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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더불어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의 처

분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방사선학적인 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

들 대부분은 방사성 오염이 미미한 수준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저준위의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즉, 이들 폐기물에 대

하여 오염 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면에서도 방사능 오

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한다. 특히, 파이프 내부 표면같이 접

근하기 어려운 표면의 오염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미국

과 일본 등 해체 선진국에서는 원격으로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

는 장비를 개발하 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현황 및 기술을 분석하 으며, 개개의 오염도 

측정에 사용되는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 다. 이러한 기술 분

석을 통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배관내부 오염도 측정기술에 활

용하여 실제 해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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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Many radioactive wastes are produc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the 

nuclear facilities. Their radiological characterization must be estimated for 

disposal and reuse. Most of these are very low level radioactive wastes and 

applicable to clearance level waste. But, if these are not proved that there was 

no radioactive contamination, these are classified into low level one. Especially,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the in-pipe surface contamination,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acces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easurement technology 

for the in-pipe surface contamination. In the developed counties of the 

decommissioning technology such as America, Japan etc. they developed the 

measuring device for the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performed the 

capacity estimation.

In this report, the state of the art on the measurement of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inner surface of the pipe and radiation detector for 

measuring the each radiation(alpha, beta, and gamma) proceeding around the 

world was analyzed. By means of such technology analysis, we will develop the 

measuring technology of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inner surface of the 

pipe and apply to the decommission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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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필요한 기술은 OECD/NEA 회원국과 같은 원자력 선

진국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초창기의 해체기술은 

주로 단위 요소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개발된 기술의 실증 

및 적용은 수명을 다한 연구로나 실증로를 중심으로 단위 요소기술들의 조합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1995년부터 연구로 및 원자력시설 해체 프로젝트들 가

운데 에너지부(DOE)가 지원하는 LSDDP (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Project)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해체와 관련된 혁신 기술 및 장

비 75가지를 개발하여 실증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가동 정지된 동력실증로인 JPDR을 원자로 해체기술 개발의 

계기로 삼고자 1982년 「JPDR 해체계획」을 제출하 으나, 해체와 관련된 각

종 요소 기술의 개발은 이미 1981년에 시작하 으며, 연구 종료시점인 1985

년에는 JPDR 해체를 위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 다. 이러한 기술들은 1986 

~ 1996년까지 수행된 JPDR의 해체에서 실증되었고, 또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전세계 대부분의 원자력 시설들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설계적 특성과 운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어느 한 기술이 모든 시설들에서 활용되

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성으로 인하여 각국에서는 

각자 고유의 원자력 시설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해체 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는 원격조작 및 경제성 향상 등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에 있

으며, 방사선 측정 분야도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하여 측정 장비의 자동화 및 원격장치 개발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해체 시장의 다국적 기업화와 더불어 더욱더 

가속될 전망이며, 이러한 기술 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의 연구로 및 우라

늄 변환시설 해체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내 해체기술 수준의 향

상과 더불어 해외 해체시장의 참여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원자력시설 해체와 더불어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시설의 운전기간 동

안 발생한 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일시에 발생되며, 해체 작업 중에 작

업자들의 방사성 피폭과 방사성 물질의 환경으로의 방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철저한 방사선/능의 측정 및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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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발생된 대부분의 폐기물들은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

염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저준위의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오염 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출하기 위해, 이런 항목들은 어떤 표면에서도 방

사능 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받

아야하는데, 작은 직경의 파이프 내부 표면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표면의 오

염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처분을 하기 위하여 free release될 

수 없다. 즉, 해체 시 발생된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중에서 특히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하여 미국과 일본 등 해체 선진국에서는 원격으로 배관 내부의 오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 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 다.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장비는 다양한 크기의 배관

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알파/베타선 및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출기를 배관 내부로 이송하여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오

염물질이나 슬러지에 의하여 측정장비의 오염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까지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장비의 개발은 없는 상황이다.

즉,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관 내부의 오염 물질에 의

한 측정 장비의 오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알파/베타 그리고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

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현

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배관내부 오염도 측정기술에 활용하여 실제 해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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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기술

제 1 절  배관 내부 오염도 원격 측정 기술

해체 작업 중에 발생한 배관류의 재활용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정확한 방사

능 오염도 평가가 수행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 해체 선진국에서는 원격으

로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실증

시험을 수행하 다. 배관 내부의 오염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장비는 다

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알파선 및 베타/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배관 내부에서 오염

도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내부의 오염물질이나 슬러지에 의한 측정장비의 

오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1. 개요

일본의 JAERI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서는 JPDR (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의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의 내부 방사성 오염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MISE  (Measuring Device for Inner Surfaces of Embedded 

Piping)라는 장비를 개발하 다. 개발한 MISE는 감마/베타선에 의하여 오염된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에서 바퀴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로봇에 gas-flow type Geiger-Müller counter를 장착하여 베타선

과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MISE는 검출기에서 베타

선과 감마선의 투과도 차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계하 으며, 또한 Flexible Micro Actuator (FMA)를 적용한 이동식 

로봇을 이용하여 T자와 L자형 배관에 대해서도 오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아래의 그림 1은 배관 내부로 이송된 전체 검출기 및 이송용 

로봇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이송 로봇에 검출기 시스템 및 전

원부를 연결하여 배관 내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 2는 실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제어 장치는 

방사선 계측을 위한 계측 시스템과 배관 내부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카메

라 제어 장치 및 모니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송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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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관 내부로 이송된 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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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ISE 측정장치의 제어 시스템

Monitor
(front & rear)

Controller

Control system

Radiation 
counter

Monitor
(front & rear)

Controller

Control system

Radiation 
counter



- 5 -

미국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East CP-5 연구로의 해체 프로젝트

에서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ience & Engineering 

Associates, Inc. (SEA)에서는 Pipe ExplorerTM
를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 측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배관 내부의 슬러지 

등에 의한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Pipe ExploreTM
은 봉된 원형막

(tubular membrane)을 사용하 고, 방사선 검출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원형막 

내부에 장착하여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배관 내부로 이송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Pipe ExplorerTM
은 알파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

하여 섬광이 발생하는 ZnS[Ag] 섬광체를 polyethylene에 섞어서 고분자막 형

태의 매질을 제조하 으며, 베타/감마선의 측정을 위해서는 PMT와 연결된 

light pipe를 둘러싼 동축형의 얇은 sleeve plastic 섬광체를 사용하 다. 실제 

Pipe ExplorerTM
은 직선형 배관에 대해서는 좋은 적용 예를 보여주었지만, 장

비의 특성 상 T 또는 L 자형 배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Pipe ExploloerTM system은 배관 및 덕트 내부로 다양한 방사선 검출기를 이

송하기 위하여 Science & Engineering Associates, Inc. (SEA)에 의하여 개발되

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

선 검출기;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배관 내부 위치확인자(locator beacon)를 포

함한다.

해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배관을 재활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배관 내

부의 방사선학적 오염 특성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배관 외

부를 검사함으로써 제한적인 효율성과 작업자의 피폭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배관은 반드시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하며, 콘크리트나 지하에 매설

된 배관은 파내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작업자의 피폭 위험이 있다. Pipe 

Explore의 이점은 배관 내부의 특성 평가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다.

Pipe ExplorerTM
은 그림 3과 같이 배관 내부로 방사선 검출기와 비디오 카메

라를 이송하기 위하여 공기압으로 운용되는 폐된 관모양의 멤브레인을 사

용한다. 압력이 가해지면, 멤브레인은 배관을 통하여 특정 장비를 어 넣기 

위하여 적당한 힘으로 배관 내부로 뒤집어서 삽입하며, 이것은 검출기를 배

관 내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멤브레인과 장비를 회수하

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은 역으로 진행된다. Pipe ExplorerTM
은 장비의 출력

과 위치가 연속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배관 내부에서 특정 장비를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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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길 수 있으며, 이것은 배관 내부의 위치, 시각화, 그리고 방사성 오염의 상

세한 특성을 제공한다. Pipe ExplorerTM
은 자동과 수동의 두개의 시스템이 사

용가능하며, 둘다 CP-5의 실증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다.

그림. 3. Pipe Explorer Membrane을 이용해 전개된 계측기 

Pipe ExplorerTM
은 CP-5 시설의 3 곳에서 배관 검사를 수행하 다. 실증에 

사용된 배관은 핵연료 저장관(주로 알파 측정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매설

된 배수설비(주로 베타/감마 측정과 비디오 검사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기관(베타/감마 측정을 위하여)이었다.

Pipe ExplorerTM 실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ipe ExploreTM 시스템은 최초로 알파선에 의한 오염도 측정에 사용되었

다. 이들 측정은 CP-5 원자로의 3 핵연료 저장관에서 수행하 으며, 이

들은 관의 상부가 바닥에 놓인 수직으로 설치된 길이 11.5 feet, 직경 5

인치의 스테인리스 스틸관이다.

• 4인치 배수관의 153 feet를 따라 비디오 검사를 수행하 다.

• 4인치 배수관의 베타/감마선 오염도 검사를 수행하 으며, 검출하한값은 

137 feet 조사에 대하여 0.7 Bq/cm2 그리고 53 feet 조사에서는 0.28 

Bq/cm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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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 및 운

MISE는 그림 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배관 내부 상황을 감시

하기 위한 카메라, 전체 장비를 이송할 수 있는 이동식 로봇, 그리고 배관 내

부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사선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개

개의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한 일련의 전자회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MISE는 

측정 시 운전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 기반의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이

송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 4. MISE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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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시스템의 이송을 위한 이동식 로봇은 그림 5와 같이 설계하 으

며, 무게는 약 320 g, 외경 71 mm, 길이 270 mm, 그리고 최도 속도는 25 

mm/s이다.

그림 5. MISE 이동식 로봇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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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ExplorerTM
은 압력을 가할 때 배관 내부로 뒤집어져서 들어가도록 배열

된 폐형 멤브레인을 사용하며, 배관 내부로 뒤집어져서 삽입되므로 멤브레

인의 끝에 걸린 압력은 검출기를 이송하는데 충분하다. 이러한 방법은 검출

기를 배관 내부로 효과적으로 이송할 뿐만 아니라 배관 내부의 오염물질로부

터 검출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Pipe ExplorerTM
의 설치 및 측정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폐된 멤브레인은 

처음에 양철통 내부로 감겨 들어간다. 양철통에서부터 나오는 멤브레인의 끝

을 접어서 배관 외부에 봉한다. 양철통을 가압하여 멤브레인에 가해진 공

기 압력은 멤브레인을 배관 내부로 어 넣는다.

방사선 계측기 같은 측정장치를 멤브레인의 끝에 부착하여 멤브레인이 배

관 내부로 삽입되면서 이송되도록 구성되었다(그림 7). 계측기에 연결된 전선 

역시 파이프 안으로 끌어 당겨진다. 시스템을 감아 당기기 위해, 과정이 반대

로 이루어지고 전선, 계측기와 멤브레인은 스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것

은 방사선학적 결과와 계측기 위치가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동안 계측기가 파

이프에서 자유롭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Pipe 

ExplorerTM
시스템은 파이프 안에서 넓은 범위의 비디오 검사와 방사능 오염 

위치와 그 양의 상세한 오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 Pipe ExplorerTM system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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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측정 장치의 블록선도

알파선 오염도를 측정을 하기 위하여 섬광 물질은 멤브레인 안에 함침하

다. 섬광 멤브레인이 파이프 안으로 삽입될 때, 멤브레인은 파이프 벽면과 가

깝게 접촉하여, 파이프 벽 표면 오염물에서 방출된 알파 입자는 멤브레인을 

가로질러 광 펄스를 방출한다. 광 펄스는 광 계측기에 의해 측정되며, 이것은 

파이프 안에서 거리의 함수로써 알파선 오염도를 직접적인 측정할 수 있다.

Pipe ExplorerTM
은 송풍기와 표준 공기 압축기에 의하여 대기압과 비슷한 수

준 (< 10 psi)의 공기압으로 운 된다.

3. 적용

(1) 범위

JAERI의 JPDR에서는 MISE를 실제 해체와 더불어 발생되는 배관의 내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하 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 다.

ANL CP-5 부지에서 Pipe ExplorerTM 시스템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시

스템의 알파선 계측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의 베타/감마 계측 

성능은 파이프 내부와 부지에서 배수구(drain line)의 방사능 준위가 free 

release 범주보다 낮은지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2) 검출기

MISE에서는 베타/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gas-flow type 

Geiger-Muller 계수기를 장착하 다. 충진 가스로는 He 98% 그리고 C4H10 2%

를 사용하며 검출기 입사창의 면적은 75 cm2
이고, 무게는 약 300 g 정도이다. 

장착된 검출기의 측정 원리는 그림 9와 같이, 베타선과 감마선을 구분하여 



- 10 -

측정할 수 있다. 배관 내부의 오염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은 먼저 1차 검출

기(바깥쪽)에 의하여 베타선을 측정할 수 있으며, 2차 검출기(안쪽)에 의하여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실제 베타선은 감마선에 비하여 비

정이 짧으므로 1차 검출기에서 대부분이 검출이 된다. 또한, 1차 검출기와 2

차 검출기 사이에는 차폐판을 설치하여 베타선들이 2차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 다.

그림 8. MISE의 검출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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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ISE의 검출기 내부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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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ExplorerpTM 시스템의 알파선 측정 성능은 그림 10과 같이 배관 내부를 

통하여 이송되는 광 계측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섬광 멤브레인을 사용한다. 

ZnS[Ag] 섬광체는 폴리에틸렌 멤브레인 물질에 함침하여 알파선이 멤브레인

을 때릴 때 섬광이 발생하며, 섬광을 PMT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광 계측기에 

연결된 전자장치는 배관 내부에서 계측기의 위치 함수로써 섬광 멤브레인에 

의해 기록된 섬광 이벤트의 수를 계수하여 배과 내부의 깊이에 따른 알파선 

표면오염도를 제공한다. 이 구성에 사용된 섬광체는 실제적으로 베타와 감마 

방사선에 향을 받지 않아서 측정하는 파이프 안에서 정확한 표면 알파 방

사능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0. 파이프 내부의 Pipe ExplorerTM
알파 계측 

시스템과 섬광 멤브레인의 개략도

Pipe ExplorerTM 시스템에 사용된 베타/감마 계측기는 광 파이프 주위를 감

싸는 얇은 슬리브 플라스틱 섬광체의 coaxial design을 이용하 다. 광 파이프

는 광전자 증배관(PMT)과 전치증폭기에 연결되어 있다. 계측기에서 나온 출

력 펄스는 Pipe ExplorerTM tether를 통해 주증폭기, 단일 채널 분석기(SCA), 

계수기/타이머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은 전체적인 패키지 크기는 작게 유지

하면서 넓은 계측 역을 고려한 것이다. SEA 계측기의 window는 길이 

1.95-inch 직경 1.24-inch 이다. 계측기에 있는 light-tight window는 알루미늄 

0.5 mg/cm2 도금된 mylar 물질로 세층으로 만들어졌다. window를 보호하기 

위해, 벌집형 보호체가 계측기 위에 있으며, 계측기 덮개는 cable이 teth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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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기 위해 떨어지지 않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덮개는 코너나 장애

물을 쉽게 통과하기 위하여 계측기 앞뒤의 가장자리가 둥 게 해야 한다.

