이 필요

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부피선원의 검출효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Moens 박사의 유효입체각법(6)에 기반 한 반-실험적 방식

이 선호된다.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와 매질의 표준선원 없이도 다양

한 기하학적 조건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검출효율의 결정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방법론으로 SOLANG(6), ESOLAN(7),

SOLIDANG(8)과 같은 코드들이 개발되었으나, 선원과 검출기의 기

하구조와 배치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산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대

부분 선원과 검출기의 동축형 배치 구조에 대해서만 계산이 가능하

며, 부피선원의 경우 검출기 지름 미만의 소형 부피선원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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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근래에 개발되고 상용화된 유효입체각

법에 의한 검출효율 결정 코드인 ANGLE과 LabSocs의 경우 원통

형과 마리넬리 비커와 같이 대용량 부피선원에 대해 검출효율 결정

이 가능하지만 부피선원 전체에 대한 검출효율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감쇠효과 및 동시중첩효과와 같이 성능향상을 위한 보정

기술의 접목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EXVol 코드는 기

존의 코드들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MATLAB 기반으로 그 성능을

확장하였다. 상용 코드들과 주요 성능 비교는 표 1-1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EXVol은 부피선원의 효율 보정과 자체 감쇠효과 반영을

목적으로 유효입체각법에 기반 하여 분석대상인 감마 부피 시료와 동

일한 매질과 기하학적 구조로 제작된 표준선원 없이도 반 실험적 방

식으로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검출기 결정(Ge

crystal) 인접 구조 및 결정 내부에서의 감마선 감쇠효과를 반영한

유효입체각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부피선원 전체에 대한 검

출효율을 결정하였으나, 코드를 추가 개선하여 부피선원과 검출기의

배치에서 동축 구조와 수직형 구조에서 계측하는 경우에 시준기

(collimator)를 도입하여 고방사능 선원의 방사능 세기 감소 효과와

대용량 선원의 특정 위치에서 감마선의 에너지에 따른 검출효율을 결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부피선원의 개별 위치

및 에너지에 대한 검출효율 계산코드이다. 선원-검출기의 배치가 동축

형 구조의 경우 선원을 2차원 (r,z)선원으로, 수직형 구조의 경우 3차

원 (x,y,z)선원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개의 부피체(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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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commercial code and EXVol

Category License

계산 가능한 형상 Output

시준구조

반영여부

특정위치

및

에너지의

contour

plot

마리넬리 원통형

부피선원

전체의

검출효율

부피선원

특정위치

별

검출효율

ANGLE ORTEC O O O X X X

LabSOCS CANBERRA O O O X X X

EXVol 서울대학교 O O O O O O



집합으로 분해 및 설정하여 각각의 sector에 대한 검출효율을 구함으

로서 대용량 부피 선원의 비파괴 측정으로부터 전체적인 검출효율 분

포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편리한 GUI를 통해

방사선 물리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간편하게 검출기

와 선원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 전산모사 결과에 근접하는 정확도를 가지는 부피선원의 검

출효율과 그 분포를 빠른 계산 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원의 부피가 커질수록 방사능을 결정할 때 선원농도의 균일성,

감마선에 대한 선원 자체의 흡수-차폐 효과 및 선원위치에 따른 변동

의 문제가 수반된다. 특히 선원의 위치가 검출기에서 멀어지면서 입체

각의 감소와 자체차폐 효과로 인해 검출효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count rate saturation(9)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수율이

포화되는 시료의 두께 또는 깊이의 개념을 활용하여 최적검출부피

(VMED: The Most Efficient Volume of Detection)를 결정하였다.

Sector 별로 결정 된 EXVol의 계산 결과를 검출효율이 가장 큰 것부

터 순서대로 합산하여 부피선원 전체의 효율을 구하도록 했을 때,

count rate saturation이 발생하고 전체 효율이 일정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찾아 실제로 검출효율에 기여하는 부피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검출된 최적검출부피를 이용하면 궁극적으로 절대 방사능 농

도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

확장된 EXVol 코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고해상도 감마

분광계통을 구성하여 측정과 분석을 수행 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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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IAEA 표준점선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제작 및

인증한 표준부피선원(CRM)이다. 부피 1 L의 원통형 폴리에틸렌 비

커에 여러 개의 감마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종인 152Eu을 0.1 Mol의

HCl에 녹여 방사능 1.7 μCi로 제작한 표준부피선원을 이용하여 상

대효율 40%, N-type의 HPGe 검출기와 함께 효율검정 실험을 수행

하였다. 검출기를 납으로 차폐하고 지름 15 mm, 두께 50 mm의 시

준기를 설치하였고, 부피선원은 축 방향으로 7 등분 하여 각각의

위치에서의 검출효율을 측정하였다. 서울대학교 응용핵물리연구실에

서 개발해 온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인 HyperGam(10)과 최

근 부피선원에 대한 계산 동시 계측 보정 계산 루틴을 추가한

KORSUM(11)을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들의 스펙트럼 분석과 피크

면적의 결정하고, 동시 계측 보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와 계산

으로 결정한 선원의 위치와 감마선 에너지에 따른 검출효율의 정량

적 비교를 통해 EXVol의 성능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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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1. 감마선의 물질과의 상호작용과 감쇠효과

가. 감마선의 물질과 상호작용

대표적인 감마선의 물질과의 상호작용에는 광전 흡수

(photoelectric absorption), Compton 산란(Compton scattering) 그

리고 전자쌍생성(pair production)이 있다. 광전 흡수는 입사한 감마

선이 원자의 궤도전자에 전체 에너지를 전달하고 소멸할 때, 에너

지를 받은 전자가 궤도에서 이탈하여 광전자(photoelecton)가 생성

되는 현상이다. 물질의 원자번호가 클수록 발생 확률은 증가하며,

수십 ~ 수백 keV 정도의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발생하

므로 전-에너지 흡수 피크는 대부분 광전 효과에 의해 생성된다.

Compton 산란은 감마선이 자유 전자 1개와 충돌하여 부분적으

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진행방향이 바뀌어 산란되는 현상이다. 이때

산란된 광자가 광전 효과를 일으키면서 전-에너지 흡수 피크에 기

여하기도 한다. Compton 산란은 수백 keV ~ 수 MeV의 에너지 영

역에서 지배적으로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검출기 주변 구조물질

로부터의 감마선 산란을 최소화 하여 축적인자(buildup factor)는 무

시할 만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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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쌍생성은 감마선이 원자핵 근처를 통과할 때 강한 전기장

의 영향을 받아 소멸되고 음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입

사된 감마선의 에너지가 전자쌍의 정지질량 에너지인 1.022MeV를

초과할 때 발생하므로 수 M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전자가 주위 음전자와 결합하여 소

멸감마선으로 전환되면 또다시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부는

전-에너지 흡수 피크에 기여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전효

과, Compton 산란 그리고 전자쌍생성 효과에 의해 생성된 피크를

합하여 전-에너지 흡수 피크로 가정하였다.

나. 감마선의 감쇠효과

감마선이 통과하는 경로상의 물질들에 의한 감쇠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검출되는 광자의 개수의 차이로 인해 실제 계측

환경을 반영한 피크 면적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검

출효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형태, 화학종, 부피, 밀도 등에

대한 감쇠계수를 반드시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감마선은 물질을 통

과하면서 흡수와 산란 같은 상호작용에 의해 그 세기가 감쇠된다.

감마선이 I0의 세기로 매질에 입사하여 거리 t만큼 이동한 후의 세

기 I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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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μ는 선형 감쇠계수(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로 광전 흡

수, Compton 산란, 전자쌍생성에 의한 감쇠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선원 자체 차폐효과(self-shielding)는 감쇠효과 중 고려되

어야 하는 요소이다. 감마부피선원의 매질, 선원-검출기 사이의 공

기층, 검출기 Ge 결정과 이를 둘러싼 검출기의 구조 물질들을 고려

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식 2-1에 해당 요소들을 반영하면 부피선원에

서 생성된 감마선이 검출기에 검출될 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

   ×
 ×

×
det det ×

detdet

(2-2)

감마선이 선원, 매질, 검출기 인접물질에서 감쇠되지 않고 검출기에

도달하여 검출될 확률은 
이다. 감마선이 검출기 크리스탈과

상호작용 하여 검출되는 경우는 
detdet 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최초 감마선 세기 I0에 모두 반영하면 부피 감마선원에

서 발생한 감마선이 감쇠되지 않고 검출기에 도달하여 검출되는 경

우의 검출확률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검출효율과 유효입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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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출효율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 검출기 지름, 방사선원의 부피효과

등에 의해 검출기 입사면에서 기하학적 입체각(solid angle)의 변화

가 생기게 된다. 이는 검출기 내부에서의 경로길이(path length) 차

이를 유발하여 검출효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광자가 입체

각 안으로 입사하고, 주변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검출기 크리스탈

에 도달하여 계수될 때 전-에너지 흡수 피크(full energy absorption

peak)가 생성된다. 검출기에 검출될 때 광자 1개당 1개의 출력신호

가 생성되며, 고유효율(intrinsic efficiency)은 검출기에 기록된 신호

의 개수와 검출기에 입사된 방사선의 비로 구할 수 있다. 절대효율

(absolute efficiency)은 검출기에 기록된 신호의 개수와 선원에서 방

출된 방사선의 개수의 비로 결정한다. 선원에서 방출된 방사선 개수

를 N0, 검출기에 입사된 방사선 개수를 N으로 할 때, 절대효율과 고

유효율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2-3)

위의 식을 통해 확인한 검출효율과 기하학적적 입체각의 비레 관계

를 이용하여 점선원과 부피선원의 효율과 입체각 사이의 관계를 유

도하면 아래 식 2-4와 2-5와 같다. 식 2-5에서 감쇠효과를 고려하

여 유효입체각에 대한 효율을 표현하면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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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5)

  ×


(2-6)

나. 유효입체각

검출효율(peak efficiency, εp)과 총효율(total efficiency, εt)의

비는 “virtual peak-to-total ratio”로 Vpt는 식 2-7(12)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Vpt는 노출되어있는 검출기 결정을 포함하는 가

상의 배열에서 측정된 검출효율과 총효율의 비율이다. Vpt는 복

잡한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 가능하다.

   ∙ (2-7)

Moens의 가설에 따르면 Vpt는 검출기 결정에 대한 상수이다. 이는

선원의 구조, 조성 및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에 대해 독립적이다.

