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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Ⅰ. 제  목

   중성자방사화분석 융복합 응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냉중성자를 이용하는 즉발감마선방사화분석 장치(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PGAA), 중성자깊이분포측정 장치(Neutron Depth Profiling, 

NDP) 및 즉발감마선영상 장치(Prompt Gamma Imaging, PGI)를 개선하고 분석법

을 확립함을 통하여 기존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과 융합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 보건, 문화재, 표준물 인증 등의 분야에 응용 가능한 분석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중성자방사화분석 융합 분석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냉중성자 PGAA 분석 기술 개발

  PGAA용 반동시계수 검출 장치 구축을 통한 계측 환경 개선

  Chopped beam을 이용한 Time-of-Flight(TOF)-PGAA 시스템 개발

  TOF-PGAA 시스템을 이용한 단반감기 핵종분석법 개발

 2. NDP 분석 기술 개발 

  Conventional 및 TOF-NDP 장치의 깊이분해능 평가 및 분광계통 개선

  NDP를 이용한 B, Li, O, N 등 주요원소에 대한 검출 한계 및 깊이 분해능평가

  NDP에 의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물질근표면의 주요원소깊이분포 분석절차 확립 

 3. PGI 분석 기술 개발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념 최적 설계를 위한 몬테카를로 전산모사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념 설계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제작 및 영상화 알고리듬 개발 

    

 4. 열/냉중성자 중성자방사화분석 융합 응용기술 개발 

   냉중성자 PGAA의 표준물 인증을 위한 적용성 평가

   NAA에 의한 고고학시료중의 희토류 검출 민감도 평가 

   NAA를 적용한 국내 석조 문화재의 산지 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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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과 치매환자의 혈청성분원소와 혈압, 혈당과의 관계평가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1. 냉중성자 PGAA 분석 기술 개발 

   PGAA 분광계를 구성하고 CG2B의 중성자속(3x108 n/cm2s)과 평균파장(4.4 

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반동시 계수법 개발하여 백그라운드를 1/10 이하로 저

감하였음. 또한 CN-NIPS(Neutron Induced Pair Spectrometer) 장치의 pair 

spectrometer 개발을 완료하였다.

   6LiF 중성자 단속재와 Al 6061의 구조재를 사용하여 최대 1800 rpm까지 변속

이 가능한 disk chopper를 제작, 설치하였음. TOF-PGAA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Disk Chopper의 회전수에 따라 펄스 빔의 시간 분포가 달라지며, 600 rpm일 경

우에 약 20 msec의 빔 폭을 갖음

   TOF-PGAA 시스템을 이용한 분광계 검출하한을 평가하고 Cyclic NAA를 적

용한 단 반감기 핵종분석기법을 개발함 

 2. 근표면 NDP 분석 기술 개발 

 

   NDP 장치의 노이즈 및 백그라운드 감마선 억제를 통해 에너지 분해능과 저에

너지 영역의 검출한계를 개선함. Si wafer 내 10B에서 방출되는 즉발하전입자의 

깊이 분해능을 평가(37 nm)하고 TOF NDP 측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로 구성하

고 분광 계통을 설계함 

   NIST SRM-2137를 NDP로 분석하여 얻어진  10B의 면적밀도(1.047×1015 

atoms/cm2)와 NIST의 10B 면적밀도에 대한 보증값과의 차이는 2.8%이었음. NDP 

장치의 검출하한은 외국의 장치와 비교하였을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타분석법

과의 검출하한을 비교하였을 때 AES, XRD, RBS, XRF 등의 기술보다 우수하나, 

SIMS법보다는 낮은 민감도를 보임 

    

   NDP에 의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물질근표면의 주요원소깊이분포 분석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TOF-NDP 분광계를 구성하고 측정능력을 평가함 

 3. PGI 장치 개발

   PGI 장치의 최적 설계를 위해 단일검출기 PGI 개념 설계도를 기본으로 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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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을 시뮬레이션함. 또한  B, Cd, Sm, Gd과 같은 원소들에 대한 측정하한 값

을 예측, 평가함

   

   PGI 장치의 개념 설계를 위해 Multi ring PET과 triple head gamma camera

에서 활용되는 검출 센서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고려한 감마선 영상 개념도를 

개발함. 또한 MCNP/GEANT 1차원 위치감응 모사를 통해 S, Ca, N, Hg에 대한, 

감마선 생성 yield를 열중성자 106 당 두 개의 검출기에 동시 검출되는 감마선의 

수로 평가함

    

   PGI 장치 제작 및 영상화 알고리듬 개발을 통한 냉중성자 PGI 영상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MCNP/GEANT를 이용한 2차원 감응 모사를 수행.

 4. 열/냉중성자 중성자방사화분석 융합 응용기술 개발 

   

   PGAA의 표준물 인증을 위한 적용성 평가를 위해 냉중성자 PGAA의 정량을 

위한 측정절차를 확립하고 10여종의 원소를 정량하였으며 표준물의 인증값과의 

비교를 통해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10%이내이었음

    

   고고학시료중의 희토류에 대한 복합 NAA 분석을 위해 냉중성자 PGAA 이용

하여 주성분인 Si과 B, Cd, Cl와 희토류인 Gd, Sm의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표준

물질인 NIST SRM 1646a-Esturine Sediment를 분석한 결과, 정확도 15% 이내를 

보임. 또한 기기중성자방사화분석으로 주성분 및 Ce, Dy, Eu, La, Lu, Nd, Sc, 

Sm과 같은 희토류 원소의 정량이 가능하였음

   국내 석조 문화재의 산지 추정 연구를 위하여 38종의 시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으며 NIST SRM 2711-Montana Soil에 의한 분석품질 관리 수행함. 측정된 데

이터를 주성분 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자연과학적 산지 분류 기

법을 확립함 

     

   일반인과 치매환자의 혈액 수집 및 혈청을 분리하고 동결건조하여 시료를 준

비하고 주요 관심원소인 Ca, Na, Fe, Se, Zn를 정량 분석하였으며 혈청성분원소

와 혈압, 혈당과의 보건학적 상관성을 평가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1. 국가 대형 연구 시설의 효율적 운영

  1) ‘하나로’ 이용시설 활용 극대화와 기간투자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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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 및 수용도 증진

  3) 방사선 융합 기술의 산업기여를 통한 국가 산업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2. 비파괴 미량 분석과학 분야

  1) Bulk 시료중의 비파괴 분석 기술로 ICP-OES, ICP-MS, ID-MS 등과의 상호  

     보완분석법

  2) ESCA, SIMS, XRF, PIXE와 같은 다른 비파괴 표면 분석법과의 비교분석법

  3) 표준물 인증 및 개발을 위한 최상위 분석법

   

 3. 산업재료의 품질보증 및 관리 분야

  1) 산업체에 공인 시험 성적서 제공

  2) 고순도 반도체 재료의 품질관리

  3) 차세대 에너지 소재(이차전지, 연료전지 등)의 개발 및 연구

 4. 보건, 환경, 문화재 응용연구 분야

  1) 필수영양원소 정량으로 혈청, 식품, 생체시료 등의 보건, 영양학적 연구

  2) 유해원소 모니터링을 통한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환경관리 연구 

  3) 희토류 분석의 강점을 살린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분류기법 정립 연구

  4) 문화재의 비파괴 구조분석을 통한 보존과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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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Converged and Integrated Application Technologies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system and to establish 

analytical method for PGAA, neutron depth profile and prompt gamma imaging 

using cold neutron activation facility, and to develop utilization technologies in 

the fields of semiconductor, battery, fuel cell, human health, cultural assets and 

reference materials with pre-established 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activation of convergency researches 

and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 and for the enhancement 

of human health and welfare as a fundamental analytical technique. In order to 

do that, the final goals of this project were the establishment of analytical 

system for the cold neutron PGAA/NDP, the implementation of PGI 

measurement basis and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ologies using 

integrat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with thermal and cold neutron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cold neutron 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technique

  Enhancement of measuring environmen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multi anti-coincidence counting system for PGAA

  Development of Time-of-Flight(TOF)-PGAA system using chopped beam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short-lived nuclides using 

    TOF-PGAA 

 2. Development of analytical technique using Neutron Depth Profile system 

  Enhancement of NDP system and evaluation of depth profile resolution     

     for conventional and TOF-NDP 

  Evaluation of detection limit and resolution for B, Li, O, N by NDP

  Establishment of analytical protocol for semiconductor and secondary        

     battery using 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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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velopment of prompt gamma imaging instrument

  Monte Carlo simulation of an optimum conceptual design for a prompt      

      gamma imaging instrument

  Conceptual design for a prompt gamma imaging instrument

  Manufacturing of a prompt gamma imaging instrument and development of  

      imaging algorithm

 

4.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ologies using integrat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reference materials using cold neutron PGAA

   Evaluation of detection sensitivity for archaeological samples using NAA 

   Provenance study for domestic stone cultural heritage using NA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elements in serum and blood pressure and  

   blood sugar from normal person and dementia patients 

Ⅳ. Result of Project

 1. Development of cold neutron 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technique 

   Prompt gamma spectroscopy system was implemented and neutron flux 

(3x108 n/cm2s) and mean wavelength (4.4 Å) of CG2B was measured. 

Background level was reduced to 1/10 by the development of anti-coincidence 

counting technique. In addition, establishment of CN-NIPS pair spectrometer 

was completed

   Disc chopper was implemented using 6LiF neutron chopper and Al 6061 

material, of which speed can be controlled upto 1800 rpm. As a result of 

TOF-PGAA performance test, time distribution of pulsed beam according to 

the rotation speed of disk chopper and the beam width was about 20 msec at 

600 rpm 

   Detection limit was evaluated using TOF-PGAA system and analytical 

technique for short lived nuclides is developed using cyclic NAA 

 2. Development of analytical technique using Neutron Depth Profile system  

 

   Energy resolution and detection limit in the low energy regio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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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by the reduction of noise of NDP system and of background 

gamma-rays. Depth resolution of charged particles emitted promptly from 10B 

in a Si wafer was evaluated to be 37 nm and spectroscopy system and circuit 

composition for Time-of-Flight NDP system was designed.

   Area density of 10B in NIST SRM-2137 was analyzed to be 1.047×1015 

atoms/cm2 using KAERI-NDP system and the difference of certified value of 

NIST was 2.8%. When compared to international NDP facility, detection limit 

of KAERI-NDP is placed in the middle level. When compared to detection 

limit of other analytical techniques, NDP is higher sensitivity than AES, XRD, 

RBS, XRF, however, is less sensitive than SIMS 

    

   In order to set up an analytical protocol for the analysis of semiconductor 

and secondary battery applying NDP technique, a TOF-NDP spectrometer 

system was composed and measurement capability was examined

 3. Development of prompt gamma imaging instrument

   For the optimum conceptual design of prompt gamma imaging instrument, 

simulation of prompt gamma-rays for Cl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PGI 

concept with a single detector. In addition, detection limits for B, Cd, Sm, Gm, 

etc. were expected and evaluated

   

   Design concept for prompt gamma imaging was developed, which is similar 

to detection sensor using multi ring PET and triple head gamma camera. In 

addition, gamma-ray yields for S, Ca, N, Hg were evaluated under the 

coincidence detection condition of two detectors by 106 thermal neutrons using 

one dimensional position detecting simulation with MCNP/GEANT code. 

    

   For the realization of cold neutron prompt gamma imaging technology by 

means of manufacturing PGI instrument and developing PGI technology, two 

dimensional simulation with MCNP/GEANT code was executed 

 4.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ologies using integrat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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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the certification of reference materials 

using PGAA, an analytical protocol was established for the quantification of 

PGAA and 10 elements were determined from NIST SRMs. The accuracy of 

PGAA results is within 10% of relative error by the comparison of certified 

values of NIST SRMs

    

   In the determination of rare earth elements in archaeological samples using 

integrated NAA, CN-PGAA can detect Si(one of major element) and B, Cd, 

Cl(sensitive elements of PGAA) and Gd, Sm(rare earth elements). As 

analytical results of NIST SRM 1646a-Esturine Sediment by CN-PGAA, 

relative error is within 15%. In addition, INAA can analyze major elements 

and Ce, Dy, Eu, La, Lu, Nd, Sc, Sm from archaeological samples

   To perform provenance study of domestic stone cultural heritage, 38 

samp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NAA. For analytical quality control, 

NIST SRM 2711-Montana Soil was analyzed as a control material. The 

analyzed data are statistically treat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the provenance classification technique by the approach using natural science 

was established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normal person and dementia patients 

and serum samples were separated from the blood samples and prepared for 

NAA by freeze-drying. Interesting elements such as Ca, Na, Fe, Se, Zn were 

analyzed by NAA. Correlation between elements in serum and blood pressure 

and blood sugar from normal person and dementia patients was evaluat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Effective operation of national huge research facility

  1) Maximization of HANARO facilities'  applications and achievement of        

   basically important investment effect 

  2) Enhancement of advertisement effect to the public with respect to peacefu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public acceptance

  3)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life quality through the          

   contribution to national industry of converged technology using radiation 

 2. Nondestructive analytical technique for trace amount of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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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supplementary technique with chemical methods(ICP-OES, ICP-MS,      

   ID-MS) as an analytical tool for bulk samples 

  2) A referee method with other nondestructive methods like ESCA, SIMS,     

   PIXE

  3) Primary ratio mentod for the certification and production of reference       

    material 

   

 3.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for a variety of industrial samples 

  1) Providing officially recognized result to industrial company 

  2) Quality control of high purity semiconductor material 

  3)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ext generation energy materials

 4. Applications study in the fields of human health, environment, cultural       

   heritage 

  1) Human health and nutrition study by the analysis of serum, food and       

   biological samples 

  2) Environmental management research in air, soil, waste etc., by the analysis  

   and monitoring of hazardous elements

  3)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techniques using natural        

    science by the analysis of rare earth elements in cultural heritage

  4) Study of conservation science by the nondestructive structure analysis for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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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하나로 냉 중성자 방사화 분석시설을 이용한 원소정량(PGAA), 깊이별 

농도분포 측정(NDP) 및 영상화(PGI)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석법을 확립하여 기 확립

된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 보건, 문화재, 표

준물 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응용기술 개발 및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서 국가

산업 발달,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 분석기술로 활용하기 위

하여 냉 중성자 PGAA/NDP 분석 시스템 확립 및 PGI 측정기반 구축과 열/냉 중성

자 방사화 분석 복합 응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목표를 설

정하였다.

 가. 냉 중성자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 기술 개발

 나. 근표면 깊이별 원소분포(Neutron Depth Profile) 측정기술 개발

 다. 즉발 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발

 라. 중성자 방사화 분석 복합 응용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1) 연구로 열/냉 중성자를 이용한 방사화 분석 기술은 미량 성분을 비파괴, 다원

소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광범위한 적용성과 선택성으로 산업재료, 환

경, 인체보건, 고고학, 표준물인증 등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2) 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 2012년 3월에 구축되는 냉 중성자 방사화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냉 중성자에 기반한 방사화 분석기술 확보하고 IT(반도체 박막), 

ET(Li이온 전지, 연료전지), CT(고고학) 등의 분야와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을 위한 국가의 미래 과학 기술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기술(PGAA)에 냉 중성자를 이용하면 반응단면적이 열

중성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져 원소별 분석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 2 -

다중 감마분광 시스템을 구축하면 특성 원소에 대한 최대측정능력을 구현 할 

수 있음. 

  (4) 냉 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하여 방출되는 하전입자를 측정하여 박막시료 표면에

서의 깊이별 원소분포를 알 수 있는 neutron depth profile 기술 개발과 고도화

를 통해 산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 현재 선진국에서 냉 중성자 NDP는 표

면 정량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SIMS의 일차 교정법으로서 반도체, 

박막, 폴리머, 리튬이온배터리, 포토닉스, 방사선에 의한 재료 손상, 핵융합로

의 1차벽에서의 He 분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성이 있음.

  (5) 즉발감마선 영상화(PGI)연구 분야는 시료중의 원소별 농도 분포를 3차원적으

로 가시화 할 수 있는 기술로서 바이오 및 고고학 분야에 활용성이 높아 헝가

리, IKI에서 냉 중성자 PGI의 설치 및 장치 개선을 통한 철제 고대 유물 및 생

체원소 분포 가시화 연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영상화 기술과의 상호보완

기술로서 향후 활용성이 기대됨.

 나. 경제적 측면 : 

  (1) 현재 국내, 외 산업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보증(QA/QC)에 대한 요구는 필

수사항이 되었으며, 국가간 상호인증(MRA)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의 해소를 

통해 국제 경쟁력과 경제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상호인증 제도의 참여국도 증

가 추세임. 

  (2) 세계 대부분의 NAA 시험실에서는 자체연구뿐 아니라 산업체, 대학 및 다른 

연구소에 대한 분석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시험실이 공인 시험실로 인정받

아 자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3) 비파괴 분석법이라는 최대 강점을 이용하여 미국(NIST, USGS), 유럽(IRMM), 캐

나다(NRCC), 일본(NIES)등과 같은 세계적 표준 기관에서 인증 표준 물질(CRM)

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분석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4) 하나로 NAA 시험실은 2001년부터 국제공인시험제도 (KOLAS- ILAC, 산자   

부 기술표준원)를 적용하여 다품목의 산업용 측정분석, 시험검사 지원 기술로  

 활용하고 있음. 

  

 다. 사회·문화적 측면 : 

  (1) 국가 거대시설인 ‘하나로’ 이용시설에 대한 활용 극대화와 기간투자효과의 

달성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 및 이해도와 수용성

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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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및 RI의 생명과학, 산업, 보건, 환경 및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이용은 국

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직. 간접으로 기여되어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민 

이해 및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3) NAA 기술은 비파괴분석의 강점과 함께 희토류 원소에 대한 분석능력이 우수

하여 도자기, 고대 유물 등과 같은 문화재 시료의 분석에 적합하며 고고학 분

야에 적용하여 자연과학적 문화재 분류기법의 확립을 통한 사회문화적인 국민

자긍심을 고취한다. 

  

제 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냉 중성자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 기술 개발 

 가. PGAA용 다중 반동시계수 검출 장치 구축을 통한 계측 환경 개선 

  (1) PGAA 2중 반동시계수법 개발 

  (2) PGAA pair spectrometry 개발

  (3) PGAA 2중 계측용 분석 알고리듬 개발

 나. Chopped beam을 이용한 Time-of-Flight PGAA 시스템 개발    

  (1) 6LiF neutron chopper 제작 및 TOF-PGAA 개발

  (2) TOF-PGAA 성능 평가  

  (3) 지발감마선 제거를 통한 백그라운드 저감 

 다. Time-of-Flight PGAA 시스템을 이용한 단반감기 핵종분석법 개발 

  (1) TOF-PGAA 분광계 검출하한 평가

  (2) Cyclic NAA 분광을 통한 단 반감기 핵종분석기법 개발 

2. 근표면 깊이별 원소분포(Neutron Depth Profile) 측정기술 개발 

 가. Conventional 및 Time-of-Flight NDP 깊이분해능 평가 및 분광계통 개선 

  (1) Conventional NDP 분광 계통 최적화

  (2) Conventional 및 TOF NDP 깊이 분해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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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DP를 이용한 B, Li, O, N 등 주요원소에 대한 검출한계 및 깊이분해능 평가

  (1) 표준물질을 이용한 주요 원소 측정법 검증 

  (2) 주 매질에 의한 Matrix effect 평가

  (3) 타 분석법(SIMS, XPS 등)과의 깊이 분해능 및 검출하한 비교 

 다. NDP에 의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물질근표면의 주요원소깊이분포 분석절차 확  

    립 

  (1) TOF-NDP 분광계 구성

  (2) 반도체 소재의 TOF-NDP 측정능력평가

  (3)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in situ 분석기법 확립

  

3. 즉발 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발 

 가.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념 최적 설계를 위한 몬테카를로 전산모사 

  (1) 단일검출기 PGI 기본개념 설계   

  (2) 주요 원소 검출하한 평가

     

 나.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념 설계 

  (1) 감마선 영상 개념도 개발

  (2) 중성자 포획 및 감마선 생산 모사  

   

 다.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제작 및 영상화 알고리듬 개발 

  (1) CN-PGI 영상화 기술 구현 

  (2)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원형 설계 

  (3) PGI 장치 제작 

4. 중성자 방사화 분석 복합 응용기술 개발 

 가. 냉 중성자 PGAA의 표준물 인증을 위한 적용성 평가 

  (1) 표준물 시료선정 및 준비  

  (2) 원소 분석 및 절차 확립 

  (3) CN-PGAA 정확도 및 불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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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AA에 의한 고고학시료중의 희토류 검출 민감도 평가 

  (1) 고고학적 시료 준비

  (2) NAA에 의한 희토류 분석 민감도 결정

  (3) CN-PGAA 정확도 평가

 다. NAA를 적용한 국내 석조 문화재의 산지 추정 연구 

  (1) 석조 문화재 시료 수집 전처리

  (2) 시료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3) 통계학적 산지추정

 라. 일반인과 치매환자의 혈청성분원소와 혈압, 혈당과의 관계평가 연구 

  (1) 최적 혈청분석 절차 확립

  (2) 실제 혈청 시료 수집 전처리 

  (3) 혈청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4) 보건학적 상관관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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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1. 1962년 TRIGA  Mk-II 연구로가 처음 건설된 후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측장

비의 성능이 낮아  주로 방사화학적인 방법을 병행한 분석기술의 개발 및 이용

이 있었다. 1972년의 TRIGA Mk-III 연구로, 1995년의 HANARO로 이어져 기반구

축이 이루어지고 기초 및 응용연구에 활용하였음.

2. 1970년대에는 즉발감마선 계측법에 의한 붕소 분석법 고찰, 지발중성자 계측에 의한 

U, Th 분석법 고찰, 생물시료의 분석법 개발 및 응용연구, 연대추정 연구 등이 있었

으나 기초적 수준이었다. 하나로에는 2006년 말에 PTS 개선과 함께 DNC 장치가 

설치되어 2007년부터 기초연구와 이용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3. 1980년대에는 우라늄 중 군 분리에 의한 희토류 원소 분석 기술 개발, Zircalloy 중 

불순 성분원소의 분석법 개발(W 차폐체를 이용한 계측), 모발분석에 의한 개인 식

별 연구, Thermal Column을 이용한 고 순도 알루미늄 분석법 개발 등이 있었음.  

