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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the direct measurement of 226Ra using a HPGe gamma-ray spectrometer, the interference between gamma-
rays with 186.21 keV of 226Ra and 185.7 keV of 235U should be corrected to calculate the net peak area in the energy spec-
trum. In general, it is very difficult to conduct peaks stripping with difference of about 0.5 keV, although a HPGe with the 
superior resolution is applied and the maximum channels is applied to the spectrometer. In this study, several interference 
correction techniques in the direct measurement were survey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for the measurement of 226Ra us-
ing the gamma-ray spectrometery. Applying the interference corrections to the analysis of raw materials and by-products, 
the method validation for the direct measurement of 226Ra was conducted by evaluating the measurement uncertainty, 
linearity, and range. As a result, the optimum method of the interference correction was selected by comparing with the 
indirect measurement of which progenies of 226Ra, such as 214Pb and 214Bi, were analyzed in the secular equilibrium state.

HPGe 감마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226Ra의 방사능을 직접 측정방법의 경우, 226Ra의 186.21 keV 감마선이 235U에서 방출되는 

185.7 keV 감마선에 의한 간섭을 받기 때문에 피크면적의 계산에서 반드시 보정이 필요하다. 비록 분해능이 아주 우수한 

HPGe 검출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분광시스템의 채널수를 최대로 늘린다고 할지라도 약 0.5 keV 차이의 두 감마선 

피크를 분리해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분광분석을 이용한 226Ra의 직접 측정방법에 대한 적용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간섭피크 보정들을 이용한 직접 측정방법을 조사하였다. 이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시

료들에 적용함으로써 직접 측정방법들에서 그 측정 불확도, 직선성 및 적용범위 등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방사평형 관

계를 이용하여 226Ra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간접 측정방법으로부터 얻은 214Pb 및 214Bi의 결과를 직접 측정방법의 결과와 비

교함으로써 최적의 측정방법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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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중의 천연방사성핵종에 대한 

방사능 분석은 주로 질량분석기, 알파핵종분석기 및 액체섬

광계수기를 이용한 분석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감마핵종분

석법 또한 분석시료의 전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교적 많

은 양의 시료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어, 시간 비용 측면에

서의 장점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분석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천연방사성핵종들 중에서 붕괴계열을 이루는 것들로는 238U

을 기원으로 하는 우라늄계열, 232Th를 기원으로 하는 토륨계

열, 235U를 기원으로 하는 악티늄계열 그리고 237Np을 기원으

로 하는 넵티늄계열에 속하는 핵종들로 나눌 수 있다. 그러

나 넵티늄계열은 지구 생성 기원에 비해 이 계열의 핵종들이 

가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반감기로 인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천연방사성핵종은 209Bi와 205Tl 뿐이다. 우라늄계열의 딸핵종

들 중에서 226Ra은 암석과 토양 등에 함유되어 다양한 농도분

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26Ra과 그 딸핵종들은 자연방사선 

중에서 인간이 받게 되는 유효선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 중의 천연방사능을 평가하

는데 중요한 핵종 중의 하나이다[1, 2].

HPGe 감마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226Ra의 방사능을 분

석하는 방법으로는 226Ra 자신이 방출시키는 186.21 keV 감

마선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3, 4]과 붕괴계열에서 방사평형

을 이룬 뒤, 감마분석이 용이한 214Pb 및 214Bi 등의 딸핵종을 
226Ra의 지표핵종(indicator)로 분석하는 간접 측정방법[5, 6]

이 있다. 직접 측정방법의 경우, 226Ra의 186.21 keV 감마선

이 235U에서 방출되는 185.7 keV 감마선에 의한 간섭(inter-

ference)을 받아, 서로 다른 두 감마선 피크가 분광시스템에

서 하나의 피크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분해능이 아주 우수한 HPGe 검출기를 사용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분광시스템의 채널수를 최대로 늘린

다할지라도 약 0.5 keV 차이의 두 감마선 피크를 분리해 내

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간접 측정방법의 경

우에는 방사평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간과 건전성이 만족

되어야 한다. 즉, 226Ra의 딸핵종인 222Rn는 불활성 기체로서 

물질 내외의 압력과 온도 차이에 의한 확산 및 대류과정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시료용기의 밀봉과 시