배관 내부의 비디오 검사를 위하여 작은 흑백 핀홀 카메라를 사용하 다. 

파이프 내부를 비추기 위하여 세 개의 소형 5-W 백열등이 카메라 덮개에 부

착되었으며, 비디오 카메라는 물의 유입, 파이프 내부의 사물, 파이프 내부의 

T자의 위치를 확인해 준다.

(3) 교정

Pipe ExplorerTM 방사선 계측기의 교정은 예상되는 측정 상황에 맞게 이루어

졌다. 교정 과정 동안 감쇄와 후방산란 향의 고려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프 

크기, 파이프 재질,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반복하여 수행하 다. 5-inch 

파이프에서 Pipe ExplorerTM 알파 측정 계측기의 교정은 Am-241 알파선원을 

이용하 으며, 베타/감마 계측기의 보정은 Cs-137과 Sr/Y-90 선원을 이용하

다.

4. 성능 평가

(1) 알파선 오염도 측정

알파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료관에 Pipe ExplorerTM 를 적용하여 시

험하 다. L자형 관이 있는 짧은 4-inch PVC 파이프는 바닥에 있는 연료봉 

저장 튜브의 입구와 장치의 출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측정은 섬광 

멤브레인과 광 계측기를 연료봉 저장 튜브에 사용하여 수행하 다. 광 계측

기는 0.3 foot 감아 들여졌고 이 깊이에 고정되어 또 40-sccond의 계수가 기록

되었다. 이 point-to-point 측정 과정은 전체 튜브 길이에 걸쳐 검사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짧은 전체 검사 길이(34.4 foot)와 표준이 아닌 파이프 크기(5-inch) 때문에, 

존재하는 4-inch 섬광 멤브레인 원료는 정확히 5-inch 튜브 크기의 짧은 멤브

레인으로 주문 제조하여 사용하 다. 각각의 튜브에 사용된 멤브레인의 길이

는 튜브 길이(11.5 feet)와 pre-pipe 길이(5.25 feet)를 더하여 멤브레인의 끝이 

전부 전개되었을 때 튜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멤브레인이 모

두 전개 되었을 때, 광 계측기 앞면은 튜브의 바닥에서 끌어 올려진다. 그러

나 광 계측기의 유효 계측 window는 튜브의 압에서 거의 40cm까지 확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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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서 연료봉 저장 튜브의 전체 길이에 대한 계측을 할 수 있다. 40초의 

계수 기간은 DOE Rad-Con Manual에 나온 가장 보수적인 free 방출 범위인 

20 dpm/100 cm2 이하로 최소검출하한값을 만족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그림 11. CP-5 연료봉 저장 튜브 #30에서 알파 측정 결과

(2) 베타/감마선 오염도 측정

JAEIR의 JPDR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에 대하여 MISE를 적용하여 베타/감

마선 오염도를 측정하 다.

실제 오염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배관 내부의 오염도 상황 및 장비의 운

전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작하 으며, 그림 12와 같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왼쪽 부분은 이송 장치의 운전 속도, 거

리, 및 현재 위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 오른쪽 부분은 

배관 내부의 베타선과 감마선에 의한 오염도 계수치를 그래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은 실제 배관 내부를 일정한 간격으로 오염시킨 후 MISE를 이용하

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역에 대하여 5 cm 간격으로 10 cm 

두께로 일정하게 배관 내부를 오염시킨 후 측정하 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베타/감마선에 의한 오염도와 순수 감마선에 의한 오염도 그리고 그 

차이에 의한 순수 베타선에 의한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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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ISE의 출력 결과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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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ISE를 이용하여 측정한 배관 내부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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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NL에서 베타/감마 측정은 CP-5 complex의 4-inch 배수 라인에서 수

행되었다. 배수 라인으로의 접근은 방출 라인의 4-inch 부분의 상류 끝에 위

치한 맨홀을 통해 이루어졌다. 2개의 90°의 L자형 관이 있는 짧은 길이의 

4-inch PVC 파이프는 양철통 출구를 맨홀의 방출 파이프로 연결하기 위해 사

용되었다. 표준 4-mil 두께의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은 이 측정을 위해 사용되

었다. 이 측정을 위해 사용된 계측기는 베타 감응에 최적화된 훌륭한 베타/감

마 계측기이다. 베타/감마 계측기에서 얻어진 신호는 선형 shaping 증폭기, 

SCA(single-channel analyzer)와 counter/timer 모듈로 구성된 장치를 사용하 다.

이 검사의 평균 전개율은 약 6.8 ft/min이다. 계획된 회수율은 0.9 ft/min 또

는 그 이하이며 10 feet마다 6분 동안의 측정이 이루어진다. 보정 선원은 장

치의 검출하한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측기가 움직일 때 

MDA는 수정 되어져야만 하다. 0.9 ft/min의 계속된 측정율을 위해 수정된 

MDA는 Cs-137 보정인자를 사용해 2840 dpm/100 cm2, Sr/Y-90 보정인자를 사

용해 1680 dpm/100 cm2
로 계산되었다. 정지된 측정에 대한 MDA는 Cs-137과 

Sr/Y-90 보정인자를 사용했을 때 각각 439와 259 dpm/100 cm2
로 계산되었다.

그림 14. Cs-137 보정 인자를 사용해 계측기 전개 동안 획득한 검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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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직 5개의 위치만이 계측 가능한 한계 이상

의 베타/감마 방사능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음의 부호의 깊이의 

데이터는 pre-pipe 부분(두개의 90° L자가 있는 길이가 짧은 4-inch PVC 파이

프) 검사의 것이다. 계수 시간은 2초로 평균 계측기 전개율은 7 ft/min이다.

그림 15. Cs-137 보정 인자를 이용해 계측기의 회수 동안 획득한 검사 

결과

위 그림 15에서 원은 6분 동안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오른쪽의 높은 도의 데이터는 거의 0.9 ft/min의 측정률로 획득한 것이다. 

두 지역의 계수 시간은 10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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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알파선의 이온화를 이용한 배관 오염도 

측정기술

BNFL Instruments Inc.는 LARD(Long Range Alpha Detection) 기술의 원리에 

기초한 IonSensTM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이 시스템은 기존의 휴대

용 측정장비를 이용한 수동 조사방법과 스메어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

려운 역의 알파선에 의한 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 다.

IonSensTM cut pipe monitor는 Savannah River Site의 321-M Fuel Fabrication 

Facility Deactivation Project 동안 실증되었다. 321-M Fuel Fabrication Facility는 

연료봉 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1992년에 가동이 중지되었고 

현재 해체 작업 중에 있다.

1. 개요

IonSensTM 시스템은 LRAD 기술을 적용하 다. LRAD기술은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ies (LANL)이 개발하여 알파선을 측정하는 높은 감도를 가

지는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알파선은 공기 중에서 전자/이온쌍을 만들면서 그

들의 에너지를 잃는 전리 방사선이다. 대부분의 가스에서 전자/이온쌍을 만들

기 위해 약 35eV의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5 MeV 알파 입자는 약 150,000의 

이온쌍을 만든다. 이러한 이온들은 단위 Bq 당 10-15 A의 전류를 만들기 때문

에 직접 수집되어 측정할 수 있다. 알파선에 의하여 발생된 이온쌍은 공기를 

수집 그리드까지 이동시킴으로서 수송된다.

수집된 이온들은 이온을 발생시키는 알파방사능에 비례하는 전류를 생성하

며, 검출기 장치는 전류를 측정하고 이 전기적 신호를 알파선 오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변환된다. 이 방법은 공기 중에서 이온들의 절반이 재결합

하는데 수초가 걸린다는 사실에 의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파이프의 

오염은 이 시간 내에 공기 흐름이 오염 위치에서 측정 그리드까지 이온을 이

동시킬 만큼 충분하다면 측정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플라스틱같

이 측정할 품목이 표면 전하를 가지고 있다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표면 전하

는 이온을 끌어들이는 경향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측정 이온화 전류를 감소

시킬 것이다. 알파 입자는 그들이 방출되는 곳에서 공기 중으로 빠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페인트, 그리스 또는 액체로 파이프가 덮여 있어

서는 안 된다. 알파 입자는 그들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공기에 축적할 수 있



- 18 -

어야만 한다.

그림 16. Schematic Diagram of the Cut Pipe Monitor

2. 시스템 배치

IonSensTM 시스템은 세가지 모듈로 구성 되어 있다: 입력 필터 장치, 측정 

챔버 요소, 검출기 장치. 측정 챔버는 Large Item Monitor(내부 부피 : 1평방미

터) 또는 Cut Pipe Monitor(약 2m 길이)을 사용할 수 있다. 길이 6 m까지의 

파이프나 scaffold 튜브를 측정할 능력이 있으며, Cut Pipe Monitor 모듈은 직

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7은 Cut Pipe Monitor를 나타낸다.

(1) Air Inlet Filter

공기는 측정 챔버로 공기 입구 필터를 통해 끌어 당겨진다. 이것은 외부의 

이온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미립자와 먼지를 제거한다. 방사능 선원(Am-241 

0.005 μCi)은 시스템의 표준화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 입구 필터에 위치한다. 

일반적인 운  동안 선원은 electro-mechanical 장치에 의해 차폐가 된 위치로 

끌려간다.

(2) Measurement Chamber

측정 챔버는 탐지하는 품목을 둘러싸는 것이다. 모듈식의 시스템은 다른 형

상의 품목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파이프 측정 챔버는 1, 2 또는 3 모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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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이 가능하고 6m 길이까지 파이프 부분을 측정할 수 있다. 큰 품목 챔버

는 다른 파이프보다 더 큰 복합 품목에 적용 가능하다.

그림 17. IonSensTM Cut Pipe Monitor

(3) Detector Unit

검출기 장치는 다음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 Ion Detector

• HEPA filter

• Date Processing Electronics

• Iris Seal(Gag Valve)

• Fan Unit

• Control PC

(4) Software and Electronics

운  소프트웨어는 Microsoft WindowsTM 상에서 운 되고, 운 자에게 친근

감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익숙한 interface 제공하기 위해 기록된다. 소프트

웨어는 포괄적인 에러 조절 기능과 시스템 유지의 원조를 위한 진단 설비를 

포함한다.

모든 측정, 조절 기능은 PC로 운 자가 조종한다. 소프트웨어는 운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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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 표준화, 그리고 품목 측정의 순서를 안내한다; 그래서 IonSensTM

은 비전문가가 사용하기 쉽다. 품목측정은 IonSensTM
이 유효한 백그라운드와 

표준화 결과를 가졌을 때만 계속할 수 있고 모든 진단 검사가 만족 할만하

다. PC 모니터는 시스템 상태를 나타낸다. 측정동안, 측정 시간은 일정하고 

순간 방사능이 표시된다.

(5) System Operation

운전개시 동안, IonSensTM 장비 하드웨어의 바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다

양한 진단 과정을 수행한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 측정 과정동안, 품목들은 측

정 챔버에 적재되고 측정 순서는 조정 PC에서 초기화 된다. 각각의 측정 순

서는 잔존하는 이온을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정화와 백그라운드 측정을 포함

한다. 전체 알파 오염은 이후에 측정되고, 운 자에 의해 정해진 분류 범주

(예를 들어 free release, LLW)와 비교하고 전체 알파방사능과 품목의 분류를 

나타낸다. IonSensTM 소프트웨어는 Bq 단위로 방사능을 나타낸다.

(6) Standardization/Background Measurements

표준화 측정은 장비 하드웨어의 올바른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표준화 중

에, 입구의 공기 필터에 있는 방사선원은 측정 챔버가 비었을 때 동안 조사

되고 시스템의 효율 검사가 이루어진다. 유효하지 않은 표준화는 보정이 이

루어질 때까지 더 이상의 품목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그라운드 측정은 시스템 주위 환경의 백그라운드 이온화 측정에 의한 시

스템 정확성과 감도를 보증한다. 환경의 조건과 도구 내부 오염 모두 백그라

운드 결과에 향을 미칠수 있다. 만약 백그라운드 미리 정해진 제한치 이상

이면, IonSensTM
은 어떤 더 이상의 측정도 할 수 없다. 시스템의 일반적인 운

의 한 부분으로 표준화와 백그라운드 측정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스

템 소프트웨어에 의해 촉구되거나 운 자에 의해 초기화 된다.

3. 적용

(1) Physical Location

IonSensTM 평가와 실증은 SRS의 두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105-C 

Decontamination Facility 및 321-M Fuel Fabrication. Decontamination Facil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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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제염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제염 장비와 현장의 모든 설비의 구

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321-M 설비는 연료 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운 하는 동안 공정 구역은 고농축 우라늄(HEU)으로 오염되었다.

그림 18. Loading the Measurement Chamber

321-M 설비를 운 하는 동안, 많은 갖가지의 품목들과 구성요소들이 공정 

구역에서 사용 되었지만 HEU에 오염되지 않았다. 이러한 품목들은 재활용 

또는 자유 방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지만 그것들을 오염 구역에서부터 방출

하기 전에 청결한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HEU는 321-M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방사성 핵종이기 때문에, 방출 한계는 1000 dpm/100 cm2
의 우라늄 제

거 제한치와 5000 dpm/100 cm2
의 총 제한치에 기초한다. 이런 준위는 

IonSensTM 모니터링 시스템의 최소 검출 한계를 잘 만족한다. 시스템의 검출 

한계는 제거 가능한 초 우라늄 방사능 핵종 방출 제한치 20 dpm/100 cm2(유

리성 오염도)과 500 dpm/100 cm2(총 오염도)를 만족시킬 만큼 낮지 않다. 그

림 18은 측정 챔버에 적재하는 사진이다. 그림 19는 측정 대상이 되는 품목

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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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측정 대상 품목

4. 성능 평가

모든 품목(표준 포함)은 측정 모듈의 중앙의 mesh tray에 그것들을 놓아 측

정하 다. 방출 제한치가 1000 dpm/100 cm2 인 우라늄의 제거성 오염 제한치

에 기초한다. 실증 측정과 결과는 표면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 또는 품

목 그룹 총 제거가능 오염 준위에 기초한다. IonSensTM 시스템은 총 오염 준

위를 측정하지만, 표면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거의 2000 pound의 무게인 500 품목이 IonSensTM 시스템에 의해 측정되었

다. 품목의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 지만 파이프 측정 챔버의 한 부분과는 꼭 

맞았다. 이 장비를 사용해 여러 품목이 하나의 측정 사이클 동안 측정되었다.

