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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라늄 감마 엑스선 스펙트럼의 Kα 엑스선 역의 분석에 기반

한 235U 농축도 결정법을 개발하 다.감마선과 엑스선이 혼재되어 있는

스펙트럼의 피 을 해서,HYPERMET method에서 사용된 감마선 피

크 백그라운드 피 함수에 Lorentzian분포 함수를 도입한 새로운

피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강하게 첩되는 피크들의 분리 피 과정

이 안정 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해서,피 변수들의 상호 계를 이

용하여 피 변수의 개수를 이고자 하 다.우라늄의 첩되지 않는

감마선을 미리 분석하여 채 -에 지 검정을 수행하고,피크의 심

치를 계산하여 상수로 고정하 다.피크의 반치폭은 에 지-반치폭의 상

계 함수를 이용하여 그 계수를 피 변수로 두었다.피크들의 간격

이 수 eV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피크의 높이 역시 제 로 분석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피크들을 모 핵종에 따라 235U,238U 우라늄 형

엑스선의 세 그룹으로 나 고 그룹 별로 피크들의 상 높이를 검출 효

율 방출율을 통해 계산하여 상수로 고정하 다.

우라늄 시료의 용기,차폐체 는 우라늄 자체에 의해서 감마선

엑스선이 검출기에 도달하기 에 감쇠되므로,평 형으로 가정한 각 감

쇠 층에 한 감쇠 인자를 계산하 다. 한 우라늄 자핵종의 복잡한

붕괴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연쇄 감마선에 의한 동시합산 효과에 의해

피크 계수율의 손실이 있으므로,동시합산 보정 인자 계산을 수행하 다.

Debertin의 KORSUM 코드가 도입되었으며,Kα1Kα2 Kβ 엑스선의

향을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사용하 다.KORSUM 코드의 입력

인자로 8개의 표 선원을 측정하여 FEP(Full-Energy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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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효율 검정을 수행하 으며, K-각 ICC(Internal Conversion

Coefficient) totalICC의 계산을 하여 ENSDF의 핵자료와 BrIcc

v2.4S코드를 사용하 다.

개발된 분석법의 성능 검증을 하여 농축도 1∼ 99wt%의 U3O8

우더 CRM 시료를 측정하 다.측정에 사용된 검출기는 122keV에서

분해능 585eV (FWHM)인 고해상도 평 형 HPGe검출기이다.우라늄

시료는 1mm 두께의 유리 바이알과 1mm 두께의 폴리에틸 용기에

담아,검출기 입사 창으로부터 5cm 거리에서 24시간 동안 측정하 다.

우라늄 시료의 농축도 분석 결과는 체 으로 인증 값에 비하여 략

0.8% 이내로 편이 되며,85wt% 농축도 우라늄만이 1.6% 낮게 분석되

어,향후 다른 우라늄 시료들을 분석하여 경향성을 확인하고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주요어 :우라늄,농축도,감마 엑스선 분 측정,

감쇠 보정,동시합산 보정

학 번 :2011-3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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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우라늄은 기나 성자를 생산하는 원자로에 사용되는 요한

원료임과 동시에,인류의 평화와 안 을 할 수 있는 핵무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주요 국가들이 경쟁 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던 시 를 지나 인류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부분의 국가들이 NuclearNon-ProliferationTreaty(NPT;

핵 확산 지 조약)을 맺었다.그러나 북한,인도, 키스탄,이스라엘,

쿠바 등은 여 히 미가입국으로 남아있으며,근래에는 국가에 하거나

더 큰 규모의 테러 집단이 등장하면서 핵무기의 개발을 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더욱이 1990년 구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핵물질의

리 체제가 약화되면서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핵비확산 핵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해서는,

NPT 가입국 내에서 일어나는 핵활동을 국제 으로 공언하고 검증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야 하며,신고 되지 않은 핵활동이나 핵무기의

개발 지원에 계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지속 으로 탐지하고

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핵물질 방사성 물질과 련된 비인가 활동에

한 IAEA의 추 시스템인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 (IllicitTrafficking

DB,ITDB)와 핵물질 수 불법거래 실무그룹 (The Nuclear

SmugglingInternationalTechnicalWorkingGroup,ITWG)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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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 장에서 불법 인 핵물질을

탐지하고 특성을 악하여 출처를 추 하는 등의 기술 기반이

필요하다.IAEA에서는 핵감식을 하여 보유해야 할 기술로 동 원소

조성비 분석법을 제안하고 있으며,감마 분 측정으로는 1일 이내,질량

분석법을 통해서는 7일 이내로 분석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1).

한 1997년 추가의정서 (additionalprotocol)을 채택하는 등 국가 인

안 조치와 국제 인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여 히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이나 이동 보 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이상 유무와

보 상황을 비 괴 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그밖에도 핵주기

자립을 하여 국내에 설립된 한 원자력연료에서 우라늄을 수입하여

핵연료를 성형 가공하는 등,특성과 수량의 악이 필요한 핵물질이

상당량 유통되고 있다.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핵물질의 특성을 검증하는

기술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곧 안 과 사회 경제 인 비용으로 직결된다.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와

련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연구 개발 기술의 운용이

가능한 문 인력의 양성이 실하게 필요하다.

핵물질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화학 조성, 도,질량, 상

동 원소 조성비가 있다.특히 동 원소는 화학 성질이 동일하여 화학

처리로는 그 조성비의 변동이 없으므로,핵물질을 구분하는데 아주

요한 특성이다.우라늄의 경우 천연 석은 부분 238U로 이루어져

있으며,약 0.72wt%(weight%)의 235U와 0.005wt%의 234U이 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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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이는 원자력 발 등에 사용하기 하여 농축 공정을

거쳐 235U의 도를 높이게 되며,원자로의 형식에 따라 5∼ 20wt%

정도의 농축 우라늄이나 90wt%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사용된다.

우라늄의 농축 기술은 한 핵무기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기술로,그 개발 보유를 NPT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동 원소의 조성비 변동은 농축 공장이나 원자로 등의

허가 시설에서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정 핵물질의 가장 고유한 특성

하나로서,핵물질 리의 에서 가장 요하게 악되어야 한다.

참고로 IAEA에서는 핵물질을 핵무기로 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235U 농축도에 따른 유의량 (SignificantQuantity,SQ :핵무기

제조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략 인 량)을 표 1-1과 같이 정하여

검증의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2). 더불어 핵물질을 무기 용도로

용하더라도 핵폭발 장치로 용되기 에 탐지할 수 있도록 시간

목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핵물질의 동 원소 비 측정 방법으로는 표 으로 괴분석법인 질

량분석법과 비 괴분석법인 감마 분 분석법이 있다.각 분석법의 특성

을 표 1-2에서,주요 분석 과정과 소요 시간을 표 1-3에서 비교하 다.

질량분석법은 ng수 의 극미량 우라늄에 하여 0.01∼ 0.5wt% 수

의 높은 정확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매우 높은 수

의 청정 실험 시설과 고비용의 장비,숙련된 실험자가 필요하여 국제

으로도 10개국 정도에서만이 핵물질 분석의 기술 요건을 충족시키

고 있다.이에 따라 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내고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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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Significantquantityofuranium.

Category Significantquantity

NaturalU 235U=0.72wt% 10ton

LEU 235U<20wt% 75kg

HEU 235U≥ 20wt% 25kg

DepletedU 235U<0.72wt% 20ton

233U 8kg

Th 20ton



Table1-2.Characteristicsofγ-rayspectroscopyandmassspectrometryfortheisotopicanalysisofuranium.

Analysis

method

Sample

Strengths Limitations
Instrument

CostPreservation Type
Minimum

amount

γ-ray

spectroscopy

Non-

destructive
Bulk sub-g

⚫Fieldmeasurement

(rapid,remoteand

non-destructive)

⚫Hand-heldinstrument

⚫Averagedresultfora

mixedbulksample

⚫Attenuationlayers

<$0.1million

MS

ICP-MS

Destructive

Dissolved

bulk
sub-ppt

⚫Low detectionlimit

⚫Sampleintroductionat

atmosphericpressure

(ICP-MS)

⚫Elementdiscrimination

bydifferentboiling

point(TIMS)

⚫Cleanroom &skilled

experimenters

⚫Chemicalpurification

(isobaricinterference)

⚫Averagedresultfora

dissolvedsample

<$1million

TIMS

SIMS

Particle sub-pg

ppb

nm-thick

⚫Particleanalysis

⚫Relativelysimple

samplepreparationin

MS

⚫Cleanroom &skilled

experimenters

⚫Carefulsample

preparation(physical)

$2∼3million
Surfaceofa

bulksample

⚫MS:MassSpectrometry;⚫ICP-MS:InductivelyCoupledPlasma-MS;⚫TIMS:ThermalIonizationMS;⚫SIMS:SecondaryIonMS



Table1-3.Mainanalysisstepsandtimerequiredforeachstepofγ-rayspectroscopyandmassspectrometry.

Analysis

method

Samplepreparation Sampleloading

Timerequiredfor

measurements

Time

requiredfor

data

analysis

Timelimit

fornuclear

forensics

(IAEA

suggestion)

State Methods Time Location Time

γ-ray

spectroscopy
All NaN NaN

Outsidethe

instrument
minutes minutes∼hours ∼10[min] <1[day]

MS

ICP-MS Solution ⚫Chemical

separation

⚫Dissolution

days

Outsidethe

vacuum

chamber

minutes
5∼30[min]

(wash:∼5[min])

30∼60[min] <1[week]

TIMS
Soultion,

solid
Insidethe

vacuum

chamber(wating

forthevacuum

condition;

10-6∼10-7Torr)

hours

SIMS

Solid

(particle)

⚫Particle

recovery

<60[min]
Solid

(surface)

⚫Polishing,

metal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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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료 처리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측정 과정에서 시

료가 소모되므로 동일 시료에 한 반복 측정이 불가능하고,시료가

인되어 있거나 피검자 측의 반 등으로 시료 채취가 어려울 경우 분석

이 불가능하다.국내의 경우,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질량분석법 기반 핵물

질 동 원소 조성비 분석기술을 개발하여(3,4)국제원자력기구(IAEA)사

찰시 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 (IAEA-NWAL,NetWorkofAnalytical

Laboratories)의 총량분석 입자분석 분야에 가입하여,사찰시료의

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감마 분 분석법은 수 mg에서 용기 내에

인된 수백 kg의 물질까지 비 괴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계측계통

은 보통 실험실에 설치되어 운 되지만 휴 할 수 있는 수 의 장비도

상용화되어 장에서도 운용 가능하다.측정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십 분에서 수 일 이내로 짧으나,측정 정확도가 0.5∼ 5wt% 수 으

로 질량분석법에 비하여 낮다. 한 방사선 차폐가 되어있는 경우,정

도 정확도가 더 낮아지거나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국내에서는 국

외 소 트웨어의 성능평가(5,6)정도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마 분 분석법을 통한 우라늄 농축도 결정법으로는 표 으로

infinite-thickness method와 intrinsic calibration method가 있다.

Infinite-thicknessmethod는 우라늄의 감마선 스펙트럼 상에서 235U에서

방출되는 185.7 keV 감마선 피크의 면 이 시료 내 235U의 농도와

비례함을 이용하는 분석법이다(7,8).단일 피크를 이용하므로 스펙트럼의

분석 과정이 비교 단순하다.그러나 재 가능한 검출 기하구조

하에서 여러 농축도에 해당하는 표 우라늄 선원을 사용하는 농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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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크 계수율의 검정(calibration)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시료의

형태나 도,차폐 물질,검출기의 치 등의 검출 기하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이 불가능하여 농축도 비 피크 계수율의 검정 과정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이 분석법은 핵연료 공장이나 장소의 연료

수송용기에 한 계측과 같이 일률 인 측정 환경에 활용하기

합하지만,빠른 분석 결과가 요구되는 핵감식 장이나 공항,항만

등에서의 보안 검색 장 등에서와 같이 시료의 종류와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른 감마선 분 분석법인 intrinsiccalibrationmethod는(9)우라늄

루토늄의 Kα 엑스선 근처 에 지 역에 나타나는 우라늄 루

토늄의 동 원소들과 그 자핵종들에서 방출되는 감마선과 엑스선을 이용

하는 방법이다.우라늄과 루토늄의 동 원소들은 모두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며,그 자핵종들도 안정 원소인 납에 도달할 때 까지 연속 으로

붕괴한다.가장 최상단에 치하는 모핵종에 따라 붕괴 계열(decay

chain)을 형성하며,235U와 238U은 각각 그림 1-1,2와 같은 악티늄 계열

과 우라늄 계열의 시조핵종에 해당된다.이때 자핵종들의 방사성 붕괴

반감기가 우라늄에 비하여 매우 짧기 때문에 자핵종들의 방사능이 충분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라늄의 방사능과 동일하게 되는 속평형

(secularequilibrium)상태에 도달한다.통상 으로 자핵종 반감기의 5

∼ 7배 이상의 시간이 지나,자핵종의 방사능이 모핵종 방사능의 97∼

99% 이상의 수 에 도달한 경우 속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

다.지구가 생성된 이후 우라늄은 추가로 생성되지 않고 있으며,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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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Actiniu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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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Uraniu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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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나이인 45억 년이 지나는 동안 우라늄의 붕괴 계열에 속한 동

원소들은 속평형에 도달하 다.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U,Pa

Th의 동 원소들의 경우 우라늄의 농축이나 화학 인 분리 등으로

속평형 상태가 일시 으로 깨어질 수 있다. 235U와 238U의 자핵종인

Pa Th의 동 원소들 234Th의 반감기가 24일로 가장 길다.따라서

본 분석법을 용하기 해서는 농축 는 화학 분리 과정 이후,약

120∼ 168일이 경과해야 한다.

