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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마선 분광에서 단일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다중 감마선을

방출하는 감마선원을 검출할 때 동시계측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

른 보정이 필요하다. 점선원에 대한 동시계측보정 연구는 예전부

터 이루어져 있지만 부피선원에 대한 동시계측보정은 원리상 쉽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피감마선원에 대한 동시계측효과 보정코드를 개

발하고 실린더형 152Eu 부피선원에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시험해보

았다. 동시계측보정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실린더형 선원은 10(반

경방향)×8(높이방향)의 sector 선원으로 간주한다. 각 sector의 피

크 효율과 전 효율은 50 – 2000 keV 사이의 10개의 에너지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한다. 그 후, KORSUM 코드를

수정하여 동시계측보정계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계측보

정의 크기는 본 논문에 사용된 152Eu 표준부피선원 대상으로 4% -

17%로 계산되었다. 또 감마 교정곡선과 데이터의 상대편차는 동시

계측 보정을 적용하기 전 4.7%에서 적용 후 0.8%까지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피감마선원의 동시계측보정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는 실린더형 152Eu 표준부피선원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동시계측보정, 부피 선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KORSUM 코드

학 번 : 2018-2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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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환경시료나 방사성 폐기물 같은 부피선원 측정에는 고려해야할 변수들

이 있고 보정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동시계측보정이다.

감마선 분광서 단일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다중 감마선을 방출하

는 감마선원을 검출할 때 True Coincidence Summing(이하 TCS)이 발

생하게 된다. TCS는 검출기의 분해능(resolving time)내에 연속적인 다

중 감마선을 검출할 때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검출기에서는 연속적인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카운트 손실(count loss)

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정해주는 것이 동시계측보정이다. TCS는 검

출 효율이 큰 선원을 측정할 때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검

출하는 선원의 decay scheme에 따라 달라진다.

동시계측보정은 따라서 피크 효율이 큰 검출기를 사용해 부피선원을

측정한 연구를 진행할 때, 혹은 activity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준위 방사

성 폐기물의 정량적 측정 시 적용시켜 정확한 계측 값을 구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동시계측보정에 대한 연구(1)는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점선원의 동

시계측보정 계산부터 시작하였고 간단한 decay scheme으로부터 복잡한

경우까지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계산과정을 행렬화시킨 연구(2)로

인해 계산이 용이해졌으며 점선원 뿐만 아니라 실제 선원의 경우인 부피

선원의 동시계측보정계산 연구(3)도 시작되었다.

계산 방법론이 정립되었던 점선원의 CSC계산과는 달리 부피선원의 경

우 다양한 계산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부피선원 내의 수

십개 지점에서 직접 피크 효율을 구하여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

였지만 점차 몬테카를로 전산모사가 연구에 활용되며 그를 기반으로 다

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이전에는 volume average 효율을 구하는 방법을 계산식과 피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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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크 효율과 전 효율의 관계를 곡선으로 표현
(4)
하였지만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며 그 자리를 대체하

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P-T ratio curve를 구하고 부피선원을 점선원

으로 취급하여 CSC를 계산한 기법(5), GESPECOR에 쓰인 기법(6),

Novkovic의 dmm 방법(7),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부피선원의 CSC계산 기능이 포함된 분석코드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상용코드들의 CSC계산 값을 상호 비교한 결과 몇

몇 에너지 line에서 CSC이 큰 fluctuation이 있었다(8). 이는 특정한 코드

와 방법론이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코드의 계산 시간이나 접근성 같은 측면에서 논의된 연구는 거의 없었으

므로 이에 대한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점선원에 대한 CSC 계산코드인 KORSUM(3)을 수정하

여 부피선원에 대한 CSC 계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은 KORSUM

코드에 계산 루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계산 루틴은 기존

의 연구(3,9)를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수정된 KORSUM코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152Eu 부피선원

을 계측과 코드 계산을 함께 수행하였다. 코드 계산 시 필요한 입력 파

일은 몬테카를로 전산모사(MCNP5)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전산모사는 실

험 세팅과 똑같이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코드 계산을 통하여 획득한 동

시계측보정계수(Coincidence Summing Correction factor, 이하 CSCF)는

실험으로 구한 측정 피크 효율의 교정 곡선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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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론