4.  1990년대에는 원자력병원과의 공동연구로서 체내 NAA 연구와 INAA에 의한 인체장

기조직의 미량원소 분석연구를 수행하였고, 열외중성자를 이용한 지질시료의 분석

법 개발 및 조사장치 설치, 계측 자료 수집 및 해석의 전산화, 핵종분석 및 방사능 

계측기술 개발, 고 순도 전해동의 중성자 방사화 분석 연구, 환경 무기시료(Coal 

flyash, 대기분진, 토양, Sediment)의 분석법 개발, 환경 생물시료(Pine Needle, Rice, 

Human Milk, Human Hair, Algae)의 분석법 개발, 대기분진시료를 이용한 대기오염 

Monitoring 연구(국제협력연구 포함), 표준 식물시료의 제작에서 방사화 분석에 의한 

중금속 및 미량원소의 정량, ‘하나로’내 방사화 분석 시설(PTS)설치 및 성능/조사

특성시험, 환경표준시료의 Data Intercomparison Study 등을 수행하였음. 

5. 2000년대에는 무인 자동시료 측정 장치의 개발, PGAA 분석법 도입 및 시설개선, 

k0-NAA 정량법의 구축, 표준물 인증을 위한 공동연구, DNAA 시스템 설치, PTS 시

설의 개선 및 재설치, 플라스틱 시료의 분석법 개발, 대기 중 미세먼지 분석을 통한 

방출 오염원 규명연구, KOLAS 인증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인체장기중의 성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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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Duplicate diet를 이용한 식이습관 및 무기영양 성분 분석, 방사화 분석의 불

확도 인자들에 대한 표준 불확도 및 합성 불확도 추정, PGAA 이용 붕소분석법의 

확립, CRM을 이용한 내부 품질관리 기술과 숙련도 시험 참가를 통한 외부 품질관

리, 고 순도 알파 알루미나 소재의 불순물 분석법 개발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

행하였음. 

제 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1. 미국 NIST에서는 열 및 냉 중성자를 이용한 분석기술을 개발, 정립하여 산업재

료, 환경시료, 식품 및 생체시료 등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물질의 인증과 개발을 

통하여 상호측정값에 대한 신뢰성 증진을 위한 측정 소급성을 제공하고 있음.  

NG7 가이드 빔 상에는 냉 중성자 PGAA를, NG1 냉 중성자 가이드 빔 상에 냉 

중성자 NDP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측정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NIST 표준물 인증을 위한 최상위분석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특히 냉중성

자 NDP는 표면 정량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SIMS의 일차 교정법으로

서 반도체, 박막, 폴리머, 리튬이온배터리, 포토닉스, 방사선에 의한 재료 손상, 

핵융합로의 1차벽에서의 He 분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2. 즉발감마선 연구 분야에서 유럽의 여러 연구 기관이 협동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IKI의 가이드 빔에는 냉중성자 PGAA, 

CNIPS(Cold Neutron Induced Pair Spectrometer)가 운영되고 있으며, 바이오 및 

고고학 분야에 활용성이 높은 냉 중성자 PGI를 활용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3. 네덜란드의 Interfaculty Reactor Institute에서는 NAA기술을 사용한 세계최초의 

공인시험실로서 연구 개발된 분석법을 바탕으로 확립된 분석품질관리체계를 활

용한 대외 분석 서비스를 통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음. 

4. 캐나다의 Dalhousie University에서는 SLOWPOKE-2 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INAA, 

RNAA, Cyclic NAA 기술을 적용하여 표준물질의 인증, 인체보건 분야 등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학적 분리기술과 접목하여 유해원소의 

speciation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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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JAEA에서는 열 및 냉 중성자를 이용한 PGAA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 고고학, 지질, 생물, 우주물질 연구 등의 다양한 

응용연구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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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절 냉 중성자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 기술 개발

 1. PGAA용 다중 반동시계수 검출 장치 구축을 통한 계측 환경 개선

  가. 즉발감마선 분광계 구성 

    하나로 냉 중성자빔을 이용한 즉발감마선 분광계를 구성하고 빔특성을 측정하

였다. 그림 1과 같이 즉발감마선 분광계는 CN-PGAA (Cold Neutron - 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와 CN-NIPS (Cold Neutron - Neutron Induced 

Prompt-gamma Spectrometer) 두 기로 구성되며 모두 CG2B 냉중성자 빔라인 말

단으로부터 연장된 빔 경로상에 위치한다. 장치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

지 23개월동안 진행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과제책임자 선광민)으로 개발하였

고 본 과제를 통하여 장치의 안정화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발감마선 분광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독립적인 사용을 위해 CONAS 벙커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전실을 CN-NDP, 후실을 즉발감마선 분광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당하였다. CG2B 말단에는 TOF (Time Of Flight) PGAA를 위한 판형단

속기(板型斷 器, disk chopper)가 위치한다. 그로부터 1000 mm 길이의 테플론 관

( ) 이후에, CN-PGAA 분광계가 설치되었고, 이후 800 mm 길이의 테플론 관이 

설치되고 CN-NIPS 분광계가 직렬 배치되었다. 그 후에는 600 mm 길이의 테플론 

관이 빔 덤프까지 이어진다. 

          

그림 1. 냉중성자방사화스테이션 내의 즉발감마선 측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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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G2B 가이드 빔의 특성 실험 

    CG2B 가이드 말단에의 금(Au) 방사화방법을 이용하여 2차원 중성자속 분포를 

결정하고, 비행시간법(TOF: Time Of Flight)을 이용하여 중성자 스펙트럼을 결정

하였다. 중성자속 공간 분포 측정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CG2B 가이드 말단의 

알루미늄 윈도우에 약 5 mg 전후의 질량을 갖는 금박(gold foil)을 붙이고 8시간 

방사화 후, 방사화된 Au-197로부터 방출되는 411 keV 감마선을 측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중성자속의 공간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가로 50 

mm x 세로 95 mm의 크기를 갖는 단면상에서 실중성자속(real flux, true 

integrated neutron flux)의 최고값은 약 8x108 n/cm2s이고, 디자인 및 전산 모사의 

결과에 따라 단면 전체적으로 균일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갖는다. 실제로 사용할 빔 단면적이 위와는 다르게 

약 20 mm x 20 mm이므로 CG2B 가이드 말단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측정 이후, 

가이드 말단에서 약 200 mm 전단에 빔커터와 퀵셔터(quick shutter)를 장착하고 

가이드 말단에는 재차 빔커터를 삽입하였다. 빔커터는 Li-6가 95%로 농축된 

Li2CO3 분말을 압축시켜 성형하였다. 빔커터의 두께는 약 50 mm이었다. 그림 4는 

퀵셔터, 그림 5는 퀵셔터 전단의 빔커터, 그림 6은 가이드말단의 빔 커터이다. 이

와 같은 일련의 가이드 수정이후에 PGAA 시료함 위치에서의 중성자속 분포를 역

시 금 방사화법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7는 금박 부착 모습을, 그림 8는 중성자속

의 분포 결정 결과이다. 중성자속의 최고치는 약 3x108 n/cm2s이였다. 가이드 수정 

전에 비해 약 40% 수준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CG2B 가이드 말단에 금박을

부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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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G2B 가이드 말단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그림 4. CG2B 가이드 퀵셔터의 

모습. 공압 및 자석으로 셔터 작

동. 빔단속 물질은 농축 6Li2CO3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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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6Li2CO3 분말로 성형하

여 제작한 CG2B 퀵셔터 전단의 

빔커터

 
그림 6. 6Li2CO3 분말로 성형

하여 제작한 CG2B 가이드 말

단의 빔 커터. 알루미늄 케이

스에 넣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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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GAA 시료 위치에 부착한 금박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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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GAA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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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ime of Flight 법을 이용한 중성자 특성 측정

    그림 9와 같이 비행시간법을 이용하여 CG2B 말단에서의 중성자빔의 파장 분포

를 결정하였다. CG2B 말단에 위치시킨 판형단속기로부터 검출기까지의 거리는 

320 cm이고, 중성자검출기에 연결된 MCS(Multi Channel Scaler)의 pass number는 

160 ns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판형단속기를 통과한 중성자가 검출기에 도달한 시

간을 중성자 파장으로 변환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비행시간법으로 결정한 중

성자 파장 분포와 온도가 30K에서 열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중성자빔의 분포, 즉 

맥스웰 파장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분포의 최빈치는 약 4 이고, 평균 파

장은 4.4  정도이다. 

그림 9. 중성자빔의 파장 분포 비행시간측정법(TOF)을 위한 판형단속기 

및 중성자검출기 배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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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G2B 가이드 말단에서의 중성자 파장 분포. ( )는 측정치, 

붉은 실선은 측정치를 Savitzky-Golay 법으로 smoothing한 결과. 푸른 

실선은 T=30K에 대하여 열적평형상태에 있는 중성자의 파장 분포

  라. CN-PGAA 반동시계수법 개발

    CN-PGAA 즉발감마선 분광계를 구성하고 그 계측 특성을 분석하였다. 중성자 

포획 후 생성되는 불안정한 여기핵은 매우 짧은 시간(<10-14 s)내에 기저상태의 안

정핵 또는 방사화핵종으로 천이하면서 즉발감마선을 방출하는데, 표적핵의 에너

지 준위가 허용하는 감마선을 모두 방출하므로 감마선의 개수가 수 백개에 이르

고 이에 따른 백그라운드가 매우 높다. 따라서 감마선을 선별하여 측정하거나 백

그라운드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핵종의 분석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분 연구에서는 CN-PGAA의 경우, 그림 11과 같이 컴프턴 산란에 의한 백그라운드

를 줄이기 위하여 주검출기와 부검출기 조합으로 이루어진 컴프턴 억제 분광계를 

구성하였다. 주 검출기로는 40% 상대효율을 갖는 n-type HPGe(Hyper Pure 

Germanium)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부 검출기는 원통형(annular type)의 BGO와 전

방 catcher BGO 섬광체로 구성하였다. 원통형 BGO는 주 검출기로부터 측면 산란

되는 컴프턴 감마를, catcher BGO는 전방 산란되는 컴프턴 감마를 검출함을 통하

여 주 검출기에서 일어나는 컴프턴 사건을 반동시시간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억제할 있도록 하였다. 반동시 분광계는 그림 12과 같이 다양한 NIM 표준 핵계측 

모듈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모듈의 구성도는 그림 13와 같다. 주 검출기인 

HPGe 검출기로부터 에너지 신호를 받아 Preamplifer와 Amplifier를 거쳐 MCB인 2

기의 ASPEC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HPGe 검출기로부터의 시간 신호는 FTA(Fast 

Timing Amplifier), CFD(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 GDG(Gate and Delay 

Generator)를 거쳐 TAC(Time to Analog Converter)의 시작(start) 신호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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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및 catcher BGO 부 검출기로부터의 시간 신호는 FTA, CFD, GDG를 거쳐 

TAC의 멈춤(stop) 신호로 전달한다. TAC에서 생성된 gate 신호는 주 검출기에서 

발생한 컴프턴 사건을 의미하는 신호로서 이를 GDG를 이용하여 HPGe 검출기의 

에너지 신호와의 시간을 일치 시킨 후 반동시법으로 활용하면 스펙트럼 상에서의 

컴프턴 사건, 즉 컴프턴 컨티뉴엄 백그라운드를 낮출 수 있다. 그림 14은 정상 및 

컴프턴 억제모드에서의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컴프턴 억제 모드에서 스펙

트럼 상의 백그라운드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CN-PGAA 즉발감마선 분광계. 40% 상대효율 n-type 

HPGe 검출기, 원통형 및 catcher BGO 검출기 및 납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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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N-PGAA 즉발감마선 분광 모듈 구성

그림 13. CN-PGAA 즉발감마선 분광계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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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빔 백그라운드. 정상 및 컴프턴 억제 모드에서의 스펙트럼 비교

  라. PGAA 2중 계측용 분석 알고리듬 개발

    CN-NIPS 즉발감마선 분광계를 구성하고 그 계측 특성을 분석하였다. 불안정한 

여기핵은 대개 많은 수의 즉발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이러한 감마선은 여기 준위

로부터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천이과정에서 방출된다. 하나의 천이과정에서 방출

되는 감마선들은 대개 시간적으로 거의 동일한 데,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감마선들을 선별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HPGe 검출기

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감마선들을 pair spectrometry 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5는 CG2B 빔라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40% 

n-type HPGe 검출기들이 차폐체에 둘러싸여 있는 CN-NIPS 즉발감마선 분광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HPGe 검출기 앞에는 시료에서 산란되는 중성자를 차폐하

기 위하여 1cm 두께의 6LiF 타일이 놓일 예정이나 현재는 Cd sheet가 놓여 있다. 

Cd sheet는 높은 감마선 생성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LiF 타일로 교

체할 예정이다. 시료함은 Al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양쪽의 검출기가 최소 3 cm까

지 시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양 검출기간 간격은 최소 6 cm까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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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N-NIPS 즉발감마선 분광계의 모습

     Pair spectrometry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림 16과 같이 다양한 NIM 표준 핵계

측 모듈을 이용하여 분광 계통을 구성하였다. 모듈의 구성도는 그림 17과 같다. 

HPGe 검출기로부터 에너지 신호를 받아 Preamplifer와 Amplifier를 거쳐 2기의 

ASPEC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각 HPGe 검출기로부터의 시간 신호는 FTA(Fast 

Timing Amplifier), CFD(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 GDG(Gate and Delay 

Generator)를 거쳐 TAC(Time to Analog Converter)의 시작과 멈춤 신호로 전달된

다. 일련의 테스트가 끝나면 TAC 대신에 Fast coincidence 모듈로 변경하여 사용

할 예정이나 신호 생성 및 timing 등의 적절한 점검을 위하여 현재는 TAC을 동시 

분광을 위한 gate 신호 생성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HPGe 검출기 하나

의 에너지 신호만을 측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두 검출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모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림 18은 Eu-152를 CN-NIPS로 측정한 결과이다. 붉은색은 normal spectrum을, 

푸른색은 동시분광에 의한 pair spectrum을 나타낸다. Pair spectrum상에 344 keV

와 779 keV 감마선들이 선별적으로 측정되었다. 가장 강한 라인인 121 keV와 

1408 keV 라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CFD 모듈의 모드를 differential로 놓고 121 

keV 라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LLD를 설정하였다. 그림 19의 Eu-152의 붕괴도식

에서 살펴보면 1529.9 keV 에너지 준위로부터 1408 keV 라인(γ14)과 121 keV 라

인(γ1)이 연속적으로 천이하면서 동시에 방출되고, 1123.2 keV 에너지 준위로부

터 344 keV 라인(γ3)와 789 keV 라인(γ17)이 동시에 방출된다. 그림 19는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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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와 789 keV 라인을 선별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시분광법에 의해 

원하는 천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선별적으로 측정하면서 백그라운드를 현저히 

줄일 수 있으므로 핵의 구조와 붕괴를 연구하는 핵물리 분야 또는 화학원소 정량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6. CN-NIPS 즉발감마선 분광계용 모듈의 구성 

모습 

그림 17. CN-NIPS 즉발감마선 분광계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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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Eu-152 스펙트럼. 붉은색은 Normal spectrum 푸른색은 pair 

spectrum

그림 19. Eu-152 붕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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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opped beam을 이용한 Time-of-Flight PGAA 시스템 개발 

  가. 연구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냉중성자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장치(KAERI Cold Neutron 

Propt Gamma Activation Analysis, CN-NDP)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CG2B 가이드 

빔라인상에 빔펄스 생성용 Disk Chopper를 제작 설치하였다. 이를 PGAA와 연동

하여 즉발감마선 측정 시 지발 감마선에 의한 백그라운드를 저감하거나(Chopped 

Beam PGAA), 수 msec에 이르는 초단반기 방사능 특성을 가지는 핵종을 분석하

는 용도(Cyclic PGAA)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6LiF neutron chopper 제작 및 TOF-PGAA 개발 

  (1) CN-PGAA와 Disk Chopper 

    CN-PGAA 시스템은 그림 20과 같이 CG2B 냉중성자 가이드 빔 말단에 설치되

어 있다. 본 연차에서는 CG2B 가이드말단과 기존 CN-PGAA Beam Fligh Path 사

이에 Disk Chopper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Disk Chopper의 용도는 연속빔을 단

속하여 펄스화하여 PGAA 시료 위치로 보내는 것으로서, 다양한 Timing Module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간 기법을 활용한 분광계의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20. CONAS bunker와 CN-PGAA를 위한 Disk Chopper의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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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isk Chopper의 설계

   그림 21에서는 6LiF 중성자 단속재가 설치되기 전의 Disk Wheel이다. 구조는 Al 

6061을 이용하였다. 직경은 25 cm, 빔창의 중심은 중심으로부터 10cm 떨어져 있

다. Step motor를 사용하여 회전 좌표를 제어할 수 있으며, 최대 1800 rpm까지 변

속 가능하다.

그림 21. Al으로 만들어진 Disk Chopper Wheel

  (3) Disk Chopper Chamber

   그림 22는 Disk Chopper Chamber와 Flight Path를 조립한 모습니다. 쳄버의 재

질 역시 Al 6061로 제작하였으며, View Port, Vacuum Port, Rotational Signal 

Feedthrough 등을 위한 다양한 포트가 달려있다. CG2B 가이드 말단으로부터 입

사하는 중성자 빔은 일차적으로 3 x 3 cm2의 빔사창을 갖는 6LiF 타일을 이용하

여 자른다. 이후 입사빔은 Disk Chopper Wheel 상의 높이 3 cm, 길이 약 12 cm

의 단속 윈도우를 통하여 단속된다. Disk Chopper의 회전수에 따라 펄스 빔의 시

간 분포가 달라지는데, 600 rpm일 경우에 약, 20 msec의 빔 폭을 갖는다. 매 빔 

단속 시작과 함께, Signal Emitter-Photo Diode Sensor로부터 3V의 논리신호(logic 

signal)가 발생하는데, 이 신호는 Rotational Signal Feedthrough를 통하여 외부로 

추출된다. Chamber내의 진공은 PGAA용 Beam Flight Path의 진공용으로 사용하는 

1000 l/m 용량의 로터리베인 펌프를 함께 약 0.05 mbar 정도로 유지된다. 그림 23

은 챔버와 Beam Flight Path의 단면이다. Beam Flight Path 는 95%로 농축된 

6Li2CO3를 소결하여 제작한 최소 두께 5 mm의 차폐체가 원통형 구조 내부에 부착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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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isk Chopper Chamber와 Beam Flight Path

 

그림 23. Disk Chopper Chamber와 Beam Flight Path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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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 24와 25는 디스크 쵸퍼 쳄버와 PGAA의 개념도와 그 단면도이다. 

 

그림 24. PGAA와 Disk Chopper 

그림 25. PGAA와 Disk Chopper 단면도

 

  (4) Disk Chopper Chamber의 설치

   그림 26과 27은 Disk Chopper를 CONAS 벙커내 CG2B 말단에 설치한 모습이다. 

이후로 PGAA를 위한 Flight Path와 PGAA 시료함 및 PGAA 분광계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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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Disk Chopper 설치 모습

그림 27. CG2B 가이드, Disk Chopper, Flight Path, PGAA 및 NIPS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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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OF-PGAA 성능 평가 

    아래의 그림 28은 설치된 Disk Chopper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

다. Disk Chopper의 반경, 회전수, 빔 윈도우의 크기, 윈도우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8. TOF-PGAA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Ver. 1.0

   아래의 그림 29는 Chopped beam(펄스화된 빔)의 쵸퍼 직후에서의 시간분포와 

시료위치에서의 시간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중성자빔의 속도 분포에 

의한 시료까지의 도달시간의 차이에 의해 시간분포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Chopped beam의 쵸퍼 직후에서와 시료위치에서의 시간분포

(Signal resolving tims is given to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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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 30은 Disk Chopper의 윈도우 크기 변화에 따른 시료 위치에서의 중

성자빔의 시간분포이다. 윈도우의 폭을 3 cm, 12 cm, 20 cm로 늘릴수록 Chopped 

beam의 시간 폭이 증가하여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빔의 시간 분포도 보다 많이 

흩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 Time distribution of the chopped beam at the 

sample position varying the window width

    

    아래의 그림 31은 Disk Chopper의 회전수에 따른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빔의 

시간분포이다. 2 cycle까지만 표시하였으며, 중성자빔의 시간 분포와 cycle간의 시

간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 1200 rpm으로 회전할 경우 cycle간의 간격은 약 100 

msec, 빔시간분포의 폭은 약 20 msec이다. 회전수가 300 rpm일 경우에는 약 40 

msec와 5 msec 정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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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Time distribution of the chopped beam at the sample  

       position varying the rotational speed of the disk chopper  

 

  다. 지발 감마선 제거를 통한 백그라운드 저감

    일반적인 PGAA 스펙트럼은 주변물질로부터 방출되는 자연 방사능에 의한 백그

라운드 감마선과 지발감마선, 즉발감마선의 검출에 의하여 형성된다. 설치된 Disk 

Chopper를 적용하면 아래의 그림 32와 같이 지발 감마선에 의한 3 MeV까지의 간

섭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기술의 분석민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32. Comparison of Delayed, Prompt and Background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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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근표면 깊이별 원소분포 측정기술 개발 

 1. Conventional 및 Time-of-Flight NDP 깊이분해능 평가 및 분광계통 개선 

  가. Conventional NDP 분광 계통 최적화 

    냉 중성자를 이용한 conventional NDP(CN-NDP) 시스템의 전기적 잡음에 의한 

노이즈는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을 저하시키고, 불감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시스템 노이즈를 저감시

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노이즈는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저감시

키는 것은 가능하다. 시스템의 노이즈에 기여하는 요소는 크게 진공계통에 의한 

진동, 전원의 불안전성, 접지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노이즈에 기여하는 요

소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하전입자 검출 계통에서 증폭기의 출

력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하여 주된 노이즈신호의 진동수를 관측하였다. 주

요 진동수는 50, 70, 90, 110 kHz 등으로 high frequency의 노이즈 시그널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들 high frequency의 노이즈 시그널은 전원이나 접지 등의 개선

을 통해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전기 장치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Conventional NDP 시스템 개발시 시스템 노이즈에 기여하는 주된 요소로 파악

되었던 진공 계통에 의한 시스템의 진동(microphonic noise)을 억제하기 위하여 터

보분자펌프의 진동 억제를 위한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설계한 구조물은 아래 그

림 33과 같이 터보분자펌프와 게이트밸브 사이의 벨로우즈(flexible coupling)가 진

공의 힘에 의해 압착되어 펌프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벨로우즈 사이에 끼우

는 형태의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진동 억제 구조물은 가운데는 PA, 상하 부분은 

방진고무 재질이며, 벨로우즈를 늘린 상태에서 양쪽에서 끼워 장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33. 터보분자펌프 진동억제를 위한 베이스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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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전원 및 접지의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하였다. 전원의 문제는 장치 개

발시 배전반에 자동전압안정기(Automatic Voltage Regulator, AVR)를 설치하여 패

턴형 노이즈를 억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장치 노이즈에 기여하는 가장 

큰 요소로 판단된다.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은 기존 실험 시설의 배전반을 그대

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그림 34와 

같이 220V 단상 및 삼상 노이즈 필터를 NIM BIN에 공급되는 파워라인과 시스템

에 공급되는 파워라인에 각각 설치하였다.

