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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면

 방사선 사고 대응 방사선량 회구 평가(retrospective dosimetry) 기술 확보

- 개인 휴대형 전자기기 내부 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확보

  •  최소검출선량: 10 mGy 이하(저항소자: 6.6 mGy, 인덕터소자: 2.4 mGy)

  •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개발

  •  휴대전화 이용 선량회구평가 실증 실험 실시: 기준선량대비 5% -40% 오차 이내로 회

구평가 가능 

-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확보

  •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선정: 적벽돌,타일,변기

  •  사고선량 신속 평가 프로토콜 개발: 최소검출선량 약 10 mGy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 OIR 내부피폭 평가모델을 분석하고 자체 개발한 잔류함수산출 모듈을 이용하여 OIR을 

적용한 핵종별 섭취 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 개인 및 주변 선량(률) 측정기 시험 및 교정을 위한 기준 엑스선장 확대 구축

- 방사능방재/보안용 방사선/능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시스템 구축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선량회구평가, 선량복원, 광자극발광, 휴대전화기, 신 소화기모델  

내부선량평가, 저선량률 엑스선장, 포털모니터 및 핵종판별기 시험 프로토콜

영 어

Retrospective dosimetry, Dose reconstruction,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mobile phone, 

HATM, Internal dose assessment, Reference X-ray field, Field 

Performance Test of Portal and Hand-held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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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방호용 선량측정 및 평가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정상/비정상시 방사선 방호 선량 측정/평가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성능시험 체계구축

 방사선 사고 대응 방사선량 회구 평가(retrospective dosimetry) 기술 확보

   (인위적 방사선 측정기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 물질 이용한 선량평가)

- 전자기기 내부 소자의 광자극발광(OSL) 특성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확보 (최소검출선량: 10 mGy 이하)

-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확보

최신 내부피폭 모델 분석 및 적용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 소화기모델(HATM; Human Alimentary Tract Model) 분석 및 적용

   - OIR(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최신 내부피폭 평가 모델 분

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OIR 해석을 위한 산출모듈 개발과 핵종별 생체검정 자료 산출

 방사선방호/방재/보안검색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 개인전자선량계 성능시험 및 교정용 국제규격 저선량률 엑스선장의 확대구축

- 비상 방사능방재/보안용 방사선/능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시스템 구축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량 회구 평가(Retrospective Dosimetry) 기술 개발

  생활 주변 및 개인 휴대품 구성 물질 중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광자극발광(OSL) 또는 열발광(TL) 현상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방사선 

누출 사고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개발

  개인 휴대형 전자기기 내부 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개발

 - 전자회로 구성 소자들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OSL/TL 반응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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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자 OSL 신호의 방사선량 의존성 및 감쇠 평가

    - 최저검출선량 평가

    - 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개발

 -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결정

 - 시료화 기법(전처리법) 개발 및 OSL 특성 연구

 -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OSL 측정법의 표준화

 - 선량 복원용 시료의 선량계적 특성 평가 및 최적 판독조건 결정

  OSL/TL 스펙트럼 측정 및 분석 알고리듬 개발

 - 분광기와 CCD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스펙트럼 측정장치 개발

 - 분광기와 광증배관(PMT)을 이용한 스펙트럼 측정장치 개발

 - Radioluminescence, OSL 및 TL의 통합분석 프로그램 개발

2.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 ICRP 간행물 100 신 소화기모델(HATM) 분석

- HATM 격실모델 전이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 HATM을 적용한 섭취 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 HATM을 적용한 50년간 격실별 붕괴 수 산출 및 검증

- HATM 특이사항을 적용한 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및 영향 평가

- OIR의 수정된 호흡기모델(HRTM) 분석

- 수정된 호흡기 격실모델 전이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 OIR을 적용한 전이율 행렬 및 초기값 배열 산출 모듈 개발

- OIR을 적용한 핵종별 섭취 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3.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 전자선량계 및 작업장 모니터링 장비 방사선 시험/교정용 기준 선장 제작 및 

  정량화

- 국제기술규격(ISO/IEC/ANSI) 기준 엑스선장 확대 구축(ISO/ANSI LK 계열)

- 시험기준 프로토콜 작성 및 시험체계 구축 

- 방사능방재/보안용 방사선/능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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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방사선량 회구 평가(Retrospective Dosimetry) 기술 개발

1) 최신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들의 방사선 반응 특성 평가

    - 저항소자, 인덕터, 집적소자(IC) 등의 OSL 신호의 방사선량 의존성

      : 의존성 평가 영역(8.7 mGy - 8909 mGy)에서 대체로 선형적

    - 상기 소자 OSL 신호의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

      : 저항소자: 36시간 경과시 약 80 %, 인덕터: 36시간 경과시 약 50 %

  저항소자, 인덕터 소자 활용시 최소검출선량 평가 : 10 mGy 미만

  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작성 : 시료 준비부터 최종 선량평가까지

  휴대전화 이용 선량회구평가 실증 시험 실시

    - 기준선량 대비 5 % - 40 % 편차 이내로 선량회구평가 가능 확인

     (선량범위별로 차이가 있음)

 2)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선정

    - TL/OSL/RL 특성평가를 통해 적벽돌, 기와, 타일, 변기 선정

  시료의 전처리법 확립 및 OSL 특성 연구

    - 조립자법 및 core-disc법을 적용하여 OSL 측정용 시료 추출 

    - 추출된 석영 및 core-disc 시료 특성평가용 광표백기 제작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OSL 측정 및 분석 기법 개발

    - SAAD-POSL법을 이용한 사고선량 신속분석법 개발

      : 최저검출선량 약 10 mGy, 산출시간: 약 2시간

    - SAR-OSL법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법 개발

    - SAR-OSL법과 SAAD-POSL법의 장단점 비교 분석

 3) 광자극발광(OSL)/열발광(TL) 스펙트럼 측정 장치 개발 

  스펙트럼 파장 대역: 325 nm - 800 nm

  자극광원으로 Green, Red LED 및 Green Laser 적용

  Al2O3:C, LiAlO2 물질의 OSL, TL 스펙트럼 측정

 4) 광자극발광/열발광 분석 프로그램 개발

  Radioluminescence 및 OSL, TL의 통합분석으로 시료의 물리적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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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1) 신 소화기모델(HATM) 분석 및 적용

  신 소화기모델 분석

    - 기존 위장관 모델과의 격실모델 차이 분석

    - 연령군 및 음식유형별 전이율 값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장 이외의 영역에서의 물질 흡수 시 전이율 산출 방법론 분석

  신 소화기모델 적용

- 90Sr 취식섭취 시 후 100일 까지 섭취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고 기존 

함수와 비교

- 90Sr 취식섭취 시 소화관 격실 별 50년 간 붕괴 수 U50을 산출하고 ICRP 

간행물 1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 카드뮴의 치아잔류와 철의 소장 벽 잔류를 고려한 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2) OIR 분석 및 적용체계 구축

  수정된 호흡기 모델 분석

    - 변경된 흉외영역(ET) 침적분율 분석

    - 변경된 입자이동 격실모델 분석 및 관련 전이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OIR 모델을 이용한 잔류함수 산출 모듈 개발

    - 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산출 방법론 구축

    - 전이율 행렬 및 초기값 배열 산출 모듈(matrix_creator) 개발

    - 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모듈(IRF_calculator) 개발

    - 행렬계산 속도 향상을 위한 Intel Kernel Library 적용

    - Matrix exponential 계산을 위한 C++ 용 expm모듈 작성

 3) OIR 모델을 이용한 핵종별 잔류함수 산출

  OIR part 2 핵종 분석 및 잔류함수 산출

    - 14개 핵종 (H, C, P, S, Ca, Fe, Co, Zn, Sr, Y, Zr, Nb, Mo, Tc)에 대한 

전신생리모델 분석 

    - 전신생리 격실모델 전이율 및 관련 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핵종 별 및 섭취경로 별 섭취 잔류/배설함수 산출 

  OIR part 3 핵종 분석 및 잔류함수 산출

    - 14개 핵종 (Ru, Sb, Te, I, Cs, Ba, Ir, Pb, Bi, Po, Rn, Ra, Th, U)에 대한 

전신생리모델 분석 

    - 전신생리 격실모델 전이율 및 관련 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핵종 별 및 섭취경로 별 섭취 잔류/배설함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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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1)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제작

 기준 LK 엑스선장

- ISO가 제시한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 ISO LK 계열 8종 (LK35, LK55, 

LK70, LK100, LK125, LK170, LK210, LK240) 제작.

- ISO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반가층 측정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LK 엑스선

장 8종의 선질을 확인.

- 생산한 엑스선장의 반가층의 상대편차는 3.63% 이하로, ISO4037이 제시

하고 있는 선질 동질성 규격기준(반가층의 상대오차 5% 이내)을 만족.

- KRISS와 일본 JAEA에서 교정한 전리함선량계로 결정한 KAERI의 LK 

계열의 공기커마율(0.1－0.24 mGy.h-1.mA-1)은 ISO4037-1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기준인 공기커마율(~0.3 mGy.h-1.mA-1)을 만족

 저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 241Am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단일 에너지(59.5 keV)의 저선량률 감

마선장을 제작 

- 241Am 선원에서 방출되는 26 keV의 감마선과 L-특성엑스선은 선원용기

인 스테인레스 캡슐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무시 

- 전리함 선량계(NE2530)로 측정한 241Am의 감마선장의 공기커마율은 0.43 

mGy.h-1 @5 cm, 0.11 mGy.h-1 @10 cm

2)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 구축

-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성능시험지

침서 2종” 개발

-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방사선/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 2종 개발

- ANSI가 개발한 휴대용 핵종판별기의 성능시험 체계(ANSI N42.34)와 방

사선 검출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ANSI N42.35)와 비교

- 이동용 현장방사선 감시기 성능시험을 위한 점검선원 세트(57Co, 133Ba, 

137Cs, 60Co, 252Cf) 제작, 각각의 선원세기는 3.5, 0.7, 0.56, 0.12 MBq과 중

성자방출률 1.4×104 n/s 

- 방사성 물질 출입감시기 성능시험을 선원 이동장치 제작 : 이동장치 높이 

및 선원 이동속도 제어 및 자동왕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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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방사선량 회구 평가(Retrospective Dosimetry) 기술 개발

 방사선 누출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경우에 관련 작업자 및 지역 주민

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여 평가함으로서 피폭자의 적절한 의료적 처치에 

기본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 또는 테러 상황시 이의 역학 조사 에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의 의미와 규모를 누출 방사선량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이를 주민

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사회적 패닉(panic)을 예방하고 사고 대응 능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사고대응시스템에 탑재하여 사고시 즉각적 선량복원 실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판독특이자의 사후 선량평가에 적용(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2.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현재 국내에서는 ICRP 간행물 60 기반의 내부피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7년 ICRP 간행물 103이 발간되고 이에 근거한 OIR 내부피폭 보고서

가 새로 발간 예정이므로 머지않아 ICRP 간행물 103 기반의 내부피폭 관리가 이

루어질 것이다. 간행 예정인 OIR은 기존의 내부피폭 평가모델과 매우 상이한 부

분이 많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대한 분석과 적용체계를 마련한 것으로써 OIR 적용에 따

른 혼란을 줄이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는 종사자의 생체시료로부터 해당 종사자

의 섭취량과 예탁유효선량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현

재 사용되고 있는 내부피폭평가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또는 새로 개발될 프로그

램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방사선방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측정기의 시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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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으로 국내 표준 및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ISO 규격의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을 확보하고, 국제 규격에 따라 방사능 방재 혹은 방호목적으로 원

자력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능 감시기에 대한 현장 성능시험체계를 구축

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 가능범위를 확대되었으며, 방사선 

방호/방재/보안용 현장 방사선 감시기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체계를 확보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한 성능시험 체계를 활용하여 사

용하고 있는 현장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더불어 방사선측정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국내 연구기관 혹은 산업체

에서 이 성능시험 체계를 사용하여 방사선 감시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해당 기기의 성능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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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techniques for radiation 

protection purpose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 Development of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 by using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and thermoluminescence (TL) in 

materials and personal belongings ubiquitous at public and work places 

(MDD: ～ 10 mGy)

 Establishment of database by analysis and application for state-of-the art internal 

dosimetry model

  - Analysis and application for new alimentary tract model

  - Analysis for OIR internal dosimetry model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database

  - Development of calculation model to analyze OIR and calculation of bioassay data 

for each radionuclide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 Extens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of Low Air Kerma rate for

    performance test and calibration of the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 

  - Manufacture of the field performance test system of rad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for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and security

Ⅲ. Content and Range of the Project

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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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 using personal electronic devices

⋅ Testing of materials for OSL in materials of personal belongings 

ubiquitous at public and work places (mobile phone, USB memory)

⋅ Investigation of radiation dose response and fading of the electronic 

devices

⋅ Estimation of minimum detectable dose of the samples (electronic 

devices)

⋅ Development of a protocol for dose reconstruction using electronic 

devices

-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technique using building 

materials

⋅ Selection of building materials for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 Development of chemical and physical methods of extractions of 

sensitive materials from the precured items and classification for dose 

reconstruction (bricks, tiles, roof tiles)   

⋅ Investigation of dosimetric properties of the extracted materials

⋅ Development of protocols for dose reconstruction using building 

materials

- Designing and assembling of OSL spectrum measurement equipment and 

development of required software for analysis

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 Analysis of new alimentary tract model (HATM) in ICRP publication 100

-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HATM compartment transfer rates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using HATM

-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of total disintegration number for 50 years in 

each compartment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using speci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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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ATM and effect assessment of special cases

- Analysis of revised HRTM in OIR

- Development of transfer rate matrix and initial value vector creation 

modules using OIR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for each radionuclide 

in OIR

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 Produ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beam series) for test and calibration of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survey meters used for workplace monitoring.

- Preparation of testing procedures and manufacture of tools. 

- Establishment of field performance testing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at workplace. 

IV. Results

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1)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using personal 

electronic devices (smart phones)

    - Dose dependence of OSL from resistors, inductors, and IC chips

    ⋅ Linear in the tested dose range (8.7 mGy - 8909 mGy) on the whole

    - Fading test of OSL from the samples

    ⋅ Inductors: about 50 % in 36 hours after the irradiation 

    ⋅ Resistors: about 80 % in 36 hours after the irradiation 

    - Estimation of minimum detectable dose for resistors and inductors

    ⋅ Inductors: 2.4 mGy; Resistors: 6.6 mGy

    - Development of a protocol for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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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 Procedures from sample preparation and dose estimation

    - Field test of the developed procedures for retrospective dosimetry 

    ⋅ It was possible to estimated the irradiated dose respectively in 

deviation from 5 % to 40 % (depends on dose range)

2)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technique using building 

materials

    - Selection of building materials for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 Fired bricks, tiles, roof tiles, toilet porcelain 

    - Sample extraction of quartz inclusion and core-disc method for 

TL/OSL/POSL measurement

    - Reliability test of equivalent dose obtained from building materials

    ⋅ Verification of SAR-OSL method using quartz grains(90-250 ㎛)

    ⋅ Verification of SAAD-POSL method using core-disc sample(Ø8 mm)

    - Development of accidental dosimetry as fast assessment using 

SAAD-POSL method  

    ⋅ Regeneration test of equivalent dose up to 7 Gy 

    ⋅ Minimum detectable dose of 10 mGy in SAAD-POSL method

    ⋅ Measurement time as short as about 2 hours in SAAD-POSL method  

3) Designing and assembling of OSL spectrum measurement equipment and 

development of required software for OSL/TL analysis

    - Photon measurement devices: CCD and PMT

    - Spectrum wavelength band: 325 nm - 800 nm

    - Stimulation light sources: Green and Red LED, Green Laser

    - Measurement of OSL spectrum from Al2O3:C and LiAlO2 materials

    -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analysis of OSL, TL based on trap 

interaction model

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1) Analysis and application of HATM

   Analysis of H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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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HATM and GI tract model

     -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transfer rates by age group and food 

type

     - Analysis of transfer rate calculation methodology for absorption from 

alimentary regions other than small intestine

   Application of HATM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for 100 days 

after ingestion of 90Sr and comparison with existing functions

     - Calculation of total disintegration number for 50 years (U50) in each 

alimentary tract compartment after ingestion of 90Sr and confirmation 

of agreement with the result in ICRP publication 100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with Cd 

retention on teeth and Fe retention on small intestine wall

  2) Analysis of OIR and establishment of application system

   Analysis of revised HRTM

     - Analysis of changed fractional deposition in extrathoracic region (ET)

     - Analysis of changed particle transport compartment model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database

   Development of intake retention functions calculation module using OIR

     - Establishment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calculation 

methodology

     - Development of transfer rate matrix and initial value vector creation 

module (matrix_creator)

     - Development of retention and excretion calculation module 

(IRF_calculator)

     - Application of Intel Kernel Library to improve calculation speed for 

matrix

     - Development of expm module for C++ to calculate matrix exponential

  3) Calculation of retention functions for each radionuclide using OIR

   Analysis of radionuclides in OIR part 2 and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functions

     - Analysis of systemic biokinetic model for 14 radionuclides (H, C, 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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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Fe, Co, Zn, Sr, Y, Zr, Nb, Mo, Tc)

     - Establishment of transfer rates for systemic biokinetic model and 

relevant parameters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excretion functions for each radionuclide 

and intake route

   Analysis of radionuclides in OIR part 3 and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functions

     - Analysis of systemic biokinetic model for 14 radionuclides (Ru, Sb, 

Te, I, Cs, Ba, Ir, Pb, Bi, Po, Rn, Ra, Th, U)

     - Establishment of transfer rates for systemic biokinetic model and 

relevant parameters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excretion functions for each radionuclide 

and intake route

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1) Produc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qualities) and gamma ray field 

   for test and calibration of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workplace monitors.

   Production of the reference X-ray fields (ISO LK qualities)

- ISO LK beam series : LK35, LK55, LK70, LK100, LK125, LK170, LK210, 

LK240.

- Quantification of the produced LK X-ray beams using the measurement 

method of half value layer (HVL).

- Homogeneity of LK X-ray beams were satisfied within 5% according to 

ISO4037. 

- Air-kerma rates of eight LK X-ray beams were measured using 

ionization chamber calibrated at KRISS (Korea Research Institute 

Standard and Science) and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 

- Air-kerma rates of KAERI’s LK X-ray (0.1－0.24 mGy.h-1.mA-1) were 

satisfied with ISO criterion (< 0.3 mGy.h-1.m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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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 of the low air-kerma rate gamma ray fields using a radiation 

source of 241Am 

   - Air-kerma rates of radiation fields of  241Am were 0.43 mGy.h-1 @5 cm, 

0.11 mGy.h-1 @10 cm.

2) Establishment of field performance testing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at workplace. 

   Evaluation and preparation of performance test manuals and protocols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d hand-held radionuclide identifiers.

   Establishment of the radionuclide check source set for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portal and hand-held monitors.  

    - Gamma sources: 57Co, 133Ba, 137Cs, and 60Co, and radioactivities are 3.5, 

0.7, 0.56, 0.12 MBq, respectively. 

    - Neutron source: 252Cf, neutron emission rate is 1.4×104 n/s.

 Production of a check source transfer equipment: moving speed and a 

height of source position can be adjusted and the function of automatic 

round-trip was provided.

Ⅴ. Plan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1. Establish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technology for 

radiation accident dosimetry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refers to measurement of individual doses 

from exposures to ionizing radiation incurred during unforeseen events for 

which the availability of dosimeters or area monitoring or personal 

monitoring systems is not ensured.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be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doses after 

radiation incident/accident as early as possible for the triage of exposed 

persons both in occupational and public domain for a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s

 The availability of dose information is also important even in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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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nificant exposures so as to minimize undesirable panic in the public. It 

is often visualized that in the cases of suspected exposures, the main 

problem is the panic at the work place and in the public rather than the 

actual health hazard caused due to radiation exposure. Quick demonstration 

of reliable measurement of radiation doses would greatly help in reassuring 

those receiving insignificant or low level of exposures which need no 

further attention/action.