1. 동시계측보정

가. 점선원

서론에 언급하였듯이 단일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감마

선을 방출하는 감마선원을 계측하는 경우 선원은 cascade decay를 하며

짧은 시간에 다중 감마선을 방출하게 된다. 그 과정이 검출기의

resolving time내에 일어날 때 검출기에서 연속적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인식하게 되고(TCS) 이에 따라 count loss가 발생한다. 이를 보정해주는

것이 동시계측보정이다. 동시계측보정은 검출 핵종의 decay scheme에

따라 달라지며 Co-60 같은 간단한 decay scheme부터 Eu-152 같은 복

잡한 decay scheme을 가진 핵종까지 그 효과가 존재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인 그림 2-1과 같이 에너지 레벨이 3개인 경우의 동

시계측보정 계산식은 아래의 식(1)-(3)과 같다.

그림 2-1. 에너지 레벨이 3개인 decay scheme

Ci는 ɤi에 적용하는 CSCF로, TCS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counts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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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counts(Ti)와 observed counts(Si)의 비(Ti/Si)로 정의한다.

 ∙ 


(1)

 ∙ 


(2)

 



∙

∙


(3)

εpi는 ɤi의 피크 효율, εTi는 ɤi의 전 효율, Pi는 ɤi의 emission 확률이

다. 동시계측보정의 수치적 계산법은 Andreev(1)가 에너지 레벨이 4개인

decay scheme을 대상으로 제안하였으며 이후 Semkow(2)가 에너지 레벨

이 더 많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계산할 수 있는 행렬 계산식을 연구하

여 점선원의 동시계측보정 계산에 대한 이론을 완성시켰다. 이후 상용화

된 동시계측보정 계산코드들은 semkow의 이론을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

한다.

나. 부피선원

부피선원의 경우 그 계산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처음 Debertin

의 연구(3)로부터 시작하였으며 본 연구 역시 그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

다. Debertin의 방법은 부피선원을 수많은 volume element(이하 sector)

의 집합체로 간주하여 각각의 sector에 대한 CSCF를 계산하고 sector별

피크 효율을 가중치로 두어 적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식 (1)-(3)을

부피선원의 CSCF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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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1 =   
  

(4)

1/C2 =   
  

(5)

1/C3 = 


∙ ∙   (6)

여기서 dV는 sector의 미소부피, 은 부피선원 내 sector의 위치정보

를 의미한다.

식 (4)-(6)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피크효율과 전효율을 감마선의 에너

지(Eɤ) 및 발생 위치(R,Z)의 함수로 각각 구해야 하며 이를 적분해야 하

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피선원을 유

한개의 sector N개로 나누어 각각의 sector에 대한 CSCF는 점선원으로

취급하여 계산한 후 전체선원에 대한 CSCF를 수치적으로 합산하는 근

사 방법을 시도하였다. 개별 섹터의 CSCF를 조합하여 전체 부피선원에

대한 CSCF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k번째 sector의 방출 감마선의 measured intensity를 sk, true intensity

를 tk, CSCF를 Ck라 하고 전체 부피에 대한 변수를 Sv, Tv, Cv라 했을

때 sector에서 변수간 관계는

   


(7)

부피선원 전체에서 CSCF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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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식 (8)에 식 (7)을 대입하여 근사하면




 
  

∞

 ∆  
  

∞

∆ ≅ 
  



  ∆ 
  



∆
(9)

그런데 k번째 sector의 true intensity 는

∝  
 (p: emission probability)

따라서 부피선원 전체의 CSCF, Cv는




≅ 

  



  ∆ 
  



∆  
  



 
  ∆ 

  



 
∆

(10)

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식 (10)을 부피선원 계산 루틴으로 활

용하였다.

