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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자기방사분석 사용방법 및 방사성 핵종 이동연구에 활용방법

Ⅱ. 목적 및 중요성

  

  방사성핵종의 지하 암반매질을 통한 이동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핵

종과 암반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암반체 확산(Rock Matrix 

Diffusion) 현상은 균열암반을 통한 핵종이동의 주요 지연 메커니즘으로 인식되

고 있다. 암반체 확산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암석 표면에 

수착된 핵종들의 농도 및 농도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위

하여 자기방사분석(Autoradiography)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방사성핵종이 내는 방사선에 화학적 감응하는 필름형태 스크

린을 이용하는 자기방사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지하매질에서 방사성

핵종이동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Ⅲ.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였다.

자기방사분석 방법의 기초 개념 및 분석 장치의 소개

자기방사분석 장비 및 프로그램의 이용방법

암반체 핵종확산 결과분석에 활용방법 

Ⅳ. 연구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자기방사분석 방법의 기초 개념 및 분석 장치의 소개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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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방사분석 장비 및 프로그램의 이용방법 및 암반체 핵종확산 결과분석에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기방사분석 방법은 암반체를 통한 핵종확산 결과

를 해석하고, 암석표면에서의 핵종농도 및 농도분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아

주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Ⅴ.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들은 암반체를 통한 핵종확산 현상 및 암석과 핵종과의 

상호작용 해석에 활용될 것이다. 또 자기방사분석 방법은 특정물질의 이동 양태

를 거시적일 분만 아니라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방법으

로서 생물학, 재료분석, 환경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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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utoradiography and Its Application on the Migration of Radioactive 

Nuclides onto Geomedia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interactions of radionuclides with rocks should be understood to 

investigate the radionuclide migration though rock media. In particular, 

rock matrix diffus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retardation 

process in the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fracture rocks. 

Autoradiography method has been widely us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sorbed on the rock 

surfaces after rock matrix diffusion experiments and to analyze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report, an autoradiographic analysis method which has a 

radio-sensitive film or screen was introduced. We describe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autoradiography method to the radionuclide 

migration studies.

   

Ⅲ. Scope and Contents

    In this report, we have performed studies focusing on the followings:  

A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and instruments of the aotoradiography 

Methods for the use of autoradiography instrument and program 

Application methods for the result analysis of rock matrix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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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Ⅳ. Results

  In this report, basic concepts and instrument of autoradiography method 

was introduced and methods for the use of autoradiography instrument 

and program was described. Besides, application method of the 

autoradiography to the result analysis of rock matrix diffusion 

experiments was investigated. It was assured that autoradiography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analyze the results of rock matrix diffusion of 

radionuclides and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on the rock surfaces. 

Ⅴ. Applications and Proposals

  The results from this report will be basically applied to the rock matrix 

diffusion studies of radionuclides and studies on the interactions of 

radionuclides with rocks. In addition, the autoradiography method can be 

applied to quantitatively analyze migration behaviors of a certain specific 

material in macro-scale and/or micro-scale. It can be also widely utilized 

in the field of biology, material science,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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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자기방사분석 개념  장치

제 1  자기방사분석 원리

  자기방사법[自己放 法, autoradiography]이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

을 필름에 감 시켜 상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방사성 동 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사진 필름에 면 방사선이 지나간 자리의 감 유제(emulsion)가 표백

이 되며 이것을 상하면 방사선이 지나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료 속

의 방사성물질의 분포를 사진유제막 (film)에 직  기록하는 기술로서 방사선자

동사진법이라고도 한다. α선·β선 등의 하 입자에는 사진유제를 감 ·흑화(黑化)

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X선 등의 자기 도 2차 자를 방출함으로써 같은 작용

을 한다. Autoradiography는 이 작용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에 유제건 을 착

시켜 노출을 하고, 시료 속에 있는 방사성동 원소의 치나 양을 기록하고 결정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검출감도가 매우 높고 치결정의 정 도가 높은 것이 특

징이다. 기록 방법에 따라 track-autoradiography, macro-autoradiograpy, 

micro-autoradiography 의 3종류로 나 다[1-3].

1. Track-autoradiography: 하 입자의 종류에 따라 사진유제 속의 은(銀)원자 

상방법이 다른 을 이용한다. 를 들면, α입자처럼 질량이 크고 이온화작

용이 강한 입자의 경우, 그 진로에 따라 한 의 굵은 비 이 측되는 데 비

하여 질량이 작은 β입자는 유제 속에서 산란되어 성긴 엷은 비 이 된다. 이

와 같은 입자선의 비 을 기록하고, 그 형상에서 방사성동 원소의 분포나 양

을 결정한다.