 The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is also relevant for epidemiological 

studies not only for accidental exposures but also for a radiological terror 

situation with RDD (radiological dispersion devices, Dirty Bomb).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be transferred to KINS (Korea Institute for 

Nuclear Safety) for practical application to estimating the exposed radiation 

doses of occupational personnels who are not properly monitored by 

appropriate dosimeters.

2. Interpretation of new models for intake of radionuclides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l dosimetry system

In Korea, internal dosimetry management has been taken based on ICRP 

publication 60. Since ICRP publication 103 was published in 2007 and OIR 

internal dosimetry report will be published soon, however, internal dosimetry 

based on ICRP publication 103 will start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that application of OIR should cause confusion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OIR and existing internal dosimetry models. Thus, result 

in this study will be usefully applied to decrease confuse and prepare the 

infrastructure. Since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s calculated in this 

study are essential data to estimate intake activity and committed effective 

dose from bioassay sam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update 

of existing internal dosimetry program and development of new program as 

fundamental data.

3. Establishment of radiological performance testing sche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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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etection systems used for radiation protection, 

radiological emergency and security

 The reference X-ray fields of ISO low air-kerma rate series were 

constructed to test and calibrate personal electronic dosimeters and gamma 

radiation survey meters and the field performance test procedur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otocols for testing radiation monitors such as a portal 

monitor and a hand-held radionuclide identifier used in workplace for the 

purpose of radiation protection, emergency countermeasure and security 

surveillance. Results of this project enabled to extend  the range of reference 

radiation fields for testing and calibrating radiation measuring instruments 

and to check the measurement reliability of field radiation monitors used for 

radiation safety and security. Field performance test procedures provided in 

this project will be used to maintain the performance of field monitors and to 

ensure their measurement reliability. In addition, domestic research institute or 

industry can adopt them as a performance test procedures to test a brand 

new radiation detector in the stage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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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정상/비정상시 방사선 방호 선량 측정/평가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성능시험 체계구축

 방사선 사고 대응 방사선량 회구 평가(retrospective dosimetry) 기술 확보

   (인위적 방사선 측정기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 물질 이용한 선량평가)

- 전자기기 내부 소자의 광자극발광(OSL) 특성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확보 (최소검출선량: 10 mGy 이하)

-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확보

최신 내부피폭 모델 분석 및 적용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 소화기모델 분석 및 적용

   - OIR 최신 내부피폭 평가 모델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OIR 해석을 위한 산출모듈 개발과 핵종별 생체검정 자료 산출

방사선방호/방사능방재/보안용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국제규격선질 저선량률 엑스선장 및 감마선

장 구축

-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및 휴대용 핵종판별기 현장 성능시험 프로토콜 구축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방사선 누출 사고나 테러 등 방사선 비상시, 인위적 방사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누출 또는 피폭된 방사선량을 사후에 회구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는 기술을 선량 

복원 기술이라 함. 선량복원의 기존 방법으로, 혈액 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 등

의 방법에 기초한 기술, 사고 후 현지에서 선량율 미터 등으로 얻어진 측정 결과

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기법, 치아 에나멜의 EPR 기법이 있음. 혈액 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을 통한 방법은 피폭자의 개별적 신체에 대한 선량복원을 실시한다

는 장점으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시료준비 시간이 상대적으

로 오래 걸리며 최소검출한계선량(lower limit of detection)이 높고(～100 mGy) 

최종 평가된 선량의 불확도 범위가 넓어 최종 선량복원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직접 측정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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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험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제한적임. 치아 에나멜 시료의 

EPR 기법은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낮아 최소검출한계선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100 mGy) 사람의 치아를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는 등의 취약점

을 가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노출시 그 선량 정보를 보유(저장)하고 있는 주변 물질

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선량 회구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주변 물질로서, 개인 휴대품(휴대전화, USB메모리 등), 각종 전자제품(컴퓨터, 각

종 실험장치 등), 사고 주변 건축물 구성물(벽돌, 타일, 변기 등)을 활용할 수 있

으며, 이들 물질로부터 광자극발광/열발광(OSL/TL) 특성을 나타내는 시료를 추

출하여 선량복원에 적용하고자 함. OSL/TL 기법은 시료준비 시간이 매우 짧아 

방사선 사고시 수시간 이내에 즉각적으로 누출 및 피폭 선량복원을 실시할 수 있

는 기술이며, 시료 물질 선택이 용이하고, 최소검출한계선량이 낮은 장점이 있음

(~ 10 mGy). 특히 전자기기(휴대형 포함) 내부의 전자소자중 일부(chip resistor 

등)가 OSL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방사선 사고시 개인피폭선량을 추가

적인 모델링 작업 없이 사후에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기존의 ICRP 간행물 60 기반의 내부피폭 평가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ICRP에서는 보다 정확한 내부피폭 평가를 위해 최근 대대적인 모델 및 

자료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큰 변화는 머지않은 미래에 국내 방사선 

방호분야 및 규제체계에 적용될 것이지만 관련 기반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

에선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를 미리 분석 및 적

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기술선도 및 향후 체계 변화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사전연구가 필요함.

방사선 측정장비 성능시험 체계구축의 경우, 국내의 경우에도 2000년대에 들어 

전자선량계와 휴대용 감마서베이미터류 등이 생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

제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기술규격(에너지 반응시험의 경우 사용하는  

ISO LK 선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선질(ISO narrow, wide 계열 선질)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에 다양한 방사선/능 측정기의 생산 및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해당 제품들의 성능이 적절하게 확인되고 있는지는 의문

임. 측정결과의 신뢰성은 사용된 장비의 적절한 교정과 반응도시험 결과로 보

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방호/방사능방재/보안검색 및 고정 감시기 등을 교

정실험실 또는 현장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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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 산업적 측면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누출된 방사선의 범위와 선량을 

측정하고, 작업자 및 주민들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는 것은 사고 수습에 

필수적인 행위임. 대규모 방사선 누출 사고시 이와 같은 사후 선량평가를 기존 

기술(혈액을 이용한 피폭선량 측정법)에만 의존할 경우 방사선 누출 범위 평가

(선량 지도 작성)가 매우 어려우며, 피폭선량평가 대상자 수에 따라 그 비용이 급

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수백만원/건). 또한 선량평가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것임. 이 경우 피폭 우려자에 대한 실제 피폭선량 평가와 

누출 방사선량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고 규모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일 것이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손

실을 고려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방사선 

누출량 지도 작성이 가능하며, 피폭 우려자의 선량평가를 비용은 약 10분의 1 수

준으로, 평가 시간은 약 5분의 1 이하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선량복원 기술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에 이전하여 판독특이자의 선량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내부피폭에 대한 관심과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

료계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의 내부피폭에 대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

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내부피폭 모델이 적용될 경우 산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매우 클 것이며 선량 평가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됨. 따라서 향 후 변경된 모델의 적용 시 산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을 줄이

고 선량 평가의 신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러한 변경된 모델의 분석과 적용

을 통해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사회 전반에 걸쳐 점증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 및 확인에 대한 강한 욕구는 방사

선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감마선, 베타선, 중성자 및 표면오염을 

감시하는 측정기의 경우, 그 성능을 시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정 방법과 교정

기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방사성물질의 출입을 감시하는 

출입감시기, 지역감시기 등과 휴대하여 빠르게 방사성핵종을 판별할 수 있는 휴

대핵종판별기의 경우, 그 성능을 시험할 프로토콜이 불비한 상태이다.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확대와 측정의 정확성를 위

해서는 방사성핵종판별기와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의 체계가 필요하

다. 국내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방사성핵종판별기 및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개발 초기부터 생산 이후까지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국내 방사선 검

출기 및 시스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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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 문화적측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원자력에너지 관련 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어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

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임.

방사선 사고는 발생 이전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첫째로 이루어져야 함

은 자명하나, 사고 이후 수습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함. 이의 일환

으로 인위적 방사선 측정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작업자뿐만 아니라 사고 지역 주

변 주민들의 피폭 선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존 기

술 대비 정밀도 및 정확도가 높은 선량복원 기술의 확보가 요구될 것임.

이를 위하여, 작업장 및 생활 환경 주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한 

선량 복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방사선 누출 사고시 주요 관심사는 방사선 피

폭에 의한 인체 영향이므로 피폭자(작업종사자 및 주민)에 대한 선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방사선 사고시 작업장이나 사고 지역에서는 실제 누출된 방사선에 의한 건

강상 피해 우려보다도, 신뢰성 있는 방사선 누출 정보의 부재에 의한  사회적 패

닉(panic) 상태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함. 따라서, 선량회구평

가 기술을 적용하여 누출된/피폭된 방사선의 준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인지 아닌지 등 사고의 의미와 실제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최근 테러집단의 방사선테러 경고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량 복원 기술을 통하여 방사선 테러 상황시 사

전 또는 사후 용의자 조사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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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현황

제 1 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분야

1980년대 중반 Huntley 등에 의해 자연 상태의 물질들을 추출하여 OSL을 측정

하고 독립적인 환경방사선 선량률 결정을 통하여 시료의 연대를 결정하는 목적

으로 OSL 기술이 응용되었음.

1990년대 초, 1986년에 발생하였던 체르노빌(Chernobyl) 핵사고 이후 우크라이

나(Ukraine)와 러시아(Russia) 주민들이 받은 사고 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연

합(EU)지원 과제가 시작됨. 덴마크의 국립 RISOE 연구소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

면서 사고 선량 회구평가(retrospective dosimetry)를 위해 건물 내.외부 벽돌 등 

물질의 OSL 특성을 이용한 기술을 제안하여 관련 연구가 상당히 넓게 이루어짐. 

또한 관련 연구에 적합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자극광원으로 IR 

Laser-diode, Blue-diode Cluster 등을 개발하였고, 선량 평가를 위한 프로토콜로

서 SARA(Single Aliquot Regeneration Added Dose), SAR(Single Aliquot 

Regenerative-Dose) 기법을 개발하였음. 

2000년대 초 독일 GSF에서는 건강보험증용 ID 카드와 IC chip이 내장된 전화카

드의 TL 및 OSL 특성을 이용하여 선량 회구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음. 이 연구는 2007년 미국 Naval Surface Warfare Center에서는 메모리칩 카드

를 이용한 연구로 이어짐. 이어서 2008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캐나다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는 휴대전화 내부의 저항소자를 이용한 선량복원 

연구가 있었음. 최근 미국 Oklahoma State University, 인도 BARC, 벨기에 

Nuclear Research Center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Helmholz Zentrum Muenchen(구 GSF)에서도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 중임.

EURADOS (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에서는 방사선량 회구 평가 

분야의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 소자를 활용한 선량복

원 기술의 국제상호비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2. Internal Dosimetry 분야

내부피폭 평가 모델은 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하고 있음. ICRP에서는 2007년 ICRP 간행물 103을 권고하여 기존의 ICRP 간행

물 60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권고를 제시하였음. 또한 이에 앞서 기존의 I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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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30의 위장관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화기모델(HATM)을 ICRP 간행

물 100에서 개발하였다. ICRP는 기존의 모든 내부피폭 모델을 새로 업데이트 하

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이의 결과로 OIR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보고서를 곧 간행할 예정임. 현재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part 1

과 주요 핵종을 다루는 part 2 및 3가 곧 간행될 예정임.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하

는 데에 있어 주로 영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의 IMBA와 

같은 내부피폭 평가 코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3. 방사선방호/방사능방재/보안용 측정시스템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 국외

ISO/IEC/ANSI 규격 기준 엑스선장 제작 및 시험규격 적용 : 유럽공동체, 미

국, 일본, 호주 등

  - 방사능 오염감시기, 휴대용 핵종판별기(분광기능 보유 감마서베이미터), 전

자선량계 등

  - 지역 방사선/능 감시시스템 성능시험규격 적용 : 영국, 유럽공동체, 미국 등

방사능 테러 보안용 감시장비 성능시험기술 기준 적용 : 미국(ANSI 

42.33/42.34)

- 국내

국가 측정표준기관 및 교정기관에서 국제규격의 기준 엑스선장을 일부 보유하

고 있으나, 전자선량계 등의 에너지반응시험을 위하여 ISO/ANSI 등에서 정하

고 있는 ISO의 Low Air-Kerma Beam 계열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ISO Narrow, Wide beam 계열 및 ANSI의 Moderate/Heavy filtration beam 

일부를 원자력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운영중임.

  - ISO 단일 에너지 엑스선장 7개를 원자력연구원이 1997년에 구축 

감마선 분광기법에 의한 엑스선장 정량화, 선량환산인자 결정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분야

국내에서는 피폭자의 혈액 시료를 이용한 방법 및 치아 에나멜의 EPR 특성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 선량복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SL을 이용한 사고선

량 회구평가 분야의 연구는 본 연구를 제외하면 현재 없는 실정임. 본 연구진(한

국원자력연구원)은 휴대폰 내부 전자소자 및 건축물 구성물질(타일, 변기,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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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특성을 평가하여 선량복원에 적용할 자료를 확보하였음. 

2. Internal Dosimetry 분야

최근 국내에서는 내부피폭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

황이며 최근에는 비원전분야 내부피폭평가 방법론 개발, 생활주변방사선에 관련

된 내부피폭 평가, 식품에 대한 내부피폭 평가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의 격실모델을 해석하여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는 능력은 이미 몇몇 기

관에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국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 간행되는 OIR에 대한 모델 분석이 충분히 이뤄진 후 기존 기술을 

이용한 자료 산출 및 적용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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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

1. 휴대형 전자기기 내부 소자의 광자극발광(OSL)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개발

가. 개요

  광자극발광(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은 방사선에 조사된 유전

체나 반도체가 빛에 노출되고 있을 때 발광하는 현상으로, OSL 강도는 시료의 

방사선 흡수선량의 함수이며 이것은 OSL이 방사선 선량계로 이용될 수 있는 기

본이 된다. 발광 과정은 방사선이 가전자띠(valance band)의 전자를 여기시켜 전

자-정공쌍(electron-hole pair)을 만들고 이는 물질내의 결함 준위에 포획된다. 이

러한 시료에 빛이 쪼여지면 포획되어 있던 전자들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

띠(conduction band)로 여기된다. 이 전자와 재결합준위의 정공의 재결합에 의해 

빛이 방출된다[1.1]. 이것이 OSL 신호이며, 이 강도는 방사선량에 비례한다. 이 

과정을 그림 1-1에 에너지띠 모델로 나타내었다.

그림 1-1. OSL 방출 메커니즘

(Mechanism of OSL emission)

  다양한 휴대형 전자기기들 중 휴대전화기는 현대인들이 가장 널리 휴대하는 

물품으로서 이를 방사선량 회구 평가에 이용하면 개인피폭선량계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명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최신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소자의 OSL 특성을 이용하여 선량회구평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각 전자

소자의 방사선 반응 특성 및 시간에 따른 신호의 감쇠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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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를 확립하고 실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증 실험

을 위해서 최신 휴대전화기에 감마선을 특정 선량으로 조사시킨 후 절차에 따라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였다. 고선량 영역(1000 mGy 이상)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반응도가 높아 비교적 측정 및 평가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저선량 영역 위주(500 mGy 이내)로 실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소자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 특성

  본 연구에서는 최신형 휴대전화기(스마트 폰)로부터 시료를 추출하여 방사선에 

대한 반응 특성(선량의존성)과 OSL 신호의 시간(방사선 조사 후 경과시간)에 따

른 감쇠 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전자회로기판에서 추출 가능한 

거의 모든 종류의 소자들(저항, 인덕터, IC chip, 발진소자, 축전소자, 다이오드, 

에폭시수지, 기판자체)에 대하여 방사선에 대한 반응특성을 조사하였으나, 본 보

고서에는 방사선에 대한 반응 특성이 우수한 저항소자, 인덕터소자, IC chip에 대

한 특성에 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 나머지 소자의 경우 방사선에 반응하지 않거

나 소자별 반응도 편차가 심하였다.

(1) 시료 추출

  실험에 사용된 휴대전화 시료는 전 세계적으로 2000만대 이상 판매된 삼성전

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 모델이 사용되었다. 시료 추출에서부터 시료 장착, 

OSL 측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은 실내 광원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암실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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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험에 사용된 휴대전화(삼성전자 갤럭시 S 모델).

(Mobile phone used for the study of retrospective

dosimetry, Samsung Galaxy S)

① 집적회로 칩(IC chip)

  IC chip에서 패키징 물질(EMC: Epoxy molding compound)이란 반도체 소자

를 열, 수분,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봉하는 재료로서, 세라믹(실리

카), 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카본블랙, 난연재 등의 원료로 만들어진 복합체이다. 

이 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라믹 물질로서 EMC의 에

폭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가하고 있다. 첨가된 세라믹 물질은 대표적인 

OSL 물질인 SiO2이므로 안정적인 OSL 반응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피

폭방사선량 복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IC는 BGA(Ball 

grid array)형식으로 제작되어 IC 하단에 다수의 작은 전극 부분이 기판에 납땜

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섬세하게 추출할 필요가 있다. 추출된 시료의 IC chip 

표면은 표면과 접해있는 세라믹 부분의 면적을 넓혀 측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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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약 0.2 mm 정도 갈아내고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직경 8 mm의 시료대에 맞게 절단하여 준비하였다. 

  IC chip 시료는 하나의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기판에서 사용된 종류가 다양하

다. 본 연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종류의 IC chip에 대하여 방사선 반응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에 대한 반응도 특성이 편차가 매우 심하였다. 본 보고서에

는 비교적 반응도가 높은 IC chip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제 방사선량 회

구평가시 IC chip을 이용할 경우에 휴대전화기 모델별로 어떤 IC가 방사선에 대

한 반응특성이 우수한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많은 종류의 IC 

시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저항소자(chip resistor)

  저항소자는 전기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자 중의 하나이다. 저항소자

의 구성은 양극단에 전극 물질과 이를 연결하는 얇은 저항물질과 그를 보호하

고 있는 상부의 피복물질 그리고 그 저항물질 아래의 기판물질로 구성되어 있

다. 기판물질은 약 97 % 알루미나(Al2O3)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로부터 OSL 

신호가 방출된다. 기판 표면에서 저항소자의 본딩용 납을 잘라 추출하였다. 저

항소자는 휴대전화 1기당 약 31개가 추출가능하였다(1 mm x 0.5 mm 19개, 0.6 

mm x 0.3 mm 12개). 시료 장착시 OSL 측정이 용이하도록 뒷면의 흰색 알루미

나가 상부로 보이게 하여 시료 디스크에 장착하였다.

③ 인덕터 소자(chip inductor)

  전자회로 내부 코일 역할을 하는 소자로서 최신형 전자기기에서는 chip 형태

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미세 코일을 소자형으로 고정하고 전극을 형성시키

기 위해 알루미나(Al2O3) 세라믹이 사용된다. 알루미나는 방사선 노출시 OSL 

현상을 가지므로 방사선에 대한 반응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자이다. 전자

기판에서 그 크기와 모양이 저항소자와 유사하므로 신중한 구분이 필요하다. 저

항소자의 경우 기판을 위에서 볼 때 저항체의 색인 검은색으로 보이며, 인덕터

의 경우 소자 윗 표면 1/2 정도의 면이 검은색이며 나머지 1/2 정도의 면이 흰

색으로 보인다. 저항소자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며 휴대폰 1대당 약 8개 정도

의 인덕터 소자가 추출 가능하였다(1 mm x 0.5 mm x 0.5 mm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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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방사선 반응특성 평가에 사용된 휴대전화기 내부 전자소자의 위치

(Position of the electronic devices used for the study of radiation 

do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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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자극발광의 측정

OSL 측정에는 Risoe TL/OSL-DA-20 System이 이용되었다. 그림 1-4에 본 연

구에 사용된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본 시스템은 자극광원으로 청색 LED와 적외

선 LED가 장착되어 물질에 따라 적용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광측정

부는 EMI 9235QA (bialkali) 모델의 광증배관(PMT)이 적용되었고 PMT 전단에 

자극광 유입을 막기 위하여 Hoya U-340 및 Schott BG-39 광필터가 설치되었

다. 기준 베타선 조사장치(Sr-90, 150 MBq)가 장착되어 시료에 원하는 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다(8.7 mGy/s). 시료대는 48개의 시료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고, 조사, 판독 및 열처리를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

수의 시료에 대한 측정시 매우 효율적이다.   

