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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genic radioactive noble gases formed by nuclear fission are significant indicators used to monitor the nuclear activity of neigh-
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radioactive xenon, owing to its abundant generation and short half-life, can be used to detect nuclear test-
ing, and radioactive krypton has been used as a tracer to monitor the reprocessing of nuclear fuels. Released radioactive noble gases are 
in the atmosphere at infinitesimal amounts due to their dilution in the air and their short half-life decay. Therefore, to obtain reliable and 
significant data when performing measurement of noble gases in the atmosphere, the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for noble gases 
should be defined as low as possible. In this study, the MDA values for radioactive xenon and krypton were theoretically obtained based 
on the BfS-IAR system by collecting both noble gases simultaneously. In addition, various MDA methods, confidence level and analysis 
conditions were suggested to reduce and optimize MDA with an assessment of the factors affecting MDA. The current investigation indi-
cated that maximizing the pretreatment efficiency and performance maintenance of the counter were the most important aspects for Xe. 
In the case of Kr, since sample activiti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Xe,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target MDA or to simplification of 
the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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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핵 활동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은 크

게 비활성 기체와 입자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핵 

활동이 지하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자성 핵종은 

외부에서 탐지가 불가능하며 대신 비활성의 노블가스만 일부 

대기 중으로 유출될 수 있다. 우라늄 핵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생성 기체 중 비활성 기체는 10% 수준으로 그 중 대부분

인 약 90%가 제논 동위원소이며 이외에도 크립톤이 함께 생

성된다. 그 중 방사성 제논은 반감기가 짧아 대기 중에 축적되

지 않으며 강수 등에 의해 씻겨나가지 않으므로 핵실험 감시

에 적합한 핵종이다. 2000년대부터 International Noble Gas 

Experiment (INGE)의 주도로 방사성 제논 탐지기술이 개발

되었으며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

zation (CTBTO)의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IMS)에

서 그 기술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1-5].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는 냉각기간 중 대부분의 제논

이 붕괴, 소멸되기 때문에 연료 내에는 다량의 방사성 크립

톤(85Kr)이 남는다. 이 양은 전체 비활성 기체의 90% 수준이

며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핵연료를 절단, 용해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방출된다. 따라서 대기 중의 방사성 크립톤은 핵연료 

재처리 활동의 강력한 증거로서 유일한 원격 탐지 수단이다. 

일부 원자력 및 동위원소 이용시설, 병원 등의 산업시설에서

도 방사성 노블가스가 방출되므로 제논 탐지의 경우 이들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크립톤의 경우 재처리 

시설에 의해서 방출되는 양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생된 노블가스 중 

방사성 제논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2] (133Xe의 경우 5.3일) 빠

르게 붕괴, 소멸되거나 일부 방출원 주변에서 매우 낮은 백그

라운드를 만들지만 크립톤의 반감기는 10.7년[3]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대기 중에 축적되어 일정한 백그라운드를 형성

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성 노블가스 감시를 통해 국내외 핵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대상 핵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백그라운드 농도 범위에 대한 정보를 축

적하고 인위적인 핵 활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6-9]. 

방사성 노블가스의 측정기술 중 제논의 경우는 가장 일찍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총 4개의 자동감시 장치가 있다. 러

시아 Khlopin Radium Institute의 Automatic Radioanalyzer for 

Isotopic Xenon (ARIX), 미국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oratory (PNNL)의 Automated Radioxenon Sampler-Analyzer 

(ARSA), 스웨덴 Forsvarets forskningsinstitutt (FOI)의 Swed-

ish Automatic Unit for Noble Gas Acquisition (SAUNA), 그리

고 프랑스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t aux Énergies 

Alternatives (CEA)의 Systéme de Prélèvement Automatique 

en Ligne avec l'Analyse du Xénon (SPALAX)로 IMS에서 2015

년 기준, 전 세계 24개 지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SAUNA와 SPALAX는 상용화에 성공하였다[10-12]. 

