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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the gamma spectrum measured in situ with a HPGe detector was analyzed, and
the correlation equation to identify the depth distribution of

137

Cs diffused contamination in the

soil was derived. The correlation equation was derived using the values obtained from the spectra
with depth distributions. The correlation results were verified by comparing them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using 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MCNP) simulations. The FTC (Full peak
to Compton) method was applied to evaluate the depth distributions of the contamination. The
derived correlations of the measured FTC results were found to have less than a 1% relative error for
various radioactivity depth distributions. The in-situ measurement-based rapid evaluation method
of the radioactive depth contamination without core samples may be useful for site remediation and
final status survey for site release after decommissioning.
PACS numbers: 23.90. +w
Keywords:137 Cs, Full peak to Compton method, Radioactivity depth distribution

지하로 확산된 방사선원 분포 측정을 위한 감마선 분광분석
이병채∗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청주 28644,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34057, 대한민국

홍상범 · 서범경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34057, 대한민국

김준하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용인 17104, 대한민국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702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7, July 2019

김용은†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청주28644, 대한민국
(2019년 4월 18일 받음, 2019년 5월 7일 수정본 받음, 2019년 5월 19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지하로 확산된

137

Cs의 방사능 깊이 분포를 현장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HPGe 검출기로

감마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스펙트럼에서 도출된 값을 이용하여 깊이 분포와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전산모사와 비교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오염 확산에 따른 방사능 깊이 분포를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 스펙트럼에 FTC(Full peak to Compton 비교법)를 적용하였다. 다양한 방사능 깊이 분포에
대한 측정 FTC 결과의 상관식을 도출하여 MCNP 전산모사와 비교한 결과 평균 상대오차 1% 이내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부지복원 과정에 적용한다면, 부지의 오염 확산에
따른 방사능 깊이 분포를 현장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ACS numbers: 23.90. +w
Keywords: 137 Cs, Full peak to compton 비교법, 방사능 깊이 분포

I. 서 론
2017년 6월 국내 최초의 상용 원전인 고리 1호기 (1977
년) 의 운전이 종료됨에 따라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해
체에 필요한 기술 확보가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해체의
목표는 해체 과정의 안전성 확보, 해체 폐기물 최소화 및 안
전한 처분, 부지 재이용 등이 있다. 해체 후 부지를 재이용하
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잔류방사능에 의한 예상 가능한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유효선량이 0.1 mSv/yr 이하임을
입증해야 한다 [1].
부지의 잔류오염도가 개방기준 이하임을 입증하기 위하
여 현장 적용이 수월하고 신뢰성이 높은 측정 및 평가 기술
이 요구된다 [2]. 방사성물질이 확산된 오염부지의 잔류오염
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염 가능지역을 시추
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깊이 별로 실험실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방사능을 측정하여 부지의 오염 분포를 평가한다
(실험실 측정 기술). 실험실 측정 기술은 정확도는 높지만
시료 채취와 전처리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

토양 속으로 지수함수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8, 9]. 따라서 방사성 오염 지역의 평가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하고, 정확도가 높은 현장 측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지하로 확산된 분포 깊이를
평가하는 현장 측정 기술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37
Cs을 이용한 모의 선원 (Radiation source) 을 제작하여
다양한 분포 깊이가 다른 선원의 방사선 스펙트럼을 분석
하고 층별 기여 분율을 보정하여 깊이 분포 평가방법을 개
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휴대용 고순도 게르마늄(HPGe) 검
출기로 측정한 스펙트럼의 전 에너지 봉우리 (Full energy
peak)와 콤프턴 연속 영역 (Compton continuum)의 총 계
수율을 비교하는 Full peak to Compton(FTC) 비교법을
적용하여 분포한 깊이에 따른 스펙트럼 특성을 분석하고
깊이 분포와의 상관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 관계식으로
측정결과와 MCNP 전산모사를 FTC 결과의 상관식을 비교
검증하였다. 이 결과를 방사능 분포 깊이가 다른 지역에 적
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원의 위치를 평가하고 부지를
복원시키는데 적용하여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있다 [3].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오염 지역
의 방사능 분포를 현장 측정하는 방법으로 Multiple Photo
peak 방법 [4], Lead Plate 방법 [5], Collimator 방법 [6],