  모든 시료에 대한 OSL 측정은 청색 LED(470 nm)를 자극광원으로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한 밝기로 연속적으로 광자극을 시키는 CW-OSL 

(continuous wave-OSL) 모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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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자동형 광자극발광 측정 장비 및 내부 구조

(Automatic OSL measurement system and 

inner structure)

(3) 방사선량에 따른 OSL 반응도 특성

  상기 시료들에 대하여 방사선량에 따른 OSL 반응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

된 OSL의 발광 강도는 시료의 종류와 크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기의 준

비된 모든 시료에서 OSL 신호가 측정되었으며, 측정된 OSL 신호의 세기는 노출

된 방사선량 범위(8.8 mGy에서 8909 mGy)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

여 우수한 선형성 특성을 나타내었다. 저항소자와 인덕터 소자에 대한 X-선 회

절(XRD) 분석 결과로부터 Al2O3의 존재를 확인하여 이들 소자에서 방출되는 

OSL은 알루미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IC 소자의 경우 XRD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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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및 EDX(energy dispersive X-ray)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

량의 SiO2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IC 소자에서 OSL은 IC의 패키징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SiO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림 1-5, 1-6, 표 

1-1). 특징적으로 IC로부터 방출되는 OSL 발광량은 IC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

(최대 10배)를 보이므로 실제 선량회구평가시 주의가 요구된다. 

  저항소자와 인덕터는 OSL 발광량의 강도가 높아 저선량 영역에서도 우수한 

방사선량 반응 특성을 보였다. 아래에 각 소자에 대한 OSL 발광곡선과 방사선량 

반응도 곡선(선량의존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5. 표면 처리된 IC chip 표면의 FESEM 영상. 구형 물

질이 SiO2 nano-powder로 판단된다.

(FESEM Image of surface of an IC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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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IC chip 표면에 대한 EDX 분석결과

(EDX spectrum of the IC chip surface)

표 1-1. IC chip 표면에 대한 EDX 분석결과

(The result of EDX analysis for the IC chip)

Elemen

t

Weight% Atomic%

C 17.03 24.88

O 49.32 54.10

Si 33.6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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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C 칩(IC chips)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저선량 영역(500 mGy 이하)에서의 

CW-OSL 신호는 배경신호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 15 channel

의 적분값에서 배경신호를 감한 순 OSL 신호를 산출하여 조사된 방사선량에 대

한 함수로 나타낸 선량의존성(dose dependence) 그래프에서는 저선량 영역에서

도 대체적으로 선형적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상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선량의존성을 보였다.

그림 1-7.  시료대에 올려진 IC chip 시료

(IC chip sample loaded on a 

sample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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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C chip의 방사선량에 따른 CW-OSL curve(위)

와 OSL 세기의 선량의존성(아래)

(CW-OSL curve of IC chip (top figure) and 

dose dependence of OSL of the IC chip (bottom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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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항 소자 (chip resistors)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저선량 영역(500 mGy 이하)에

서의 OSL 신호도 배경신호와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량의존성 곡

선에서도 고선량 영역뿐만 아니라 저선량 영역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선량 선형

성을 보였다.

그림 1-9. 시료대에 올려진 저항소자 시료

(Resistor samples loaded on a 

sample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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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저항소자의 방사선량에 따른 CW-OSL curve

(위)와 OSL 세기의 선량의존성(아래)

(CW-OSL curve of resistors (top figure) 

and dose dependence of OSL of the 

resistors (bottom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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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덕터 소자 (inductor)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매우 높아 저선량 영역(500 mGy 이하)에서의 OSL 신

호도 배경신호와 명확히 구분 가능하며, 우수한 선량의존성을 보였다.

그림 1-11. 시료대에 올려진 인덕터 시료

(Inductor samples loaded on a 

sample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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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IC chip의 방사선량에 따른 CW-OSL curve

(위)와 OSL 세기의 선량의존성(아래)

(CW-OSL curve of inductors (top figure) and 

dose dependence of OSL of the 

inductors(bottom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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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 분석(페이딩 특성 분석)

  방사선에 노출된 후 경과시간에 따라 OSL 신호의 강도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온의 영향으로 트랩준위의 전자 일부분이 여기되

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노출된 방사선량 정보를 OSL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에 경

과된 이후에 측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IC chip, 인덕터, 저항소자 시료에 대한 OSL 감쇠특성을 방사선 조사후 3 분에

서 36 시간에 걸쳐 평가하였다(그림 1-13). IC chip의 경우 초기 20 분까지는 

OSL 신호가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쇠되는 특성을 보였다. 인덕터는 36 

시간 경과 후에 약 50 % 정도의 신호 감쇠를 보였으며, 저항 소자의 경우 5 시

간 경과 후 약 70 %, 36 시간 경과 후 약 80 % 정도로 상당히 심한 감쇠 특성

을 보였다. 이는 저항소자를 이용하여 피폭 또는 누출 방사선량을 회구 평가할 

경우 가능한 한 피폭후 빠른 시간내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낮은 선량까

지도 판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폭시점을 특정할 

수 있으면 신호 감쇠는 보정이 가능하므로 선량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

향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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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IC chip, 저항소자, 인덕터소자 OSL 신호의 시간에 따른 감쇠

(Fading of OSL signals of inductors and resistors and IC 

chips procured from a specific position in the circuit of the 

smart phones)

(4) 방사선에 대한 감도와 최소검출선량 산출

상기 시료들의 방사선에 대한 감도(OSL/mGy/g)를 평가하기 위하여 CW-OSL 

곡선에서 초기 15 channel(시간 스케일로는 2.4 초)의 신호를 적분한 OSL 신호

에서 마지막 50 channel 신호를 평균한 배경신호(background signal)를 감하여 

순 OSL 강도 신호(net OSL signal)를 산출하였다. 한번의 측정에 사용된 시료의 

질량을 정밀저울로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방사선에 대한 감도를 산출하였다. 또

한, 이들 시료를 이용하여 방사선량 측정시 검출 가능한 최소 선량(최소검출선량, 

minimum detectable dose: MDD)을 평가하였다. MDD는 10회 반복 측정에 대한 

백그라운드 선량의 표준편차의 3배(3σ)로 산출하였다. 표 1-2에 IC chip, 인덕터, 

저항소자의 감도와 MDD를 나타내었다. 인덕터 시료의 감도는 저항소자 시료보

다 약 5배나 높았으며 MDD 또한 2.4 mGy로 평가되어 매우 낮은 선량에 대해서

도 선량회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항소자의 MDD 또한 6.6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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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목표하였던 10 mGy를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Electronic component

Sensitivity

(OSL/mGy/g)

MDD

(mGy)

IC chip 8.9 13.7

Inductor 348.1 2.4

Resistor 65.8 6.6

표 1-2.  IC chip, 인덕터, 저항 소자의 감도와 최소검출선량(MDD) 비교

(Sensitivity and MDDs of IC chip, inductors, and resistors)

다.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휴대전화기 이용)

  휴대전화의 저항 소자나 인덕터 소자를 이용한 방사선 피폭선량 복원 진행 절

차는 피폭 받은 시료에 대한 초기 OSL 광량 측정, 해당 시료의 OSL 반응특성 

분석, 피폭선량 추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폭 방사선량 복원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발생한 시점부터 측정이 진행되는 시점

까지 시간 간격, 피폭 받은 휴대전화가 보관된 환경 등의 요소에 대한 보정이 필

요하다. 피폭 방사선량 복원 프로토콜에서 OSL 반응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따

라 Simple 모드와 Full 모드로 구분하였다. Simple 모드와 Full 모드는 시료의 

방사선량에 대한 OSL 반응도(dose response) 자료(교정자료) 결정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하나의 알고 있는 선량을 시료에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OSL 광량을 

측정한 후 측정된 값을 교정자료로 적용하는 방법을 Simple 모드라고 하였고, 조

사되는 선량의 수를 3개 이상으로 하여 시료의 선량반응도 곡선을 획득하고 획

득된 선량반응도 곡선을 교정자료로 적용하는 방법을 Full 모드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사선 반응특성이 조사된 전자소자들과 같이 선량반응도가 대체로 선

형적인 시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Simple 모드와 Full 모드 적용시 차이는 거의 없

다. 그러나 선량 반응도 곡선이 선형이 아닌 시료의 경우 Full 모드를 적용하여

야 보다 정확한 선량 복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Simple 모드 선량복원 프로토콜

  Simple 모드를 사용하여 방사선량 피폭선량 복원 진행 순서는 표 1-3에 나타

나 있다. 암실 환경에서 피폭 받은 휴대전화의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를 각각 

추출하여 시료대에 장착한다. 하나의 휴대전화기에서 추출 할 수 있는 저항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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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덕터 소자의 수는 휴대전화 모델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의 시료대에 장착할 

소자의 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결정하면 되지만 장착된 시료의 수량이 너무 

적으면 측정 하한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보통의 경우 저항소자의 경우 15개 

정도, 인덕터소자는 8개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다.

  추출된 소자는 Risoe TL/OSL reader DA-20 모델을 사용하여 OSL을 측정한

다.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의 측정 조건은 자극광원으로 Blue LED를 사용하여 

출력은 90 %, 측정시간은 30 초 그리고 측정 채널 수는 100 채널로 설정한다. 

피폭 후 경과시간에 따라 OSL 신호는 감쇠(fading)가 일어나므로 감쇠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독 전에 시료를 열처리(전열처리, preheating)하는 

기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전열처리를 할 경우, 이후 선량반응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측정에서도 모두 동일한 조건의 전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열처리 조

건은 시료의 상태와 실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프로토콜에서는 전

열처리 조건으로 120 에서 10 초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고, 온도 상승률은 5 

/s로 설정하였다. 시료의 종류에 그에 맞는 전열처리 조건이 필요하며, 전열처

리를 시행하게 되면 측정 하한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측정된 OSL 발광곡선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OSL 신호만을 사용하여야하므로 

배경선량에 의한 값을 제거하여야한다. 본 프로토콜에서는 측정된 100 개의 채널

에서 후반 20 채널의 값을 배경선량으로 보고 후반 20 채널의 평균을 전체 신호

인 100 채널 전체에 감해주는 기법을 적용하여 배경 선량이 제거된 신호 데이터

를 획득한다. 배경선량이 제거된 데이터에서 초반 20 채널의 값을 합하여  이 값

을 시료에서 측정된 OSL 신호 값으로 하고 이를 초기 발광량 Io(counts)로 정하

였다. OSL 측정에 사용되는 시료 중 일부에서는 측정이 반복되면서 신호가 감도

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 측정에서 신호 감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 측정 직후 임의의 테스트 선량을 조사하고 이 선량에 대한 OSL 신호를 확인

하여 신호 감도를 보정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된 초기 발광량 정보 

Io는 방사선에 노출이 된 후 측정이 완료되는 경과 시간동안 신호의 감쇠(페이

딩)이 발생되며 이 값을 보정하여야 한다. 페이딩은 방사선 피폭과 측정사이의 

시간이 짧을 경우, 휴대전화가 보관된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페이딩 기간에 해

당하는 경과기간 동안에 페이딩을 진행시키고 이후 신호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정한다. 이미 해당 물질의 페이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보정 값을 적용 할 수도 있다. 방사선이 피폭된 시점과 측

정 시점 사이의 경과 시간이 아주 길어 직접 측정하기 곤란하거나 경과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전열처리 조건을 적용하여 페이딩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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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나 측정하한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초기 발광량 측정이 완료된 시료에서는 기존 방사선피폭에 의해 남아있는 정

보가 이후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광표백처리(bleaching)라 하며 추가적인 광노출로 잔류선량

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광표백처리 조건은 Blue LED 90 %

에서 200 초가 노출시키는 것으로 한다.

  초기 발광량을 측정한 시료가 피폭 방사선과 발생 광량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선량반응도를 획득해야한다. 해당 시료의 선량반응도는 Risoe TL/OSL 

reader DA-20의 내장 베타선원을 사용하여 임의의 베타선량에 노출시키고 노출

된 방사선량에 해당하는 광량을 측정하여 해당 시료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때 사

용하는 베타선량은 OSL신호가 선명하게 얻어 질 수 있는 값을 사용해야 하며 

시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100 mGy 정도로 정한다. 선량반응도 측정을 

위해 조사한 선량은 Irrt(mGy)라 하면 Irrt에 의해 조사된 시료의 발광량을 

It(counts)로 정한다. It를 측정하는 조건은 Io를 측정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

정하여야 한다. 측정된 Irrt(mGy)를 It(counts)로 나누어 해당 시료의 단위 측정광

량당 선량률(선량반응률: mGy/counts)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선량반응률은 페

이딩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발광량 Io의 값을 적용하여 피폭 추정량을 확인한다. 

이 때 Io와 It 측정시 OSL 측정에 의해 시료 자체의 감도가 변했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Io와 It 측정 직후 각각 테스트 선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광량을 

측정해 보정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에 사용된 시료를 휴대전화는 재측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한다. 

시료 추출이 완료된 휴대전화는 암실 조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빛이 통과하지 

않는 인화지 보관용 비닐 봉투 등에 담아 밀봉해 보관하고 혼입을 방지하기 하

나의 봉투에는 하나의 휴대전화만을 보관한다. 각 보관용 봉투에는 향후 재측정

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둔다. 보관용 봉투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보관일자, 측정목적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Full 모드

  Full 모드는 Simple 모드와 달리 해당 측정 시료에 다양한 값의 피폭선량에 해

당하는 OSL 신호를 측정하고 신호들의 반응 정도로 곡선을 작성한 후 이를 이

용하여 피폭선량 복원 기준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다. Full 모드의 프로토콜은 

표 1-4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Simple 모드와 Io를 측정하는 방법까지는 동일 과정을 거치며, 선량반응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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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측정시 선량반응률이 아닌 선량반응도 곡선을 이용하게 된다. 선량반응도 

곡선을 얻을 때에는, 피폭된 선량보다 작은 값으로 추정되는 선량(Irrtx1)을 조사

하고 이를 Io를 측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Itx1(counts)를 측정한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피폭된 선량과 유사한 값으로 추정되는 선량(Irrtx2)에 의한 Itx2(counts)

와 피폭된 선량보다 큰 값 추정되는 선량(Irrtx3)에 의한 Itx3(counts)를 측정한다. 

피폭선량의 예측 값을 알 수 없는 경우, 시험의 설계나 계획에 따라 적합한 선량 

범위을 정해 측정된 OSL 신호 값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측정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합한 함수 형태로 Fitting 한 후, 해당 함수에서 보

정된 초기 발광량 정보 Io를 이용하여 피폭 추정량을 확인한다. Full 모드의 경우 

측정의 횟수가 많아 측정시 마다 시료의 감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각 데이터 

측정의 직후 테스트 선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발광량을 측정하여 시료의 측정

에 대한 시료 감도를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Full 모드의 경우 

Simple 모드보다 몇 가지 공정이 추가되어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 길지만 

다수의 데이터를 선량반응도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측정의 신뢰도가 높다. 만약 

측정 시료가 피폭선량과 발광량이 선형이 아닌 특성을 가진 경우 Full 모드에서

는 선량 반응도 곡선을 통해 보정이 가능하므로 Full 모드 사용이 권장된다.

  Full 모드를 사용하여 선량 측정을 완료한 휴대전화 역시 빛이 통과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다른 휴대전화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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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방사선량 회구 평가 프로토콜 (Simple 모드)

(Dose evaluation protocol for mobile phone, Simp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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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방사선량 회구 평가 프로토콜 (Full 모드)

(Dose evaluation protocol for mobile phone, Ful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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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량 회구평가 절차의 실증실험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메인보드의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에 대한 OSL 반

응 특성을 조사하여 해당 소자가 선량복원에 적합한 OSL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물질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프로토콜을 이용한 

실증실험의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실증실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3000만대 이상 

판매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Samsung Galaxy S3)를 사용하였다. 

  본 실증실험에서는 12 개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를 

사용하여 피폭선량 복원을 시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피폭선량 그리고 

전열처리 유무, 방사선 조사 후 대기시간의 기간(2 시간, 3 일)을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피폭선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값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Simple 

mode와 Full mode로 구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시료 추

출 이후 모든 과정은 광원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암실에서 진행되었다. 

OSL 발광곡선 측정에는 대표적인 TL/OSL 측정장치인 Risoe TL/OSL reader 

DA-20이 사용되었다.

  

 (1) 표준 조사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실증실험을 최초 과정은 휴대전화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그

림 1-14는 실증실험에 사용된 갤럭시 S3 중 일부로서, 왼쪽에서부터 각각 20 

mGy, 100 mGy, 500 m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사용된 감마선 

조사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측정기 교정용 2차 표준 감마선 조사장

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선원은 8.1 TBq의 Cs-137이며 선량률은 500 mGy/h 

(air kerma)로 설정하였다. 휴대전화는 그림 1-15와 같이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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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실증실험을 위해 사용된 갤럭시 S3 

(Samsung Galaxy S3 mobile phones used for

the experiment of verification test)

  

그림 1-15. 방사선 조사 대기 중인 휴대전화기

(Gamma irradiation to the mobile

phones)

(2) 시료 준비

① 저항 소자 (chip resistors)

  방사선에 노출된 휴대전화를 암실로 이동 시키고 분해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

해된 삼성 갤럭시 S3의 메인보드에는 수십여 개의 저항 소자가 장착되어 있다. 

대부분의 저항 소자는 1005 type (1 mm x 0.5 mm)과 0603 type (0.6 mm x 0.3 

mm)의 저항 소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시료의 추출과 장착이 

용이한 1005 type 저항 소자와 장착된 수량이 많은 0603 type 저항소자를 함께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기판에서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기판에 장착되어 있

는 시료의 양 측면 본딩용 납을 자르고 핀셋을 이용해 추출하는 방법과 세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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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뾰족한 상용 도구로 저항 소자 장착 부분의 측면에서 힘을 가해 탈락 시키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저항 소자는 시료용 디스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데 저항 소자 하단부의 바탕물질에서 OSL이 방출되므로 저항 소자의 후면 흰색 

바탕화면이 상부를 향하도록 뒤집어 놓는다. 시료용 디스크 하나에 대략 15개 정

도의 저항 소자를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② 인덕터 소자 (Chip inductors)

  삼성 갤럭시 S3는 제작된 시기와 통신사에 따라 메인 보드의 형태가 약간 다

르며 인덕터 수량과 위치는 동일하지는 않으나, 실증실험에 사용된 갤럭시 S3에

는 대략 8 개 정도의 인덕터 소자가 장착되어 있었다. 저항소자 추출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추출하여 시료용 디스크에 장착하였다. 저항소자와 달리 인덕터 

소자는 양끝 전극 부분을 제외한 전체에서 OSL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상부에 인덕터 소자의 구분을 위한 표시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시료의 측면을 상부로 향하도록 장착하였다.