따라서 실제 임의의 선원(x) 및 검출기의 기하학적 조성에 대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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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은 아래 식 2-8(13)과 2-9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2-8)

  ∙


 ∙ 

 
(2-9)

여기서 는 Moens에 의해 유효입체각으로 일컬어졌으나, 수식에서

는 정규화 인자(normalization factor)를 제외한 총효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개되었고, 이때 총효율 εt는 유효입체각 개념에 따라 계산

으로부터 구한다.

 
 (2-10)

총효율(εt)에 관여하는 인자는 기하학적 입체각, 감마선의 감쇠

인자 (Fatt) 그리고 효율인자(Feff)가 있다. 기하학적 입체각()은 선

원으로부터 등방적으로 방출되는 감마선이 검출기로 입사하는 면적

을 의미한다. 점선원-원통형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d, 검출기 반지

름을 a라고 할 때, 기하학적 입체각의 수식(13)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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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감마선의 감쇠인자는 감마선이 선원 자체 매질과 계측기 민감 영역

에 도달하기까지의 중간 경로에 존재하는 임의의 매체 물질(선원 용

기, 용기 지지체, 공기층, 계측기 불감층 등)을 아무런 상호작용(광

전흡수, 산란 또는 쌍생성)없이 통과할 확률이며 아래 식 2-12(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2-12)

 = 탄성산란을 제외한 i번째 인접 물질의 감쇠계수

 = 각 물질에서의 감마선 행정

효율인자는 검출기에 입사한 감마선이 계측기 경로 상에서 이탈하

기 전까지 검출기와 임의의 상호작용을 할 확률을 나타내는 인자이

며 아래 식 2-13과 2-14(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2-13)

 = 탄성산란을 제외한 검출기 물질의 감쇠계수

 = 검출기내 감마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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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

여기서  항은 주어진 감마선의 경로에 대해 순전히 계측기 민감

영역만을 통과하거나 혹은 core-영역(불감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

에, 이에 앞선 민감 영역에서 coherent scattering을 제외한 임의의

작용을 할 확률이다. ′ 항은 불감 영역을 통과하는 경로에 관한

것으로서 ′ 항은 불감 영역과 그에 선행하는 민감 영역을 모두 감

쇠 없이 통과할 확률을 의미하며,  항은 불감 영역을 지난 후 나

머지 민감 영역에서의 coherent scattering을 제외한 임의의 상호작

용을 할 확률에 해당된다.

기하학적 입체각, 감쇠인자, 효율인자를 포한한 유효입체각()

의 계산식은 표준 점선원 T의 경우는 아래 식2-15(12)로 나타낼 수

있다.

  


 


 





cos
(2-15)

여기서 dσ는 감마선의 입사에 대한 검출기 민감 영역 부피의 표면

요소에 대한 법선 벡터이고 Sd는 감마선의 검출기 입사면을 가리킨

다. 검출기 민감 영역의 곡면 표면에 대해서는 위치 P에서 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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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dσ에 대한 단위 벡터인 와
의 방향코사인이 피적분항에 포

함된다. r은 P와 표준점선원 T 간의 거리이다. 해당 구조는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부피 선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T점에 대한 적분

평균으로 주어진다. 이는 식 2-16에 나타내었다.

   

 





 

 





 (2-16)

평면 선원의 는 부피선원에서와 유사하게 의 선원 평면(As)의

점 T에 대한 적분평균으로서 주어지며 아래 식 2-17과 같다.

   

 


  

 





cos
(2-17)

앞의 식 2-16을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

원 함수 f(x)의 정적분에 관한 다음의 rectangular rule을 확장하여

활용하면 된다.






 lim
→∞

 ⋯ 

 


    




≅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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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간 [a, b]에서 uniform random number xk를 생성하고, 피적

분함수 fk = f(x=xk)값과 전체 set {f(x=xk)}로부터 평균

〈 〉 


  



 를 구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근사된다. 면적분이

나 부피적분 등의 2중적분, 3중적분도 1차원 적분을 일반화하여 반

복하는 과정으로써 구한다. 따라서 식 2-16의 선원부피(Vs) 적분은

부피선원 내의 T점을 균일하고 무작위로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계

측기 크리스탈 표면의 면(Sd) 적분도 표면상의 P점을 균일하고 무작

위로 생성하여 두 점 P, T의 위치벡터 에 대한 피적분함수의 합산

평균으로써 주어진다.

   

 





 ≅



  

 






∙
 





(2-19)

여기서 [ ]i 는 i-번째 particle의 발생점 T와 에 대한 값이며, A

는 P점이 생성되는 계측기 크리스탈의 표면적을 나타낸다. 두 점 P,

T의 균일 선택을 위해 부피선원과 계측기 표면의 좌표를 직각좌표

계 (x,y,z), (X,Y,Z)를 각각 도입하면 random number의 생성이 간편

하다. 부피선원의 형상과 크기에 따라 각 축의 구간 내에서 균일

random number를 생성하되 선원 부피 혹은 계측기 크리스탈 표면

의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N개의 (P, T)

짝을 선별한 후 피적분 함수값과 합을 구하면 식 2-19의 적분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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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alculation of the effective solid angle for an arbitrary shap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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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구해진다. 표준점선원의 경우에는 선원 위치 T가 고정되므로

계측기 표면상의 위치 P점에 대한 합산만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계측기의 옆면은 곡면이고, 부피선원의 경우를 포함하여 일반화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보다 복잡해지므로 T점을 계측기의 부피 내

에서 균일하게 생성하되, 계측기 입사 표면에서 P점을 균일하게 생

성하는 대신 T에서의 감마선 방출 방향을 균등(isotropic)하게 생성

하고, 각각의 감마선 진행 경로에 따른 식2-19의 입체각 요소를 구

하고 합산하는 방법이 더 간편해진다. 발생점 T를 원점으로 하는

극좌표계 (r,θ,φ)에서 식 2-19의 미분 유효입체각을 다시 표현하면,

  


 


cos ≅



  



   (2-20)

로 주어지며, 여기서 T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개별 방향은    

로 두었다. 이때   항은 감마선의 방향과 진행 경로 상의 물

질 내의 통과 거리에 따라 계산된다. cos 와 는 T점이 검출기 크

리스탈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는 경우에는 각각 [-1, 0] 및 [0, 2π]

구간에서 균일한 random number generation을 통하여 개수 를

생성하되, 검출기 크리스탈을 통과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를

합하고, 벗어나는 경우에는 0으로 취합하면 된다. 이 때 기하학적인

입체각은 검출기 크리스탈을 통과하는 경로에 대해서 를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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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합하되 벗어나는 경우에는 0으로 취합하면 되므로 그 경로의

개수를 라면 식 2-21과 같이 주어진다.

  


 


cos ≅



 



 


(2-21)

식 2-19의 첫 번째 적분인 T점의 위치에 대한 부피 적분은 T의 생

성 개수를 라 두고 큰 수에 대한 평균으로 근사하면,

   

 


 ≅



  



   (2-22)

로 주어지며, 합산은 개별 T점에서의 유효입체각을 더하는 것으로

구해진다. 식 2-7~2-22의 방법으로 점선원과 부피선원에 대한 유효

입체각을 계산할 수 있다. 위의 식으로 계산한 점선원과 부피선원의

유효입체각비는 계측으로 결정한 표준점선원의 검출효율을 관심 부

피선원의 검출효율로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3. 최적검출부피

가. 일반화 Ⅰ- 비균일 방사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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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peak-to-total ratio는 임의의 geometry의 선원(x)와

선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에 대해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하면,

선원 내의 미소 부피체(sector) Δv에 대해서도 위의 식

2-8~2-10과 식 2-15가 성립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효입체각, 총

효율을 각각 , 라 하면 이에 관해서 앞에 제시된 수식이

모두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방사성 핵종

의 분포가 면시료 혹은 부피시료 내에서 균일하게 주어지는 것

임을 묵시적으로 가정하여 모든 평균량이 구해져 왔으며, 환경

방사능 시료 등 대부분의 부피시료에서 이는 대체로 타당한 가

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핵종 농도가 균일하지 않은 부피시료에 대해서는 위의 식

2-15와 2-17은 핵종의 농도분포   를 포함하는 적분의 평균값

으로 수정된다. 이 경우에 해석적 농도분포 함수   이 알려진

다거나 해석적 적분이 직접 수행되기는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계산

을 위해서는 앞서와 동일하게 시료 부피를 충분히 작은 부피요소

(sector)  (i=1,...,K)로 나누고 각각의 부피요소에 대한 평균값

 를 구하는 것으로 분포를 대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로써 식

2-15와 2-19는 각각

   

 


※ (2-23)



- 24 -

  ≅



  




※



∙
 





(2-24)

으로 주어지며, 여기서  는 선원 부피요소   내에서 발생한

감마선의 총 수이며, 식 2-24의 합산은 부피요소   내에서 발

생한 입자 궤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2-25)

 
  



 (2-26)

이때 식 2-19와 2-23의 이중적분인 면적분이 충분히 수렴되기 위해

서는 충분히 큰 숫자  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를 단계적으로

증가해가면서 적분 값의 수렴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부피요소   에 대한 검출효율은,

     ∙ 

 
(2-27)

로 주어진다.   는 선원(x) 내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분포

를 보여준다. 핵종농도분포   를 이용하면 부피시료 전체에

대한 평균 검출효율는,

  
  




  ╱

  



  (2-28)

이며,  를 i에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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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9와 같이 간단해진다.

  
  




╱

  



 (2-29)

식 2-27이 부피요소  에 대한 검출효율이라면 동일 부피

요소에 대한 총효율은 식 2-8~2-10의 normalization을 이용하여 아

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30)

따라서 식 2-27과 2-30은 검출효율과 총효율의  
,   

(point

distribution function)의 finite volume average를 가리키며 충분히

작은 부피요소 에 대해 해당 부피 내에서 생성되는 입자수

 가 충분히 클 경우 실제 분포에 점근하게 될 것이다.

Moens의 유효입체각법의 원리는 주어진 유효입체각 혹은 총효

율의 계산에서 검출기 크리스탈의 민감 영역에 충돌하지 않은 광자

가 입사할 확률(Fatt)을 포함시킴으로써 이것이 총효율의 근사일 뿐

인 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부피가 커지거나 매질

농도가 높아지고, Compton 산란이 중요해지는 수 백 keV 이상의

광자에 대해서는 1차 혹은 다중 산란 후 계측기의 민감 영역에 입

사하는 확률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1차 산란 이후 계측기 민감

영역에 입사하는 경우의 확률은 위의 Fatt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정

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크기는 선원 형상과 크기, 매질 밀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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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에너지 모두에 관련될 것이므로 보다 복잡한 상황이 된다.