II. 이론적 배경

Peak to Valley 방법 [7] 등으로 오염 핵종의 깊이 분포를
평가하였다. 현장 측정 기술은 실험실 측정방법에 비해 시

1. 깊이 분포가 다른 선원의 방사능 특성

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방사성 오염 지역의 잔류 방사선 평가를 위해
137

Cs 방출 감마선 (Eγ =0.662 MeV) 연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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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Cs이

토양 표면의 방사능은 방사성물질의 위치와 물질의 양 그
리고 오염 물질이 확산된 넓이와 깊이에 관계된다. 방사성
물질이 토양 속으로 확산되었을 때 표면의 비방사능은
A = A0 exp(−a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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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nsity and specific activity of the
Plate
source
number n
1
2
3
4
5
6
7
8

Mass of
cesium
(mg)
368.75
305.00
283.75
263.86
225.00
195.00
122.50
110.00

Density
ρn (g/cm3 )
1.01
1.01
1.02
1.01
1.02
0.98
0.98
0.9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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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polluted plate sources.

Specific
activity
An (Bq/g)
2.95±0.15
2.44±0.12
2.27±0.11
2.11±0.11
1.80±0.09
1.56±0.08
0.98±0.05
0.88±0.04

Plate
source
number n
9
10
11
12
13
14
15,16,17

Mass of

Density

(mg)
10.75
82.50
70.00
35.00
30.00
21.25
0.00

ρn (g/cm3 )
1.02
0.98
0.98
0.98
0.97
1.02
1.01

Specific
activity
An (Bq/g)
0.83±0.04
0.66±0.03
0.56±0.03
0.28±0.01
0.24±0.01
0.17±0.01
<MDA

로 방사성 물질이 위치한 깊이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
소한다. 여기서, A0 는 토양 표면에서의 비방사능 (Bq/g),
a(cm−1 ) 는 이완 깊이 (Relaxation length) 로 비방사능이
표면 방사능의 36.7%로 감소되는 깊이의 역수, 그리고 z
는 방사성 물질이 위치한 깊이 (cm) 이다. 위 식을 토양의
밀도(ρ)와 깊이(z)를 고려하여 단위면적 당 방사능으로 나
타내면
ζ
ρ
A(ζ) = A0 exp(− ) = A0 exp(− z)
β
β

(2)

이다. 여기서, ζ 는 단위면적당 방사성 물질의 유효 질
량 (g/cm2 ), ρ 는 토양의 밀도 (g/cm3 ), β(Relaxation mass
per unit area)는 단위면적당 이완 질량(ρ/α, g/cm2 )이다.
토양의 방사능이 일정한 경우 β 는 무한대로 접근하고,
토양 표면에만 방사선원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β 가 0으로
접근한다. β 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사성 물질이 토양 내부로
확산되어 방사능이 이완되었음을 의미한다 [10].

Fig. 1. (Color online) Block diagram for gamma spectroscopy and radiation sources.
스펙트럼에서 배경 스펙트럼을 제거한 후 전 에너지 봉우리
영역과 콤프턴 연속 영역의 순 계수율의 비 Q
Q=

2. 감마선 스펙트럼의 특성
방사선원에서 방출된 감마선의 스펙트럼에는 에너지에
따라 전 에너지 봉우리 (Full energy peak), 콤프턴 연속
(Compton continuum), 단일 이탈 봉우리 (Single escape

CF
CC

(3)

를 계산하여 선원이 분포한 깊이와의 상관 관계식을 구하면
방사선원의 분포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CF 는 전
에너지 봉우리의 순 계수율이고, CC 는 콤프턴 연속 영역의
순 계수율이다.

peak), 이중 이탈 봉우리 (Double escape peak) 등이 나타
난다. 이는 감마선이 물질에서 광전효과, 콤프턴 산란, 전

III. 실 험

자쌍 생성 등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스펙트럼 상에 계
수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하로 확산된 방사성물질에서

1. 모의 선원 제작과 스펙트럼 측정

방출된 감마선이 토양을 구성하는 원소들과 상호작용한다.
선원의 깊이 분포가 깊어질수록 전 에너지 봉우리는 감소
하고, 콤프턴 산란 확률은 증가한다. 전 에너지 봉우리와
콤프턴 연속 영역의 계수율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측정한