(3) OSL 발광곡선 측정

  추출된 시료가 담긴 시료용 디스크를 분석 장치에 장착하여 OSL 측정을 실시

하였다. OSL 측정시 자극광으로는 Blue LED가 사용되었고 자극광의 세기는 측

정장비상 설정된 최대 출력의 90 %로 하였다.  총 측정시간은 30초로 하였으며 

측정시간동안 100 채널을 데이터를 입수하도록 설정했다. 측정된 발광곡선은, 방

사선에 의한 OSL 방출이 아닌, 배경 선량이나 시료 자체에서 방출하는 광에 의

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후반 6 초 동안(마지막 20 채널) 측정치의 평균값을 

배경선량의 평균치로 가정하고 전체 30 초(100 채널) 신호에 감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 배경선량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였고, 배경선량이 제거된 신호 중 초반 6 초

(초기 20 채널) 신호의 합을 초기 OSL의 신호값 I0로 정하였다. 그림 1-16는 20 

mGy 조사된 갤럭시 S3의 인덕터에서 발생되는 OSL 발광곡선이다. 해당 발광곡

선을 전열처리 되지 않은 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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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20 mGy 조사된 후 2시간 경과 시점에서의 인덕터 소자의 

OSL 발광 곡선

(OSL glow curve of the inductor samples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20 mGy measured after 2 hours from the 

irradiation)

  실험에 사용된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에서 측정된 초기 발광량 Io 정보는 표 

1-5에 나타내었다. 각 시료는 측정 감도가 다르기에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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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후

대기시간

20 mGy 

조사시료

100 mGy 

조사시료

500 mGy 

조사시료 전열처

리여부
인덕터 저항 인덕터 저항 인덕터 저항

2 시간 1871 1333 10589 4544 28754 15665 X

3 일차 471 275 1283 459 4416 4505 X

2 시간 260 489 795 866 3389 5461 O

3 일차 115 410 349 1468 1892 2808 O

표 1-5. 방사선 조사된 휴대폰으로부터 추출된 시료의 초기 OSL 신호 값

(counts)

(Initial values of OSL signals from the samples extracted from the

irradiated mobile phones)

(4) 광 표백처리

  실제 OSL 측정에서 30 초간 측정으로도 방사선 피폭에 의한 잔류 측정치가 

남아 이후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자극광에 노출시켜 시료의 정보를 초기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90 % 출력의 Blue LED를 해당시료에 200 초

간 추가 노출시켜 잔류 신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시켰다.

(5) 페이딩 보정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OSL의 신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쇠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안정화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감쇠되는 속도와 정도는 시료에 따

라 다르고 안정화 되는 시점 역시 시료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있다. 페이딩에 대

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한 시료에 대해 직접 페이딩을 측정해서 

보정하거나 알려져 있는 페이딩 특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보정 할 수 있다. 이

번 실증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 후 경과시간을 2 시간과 3 일 거친 시료에 대해 

실제 경과시간에 의한 페이딩을 직접 측정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페이딩 보정인자 Cf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정한다. 

  


                             (식1-1)

  우선 시료에 임의의 선량(X1)를 조사한 후 발광량을 측정한다. 측정된 발광량

을 If1(counts)으로 둔다. 이후 동일한 시료에 If1을 측정한 것과 같은 선량(X1)를 

조사한 후, 측정하고자하는 경과시간만큼 유지한 뒤 발광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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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량을 If2(counts)로 둔다. 표 1-6은 본 실증실험에서의 측정된 페이딩 보정인

자를 제시하고 있다. 측정된 Cf는 페이딩에 의해 감쇠된 정보를 보정하는데 사용

되며 초기 측정치에 곱하여 페이딩이 되지 않았을 때의 신호 값으로 변환하는데 

사용한다. 

(6) 선량반응도 정보 획득

  방사선 피폭선량 복원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시료의 경우, 시료마다 고유의 발

광 정도를 가지고 있어 방사선량 복원에 사용 시 방사선 피폭량과 방출 OSL 발

광량의 관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각 시료에 대해 피폭량과 OSL 방출량을 확인하

기 위해 측정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베타 선원을 이용하여 선량반응률 및 선량

반응도 곡선을 획득하였다. Simple 모드에 사용하기 위한 선량반응률은 167.19 

mGy를 조사한 후 측정된 OSL 발광량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Full 모드에서 사

용하게 되는 선량반응도 곡선을 획득 할 때는 각 시료에 3 가지의 방사선량을 

조사하였고 이 선량에 따라 측정된 광량과 조사된 선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

내어 선량 반응도 곡선을 획득하였다. 선량반응도 데이터 측정에는,테스트 선량

에 시료의 감도 변화가 보정 되었다. 측정의 반복에 의한 감도 변화 측정을 위해

서 83.6 mGy를 테스트 선량으로 정하여 측정하였다. 식 1-2에 나타내어진 Cr는 

테스트선량에 의한 감도변화 보정인자이다. 매 테스트 선량에 의해 측정된 발광

량들의 평균치(Iave)와 해당 측정에 사용된 발광량(Ir) 비로서 시료의 감도 변화가 

생긴 경우 이를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식 1-2)

방사선

조사후

대기시간

20 mGy 

조사시료

100  mGy 

조사시료

500  mGy 

조사시료 전열처

리여부
인덕터 저항 인덕터 저항 인덕터 저항

2 시간 2.83 2.97 3.15 3.31 3.10 2.84 X

3 일차 3.36 6.23 8.43 7.02 7.21 6.12 X

2 시간 1.22 1.44 1.19 1.31 1.22 1.33 O

3 일차 1.48 1.99 1.24 1.85 1.42 1.79 O

표 1-6. 페이딩 보정인자 (Cf)

(Fading correc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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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측정에서, 테스트 선량에 의한 OSL 발광량의 차이는 대부분 ±10% 이내로 

분석되었으며 특정한 패턴이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은 Simple 모드의 선량반응률을 얻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서 167.2 mGy

가 조사된 시료의 발광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17는 20 mGy가 조사된 전열

처리 되지 않은 인덕터 소자의 선량반응도 곡선을 나타내었다. 다른 측정된 시료

의 측정 결과 값은 (7)피폭선량 분석 부분 추정된 값과 함께 제시하였다.

 

방사선

조사후

대기시간

20 mGy 

조사시료

100 mGy 

조사시료

500 mGy 

조사시료 전열처
리여부

인덕터 저항 인덕터 저항 인덕터 저항

2 시간 16473 8529 22670 8458 14505 7262 X

3 일차 24638 12442 23245 6519 11260 10344 X

2 시간 1094 1117 900 1443 1082 1545 O

3 일차 1142 2082 1018 1711 1373 1713 O

표 1-7. 감마선 167.2 mGy 조사된 휴대전화기로부터 추출된 시료들(인덕터,

저항)의 OSL 발광량

(OSL intensities from the inductor and resistor samples extracted

from the  mobile phones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167.2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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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20 mGy 조사된 인덕터 소자의 선량반응도

곡선 

(Dose response curve for the inductor

samples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20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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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폭선량 추정

  피폭 선량 추정에는 방사선 피폭에 의해 측정된 초기 신호값 I0와 선량반응도 

데이터 그리고 초기 신호 값에 대한 몇 가지 보정인자를 적용하면 피폭선량 분

석이 가능하다. Simple 모드처럼 선량반응률을 이용하여 피폭 선량을 결정 할 때

에는 아래와 같은 식(식 1-3)을 사용하여 피폭선량을 추정 할 수 있다. 초기 신

호값에 페이딩 보정인자와 감도 보정인자를 적용하고 적용된 값에 선량반응률 

정보를 적용하면 피폭선량을 추정 할 수 있다.

피폭선량  × ××여기에서 선량반응률
 페이딩보정인자
 감도보정인자

    (식 1-3)

 

  Full 모드에서는 선량반응도 곡선을 이용하여 피폭선량을 추정한다. 그림 1-18 

~ 1-21는 이번 실증실험에서 Full 모드를 이용하여 얻어진 선량반응도 곡선과 추

정된 복원 값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측정에서는 선량 반응도 곡선을 

1차 함수 형태로 분석하였고 측정된 1차 함수에 측정된 초기 신호 값에 페이딩 

보정인자와 테스트 선량 보정인자가 적용된 값을 분석된 선형 그래프에 적용하

여 피폭선량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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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조사 후 2 시간 경과된 시료의 선량회구평가 결과(전열처리 없음)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amples after 2 hours from the 

irradiation (no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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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조사 후 3 일 경과된 시료의 선량회구평가 결과(전열처리 없음)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amples after 3 days from the 

irradiation (no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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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조사 후 2 시간 경과된 시료의 선량회구평가 결과(전열처리)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amples after 2 hours from the 

irradiation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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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조사 후 3 일 경과된 시료의 선량회구평가 결과(전열처리)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amples after 3 days from the

irradiation (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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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증결과 및 분석

  휴대전화의 저항 소자와 인덕터 소자를 이용한 실증실험의 결과로 추정된 피

폭선량 정보는 표 1-8 ~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실증결과, 전열처리를 하지 않

은 시료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에서 최대 편차 42 %, 평균 편차 20 %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열처리를 진행한 시료의 경우 100 mGy 이

하 영역에서 큰 편차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500 mGy에서는 전열처

리를 하지 않은 시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증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20 mGy 선량이 조사된 휴대전화에서의 추정 

선량을 분석해보면 전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선량과 수십 % 내외의 편차

를 가지고 피폭 선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반해 전열처리를 한 시료는 수십 ~ 수

백 %의 높은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0 mGy 피폭 시료에 대

해서도 전열처리 한 시료는 150 %가 넘는 편차를 가지고 피폭선량을 추정하는 

결과가 발견되기도 하여 100 mGy 이하의 피폭 선량 측정에는 전열처리 하는 시

료를 사용함이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열처리는 열적으로 불안정

한 위치의 트랩에 있는 전자를 비워 버리는 방법으로 발광 신호의 세기를 감소

를 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불안정한 위치의 트랩에 전자를 비워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고온 트랩의 전자만을 남게 하는 역할을 하여 열적으로 영향을 덜받는 

OSL 발광곡선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피폭 받은 휴대전화의 보관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고온에 노출된 휴대전

화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열처리의 중요

성 또한 강조된다. 전열처리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소자의 종류나 상

태에 따라 적절한 전열처리 조건을 설정하여 신호의 감소는 최소화 시키고 최적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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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후 
대기시간

조사선량 측정선량 편차 시료종류 전열처리여부

2 시간

20 18.99 5 % 인덕터 X

20 26.12 31 % 저항 X

100 78.09 22 % 인덕터 X

100 89.82 10 % 저항 X

500 331.44 34 % 인덕터 X

500 360.62 28 % 저항 X

3 일

20 12.20 39 % 인덕터 X

20 23.17 16 % 저항 X

100 85.71 14 % 인덕터 X

100 88.13 12 % 저항 X

500 494.49 1 % 인덕터 X

500 440.05 12 % 저항 X

2 시간

20 39.79 99 % 인덕터 O

20 73.18 266 % 저항 O

100 147.71 48 % 인덕터 O

100 100.39 0 % 저항 O

500 523.92 5 % 인덕터 O

500 590.91 18 % 저항 O

3 일

20 30.63 53 % 인덕터 O

20 69.87 249 % 저항 O

100 87.40 13 % 인덕터 O

100 259.48 159 % 저항 O

500 328.35 34 % 인덕터 O

500 476.76 5 % 저항 O

표 1-8. 방사선량 회구평가 결과(Simple mode)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Simp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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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후 
대기시간

조사선량 측정선량 오차 시료종류 전열처리여부

2 시간

20 17.49 13 % 인덕터 X

20 24.22 21 % 저항 X

100 74.83 25 % 인덕터 X

100 85.38 15 % 저항 X

500 353.95 29 % 인덕터 X

500 385.28 23 % 저항 X

3 일

20 11.58 42 % 인덕터 X

20 19.82 1 % 저항 X

100 80.73 19 % 인덕터 X

100 82.67 17 % 저항 X

500 634.44 27 % 인덕터 X

500 543.59 9 % 저항 X

2 시간

20 27.82 39 % 인덕터 O

20 73.22 266 % 저항 O

100 141.40 41 % 인덕터 O

100 102.64 3 % 저항 O

500 698.21 40 % 인덕터 O

500 676.25 35 % 저항 O

3 일

20 28.09 40 % 인덕터 O

20 59.86 199 % 저항 O

100 79.99 20 % 인덕터 O

100 271.02 171 % 저항 O

500 348.97 30 % 인덕터 O

500 513.88 3 % 저항 O

표 1-9. 방사선량 회구평가 결과(Full mode)

(Dose evaluation results with Full mode)

(9) 사용된 휴대전화에 관한 정보 기록

  시료를 추출한 휴대전화는 재측정의 필요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외부 광원 등 

의한 피폭된 정보의 손실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된 휴대 전화는 빛이 노

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각의 휴대전화별로 보관하여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번 측정에서는 그림 1-22와 같이 빛이 투과하지 않는 비닐에 사용하여 

시료 추출이 완료된 휴대전화를 담아 보관하였다. 다른 휴대전화 시료와의 혼입

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휴대전화만을 하나의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였다.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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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비닐 봉투에는 측정일자, 휴대전화 사용모델, 측정 조건과 목적 그리고 사용 

Sequence에 대한 정보 등 차후 재실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자료를 입력 해 놓

았다. 

그림 1-22. 방사선량 회구평가에 사용된 휴대전화기 시료의 보관

(Storage of the mobile phones used for the experiment of 

dose reconstruction)

  

2.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 기술개발 

가. 광표백장치 개발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은 전리성 방사선에 조사된 유전체나 

반도체 등을 외부에서 빛으로 자극했을 때 발광하는 현상으로, 시료의 OSL 세기

와 흡수선량은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자연선량계로 활용 가능하다[1.1]. 이

들 물질을 이용해 올바른 방사선량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OSL 신호를 반드시 

제거해주어야 한다. OSL신호를 제거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햇빛에 장시간 노

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햇빛에 노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제한적이며, 또

한 태양의 고도, 주변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공 광원을 이용하여 OSL 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광표백 장치를 제작하였다.

(1) 광표백장치 제작

  광표백 장치에서 시료 내의 신호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광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광원은 시료를 여기(excitation) 시켜서 TL/OSL 신호를 생성하지 않고 모

든 신호를 제거하여야 한다. 현재 이에 가장 적합한 광원은 넓은 파장을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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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는 인공적으로 생성된 빛을 사용해야만 한다.

  인공적인 광원은 아크등, 헬로겐 등, 수은등, 형광등, LED 등이 있으며, 아크등

과 할로겐 등은 최대 세기일 때의 파장이 400 nm로 자외선 영역을 포함하고 있

어 시료의 여기 때문에 부적합하며, 수은등은 일부 특성파장만을 갖는다. 흔히 

사용되는 형광등의 경우에는 파장이 가시광선 내에 일정비율로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특정파장의 빛을 발하고 있으며, 발광효율이 낮다. 그러나 백색 LED 광원

의 경우에는 청색 파장을 제외하고 400 nm부터 800 nm까지 넓은 범위의 가시광

선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전력에도 발광효율이 뛰어나다. 또한 수명이 매

우 길고 작동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광량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이 장치에서는 

광표백 광원으로 화이트 LED 모듈를 채택하였다.

  광표백 장치는 가로 34(W)*20(H)*36(D) cm3의 크기로 구성하였으며, 케이스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 광표백 장치는 빛이 방출되는 광표백 부(하층)와 LED

를 제어하는 제어부(상층)로 구성된다. 광표백 장치의 광표백 부는 빛을 발생시

키는 광원과 시료를 올려놓는 샘플로더로 구성된다. 광원은 삼성 LED 5630칩을 

수십개 이용한 white LED 모듈을 사용하였다. 이 장치의 LED 모듈은 약 50 W

그림 1-23. 광표백 장치의 구성블록도.

          (Schematic of Solar simulator)

의 전력을 소모하며, 이 때 발생되는 빛의 양은 15 W당 2250 lm로 형광등 (70 

lm/W 정도)에 비해 2배 높은 발광 효율(150 lm/W)을 갖는다. 또한 LED의 빛이 

시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광표백부의 내벽에 반사율 96 %인 알루미늄 

반사판(neodis, model: V53)을 내벽에 부착하여 광표백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 

때, 장치의 도어가 열려 빛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어에 마그네틱 스위치를 

장착하여 도어가 열릴 경우에 LED 파워가 차단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LED 모

듈은 전원이 공급되면 단시간에 점등되어 신속한 제어가 가능하다. 타이머를 이

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동안 광표백을 실시할 수 있다. 타이머는 0.01 초부

터 수십 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한 Autonics사의 CT6S-1P를 사용하였다. LED 역

시 다른 광원과 같게 빛을 발산할 시 발열이 발생된다. 이 때 발생된 열을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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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도록 상판에 쿨링 팬과 후면에 통풍구를 설치하였다. 후면 통풍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LED 발열판의 열기를 흡수하여 쿨링팬을 통해 방출된다. 광

표백 장치의 동작은 그림 1-23 및 1-24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광표

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적용하였으며, 동작 중 도어가 열리면 바로 전

원이 차단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LED의 발열에 따른 온도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로 쿨링팬이 동작한다.  

  그림 1-25는 실제 제작이 완료된 광표백 장치이다. 광표백 장치는 빛이 외부로 

방출 되지 않도록 이중 판넬로 제작되었으며, 방출될 수 있는 구간은 검은 실리

콘으로 마감 처리하였다. 암실에서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외벽은 검은색으로 아

노다이징 처리를 하였다. 제작완료된 광표백 장치는 LED를 동작시킬 경우 광원

으로부터 강한 세기의 빛을 발산하였다. 강한 세기의 빛이 외부로 노출되면 주변 

시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표백 장치의 빛 노출 여부를 점검하였다. 팬

이 설치된 구멍 2개, 후면 환풍구, 외벽 이음새 및 나사 홀 등을 중점적으로 점

검하였으며, 적외선 등만 설치된 암실에서 빛 노출유무를 점검한 결과, 모든 위

치에서 미량의 빛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24. 광표백 장치의 설계도면.

          (Machanical drawing of Sola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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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완성된 광표백 장치.

          (Photography of sola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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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 평가

  제작된 장비의 광원은 광표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광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Ocean optics사의 USB4000을 이용하여 광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측

정한 결과 470 nm의 파장에서 최고세기를 갖는 좁은 폭의 피크와 550 nm의 파장

에서 최고세기를 갖는 넓은 범위의 피크가 측정되었다. 이 스펙트럼은 Sheu[1.2]가 

소개한 것과 동일하게 청색 파장의 빛을 노란색 형광체에 투과시켜 얻어진 스펙트

럼과 유사하였다. 이 빛은 햇빛이 갖는 최고세기의 파장(∼600 nm)과 동일한 위치

에서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파장이 550 nm인 피크는 반치폭이 약 140 nm이며. 광

원의 스펙트럼은 약 400 부터 800 nm까지 가시광선 전 영역의 빛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석영 및 장석 등의 무기시료의 광표백이 가능하다.  

  광표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에 광표백을 실시하여 

TL/OSL 신호를 확인하였다. 사용된 시료는 500  온도에서 5 분간 열처리된 석

영 시료(90 μm ∼ 250 μm)를 사용하였다. 시료에는 beta선원으로부터 5 Gy의 방

사선량을 조사하였으며, 방사선 조사 후 광표백 장치를 이용하여 각각 0 초, 10 초, 

30 초, 100 초, 200 초씩 광표백을 실시하였다. 광표백된 시료는 Riso TL/OSL reader를 

이용하여 TL신호와 OSL신호를 측정하였다. 이때, OSL신호는 불안전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220 에서 열전처리한 후 125 의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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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광표백 장치에 설치된 화이트 LED의 스펙트럼.

          (Spectrum of white LEDs in sola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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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에서 열처리된 석영시료의 TL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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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광표백 시간에 따른 TL 신호(a)와 OSL 신호(b)

          (TL glow curve (a) and OSL signal (b) against bleac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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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질량에 대한 신호 차이를 맞추어 주기 위해 3 Gy의 베타선 조사한 후 

TL/OSL을 재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질량 차이에 대하여 규격화하였다.

  광표백 시간에 따른 TL신호와 OSL신호는 그림 1-27에 나타내었다. OSL 신호

는 10 초 동안의 광표백에 의하여 OSL신호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때의 

OSL 초기 신호(1 초 이내)는 전부 백그라운드 레벨까지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반면, TL 신호는 약 100 초 내에 신호가 급격히 감소됨을 보였다. 그러므

로 광표백 장치를 이용하면 TL/OSL 신호를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나. 건축물 구성 물질의 OSL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주변으로부터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건축물 구성 물질에 대한 

OSL 사고선량 평가를 진행하기 앞서 건축물 구성 물질이 OSL 연구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건축물 구성 물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처리를 실시하고 전처리 방

법에 따른 TL/OSL 신호를 확인하였다.  