측정된 500 품목 중에, 거의 300품목(1000 파운드)이 우라늄의 free release 

범주에 기초해 free release로 확인되었다. 300 품목은 거의 500파운드의 free 

release 준위 이하의 오염 준위를 가진 납을 함유하 다. 수동의 free release 

검사(probe and smear)는 IonSensTM
의 결과를 뒷받침하 다. IonSensTM 시스템

의 평균 측정 사이클은 거의 7분이다. 사이클은 측정 챔버에 적재, 측정 시

간, 챔버에서 적하를 포함한다. IonSensTM 시스템은 가끔 표준화와 백그라운

드 검사가 필요하다. 검출기 집전장치 판은 오물과 이물질에 대해 민감하지

만, 그것이 깨끗하다면 높은 보수 품목이 아니다. 보통의 시스템 운 은 보수

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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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도 및 정 도

알파선 선원으로는 NIST의 표준선원을 사용하여 IonSensTM 시스템의 정확

도와 정 도를 결정하 다. 표 1은 어떤 불확실성도 없는 dpm 단위의 측정된 

방사능으로서 500 dpm 표준을 측정해 얻은 결과를 보여준다; 표준선원 값과

의 percent difference, 3σ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방사능 상한치. 표 2는 어떤 

불확실성도 없는 dpm 단위의 측정된 방사능으로서 1000 dpm 표준을 측정해 

얻은 결과를 보여준다; 표준선원 값과의 percent difference, 3σ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방사능 상한치.

시스템의 정 도는 Percent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로 정확도는 

본래의 표준 값과의 average percent difference (%Diff)로 표현된다. 시스템의 

1000 dpm과 500 dpm 표준에서 얻어진 정 도은 각각 13.17과 24.36 사이

다. 시스템의 1000 dpm과 500 dpm 표준에서 얻어진 정확도는 각각 5.97과 

19.25 사이 다. 표 3은 통계적인 두 표준에 대해 계산한 변수를 보여준다. 

500 dpm 표준에 대해, 145.27의 표준 편차, 19.25의 average percent difference, 

24.36의 percent relative standard deviation을 가지고 측정된 평균 방사능은  

596.25 dpm 이다. 1000 dpm 표준에 대해, 139.58의 표준 편차, 5.97의 average 

percent difference, 13.17의 percent relative standard deviation을 가지고 측정된 

평균 방사능은  1059.65 dpm 이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pooled 표준 편차는 141.57이고 전체 평균 percent 

difference는 12.61이다. 시스템의 평균 percent relative 표준 편차는 18.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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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00 dpm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Measurement number 

using a 500 dpm 

source

Measured Activity 

in (dpm)

Upper Activity 

Limit at 3 s CL
Percent Diff.

Meas 1 463 840 -7.4

Meas 2 503 1020 0.6

Meas 3 625 1140 25

Meas 4 530 1140 6

Meas 5 468 1020 -6.4

Meas 6 494 960 -1.2

Meas 7 845 1440 69

Meas 8 548 1080 9.6

Meas 9 842 1320 68.4

Meas 10 736 1260 47.2

Meas 11 505 1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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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000 dpm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Measurement 

number using a 

1000 dpm

Measured Activity  

(dpm)

Upper Activity 

Limit at 3 s CL

Percent

Diff.

Meas 1 946 1500 -5.4

Meas 2 888 1500 -11.2

Meas 3 930 1440 -7

Meas 4 927 1440 -7.3

Meas 5 1011 1620 1.1

Meas 6 917 1380 -8.3

Meas 7 1076 1560 7.6

Meas 8 1081 1620 8.1

Meas 9 1088 1620 8.8

Meas 10 898 1500 -10.2

Meas 11 924 1440 -7.6

Meas 12 1027 1500 2.7

Meas 13 1347 1740 34.7

Meas 14 1180 1740 18

Meas 15 1210 1680 21

Meas 16 1202 1860 20.2

Meas 17 1260 1740 26

Meas 18 1256 1800 25.6

Meas 19 997 1440 -0.3

Meas 20 1028 150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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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두 개의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계산한 통계 변수

Standard

(dpm)

Average 

measured 

Activity

Stdev
Ave

% diff
%RSD

500 596.27 145.27 19.25 24.36

1000 1059.65 139.58 5.97 13.17

Average N/A 141.57* 12.61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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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사선 검출 기술

배관 내부의 다양한 오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알파선, 베타선 그리고 

감마선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출기를 배관 내부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

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개

발되어 있는 다양한 검출기의 사양을 조사하 으며, 실제 적용 사례를 조사

하여 장비 개발 시 적용 가능한 검출기를 선정하고자 한다.

제 1 절  베타선 검출용 검출기

배관 내부의 베타선에 의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베타선 측정

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검출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 다. 플라스틱 

검출기는 베타선에 대하여 뛰어난 검출효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조하기

가 쉬우며,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야에서 적

용되고 있다.

1. 플라스틱 섬광체 성분 및 제조 방법

플라스틱 섬광체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은 특허 및 문헌에 보고되고 

있다. 플라스틱 섬광체는 고분자 단량체에 용질인 유기섬광체를 첨가하여 제

조하는데, 표 4는 플라스틱 섬광체에 적용할 수 있는 용질을 나타내었다[1].

여기서 제시한 제 1, 2 용질을 이용해 섬광체를 제작한 과정까지 소개했는

데, p-vinyl toluene와 methyl methacrylate를 50:50에서 80:20의 비율의 공중합체

를 base로 하여 플라스틱 섬광체를 제작하 다. 100g의 MMA와 100g의 vinyl 

toluene을 유리 형틀에서 혼합하고 공기를 탄산가스(carbon dioxide)와 질소로 

정화한다. 그리고 2-phenyl-5-(4'-biphenylyl)-1,3,4-oxadiazole 4g, 0.1g의 1,4-bis 

[5'-phenyl-oxazolyl- (2')]-benzene과 개시제인 azo-bis (isobutyronitrile)을 더한고 

혼합물을 질소분위기에서 정화하 다. 중합용기는 잘 봉입해 40℃의 항온조

에서 중합하고 이러고 100시간 후, 온도를 50℃로 올리고 추가적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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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4시간동안 경화시켰다. 이렇게 제작된 플라스틱 섬광체는 RCA-665 

secondary electron multiplier와 Cs-137 방사선원에 의한 샘플의 상대적인 펄스 

파고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똑같은 형체를 가진 섬광체 계수량의 96% 다

[1].

표 4. Useful material for first and second dopant

제 1 용질 제 2 용질

2,5-diphenyl-oxazole

p-terphenyl

2-phenyl-5-(4'-biphenylyl)-1,3,4-oxadiazole

2,5-di-(4'-biphenylyl)-oxazole

2,5-(2'5'-dibromophenyl)-1,3,4-oxadiazole

2-cyclohexyl-5-phenyl-oxazole

2-(1'-naphthyl)-5-phenyl-oxazole

2-(2'-fluorenyl)-5-(1'-naphthyl)-oxazole

1,1,4,4-tetraphenylbutadiene

2,5-[5'-tert. butyl-benzoxazoly-(2')]-thiophene

4,4'''-bis(2-butyloctyloxy)-p-quaterphenyl

4.4'-bis(n-octyloxy)-1,1'-dinaphthyl

2,5-diphenyl-1,3,4-oxadiazole

5-phenyl-2-(p-methoxyphenyl)-1,3,4-oxadiazole

1,4-bis[5'-phenyl-oxazolyl-(2')]-benzene

1,4-bis[4'-methyl-5'-phenyl-oxazolyl-(2')]-benzene

4,4-diphenylstilbene

1,6-diphenylhexatriene

1,1',4,4'-tetraphenylbutadiene

1,4-bis[5'-naphthyl-(2'')-oxazolyl-(2')]-benzene

2-(4'biphenylyl)-6-phenyl-benzoxazole

bis-(o-methylstyryl)benzene

2-naphthyl-(1')-5-phenyl-oxazole

diethylamino-4-methyl-cumarin

문헌 [3]에서는 광섬유 섬광체에도 적용 할 수 있는 pyrene이 첨가된 원통

형 PS 섬광체를 제작하 다. 먼저 styrene의 중합 억지제(inhibitor)를 제거하

다. 내경이 1cm 원통형 유리재질의 중합 튜브를 증류수로 씻어내고 공기로 

건조 시켰다. 60℃의 정제된 styrene 중합용기에 넣고 17%(by weight)의 

pyrene을 첨가 한다. 이 용액을 feeze-vacuum-thaw cycle을 반복해 가스를 제거

한다. styrene 용액은 silicone oil bath에 중합 용기를 넣어서 110℃로 24시간, 

125℃로 48시간, 마지막으로 140℃로 12시간 동안 중합시킨다. oil bath에서 

용기를 꺼내고 중합된 styrene 막대를 빨리 꺼내기 위해 액체 질소에서 열처

리하고 styrene 막대를 1cm길이, 1cm의 직경으로 연마하 다[2].

또한, 다른 문헌[3]에서는 알맞은 광학적 기질을 가진 전리 방사선에 적용 

할 수 있는 필름 형태의 유기 섬광체의 섬광 성분에 관해 보고되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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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리 방사선 계측에 유용한 섬광체를 형성하기위해 유기 섬광체를 코팅하

는 방법도 기술하 다. 그림 20은 층을 이룬 광섬유 섬광체의 단면을 보여주

고 있다. 102는 광섬유 코어의 기질, 104는 코어를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또는 적당한 다른 방법으로 코팅한 barium fluoride 또는 calcium 

fluoride 같은 섬광 물질의 층이다. barium fluoride 또는 calcium fluoride 층에

는 lanthanum 또는 다른 적당한 물질을 도핑 할 수도 있다. 106은 선택적인 

클래딩 층이다.

 

그림 20. 섬광체 유리섬유의 단면도

2. 섬광검출기의 광반사 물질

그림 21은 섬광체와 광량을 측정하는 PMT를 나타낸 것인데, 1은 섬광체, 2

는 광반사 물질층, 3은 PMT, 5는 섬광체의 접합면이고 PMT는 광접속 그리즈

로 코팅되어 있다. 방사선이 섬광체 안으로 들어가면 광이 섬광체에서 방출

되고 광의 일부분은 밖으로 나가거나 섬광체의 한쪽 끝 면에서 반사되어 다

시 섬광체 안으로 들어오고 결국은 광전면에 도달한다. 그러면 광은 PMT에

서 전기량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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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섬광체와 광전자 증배관

그림 22는 섬광체 표면 근처의 광 반사 물질의 코팅 상태를 확대한 것이

다. 그림 22에서 10은 섬광체, 11은 섬광체 표면, 12는 광 반사 물질의 입자

이며 13은 유기 고착제를 나타낸다. 많은 양의 유기 고착제를 포함하는 광 

반사 물질층에서 방출된 광은 부분적으로 섬광체 표면에서 반사되어 섬광체 

쪽으로 되돌아간다. 광 반사 물질 층으로 들어간 방출된 광의 일부분은 광 

반사 물질의 입자에 의해 반사되어 섬광체로 되돌아가거나 직진해서 유기 고

착제에 흡수된다.

 
그림 22. 섬광체 표면 근처의 광 반사 물질의 코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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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기 고착제가 광반사 물질층에 아주 적은 양이 존재하면 광 반사 물

질이 적은 양의 유기 고착제에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광 반사 물

질 입자 사이에 형성되어서 광 반사 물질 층에서 광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

는다. 게다가, 광 반사 물질의 도는 높기 때문에 방출 광은 반사되고 광반

사 물질층의 내부로 들어가 않고 섬광체 방향으로 되돌아 간다.

일반적으로, 광반사 물질은 brushing 방법에 의해 섬광체 물질에 코팅되었

을 때, 광 반사 물질의 층의 두께는 작아도 200 μm 또는 그 이상이고 두께 

차도 크게 된다. 반면, 광 반사 물질이 spraying 방법으로 코팅하면, 광 반사 

물질의 층의 두께는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두께는 균일하지 않게 되고 

부분적으로 두껍거나 얇아지게 된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는  균일성과 크기

의 정확성에서 섬광체의 우수함을 얻을 수 없고 성능에서 향상될 수 없다.

이런 불리한 점은 screen printing 방법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screen 

printing 방법을 이용해, 50에서 150 ㎛ 두께의 광 반사 물질 층이 섬광체 물

질 기질위에 형성될 수 있다. 만약 광 반사 물질 층이 50 ㎛보다 작으면, 섬

광체에서 방출되는 광 출력은 광량에서 90이하가 되고 효율적으로 광 수신기

(receiver)로 들어갈 수 없으며 광반사 물질층은 쉽게 벗겨질 수도 있다. 반면 

광반사 물질층의 두께가 150 ㎛이상 일 때, 광 반사 물질 층의 두께가 균일

성을 벗어나가 되고 광반사 물질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섬광체 크기의 정확성

은 더 나빠지게 되고 이는 장치 안에 섬광체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섬광체 물질 기질로서, 유기 결정 섬광체, 플라스틱 섬광체, 유리섬광체, 

bismuth germanate, zinc tungstate, cadmium tungstate등의 무기 결정 섬광체가 

사용될 수 있다.

광반사 물질로, BaSO4, TiO2, Al2O3, MgO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광 

반사 물질은 단독 또는 혼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광 반사 물질은 ethyl 

cellulose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 고착제와 terpineol 같은 유기 용매를 

같이 반죽으로 만들어 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종래에 쓰이던 screen printing method으로 섬광체 

물질 기질에 코팅된다. screen의 mesh 크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50에서 

300 mesh의 크기를 가지는 screen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creen 

printing 방법으로 광반사 물질을 함유하는 반죽을 코팅한 후에 반죽은 바람

직한 섬광체를 제조하기위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건조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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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반사 물질층이 섬광체 물질 기질에 달라붙는 강도를 향상시키고 광반사 

물질층이 바람직하지 못한 수분의 향을 방지하기 위해 합성수지 층이 광 

반사 물질 층 위에 형성된다. 합성수지로서 에폭시 수지, 아크릴 수지, 우레

탄 수지 등이 사용된다.