2. KORSUM 코드

가. 개요

KORSUM코드는 앞서 언급한 Debertin이 작성한 논문(3)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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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동시계측보정 계산 코드이다. 기존의 1973년 Andreev가 제시한

기본적인 계산 메커니즘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

다. Detector.dat 파일로부터 선원과 검출기의 종류, 검출기의 효율 자료

를 입력받고 nuclid.dat 파일로부터 decay 종류( ,  , EC)와 decay

scheme을 에너지 레벨 간 transition으로 표현한 자료를 입력 받아서

fitting한 결과를 이용하여 점선원의 임의 에너지에 대한 동시 계측 보정

계수를 생성한다. 해당 내용은 그림 2-2에 flow chart로 나타내었다.

그림 2-2. KORSUM 코드의 flow chart

KORSUM 코드의 입수 및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KORSUM 코드

는 본 연구자의 소속 연구실이 1999년 헝가리 National Office of

Measures 연구소를 통해 확보한 OMH 보고서에 COSUCO, CASUCO

등 여러 코드들과 함께 관련 예제로 수록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

로 Fortr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ORSUM.for 파일을 생성하고, 점선원

의 동시 합산 보정계수 계산 성능 테스트연구(10)를 완료하여 해당 코드

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부피선원의 검출효율 계산 코드

인 EXVol(11)과 KORSUM 코드의 데이터 공유 및 코드의 병합을 목적으

로 두 코드의 프로그램을 통일할 필요가 발생하여 Fortran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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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UM.for는 MATLAB 프로그램 형식인 KOSRUM.m으로 변환하는

연구가 강민영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완성된 MATLAB 기반의

KORSUM 코드는 KORSUM.for의 구동 결과와 상호 비교를 통해 그 성

능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MATLAB 형식으로 변환된 KORSUM.m 코드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이후 수행된 부피서원 루틴 추가 역시 MATLAB 형식으

로 이루어졌다.

나. 부피선원 루틴 추가 및 계산

그림 2-2에 따르면 KORSUM 코드는 본래 점선원과 부피선원 두 가

지 경우 모두에 대하여 동시계측보정 계수 계산이 가능했지만 입수한 코

드에는 부피선원 계산 루틴인 ‘EPSVQ’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

(10)과 같이 별도의 부피선원 계산 루틴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후

부피선원 계산 루틴인 식 (10)을 기존의 KORSUM 코드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KORSUM 코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진행된다.

1. Source input 파일 및 detector input 파일 입력

2. Detector input 파일에서 섹터별 효율 정보 등 데이터 load

3. 섹터별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

4. 3번 결과를 합산하여 부피선원 전체에 대한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

코드 구동을 종료한 후 섹터별 동시계측보정계수와 부피선원 전체에

대한 동시계측보정계수가 output으로 산출되게 된다. 코드 구동에 필요

한 Source input 파일은 일반적인 핵자료를 사용하여 생성하며 부피 선

원의 섹터별 효율 정보를 포함한 detector input 파일은 몬테카를로 시뮬

레이션을 사용하여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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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 험

부피 선원의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 결과의 실효성 검증을 하기 위하

여 부피 선원 계측실험을 실시하고 주어진 환경에서의 방출 감마 에너지

에 대한 피크 효율과 효율 교정 곡선 획득하였다. 특히, 동시계측보정 효

과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계측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1. 계측 시스템 구성

가. 검출기

피크 효율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특성상 동축형(coaxial)

HPGe 검출기를 사용하여 감마선원의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ORTEC

社의 상대효율 45 %의 n 타입 검출기를 활용하였으며 검출기의 크기 등

의 상세 정보는 표 3-1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검출 모듈로는 ORTEC 社의 Dspec 50을 사용하였으며 모듈은 검출기

로부터 신호를 받아 증폭, 임피던스 매칭, 펄스 성형 등의 과정을 거쳐

컴퓨터에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듈의 설치 형태는

그림 3-3에 나타나있다.