(1) 시료 및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사고선량 회구평가용 건축물 구성 물질의 예비 분류를 위해 그

림 1-28과 같은 다양한 건축물 구성 물질을 수집하였다. 이들 물질들로부터 

TL/OSL 측정에 적합한 시료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법을 적용하였

다. 시료 준비에서부터 시료 장착, TL/OSL 측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은 실내 

광원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암실에서 진행되었다.

  ① 조립자법

  일반적으로 TL/OSL 연대측정은 고고학 및 지질학 시료에서 화학적으로 추출

한 90 ∼ 250 ㎛ 크기의 석영 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료에서 이를 추출하는 방

법을 조립자법(quartz inclusion method)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석영 입자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립자법을 우선 적용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마노유발(agate-mortar)을 이용하여 표면이 제거된 벽돌, 기

와, 타일, 변기, 콘크리트를 각각 잘게 부순 후 물로 세척하여 진흙 등을 제거한 

뒤 표준 그물망체(standard sieve)를 이용하여 90 ∼ 250 ㎛ 크기의 입자만을 선

별하였다. 이 중 석회나 유기물의 제거를 위해 10 % 염산(HCl)과 과산화수소

(H2O2)로 처리한 후, 장석에 의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48 % 불산(HF)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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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정도 처리하였다[1.3]. 조립자법을 이용한 전처리 후 석영이 추출된 시료

는 벽돌, 기와, 콘크리트였으며, 입자가 매우 고운 타일 및 변기에서는 석영이 추

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② 디스크법

  건축물 구성 물질에 조립자법을 적용하여 석영을 추출할 경우, 전처리 시간은 

보통 50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타일 및 변기 등과 같이 미립자 토양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구성 물질의 경우 TL/OSL 측정에 적합한 조립자를 추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방사선 누출사고로 인한 사고선량 회구평가가 

긴급하게 요구될 경우 조립자법을 이용한 전처리는 상대적으로 긴 전처리 시간

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직경 8 

㎜의 다이아몬드 코아 드릴 바이트를 이용하여 각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코아

링 시료채취를 시도하였다. 코아링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시료의 TL/OSL 신호

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냉각수를 흘려가며 채취하였다. 이후 채취된 직경 6 

㎜의 코아시료를 다이아몬드 톱을 이용하여 두께 1㎜ 이하의 디스크로 만들었으

며, 표면의 비균질성을 제거하기 위해 #2000 사포를 이용하여 폴리싱 하였다. 디

스크 전처리법을 적용한 결과, 이 연구에서 선택한 6종의 건축물 구성 물질 중 

시멘트 벽돌과 콘크리트를 제외한 4종의 시료에 대하여 TL/OSL 측정이 가능한 

시료를 제작할 수 있었다. 디스크법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은 그림 1-30에 정리하

였다.

  ③ 자연방사성원소 측정 시료 

  건축물 구성 물질은 사고시 발생된 방사선량 외에도 주변으로부터 환경선량을 

받는다. 사고선량 평가시 자연방사성원소에 의해 흡수된 선량을 차감하기 위하여 

각 시료에 대한 자연방사성원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건축물 구성 물질에 포함

된 자연방사성원소 K-40, U-238, Th-232 등의 농도 측정을 위해 각 건축물 구

성 물질을 건조기에서 50 의 온도로 10 일간 완전히 건조시킨 후 마노 유발을 

사용하여 < 90㎛ 이하의 입자로 분쇄하여 감마선 분광분석 측정용 시료로 준비

하였다. 그림 1-31에는 감마분석용 시료 제작부터 분석까지의 절차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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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벽돌 (b) 시멘트 벽돌

(c) 타일 (d) 변기

(e) 기와 (f) 콘크리트

그림 1-28. TL/OSL 특성평가를 위해 수집한 건축물 시료.

          (Building materials collected for TL/OS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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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건축물 시료의 전처리법: 조립자법.

          (Quartz inclusion method for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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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료(적벽돌) (b) 코아링

(c) 디스크형 커팅 (d) 표면 폴리싱

(e) 완성된 시료(적벽돌) (f) 완성된 시료(전체)

그림 1-30. 건축물 시료의 전처리법: 디스크법.

          (Core-disc method for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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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건축물 시료 파쇄 (b) 시료 파우더링

(c) 시료용기에 담기 (d) HPGe 검출기용 측정 시료 준비

(e) HPGe 검출기 시료 장착 (f) 자연방사성동위원소 측정 

그림 1-31. 건축물 시료 내 자연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사능 측정. 

          (Measurement of natural radionuc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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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L 특성 평가

  ① TL/OSL 측정장비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추출한 각 시료의 TL/OSL 측정을 위해 

Neo TOSL system (model: NMTO20)과 Riso TL/OSL reader (model: Riso 

TL/OSL-DA-20)를 이용하였다. 한편 POSL 신호 측정은 강원대학교 물리학과에 

설치된 POSL 측정시스템[1.4]을 활용하였다. 시료의 실험실방사선 조사는 Neo 

TOSL system에 부착된 선량율 조정이 자유로운 X-ray irradiator와 Riso 

TL/OSL reader에 장착된 10 mGy/s의 조사선량율을 갖는 90Sr/90Y 베타선원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건축물 구성 물질에 포함된 자연방사성원소 K-40, U-238, 

Th-232 등의 농도는 Canberra HPGe 검출기(P-type, 상대효율: 30 %)를 이용한 

감마선 분광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그림 1-32는 실험에 사용된 TL/OSL 측정

용 장비들이다.

  강원대학교에서 제작된 POSL 측정시스템의 히터는 Kanthal 와이어로 제작되

어 300 까지 온도 유지가 가능하며, 여기광원으로 두께 3 mm의 Schott GG420 

long-pass filter와 VIS liquid light guide (VIS-LLG, Newport #77631)와 결합된 

2 개의 470 nm 청색 파워 LED (LXHL-PB02)를 사용하였다. POSL 신호는 두께 

7.5 mm의 U340 band-pass filter를 거쳐 반치폭(FWHM)이 255 ∼ 405 nm인 광

전자증배관(bialkali EMI 9235QB)에서 검출되었다. 또한, POSL 측정시스템은 수

만부터 수십만개에 해당하는 펄스 신호에 따라 측정을 반복하고 이를 누적하기 

위해 multichannel scaler (ORTEC MCS-PCI)를 장착하여 계측 주기(dwelling 

time)가 매우 빠르고 채널과 펄스 간의 dead time을 방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디스크 시료를 펄스폭 10 μs와 펄스주기 250 μs의 최적 펄스조건에서 광자극 하

였으며, POSL 신호는 반복주기 10,000 번과 계측주기 1 μs로 기록하였다. 

  시료의 실험실방사선은 POSL 측정시스템에 부착된 X-ray irradiator (Varian 

VF-50J)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X-ray irradiator는 5.1 Gy Riso calibration 

quartz에 SAR-OSL법을 적용하여 방사선량율이 결정되었으며, 이 방사선량율은 

관전류 (emission current) 증가에 따라 0.8 Gy/s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② TL/OSL 신호 측정

  건축물 구성 물질들을 물리화학적으로 전처리하여 추출한 석영 입자 및 디스

크 시료에 대하여 IRSL, OSL, TL, POSL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그림 1-33부터 

그림 1-40까지 나타내었다. 각 신호의 계측은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냉광 신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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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380 ㎚ 영역만을 PMT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IRSL 신호의 경우 870 

nm의 적외선 LED로 시료를 광여기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에 대하여 

IRSL 신호값은 아주 낮거나 또는 배경신호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IRSL 신

호는 석영의 OSL 신호를 이용한 사고선량 산출시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IRSL 신호가 낮다는 것은 시료의 전처리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OSL 신호의 

경우, 470 ± 20 ㎚의 청색 LED로 시료를 광여기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에 

대하여 OSL 신호가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적벽돌, 기와 시료와 같이 불

로 구워진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추출된 석영 입자 및 디스크 시료에서 높은 세

기를 갖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콘크리트 시료의 경우 매우 낮은 세기

의 OSL 신호가 측정되었다. TL 신호의 경우 50 에서부터 400 까지 시료를 

선형적으로 가열하면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에 대하여 TL 신호가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TL 신호는 OSL 신호와 마찬가지로 불로 구워진 건축물 구성 물

질에서 매우 높은 값이 나타났다. POSL 신호의 경우 10 ㎲ 동안의 펄스 여기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에서 POSL 신호가 검출되었다. POSL 신호는  초

기 2채널 동안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명(life-time)이 짧은 장석에 

의한 신호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여 석영에서만 방출되는 POSL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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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so TL/OSL reader DA-20 

(b) Neo TOSL 측정시스템

470 nm 
power 
LED

PMTube

X-ray 
irradiator

(c) KNU POSL 측정시스템

그림 1-32. 실험에 이용된 TL/OSL 측정장비.

           (TL/OSL measurement system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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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RSL 신호 (b) OSL 신호

(c) TL 신호 (d) POSL 신호

그림 1-33. 적벽돌 석영 시료에서 측정된 TL/OSL 신호.

          (TL/OSL signals of quartz grains from heated red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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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RSL 신호 (b) OSL 신호

(c) TL 신호 (d) POSL 신호

그림 1-34. 시멘트 벽돌 석영 시료에서 측정된 TL/OSL 신호.

          (TL/OSL signals of quartz grains from cement brick)



- 64 -

(a) IRSL 신호 (b) OSL 신호

(c) TL 신호 (d) POSL 신호

그림 1-35. 기와 석영 시료에서 측정된 TL/OSL 신호.

          (TL/OSL signals of quartz grains from roof-tile)



- 65 -

(a) IRSL 신호 (b) OSL 신호

(c) TL 신호

그림 1-36. 콘크리트 석영 시료에서 측정된 TL/OSL 신호.

          (TL/OSL signals of quartz grains from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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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RSL 신호 (b) OSL 신호

(c) TL 신호 (d) POSL 신호

그림 1-37. 적벽돌 디스크 시료에서 측정된 TL/OSL 신호.

          (TL/OSL signals of core-disc sample from heated red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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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RSL 신호 (b) OSL 신호

(c) TL 신호 (d) POSL 신호

그림 1-38. 타일 디스크 시료에서 측정된 TL/OSL 신호.

          (TL/OSL signals of core-disc sample from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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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RSL 신호 (b) OSL 신호

(c) TL 신호 (d) POSL 신호

그림 1-39. 변기 디스크 시료에서 측정된 TL/OSL 신호.

          (TL/OSL signals of core-disc sample from toilet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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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RSL 신호 (b) OSL 신호

(c) TL 신호 (d) POSL 신호

그림 1-40. 기와 디스크 시료에서 측정된 TL/OSL 신호.

          (TL/OSL signals of core-disc sample from roof-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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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R-OSL법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

(1) SAR-OSL법

  SAR법(single aliquot regenerative dose Method)[1.5,1.6]은 반복적인 실험실 방

사선 조사, 열전처리, OSL 측정으로부터 선량반응곡선(dose response curve)을 

구한 후 이에 자연 OSL 값(Ln/Tn)을 내삽하여 흡수선량(equivalent dose)을 산

출하는 방법으로써, 그림 1-41의 순서로 진행된다.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는 불안

정한 덫으로부터 발생되는 OSL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220 에서 10 초간 의 

열전처리 한 후 적외선을 통하여 시료 내 포함된 장석 등의 불순물에 의한 신호

를 제거한다. 이후 청색광으로 여기하면서 40 초간 OSL 신호(LX)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온도는 얕은 덫에 대한 재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125 으로 설정한다. 

측정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민감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험 방사선량을 조사한 

후 동일한 과정으로 OSL 신호(TX)를 측정한다. 실험실 방사선을 조사하여 위 방

법을 반복 측정한다. 보정된 OSL 신호(LX/TX)와 방사선량을 이용하여 반응곡선

을 완성한 후 최초 측정된 OSL 신호( Ln/Tn) 값을 곡선에 내삽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SAR-OSL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추출

한 석영 파우더 시료의 회구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2) SAR-OSL법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

  SAR-OSL법을 적용할 경우 시료는 반복적인 실험실 방사선 조사, 열전처리, 

광표백 등을 경험하게 되어 실제 시료의 사고선량과 다른 선량값이 산출될 위험

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고선량을 산출하기 앞서 임의의 실험실 방사선량을 절

대영년 된 시료에 조사한 후 시료로부터 동일한 방사선량이 산출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재현성 평가(recovery test)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TL/OSL 신호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검출된 적벽돌과 시멘트

벽돌의 석영 파우더 시료를 대상으로 SAR-OSL법을 적용하여 재현성 평가를 수

행하였다. 그림 1-42 (a)와 (b)는 SAR-OSL을 이용한 적벽돌 파우더 시료와 시

멘트 벽돌의 석영 파우더 시료의 방사선량 반응곡선이다. 우선 시료에 5 Gy 베

타선을 조사하여 OSL 측정한 후, 선량반응곡선 산출을 위해 다시 2.5 Gy, 5 Gy, 

7.5 Gy, 10 Gy의 실험실 방사선량을 조사하였다. SAR-OSL법으로부터 산출된 

두 시료의 흡수선량은 모두 5 Gy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두 시료 모두 SAR-OSL

법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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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SAR-OSL법에 대한 모식도.

          (Diagram of SAR-OS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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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벽돌 (b) 시멘트벽돌

(c) 재현성 평가

그림 1-42. SAR-OSL법을 이용한 적벽돌과 시멘트 벽돌 석영의 재현성 평가.

         (Regereration test of quartz grains from heated red brick and cement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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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y부터 8 Gy까지 방사선량을 달리하여 시료의 재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SAR-OSL법을 적용할 경우 두 시료 모두 약 8 Gy까지 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

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42 (c) 참조). 이는 건출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

량 산출을 위해 SAR-OSL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며, 이를 통해 방사선 

누출사고로 인해 건축물 구성 물질에 축적된 사고선량을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

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 SAAD-POSL법을 이용한 회구선량 평가

  사고선량 산출을 위해 건축물 구성 물질에 SAR-OSL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그 

유용성과 신뢰성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고시 신속분석법으로 활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화학전처리를 통해 석영

을 추출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전처리 과정 및 SAR-OSL법에

서 장석에 의한 오염을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 장석에 의한 OSL 신호의 오

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석영과 장석 간의 lifetime 차를 이용하여 화학

전처리 없이 석영에서 방출되는 OSL 신호만 분리하는 pulsed OSL(POSL)를 이

용한 회구선량 평가법을 개발하였다.

(1) 건축물 구성 물질의 냉광 수명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디스크 시료에 대하여 POSL 신

호를 측정하였으며, 그 예를 그림 1-43에 나타내었다. POSL 신호는 4종의 디스

크 시료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특히 적벽돌, 기와와 같이 불로 구워진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추출된 디스크 시료에서 높은 세기를 갖음을 알 수 있었다. 

POSL 신호의 경우 초기 10 ㎲ 동안의 펄스 여기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모든 

POSL 신호는  초기 두 채널 동안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수명

(life-time)이 짧은 장석에 의한 신호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여 석영에서

만 방출되는 POSL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각 건축물 구성 물질 시료의 

수명(lifetime)은 초기 2 ㎲ 신호가 제거된 POSL 신호를 아래 식의 stretched 

exponential decay function의 선형조합으로 곡선 접합하여 산출되었다[1.7].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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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에서 는 시간 t = 0 일 때 POSL 신호의 초기 세기이고 는 시료의 

lifetime 그리고 Bg는 광전자증배관의 전기적 잡음을 의미한다. lifetime의 분포에 

관련된 인자    으로 고정[1.4]하여 곡선접합한 결과, 모든 시료는 2개 함수

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었다. 적벽돌, 기와, 타일, 변기로부터 측정된 POSL 신호

의 주성분의 수명은 각각 30.8 ± 2.4 μs, 27.5 ± 3.4 μs, 22.4 ± 6.7 μs 그리고 

30.1 ± 7.3 μs로 산출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석영의 냉광 수명과 매우 

유사한 값이었다[1.8,1.9]. 표 1-10은 각 시료로부터 산출된 POSL 신호의 냉광수명

과 이에 따른 성분비율이다. 성분비율을 통하여 POSL신호 중 석영으로부터 발

생되는 신호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0. POSL 신호로부터 산출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냉광 수명.

        (Lifetimes of building materials from POSL measurements)

시료 적벽돌 기와 타일 변기

냉광 수명 (μs) 30.8 6.4 27.5 2.5 22.4 7.4 30.1 8.7

성분비 (%) 78 22 86 14 82 18 6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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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각 건축물 디스크 시료로부터 측정된 POSL 신호와 냉광 수명.

          (Lifetime calculated from POSL signal of bui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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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AD-POSL법

  건축물 구성 물질에서 추출한 디스크 시료의 POSL 신호는 냉광 수명의 차이

를 통해 대부분의 석영 신호와 일부의 장석 및 불순물에 의한 신호임을 확인하

였다. 만일 두 신호의 냉광 수명을 구별할 수 있는 POSL 신호를 회구선량 평가

에 이용한다면 간편한 디스크 법으로도 사고선량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POSL 측정시 매우 짧은 시간 (10μs) 동안의 광자극으로 인해 시료의 부분 표

백(partial bleaching)이 발생하므로 흡수선량 산출을 위해서는 SAR법보다 

SAAD법이 적합하다. SAAD법은 광자극으로 시료의 OSL 신호를 전부 제거하는 

SAR법과는 달리 시료에 방사선량을 누적시키가며 짧은 광자극을 통해 OSL 신

호를 측정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림 1-44는 SAAD-POSL법에 

대한 모식도이다.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는 불안정한 덫으로부터 발생되는 OSL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Tl 에서 10 초간 열전처리된 후 청색 광원을 이용하여 POSL 신호(LX)

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온도는 얕은 덫에 대한 재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125 

으로 설정한다. 추가로 실험실 방사선을 조사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POSL을 N

번 반복 측정한다. POSL는 매우 짧은 광자극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냉광 세기

가 감소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측정 횟수 N-1회 동안 추가 방사선 조사 없

이 반복측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POSL 신호를 광표백한 후 백그라운드 신

호를 3회 측정한다. 측정된 백그라운드는 모든 POSL 신호에서 차감하며, 측정횟

수에 따른 POSL 신호의 감소곡선을 계산하여 추가 방사선량에 따른 선량반응곡

선을 산출하며, 이 선량반응곡선을 외삽하면 회구선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SAR-POSL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추출한 디스크 시

료의 회구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1-45는 SAAD-POSL법을 적용한 적벽돌 디스크 시료의 회구선량 평가 

결과이다. 적벽돌 디스크 시료에는 1 Gy의 X-선이 조사되었다. POSL 신호의 세

기(그림 1-45의 “ ”)는 백그라운드가 제거된 POSL 신호의 총 합이며, 이후 민

감도 변화가 보정된 POSL 신호 (그림 1-45의 “ ”)의 세기를 바탕으로 선량반

응곡선을 만들고 자연시료에 대한 신호를 외삽시켜 각 시료의 흡수선량을 산출

하였다. 산출된 흡수선량은 시료에 조사된 방사선량과 동일한 1Gy가 산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SAAD-POSL법으로부터 흡수선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Marquardt-Levenberg minimization method가 적용된 SAAD-POSL analyst 프

로그램을 자제 제작 및 사용하였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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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SAAD-POSL법에 대한 모식도.

          (Diagram of SAAD-POS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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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SAAD-POSL법을 이용한 적벽돌 디스크 

시료의 회구선량 평가

          (Dose recovery test using SAAD-POSL 

method with heated red brick).

그림 1-46. 자체 제작한 SAAD-POSL 분석용 프로그램.

          (SAAD-POSL analyst program)

(3) 열전처리에 따른 플래토우

  건축물 구성 물질의 코아 디스크 시료에 SAAD-POSL법을 적용할 경우 시료

는 반복적인 방사선 조사, 열전처리, 부분적인 광표백을 경험하게 된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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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D-POSL법으로 산출된 흡수선량의 열전처리 온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플라토우 평가(plateau test)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절대 영년된 각 

시료에 1 Gy의 X선을 균일하게 조사한 후, 열전처리 온도를 200 부터 300 

까지 20 씩 증가시키면서 SAAD-POSL법을 적용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하였다. 