2. Macro-autoradiograpy: 비교  큰 시료 속의 방사성동 원소의 분포를 기록하

는 것인데, 상된 은원자의 흑화를 육안으로 찰할 수 있다. 

survey-autoradiography라고도 한다. 방사성동 원소의 치는 흑화된 장소에 

따라 결정되고, 그 양은 흑화도에 의해 결정된다. 를 들면, 방사성동 원소

를 추 자로 사용한 약물을 투여하여 동물의 신(全身) 오토라디오그래피를 

실시하면 약물의 체내분포나 특정 장기에 있어서의 집  상태 등을 알 수 있

다. 한 암반균열사이로 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지하수가 흘러가게한 후, 암반

균열을 개방하여 암반균열내부 표면을 자기방사검출하면 암석표면에 수착한 

방사성핵종들의 분포를 악할 수 있다. 여기에 해서는 자기방사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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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서 다음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정이다.

3. Micro-autoradiography: 생물조직의 미경 표본 등의 미소한 시료를 상으

로 하는 것인데, 사진유제의 흑화도는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경으로 찰함으로써, 상된 입자를 측하여 방사성동 원소가 있는 치

와 양을 결정한다. 이 방법은 최근에 생물학과 고체재료 연구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쓰이고 있는데, 생물학에서는 고분자(macromolecule) 물질을 방사성 

동 원소로 표지하여 분자의 치를 알아내는 데 많이 사용한다. 이때 방사성 

동 원소는 고분자의 화학 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표지된 부분을 사진 

감 유제에 노출시킨 후 상하면 표지된 물질의 분포가 드러난다. , 이 방

법은 고분자가 합성된 원래의 치  이동경로를 추 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3 수소(3H)로 표지된 티미딘을 사용해 DNA가 합

성된 치와 핵을 찾아낼 수 있으며, 표지된 우리딘이 RNA로 유입되는 것을 

통해 부분의 RNA가 핵 내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분야에서는 1970년 부터 특정 물에 수착한 방사성핵

종을 검증하는데 사용하 는데[4-9], 이때에는 자기방사분석용 시진필름을 암실

에서 상물질 에 놓고 감 시킨 후, 이를 상인화하여 찰하는 아주 고된 작

업이었다.

  자기방사법에서는 방사성 붕괴에 의해 방출되는 입자들의 에 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에 지가 표지되는 자리의 국소성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를 들

어 인-32(
32
P)에서 방출되는 입자는 에 지가 높기 때문에 사진 필름에 형성되는 

선의 길이는 약 3㎜이며, 이것은 각 세포의 지름보다 훨씬 크다. 반면 3H는 필름

에 약 0.47㎛(마이크로미터, 1㎛=10－6m)의 선을 형성하므로 세포 내에서 
3
H로 

표지된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자기방사법에 사용되는 방사성동 원소로는 
3
H, 

탄소-14(
14
C), 황-35(

35
S), 

32
P, 

33
P, 요오드-125(

125
I), 

131
I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원

자력분야 응용에서는 
241
Am, 

235
U, 

237
Np, 

90
Sr 등 α, β 선을 내는 부분의 핵종

들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자기방사분석 장치 개요

  자가방사분석을 해 이 에는 필름감 을 통한 수동 이고 복잡하며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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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방법을 활용했으나, 최근에 새로운 방사분석방법과 기기들이 고안되어 자

동화되고 mm 이하 수 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량 인 계산도 가

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연구에 활용할 목

으로 도입한 cyclone storage phosphor system 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10-15].

  이 장치는 아래 그림 1.1과 같이 실형 phosphor screen 분석장치와 이를 제

어하고 데이터를 분석가공하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Screen 분석장치 

내에는 스크린을 activation시키는 이 발생장치, 신호를 수신하고 증푹하는 

PMT 장치 등이 들어있으며, 컴퓨터에는 용분석  운  로그램인 

OPtiQuant로 부분의 조작을 한다. 컴퓨터와 스크린 분석장치는 USB로 연결된

다. 한 부수 으로 스크린 내 상을 재생하는 장치인 white light 

tans-luminator 가 있다.   

그림 1.1.  Cyclone storage phosphor system 장치 사진.