한편 이 효과가 중요해지는 수 백 keV 이상의 광자에 대해서 실험

치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다중 에너지 감마 방출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일 수밖에 없

으므로 또 다른 효과인 동시중첩효과(true coincidence summming

and loss effect)를 병행해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복합되고 있다. 현

재로서 부피선원에서의 동시합산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수 편(14-25)이

있으나, 식 2-30 또는 식 2-31 혹은 여기에 선원 내 산란과 관련된

보정 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므

로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식 2-30의 4π 규격화

대신 단일 에너지 감마선을 방출하는 점선원의 측정 스펙트럼으로

부터 직접 실험적으로 구한 총효율 곡선을 활용하여 식 2-31을 구

하여 그 타당성을 연구하는 것도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 

 
(2-31)

나. 일반화 Ⅱ-임의의 기하구조의 방사선원

임의의 기하체 선원의 경우에 위의 고려 사항을 일반화하기 위

해서 우선 해당 기하체에 대해 적절한 기하체 고정 좌표계

(body-fixed coordinate system)로서 (X,Y,Z)를 설정하고, 아울러 계

측기 크리스탈에 고정된 기존의 (x,y,z) 좌표계와의 상호 관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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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면 나머지는 앞서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로 환원된다. 이 경우

두 좌표계 간의 상호 관계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좌표계의 평행 이

동 및 좌표축의 회전을 병합하여 서술하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좌표계의 평행 이동은 아주 단순하므로 별도의 기술이 필요 없을

것이나 회전이 수반되는 변환의 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회전을 두 개의 Euler angle (φ, ψ)로서 기술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서술은 임의의 고전 역학책에서 찾아지며 가령 H.

Goldstein, “Classical Mechanics”에서는 ‘Eulerian angles’의 키워드

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비대칭적이거나 아주 일반적인 구조의 기하체 또는 측

정구조는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표준 측정에 의한 효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측정의 의미는 계수율 혹은 계수율 분포

정도로 지극히 제한된다. 가장 단순하며 현실적으로 빈번한 경우로

서는 그림 2-2에서와 같이 원통형 선원의 길이 방향 축이 계측기의

크리스탈 평면에 평행하게 놓이는 경우이다. 가령 내부에 액체 혹은

균일 고체로 찬 드럼형 선원에 대해 측정할 경우 선원을 기울이기

보다는 계측기를 선원 표면에 대해 상하 이동하거나 중심 위치에

고정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좌표계 설정을 그림과 같

이 x, y축과 X, Y축을 각각 평행한 동일 방향으로 설정하면 z-축과

Z-축은 일치하면서 단순 이동에 불과해지므로 두 좌표계 간에는 x

= X, y = Y, z = Z+D로 주어질 뿐이다. 여기서 D는 선원 원통의

중심 S가 (x,y,z) 좌표계 원점, 즉 크리스탈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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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원 원통을 반경 R, 길이 2L로 간주하고, 선원 내부의 부피요

소의 위치를 (Xs, Ys, Zs)로 기술한다면 이는,

  


≤ ≤ ≤ ≤ ≤ 의 조

건으로서 주어지는 점 (Xs,Ys,Zs)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이로부터 발

생되는 감마선의 선원 내 경로길이(path-length) 계산은 기하체 고

정 좌표계에서 수행하면 간단하고, 그 밖의 경로길이의 계산은 계측

기 고정 좌표계에서 수행하면 간단해진다. 다만 기하구조의 대칭성

에 따라 효율구조 또한 대칭성이 수반되므로 아래 식 2-32가 성립

된다.

      (2-32)

따라서 (Xs,Ys,Zs)의 모사 생성은

 ≤  ≤   ≤  ≤    ≤  ≤ 

의 범위에서 수행하면 된다. 원통형 구조가 Z-축에 대해 좌우 비대

칭으로 놓이는 측정구조도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    ≤  ≤  ≤  ≤ 의

조건하에서 선원 위치를 선정하고 나머지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하

면 된다.

다. 일반화 Ⅲ- 대용량 부피선원 및 무한매체의 방사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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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부피가 커지거나 무한매체에 대해서 방사능을 결정하는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대표적 문제를 수반한다.

1) 선원 농도의 균일성

2) 감마선에 대한 선원 자체의 흡수-차폐 효과 및 선원 위치에

따른 변동

3) 선원 위치가 검출기에서 멀어지면서 입체각의 감소와 자체차

폐 효과로 인해 검출효율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선원은

black-out의 상태가 되며, 만약 선원의 부피를 증가시키며 측

정하더라도 count rate saturation(9)이 발생.

이러한 문제는 nuclear safeguard 분야에서는 익숙한 상황으로

서 “infinite thickness”라는 용어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의 정량적

정의를 제시한 문헌은 찾기조차 어렵다. 가령 핵물질과 같이 원자번

호와 밀도가 높은 매질 선원에서는 자체 차폐 효과가 크므로 주어

진 측정 구조와 검출기로써 측정되는 특정 감마선의 계수율은 매질

선원의 두께 혹은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포화되는 현상에 맞닿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계

수율이 포화되는 물질의 두께 혹은 깊이의 개념으로써 통용되고 있

으나 더 이상의 상세한 제시는 찾기 어려운데 이는 “infinite

thickness”가 매질의 종류, 감마선의 에너지 및 선원 형상 등에 복합

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원 측정의 효율을 가늠할

수 없으므로 동일 매체, 형상을 가진 모종의 표준 선원을 동일 측정

조건에서 측정하여 선원 함량 대 계수율의 대비로써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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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의 대체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주어진 계측

기와 대용량(혹은 무한매체)의 측정 구조에 대해 선원 내의 등계측

효율면(equi-efficiency surface: EES) 분포에 근거한 측정의 최적효

율부피(VMED: The most efficient volume of detection)를 정의하고

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선원 내 위치  에서의 방사능 농도를   , 검출효율을

 
이라면  주변의 부피요소 에서 근원하는 감마선의 검출

계수는 식 2-33과 같이 주어지고, 식 2-27을 정리하면 2-34를 얻을

수 있다.

 



 (2-33)

 



 

 (2-34)

여기서 A(ε)은 EES을 나타내며 dA(ε)는 그 미분면적요소이다. ds

(ε)는 등효율면 의 위치에서 EES normal 방향의 미분거리를 나

타낸다. 그러나 식2-34는 해석적인 이론식에 불과하며 실제 상황에

서는 등효율면 A(ε)과 그 normal direction인 ∇을 구하는 문

제는 해석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치적인 방법으로 근사

해를 구하고 수렴조건으로써 접근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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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oordinate system of the detector and volume source.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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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선원의 위치로서 discretization index-i를 도입하여 근사적으로

표시하면,

 ≡   
  (2-35)

이되 여기서 i는 위치 를 대신하는 discretization index이고, α는

선원의 감마 피크 방출율(γ’s/Bq)과 계측의 live time(LT)의 곱을

나타낸다. 선원의 미소 부피  를 위치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잡

고 선원 농도 도 일정한 경우로 가정하거나 혹은 일정하게 유

지되는 범위 내에서 식 2-35는 식 2-36으로 간단해진다.

 ≡     (2-36)

위치 에서의 선원의 효율  는 식 2-27에 따라 주어진 감마

선에 대해  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계측기 크리스탈의 윗 표

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입체각 감소효과 (~
) 및 선

원 매질의 감쇠효과  ∼exp 에 의해 급격히 감소하게 된

다. 따라서 일정 부피에 대한  를 크기에 따라 감소하는 순서

로 재배열하면 대략적으로 거리에 따라 나열될 것이며 그 감쇠율은

궁극적으로는 선원매질의 총감쇠계수에 따라   scale의 지수함수



- 33 -

로 감소될 것이므로 식2-35의 합은 다음의 계수 C로 반드시 수렴하

게 될 것이다.

≡
  



 




  (2-37)

무한매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시되되 다만  → ∞이며 이 경우

에는 수렴값을 구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현실적으로 측정되는 계수

와 연관하여서는 식2-37의 ∞값을 구하기보다는 식 2-38로 정의한

다.

  
 



  
 



  (2-38)

이때 수렴도 f는 식 2-39를 의미한다.

  ∞


 



 
∞

 (2-39)

현실적으로 ∞값을 구하는데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

가 있을 경우에는 식 2-38의 계산에서 를 증가시키면서 수렴의

정도를 보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식 2-39에서의 f값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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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은 문제에 따라 경험적으로 구한다. 혹은 계수치 C , 그 통

계오차 일 때 상대오차는   이므로, f값을 0.1  미만으로

잡는 것은 측정 오차에 비해 계산 수렴을 엄밀하게 하는 경우로서

계산 시간이나 정확도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대용량 부피선원 및 무한매체의 방사능 결정 방법

특정 문제에서 효율의 분포는 수치적으로 구해지는 수밖에 없

으나 개념적인 사항은 공통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계측

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며 지름 방향

은 대략 입체각 효과, 높이 방향은 입체각과 감쇠효과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크리스탈의 윗면으로만 놓이게 되는 임의의 무

한매질이나 대용량 선원에 공통되는 특징이므로 실제 계산에서 주

어진 미소부피체(sector)에 대해 크리스탈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부

터 구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 된다.

식 2-38에 근거하여 합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이나 최적검출부피(VMED)를 구하여 이에 따른 최적검출부

피 및 방사능 농도를 구하는 것이 주어진 계산에서 가장 불확실도

를 낮추는 방법이다. 따라서 실제 문제에 적용 가능할만한 계산의

알고리듬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초기 계산 격자를 적절한 크기로 동일하게 설정하

고, 계측기 표면에서 가까운 위치로부터 차례로 유효입체각을 구해

격자-평균된  를 구해간다. N-개의 격자들의 부피에 대해 부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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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구한 후 그 크기에 따라 감소하는 순서로 나열한 집합을 {}

라 하면, 최초 m-개의 합이 수렴도 f를 초과하지 않는 가장 큰 m을

구한다. 이는 식 2-40에 나타내었다.