합성수지 층은 spraying 방법으로 적절히 형성될 수 있다. 합성수지는 유기 

용매 또는 액체 매질에 용해되거나 부유시켜 광 반사 물질 층에 분사시키고 

합성수지 층을 건조 시킨다. 합성수지 층의 두께는 제한되지 않지만 적당히 

50에서 150 ㎛의 범위에서 정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얻어진 섬광체를 코팅하는 합성수지는 그림 23에 

보이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섬광체 물질 기질 30은 

표면에서, 0.2 mm 두께의 광 반사 물질 층 31은 screen printing 또는 brushing 

방법으로 형성하고 그 위에 0.01 mm 두께의 합성수지(epoxy resin) 층이 

spraying 방법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얻어진 섬광체는 방사선 계측기를 형성

하기 위해 joint 표면 34를 통해 PMT와 연결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

이 광 반사 물질 층은 이 경우에 brushing 방법, spraying 방법과 같은 어떤 

종래의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지만, 균일성, 기하학적인 정 도 그리고 높

은 성능을 고려하면printing 방법, 특히 screen printing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림 23. 섬광체에 코팅한 합성수지의 구조

 12 × 20 × 30 mm 크기의 BGO (Bi4Ge3O12) 섬광체 표면에, BaSO4 분말 

70%, ethyl cellulose 3%, terpineol 27%를 혼합한 반죽을 screen printing 방법

(mesh size 100 mesh)으로 그림 24와 같은 다양한 두께로 코팅하여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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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성된 섬광체를 이용해 측정한 섬광 특성의 결과는 그림 24에 보여 

지는 바와 같다. 그림 24에서 PMT의 광 출력(상대적인 값)의 표현으로 광량

이 가로축의 광 반사 물질의 두께에 따른 값으로 세로축에 나타나 있다. 광 

반사 물질 층의 두께는 screen printing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25는 그림 24에 나타난 섬광체의 전체적 크기 사이에서의 평행 

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섬광 특성은 광 반사 물질 층이 100 ㎛ 또는 그 이상

일 때 포화 상태가 된다. 반면 printing 방법의 크기 정 도는 광 반사 물질 

층의 두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평행 정도는 광 반사 물질 층의 두께가 50 

또는 150 ㎛ 이상이 되었을 때까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섬광 특성

과 크기 정 도를 가지기 위해, 광 반사 물질 층의 두께는 50에서 150 ㎛ 범

위에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광반사 물질 층이 50에서 150 ㎛ 두께로 screen 

printing 방법으로 섬광체 물질의 기질의 표면에 형성 되었을 때, 평행 정도는 

50 ㎛ 이하가 되고 방출 광이 광 수신기에 들어갔을 때 광 출력은 90 이상이 

된다. 

 

그림 24. 코팅 두께에 따른 섬광 특성



- 34 -

그림 25. 섬광체 전체 크기에 따른 평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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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감마선 검출용 검출기

배관 내부의 감마선에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관 내부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배관 내부의 감마선 

오염도 뿐만 아니라 오염 핵종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960년대부터 Ge 및 Si에 근거한 X-선 및 감마선 검출용 반도체 검출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들 반도체 검출기들은 다른 검출기들과 비교하

여 반치폭(FWHM)이 약 1 keV 정도로서 높은 분해능을 가진다. 그러나, Si 

검출기의 경우 20 keV 이상에서는 방사선 검출 효율이 낮고, Ge의 경우에 상

대적으로 큰 체적(100 cm3 이상)을 얻기가 어려우며, 둘다 작동 중에 액체질

소로 냉각을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검출 효율, 적은 체

적, 그리고 실온에서 동작할 때 충분한 분해능을 가지는 새로운 물질을 찾고

자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1. CdTe, HPGe 그리고 NaI(Tl) 검출기 성능 비교

다양한 범위의 물질에 대해 저준위 방사성 선원을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하

여 CdTe, HPGe, 그리고 NaI(Tl) 검출기를 비교하 다. 개개의 검출기 형태는 

개개의 응용에 적합한 고유한 특징을 가지는데, 실온에서 작동 가능한 CdTe 

검출기 뿐만 아니라 NaI(Tl)는 특히 현장 측정에 적절하다[4-5]. NaI(Tl) 검출

기는 HPGe와 CdTe 검출기에 비하여 높은 효율을 가진다. 비록 냉각하여야 

하지만, HPGe 검출기는 높은 분해능으로 핵종 확인에 최고의 검출기이다

[6-9]. 작은 크기의 CdTe 검출기는 좁은 공간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지만, 저에너지 감마선과 X-선 검출에 대해 적당한 에너

지 분해능과 검출 효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능 역의 측정에서만 허용된

다. 이들 검출기 각각의 사용 에너지 및 방사능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에

너지 분해능과 효율을 측정하고 그리고 최소검출하한값을 비교하 다.

(1) 실험 배치

사용한 실험 시스템은 세가지 감마선 검출이다 : CdTe, HPGe,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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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Tl). 개개의 전체 효율에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방사선 선원과 검출

기 사이의 거리에 차이를 주었다. HPGe 검출기의 경우는 선원을 검출기 표

면으로부터 25 cm에 놓았고, NaI(Tl) 검출기는 1 m, 그리고 CdTe 검출기는 

1.5 cm 거리에 두었다. 사용된 실험 배치도는 그림 26과 같다.

CdTe 검출기는 Radiation Monitoring Devices(RMD)에서 제작된 직경 9 mm 

그리고 두께 2 mm 결정이고 인가전압은 60 V이다. 사용된 증폭기는 최대 증

폭 모드에서 사용되는 RMD model 1409 다. 증폭기 설정으로 인하여, 실온

에서 노이즈 준위는 약 10 keV 에너지에서 피크가 보인다(그림 27 (a)). 신호

를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한 multi-channel analyzer 시스템은 Ortec의 Spectrum 

Master 919를 사용하 다.

그림 26. 측정 시스템 배치도

HPGe 검출기는 직경이 54.9 mm이고 길이가 54.2 mm인 n형 고순도 게르마

늄 결정이고, 0.5 mm 두께의 베릴륨 창과 0.3 ㎛ 불감층을 가진다. NaI(Tl) 검

출기는 인가전압이 800 V, 직경 10 cm 그리고 두께가 10 cm이다.

측정은 Am-241, Co-57, Cd-109, I-125, Sb-125, Cs-137, 그리고 Gd-153 점선

원을 사용하여 모든 검출기에 대하여 수행하 고, 방사능 범위는 104에서 106 

Bq이다. HPGe 검출기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Co-60, Ba-133, Eu-152, 그리고 

Bi-207 점선원을 사용하 다. 이들 선원을 이용하여 각각의 검출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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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에너지 함수로 효율, 최소검출하한값 그리고 에너지 분해능을 결정하

다[6]. 개개의 선원은 좋은 통계치와 불확도를 줄이기 위하여 하루 종일 측

정하 다. 스펙트럼은 Ortec의 Maestro를 이용하여 얻었으며, 자료는 Maestro

와 Genie-200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림 27. CdTe 검출기 (a), HPGe 검출기 (b), 그리고 NaI(Tl) 

검출기 (c)로 얻은 Am-241 에너지 스펙트럼

(2) 검출기 비교 평가

(가) 효율

자료 분석은 결과의 correctness(보정)를 확신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가지 다

른 검출기들의 피크 모양에서 차이로부터의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른 방

법으로 수행하 다. NaI(Tl) 및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얻은 모든 자료들은 

피크 확인과 피크 fitting을 위하여 Genie-2000으로 분석하 고, 피크 면적과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 값을 준다[10]. 피크 fitting은 low-energy 

tailing이 있거나 없는 Gaussian 모양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NaI(Tl) 스펙트럼

의 경우에는 에너지 tailing이 없는 모양이 권고되며, HPGe 검출기는 low 

energy tailing이 있는 것이 권고된다. 좋은 fitting 결과를 위하여, 각각의 피크

는 적어도 20,000 counts의 net photopeak area를 가져야한다. CdTe 검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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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에서 적절한 피크 fitting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하여 

Maerstro를 사용하 다. 예로서, 모든 검출기로 얻은 Am-241의 에너지 스펙트

럼을 그림 27에서 비교하 다. CdTe 검출기로 측정한 에너지 스펙트럼(그림 

27 (a))으로부터 피크의 고에너지 역만이 Gaussian 모양을 가지고, 백그라운

드는 저에너지 역에 향을 미친다. 피크의 저에너지 역을 고려하기 위

하여 피크의 고에너지 위쪽 1/2의 counts를 합하고, 선형 함수로 가정한 백그

라운드를 빼어, 2를 곱하여 피크 면적을 결정하 다. 면적은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A=2×(A 1/2-B×N)                           (1)

여기서 A1/2는 피크 반쪽의 총 면적이고, B는 피크의 고에너지 역의 백그

라운드 counts이며, N은 피크 최대치에서부터 백그라운드를 측정하는 지점까

지의 채널 수이다. 대응하여 FWHM은 피크의 고에너지 역의 반치폭을 두

배하여 결정하 다.

(나) 최소검출하한값

MDA(Minium Detectable Activity)는 불가피한 백그라운드 방사선 이상의 아

주 작은 방사선 준위를 정량할 수 있는 검출기의 능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

로 검출한계에 가까운 피크의 확실한 검출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두가지 측면이 있다.

MDA 측정값은 CdTe, HPGe 그리고 NaI(Tl) 검출기 각각에 대하여 그림 27

에 나타내었다. 그림 27 (b)와 (c)로부터 HPGe 검출기의 MDA는 전체 에너지 

역에 걸쳐 NaI(Tl) 검출기 MDA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dTe 검출기

는 약 75 keV 이하의 에너지 역에 대하여 MDA를 허용가능하나, 고에너지 

역에서 MDA는 로그-로그 그래프에서 에너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그림 27 (a)-(c)에서 보여진 그림의 모양은 개개 검출기 

형태의 효율인 ε에 대하여 MDA의 역수에 의존한다. 

(다) 에너지 분해능

단일 에너지 피크의 에너지 분해능은 백그라운드 연속부 위의 최고높이의 

반치폭 (FWHM)으로 주어진다[6]. 이는 인접한 두 개의 피크를 명확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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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는가를 나타내며, 즉, 애매한 핵종 확인에 유용하다. 결과는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CdTe 검출기의 FWHM은 HPGe 검출기에 비하여 약 5 배 정도 

크며, NaI(Tl) 검출기는 30 - 50 배 정도 크다. 그러나, 모든 검출기들은 감마

선 에너지 증가에 대하여 유사한 FWHM 경향을 보인다. 그림 28에서 보여진 

HPGe 검출기의 가장 좋은 에너지 분해능은 핵종 확인에 HPGe 검출기가 가

장 좋은 장비이다. 그러나, 액체질소로 항상 냉각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것이 현장 측정을 어렵게하지만, 가장 좋은 검출효율을 가지지만 에너지 분

해능이 가장 나쁜 NaI(Tl) 검출기가 특히 현장에서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2. CdTe 검출기의 특성

분해능이 1 keV 정도이고 실온에서 작동 가능한 감마선 검출기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물질에 대한 요구조건을 표 5에 나타내었다[11].

표 5. 검출기 요구사항

그림 28. 감마선 에너지 함수로 나타낸 CdTe, HPGe, 그리고 

NaI(Tl)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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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검출기로서 최근에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CdTe 및 CdZnTe 검출기가 있다.

(1) CdTe와 CdZnTe 검출기의 비교

반도체 물질 중에서, CdTe와 Cd1-xZnxTe (CZT)가 표 6에서 나타낸 특징들을 

가진다[12].

• 높은 원자번호 (~ 50) 및 고 도 (~ 6 g/cm3), 이는 두께가 4 mm 이하에 

대해서도 광자 에너지 180 keV 이하에서 높은 효율을 제공한다.

• CdTe와 CZT 검출기들은 섬광검출기에 비하여 우수한 에너지 분해능을 

가진다. 이들은 선택된 광자 에너지 그룹이 필요한 energy dispersive 

system이나 산란된 광자 rejection이 중요한 응용에서 선호된다.

• CdTe 검출기에 비하여 작은 누설 전류를 뜻하는, CZT 검출기의 높은 

저항은 low- photon-energy-dispersive system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상

대적으로 큰 검출기 체적이 가능하다.

• 광자 상호작용에 의하여 누적된 에너지의 직접 변환은 섬광 검출기로 

얻은 것보다 큰 유도된 전류를 만든다. 이는 펄스 모드 또는 전류(전하 

누적) 모드 둘다에서 운 되는 시스템에서 이득이다.

Parameter Demand

Atomic number Z > 40

Detector thickness L > 2 mm

Energy gap Eg ~ 1.0 eV

Trapping centers NT > 5 × 1012 cm-3

Carrier mobility μ > 100 cm2/Vs

Donors, acceptors |ND - NA| ≤ 5 × 1011 cm-3

Contacts Non-inj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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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CZT에서 작은 누설 전류는 power-miniaturized hybrid 또는 

intergrated low-power electronic systems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CdTe와 CdZnTe는 의학 및 핵 상(nuclear imaging) 응

용 분야에 많은 잠재성을 가진다. CdTe 및 CdZnTe의 주된 단점은 양공의 수

집에 대한 낮은 효율이다. 전체 전하 수집은 전기적으로 활성인 결함(defect)

의 향을 강하게 받는 전자와 양공의 mobility-lifetime product와 관련있다. 

이들 결함은 CZT 검출기 운용의 degradation을 야기하는 유효한 전하 수집을 

감소시키는 trapping 또는 재결합 중심으로서 작용한다. 이것은 광자 전환 깊

이(photon conversion depth)에 의존하는 전하 수집 효율에 대한 Hecht의 관계

[13]의 결과이다.

지금까지 가장 자주 사용되는 source materials은 다음과 같다.

• Cl을 도핑한 Te 용액으로부터 제조한 CdTe 단결정 (CdTe(Cl))

• 고압 Bridgman Method로 제조한 CdZnTe 단결정

표 6에 CdTe(Cl)과 10% Zn을 함유한 CdZnTe를 비교하 다.

표 6. CdTe(Cl) 및 CdZnTe 결정의 비교

Characteristics CdTe(Cl) Cd(1-x)Zn(x)Te x=0.1

Band gap (eV) 1.47 1.65

Mobility (cm2/V s)
e : 1000 - 1100
h : 80

e : 1000 - 1100
h : 50

Mobility-lifetime product μτ 
(cm2/V)

e : 10-4 - 2 × 10-3

h : 10-5 - 10-4

e : 8 × 10-4 - 9 × 10-3

h : 3 × 10-6 - 6 × 10-5

Resistivity (Ω cm) 109 - 3 × 109 5 × 109 - 1011

Typical operating electical 
fields (V/cm)

300 - 500 9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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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Te(Cl) 검출기

Te 용액에서 Bridgman 방법으로 CdTe(Cl) 단결정을 제조하 으며, Dopant로

서 ≈ 1018 cm-3 농도의 Cl을 사용하 고[14], 시편들은 실온에서 저항이 ρ ≈ 

2 × 108 Ω cm이고. mobility μ ≈  40 cm2/V 다. 검출기들은 5 × 5 × 1 mm3

의 크기로 제작하 고, Au 접착은 AuCl3 용액으로부터 화학적으로 제조하

다. 검출기의 품질은 Co-57과 Am-241 선원으로 시험하 다. Co-57 스펙트럼

(그림 29)에서, low noise는 14 keV 피크가 보이는 것과 122와 136 keV 피크

의 분리의 좋은 분해능 ≈ 7 keV (FWHM)으로부터 증명되었다. Am-241 스펙

트럼(그림 30)에서 Lα 14 keV와 Lβ 18 keV 피크 둘다 잘 분리되었다.