나. 표준부피선원

계측의 신뢰성을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제작 및 인

증한 표준부피선원을 측정하였다. 다수의 방출 감마에너지에서의 동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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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 대상 핵종은
152
Eu으로 선정하였다. 부피

선원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1000 ml 원통형 용기에 약산 용액으로 제작

되었으며 선원의 상세 정보는 표 3-1와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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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검출기 상세정보

Parameters Contents

타입 n-type

모델명 ORTEC GMX-30190-S

상대효율 45 %

Resolution at

1332.5 keV
1.83 keV

Crystal diameter 58.2 mm

Crystal length 79.0 mm

Window thickness 0.5 mm (Be)

Inactive Ge

contact layer

Ge/B : 0.3 μm

Ge/Li : 1100 μm

Detector bias

voltage
-390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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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검출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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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표준부피선원 상세정보

핵종 Eu-152

재질 폴리에틸렌

선원 부피 (1000 ± 10) mL

선원 매질 0.5 M HCl

선원 밀도 1.001 g/㎤

기준일 2013-05-01

방사능 86200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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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000mL 선원의 모습(위)과 1000mL 실린더형 비

커의 모식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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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 geometry

검출기는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냉각한 후 구조물을 활용하여 지지하여

선원을 수직 방향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대상

선원인 실린더형 부피 선원은 검출기의 계측 방향과 coaxial 하게 배치

하였으며 피크 효율과 전 효율을 크게 하여 동시계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원-검출기 거리를 0 cm 로 설정하였다. 아크릴 소재의 마운트

를 사전 주문 제작하여 검출기에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배치하였으며 선

원 측정 시 산란이나 감쇠 등의 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얇게 제

작하였다.

측정은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background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검출기 crystal 주위를 납 벽돌을 활용하여 직사각형 형태로

둘러쌓아 차폐하였다. 전체적인 계측 시스템 구성은 그림 3-3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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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계측 시스템 구성(선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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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크 효율 측정 실험 및 분석

가. 측정

표준부피선원 측정은 IAEA 표준점선원 중 Co-60의 측정을 통해 검출

기의 성능과 계측 시스템의 정상 작동 확인 후 수행되었다. 측정 시

dead time은 0.1 % 이하로 나타났으며 측정 시간(live time)을 80000초

로 설정하여 통계오차가 0.4 % 이하로 나타나게 하였다. 스펙트럼 획득

은 GammaVis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스펙트럼은 Spe파일 형태

로 처리되었다.

나. 분석 및 결과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인 HYPERGAM(12)을 활용하여 스펙트

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과정은 그림 3-4에 나타나있다. 분석을 통하여

피크 면적을 획득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피크 효율을 결정하였다. 공식은

아래와 같다.

 ×× 
 

여기서 ε은 피크 효율, A는 선원의 activity, p는 계측 핵종의 관심 에

너지의 방출 확률, t는 계측 시간을 의미한다. 계측 핵종인 152Eu의 에너

지 방출 확률을 포함한 decay scheme 정보는 참고문헌(13)을 통하여 획득

하였으며 피크 효율의 오차는 오차의 전파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분석은 방출 확률이 1%를 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152
Eu의 에너지별 피크 효율을 획득하였다. 이는 표 3-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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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HYPERGAM 프로그램을 활용한 피크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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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52
Eu의 핵종 정보

핵종 Energy(keV) 방출 확률(Ｘ100) decay mode

152
Eu

121./8 61.5 EC

244.7 8.37 EC

344.28 27.65 β-

411.12 2.292 β-

443.97 3.146 EC

778.9 12.99 β-

867.38 4.258 EC

964.08 14.54 EC

1085.84 10.15 EC

1089.74 1.735 β-

1112.08 13.44 EC

1212.95 1.417 EC

1299.15 1.634 β-

1408.01 20.86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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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152
Eu 표준부피선원의 에너지별 피크 효율

핵종 Energy(keV) 피크 효율 통계 오차

152
Eu

121.78 0.01419 1.13E-05

244.7 0.00972 6.34E-06

344.28 0.00873 5.11E-06

411.12 0.00706 1.60E-05

443.97 0.00652 1.61E-05

778.9 0.00489 7.40E-06

867.38 0.00408 6.94E-06

964.08 0.0409 4.78E-06

1085.84 0.0041 1.43E-05

1089.74 0.00404 1.39E-05

1112.08 0.00384 9.30E-06

1212.95 0.00333 1.38E-05

1299.15 0.00352 1.00E-05

1408.01 0.00303 7.19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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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

2장에서 수행한 기존의 KORSUM 코드의 수정을 통해 부피 선원에

대한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이 가능한 KORSUM 코드를 획득하였다.