≡

  



   
   (2-40)

두 번째로, m이 구해지면 등계측효율면의 contour plot을 통하여

계산이 이미 진행된 구조가 contour 구조에서 왜곡된 경우에는 제외

된 격자 혹은 해당 방향의 격자를 추가하여 재계산하여 계산되는

격자 구조와 contour 구조가 비슷하도록 진행한다. 만약 이 과정을

적절히 알고리듬화 할 수 있다면 계산은 신속히 자동 수행될 것이

다. 수학적으로 타당하게 격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각 격자 위치에서

∇의 방향을 수치적으로 더 고차의 차분항으로 구하여 해당

방향에 인접한 가장 가까운 격자를 추가해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 이후 추가되는 격자와 더불어 등계측효율면의 경계에 놓인 격자

를 더 작고 세밀한 격자로 세분하여 계산을 추가해 간다.

마지막으로 각각 추가되는 격자 구조에 대해 큰 값으로부터 격

자의 효율값의 합을 차례로 구해가며 식 2-41의 수렴을 확인하여

계산을 종료하고 그 미소부피체(sector)의 합으로써 최적검출부피

및 해당하는 다른 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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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

가령 해당 부피는 식 2-42와 같으며 이때 최적검출부피(VMED)에

해당하는 검출효율  는 식 2-43과 같다.

  
∈

 (2-42)

   
∈

  (2-43)

이러한 방법의 성능은 구체적인 대상의 측정과 분석을 통해

확인 및 정립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참조할만한 추가적인 실험 방

법으로서 계측기 혹은 선원 방향에 시준기(collimator)를 붙여 axial,

radial 방향의 scanning을 하여 계수율 변동 등을 단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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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개발

1. EXVol 코드

가. EXVol 코드의 개요

EXVol 코드는 감마 부피선원과 검출기의 인접 물질 및 검출기

크리스탈 등 여러 가지 기하구조 및 배치에서의 감마선 감쇠를 고

려하여 유효입체각과 검출효율을 MATLAB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

하는 코드이다. 이후 실험에 의한 EXVol 코드의 성능 검증 과정

을 수행하고 상용 코드들과 비교과정을 통해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5) 그 성능을 확장하였다.

나. EXVol 코드의 특성

EXVol 코드에서 검출효율은 실험과 유효입체각법에 기반 한

계산을 통해 반 실험적 방식으로 표준점선원의 측정결과를 이용하

여 결정한다. 입체각에 감쇠효과를 반영한 것을 유효입체각으로 정

의하며, 측정으로 결정한 표준점선원의 검출효율(εpt)을 계산으로 결

정한 부피선원과 점선원의 유효입체각의 비(pt/vol)로 보정하여 표

준부피선원 측정 없이 부피선원의 검출효율(εvol)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 EXVol 코드는 수식과 일부 몬테카를로 방식을 이용하여 유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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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각을 결정한다. 감마 부피선원의 내부 매질, 검출기 및 주변 물질

에서의 자체감쇠효과(efficiency factor), 선원 자체차폐효과

(self-shielding factor), 경로 길이 (pathlength)는 수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선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위치와 방향, 에너지의 선택

에는 몬테카를로 전산모사를 활용한다. Peak to total ratio가 일정

하다는 가정 하에 유효입체각을 계산하며, 감마선의 감쇠효과는 선

원 자체 매질과 계측기 민감 영역에 도달하기까지의 중간 경로에

존재하는 임의의 매질 (선원용기, 용기 지지체, 공기층, 검출기 불감

층 등)을 아무런 상호작용(광전흡수, 산란, 쌍생성) 없이 도달할 확

률과 검출기 내의 경로 상에서 임의의 상호작용 할 확률을 탄성산

란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 합산하여 결정한다. 탄성 산란의 경

우 에너지 흡수가 없으며, 관심 에너지 영역에서 상호 작용 후 진행

방향의 변화가 무시할 정도이므로 제외 가능하다. 광전효과를 비롯

하여 컴프턴 산란과 쌍생성 효과 등의 모든 상호작용을 일으킨 광

자는 에너지 전체를 검출기 매질에 전달하고 전 에너지 흡수 사건

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검출기 내에서 불완전한 전하

를 수집하게 되는 모든 상호작용을 완전히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유효입체각법을 채택함으로서 임의의 형상 및 부피에 대한 검

출효율의 결정이 비교적 빠르고 간단히 결정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

가 방사선 물리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친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간편하게 검출기-선원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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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함으로서 전문적 전산모사 결과에 근접하는 정확도와 불확도를

가지는 부피선원에 대한 효율계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인 계산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지 표

준 점선원의 측정 결과로부터 부피선원의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

다는 면에서 비교적 실용적이고 편리하다.

선원 내에서의 감마선의 생성을 random number generation에

기반한 확률로부터 계산하고 다양한 물리현상을 모두 확률적으로

추적하는 full Monte Carlo 방식의 코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 EXVol

코드는 감마선의 생성에만 몬테카를로 모사를 적용하고 이후는 계

산으로 효율 계산과 관련한 모든 인자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선원

의 부피가 커지거나 매질의 농도가 높아지고 compton 산란이 중요

해지는 수 백 keV 이상의 광자에 대해서는 1차 혹은 다중 산란 후

검출기의 민감 영역에 입사하는 확률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크기는

선원의 형상과 크기, 매질의 밀도 및 감마선 에너지 모두에 관련되

므로 복잡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선원 내 산란 보정항의 포함이 필

요한데 유효입체각법은 복잡하고 상세한 물리현상을 모두 반영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방사선 물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방식의 full Monte Carlo 방식의 코드를 이용하여 검출효율

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계산

을 위한 input 자료의 생성이 번잡하여 이에 따라 계산시간이 수 시

간-수 일 소요된다. 선원과 검출기의 배치와 구성이 동일한

geometry에서 152Eu을 측정하여 결정한 검출효율 데이터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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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Vol과 MCNP5를 이용하여 계산환경을 설정하고 검출효율을

계산한 값을 계측 값과 비교하여 아래 표 3-1에 나타내었다. 계측

geometry의 구성을 시작으로 검출효율 값을 결과로 얻는데 까지,

EXVol은 약 30 분, MCNP는 약 3 일정도 소요되었다. 계측 값과의

수치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정확도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획득하는데 MCNP가 필요한 시간이 훨씬 길다.

다. EXVol 코드의 작동

EXVol 코드는 계산에 필요한 변수의 값을 지정된 경로에서 파

일로 불러들여 반영한다. 계산에 필요한 초기 입력값은 크게 선원,

검출기, 시준기, 에너지 자료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선원의 정보는

*.src 형식을 파일이며, 선원 용기 재질의 밀도와 구조, 매질의 화학

적 구성 및 감쇠체(attenuator)와 콜리메이터, 선원-검출기의 동축

및 수직형 구조에서 계산을 위한 검출기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검출기에 관련된 입력 정보들은 *.inp 형식의 파일로, 검

출기 크리스탈과 hole, window, cup, dead layer 등에 관한 수치 및

물질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준점선원의 측정으로 결

정한 검출효율의 값은 관심 부피선원의 형상으로 변환하여 계산하

는 기준이 되는 정보로 *.eff 형식으로 저장된다. 검출기-선원 거리,

관심 에너지영역, event number, 선원의 분할좌표 입력 등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정보는 *.txt 파일에 저장하여 계산에 적용한다. EXVol

코드의 계산을 위한 정보들은 GUI를 통한 구동 화면을 만들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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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구동 화면은 세 부분으로 나

누어져 있다. 검출기, 선원, 에너지 등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

하는 Information window와 입력된 검출기, 선원 등의 기하학적 검

출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geometry window, 그리고 코드의

실행 결과로 얻어진 효율곡선을 보여주는 result window로 구성되

어 있다. EXVol 코드의 구동 화면은 그림 3-1과 같다. Information

window의 검출기, 선원, 시뮬레이션에 관한 부분을 클릭하여 작성

한 input 파일들의 경로를 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입력하거나 pop-up 되는 입력창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변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상용코드들이 좌표값으로

geometry를 정립하는 방식은 사용자에게 코드 사용의 진입장벽을 높

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EXVol은 해당 geometry의 수치만 입

력하면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쉬운 이용을 돕는다. 또한 계산이 완료되면 부피선원의 위치별 감마

선 행정(그림 3-2의 노란선)과 점선원의 감마선 행정(그림 3-2의 붉

은선) 검출효율 곡선(그림 3-2의 좌측 상단 그래프), 유효입체각의

비 등을 그래프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계산에 대한 이

해를 돕고 별도의 데이터 처리 작업 없이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계산 결과는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효

율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contour plot을 하여 함께 보여준다. 이

또한 수치로만 결과를 반환하는 기존의 상용코드에 비해 사용자가

궁금한 정보를 시각정보로 명료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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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친화적인 강점을 보여준다. 테이블로 저장되는 결과는 점선원

과 부피선원에 대한 감쇠인자(Fatt), 효율인자(Feff), 유효입체각 그리

고 부피 선원에 대해 변환된 전-에너지 흡수 피크 효율이며

result.m의 형식으로 저장된다. 개별 위치(sector)에서의 검출효율이

따로 저장되어 사용자의 용이한 확인을 돕고 있으며 이는 동축형

배치 계산의 경우 (r,z)의 위치, 수직형 배치 계산의 경우 (x,y,z)의

위치에서의 개별 감마 에너지에 대한 계산결과가 result_sector.m의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는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event number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

며, 구동 컴퓨터의 CPU 사양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진다. 본 연구

에서는 CPU 3.6 GHz 1 core, RAM 8 GB 사양의 PC에서 코드 계

산을 수행하였고, 상대효율 40 % coaxial HPGe 검출기 및 1,000 ml

액상 마리넬리비커를 기준으로 계산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event

number 10,000 개에 93 초, 100,000 개에 207 초, 1,000,000 개에

1,950 초이다. 검출효율계산에 이용되는 상용코드들의 계산 시간이

수십 시간~수일이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계

산 시간 안에 신뢰도 높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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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omparison of EXVol and MCNP calculation results.

Energy
[kev]

검출효율

측정값 EXVol MCNP5

121.7818 0.0162 0.0153 0.0190

244.6976 0.0116 0.0096 0.0138

344.2789 0.0092 0.0067 0.0109

443.966 0.0076 0.0059 0.0092

778.9066 0.0053 0.0053 0.0064

867.383 0.0049 0.0052 0.0060

964.082 0.0046 0.0049 0.0056

1085.841 0.0041 0.0045 0.0052

1212.953 0.0040 0.0041 0.0049

1408.013 0.0034 0.0035 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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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The operation screen of the EXVol code(left) and input windows of detector, source and

simulation input (right).