그림 29. 실온에서 측정한 CdTe(Cl) 검출기의 

Co-57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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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실온에서 측정한 CdTe(Cl) 검출기의 

Am-241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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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 동시측정용 phoswich 검출기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배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관 

내부 오염도의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의 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검출기를 사용하여 세가지의 방사

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방

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들을 조합하여 방사선을 동시에 측정하는 

phoswich 검출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Phoswich 검출기 개발 및 적용 현황

(1) 알파선 및 기타 방사선 동시 측정용 phoswich 검출기

(가) 개요

핵연료 순환시설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actinide 핵종들은 알파입자를 방출

한다. Actinide 핵종들의 모니터링에 적합한 검출기를 개발하고, 분열 생성물

로부터 actinide 핵종을 구분하기 위해 알파입자를 포함하는 방사선들을 동시

에 측정하 다[15].

개발한 phoswich 장비는 아래와 같다.

• α 및 β(γ) 계수용 : ZnS(Ag)/NE102A 

• α 및 β(γ) 계수용 : ZnS(Ag)/NaI(Tl) or YAP

• α 및 β(γ) 그리고 열(nth ) 및 속중성자(n f ) 계수용 : ZnS(Ag)/안트라센

/6Li-glass

또한, 파고 및 파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위의 phoswich 검출기에 optical 

filter를 적용하 다.

(나) 검출 원리

단일 섬광체를 사용하여 α와 β(γ) 입자 간의 펄스 파형 판별(PSD)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출기는 FOM값이 2.4인 CsI(Tl)이고, actinide의 모니터링의 

가능성은 mylar film으로 섬광체를 가린 후 조사하 다[16]. 하지만, 용액 내

의 α와 β입자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단일 PMT와 몇몇 섬광체들이 결합된 phoswich 검출기를 준비하 다[17]. 

Phoswich 검출기는 α입자를 계수하기 위해 ZnS(Ag)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다

른 방사선들을 계수하기 위해 또 다른 섬광체들가 선택된다. 이때 붕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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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차이가 나는 섬광체들을 결합시키므로서, PSD 특성이 많이 개선되었

다. 예를 들어, ZnS(Ag)/NE102A를 이용한 α와 β(γ)입자간의 FOM 값은 약 10

까지 나타났다.

실제 모니터링에서는 α입자와 다른 방사선들 간에 더 효과적인 선별을 위

한 작업과 더 좋은 질의 적합한 섬광체를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파고 뿐만 아니라 파형 또한 optical filter로 조절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7. Rise times of output pulse of scintillators under the same PSD conditions

ZnS(Ag)로부터 나온 섬광 빛을 전달하기 위해, NaI(Tl), 6LiI(Eu), NE213 그

리고 BC501A을 두 optical glass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위치시켰다.

이때 optical filter는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 파고조절 및 sharpcut용 : neutral density(ND) filter

• ZnS(Ag)의 파형조절 용 : bandpass filter

(다) Phoswich 검출기 형태

그림 31은 optical filter가 있는 ZnS(Ag)/NaI(Tl) phoswich를 나타낸 것이다. 

이 phoswich 검출기는 주위의 광을 차단하기 위해 Al이 코팅된 Mylar film으

로 씌어졌다. 단, 솔루션 샘플을 측정할 때에는 Au로 코팅한 mylar film을 씌

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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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rrangement of ZnS(Ag)/NaI(Tl) phoswich detector 

with an optical filter.

Rise time 분포(혹은 파형 스펙트럼)는 간단한 PSD법을 이용하여 측정되었

다[8]. α와 β입자, nth  및 n f를 측정하기 위해, 244Cm, 137Cs 그리고 252Cf 표준선

원을 사용하 다. nth는 5 cm 두께의 파라핀 벽돌에 의해 252Cf에서 나오는 분

열 중성자를 감속시켜 얻게 되고, n f는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5 cm 두께의 

Pb 벽돌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라) 결과

- Optical filter가 없는 경우

표 7은 섬광체들로부터 나오는 출력펄스들의 rise time을 나타낸 것으로, 동

일한 PSD 조건에서 개개의 방사선을 측정한 것이다. 표 8은 α선 계수를 위

해 사용된 ZnS(Ag)를 다른 섬광체들과 결합하므로써 여러 가지 phoswich 검

출기를 융통성있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섬

광체들은 ZnS(Ag)와는 구별되는 rise time을 가지며, β(γ)입자, nth  그리고(혹

은) n f에 높은 선택적 감도를 가지게 된다. 표 8은 지금까지 고안된 filter-free 

phoswich 검출기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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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Phoswich detectors combined with ZnS(Ag) and other scintillator(s)

최근자료에 의하면, 그림 32와 같이, α 및 β(γ), nth  그리고 n f을 동시계수하

기 위해 ZnS(Ag)/anthracene/NS8의 triple phoswich이 소개되었다. 각 피크들의 

분리 정도는 FOM 값으로 나타내었다. YAP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좋은 특징

을 가진 만큼 빠른 붕괴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이 또한 phoswich의 훌륭한 

coponent가 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림 32. Pulse shape spectra of α, β particles(including γ rays), thermal 

and fission neutrons observed with ZnS(Ag)/anthracene/NS8 phos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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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cal filter가 있는 경우

금이 코팅된 mylar는 파고 조절을 위한 ND filter로 이용하고, optical filter는 

ZnS(Ag)로부터 나오는 출력신호들의 rise time조절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rise time이 크게 차이나는 phoswich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항상 꼭 필

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그림 33은 전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threshold transmission 파장이 420nm인 sharpcut filter의 유무에 

따른 ZnS(Ag)/NaI(Tl) phoswich로 측정한 α 및 β(γ)입자의 pulse shape 스펙트

럼을 나타낸다. 알파와 베타 피크간의 분해능은 filter에 의해 개선되었다.

그림 33. Pulse shape spectra of α, and β(γ) rays observed with 

ZnS(Ag)/NaI(Tl) phoswich with and without an optical filter.

표 9는 optical filter가 있는 phoswich 검출기를 나타낸다. 현재 이것에 관한 

연구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검출 시스템의 확립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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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Phoswich detectors with an optical filter

그림 34. Pulse shape spectra of an enriched uranium solution, observed 

with ZnS(Ag)/NE102A phoswich protected with Au- and Al-coated Mylar 

films.

(마) 적용

ZnS(Ag)/NE102A phoswich는 Au-와 Al 코팅 Mylar film으로 보호함으로써, 

농축된 우라늄 솔루션에 대한 flow monitor 검출기로 적용되었다. 그림 34는 

3 mol/l의 nitric acid 솔루션에서 48 g/l 중 20% 농축 우라늄의 pulse shape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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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을 나타낸다. 솔루션내의 알파선은 베타선과 만족스럽게 구별되었다.

(2) 알파, 베타, 감마선 및 중성자 동시 측정용 phoswich 검출기

(가) 검출원리

α, β(γ) 그리고  중성자를 동시에 계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방사선에 대해 

고감도를 가지는 두-세개의 섬광체를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섬광체

의 서로 다른 붕괴시간(decay time)을 이용하여 훌륭한  PSD를 얻게 된다.

다양한 유기섬광체들중 β(γ)와 중성자의 PSD특징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하여 가장 적합한 검출기를 결정하고, 선택된 안트라센(anthracene) crystal에 

다른 섬광체를 결합시켜 phoswich detector를 제작한 후 PSD를 비교하 다

[18].

- Phoswich 종류

 • ZnS(Ag)/ 안트라센 : α, β(γ포함), 속중성자의 동시 계수

 • ZnS(Ag)/안트라센/NS8 : α, β(γ포함), 속중성자 및 열중성자  동시 계수

(나) Detector 형태

아래의 표 10은 실험에 사용된 섬광체의 크기와 물리적인 상수값을 나타낸

다.

표 10. Dimensions of scintillators and their physical constants

ZnS(Ag) film과 6Li-glass 섬광체는 알파선과 중성자를 각각 계수하는데 사

용되었고, 안트라센과 스틸벤(stilbene) 그리고 NE213 액체섬광체는 중성자와 

베타/감마선의 PSD 특징을 비교하는데 사용되었다. 

Phoswich 모형은 아래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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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Arrangement of a ZnS(Ag)/Anthracence/NS8 phoswich for 

simultaneous counting of α, β(γ)-rays, and neutron

계수 원리는 다른 논문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19], 선형증폭기의 출력펄스

를 rise-time-to-height converter를 이용해서 pulse-shape 판별을 한다[20].

중성자 선원은 252Cf를 사용하 고, 속중성자의 경우 선원을 shielding하고 

있는 5 cm 두께의 lead block에 의해 만들어지고, 열중성자은 5 cm 두께의 파

라핀 block으로 중성자를 감속시켜서 얻는다. α 계수를 위해서는 244Cm 선원

을 그리고 β와 γ계수용으로는 90Sr/90Y과 137Cs 선원을 사용하 다. 

(다) 결과

- 속중성자와 베타/감마선의 유기섬광체 PSD 특징

표 11. Results obtained with single scintillators 

under the same PS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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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e time peak : T

• full-width at half-maximum : W1/2

• figure of merits : FOM

스틸벤의 W1/2가 크고,  NE213의 nf/ (γ )의 rise-time peak 율이 거의 일치했

다.

그림 36은 90Sr/90Y, 137Cs 그리고 252Cf에서 나오는 β(γ)과 n f를 안트라센과 

반응시켜본 pulse-height과 rise-time 분포이다.

그림 36. Pulse-height and rise-time distributions of β(γ)-rays and nf from 
90Sr/90Y, 137Cs and 252Cf with an anthracene crystal

  

nf/ (γ )의 rise-time peak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β(γ)와 n f간의 최고 

분해능(FOM:1.9)은 조사된 모든 섬광체에서 얻어졌다. 섬광체의 투명도와 두

께가 적당했기 때문에, β(γ)와 n f  event에서 비교적 sharp한 peak가 만들어졌

다. 

- ZnS(Ag)/안트라센 phoswich의 PSD특징

ZnS(Ag)/안트라센 phoswich을 이용하여, 252Cf과 252Cf + 244Cm 선원으로부터 

α, β(γ)선과 n f선의 pulse-height와 rise-time 분포를 그림 37에 나타내었고 측정

결과를 표 1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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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Pulse-height and rise-time distributions of α, β(γ), and nf from 252Cf, 

244Cm, and 252Cf+244Cm with a ZnS(Ag)/antracene phoswich.

  

표 12. Results obtained with a ZnS(Ag)/anthracene phoswich

α에 대한 β(γ)와 nf의 resolution은 아주 좋다(FOM>8).

nf에 대한 β(γ)의 resolution은 단일 안트라센 섬광체와 비슷하다(FOM=2).

안트라센의 광출력이 스틸벤과 NE213의 광출력보다 크기 때문에, pulse- 

height 분포는 ZnS(Ag)에 향을 주고 안트라센은 dynamic range 내에 충분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phoswich는 α, β(γ), and nf의 동시계수에 적합하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 ZnS(Ag)/안트라센/NS8 phoswich PSD특징

ZnS(Ag)/안트라센/NS8 phoswich을 이용하여, 244Cm, 137Cs, 252Cf 그리고 252Cf 

+ 244Cm 선원으로부터 α, β(γ)선과 속중성자선 및 열중성자의 rise-time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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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림 38에 나타내었다.

그림 38. Rise-time distributions of α, β(γ), nf and nth from 
244Cm, 137Cs, 252Cf and 252Cf+244Cm with a ZnS(Ag)/anthracene/NS8 

phoswich.

개개의 방사선 rise-time 피크간의 discrimination정도는 분포그림에 분명하게 

구별된다. 안트라센에서 나오는 섬광빛이 NS8을 통과한다고 해도, β(γ)와 속

중성자 피크간의 안트라센에 의한 PSD특징은 성공적으로 재생성된다.

물론, 비록 NS8이 열중성자뿐만이 아니라 β(γ)에서도 좋은 감도를 가진다

고 해도, 662 keV의 γ선과 하드한 β선은 열중성자에 비해 그 분포가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phoswich를 사용한다면 actinide-처리시설에서 발생되

는 모든 ambient 방사선의 동시계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라) 결론

안트라센 crystal이 속중성자와 β(γ)간의 좋은 PSD 특징(FOM:2)을 가진다. 

섬광체의 적당한 투명도와 두께는 좋은 특징을 가지게 한다. α선에 느린 붕

괴시간을 가지는 ZnS(Ag)와 β(γ)선과 속중성자에 빠른 붕괴시간을 가지는 안

트라센, 그리고 열중성자에 중간정도의 붕괴시간을 갖는 6Li-glass(NS8)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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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두 가지 형태의 phoswich 검출기를 제작하 다.

• ZnS(Ag)/안트라센 : α, β(γ), 속중성자

• ZnS(Ag)/안트라센/NS8 ; α, β(γ), 속중성자, 열중성자

모든 방사선에 대해 만족스런 pulse-shape discrimination값이 구하 고, 제작

된 phoswich dectetor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방사선에 대한 PSD를 알 수 있

으므로, 이것에 따라 핵연료 사이클 시설들의 방사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3) Optical filter를 적용한 phoswich 검출기의 성능 개선

(가) 개요

핵 연료주기 시설 내 악티늄(actinide) 핵종의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악

티늄 핵종들로부터 방출되는 서로 다른 방사선들의 동시계수 측정이 중요하

다. 연구자들은 악티늄 모니터링에 적합한 효율적인 phoswich detector 개발에 

주력해왔다. 표 13에서는, α선이 포함된 방사선들을 동시계수하기 위해 고안

된 phoswich detector를 요약한 것이다.

표 13. Phoswich detectors devised for simultaneous counting of 

radiations, including α rays

phoswich detector는 각 방사선들에 대해 고 감도(highly selective sensitivity)

를 가지며 서로의 붕괴시간이 크게 차이 나는 두 개 이상의 섬광체에 단일 

광전자증폭기(PMT)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다[17]. α선 측정용인 ZnS(Ag)섬

광체에 β(γ) 측정용인 NE102A와 γ(β) 측정용인 NaI(Tl)이나 BGO 같은 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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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결합함으로써 개별적인 방사선들의 파형선별(pulse shape discrimination) 

특징을 좋게 만든다. ZnS(Ag)에 안트라센(anthracene)과/혹은 6Li-glass(NS8)을 

결합하면 속중성자와 열중성자가 더해진 방사선들의 파형선별이 더 좋게 된

다는 것은 파고선별법(pulse height discrimination technology)과 파형선별법

(pulse shape discrimination technology)을 이용해서 입증되었다[18].

최근에는 ZnS(Ag)에서 나오는 출력신호들의 rise time들이 optical color filter

에 섬광을 통과시킴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optical 

filter로 rise time을 조절하여 더 효과적인 phoswich detector를 준비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Optical filter인 sharpcut-filter과 bandpass-filter의 rise time 효과와 더욱더 효과

적인 α 및 β(γ)선의 동시계수측정을 위해, 이러한 optical filter를 phoswich 

detector에 결합시켜 적용한, ZnS(Ag)/sharpcut-filter/NaI(Tl) 및 ZnS(Ag)/ 

bandpass-filter/CsI(Tl)에 관해 알아본다[21].