여러 개의 감마선 엑스선 피크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에 지에

따라 변동하는 검출 효율을 악하는 것이 요하며,일반 인 방사성

시료의 방사능을 분석하는 경우 수십 ∼ 수천 keV의 역을 포 하는

에 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표 선원을 이용하여 에 지-효율

검정을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intrinsic calibration

method에서 사용되는 에 지 역의 간격은 약 10keV 정도로 비교

좁기 때문에 검출 효율을 비롯하여 피크의 모양과 련된 분해능,tail

백그라운드 등의 변수들의 변동이 비교 작기 때문에 표 선원을

이용한 에 지-효율 검정 과정 없이 농축도의 결정이 가능하다.이

분석법에 기반하여 미국 LawrenceLivermoreNationalLaboratory의

Gunnink에 의해 루토늄의 동 원소 조성비 분석 로그램인 MGA가

1990 년에 개발되었고(10),이어서 1994 년에 우라늄의 농축도 분석

로그램인 MGAU가 개발되었다(11).다른 분석 로그램으로 1990년

LosAlamosNationalLaboratory에서 루토늄 동 원소 조성비 분석을

한 PC/FRAM(12)이 개발되었고,1996년 우라늄 농축도 분석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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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다(13). 랑스의 CEA(FrenchAlternativeEnergiesandAtomic

EnergyCommission)에서는 1996년 Ruellan에 의해 COLEGRAM이(14),

1998년에는 Morel에 의해 URADOS가(15)개발되었다.

MGAU의 성능은 두 가지의 평 형 HPGe검출기로 측정된 농축도

0.32∼ 93.2wt% 우라늄 시료의 스펙트럼에 하여 그림 1-3에서와

같이 평가되었으며,질량 분석법으로 측정된 농축도에 해 2% 이하의

상 편이(relativebias)를 보인다(16).여기서 농축도의 상 편이는 이후

‘편이’로 약칭하며,인증된 235U 동 원소의 질량비에 비한 측정된

값으로써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1)

여기서 은 측정된 농축도,는 인증된 농축도이다.

가장 최근 개발된 4.0버 에서 234U의 존재비 결정법과 불확도 계산법이

개선되었다.그러나 동시 첩 효과(TCS effect,True Coincidence

Summing effect)의 향을 피하기 하여 HPGe 검출기와 우라늄

시료의 거리를 최소한 7cm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미량의 시료에

한 계수율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한 우라늄 스펙트럼의 분석

에 지 역에 들어와 피 을 방해하는 감마 엑스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 루토늄,사용후 핵연료 등)이 있는 경우,농축도의 분석이

불가능한 문제 이 있다.



Fig.1-3.Biasederrorsofthedeterminationofthe235U

abundanceinCRM samplesusingMGAUV.2.2andV.4.0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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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FRAM은 계측 장비로 동축형 HPGe검출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평 형 HPGe검출기의 사용도 가능하다(17).우라늄 농축도 분석

성능은 그림 1-4와 같이 농축도 범 0.7∼ 93.4wt%의 우라늄 시료에

하여 인증 수치에 해 최 2%의 편이를 보인다(17,18). 재 버 4.2

까지 개발되어 있으며,동축형 HPGe검출기 분석에서의 동시 첩 효과

에 해 보정하고 있으나 평 형 HPGe검출기에 해서는 보정법이 개

발되어 있지 않다.

URADOS는 그림 1-5에서와 같이 우라늄 농축도 분석 결과가 농축

도 범 0.7∼ 93.5wt%에서 인증 수치에 한 편이가 최 3%이다(15).

개발 과정에서 우라늄 그 자핵종들의 감마 엑스선 방출률 핵자료

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 으나,동시 첩 효과의 보정이나 방해 방사성

핵종이 존재하는 경우의 분석법에 해서는 다른 로그램들과 마찬가지

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서울 학교 응용핵물리연구실에서 HPGe(High-Purity

Germanium)감마선 스펙트럼의 분석을 한 HyperGam 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방출 감마선들을 이용하여 시료 내 방사성 핵종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방사능을 결정하는 분석기능이 개발되어있다(19,20).

HyperGam에서 감마선 피크 피 에 사용하고 있는 HYPERMET

method는 감마선 스펙트럼 피 에서 피크의 주요 부분을 Gaussian

분포로 기술하고,낮은 에 지 역에 나타나는 꼬리 (tail)와 계단

완만한 형태의 백그라운드를 기술하는 함수들의 합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분석법은 HPGe검출기 검출 모듈 제작사에서 번들 로그램으로



Fig.1-4.Biasederrorsofthedeterminationofthe235Uabundance

inuranium samplesusingthePC/FRAM code.



Fig.1-5.Biasederrorsofthedeterminationofthe235Uabundance

inuranium samplesusingtheURADOS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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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로그램

GammaVision(ORTEC社)이나 Genie-2000(CANBERRA 社)에 비하여

첩 피크의 분리(deconvolution) 성능이 우수하여,복잡한 감마선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한 핵종 식별에서 강 을 보인다(20).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의 스펙트럼에 감마선과 엑스선 피크들이

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HyperGam에서 사용된 감마선 스펙트럼

피 함수에 엑스선 피크 피 을 한 Lorentzian분포 함수가 도입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한 폭 12keV 정도의 좁은 에 지 역에서

13 개의 피크들이 강하게 첩이 되며,Pa의 엑스선의 경우 235U와

238U의 자핵종이 모두 기여하기 때문에 모핵종의 구성비를 고려하여 그

면 을 임의로 나 어야 하는 과정 한 필요하다.따라서 각 피크들의

에 지 간격을 고정하는 기능과,동 원소 별로 피크들의 그룹을 나 고

방출율에 기반하여 피크의 상 인 높이를 계산,고정하여 피 하도록

하 으며, 구해진 235U와 238U의 상 방사능으로부터 농축도를

계산하 다.컴퓨터 코드 작성에는 수식 계산이 탁월하고 GUI(Graphic

UserInterface)기능 이용이 가능한 MATLAB코드를 사용하 다.

개발된 분석코드에는 충분히 높은 분해능을 갖는 감마 엑스선 분

계통이 필요하다.이는 우라늄 감마 엑스선 스펙트럼의 89∼ 101

keV 에 지 역에서 강하게 첩되는 피크들을 피 하여 이용하기

해서이다.HPGe검출기는 학교,연구소 규제기 등의 수 의 실

험실에서 리 활용 가능한 감마선 엑스선 검출기 가장 분해능이

좋은 검출기이다. 한 HPGe검출기는 그림 1-6과 같이 소형 액체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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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PortableHPGe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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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ar 는 기 냉각장치가 상용으로 제작되어 매되고 있어,이를 이

용해 사용자 1인의 휴 가 가능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우라늄 시료가 있

는 장으로의 근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다만 액체질소 냉각 방

식은 냉각제의 충 이 없다면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3∼ 5일 이내로

제한이 되며, 기 냉각장치의 경우에는 진동 기 인 노이즈로 인

해 분해능이 약간 하된다는 단 이 있어 목 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해

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HPGe검출기 에서도 매우 좋은 분해능을 특

징으로 하여 수 ∼ 수백 keV 에 지 역의 엑스선 측정 분석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평 형 HPGe검출기를 사용하여 감마 엑스선 분

계통을 구성하 다.

그런데 실제 우라늄 시료의 감마 엑스선 분 측정 과정에서는 감

쇠 효과와 동시 첩 효과로 인해,스펙트럼에 형성되는 피크의 높이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에 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먼 감쇠 효과의 

경우,우라늄 시료의 화학 조성, 도,크기,용기의 물질 두께 등의

검출 기하구조의 다양함으로 인하여, 자의 에 지에 따른 감쇠 조건이

변동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감쇠 층과,우라늄 시료

의 자체 감쇠(self-attenuation)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 다.다음으로 우

라늄 자핵종들의 붕괴 과정(decayscheme)은 단순하지 않아 동시

첩 효과가 발생하여 몇몇 피크의 계수치 손실이 상되어,이에 한 보

정을 고려하 다.동시 첩 효과의 보정 인자를 계산하는 보편 인 방법

은 Andreev에 의해 최 로 소개되었다(21).이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개선되고 실제 측정에 용되었으며(22-26),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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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ertin에 의해 보정 인자 계산 컴퓨터 코드인 KORSUM이 개발되었다

(23).KORSUM 코드는 FEP(Full-EnergyPeak, 에 지 피크)효율과

total효율 그리고 모핵종의 붕괴 모드나 감마선의 에 지 방출율 등

의 정보를 입력 받으며,연쇄 감마선,내부변환과 자 포획에 뒤따르는

엑스선에 의한 동시 첩을 고려하고 있고,β--선과 제동 복사선에 의한

동시 첩과 각상 계에 의한 향은 무시하고 있다.Source코드는

MATLAB을 이용하여 compile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있으며,우라늄 스

펙트럼에 나타나는 Kα1,Kα2 Kβ 엑스선에 의한 동시 첩을 고려하

도록 개선하 다.

실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어려움으로,우라늄과 그

자핵종들 외에 다른 방사성 핵종으로 인해 스펙트럼의 분석 역 내에

방해가 되는 감마 는 엑스선 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루토늄이나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성 핵종들이 이러한 방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MGAU, PC/FRAM URADOS 등의 기존 분석

로그램들은 방해 피크가 포함된 스펙트럼의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 있다.본 연구에서는,우라늄 그 자핵종들의 피크 외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피 할 피크를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피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농축 우라늄은 이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련 활동에 하여 국가에서 악하고 있어야 하는 안 조치

(safeguards) 상 핵물질로,감마선 분 측정과 같은 비 괴 분석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우라늄 시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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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분석용인 미량의 고 농축도 우라늄에서부터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한 측정,분석 응용 연구 활동이 허가되어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수행되었다.개발된 분석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농축도 1∼ 99wt% 범 의 8개의 우라늄 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선원을 분 측정하여,분석 결과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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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로그램 개발

1.우라늄의 Kα 엑스선 역

우라늄과 자핵종에서 방출되는 감마선과 엑스선은 53∼ 2614keV

에 지 역에서 나타난다.Intrinsiccalibration method에서 사용되는

평 형 HPGe검출기의 통상 인 작동 에 지 역은 수백 keV 이하이

며,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49.7% 농축 우라늄 스펙트럼에서는 그림 2-1

(a)과 같이 방출율 0.1% 이상의 감마 엑스선이 50∼ 205keV 역

이내에 분포하고 있다.우라늄의 fluorescenceKα1, Kα2 엑스선은 그림

2-1(b)에서와 같이 98.435keV와 94.654keV에서 각각 나타나며,이 근

처인 89∼ 101keV 역에는 235U와 238U 자핵종들에서 방출되는 감

마 엑스선 피크가 첩되어 나타난다.104∼ 118keV 에 지 역

에도 심 핵종의 피크들이 첩되면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만,115.6

keV에 치하는 우라늄의 K-edge로 인해 검출 효율이 연속 이지 않고

계단 형태로 나타나 에 지-효율 검정이 쉽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2-1(a)에서와 같이,89∼ 118keV 에 지 역에서는 피크들

이 첩되고 있으며,그 외의 역에서는 감마선 피크들이 거의 겹치지

않고 있다.이러한 단독 감마선 피크들은 기존의 HYPERMET method

등의 피크 분석법을 이용하여서도 분석이 가능하므로,우라늄 Kα 엑스

선 역을 분석하기 에 먼 피 을 하여,피크들의 분해능이나 피크



Fig.2-1.γ-andX-rayspectrum ofthe235U49.7% uranium sample;

(a)50∼ 210keV.



Fig.2-1.γ-andX-rayspectrum ofthe235U49.7% uranium sample;

(b)89∼ 101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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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으로부터 계산한 검출 효율 등의 정보를 사 에 획득할 수 있다.