- 45 -

2. 감쇠계수의 계산

유효입체각법에 입각한 부피선원의 검출효율 계산코드인

EXVol 코드는 감쇠계수 결정에 내-외삽법을 이용하여 계산해왔

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저 에너지 영역에서 attenuation edge의

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감쇠계수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

리의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감

쇠계수 데이터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

제는 NIST의 감쇠계수 데이터 라이브러리 공유를 통해 해결 가

능하고 더불어 EXVol 코드의 성능 확대와 응용의 증가를 도모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감쇠계수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도록 EXVol 코드와 동일한 프로그램 언어인

MATLAB을 이용하여 감쇠계수 계산 코드인 Mu 코드를 개발하

였다.

Mu 코드는 NIST의 감쇠계수 데이터(26)를 이용하여 기본 에

너지 그리드(grid) 또는 사용자가 선택한 관심 에너지에서 감쇠

계수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감쇠계수는 모든 absorption

edge를 포함하여 total attenuation coefficient를 그림과 표로 그

결과를 반환한다. 이때 coherent scattering, incoherent

scattering, photoelectric absorption, pair production 효과의 반

영 여부 또한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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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 코드는 원소, 화합물 및 혼합물의 감쇠계수를 계산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원소 데이터는 NIST이 감쇠계수 프로그램인

XCOM에서 주어진 Hubbell의 연구(27)에 기반을 두고 있다. 코

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입력 값을 위한 창이 생성된다. 이 창

에서는 원소의 화합물, 최소-최대 에너지범위 또는 사용자가 관

심 있는 단일 에너지 값 [eV]을 입력할 수 있다. 계산 가능한

전체 에너지 범위는 1 eV ~ 100 GeV이며 이 범위를 벗어난 값

을 입력하면 입력오류 알림창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energy bin

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dge 정보가 포함된 NIST

의 감쇠계수 데이터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GUI는 그

림 3-2에 그 구성을 나타내었다. 관심 원소 및 화합물은 영문

대소문자를 이용한 화학식의 입력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원

자번호 1번 ~ 100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쇠계수를 계산해낸

다. 혼합물의 경우도 원소 및 화합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되

며, 분자식은 개별 원자 구성요소의 중량 비를 입력하여 감쇠계

수를 계산한다.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에너지 범위에 따

라 그 값을 표로 출력하며 이때 구성 원소와 분자식에 대해 각

각 log scale의 그래프로 함께 반환되고 그 단위는 [cm2/g]이다.

Edge 에너지들이 포함되는 경우 그래프 상에 해당 정보를 표시

하여 보여주며, zoom 기능을 이용하여 겹치는 edge 정보를 확대

하여 세밀한 계산결과의 확인을 돕는다. 감쇠계수 계산 결과의

예시는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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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he data of the NIST attenuation coefficient(up)

and input window and error message notification window

the Mu code(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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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he attenuation coefficient of UO2 calculated by Mu code (up left and up middle: Element,

up right: compound). Attenu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result of uranium element (down left) and

enlarged picture of area of interest (dow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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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위치에서의 검출효율 결정

가. 선원-검출기의 동축형 배치

대용량 부피 선원의 검출효율을 구하는 방법은 지극히 제한

적이기 때문에 반 실험적 방식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상용 코드

를 활용하여 계산해볼 수는 있으나 기존의 코드들의 성능적 한

계와 구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 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이

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측정이 힘든 대용량, 고준위 방사선원의

검출효율 결정을 계산만으로 가능하도록 보정된 계산 결과를 계

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치에 대한 상세한 감마선 검출효율 분

포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부피시료 내 특정 위치에서

검출효율 분포를 에너지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을 정

립하고 EXVol 코드의 기능을 확장 하였다.

선원-검출기의 동축형 배치의 경우에는 부피선원을 2차원

(r,z) 선원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만큼

지름 방향과 높이 방향을 균등분할 하여 여러 개의 미소 부피체

(sector) 집합으로 부피 선원을 분해하고 설정한다. 선원의 중심부

위치의 r의 좌표를 0으로 두고 좌우 대칭이 되도록 계산한다. 전

체 부피선원을 지름방향(r-방향)으로 m 등분, 높이방향(z-방향)

으로 n 등분 하여 개별 sector가 위치 별로 생성되면, 해당 sector

의 번호에 따라 c(i,j)로 설정하고 sector의 부피 안에서 생성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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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에 의한 계산 결과들은 해당 sector의 대표 좌표에 기록하도

록 코드를 구성하였다. 그림 3-4는 원통형 선원의 좌표계 설정 모

습을 보여준다.

코드의 성능확인을 위해 높이 200 mm, 지름 47.5 mm의 고상

실리콘 인곳을 (r,z)방향으로 5개씩 균등분할을 하고, 효율 32%의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에너지범위 20~1500 keV에 대해 10 keV

단위로 계산을 해 보았다. 계산에 사용된 event number는 106 개

이며 EXVol에서 계산 중 sector 별로 계산이 구동되는 모습과 검

출효율이 위치좌표 (r,z)와 에너지에 따라 계산되 나오는 과정과

결과는 그림 3-5, 효율분포 contour plot은 그림 3-6에 나타내었다.

환경 시료의 경우 측정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피 형태는 마리

넬리 비커이다. 향후 응용연구와 연구범위의 확장을 위해 마리

넬리 비커의 에너지와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을 계산하고 그 결

과를 contour plot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EXVol의 기능을 확장

하였다. 1000 ml의 마리넬리 비커에 10가지 핵종을 녹인 액상

매질을 채워 효율 32% HPGe 검출기로 측정하는 상황을 EXVol

로 계산하여 그 결과를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각 그림의 중간

부분들은 마리넬리 비커 형상의 특성상 비어있으므로 하얗게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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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oordinate system of cylindrical geometry at

coaxial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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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원-검출기의 수직형 배치

대용량 부피선원의 경우 선원 내 감쇠효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손쉬운 계측방법으로 선원-검출기의 수직형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 EXVol의 동축형 geometry를 90

도 회전시켜 정립하였다. 수직형 배치의 경우 특정 위치에서의

미소부피(sector)의 효율 계산 시 분할좌표는 기존의 (r,z)에서

(x,y,z)로 바뀌게 된다. 동축형 배치의 경우 선원의 지름방향이

균일할 때 좌우대칭구조가 성립하므로 (r,z) 2차원으로 선원을

균등분할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직형 배치의 경우 r방향

으로 균일하더라도 선원-검출기의 위치에 따라 좌우 비대칭 구

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직형 배치에서는 선원부를

EXVol 코드 내에서 3차원의 (x,y,z)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선원

-검출기의 geometry 이외에 감쇠계수, 감마선의 발생과

pathlength, 유효입체각 및 검출효율의 계산 방법은 동축형 배치

와 동일한 알고리듬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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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 calculation process for each sector (left) and

the calculation result at the specific position and energ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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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he distribution of detection efficiency of Si ingot.

Two of the upper row are the results at 200 keV and 500

kev, and two of the lower row are the results at 1000 keV

and 1500 keV,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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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he distribution of detection efficiency of Marinelli beaker.

Two of the upper row are the results at 20 keV and 520 kev and two of the lower row

are the results at 1020 keV and 1520 keV,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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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적검출부피(VMED)의 결정

앞 절에서 구축한 부피선원의 위치별 검출효율 계산과 검출

효율의 분포를 이용하여 대용량 부피선원의 검출효율 분포를 보

면 실제 효율에 기여하는 부피가 극히 일부임을 그림 3-7과 그

림 3-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상의 매질인 대용량

부피 방사선원의 경우 검출효율 분포의 예측을 해보고자 전체

높이 600 mm의 실리콘 인곳을 높이 50 mm의 원반이 12 층으

로 쌓여있는 구조로 가정하여 그 효율 분포를 계산해 보았다.

계산에 사용된 geometry와 그 결과는 각각 그림 3-8에 나타내

었다. 높이가 매우 긴 선원을 검출기와 동축 방향으로 배치하여

측정한다고 생각할 때, 검출기 입사창을 기준으로 일정 높이

이상의 위치에서 발생한 감마선은 검출기에 도달할 확률이 지극

히 낮다. 매질의 농도가 높고, 인곳 내부에서 검출기를 향해 이

동하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입체각이 감소하고 선원 자체차폐효

과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마선이 선원

내부에서 모두 감쇠되어 사라질 확률이 더욱 커진다. 또한

count rate saturation이 발생하면서 전체 검출효율은 일정한 값

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림 3-9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실리콘 원

반 3층의 위치부터는 검출효율이 10-1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효율에 기여하는 유효 높이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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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검출부피 (The Most Efficient Volume of Detection(VMED)결

정이 필요하다.

EXVol에서 최적검출효율의 결정을 위해서 선원을 균등분할

한 각 sector의 효율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그 값의 합산을

통해 그 중 실제 검출효율에 기여하는 부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검출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높

은 효율을 가지며 r 방향은 입체각 효과, z 방향은 입체각과 감

쇠효과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검출기 크리스탈의 윗

면으로만 놓이게 되는 임의의 무한매질이나 대용량 선원에 공통

되는 특징이므로 실제 계산에서 주어진 sector의 부피에 대해

크리스탈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부터 구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으

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 된다.