(나) Phoswich 검출기 구성

섬광체로는 ZnS(Ag), NaI(Tl), CsI(Tl)이 사용되었고, 이들의 물리적 광학적 

특징은 표 14에 있다. 조해성 없이 ZnS(Ag)로부터 나오는 섬광빛을 전달하기 

위해, NaI(Tl)와 CsI(Tl)는 Ф50 × 3 mmt 크기의 optical glass 두 조각 사이에 

넣었다.

그림 39는 optical filter를 적용한 phoswich detector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며, 

이때 사용된 optical filter는 ZnS(Ag)와 다른 섬광체(NaI(Tl), CsI(Tl))사이에 위

치한다. 

얇은 Al 코팅된 Mylar film(0.25 mg/cm2)이 외부광을 차폐하는데 사용되었

다. ZnS(Ag)에서 나오는 섬광은 optical filter와 다른 섬광체를 통과하여 PMT

로 향하게 된다. 반면에 NaI(Tl)이나 CsI(Tl)로부터 나오는 섬광은 곧바로 

PMT로 들어가게 된다. ZnS(Ag)에서 나오는 출력펄스들의 rise time에 대한 

optical fiter의 효과는 그 뒤에 놓인 섬광체 NaI(Tl)이나 CsI(Tl)이 없을 때의 

rise time 분포를 측정하여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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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Principle of phoswich detector applying an optical filter.

Optical filter들로는, φ50 × 2.5 mmt glass인 sharpcut filter와 φ50 × 4 mmt 

glass인 bandpass filter가 사용되었다. 짧은 파장 역에서 빛의 전이를 sharp하

게 줄이는 sharpcut filter들은 340-520nm의 threshold transmission 파장을 가졌

다. 오로지 band 만을 전이하는 bandpass filter들은 340-480 nm의 최대 전이 

파장과 7-10.5 nm의 반치폭 그리고 35-69%의 최대파장에서 전이를 가졌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optical filter들의 특징이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서 

transmittance spectra를 측정하여 평가되었다.

rise time 분포(혹은 파형스펙트럼)는 파형선별법으로 측정되었다. α 및 β(γ)

선 계수의 경우, 표준선원 244Cm과 137Cs을 사용하 다.

(다) 결과

그림 40은 optical sharpcut 이나 bandpass filter의 유무에 따른 ZnS(Ag)로 측

정한 α선의 rise time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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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Effects of optical filters on rise time distributions of α rays 

observed with ZnS(Ag).

filter-free 분포의 우측 분포는 λlim = 400 −480nm (SC400-SC480)의 sharpcut 

filter의 향에 의한 것이다. rise time들은 λlim이 증가할 수록 더 느리게 되었

고 각 rise time peak의 반치폭은 ZnS(Ag)로부터의 섬광의 전이가 감소하는것

에 의존하 다. λlim = 370 nm 나 그 이하 분포는 대수롭지 않는 변화로 관찰되

었다. 그런 반면에 λlim = 500 nm 나 그 이상의 경우에서는 normal한 분포를 보

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들은 붕괴시간의 느린 요소들이 ZnS(Ag)의 섬광

의 긴 파장 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0의 filter-free 분포의 좌측분포는 λmax  = 427−471nm (BP-BP471)인 

bandpass filter로 측정되었다. rise time들은 상당히 빠르지만 λmax  의 경향은 나

타내기가 어려웠다.  λmax  < 390nm 와 λmax  > 480 nm 의 fiter의 경우, ZnS(Ag)에서 

나오는 섬광빛의 낮은 전이율로 인해 normal한 분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

다. 이것은 붕괴시간의 빠른 요소가 섬광의 짧은 파장 역에 있음을 의미한

다.

첫 번째 측정은 ZnS(Ag)/NaI(Tl) phoswich에 λlim = 420 nm 인 sharpcut filter를 

적용한 것이다. 그림 41은 ZnS(Ag)/NaI(Tl)에 sharpcut filter를 놓은것과 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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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측정한 α 및 β(γ)선의 전형적인 rise time 분포이다.

그림 41. Rise time distribution of a α and β(γ) rays observed with 

ZnS(Ag)/NaI(Tl) phoswich with and without a sharpcut filter.

α선의 rise time 피크는 sharpcut filter에 의해서 채널이 400에서 520으로 옮

겨진 반면에, β(γ)는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 α와 β(γ)선의 peak들의 분해

능을 나타내는 figure of merit(FOM)값[19]은 4.5에서 5.2로 향상되었고, 다른 

peak들의 마지막부분은 sharpcut filter에 의해 대수롭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실험은 ZnS(Ag)/CsI(Tl) phoswich에다 λmax  = 410 nm 인 bandpass filter

를 적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42는 ZnS(Ag)/CsI(Tl) phoswich에 bandpass filter

의 유무에 따른 α 및 β(γ)선의 rise time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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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ise time distributions of α and β(γ) rays observed with 

ZnS(Ag)/CsI(Tl) phoswich with and without a bandpass filter.

오로지 α선의 rise time peak에만 채널이 400에서 260으로 옮겨졌고 FOM은 

2.1에서 4.3으로 개선되었다. 표 14와 같이, ZnS(Ag)와 CsI(Tl)에서 나오는 출

력신호들의 rise time들은 각각 429nm와 529nm 다. 어떤 부분들은 다른 rise 

time 분포들과 overlapping되어, ZnS(Ag)와 CsI(Tl)의 결합부분은 제거되는 것

이 고려되었다. bandpass filer를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phoswich는 실질적인 

측정에 더 잘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α신호의 rise time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phoswich는 높은 α 계수율 측정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표 14. Phys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scintillators used and the rise 

times observed (the figures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FWHM of 

each rise time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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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Sharpcut filter는 ZnS(Ag)에서 나오는 출력신호들의 rise time을 더 느리게 

하 고, 반면에 bandpass filter는 이것을 더 빠르게 하 다. 이러한 사실들은 

알파 및 다른 방사선들을 더 효과적으로 동시계수하기 위한 개선된 phoswich 

detector를 만드는데 아주 편리하다. Optical filter들이 ZnS(Ag)/sharpcut 

filter/NaI(Tl)과 ZnS(Ag)/bandpass- filter/CsI(Tl)의 두 형태로 적용되었다.

(4) 내부 NE-213 섬광체 및 외부 우물형 CaF2(Eu) 결정으로 이루어진 

phoswich 검출기

(가) 배경

특정한 field에서 수십 MeV의 에너지를 갖는 고에너지 중성자 측정은 흥미

롭고 중요하다. 고에너지, 고 도 가속기 시설의 자폐체 외부에 존재하는 중

성자장이나 고에너지 양성자로 채워진 우주선 내의 중성자장이 이 경우에 속

한다.

이러한 고에너지 중성자의 spectrometry의 경우 TOF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려진 응답함수를 가진 유기액체섬광체로부터 구한 pulse height 

spectrum의 unfolding 방법이 고에너지 분해능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구하는 최

선의 방법이 된다. 하지만 응답함수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증가시킴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변하게 된다. 이것은 되튐양성자(recoil proton)의 범위가 검출기 

크기를 넘고 검출기 내에서 일부에너지를 잃기 때문이며, 또한 다양한 탄소

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하전입자로부터의 빛 방출이 응답함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에 의해 발생된 하전입자

가 검출기로부터 escape되는 event를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phoswich 

detector를 제작하 다[22]. 

(나) detector 형태

phoswich detector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섬광체가 단일 PMT와 결합한 형태

를 이룬다. 이 경우, detector의 내부와 외부에서 나오는 출력펄스는 각각 구

별되어져야 하고 그 방법은 서로 다른 붕괴시간을 갖는 섬광체를 이용함으로



- 62 -

써 가능해진다. 즉, 액체섬광체의 붕괴시간이 수 ns이므로 우물형 계수기의 

붕괴시간은 1 ㎲만큼 길어야 한다.

내부의 중성자 검출기를 아주 감도가 좋은 우물형 검출기로 둘러싸는 형태

의 새로운 중성자 검출기 제작원리는 아래와 같다.

1) n-γ 선별이 가능하다.

2) 내부섬광체로부터 나오는 신호와 외부 우물형 계수기로부터 나오는 신

호가 독립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3) 검출기의 구조와 신호 분석 방섭은 가능한 간편해야 한다.

4) 우물형 검출기와 내부검출기의 장기간 안전성이 중요하다. 

검출기의 기본 구조는 그림 43과 같이 내부에 NE213 유기액체섬광체가, 외

부에는 얇은 CaF2(Eu) crystal이 둘러싸인 뒤, 단일 PMT와 결합한 형태를 이

룬다.

그림 43. Diagram of the phoswich detector, 40.8mm diameter NE213 organic 

liquid scintillator surrounded by a 5mm thick CaF2(Eu) inorganic scin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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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출원리

검출기와 방사선의 상호작용으로 NE213 섬광체에서 발생하는 하전입자들

은 NE213섬광체내에 멈추어있거나 혹은 섬광체와 외부의 CaF2를 통과하게 

된다. NE213 섬광체로부터 나오는 수 ns의 빠른 출력펄스(fast output pulse)들

은 외부의 CaF2(Eu)로부터 나오는 약 1 ㎲의 느린 출력 펄스(slow output 

pulse)와 쉽게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로, NE213 섬광체내에 하전입자가 멈추

는 event는 NE213검출기에서 이탈하는 하전입자 event로부터 구분될 수 있다. 

감마선과 중성자선에 관한 phoswich detector 응답함수는 방사능을 띄는 감마

선원과 싸이클론에서 나온 양성자를 Be + Cu 표적에 충돌시켜 얻어지는 중

성자선을 측정한 후, Monte-Carlo 계산과 비교하 다. NE213 섬광체의 주요특

징이 CaF2(Eu) crystal wall을 이용한 phoswich detector를 조절하므로써 degrade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n - γ 선별특성은 조금 degrade되지만 중성자

를 감마선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다.

NE213 액체유기섬광체는 중성자와 γ선간의 파형을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섬광의 decay time은 다르며(NE213은 수 ns, CaF2(Eu)는 1㎲) CaF2(Eu) 

crystal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다.

유기액체섬광체는 물질에서 화학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유기액체섬광체의 

방어가 필요하다. 비록 내부검출기에서 나오는 광신호에 투명한 light shield가 

내부와 외부검출기 사이에 사용된다 하여도, 중성자에 의해 생성된 하전입자

들의 일부는 light shield에 의해 멈추게 된다. light shield를 사용하는 것을 피

하기 위해서는, 유기액체에 화학적으로 안정된 외부 wall detector를 선택해야

한다.

NaI(Tl), CsI(Tl), CaF2(Eu) 그리고 BaF2와 같은 무기섬광체는 긴 붕괴시간의 

광펄스를 가진다. 모든 무기섬광체가 액체섬광체보다 화학적으로 안정된 것

은 아니므로, NE213 액체섬광체내의 이들 결정들의 투명도의 장시간 안정성

을 조사한 결과, NaI(Tl)과 CsI(Tl)결정의 광 투명도가 상당히 degraded 되는 

것을 확인하 다. BaF2결정은 light 붕괴시간이 짧고 긴, 두 성분을 가진다. 결

국 내부검출기는 NE213섬광체로, 외부 wall counter에는 CaF2(Eu)를 선택하

다.

그림 43은 detector의 단면도이다. 40 mm × 45.8 mm NE213 유기액체섬광체

와 5 mm두께의 CaF2(Eu) 무기섬광체로 입자가 입사하는 표면을 제외하고 둘

러쌌다. NE213과 CaF2(Eu)로부터 나오는 주요 light output 성분의 붕괴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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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7과 940-1000 ns이다.

NE213의 length는 68 MeV proton의 range에 7.5 MeV 전자의 range와 일치

한다. R1828 PMT는 Pyrex optical glass와 Pyrex light gride를 통해 CaF2(Eu)의 

bottom 표면과 연결하 다.

직경 5.08 cm에 길이 5.08 cm의 NE213 액체섬광체는 또한 이 연구에서 

phoswich detector의 그것과 함께 응답함수를 비교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작동원리

검출기로 들어가는 빠른중성자는 대부분 NE213섬광체내 H에 의해 산란되

고 거의 0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지는 되튐양성자를 만들게 된다. 만일 되튐

양성자의 에너지가 높다면, 양성자는 NE213내에서 에너지의 일부를 잃고 그 

에너지의 나머지를 가지고 NE213으로부터 방출하게 된다. 이 경우, 양성자는 

NE213과 CaF2(Eu) 둘 다를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중성자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그림 44는 검출기와 중성자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신호를 세가지 경우

로 보여준다. 그림 44A는 NE213내의 H에 의한 되튐 양성자가 NE213내에서 

에너지를 모두 잃을 경우를 나타낸다. 이 같은 경우, 섬광은 오로지 NE213에

서만 만들어지고 PMT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그림 44A의 오른쪽 그림처럼 

fast 성분만 존재한다. 

그림 44B는 중성자가 CaF2(Eu) 섬광체 안으로 들어가서 섬광체내 원자와 

반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섬광은 오로지 CaF2(Eu) 섬광체에 의해서

만 생성되고, PMT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그림 44B의 오른쪽 그림처럼 slow성

분만이 나타난다.

그림 44C는 NE213에서 H에 의해 되튐 양성자가 NE213에서 escape되는 것

으로, NE213내에서 에너지의 일부를 잃고, CaF2(Eu)에서 잔여에너지를 소모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섬광은 NE213과 CaF2(Eu) 둘다에 의해 만들어

지며, PMT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그림 44C 오른쪽에 나타낸 것과 같이 두 성

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섬광빛의 slow 성분을 통해서 하전입자들

이 CaF2(Eu) crystal wall과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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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ignals produced by the scintillator in three cases 

which can occur in the phoswich detector.

(마) 분석원리

신호의 fast와 slow 성분을 charge integration type ADC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 신호의 charge integration은 gate pulse에 의해 특정 시간동안 수행된다. 

fast 성분은 신호의 피크지점에서 조절된 gate pulse를 narrow하여 분석된다. 

slow 성분은 신호의 긴 tail에 set된 wider gate에 의해 분석된다.

그림 45에서는 세 가지 gate pulse 신호로 나타내어진다. fast 성분에 관한 

gate는 TOTAL로 나타내었고 slow 성분의 gate는 CaF로 표시하 다. DECAY 

gate는 n-r discrimination에 유용하다. 각각의 gate pulse에 의해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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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integration duration은 그림 45와 같이 ΔT(total)=210ns이고 ΔT(CaF)=50ns

로 결정된다. TOTAL gate는 신호의 rise로부터 10ns 이전이고, CaF gate는 신

호의 rise에서 200ns 지연된다[23].

그림 45. Time relations between the pulses from the PMT anode and the gate 

inputs to three ADCs.