 

그림 34. 시스템 전원 노이즈 필터

    시스템의 접지는 검출기 이하 검툴 계통과 같은 전기장비의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준전압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사선 계측에 있어서는 전원 

접지 뿐 아니라 검출기 및 검출계통의 신호 입출력, 고전압 라인의 접지가 정상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NDP 진공함 안쪽면에 구리 테잎을 이용하여 검출기와 

전치증폭기 사이의 피드스루의 BNC 커넥터와 진공함 바디를 완전히 접지하였다. 

그리고, 피드스루의 커넥터들이 진동에 의해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케이블타

이, 절연테잎 등을 이용하여 두 개의 커넥터를 완전히 고정하였다. 또한 전치증폭

기 출력단인 고전압, 에너지, 테스트 라인을 접지선을 이용하여 그림 35와 같이 

시스템 테이블에 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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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NDP 시스템 전치증폭기 출력단 접지

    

    전치증폭기 라인들을 시스템 테이블과 접지만 시킨 상태에서도 노이즈 레벨의 

크기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시스템의 테이블 자체를 깨끗한 접지원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용한 접지원으로 바닥의 배관들(물론 배관에 기계 

동력원이 물려있거나 기계적 진동이 있으면 안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실험동의 

어떤 배관이나 접지를 댈만한 요소들도 깨끗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이즈 레벨

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그림 36과 같이 시스템 테이블을 접지

선을 이용하여 전원 라인에 물린 단상 및 삼상 노이즈 필터에 동시에 연결하였

다.

그림 36. NDP 시스템 바디 접지 (테이블)

 

    Conventional NDP 시스템의 노이즈 저감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 후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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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 출력단의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관측하고, 오실로스코프 상의 낮

은 전압 영역에서 노이즈 레벨 변화를 확인하였다. 노이즈 레벨 측정시 사용한 

검출기는 ORTEC 사의 ion-implanted Si 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검출 계통은 그림 

37과 같이 구성하였다. 분광계통의 고전압 모듈로는 ORTEC 사의 556을, 전치증

폭기는 ORTEC 사의 142B model, 증폭기는 ORTEC 사의 575A model을 사용하였

다. 증폭기의 shaping time은 1.5 μsec 로 설정하였으며, input polarity는 positive

이다. 펄스발생기는 BNC 사의 PB-5 model을 사용하였으며, MCA로는 ORTEC 사

의 EherNIM 921E model을 사용하였다. 증폭기의 증폭률이 100일 때 검출기에 전

압을 인가(50 V)한 경우 노이즈 저감 이전시 노이즈 레벨은 80 ~ 90 mV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노이즈 저감 후에는 동일한 증폭률에서 노이즈 레벨은 아래 그림 38

과 같이 50 ~ 60 mV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7. Conventional NDP 시스템 계측계통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38. 노이즈 저감 작업후 증폭기 출력단에서의 잡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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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tional NDP 시스템은 시료 내 관심 원소가 중성자를 흡수 후 방출하는 하

전입자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중성자빔을 이용하는 장치에서 필

연적으로 생성되는 감마선은 하전입자의 측정 스펙트럼에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적절한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장치 주변의 선량을 증가 시켜 작업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NDP 시스템에 기여하는 감마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G1 유도관 내부에 빔커터를 설치하고, 냉중성자빔 셔터(quick shutter)를 

유도관 중간 지점에 설치하였다. 빔셔터와 유도관 주변은 감마선 차폐를 위한 구조

물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진공함의 빔 입력 포트에 빔시준기를 설치하여 진공

함 내로 입사하는 감마선을 최소화 하였다. 

CG1 유도관 내부에 삽입한 빔커터는 빔의 크기를 줄이고 입사 빔의 형태를 정

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CG1 유도관은 아래 사진과 같이 단면적이 20 × 

150 mm2로 기존의 구조에서는 해당 단면적을 가지는 냉중성자 빔 전체가 진공함의 

알루미늄 윈도우에 입사하여 진공함 주변에 차폐물 설치 후에도 선량이 매우 높아 

장치 주변에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실제 시료 조사에 사용할 정도의 

빔만 남기고 이외의 부분은 가이드 안쪽에서 잘라내어 장치 주변의 선량 감소와 검

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을 억제하기 위해 가이드 내에 삽입할 수 있는 빔커터를 제

작하였다. 빔커터는 borated Polyethylene(BPE, 10B - 5 wt%)과 카드뮴 sheet(두께 1 

mm)로 만들었으며, 그림 39에 사진을 나타내었다. 가로 19 mm, 높이 149 mm, 두

께 45 mm 이며, 중성자 빔은 빔커터 하단에 위치한 직경 15 mm의 홀을 통과하게 

된다. 빔커터는 가이드 말단에서 2 m 깊이에 설치하였고, 설치 지점의 가이드 주변

에 Cd sheet와 납 sheet를 이용하여 차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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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CG1 유도관 말단에 삽입한 냉중성자 빔커터

    NDP 시스템의 냉중성자빔 셔터는 기존의 1차 셔터와 퀵셔터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설치하였다. CG1 유도관의 시작 지점에는 빔을 열고 닫는 1차 셔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CG1 유도관은 3개의 실험팀이 사용하는 관계로 1차 셔터

의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장치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의 퀵셔터는 

그림 40과 같은 형태로, 진공함과 CG1 유도관 사이에 설치하였으며 유도관 말단

의 Al window(thickness = 0.5 mm)에 퀵셔터를 밀착하여 진공을 잡는 방식을 사용

하여 중성자빔이 시료까지 입사하는데 다른 물질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진공함과 퀵셔터를 유도관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리로된 유도관의 

파손 위험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진공함을 유도관 말단의 Al window에 최대한 

밀착하여 설치하였으나, 퀵셔터와 window 사이에서 진공 누설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퀵셔터에 입사하는 중성자빔의 크기가 크고 퀵셔터가 검

출기 주변에 존재하므로, 장치 주변의 선량이 증가하고 감마선 백그라운드 또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 40. KAERI-NDP 시스템 기존 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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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도관 말단에 설치한 기존 퀵셔터를 제거하고, 유도관의 

중간 마디를 해체하여 퀵셔터를 재설치 하였다. 퀵셔터를 새로 설치한 위치는 아

래 그림 41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지점과 같다. 오른쪽 그림은 유도관 쪽에

서 진공함을 바라본 사진으로, CG1 유도관의 말단에서 2 m 지점의 유도관을 해

체하여 진공함 쪽으로 15 mm 이동한 후에, 벌어진 틈에 퀵셔터를 삽입하여 가이

드 단면적 전체를 막도록 하였다.

그림 41. KAERI-NDP 빔셔터 위치 변경 작업 구도

   

    유도관에 설치한 퀵셔터 주변은 중성자빔의 입사면적이 크므로 다른 지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감마 선량이 예상된다. 따라서 빔셔터 주변부에 그림 42와 같이 

두께 10 cm의 스틸 차폐물을 설치하여, 빔셔터 및 유도관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이 

진공함과 빔벙커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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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냉중성자 유도관 빔셔터 주변 차폐물 설치

 

    진공함의 빔 입력 포트에는 진공 유지를 위한 Al window(두께 = 0.3 mm)와  

빔 시준기를 설치하였다. 빔 시준기는 빔의 크기와 형태를 정의하기 위해 제작하

였으며, 구조는 그림 43과 같다. 시준기와 유도관 끝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으나

(중성자가 공기 중을 통과하는 거리를 최소화), 시준기 교체를 위한 공간을 위하

여 10 mm 여유를 두었다. 빔 시준기의 가장 바깥쪽에는 빔커터 시준된 직경 15 

mm의 빔을 한번더 시준하는 Cd sheet가 있으며, aperture의 크기는 다양하게 제

작하였다. 빔 시준기 뒤로는 감마선 차폐를 위한 납 시준기를 파이프 내에 삽입

하였으며,  유도관 말단과 2차 시준기 주변은 납블럭을 이용하여 차폐하였다.

 

그림 43. 냉중성자 빔 시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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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P 시스템의 감마선 저감을 위한 빔커터, 퀵셔터, 빔 시준기 및 납차폐물 설치 

후에 장치 주변의 선량을 측정하였다. 선량률 측정 지점은 그림 44와 같다. 감마

선과 중성자 선량률 측정을 위한 텔레텍터 및 서베이미터의 재원은 표 1과 같으

며, 사진을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유도관에 설치한 퀵셔터를 close한 경우와 

open한 경우에 대해 선량률을 측정하였으며, 빔 시준기는 직경 3 mm의 Cd sheet

를 장착한 상태이다. 선량률 측정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① : 빔벙커 입구 ② : PGAA, NIPS 장치 주변

  ③ : NDP beam stopper 뒤쪽 ④ : NDP 챔버 측면 (작업공간)

  ⑤ : NDP beam stopper 앞쪽 ⑥ : CG1 가이드 벽

  ⑦ : NDP 챔버 내부 ⑧ : 빔셔터위치 (빔벙커 바깥쪽 벽면)

그림 44. KAERI-NDP 시스템 장치 주변 선량 측정 지점

표 1. 텔레텍터 및 서베이미터 상세사양

 Gamma-ray surveymeter Neutron surveymeter

모델
Automess   teletector , 

model: 6150AD   5/H

NRC(Nuclear   Research 
Corporation), 

Model : NP-2   model
측정 
영역

1 μSv/hr ~ 1000 mSv/hr 0.1 ~ 2000 mre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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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성자 및 감마선 선량 측정을 위한 텔레텍터, 서베이미터

표 2. 선량 측정 지점에서 감마선 및 중성자 선량률 측정 결과

Position

Beam shutter close Beam shutter open

Gamma dose
[μSv/hr]

Neutron dose
[μSv/hr]

Gamma dose
[μSv/hr]

Neutron dose
[μSv/hr]

① 0 0 0 0

② 0 0 0 0

③ 0 0 0 0

④ 0 0 4 0

⑤ 0 0 19.5 1

⑥ 13 0 3.5 0

⑦ 0 0 32 1

⑧ 4 0 4 1

    중요한 지점은 작업공간인 ④번으로 빔셔터를 close한 상태에서는 감마, 중성자 

선량률이 모두 0으로 측정되었다. Beam stopper 바로 앞(⑤)과 챔버 내부(⑦)에서

는 빔경로에 대해서는 각각 11 μSv/hr, 35 μSv/hr이지만 선량계의 probe 위치를 

약간만 벗어나도 선량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성자 빔 그

리고 빔셔터 및 콜리메이터 등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매우 narrow하게 챔버를 통

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빔셔터를 open 한 경우에도 양상은 비슷하며, 빔 

통과 경로에서의 선량은 높으나 작업 공간에서의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 Conventional 및 TOF NDP 깊이 분해능 평가

   Conventional NDP 시스템의 노이즈 및 감마선 백그라운드 저감 작업을 통한 분

광 계통의 최적화 후 하전입자 측정 성능을 평가하였다. 측정 성능 평가에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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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Am-241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평가

하였다. 

    검출기에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노이즈 레벨 확인

    241Am 선원의 5.486 MeV 알파선에 대한 검출 분해능 확인

    하전입자 측정 중 불감시간 확인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선원은 Eckert & Ziegler 사의  Am-241 동위원소이

며, 방사능은 3.448 kBq과 같다(2012. 6. 15 기준). 검출기는 ORTEC 사의 

ion-implanted Si 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검출기의 active area는 150 mm2이다. 

검출기 전단에는 두께 5 mm의 구리 시준기를 설치하여 검출기로 향하는 하전입

자의 입체각을 정의하였다. 검출계통으로는 고전압 인가 모듈(556), 전치증폭기

(142B), 증폭기(575A), MCA(927)을 사용하였다. 검출기와 선원의 배치는 아래 사진

과 같다. 검출기와 선원과의 거리는 4.5 cm 이며, Am-241 선원은 테플론 테잎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그림 46). 실험 중 진공함의 진공도는 5 × 10-6 mbar를 유

지하였다. 검출 계통 및 검출기의 노이즈 억제를 위한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며, 

진공함 및 전치증폭기 라인 접지, 진공펌프의 진동 차단 등은 기존의 가장 좋은 

결과(noise level이 가장 낮은)를 나타낸 방법을 따랐다.

그림 46. 알파선 방출 동위원소 측정을 위한 방사선원 및 검출기 배치

    Si 검출기의 작동 전압인 50 V를 인가하였을 때, 증폭기의 출력신호를 오실로

스코프로 입력하여 노이즈 레벨을 관측하였다. 증폭기의 증폭률은 76.1로 설정하

였으며, 스펙트럼 상의 1 채널이 1 keV에 대응되도록 하였다. 오실로스코프로 측



- 41 -

정한 노이즈 레벨은 30 ~ 40 mV 로 종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Am-241 선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2 시간 동안 측정하여 Si 검출기의 분해능을 

결정하였다. 측정 스펙트럼은 그림 47과 같다.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알파

선 피크 영역을 확대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5.486 MeV 알파선 피크의 반치폭은 

14 keV이며, 이 값은 Si 검출기 제조사의 warranty 값과 일치한다. 측정 중 불감

시간은 0.07% 이다. Am-241 알파 선원의 5.486 MeV 주변에 위치한 5.446 MeV, 

5.388 MeV 알파선 피크가 확연히 구분되었으며, 불감시간은 무시할 수준으로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DP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검출기의 에너지 분

해능이 제조사에서 보증한 값과 일치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아, NDP 시스템의 최

적화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7. Am-241의 알파선 에너지 스펙트럼

     Conventional NDP 시스템의 감마선 백그라운드 저감을 위한 개선 작업의 효과

와 최적화된 깊이 분해능 값의 확인을 위하여 SRM 시료에 냉중성자빔을 입사하

고 방출되는 즉발하전입자를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한 표준물질 SRM-2137은 

silicon wafer에 B-10을 ion-implantation 방법으로 주입시킨 시료이며, B-10은 중

성자를 흡수하여 1472 keV, 1776 keV의 알파입자와 840 keV, 1013 keV 에너지의 

Li-7 이온을 방출한다. 시료는 정사각형 형태로 가로 10 mm, 세로 10 mm 크기이

다. SRM-2137 시료는 그림 48과 같이 시료 홀더(Teflon)에 Teflon 테이프를 이용

하여 부착하였으며, 빔 입사 방향을 바라보도록 설치하였다. 검출기는 시료에 대

해 45°각도로 설치하였으며, 검출기와 시료간의 거리는 6 cm 이다. 검출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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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경 10 mm의 Cu 시준기를 장착하였다. 직경 5 mm의 빔시준기를 이용하여 

중성자빔은 직경 5 mm의 원의 형태로 시료에 입사하게 된다.

 

그림 48. NDP 시스템 깊이분해능 측정을 위한 시료 준비 및 설치 사진

SRM-2137 시료의 즉발하전입자 측정 스펙트럼은 그림 49와 같다. 비교를 위하여 

노이즈 저감 및 감마선 백그라운드 억제 이전의 측정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붉은색 선으로 나타낸 스펙트럼은 저감 후의 결과이며, 이전의 결과는 에너

지 스펙트럼은 검은색 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비교를 위하여 1472 keV 알파 

입자의 가장 높은 계수율에 대해 이전 측정 결과를 본 측정 결과에 대해 normalize

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의 측정결과에서 스펙트럼의 high exponential 

감마 백그라운드가 최적화 이후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

이즈 저감 등의 작업으로 개선된 검출 분해능으로 인해 좌우로 퍼져있던 알파선 피

크의 폭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경우와 같이 최적화된 분광계통을 

이용하면 즉발하전입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에너지 퍼짐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고

려 작업 없이 깊이 분포로 변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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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SRM-2137 시료의 NDP 스펙트럼

    Conventional NDP 시스템의 깊이 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J. P. 

Biersack(1978)와 J. Cervena(1981)의 논문에 따르면 중성자를 흡수한 동위원소가 

하전입자를 방출하는 그림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검출기가 시료 

표면의 normal에 대하여 θ의 각도에 위치할 때, 관심원소의 깊이 x는 아래와 같

이 쓸 수 있다.

x = s∙ cosθ

    방출된 하전입자의 stopping power를 S라 하면, 이동거리 s 동안 하전입자의 

energy loss, ΔE = s∙ S와 같으므로, 깊이 x는 다음과 같다.

x =
ΔE ∙ cosθ

S

그림 50. Conventional NDP 시스템의 빔 조사방향과 깊이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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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깊이분해능 Δx는 결국 분석하고자 하는 깊이 x의 uncertainty와 같으므

로, 이는 결국 energy loss ΔE의 uncertainty로 기술할 수 있다. 즉, 

ΔE의 uncertainty → x의 uncertainty = Δx

   ΔE의 uncertainty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앞서 하전입자 에너지 스펙트럼의 

energy broadening에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energy loss straggling, detector 

resolution, acceptance angle(geometrical effect), multiple angle scattering 이 있

다. 

     - energy loss straggling, δx str

     - multiple angle scattering, δx scatt

     - uncertainty of angle, δx acceptance

     - uncertainty by detector resolution, δx det

  여기서 detector의 FWHM이 ΔE det
일때, 이를 깊이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δx det =
δE det∙ cosθ

S

     본 경우에 SRM 표준물질 측정 실험에 대하며 NDP 장치의 깊이 분해능을 계

산하면 다음과 같다. SRM-2137의 경우 시료의 두께가 매우 thin하므로(0.4 μm) 

위의 네 효과 중에 δx det
이 dominant하다. 깊이 분해능 계산에 δx det

만을 고려

하면, 시료표면의 normal과 검출기간의 각도 θ가 커질수록 δx det는 감소한다(반

면 δx scatt는 증가). 시료의 두께가 얇고 θ=45°인 경우(검출기가 시료의 표면을 

45° 각도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는 δx det
이 깊이 분해능에 dominant하며, 깊

이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Si 내에서 1472 keV 알파입자의 저지능 

S를 267 keV/μm(SRIM2008), NDP 시스템의 검출기 분해능을 det=14 keV로 가

정하면, KAERI-NDP 시스템의 깊이 분해능은 다음과 같다.

  
× cos

  

    따라서 NDP 시스템을 이용한 SRM-2137 표준 시료 측정에서 깊이분해능은 약 

37 nm와 같으며, 검출기의 각도 θ를 조정하였을 때는 약 18 nm까지 깊이분해능

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TOF-NDP 기술의 깊이 분해능을 conventional NDP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Conventional NDP 기술의 검출 분해능은 5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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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입자에 대해 17 keV(FWHM)으로 생각할 수 있다. TOF-NDP 기술의 경우에  

반도체 검출기가 MCP 검출기(nominal TTS = 20 ps)로 대체되며 따라서 깊이 분해

능의 계산은 검출기 자체의 에너지 분해능에 무관하고 시료 및 timing 신호 처리 

계통의 uncertainty로 결정된다. Conventional NDP와 TOF-NDP의 각 요소별을 예 

uncertainty를 고려하여 동일한 측정 상황에서 TOF-NDP 기술의 깊이 분해능을 

예측하면 conventional NDP에 대해 60% 이상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NDP를 이용한 B, Li, O, N 등 주요원소에 대한 검출한계 및 깊이분해능 평가

  가. 표준물질을 이용한 주요 원소 측정법 검증     

    Neutron Depth Profiling (NDP) 시스템의 하전입자 검출기는 이온주입형 Silicon 

검출기를 사용하고 있다. 주요 원소에 대한 깊이분포 측정법을 검증하기에 앞서, 

Si 검출기의 채널-에너지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출기의 채널-에너지 검정은 측정

된 하전입자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스펙

트럼의 각 채널에 대응되는 에너지를 결정하여 임의의 위치에 기록된 신호의 에

너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이다. 측정에는 Am-241과 Cf-252 표준알파선원과 

SRM(Standard Reference Material) 표준물질 SRM-93a를 사용하였다. Am-241과 

Cf-252 선원의 방출률이 가장 높은 알파입자 에너지는 각각 5.486 MeV와 6.118 

MeV로 선원만을 이용하여 채널-에너지 검정을 수행할 시에는 NDP 분석이 가능

한 주요 원소의 방출 하전입자 에너지 영역을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B-10이 포

함된 두꺼운 시료인 SRM-93a에 중성자를 조사시키고 측정된 스펙트럼의 

high-energy edge에 해당하는 채널을 방출되는 하전입자의 초기 에너지로 대응하

였다. SRM-93a 표준시료는 직경 32.17 mm, 두께 6.32 mm의 실린더 형태의 

Borosilicate glass로 시료 내 B2O3의 weight percent는 12.5%이며 시료 깊이에 대

해 균일하다.

    NIST　SRM-93a 표준물질의 스펙트럼은 그림 51과 같으며, 두꺼운 시료에 대한 

NDP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SRM-93a 표준물질의 스펙트럼에서 high-energy 

edge의 위치는 Gaussian fitting method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Gaussian fitting 

method는 스펙트럼의 edge 영역을 미분하고 이를 Gauss 분포함수로 fitting하여 

edge의 위치와 폭을 구하는 방법이다. Gauss 분포함수를 구성하는 점의 수가 작

을 경우 발생하는 불확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정 스펙트럼을 

smoothing하고, smoothing한 스펙트럼을 fitting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SRM-93a

와 표준알파선원을 이용하여 결정한 채널-에너지 검정 결과는 그림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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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SRM-93a 표준물질의 NDP 스펙트럼

그림 52. KAERI-NDP 시스템의 채널-에너지 검정 결과

　　　표준물질 SRM-2137을 이용하여 KAERI-NDP 시스템의 측정법을 검정하였다.  

SRM-2137은 Si wafer에 B-10 이온을 주입시켜 제작한 시료로, B-10의 면적밀도

(areal density)는 (1.018±0.035)×1015 atoms/cm2이다. 180,000 초 동안 냉중성자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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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준물질에 조사하였으며, 측정 중 불감시간은 0.05%였다. SRM-2137의 측정된 

NDP 스펙트럼은 그림 53과 같다. B-10에서 방출된 알파입자의 피크가 1472 keV

와 1776 keV 근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700 채널부터 낮은 채널로 볼록하

게 솟아오른 신호는 830 keV가 초기 방출에너지인 Li-7의 신호이다. 저에너지 영

역에 높게 형성된 백그라운드 신호는 2000 채널까지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하며, 

1013 keV가 초기 방출에너지인 Li-7 이온 신호는 백그라운드에 묻혀 확인되지 않

았다.