  이 기기에서는 분석 상 시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storage phosphor screen 

에 피폭시켜 screen 에 생긴 물리화학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이  사진 

필름형태와 별되게 향상된 은 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화학시약으로 

감 시킬 필요가 없으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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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sphor screen이 방사선에 반응하는 원리  분석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그

림 1.2의 도식과 같다.  먼  방사성물질시료를 phosphor 스크린에 근시켜 방

사선피폭을 시키면, ①단계반응과 같이 스크린 내 BaFBr:Eu
2+
 자극결정 

(photostimulable crystal)에 에 지가 축 된다. 통상 으로 BaFBr:Eu
2+
 자극

결정을 storage phosphor 라고 부른다.  방사선도 일종의 에 지 이므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노출시간이 길수록 축 되는 에 지는 커진다. 

그림 1.2. Phosphor 스크린의 방사선감 작용 원리.

  방사선에 지는 인 결정(phosphor crystal)에 도 (conduction band)에서 

Eu2+ 이온을 Eu3+로 만들며 자를 방출시킨다. 그러면 이 자들은 스크린에 미

리 만들어져있는 Br 빈격자(bromine vacancy)에 들어가 일시 인 F 앙(F 

center)형태를 만든다. 이제 이 스크린을 방사성물질로부터 분리해 빛을 쪼이지 

않게 폐유지하면서 carousel에 부착한 후, cyclone 장치에 넣는다. 다음에 그림 

1.3, 1.4에서와 같이 장치된 이 발생장치에서, 그림 1.2의 반응도식도에서 ②단

계에 해당되는 633nm의 색 장 이 선을 쪼인다. 이 때 carousel은 빠른 속

도로 돌아가며 이 선이 상하로 주사되는데, 결과 으로 체 screen 표면에 

골고루 이 선이 주사되는 효과를 빚으면서,  ③단계반응이 일어나 390nm에서 

자를 방출한다. 이를 그림 1.4에 나타낸 고 자효율 PMT로 검출한다. 스크린 

표면에 이 선의 주사 역은 컴퓨터로 설정할 수 있으며, mm 단  이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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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가능하다.

그림 1.3. Cyclone내 색 장 이 선 주사 개념도. 

그림 1.4. Cyclone에서 생 장 이 선 방출  고 자효율 PMT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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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개념도.

  방사성물질시료의 종류와 사용목 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storage phosphor 

스크린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들의 특성을 알아보면 표 1.1과 같다. 고분해능 스

크린(SR, Super Resolution screen)은 미세입자결정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분해능

을 갖도록 하 다. 그러므로 micro-scopic analysis 용으로 합하다. 삼 수소용 

스크린(TR, Tritium Sensitive screen)은 고품질결정으로 만드는데 에 지

를 방출하는 삼 수소를 검출하기 해 입자를 피막하지 않아 스크린을 반복 사

용할수록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통상 10여 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스크

린의 특성상 고에 지 동 원소를 분석할수 없다. 다용도 스크린(MS, Multi 

Sensitive screen)은 다양한 용도에 고효율로 작업 가능하도록 설계된 스크린이

다. 일반 인 핵종이동 응용연구에 합하다[14, 15].

표 1.1 세가지 Phosphor 스크린의 특성비교

MS

MultiSensitive

SR

Super Resolution

TR

Tritium Sensitive

민감도 **** *** ****

분해능 *** **** ****

수분 항성 **** **** N/A

3H 민감도 N/A N/A ****

응용분야

∙32P, 33P 

macroarrays 

northern, 

∙southern blots 

TLS plates,

∙preparativegels  
125I-labeled 

western blots 

∙
33
P-labeled 

microarrays 

∙
14
C-labeled tissue 

sections or 

∙WBA 35S-labeled 

in situ 

hybridization 

∙Whole body 

applications 

∙Receptor 

autoradiography 

∙Metabolism 

studies on TLC 

plates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안

성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 고,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연구는 1997년에 착

수하 다. 략 2040년에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설 운 을 목표로 원자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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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심으로 단계별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국내외 자료를 종합, 분석해 한국형 처분개념을 수립하고 비성능

평가 등을 수행하 다. , 국내 지질에서 시추를 통해 각종 지질, 지하수자료를 

확보하고, 실험실수 에서 수착, 확산, 이동 등의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생산하여 안 성평가에 활용하 다.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지층에 건설하기 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처분장 운 방안에 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시설로서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는 URF,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을 운 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연구

시설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는 천연방벽의 성

능과 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처분장의 건설, 운   폐쇄에 필요한 기

술 개발과 실증시험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실증시험에서 얻어진 각종 실험 

결과에 한 실제 처분 환경에서의 검증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

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처분장 운 과 처분장 안 에 한 신뢰 

확보에 요하다. 지하연구시설은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부지조사, 시험, 

기술개발, 그리고 실증 등의 순서로 수행되며, URL 건설, 운 에는 통상 20년 정

도의 기간이 요구된다. 