우라늄 감마선과 엑스선의 에 지와 방출율은 데이터베이스 간의 차

이가 상 으로 크다.표 2-1에서와 같이 MGAU(26) URADOS(15)에

서 사용하는 자료나 IAEA의 자료(27)들 사이에 수 퍼센트 정도 다르게

보고되고 있거나,몇몇 낮은 방출율의 피크에 한 정보는 락되어 있

는 경우도 있다.COLEGRAM의 개발 과정에서 농축도가 알려진 표

우라늄 펠렛 시료 6개의 측정을 통해 우라늄의 감마 엑스선의 방출

율 수치를 개선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4),Morel은 뒤이어 개발

된 URADOS를 이용하여 많은 수의 시료를 측정 분석한 경험을 토 로

이 수치들을 조 더 수정하여 반 하고 있다(15).본 연구에서는

URADOS의 데이터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그림 2-1(b)와 같이 형

성되는 89∼ 101keV 에 지 역의 13개의 피크들은 그 기원에 따라

235U 그 자핵종,238U 그 자핵종,형 엑스선으로 나 어 3개의

구성요소 그룹으로 설정한다.

우라늄 자핵종들의 엑스선의 Lorentzian 분포 기술에 필요한

naturalwidth는 약 95∼ 105eV 수 이며,비교 최근의 핵자료들에

서 0.1% 이내의 차이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5,28) 표 2-1과 같은

URADOS의 데이터 라이 러리를 용하 다.방사성 반감기는 235U에

하여 7.038[±0.005]×108년,238U에 하여 4.468[±0.003]×109년이

다(29,30).



Table2-1.Uranium X-andγ-rayenergyandphotonemissionprobabilitieslistedinMGAU,URADOSandIAEA.

(continued)

Energy[keV] Emissionprobability[%] X-ray
natural
width
[eV]

Source
isotopeMGAU URADOS IAEA

MGAU URADOS IAEA

235U 238U fluor. 235U 238U fluor. 235U 238U fluor.

89.956 89.957 89.954 3.360 　 　 3.17±0.08 　 　 3.46±0.09 　 　 96.2 ThKα2

89.970 89.95 89.95±0.02 0.742 　 　 0.97±0.05 　 　 1.0±0.06 　 　 231Th

92.290 92.287 92.288 0.470 　 　 0.451±0.036 0.025±0.003 　 0.37±0.05 　 　 100.7 PaKα2

92.365 92.367 92.38±0.01 　 2.600 　 　 2.52±0.06 　 　 2.62±0.06 　 234Th

92.790 92.793 92.80±0.02 　 2.560 　 　 2.50±0.06 　 　 2.59±0.06 　 234Th

93.356 93.352 93.351 5.500 　 　 5.22±0.14 　 　 5.60±0.12 　 　 95.2 ThKα1

93.88±0.05 　 　 　 　 1.48±0.08 　 　 227Th

94.660 94.654 94.666 　 　 9.161 　 　 61.2±0.2* 　 9.09±0.25 105.4 UKα2

94.700 　 　 0.032 　 　 　 　 　 　 234Pa

95.850 　 　 0.002 　 　 　 　 　 　 234Th

95.860 95.886 95.869 0.880 　 　 0.776±0.043 0.0433±0.0035 　 0.60±0.07 　 　 99.3 PaKα1

　 96.35 96.09 　 　 　 0.047±0.014 　 　 0.091 　 　 235U

　 　 97 　 　 　 　 　 　 0.016 　 　 235U

98.443 98.435 98.44 　 　 14.800 　 　 100* 　 　 14.6±0.4 103.5 UKα1

99.270 99.35 99.278 0.400 　 　 0.14±0.03 　 　 0.137 　 　 231Th

*normalizedtoKα1X-ray



Energy[keV] Emissionprobability[%]
Source
isotope

MGAU URADOS IAEA
MGAU URADOS IAEA

235U 238U 234U 235U 238U 234U 235U 238U 234U

53.200 53.200 53.20±0.02 0.123 0.118±0.018 0.1253±0.0040 234U

58.570 58.570 58.5700±0.0024 0.500 0.46±0.06 231Th

62.283 0.188±0.028 234Th

63.290 63.283 63.29±0.02 4.470 3.94±0.0100 3.70±0.06 234Th

81.228 81.2280±0.0014 0.850 231Th

82.087 82.0870±0.0014 0.370 231Th

83.300 83.300 0.073 0.064±0.010 234Th

84.214 84.2140±0.0013 6.710 231Th

87.700 0.050 231Th

88.500 0.030 227Th

120.900 120.900 120.90±0.04 0.0342 0.041±0.006 0.0386±0.0032 234U

124.914 0.060 231Th

131.300 0.0286 234Pa

134.030 0.025 231Th

135.664 0.084 231Th

140.760 140.76±0.04 0.220 0.22±0.03 235U

143.760 143.762 143.76±0.02 10.960 10.590±0.15 10.96±0.14 235U

150.930 0.080 235U

163.330 163.349 163.33±0.02 5.080 5.110±0.05 5.08±0.07 235U

182.610 182.610 182.61±0.05 0.340 0.370±0.02 0.34±0.03 235U

183.500 0.0329 235U

184.800 0.220 234Th

185.715 185.715 185.715±0.005 57.200 57.200±0.02 57.2±0.8 235U

185.900 0.0039 234Pa

194.940 194.940 194.94±0.01 0.630 0.63±0.02 235U

198.900 198.900 0.042 235U

202.110 202.110 202.11±0.02 1.080 1.08±0.03 235U

205.311 205.311 205.311±0.010 5.010 5.01±0.06 23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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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펙트럼 피

일반 인 감마 스펙트럼 분석 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감마선 피크

에 심 역(ROI,RegionOfInterest)을 직 지정하여 주거나 피크 검

색 기능으로 단일 는 첩 피크의 치를 자동으로 찾아서 피 하여

다.그러나 우라늄의 스펙트럼 측정을 해서 분해능이 비교 좋은

평 형 HPGe검출기(122keV에서 반치폭 585eV)를 도입하 음에도 불

구하고,우라늄의 Kα 엑스선 역에서 첩되는 피크들의 간격이 7eV

에 불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크 검색을 통한 자동 피크 분리 피 이

가능하지 않다.그러나 분석 시료가 우라늄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역에 존재하는 감마 엑스선들의 개수와 에 지 방출율 등

이 핵자료로 알려져 있으므로,이와 련된 일부 피 변수들을 고정함

으로써 피크들을 분리 피 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를 하여 피크들 상

호간의 에 지 간격을 고정하고,피크들이 속해있는 구성요소 그룹 내에

서 피크들의 상 높이를 결정하여 피 하도록 하 다.

가.피 함수

피 함수는 HYPERMET 방식을 기 로 하고 있으며,엑스선 피크

피 에 필요한 Lorentzian분포 함수를 새로이 도입하 다.감마 엑

스선 스펙트럼의 피 함수는 피크의 주요 부분,꼬리 백그라운드로

구성되며,채 에서 피 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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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여기서 는 구성요소 그룹 (=235,238 F로 표기하되,각각 235U,

238U 형 엑스선에 해당)의 번째 감마선 는 엑스선의 피크 주요

부분,는 피크 의 낮은 에 지 방향으로 짧게 감소하는 꼬리,

는 피크 의 낮은 에 지 방향으로 길게 감소하는 꼬리, 는 피크

의 계단 형태의 백그라운드,는 고 에 지 감마선의 Compton연

속 등에 의해 분석 상 역에 거쳐 형성되는 완만한 백그라운드이다(27).

감마선과 엑스선 피크의 주요 부분은 각각 Gaussian 분포와

Lorentzian분포로 기술된다.

 ∙ exp
  (2-2)

 ∙



  (2-3)

여기서 는 구성요소 그룹 의 번째 피크의 심 치 채 에 비

한 채 치  (  ), 는 피크의 높이, 는 피크의 폭

(  ln),는 엑스선 피크의 naturalwidth이며,핵자료를 참

고하여 입력되는 상수이다.는 Voigtprofile함수로서 다음으로 정

의되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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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p 

 (2-4)

이며,complexerrorfunction으로써 주어지는 함수 의 실수부이다.

     


  (2-5)

함수 의 허수부는 로 일컫는다.이 방식은 MATLAB 코드에

서 ±26채 이내의 Lorentzian분포의 기술에는 합하나,그 이상의

채 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평 형 HPGe검출기로 획

득한 우라늄 스펙트럼의 Kα 엑스선 역은 략 250채 이상으로,

이 방식의 계산을 용하기에 합하지 않아 Humlicek알고리즘을 도입

하 다(32).이 근사 계산 방식은  함수 계산에서 , 평면을 4등

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다른 근사계산에 비해 정확도와 계산 속도의

측면에서 강 을 보인다.두 방식으로 얻은 Lorentzian분포를 그림 2-2

에서 비교하 다.

피크의 낮은 에 지 방향으로 감소하는 꼬리 부분과 계단 형태 백그

라운드는 다음과 같이 천천히 감소하는 분포의 함수로 기술된다.

 ∙ exp
 ×







  (2-6)



Fig.2-2.Lorentziandistributionobtainedbyusingacomplexerrorfunction

andHumlicekalgorithm on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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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 







  (2-7)

≡ 

 


∞

exp  (2-8)

 ∙ 



  (2-9)

여기서 ,,는 각 구성 요소의 높이,,,는 각 구성 요소의 기울

기 피 변수(fittingparameter),,는 각 꼬리의 노이즈 폭 피 변수

이다.완만한 백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이 2차 다항식으로 기술된다.

  ∙ ∙  (2-10)

여기서 ,,는 계수이다.피크의 면 은 감마선 엑스선에 하여

모두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exp
  (2-11)

여기서 는 Gaussian높이 에 한 의 비(  ×)이며,유사한

계에 의해 높이 ,의 에 한 상 인 크기를 각각 ,로 두었

다.기울기 피 변수 ,,,,도 유사하게 나타내어,Gaussian형

태의 피 변수인 에 한 상 인 크기( ;  ×)로써 각각 ,,

,,로 나타낸다.꼬리 함수들의 노이즈 폭 피 변수인 와 는



-33-

통상 으로 1로 가정하여 피 한다.따라서 피 변수의 개수는  개의

피크가 존재할 때 × 개다.피 이 안정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

피 변수의 개수를 일 필요가 있으며,다음의 검정 곡선들과 피크들

의 상 높이 설정을 통해 피크의 모양과 련된 피 변수의 개수를

인다.

나.채 -에 지 검정

HPGe검출기에서 채 과 감마선 에 지는 다음과 같이 이차식의

계에 있다.

  ∙∙
 (2-12)

여기서 ,,는 계수이며,는 매우 작아 직선에 가깝다.에 지

로부터 채 로의 변환은 (2-12)식의 근을 구하여 다음과 같이 양의 제

곱근을 취한다.

 

 







 
















(2-13)

따라서 우라늄 Kα 엑스선 역 스펙트럼을 피 하기 에 다른 알

려진 감마선 피크의 분석과 채 -에 지 검정을 통해 (2-12)식의 계수

를 구하고,이를 이용하여 우라늄 Kα 엑스선 역 내 피크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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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채 를 결정하여 피 변수에서 모두 제외할 수 있다. 는 피크

들의 에 지 간격을 기 으로 채 간격을 고정하여 모든 피크가 동일하

게 좌우 채 로 이동하는 경우에는,피 변수를 1개로 설정할 수 있다.

채 -에 지 검정을 하여 HPGe검출기의 에 지 효율 검정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교정용 감마선원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앞

서 II-1장에서 언 한 것과 같이 89∼ 118keV 에 지 역 밖에 나

타나는 단독 감마선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에 지-반치폭 검정

피크의 반치폭(FWHM,FullWidthatHalfMaximum)은 검출기에

서 발생한 다수의 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 인 기여 분, 하

손실에 의한 기여 분 기 노이즈의 기여 분으로 이루어지며, 자

에 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에 놓이는 것으로 기술 된다(33,34).

  ∙∙  (2-14)

여기서 ,,는 계수이다.여러 에 지의 감마선을 측정,피 하여

반치폭을 얻고,에 지에 한 반치폭 그래 를 그린 후 (2-14)식을

용 피 하여 계수를 구함으로써 상 계를 도출할 수 있다.

채 -에 지 검정에서와 같이 교정용 감마선원이나 우라늄의 단독

감마선들을 활용해 에 지-반치폭 검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농축도

1,50,99wt%인 우라늄 시료의 스펙트럼에서 단독 감마선 피크들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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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획득한 에 지에 따른 반치폭은 그림 2-3과 같다.시료에

따라 50∼ 250keV 역에서 반치폭이 반 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시료 계측 시간이 24시간으로 각 시료 계측 시 에서의

기 노이즈 상황이 달랐을 수 있으며, 는 농축도가 높을수록 반치폭

이 약간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아 스페트럼의 체 계수율이 각 시료에

하여 24,223,838cps(불감시간 0.1,0.8,3.0%)로 농축도에 따라 높아

지면서 반치폭 상승에 향을 주었을 수 있다(35).따라서 교정용 감마선

원으로 결정한 에 지-반치폭 검정 곡선을 용하는 방법은 배제하 다.