그림 1-47에 도시된 재현선량(regenerative dose)은 각각 3개씩의 코아 디스크 

시료로부터 얻어진 흡수선량의 평균값이며, 열전처리 온도와 무관하게 안정된 흡

수선량이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4) 재현성 평가

  다양한 범위의 방사선량에 대한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절대영년된 각 시료

를 이용하여 재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0.01 Gy부터 7 Gy 사이의 X

선을 각 코아 디스크 시료에 임의로 조사한 후, 열전처리 온도 240 에서 

SAAD-POSL법을 적용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하였다. 그림 1-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각 방사선량에 대하여 산출된 재현선량은 각각 3개의 시료 디스크

로부터 얻어진 흡수선량 값을 평균하여 결정되었으며, 치사선량(lethal dose)인 

Preheat temperature ( )℃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D
e
 v

a
lu

e
 (

G
y
, 
1

σ
 S

D
)

0.0

0.5

1.0

1.5

2.0

Red brick disc

그림 1-47. 열전처리 온도에 대한 SAAD-POSL법의 플래토우 평가.

           (Plateau test of SAAD-POS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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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SAAD-POSL법을 이용한 각 건축물 디스크 시료의 

재현성 평가.

          (Regeneration test of core-disc sample from building 

materials using SAAD-POSL method)

7 Gy 이하의 범위에서 서로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고선량 산

출을 위해 SAAD-POSL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며, 이를 이용하면 방사

선 누출사고로 인해 건축물 구성 물질에 축적된 사고선량을 매우 정확하고 정밀

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디스크 시료를 이용한 SAAD-POSL법의 검출한계선량

  사고선량 평가에 폭넓게 사용되는 적벽돌에서 추출한 코아 디스크 시료에 

SAAD-POSL법을 적용하였을 때 검출한계선량(minimum detectable dose)을 조

사하였다. 이를 위해 절대영년된 적벽돌 코아 디스크 시료에 최소 0.01 Gy까지의 

X선을 조사한 후, 열전처리 온도 240 에서 SAAD-POSL법을 적용하였다. 

POSL 신호의 세기는 주어진 X선의 방사선량이 낮을수록 감소하므로 적정한 양

의 POSL 신호의 세기를 얻기 위해 POSL 측정시 sweep number를 증가시키며 

흡수선량을 산출하였다. 그림 1-49는 주어진 방사선량에 대한 흡수선량과 sweep 

number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0.1 Gy 이상의 방사선량의 경우 산출된 흡수

선량은 sweep number 증가와 무관하게 유사한 값을 갖으나, 0.1 Gy 이하에서는 

흡수선량을 얻기 위해서는 POSL 측정시 sweep number를 증가시켜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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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0.01 Gy의 방사선량에서는 sweep number가 300,000번 일 때 흡수선량이 

산출되었으며, 오차의 폭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부터 SAAD-POSL법의 검출

한계선량을 약 0.01 Gy로 판단하였다. 이는 건축물 구성 물질의 사고선량 평가에 

주로 사용되어오던 SAR-OSL법의 검출한계선량보다 낮은 값에 해당한다.

(6) 선량산출시간 비교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신속평가법 수립을 위해서는 시료 채취 

후부터 흡수선량이 산출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매우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AR-OSL법은 장석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약 50 시간에 달하는 화학처리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SAAD-POSL법의 경우, 흡수선량이 산출되는데 약 2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는 SAAD-POSL법은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석영 추출을 위한 화학적 전처리

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50은 SAAD-POSL법과 다른 방법들을 비교

한 결과이며, SAAD-POSL법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SAR-OSL법보다 약 20 배 

이상 빨리 사고선량을 결정할 수 있어 사고선량 신속평가법으로써 매우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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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Sweep number에 따른 적벽돌 디스크 시료의 최소검출

방사선량 결정.

          (Determination of minimum detectable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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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방사선량 평가법에 따른 등가선량 산출기간.

          (Calculation time of equivalent dose for ea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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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ading 평가

  SAAD-POSL법의 fading 특성을 기존의 SAR-OSL법과 비교하기 위해, 적벽

돌로부터 추출한 코아 디스크 시료와 화학처리를 통해 얻어진 석영 입자 시료 

(90~250 μm)를 광표백 장치를 이용하여 절대영년 시킨 후, X선과 베타선을 각각 

1 Gy씩 조사한 후 2 주 동안 fading 평가를 수행하였다. SAAD-POSL법의 경우, 

흡수선량 값은 3 개의 디스크 시료에 SAAD-POSL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흡수선

량의 평균값이다. 또한 SAR-OSL법도 3 개의 시료로부터 얻어진 흡수선량의 평

균값이다. 

적벽돌에 X선과 베타선을 조사한 후 2 주 동안의 흡수선량 값의 변화를 그림 

1-50에 나타냈다. X선과 베타선이 조사된 후 0 (ED0), 1 일, 3 일, 5 일, 14 

(EDn)일이 경과한 후 측정된 SAAD-POSL법과 SAR-OSL법의 흡수선량 값은 

서로 유사한 감소하였다. 하지만 X선의 경우, 흡수선량 값은 초기값(ED0)에 비하

여 2 주 후 약 23 % 정도 감소되었다. 베타선의 경우 fading 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벽돌, 타일, 기와, 변기로부터 추출한 코아 디스크시료를 광표백기를 이용하

여 절대영년을 시킨 후, X선과 베타선을 각각 1 Gy씩 조사한 다음 

SAAD-POSL법을 적용하여 2 주 동안 fading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벽돌 디스크 시료는 X선 조사에서는 약 23 % 정도의 fading

이 존재했으나, 베타선 조사에서는 fading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일, 

기와, 변기는 방사선질에 관계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 흡수선량은 서로 유사하게 

산출되었으며, 초기값(ED0)과 비교했을 때 각각 32 %, 21 %, 42 % 씩 감소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건축물 구성 물질 간의 fading 특성이 다른 것은 각 건

축물 구성 물질의 물리적 특성 또는 구성 물질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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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SAAD-POSL법과 SAR-OSL법을 이용한 적벽돌 

시료의 Fading 평가.

          (Comparison of fading characteristics of core-disc 

samples by the SAAD-POSL method and those of 

quartz grains by the SAR-OSL method after X-ray 

(a) and beta (b)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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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SAAD-POSL법을 이용한 각 건축물 디스크 시료의 

Fading 평가.

          (SAAD-POSL fading test for core-disc samples of 

heated red brick (a), tile (b), roof-tile (c) and toilet 

porcelain (d) after X-ray and beta ra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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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SAAD-POSL법을 이용한 각 건축물 디스크 시료의 

Fading 평가.

          (SAAD-POSL fading test for core-disc samples of 

heated red brick (a), tile (b), roof-tile (c) and 

toilet porcelain (d) after X-ray and beta ra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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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pth profile 측정

건축물과 같이 두껍고 밀도가 높은 물질에 방사선이 투과되면면, 깊이에 따라 

흡수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진다. 흡수선량 평가를 위해서는 빛에 노출된 표면으로

부터 약 2 mm 이상의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사고선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깊이에 따른 흡수선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Depth profile 결과가 필요로 

한다. 이 실험에서는 SAAD-POSL법을 이용하여 적벽돌에 대한 Depth profile 

측정하였다. 적벽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Cs-137 선원으로부터 1 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디스크 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추출하였다. 전처리는 각 깊이 

0, 1, 2, 5, 10, 20, 50, 100 mm에서 3 개 이상의 디스크 시료를 제작하였다. 적벽

돌 디스크 시료에 SAAD-POSL법을 적용하여 흡수선량을 산출하였으며, 3 개의 

디스크 시료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적벽돌에 대한 Depth profile 측정결과를 그림 1-53에 나타냈다. 적벽돌에 서 

산출된 흡수선량은 시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수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 mm 이상에서는 방사선량의 10 % 이하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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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SAAD-POSL을 이용한 적벽돌 디스크 시료의 Depth 

profile.

          (Depth profile of core-disc samples by the 

SAAD-POSL method after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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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고선량 회구분석법 개발

  건축물 구성 물질에 축적된 흡수선량은 방사선 사고로 인한 사고선량과 배경

선량(background dose)의 합이다. 특히 제작시점이 수십 년이 경과된 건축물 구

성 물질의 경우 배경선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선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배경선량을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만 한다. 사고선량은 다음 식에서 산

출되어진다. 

  =  - 

  =     +  + cos )

여기서 는 방사선 사고로 인한 사고선량, 은 건축물 구성 물질로부터 

SAR-OSL법 또는 SAAD-POSL법을 통해 측정된 흡수선량, 는 배경선량을 

의미한다. 배경선량에서 T는 벽돌의 제작연대이고  , 
 와 cos  은 각각 베

타선량율, 감마선량율과 우주선량율이다. 이 중 베타선량율과 감마선량율은 건축

물 구성 물질에 포함된 자연방사성핵종 K-40, U-238, Th-232의 농도로부터 산

출할 수 있다. 표 1-11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건축물 구성 물질인 적벽돌, 시멘

트 벽돌, 기와, 콘크리트, 타일, 변기를 HPGe 핵종분석기를 이용한 감마선분광분

석하여 얻어진 자연방성핵종 농도값이다. 무한 매질(infinite matrix)을 가정할 경

우 건축물 구성 물질의 연간선량율은 3∼6 mGy/yr였다. 따라서 제작된지 10 년

이 지난 시료의 경우 최대 60 mGy의 배경선량을 흡수선량에서 빼주어야만 정확

한 사고선량 산출이 가능하다. 

  

표 1-11. 건축물 구성 물질의 자연방사성원소 비방사능.

        (Specific activity of natural radionuclides of building materials)

시료
K-40

(Bg/kg)

U-238

(Bg/kg)

Th-232

(Bg/kg)

연간선량율

(mGy/yr)

적벽돌 739.47±17.24 38.69±0.96 56.35±1.55 3.70±0.15

시멘트벽돌 739.11±17.31 20.36±0.76 43.11±1.39 3.18±0.13

기와 689.80±15.83 40.52±0.94 58.12±1.49 3.62±0.15

콘크리트 620.60±15.98 17.30±0.72 34.79±1.30 2.68±0.11

타일 798.41±19.74 36.30±1.05 52.36±1.70 3.75±0.16

변기 722.31±16.91 94.65±1.57 104.41±2.14 5.3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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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분석 절차를 그림 3-54에 제안하였

다. 사고선량 분석을 위해 채취된 시료는 SAAD-POSL법과 SAR-OSL법을 이용

하여 동시에 분석이 진행된다. 하지만 SAAD-POSL법은 화학전처리를 하지 않

고 core-disc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하므로 신속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 시간 안에 시료의 흡수선량을 산출이 가능하다. 시료의 연간선량율은 감마선

핵종분석을 통해 산출되므로 평균 연간선량율을 대입하여 시료의 사고선량을 추

정하여 방사선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SAR-OSL법은 화학전처리를 통해 

석영을 추출한 후 흡수선량을 산출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인 일주일 정도가 

소비된다. 그러므로 SAAD-POSL법으로 산출된 흡수선량, SAR-OSL법으로 산

출된 흡수선량, 건축물 구성 물질의 배경선량을 종합한 사고선량 정밀분석을 통

해 시료의 사고선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사고선량 회구평가는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방사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폭된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의 정확한 피폭평가와 이

에 따른 적절한 의료 처치, 방사선 사고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통한 사회적 혼란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방사선사고 지역의 건축물 구성 물질

을 재사용하거나 이를 수입·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는 장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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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회구선량평가 절차.

          (Establishment of accidental retrospective dosimety using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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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자극발광/열발광 스펙트럼 측정 장치 및 분석 알고리듬 개발

가. 열자극발광(TL) 및 광자극발광(OSL) 원리

  방사선 개인피폭 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열자극발광 

(thermoluminescence; TL)[1.11]과 광자극발광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1.12]의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1.13]. 적절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결정체에 방

사선이나 입자빔, 자외선 등을 조사시켰을 때 결함에 의해 생겨난 트랩에 전자가 

갇히게 된다. 이 전자는 보통의 조건에서는 안정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나 열이

나 빛 등의 적절한 자극으로 다시 전도띠(conduction band)를 거쳐서 원자가띠

(valence band)로 되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가 양공(hole)과 결합하면서 빛

이 나오는 현상이 TL이나 OSL이다. 따라서 TL이나 OSL은 모두 트랩에 있는 

전자의 밀도나 트랩의 여러 정보들을 자극의 형태와 발광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

으므로 결정의 트랩준위를 측정하거나 이미 조사된 방사선량을 평가하는데 쓰일 

수 있다[1.14]. 여기서 열자극을 이용하여 발광을 유도하는 것이 TL이고, 광자극을 

이용하여 발광을 유도하는 것이 OSL이다. 1-55는 트랩준위(trapping level) 역할

을 하는 전자트랩(electron trap)의 전자가 열 및 광자극에 의해 여기 된 후 재결

합중심(recombination center: RC) 역할을 하는 양공트랩(hole trap)의 양공과 결

합하여 광방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림 1-55. TL/OSL 방출 메커니즘

          (A schematic diagram of energy 

               level concerned with TL/OSL emission)

 

  TL은 열발광선량계(thermoluminescence dosimeter : TLD)로 응용되고 있다. 

TLD는 1950년대에 Daniels 등[1.15]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LiF:Mg,Ti (TL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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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Mg,Cu,P (GR-200), CaF2:Dy (TLD-200), Al2O3:C (TLD-500)와 최근에 

LiF:Mg,Cu,Si 등 다양한 물질들이 개발되어 개인피폭선량, 환경방사선량, 의료용 

방사선량 측정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1.16]. OSL은 TL에 비해 비교적 늦게 활

용되기 시작했지만 성능과 안정성, 사용의 편리성에 의해 최근에 이르러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untely 등[1.17]이 석영(quartz)으

로부터 광자극에 의해 발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안한 이래로, OSL 응용기술은 

현재까지 OSL 측정장치 및 자료 분석법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

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자극광원으로서 LED를 활용하게 되고, 또한 LED의 성

능 향상으로 다양한 파장대역에 대해 효율적인 광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적

외선 혹은 녹색이나 청색 LED 등이 이용되고 있다[1.18]. OSL 기술은 많은 방사

선 도시메터리 분야에서 새롭게 채택되는 기술이며, 개인 감시, 환경 감시, 의료 

방사선 감시, 선량회구분석 (retrospective dosimetry (geological dating, accident 

dosimetry)), 항공우주 도시메트리(space dosimetry) 등 넓은 분야에서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1.19 ~ 1.22]. OSL 신호 측정 모드는 자극광의 

패턴에 따라 CW-OSL(continuous wave OSL), LM-OSL(linear modulated 

OSL), POSL(pulsed OSL), DOSL(delayed OSL) 등으로 구분된다[1.23~1.24]. 이때 

CW-OSL은 가장 간단하면서 일반적인 측정 모드로서 시간에 따른 세기가 일정

한 자극광을 비추면서 동시에 OSL 신호를 측정한다. 측정되는 OSL 곡선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게 된다.

나. 광자극발광/열자극발광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구성 

  TL/OSL 측정장치에서 OSL 측정은 OSL 특성을 가진 물질을 광학적 자극을 

가하여 나타나는 발광현상을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자극광원과 시료로부터 자

극 발광된 광신호 사이의 간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광필터 조합으

로 최적화된 광필터로 구성해야한다. TL 측정에서는 열자극을 위하여 시료홀더

는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OSL 측정장치를 기반으로 열자극발광 

(thermoluminescence; TL)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TL/OSL 측정장치를 구성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분광기를 부착하면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게 된

다. 광량뿐만 아니라 온도제어를 보다 정교하게 하여 특정 온도 조건에서 OSL 

측정, TL/OSL의 동시 측정, 각각의 스펙트럼 측정 등 다양한 측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TL 측정에 비하여 OSL 측정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극광을 이용하

여 시료의 방출광을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강도가 매우 높은 자극광이 유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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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OSL 방출광만 광측정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 OSL

을 측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물질에 따라 OSL 방출 파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측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자극광을 차단하는 상태에서 가

능한 한 넓은 파장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필터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대상 물질의 OSL 방출 파장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광원을 적용하여  OSL 방출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OSL 측정이 가능하도록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OSL 측정 결과에서 얻지 못하는 물질의 재결합

준위에 대한 정보도 취득할 수 있다. 

스펙트럼 측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실시간으로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분광기 및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광자극

을 지속하면서 250 nm ~ 700 nm의 파장 영역을 실시간으로 분광시켜 시간별 파

장별 발광량을 나타낸 3차원 스펙트럼을 측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1-56

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의 구성도이며, 그림에 나타낸 것

처럼 다양한 고휘도 LED 혹은 Laser를 자극광으로 이용하여 quartz plate 위에 

놓인 시료에 광자극을 하면 시료로부터 OSL이 방출되고, 이 방출광은 자극광 유

입을 막기 위한 차단 필터를 거친다. 그리고 집속렌즈를 이용하여 광섬유에 입사

하게 된다. 분광기에 의하여 250 ~ 700 nm 파장영역으로 분광되며, 마지막으로 

1024 × 256 CCD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및 

적색 고휘도 LED(녹색 520 ~ 550 nm, 적색 : 620 ~ 645 nm), 532 nm의 녹색 다

이오드 레이저, 250 nm의 UV LED, 850 nm의 적외선 레이저를 자극광으로 하

고, 각각의 자극광에 따라 적절한 필터조합을 구성하여 시간별 파장에 대한  

OSL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된다. 

 한편, 분광기와 PMT를 이용한 TL/OSL 스펙트럼 측정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온도제어부를 장치하여,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분광기에 입력하면, 회절격자를  

250 nm ~ 700 nm의 파장 영역으로 동작시킨다. 그리고 파장별 신호는 미약하므

로 PMT를 이용하며 측정함으로서 TL/OSL 스펙트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회절격자의 이동 시간이 소요되므로 OSL 측정의 경우 신호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다. 



- 94 -

         그림 1-56.  OSL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구성

             (A schematic layout of OSL spectrum 

             measurement system)

       

(1) 자극광원의 구성

① 고휘도 녹색 및 적색 LED: 자극광으로 사용될 광원으로 필립스사의 Luxeon III

형 고휘도 LED를 사용하였다. Luxeon III 형 Lambertian 형식의 LXHL-PM09 고

휘도 녹색 LED 와 LXHL-PD09 고휘도 적색 LED를 선택하였으며, 이때 각각의 

최대 전류는 각각 1,000 mA, 1,400 mA 이다. 녹색 고휘도 LED는 광량이 전류가 

1,000 mA 일 때 80 lm 이고, 중심 파장대역은 520 ~ 550nm 이며, 순방향 전압은 

1,000 mA에서 3.9 V이다. 495 nm 이하의 파장영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파장 차

단필터 (cutoff filter)인 GG495을 사용하였다. 그림 1-57(a)은 중심 파장이 520 ~ 

550 nm 녹색 고휘도 LED 및 GG495의 스팩트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적색 고휘

도 LED는 광량이 전류가 1400 mA 일 때 140 lm 이고, 중심 파장대역은 620 ~ 

645nm 이며, 순방향 전압은 1,400 mA에서 2.95 V이다. 610 nm 이하의 파장영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파장 차단필터 (cutoff filter)인 RG610을 사용하였다. 그림 

1-57(b)은 중심 파장이 620 ~ 645 nm 적색 고휘도 LED 및 RG610 의 스팩트럼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7에서 알 수 있듯이 적색 고휘도 LED를 활용함으로서 측정 범위를 

475 nm에서 600 nm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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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광원의 스펙트럼 및 차단필터의 특성 (a) 녹색 고휘도 LED,

           (b) 적색 고휘도 LED 

           (Light source spectrm and transmittance cutoff filter (a) Green  

              LED, (b) Red LED) 

고휘도인 Luxeon III형 LED는 고전력 LED이므로 동작할 때 급격한 온도 증가

가 수반되어 자극광의 밝기가 변하거나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LED의 불안정한 열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열에 대한 설계가 필

요하며 이를 위하여 본 장치에서는 고휘도 LED를 가열경화 일액형 열전도 에폭시

수지(TESK B-1063B)를 이용하여 LED 마운트에 고정시켜 LED에서 발생한 열이 

광원홀드로 쉽게 전달되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림 1-58(a)은 자극광으로 활용하

기 위하여 고휘도 LED와 단파장 차단필터를 조립한 모습이다. 고휘도 LED를 이

용한 자극광의 전원 공급 및 광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BuckPuck (LUXDRIVE, 

3021-D-I-1000, 1,000 mA)를 활용하였으며, 4.2 V ~ 1.65 V의 제어전압으로 고휘

도 LED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다. LED 광량 조절을 위한 전원 제어보드는 그림 

1-58(b)에 나타내었다.