  특히,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문제는 단순히 과학기술 인 문제에 국한되

지 않는 정치사회  문제이기도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는 국민  공

감   사회  수용성에 한 공론화를 필요로 하는 범국가  차원의 문제이다. 

아울러 한 국가  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 주변 국가들  국제 인 문제이기도 

하기에, 해외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국제 력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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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기방사분석장치 사용방법 

  자기방사분석장치(cyclone)를 사용하기 해서는 먼  방사성시료를 암실에서 

phosphor screen 에 조사시켜야 되는데, 기본 개념은 앞에서 설명하 으며, 자세

한 실제 실험과정은 뒤에 응용분야 장에서 다룰 정이다. 이장에서는 감 된 

phosphor screen 을 자기분석장치에 넣고 분석하는 과정을 심으로 자세히 다

룰 정이다[13].

제 1  자기방사분석장치 기기 작동법

1. Cyclone 본체의 후면 우측하단의 원 스 치를 켠다. 

2. 컴퓨터의 원을 킨다.

3. Scanning 할 스크린을 바깥을 향하게 하여 Carousel 안쪽 아랫 부분에 있는 

Clip을 연후, Screen을 장착하여 고정한 후 돌려서 반 편 쪽에 Clip을 열어 

스크린을 장착한다.

1. 스크린이 장착된 Carousel을 본체에 장착한다.

4.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OptiQuant 로그램을 연다. 없으면 “시작” 버튼을 른

다  “ 로그램 일”    “OptiQuant ”   Click. 순으로 진행한다

5. 메뉴 바에서 Instrument…Click!

6. Scanning 할 Image 역과 다른 원하는 사항 (Protocol Name, Image File 

Name, Resolution…) 선택

7. Start!  Scanning 시작 단계임!

8. Template Toolbars를 이용하여 Image를 분석하고 Report를 Click하여 결과를 

볼 수 있다.

9. Image 분석하고자 하는 자세한 과정은 다음 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제 2  Phosphor 스크린 사용법  주의사항

  표지된 샘 을 감 하기 에 다음 사항을 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 스크린을 cleaner로 먼지 등 오염물질들을 제거한 후에, whit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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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uminator를 이용하여 30 ~ 60 sec 동안 조사하여 expose된 image를 완

히 지운 후 expose한다.

3. 결과 분석까지 끝난 스크린이라면, 끝날 때마다 expose된 image를 미리 지워

두는 게 다음 실험을 해 시간을 약할 수 있다.

4. Signal을 증가시키기 해 얼리거나 Intensifying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다. 

Intensifying 스크린은 빛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phosphor 스크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스크린을 UV light, EtBr 등 다른 형 물질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보 한

다. 이러한 물질들은 scanning하고 난 후 스크린에서 오염물질처럼 보인다.

6. 스크린을 거나 상하지 않게 보 한다.

7. TR 스크린은 cleaner사용하면 안됨(TR Screen의 Phosphor layer가 습한 조건

에서 쉽게 손상을 받으므로). 

8. 스크린 보 시에는 처음 포장된 cardboard에 넣어 가능한 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 둔다.

제 3  OptiQuant를 이용한 컴퓨터 분석 작업

  방사선이 감 된 phosphor 스크린을 방사분석장치에 넣고 기기를 작동한 다음

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분석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OptiQuant를 분석  작동 

소 트웨어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1. Image open

가. 화면의 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연다

나. Sample pattern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1) 이미지가 (1) Gel, Blot, 1 D TLC, (2) sample의 pattern이 lane인 경우, 

도구 바에서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얻는다.

a. lane 수, 넓이, 길이  각도를 입력하여 이미지에 맞게 조 할 수 

있고, 이 때 세로로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엔 선택한 세로 길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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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분석되므로 원하는 부분까지 세로 값을 입력하여야 한다.

b.  단계를 진행하면 설정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타

나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재편집 한 가능하다. 그림

에서도 선택한 역의 크기  이동을 마우스로 조 할 수 있다.

c. 도구 바의  클릭하면, 선택한 역의 intensity를 그래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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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고자 하면 왼쪽 상단의 “L1”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참고로, “T”은 Total을 의미하여 

a. 단계에서 선택한 모든 역의 intensity를 보여주며, “L”은  Line

을 의미하고, 의 숫자는 a. 단계에서 선택한 세로 역 안에 있는 

이미지의 수를 나타낸다.