이 외에도 독일 Budesamt fur Strahlenschutz (BfS)에서 개

발한 Budesamt fur Strahlenschutz-Institute of Atmospheric

Radioactivity (BfS-IAR) 분석법이 있다. 독일은 핵실험 보다는 

핵분열로 인해 생성되는 방사성 노블가스는 주변국의 핵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핵종이다. 특히 제논은 생성량

이 많고 반감기가 짧아 핵실험 탐지에 적합하며 크립톤은 핵연료 재처리 탐지의 추적자로 활용되고 있다. 방출된 방사성 노

블가스는 막대한 대기에 희석되어 농도가 감소하고 일부는 시간에 따라 방사능이 감쇠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는 매우 극미량

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측정을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낮은 수준의 MDA를 설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제논과 크립톤을 동시 포집 할 수 있는 장비인 BfS-IAR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론을 통해 MDA

를 산출하였다. 또한 MDA 산출방식의 변화, 신뢰수준의 정도는 물론 계측 조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고 MDA를 저

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배경농도가 극미량인 제논의 경우 전처리과정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계측 성능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으며, 크립톤의 경우 제논과 달리 시료의 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MDA 재설정을 통한 분

석조건이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단어: 크립톤-85, 제논-133, 방사성 노블가스, 최소검출방사능, 핵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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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의 원자력 이용 및 재처리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약 30

여년간 자체적으로 제논과 크립톤을 분석해왔으며 이 기술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및 오스트리아에서도 도입하여 활용하

고 있다. BfS-IAR 장비는 다른 자동화 기기와 달리 기체 포집

과 분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동 분석 장비로 총 제논의 

농도만 측정할 수 있다. 비록 주요 제논 동위원소(131mXe, 133Xe, 
133mXe, 135Xe)를 구별할 수 없으나 서로 다른 반감기를 이용하

여 131mXe과 133Xe의 비를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제논은 131mXe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논 농

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측정하면 131mXe과 133Xe 중 어느 핵

종의 양이 많은지 추정할 수 있어 의료시설 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법의 가장 큰 장

점은 제논과 동시에 크립톤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85Kr 분석 장비가 없고 외부

에 공개된 기술로는 이 방식이 유일하다. BfS-IAR 방식은 활성

탄을 이용한 흡탈착을 통해 공기시료를 포집하며 가스 크로마

토그래피와 극저준위 비례계수기를 이용한 분리와 분석 단계

로 구성된다. 대기 중에는 매우 적은 양의 방사성 크립톤과 제

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량의 공기 구성 성분 중에서 두 핵종만 

농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분리 절차가 필요하다[14-16].

방사능 측정 시에는 항상 백그라운드 방사능이 존재하는

데 그 영향은 시료의 방사능 결정에도 미친다. 특히 낮은 농

도의 방사능 측정 시에는 백그라운드 요동으로부터 방사능 

신호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평가

인자는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이다. MDA는 계

측기 성능, 시료 포집량, 백그라운드와 측정시간 등에 따라 달

라지므로 각 파라미터들의 적합한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BfS-IAR 방식을 이용한 노블가스 측정에서 이론을 통

한 MDA를 산출하고 각 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MDA를 저감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

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2. 대기 중 85Kr 및 133Xe의 방사능 및 MDA 

2.1 대기 중 85Kr 및 133Xe의 방사능 계산

대기 중 방사성 노블가스의 MDA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방사능 분석방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BfS 시스템에

서는 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기체 비례계수기를 사

용하므로 측정치에 기기 효율을 고려하면 쉽게 방사능을 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료 내 방사능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복잡한 전처리 과정에서 소실된 시료량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한데 일반적인 화학실험처럼 추적자 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긴 어렵다. 따라서 공기 중에 일정하

게 존재하는 안정 크립톤과 제논 원소의 체적비[17]를 상수로 

가정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시료 포집량을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의 회수율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결과 값을 보

정 할 수 있다. 먼저 85Kr의 방사능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의 식 (1)과 같다.

AKr-85 = C ×   (1)

이 때 AKr-85는 공기 중 85Kr의 방사능 농도(Bq·m-3)이고, R

은 비례계수기의 순계수율(cps), V는 비례계수기 내 수집 된 

크립톤 원소의 부피(cm3), C는 공기 중 크립톤의 체적비(1.14 

cm3·m-3), ϵ은 계측기 효율이다. 85Kr의 경우 반감기가 10.7

년으로 전체 분석과정에 비해 매우 길어 포집과 측정과정 중 

일어나는 붕사능 붕괴는 무시한다. 즉 포집과 측정과정 중 일

어나는 방사능붕괴가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반면 제논 동위

원소의 경우 대부분 반감기가 매우 짧다. 대표적인 제논 동위

원소인 133Xe의 반감기는 5.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 (2)와 

같이 샘플포집과 전처리 그리고 측정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AXe-133 = C ×  × f1 × f2 × f3  (2)