수정된 KORSUM 구동에 필요한 섹터별 효율 정보를 얻기 위하여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이하 MC)를 사용하였다. MC를 통하여 획득한 효율

정보는 KORSUM 코드의 detector input을 작성하는데 사용되었다. 전산

모사 geometry는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 결과를 계측 실험 결과에 적용

시키기 위하여 부피선원 계측 실험 시 설정한 geometry와 동일하게 설

정하였다. 수정된 KORSUM 코드의 구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3장에서 계

측한 부피선원에 대한 동시계측보정계수를 획득하였다.

1. 몬테카를로 전산모사(MCNP5)

가. Simulation geometry 설정

전산모사를 통해 획득한 결과는 향후 동시 계측 보정의 성능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모사 대상 geometry(선원 정보, 검출기 정

보, 선원-검출기 배치, 매질 등)는 이전에 수행한 표준부피선원의 측정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동시 계측 보정계수의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 전산모사에 반영되는 geometry 관련 변수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설정하였다. 모사한 검출기와 선원과 차폐 구조물은 그림 4-1

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 22 -

그림 4-1. 제조사에서 제공한 detector 정보(왼쪽)와 MCNP에서 구현한

detector geometry(오른쪽)



- 23 -

나. 전산모사 수행

MCNP5의 전산모사에 필요한 input 정보들의 결정 및 입력을 수행하

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부피선원의

sector를 설정하고 각 sector마다 전체 에너지 범위인 50 keV-2000 keV

에서 10 개의 에너지에 대하여 전산모사를 진행하였다. 에너지 변화에

따라 피크 효율의 변화가 큰 50 keV-1000 keV 범위에서 8 개의 에너지

인 50 keV, 100 keV, 200 keV, 300 keV, 400 keV, 600 keV, 800 keV,

1000 keV로 각각의 에너지 bin을 설정하였고 피크 효율의 변화가 비교

적 작은 1000 keV-2000 keV 범위에서는 균일하게 500 keV단위로 입력

하여 상대적으로 간격을 크게 나누었다.

부피선원의 sector를 나눔에 있어 반경 방향과 높이 방향으로 균등분

할 하였고 이 결과 각 sector의 부피가 다르게 결정되었다. 따라서 개별

sector에서 균일한 감마선의 history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산모사 수행

시 해당 sector의 부피에 비례하여 history를 발생시키도록 설정하였다.

부피선원의 모양은 실린더 모양이며 반경 방향 10 등분, 높이 방향 8

등분으로 균등분할 되도록 설정하여 총 80 개 sector에서 전산모사 하였

다. 각 sector의 index는 반지름 방향을 R, 높이 방향을 Z로 설정하고 실

린더형 부피선원의 반지름 방향의 중심을 R=0, 아랫부분을 Z=0로 설정

하였다.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반지름 index R은 증가하고

부피선원의 위쪽으로 갈수록 높이방향 index Z는 증가한다. 해당 내용은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부피선원에서 총 80개로 분할된 개별 sector는 반경 방향의 중심을 기

준으로 바깥쪽 sector로 갈수록 그 부피가 1, 3, 5, 7, 9, 11, 13, 15, 17,

19 배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감마선 history의 발생의 설정은 부피가 가

장 작은 sector에서 10
7
개, 부피가 가장 큰 sector에서 19 X 10

7
개를

발생시켰다.

전산모사 수행에는 하나의 에너지 bin 당 history가 10
7
개일 때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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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X 10
7
개일 때 30 분 수준으로 시간이 소요되었고, 80 개의 sector와

20 개의 에너지 bin에 대해 전체 계산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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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MCNP5에서 simulation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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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위의 방법으로 수행한 전산모사의 결과, 부피선원 내 80개 sector별 에

너지 별 피크 효율과 전 효율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효율 데이터들은

KORSUM 코드의 detector input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장되었으며

대표적인 sector별 피크 효율과 전 효율을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최종

적으로 실제 detection input에 입력할 때는 실험으로 구한 부피선원 전

체에 대한 피크 효율을 기준으로 normalization을 수행하였다.