e. 왼쪽 Tool bar의 을 클릭하면 d.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세

로선 두개가 생겨 오른쪽의 선을 상단의 그림과 맞춰 분석 하고자

하는 한 spot마다 선택 역을 조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f. 결과를 보고자 할 때는 상단 Tool bar의 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이 나타나고 보고자 하는 결과를 선택한다. 그리고 OK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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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아래와 같이 선택한 사항에 따라 값이 나타나고, 선택한 각 spot에 

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 Grass DLU (Digital Light Unit) – 선택한 역의 total intensity

2) 이미지가 1) Dot/Slot blot, 2) Regular array 등의 pattern이 lane인 경

우, 도구 바에서 이용한다.

a. 아래와 같이 Spot의 Column과 row, spot간 길이, 넓이, 모양 등을 선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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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고 이미지의 역으로 이동 

가능하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재편집할 수 있다.

c. 상단 Tool bar의 를 클릭하면 선택 사항에 따라 결과를 볼 

수 있다. Step 1)의 g, h 참조 

3) 이미지가 (1) Eletrophoresis, 2D TLC, (2) gel이나 blot에서 빠르게 정

량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도구 바에서 를 클릭한다.

a. 이용 방법은 Step 2.-4-I (페이지 10)참조한다. 

b. 이 방법으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아래 사항을 필히 선택하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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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DLU

% of Total (ROI) – ROI값에 비해 정량 분석하고자 하는 spot

의 비교값을 알 수 있다.

Background Subtract의 Background Region을 선택하면, 정량 분

석하고자 하는 spot에서 background값을 제거한 값을 보여 다.

2. Tool bar를 이용한 편집

가. 아래 그림과 같이 setting하여 모든 Tool bar를 나타나게 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나. <Step-가>와 같이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

다. Scan한 이미지의 화면의 각도를 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step를 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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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op Image – 원하는 이미지크기로 자를 때 

2) Flip Image – 거울상의 이미지로 변경

3) Rotate Image – 각도 조 하고자 하는 경우

4) Image Arithmetic.- 두 이미지를 한 화면에 동시에 불러 비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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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itch Image – 각 이미지를 따로 scan의 경우 이미지를 아래의 조건

과 같이 붙일 수 있다.

 

라. 왼쪽 Tool bar 설명

    

1)  : 한 화면에서 이미지를 이동하고자 할 때

2)  : 이미지를 확 하고자 할 때, cf. 축소시엔  Ctrl +  

3)  : 이미지에 원하는 바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림이나 메모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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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4)  : 화살표를 이용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5)  : 씨를 쓰고자 할 때, 원하는 부분에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편집

이 가능하다

6)  : 지우고자 할 경우 사용

7) <Step-1)>에서 를 선택한 경우, 왼쪽 하단에 다음 그림이 추

가되며 각 sample pattern에 따라 사각, 원형, 원하는 모양을 그릴 수 

있으며, 크기, 각도 등 마우스로 조 할 수 있다.

8) .<Step-2)>에서 를 선택한 경우, 왼쪽 하단에 다음 그림이 추

가된다. 역시 각 sample pattern에 따라 사각, 원형, 원하는 모양으로 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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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ep-3)> 에서 를 선택한 경우, 왼쪽 하단에 다음 그림이 추

가된다.

a. ROI (Region Of Interest Tool) – control spot이 있어 원하는 spot

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ROI를 먼  클릭한 후, control spot

에 가서 역을 선택한다.

b. “unknwn”을 선택하면, 정량분석하고자하는 spot의 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먼  왼쪽 tool bar에서 spot 모양과 일치한 아이콘 선택 후, 

역을 선택한다.

c. “Bkgnd”을 선택하면, background 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법은 

“unkwn”방법과 일치한다. 

d. 이 아이콘들을 사용할 경우엔, 선택한 모든 spot의 역 크기가 같아

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 오른쪽 Tool bar – 화면의 이미지의 밝기와 색을 조 할 수 있으며 

결과 분석엔 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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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ort Data

가. 화면 상단의 도구 바에서  클릭하면 Data를 볼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이 선택사항이 있으며 원하는 부분을 click한다.