프로그램의 성능확인을 위해 높이 20 cm, 지름 9.5 cm, 부

피 1418 cm3의 실리콘 인곳을 각각 반경 방향(r)과 높이 방향(z)

으로 균등하게 10 등분 하여 상대 효율 30%의 HPGe 검출기로

계측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검출효율과 최적검출효율부피를 구해

보았다. 선원의 높이가 길어짐에 따라 실제 효율에 기여하는 높

이가 한정적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계산 환경을 설정하였고,

부피가 큰 환경시료 및 발전소 폐기물 등에 적용을 고려하여 선

원의 부피를 설정하였다. 관심 에너지 범위는 20-2000 keV이며

감마선 발생 event number는 107 개다. 결과는 그림 3-10과 표

3-2와 같다. 그림 3-9는 EXVol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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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The geometry of Si-ingot with detector(up) and

detection efficiency of Si-ingot with a height of 600 mm at

each location(down)



- 59 -

화면이다. 선원-검출기 배치 상황을 토대로 선원 내 검출효율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의 상단에 있는 그래프의 x

축은 sector의 개수이고, y축은 합산된 검출효율이다. 합산된 검

출효율 값이 수렴하는 위치가 최적검출효율부피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되는 위치를 점선으로 표시해두었다. 점선이 움직이

는 위치를 살펴보면,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에 기여하는

sector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Collimator의 도입을 통한 수직형 구조의

검출효율 결정

선원-검출기의 수직형 배치를 통해 비대칭 구조에서의 검출

효율의 결정이 가능해졌다. 실제 대용량 고 방사능의 부피선원

의 계측환경에의 도입을 위해서는 특정 위치에서 보다 정밀한

검출효율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계산으로 구하기 위해

EXVol의 기존 선원-검출기 관련 계산에 추가로 시준기

(collimator)를 도입하였다. 이는 detector scanning 개념으로 검

출기를 기준으로 중심을 정렬하며 검출기 중심의 x 좌표를 0으로

지정한다. 이때 지름방향으로 선원이 균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선원

의 y,z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해당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

한 선원-콜리메이터-검출기의 배치도는 그림 3-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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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and VMED of Si ingot with a height of 20 cm. 200 keV,

500 keV, 1000 keV and 1500 keV from left to righ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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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keV)
200 500 1,000 1,500

VMED

(cm3)
35.4 56.7 103.5 141.8

실제

효율에

기여하는

부피

(%)

2.5 4 7.3 10

Table 3-2. Result of calculation of the V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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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구조를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translation 값과 collimator

의 정보를 EXVol에 코드 내 선원 정보창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검출기가 선원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거리] 값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거리]를 입력하면 된다. 이동거리의

단위는 mm 이다. 계산에 필요한 collimator의 정보는 collimator의

구성 물질, 밀도, 두께, hole 지름이다. 해당 내용의 계산 성능 확

인을 위해 높이 500 mm, 지름 200 mm, 부피 15.7 L의 실리콘

인곳을 각각 x, y, z 방향으로 균등하게 20 등분 하여 효율 32%

의 HPGe 검출기를 이용해 관심에너지 범위 200~1500 keV에서

검출효율을 결정하고, 선원의 특정 위치 및 에너지 별 검출효율

분포를 contour polt으로 확인해보았다. 이때 event number는

105 개이며 시준기는 두께 50 mm, 지름 30 mm의 납 이고,

translation은 +100으로 설정하였다. Translation 100은 선원-검

출기의 중심축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배치하였을 때, 높이 500

mm 부피선원의 중심위치를 기준으로 검출기 x 좌표의 중심이

우측으로 100 mm 이동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때 분할 된 위치

별 x 좌표의 범위는 –350~150 이 된다. 계산이 완료되면 자동으

로 contour plot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된다. 생성된 창에서는

축, 좌표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 방

향 및 에너지에서의 검출효율 분포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

다. 이는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는 xy, yz, zx 평면에 대해 각각 그림 3-13~1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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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림 3-12는 x축 방향으로 검출기를 이동하는 경우 –350

≤분할 된 위치 별 x 좌표≤ 150의 범위에서 yz 평면의 contour

plot이다. Event number를 올리면 좀 더 완만한 형태의 contour

plot을 얻을 수 있다. 특정 위치 별 계산결과는 1500 keV를 기

준으로 나타내었다. X 좌표가 –337.5일 때, 감마선의 경로를 고

려하면 선원의 상단부만 시준기에서 조금 보이고, 선원의 중심

부로 검출기가 이동할수록 (그림 상 x=12.5의 위치) 효율에 기여

하는 면적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은 y축 방향으로 검출기를 이동하는 경우 –100

≤분할 된 위치 별 y 좌표≤ 100의 범위에서 zx 평면의 contour

plot이다. 특정 위치 별 계산결과는 1500 keV를 기준으로 나타

내었다. Y 좌표가 95일 때, 감마선의 경로를 고려하면 선원의

상단부만 시준기에서 조금 보이고, 선원의 중심부로 검출기가

이동할수록 (그림 상 y=5의 위치) 효율에 기여하는 면적은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는 z축 방향으로 검출기를 이동하는 경우 0 ≤분

할 된 위치 별 z 좌표≤ 200의 범위에서 xy 평면의 contour

plot이다. 특정 위치 별 계산결과는 1500 keV를 기준으로 나타

내었다. Z 좌표가 0일 때, 시준기와 xy 평면이 맞닿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감마선의 경로를 고려하면 z 좌표가 선원의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시준기에서 보이는 선원의 면적이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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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Coordinate system of vertical geometry of source, detector and collimator(left and

middle) and definition of the collimato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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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The contour plot window of EXVol. Users can

change the information of axis, coordinate and energy which

they hav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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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Upper row shows the calculation result according to x-position translation. X= -337.5,

-12.5 and 137.5 respectively (From left to right). Down row shows calculation result according to

g-ray energy. Energy is 200, 500 and 1000 keV respectively (From left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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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Upper row shows the calculation result according to y-position translation. Y= 95, 45 and

5 respectively (From left to right). Down row shows calculation result according to g-ray energy.

Energy is 200, 500 and 1500 keV respectively (From left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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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Upper row shows the calculation result according to z-position translation. Z= 20, 100 and

200 respectively (From left to right). Down row shows calculation result according to g-ray energy.

Energy is 200, 500 and 1500 keV respectively (From left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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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분광계통 구성 및 측정 분석

감마부피선원의 방사능농도분포 계산의 확인을 통한 EXVol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고해상도 감마선 분광계통을 구성하고 표

준부피선원의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에서 제작 및 인증한 표준부피선원(CRM)의 측정으로 결정

한 검출효율은 EXVol의 계산 결과와의 비교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표준부피선원의 형상 및 매질을 반영한 검출효율로 변환하

기 위한 입력 값을 획득하기 위해 표준점선원의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표준 선원들의 형태는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1. 감마선원

가. IAEA 표준점선원

EXVol 코드에서 부피 선원의 검출효율 계산을 위해서는 기준

이 되는 표준점선원의 측정을 통해 결정한 검출효율 데이터가 필요

하다.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계산을 위한 입력 값의 획득 목적으로

241Am, 133Ba, 60Co, 137Cs, 152Eu의 5 가지 핵종의 표준점선원의 측정

을 수행하였고, 28 가지 감마 에너지에 대한 스펙트럼을 획득하였

다. 측정한 표준점선원의 정보는 표 4-1에 정리하였고, 표준점선원

의 형태는 그림 4-1의 (a)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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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RISS 표준부피선원

EXVol의 성능을 신뢰서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측정 소급성

이 확보되며 정확히 제작되고 인증된 인증표준물질(CRM)의 계측

결과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제작 및

인증한 표준부피선원의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 표준부피선원은 액상

의 0.1 몰의 염산을 매질에 152Eu을 녹여 제작되었다. 제작된 방사성

시료는 부피 1000 ml 원통형 형태의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았다. 표

준부피선원의 인증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감마선 방출 동위원소

의 국가 측정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하고 있는 기준감마선 전

리함으로 동위원소별 방사능을 인증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신

뢰 수준 약 95%로 제작되어 불순 핵종은 0.01% 이하이며 불확도

1.7%로 인증되었다. 표준부피선원의 상세 규격 및 정보는 표 4-2와

그림 4-1의 (b)와 (c)에 나타내었다.

2. 검출기 및 모듈구성

EXVol의 방사능분포결정 성능 검증을 위해 높은 분해능으로

복잡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도록 closed-ended 동축형

(coaxial)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감마선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N-형의 상대효율 40 %의 ORTEC 社의 검출기를 이용하였고 검출

기에 대한 주요 정보 및 사진을 표 4-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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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에너지 분광을 수행하기 위한 분광 계통은 HPGe 검출

기와 digital spectrometer인 DSPEC으로 구성하였고 스펙트럼 획득

을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GammaVision이다. 계측에 사용된 검

출기와 DSPEC의 사진은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3. 검출효율 결정 실험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IAEA 표준점선원과 KRISS 표준부

피선원을 이용하여 상대효율 40%의 검출기에 대한 검출효율 결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일반 방사선 계측실에서 수행하였다. 선

원-검출기의 중심이 수직이 되도록 배치하였고 특정 위치에서의 검

출효율 결정을 위해 납으로 제작한 지름 15 mm, 두께 50 mm의 시

준기를 설치하였다. 시준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수단으로

시준기와 납 차폐체가 없는 환경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사능농도분포의 확인을 위하여 선원의 높이 방향으로 총 7 등분

하여 측정하였으며, 선원-검출기의 중심을 맞추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lab jack을 이용하였다. 각 위치별로 높이는 15 mm 씩 차이

가 있고 수행한 전체 실험에 대한 배치와 내용은 표 4-4와 같다.

표준점선원의 측정시간은 모든 감마선원에 대하여 통계오차가

1% 미만이 되는 live time 14,400 초 동안 수행 하였고, 표준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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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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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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1. Pictures of the IAEA standard point g-ray sources(a). Schematic diagram of 1000 ml

cylindrical beaker(b) and picture of the KRISS CRM g-ra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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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Information of the voluminous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g-ray sources.

Type Cylinder

Authority KRISS

Volume 1000 ml

Container PE (Polyethylene)

Medium Liquid HCl

Nuclide 152Eu

Activity [μCi] 1.7

Eg[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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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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Specification of the detector.

Parameters Contents

Type n-type

Model GMX30190-S (ORTEC)

Relative efficiency 43.1%

Cryostat type Dewar (Liquid Nitrogen)

Resolution at 1332.5 keV 1.83 keV(FWHM)

Crystal diameter 58.2 mm

Crystal length 79.0 mm

window thickness and

material
0.5 mm (Be)

Inactive Ge contact layer Ge/B: 0.3 μm, Ge/Li: 700 μm

Detector bias voltage －390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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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2. Picture of the detector with a dewar(a) and DSPEC(b).



- 77 -

선원의 측정시간은 live time 86,400 초 동안 수행 하였다. 표준부피

선원의 측정 시 검출기와 선원 사이에 시준기가 설치되어있어 선원

-검출기 거리는 5 cm 이다. 표준점선원의 측정 시 표준부피선원의

중심 위치에서부터 검출기의 window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선원

-검출기 거리를 10 cm로 설정하였다. 위치 별 count rate는 시

준기가 있을 때는 평균 0.3 cps 이며 dead time은 0.6%를 넘기

지 않았으며, 시준기가 없을 때는 위치 별 count rate는 평균 3

cps 이며 dead time은 1.6%를 넘기지 않았다. 표준점선원과 표준

부피선원의 측정 구조 및 시준기는 는 그림 4-3과 같다. 측정으로

획득한 스펙트럼은 시준기 설치 유무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림

4-4에 나타내었다.