반치폭을 사 에 결정하는 방법 외에 반치폭 피 변수의 개수를

이는 방법으로,89∼ 101keV 역 스펙트럼의 피 과정에서 반치폭

피 변수들 사이의 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간단한 방법으로 해

당 역 내의 13개의 피크들의 반치폭을 동일한 수치로 설정함으로써

피 변수의 개수를 13개에서 1개로 일 수 있는데,89∼ 101keV

역에서 반치폭이 약 0.2채 정도(3%)변동하고 있으므로 피 은 완

료되겠으나 좋은 방법은 아니다.다른 방법으로 (2-16)식을 반 하여

,,를 피 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이 방법은 계수율, 기 노

이즈 등의 향을 배제하고 시료 스펙트럼의 분석 역 내의 정보에 국

한하여 반치폭을 결정하며,피크 간의 계도 이론 인 함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 이라 단된다.



Fig.2-3.Energy-FWHM calibrationcurvesofuranium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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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지-효율 검정

감마 엑스선의 에 지에 따른 HPGe검출기의 검출 효율은

자의 에 지,반응의 종류 단면 ,Gecrystal과 검출기 구성 요소

에 의한 자 흡수층 시료와의 거리 등의 검출 기하구조 등 매우 다

양한 요소의 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론 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

지 않으므로,방사능을 알고 있는 표 감마 선원의 계측이나 Monte

Carlo 산모사 등의 실험 인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에 지-효율 곡

선을 설명하는 표 인 함수로 log-logscale의 다항식이 있다.

log  ∙ log∙ log
 ∙ log

   (2-15)

여기서 ,,,,는 계수,은 에 지 에서의 검출 효율이

다.동축형 HPGe검출기에서 수십 keV∼ 수 MeV의 넓은 에 지 역

에 한 에 지-효율 검정에서 주로 4∼ 6차의 다항식이 사용된다.이

외에도 변곡 후의 두 개의 에 지 역에 각각의 다항식을 두는 방

법,내삽법 등의 다양한 방법들도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4에서와 같이 표 감마 선원을 이용하여 측정한 평 형

HPGe검출기의 에 지-효율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체 에 지 역에

서는 4차 다항식으로 설명이 되지만 89∼ 101keV의 역을 살펴보면

더 멀리 떨어진 데이터들의 향으로 실측 데이터에서 벗어나 있다.해

당 역에 가까운 3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2차 다항식으로 피 한 곡

선이 3개의 실측 데이터를 더 잘 기술하고 있다.우라늄 스펙트럼의



Fig.2-4.Theenergy-efficiencycalibrationcurveoftheplanarHPGedetector

obtainedwithstandardγ-ray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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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01keV 역에서 검출 효율은 수% 이내의 범 에서 변동하므로,

다음의 2차 다항식을 검정 곡선 모델로 사용하 다.

  ∙∙
 (2-16)

마.피크의 상 높이 결정

평 형 HPGe검출기의 분해능이 122keV에서 반치폭 585eV인 수

으로 좋으나,우라늄 Kα 엑스선 역에서는 피크들의 에 지 간격이

7eV인 경우도 있어서 HyperGam과 같은 로그램으로 피크의 분리 피

이 되지 않아 단일 피크로 처리하는 수 으로,피크의 면 역시 분리

하여 결정할 수 없다.그리고 우라늄의 자핵종인 Pa의 Kα1 Kα2엑스

선의 경우 235U와 238U에서 모두 기여하기 때문에,하나의 엑스선 피크임

에도 불구하고 각 핵종에 하여 피크 면 의 분리가 필요하다.따라서

89∼ 101keV 에 지 역 내의 13개의 피크 각각에 한 높이를 모

두 피 변수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그룹 구성요소들의 붕괴율(decayrate)을 기 으로 피크

들의 상 인 넓이를 결정하여,피 에 용한다.

   ∙ ∙  ∙ (2-17)

여기서 는 감마 는 엑스선 의 피크 면 ,는 구성요소 의 붕

괴율,는 감마 는 엑스선 의 방출율,는 계측 시간이다.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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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요소 의 표 피크(방출율이 가장 높은 감마 는 엑스선으로

정하 음)에 비한 각 피크의 면 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

  
(2-18)

여기서 은 구성요소 그룹 의 표 피크이다.피크 면 을 계산하는

(2-11)식에서 짧은 꼬리 련 피 변수인 , 는 각 피크에

하여 동일한 값이므로,이를 (2-18)식에 용하여 피크 높이의 계식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2-19)

따라서 각 구성요소 그룹에 하여 피크 높이 피 변수는 1개가 되며,

구성요소 그룹이 235U,238U 우라늄 형 엑스선으로 3개 이므로 피

크 높이 피 변수를 3개로 설정할 수 있다.

바.피 변수의 최 값 탐색

피 변수의 개수는 피크의 꼬리 함수에 하여 4개,백그라운드

함수에 하여 4개,채 -에 지 계식의 계수 3개,에 지-반치폭

계식의 계수 3개,그리고 각 구성요소 그룹의 표 피크의 높이를 포

함하여 최 17개이다.피 알고리즘에서는 피 변수들의 크기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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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실제 스펙트럼 데이터를 기술하기에 가장 합한 수치를 탐색

한다.이 과정에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하 으며,χ2-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20)


 


 (2-21)

여기서 는 채 에서의 실측 스펙트럼 계수치,는 피 변수 벡

터,는 자유도(   ),는 분석 역의 채 의 개수,

는 피 변수의 개수이다.
-함수가 1에 가깝게 작을수록 피 함수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피 변수의 개수가 많은 계로

최 의 수치를 찾아내는 과정이 안정 으로 진행되어 종료되도록 변수

변동 수치를 제한하는 최솟값 최댓값과, 당한 깃값을 설정하 다.

피 에 여하는 변수와 최솟값 최댓값을 표 2-2에 정리하 다.

MATLAB코드에서는 제약조건이 있는 비선형 다변수 함수의 최솟값을

탐색하는 fmincon함수를 이용하 으며,(2-21)식과 함께 최솟값,최댓

값 깃값 벡터를 입력하여 최 값 벡터를 출력 받는다.

3.우라늄 농축도 결정

피 을 통해 획득한 235U와 238U 그룹 주요 피크의 면 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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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2.Fitting parametersandtheirlowerandupperboundary

values.

Parameter Code
Lowerboundary

value

Upperboundary

value

Peak

center
 (initialvalue)-10 (initialvalue)+10

Peakwidth

 0 (initialvalue)×10

 (initialvalue)×0.1 (initialvalue)×10

 -0.1 0.1

Peak

height

 0
(Maximum countsin

thespectrum)×2

 0
(Maximum countsin

thespectrum)×2

 0
(Maximum countsin

thespectrum)×2

Short-term

tail

 0 0.5

 1 100

Long-term

tail

 0 0.2

 2 1000

Smooth

background

 0 ∞

 -∞ ∞

 -∞ ∞

Step

background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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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9)식을 이용하여 붕괴율을 구할 수 있으며,붕괴 속도로부터

동 원소 235U 238U의 질량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ln∙

∙∙
(2-22)

여기서 는 동 원소 의 원자의 수,는 동 원소 의 원자량,

는 아보가드로 상수, 는 동 원소 의 방사성 반감기이다.이로부터

농축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2-2.)

4.감쇠 보정

자가 우라늄 시료와 검출기 사이에 시료 용기,시료 고정 장치,

에 지 필터 등의 물질에 의해 검출 crystal에 도달하기 에 흡수되

는 경우,그 감쇠 정도가 자의 에 지에 따라 다르며 이는 검출 효율

에 향을 미친다.감쇠 층은 일정한 두께와 도로 구성 물질이 균질하

게 분포하고 있는 단순한 평 형으로, 자의 진행 방향은 검출기를 향

해 평행한 것으로 가정하 을 때 물질 로 이루어진 감쇠 층에 한 피

크 의 에 지에서의 감쇠 인자는 다음과 같이 감쇠되지 않고 통과할 확

률로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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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2-24)

여기서 는 선원 치에서의 자 강도,는 감쇠 층의 두께  cm를

지난 후의 자 강도, 는 피크 의 에 지에서 물질 의 질량 감

쇠 계수,는 감쇠 층의 도이다.

부피 선원에서는 자가 시료에서 방출되기 에 내부 물질에서 흡

수될 수 있다. 핵연료와 같은 실제 우라늄 시료는 통상 으로 높은

도와 큰 부피를 갖고 있으며,감마선 엑스선의 에 지가 수백 keV

이하이기 때문에 시료의 자체 차폐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시료가 균일

한 단순한 평 형이며, 자의 진행 방향이 검출기 방향과 평행한 것으

로 가정하 다.자체 감쇠 인자는 다음과 같이 감쇠되지 않고 시료에서

방출될 확률로 기술된다.

 

 

∙∙

 exp 
 
 
∙ ∙

(2-25)

우라늄 시료는 U3O8,UO2 UF6등의 다양한 화합물로 존재하며,화합

물 혼합물의 질량 감쇠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36).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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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여기서 는 분자 내 번째 원소의 질량 비율(weightfraction),는 분

자식 내 원소 의 원자의 수,는 원소 의 원자량이다.획득한 감쇠인

자는 (2-17)식에 다음과 같이 용된다.

   ∙ ∙  ∙∙  ∙ (2-28)

질량 감 쇠 계수는 NIST의 핵자료 라이 러리(37)를 사용하 으며,

불연속 인 에 지에 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므로 MATLAB에서 에

지-질량 감쇠 계수를 log-logscale로 두고 내삽법으로 구하여(함수 fit

의 선택사항 ‘pchipinterp’,형태-보존 구분 3차 Hermite보간법)사용

하 다.우라늄의 경우에는 K-각(155.606keV)을 기 으로 앞,뒤의 에

지 역을 구분하여 각각 내삽법을 용하여 구하 다.원자량은

CIAAW(CommissiononIsotopicAbundancesandAtomicWeights)의

데이터 라이 러리를 사용하 으며,우라늄,산소 불소에 하여 각각

238.02891,15.99977 18.998403163이다(38).우라늄 화합물의 도는 미

국 DOE(DepartmentofEnergy)의 발간 자료를 참조하 고 다른 흡수

층의 물질인 유리,폴리에틸 콘크리트 등의 도는 NIST(National

InstituteofStandardsandTechnology)의 핵자료 라이 러리(37)를 사용

하 으며,표 2-3에 정보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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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3.Densityofuranium compoundsandcontainermaterials.

Compound

Density[g/cm3]

Crystalparticle Bulk

U3O8 8.30 1.5∼ 4.0

UO2 10.96 2.0∼ 5.0

UF6 4.68 4.6

UF4 6.7 2.0∼ 4.5

UO2F2 6.37 ∼2.6

Uranium metal 19.05 19

Glass - 2.230

Polyethylene - 0.9300

Concrete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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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시 첩(TCS)효과 보정

우라늄 그 자핵종의 붕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아, 수백

picosecond안에 방출되는 연쇄 감마선들이 있으며, HPGe검출기로 구

성된 감마선 계측 계통의 검출신호 분별 시간(resolvingtime)은 략 수

μsec수 으로써 이들의 분별이 불가능하다.이로 인해 두 감마선의 검

출 신호가 겹쳐지면서 그 높이가 더해지며,두 감마선 에 지의 합에 해

당하는 에 지의 치에 계수되면서(summinginevent)기존의 피크들

의 계수치에서 동시에 손실되어 피크 면 이 어들게 된다(summing

outevent).이러한 동시 첩 효과는 검출기의 계수율의 향을 받지 않

으며, 첩 감마선들의 방출율과 검출 효율에 의해 좌우된다.

동시 첩 효과를 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늘려서 첩 감마선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할 확률을 무

시할 만큼 이는 것이지만,검출 효율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비슷한 정

도의 결과를 얻기 한 계측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다른 방법으로 측

정 상 시료와 동일한 방사성 동 원소로 만들어진,방사능을 알고 있

는 표 선원을 이용하여 동일한 검출 기하구조 하에서 검출 효율을 결

정할 수 있다.그러나 여러 형태, 도,화합물 구성 동 원소 구성

하에 있는 다양한 분석 시료에 해서 표 선원을 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Debertin에 의해 개발된 KORSUM 코드를 동시 첩 보정 인자

계산에 도입하 다.이 코드의 입력 인자는 계산하려는 감마선 에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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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FEP효율과 total효율,모핵종의 붕괴 모드,감마선의 에 지

방출율,감마선의 에 지별 K-각 ICC(InternalConversionCoefficient)

totalICC이다.Fortran으로 작성된 source코드는 MATLAB을 이용

하여 compile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며,이후 우라늄 스펙트럼에 나타

나는 Kα1,Kα2 Kβ 엑스선에 의한 동시 첩을 고려하도록 개선된 버

을 사용하 다.