다. 보고자 하는 결과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data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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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하매질에서 방사성핵종 이동 연구에 응용 

  앞에서 설명한 자기방사분석의 원리는 요약하면, 방사선이 방출될 때 cyclone 

스크린에 radiation track을 만들므로 방사선의 세기와 감 도 도간 비례 계를 

계산하여 방사성핵종의 존재 치를 확인하고 핵종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

러므로 일차원으로 방사성핵종이 암반내로 확산해 들어간 경우, 이를 단하면 

방사성핵종들이 함유되어있는 2차원 암석평면이 얻어지므로, 이 평면을 자기방사

분석하면 암석내로 침투한 핵종의 상태와 농도를 악할 수 있다. 구체 인 응용

방법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을 가지고 실제 수행용 기술설명

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서술 하겠다. 

제 1  암반에서 핵종확산실험에 응용방안  암석가공

1. 실험장치

  먼  그림 3.1과 같이 실험에 필요한 암석을 암석시추기를 사용해 실험에 필요

한 길이만큼 추출해낸다. 실험에서는 직경3" 길이 20cm(f3"x 20cm) 크기로 암석

을 가공하 다. 다음에 원기둥모양시료의 바닥 면만 남기고, 나머지 다른 면은 

모두 물과  못하도록 아크릴로 외부를 1cm 두께로 피복한다.

그림 3.1 암반내 확산깊이 측정에 사용한 화강암 코어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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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산실험 수행 

  그림 3.2와 같은 확산실험장치에 암석시료를 넣고, 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실험

용액을 채운 다음, 원하는 기간 동안 확산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이 끝나면 실험

장치에서 암석을 끄집어내어 방사성물질이 주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암석가공장치로 옮긴다.

그림 3.2 암반내 방사성핵종 확산깊이 측정 실험장치 개념도.

3. 자가방사분석을 한 암석 가공

  방사성핵종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간 암석을 그림 3.3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다

룰 수 있는 암석 단기로 원하는 양태로 가공한다. 이때 가공순서는 핵종농도가 

낮은 부분부터 차례로 높은 부분으로 가공한다. 필요시는 냉각수를 각 단계마다 

수거하여 농도  핵종함유량을 측정한다. 

  그림 3.4는 축방향으로 단한 암석코어의 모습이다. 외부는 아크릴로 피복된 

모습이 보인다. 왼쪽에 아크릴이 없는 부분이 핵종이 침투해 들어간 면이다. 그

러므로 암석 단은 오른쪽 부분부터 시작해 단시 고농도핵종이 농도 부분

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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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암석 코어를 단작업.

그림 3.4. 축방향으로 단한 암석시료 모습. 

제 2  스크린 감 작업  상분석

1. 암실에서 storage phosphor 스크린에 감 작업

  단 가공한 암석시료를 빛이 차단된 암실로 가져와 storage phosphor screen

에 감 시킨다. 상스크린에 오염이나 이  작업의 흔 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

로 미리 image eraser에서 빛에 노출시켜 잔상을 지운다. 방사성핵종에 노출시간

은 방사선의 세기와 분석목 에 따라 경험 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Trace 수

으로 사용한 Np-237의 경우, 약 일주일간의 피폭시간이 필요하 다. 자기방사법

이란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X-ray 필름이나 원자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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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방사성 물질의 분포와 세기를 측정하는 테

크닉이므로 자기방사사진(autoradiograph)을 얻기 해서는 스크린을 방사성물질

이 있는 표본의 단면에 나란히 맞 어 놓아야 한다. 

      

그림 3.5. Storage phosphor screen 에 방사선 피폭 작업.

  암실 작업시 스크린이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시료에 직  닿지 않도록 가장자

리에 spacer를 설치한다. 간격은 1-10mm 수 이 당하다. 방사선은 X선이나 

빛과 마찬가지로 유화제를 감 시키기 때문에 storage phosphor 스크린에 도포

되어있는 BaFBr:Eu2+ 분자는 미세한 회색 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암실에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 외선 장을 내는(ultra-red lamp) 구를 설치

하면 좋다. 

