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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소변 시료 분석을 통한 K-40의 방사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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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자연계에 존재하는 potassium은 
39
K, 

40
K, 

41
K의 동

원소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40K은 내부 피폭의 

주요 방사선원이다[1]. 
40
K은 상당히 긴 반감기 

(1.3×10
9 
yr)를 가진 핵종이며 자연계 존재 비율은 

0.012%로써 7.1×10-5 Cig-1의 비방사능을 가진다[2]. 

 일반 으로 인체 내 존재하는 
40
K의 분석을 해서

는 24시간 소변을 수집하여 방사능을 평가한다. 하지

만 24시간 소변 샘 을 수집하는 것은 직장에서 일하

는 동안과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수집해야 되며 수

집 동안에 소변 용기는 냉장보 을 해야 되는 어려움

이 있다[3].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 spot 소변 시료를 수집하고, 24시간 동안 총 일

일 소변을 채집하 다. 수집된 시료를 분석하기 해 

감마분 분석을 통해 
40
K의 방사능을 분석하고, 해

질 분석기를 이용하여 생체 시료(소변) 내 potassium 

농도를 분석 후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40
K 분석을 

한 방법을 보완하기 해 해질 분석기를 이용하

므로써 측정값에 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생체 시료 

내 감마선 분석 기술[4]에 있어서 실제 용할 수 있

는 부분에 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24시간 소변 시료를 수집하는 것은 1일차 아침 첫 

소변을 배제하고[5], 10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단 로 

수집하며, 2일차 기상 후 첫 소변인 7시의 시료를 채

취 후 90 ml spot 시료 6개를 제작하 다. 24시간 소

변 시료는 각각의 시료들을 모아 균질하게 혼합한 뒤 

1 L 용기 (Marinelli beaker)로 제작하여 HPGe 검출

기(GC3018, CANBERRA)를 이용해서 1,460 keV 

peak에서의 시간  별 6개 소변 시료  24시간 소변 

시료의 방사능을 20,000  동안 측정하 다. 방사능 

계측 완료 후 각각의 시료들에서 5 ml의 spot 소변 

시료를 채취 후 해질 분석기를 이용하여 시료 내 

potassium 농도를 분석하 다. 해질 분석기

(MODULAR ISE900, ROCHE)는 소량 (2-50 μl)의 

시료만으로도 sodium, potassium, chlorine 이온의 선

택  극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측정된 

potassium의 농도 값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40
K의 존

재 비율  비방사능을 고려하여 아래에 수식을 통해 

계산하 다.

ATotal [Bq] = f × Mk × Wavg × Ut

f : 31.52 [Bqg
-1
]

Mk : 시료 내 potassium 농도 [mmolL
-1
]

Wavg : Potassium 평균 원자량 [gmol
-1] 

Ut : 24시간 소변의 부피 [L]

 결과  고찰 

 HPGe 검출기를 이용한 40K 분석 결과 각 시간  별

로 측정된 시료의 방사능 값과 24시간 소변 시료를 

균질하게 혼합한 1 L 용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

인하 고, 소변 시료의 경우 potassium의 농도가 약 

15 mmolL
-1 
이하일 경우에는 HPGe 검출기의 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 이하로 측정되었다. 

1 L 용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시료의 양, 즉 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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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량이 상 으로 높기 때문에 감마 분  분석 

결과에 있어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으나, 일과  수

집한 소변 시료의 경우 수분 섭취량 증가에 의해 
40
K

의 농도가 상 으로 낮아져 HPGe 검출기를 이용하

을 경우 MDA 미만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소변 시료 내 

존재하는 potassium의 농도를 해질 분석기를 이용

하여 측정하고 40K의 존재 비율  비방사능 등을 고

려하여 계산하 다. Potassium 농도 분석을 이용한 

계산 값과 실제 방사능 분석 결과 값은 최  ± 5% 

정도의 오차를 보 다(Table 1). 

 

Table 1. The measured and calculated values of urine 

sample.

Case

Potassium 

concentration

[mmolL-1]

Calculated 
value

[BqL-1]

measured 
value

[BqL-1]

Relative 

error

[%]

Case 1 22.47 27.72 26.30 5.13

Case 2 40.27 49.68 49.45 0.46

Case 3 15.93 19.65 19.19 2.35

Case 4 35.57 43.88 43.51 0.85

Case 5 27.9 34.42 34.19 0.67

Case 6 59.39 73.27 72.59 0.93

Case 7 26.84 33.11 32.31 2.42

 이로써, 
40
K의 시료 내 방사능은 HPGe 검출기뿐만 

아니라 해질 농도 분석을 통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40
K은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변 시료를 HPGe 검출기로 계측 시 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핵종의 분석

에 있어서도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HPGe 검출기

를 이용한 방사능 측정 시 백그라운드의 고려가 필요

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소변 시료 내 
40
K의 방사능을 평가하는 

기  연구로써 24시간 소변 시료를 시간  별로 구분

하여 분석하 으며, 상 으로 
40
K의 농도가 낮은 시

료의 경우 감마 분  분석에서 측정이 불가능하여 신

뢰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써 시간 별 spot 

소변 시료에 한 해질 분석을 한다면 
40
K의 방사

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단된다.

 생체 시료 내 감마선 분석 기술에 있어서 spot 소변 

시료를 이용하여 내부 오염 유무 단 시 신체조건

(신장, 체  등)  음식물 섭취 행태에 의한 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보수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향후 성별  신체 조건에 따른 40K의 인체 내 기

 평가  그 외에 핵종들에 해 분석 기술을 향

상시키는 연구가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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