Normalization factor를 구하고 이를 모든 sector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였

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산 효율
측정 효율

  

Normalization 과정은 그림 4-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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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MCNP 전산모사로 획득한 전 효율과 피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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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Normalization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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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SUM input 작성

가. Source input

Source input은 동시 계측의 대상이 되는 핵종의 decay scheme에 대

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계측 대상 핵종인 152Eu의 핵자료

정보는 참고문헌(13)을 통하여 획득하였으며 γ선의 emission probability,

에너지 천이, Xk radiation의 평균 에너지, decay 형태, K각 fluorescence

yield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K각 fluorescence yield정보는 핵이

electron capture decay를 할 때 쓰이는 정보이다. 실제 코드 구동에 쓰

이는 모습은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152
Eu는 decay scheme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source input을 2개를 작성하여 두 번에 나누어 구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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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ource input(
152
Eu, EC dec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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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etector input

Detector input은 동시 계측 보정계수 계산에서 필요한 변수 중 계측

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부피선원 측정의

경우 에너지 bin에 따른 peak efficiency와 total efficiency가 그에 해당

하고, 본 연구에서는 80개 sector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index를 매기며

efficiency정보를 입력하여 완성하였다. 완성된 input은 그림 4-6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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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etector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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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SUM 구동 및 계산 결과

Source input과 detector input을 이용하여 앞서 수정한

KORSUM 코드를 구동하였다. 코드를 실행 시 내부적으로 source

input과 detector input을 불러들인다. Source input으로부터
152
Eu

의 decay scheme정보를, detector input으로부터 sector별 효율 정

보를 불러들인다. 계산 과정의 모식도는 그림 4-7에 나타내었다.

이후 fitting을 통해 sector별 피크 효율 곡선과 전 효율 곡선을 생

성한 후 이를 동시계측보정 계산에 이용한다.

수정된 KORSUM 코드는 위의 과정을 통해 sector별 동시계측보

정계수를 구한 후 부피선원의 동시계측보정계수 합산 루틴을 통해

부피선원 전체에 대한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 값을 구한다. 계산

과정은 그림 4-8에, 최종적인 에너지별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 값

은 표 4-1에 나타내었다. 동시계측보정계수 값은 4% - 17%로 계

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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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KORSUM코드 계산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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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ector별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위) 및 합산 결과(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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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152Eu 표준부피선원의 에너지별 동시계측보정계수

Decay mode 에너지(keV) 동시계측보정계수

EC(β+)

121.78 1.1235

244.7 1.1674

443.97 1.1375

867.38 1.17

964.08 1.1154

1085.84 1.036

1112.08 1.0977

1212.95 1.0553

1408.01 1.101

β-

344.28 1.0377

411.12 1.0961

778.9 1.0551

1089.74 1.0401

1299.15 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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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효성 검증

수정된 KORSUM 코드 구동을 통하여 부피선원 전체에 대한 동시계

측보정계수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계산 값이기 때문에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계측보정계수를 적용하기 전·후 효

율 곡선의 변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1. 이 론

일반적으로 주어진 검출기-선원 geometry에서 정확한 피크 효율을 계

산하고 이를 통해 피크 효율 곡선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단일 감마방출

선원(single emitter)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단일 감마선을 방출

하는 핵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single emitter 측정으로는 신뢰할만한 피

크 효율 곡선을 획득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중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측정하여 피크 효율 곡선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미 다중 감마방

출 선원(multi emitter)의 피크 효율 곡선은 동시계측효과가 영향을 주고

있어 절대적인 피크 값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동시계측효과가

없는 피크 효율 곡선은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

해 보정계수를 적용하기 전의 피크 효율 곡선과 보정계수를 적용한 후의

피크 효율 곡선을 비교하여 피크 효율 데이터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동시계측보정의 실효성을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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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 증

가. 피크 효율 곡선 비교

표 3-4를 활용하여 동시계측보정 적용되기 전 피크 효율 곡선을 작성

하였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너지에 따른 피크 효율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몇몇 에너지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피크

효율 곡선과 개별 데이터 간 차이도 비교적 크게 존재하였다.