그림 53. 표준물질 SRM-2137의 NDP 스펙트럼

SRM-2137 표준시료의 B-10의 깊이별 농도 분포 분석은 아래의 순서로 수행하였

다.

  ● 백그라운드 신호의 제거

  ● Data smoothing

  ● 에너지퍼짐 효과 보정 스펙트럼 생산

  ● 하전입자의 잔여 에너지를 깊이로 변환

  ● 스펙트럼의 계수를 농도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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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 신호의 제거는 검출기에 기여하는 시료 주변 물질(중성자 유도관, 

표적함, 콜리메이터 등)에서 방출된 감마선, 전자 등의 잡신호를 제거하는 것이다. 

표준물질과 동일한 시료이며 붕소가 포함되지 않은 dummy 시료를 측정하여 백그

라운드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이를 하전입자 스펙트럼에서 제거하여, 오직 하전입

자에 의한 신호만 기록된 스펙트럼을 생성하였다. Data smoothing은 채널-에너지 

검정에서 SRm-93a 시료의 스펙트럼에 대해 수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이유와 방법

으로 수행한 것이며, 에너지퍼짐 효과의 보정은 하전입자 측정시 에너지 분해능

에 의한 에너지퍼짐 효과를 deconvolution하는 과정이다. 시료, 검출기, 검출 기하

구조에 의한 효과들을 계산 및 측정하여 전체 에너지퍼짐 효과를 결정하고, Van 

Cittert법을 이용하여 deconvolution을 수행하였다. 하전입자의 잔여 에너지는 시료

의 저지능을 이용하여 시료 내 깊이로 변환하였으며, 스펙트럼의 각 채널에 해당

하는 에너지는 검출입체각, 빔면적, 검출시간, 중성자 반응 단면적 등을 고려하여 

B-10의 농도로 변환하였다.

    깊이별 단위 부피당 B-10의 원자 개수는 그림 54와 같으며, 그림에서 실선은 

NIST에서 제공한 SRM-2137 내 B-10의 깊이분포 분석 결과이다. 비교를 위하여 

deconvolution을 수행하지 않은 측정 스펙트럼을 깊이분포로 변환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한 깊이는 0.19 μm이며, 해당 깊이에서 B-10

의 농도는 8.3×1019 atoms/cm3으로 계산되었다. NDP 분석으로 결정한 B-10의 면

적밀도는 1.053×1015 atoms/cm2이다. 하전입자 스펙트럼에서 1472 keV보다 높은 

에너지에 존재하는 계수에 의해 음(-)의 깊이(시료 표면 바깥쪽)를 가지는 영역에

도 B-10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영역의 농도를 제거한다면 B-10

의 면적밀도는 1.047×1015 atoms/cm2와 같다. NDP 분석 결과와 NIST에서 제공한 

참고값의 B-10 면적밀도의 차이는 2.8%이다. B-10의 깊이분포 분석을 통해 검증

한 NDP 측정 및 분석법은 NDP 분석이 가능한 모든 원소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표준물질의 분석 결과를 통해 NDP 분석법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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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표준물질 SRM-2137 내 10B의 깊이분포 분석 결과

  나. 주 매질에 의한 Matrix effect 평가

     NDP 분석이 가능한 원소가 포함된 시료는 시료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시

료의 밀도, 상(phase) 등에 따라 다양하며, 이들 매질 내에 포함된 관심 원소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매질의 특성에 따른 방출 하전입자에 대한 저지능 자료가 필요

하다. 주요 매질의 저지능 및 방출 하전입자 에너지에 따른 투과정도는 

SRIM/TRIM 코드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SRIM 코드는 이온의 저지능과 비정

을 계산하거나, 매질 내의 이온의 수송을 모사하기 위한  코드이며, 크게 두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Ion Stopping and Range Tables

    2) Transport of Ions in Matter (TRIM)

    SRIM은 다양한 저지(stopping) 이론을 이용하여, 매질 내 하전입자에 대한 저지

능을 계산한다. 저지능의 계산은 기초적 이론인 Brandt-Kitagawa 이론 및 

Lindhard-Scharff-Schiφtt (LSS) 이론에 기반한다. TRIM은 몬테카를로 모사 tool로

써, 사용자가 지정한 히스토리 숫자에 맞추어 이온을 생성하고 이온의 충돌 경로

를 하나하나 모사하여 최종 잔여 에너지 및 비정 등을 계산한다. TRIM 코드는 다

중 이온 발생, 초기 방출 위치 및 에너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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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전입자 4종류에 대한 TRIM.DAT 입력파일을 이용하여 TRIM 코드를 실행하고, 

매질을 투과한 이온의 에너지를 출력파일로 생성하였다. SRM-2137 표준물질을 기

준으로 하였을 때, 매질의 두께가 얇으므로 초기에 생성한 하전입자가 깊이 여부

를 불문하고 표면을 모두 탈출하였으며, 결과 파일의 탈출 하전입자 잔여에너지

를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하여 예상되는 에너지 스펙트럼을 도출하였다. TRIM 실행

에서 시료의 매질은 SRM-2137 표준물질과 동일하게 밀도 2.321 g/cm3의 silicon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께는 4000 Å으로 설정하였다. 초기 방출된 하전입자의 

진행방향은 통계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쪽 방향(x-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

다. TRIM 코드의 계산 화면은 아래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SRM-2137 표준물질 내 알파입자(왼쪽) 및 7Li 이온의 모사 화면

    주 매질에 대한 TRIM 모사에서 매질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매질의 저지능은 증

가하고, 방출된 하전입자의 비정은 감소하였다. NDP 분석법은 입사원으로 중성자

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질의 결정에 대한 의존성은 무시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고체 시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상(phase)의 시료에 대한 저지능, 

비정은 분석 대상이 아니다.

  다. 타 분석법(SIMS, XPS 등)과의 깊이 분해능 및 검출하한 비교

    깊이분해능과 검출하한으로 대표되는 KAERI-NDP 시스템의 분석 성능과 타 분

석법의 분석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의 환경에서 제작된 시료를 준

비하였다. 중성자를 흡수한 후에 하전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 중에서 자연에 

존재하며, 동시에 열중성자에 대한 반응단면적이 1 barn 이상인 동위원소는 He-3, 

Li-6, B-10, N-14, K-40이 있다. 이중에 반응단면적이 크며 자연존재비가 상대적

으로 높은 B-10을 분석 대상 동위원소로 결정하였다. B-10을 주입한 시료의 

substrate는 Si wafer를 사용하였으며, Si wafer의 결정방향은 모두 (100)이고 두께

는 750 μm이다. 붕소 주입 시료는 총 3 개로 BSi-1, 2, 3 시료는 이온주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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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80, 40, 80 keV이며, B-10의 면적밀도는 각각 1×1015, 1×1015, 1×1016 

atoms/cm2와 같다. 제작된 모든 시료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SIMS 분석을 수행하

여 그 결과를 깊이분포의 참고값으로 사용하였다. 

    제작된 시료에 냉중성자를 조사하고, 방출되는 하전입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였다. 붕소 주입 제작시료 BSi-1, BSi-2, BSi-3에 대하여 측정을 수행하였고, BSi-3 

시료는 측정 각도에 따른 깊이분포 분석을 위해 빔-시료, 시료-검출기간의 각도

를 변화하여 추가 측정하였다. BSi-1, 2, 3 시료의 측정 스펙트럼에서 1472 keV 

알파입자 피크 부근을 비교하면 그림 56, 57과 같다. 그림 55에서 동일한 이온 주

입량을 가지는 두 시료인 BSi-1과 BSi-2에 대해 주입 에너지가 절반인 BSi-2 시료

의 알파입자 피크는 BSi-1 시료의 피크보다 그 폭이 좁고, 초기 방출에너지인 

1472 keV 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 그림 57에서 검출기 표면의 수직방향과 

시료 표면의 수직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하전입자의 이동거리와 에너

지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파입자 피크는 저에너지 쪽으로 피크의 폭이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6. BSi-1, BSi-2 시료의 NDP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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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BSi-3 시료의 NDP 스펙트럼

     제작 시료 내 B-10의 깊이별 농도분포를 분석하여, KAERI-NDP 시스템의 깊이

분해능과 검출하한을 결정하였다. 깊이분포 분석은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과 동일

한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붕소가 주입된 시료와 리튬이 증착된 시료들은 초기 방

출 에너지가 1472 keV, 2056 keV인 알파입자 피크를 이용하였다. BSi-1, 2, 3 시

료 내 B-10의 깊이별 농도분포는 그림 58, 59와 같다. 비교를 위하여 기존의 표면

분석기술인 SIMS 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붕소가 주입된 시료의 

깊이분포 분석 결과를 SIMS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

한 깊이, 최고 농도, 전체 이온주입량은 SIMS 결과와 비교할 때 각각 2, 6, 9% 범

위 내에서 일치한다. SIMS 분석법의 단점은 깊이별 절대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 시료의 matrix와 동일한 표준 시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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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BSi-1, BSi-2 시료 내 10B 깊이별 농도분포 분석결과

그림 59. BSi-3 시료 내 10B 깊이별 농도분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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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NDP 장치의 깊이분해능과 검출하한은 각각 식 (1), (2)를 이용하여 결정

할 수 있다.

            

⋅cos
(1)

            




 
   (2)

    식 (1)에서 는 깊이 분해능, 는 에너지퍼짐의 정도, 는 시료-검출기간 각

도, 는 매질의 평균 저지능을 의미한다. 식 (2)에서 은 면적밀도로 나타낸 검

출하한, 는 중성자빔에 조사된 시료의 면적, 는 하전입자 방출률, 는 중성자

속, 는 중성자 반응 단면적, 은 검출입체각이다. 시료의 깊이별로 에너지퍼짐

의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깊이분해능은 시료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

한다. 그림 60에 붕소 주입시료의 깊이분해능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실선

은 nm 단위로 나타낸 깊이분해능이며,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 단위로 나타낸 

상대 깊이분해능이다. 시료 내 최대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붕소주입시료에 

대한 깊이분해능은 약 90 nm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시료-검출기간 각도를 변화하

였을 때 깊이분해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각도에 따른 깊이분해능 변화를 그림 

61에 나타내었다.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 총 깊이분해능은 시료-검출기간 각도가 

80°일 때 약 30 nm 까지 개선된다. KAERI-NDP 장치의 검출하한을 외국의 NDP 

장치와 비교하여 그림 62에 나타내었다. 검출한계 기준이 되는 계수율은 0.1 cps

로 설정하였으며, 그림에서 NIST의 열중성자 NDP 장치가 가장 우수한 검출한계 

특성을 보이나 이는 오로지 중성자속에 의존하는 결과로, 냉중성자 NDP 장치가 

동일한 중성자속을 가질 경우에는 열중성자 장치보다 뛰어난 검출하한 특성을 지

니게 된다. KAERI-NDP 장치의 검출하한은 외국의 장치와 비교하였을 때 중간 정

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타분석법의 검출하한을 비교하였을 때, NDP 분석법은 

AES, SEM-EDS, XRD, RBS, XRF 등의 기술보다 우수하나, SIMS법보다는 낮은 검

출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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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붕소주입시료에 대한 NDP 분석법의 깊이분해능

그림 61. 시료-검출기간 각도에 따른 NDP 분석법의 깊이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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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외국의 장치와 비교한 KAERI-NDP 장치의 검출하한 특성

  표 3. Si 매질에서의 NDP와 SIMS의 검출한계

원소
검출한계(atoms/cm3)

NDP SIMS

He 1.0E+14 5.0E+17

Li 5.7E+14 5.0E+12

Be 1.0E+13 NA

B 1.4E+14 1.0E+15

N 2.9E+17 1.0E+15

O 2.2E+18 1.0E+16

Na 1.7E+13 5.0E+12

S 2.8E+18 1.0E+15

Cl 1.1E+18 5.0E+15

K 1.2E+17 5.0E+12

Ni 4.3E+16 5.0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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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DP에 의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물질 근표면 주요원소 깊이분포 분석절차 확립 

  가. TOF-NDP 분광계 구성

    중성자가 시료 내 경원소와 핵반응하여 방출된 알파입자 또는 양성자의 energy 

loss spectrum을 측정하여 깊이분포를 결정하는 기존의 NDP (Conventional NDP) 

기술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수십 nm 수준에 해당하는 깊이분해능(depth resolution)

에 있다. 깊이분해능은 핵반응 후 방출된 하전입자의 에너지 손실의 불확도로 기

술된다. 에너지 손실의 불확도에는 여러 요인들이 기여하며, 시료 내에서 입자의 

에너지 손실과정에서의 straggling 및 다중소각산란, 시료 두께의 불확도와 검출기

의 에너지 분해능, 측정의 기하구조(geometry)에 의한 효과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불확도로 인해 시료 내 동일한 깊이에서 방출된 하전입자들은 분광계통의 MCA에

서 단일한 에너지로 기록되지 못하고 에너지퍼짐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하

전입자의 초기 생성 깊이를 분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Micro-Channel Plate, MCP) 검출

기와 TOF 분광계를 이용한 비행시간 중성자 깊이분포 측정(Time of Flight NDP, 

TOF-NDP) 기술은 하전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전입자의 속도 

차이에 의한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으로 

저감되는 깊이분해능을 개선할 수 있다. TOF-NDP 기술은  1994년 Texas A&M 

대학의 Schweikert에 의해 제안되어 기본적인 분광계 구성과 성능 테스트가 이루

어졌으나 연구가 지속되지는 못하였고, 이후 2001년 Cornell 대학의 Kenan nl  
교수와 Cetiner 박사에 의해 개발되어(현존하는 유일한 TOF-NDP 장치이며, 현재 

Pen State 대학으로 이전) 다양한 성능 테스트 및 분석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63, 64에 Texas A&M 대학과 Cornell 대학의 TOF-NDP 장치 구성도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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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Layout of the RN-TOF-NDP system at Texas A&M university

그림 64. Cross-sectional view of the TOF-NDP system at Cornell university 

(present Pen State university)

     TOF-NDP 분광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전입자의 비행거리를 확

보할 수 있는 표적함의 설계와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하전입자의 에너지 

E, 비행거리 Δx, 비행시간 Δt의 상관관계가 아래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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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특정한 에너지 E를 가지고 방출된 질량 m의 하전입자의 비행시간은 비행거

리에 비례하며, B-10이 중성자와 핵반응 후 방출하는 1.472 MeV의 알파입자의 경

우 초기 에너지 그대로 시료를 이탈한다면 50 cm 이동시 약 60 ns가 소요된다. 

따라서 표적함의 비행거리를 길게 확보할수록 입자의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어 

에너지 손실된 입자의 연속적인 비행시간 분포에 대한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또한 TOF-NDP 분광계에서 사용하는 시간 분석계(Time Analyzer)의 분해능은 

그 사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분석계의 분해능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검

출기로 입사하는 하전입자는 분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NDP 표적함을 개선하여, 비행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을 수행하는 conventional NDP 시스템에서 다수의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하기 위한 표적함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설계된 TOF-NDP 

표적함 및 이송진공 계통의 개념도를 그림 6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냉중성자빔

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었다. 냉중성자빔의 inlet 쪽에는 8개의 6인치 포트를 장착

하여, 총 8개의 Si 하전입자용 반도체 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표적함 

측면에는 동일하게 8개의 6인치 포트를 장착하여 시료 내 불순물의 방사화분석을 

위한 감마선 검출기를 설치하거나, 비행시간 측정용 MCP 검출기를 표적함 외부

로 연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적함의 크기는 양쪽 포트 끝을 기준으

로 약 70 cm이지만, 측면 포트를 활용하면 실험실 내 차폐벽과 접하는 위치까지 

거리를 연장하여 최대한의 비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하단의 테이블은 표적함

을 x, y, z의 3축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기존 시스템의 운영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표적함 내 설치하는 시료와 빔라인의 정렬이 힘들다는 

점이 있었다. 이는 빔조사 및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료의 중심과 중성자빔의 

중심을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표적함 및 진공계통, 분광계통을 포함하는 거

대 시스템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 표적함을 이동 시키

는 경우에는 또 시스템 정렬 작업을 새로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표적함을 빔 진행방향의 앞뒤, 좌우, 위아래 총 3 방향에 

대해 linear motion 및 elevator를 설치하여 실험 중에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특히 빔 진행방향에 대해 충분한 이송거리를 확보하여 빔라인에 문제가 

있거나 빔 콜리메이션(collimation)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표적함 전체를 

뒤로 빼내어 작업이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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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TOF-NDP 진공함 개념도

    설계 초기에는 표적함의 하단에 진공 유지를 위한 저진공용 드라이스크롤 펌프

와 고진공용 터보분자펌프 및 이온펌프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간 부족 및 제

작상의 문제로 인해 진공 계통은 표적함 후면과 측면에 위치한 포트에 연결하고 

하단의 테이블에는 시스템의 제어 패널을 설치하였다. 제어 패널에는 3 종류의 

모듈이 설치되며, 펌프 컨트롤러(터보분자펌프용, 이온펌프용), 진공게이지 및 스

위치(전원 스위치, 공압 제어 스위치)이다. 표적함의 상부에는 4축 시료이송 스테

이지를 설치하여, 기존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표적함이 진공인 상태에서 시료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전입자의 비행시간 측정을 위한 MCP 검출기는 

Hamamatsu 사의 F9892-21F model을 사용하였다. F9892-21F 검출기는 반응시간

이 빠르고 positive/negative 전압의 인가가 가능한 dual polarity type으로 상세 재

원을 표 4에 나타내었다. MCP 검출기의 상세도면 및 사진은 그림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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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pecification of MCP detector

Parameter Value

MCP Channel Diameter 12 μm

Bias Angle 12 degree

Effective Area Φ 42 mm

Assembly Outer Size Φ 92 mm

Assembly Height Size 61.5 mm

Number of MCPs 2

Gain(Min.) 1 × 106

Plate Resistance per MCP 8 ~ 32 MΩ

Dark Count (Max.) 3 s-1cm-2

Pulse Width (FWHM) (TYP.) 0.9 ns

MCP Supply Voltage (Max.) 2 kV

MCP-OUT to Anode Supply Voltage (Max.) 0.5 kV

MCP-In Supply Voltage (Max.) ±10 kV

Operating Vacuum Condition (Max.) 1.3 × 10-4 Pa

 

그림 66. MCP 검출기 상세 도면(상) 및 사진(하)연결(상), 제어패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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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F-NDP 시스템의 계측계통은 크게 하전입자를 검출하는 검출기와 검출기의 

신호를 성형, 증폭하는 전치증폭기 및 증폭기, 고전압 인가장치, 시간 신호 분리 

및 분석을 위한 시간 분석계 또는 discriminator, 시간 신호의 연속적인 분포 분석

을 위한 MCA로 구성된다. MCP 검출기로의 고전압 인가를 위하여 ORTEC 사의 

640 dual bias supply를 사용하였다. 검출기에서 생성된 신호는 검출기 신호의 정

밀도를 유지 가능한 ORTEC 9306 1-GHz 전치증폭기로 입력된다. 9306 전치증폭

기는 MCP 검출기의 피드스루에 연결된다. 전치증폭기의 신호는 ORTEC 570 증폭

기로 입력되고, 증폭기의 출력 신호는 50 Ω BNC 케이블을 이용하여 ORTEC 

9307 pico-timing discriminator로 입력된다. 9307 pico-timing discriminator는 MCP 

검출기 신호 판별에 적합한 모듈로 time slewing은 20 ps 이하이며, pico second 

영역대의 신호 도착 시간 판별에 유리하다. 계측계통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림 

67에 나타내었다. 완성된 표적함 및 제어 패널은 그림 68과 같다.

그림 67. TOF-NDP 시스템 계측계통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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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TOF-NDP 표적함 및 감마선 검출기 연결(상), 제어패널(하)

  나. 반도체 소재의 TOF-NDP 측정능력 평가

     일반적인 Conventional NDP 기술의 에너지 분해능은 5 MeV 알파입자에 대해 

17 keV(FWHM)으로 생각할 수 있다. TOF-NDP 기술의 경우 반도체 검출기가 

MCP 검출기(nominal TTS = 20 ps)로 대체되며 따라서 깊이 분해능의 계산은 검출

기 자체의 에너지 분해능에 무관하고 시료 및 timing 신호 처리 계통의 

uncertainty로 결정된다. Conventional NDP와 TOF-NDP의 각 요소별 uncertainty

를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에서 모든 uncertainty는 표준편차 값으로 나타내었

으며, 시료는 200 nm 두께의 BPSG로 가정하였다. 또한 conventional NDP의 검출

기는 500 Å 두께의 Au window를 포함한다고 가정하였으며, TOF-NDP에서 알파

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1.2 MeV, 비행거리는 20 cm로 가정하였다. 전체 

uncertainty의 계산에서 TOF-NDP 분광 계통의 timing uncertainty는 에너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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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로 변환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측정 상황에서 TOF-NDP 기술

의 깊이 분해능은 conventional NDP에 대해 알파입자 측정에서 65%, 리튬이온의 

경우 60% 가까이 개선된다.

표 5. Conventional NDP와 TOF-NDP의 깊이분해능 비교 (에너지 단위)

Source Mechanism
Conventiona

l NDP (α) 

Conventiona

l NDP (Li)

TOF-ND

P (α)

TOF-ND

P (Li)

Sample
Straggling 3.81 keV 5.72 keV 3.81 keV 5.72 keV

Multiple small-angle scattering 0.03 keV 0.05 keV 0.03 keV 0.05 keV

Geometry Geometrical acceptance angle 0.06 keV 0.06 keV 0.06 keV 0.06 keV

Detector

Straggling 4.93 keV 7.40 keV N/A N/A

Multiple small-angle scattering 0.02 keV 0.03 keV N/A N/A

Ionization 5.29 keV 5.29 keV N/A N/A

Transit time spread N/A N/A 8.51 ps 8.51 ps

Electronics

Nominal walk N/A N/A 4.26 ps 4.26 ps

Nominal jitter N/A N/A 6.38 ps 6.38 ps

Nominal  timing N/A N/A 4.26 ps 4.26 ps

Anlyzer nominal precision N/A N/A 1.22 ps 1.22 ps

Measured total spread 9.36 keV 9.36 keV 7.79 ps 7.79 ps

Total 12.43 keV 14.25 keV 4.36 keV 5.79 keV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는 실리콘에 대한 NDP 기술은 p-type 반도체의 dopant

로 사용되는 붕소를 분석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반도체 소재에서의 붕소 분

석은 반도체의 품질제어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집적 소자의 고밀도 절연체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BPSG(Boron Phosphorus doped Silicate Glass)에서의 붕소 농

도 측정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붕소 분석을 위한 TOF-NDP는 붕소가 중성자와 

핵반응하여 방출되는 알파입자를 시작 신호(start signal)로 사용하고, 무거운 반도 

원자핵인 Li-7을 끝 신호(end signal)로 사용하여 반도 원자핵의 비행시간을 측정

하게 된다. 이 경우 핵반응 후 초기 에너지 기준으로 알파입자는 1.472 MeV, 

1.776 MeV이고, Li-7의 에너지는 0.84 MeV, 1.01 MeV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

하고, 두 입자의 속도 차이가 크지 않으며, 또한 붕소는 두 종류의 붕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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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rati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 신호(start signal)와 끝 신호(end signal)

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Welsh 등은 하전입자 방출에 유도

된 전자(charged particle-induced electorn emission)를 사용하여 비행시간을 측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전입자 또는 반도핵이 시료 내에서 방출되어 시료 표

면을 탈출할 때, 표면에서는 전자가 분사(electron spray)된다. 방출되는 전자의 운

동 에너지는 수 eV로 수 keV 수준의 전자기장을 인가하여 시작 신호로 사용할 

수 있다. 