89∼ 101keV 에 지 역에 나타나는 감마선의 모 핵종은 235U,

238U,231Th 234Th이다.각 핵종의 모든 붕괴 과정의 붕괴 모드와

mixingratio,그리고 여기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 지 방출율 정보

는 Nudat2.6(39)에서 근 가능한 ENSDF라이 러리를 참조하 다.감마

선의 에 지 별 K-각 ICC totalICC는 ENSDF라이 러리를 이용하

여 ICC를 계산하는 컴퓨터 코드인 BrIccv2.3S(40,41)를 사용하여 구하

다.작성한 입력 일은 부록 1에 첨부하 다.

계산된 동시 첩 보정 인자를 (2-28)식에 추가로 용한다.

   ∙ ∙  ∙∙  ∙∙ (2-29)

여기서  는 감마선 의 동시 첩 보정 인자이다.스펙트럼 피 에

용하기 하여 (2-19)식에 이 보정 인자들을 반 한다.

  

 
∙

 
∙ 


∙∙∙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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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램 개발

다수의 변수의 최 수치를 탐색하는 스펙트럼 피 과정에는 벡터

행렬들이 자주 사용되며,이를 이용한 수식의 계산이나 벡터의 원소

비교 등이 빈번하다. 한 피 이 안정 으로 진행되어 완료되려면

한 입력 변수를 지정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실측 스펙트럼과 육안으로

비교하며 설정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최 화 된 출력 변수와 최종 피

결과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로그램의 개

발에는 행렬의 활용과 수식 계산이 탁월하고, 도우 형태의 작동 환경

제작이 가능한 GUI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MATLAB 코드를 사용하

다.

가.분석 도우 구성

MATLAB의 GUI기능으로 작성한 로그램의 분석 도우는 그림

2-5,6과 같다.그림 2-5(a)의 가장 큰 스펙트럼 표시 화면에는 실측

스펙트럼 계수치와 함께,피 의 시작 입력 변수로 기술되는 스펙트

럼 함수가 청색(피크)과 색(완만한 백그라운드)로 표시된다.가장 아래

에 입력 받은 에 지-효율 검정 정보 89∼ 101keV에 해당하는 부

분을 linear-logscale로 표시하는 창이 있으며,그 우측 상단에 체 에

지 역에 한 에 지-효율 검정 곡선을 log-logscale로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하 다.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계측 정보가 표시되며,분석하

려는 89∼ 101keV에 해당하는 채 정보,계측 시간(livetime real



Fig.2-5.Analysiswindow toshow spectra;

(a)curvesforinitialvalues.



Fig.2-5.Analysiswindow toshow spectra;

(b)fitted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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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계수율(스펙트럼 체 분석 역)을 확인할 수 있다.화면

상단의 명령 표시 의 [File],[Axis],[Graph]에서 각각 일 입출력,스

펙트럼 화면 세로축의 linear/logscale변환,그래 에서 피크 구성 성분

(피크,단순 Gaussian,짧은 꼬리,긴 꼬리,완만한 백그라운드,계단형

백그라운드, 체 백그라운드,최종 피 곡선)표시 여부 선택을 수행할

수 있다.

스펙트럼 피 이 완료되면 그림 2-5(b)에서와 같이 피 곡선이 화

면에 표시된다.각 구성요소 그룹을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용이하도록,

235U그룹은 색 실선,238U그룹은 청색 실선,형 엑스선 그룹은 녹색

실선, 체 백그라운드(완만한 백그라운드,계단형 백그라운드 긴 꼬

리)는 청색 선,그리고 체 피 곡선은 흑색 실선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내었다.피 결과의 건 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 화면 바

로 아래에 Z-score를 표시하도록 하 다.채 에서의 Z-score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2-31)

이 값은 실측 스펙트럼 계수치와 피 곡선의 차이를 표 화 한 것으로,

통상 5이하이면 피 곡선이 실측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며,수치가 클수록 제 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림 2-6은 피 변수를 설정하는 도우이다.화면의 상단 반의

역에는 피크 련 피 라미터와 꼬리 백그라운드 련 피



Fig.2-6.Analysiswindow forthesettingoffitting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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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를 조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치한다.각 변수를 피 변수로

두고 최 값을 탐색할 것인지의 여부(vary/constant)를 체크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고,입력 변수의 수치를 사용자가 직 입력할 수 있다.화

면의 하단에는 각종 검정 곡선(채 -에 지,에 지-반치폭,에 지-효

율)을 피 에서 어떻게 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감마 엑스

선의 에 지 방출율 핵자료를 URADOS,MGAU IAEA 자료

에서 선택할 수 있다.그 아래로는 감쇠 보정을 용할 정보(감쇠 층,두

께 도)를 조 할 수 있는 체크박스 수치 입력창이 있으며,동시

첩 보정 인자의 용 여부를 선택하는 체크박스가 우측에 치한다.

입력해 둔 피 변수들은 [SaveParameters] [LoadParameters]버

튼으로 장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나.피 변수의 깃값 계산

피 이 안정 으로 진행되어 종료될 수 있도록 피 변수의 깃값

을 가능하면 최 의 값에 가깝게 지정해 주는 것이 요하다.분석하고

자 하는 실측 스펙트럼과 계없이 깃값을 지정할 수 있는 피 변수

는 짧은 꼬리의 높이 기울기,긴 꼬리의 높이 기울기,계단형 백그

라운드의 높이로 총 5개다.먼 완만한 백그라운드의 피 변수를

략 으로 구하는데,스펙트럼의 반에 거쳐 형성되는 연속 인 백그라

운드이므로 스펙트럼의 가장 좌측 계수치 지 과 가장 우측 계수치 지

을 연결하는 직선을 구하여 입력 피 변수로 사용한다.완만한 백그라

운드가 정해지면 각 구성요소 그룹 별 피크의 높이의 깃값을 계산한



-55-

다.그룹 별 표 피크 근처의 채 에서 최 높이 채 의 계수치에서

완만한 백그라운드를 제하면 피크의 알짜 높이를 략 으로 얻을 수 있

으며,(2-32)식으로 나머지 피크들의 높이를 계산한다.피크의 심은

채 -에 지 검정 곡선에서 계산하며,피크의 반치폭은 에 지-반치폭

검정 곡선에서 깃값을 계산한다.

다.스펙트럼 피 농축도 계산 알고리즘

체 로그램의 구동 과정은 그림 2-7과 같다. 로그램을 실행하

여 분석하고자 하는 스펙트럼을 불러오면,다른 감마선 피크들을 분석하

여 장해 둔 컴퓨터 일(채 -에 지 검정:CHEcalibration.dat,에 지

-반치폭 검정:FWHM_data.mat,에 지-효율 검정:effcalibration.dat)들

을 자동으로 불러온다.채 -에 지 검정 정보를 이용하여 89∼ 101

keV 에 지 역이 해당하는 채 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화면에 표시한

다.피 변수의 깃값을 계산하여 도우에 표시한다.사용자가 변수의

최 값 탐색 는 상수로의 고정 여부를 선택하고 깃값을 수정하면

이를 반 하여 스펙트럼 화면에 깃값으로 그려지는 피 함수를 표시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비가 완료되어 [Analysis]버튼을 르면 피 농축도 계산 과

정이 시작된다.피 변수로 지정된 변수를 체크하고,각 피 변수의 최

솟값 최댓값을 계산하여 각각을 벡터로 입력받아서 χ2-최소자승법으

로 피 변수의 최 값을 탐색한다.탐색이 완료되면,혹시 최솟값 는

최댓값 경계의 값으로 계산된 피 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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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Flow ofthefitting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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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을 경우에는 최솟값 는 최댓값을 더 작거나 크게 조 하여 피 을

다시 수행한다.그 지 않은 경우에는 피 된 결과를 이용하여 우라늄

의 농축도를 계산하고,피 곡선과 변수의 최 값을 로그램 화면에

출력하고 일에 기록한다.출력되는 컴퓨터 일은 그림 2-8과 같은 피

농축도 계산 결과의 요약과 그림 2-9와 같은 피 된 곡선 자료

두 가지(PeakFitResult.txt PeakFitData.txt)로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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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Jul-2015 03:17:45

Spectrum file : G:\DropNuc\201407U\8192\U100_(20)86400sec.Spe

Analyzed region : (Channel) 1192 ~ 1354 ch     (Energy) 88.962 ~ 101.003 keV

- - - - - - - - - - - - - - - - - Iteration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Algorithm            : medium-scale: SQP, Quasi-Newton, line-search

Iterations           : 29

Function evaluations : 794

[Message]

(생략 ...)

Optimization Metric                                                 Options

abs(steplength*directional derivative) =   5.15e-09        TolFun =   1e-08 (selected)

max(constraint violation) =   0.00e+00                     TolCon =   1e-06 (default)

- - - - - - - - - - - - - - - - - - Fitting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Energy           : Calibrated curve (external)

FWHM             : Search (Intrinsic calibration)

Efficiency       : Calibrated curve (external)

Data library     : URADOS

Fitting Function : Hypermet

X-ray tail       : off

- - - - - - - - - - - - - - - - - - - Fitting results - - - - - - - - - - - - - - - - - -

[ Calculated information of Uranium ]

    Enrichment   (U-235 wt%)    : 10.103  +/-  0.066 (rel. 0.65 %)

    Atom-percent (U-235 atom%) : 10.219  +/-  0.066 (rel. 0.65 %)

[ Peak information ]

    chisquare         : 408.782

    Reduced chisquare : 2.781

    NQFIT             : 1.035

[ Fitting Parameters ]

    --------- Peak ---------- 

    CENTROID        ERG        FWHM              AREA      HEIGHT  Gaus.WIDTH  Intr.WIDTH   Gamma/X-ray   Condition(xi +Δx)

    1205.279      89.957      7.412   1.23680669e+04    1543.905       4.451                    G        x12 -114.16 

       0.000                   0.000   1.85454789e+02                    0.000   

        cnst                                                vary        cnst              

(생략 ...)

    --  Short-term tail (SKEW PARAMETERS)  --

    A        3.5036e-02       +/-                    vary

    B        1.0000e+00       +/-                    vary

    C        1.0000e+00       +/-       0.0000e+00  cnst

    --  Long-term tail  --

    T        0.0000e+00       +/-       0.0000e+00  cnst

    V        3.9425e+01       +/-                    cnst

    U        1.0000e+00       +/-       0.0000e+00  cnst

(생략 ...)

Fig.2-8.Fileforthesummaryoffitting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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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Energy   Raw     Fit           Fit       Z-score        Fit            Fit         (생략 ...)

Number   [keV]    Data    Total         BG                      Peak 1        Peak 2

--------------------------------------------------------------------------------

 1192     88.96    1434    1359.219     1277.174   +1.975       66.085        2.948   

 1193     89.04    1391    1378.397     1278.145   +0.338       82.688        4.191   

 1194     89.11    1429    1407.761     1279.115   +0.562      108.098        6.796   

 1195     89.19    1447    1456.761     1280.074   -0.257      149.734       12.803   

 1196     89.26    1591    1543.296     1280.995   +1.196      221.077       26.656   

 1197     89.33    1608    1697.870     1281.823   -2.241      344.299       56.742   

 1198     89.41    1914    1965.386     1282.442   -1.175      551.035      116.439   

 1199     89.48    2255    2399.532     1282.658   -3.044      877.962      222.955   

 1200     89.56    2875    3044.757     1282.184   -3.166     1354.086      392.015   

 1201     89.63    3625    3906.090     1280.668   -4.669     1980.302      628.103   

 1202     89.71    4784    4917.746     1277.777   -1.934     2708.719      913.654   

 1203     89.78    5839    5931.247     1273.335   -1.207     3435.390     1204.312   

 1204     89.85    6509    6742.025     1267.445   -2.888     4018.661     1437.052   

 1205     89.93    7180    7154.602     1260.557   +0.300     4323.004     1551.475   

 1206     90.00    6947    7059.487     1253.385   -1.350     4270.759     1515.025   

 1207     90.08    6568    6480.445     1246.730   +1.080     3874.715     1337.876   

 1208     90.15    5738    5564.295     1241.246   +2.293     3232.781     1068.274   

 1209     90.23    4666    4519.297     1237.281   +2.148     2487.841      771.236   

 1210     90.30    3576    3537.648     1234.849   +0.641     1775.438      503.395   

 1211     90.37    2842    2741.335     1233.713   +1.888     1185.483      297.052   

 1212     90.45    2240    2169.575     1233.523   +1.488      751.262      158.471   

 1213     90.52    1893    1799.810     1233.939   +2.142      461.762       76.427   

 1214     90.60    1566    1580.827     1234.701   -0.375      283.611       33.322   

 1215     90.67    1440    1459.719     1235.638   -0.520      180.062       13.134   

 1216     90.75    1395    1395.575     1236.657   -0.015      121.450        4.680   

 1217     90.82    1503    1362.055     1237.711   +3.636       87.892        1.507   