방사성물질이 깊이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오염된 토양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용 토양 (Daemyung chemical, SiO2 97%) 에 원전 부지의 오염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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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specific activity of the Radiation source and their Relaxation mass per unit area.
Radiation source
Total specific
activity
A (Bq/g)
Experiment
Relaxation mass per
unit area β (g/cm2 )
Total specific
activity
A (Bq/g)
Calculation
Relaxation mass per
unit area β (g/cm2 )

RS1

RS2

RS3

RS4

RS5

3.51±0.15

4.66±0.16

7.36±0.19

12.13±0.23

16.48±0.29

0.58

1.01

1.98

3.96

6.67

1.00

1.00

1.00

1.00

1.00

0.50

1.00

2.00

4.00

7.00

석에 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137 Cs(Eckert & Ziegler, 20
kBq/g 을 혼합하여 비 방사능이 다른 오염시료를 제작
하였다. 토양의 밀도와 137 Cs) 의 질량, 비방사능은 Table 1과 같다. 오염토양은 고정제를 이용하여 판형 (Plate,
50 cm × 50 cm × 1 cm) 선원으로 제작하였다. 고정
제는 Poly-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PDADMAC, PDDA): Polyacrylic acid(PAA):KCL:NaOH 를
40:6:1:5(wt.%) 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들 물질이 고르
게 섞이도록 혼합물과 같은 양 (wt.%) 의 H2 O을 혼합한 후
오염토양과 1:3(wt.%)의 비율로 섞어 틀에 넣은 후 실온에
서 1주일 동안 건조시켜 판형 선원을 17개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실험을 위하여 판형 선원을 순차적으로 쌓아서 선원
의 비방사능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면서 오염토양이 분포한
깊이가 다른 모의 선원 (RS1-5, Radiation source) 을 제작
하였다 (Fig. 1). 각 선원의 총 비방사능 A와 B는 Table 2
의 Experiment 행과 같다.
모의 선원의 감마스펙트럼 측정을 위해 Fig. 1과 같이
실험장치를 구축하였다. 시스템에 사용한 HPGe 검출기는
상대 효율이 40%이고 Eγ = 0.662 keV에 대한 에너지 분해
능이 0.23 %인 상용검출기(Canberra GC4019)이다. 시스
템의 MCA는 0.366 keV/ch로 교정하였다. 배경 스펙트럼
(Fig. 2.a) 은 선원을 두지 않고 3600초 동안 측정하였다.
RS1 5 선원의 감마스펙트럼 Fig. 2.b – f(적색)는 배경스펙
트럼을 측정한 시간과 같은 시간 동안 각 선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배경 스펙트럼을 제거한 것이다.

2. 전산모사 스펙트럼
본 연구의 측정 실험 결과와 비교할 전산 모사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 및 감마선 등에 노출되는 장치를 설계하거나
성능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Monte Carlo 코드 (MCNPX)
를 사용하였다. 모사과정은 Fig. 3에 요약하였다. 모사에서
선원의 비방사능은 1.00 Bq/g로 하고 실험환경과 동일한

Fig. 2. (Color online) (a) Background spectrum, (b) – (f)
Measured(Red) and simulated(Blue) spectra of radiation
sources using the HPGe Gamma detection system.
기하학적 구조 (Geometry), 검출기의 제원, 토양의 조성을
Input Data에 입력하였다. 감마선과 토양 원소들과의 상
호작용으로 인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모사하기 위해 Tally
F8을 택하여 전산모사를 하였다. 광자 프럭스는 검출기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것만 고려하였다. 모의 선원 RS1-5와
같은 분포를 한 선원의 방사성 특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비방사능이 1.00 Bq/g인 판형 선원 1개를 오염되지 않은
시료토양 판 9개의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리면서 스펙
트럼을 출력하였다. 판형 선원의 깊이가 다른 모의 선원
스펙트럼 각각에서 전 에너지 봉우리와 콤프턴 연속 영역이
기여하는 정도를 계산 하였다. 계산된 전 에너지 봉우리와
콤프턴 연속 영역의 기여 분율 ff k 과 fck 는 Table 3과 같다.
모사 스펙트럼 Fig. 2.b – f (청색)은 실험에 사용한 모의
선원에서 위치가 다른 각 판의 비방사능과 같은 비율로 총
방사능 (1.00 Bq/g) 에 기여하도록 얻었다. 계산에 고려한
각 모의선원의 총 비방사능 A와 β 는 Table 2의 calculation
행과 같다.