     시료 표면에서 방출되는 전자를 이용한 TOF-NDP 기술의 측정 능력 평가는 

방사성동위원소인 Po-210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Po-210은 알파 붕괴하여 

5.3 MeV 에너지의 알파입자와 103 keV 에너지의 Pb-206 핵을 방출하며, 단일한 

붕괴채널을 가지므로 TOF-NDP 테스트에 적합하다. Po-210에서 방출된 알파입자

와 Pb-206 반도핵은 시료를 탈출하며 동시에 이차 전자가 방출된다. 시료에 

negative bias를 인가하면 전자는 쿨롱힘(척력)에 의해 flight tube를 따라 가속되

며, MCP 검출기로 집속되어 검출된다. 검출기로의 전자 집속에는 자장(magnetic 

field)을 이용하며, 집속된 전자는 시작신호로, 알파입자 또는 Pb-206 반도핵은 끝 

신호로 사용되며 검출 신호는 검출기 후단에 연결된 시간분석 계통을 통해 변환 

및 분석된다. 방사성동위원소 Po-210을 이용한 TOF-NDP 기술의 측정능력은 다양

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en State 대학에서 수행한 Po-210의 알자입

자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실험은 TOF-NDP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69에 Conventional NDP 기술과 TOF-NDP 기술로 측정된 알파입자 스펙트럼을 함

께 나타내었다. Conventional NDP로 측정된 알파입자 피크는 검출기의 에너지 분

해능으로 인해 가우시안 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TOF-NDP로 측

정된 피크는 피크 중심을 기준으로 저에너지 영역에서 더욱 급격히 떨어지는 형

태를 보인다. TRIM 코드를 이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깊이 분포를 분석

했을 때, 박막 형태인 시료에서 방출되는 알파입자 스펙트럼은 TOF-NDP 기술로 

측정된 스펙트럼의 형태와 잘 일치한다. 또한 Conventional NDP 기술로 확인하기 

힘들었던 시료의 경계 구조 (Ag-Po와 Au 박막의 경계)를 우측의 스펙트럼에서 확

인할 수 있다. 4500 keV 근처에 솟아오른 피크는 그 위치가 박막 경계이며, 이는 

기존 장치보다 개선된 깊이분해능을 가진 특성으로 인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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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Po-210의 알파입자 에너지 스펙트럼, Conventional NDP(좌), TOF-NDP(우)

  다.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in situ 분석 기법 확립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노트북컴퓨터와 휴대전화기 등의 휴대형 정보단

말기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3대 핵심장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는 최근 휴대전화기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수요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성을 목

적으로 하는 휴대전화의 특성상 소형화, 경량화 및 박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기술이며,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이차전지 또한 이러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

다. 이차전지의 소재로 현재까지 성능, 비용,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것은 리튬으로 리튬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기대할 수 있고, 전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활물질과의 조합에 높은 

기전력을 얻을 수 있다. 리튬 1차전지는 1970년대 실용화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

고 있으나, 충방전에 따라 리튬이 금속리튬표면에 석출되기 때문에 성능열화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뭍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80년

대 들어 가역적으로 리튬이온을 흡장 및 탈리할 수 있는 재료 들이 발견되었으

며, 현재는 정극활물질(양극재)로 리튬천이복합산화물(ex. LiCoO2, LiNiO2, 

LiMn2O4 등)이, 부극활물질(음극재)로 층간구조를 갖는 흑연화탄소를 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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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리튬 이차전지는 층간화합물인 LiCoO2 양극재와 흑연화탄소의 음극재로 구성

되고 전해액으로는 리튬염을 함유한 유기전해액이 사용된다. 충전시에는 양극재

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와 음극재인 탄소화합물의 층간에 저장되고, 방전시에는 

탄소화합물의 층간에 저장된 리튬 이온이 다시 양극재의 층간으로 되돌아가는 반

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리튬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소재의 기초가 되는 금속막에 

전극재의 재료가 되는 화합물을 증착시키거나, 화학 · 물리적인 방법으로 결합

하여 제작되며, 따라서 이러한 소재 내에 포함된 리튬 농도의 정량적 분석, 리튬

의 깊이방향 및 면적방향 분포 분석, 소재의 두께 분석은 전극재의 성능을 평가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DP 기술을 이용하여 리튬 이차전지 전극

재 소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극재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LiCoO2 시편

을 진공증착 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리튬 증착 시료는 sputter 장비를 사

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증착을 위한 시편으로 p-type Si wafer가 사용되었다. Si 

wafer의 결정 방향은 모두 (100)이고 두께는 600 μm이다. 제작된 시료는 Si 

wafer 위에 SiH4, N2O, N2 가스를 혼합하여 0.1 μm 두께의 SiO2 후막을 증착하

고, 그 위에 LiCoO2 화합물이 진공 증착된 것이다. 증착 조건을 달리하여 두 종류

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RF 파워, 증착 시간, substrate 온도, 진공함 내 아르곤 가

스의 유량은 증착 시료①(LCO1)의 경우 각각 200 W, 4 시간, 350 ℃, 45 sccm이

며, 증착 시료②(LCO2)는 각각 150 W, 9 시간, 상온, 15 sccm 이다. 시료 제작을 

우한 진공증착 장비와 제작된 증착 시료는 그림 7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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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시편 제작을 위한 진공증착장비(좌), 제작된 시편(우)

     또한 실시료에 대한 NDP 분석을 위하여 리튬이온전지를 분해하여 전극 박막 

시편을 제작하였다. 리튬이온전지는 층간화합물인 LiCoO2 양극재와 흑연화탄소 

음극재로 구성되고, 양극재는 알루미늄 전류수집막에 LiCoO2를 코팅하여 제작되

며, 음극재는 구리 전류수집막에 흑연 또는 탄소소재를 도포하여 제작된다. 시편 

제작을 위하여 분해한 전지는 EB-L102GBK 모델로 엔피텍 社에서 제조한 제품이

며, 1650 mAh 용량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전지이다. 리튬이온전지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분해를 시작하였으며, 양극재와 음극재는 전류수집기를 제거한 

후 가로 2 cm, 세로 2 cm 크기로 절단하였다. 배터리 외관과 내부 전극 박막의 

사진을 그림 7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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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및 음극재 분리

     리튬 증착 시료인 LCO1, LCO2는 동일한 조건(중성자빔 조사 3시간)에서, 리튬

이온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는 측정시간을 달리하여(각각 중성자빔 조사 3시간, 

2000 초) 각각 냉중성자 조사 및 하전입자 측정을 수행하였다. LCO1, LCO2 시료

와 야윽재 및 음극재 시료의 NDP 스펙트럼은 각각 그림 72, 그림 73과 같다.

그림 72. LOC-1, LCO-2 시료의 NDP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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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양극재, 음극재 시료의 NDP 스펙트럼

     그림 72에서 알파입자와 삼중수소 원자핵에 의한 두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2056 keV 알파입자는 2728 keV 삼중수소에 대해 동일한 물질 내에서 저지능이 

약 5배 이상 높으며, 따라서 그 신호는 좌우로 퍼진 사각 형태를 지닌다. 그림 73

의 리튬이온이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스펙트럼에서는 삼중수소 원자핵의 초기 

방출에너지인 2728 keV부터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까지 continuum 형태의 신호

를 확인할 수 있다. 알파입자 피크는 그림 72과 달리 삼중수소 원자핵의 피크와 

분리되지 않고 중첩되며 저에너지 영역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극재 

및 음극재의 두께가 두 입자의 비정보다 크기 때문이다. 양극재 시료의 측정 결

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지를 완전히 방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음극재 내부에 

Li-6 핵종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리튬 시료의 깊이분포 분석은 초기 방출 에너지가 2728 keV인 삼중수소 원자

핵의 피크를 이용하였다. 리튬 증착 시료와 리튬전지 전극재의 Li-6에서 방출된 

알파입자, 삼중수소 원자핵은 LiCoO2 내에서 이동하며, 저지능 계산을 위한 

LiCoO2의 밀도는 일반적인 LiCoO2를 증착시킨 양극재의 밀도인 5.1 g/cm3으로 가

정하였다. 그림 74, 75는 각각 LCO-1, LCO-2 시료 내 Li-6의 농도분포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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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 76는 리튬이온전지 전극재의 Li-6의 농도분포이다.

그림 74. LCO-1 시료 내 Li-6 깊이별 농도분포 분석결과

그림 75. LCO-2 시료 내 Li-6 깊이별 농도분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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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양극재, 음극재 시료 내 Li-6 깊이별 농도분포 분석결과

     리튬 증착 시료의 경우에는 표준 시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SIMS 분석법에서

는 깊이별 상대 농도 분포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NDP 분석결과를 SIMS 

분석 결과에 정규화하여 비교할 수밖에 없다. LCO1 시료의 SIMS 분석 결과와 같

이 Li-6 농도가 시료 깊은 영역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는 SIMS 분석 시 LiCoO2 증착층과 SiO2 층의 matrix와 경계면에 대한 정보 부재로 

Li-6의 농도를 고평가하였거나, 이온빔을 이용하여 시료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Li 

원자가 SiO2 층 내부로 recoil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CO2 

시료는 Li-6의 최대 깊이는 NDP 분석과 SIMS 분석 결과가 일치하나, 깊이별 농도 

분포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마찬가지로 SIMS 분석에서 시료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이온 측정에 왜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극재, 음극재 시료

의 경우 타분석법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이 힘들고, NDP 분석을 통해 결정된 단위

부피 당 Li-6 농도는 각각 3.5×1021 atoms/cm3, 6.7×1020 atoms/cm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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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즉발 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발 

 1.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념 최적 설계를 위한 몬테카를로 전산모사 

  가. 단일 검출기 PGI 기본 개념 설계

    즉발감마선 영상 장치는 조사 대상의 파괴 없이 대상의 3차원 구성 성분을 분

석하는 기술로서, 시료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물질 성분에 따른 특성 에너지의 즉

발 감마선이 발생할 때 이의 발생 원점을 추적함으로서 구성 성분을 3차원 맵핑

할 수 있다. 이를 기존의 중성자영상(Neutron Radiograph 또는 Tomography)와 융

합하여 문화재 복원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에 문화재의 내부 구조뿐만 아니

라 제조에 사용된 물질 또는 그 구성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즉발감마선

의 에너지는 7~10 MeV에 이르러 기존 영상화 장치에 사용되는 어레이 타입의 검

출기 활용이 제한되어 국외의 선두 연구그룹에서도 단일 검출기를 이용한 즉발감

마선 영상 장치 원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발감마선 영상 장치의 원형은 감

마선 분광분석을 위한 HPGe 검출기와 시료를 향해 정렬된 단일 구멍 콜리메이터

로 구성된다(그림 77).

 

그림 77. 즉발감마선 영상장치 원형

(독일, 중성자빔과 콜리메이터가 직교되는 지점의 성분 분석)

  나. 주요 원소에 대한 검출 하한 평가

    B, Cd, Sm, Gd이 가장 검출하한이 낮은 원소들로서 아래의 표와 같은 검출한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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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즉발 감마선 영상화 장치의 예상 검출한계

 

 2.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념 설계 

  가. 감마선 영상 개념도 개발

    그림 78은 multi ring PET과 Triple head gamma camera에서 활용되는 검출 

센서의 개념도이다. 즉발감마선영상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고려하고 있

다. 그러나, 즉발감마선이 약 10 MeV에 이르는 고에너지 감마선을 사용한다는 점

에서 기존 영상 장치에 비해 검출 센서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된다. 에너지 분해능

을 Ge 센서의 수배 정도로 유지하면서 높은 효율을 갖는 섬광 검출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Ge 센서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반경 50 cm의 

즉발감마선 측정용 어레이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란탄브로마이드 계열의 섬광

체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가격이 높아 검출기 어레이

로 만드는 것은 예산상 제한된다. 

Range [microgram]  Elements

0.01 ~ 0.1  B, Cd, Sm, Gd

0.1 ~ 1  Eu, Hg

1 ~ 10  H, Cl, In, Nd

10 ~ 100  Na, S, K, Sc, Ti, V, Cr, Mn, Co, Ni, Cu, Ge, As, Se, Br, 

100 ~ 1000  Mg, Al, Si, P, Ca, Fe, Zn, Ga, Rb, Sr, Y, Zr, Nb, Sb, Ba

1000 ~ 10000  C, N F, Sn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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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Multi ring PET과 Triple head Gamma Camera의 구조 개념도

  나. 중성자 포획 및 감마선 생산 모사

     피사체 구성원소로부터의 즉발감마선 생성 yield를 계산하고, 영상화에 유리한 

coincident 감마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중성자 포획 및 감마선 생산과 관련한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피사체는 단순한 원통 모양으로 가정하였으며, 두 개의 검출

기 어레이로 단순화하여 계산하였다(그림 79). 표 7은 계산에 사용된 피사체의 구

성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피사체는 soft tissue로 가정하였으며, 구성 원소의 질량

비, 단면적 등의 핵자료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산 모사 결과에 따른 감마선 생산 

yield를 함께 표시하였다. 전산모사는 GEANT 4를 사용하였다. 그림 80에 감마선 

생성 yield는 열중성자 106 당 두 개의 검출기에 동시 검출되는 감마선의 수로 나

타내었다. 

  
그림 79. PGI 전산모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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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apture reactions for each component in soft tissue (per 1.E6 thermal neutrons)

<Simulated spectrum for Sulfur-32>

Element Z WF Q-value σ(total)(b) σ(capture) Calculated Simulated

H 1 0.104472 2.22 20.5 0.332 14308 12485

C 6 0.23219 4.95 4.95 0.00337 26.9 50

N 7 0.02488 10.80 12.2 0.0747 54.76 74

O 8 0.630238 4.14 4.01 0.00027 4.387 1

Na 11 0.00113 6.96 3.92 0.400 8.107 1

Mg 12 0.00013 7.33 3.47 0.0630 0.141 1

P 15 0.00133 7.94 4.36 0.180 3.186 5

S 16 0.00199 8.64 1.52 0.520 13.34 22

Cl 17 0.00134 8.58 50.4 33.2 524.4 755

K 19 0.00199 7.80 4.38 2.10 44.2 70

Ca 20 0.00023 8.36 3.46 0.430 1.02 1

Fe 26 0.00005 7.65 14.8 2.55 0.939 4

Hg 80 0.03 8.03 403 376 22811 2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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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ed spectrum for Nitrogen-14>

<Simulated spectrum for C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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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ed spectrum for Hg-199>

 그림 80. GEANT 4 전산모사 결과

 

 3.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제작 및 영상화 알고리듬 개발 

  가. CN-PGI 영상화 기술 구현 

    독일에서 개발된 즉발감마선 영상 장치 원형은 FRM Ⅱ 원자로에서 약 6.7 Å 

파장과 1 X 1010 neutrons/cm2 s 선속을 가진 빔을 잘라 직경 2 mm 원형 냉중성

자빔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mm2으로 환산할 경우 
∙

 ∙  

    검출기는 Compton-suppressed HPGe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150 mm 두께의 납 

콜리메이터에 3 mm 크기의 구멍을 뚫어 시료의 약 64 mm3 부피내에서 발생하는 

즉발 감마선 신호를 검출하였다. 공간 분해능은 약 4 mm 수준으로 추정되며, 최

근의 연구결과로 30 mm 크기 고밀도 문화재의 철, 구리, 금, 황 등의 구성성분을 

상대적으로 3D 맵핑하는데 성공한 상태이다(그림 81). 



- 79 -

그림 81. PGI를 이용한 문화재 구성성분 상대적 3D 분포 이미징(독일)

 나. 즉발감마선 영상 장치 원형 설계 

    국내 유일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냉중성자 빔 시설은 약 4.5 Å 파장*으

로 선질은 독일의 FRM Ⅱ 보다 우수하나, 중성자 선속은 2 X 108 neutrons/cm2 s 

수준으로 확연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빔을 잘라 쓰지 않는 초점형 중성자 빔을 

도입하여 4 cm2 내의 중성자 빔을 20%의 효율로 1 mm2 내에 집속 시켜 1.6 X 

108 neutrons/mm2 s 수준의 선속 사용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Coaxial HPGe 검출기

와 초점형 중성자빔 도입을 가정하여 MCNPX 코드 및 핵자료를 이용해 대략적인 

즉발감마선 검출 효율, 중성자에 의한 background 수준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콜리메이터와 검출시스템을 상세 설계하였다.

    즉발 감마선은 물질에서 중성자 포획이 일어났을 때 즉발적으로 방출되는 감마

선으로 그 수는 중성자 포획 반응률에 기반 한다. 다음은 Cu의 검출 경우를 가정

할 때 분석에 충분한 수의 즉발 감마선이 나오는지를 수식화 하였다. 

<Cu의 8MeV 즉발 감마선 방출량>

8 MeV 감마선 방출율 = 중성자 선속 X 8 MeV 감마선 방출 확률* X 원자수**

  * IAEA 즉발감마선 발생 확률 표 활용, 약 0.6 barn 

 ** Cu의 원자수는 1mm3 부피 내 존재하는 원자수로 사용

×∙×× ××


××  × ( 초당 

감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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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배치된 즉발 감마선 측정장치의 경우 약 5 X 10-5 의 감마선 측정 효율과 

0.01 counts/s 수준의 검출하한을 가지는 반면, 1 mm3부피의 시료에 조준된 콜리

메이터를 사용하는 즉발 감마선 이미징 장치는 즉발 감마선 측정장치에 비해 검

출 면적이 약 1/700 감소되며 유사한 수준의 검출하한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 mm3 부피의 Cu에서 초당 8.1 X 105 개 방출 되는 즉발 감마는 즉발 감

마선 이미징 장치에서 약 0.0567 counts/s 수준으로 검출 하한을 약간 웃돌 것으

로 기대되나, 구리와 같이 좋은 반응 확률을 가진 원소만 분석 가능하고 또한 구

리의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분석이 어렵게 된다. 이는 ANCIENT CHARM 프로젝

트의 즉발 감마선 영상장치가 제공하는 64 mm3수준의 공간 분해능을 64배 높여, 

1 mm3 수준의 공간 분해능을 만들려는 본 연구의 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검출 

면적을 최대한 높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검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직선형 구멍을 가진 콜리메이터가 아닌 초점형 콜리메이터를 도입하였다(그림 

82). 이를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고, 설계를 최적화 하였다.



- 81 -

그림 82. 초점형 콜리메이터 개념도

먼저, 콜리메이터의 두께를 결정하고자 아래의 그림 83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그림 83. 콜리메이터 두께 결정 시뮬레이션

     직경 3 cm 의 Cu(연두색) 구내에 27 mm3 의 Gd(녹색)이 존재하도록 구성한 

뒤 3 mm 직경의 중성자 빔조사를 가정하여 빔이 지나가는 원통에서 즉발 감마가 

나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중성자가 지나가는 Cu 영역에서는 5 MeV의 광자가, 

Gd 영역에서는 4 MeV 광자가 나오도록 설정하였다.

     납 콜리메이터(파란색) 내 구멍의 크기는 4 mm2 로 충분히 작아 5 MeV 광자

는 거의 나오지 않도록 Gd을 잘 조준하고 있으나, 200 mm 두께의 콜리메이터를 

사용할 경우 차폐 효과가 미약하여 다음과 같이 Cu 와 Gd가 혼합된 상태로 보여

지게 된다(그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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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200 mm 콜리메이터 두께 사용시의 효율

  

콜리메이터 두께를 300 mm 로 조정할 경우 Gd만 있는 것으로 정확히 보여지게  

  되나, 효율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85)

그림 85. 300 mm 콜리메이터 두께 사용시의 효율

     본 연구에서는 즉발 감마 영상화 장치가 원소의 상대적 분포를 보는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절대 분포를 보기 위해 300 mm 두

께의 콜리메이터를 선정하였다. 검출 면적 확장을 통해 즉발 감마선 검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초점형 콜리메이터는 중성자 빔에 수직한 방향으로 전면 개방

하고 빔 라인 방향으로는 부피 시료의 정중앙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하였다. 초

점형 콜리메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대략 40배 검출 효율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

며, 홀 크기를 최적화하기 위해 홀 사이즈 확장 시의 검출효율 곡선을 그림 86와 

같이 시뮬레이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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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초점형 콜리메이터 사이즈 별 검출 효율 곡선

     4 MeV 신호는 정상 신호 5 MeV 신호는 간섭 신호로 설정되어 콜리메이터의 

사이즈가 작을 경우 간섭은 최소화 되나, 정상 신호의 효율이 작으므로 간섭 신

호가 검출 하한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콜리메이터의 사이즈 확장이 요구된다. 또

한, 감마선 검출기로 활용되는 Coaxial HPGe는 검출감도가 영역별로 달라 제한적

인 검출 면적을 이용하는 즉발 감마선 영상장치에서는 검출 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87. 검출기 중심에서 4 cm 까지의 검출 효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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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에 따라 검출기 중심에서 0.5 cm 떨어진 곳에 콜리메이터의 홀이 위치되

도록 설계하였다. 즉발 감마선 영상장치를 테스트할 용도로 구리바탕에 2 mm 선

폭의 철로 쓰여진 LUCAS 시료를 제작하였으며, 상기 기술된 초점형 콜리메이터

와 HPGe 검출기를 사용해 이미지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시

뮬레이션 되었고, 공간 분해능은 약 2 mm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88. 즉발 감마 영상장치 2차원 감응 모사 결과

좌: 철&구리 시료, 우 상단: 구리 신호, 우 하단: 철 신호

  다. 즉발감마선 영상 장치 원형 제작

     즉발 감마선 영상장치 원형은 얇은 중성자빔에 HPGe 검출기 및 콜리메이터를 

직교하여 배치하는 기본 구성이외에 위치를 이동해 가며 분광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와 분광분석 프로그램의 제어가 요구된다. 먼저, 콜리메이터는 시

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납에 단면이 삼각형인 직사각형 모양의 홀을 뚫은 형태를 

베이스로 단순 직사각형 홀과 단면이 사다리 형태인 경우 3가지를 제작하여 비교 

하였다. 콜리메이터의 전경이 30 cm로 한번에 가공이 어려워 3개의 콜리메이터를 

합쳐 스테인레스 케이스로 고정시켰으며, 전면부 홀의 사이즈는 2 mm X 2 mm 

로 동일하고 후면부의 사이즈는 각각 다르다. 스테이지는 Labview 프로그램을 이

용해 X, Y, Z, Rotation 기능을 이용해 시료의 3차원 맵핑을 위한 정렬과 움직임

을 프로그래밍 하였으며, 스테이지의 움직임이 감마분석 프로그램과 연동되도록 

제어하여 시료 위치별 즉발감마선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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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스테이지와 시료대

     즉발 감마선 영상장치 원형은 1 mm 이하의 배치 정밀도가 요구되는 시스템으

로 각 구성품의 배치 이후 광학 카메라를 도입하여 콜리메이터와 시료를 정렬하

고 스테이지 움직임 또한 모니터링 하고자 하였고, 각 구성품의 정밀하게 배치하

여 그림 90과 같이 즉발 감마선 영상장치 원형 제작에 성공하였다. 