 1218     90.89    1375    1344.333     1238.781   +0.827       67.707        0.439   

 1219     90.97    1409    1334.857     1239.858   +1.975       54.642        0.116   

 1220     91.04    1372    1330.031     1240.941   +1.133       45.526        0.027   

 1221     91.12    1320    1328.207     1242.027   -0.226       38.767        0.006   

 1222     91.19    1304    1328.671     1243.118   -0.683       33.532        0.001   

 1223     91.27    1344    1331.218     1244.213   +0.349       29.355        0.000   

 1224     91.34    1331    1336.091     1245.312   -0.140       25.948        0.000   

 1225     91.42    1411    1344.287     1246.414   +1.776       23.123        0.000   

 1226     91.49    1469    1358.479     1247.515   +2.884       20.750        0.000   

 1227     91.56    1297    1385.049     1248.610   -2.445       18.735        0.000   

 1228     91.64    1477    1437.775     1249.677   +1.021       17.006        0.000   

 1229     91.71    1553    1543.097     1250.671   +0.251       15.511        0.000   

 1230     91.79    1691    1744.995     1251.502   -1.313       14.209        0.000   

 1231     91.86    2081    2104.584     1252.009   -0.517       13.067        0.000   

 1232     91.94    2593    2687.664     1251.943   -1.859       12.059        0.000   

 1233     92.01    3425    3536.551     1250.982   -1.906       11.165        0.000   

 1234     92.08    4700    4633.279     1248.783   +0.973       10.368        0.000   

Fig.2-9.Fileforthefittedcurv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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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분 계통 구성 측정 분석

1.고해상도 감마 엑스선 분 계통

우라늄의 감마 엑스선 측정을 해서 ORTEC社의 p-type평

형 HPGe검출기를 사용하여 분 계통을 구성하 으며,검출기의 상세

규격은 표 3-1과 같다.검출기의 입사 창은 그림 3-1(a)와 같이 베릴륨

으로 되어 있어 입사하는 수십 keV이하 감마 엑스선의 감쇠를 최소

화하며,검출기 cryostat은 액체질소로 냉각된다.검출기와 측정 시료는

백그라운드 감마선의 를 낮추기 하여 그림 3-1 (c)와 같은

low-background차폐체 내에 치한다.차폐체는 101mm 두께의 납,

0.5mm 두께의 tinsheetliner와 1.6mm 두께의 구리 12.7mm 두

께의 탄소강 외장재로 구성되어 있다.

감마 엑스선의 분 을 수행하기 한 검출 계통은 평 형 HPGe

검출기,HV bias supply,amplifier,ADC/MCB(Analog to Digital

Converter/Multi-ChannelBuffer)로 구성하 으며,스펙트럼 획득 소

트웨어는 ORTEC 社에서 제공되는 GammaVision을 사용하 다.검출

모듈의 상세 규격을 표 3-2에 정리하 으며,구성한 분 모듈 계통도는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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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SpecificationsoftheHPGedetector.

Parameter Figures

Type p-type

Model GLP-36360/13

Resolution
585eV(FWHM)at122keV

360eV(FWHM)at5.9keV

Cryostattype J-typewithDewar

Crystaldiameter 36mm

Crystallength 13mm

Endcaptodetector 7mm

Beryllium window thickness 0.254mm

InactiveGermanium 0.3μm

Detectorbiasvoltage -30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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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headofthedetector.(b)DrawingsoftheHPGecrystal.

(c)Theleadshield.

Fig.3-1.The planar HPGe detectorand the low-background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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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Specifications ofthe components ofthe spectroscopy

system.

Parameter Model Figures

HV
659

(ORTEC)

Voltagerange:0∼ -5000V

Maximum outputcurrent:100 μA

Amplifier
672

(ORTEC)

Gain:2.5∼ 1500

Shapingtime:0.5∼ 10μsec

ADC/MCB
927

(ORTEC)

Conversiontime:1.25μsec

Memorysize:16k



Fig.3-2.Ablockdiagram ofγ-andX-rayspectroscopy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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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라늄 시료 표 선원

개발한 우라늄 농축도 분석 로그램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농축도에서 고 농축도에 해당하는 농축도 1∼ 99wt% 사이의 8개의

CRM 우라늄 시료가 사용되었으며,각 시료의 동 원소 조성비 인증 값

과 함께 235U 238U만을 고려한 농축도를 표 3-3에 정리하 다.이 방

사선 시료는 미국 에 지부(DOE,DepartmentofEnergy)산하의 NBL

(New BrunswickLaboratory)에서 제작 인증되었으며,동 원소 조성

비 인증을 해 사용된 분석 장비는 triple-filament가 장비된 Surface

Ionization Mass Spectrometer이다.시료 물질은 고순도의 산화물인

U3O8 우더이며,그림 3-3(a)와 같이 내경 약 20mm,외벽의 두께 약

1mm의 원통형 유리 바이알 내에 담겨져 있다.바이알은 손 설

등에 의한 검출기의 오염을 방지하기 하여 그림 3-3(b)와 같이 두께

1mm의 폴리에틸 용기에 담아 측정하 다.선원의 치는 모든 우라

늄 시료의 측정에서 검출 불감 시간이 5%를 넘지 않으면서 계수율을 확

보하기 하여 가능한 가깝게 배치하 으며,이때의 선원과 검출기의 거

리는 5cm이다.계측 시간은 ADC/MCB의 livetime으로 24시간이다.

검출기의 검출 효율 결정을 하여 형태의 표 감마선원을 사용

하 다.우라늄 시료와 동일한 검출 기하구조에서 검출 불감시간이 5%

가 넘지 않는 낮은 방사능의 선원으로 선정하 다.총 8개의 단일

다 감마선 방출 선원을 사용하 으며,각 시료에 포함된 동 원소의

종류와 방사능 주요 감마선 정보를 표 3-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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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The declared isotopic composition of CRM uranium

samples.

Code
Isotopiccomposition[wt%]

235U/(235U+238U)
234U 235U 236U 238U

CRM-U010 0.00532 0.9911 0.00675 98.997 0.991±0.001

CRM-U030 0.0187 3.009 0.0202 96.953 3.010±0.003

CRM-U050 0.0275 4.949 0.0476 94.975 4.953±0.005

CRM-U100 0.0666 10.075 0.0376 89.821 10.086±0.010

CRM-U200 0.1229 19.811 0.2103 79.856 19.877±0.022

CRM-U500 0.5126 49.383 0.0754 50.029 49.675±0.075

CRM-U850 0.6399 84.988 0.3713 14.001 85.856±0.036

CRM-U970 1.6582 97.663 0.1497 0.5296 99.46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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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lassvial. (b)Polyethylenesourcecarrier.

(c)SourcemountedinfrontoftheplanarHPGedetector.

Fig.3-3.Uranium samplesand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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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4.Informationsofpointstandardsources.

Isotope

Activityatthe

referencedate

[kBq]

Referencedate

Energyof

intenseγ-rays

[keV]
241Am 35.4 1988.8.1 59.54

109Cd 280.8 2015.5.1 88.03

51Cr 99.6 2015.5.1 320.08

137Cs 193.5 1985.7.1 661.66

22Na 0.183 1986.10.1
511

1274.54

60Co 8.9 1985.7.1
1173.23

1332.49

133Ba 201.7 1977.12.1

53.16

79.61

81.00

160.61

223.24

276.40

302.85

356.01

383.85

152Eu 370.0 1986.10.1

121.78

244.70

295.94

329.41

344.28

411.12

416.02

443.96

778.90

810.45

867.38

964.06

1085.84

1089.77

1112.08

1212.95

1249.94

1299.14

1408.01

14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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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펙트럼 피 농축도 분석 결과

본 실험 분석에서는 측정된 우라늄 스펙트럼의 53∼ 205keV

역 내의 단독 감마선들을 이용하여 채 -에 지 검정을 수행하 다.

표 선원을 사용하여 에 지-효율 검정을 수행해 사용하 으며,에

지-반치폭 검정을 함께 수행하 다.그러나 피 에서 반치폭의 결정

방법은 (2-16)식을 이용하여 계수 ,,를 피 변수로 두는 방법

을 선택하 으며,미리 수행한 에 지-반치폭 검정 정보는 깃값으로

사용하 다.피 변수는 모두 최 값을 탐색하도록 설정하여 총 15개

로 하여 측정된 스펙트럼의 피 분석을 수행하 다.

피 된 CRM 우라늄 시료의 스펙트럼을 그림 3-4의 (a)∼ (h)

에 나타내었다.(2-33)식으로 정의되는 Z-score를 통해 피 함수가 실

측 스펙트럼 계수치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농

축도 10wt% 이하의 우라늄 시료의 피 결과는 Z-score가 모두 5이

내로 들어오고 있으나,20wt% 이상의 농축도에서는 Z-score가 높

아져 최 15정도의 값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림 3-4(c)의 CRM-U050스펙트럼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림

3-4(h)의 CRM-U970스펙트럼으로 갈수록 물결 모양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구간들이 나타난다.첫 번째로 스펙트럼 좌측235U 그룹의 색

89.957 keV 엑스선 89.950 keV 감마선 피크 근처에



Fig.3-4.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

uranium samples;(a)CRM-U010.



Fig.3-4.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

uranium samples;(b)CRM-U030.



Fig.3-4.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

uranium samples;(c)CRM-U050.



Fig.3-4.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

uranium samples;(d)CRM-U100.



Fig.3-4.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

uranium samples;(e)CRM-U200.



Fig.3-4.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

uranium samples;(f)CRM-U500.



Fig.3-4.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

uranium samples;(g)CRM-U850.



Fig.3-4.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

uranium samples;(h)CRM-U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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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물결 모양이 있다.이것은 피 된 피크 함수의 심이 실제

데이터에 비하여 좌측에 형성되면서 더 높은 값을 기술하고,(2-33)식

에 따라 Z-score가 음의 값을 갖는 경향을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

다.즉 채 -에 지 검정을 이용한 피크 심 치 설정 과정에서 과도

하게 낮은 수치로 계산하 거나,핵자료의 에 지가 실제 보다 낮을 수

있다.두 번째로 스펙트럼 심에서 Z-score가 음의 방향으로 움푹 패인

형상과 스펙트럼 우측에서 동시에 양의 방향으로 솟아오르면서 M 형태

의 물결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며,모두 우라늄 형 엑스선 그룹의 녹색

94.654keV피크 근처와 98.435keV피크 근처이다.두 피크 치에서의

Z-score형성 경향성이 반 로 나타나는 것은 같은 그룹에 속한 두 피

크의 상 높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측의 98.435keV 피크를 실제 보

다 낮게 설정하면서 Z-score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이에 한 반

부로 스펙트럼 심의 94.654keV 피크에서는 Z-score가 음의 방향으

로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피크 높이와 련된 인자는 검출 효율

자의 방출율이며,검출 효율 결정 방법에서 오차가 발생하 거나,방출

율 핵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CRM 우라늄 시료 스펙트럼의 계수율 련 정보와 함께,피 결

과의 건 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χ2-함수의 값을 표 3-5에 정리하 다.

계수율의 경우에는 CRM-U030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낮으며,이를 제외

하면 체 으로 농축도가 높을수록 스펙트럼 체의 계수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9∼ 101keV의 분석 상 에 지 역의 계수율

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χ2-함수도 마찬가지로 CRM-U030시료



Table3-5.Informationofthespectrum acquisitionandfittingqualityfactorsforuranium samples.

Code

Countrate

(Total)

[cps]

Countrate

(89-101keV)

[cps]

Countrate

(89-101keV,

onlypeaks)[cps]

Dead

time

[%]

χ2 χ2
R

CRM-U010 24.25 4.83 3.68(76%)* 0.12 208.172 1.426

CRM-U030 16.50 3.06 2.33(76%)* 0.09 203.113 1.372

CRM-U050 36.35 7.00 5.44(78%)* 0.16 271.789 1.874

CRM-U100 44.97 8.68 6.78(78%)* 0.20 447.027 3.041

CRM-U200 113.63 21.34 16.95(79%)* 0.44 814.438 5.540

CRM-U500 223.45 34.73 27.31(79%)* 0.83 886.808 6.033

CRM-U850 542.48 97.27 77.78(80%)* 1.96 2514.299 17.104

CRM-U970 838.04 137.37 109.69(80%)* 2.98 2992.280 20.356

*(Countrate,89-101keV,onlypeaks)/(Countrate,89-101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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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낮고,나머지 시료에서는 농축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

백그라운드를 제외한 피크들의 계수율의 합을 비교하여 보면,농축

도에 계없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면서 백그라운드 계수치와 일정한

비율의 계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우라늄 시료

에서 감마 엑스선 스펙트럼에서는 피크 계수율과 함께,완만한 백그

라운드까지 주로 235U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농축도 3%

이하의 우라늄 시료에서는 238U 그룹의 피크의 향이 비교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단된다.