f1 = 

f2 = 
e

f3 = 

여기서 AXe-133은 공기 중 133Xe의 방사능 농도(Bq·m-3), R

은 비례계수기 순계수율(cps), V는 비례계수기 내 수집 된 

제논 원소의 부피(cm3), C는 공기 중 Xe의 체적비(0.087 

cm3·m-3), ϵ은 계측기 효율, f1은 계측과정 중 붕괴 보정, f2

는 전처리과정 중 붕괴 보정, f3는 포집 과정의 붕괴 보정, t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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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시작 시간, tS는 샘플링 종료시간, tp는 전처리 종료시

간, tm은 측정 종료시간이다. 단 이 경우 샘플링에서 전처리 

및 측정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으며 따라

서 샘플링의 종료 및 전처리 시작시간이 같고, 전처리의 종료

와 측정의 시작 시간이 동일하다.

전체 분석 과정에서 133Xe의 방사능 농도 변화를 Fig. 1에 

나타내었다. AXe-133는 샘플링 시작 시 최초 방사능이며, 는 

전처리 시작 단계의 방사능, Ap는 전처리 종료 시의 방사능, 

그리고 계측 종료 시에는 방사능 이 되므로 이를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공기 중 133Xe의 농도를 결정하게 된다. 

2.2 대기 중 노블가스 측정을 위한 MDA 산출

MDA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유도된 검출

한계치(LLD)의 종류나 신뢰수준의 설정 등에 따라 그 값이 달

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MDA를 평가할 때 같은 방식의 MDA

를 이용해야만 올바른 비교와 판단이 가능하다. 그 중 가장 대

표적인 방법으로는 Currie에 의해 확립된 검출한계이다[18]. 

이 방식은 가장 초기에 제시되어 확립된 방법으로 현재 대부

분의 주요 방사능 분석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19]. 통일된 

MDA를 이용하는 것이 의사소통 및 데이터의 상호 비교 측면

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노블가스 MDA 산출에 Cur-

rie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BfS 장비의 제조국인 

독일의 표준 매뉴얼 Deutsches Institure fuer Norung (DIN) 

방식 또한 함께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BfS는 독일에서 개발되

어 30년 이상 운영되었는데 MDA는 독일 및 유럽표준인 DIN 

방식 (DIN 25482)으로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BfS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간 교차분석이나 상호 데이터 검증 시에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MDA가 산출되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Currie 식과 함께 비교하였다. 

kα = kβ = k로 가정하면 Currie 식을 이용한 MDA는 식 (3)으

로 독일의 DIN 방식을 이용한 MDA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MDACurrie = {  + 2k( }  (3)

MDADIN = {k2  + ( × (  + ) )} (4)

여기서 Rb는 백그라운드 계수율을, tm은 시료 측정시간, tb

는 백그라운드의 측정시간을 나타낸다. 

 

3. 대기 중 85Kr 및 133Xe의 MDA의 저감 및 
최적화 방안

MDA에서 신뢰수준을 나타내는 kα, kβ 값의 α와 β는 각각 

통계학에서의 제 1종 및 2종 과오를 뜻하며 이 값이 작을수록 

오차의 발생확률이 낮아진다[20]. 따라서 신뢰수준(k)을 어떻

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MDA는 고정된 값이 아닌 변화하는 값

을 갖는다. 또한 어떠한 식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도 MDA 값

은 달라진다. Fig. 2에 각각 다른 신뢰수준(k)을 이용한 Currie

및 DIN 식의 MDA 값을 측정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단, 계측

Fig. 2. MDA obtained from Currie and DIN equations at various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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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cay correction of 133Xe activity for the determination procedure 
of radioactive xenon (Linear (x)-log (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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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백그라운드 계수율 및 시료 포집량은 모두 동일하게 가

정하였으며 측정 중 반감기에 의한 감쇠는 무시하였다. 그리고 

kα, kβ는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두 식은 다른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유도되었으며[18, 21] Fig. 2의 결과를 보면 두 식 모

두 신뢰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MDA값을 나타내었다. k값에 

대한 MDA의 변화 정도는 DIN 식이 더 컸으며 신뢰수준 90%

와 95%에서는 DIN 식이 Currie 식에 비해 약 30%에서 15% 정

도 더 낮은 값을 보였다. 반면 신뢰수준 99%의 경우 DIN 식

이 Currie 식에 비해 약 20% 정도 높은 MDA를 가졌다. 즉, 어

떠한 MDA 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혹은 동일한 식을 사용하

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 수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MDA 값은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MDA