그림 90. 즉발 감마선 영상장치 원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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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중성자 방사화 분석 복합 응용기술 개발

 1. 냉 중성자 PGAA의 표준물 인증을 위한 적용성 평가

  가. 연구개요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PGAA)은 시료를 중

성자에 조사시킬 때 방출되는 즉발감마선을 측정하여 성분원소의 농도를 측정하

는 방법이다. PGAA는 INAA로 분석이 어려운 B, Ca, Cd, Si, H, S 등의 원소분석

에 적절하기 때문에 INAA와 PGAA의 복합 측정분석 체계구축은 하나로를 이용하

는 방사화 분석 이용연구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PGAA는 

일반적으로 H, B과 같은 low-Z 원소, Cd, Hg과 같은 중금속 원소, Sm, Eu, Gd와 

같이 상대적으로 반응단면적이 큰 원소들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현재 새로이 구축

된 CN-PGAA는 기존의 thermal-PGAA 시설보다 월등한 분석감도를 예상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표준물질의 인증을 위한 

CN-PGAA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여 향후 PGAA 기술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

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표준물 시료선정 및 준비

     구매한 표준물질중에 NIST SRM 2709A San Joaquin, NIST SRM 1515 Apple Leaves, 

NIST SRM 1577B Bovine Liver 및 NIST SRM 1400 Bone ash를 선택하여 수소에 의한 

바탕선 상승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세척한 테프론 바이알에 담고 정확히 칭량하

여 중성자 조사 준비 하였다.   

  다. 원소분석 및 절차 확립 

     CN-PGAA가 설치되어 있는 CG2B 가이드의 시료위치에서의 냉 중성자속을 측

정하였다. 측정은 순도 99.9%의 금선을 이용하였으며 약 24시간 중성자 조사한 

금선으로부터 방출되는 Au-198의 411 keV를 측정하여 냉 중성자속을 결정하였다. 

또한 바탕스펙트럼은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및 검출한계와 같은 분석 품질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 위치에서의 측정 시간에 따른 변동이나 

영향이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PGAA 시설에서 background spectrum은 검출

기와 차폐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즉발감마선에서 주로 발생되며, 조사장치 챔버의 

충진 가스 종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background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테플론 바이알을 이용하여 배경 spectrum을 측정하였다. 바탕스펙트럼의 

측정결과 H, B, Ge등과 같은 원소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실제시료의 정량시에 보

정해 주어야 한다. 즉발감마선은 기기중성자방사화분석에서 사용되는 지발감마선

이 3MeV 정도의 에너지 범위를 갖는 것에 비해 11Mev로 에너지 영역이 넓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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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표준감마선원이 2 MeV 이하의 에너지를 갖으므

로 전체 에너지에 따른 검출효율을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전체 에너지 

영역에서 즉발감마선을 방출하는 Cl을 표준선원과 함께 이용하여 검출효율을 측

정한다. 준비된 표준시료는 20000 초 동안 측정되었으며 감마선 계측 시스템은 

43% relative efficiency와 1332 keV에서 1.9 keV resolution (FWHM)을 갖는다. 즉

발감마선의 측정, 검출기의 에너지 및 효율검정, peak identification을 위해 

Gamma Vision software (EG&G ORTEC)를 사용하였으며 HYPERMET code를 적용

하여 함량원소의 정량분석을 수행하는 HYPERGAM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라. CN-PGAA 정확도 및 불확도 평가

     4종의 NIST SRM를 CN-PGAA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펙트럼은 아래의 그림 91에 분석 

결과를 인증값과 비교한 결과는 표 8 ∼ 표 11에 정리하였다. 

   그림 91. 4종 SRM에 대한 PGAA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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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ertification Measurement Difference

Conc. [ug/g] unc. Conc. [ug/g] unc. [%]

Al 75000 600 74325  300 -0.9 

Ca 18900 500 19694 154 4.2 

Fe 35000 1100 35805  208 2.3 

Mg 15100 500 15025 135 -0.5 

K 20300 600 19869  155 -2.1 

Si 296600 2300 325370 627 9.7 

Na 11600 300 11665  119 0.6 

Ti 3420 240 3572 66 4.4 

Cd 0.38 0.01 0.379 0.7 -0.2 

Cr 130 4 118 12.0 -8.9 

Co 13.4 0.7 12.7 3.9 -4.9 

Cu 34.6 0.7 31.6 6.2 -8.7 

Mn 538 17 555.5 25.9 3.3

표 8. NIST SRM 2709A San Joaquin 시료에 대한 인증값과 측정값 비교.

Element Certification Measurement Difference

Conc. [ug/g] unc. Conc. [ug/g] unc. [%]

Ca 15260 150 15031 368 -1.5 

Mg 2710 80 2667 155 -1.6 

K 16100 200 16147 381 0.3 

Al 286 9 279 17 -2.3 

B 27 2 27 1.5 1.4 

Cd 0.013 0.002 0.013 0.004 -1.4 

Cl 579 23 567 52 -2.2 

Cu 5.64 0.24 5.63 0.36 -0.2 

Fe 83 5 84 11 1.5 

Mn 54 3 54 5 -0.5 

Ni 0.91 0.012 0.94 0.015 3.7 

Na 24.4 1.2 24.0 2.3 -1.6 

Zn 12.5 0.3 13.1 0.74 4.4 

Gd 3 - 3.0 0.44 -0.1 

La 20 - 20.8 1.9 4.2 

Sm 3 - 2.9 0.32 -2.6 

표 9. NIST SRM 1515 Apple Leaves 시료에 대한 인증값과 측정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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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NIST SRM 1577B Bovine Liver 시료에 대한 인증값과 측정값 비교.

표11. NIST SRM 1400 Bone ash 시료에 대한 인증값과 측정값 비교. 

     대부분의 검출원소의 정확도가 10% 이하로서 향후 CN-PGAA가 표준물의 인증에 적용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반동시계수(컴프턴 억제)를 통한 백그라운드 저감, 분광 

모듈 최적화, 중성자빔 차폐 보강 등을 거치면 불확도를 개선한 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N-PGAA 방법의 불확도 평가절차는 각 원소별 검정선을 사용하는 상대분석

법인 경우에는 중성자속의 변동과 핵자료의 불확도에 의한 분석 결과의 오류, 표

준물과 시료간의 매트릭스 차이로 인한 유효 중성자속의 차이 등으로서 이를 최

소화하기 위한 k0 표준화 분석법이 제시된다. k0 표준화 분석법은 시료 내에 함유

된 분석 기준 원소(Au, Cl, H, Ti 등)에 대하여 결정되는 표준화인자인 k0 인자를 

Element Certification Measurement Difference

Conc. [ug/g] unc. Conc. [ug/g] unc. [%]

Cl 2780 60 2743 157 -1.3 

K- 9940 20 10160 302 2.2 

Na 2420 60 2439 148 0.8 

Cd 0.5 0.03 0.51 0.07 1.7 

Ca 116 4 114 32 -1.4 

Cu 160 8 156 37 -2.7 

Fe 184 15 186 41 1.0 

Mg 601 28 592 73 -1.4 

Mn 10.5 1.7 10.3 3.1 -2.3 

Ag 0.039 0.007 0.040 0.015 1.8 

Zn 127 16 133 35 4.7 

Al 3 - 2.9 0.3 -2.6 

Co 0.25 - 0.25 1 -1.0 

Element Certification Measurement Difference

Conc. [ug/g] unc. Conc. [ug/g] unc. [%]

Ca 381800 1300 365442 1853 -4.3

Mg 6840 130 6862 249 0.3 

P- 179100 1900 180202 1274 0.6 

Fe 660 27 651 77 -1.4

K- 186 8 185 41 -0.3 

Sr 249 7 245 47 -1.5 

Zn 181 3 181 4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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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기준 원소의 함량에 대한 관심 원소의 상대적 함량을 아래의 수식을 사

용하여 결정한다.

      


∙ 

 
∙


× 


∙

 
∙


×

  위 수식을 바탕으로 k0 표준화 분석법을 적용할 경우의 주요 불확도 인자로는 k0 

인자(또는 Partial capture cross section)의 불확도, 감마선 측정 불확도, 검출효율 

불확도임을 알 수 있으며 3개의 인자를 결합하여 최종적인 합성 불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 

 2. NAA에 의한 고고학시료중의 희토류 검출 민감도 평가 

  가. 고고학적 시료의 수집 및 전처리

   (1) 냉 중성자 및 열 중성자를 이용한 방사화 분석으로 고고학적 시료들에서 검

출이 가능한 원소들을 정량분석하고 두 분석법을 융합한 최적분석법을 확립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협력하여 부여 

정림사지에서 기와시료 15종과 전라남도 화순의 운주사에서 석조문화재 1종을 수

집하였으며 아래의 표 11와 그림 92에 나타내었다. 

  표 11. 수집한 기와시료에 대한 기초 데이터 

번

호
사진 유물명 출토지

잔존 크기

(직경×폭×두께)
특징

J1 사선문기와편 강당지A18(11)-29 21×18.9×1.8

등면에는 사선문이 일부 

남아 있고, 내면에는 포

흔이 있으며 등면과 내

면은 회갈색, 속심은 연

갈색을 띤다.

J2 사선문암키와편 연지39(1)-46 23.5×15.5×2.8

일부 결실되었으며 등면

에는 사선문,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흑회

색과 연갈색 및 연회색

을 띤다.

J3 어골문암키와편 강당지A18(11)-5 19×16.7×2.2

등면에는 어골문이 타날

되어 있고 흑회색과 연

갈색이다. 내면에는 포

흔이 있으며 연갈색과 

적갈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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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 단승문기와편 강당지A14(1)-65 22.6×17.9×2

내면에 포흔이 있다. 등

면과 내면 및 속심은 연

갈색을 띠며 내, 외면이 

박락되어 있다.

J5 단승문암키와편 서회랑지B19(94)-5 15.6×13.9×1.1

등면에 단승문이 타날되

어 있으며 내면에는 포

흔이 있다.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나 부분적으

로 연회색도 띤다.

J6 단승문기와편 금당지A6 15.3×14.7×1.1

등면에 단승문, 내면에 

포흔이 관찰되며 부분적

으로 결실되어 있다. 등

면과 내면 및 속심이 흑

회색을 띤다.

J7
전면직선문

암키와편
서회랑지C11(93)-4 14.7×18.5×1.4

등면에 전면직선문이 타

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있다. 등면과 내

면 및 속심은 연회색을 

띠나 부분적으로 연갈색

을 띤다.

J8
전면직선문

암키와편
서회랑지C7(97)-1 21.8×16.6×1.1

등면에 전면직선문이 타

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등면

과 내면 및 속심이 흑회

색을 띤다.

J9 사선문편 강당지E18 11×14.7×2.4

등면에는 사선문이 타날

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있다. 등면과 내

면 및 속심이 연갈색을 

띤다.

J10 어골문암키와편 서회랑지B2(54)-4 18.0×15.8×2.0

등면에는 어골문이 있으

며 내면에는 포흔이 있

다. 전체적으로 흑갈색

과 연갈색을 띠며 부분

적으로 결실되어있다.

J11
격자회자문

암키와편
강당지東(43)-60 13.9×12.0×1.9

등면에는 격자회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

는 포흔이 있다. 전체적

으로 흑회색을 띤다. 부

분적으로 결실되어있다.

J12
어골회자문암키

와편
서회랑지B6(106)-2 22.5×11.8×2.0

어골회자문이 있으며 내

면에는 포흔이 있다. 일

부 결실되어 있으며 등

면과 내면 및 속심이 흑

회색과 연갈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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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화순 운주사의 석조 문화재

   (2) 고고학적 시료의 원활한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위해 FRITSCH사의 

"Planetary mill Pulverisette5"를 이용하여 분말화 하였다. 각 시료마다 RPM 250으

로 설정하여 각각 5 min씩 milling 하였으며, 사용한 Zr 사발과 Ball은 시료가 섞

이지 않도록 초음파 세척-아세톤 세척-증류수 세척순으로 3번 반복하여 세척 한 

후 다음 시료의 분말화를 진행하였다.

J13 명문와편 강당지東(43)-38 18×19.3×2.6

등면에는 명문과 어골문

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

면에는 포흔이 관찰된

다. 등면과 내면 및 속

심이 흑회색을 띤다.

J14 명문와편 금당지A1(7)-2 10.2×9.5×2.4

등면에 명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 포흔이 

있다. 등면과 내면이 흑

회색을 띠며 속심은 적

갈색을 띤다. 

J15 명문와편 동회랑지D10(6)-16 11.8×10.3×1.5

등면에 명문과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

는 포흔이 있다. 등면과 

내면은 흑회색을 띠며 

속심은 연갈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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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고고학 시료의 분말화 장치

  나. NAA에 의한 희토류 분석 민감도 결정   

   (1) 냉 중성자 방사화 분석(CN-PGAA)을 이용하여 분석한 4종의 기와와 석조문

화재 시료의 원소 농도 결과를 아래의 표 13에 정리하였다. 각 시료의 조사 및 

측정 시간은 약 20,000~30,000 초이고, 분광계에서의 불감시간은 약 5% 이내가 되

도록 유지하였다. 분석은 PGAA 운영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표 13. 고고학 시료에 대한 CN-PGAA 분석 결과 

원소 핵종 
붕괴

유형

에너지

[keV]

검출

하한

[ug/g]

농도 [μg/g]  * 비규격화

J1 Unc J4 Unc J7 Unc J13 Unc
석조

시료
Unc

Al 28-Al 2.2M 1778.9 93 106000 3430 96100 3060 92300 2930 95500 3310 59100 1910 

B 11-B Prompt 477.6 0.02 18.72 0.59 4.34 0.40 5.25 0.22 4.10 0.18 1.0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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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기 중성자 방사화 분석(INAA) : 단 반감기 핵종을 이용한 기기 중성자 방

사화 분석을 위하여 시료 약 3㎎의 분말시료를 폴리에필렌 vial에 넣어 하나로 연

구용 원자로(원자로 출력 : 30 MWth)에 30초간 중성자 조사하였으며 중성자속의 

변동에 의한 불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Al-wire를 시료와 동시에 조사하여 중

성자속을 측정하였다. 또한 중장 반감기 핵종을 이용한 기기 중성자 방사화 분석

을 위하여 약 100 ∼ 200㎎의 시료를 30분 동안 중성자 조사하였으며 Fe-wire를 

사용하여 중성자속을 결정하였다. 감마선 측정에 사용한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FWHM 1.85 keV at 60Co의 1332 

keV, peak to Compton ratio 45 : 1)는 10cm 두께의 납으로 차폐시켜 자연 방사선 

및 외부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데이타 수집 및 해석을 위한 

16k-Multichannel Analyzer(MCA)와 personal computer에 연결하였다. 또한 에너지 

및 검출효율은 인증된 표준 복합선원(Isotope Products Laboratories, ML 7500 

series) 을 사용하여 교정하였다. 감마선 계측시의 불감시간은 냉각시간 및 측정위

치를 조절하여 10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검출기에서 발생한 펄스중에 pile-up된 

신호는 주 증폭기의 pile-up rejector에서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MCA에 전달되지 

않게 구성되었다. 또한 검출이 가능한 원소들의 분석품질관리와 보정을 위하여 

Ca 41-Ca Prompt 1942.7 97 5200 236 4430 184 2900 154 4540 193 24000 779 

Cd 114-Cd Prompt 558.3 0.03 0.75 0.04 0.70 0.03 0.57 0.08 0.68 0.03 0.40 0.17 

Cl 36-Cl Prompt 1959.3 8.2 103.0 8.1 82.6 9.2 43.1 7.2 55.4 7.2 81.7 6.8 

Fe 57-Fe Prompt 352.3 121 42000 1380 36500 1200 24300 794 36500 1220 9800 340 

Gd 158-Gd Prompt 944.2 0.03 5.87 0.20 5.10 0.20 5.38 0.19 5.30 0.18 1.39 0.07 

K 40-K Prompt 770.3 26 22700 734 21000 682 17200 558 21600 820 18000 582 

Mn 56-Mn Prompt 314.4 23 518 42 388 44 245 21 472 42 282 20 

Na 24-Na Prompt 874.4 211 8860 534 7280 661 7460 963 7990 456 15000 603 

Si 29-Si Prompt 1273.3 691 236000 8490 218000 7350 240000 7920 224000 7830 210000 6830 

Sm 150-Sm Prompt 334 0.02 5.90 0.20 5.29 0.18 4.58 0.15 5.32 0.18 1.57 0.05 

Ti 49-Ti Prompt 1381.7 7 4500 152 4260 136 4670 174 4120 140 11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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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표준기술원(NIST)의 인증표준물질, NIST SRM 2711-Montana Soil을 고고학 시

료와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14에 본 시료들의 일반적인 분

석조건을 요약하였다.

  표 14. 고고학시료에 대한 일반적인 기기 중성자 방사화 분석 조건 

Nuclide
Measurement 

order

Cooling

time

Counting 

time

Nuclides detected

(Gamma-ray energy, keV)

Short 

lived

1st 20 min. 500 sec. 51Ti(320), 52V(1434), 28Al(1779)

2nd 50 min. 1200 sec.
165Dy(95), 139Ba(165), 87mSr(387), 187W(479), 

56Mn(1810), 27Mg(1014), 24Na(1368), 42K(1524)

Medium 

&

Long

lived

1st 5 days 4000 sec.  153Sm(103),177Lu(208),76As(569),140La(1596) 

2nd
longer 

than

 13 days

8000 sec.

 141Ce(145), 175Yb(282), 233Pa(312), 51Cr(320), 

81Hf(482), 134Cs(795), 46Sc(889), 86Rb(1076), 

59Fe(1099), 182Ta(1221), 60Co(1332), 

152Eu(1408),124Sb(1691)

  

  

     측정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각 핵종으로 부터 방출되는 특성 감마선의 알짜 

초당 계측수(cps)를 산출하고 방사능 생성식과 핵 데이터를 적용하여 함량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Labview로 자체 개발한 함량계산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총 21종의 원소를 정량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를 표 15에 정리하였다. 

검출한 희토류원소들은 Ce, Dy, Eu, La, Lu, Nd, Sc, Sm 등이며 검출한계가 실제 

함량값보다 낮아 고고학적 시료의 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냉 중성자 방사화 분석과 기기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적용하면 총 25개 이상

의 원소를 분석할 수 있으며, 특히 냉 중성자 방사화 분석으로 추가적으로 Si과 

같은 주성분 원소의 분석이 가능하며 미량원소로는 B과 Cl, Cd, 희토류로는 Gd과 

Sm의 분석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방법을 적용하면 Ce, Dy, 

Eu, Gd, La, Lu, Nd, Sc, Sm과 같은 총 9종 이상의 희토류 분석이 가능하며 고고

학적 시료의 산지추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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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고고학시료에 대한 기기 중성자 방사화 분석 결과(단위 : mg/kg)  

  

  다. CN-PGAA 정확도 평가

     인증표준물질(NIST SRM 1646a Estuarine Sediment)를 고고학 시료와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CN-PGAA로 분석하였으며 총 15종의 원소를 정량하였으며 그 결

과를 표 16에 정리 하였다. 관심 원소들의 대부분은 인증값 또는 참고값과의 상

대오차가 15% 이내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분석의 품질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기중성자 방사화 분석으로 인증표준물질(NIST 

SRM 2711-Montana Soil)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7에 정리 하였다.  

분석된 원소들의 대부분은 인증값 또는 참고값과의 상대오차가 10% 이내에서 일

치함을 알 수 있었다. 