4. 검출효율의 결정

표준점선원과 표준부피선원의 계측 수행으로 획득한 스펙트럼

의 면적 분석에는 HyperGam(10)을 사용하였고, 그림 4-5는 그 분석

화면이다. HyperGam으로 분석한 피크 면적을 바탕으로 검출효율을

결정 하였고, 그 결정에 사용된 식은 4-1에 나타내었다.

××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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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List ofγ-ray spectrum measurement experiments

No
Geometr

y
Source

Source to detector

distance

Acquisition

Time
Location

Cryostat

type

1

Open

(without

collimato

r)

Point 10 cm 14,400 sec

Detection

room

Liquid

Nitrogen

Volume 5 cm 86,400 sec

2
Collimati

on

Point 10 cm 14,400 sec

Detection

room

Liquid

Nitrogen

Volume 5 cm 86,4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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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Detecting environment of standard point source (left) and standard volume sourc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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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Detecting environment of standard point source (left) and standard volume source

(right).Picture of spectra obtained from measurement. The blue is the spectrum measured without the

collimator and the cyan is the spectrum measured with coll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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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측정 스펙트럼의 피크 면적, t는 계측시간, N은 측

정 시 방사능의 세기 그리고 P는 감마 핵종의 방출 확률이다. 측정

한 감마선원의 핵종과 에너지별 방출확률은 IAEA에서 제공하는 종

합적 핵종 데이터 프로그램인 NuDat(28)의 값을 취하였고, 표 4-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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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Picture of spectrum analysis with Hyper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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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Energy and emission ratio information about the

IAEA standard point source and KRISS voluminous CRM.

Energy
[keV]

Emission
ratio
[%]

133Ba

35.2 22.2

53.161 2.2

79.613 2.63

80.998 34.1

276.4 7.17

302.853 18.32

356.015 62

383.851 8.93

152Eu

45.5 14.8

121.782 28.4

244.699 7.54

344.281 26.52

411.126 2.246

443.96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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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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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그램 성능 검증

1. 시준구조의 특정 위치 및 에너지에 대한 검

출효율의 결정

EXVol의 성능 검증을 위해 상대효율 40% 검출기와 표준선원

들의 측정 실험을 선행하였다. EXVol의 계산을 위한 입력 값으로

필요한 검출기, 표준점선원 및 부피선원 등 실험 장비의 기하학적

수치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도면을 참고하였다. 실험으로 결정한 검

출효율 값과 코드로 계산한 검출효율 사이의 상대 편차(relative

deviation)을 살펴보면 EXVol 코드의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Vol로 계산한 부피 선원에 대한 검출효율과 실측을 통해

결정한 부피선원의 검출효율exp을 상대편차의 %로 나타내었고

그 방법은 아래 식 5-1과 같다.

Relative deviation [%] =exp

 exp
× (5-1)

결과의 비교는 측정한 부피선원의 위치와 시준기의 유무가 검

출효율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수행 하였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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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5-1 ~ 5-5에 나타내었다.

가. Open geometry에서 코드의 성능 비교

시준기가 없는 open geometry에 대한 측정 및 계산 결과는

그림 5-1과 같다. 해당 측정환경에서는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가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상대오차범위 ± 10% 미만의 차이만을 보임

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으로 부피 선원의 검출

효율을 계산하는 상용 프로그램인 ANGLE과 LabSOCS가 불확

도 ±15 %을 보증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EXVol의 성능이 상

용코드와 비슷하거나 우세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시준기가 없는 경우 EXVol 코드의 성능이 신뢰할 만 하

다는 가정 하에 시준기를 도입한 구조에서의 코드의 성능 평가

를 진행하였다.

나. Collimation geometry에서 코드의 성능 확인

시준기가 반영된 계측 구조에 대한 측정 및 계산 결과는 그림

5-2~5-5와 같다. EXVol로 확인한 표준부피선원의 최적검출부

피는 표 5-1에 나타내었다. 또한 시준구조에서 검출효율의 분포

는 그림 5-6~5-8에 나타내었다. 선원 높이의 중심위치를 기준으로

각각 위와 아래 방향으로 15 mm 씩 선원을 이동하여 측정한 상황

을 계산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선원 높이의 중심 위치

를 기준으로 측정 및 계산 결과는 대칭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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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관계의 데이터는 하나의 그림에 나타내었다. 시준기가 도입된 환

경의 검출효율 곡선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검출효율 곡선과는 정반

대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에너지가 낮아

질수록 감쇠효과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원리와 시준기에 의

해 차폐된 검출기로 저 에너지의 감마선들이 도달할 확률이 적어지

는 환경이 검출효율의 계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과 계

산결과의 상대 편차는 선원의 말단부를 제외하고는 ±20 % 수준이

다.

2. 동시 계측 보정 및 불확도

가. 동시 계측 보정

다양한 효율(17, 32, 63 %)의 HPGe 검출기와 형태(마리넬리,

실린더)의 선원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EXVol 코드의 계산 결

과와 비교한 선행 연구(5)에서 검출기의 효율이 커질수록 계산결과

와 측정결과 사이의 상대편차 (relative deviation) 가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1)동시 계측 보정

연구를 수행하였고 peak to total efficiency ratio 결정을 위한

MCNP 전산모사와 함께 동시 계측 보정계수 결정코드인 KORSUM

1) 해당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윤은택씨의 연구논문이 저널 투

고 중에 있어 참고문헌으로 작성하지 못하여 각주를 통해 그 내용

을 밝혀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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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The most efficient volume of detection of the CRM voluminous source.

Energy

[keV]

최적검출부피(VMED) [cm3]

중심 ±15 mm 이동 ±30 mm 이동 ±45 mm 이동

200 9.4 11.5 11.3 12.0

300 12.6 12.7 14.0 14.9

400 17.9 19.1 18.6 18.0

500 28.4 28.3 28.4 28.9

600 39.1 39.2 39.5 39.8

700 44.3 44.2 44.6 44.6

800 45.9 45.6 45.7 45.6

900 46.0 46.5 46.7 46.5

1000 46.2 46.6 46.7 47.5

1100 46.2 46.6 46.7 49.0

1200 46.3 46.6 46.9 50.1

1300 46.3 46.7 46.9 50.7

1400 46.3 46.7 47.4 51.1

1500 46.3 46.8 47.4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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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The detection efficiency(upper box) and a relative deviation(down box) about EXVol

calculation(red line) and the experimental value(blue dot) at an open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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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The detection efficiency(upper box) and a relative deviation(down box) about EXVol

calculation(green line) and the experimental value(red dot) at a cente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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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The detection efficiency(upper box) and a relative deviation(down box) about EXVol

calculation(green line) and the experimental value(blue square and red dot) at ±15 mm translat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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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The detection efficiency(upper box) and a relative deviation(down box) about EXVol

calculation(green line) and the experimental value(blue square and red dot) at ±30 mm translat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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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The detection efficiency(upper box) and a relative deviation(down box) about EXVol

calculation(green line) and the experimental value(blue square and red dot) at ±45 mm translat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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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Picture of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at yz plane. First row shows the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at a center position. Second row shows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15

mm translated position and third row shows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30 mm translated

position. And from left to right, energy is 500, 1000, 1500 keV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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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Picture of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at zx plane. First row shows the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at a center position. Second row shows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15

mm translated position and third row shows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30 mm translated

position. And from left to right, energy is 500, 1000, 1500 keV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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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Picture of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at xy plane. First row shows the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at a center position. Second row shows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15 mm translated position and third row shows dete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30 mm

translated position. And from left to right, energy is 500, 1000, 1500 keV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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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서 부피선원에 대한 계산 루틴을 추가하였다. 해당 방법으

로 결정한 동시 계측 보정계수는 표 5-1에 나타내었고, 실험값에

적용한 결과와 EXVol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결과와 상대편차는

각각 그림 5-9과 5-10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정보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선원-검

출기 동축형 배치 실험에 사용된 점선원의 핵종은 241Am, 109Cd,

137Cs, 60Co,113Sn, 88Y 이며, 부피선원은 실린더 형태의 액상 매질

의 부피 1 L의 152Eu 표준부피선원이다. 효율 40%의 HPGe 검출

기를 이용하였으며 선원-검출기의 거리는 0 cm이다.

측정결과에 동시 계측 보정계수를 적용한 결과와 EXVol의

계산 결과의 비교결과 200~400 keV 영역을 제외하면 계산결과

와 실험결과가 상대편차 10% 미만에서 잘 맞음을 확인하였다.

200~400 keV의 경우 실험에 사용된 점선원의 계측 에너지가 해

당영역에서 비어있기 때문에 152Eu과 같이 해당영역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감마 점선원의 자료를 추가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동시 계측 보정을 통해 기존에 발생했

던 계산-실험 결과의 차이에 대한 발생원인 중 일부를 확인 및

해결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나. 불확도

검출효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효과들은 불확도의 요인이 된다. 이를 통계 불확도와 시스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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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계측기, 선원, 시준기의 상세 치

수는 제조사가 제공한 도면과 성적서를 기반으로 계산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었으나, 경년(aging)에 의한 변화, 마모, 제조공정

및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등에 의해 불확도가 발생한다.

계측 geometry의 구축 과정에서도 거리와 각도상의 미세한 불

확도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하학적 모델 입력 자료에서의 차이

는 시스템 불확도에 기여하므로 다양한 연구에서 이에 대한 상

세 조절(tuning)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코드 내에서, 계산 시간

의 단축과 통계 향상을 위하여 선원에서 발생한 event는 검출기

에 모두 입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event의 수는 통계 불

확도에 기여한다. 특히 선원을 여러 개의 sector로 분할하는 경

우에는 통계 불확도를 줄이기 위하여 sector 당 생성 event수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ector 당 최소

1-3% 이내의 불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 event 수를 관리하

였다.

EXVol에서 불확도의 결정은 Root Sum Square Method

(RSSM)에 따라 상대불확도의 합으로 결정한다. 계측을 통해 결

정한 표준 점선원의 검출효율 불확도 계산은 HyperGam으로 분

석하여 얻은 불확도를 이용한다. HyperGam에서 는 피크 면적의

불확도를 계측시간[초]과 방사능[Bq]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결정된 표준점선원의 계측 불확도는 표준점선원의 검출

효율과 함께 저장되어 EXVol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EX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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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True coincidence summing correction factors for

152Eu

Energy

[keV]

True Coincidence Summing

correction factor

121.7818 1.1440

244.6976 1.1970

344.2789 1.0523

778.9066 1.0757

867.383 1.2022

964.082 1.1290

1085.841 1.0298

1112.08 1.1050

1212.953 1.1946

1408.013 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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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The detection efficiency curve with or without true coincidence summing(TCS)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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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A relative deviation about with or without true coincidence summing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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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피선원의 검출효율 불확도의 계산에는 식 5-2가 사용된

다.