②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 녹색 고휘도 LED를 이용하면  자극광의 파장대역이 넓

고, 출력이 낮은 단점을 가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극광으로 반도체 레이저

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된 레이저는 Edmond 사의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이며, 파

장은 532 nm, 출력은 10 mW, 모드는 TEM00, 빔사이즈는 1 mm, 동작 전압 5 V, 

전류는 5 mA이다. 그림 1-59(a)는 자극광으로 활용될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를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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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58. (a) 고휘도 LED형 광원, (b) LED 전원 제어보드 

                       ((a) High power LED light source, (b) LED control   

              board)

③ 적외선 다이오드 레이저 및 UV LED: 250 ~ 700 nm의 구간의 OSL 스펙트럼 

측정하는데 있어 녹색과 적색은 측정하고자 하는 스펙트럼 영역에 포함되므로 필

터들을 조합하는 경우 일부분만 측정하는 단점을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측정범위를 벗어나는 적외선 및 자외선 광원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적외선을 광

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Edmond 사의 적외선 다이오드 레이저를 선택하였다. 이

때 적외선의 파장은 850 nm, 출력은 10 mW, 동작 전압 5 V, 전류는 80 mA이다. 

그리고 빔 사이즈는 2.5 mm이다. 그림 1-59(b)는 자극광으로 활용될 적외선 다이

오드 레이저를 나타내고 있다. 자외선 광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심파장이 250 nm

인 UV LED (UVTOP250TO39HS, SET, Inc.)를 활용하였다. 순방향 전류는 30 

mA, 순방향 전압은 6 V로 출력은 180 mW이다. 자극광의 집광을 위하여 

Hemispherical Lens 방식을 선택하였다. 전원을 공급할 때 250 nm의 주 피크외에 

375 ~ 450 nm의 추가 광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필터를 이번 실험에서는 

U340을 활용하여 400 nm 이상의 자극광원을 차단하였다. 향후 250 nm bandpass 

filter를 이용한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1-59(c)는 자외선을 자극광으로 활용

항 UV LED의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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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59. (a) 녹색 레이저 , (b) 적외선 레이저 (c) UV LED

                  ((a) Green Laser , (b) IR Laser (c) UV LED)

(2) 시료대 및 측정부의 구성

시료대는 외부광원을 차단하고, 자극광원의 고정, 광필터, 광케이블 등을 고정하

는 역할을 한다. 시료대는 전체크기는 80 × 80 × 130 mm 이며, 시료는 손잡이가 

달린 슬라이드 레일에 Quartz plate 위에 둘 수 있게 하였다. 이때 Quartz plate 의 

크기는 높이는 4 mm, 지름이 19 mm 이고, 시료를 담는 부분은 깊이가 2 mm, 지

름이 10 mm 가 되게 하였다. 하단은 다양한 자극 광원을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상

단은 나사식으로 광필터 및 광케이블을 고정한 후 시료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

게 하였다. 그림 1-60은 시료대의 모습이다. 

  

   그림 1-60. OSL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시료대

            (A sample holder for OSL spectrum of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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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 스펙트럼 측정에서 자극광과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OSL 방출광은 상호 독

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OSL 신호를 측정하는 동안 자극광의 영향을 최대한 배

제하기 위해 적절한 광필터의 조합이 요구된다. 다양한 광원에 대한 필터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 LED 형은 비교적 자극광의 파장영역이 넓어 지름이 12.5 mm 인 475 nm 

shortpass 필터(Edmond 475 nm OD4 Shortpass Filter)를 활용하였다. 이는 파장 

대역이 325 ~ 466 nm 영역은 90 % 투과하고, 485 ~ 685 nm 영역은 99 % 반사하게 

되어 실제 스펙트럼 측정에서 자극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필터의 투과영

역을 측정하게 된다.

② 적색 LED 형은 비교적 자극광의 파장영역이 넓어 지름이 12.5 mm 인 600 nm 

shortpass 필터(Edmond 600 nm OD4 Shortpass Filter)를 활용하였다. 이는 파장 

대역이 350 ~ 587 nm 영역은 90 % 투과하고, 614 ~ 900 nm 영역은 99 % 반사하게 

되어 실제 스펙트럼 측정에서 자극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필터의 투과영

역을 측정하게 된다.

③ 녹색 레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자극광이 532 nm로 단색광이므로 좁은 범위의 파

장을 차단하며 지름이 12.5 mm 인 532 nm Notch 필터(Edmond 532 nm OD6 

Notch Filter)를 활용하였다. 이는 파장 대역이 350 ~ 400 nm 영역은 80 %, 400 ~ 

1200 nm 영역은 90 % 투과하고, 532 ± 17 nm 영역은 99.5 % 차단(반사)하게 되어 

실제 스펙트럼 측정에서 자극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차단영역을 제외하

면 전 파장영역을 측정할 수 있다.

④ UV LED를 활용하는 경우 지름이 12.5 mm 인 320 nm longpass 필터

(Edmond N-WG 320) 혹은 395 nm longpass 필터(Edmond GG395)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적외선 레이저 지름이 12.5 mm 인 800 nm shortpass 필터(Edmond 800 nm 

OD4 Shortpass Filter)를 활용하였다. 이는 파장 대역이 400 ~ 790 nm 영역은 

90 % 투과하고, 825 ~ 1,190 nm 영역은 99 % 반사하게 되어 실제 스펙트럼 측

정에서 자극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필터의 투과영역을 측정하게 된다.

TL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에 가하는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된 TL/OSL 스펙트럼 측정장치에는 고주파를 전력

으로 이용하여 정밀한 온도제어가 가능하게 하였다. 온도 제어를 위하여 시료의 

온도와 원하는 온도를 LabView로 작성된 제어 프로그램에서 비교하여 0~5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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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전압을 인가하고, 35kHz의 고주파 전력을 50:1의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한 

고주파 변압기를 거쳐 발열체에 전력을 공급한다. 발열체의 하부에 K-type의 열

전대(thermocouple)가 부착되어 온도를 측정하였다.

(3) 발광 스펙트럼의 측정

① OSL 스펙트럼 측정

OSL 신호는 자극광에 의하여 급히 감소하므로 실시간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OSL 스펙트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에서 나오는 OSL 신호를 집속렌

즈를 이용하여 집속한 후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그림 1-61과 같이 분광기로 입력

하고 이를 분광시켜 CCD 카메라로 측정하게 된다. 분광기는 Princeton 

Instruments 사의 ACTON SP-150을 사용하였으며, USB를 활용하여 제어프로

그램에 의해 제어된다. 분광기에 사용된 회절격자는 300 gr/mm이며, 측정되는 

파장영역은 중심을 440 nm로 했을 때  182 ~ 705 nm 이다.

그림 1-61.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 분광기, CCD 카메라, 광케이블 

                 (An OSL spectrum measurement system: Spectrometer, 

                 CCD camera, Optical cable)

측정에 사용되는 CCD 카메라는 그림 1-62과 같이 Princeton Instruments 사

의 PIXIS 256E 이며 1024 × 256 pixel을 가진다. 픽셀크기는 26 ㎛이며, CCD의 

크기는 26 × 6.7 mm이다. 측정노이즈를 줄이기 위하여 펠티어소자를 이용하여 

- 70 로 냉각 상태에서 측정을 수행하게 된다. 각 셀의 광량 정보는 16 bit 

ADC(Analog Digital Convertor)에 의하여  100 KHz ~ 2 MHz의 속도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제어프로그램에 의하여 측정범위는 CCD 면의 전체 혹은 일부

분을 측정할 수 있으며, 노출시간 및 측정시간을 제어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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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절할 수 있다. 제어프로그램으로 Princeton Instrments 사의 WinSpec/32 

Ver 2.5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측정의 목적에 맞게 제어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 으로 Princeton Instruments사의 PVCAM, 

Light Field를 활용하여 제어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림 1-63은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제어 및 측정에 대한 흐름도이며, 그림 1-64는 작성된 제어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측정의 예이다.

      

그림 1-62. PIXIS 256E CCD 카메라

                 (The PIXIS 256E CCD Camera) 

그림 1-63. PIXIS 256E CCD의 측정의 흐름도

            (A block diagram the spectrum measurement system using  

                   PIXIS 256E CC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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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4.  PIXIS 256E CCD의 측정

                     (A screen shot of the PIXIS 256E CCD Camera         

                      measurement)

② TL 스펙트럼 측정 

TL 스펙트럼은 시료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여 가열하며 측정하게 된다. 이때 

하단에 K-type의 열전대 온도계가 부착되어 온도를 측정한다. 회절격자를 이동

함으로서 300 ~ 800 nm의 영역을 측정한다. 이 시간 동안 약 2.5 의 온도 상

승이 있게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C#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에서 보간법

을 활용하여 온도, 파장, 발광강도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TL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292 ~ 867 nm 영역을 측정하게 된다.

(4) TL/OSL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성능 평가

① OSL 스펙트럼 측정결과

분광기 및 CCD 카메라를 제어하면서 OSL 스펙트럼 측정을 측정하였다. 먼저 

CCD 카메라를 70 로 냉각하고, 분광기의 회절격자가 300 gr/mm 에 놓여있

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측정을 위하여 중심파장을 440 nm의 위치로 보내면 250 

~ 705 nm 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OSL 스

펙트럼 측정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Landaur사(USA)의 Al2O3:C(지름 

4.8 mm, 두께 1.0 mm, 질량 70 mg)를 가속전압 40 kV, 전류 4 mA의 

X-선 발생장치에서 방사선에 노출한 후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먼저 Al2O3:C 시료를 이용하여 X-선 발생기(SOFTTEX K2, Japan, 60 kV,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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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가속전압 40kV, 전류 4mA 로 설정하고, 60 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시킨 

후 OSL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림 1-65(a)은 자극광은 녹색 고휘도 LED 와 

475 nm shortpass 필터 조합한 OSL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시된 파장영역은 250 ~ 500 nm로 하였다. 또 그림 1-65(b)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Al2O3:C의 발광 파장대역은 410 nm에서 피크를 보이고 350 nm에서 

450 nm 영역에 걸쳐 있다. 측정결과 초기 OSL 발광은 410 nm에서 피크를 보이

고 350 nm에서 480 nm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75 nm 이후에서 자극광의 유입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스펙트럼 측정 범위는  250 ~ 475 nm임을 알 

수 있다.

적색 고휘도 LED 와 600 nm shortpass 필터 조합할 스펙트럼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방법으로 Al2O3:C 시료를 이용하여 X-선 발생기(SOFTTEX K2, 

Japan, 60 kV, 5 mA)를 가속전압 40kV, 전류 4mA 로 설정하고, 60 초 동안 방

사선에 노출시킨 후 OSL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림 1-66(a)은 자극광은 적색 

고휘도 LED 와 600 nm shortpass 필터 조합한 OSL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시된 파장영역은 250 ~ 550 nm로 하였다. 또 그림 1-66(b)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Al2O3:C의 발광 파장대역은 410 nm에서 피크를 보이

고 350 nm에서 450 nm 영역에 걸쳐 있다. 측정결과 초기 OSL 발광은 410 nm

에서 피크를 보이고 350 nm에서 480 nm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녹색 고휘도 

LED를 자극광을 활용할 때와 비교하면 스펙트럼 측정영역을 확장할 수 있지만, 

자극에너지의 감소로 주피크의 감소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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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녹색 고휘도 LED 광원을 이용한 OSL 스펙트럼 

                      (An OSL spectrum using a Green LED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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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다이오드 레이저와 532 nm Notch 필터를 조합할 때 스펙트럼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방법으로 Al2O3:C 시료를 이용하여 X-선 발생기

(SOFTTEX K2, Japan, 60 kV, 5 mA)를 가속전압 40kV, 전류 4mA 로 설정하

고, 60 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시킨 후 OSL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림 1-67(a)

은 자극광은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와 Notch 필터를 조합할 때 OSL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시된 파장영역은 250 ~ 500 nm로 하였다. 또 

그림 1-67(b)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Al2O3:C의 발광 파장대역은 410 nm에

서 피크를 보이고 350 nm에서 450 nm 영역에 걸쳐 있다. 측정결과 초기 OSL 

발광은 410 nm에서 피크를 보이고 350 nm에서 480 nm 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녹색 고휘도 LED 와 475 nm shortpass 필터를 조합할 때 Laser와 Notch 필

터 조합했을 때 유사한 성능으로 측정이 되었다. 하지만 측정결과에서는 녹색 고

휘도 LED를 활용하는 경우 475 nm 이상에서 자극광의 유입이 측정범위의 축소

가 불가피하였다. 

마지막으로 UV LED와 적외선 다이오드 레이저를 자극광원으로 했을 때 

Al2O3:C 대한 OSL 스펙트럼은 측정되지 못했다. 

UV LED는 250 nm의 주 피크 외에 375 ~ 450 nm의 추가 광이 있는 문제가 

있으며 U340의 활용은 필터의 조합이 적절하지 못해 스펙트럼의 측정이 되지 않

았다. 자극광으로 주 피크인 250 nm 만 통과하는 bandpass 필터 및 적절한 

longpass 필터를 구성하면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50 nm의 자외선 레이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석영 및 장석등은 적외선을 이

용한 OSL 측정을 실시하므로 적외선에 반응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은 Al2O3:C는 적외선에 반응하지 않아 스펙트럼 측정이 되지 않았다. 향후 

석영 혹은 장석시료의 스펙트럼은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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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적색 고휘도 LED 광원을 이용한 OSL 스펙트럼

                      (An OSL spectrum using a Red LED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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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녹색 다이오드 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OSL 스펙트럼

      (An OSL spectrum using a Green diode Laser)            

② TL 스펙트럼 측정

 분광기 및 PMT를 이용한 TL 스펙트럼 측정은 제어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 

및 분광기를 제어, 그리고 PMT 파장별 전류를 측정하게 된다. 이때 제어프로그

램은 C#으로 작성하였으며, 분광기의 회절격자는 150 gr/mm를 설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3D TL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각

각의 시료를 X-선 발생기(SOFTTEX K2, Japan, 60 kV, 5 mA)를 가속전압 40

kV, 전류 4mA 로 설정하여, 60 s 동안 방사선에 노출한 후 스펙트럼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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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림 1-68는 LiF:Mg,Cu,Si를 온도가열율 0.4 /s로 증가시키며 온도, 파

장, 발광강도를 나타낸 TL 스펙트럼이다.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300 nm ~ 800 

nm의 파장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그림과 같이 contour plot으로 나타내면 95, 

150, 195 에 390 nm의 peak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9는 Al2O3:C에 

대하여 온도가열율 0.4 /s로 증가시키며 온도, 파장, 발광강도를 나타낸 TL 스

펙트럼이다.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300 nm ~ 800 nm의 파장 영역을 측정하였으

며, 그림과 같이 contour plot으로 나타내면 170 에 430 nm의 peak가 있음을 

알 수 있다.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400

500

600

700

800

50
100

150
200

250

T
L

 I
n

te
n

s
it
y
 (

n
A

)

W
av

el
en

gt
h 

(n
m

)

Temp. (o
C) Wavelength (nm)

400 500 600 700 800

T
e
m

p
e
ra

tu
re

 (
o

C
)

50

100

150

200

250

300

그림 1-68. LiF:Mg,Cu,Si 의 TL 스펙트럼

                            (A TL Spectra of LiF:Mg,C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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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Al2O3:C의 TL 스펙트럼

                               (A TL Spectra of Al2O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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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L/OSL 발광 분석 알고리즘 개발

  열자극발광(thermoluminence; TL) 광자극발광(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 OSL)과 방사선발광(radioluminescence; RL)은 공통적으로 결정의 

금지대에 생기는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와 관련한 발광현상이다[1.22-1.24]. 이들

은 모두 방사선에 의해 전자와 양공이 생겨나고, 이들이 즉각(RL) 혹은 열이나

(TL) 빛의 자극(OSL)으로 다시 전자와 양공이 재결합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것

으로 자극에 대한 빛을 분석하여 결정의 에너지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특히 

TL과 OSL은 열이나 빛의 자극이 없는 보통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전자와 양

공이 그들의 트랩에 갖혀 있는 물질의 경우 이들에 이전에 노출된 방사선의 누

적량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량측정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효율적인 

선량측정물질을 개발하거나 이들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주입한 불

순물의 비율이나 제작공정에 따라 에너지 준위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내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광곡선(glow curve)로부터 트랩의 정보를 추정하는 

것을 발광곡선분해법(glow curve deconvolution)[1.25]이라 하는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출 선량의 정확한 분석에 활

용되어 왔다.

  그러나 발광량의 정보에서 물질이 가진 각각의 트랩의 여러 특성들을 회기분

석하는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각각의 트랩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발광곡선

을 만든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서 전도대(conduction band)를 경유해서 트랩간에 

전자나 양공이 이동하는 상호작용을 배제한 것으로 실제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자가 가전자대, 전도대, 여러 트랩준위를 거쳐서 양공과 

재결합하는 다양한 흐름을 모두 반영한 흐름방정식(flow equation)을 풀이하는 

적합한 수치해석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TL과 OSL의 발광곡선을 효율적으로 분

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랩 각각의 파리미터가 많고, 또한 전자와 양공의 흐름

방정식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많은 종류의 트랩을 도입해야 하는 발광곡선의 경

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는 트랩의 특정 파라미터는 측정조건에서 

발광량에 영향을 작게 미치거나, 몇몇 파라미터가 조합된채로 발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함을 피하려면 동일한 시료에 대해 넓

은 범위의 선량과 다양한 자극으로 많은 조의 발광곡선을 통합해서 분석해야 하

나 하나의 시료도 측정을 거듭하면 물리적인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

법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RL과 TL/OSL을 일관되게 측정한 발광곡선을 분석하는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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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과 이를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트랩의 여러 파라미터들 각각

이 RL과 TL/OSL에 기여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통합분석으로 각각의 파라

미터들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실제의 물질에 적

용한 결과도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해 각각의 트랩에 배치된 전자농도를 초기값으로 하여 측

정된 발광곡선(glow curve)을 해석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이 알고리즘은 방

사능에 의한 전자와 양공의 생성율을 유일한 초기값으로 하여 발광곡선을 해석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Visual Studio .NET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L에서는  

LiF:Mg,Cu,Si에 적용하여 이의 TL 발광곡선을 5개의 트랩, 1개의 deep trap과 1

개의 RC를 가진 모델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RL/OSL에서는 Al2O3:C 발광

곡선을 3개의 트랩, 1개의 deep trap과 1개의 RC를 가진 모델로 분석할 수 있었

다.

(1) 발광 모델링과 수치해석 

  앞서 그림 1-55에서 나타낸 에너지 준위의 구조를 가지는 결정체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가전자대의 전자가 여기되면서 유동성을 가진 전자와 양공이 쌍생성된

다. 불순물에 의한 준위에서 전도대 아래에 있는 것에는 애초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아 쌍생성된 전자가 포획될 수 있어서 트랩(trap)으로 작용하고, 가전자대 

바로 위의 애초에 전자가 채워진 준위에는 쌍생성된 양공이 채워질 수 있어서 

다른 자극이 없다면 채워진 전자나 양공은 그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1.26-1.29]. 