스펙트럼 피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된 우라늄의 농축도 분석 결과

는 표 3-6과 같으며,인증 값에 한 편의(bias)를 그림 3-5에 농축도별

로 나타내었다. 부분의 시료에서 1% 이내 수 차이로 분석 되었으며,

CRM-U850시료가 2% 정도 낮게 분석되었다.구체 으로 농축도 1,3

wt%인 시료에서는 0.7% 높게 편이 되었으며,농축도 5∼ 50wt% 시

료에서는 ±0.3% 이내로 편이 되어 비교 잘 분석 되고 있다.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인 85,99wt% 시료는 인증 값에 비해 각각 2%와 1% 낮

게 편이 되는 경향을 보 다.그림 3-4에서 238U의 청색 피크는 아주 낮

은 농축도와 높은 농축도 시료의 스펙트럼에서 235U 피크들과의 크기에

서 차이가 많이 나며,특히 85wt% 이상 시료의 스펙트럼에서는 235U의

엑스선 피크의 좌우로 넓어지는 부분에 비해서도 피크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즉 피 과정에서 다른 피크의 면 과 모양에 의해 받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분석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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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6.Measuredenrichmentandrelativebias.

Code

Enrichment[wt%] Relativebias

[%]
Declared Measured

CRM-U010 0.991 0.996±0.007 0.482

CRM-U030 3.010 3.021±0.020 0.361

CRM-U050 4.953 4.943±0.026 -0.197

CRM-U100 10.086 10.073±0.068 -0.124

CRM-U200 19.877 19.822±0.128 -0.278

CRM-U500 49.675 49.635±0.261 0.081

CRM-U850 85.856 84.299±0.417 -1.814

CRM-U970 99.461 98.536±0.308 -0.930



Fig.3-5.Measured235Uenrichment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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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정 인자 계산 용

감쇠 인자 동시 첩 보정 인자는 모두 (2-30)식에서와 같이 검

출 효율을 보정하는 인자이다.CRM 우라늄 시료의 분 측정 상황에

하여 감쇠 인자 동시 첩 보정 인자를 계산하고,피 농축도

분석 과정에 용하 다.

가.감쇠 인자

우라늄 시료와 검출기 사이에 치하는 감쇠 층은 1mm 두께의 유

리와 1mm 두께의 폴리에틸 이다.우라늄 시료는 내경 약 20mm의 유

리 바이알의 바닥에 골고루 펼쳐져 있다고 가정하 을 때,시료의 두께

는 약 0.00514cm이다.본 검출 구조 하에 있는 두 물질에 한 감쇠 인

자 우라늄 시료의 자체-감쇠 인자와 함께,원자력 연료의 표 인

운반용기 물질인 콘크리트에 한 감쇠 인자를 계산하여 표 3-7에서 비

교하 다.각 층에서 각각 수% 수 으로 감쇠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피 과정에서는 (2-32)식에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들어가게 되어,실

질 으로는 가장 낮은 에 지와 높은 에 지의 감쇠 인자의 차이인 0.03

∼ 0.23% 이내의 보정이 이루어진다.

나.동시 첩 보정 인자

KORSUM 코드를 이용하여 동시 첩 보정 인자를 계산하기 한

입력 인자로,FEP total효율을 구하 다.FEP효율은 통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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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7.Attenuationfactorsfortheenergyofuranium γ-and

X-rayintheKα X-rayregion.

Energy

[keV]

Attenuationfactor Self-atten.factor

U3O8

0.00514cm
Glass

0.1cm

Polyethylene

0.1cm

Concrete

0.1cm

89.957 0.9616 0.9837 0.9583 0.9848

89.950 0.9616 0.9837 0.9583 0.9848

92.287 0.9622 0.9838 0.9589 0.9857

92.367 0.9622 0.9838 0.9590 0.9857

92.793 0.9622 0.9838 0.9591 0.9857

93.352 0.9623 0.9838 0.9592 0.9859

94.654 0.9624 0.9838 0.9596 0.9861

95.886 0.9627 0.9839 0.9599 0.9865

96.350 0.9629 0.9840 0.9600 0.9870

98.435 0.9629 0.9840 0.9605 0.9870

99.350 0.9630 0.9840 0.9607 0.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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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효율이라 칭하며,측정 시간 동안 방출된 감마선의 수에 감마선 피

크 면 의 비를 구하는 방법으로 얻는다.II-3장의 도입부에서 표

선원을 측정해 획득하 던 에 지-효율 정보를 사용한다.Total효율은

측정 시간 동안 방출된 감마선의 수에,측정 방사선에서 기인하는 모든

계수치의 비로 정의된다. 에 지 피크 외에도 Compton연속,단일

이 이탈 피크 등 모든 구성 성분을 포함한다.단일 감마선 방출 선원

은 total효율의 획득이 비교 간단하지만,수십일 이상의 반감기를 가

지며 상용으로 구하기 어렵지 않은 단일 감마선 방출 핵종의 수가 많지

않다.이에 감마선 2개를 방출하는 22Na와 60Co를 사용하고,Semkow(42)

의 분석법을 도입하여 감마선 1개의 향을 배제하 다.먼 단일 감마

선 방출 핵종을 측정하여 각 감마선 에 지에서의 피크 체 비(peak

tototalratio,)를 구하고,그림 3-6의 선과 같이 linear-linear

scale에서 지수 감소함수로 피 한다.획득한 피 함수로부터 22Na의 감

마선인 511keV 치에서의 피크 체 비 를 구하고,다음의

계식을 통해 22Na의 다른 감마선인 1274keV의 피크 체 비를 구

한다.

 
 




(3-1)

여기서 는 감마선 의 계수율,는 total계수율이다.여기서 획득한

1274keV에서의 피크 체 비를 포함하여 그림 3-6의 실선과 같이



Fig.3-6.Ratioofpeak-to-totalefficienciesplottedasafunctionof

theγ-ray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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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피 한다.유사한 방법으로 60Co의 1332.5keV의 피크 체 비

를 구하는데,22Na와 달리 두 감마선이 동시 첩되는 감마선이므로 다음

의 식을 용한다.

  


 

 


∙



 

 




∙ 
(3-2)

여기서 는 FEP 효율, 는 감마선 변환계수(total γ-ray

conversioncoefficient)이다.FEP효율 에,앞서 획득한 피크 체

비,를 나 어 total효율   를 획득한다.이 방법으로 얻은 FEP

total효율과 검정 곡선은 그림 3-7과 같다.우라늄 스펙트럼의 분

석 역인 89∼ 101keV근처의 total효율이 없어 높은 에 지의 자료

값의 향을 받아 피 되고 있으므로,향후의 연구에서는 보충할 필요

가 있다.

의 입력 인자들을 입력하여 KORSUM 코드로 계산한 동시 첩

보정 인자는 표 3-8과 같다.보정 인자 자체는 감쇠 인자에 비해 1에 가

까워 보정의 정도가 어 보이나,감쇠 인자의 경우에는 에 지에 따라

균일하게 변동하지만 동시 첩 보정 인자는 그런 경향성이 없으며,가장

큰 인자와 작은 인자의 차이가 1.4%로,감쇠 인자의 경우에 비해 크다.

다.보정 인자의 용

표 선원과 다른 감쇠 조건에 놓여 있는 1mm의 유리 바이알



Fig.3-7.Full-energypeakefficiencyandtotalefficiencyofthe

planarHPGedetectorobtainedwithpointstandard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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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8.TCScorrectionfactorsforuranium γ-rays.

Energy

[keV]

TCScorrectionfactor

235U 238U

89.957 0.9954

89.950 0.9976

92.287 0.9977 0.9984

92.367 0.9984

92.793 0.9984

93.352 0.9954 1

94.654

95.886 0.9977 0.9984

96.350 0.9841

98.435

9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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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0.00514cm의 우라늄에 한 감쇠 인자 동시 첩 보정 인자를

용하 다.계산된 보정 인자들을 (2-31) (2-32)식에 용하여 그룹

내 피크의 상 높이 계산과 농축도 계산을 수행하 다.획득한 우라늄

농축도 분석 결과의 인증 값에 한 편이를 그림 3-8에 나타내었다.개

발된 분석법의 최종 분석 결과는 크게 보정 인자가 용되지 않은 결과

와,보정 인자가 용된 결과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이는 측정 분석

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장 분석에서는 보정법의 용이 용이하지

않으며,반면에 실험실에서 정 하게 측정하는 경우에는 보정 인자를

용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용 로그램의 성능과 비교하기

하여,MGAUV.1.0코드로 동일한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나타

내었다.MGAU V.1.0의 경우 농축도 1∼ 85wt% 시료는 1% 이내의

편이를 보이며 잘 분석되는 경향을 보이나,99wt%의 고농축 우라늄은

4.5% 낮게 분석하 다.

보정법 용에 따른 우라늄 시료 농축도 분석 결과 편이의 평균을

표 3-9에 정리하 으며,표기된 확장 불확도는 자료 8개에 의해 정해진

자유도 7에 해당하는 신뢰수 95%의 포함 인자(coveragefactor)로 결

정되었다. 체 농축도 구간(1∼ 99wt%)을 고려하 을 때,보정 인자

가 용되면 정확도가 평균 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스펙

트럼 피 의 건 성이 개선되었는지를 단하기 하여,보정 인자 용

후의 χ2값 변동을 표 3-10에 정리하 다.감쇠 인자를 용하면 χ

2-함수는 약 0.5∼ 4.5% 낮아져 피 결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며,농축도는 모든 구간에서 더 높은 방향으로 편이 되어 나타난다.동시



Fig.3-8.235Uenrichmentbiasanalyzedwithcorrectionmethodsand

theMGAUV.1.0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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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9.Theaverageofbiasduetotheadaptionofcorrection

methods.

Attenuation

correction

TCS

correction

Averageofbias[%]

(levelofconfidence95%,

k=2.36)

X X -0.32±1.74

O X -0.26±1.73

X O -0.15±1.77

O O -0.12±1.81



-93-

Table3-10.χ2variationswithcorrections.

Code

Declared

enrichment

[wt%]

χ2variation[%]

Atten. TCS Atten.+TCS

CRM-U010 0.991 -1.36 0.16 -1.28

CRM-U030 3.010 -0.64 0.06 -0.56

CRM-U050 4.953 -1.86 0.19 -1.59

CRM-U100 10.085 -2.86 0.02 -2.76

CRM-U200 19.877 -3.52 0.02 -2.48

CRM-U500 49.675 -0.98 -0.15 -0.96

CRM-U850 85.856 -4.61 0.00 -4.48

CRM-U970 99.461 -2.62 0.42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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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보정 인자 용 시에는 χ2-함수가 체 으로 0.5% 미만에서 조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피 개선의 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농

축도 분석 결과의 경향성은 부분의 구간에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

났다.감쇠 인자와 동시 첩 보정 인자를 모두 용하여 피 하 을 때

의 χ2-함수 변동은,각각의 보정을 용하 을 때의 변동 정도를 합산

한 것과 유사하다.농축도 분석 결과의 경향성은 감쇠 인자를 용한 경

우에 비해 높은 방향으로 나타나며,99wt% 농축도에서만 낮은 방향으

로 분석되었다.

5.방해 피크가 존재하는 스펙트럼 분석

시료 내부 는 근처에 우라늄 외의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89∼ 101keV 에 지 역 내에 감마선 는 엑스선 피크가 첩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이는 스펙트럼의 피 을 방해하게 된다.특히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이론상 239Pu보다 원자량이 작은 모든 종류의 동 원소가

핵분열 생성물로써 존재할 수 있다.분석 역 내에 나타날 수 있는 주

요한 감마선으로서,89∼ 101keV 사이의 에 지를 갖는 감마선 반

감기가 120일 이상,방출율이 1% 이상인 감마선을 표 3-11에 정리하

다. 한 루토늄과 그 붕괴 계열의 동 원소에서 방출되는 감마 엑

스선 10개가 89∼ 101keV의 에 지 역에 존재한다.MGAU,

PC/FRAM 등의 기존 로그램들은 이러한 방해 피크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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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1.γ-rayswhichcanappearsin89∼ 101keVregion.

Energy

[keV]

Emission

probability[%]
Half-life Isotope

93.18 17.2 31[y] 178mHf

97.431 29 240.4[d] 153Gd

98.85 10.9 186.09[d] 102mRh

98.918 4.29 180[y] 158Tb

99.362 1.07 2×105[y] 186mRe

100.724 5.24 1.37[y] 173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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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 코드에서는 우라늄의 감마 엑스선 피크

외에도 피크를 자유로이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방해 핵종이 존재하

는 것을 알고 있거나 숙련된 사용자가 육안으로 방해 피크를 확인하 을

경우,피 변수 입력 도우의 “Add”버튼을 클릭하여 피 에 포함할

피크를 추가한다.이때 추가되는 피 변수는 피크 심,폭 높이로 3

개이나,폭 변수는 에 지-반치폭 계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방해 피크가 존재하는 가상의 스펙트럼을 제작하고,피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 다. 재 한민국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근거리

에서 계측하기 하여 장시설에서 꺼내는 것이 어려우므로,임의로 방

해 피크를 추가한 가상의 스펙트럼을 만들었다.국내의 원자로는 부분

경수로이며,사용후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농축도는 1%이다.