2. Cyclone 에 스크린 장착 

  암실에서 phosphor 스크린에 감 작업이 완료되면, 이 스크린을 빛이 차단된 

상태로 cyclone에 옮겨 장착하여야 한다. 이를 해 먼  그림 1.1과 1.3에 나타

낸 cyclone 장치의 왼쪽 뚜껑을 열면, screen carousel 이 나타난다. 이 드럼 가

운데는 비어있으므로 손가락을 넣어 드럼을 잡고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 드럼을 

암실로 가져가서, 감 된 스크린을 장착한다. 장착방법은 드럼  부분에 있는 

스 치를 개방(open) 치에 놓고 스크린을 가로로 설치된 holder 틈으로 어 넣

은 후 드럼 둘 를 따라 스크린을 착시켜 넣고 다시 스 치를 잠 (close) 치

에 놓으면 carousel 에 스크린이 고정된다. 이 때 방사선에 조사된 면이 밖을 향

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 드럼을 빛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cyclone 내에 다시 장

착하고 뚜껑을 닫으면 스크린 장착작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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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clone system 을 사용한 phosphor 스크린 상 분석 

  스크린을 cyclone에 장착한 후, PC 와 Cyclone 을 USB line으로 연결하고, PC 

와 Cyclone의 원스 치를 켠다. 이후 과정은 제 2 장의 cyclone 사용법을 따른

다.

가. Computer 바탕화면에서 "OptiQuant" icon 을 클릭하여 로그램을 연다.

나. 메뉴 바에서 Instrument…를 Click!

다. Scanning 할 Image 역과 Protocol Name, Image File Name, Resolution

등을 선택한다.

라. Start를 르면 laser source 가 screen 을  Scanning 하기 시작한다. 통상 

분석에는 수 분이 경과하는데, scanning 기간 동안 carousel 이 빠른 속도

로 회 하는 계로 이 때 기기를 진동하지 않도록 바닥에 진동흡수 고무

을 는 등 기기를 안정되게 운 해야 한다. 

마. Template Toolbars를 이용하여 Image를 분석하고 Report를 Click하여 결

과를 볼 수 있다.

제 3  방사분석 상 가공  정량화 계산

  OptiQuant를 사용하여 방사분석 상을 얻으면 그림 3.6과 같은 상을 얻게 

된다. 이 이미지는 풍화화강암에 Np-237이 확산해 들어간 것을 cyclone 으로 분

석한 것이다. 상하 가로 은 암석코어와 아크릴외부 보호면과 경계면에서 암석

단 가공시 방사성핵종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게 보이는 부분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어 감 이 많이 된 부분이므로 암석에 핵종이 확산해 들어간 입구에

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농도가 떨어지는 구배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보기 좋게 하기 해 천연색color 로 환하려면 OptiQuant 그림메뉴 오

른쪽에서 [gray, color ] option 에서 color 를 선택한다. 한 그림은 상화좌우 

회 이 가능하므로 180도 회 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구해진다.

  그림 3.7의 상에는 실제 심 상 밖인 암석외부 아크릴면도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이런 면들을 제거하기 해 심 상 역을 커서를 활용해 설정한다. 그러

면 그림 3.8과 같이 순수 암석면만을 scan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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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uper Sensitive 스크린을 사용하여 화강암에 잔존하는 Np-237 

흑백 상 사진. 

그림 3.7. 화강암에 침투한 Np-237 자기방사 상.

그림 3.8. 화강암에 침투한 Np-237의 교정된 자기방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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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최종 으로 얻어진 상이미지를 다음과 같은 차로 정량화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

가. 심 역이미지에 메뉴에서 grid 역설정을 그림 3.9와 같이 한다.

나. grid template parameters에서 원하는column 과 row 수를 입력한다. 

column 과 row 수가 많을수록 정 도가 높아진다. Cell menu 에서 cell 모

양을 circular 나 rectangular로 설정한다. 아래 그림 3.8은 rectangular로 

설정한 모양이다.

다. 부분의 경우grid 크기와 image 크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cursor

를 사용해 원하는 역과 일치시킨다.

라. 그림 메뉴에서 report를 르면 각 grid 별로 정량화한 수치값이 table 형

태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이 값이 lotus-1-2-3 file 로 장된다. 표 3.1에 

결과치를 시하 다. 

그림 3.9. 자기방사분석 상에서 grid 역설정.



- 27 -

표 3.1. 자기방사분석 상에서 Np-237 분포를 정량화된 수치로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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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암반균열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연구에 응용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분야에서는 1970년 부터 특정 물에 수착한 방사성핵

종을 검증하기 해, 핀랜드, 스웨덴 SKB에서 많이 사용하 고[16-18], 카나다 

Whiteshell Lab. 에서는 1m 크기 균열암반에서 핵종이동실험 후  자기방사분석

용 사진필름을 암실에서 상물질 에 놓고 감 시킨 후, 이를 상 인화하여 

찰하 다[19-21]. 2000년  이후에는 독일 INE 에서는 Aspo Chemlab. 로젝트

에서 악틴족 이동실험을 수행한 후 cyclone을 이용해 핵종거동을 분석하 다

[22-26].