IV. 결과 및 분석
HPGe 검출기로 측정한 각 모의 선원 RSn의 측정 비방
사능 AExp 와 스펙트럼의 전 에너지 봉우리 계수율 CF , 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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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ribution fraction by plate source layer.
Plate source
layer k
1
2
3
4
5

ff k (%)

fck (%)

15.76
14.02
12.49
11.24
10.04

11.60
11.50
11.20
10.88
10.30

Plate source
layer k
6
7
8
9
10

Fig. 3. Overview on main steps of MCNP simulation.
프턴 연속 영역의 계수율 CC , 그리고 계수율의 비 Qm 는
Table 4와 같다. 전 에너지 봉우리 계수 CF 는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을 반영하여 0.658≤Eγ ≤0.667 MeV의 범위
에서 실시 하였다. 콤프턴 연속 영역의 계수 CC 는 자연
핵종의 영향이 가장 적은 0.381≤Eγ ≤0.410 MeV 에너지
영역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산모사한 CF 와 CC , QC
는 Table 5와 같다.
측정 Qm 은 β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전사모사 QC
는 β 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선원의 비방
사능이 β 에 따라 증가하도록 제작하였지만 전산모사에서는
비방사능이 일정한 것으로 입력하고 모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산모사에서 측정시스템의 기하인자가 각도 의존
성이 무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측정 시스템은 각도
의존성이 있는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생각된다.
측정 스펙트럼과 전산모사 스펙트럼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판형 선원의 비방사능을 반영하여 계수율의 비
Q의 실험 결과와 모사 결과의 비인 보정 인자 fc
QCal
fc =
Qm

(4)

ff k (%)

fck (%)

8.97
8.03
7.19
6.44
5.82

9.80
9.38
8.89
8.46
7.99

Fig. 4. (Color online) Comparison of measurement and
MCNP simulation analysis results.
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QCal 는 각 판의 비방사능 Ak 와
전 에너지 봉우리의 기여 분율 ff k , 콤프턴 연속 영역 기여
분율 fck (Table 3) 을 반영하여
∑k
QCal = ∑n=1
k
n=1

An × f f n
An × fcn

(5)

으로 계산하였다. 식 (5) 로 계산한 보정 인자 fc 와 Qm
을 보정한 QmC 는 Table 6에 있다. 각기 다른 β 에 대해
보정된 QmC 와 QC 는 각각 0.30 – 1.24%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5개의 실험값에 대한 상대오차의 전체 평균은
0.7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β 와 QmC 그리고 QC 의
관계 그래프는 Fig. 4와 같다. 그래프는 각각

β = exp(−4.61QmC + 12.18)

(6)

β = exp(−4.37QC + 11.70)

(7)

의 관계임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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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al activity, counts and their ratio of radiation sources.
Radiation source RSn
Experimental activity AExp (Bq/g)
Counts
Full energy peak CF
(cps)
Compton continuum CC
Experimental Qm

RS1
3.43±0.17
2.46±0.01
0.89±0.03
2.76±0.03

RS2
3.97±0.20
2.88±0.04
0.95±0.02
3.03±0.03

RS3
4.92±0.25
3.55±0.03
1.12±0.01
3.17±0.01

RS4
6.26±0.31
4.50±0.02
1.35±0.06
3.33±0.04

RS5
7.41±0.37
5.34±0.04
1.66±0.02
3.22±0.02

RS3
1.00
1.99E-4
7.90E-5
2.52

RS4
1.00
1.80E-4
7.63E-5
2.36

RS5
1.00
1.64E-4
7.35E-5
2.23

Table 5. MCNP simulated counts and their ratio of radiation sources.

Counts
(cps)

Radiation source RSn
Activity ACal (Bq/g)
Full energy peak CF
Compton continuum CC
Calculated QC

RS1
1.00
2.20E-4
7.97E-5
2.76

RS2
1.00
2.13E-4
7.89E-5
2.70

Table 6. Correction factor and Corrected ratio of radiation sources.
Radiation source RSn
Correction factor fc
Corrected QmC

RS1
1.00
2.76±0.03

RS2
0.88
2.67±0.02

V. 결 론

RS3
0.79
2.50±0.01

RS4
0.70
2.33±0.03

RS5
0.69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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