료 제작 후, 충분한 시간동안의 보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

사평형을 위한 시료용기로는 라돈 가스가 침투할 수 없는 알

루미늄 등의 용기가 권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HPGe 감마선 검출기를 이용한 226Ra의 직

접 측정방법에 대한 적용성(feasi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간섭피크 보정들에 의한 직접 측정방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중, 총 13 개의 시료를 준

비하여 직접 측정방법들에서 그 측정 불확도, 직선성(linear-

ity) 및 적용범위(range) 등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226Ra의 

간접 측정방법으로 214Pb 및 214Bi를 분석하여 직접 측정방법

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직접 측정방법을 유도하였다. 

2.  감마분광분석에 의한 226Ra의 직접 분석

방법

감마분광분석으로 226Ra을 직접 분석하는 것은 방사평형

이 필요 없어 시간단축과 시료 용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226Ra으로부터 방출

되는 186.21 keV의 감마선 피크를 분석해야하며, 이 에너지 

피크는 Table 1과 같이 악티늄계열의 235U에서 방출하는 주 

에너지 피크인 185.72 keV의 감마선과 간섭을 일으켜 과대평

가된다. 감마핵종분석시 두 피크는 실제 다중피크(muliplet)

이나 에너지 차이가 작아 서로 분리되지 못하고 약 186 keV

에서 하나의 단일피크(singlet)으로 인지되어 이 간섭피크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Table 1에서 보듯이 235U는 여러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

하며, 각 에너지의 감마선 피크면적으로부터 계산된 235U의 

방사능은 서로 같아야하기 때문에 143.77 keV, 163.36 keV, 

205.32 keV 등을 참조피크로 선정하여 식 (1)과 같이 이들의 

피크면적으로부터 235U의 185.72 keV에 해당하는 피크면적

Table 1. The gamma-ray energy and intensity for 226Ra and 235U

Nuclide Energy (keV) Intensity (%)

226Ra 186.21 3.555

235U

185.72
143.77
163.36
205.32
105.60
109.19
202.12

57.10
10.94
5.08
5.02
2.06
1.6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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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38U과 235U의 존재비가 일

정하고 238U과 그 딸핵종인 234Th이 서로 영속평형관계에 있

다면, 식 (2)로부터 234Th의 63.3 keV 감마선 피크면적으로부

터 235U의 185.72 keV 피크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186 keV의 혼합피크에서 185.72 keV 피크 기여분을 뺀 값이 

순수한 226R 186.21 keV의 피크면적이 되며, 이로부터 226R의 

방사능을 계산하는 것이 간섭피크 보정을 이용한 직접 측정

방법에 해당한다. 

(1)

(2)

여기서, N은 피크면적, γ는 감마선 방출률, ε은 계수효

율, θ는 존재비, 그리고 λ는 붕괴상수를 의미하며, 아래첨자

는 감마선 에너지 그리고 위첨자는 핵종을 각각 의미한다. 

먼저 235U의 여러 감마선 피크들 중에서 참조피크로 활

용되는 것으로는 감마선 방출률을 고려하여 측정이 용이한 

143.77 keV 피크가 있지만 Table 2에서 보듯이, 해당 피크 에

너지에서 우라늄계열의 230Th과 악티늄계열의 223Ra의 감마선 

피크들과 간섭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간섭피크

가 없어 장점이 있는 235U의 205.32 keV 감마선 피크를 참조

피크로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방출률이 약 5% 정도로 낮

아 측정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불확도가 큰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5.32 keV를 참조피크로 활용하는 경우를 

“Method 1” 그리고 143.77 keV를 이용하는 경우를 “Method 

2”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우라늄계열의 234Th에서 방출되는 63.30 keV 감

마선 피크를 이용하는 “Method 3”의 경우에는 238U과 235U의 

존재비가 천연상태로 일정하고 238U과 그 딸핵종인 234Th가 

서로 영속평형관계에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의 장

점으로는 63.30 keV 감마선의 방출률이 약 3.75%로 크지는 

않으나 n-type의 HPGe 방사선 검출기를 사용할 경우, 이 에

너지 영역에서의 계수효율이 거의 최대이기 때문에 피크가 

뚜렷하고 불확도가 낮아 226Ra의 분석결과에서 아주 낮은 불

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Table 3에서 보듯이, 
234Th의 63.30 keV 감마선 피크는 자신의 62.88 keV 감마선