γ선에서 n의 선별은 n에 의해 NE213에서 생성되는 하전입자로부터 나오는 

광의 붕괴시간이 γ선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방출되는 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의 붕괴시간보다 길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NE213으로부터 나오는 신호 

피크 이후의 gate pulse를 set한다면, neutron 신호에 관한 이 gate pulse이내의 

integrated charge는 γ선에 의한 charge보다 크다. ΔT(decay)의 gate 폭은 180ns

로 설정되었고 그 gate pulse의 leading edge는 20 ns에 set하 다.

(바) 결론

새로 개발된 phoswich detector의 n-γ선별특징을 기존의 NE213 detector와 비

교하 다. 그 결과 기존의 NE213보다는 약간 degrade되지만 여전히 중성자와 

γ선간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γ선과 중성자의 응답함수는 기

존의 NE213 검출기와 거의 같았고, 응답함수의 계산값과 일치하 다. 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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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NE213에 CaF2(Eu) wall가 삽입되어도 그 값에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의미하고 컴프턴 단을 이용한 에너지 분해능이 개선된 점을 입증하 다.

이러한 phoswich 검출기는 CaF2(Eu) crystal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검출

기에서 escape되는 event를 구별할 수 있으며, 게다가 적용시험에서는 이러한 

phoswich 검출기가 intense charged particle mixed field내 존재하는 중성자 검

출이 가능함을 보 다.

(5) 파장 및 지연 형광판별법을 이용한 α/β 구분

(가) 파장 판별을 위한 검출기 디자인

그림 46은 파장과 지연(delayed) 형광 구별법을 이용하는 α/β 검출기 시스

템의 도면이다. two-layer 섬광체는 방출 파장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섬광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layer는 주로 α 입자를 검출하고, 두 

번째 layer는 β 입자 검출을 위한 것이다. 각각의 layer 스펙트럼에 맞는 전송 

특성을 갖고 있는 color filter가 설치된 두 개의 PMT는 각각의 layer에서 나온 

광을 검출한다. 이 구조를 이용해 동시 α/β 계수를 할 수 있다.

 bialkali 광음극(photocathode)은 400nm(blue) 역에서 최고 감도를 가진다. 

먼지의 방사선 측정에서 β 입자 검출이 α 입자 검출보다 우선임을 고려해, β

입자 검출을 위해 두 번째 layer로 비교적 좁은 청색 역의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NE-111A 플라스틱 검출기를 선택하 다.

α 입자의 검출을 위한 첫 번째 섬광체 선택에 관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

킬 필요가 있다.

• 광학적인 혼신을 피하기 위해 두 섬광체의 방출 스펙트럼의 겹치는 부

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 β 또는 γ 감도를 줄이기 위해 유효 원자 번호를 최소화해야 한다.

• 광음극의 감도에 조화시키기 위해 방출 스펙트럼은 sharp 해야만 한다.

위의 조건에 따라, color CRT에서 사용되는 붉은 형석인 Y2O2S(Eu)를 선택

하 다. 검출기의 감응 면적은 직사각형 26 × 75 mm2
이고 먼지의 방사선 측

정에 사용되던 종래의 직경 5cm 원형 필터와 대등하다. 입사 창 시트는 광을 

차단하기 위해 Al이 증발된(vaporzied) 얇은 중합체 필름으로 되어있다. YOS 

입자(6㎛∅)는 폴리머 고착제 물질로 투명한 PET면(9㎛)에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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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111A의 두께는 β감도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γ감도를 약하게 하기위한 

요구를 고려한 1mm이다. 반면, YOS 면의 두께는 Rn 딸핵종의 고려해 설계

하 다. Rn 딸핵종에서 방출된α 입자의 에너지 범위는 5.5 Mev에서 8 Mev이

다. 모든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두께는 약 10 mg/cm2

이다. 실제적인 설계의 경우, α 입자의 일부 에너지 축적은 공기와 입사 창에

서 발생한다. 이 향을 고려해, YOS의 두께는 약 5 mg/cm2
으로 설계한다. 

그러면 5.5―8Mev의 α 입자는 YOS 층에 도달해 남은 에너지를 축적한다.

 

그림 46. Schematic diagram of α/β detector.

 청색 필터(1∅×5mm-thickness, BFL-390, sigma Koki)를 통과하는 NE-111A 

섬광은 β-PMT (1∅, R1942P, Hamamatsu Photonics)에 의해 검출된다. β-PMT 

NE-111A의 표면에 부착된다. NE-111A의 광 출력은 전체 내부 반사에 의해 

섬광체에 가둬지게 되고 β-PMT 위치로 이동한다.

 red 필터(1∅×5mm-thickness, SCF-560, Sigma Koki)를 통과하는YOS 섬광은 

α-PMT(1∅, R1924P, Hamamatsu Photonics)에 의해 검출된다. YOS의 광 출력

은 YOS sheet는 반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부 반사에 의해 이동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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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래서 α-PMT는 그림에 보여 지는 것과 같이 YOS sheet와 떨어져서 

YOS sheet에서 공기로 방출되는 방사  광과 부딪치게 된다.

그림 47은 NE-111A와 YOS의 전형적인 방출 스펙트럼과 적용된 color filter

의 전송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47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color filter의 특성

은 각각의 섬광체 스펙트럼과 잘 맞는다.

그림 47. Emission spectra of NE-111A and YOS(Eu) and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adopted blue and red color filters

(나) 지연 형광 판별을 위한 신호 처리

최적 두께 설계에 의해 α 입자는 두 번째 층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층에서 방출되는 광은 오직 β 입자에 의한 신호만을 포함한다. 반대

로 첫 번째 층에서 방출되는 광은 α에 의한 신호뿐만 아니라 β에 의한 신호

도 포함한다. 이것은 two-layer 섬광 검출기의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α와 

β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해, 첫 번째 층의 신호에 포함된 β 신호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첫 번째 층에서 지연 형광 구별을 추천하

다.

지연 형광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α-PMT의 출력은 새롭게 개발된 

지연 형광 구별기(DFD; delayed fluorescence discriminator)를 통해 계수기에 연

결된다. 일반적인 preamp의 복합 신호는 또 다시 다중 펄스로 분할하게 되고 



- 70 -

voltage comparator에 연결된다. 반면, β-PMT 출력은 종래의 계수 시스템에 연

결된다. 그림 48은 기본적인 DFD의 timing chart를 보여준다.

 

그림 48. Basic timing chart of measurement for the delayed fluorescence 

characteristics.

 방사선이 입사되면, 신호 검출 gate Ts가 트리거된다. 지연 시간 Td 후에 

계수 gate Tc가 활성화된다. 앞의 gate Ts가 활성화 되면, 다음 트리거 신호는 

저지된다. 지연시간 Td의 시간 폭은 일반적으로 0이지만, 0이 아닌 값이 이용

된다. 게다가 실험에서 Ts와 Tc는 독립적으로 다양한 값을 취할 수 있다. 실

제적인 구별에서 이런 변수의 최종 값은 아래에 나타나 있다.

 오직 Tc 동안 관찰된 다중 펄스 수가 문턱 값(Cth)을 넘었을 경우에 α 

signal scaler에 연결된 DFD의 출력이 활성화되고 α 신호로써 계수된다. 게다

가 β입자와 α-PMT에서 나온 PMT 신호의 노이즈는 거의 최적화된 Cth에 의

해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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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사능 측정의 검출하한값 고찰

방사능 측정에서 항상 백그라운드에 의한 계수들이 공존하게 되므로 실제 

방사능농도는 측정된 시료의 방사능 농도에서 백그라운드 농도를 뺀 차이이

다. 따라서 저준위방사능 측정 시 시료의 방사능 준위와 유사한 백그라운드 

존재는 시료의 방사능 농도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친다. 시료의 방사능 농

도와 백그라운드 농도 차이가 클 경우 즉, 시료방사능 농도가 충분히 높을 

결우 별 문제가 없지만 시료방사능 농도가 백그라운드 농도와 유사할 경우, 

실제 방사능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측정치가 백그라운드가 아닌 

참값이라는 판단은 실뢰도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유의성 검정 차

원에서 취급해야 한다.

실제 저준위 방사능이 함유된 시료에서 방사능 계측 시 방사능 붕괴와 백

그라운드 계수의 통계학적 요동 특성으로 인해 실제 방사능이 존재하지 않은 

시료의 계수가 백그라운드를 상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저준위 

환경방사능 농도 측정 시 방사능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계측 통계학에 

기초한 검출한계치(Lower limits of detection, LLD)를 정의한다[24-39]. 그러나, 

검출한계치는 계측 통계학만을 바탕으로 정의된 것이며 다른 우연오차라든지 

계측통계는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방사선 계측기로 검출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사능 준위로서가 아니라 다만 최소 검출 방사능 농도를 설정하기 위한 규

제지침으로 사용된다. 또한, 검출한계치는 백그라운드 계수치와 검출효율과 

같은 계측기 시스템 인자들을 기초로 설정되었으므로 저준위 방사능 측정결

과에 대한 방사능 존재여부를 신뢰성 있게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즉, 검

출한계치는 시료의 방사능 농도에 의존하지 않고 측정과정 자체의 검출능력

에 의존하므로 실제 저준위 환경방사능 분석에서는 검출한계치 대신에 최소

검출방사능준위(Minimum detectable activity level, MDA)를 많이 사용한다.

LLD는 계측기의 특성과 관련되어 추정된 검출한계이며 측정방법이나 시료

ㅊ특성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과는 무관하다. 반면에 MDA는 주어진 기계, 분

석방법 및 시료 종류에 따라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 방사능 농도준위이다. 

MDA는 LLD와 달리 검출기 특성(background, 검출효율) 뿐만 아니라 시료크

기, 측정시간, 자기흡수, 화학수율 및 방사능 농도결정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포함한다. 다라서 MDA는 계측기 특성 뿜만 아니라 계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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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많은 특수한 요인과 시료 자체의 특성에 포함되는 많은 특수한 요

인과 시료차체의 특성에 따라 값이 변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을 개선하거나 측

정장비를 교환할 경우 MDA값을 다시 산출해야만 한다.

1. 검출한계에 대한 기본개념

저준위 방사능 계측 시 시료의 방사능 준위와 유사한 백그라운드의 존재는 

시료의 방사능 농도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친다. 백그라운드와 시료의 방사

능 준위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값이라고 가정하면, 

그림 1에서 나타낸 것처럼 빈도수는 정규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방사능 측

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백그라운드에 의한 계수들이 공존하게 되므로 실제 

방사능 농도는 측정된 시료방사능 농도에서 백그라운드 농도를 뺀 차이이다. 

시료 방사능 농도와 백그라운드 농도 차이가 클 경우 즉, 시료방사능 농도가 

충분히 높을 경우 별 문게자 없지만,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료방사능 

농도가 백그라운드 농도와 유사할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여 실제 방

사능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도분포가 중복되는 지역은 

통계적 요동이 있으므로 통계학을 기초로 검출한계를 정의한다. 통계학에서 

검출한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제 1종 과오(false detection, α)와 제2

종 과오(false nondetection, β)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4]. 제1종 과오의 정의는 

실제로는 참값이 제로이지만 제로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방사능이 없

음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제2종 과오의 정의는 실제로 참

값이 제로보다 크지만 제로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사능이 있는데도 엇는 것으

로 판단하는 것이다.

Pasternack와 Haley는 LLD를 “신뢰성있는 순계수를 낼 수 있는 시료에 존재

하는 방사능 준위”라고 정의하 다[25]. 이론적으로 LLD 계산에 대한 접근 

방법은 확률분포가 Gaussian 통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의 계측이 필

요하다. 그러나 실제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측정 시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

능 농도가 아주 적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정규분포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정량

적인 LLD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근사과정을 통해 이론적인 LLD 값이 구

해진다.

Currie는 LC를 임계준위로 정의하여 그 준위이상의 신호는 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준위라고 해석하 다[26]. 제1종 과오를 통계학적으로 표현하

여 임계준위를 정의한다[25]. 제1종 과오 위험도를 결정상수인 kα와 참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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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로일 때 산출된 표준편차, 즉, 방사능이 없는 시료의 순계수율의 표준편

차인 σ0를 사용하면 임계준위를 (1) 식으로 정의된다.

LC=kασ0  (1)

LC는 시료 중에 방사능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며, 측정치가 LC 

이하이면 ‘백그라운드와 비교하여 유의할 만한 차가 없다’라고 판단 가능하

다. 따라서, LC는 시료의 순계수율이 백그라운드와 비교하여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검출한계 LD는 a priori 검출준위를 의미하며 시료에서 오는 신호가 검출된

다고 확실할 수 있는 즉, 검출한계를 의미하는 LLD로 정의된다[26]. 제2종 과

오를 통계학적으로 표현하여 LD를 수직으로 나타낸다[25]. 제2종 과오 위험도

를 결정상수인 kβ와 시료의 방사능 농도가 LD일 때 산출되는 표준편차인 σd

를 사용하면 검출한계는 (2)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LD=LLD=LC+k βσ d

LLD는 저준위 환경방사능 분석 시 검출능력에 대한 사전예측(a priori 

estimate) 과정으로 백그라운드 계수치와 검출효율과 같은 계측시스템 인자들

을 기초로 한 사전한계치가 특별한 측정을 위해 설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

초한다. 따라서 LLD는 시료의 방사능 농도에 의존하지 않고 계측기로 검출 

가능한 방사능의 최소한계치를 의미한다. 실제 환경방사능 측정 시 정해진 

신뢰도(보통 95%)로 검출 가능한 방사능의 최소량을 LLD로 표현한다.

LC(α)는 제로보다 크며 가장 작게 측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검출치를 뜻하

며, LD(α,β)는 최소 검출할 수 있는 시료의 방사능(LLD)을 의미한다. 만일 LC

를 좀더 낮게 설정하여 제2종 과오를 적게하면 제1종 과오가 커진다. 따라서 

α와 β를 적절히 고려해야만 한다. 최대 허용 위험도 계수인 α와 β가 같게 

될 때, 즉, LC(α)가 두 곡선의 교차점에 있을 때에 시료의 계수치와 배그라운

드 계수치 값의 차이가 제로가 되어 측정 방사능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가장 

작은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출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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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출한계에 대한 정량치 유도

(2)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근사조건에서 LLD를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로, 최대 허용 위험도 계수인 α, β가 같고, 시료의 계수치와 백그

라운드 계수치가 거의 같아서 LC가 두 분포치의 교차점에 있을 때, 시료의 

계수치와 백그라운드 계수치 값의 차이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시료의 계수치

에 대한 표준편차의 변화가 작아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σ 0≈σ d≈σ S), 

이 경우 오차를 결정하는 위험도는 동일한 값을 나타내므로 ( k α≈k β≈k ), (2) 

식은 (3) 식으로 변형된다[26].