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어떤 식과 어느 정도

의 신뢰수준을 갖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저준위 방사능 분석에서는 신뢰수준 95% (k = 1.645) 

수준을 이용한 Currie 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다[22]. 따

라서 해당 조건을 이용하여 노블가스 측정 조건에 따른 검출

한계의 특성을 확인해보았다. Fig. 3에 백그라운드 계수율과 

측정시간, 그리고 수집한 노블가스의 기체 부피에 따라 MDA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제논과 크립

톤의 공기 중 체적비가 상이하여 수집되는 기체의 부피(V)

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집공기 

내 존재하는 노블가스의 부피 중 수집된 각각의 기체부피를 

백분율로 표현하여 포집율(Sampling efficiency)이라고 정의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포집량인 10 m3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100% 포집율에 해당하는 수집량은 크립톤이 

11.4 cm3, 제논이 0.87 cm3가 된다.

계산을 위해 사용 된 비례계수기의 효율은 80%로 설정

하였고 Fig. 3(a)에서는 40%의 포집율을 기준으로 계측시간

과 백그라운드 계수율에 따른 MDA를 구하였으며 Fig. 3(b)

는 백그라운드 계수율 1 cpm과 24시간의 측정시간을 기준으

로 MDA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단, 이 때 백그라운드 측정시

간은 계측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Fig. 3의 특성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MDA를 위한 각각 파

라미터들의 최적의 값을 확인해보았다. 먼저 각 핵종별 필요

한 목표 MDA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주요 노블가스의 환경 중 배경농도를 알아야 한다. 제논의 

경우, 짧은 반감기로 인해 대기에 잘 축적되지 않으며 위도와 

기류, 계절에 의한 영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알려진 시설의 

방출량을 근거로 수행한 모델링 연구에서는 방출시설이 밀집

한 유럽 일부 지역의 경우 0.5 mBq·m-3 수준을 보일 것으로 

평가되었다[22]. 이처럼 낮은 방사능의 탐지를 위해서는 MDA

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CTBTO에서는 

제논 감시장비의 인증을 위해 133Xe을 기준으로 계측시간 24

시간 이하에서 검출한계 1 mBq·m-3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

하고 있다[24]. 본 실험에서 설정된 조건에서 이 기준을 만족

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계수율을 2.4 cpm 이하로 유지하

거나 노블가스의 포집량을 25% 이상 얻어야 한다. 그리고 측

정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 계수율은 기기 

Fig. 3. MDA obtained at (a) various counting times and background count rates, 
(b) various air sampling efficiency and volume of noble gases (counting efficiency, ϵ = 80%).

(b)(a)

Counting time (h), tm = tb

7

6

5

4

3

2

1 

0 

M
D

A 
(m

Bq
·m

-3
)

30

25

20

15

10

5

0

M
D

A 
(m

Bq
·m

-3
)

0 20 40

1 cpm
2 cpm
3 cpm
4 cpm

1 mBq·m-3

15 mBq·m-3

1 mBq·m-3

85kr133Xe
30

25

20

15

10

5

0
0 20 40 60 80 100

0.001 0.01 0.1 1 10 100

Sampling efficiency (%)

Volume of noble gases (cm3)



JNFCWT Vol.16 No.3 pp.301-308, September 2018

Ji-young Park et al. : Factors Affecting the Minimum Detectable Activity of Radioactive Noble Gases

306

자체의 성능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능동 및 수동 차폐를 모두 

이용한 극저준위 시스템에서는 약 1 cpm 을 넘지 않는다. 또

한 제논의 빠른 붕괴속도를 감안할 때 측정시간 또한 무한히 

늘릴 수도 없으므로 계측효율을 높이거나 샘플 자체의 포집

량을 늘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포집량은 흡착제

의 성능, 전처리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전체 공기포집량과 관

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MDA를 낮출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아직 제논 포집량 중 절반 이상이 전처리 과

정에서 손실 되므로 복잡한 전처리 과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MDA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크립톤의 경우는 비교적 긴 반감기(10.7년)으로 인해 대

기 중에 존재하는 배경농도가 제논에 비해 현저히 높다. 현

재 북반구를 기준으로 약 1.5 Bq·m-3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7, 25, 26] 배경농도의 1%에 해당하는 방

사능 농도를 MDA 목표로 정하면 15 mBq·m-3 이 된다. 배

경농도에 비해 매우 낮은 MDA 수준을 설정하였음에도 앞서 

CTBTO에서 제시한 133Xe 기준에 비해 15배나 높은 값이다. 