시료명/

원소
J1 J2 J3 J4 J5 J6 J7 J8 J9 J10 J11 J12 J13 J14 J15

석조

시료

DL

(mg/kg)

Al(%) 10.5 10.6 10.2 10.5 9.04 8.16 8.10 8.39 9.90 7.76 7.40 9.23 10.1 9.67 7.23 6.62 70 

Ba 739 919 659 744 704 689 624 756 779 809 841 732 1061 857 843 687 66 

Ce 122.5 109.4 112.6 124 97.64 107.6 102.9 92.23 117.1 118.8 112.6 127.6 126.3 109.2 119.9 39.1 1.2 

Co 17.79 18.37 15.89 14.25 13.15 10.96 12.39 10.03 14.63 18.18 16.33 16.71 16.38 14.88 18.05 3.05 0.63 

Cr 91.47 67.52 90.13 92.2 92.01 78.4 113.2 101.8 72.81 98.2 97.22 101.6 97.67 88.44 104 8.56 2.37 

Cs 7.03 7.66 7.39 6.74 5.02 6.65 6.59 7.29 6.92 8.50 8.64 8.24 8.52 8.73 8.79 4.65 0.61 

Dy 6.85 6.84 7.38 9.52 7.38 6.87 7.17 6.75 6.33 6.55 6.15 8.67 6.39 6.82 7.42 2.98 0.20 

Eu 2.14 1.63 1.62 1.52 1.02 1.20 1.45 1.36 1.21 1.57 1.36 1.90 1.68 1.44 1.75 0.45 0.20 

Fe 43680 37640 41900 44630 47430 42130 28860 46470 43000 47190 40540 53370 41940 38740 46530 13570 299

Hf 228 199.4 202.8 211.8 173.4 176.8 120.7 110.6 135.5 147.8 132.3 73.36 63.63 62.71 62.48 103.1 0.3 

K 25960 27940 29820 31620 18180 22980 21060 26250 27730 24240 25050 28030 24980 28260 25000 29900 961

La 69.52 62.59 64.95 69.19 57.76 60.08 52.83 49.33 61.15 68.89 63.01 69.45 61.41 61.7 63.97 103.5 0.14 

Lu 0.92 0.86 0.96 0.93 1.09 0.92 1.05 0.92 0.81 1.00 0.91 1.13 ND ND ND 0.44 0.03 

Mn 546 684 581 524 289 147 312 219 650 673 462 441 506 558 337 442 2 

Na 9372 9159 8536 9455 6278 6143 8500 10210 9891 8811 6731 7672 9470 9342 6927 19320 35 

Nd 43.49 52.14 38.51 60.23 61.58 64.01 49.37 33.51 ND 52.88 59.39 53.99 47.32 52.07 75.97 13.63 8.84 

Rb 215 136 165 166 140 165 114 151 155 193 177 180 209 184 181 122 14 

Sc 15.32 14.44 14.98 15.59 16.38 14.4 16.62 14.52 14.5 15.31 15.32 15.47 15.34 14.15 15.42 3.98 0.04 

Sm 9.37 9.09 8.23 10.31 9.24 8.81 9.14 7.60 8.27 10.10 8.88 9.54 9.86 9.04 9.83 2.80 0.02 

Ti 5276 4446 6263 6035 6136 6116 5218 5982 5337 3748 4376 5845 5349 4555 4972 1326 395 

V 105.5 88.4 110.1 104.1 105.5 75.9 112.8 97.0 99.8 76.4 80.8 110.7 100.5 87.9 90.7 34.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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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NIST SRM1646a Estuarine Sedimnet에 대한 CN-PGAA 분석 결과  

   

Elem. Nuclide Decay
Energy

[keV]

Measurement Certified

Conc.

[μg/g]

Meas.

/Cert.　
Concentration   [μg/g]

Value Unc.

Al 28-Al Prompt 3033.9 22400 6650 22970 0.98 

B 11-B Prompt 477.6 44.1 1.4 

Ca 41-Ca Prompt 1942.7 5470 687 5190 1.05 

Cd 114-Cd Prompt 558.3 0.14 0.10 0.148 0.95 

Cl 36-Cl Prompt 1959.3 6620 287 

Fe 57-Fe Prompt 7631.1 18100 606 20080 0.81 

Gd 158-Gd Prompt 944.2 3.0 0.2 

K 40-K Prompt 770.3 8250 316 8640 0.95 

Mn 56-Mn Prompt 7243.5 374 61 

Na 24-Na Prompt 874.4 7800 838 7410 1.05 

Si 29-Si Prompt 1273.3 391000 13300 400000 0.98 

Sm 150-Sm Prompt 439.4 2.39 0.11 

Ti 49-Ti Prompt 1381.7 4250 167 4560 0.93 

V 52-V Prompt 7162.9 499 132 448 11.13 

Zn 68-Zn Prompt 1077.3 47 25 48.9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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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NIST SRM-2711의 기기 중성자 방사화 분석 결과  

Element
Certified 
Value

Uncertainty 
(2s)

This work
보증값/
분석값Mean SD(1s)

Al 65300 900 64434 822 1.013 

As 105 8 102.5 5.8 1.025 

Ba 726 791 56 0.918 

Ba 726 38 783 37 0.927 

Ce 69 69.7 3.0 0.990 

Co 10 9.48 0.51 1.055 

Cr 47 49.9 2.0 0.942 

Cs 6.1 6.54 0.47 0.932 

Dy 5.6 6.07 0.44 0.922 

Eu 1.1 1.10 0.08 1.004 

Fe 28900 27405 1257 1.055 

Hf 7.3 8.00 0.25 0.912 

K 24500 800 24404 1335 1.004 

La 40 38.1 1.6 1.051 

Mg 10500 300 12108 1325 0.867 

Mn 638 28 633 6 1.008 

Na 11400 300 11780 86 0.968 

Rb 110 119.0 6.64 0.925 

Sb 19.4 18.50 1.67 1.049 

Sc 9 9.16 0.37 0.983 

Sm 5.9 6.11 0.24 0.966 

Th 14 14.3 0.54 0.978 

Ti 3060 230 3191 271 0.959 

V 81.6 2.9 83.4 2.5 0.979 

Yb 2.7 2.89 0.3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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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AA를 적용한 국내 석조 문화재의 산지 추정 연구  

  가. 석조문화재 시료의 수집

   (1) 통일신라기 전탑, 부여지역 석탑, 화순운주사 일대의 석탑들에서 시료를 수

집하였다. 각각의 석조 문화재들을 아래의 그림들에 나타내었다. 

그림 94. 법흥사지 칠층전탑 그림 95. 조탑동 오층전탑

그림 96. 송림사 오층전탑 그림 97. 장하리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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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현내리 부도 그림 99. 홍양리 오층석탑

그림 100. 세탑리 오층석탑
그림 101. 화순 운주사 수직문 칠층석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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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앞 칠층석탑 그림 103.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그림 104. 화순 운주사 거북바위 오층

석탑

그림 105. 화순 운주사 거북바위 교차문 

칠층석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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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화순 운주사 채석장

그림 107. 화순 운주사 칠성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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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일신라기 전탑 : 법흥사지 칠층전탑(BH)에서 2건, 조탑동 오층석탑(JT)에서 

8건, 송림사 오층전탑(SL)에서 6건을 확보하여 총 16건의 시료를 수집하였다. 조탑

동 전돌과 송림사 전돌은 매장환경에서 출토되어 주위에 흙이 묻어 있는 상태이

다.

번호 시료명 사진(전) 사진(후)

1 BH-1

2 BH-21)

3 JT-1

4 JT-2

 표 18. 통일신라기 전탑 구성 전돌시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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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료명 사진(전) 사진(후)

5 JT-3

6 JT-4

7 JT-5

8 JT-6

9 JT-7

10 J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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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료명 사진(전) 사진(후)

11 SL-1

12 SL-2

13 SL-3

14 SL-4

15 SL-5

16 S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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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여지역 석탑 : 분석 대상시료는 자연적 풍화로 인해 본래의 암질에서 탈락

된 암편들로, 장하리 삼층석탑(BY-1~2)에서 2건, 현내리 부도(BY-3~4)에서 2건, 홍

양리 오층석탑(BY-5~6)에서 2건, 세탑리 오층석탑(BY-7~9)에서 3건의 암편을 수습

하여 총 9건의 시료를 채집하였다.

번호 시료명 사진(전) 사진(후)

1 BY-1

2 BY-2

3 BY-3

4 BY-4

 표 19. 부여지역 석탑 구성 석재시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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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료명 사진(전) 사진(후)

5 BY-5

6 BY-6

7 BY-7

8 BY-8

9 B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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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순운주사 일대 석탑 : 분석 대상시료는 자연적 풍화로 인해 본래의 암질에

서 탈락되거나 대상 석조문화재로부터 근방 1m 내에 산재된 암편들이다. 수직문 

칠층석탑(WJ-1~2)에서 2건, 석조불감 앞 칠층석탑(WJ-3)에서 1건, 석조불감

(WJ-4~5)에서 2건, 거북바위 오층석탑(WJ-6~7)에서 2건, 거북바위 교차문 칠층석

탑(WJ-8)에서 1건, 채석장(WJ-9~11)에서 3건, 칠성바위(WJ-12~13)에서 2건을 수습

하여 총 13건의 시료가 수집되었다. 

번호 시료명 사진(전) 사진(후)

1 WJ-1

2 WJ-2

3 WJ-3

4 WJ-4

표 20. 화순 운주사 일대 석탑 구성 석재시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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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료명 사진(전) 사진(후)

5 WJ-5

6 WJ-6

7 WJ-7

8 WJ-8

9 WJ-9

10 WJ-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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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료명 사진(전) 사진(후)

11 WJ-11

12 WJ-12

13 WJ-13

  나. 시료의 전처리 

     시료의 전처리는 전돌 및 석재 시료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15분씩 1차 

증류수로 2회, 초순수로 1회 초음파 세척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세척 시료

는 105℃에서 24시간 건조하고,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200mesh 이하로 분말화하였

다. 분말화 된 시료는 유리Vial에 담아 105℃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초음파 세척    세척 후 105℃에서 건조

 시료 분말화   분말시료 105℃에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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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1) 단 수명 핵종을 이용한 원소분석 조건 : 시료 약 10㎎의 분말시료를 폴리에

필렌 vial에 넣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원자로 출력 : 30 MWth)에 중성자 조사하

였으며 중성자속의 변동에 의한 불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Al-wire를 시료와 

동시에 조사하여 중성자속을 결정한다. 1차 측정을 위하여 20분간 냉각시킨 후에 

500초간 감마선을 획득하여 51Ti, 52V, 28Al 핵종을 검출한다. 2차 측정을 위하여 50

분간 냉각시킨 후에 1200초간 감마선을 획득하여 165Dy, 139Ba, 87mSr, 56Mn, 27Mg, 

24Na, 42K 핵종을 검출한다.

   (2) 중/장 수명 핵종을 이용한 원소분석 조건 :  약 100  200㎎의 시료를 1시간 

동안 중성자 조사하였으며 Fe-wire를 사용하여 중성자속을 결정한다. 1차 측정을 

통한 중수명 핵종의 검출을 위하여 5일간 냉각시킨 후에 4000초간 감마선을 획득

하여 153Sm,177Lu,76As,140La 핵종을 검출한다. 2차 측정을 통한 장수명 핵종의 검출

을 위하여 2주일 이상 냉각시킨 후에 8000초간 감마선을 획득하여 141Ce, 175Yb, 

233Pa, 51Cr, 181Hf, 134Cs, 46Sc, 86Rb, 59Fe, 182Ta, 60Co, 152Eu,124Sb 핵종을 검출한다.

    (3) 원소의 정량 : 측정된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각 핵종으로 부터 방출

되는 특성 감마선의 알짜 초당 계측수(cps)를 산출하고 아래의 방사능 생성식과 

핵 데이터를 적용하여 함량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Labview로 자체 개발한 

함량계산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A = cps/(εpγ) = σ0 Φth θ(ω/M)NA S D C                           

                                         

  여기서,  A : 생성물로부터 측정된 특정 핵종의 방사능, Bq

          cps : 특정 감마선(전 에너지) 피크의 초당 계측수 

          εp : 특정 감마선(전 에너지) 피크의 절대 검출효율

          γ : 특정 감마선의 방출율

          σ0 : 측정 핵종에 대한 중성자속도 2200 m/sec 에서의 방사화단면적 

          Φth : 열 중성자속, n/cm2s

           θ: 방사화 된 동위원소의 자연 존재비

           ω: 정량된 원소의 양, g

           M : 정량하려는 원소의 원자량, g/mole

           NA : 아보가드로 상수, 6.023 x 1023 mole-1

           S : 포화인자, [1-exp(-λti)] ; ti는 조사시간

           D : 붕괴인자, exp(-λtd) ; td는 붕괴시간(냉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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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계측시간동안의 핵종붕괴의 보정인자

           λ: 방사성 생성물의 붕괴상수

    위의 식을 실제 함량계산식으로 다시 쓰면 아래 식으로 정리 된다.

        ω = AM / NA θ σ0 Φth [1-exp(-λti)]                                 

            

     여기서, A = cps / εp γ exp(-λtd) [1-exp(-λtc)/λtc]

         

     ω = cps M / NA θ σ0 Φth εp γ[1-exp(-λti)] exp(-λtd) [1-exp(-λtc)/λtc]   

     위의 식에서 원자량(M), 아보가드로수(NA)와 동위원소 존재비(θ)는 핵자료집으

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잘 알려진 상수이다. 단면적(σ0)은 상기의 방사화식과 알려

진 원소의 질량 측정을 이용하여 계산하나 보통은 핵 자료집의 문헌값을 이용한

다. 붕괴상수(λ)와 방출율(γ)는 정밀하게 알려져 있으며 문헌값을 이용한다. 중

성자 속(Φth)과 검출효율(εp)의 결정은 조사공과 시료의 기하학적 위치에 따라 실

험적으로 측정한다.

   (4) 분석품질관리 : NIST SRM 2711-Montana Soil 시료를 석조문화재 시료와 동

일한 실험 조건에서 분석하여 인증값 또는 참고값과의 상대오차를 평가하여 실제 

시료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라. 통계학적 산지추정  

     통계 분석은 선정 시료들의 상호 유사성과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된 

시료의 원소 조성 결과를 가지고 주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선형판별분석

(Statistical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으로 처리한다. 

     주성분분석법은 다변량통계분석법(multivariable statistical analysis)의 하나로 

많은 변수 값들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각 변수들을 선형 결합한 소수의 주

성분으로 집약하는 방법이다. 주성분 분석법의 통계처리는 분석시료 i(i=1, 2,…, 

n)에 대하여 변수(측정된 원소) j(j=1, 2, …, m)의 값 xij은 데이타 행렬 X(N x M)

를 형성하고 각 원소의 값에 대해 같은 가중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

(autoscaling)과정을 거친다.                              

     판별분석은 분류되어 있는 집단 간의 차이를 의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독

립변수를 찾아내고 이들의 선형결합으로 판별식을 만들어 내어 분류하고자 하는 

각 대상들이 속하는 집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전체 시료가 둘 또는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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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형성하고, N개의 시료에서 각각 M개의 변수를 측정하여 얻은 N×M 데이

터 세트는 M차원의 공간에서 N개의 점으로 된 한 세트로 나타낼 수 있다. 산지

분류에 적용된다면,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 매트릭스가 몇 개의 산지로 분류될 

때 그 분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판별식을 구하는 것이다. 

 4. 일반인과 치매환자의 혈청성분원소와 혈압, 혈당과의 관계평가 연구

  가. 최적 혈청분석 절차 확립

   (1) 혈청 표준시료 및 실제시료 : 혈청 표준물로는 미국표준연구소의 NIST SRM 

1598A-Inorganic Constituents in Animal Serum을 선정하여 구매하였다. 구입한 표

준 혈청 약 5cc를 -40oC에서 24시간 동결 건조하여 방사화 분석용으로 준비하였

다. 동결건조 전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수분함량을 산출하였으며 90% 정도가 동결 

건조 과정에서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시료는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과제 지원을 완료한 후 보유하고 있던 혈청시료를 확보하였으며 검출된 원소들에 

대한 표준물질과의 함량비교를 위하여 표준물질과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 : 단시간조사(1분)와 장시간조사(4시간)를 통하여 생성

된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감마선 측정시스

템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상대효율 : 40%)와 DSPEC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단시간조사를 위한 시료양은 약 15 mg이었으며 시료로부터 생성된 고 방사능의 

Na-24의 간섭으로 검출가능한 원소가 제한적 이었다. 즉 3시간 정도의 냉각과정

을 거친 1차 측정에서 Cl-38을 검출할 수 있었으며 8시간 냉각을 거친 2차 측정

을 통해 K-42를 검출, 정량할 수 있었다.  장시간조사를 위한 시료양은 약 100 

mg이었으며 단시간 조사된 시료와 동일하게 생성된 고 방사능의 Na-24의 간섭으

로 약 10일 동안의 냉각과정을 거친 1차 측정에서 Br-82와 Na-24를 정량할 수 있

었으며 12일의 냉각을 거친 2차 측정을 통해 Ca-47(Sc-47), Se-75를 검출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일 이상의 냉각기를 거친 3차 측정을 통하여 Ca-47(Sc-47), 

Cr-51, Co-60, Sb-124, Se-75, Rb-86, Fe-59, Zn-65를 검출하였다. 표 21에 동결 

건조된 혈청측정/분석조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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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동결 건조된 혈청측정/분석조건

  

    혈청 SRM과 실제시료로부터 Br, Ca, Cl, Co, Cs, Fe, K, Na, Rb, Sb, Se, Zn와 

같은 총 12개의 원소를 정량하였다. 건조된 상태에서의 함량수준은 Na, K가 3% 

에서 6%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Cl은 2000 ppm, Ca은 1000 ppm 수준이었으며 나

머지 원소들은 100 ppm 이하로서 미량 또는 극미량이었다. 아래 그림에 혈청 

SRM과 실제시료의 분석결과에 대한 비교와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108. 동결 건조된 혈청의 분석결과와 검출한계 평가 

Nuclide 

by  

Half-life

 Sample 

Weight

(mg)

Irradiation 

Time
Cooling time

Counting 

Time

Nuclides detected                 

(Gamma-Ray Energy, keV)

Short 

(Medium)
10-20 1 min.

2 - 3 hrs. 400 sec. 38Cl(1643)

5 - 10  hrs. 6000 sec. 42K(1524)

Long
more or 

less 100 
4 hrs.

9 - 11 days 1000 sec. 82Br(554),24Na(1368)

12 - 13 

days
20000 sec. 47Ca(1297),47Sc(159) for Ca,75Se(264)

longer

than        

 20 days

80000 sec.

47Ca(1297),51Cr(320),134Cs(796),

124Sb(1690),75Se(264),60Co(1173,1332),

86Rb(1076),59Fe(1099,1291)),65Zn(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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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혈청 분석의 정확도 및 정밀도 평가 : 혈청 SRM의 분석 결과값을 인증서의 

보증값 또는 참고값과 비교하여 방사화 분석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그림 109). 

Br과 Cl은 보증값이나 참고값이 없어 평가하지 못하였다. Ca, Cs, K, Sb의 경우에

는 약 20% 내외의 상대오차를 나타냈으며 감마선 측정 불확도 또는 극미량 성분

에 의한 비균질도에 기인하여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원소들은 비교법을 적용하여 실제시료의 분석값을 정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머지 원소들은 절대법으로 정량시에 10% 이내의 정확도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

다. 또한 분석값의 정밀도 평가를 위해 불확도 인자중에 기여도가 높은 감마선 

측정 오차를 평가하여 그림 110에 나타내었다. K와 Sb의 감마선 측정 오차가 20% 

내외를 보였으며 실제 혈청시료의 분석시에 불확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

지 10개 원소에 대한 감마선 측정 오차는 10% 이내로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하나로 냉중성자 PGAA장치를 이용하여 20000초 동안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바탕선과 차별이 되는 검출가능한 원소를 선별하였다. 최종

적으로 검출이 가능한 원소는 Ca, Cl, K, Na 등이었다.

  

그림 109. 혈청 분석결과의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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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혈청 분석결과의 불확도(정밀도) 평가 

  

   (4) 최적 혈청 분석절차 확립 :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에 의하여 12개 원소, 냉중

성자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에 의하여 최소 4개 원소를 검출 할 수 있었다. 두 

분석법으로 공통적으로 정량이 가능한 원소는 Na와 Cl로서 한 개의 준비된 미지

시료만으로 복합 분석이 가능하다. 즉 ①일차적으로 CN-PGAA 시스템으로 즉발감

마선 스펙트럼을 획득한다. ②동일한 시료를 장시간 조사에 의한 열 중성자 방사

화 분석을 수행하여 Na의 함량을 결정한다. ③Na의 함량을 토대로 k0방법을 적용

한 PGAA 원소정량을 수행한다. ④두 분석법으로 부터의 결과값을 취합하여 정리

한다.  

  나. 실제 혈청 시료 수집 전처리

   (1) 일반인에 대한 혈청 시료의 수집 : 보건소, 노인복지관, 대학 등에서 공고문 

등의 광고를 통해 55세 이상의 일반 성인 대상자를 모집 하였다. 연구 피험자로

써 55 ~ 90세의 남녀 성인 74명을 모집하여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의

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일반인 피험자 모집은 용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1040966-AB

N-01-201311 HMR 003-1). 본 용인대학교 연구자와 연구조원은 연구피험자보호

를 위한 헬싱키 서약의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

였고, 피험자에 대한 IRB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함을 설명한 후에, 피험자

에게서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2) 치매환자에 대한 혈청 시료의 수집 : 성당의 노인대학의 노인, 대학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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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informed consent를 받

은 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피험자로써 병원 외래에 진료

를 받는 57 ~ 90세의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를 가진 남녀 성인 74명을 모집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

구의 피험자 모집은 아주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도움으로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

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AJIRB-BMR-SUR-13-331). 