과 토륨계열의 232Th으로부터 방출되는 63.81 keV와 간섭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덧붙여, 234Th의 92 keV 영역의 두 감

마선 피크를 참조피크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 에너지 영

역은 여러 천연방사성핵종들로부터 방출되는 X-선의 영향이 

크므로 참조피크로 활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3. 재료 및 방법

3.1 시료준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중의 천연방사성핵종을 분

석하기 위한 시료는 화력발전소의 석탄회(coal fly/bottom 

ash), 모나자이트(monazite), 질석(vermiculite), 벤토나이트

(bentonite), 철반석(bauxite) 및 지르콘 샌드(zircon sand) 

등 총 13 종을 선정하였다. 이 시료들을 공극 및 수분이 없도

록 균일한 입자 크기로 전처리한 후, Fig. 1과 같이 알루미늄 

용기에 밀봉하여 약 4 주간 라돈 가스의 누출을 차단함으로

써 226Ra부터 214Bi까지 영속평형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직·간접 측정방법에 의한 226Ra의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3.2 226Ra의 간접 측정방법

라돈 가스의 누출을 막은 후, 약 4 주 동안(통상적으로 

Table 2. The gamma-ray energy and intensity for 230Th and 223Ra

Nuclide Energy (keV) Intensity (%)

203Th 67.67
143.87

0.38
0.049

223Ra

144.27
154.21
323.87
338.28

3.36
5.84
4.06
2.85

Table 3. The gamma-ray energy and intensity for 234Th and 232Th

Nuclide Energy (keV) Intensity (%)

234Th

62.88
63.30
92.38
92.80

0.0164
3.75
2.18
2.15

232Th 63.8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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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Rn의 7 반감기) 시료를 방치하면 영속평형관계가 성립하여 
226Ra과 딸핵종들 중에서 214Pb 및 214Bi의 방사능이 같아진다. 

일반적으로 두 핵종은 여러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시키며 그 

방출률 또한 높아 감마분광시스템에서 분석이 용이한 핵종들

로써, 방사평형 관계를 이용하여 226Ra의 정량분석에 우수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료 준비에서 측정까지 4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방사평형 도달을 

위한 시료용기의 건전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두 

핵종은 여러 에너지의 감마선들을 축차붕괴(cascade decay)

에 의해 방출시키며, 이로 인해 감마분광시스템에서는 동시

합산(coincidence summing) 효과에 의해 분석결과의 과소평

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영향은 고효율과 n-type 검출기에서 

두드러지며, 이에 대한 보정으로 사용한 45% n-type HPGe 감

마분광시스템의 동시합산 보정인자(COI)를 두 핵종의 분석

결과에 각각 적용하였으며, 이때 해당 분광시스템에서 214Pb

의 351.9 keV 감마선에 대한 보정인자는 약 0.934로 214Bi의 

609.3 keV 감마선에 대해서는 약 0.862로 각각 평가되었다. 

Fig. 2에 226Ra의 간접 측정방법에 214Pb 및 214Bi의 방사능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결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표현하

기 위하여 두 핵종의 방사능 비(x축)에 따른 각 핵종의 방사능 

값(y축)으로 도식하였다. 여기서 y축 값이 간접 측정방법에 

의한 226Ra의 방사능 값에 해당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시합산 보정의 결과로 대부분의 경우 214Pb와 214Bi의 방사능 

비는 약 8% 이내로 일치하였다. 이로부터 간접 측정방법의 유

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얻은 값들을 226Ra의 직접 

측정방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한 비교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HPGe 감마선 검출기를 이용한 226Ra의 직접 측정방법

들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앞선 226Ra의 간접 측

정방법으로 얻은 214Pb 및 214Bi의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여러 가지 간섭피크 보정들에 의한 직접 측정방법에서의 측

정 불확도, 직선성(linearity) 및 적용범위(range) 등을 평가

하였다. 