표 4-1의 동시계측보정계수가 적용된 후 피크 효율 곡선은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도 적용하기 전보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5-1에 전·후 그래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에너지별 데이터와 피크

효율 곡선간의 차이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상대오차 비교

피크 효율 곡선과 에너지별 피크 효율 데이터 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오차(Relative error)를 비교하여 그림 5-2에 나타

내었다. 상대오차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상대오차 =값
참 값  이론 값

위의 식에서 참 값은 피크 효율 데이터이고 이론값은 피크 효율 곡선

상에서 해당 에너지의 효율 값이다. 동시계측보정계수 적용 전·후 상대

오차 값을 비교해 보면 그 값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대오

차의 절댓값의 평균은 보정 전 4.7 %에서 보정 후 0.8 %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보정 후에 측정한 피크 효율이 fitting한 피크 효율 곡선과 보정

전보다 더 잘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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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동시계측보정계수 적용 전·후 피크 효율 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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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동시계측보정계수 적용 전·후 데이터로부터 fitted curve 사이의 상대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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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부피선원의 동시계측보정 계산을 위하여 Debertin의 동시계측보정 이

론을 기반으로 미소 부피선원(sector)의 동시계측보정계수를 합산하는 공

식을 유도하였다. 이를 기존의 점선원의 동시계측보정 계산만 가능했던

KORSUM 코드에 sector의 보정계수를 합산하는 루틴을 추가하여 부피

선원 전체에 대한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이 가능하게 하였다.

동시계측보정 계산과 향후 계산 값의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린더형

152Eu 표준부피선원을 측정하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피크 효율 값을

획득하였다.

앞서 수정된 KORSUM 코드를 이용하여 동시계측보정계수 계산을 실

시하였다. 계산에 필요한 input 파일 중 source input은 문헌조사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detector input은 몬테카를로 전산모사(MCNP5)를 통하여

sector별 효율 정보를 획득하여 작성하였다. 전산모사 시 geometry는 실

험 시 geometry와 동일하게 하여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에 적용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코드 구동 결과 부피선원 전체에 대한 방출 감마 에너

지별 동시계측보정계수를 획득하였다.

획득한 동시계측보정계수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로 획

득한 피크 효율에 계산한 동시계측보정계수를 적용시켰다. 그리고 적용

전·후 피크 효율 곡선을 비교한 결과, 보정계수를 적용한 효율 데이터가

피크 효율 곡선(fitted curve)과 더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계측 시 발생하는 동시계측효과에 대한 보정이 실효성이 있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형 감마 부피선원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

방법론에 따르면 부피선원의 형상과 관계없이 동시계측보정 계산이 가능

하다. 좀 더 일반화된 동시계측보정계산을 위해선 복잡한 geometry의 단

순화, 효율적인 sector 분할, sector 세분화에 따른 보정의 정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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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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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idence Summing

Correction for a Voluminous

152Eu Source

Yoon Eun Taek

Department of Energy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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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 code is developed to correct for the coincidence summing effect

in detecting a voluminous gamma source, and this code is applied to

a
152
Eu standard source as a test case. The source is 1000mL of

liquid in a cylindrical shape. To calculate the coincidence summing

effect, the cylindrical source is considered as 10(radial) × 8(height)

sectional sources. For each sectional source, the peak efficiency and

total efficiency are obtained by Monte Carlo simulation at each

energy for 10 energies between 50 keV and 2000 keV. The

efficiencies of each sector are then expressed as polynomia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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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energy. To calculate the correction coefficients for the

coincidence summing effect, the KORSUM code is used after

modification. The magnitudes of correction are 4% – 17% for the

standard
152
Eu source measured in this study. The relative deviation

of 4.7 % before the coincidence correction is reduced to 0.8 % after

the correction is applied to the efficiency based on the measured

gamma line. Hence, this study has shown that a new method has

been developed that is applicable for correcting the coincidence effect

in a voluminous source, and the method is applied to the measured

data of a standard 152Eu cylinder source.

keywords : Coincidence correction, Voluminous source, Monte

Carlo simulation, KORSUM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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