   (3) 채혈 및 전처리 : 동의서를 작성한 피험자 중에서 채혈일 그 전날 저녁 식사 

후 10~12시간 공복을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하여 혈액을 채취하였

다. 채혈은 간호사가 수행하였으며, 피험자의 전정완 정맥에서 혈액 8ml를 채혈하

여 vaccum tube 2개에 나누어 받았다. 공복 상태를 유지한 피험자 중에서 혈관 

이상 등으로 아주 소량의 혈액만 채취가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혈청은 성분원

소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채혈 후 혈액은 30분간 차가운 상태에서 세워둔 

후, 3000rpm에서 원심 분리하였다. 성분원소 분석용 시료는 원심분리된 혈액중 

상층액을 자동 pippet으로 약 1.0ml를 채취하여, 미리 5% 질산 용액과 3차 증류

수로 두번 세척해 두었던 15ml falcon tube에 담아 -70 에서 냉동하였다. 성분원

소 분석용 혈액시료로 항응고제에 의한 무기질 오염을 막기 위해 혈청을 사용하

였고, 이 냉동 보관된 시료는 용인대식품영양학과 동결 건조기에서 48시간 -50

에서 동결건조한 후, 다시 냉동기에 보관하였다가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무기 원소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머지 혈청은 혈당, 혈중 지질성상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표 22. 일반인 채혈 피험자의 영문 initial과 혈청의 양, 동결건조 전후 무게   

차례 Name 혈청양(㎖)
동결건조전 

혈청무게

동결건조후

혈청무게 

1 msj 1.2 1.248 0.112

2 loh 1.8 1.976 0.155

3 lkh 1.2 1.238 0.111

4 kdw 1.2 1.248 0.112

5 lbg 1.8 2.048 0.162

6 jsw 1.8 1.973 0.169

7 lyj 1.8 2.015 0.154

8 kbb 1.8 1.996 0.167

9 lhs 1.2 1.227 0.103

10 hsi 1.2 1.226 0.099

11 kjh 1.2 1.2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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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hr 1.2 1.248 0.103

13 kmn 1.2 1.234 0.113

14 lhs 1.2 1.231 0.108

15 kys 1.2 1.231 0.106

16 pjh 1.2 1.24 0.106

17 mms 1.2 1.228 0.102

18 iyj 1.2 1.221 0.103

19 khy 1.2 1.226 0.105

20 jys 1.2 1.242 0.114

21 asy 1.2 1.222 0.106

22 yys 1.2 1.221 0.108

23 lms 1.2 1.219 0.102

24 jyy 1.2 1.231 0.114

25 cys 1.2 1.231 0.098

26 ksb 1.2 1.221 0.101

27 hhr 1.2 1.222 0.112

28 pjh 1.2 1.243 0.102

29 jbw 1.2 1.264 0.101

30 kyh 1.2 1.232 0.107

31 kws 1.2 1.232 0.099

32 kks 1.2 1.231 0.101

33 lsj 1.2 1.221 0.101

34 khy 1.2 1.229 0.108

35 ksg 1.2 1.227 0.109

36 hye 1.2 1.228 0.110

37 kks 1.2 1.22 0.101

38 lyh 1.2 1.233 0.105

39 kms 1.2 1.246 0.105

40 sbj 1.2 1.234 0.096

41 yjt 1.2 1.258 0.106

42 lyi 1.2 1.249 0.099

43 ccj 1.2 1.251 0.115

44 jcj 1.2 1.256 0.112

45 ihg 1.2 1.231 0.109

46 lgk 1.2 1.223 0.115

47 stb 1.2 1.227 0.112

48 bkd 1.2 1.236 0.107

49 kks 1.2 1.232 0.093

50 cks 1.2 1.23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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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치매환자 채혈 피험자의 영문 initial과 혈청의 양, 동결건조 전후 무게 

51 jjj 1.2 1.199 0.099

52 pyj 1.2 1.212 0.106

53 jjt 1.2 1.212 0.105

54 sks 1.2 1.185 0.105

55 kdm 1.2 1.217 0.108

56 jjh 1.2 1.232 0.105

57 kck 1.2 1.193 0.115

58 kjr 1.2 1.204 0.106

59 kjj 1.2 1.247 0.110

60 jhh 1.2 1.277 0.112

61 ysh 1.2 1.246 0.113

62 lmy 1.8 1.968 0.163

63 smg 1.2 1.239 0.124

차례 Name 혈청양(㎖)
동결건조전 

혈청무게

동결건조후

혈청무게 

1 msj 1.0 1.0087 0.0678

2 loh 1.0 0.9969 0.0813

3 lkh 1.0 1.0838 0.082

4 kdw 1.0 0.9924 0.0702

5 lbg 1.0 1.0073 0.0698

6 jsw 1.0 1.0097 0.0829

7 lyj 1.0 1.0129 0.0723

8 kbb 1.0 1.0458 0.0809

9 lhs 1.0 1.0047 0.0637

10 hsi 1.0 0.9981 0.0961

11 kjh 1.0 0.9997 0.0896

12 khr 1.0 1.0151 0.0908

13 kmn 1.0 1.0158 0.0897

14 lhs 1.0 1.0139 0.0642

15 kys 1.0 0.9987 0.0632

16 pjh 1.0 1.0019 0.0843

17 mms 1.0 1.0026 0.0657

18 iyj 1.0 1.0367 0.0846

19 khy 1.0 1.0346 0.0891

20 jys 1.0 1.0281 0.0931

21 asy 1.0 1.0363 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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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혈청 시료의 분석 및 품질관리

   (1) 중성자 방사화 분석 : 단수명 핵종 검출을 위하여 약 5㎎의 혈청시료를 폴리

에필렌 vial에 넣어 10초간 조사하고 10분간 냉각 한 후 24Na, 38Cl 핵종을 검출한

다. 장 수명 핵종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을 위하여 ∼100㎎의 시료를 4시간 동안 

중성자 조사하여 47Ca, 59Fe, 75Se, 65Zn 핵종을 검출한다. 수집된 감마선 스펙트럼

을 분석하여 각 관심원소를 정량 분석한다. 

   (2) 분석품질관리 : NIST SRM 1566b-Oyster Tissue 시료를 혈청 시료와 동일한 

22 yys 1.0 1.0194 0.0952

23 lms 1.0 1.0175 0.0844

24 jyy 1.0 1.0119 0.0875

25 cys 1.0 0.9981 0.0782

26 ksb 1.0 0.9972 0.0855

27 hhr 1.0 1.0211 0.0851

28 pjh 1.0 1.0147 0.0946

29 jbw 1.0 1.0056 0.0922

30 kyh 1.0 1.0026 0.0878

31 kws 1.0 1.0201 0.0887

32 kks 1.0 1.0318 0.0889

33 lsj 1.0 1.0338 0.0883

34 khy 1.0 1.0338 0.0905

35 ksg 1.0 1.0394 0.0858

36 hye 1.0 1.0354 0.0953

37 kks 1.0 1.05 0.0993

38 lyh 1.0 1.0218 0.0932

39 kms 1.0 1.0458 0.0944

40 sbj 1.0 1.0286 0.0861

41 yjt 1.0 1.0841 0.0969

42 lyi 1.0 1.0187 0.0915

43 ccj 1.0 1.0402 0.086

44 jcj 1.0 1.0355 0.0855

45 ihg 1.0 1.0324 0.091

46 lgk 1.0 1.026 0.0814

47 stb 1.0 1.0427 0.0887

48 bkd 1.0 1.0319 0.0874

49 kks 1.0 1.0488 0.0821

50 cks 1.0 1.018 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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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에서 분석하여 인증값 또는 참고값과의 상대오차를 평가하여 실제 시료

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3)  일반인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 총 40인의 일반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아래

의 표 24에 정리하였다. 각 원소별 평균농도값은 Ca 983 mg/kg, Cl 4.3%, Fe 17.5 

mg/kg, Na 3.5%, Se 1.07 mg/kg, Zn 12.3 mg/kg이었으며 Fe, Zn의 상대표준편차는 

30%를 초과하여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4. 일반인의 혈청 분석결과(mg/kg)

시료일련번호 Ca Cl Fe Na Se Zn

4-1 1151 45835 19.3 38429 1.15 17.0

4-2 1207 46082 19.7 37873 1.28 16.1

4-3 1210 35164 30.6 29839 1.19 16.4

4-4 1110 48225 15.6 38007 1.09 13.2

4-7 1192 46010 16.5 36586 1.33 12.4

4-8 1158 38955 22.2 32898 1.28 14.3

4-9 1061 41231 12.0 34248 0.97 11.8

4-10 1044 42168 18.9 34577 0.96 11.9

4-12 975 39583 17.0 33341 0.96 11.1

4-13 1023 41231 23.1 35061 1.01 10.3

4-14 1118 44815 22.6 35494 1.03 10.9

4-15 936 44197 31.0 35020 0.93 10.8

4-16 813 44321 4.8 36421 1.44 9.6

4-18 840 45917 14.3 36833 0.98 8.8

4-19 755 54786 15.5 44352 1.02 9.2

4-20 761 39758 9.9 32146 0.90 10.5

4-21 815 47648 26.5 37090 1.13 10.0

4-22 1121 40448 20.0 33815 1.18 11.1

4-24 893 42992 5.0 34804 1.21 10.3

4-25 812 43054 20.4 34824 1.06 10.8

4-26 908 41674 18.7 34639 0.92 31.7

4-27 981 40386 22.5 34114 0.92 10.8

4-28 959 44372 14.2 35999 0.9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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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건학적 상관관계 평가 

   (1) 만성질환 위험 지표들의 생화학적 분석 및 결과 : 혈당은 혈청을 사용하여 

enzyme oxidase 법으로 아산제약 kit를 사용하여 spectrophotometer에서 측정하였

다. 혈중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cholesterol도 spectrophotometer에서 kit

(아산제약)를 사용하여 효소법으로 분석하였다. LDL-cholesterol은 위 세가지 혈중 

지표에 의해 Friedwald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25. 채혈 피험자의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성상 

4-29 952 46319 13.7 37317 0.97 19.9

4-30 1037 49059 15.0 40057 1.28 10.9

4-31 934 42601 11.9 33537 0.92 10.6

4-32 992 41427 13.4 35587 0.99 11.9

4-33 1025 39871 12.3 33269 1.02 11.5

4-37 961 43044 15.8 34804 0.91 9.8

4-38 976 45073 17.5 36050 1.06 11.9

4-39 828 41962 21.2 34412 0.99 11.4

4-40 999 43621 21.2 34412 1.27 11.7

4-41 1009 43136 21.6 34814 0.98 10.4

4-42 1080 43662 23.6 35236 1.00 12.3

4-43 747 40747 13.8 32795 0.95 12.7

4-44 970 42199 21.3 34505 1.17 11.3

4-45 939 38429 23.0 31302 1.02 10.6

4-48 969 47699 9.8 38543 1.19 12.5

4-49 947 40335 11.3 32733 0.99 10.5

4-50 1119 39222 14.7 32630 1.29 13.0

No. Name
최고

혈압

최저

혈압
혈당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HDL-ch

olesterol 

LDL-ch

olesterol 

1 msj 140 80 140 80 193 63 97.6

2 loh 115 75 85 138 167 50 89.4

3 lkh 130 85 97 135 126 34 65

4 kdw 137 91 120 146 151 65 56.8

5 lbg 125 87 94 204 202 36 125.2

6 jsw 128 90 108 91 186 4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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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yj 119 80 93 72 183 59 109.6

8 kbb 126 94 99 236 239 46 145.8

9 lhs 150 90 38

10 hsi 140 83 81 82 141 66 58.6

11 kjh 120 80 96 100 126 35 71

12 khr 110 70 99 86 164 52 94.8

13 kmn 90 60 101 108 243 64 157.4

14 lhs 120 70 99 61 166 66 87.8

15 kys 130 90 93 161 194 32 129.8

16 pjh 120 80 93 88 112 35 59.4

17 mms 160 80 109 75 233 73 145

18 iyj 150 90 75 234 246 49 150.2

19 khy 110 80 100 92 198 52 127.6

20 jys 160 90 84 139 193 48 117.2

21 asy 137 94 90 118 224 50 150.4

22 yys 120 80 73 199 222 48 134.2

23 lms 120 80 102 62 133 65 55.6

24 jyy 140 80 115 115 234 52 159

25 cys 90 60 94 117 144 32 88.6

26 ksb 110 70 93 159 200 52 116.2

27 hhr 125 85 82 80 162 48 98

28 pjh 110 70 999 38 999

29 jbw 121 80 88 91 159 46 94.8

30 kyh 120 70 96 84 136 57 62.2

31 kws 110 70 94 108 165 53 90.4

32 kks 90 60 84 71 163 64 84.8

33 lsj 110 70 37

34 khy 110 70 96 105 164 65 78

35 ksg 130 90 107 68 126 45 67.4

36 hye 120 80 88 119 187 41 122.2

37 kks 130 90 80 164 203 41 129.2

38 lyh 130 80 96 75 150 62 73

39 kms 139 86 96 69 154 57 83.2

40 sbj 119 80 102 70 154 38 102

41 yjt 127 78 109 182 163 43 83.6

42 lyi 118 65 110 37 129 37 84.6

43 ccj 134 74 104 138 201 4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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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관성 평가를 위한 통계처리 : 측정치의 통계처리는 SAS ver. 9.2를 사용하

여 혈청 무기질 수준 및 혈중지질, 혈당, 혈압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현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t-test에 의해 유의성을 평가, 분석한다. 또한 혈청 무기질 원

소수준과 당뇨조절상태, 혈중 지질 상태, 혈압과의 관계는 우선 상관분석을 통해 

성분원소 뿐 아니라 나이 등 예측되는 confounding factor과의 관계도 평가하고,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등에 보정한 후,  혈청 성분원소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위험지표를 찾기 위해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고자 한다. 

   (3) 성별에 따른 만성적 건강 위험 지표 : 55세 이상의 성인의 혈당은 성별에 따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중 지질 중 중성지방은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총 콜레스테롤(p<0.05), HDL-콜레스테롤(p<0.05)은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LDL-cholesterol(p<0.05)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이들 측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동맥경화지수는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4 jcj 101 70 90 186 213 38 137.8

45 ihg 119 76 106 89 169 33 118.2

46 lgk 162 106 95 119 150 39 87.2

47 stb 134 87 98 188 175 31 106.4

48 bkd 134 86 99 82 211 51 143.6

49 kks 143 91 95 127 155 27 102.6

50 cks 98 54 89 103 94 31 42.4

51 jjj 140 67 93 71 221 70 136.8

52 pyj 122 70 211 169 122 31 57.2

53 jjt 135 86 127 76 117 43 58.8

54 sks 125 74 125 145 176 52 95

55 kdm 122 81 101 70 145 35 96

56 jjh 118 70 106 58 154 53 89.4

57 kck 141 94 115 120 234 45 165

58 kjr 133 84 102 72 229 50 164.6

59 kjj 133 80 94 111 182 70 89.8

60 jhh 136 80 93 69 243 66 163.2

61 ysh 132 85 103 156 200 55 113.8

62 lmy 146 107 98 181 176 42 97.8

63 smg 113 69 113 129 203 58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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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분원소와 혈당, 혈압과의 상관성 평가 : 일반적으로 건강인에서 혈중 무기

질 수준는 혈압이나 혈중 지질, 혈당 조절에 관여하여, 무기원소의 과부족은 당

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혈액의 Na, Cl과 K는 세

포외액과 세포내액을 유지하는 전해질로써 혈관의 삼투압 조절에 매우 중요하며 

인체의 평형상태에서는 이 들 무기질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Na과다섭취 등으로 혈중 Na수준이 증가하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혈압과 혈중 Na수준은 정의 상관성을 K 수준은 음의 상관성을 보인다.

    혈중 selenium과 zinc수준은 항산화 무기원소로써 반응성 산소증 등에 의해 야

기되는 지질과 당의 산화를 억제하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고혈당과 이상지혈

증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 과산화를 억제하여, 혈액내 염증반응을 약하시켜, 당뇨

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혈당 수

준에 따른 변화가 일치된 패턴을 보이지 않으나, 질병과의 관련 형태가 U-curve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두 성분 원소의 

수준이 낮다면 음의 상관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성별, 나이, 단백질 영양상

태, 흡연습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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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절 목표 달성도  

 1. 1단계 주요 연구 목표

    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 2012년 3월에 구축된 냉 중성자 방사화 스테이션을 활용

하여 냉 중성자에 기반한 방사화 분석기술 확보하고 기 확립된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과 병합하여 산업, 보건, 문화재 분야에 대한 응용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연구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효과적인 추진계획을 통하여 설정된 연구목표를 

100% 달성하였음.

 2. 연도별 목표 및 달성도 

 1) 1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연구개발실적
달성도
(%)

 PGAA용 다중 반동시계수 

검출 장치 구축을 통한 계

측 환경 개선

- 즉발감마선 분광계 구성 및 중성자속 측정

- CN-PGAA 반동시 계수법 개발

- CN-NIPS pair spectrometry 구축

100

Conventional 및 TOF   

NDP 깊이분해능 평가 및 

분광 계통 개선 

- Conventional NDP 장치의 백그라운드 억제  

  를 통한 에너지 분해능 및 검출한계 개선

- Si wafer 내 10B에서 방출되는 즉발하전

  입자 측정을 통한 깊이 분해능 평가(37nm)

- TOF-NDP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성

100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

념 최적 설계를 위한 몬테

카를로 전산모사 

- 단일검출기 PGI 기본개념 설계

- 분해능 평가를 위한 몬테카를로 모사

- 주요 원소 검출하한 평가

100

냉 중성자 PGAA의 표준물 

인증을 위한 적용성 평가

- 시료선정(NIST SRM 4종) 및 준비

- 원소 분석 절차 확립

- CN-PGAA 정확도(<10%)  및 불확도 평가

100

열/냉 중성자 방사화 분석

에 의한 혈청 분석기술 개

발 

- 혈청 표준물 및 실제시료 확보

- 열/냉 중성자 이용 혈청분석

- 최적 혈청분석 절차 확립(정확도 15% 이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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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년도 

3) 3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연구개발실적
달성도
(%)

Chopped beam을 이용한 

Time-of-Flight PGAA 시스

템 개발

- 6LiF neutron chopper 제작 및 TOF-PGAA  

   개발

- TOF-PGAA 성능 평가

- 지발감마선 제거를 통한 백그라운드 저감

100

NDP를 이용한 B, Li, O, N 

등 주요원소에 대한 검출 

한계 및 깊이 분해능 평가

- 표준물질을 이용한 주요 원소측정법 검증 

- 주 매질에 의한 Matrix effect 평가

- 타 분석법과의 측정능력 비교 평가

100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

념 설계

- 감마선 영상 개념도 개발

- 중성자 포획 및 감마선 생산 모사

- MCNP/GEANT 1차원 위치감응 모사

100

냉 중성자 PGAA를 적용한 

고고학시료중의 희토류 검

출 민감도 평가 

- 고고학적(기와 및 석조문화재) 시료 준비

- Gd, Sm등의 희토류 분석 민감도 결정

- CN-PGAA 및 INAA의 정확도 평가

100

건강성인의 혈청성분원소와 

혈압, 혈당과의 관계평가 

연구 

- 혈청 시료 수집 전처리(50개 이상)

- 혈청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 통계학적 데이터 분석 및 처리절차 확립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연구개발실적
달성도
(%)

Time-of-Flight PGAA 시스

템을 이용한 단반감기 핵종

분석법 개발

- TOF-PGAA 분광계 검출하한 평가

- Cyclic NAA를 통한 단반감기 핵종분석법

  개발 

100

NDP에 의한 반도체 및 이

차전지 물질 근표면의 주요

원소 깊이분포 분석절차 확

립 

- TOF-NDP 분광계 구성

- 반도체 소재의 TOF-NDP 측정능력 평가

-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in situ 분석법 확립

100

 즉발감마선 영상화 장치 - CN-PGI 영상화 기술 구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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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냉 중성자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즉발감마선 분광계 

구성하고 CG2B 중성자속(3x108 n/cm2s)과 평균파장(4.4 )을 측정하고 반동시 계

수법을 개발하여 백그라운드를 1/10 이하로 저감하였다. 또한 CN-NIPS pair 

spectrometry와 Time-of-Flight PGAA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다양한 시료의 즉

발감마선 측정/분석이 가능하여 실제적인 비파괴 분석기술로서 산업적 시료 및 

응용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근표면 깊이별 원소분포(Neutron Depth Profile) 측정기술 개발을 위하여 NDP 

장치의 노이즈 및 백그라운드 감마선 억제를 통한 에너지 분해능과 저에너지 영

역의 검출한계 개선하고 Si wafer 내 10B에서 방출되는 즉발하전입자의 깊이 분해

능 평가(37 nm)하였다. 또한 타 분석법과의 검출하한을 비교하였을 때, NDP 분석

법은 AES, XRD, RBS, XRF 등의 기술보다 우수하나, SIMS법보다는 낮은 민감도를 

보임을 알아내었다. 개발된 NDP 측정기술은 실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및 이차

전지의 보론 및 리튬의 분석에 활용되어 국내 산업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3. 즉발 감마선 영상화 장치 개발을 위하여 단일검출기 PGI 개념 설계도를 기본

으로  MCNP/GEANT 전산모사를 통해 초점형 콜리메이터와 HPGe 검출기를 사용

해 이미지화 할 경우, 공간 분해능은 약 2 mm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즉발감마선 

영상 장치는 조사 대상의 파괴 없이 대상의 3차원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로

서,  기존의 중성자영상(Neutron Radiograph 또는 Tomography)과 융합하여 문화

제작 및 영상화 알고리듬 

개발 

- MCNP/GEANT를 이용한 2차원 감응 모사

- 2-D 영상 공간분해능 평가  

냉중성자 PGAA를 적용한 

국내 석조 문화재의 산지 

추정 연구 

- 국내 석조 문화재 30시료 수집 전처리

- 시료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 통계학적(주성분분석) 산지추정

100

치매환자의 혈청성분원소와 

혈압, 혈당과의 관계평가 

연구

- 치매 환자 혈청 시료 수집 전처리

- 혈청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 보건학적 상관관계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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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복원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에 문화재의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제조에 사

용된 물질 또는 그 구성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 고고학 연구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 열/냉 중성자 방사화 분석 복합 응용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냉 중성자 PGAA의 

표준물 인증을 위한 적용성 평가, NAA에 의한 고고학시료중의 희토류 검출 민감

도 평가, NAA를 적용한 국내 석조 문화재의 산지 추정 연구, 일반인과 치매환자

의 혈청성분원소와 혈압, 혈당과의 관계평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각 CRM 생산을 위한 원소함량 보증을 통한 산업 발달, 국내 문화재의 자연과학

적 분류기법 확립을 통한 국민문화의식 고취와 주요 질병과의 상관성 연구를 통

한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다. 

  5. 결론적으로 하나로 냉 중성자 방사화 분석시설을 이용한 원소정량(PGAA), 깊

이별 농도분포 측정(NDP) 및 영상화(PGI)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석법을 확립함으로

서 기 확립된 열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 보

건, 문화재, 표준물 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응용기술 개발 및 융복합 연구의 활성

화를 통해 국가산업 발달,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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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경제적 측면

    하나로 방사화 분석시험실은 2001년에 KOLAS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국제공인 

시험 성적서 제공을 통한 산업용 시료(IT: 고순도 재료(Si), 플라스틱 중의 불순물 

분석, BT: 식, 음료 및 건강보조 식품 중의 유해원소, ET: 다양한 환경시료중의 

다 원소 분석,  ST관련 : 문화재 관련 비파괴, 다 원소 분석, RT: 동위원소 기초연

구, 추적자 이용 산업 진단, 방사성 핵종 식별)의 품질보증 및 관리 분야에 지속

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2. 사회적 측면

    국가 거대시설인 ‘하나로’ 를 활용한 생명과학, 산업, 보건, 환경 및 사회과

학분야에서의 이용은 국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직, 간접으로 기여되어 그 파

급효과가 크므로 국민 이해 및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함. 또한 방사화 분

석기술은 환경오염시료, 산업폐기물등과 같은 환경시료중의 유해원소분석 뿐 아

니라 다양한 식품에 대한 유해원소 및 필수 미네랄 분석에 유효한 기술로서 국민

의 복지와 보건을 증진시켜 웰빙 사회의 건설에 활용함. 

 

 3. 기술적 측면

    중성자 이용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로 중성자 이용시설을 개량하고, 최

신의 시험검사, 측정 분석 장비를 확보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하여 세계 초일류의 방사화 분석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

음. 또한 타 분석법과의 협력연구 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내 분석기술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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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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