4.1  235U의 감마선 피크를 이용한 간섭피크 보정 

방법

4.1.1 Method 1
235U의 205.32 keV 감마선은 약 5%의 낮은 방출률을 가

지지만 다른 천연방사성핵종들의 감마선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185.72 keV의 피크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참조피

크로 사용하는데 유용하다. Fig. 3과 같이, 235U의 205.32 keV 

감마선이 검출된 경우, 이를 참조피크로 활용하여 해당 피크

면적으로부터 식 (1)과 같이 185.72 keV의 감마선 피크면적

을 계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감마분광분석에서 단일피크로 

측정된 약 186 keV의 피크면적에서 235U의 기여분을 차감하

여 226Ra의 피크면적을 유도하고, 이로부터 식 (3)과 (4)로부

터 방사능을 최종 계산할 수 있다. 

(3)

(4)

Fig. 1. Sample preparations for the gamma-ray spectrometry.

Fig. 2. Activity distributions of 226Ra through the indirec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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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방사능, N은 피크면적, γ는 감마선 방출률, 

ε은 계수효율, T는 측정시간 그리고 W는 시료 무게를 의미

하며, 아래첨자는 감마선 에너지 그리고 위첨자는 핵종을 각

각 의미한다. 

Fig. 4에 235U의 205.32 keV 감마선 피크를 이용한 226Ra

의 직접 측정결과를 동일한 시료에서 방사평형을 이용한 간

접 측정방법 중, 214Bi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x축은 226Ra의 지표핵종으로 214Bi를 분석한 값이며, y축

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직접 측정방법으로 186 keV의 간섭

피크를 235U와 226Ra으로 분리하여 계산한 방사능 값이다. 그

림에서 점선은 간접 측정법에 의한 226Ra의 분석값과 직접 측

정법에 의한 분석값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선형 회

귀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Method 1”에서는 226Ra의 분석값이 

저농도와 고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분

석을 위한 직접 측정방법의 선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

히, 저농도로 갈수록 226Ra과 235U 모두 직접 측정방법에서의 

불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런 원인들은 “Method 1”에서 

이용하는 참조피크인 235U의 205.32 keV 감마선의 방출률이 

Fig. 3. Schematic diagram of “Method 1” for the interference 
correction on the 186 keV sumpeak. Fig. 4. Analysis results of 226Ra from the direct measurement with an 

interference correction of “Method 1”. 

Fig. 5. LLOQ of the direct measurement of 235U (a) and 226Ra (b) in “Meth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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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스펙트럼에서 측정된 피크의 불확도가 크기 때문이다. 

직접 분석방법으로 235U 및 226Ra의 방사능 값을 정량해낼 

수 있는 최소정량한계(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LLOQ)

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 식 (5)와 같이 통계오차(σ)의 세배

가 평균값(m)과 같은 경우를 해당 Method에서의 최소정량

한계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통계오차의 세배가 주는 의

미는 평균값이 m-3σ보다 크고 m+3σ보다 작을 확률이 99.7%

가 된다는 의미이다. 먼저, “Method 1”에 의한 최소정량한

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235U 및 226Ra의 직접 측정결과에 대한 

m-3σ 값을 계산하였으며, 이 값이 0으로 될 때를 조사하였

다. Fig. 5에서 보듯이, 두 핵종 모두 1차식으로 회귀분석이 

가능하였으며, y축이 0으로 수렴하는 값을 찾은 결과, 235U의 

최소정량한계는 약 10.9 Bq/kg으로 226Ra은 약 188.5 Bq/kg

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5)

4.1.2 Method 2
235U의 여러 에너지의 감마선들 중에서 방출률이 두 번

째로 큰 143.77 keV의 감마선을 참조피크로 이용할 경우, 

“Method 1”의 단점인 저농도에서의 불확도를 줄일 수 있어 

최소정량한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143.77 keV의 감마선은 우라늄계열의 230Th에서 방출되는 