  그림 3.10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1m 규모 자연균열암반에서 핵종이동 실

험장치를 도식한 것이다. 균열을 포함한 암반블럭을 암석 산에서 균열면에 2차

인 변형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채취 단한 다음, 균열면 상단에서 가운데 

균열면까지 시추공을 뚫고 여기에 방사성핵종을 주입하면, 핵종들은 암반균열면

과 상호작용하면서 일부는 표면에 수착하고 일부는 암반내부로 확산해 들어가고, 

일부는 균열면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그림 3.10. 암반균열에서 핵종이동 실험장치 개념도.

  핵종이동 실험 후 암반균열을 개방하면, 균열 면에 수착된 방사성핵종들은 그

로 잔존하게 되며, 이 때 암석표면에 존재하는 핵종들의 방사선세기 분포를 측

정하면 핵종들의 이동 양태를 악할 수 있다. 암반 표면내 핵종분포를 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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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직  암반표면에 방사선세기를 측정하는 방법

과 자기방사분석법과 같이 2차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석 상이 작을

수록 자기방사분석 방법이 유리하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10에 있는 이동시험장치처럼 암반이 1m 규모일 때에는 그림 3.11과 같

은 radioactivity scanner를 사용하여 악할 수 있다. 핵종이 감마선원일 때에는 

HPGe나 NaI 검출기(detector)를 사용하고, 알 나 베타 선원일 때에는 이들 핵

종에 부합되는 검출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 3.11에 나타낸 장치는 원자력연구

원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PC로 앙제어하며 분석 도를 mm 단 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림 3.11. 암반 균열면에 한 radioactivity scanning 장치.

  자기방사분석방법은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시료 에 그림 3.12와 같이 통

인 photo sensitive film, X-ray film, 는 최근에 개발된 storage phosphor 스크

린을 놓고 빛을 차단시킨 다음, 일정한 시간 동안 반응시키면 자기방사분석 이미

지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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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방사성핵종 시료를 자기방사분석 하는 방법.

  한 그림 3.11과 같이 암반균열표면 체를 scanning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심 상 역을 선정해 이 부분만을 따로 채취해 자기방사분석을 할 수도 있다. 그

림 3.13은 독일 INE에서 수행한 연구로서, 방사성핵종을 자연암반균열이 있는 

granite cylinder core 에서 이동실험 한 후 시료를 축방향으로 1cm 단 로 잘라 

편들을 만든 후 방사성핵종들의 존재 유무를 자기방사분석으로 확인하고, 

fracture filling material 등 특정부분이나 특정 물과 결합여부를 미경사진을 

어 같이 비교한 것이다. 그림 3.14는 이동실험 후 암반균열면을 미경사진  

자기방사분석사진을 고 둘을 합성해 핵종의 분포  결합 치를 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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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것이다. 분석 결과, 우라늄은 철산화 물이나 망간산화물에 집 으로 결

합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23, 24].

그림 3.13. 핵종이동실험후 암반코아 편 미경사진  자기방사분석사진.

그림 3.14. 핵종이동실험후 암반균열면 미경사진  자기방사분석사진.

  그림 3.15는 암반 균열면에서 핵종이동 상을 컴퓨터로 모사한 이다. 사용한 

이동모델에서는 자연암반균열을 가변균열폭으로 가정하고, 암반표면에 핵종수착, 

매질 내 확산을 고려해서 시간단 별로 핵종이 흘러가는 양태를 모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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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이동 실험 후, 암반균열면을 개 한 후, 앞의 그림 3.12의 radioactivity 

scanning이나 자기방사분석으로 암반표면에 잔존하는 핵종을 측정하여 분포 상

을 만들어 이동모델과 상호 비교하게 되면 이동모델 검증이나 방사성핵종들의 

이동 상에 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그림 3.15. 암반 균열면에서 핵종이동 컴퓨터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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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방사성핵종이 내는 방사선에 화학  감응 반응하는 phosphor screen을 이용하

는 자기방사분석 방법은 특정물질의 이동 양태를 거시 일 분만 아니라 미시

인 차원에서도 정량 인 분석이 가능한 방법으로서 생물학, 재료분석, 환경오염

해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한, 지하매질에서 방

사성핵종이동 상을 자기방사분석장치를 이용해 정량 인 분석이 가능하므로 

극 인 도입활용이 바람직하다. 이를 해 자기방사분석 원리  기기사용법, 

실제 활용 를 자세히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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