LLD =LD≅k ασ 0+k βσ d

=k(σ 0+σ d)=2Lc=2kσ d
               (3)

또한, 시료와 백그라운드 표준편차가 같다고 가정했으므로, 

( σ 2 d=σ 2 s+σ 2 B≅2σ 2 B) (3)식은 (4)식으로 변형된다.

LLD≅2 2kσ B     (4)

둘째로, 최대 허용 위험도 계수인 α, β가 같고, 시료와 백그라운드 표준편

차가 다르다고 가정할 경우 ( α=β,   σ 0≠σ d), 즉 LC가 두 분포치의 교차점

에 있지 않을 경우, 시료의 순계수율 μd는 μd=μs-μB 이고 시료의 표준편차

는 (5) 식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 μs는 백그라운드를 포함한 계수율이고 μB
는 백그라운드 계수율이다.

σ
2

d =σ
2

S+σ
2

B=
μ s

t S
+
μB

t B

=
μd

tS
+μB(

1

tS
+
1

tB )                   (5)

방사능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 즉, 블랭크 시료의 계수율을 μ0+B, 계수시간

을 μ0+B라고 하면, 블랭크 시료의 표준편차는 (6) 식으로 표현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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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20+B
=
μ0+B

t0+B
,  μ0=μ0+B-μB=0,

σ
20
=
μ0+B

t0+B
+
μB

tB
=μB(

1

t0+B
+
1

tB )    (6)

(6) 식에서 시료 계측시간 tS와 블랭크 시료 계측시간 t0+B가 동일하다고 가

정하고 (6) 식을 (1) 식에 대입하면, LC는 (7) 식으로 나타낸다.

LC=kασ0=kα(μB)
1
2 ( 1tS+

1
tB )

1
2

    (7)

(6) 식의 σ2 0를 (5) 식에 대입하고 μd이므로, (5) 식은 (8) 식으로 변형되며, 

이 식에서 μd 값을 구해 (3) 식에 대입하면 (9)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σ
2
d=
LD
tS
+σ

2
0      (8)

LD=LC+kβσd=LC+kβ(
LD
tS
+σ20)

1
2

       (9)

(9)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차방정식이 된다. 이 식을 이차방정

식 근의 공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하고 정리하면 (10) 식으로 표현된다.

LD=2LC+
k
2

t S

k
2

t S
+2k(μB)

1
2

(
1

t S
+
1

t B )
1
2

             (10)

(10) 식에서 시료에 대한 계측시간 tS와 백그라운드 계측시간 tB가 같을 경

우, 검출한계치는 (11)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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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k
2

t B
+2 2kσ B                       (11)

3. 검출기의 검출하한값 계산

실제 방사능 분석에서 편리하고 의미있는 검출하한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계측시간과 시료의 계측시간을 동일하게 가정하고 방사능을 정확

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신뢰도를 95%로 설정하여 검출하한값을 표현한다. 이 

경우 방사능을 부정확하게 검출할 확률을 의미하는 α, β 값은 5%이므로 kα 

및 kβ는 1.645가 된다. 만약 계측시간을 단위시간으로 나타내어 검출한계치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4) 식과 (11) 식은 (12) 식으로 쓸 수 있다.

LLD 1=4.65σ B  (σ 0≈σ d),

LLD 2=2.71+4.65σ B  (σ 0≠σ d)
     (12)

위의 검출하한값을 비교하면 LLD2가 LLD1보다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30]. 

그러나 LLD1은 시료의 계수치와 백그라운드 계수치가 거의 같아서 실의 계

수치에 대한 백그라운드 표준편차의 변화가 작아 거의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서 유도된 식이며, LLD2는 시료와 백그라운드 표준편차가 다르다는 가정에서 

유도된 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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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기술 분석

1.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기술

해체 작업 중에 발생한 배관류의 재활용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정확한 방사

능 오염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법

을 이용하여 배관 내부 오염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

하 다. 특히, 장비는 배관 내부의 오염특성을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알파선 및 베타/감마선을 동시에 측정

하여 각각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관 내부에서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내부의 오염물질이나 슬러지에 의한 측정장비의 오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장비로는 원격 측정방식을 이용한 일본 JAERI의 MISE와 

미국 ANL의 Pipe ExplorerTM
가 있으며, 알파선의 이온화를 이용한 국 BNFL

의 IonSenceTM
이 있다.

먼저, 일본의 JAERI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서는 JPDR 

(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의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의 내부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ISE  (Measuring Device for Inner Surfaces of 

Embedded Piping)라는 장비를 개발하 다. 개발한 MISE는 감마/베타선에 의

하여 오염된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에서 바퀴

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로봇에 gas-flow type Geiger-Müller counter를 장

착하여 베타선과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MISE는 검

출기에서 베타선과 감마선의 투과도 차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구분하여 측

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계하 으며, 또한 Flexible Micro Actuator (FMA)를 

적용한 이동식 로봇을 이용하여 T자와 L자형 배관에 대해서도 오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실제 적용 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 는

데, 측정 성능은 3.6 m/hr로 배관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베타/감마선에 

대한 검출하한값은 0.17 Bq/c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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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에서 개발한 MISE의 경우는 배관 내부를 이동할 때 배관 내부

의 슬러지와 오염 물질에 의하여 장비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베타와 감마선에 의한 

오염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선에 의한 오염 특성은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미국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 - East CP-5 연구로의 해체 프로젝

트에서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ience & Engineering 

Associates, Inc. (SEA)에서는 Pipe ExplorerTM
를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 측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배관 내부의 슬러지 

등에 의한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Pipe ExploreTM
은 봉된 원형막

(tubular membrane)을 사용하 고, 방사선 검출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원형막 

내부에 장착하여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배관 내부로 이송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Pipe ExplorerTM
은 알파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

하여 섬광이 발생하는 ZnS[Ag] 섬광체를 polyethylene에 섞어서 고분자막 형

태의 매질을 제조하 으며, 베타/감마선의 측정을 위해서는 PMT와 연결된 

light pipe를 둘러싼 동축형의 얇은 sleeve plastic 섬광체를 사용하 다.

배관 내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EA Inc.에서 개발하고 ANL CP-5에

서 실증 시험한 Pipe ExploereTM
는 알파 또는 베타/감마선으로 오염된 파이프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주조 철 그리고 유

리 점토 등의 대부분의 파이프 재질을 검사할 수 있다. 파이프 시스템의 적

합성에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파이프 내부의 장애물과 파편, 파

이프의 연속성과 파이프 내부의 전체적인 수분 함유량이며, 다음과 같은 장

점과 단점이 있다.

(1) 장점

• Pipe ExplorerTM
의 멤브레인은 작업자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줄여주

며, 측정 장치와 파이프 표면과의 접촉을 막아준다.

• 오염이 계측기로 전이되지 않고 잘못된 평가 가능성을 배제한다.

(2) 단점

• 멤브레인은 비용과 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200-ft 멤브레인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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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피는 0.5 ft3)

• 시스템의 조종이 어렵다.

• 파이프 내부에 물 등이 고여 있을 때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파이프 내부에 많은 양의 슬러지와 같은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멤브

레인을 전개하기 어렵다.

실제 Pipe ExplorerTM
은 직선형 배관에 대해서는 좋은 적용 예를 보여주었지

만, 장비의 특성 상 T 또는 L 자형 배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으며, 공

기압을 이용하여 측정장비를 이송하기 때문에 미세 조정에 따른 정확한 오염

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

국의 BNFL Instruments Inc.는 LARD(Long Range Alpha Detection) 기술의 

원리에 기초한 IonSensTM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이 시스템은 기존

의 휴대용 측정장비를 이용한 수동 조사방법과 스메어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

하기 어려운 역의 알파선에 의한 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 다.

배관 내부의 오염 물질에서 방출된 알파선은 주위의 공기를 이온화시키며, 

이온화양은 알파 방사능에 비례하는 전류를 생성한다. 검출기 장치는 전류를 

측정하고 이 전기적 신호를 알파선 오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변환된다. 

이 방법은 공기 중에서 이온들의 절반이 재결합하는데 수초가 걸리며, 아주 

긴 파이프의 오염은 이 시간 내에 공기 흐름이 오염 위치에서 측정 그리드까

지 이온을 이동시킬 만큼 충분하다면 측정이 가능하다. 실제, 측정 시에는 파

이프를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측정용 chamber에 넣어서 측정한다. IonSensTM 

시스템은 같은 작업 중 검사되는 품목의 수 또는 품목 크기에 의존하는 수동 

검사보다 훨씬 빠르게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비는 알파선 오

염 핵종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최소 검출하한값이 약 0.08 Bq/cm2
로서 현재 

국내의 알파선 표면오염도 반출제한치인 0.04 Bq/cm2 이상으로서 국내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매설된 파이프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는 단

점이 있다. 또한, 현장의 매설된 배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할 수 없으며, 베타/

감마선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베타/감마선에 의한 오염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정법을 이용해야 한다.

2. 방사선 검출 기술

배관 내부의 다양한 오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알파선, 베타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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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출기를 배관 내부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

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가공이 쉬우며 베타선에 

대하여 좋은 검출효율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섬광체와 소형으로 제작 가능

하며 방사성 핵종 분석이 가능한 CdTe 검출기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 으며, 

또한, 각각의 방사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phoswich 검출기에 대한 개발 

및 적용 현황을 조사하 다.

베타선 검출용 플라스틱 검출기의 경우는 베타선에 대하여 뛰어난 검출효

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조하기가 쉬우며,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

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플라스틱 섬광체의 제

조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섬광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 1, 2 용질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섬광체는 방사선과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된 섬광을 측정하여 계수하기 때문에 섬광을 계수

할 수 있는 PMT와 연결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섬광체 내에서 발생된 섬광을 

PMT의 광전면으로 보내기 위하여 섬광체에 광반사 물질을 발라서 사용한다. 

광반사 물질의 두께에 따른 검출 효율이 달라지는데, 최적의 광수율을 얻기 

위한 광반사 물질의 두께를 조사하 다.

배관 내부의 감마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다양한 감

마선 검출기인 HPGe, NaI(Tl) 그리고 CdTe 검출기의 특성을 비교하 다. 감

마선 검출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검출기들 중에서 HPGe 검출기는 가장 우수

한 에너지 분해능을 가지며, NaI(Tl) 검출기는 가장 좋은 효율과 최소검출하

한값(MDA)를 가진다. 그러나, 감마선 검출기를 배관 내부로 이송하여 측정하

기 위해서는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해야 하지만 HPGe와 NaI(Tl) 검출기는 소

형으로 제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HPGe 검출기의 경우는 사용 시 액체질소로 

냉각시켜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온에서 사용가능하며 소

형으로 제작 가능한 CdTe 검출기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 다. 그러나, CdTe 

검출기의 경우는 크기가 소형이기 때문에 방사능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측정

의 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배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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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오염도의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의 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검출기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방

사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들을 조합하여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phoswich 검출기에 대하여 개발 현황 및 적용 기술을 조사하 다.

알파선 측정용 검출기로는 주로 ZnS(Ag) 섬광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베타/감마선 측정용으로서는 NaI(Tl) 검출기와 Anthracene 유기섬광체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중성자 측정용으로서는 NE-102A 및 6Li-glass 섬광체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phoswich 검출기들은 적절한 optical filter를 

사이에 두고 sandwich type으로 검출기들을 배치하여 방사선에 대한 선택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개개의 방사선을 구분하기 위하여 펄스 파고 판별법을 사

용하 다. 펄스 파고 판별법은 입사 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펄스의 크기로

서 입사 방사선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방사선을 판별하는 방

법으로서 optical filter를 사용하여 다른 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을 구분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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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추진 방향

해외의 원자력시설 해체 시 개발한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장비의 경우는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제작하여 실제 해체 현장에서 적용성을 평가하 다. 

그러나, 이들 장비의 경우는 측정 중 장비의 오염 가능성 및 다양한 형태의 

배관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러한 해외의 측정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다면, 차후 상용 원자력 시설의 오염도 측정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개발된 장비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공 가능

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

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검출기를 이송하여 직접 측정

• 배관 내부의 슬러지 및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검출 시스템의 오염 방지

• 알파/베타선의 동시 측정 및 감마선 오염도 측정

• 감마선 측정을 통한 오염 핵종 분석

• 다양한 형상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검출기 이송 시스템

• 측정 및 이송 시스템 제어 방식의 사용자 편의 환경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기술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비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일본 JAERI에서 개발한 MISE의 경우는 배관 내부를 이동할 때 배관 내부

의 슬러지와 오염 물질에 의하여 측정 장비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으며, 또한, 베타와 감마선에 의한 오염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선에 의한 오염 특성은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측정장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배관 내부의 슬러지와 같은 오염물질로부터 

측정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고, 측정 장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깨끗한 통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통형 고분자막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ANL에서 개발한 Pipe ExplorerTM
은 직선형 배관에 대해서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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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를 보여주었지만, 검출기 이송 시 공기압을 이용하는 장비의 특성상 

T 또는 L 자형 배관과 같은 다양한 형상의 배관에 적용할 수가 없으며, 미세 

조정에 따른 정확한 오염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세 조정이 

가능하며 측정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MISE에서 사용한 

이동식 로봇을 적용하여 원통형 고분자막 내부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장

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정확한 정

도로 측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사선 측정 시 배관 내부의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에 의한 오염

도 측정이 요구되는데, MISE의 경우는 베타/감마선에 의한 오염도만을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선에 의한 오염도 측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Pipe 

ExploreTM
의 경우는 알파와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하고, 감마선 검출용 다른 

검출기를 삽입하여 측정하는 이중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알파, 베타 및 감마

선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 다. 이러한 작업은 측정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작업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의 오염

도를 하나의 측정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자칫하면 측정장비가 대형화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파/베타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소형의 감마선 

검출기를 적용하여 장비를 소형화할 수가 있다.

즉, 배관 내부의 알파, 베타 및 감마선에 의한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출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알파선 

측정의 경우는 장비의 오염 방지용 원통형 고분자막에 방사선과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섬광이 발생하는 섬광체를 함침시킨 고분자 소재 섬광체를 제작하

고, 베타선 측정용 검출기로서는 가공이 쉬우며 베타선에 대하여 좋은 검출

효율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섬광체를, 마지막으로 소형으로 제작 가능하며 

방사성 핵종 분석이 가능한 CdTe 검출기를 감마선 측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과 같은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에서 요구되는 연구 내용 및 범위

를 설정할 수가 있다.

• 오염 방지 및 알파선 측정용 고분자 복합 검출소재 개발

• 방사성 오염도(알파/베타/감마선) 동시측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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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기 이송장비 개발

• 방사성 오염도 측정 및 장비 제어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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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해체와 더불어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의 처분 및 재활용

을 위해서는 정확한 방사선학적인 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폐기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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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비의 개발 현황 및 기술을 분석하 으며, 개개의 오염도 측정에 사용되는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 다. 이러한 기술 분석을 통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배관내부 오염도 측정기술에 활용하여 실제 해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장비를 개

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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