 ×












 


 




(5-2)

  점선원의검출효율
  부피선원의검출효율
 점선원의유효입체각
  부피선원의유효입체각
 

 점선원의검출효율불확도
 

 부피선원의검출효율불확도
 

 점선원의유효입체각불확도
 

 부피선원의유효입체각불확도

3. 검출기 Parameter tuning

EXVol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검출기 도면을 기준으로 계

산을 수행한다. 하지만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검출기 parameter

중 제조공정 및 상세 치수의 측정과정에서 오차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출기 크리스탈의 직경과 높이, dead

layer와 hole depth를 조절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검출기

크리스탈의 직경과 높이 hole depth는 각각 ±5%, ±10% 조절해

보았으며, dead layer는 ±10%, ±20% 조절하였다. 해당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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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고, 검출기 직경이 계

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600 keV 미만의 저 에너지 영역에서는 dead layer의 변화에 따

른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4 가지 변수를 조절

하며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의 상대편차가 가장 작아지는 조합

을 결정하였다. 검출기 parameter tuning 결과 검출기 직경과

높이, hole depth는 -5%, dead layer는 –20% 조절했을 때

parameter tuning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가 얻어졌

다. 에너지 영역 1200 keV 미만에서는 상대편차가 ±10% 범위내

로 결정되었고, 1200 keV 이상의 영역은 동시계측 효과 보정이

수반되면 더 나은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출기

parameter tuning의 결과는 그림 5-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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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11. The result of without detector parameter

tuning(a) and with detector parameter tuning(b). At upper

box, green line is calculated detection efficiency and blue

square is experimental value. Down box shows relative

deviation between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value.



- 104 -

Ⅵ. 결 론

최근 경주 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세슘 등

의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환경 및 생활 방

사능 부피시료의 분석 수요가 급증하여 신속하게 검출효율을 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 해체 및 폐기물 저장관련

이슈가 함께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 대용량 방사선원의 비파괴 검사

및 방사능 농도 결정 기술이 필요하다. 해당 과정을 직접적인 측정

없이 계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면 작업시간의 단축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감마선 분광 분석 프로

그램은 현재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중이며 분석 알고리듬의 확인 또

한 불가능하여 프로그램의 구매와 기술도입에 막대한 비용이 따르

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측정의 과정을 최소화 하고 자체 감쇠 효

과 보정 기술까지 포괄하는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확장하는 연구를 통해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향

후 국내외의 감마선 분광분석 관련 연구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상용화 하거

나, 기존의 감마선 분광분석 프로그램과의 접목을 통한 성능 개선

연구에의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EXVol 코드의 성능 확장 및 확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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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선원과 검출기의 동축형, 수직형, 시준형 구조에서

검출효율과 최적검출부피를 결정하고 contour plot으로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확장된 EXVol 코드의 성능확인을 위한 실증 실험과 보

정을 수행하였다. 고 해상도 감마 분광 계통을 구성하고 표준점선원

과 표준부피선원을 측정하였다. 시준기를 배치하여 그 영향을 함께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EXVol 코드의 성능 향상의 가능성 평가를

위해 동시 계측 보정결과의 반영과 검출기 기하구조 영향 평가를

위해 검출기 parameter tuning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로 대용량 고 방사능의 방사선원들의 비파괴 측정으로부

터 전체적인 방사화 분포와 최적검출부피 및 효율의 보정인자를 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본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유일의 부피선원에 대한 개별 위치 및 에너지 별 효율 계산 코드이

다.

기존의 내-외삽법을 통해 계산하던 감쇠계수의 계산은 NIST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edge의 반영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개선되었다. 이를 위해 EXVol 코드와 동일한 기반인

MATLAB을 이용하여 감쇠계수 계산 코드인 Mu code를 개발하고

EXVol 코드 내에 이식함으로서, EXVol 코드 안에서 감쇠계수 및

검출효율이 함께 계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대용량 부피 시료 전체의 검출효율을 계산하던

수준에서 개별 위치(sector)에 대한 상세한 감마선 검출효율 분포가

계산되도록 EXVol 코드의 기능을 확장 하였다. 원통형 선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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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z) 분포를 설정하고 각 선원의 위치 및 에너지 별 효율 계산법과

부피 전체의 효율 계산법을 확립하였고, 대용량 부피선원인 실리콘

잉곳의 효율 분포 계산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부피 시료를 (r,z) 방향으로 균등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으

므로, 높이가 긴 부피선원인 실리콘 잉곳의 경우 실제 효율에 기여

하는 유효 높이의 결정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최적검출부피를 계

산해낼 수 있었다. 코드의 성능 확인을 위해 높이가 긴 실리콘 인곳

을 부피 선원으로 하여 위치별 검출효율과 최적검출부피를 계산하

였다. 선원-검출기의 수직형 배치에서 대용량 부피선원 중 실제 검

출효율에 기여하는 부피가 1000 keV 이상의 고에너지 영역에서 조

차 10%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계측환경에서 발생하는 detector scanning 개념을 EXVol

코드에 반영하기 위해 선원-검출기의 수직형 배치에 시준구조

(collimator)를 도입하였다. 시준기의 적용으로 선원의 특정 위치를

보다 정밀히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계측상황에 도입 시, 고

방사능에 따른 작업자의 피폭위험과 계측기의 불감시간을 감소시키

는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높이가 긴 부피선원의 경우 실제

비파괴 검사 상황에서 선원-검출기 배치가 동축형일 경우 효율에

기여하는 유효 높이가 매우 낮아 계측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부피 시료를 90도 회전하여 선원-검출기를

수직형으로 배치할 경우 효율에 기여하는 유효 높이의 손실을 해소

할 수 있다. 해당 구조에서 관심 위치 및 에너지 별 검출효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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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관한 성능 확인과 검증을 위하여 효율 40%의 HPGe 검출기

로 표준점선원 및 표준부피선원의 계측을 수행 하고 실험적으로 결

정한 검출효율과 계산 결과의 비교를 수행 하였다. 시준기의 배치

유무에 따른 검출효율을 결정하였고 이때 검출효율의 차이는 100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시준기를 통과하여 계측이 되는 경우 고

에너지 영역으로 갈수록 검출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시준기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EXVol의 계산과 계측 결과의 검출효율의 상대

편차는 ±10% 수준이며 시준기를 배치한 경우의 상대편차는 ±20%

수준이다.

EXVol 코드의 성능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 계측

보정효과를 반영해 보았다. 200~400 keV 영역을 제외하면 EXVol의

계산결과와 실험으로 결정한 검출효율의 상대 편차가 10% 미만의

성능을 보이며 조만간 더욱 개선이 가능하다. 이는 비슷한 목적을

갖고 연구 중인 다른 프로그램의 성능과 유사하거나 우세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으로 부피 선원의 검출효율을 계산한 프로그

램 중 유사한 실험 조건에 대한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면 ANGLE,

LabSOCS 등이 ±10 % 으로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원통형으로 부피선원의 형태를 한정하거나 검출기 지름보다 작은

부피 선원에 대해서만 검출효율을 결정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의

코드와 비교하였을 때, 점, 마리넬리비커, 원통형 등 관심 부피 선원

의 구조를 다양한 형태로 수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반영하여 계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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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체 계산에 대하여 event number 10,000

개에 93 초, 100,000 개에 207 초, 1,000,000 개에 1,950 초이다. 이

결과는 EXVol 코드가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코드들과 비교하

여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결과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검출효율을 계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Event

number를 늘려서 계산하면 구동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수

치 변동이 1% 미만으로 발생하므로, 분석하고자 하는 실험 환경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 분 이내로 검출효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Vol 코드의 성능 향상을 위해 detector parameter tuning을

수행하였다. 제조 과정 및 실험 환경 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한 오차들을 고려하여 검출기의 parameter를 조절하였고, 검출기 크

리스탈 지름과 dead layer의 조절을 통해 그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EXVol 코드의 개발 및 성능확장을 통해 향후 생활방사능 시료

및 식품, 토양, 대기 등에 관련된 환경 분야, 핵연료봉과 방사성 폐

기물 드럼등과 같은 고준위 대용량 구조, NAA와 PGAA 및 핵물질

감시와 보안검색 등의 감마선 계측을 이용하는 응용 연구 분야 및

산업, 그리고 개별 위치 및 에너지에 대한 검출효율이 가능하므로

정밀 계측이 필요한 표준 연구분야에의 접목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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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tion of a Detection Efficiency

and the Most Efficient Volume of Detection

for Large Voluminous Gamma-ray Sources

Kang Minyoung

School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Nuclea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various types of gamma-ray sources considering the

geometrical effect and attenuation, determination of the full

energy absorption peak efficiency(detection efficiency) is one of

the important processes of the gamma-ray activation analysis.

In this thesis, we extended the performance of the

EXVol(Efficiency calculator for eXtended Voluminous source),

which is a detection efficiency calculation code using the effective



solid angle method. The previous EXVol only determined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source-detector coaxial structure for the

whole volume source, but it is expanded of the performance so that

the volume source could be calculated in both coaxial and

asymmetric structure.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a collimator

has made it possible to reduce the radiation intensity of a high

radiation source. And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precise

detection efficiency according to the energy of a gamma ray at a

specific position of the volume source.

As the volume of the source increases, self-shielding effect of

the source and fluctuation of uniformity of the source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source position are a problem when determining

the radioactivity. Also, as the position of the source moves away

from the detector, the detection efficiency sharply decreases due

to the reduction of the solid angle and the self-shielding effect.

It occurs count rate saturation. The most efficient volume of

detection (VMED) based on the equi-efficiency surface distribution

in the source is defined and determined for the detector and the

large volume source.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EXVol, a high resolution

gamma spectroscopy system was constructed and measurement

and analysis were performe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n



coaxial, asymmetric and collimated structures with standard point

source and standard volume source (1 L, liquid medium,

cylindrical) and HPGe detector (efficiency 40%, N-type). And the

measur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calculation results of

EXVol.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ment and calculation

in the coaxial and asymmetric structures was 10%, and the

difference in the collimation structure was 20%.

Key words : Effective solid angle, Attenuation effect, Detection

efficiency, Voluminous g-ray source, Collimatioin geometry, The

Most Efficient Volume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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