143.87 keV 감마선 그리고 악티늄계열의 223Ra에서 방출되는 

144.27 keV 감마선과 간섭을 일으켜, 약 140 keV에서 혼합

된 단일 피크로 측정된다. 따라서 Fig. 6과 같은 2차의 간섭

피크 보정 절차가 필요하며, 230Th의 주 피크인 67.67 keV를 

참조피크로 설정하여 식 (1)과 같이 143.87 keV 피크 면적을 

계산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223Ra의 감마 피크들 중에서 다

른 천연방사성핵종과 간섭이 없는 323.87 keV를 참조피크로 

설정하였다. Table 2에서 보듯이, 223Ra의 경우 설정된 참조

피크보다 방출률이 높은 감마선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모두 

토륨계열의 228Ac과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다른 참조피

크를 설정한 3차의 보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235U의 143.77 keV 감마선 피크를 이용한 226Ra의 직접 측

정결과를 “Method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214Bi의 결과와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선형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듯

이 “Method 2”에서는 226Ra에 대한 직접 측정방법과 간접 측

정방법의 결과가 아주 잘 일치하여 우수한 선형성을 보였으

나, 여전히 저농도로 갈수록 불확도의 영향이 226Ra과 235U에

서 모두 크게 평가되었다. 또한 “Method 2”에서의 최소정량

한계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8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y축이 0으로 수렴하는 값을 찾

은 결과, 235U의 최소정량한계는 약 6.5 Bq/kg으로 226Ra은 약 

124.5 Bq/kg으로 결정되어 “Method 1” 보다 낮은 정량한계

를 보였으며, 이는 “Method 1”에서 선정한 235U의 205.32 keV 

감마선보다 143.77 keV의 방출률이 높아 계수효율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2  234Th의 감마선 피크를 이용한 간섭피크 보정 

방법

Fig. 6. Schematic diagram of “Method 2” for the interference correction 
on the 186 keV sumpeak.

143.77 keV 235U
+

143.87 keV 230Th
+

144.27 keV 223Ra

Measured sumpeak NP2
-

NP[143.87 keV 230Th]
-

NP[144.27 keV 223Ra]
↓

NP[143.77 keV 235U]

Measured sumpeak NP1
-

NP[185.72 keV 235U]
↓

NP[186.21 keV 226Ra]

Measured NP4

[67.67 keV 230Th]
Measured NP3

[323.87 keV 223Ra]

185.72 keV 235U
+

186.21 keV 226Ra

67.67 keV 230Th

NP2 NP3
NP1

323.87 keV 223Ra

Fig. 7. Analysis results of 226Ra from the direct measurement with an 
interference correction of “Metho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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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Method 3
234Th으로부터 방출되는 63.30 keV 감마선 피크를 이

용한 간섭피크 보정방법으로 235U의 185.72 keV 감마선 피

크 면적을 계사하는 절차인 “Method 3”을 Fig. 9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듯이, 약 64 keV에서 두 개의 피크가 혼합된 

단일 피크가 존재하며, 이는 234Th의 63.30 keV와 토륨계열

의 모핵종인 232Th의 63.81 keV 감마선이 해당된다. 따라서 
232Th의 피크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참조피크로 해당 붕괴

계열의 딸핵종인 228Ac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피크를 선정하

였다. 이를 위해서는 232Th와 228Ac이 방사평형관계에 있다는 

또 한 번의 가정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이때 참조피크 설정 

시, 228Ac의 여러 감마선 에너지들 중에서 천연방사성핵종으

로부터 간섭이 없으며 방출률이 가장 높은 911.20 keV를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3에서 보듯이 234Th의 경우, 63.30 keV뿐만 아니

라 아주 작은 방출률로 62.88 keV 감마선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63.30 keV의 

방출률을 두 감마선의 방출률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이는 두 

감마선의 에너지 차가 거의 없어 효율이 같기 때문에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Fig. 10의 “Method 3”을 이용한 분석 결

과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n-type HPGe 검출기의 

Fig. 8. LLOQ of the direct measurement of 235U (a) and 226Ra (b) in “Method 2”.

Fig. 9. Schematic diagram of “Method 3” for the interference correction 
on the 186 keV sumpeak. 

