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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공기  라돈 붕괴생성물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

하기 해, 라돈 붕괴생성물을 여과지에 채집하여 

시간에 따른 알 방사능의 농도를 조사한다[1]. 이 

방법에서 알 방사능의 검출 효율뿐만 아니라 라돈 

붕괴생성물의 여과지 채집효율에 한 자료가 필요

하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여과지의 pore size가 1 

μm 이하인 경우 라돈 붕괴생성물의 채집 효율이 

100 %인 것으로 알려졌다[2]. 일부 연구에서는 그 

이상의 pore size에서도 채집 효율이 100 %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 라돈 붕괴생성물  218Po

은 3.05분의 반감기를 가지므로, 짧은 시간의 시료 

채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측정되는 알 방사능의 통

계  불확도를 이기 해 다량의 공기 채집이 필

요하므로 공기 채집기의 용량과 여과지의 pore size

가 클수록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pore size가 0.8, 1.2, 3.0, 5.0 μm인 

membrane 여과지를 이용하여 라돈 붕괴생성물의 

채집 효율을 측정하 다. 

 재료  방법

 라돈과 그 붕괴생성물들이 방사성 평형을 이루고 

있는 환경에서, 라돈 농도와 알 와 베타의 검출효

율을 알고,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유량률로 붕괴생

성물들을 채집하면, 채집효율에 의존하는 여과지에

서 알 와 베타 계수효율은 Bateman 방정식을 사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수율을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라돈 붕괴생성물의 채집효율을 구할 수 

있다. 

여과지에 채집된 알 핵종의 검출효율은  

비례 계수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알 계수율에 한 

베타계수율의 비를 사용하여, 알 방사능의 검출효

율을 베타방사능의 검출효율의 함수로 구할 수 있

다. 여기에 사용할 베타방사능의 검출효율은 KCl 

수용액을 여과지에 침 시켜 측정할 수 있다. 

고농도 라돈을 얻기 해 25 m3 크기 라돈 교정

챔버에 우라늄이 많이 함유된 흑색셰일이 분포하여 

라듐농도가 높은 괴산지역의 암석을 분쇄한 분말 

100 kg을 교정챔버에 고루 펼쳐 놓았다. 라돈과 그 

붕괴생성물의 방사성 평형 환경은 폐된 교정챔버

에 모기향을 주입하여 얻어졌다. 교정챔버에서 라돈

과 그 붕괴생성물의 방사성 평형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해 모기향의 실험실 주입

량을 변경하면서 주입 후 24시간 간격으로 여과지

에 공기를 채집하여 여과지의 방사능을 측정하 다. 

공기를 채집할 라돈 교정챔버의 라돈 농도는 교

정챔버 내에 능동형 라돈 검출기 Alphaguard를 넣

고 7일간 측정하 다. 라돈 교정챔버의 공기는 그림 

1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6분 동안 여과지에 공기

를 채집하 으며, 채집 후 1분이 경과하여 10시간 

동안 1분 간격으로 여과지의 방사능을 측정하 다.

 그림 1. 공기  라돈 붕괴생성물 방사능 농도 측정 

모식도 

사용한 여과지는 직경 5 cm(2") membrane filter

로, pore size는 각각 0.8, 1.2, 3.0, 5.0 μm이었다. 여

과지를 통과하는 유량률은 여과지의 pore size가 증

가함에 따라 30 에서 45 L min-1까지 변하 다.

이 실험에 사용된  알 /베타 계수기는 

Tennelec Series 5 비례계수기로, 알  백그라운드

는 0 min-1이고 베타 백그라운드는 2 min-1 이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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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모기향의  
개수

라돈 방사능에 대한 비
218Po 214Pb 214Bi

1개 0.79 0.73 0.73

2개 1.00 0.98 1.00 

3개 0.96 0.96 1.00 

Pore Size

(μm)

라돈 방사능에 대한 비
total Eff.

218Po 214Pb 214Bi

0.8 1.00 0.97 1.00 1.00

1.2 1.00 0.98 1.00 1.00

3.0 1.00 1.00 1.00 1.00

5.0 1.00 0.95 0.95 1.00

 결과  고찰

   라돈 교정챔버 내에 능동형 라돈검출기를 넣고 7

일간 측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측정 기간  

라돈 농도는 1,867 ± 58 Bq/m3으로 ± 6.6 % 이내

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 라돈 교정챔버의 

폐가 완 함을 확인했다. 

그림 2. 라돈 교정챔버내 능동형 라돈검출기로 측정한 

라돈 농도 

 라돈 교정챔버에서 라돈과 그 붕괴생성물의 방사

성평형은 라돈과 그 붕괴 생성물이 방사성평형이 

된 것을 가정하고 계산된 여과지에서 알  계수율

과 베타 계수율이 측정된 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확인하 다. 그림 3에 여과지에서 알   베타 계

수율의 측정된 값과 계산된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값과 계산 값의 

차이는 알 와 베타에 해 각각 ± 3 % ± 2 %이

었다. 

 
그림 3. 모기향 주입 후 채집한 pore size 1.2 um 여과지에

서 알 와 베타 계수율의 계산값과 측정값

  방사성 평형에 필요한 주입 모기향의 양을 결정

하기 해 모기향 주입량에 따른 라돈 방사능에 

한 그 붕괴 생성물들의 비를 표 1에 보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기향 2개 이상을 주입하면 라돈 

교정실이 방사성 평형이 됨을 확인하 다.

표 1. 모기향 주입량에 따른 방사성 평형

 라돈과 그 붕괴 생성물의 방사성 평형 상태에서 

0.8 μm부터 5.0 μm까지의 여과지에 해 측정한 여

과지의 채집 효율을 표 2에 보 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들 여과지 모두에서 라돈 붕괴 생성물의 

채집 효율은 100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여과지 pore size에 따른 방사성 평형

 

 결  론

라돈과 그 붕괴 생성물이 방사성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채집한 여과지에 해 측정

한 알 방사능과 계산된 방사능을 비교하여, 0.8 μm

부터 5 μm까지 여과지의 라돈 붕괴 생성물들의 채

집 효율을 구하 다. 그 결과 모든 여과지에 해 

채집 효율은 100 %인 것을 확인하 다. 공기를 여

과지에 채집하여 라돈 붕괴 생성물의 방사능을 측

정할 때 측정 계수율의 통계  오차를 이기 해 

채집량이 많은 가능한 한 pore size가 큰 여과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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