따라서 크립톤 경우는 24시간 측정을 기준으로 백그라운드 

계수율이 550 cpm 이상 높아도 무방하며, 현재 장비성능 수

준인 1 cpm 정도의 백그라운드 값을 갖는다면 기체 포집량

을 2.1%로 줄이거나 혹은 측정시간을 5분 이내로 줄여도 목

표 MDA를 만족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을 크립톤 단

독 분석용으로 이용할 경우 지나치게 낮은 MDA를 적절한 수

준으로 최적화 함으로써 공기 포집시간 또는 계측시간을 크

게 단축시키거나, 검출기의 역동시 회로나 무거운 차폐체 등

을 제거하여 기기를 단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BfS 시

스템의 경우 제논과 크립톤을 동시 포집하는 목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즉 다른 의미에서는 제논의 낮은 MDA를 만족하기 

위해서 크립톤이 과도하게 포집, 측정되고 있다는 의미가 된

다. 이처럼 두 핵종을 감시하기 위한 성능조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시포집보다는 크립톤 단독 감시를 목적으로 장

비를 활용한다면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해 동안 장비를 운영하면서 얻은 약 45개의 노블

가스 분석 샘플의 MDA 분포특성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제

논의 경우 평균 MDA가 약 0.59 mBq·m-3로 CTBTO 기준인 1 

mBq·m-3을 만족하였으나 일부 시료에서 검출기 불안정으로 

인한 백그라운드 카운트 증가, 제논 포집량 감소로 인해 기준

치를 넘기기도 했다. 즉, 계측기의 건전성이나 시료 전처리 과

정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목표하는 MDA를 맞출 수 없으므로 

제논 검출을 위해서는 분석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

기서 MDA가 0.59 mBq·m-3이라는 뜻은 그 이상의 방사능은 

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확률은 낮더라도 백그라

운드 요동에 의한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만약 

백그라운드 계수율이 1 cpm 일 때 24시간을 측정하면 총 1440

개의 신호가 수집된다. 즉 방사능이 없어도 자연신호만 1440

개를 얻게 된다는 뜻이며, 이 때 MDA 목표치인 1 mBq·m-3

의 방사능을 측정하면 시료의 순 계수율은 약 70 여개 정도가 

된다. 시료의 계수치가 백그라운드의 약 5%인 셈이다. 이 정

도는 백그라운드 불확도가 95% 신뢰구간에서 5% 라는 뜻으

로 백그라운드 수준의 요동에 의한 값 일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MDA 수준의 저준위 방사능을 검출 할 때는 보

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가능한 낮은 MDA의 유지가 필요하다. 한편 크립톤의 경우 

전체적인 포집량이 제논보다 높았기 때문에 평균 MDA가 약 

10% 정도 더 낮은 0.525 mBq·m-3 였으며 제논과 유사한 수준

의 MDA 분포를 보였다. 참고로 이 값은 크립톤 배경 방사능 

농도의 1/3000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4. 결론

대기 중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노블가스의 의미있

는 분석값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낮은 수준의 MDA를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논과 크립톤 

분석을 위한 MDA를 이론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MDA를 저감

하기 위한 각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제논의 

Fig. 4. MDA box chart plots of 85Kr and 133Xe prepared by data collected 
for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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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기 중에 존재 할 수 있는 배경농도가 검출한계 수준의 

아주 극미량이어서 낮은 MDA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하지만 백그라운드를 줄이거나 계측시간을 늘리는데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계측 효율을 높이거나 시료 포집량을 최대

한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는 분석자의 세심

한 노력을 통한 전처리 과정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계측기 성능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술개

발등을 통한 흡착제 개발, 전처리 효율화를 통한 포집율 개선

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립톤의 경우 백그라운드의 요

동보다 시료의 방사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포집량, 측

정시간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인 분석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제논 동시 분석이 아닌 크립톤 단독 분석 용도로 사용

시에는 포집 및 측정시간 단축, MDA 재설정을 통한 시스템 구

조 단순화가 가능 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방식으로 장비를 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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