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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Ge 검출기를 이용한 131I 검출하한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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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요오드는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

사선 피폭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요한 핵종  

하나이다. 원자력 시설 사고  많이 발생되는 방사성

요오드는 
131
I로 8.04일의 비교  짧은 반감기를 가지

고 있지만 사고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차 감소된다.

사고발생 기에는 요오드의 갑상선에 미치는 험도

가 매우 크다. 한 병원에서 갑상선종양 치료  진

단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엄격하게 리되고 있다.

   환경방사능 분석에서는 백그라운드 측정시

간, 시료측정시간, 백그라운드 계수율, 계수효율, 화학

수율  시료량등의 여러인자가 최소검출 방사능

(minimum detectable activity level, MDA)값 설정

에 향을 미치는데 그 에서  환경시료  
131
I의 

MDA값 결정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 

에서 백그라운드 측정시간  시료측정시간 변화에 

따른 MDA 변동값들을 측정하 으며,  최소 검출 방

사능 농도값을 검출한계치 개념을 근거로 계산하여 

측정값들을 비교 분석하 다. 

 재료 및 방법 

  

액체선원 
131
I을 증류수 1L에 희석하여 사용하 고, 

일반 환경시료  미역을 선택하여 희석한 
131
I를 혼합

하 다.

희석한 
131
I시료와 미역 + 

131
I시료는 40mL 원통형

비이커에 담았다. 희석한 
131
I시료는 각각 상 효율 

10% HPGe 검출기와 상 효율 60% HPGe 컴 턴억

제 시스템으로 5,000 씩 측정하 고, 미역 + 
131
I시료

는 30% HPGe검출기를 사용하여  80,000 씩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한 상 효율 10%과 30% 검출기는 

EG&G ORTEC사의 HPGe 검출기이다. Ge결정의 지

름이 각각 49.9mm과 60.4mm이며, 
60
Co의 1332.5keV 

감마선에 한 에 지 분해능은 1.65keV와 2.04keV

이다. 그리고 피크  컴 턴(peak-to-compton)비는 

각각 55.5와 64이다. 

상 효율 60%의 컴 턴 억제 감마선 검출기 시스

템(Compton Suppressed Gamma Detection System, 

CSS)의 Ge결정의 지름이 67mm이며, 
60
Co의 

1332.5keV 감마선에 한 에 지 분해능은 2.2keV이

다. 그리고 컴 턴 효과 억제를 하여 Ge 검출기 둘

에 원통형 NaI 결정과 증배  4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1. HPGe 검출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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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액체선원 
131
I과 시료

 결과 및 고찰   

    희석한 
131
I시료(60% 검출기측정)

    희석한 
131
I시료(10% 검출기측정)

   그림 3. 
131
I 피크 카운트 비교

  그림 3은 
131
I시료의 피크카운트를 비교해 보았다. 시

간이 흐를수록 카운트가 어듬을 알수 있고  8일이 지

난후 기조건에 반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감기는 6.8±1.5일로 계산되었다. 측정결과 만족할 만

한 반감기를 얻을 수 있었다.

 결  론 (Conclusion)

HPGe 검출기와 CSS를 이용해서 131I를 분석해 보

았다. 반감기를 계산해본 결과 약 8일의 결과를 얻었

고, 
131
I를 혼합한 미역의 경우 8일이 지난 후에는 

기 조건에서 반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

러므로 환경시료에 한  방사능 동 원소 측

정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백그라운드   시료

측정 시간의 한 배분에 의한 MDA계산의 측정결

과는 고리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해 검출

기 효율변동, 백그라운드를 계통 으로 보정하기 하

여 비교선원을 함께 측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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