185.72 keV 235U
+

186.21 keV 226Ra

63.30 keV 234Th
+

63.81 keV 232Th

Measured NP3

[911.20 keV 228Ac]
Measured sumpeak NP2

-
NP[63.81 keV 232Th]

-
NP[63.30 keV 234Th] Measured sumpeak NP1

-
NP[185.72 keV 235U]

↓
NP[186.21 keV 226Ra]

911.20 keV 228Ac

NP3

NP2 NP1

Fig. 10. Analysis results of 226Ra from the direct measurement with an 
interference correction of “Metho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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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keV 감마선에 대한 우수한 계수효율 때문에 전체적으

로 아주 낮은 불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앞선 두 방

법에 비해 넓은 적용범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226Ra에 

대한 직접 측정방법과 간접 측정방법의 결과 역시 대체적으

로 일치하였지만 고농도로 갈수록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약 1000 Bq/kg 이상에서는 “Method 

3”을 이용한 직접법에서 226Ra의 분석이 간접법에 비해 크게 

과대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235U의 피크면적이 영향을 받

아 방사능 값이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인은 해당 시료들의 겉보기 밀도에서 비롯되었으

며, 이 시료들은 표준선원과의 무게비가 2에서 3배정도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저에너지인 63.30 keV 감마

선은 밀도변화에 따라 감쇄되는 정도가 크므로, 밀도가 증가

된 3 개의 시료들은 표준선원에 비해 더 많이 감쇄되어 피크 

면적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3.30 keV의 피

크 면적으로부터 235U의 185.7 keV 감마선 피크 면적을 유추

하기 때문에 235U의 해당 피크 면적이 과소평가되었으며, 반

대로 약 186 keV의 혼합피크에서 235U를 차감한 결과가 226Ra

의 186.2 keV 감마선 피크 면적이므로 이는 과대평가된 결과

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농도에서 불확도를 낮

게 유지할 수 있는 “Method 3”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

시 적절한 시료의 밀도 보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Method 3”에서의 최소정량한계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

여,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235U의 

최소정량한계는 약 0.4 Bq/kg으로 226Ra은 약 44.2 Bq/kg으

로 결정되어 앞선 두 방법보다 아주 낮은 최소정량한계를 보

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효율 약 45 %의 n-type HPGe 

방사선 검출기일 때의 값이며, 효율이 낮거나 p-type을 사용

할 경우에는 최소정량한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감마분광분석을 이용하여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시료 

중, 226Ra의 직접 측정방법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

를 위해, 여러 가지 간섭피크 보정들에 의한 직접 측정방법

들을 조사하여, 그 측정 불확도, 직선성 및 적용범위 등을 평

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26Ra의 간접 측정방법으로 214Pb 및 
214Bi를 분석하여 직접 측정방법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최

적의 직접 측정방법을 유도하였다. 먼저, 235U의 205.32 keV 

감마선 피크를 참조피크로 이용하여 간섭피크를 보정하는 

방법은 205.32 keV 감마선이 다른 천연방사성핵종과의 간

섭 영향이 없어 비교적 간단히 계산된다는 장점을 가지지

만 방출률이 낮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235U 및 226Ra의 불확도

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235U 및 226Ra의 최소정량한계가  

10.9 Bq/kg 및 188.5 Bq/kg으로 높아, 226Ra을 분석하기 위

한 직접 측정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235U의 143.77 keV 감마선 피크를 이용하는 경우

Fig. 11. LLOQ of the direct measurement of 235U (a) and 226Ra (b) in “Metho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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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참조피크인 143.77 keV의 방출률과 감마분광시스템의 

계수효율이 “Method 1”의 205.32 keV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확도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235U 및 226Ra의 

최소정량한계는 6.5 Bq/kg 및 124.5 Bq/kg으로 결정되어 아

직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농도까지 선형성이 유지됨으로 해

당 영역에서의 분석방법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

으로 234Th의 감마선 피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n-type 검출

기의 사용시, 63.30 keV의 높은 계수효율로 인해 불확도가 

두 방법에 비해 현저히 낮게 유지됨으로써 235U 및 226Ra의 최

소정량한계가 0.4 Bq/kg 및 44.2 Bq/kg으로 낮게 유지되었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34Th 63.30 keV의 피크면적이 계산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238U의 방사능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 감마분광분석을 이용한 천연방사성핵종

의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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