따라서 농축도가 0.991wt%인 CRM-U010시료의 스펙트럼에 93,97.5

keV 에 지 치에 가상의 감마선 피크를 추가하 다.제작된 스펙트럼

의 피 결과는 그림 3-9와 같으며, 색 선으로 표시된 피크가 가상

의 방해 감마선 피크이다.스펙트럼 피 에서부터 농축도 계산까지의

체 과정에서 로그램의 오류 없이 분석이 완료되었다.

6.검출 한계 결정

개발된 우라늄 농축도 분석법의 사용 범 를 결정하 다.백그라운

드가 존재하는 스펙트럼에서 피크의 검출 여부를 결정하는 수치인 검출

한계()와 면 결정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수치인 정량 한계()는



Fig.3-9.γ-andX-rayspectrum andthefittedspectrum

ofCRM-010withtwoimpurityγ-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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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43).

    (3-3)

  



  (3-4)

여기서 는 계측 시간 동안 측정된 피크 역에서의 백그라운드 계수

치,상수 2.71과 4.65는 신뢰도 95%에 응되는 값이다.우라늄의 농축도

결정에는 235U와 238U의 검출 정량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농축도 계

산에는 각각의 표 피크 면 을 사용하고 있으므로,해당 피크들에

한 검출 한계와 정량 한계를 구하고 이를 235U 238U의 질량으로 환산

하여 더하 다.

8개의 CRM 우라늄 선원에 한 검출 한계 정량 한계는 표

3-12과 같이 계산된다.여기서 계산된 검출 한계 정량 한계는 본 연

구에 사용된 평 형 HPGe검출기로 우라늄 선원으로부터 5cm 거리에

서 24시간 동안 계측하 을 경우에 한 수치이다.농축도가 높을수록

백그라운드가 높게 형성되므로,검출 한계 정량 한계 역시 농축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농축도의 결정 가능 여부는,피크 면 의

결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량 한계를 참고한다.본 계측 환경에서는

농축 우라늄은 약 0.06g,고농축 우라늄은 약 0.15g이상이 있을 때 우

라늄의 농축도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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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2.DetectionandqualificationlimitsofCRM uranium

samples.

Sample

code

Detectionlimit[g] Qualificationlimit[g]

235U 238U Total 235U 238U Total

CRM-U010 0.0008 0.0074 0.0082 0.0025 0.0229 0.0253

CRM-U030 0.0008 0.0074 0.0082 0.0025 0.0228 0.0253

CRM-U050 0.0012 0.0107 0.0119 0.0036 0.0329 0.0365

CRM-U100 0.0013 0.0118 0.0131 0.0040 0.0364 0.0404

CRM-U200 0.0020 0.0180 0.0200 0.0060 0.0550 0.0610

CRM-U500 0.0078 0.0715 0.0259 0.0026 0.0234 0.0793

CRM-U850 0.0042 0.0378 0.0420 0.0127 0.1155 0.1282

CRM-U970 0.0049 0.0450 0.0499 0.0151 0.1373 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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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결 론

우라늄은 치명 인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원료 물질로써 이동,보

사용이 면 하게 악되어야 하므로 표 특성인 농축도에 한

정 한 분석이 수행되고 있으며,특히 국내에서도 질량분석법 등에 기반

한 괴분석 기법의 수 은 이미 국제 인 수 에 올라와 있다.그러나

되어 있는 우라늄 시료나 불법 인 핵활동 핵물질의 유통을 감시

하고 발하기 한 감시 장 등에서 필요한 비 괴 측정 기술은,국외

로부터 도입하여 성능 확인 정도의 간단한 연구만이 진행되어왔다.상용

농축도 분석 소 트웨어도 0.5∼ 5% 수 의 정확도를 보인다.그러나

우라늄 시료의 높은 도와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 차폐되어있

는 상황 등으로 인해 분석 성능이 하되고 있어 여러 보정을 통해 개선

할 여지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의 감마 엑스선 스펙트럼에서

235U 238U 피크가 모두 나타나는 Kα 엑스선 역을 활용하여 농축도

를 결정하는 분석법과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로그램을 제작하

다.이를 통해 농축도를 알고 있는 표 우라늄 시료에 한 사 검정

과정 없이 측정 상 시료의 분 측정을 통해 농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감마선과 엑스선이 혼재되어있는 스펙트럼을 피 하기 하여,각각

Gaussian분포와 Lorentzian분포 함수를 용하 다.89∼ 101keV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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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300채 이상의 스펙트럼 역에서의 Lorentzian분포 기술을

하여 Humlicek알고리즘을 도입하 다.계측계통 자 모듈에서의

하 손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크의 꼬리와 Compton연속 등에 의해

형성되는 백그라운드를 기술하는 피 함수는,감마선 피크의 분리 피

이 가능한 HPGe 감마 스펙트럼 분석 로그램인 HyperGam 는

HYPERMET의 함수를 가져왔다.

강하게 첩되는 피크들의 분리 피 을 해 검출기의 특성에 따른

피 변수 간의 계식을 이용하여 피 변수의 개수를 다.채 -에

지 검정 곡선과 우라늄 감마 엑스선 에 지 자료를 이용하여 피크

심 채 피 변수를 상수로 고정하 으며,모든 피크의 반치폭을 피

변수로 두지 않고 계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여 피 변

수를 3개로 다.앞서 우라늄 감마선 피크를 사용하여 결정한 검정

결과는 피 과정의 깃값으로 입력하 다.피크의 높이를 모두 피

변수로 두면 피 이 완료되지 않거나 실제 높이들을 반 하지 못하므로,

피크들을 모 핵종에 따라 235U,235U 우라늄 형 엑스선의 3개 그룹

으로 지정하고,그룹 내에서 피크들의 상 높이를 방출율과 검출 효율

에 기반하여 결정하고,피 변수를 3개로 다.총 17개의 피 변

수로 최소자승법을 수행하여,스펙트럼을 잘 기술하는 피 함수를 탐색

하도록 하 다.계산된 피크의 면 으로부터 235U와 235U의 방사능을 계

산하고,이를 이용하여 우라늄 농축도를 결정하 다.

우라늄 스펙트럼 피 농축도 결정법의 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감쇠 인자와 동시 첩 보정 인자를 계산하 다.우라늄 시료와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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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치한 구조물에 의한 자 감쇠,우라늄 시료의 자체 감쇠에

의한 검출 효율 변동을 보정하기 하여 감쇠 인자를 계산하 다.89∼

101keV 에 지 범 에서 1mm의 유리와 0.00514cm의 우라늄에 의해

서 략 각각 96.2% 98.5% 정도 수 으로 감쇠되며,가장 높은 에

지와 낮은 에 지에 한 감쇠 인자의 차이는 0.03∼ 0.23% 정도이다.

우라늄 자핵종의 붕괴 과정에서 기인하는 동시 첩 효과에 의해 감

된 피크 면 을 보정하기 하여 KORSUM 코드를 도입해 동시 첩 보

정 인자를 계산하 다.입력 인자로 사용되는 FEP효율과 total효율 결

정을 하여 표 선원 8개를 측정하 다.두 개의 감마선을 방출하

는 22Na 60Co의 total효율 결정을 하여 감마선 한 개에 의해 미치

는 향을 배제하는 Semkow의 계산 방법을 도입하 다.다른 입력 인

자인 감마선의 에 지별 K-각 ICC totalICC는 BrIccv2.3S를 사용

하여 계산하 다.이에 필요한 감마 엑스선의 에 지와 방출율,모 핵

종의 붕괴 모드와 mixingratio등의 핵자료는 ENSDF를 참조하 다.계

산된 동시 첩 보정인자는 0.9841∼ 1사이의 값을 가진다.각 핵종 별

로 보정인자의 차이는 최 1.4% 수 이다.

의 방법론을 MATLAB을 이용하여 컴퓨터 코드로 구 하 으며,

GUI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피 변수의 깃값 조 탐색,상수 고정

여부 각종 검정 자료의 선택 등의 피 선택사항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 다.실측 스펙트럼 계수치와 피 완료된 함수를 화면에 출력하여

육안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피 환경을 설정하고 분석을

시작하여 피 우라늄 농축도 계산이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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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략 10분 이내이다.피 변수의 깃값

을 로그램 내부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방사선 분석

의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당한 농축도 분석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개발된 분석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농축도 1∼ 99wt% 범 의

8개의 CRM 우라늄 선원을 측정하 다.검출기로는 피크 분해능이 매우

좋은 평 형 HPGe검출기를 사용하 다.시료는 검출기 면 5cm 거

리에 두고 24시간 측정하 으며,불감 시간은 3% 이하이다.우라늄 시

료의 농축도 분석 결과는 1∼ 3wt% 농축도에서는 높게 편이 되는 경

향을,85∼99wt% 농축도에서는 낮게 편이되는 경향을 보 으며 그

간에서는 0.3% 이내에서 비교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정 인자를

용하여 체 농축도 구간에서 분석 결과의 편이를 0.8% 이내의 수

으로 개선하 다.다만 85wt% 농축도의 경우에 1.6% 정도 낮게 편이

되어,향후 다양한 종류의 우라늄 시료 분석을 통해 원인을 악하고 개

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핵물질의 비 괴 동 원소 조성비 분석법의 기 연구의

일환으로써,국내에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우라늄 농축도 분석법의

개발로 시작되었다.향후에는 개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많은

수의 시료를 측정하여 개발된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본 연구

에서는 235U와 238U 만을 고려하여 농축도를 계산하 으나,우라늄 시료

내에도 234U와 236U이 미량 존재하며,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235U와 원자

량 차이가 작아 함께 조성비가 높아지게 되어 고농축 우라늄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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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가 수 wt%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그 234U에서 53.2keV

120.9keV의 감마선이 각각 0.1% 0.04% 수 의 방출율로 미약하게나

마 방출되므로,이를 이용한 분석법 연구가 필요하다.그리고 개발된 분

석법으로 장에서 측정하게 될 우라늄 시료들은 펠렛이나 핵연료 등의

형태로서 부피가 크고 수송용기에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실

제 우라늄 시료 형태의 유형을 조사하여 평 형 외의 다양한 형태의 시

료와 감쇠 층에 한 감쇠 인자 계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 루토

늄 동 원소에서도 우라늄과 유사하게 감마선 엑스선이 방출되므로,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국내에서는 원

자력 정에 의해 루토늄의 분리 활용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연구

용 물질로써 미량 보유하고 있는 시료들 외에는 측정할 일이 재로써는

거의 없으나,불법 핵활동이나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경우 등에 비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지속 인 시료 분석을 통해 분

석 결과의 경향성과 특징을 축 함으로써,우라늄의 감마 엑스선의

에 지와 방출율 핵자료를 개선하는 수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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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235U enrichmentdeterminationmethodwasdevelopedbasedon

theanalysisoftheKα x-ray region in uranium γ- and x-ray

spectra.Forthefittingofmixedγ-andx-rayspectra,anew fitting

algorism byusingfittingfunctionsforγ-raypeakandbackground

curves (HYPERMET method)and Lorentzian distribution function.

Forthe stable fitting process ofhighly overlapped peaks,fitting

parameterswerereducedbyusingcalibrationfunctionsandgrouping

ofpeaksduetotheorigin(235U,238U,uranium fluorescencex-ray).

Photonsemitted from auranium samplecan beattenuated in

absorbinglayerslikesamplecarrier,shieldoruranium sampleitself.

Hence,attenuationfactorswerecalculatedfortheapproximatedplanar

geometry and adopted to thefitting process.Moreover,correction

factorsforthetruecoincidencesumming effectofuranium were

calculatedbyusingthemodifiedcodebasedonDebertin’sKORSUM

code.Full-energypeakefficiencyandtotalefficiencyweredetermined

by using 8 standard point sources, and K-edge ICC(Internal

Conversion Coeffcient) and totalICC were calculated by using

ENSDFnucleardataandBrIccv2.4Scode.Thesedatawereusedas

ainputcardsofthemodifiedKORSUM code.

Fortheperformancetestofthedevelopedanalysismethod,eight



certifiedreferencematerial(CRM)uranium samplescoveringuranium

enrichment1 to 99 wt% were measured using a high-resolution

planarhigh-puritygermanium(HPGe)detectorfor24hours.Toreduce

thedeadtimetobelow about3%,thesampleswerelocated5cm

from the detector window. After including corrections for the

attenuation and TCS effect,the analysis biases ofthe developed

analysismethodfrom thedeclaredvaluesdidnotexceed2%.

Keywords:uranium,enrichment,γ-andx-rayspectroscopy,

attenuationcorrection,

truecoincidencesumming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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