  방사선에 의하거나 열이나 빛의 자극으로 전자와 양공이 이동하는데 관여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보편적인 흐름방정식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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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 는 번째 전자트랩의 속성으로서 순서대로 트랩의 농도, 전

도대에서 이 트랩에 포획될 확률, 가전자대에서 양공이 올라와서 이 전자와 결합

할 확률이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러한 재결합에 의해 발광이 일어날 수 있다. 

또, () 은 번째 양공트랩에 대한 속성으로 전자트랩의 경우와 대칭적

이다. 이의 마지막은 역시 전자와 양공이 재결합하는 것으로 발광이 일어날 수 

있다.  는 방사선에 의해 가전자대의 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가는 확률로 이는 전

자와 양공이 각각 전도대와 가전자대에 쌍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

고  는 각각  번째 전자트랩과  번째의 양공트랩에 포획된 전자나 양공이 

열이나 빛의 자극으로 전도대와 가전자대에 단위시간당 전이할 확률로 다음과 

같이 온도 와 비추어진 빛의 선속 에 의존한다.

  여기서 와 ,  는 각각 여기에너지, 진동수인자(frequency factor)와 광이온

화단면적(photoionization cross section)이다. TL/OSL/RL의 발광은 그림에서 수

평의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도대의 전자가 양공과 결합하는 비율에 

다음과 같이 관련된다. 

  여기서  은 열적억제율(thermal quenching factor)로 다음과 같이 역시 트랩

의 특성  와  와 관련되어 있다.

  이상으로 표현한 전체 과정은 전자와 양공에 대해 완전히 대칭적인데 전자를 

양공으로, 전자트랩을 양공트랩으로 그대로 바꾸어도 동일한 발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물질은 비교적 많은 종류의 전자트랩과 하나 혹은 적은 

수의 양공트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위 방정식은 전자와 양공의 트랩의 유형 개수에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둘을 합친 

수의 연립된 방정식이고 비선형이다. 실험으로 측정한 으로부터 그림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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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트랩의 여러 속성들을 모두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방정식들

이 매우 가파르게 변하는 유형으로 평범한 수치해석으로는 쉽게 발산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산시간이 필요하거니와 

한 조의 발광곡선만으로는 각각의 속성이 가진 모호함을 해석해내기 어렵기 때

문이다. 우선 방정식을 수치해석하기 위해서 전자와 양공의 각 준위에서의 농도 

    모두가 자신의 현재의 농도 값에 음으로 비례하는 시간당 변화율

을 가지는 것을 주목한다. 이들 흐름방정식은 모두 

의 형태를 하게 된다. 여기서 모든  들과  들은 실제로 시간의 함수이지만 짧

은 시간간격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  와  를 유지한다고 보는 근사가 바로 준

정적근사법(quasi-static approximation; QSA)이다. 이러한 근사로 위 방정식을 

풀이하면 

이 되어 이를 컴퓨터로 수치해석할 때 원식이 가지는 가파름(steepness)에 의한 

발산을 피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유용성은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인위적

인 발광물질에 대해 수치해석에서 이미 검증한 바 있다. 즉 여러 종류의 전자트

랩과 양공트랩을 가진 물질을 가정하여 이의 발광곡선을 근사없이 발광곡선을 

생성하고, 이를 QSA로 분석하여 원래 준 물질의 속성을 99.9% 이상의 정확도로 

복원해 낼 수 있었다.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선량물질에 먼저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이때는 즉각적으로 발광(RL)이 나온다. 

전통적인 TL과 OSL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발광은 측정되어지지 못하므로 무시

한다. 그러나 이 발광은 트랩의 전자(양공)가 전도대(가전자대)로 자극에 의해 여

기되는   인자가 관여하지 않아서 재결합확률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따라서 이를 포함해서 TL이나 OSL을 한꺼번에 분석하게 된다면 

이들 트랩의 물리적 파라미터들을 정교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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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프로그램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과정(irradiation stage), 이완과정

(relaxation stage), 자극발광과정(stimulation stage)로 나누어 일관되게 세 과정

의 발광을 측정한다. 이러한 세 과정 모두 앞서의 흐름방정식을 QSA 법으로 근

사해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림 1-70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픽사용자환경(GUI)을 가진 

것으로 Windows 환경에서 운용된다. 화면은 선택자가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데 아래는 측정발광곡선(왼쪽)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트랩과 측정기기의 정보(오

른쪽)으로 구성한 것이다. 실제의 화면에 적절한 설명문을 풍선글로 추가하고 있

어서 이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왼쪽의 발광곡선은 푸른색의 ‘×’ 표식

으로 처음 시간에 RL, 그리고 약간의 이완기를 거친 후 OSL의 발광곡선이 나타

나 있다. RL은 거의 평탄하고, 방사선 조사가 끝나면 발광은 즉각 멈춘다. 또한 

OSL 부분은 여기서 사용한 Al2O3:C의 전형적인 CW-OSL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오른쪽의 트랩 정보로 해석한 결과는 푸른색 실선의 그래프로 겹쳐서 나타

내고 있는데 지금의 화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맞춘 이후로 ‘×’ 표식의 실측치와 

실선의 이론치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 주어진 측정값에 대해 트랩을 도입하

고, 또한 각각의 트랩의 값들은 수동으로 대강을 맞추는 것도 별도의 대화창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동일한 시료, 동일한 측정기기에서 측정한 여러 조의 발광곡

선을 한꺼번에 분석해 낼 수도 있다. 만일 여러 범위에 걸쳐서 방사선 조사를 하

고, 또한 열이나 빛의 자극을 다양한 유형으로 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면 시료의 발광 파라미터들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해 낼 수 있다.

(3) 분석결과 

① LiF:Mg,Cu,Si의 TL 발광곡선의 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개발한 LiF:Mg,Cu,Si TLD의 발광곡선을 본 

연구과정에서 도입한 QSA 법으로 분해하였다. LiF:Mg,Cu,Si의 발광곡선을 취득

하는데에는 다양한 선량으로 조사한 6개의 시료를 이용하였다. 방사선원으로는 

Cs137의 γ선이용하여 시료에 50mGy부터 500mGy의 선량으로 노출하였다. 또한 

발광곡선은 온도상승률 1.0 °C/sec으로 Harshaw 4500의 TL측정기로 취득되었으

며 TL의 측정온도는 상온으로부터 260°C까지이다. 취득한 LiF:Mg,Cu,Si의 발광



- 111 -

곡선은 5개의 트랩, 1개의 RC, 1개의 깊은 트랩(deep trap)을 도입하여 분석하였

다. 이는 250nm의 UV LED을 재자극광으로 활용한 PTTL의 측정결과, 발광스

펙트럼측정결과와 발광곡선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결

과도 이것이 대체로 합당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시료가 모두 고온에서 제조된 

초기상태라는 사실로부터 각각의 트랩과 깊은 트랩, RC의 초기밀도는 모두 비워

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결과는 표 1-12과 표 1-13, 또한 그림 1-71과 

그림 1-72, 그림 1-73에서 나타내었다. 표 1-12에서 와    등은 모두 발광곡

선 분해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의 시료는 모두 같은 선량률(dose rate) 

263.4mGy/h로 조사한 것으로 선량에 따라서 조사시간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쌍

생성율 는 모두 동일하게 분석해 내어야 마땅하다. 표 1-13에서  와 는 각

각의 트랩과 RC의 TL과정에서의 초기 밀도이고,  와 는 각각 TL과정에서

의 깊은 트랩(deep trap)의 초기와 마지막의 밀도이다. 두 표에서 나  , ,  

등의 단위에는 모두 체적항이 들어 있으나 시료의 부피, TL 측정기의 수율

(acceptance)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단위를 명시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이 결과로부터 1회 측정이 끝난 후 깊은 트랩에 의 잔류값(residual)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PTTL의 측정과 대체로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이 표에서 

나타낸 결과 중에서 전자나 양공의 밀도도를 그림 1-71에 예시하였다. 이로써 이

들 밀도가 대체로 선량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발광곡선에서의 

그림 1-70. RL/TL/OSL 통합분석 프로그램의 실행화면.

          (A screen shot of the RL/TL/OSL integrated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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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피크를 만드는 #4 트랩의 초기밀도(trap #4, initial), 모든 TL 트랩을 합한 초

기밀도(Σ trap, initial), RC의 초기밀도(RC, initial), 깊은 트랩의 초기밀도(deep 

trap, initial), 깊은 트랩의 마지막 밀도(deep trap, final)의 각각을 나타내었다. 그

림 1-72는 400mGy의 발광곡선을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맞추어 낸 것으로 

FOM(figure of merit)값이 0.68%로서 충분히 분석이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2. 50mGy부터 500mGy로 노출한 6개의 LiF:Mg,Cu,Si의 분석결과.

        (Estimated each trap parameters for the six LiF:Mg,Cu,Si exposed

         with 50mGy ~ 500mGy) 

표 1-13. 400mGy로 노출한 LiF:Mg,Cu,Si의 세부적인 분석결과.

        (Detailed deconvoluted  results of the LiF:Mg,Cu,Si exposed with

         400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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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1. 전자와 양공의 밀도의 선량의존성. 

                         (The dose dependence of the concentrations 

                          of electron and hole in each trap)

그림 1-72. LiF:Mg,Cu,Si의 TL 발광곡선과 이의  

          분해결과. 

          (The fitting reasult of TL glow   

           curve for LiF:Mg,Cu,Si)

그림 1-73은 각각의 트랩 RC의 전자나 양공의 밀도가 방사선조사과정에서부

터 TL 측정이 끝날 때까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측

정데이터는 오직 TL의 것만 이용하였으나 radioluminescence(RL)도 같이 추정되

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예시로 분석한 결과는 측정된 TL 발광 데이터만으로 방사선 조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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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TL 발광의 전 과정을 추정해 내는 것이지만 방사선 조사과정에서 방출되는 

RL 발광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되었다면 보다 완전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이 분석에서 약간의 모호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초기계수에 대해서 

FOM값에 있어서 1% 미만의 합당한 결과가 여러 조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모호성들은 RL과 다양한 온도 프로파일, 다양한 선량의 조사 등 동일

한 시료에 대해서 서로 독립적인 측정결과들을 동시에 활용하게 된다면 상당 수

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73. 400mGy의 γ선을 노출한 LiF:Mg,Cu,Si의 TL 발광곡선으

           로부터 분석한 결과. 

          (The deconvoluting result from the TL glow curve 

           γ-ray exposed LiF:Mg,Cu,Si)

② Al2O3:C의 RL 및 OSL의 발광곡선 통합분석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OSL 선량물질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Al2O3:C을 이용하였다. 상온의 OSL에서 이 물질은 세 종류의 전자트랩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각의 트랩의 빛에 의한 자극반응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RL과 OSL을 일관되게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는 그림 1-74에 나

타낸다. 방사선자극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으며, X-선 발생기(SOFTTEX 

K2, Japan, 60 kV, 5 mA)를 가속전압 40kV, 전류 4mA 로 설정하고 사용한다. 

X-선 조사가 끝나면 약간의 이완기를 거친 후에 그림에서 아래쪽에서 비스듬하

게 시료로 향하는 LED로 광자극을 가하게 된다. 이들 과정에서 나오는 발광은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RL과 OS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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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는 Al2O3:C의 분석에 이용한 에너지 준위의 구조이다. 세 개의  광자극

과 관련한 전자트랩이 있으며, 상온에서 빛에 의해 자극되지 않은 깊은 전자트랩

이 한 종류가 존재해서 이곳에 갇힌 전자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

하게 된다.

               그림 1-74. RL과 OSL을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의 구성

                         (The configuration for the sequentially measuring 

                          of RL and OSL)

그림 1-75. Al2O3:C의 에너지 준위 구조.

          (The estimated energy level structure   

           of Al2O3:C exposed by X-ray)

표 1-14는 Al2O3:C의 세 개의 트랩(Trap)과 하나의 깊은 트랩(Deep Trap), 하나

의 양공트랩(RC)의 발광에 관여하는 각각의 속성들이다. ()는 방사선 조사 

전에 트랩에 포획된 전자나 양공의 농도이고, 그 외는 앞서 발광모형에서 설명한 

대로이다. 이 결과는 그림 1-76과 같이 동일한 조사선량의 X 선을 30초와 60초

로 조사한 것을 동시에 분석한 것으로 분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값 

FOM(figure of merit)이 1.66%로 동시분석을 감안하면 아주 정확한 추정값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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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나타낸다. 이 시료는 초기에 깊은 트랩에 전자가 상당량 포획되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정도의 양공도 양공트랩에 포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14. Al2O3:C의 각 트랩의 발광관련 속성을 추정한 결과.

         (Estimated each trap parameters for Al2O3:C)

(4)  결론

  RL과 TL/OSL을 일관되게 측정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매우 정

확하게 물질이 가진 발광관련 물리적인 속성들을 매우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6. Al2O3:C의 RL/OSL 발광곡선과 분석결과 화면.

          (The deconvoluted RL/OSL glow curve of Al2O3:C

           exposured by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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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 분석에서 LiF:Mg,Cu,Si의 경우 모든 TL 트랩을 합한 초기밀도(Σ trap, 

initial), RC의 초기밀도(RC, initial), 깊은 트랩의 초기밀도(deep trap, initial), 깊

은 트랩의 마지막 밀도(deep trap, final)의 각각을 나타내었다. 400mGy의 발광곡

선을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맞추어 낸 것으로 FOM(figure of merit)값이 0.68%

로서 충분히 분석이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RL과 OSL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인위적인 물질과 Al2O3:C에 적용

한 결과로 검증하였다. 인위적인 물질의 경우 FOM이 0.01% 미만이고 Al2O3:C의 

경우 앞서 보인대로 FOM 값이 1.66%로 확인된다. 이렇게 정교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여기서의 분석이 트랩 간의 이동, 즉 상호작용이 있는 실제적인 모형을 이

용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RL과 OSL이 각각 서로 다른 속성이 

크게 관여하므로 이 둘을 통합하여 분석하므로 한 조의 발광곡선의 분석에서 한 

속성의 기여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그 속성의 추정에서 나타나는 모호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된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실험장

치의 도해에서 보듯이 RL과 TL/OSL을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간이형으로 구성하였지만 이러한 측정용도에 특화된 전

용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합분석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GUI환경에서 운

용할 수 있어서 쉽게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여러 속성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심플렉스법(simplex method)를 이용하였는데 한 조의 발광곡선을 해석하는데는 

보편적인 개인용 컴퓨터로 수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선량을 추정하

기 위한 용도로는 긴 시간이지만 미지 속성이 보통 20~30개 정도인 것을 생각

하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만일 물질의 속성이 이미 상당히 알려져 값의 범위

가 압축되어 있다면 분석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나아가서 물질에 대해 완전히 알

고 있어 단지 전자-양공의 쌍생성률(), 즉 방사선량율이 미지값이라면 거의 즉

각적으로 이를 환산할 수 있어서 실제의 방사선량의 해석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Al2O3:C에 적용한 결과는 세개의 전자트랩과 하나의 양공트랩

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Al2O3:C에 대한 기존의 모형이 그럴듯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기서는 OSL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깊은 트랩(deep trap)의 존재

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트랩에 포획된 전자는 좀처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

지만 높은 온도로 담금질(annealing)하면 변화될 수 있으므로 OSL의 특성이 담

금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깊은 트랩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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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잘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온도를 다르게 유지하거나 여러 온도에서 담

금질을 한 후 RL과 OSL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료에 열자극, 광자극과 방사선조

사를 병행할 수 있는 전용장치가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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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본 연구에서는 ICRP 간행물 103[2.1] 권고의 방호체계를 따르는 새로운 방사성핵

종 섭취 모델들을 분석 및 해석하여 내부피폭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다. 우선 ICRP 간행물 100[2.2]에서 새로 개발된 신 소화기모델(HATM, Human 

Alimentary Tract Model)과 ICRP OIR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1[2.3]의 수정된 호흡기모델(HRTM, Human Respiratory Tract Model)을 분석

하고 이를 적용한 해석을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OIR part 2[2.4]와 

3[2.5]에서는 28가지 핵종들에 대한 소화기 및 호흡기 인자와 전신생리모델을 제공

하며 이를 분석하여 핵종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생체검정을 통한 내부피폭 평가 시 핵심이 되는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

출하기 위해  OIR 기반 잔류함수 산출 모듈을 개발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개발된 산출모듈을 이용하여 핵종별 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존

에 사용되고 있는 ICRP 간행물 60[2.6]권고 기반의 함수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1. 신 소화기모델 해석 및 체계 구축

가. 신 소화기모델 분석

ICRP 간행물 100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어져 오던 ICRP 간행물 30[2.7]의 위장관모

델(gastrointestinal tract)을 대체하는 소화기모델(HATM, Human Alimentary 

Tract Model)을 개발하였다. HATM에서는 보다 많은 소화기 영역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ICRP 간행물 56[2.8]에서 제시한 연령군(3개월 된 유아, 1세 이상, 5세 

이상, 10세 이상, 15세의 청소년 및 성인) 별 기본 전이율 값을 제공한다. 또한 성인

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전이율 값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모델과 

달리 소장 이외의 영역에서도 혈액으로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1은 HATM의 소화기 격실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위(stomach)가 격실 

모델의 초기 값으로 이용되는 기존 위장관 모델과 달리 HATM에서는 구강(oral 

cavity)을 초기 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

았던 식도를 별도의 격실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모델의 상부결장 및 하부결장을 

우측결장(right colon), 좌측결장(left colon) 및 직결장(rectosigmoid)으로 구분하였

다. 우측결장은 맹장, 상행결장 및 횡행결장의 우측부를 포함하며 좌측결장은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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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ICRP 간행물 100의 HATM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of HATM from ICRP

publication 100)

결장의 나머지 부분과 하행결장을 포함한다. 직결장은 S자결장과 직장을 포함한

다.

구강으로 들어온 방사성 핵종은 식도로 이동함과 동시에 치아(teeth) 및 구강점막

(oral mucosa)으로 침적(deposition) 및 잔류(retention)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다시 

구강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 소장, 우측결장, 좌측결장, 및 

직결장 내의 방사성핵종 또한 각 영역의 벽(wall)으로 잔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다

시 돌아올 수도 있다. 구강점막 및 각 영역의 벽에 잔류하는 물질은 다시 돌아가는 

동시에 일부는 혈액으로 흡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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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M에서는 섭취되는 물질의 유형에 따라 소화관 내 전이율이 다르게 부여하

였다. 액체음식물, 고체음식물 및 총 식이(total diet)에 대한 전이율 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음식물 유형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 식이에 대한 값을 기본 값으로 

이용한다. 식도에서부터 위까지의 전이 시, 액체음식물, 고체음식물 및 총 식이 모

두 수 초 내에 이동하지만 이 중 일부는 수 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전이된다. 

ICRP 간행물 100에서는 기본적으로 섭취한 물질 중 10%가 느리게 전이된다고 가

정한다. 이와 더불어 호흡기로부터 넘어온 물질은 모두 느린 전이시간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식도에서 위로의 전이는 성별에 무관하게 동일한 값이 적용된다.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전이율이 

달라진다. 특히 열량이 높아질수록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고려하

여 액체음식물을 비열량액체(non-caloric liquids, 물 포함)와 열량액체(caloric 

liquids)로 나누어 각각에 다른 전이율을 부여하였다. 음식물이 소장으로 들어온 이

후부터는 음식물 유형에 무관한 전이율 값을 갖는다. 표 2-1은 음식물 유형, 연령 

및 성별 소화관 전이율을 보여주고 있다. 

HATM은 ICRP 간행물 30 위장관모델과 달리 소장 이외의 영역에서도 흡수가 

가능하도록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 구강으로부터의 흡수는 구강으로 섭취된 물질

이 구강점막으로 전이된 후 혈액으로 직접 흡수되는 과정을 갖는다. 또한 다른 소

화관 영역에서의 흡수는 각 소화관 영역의 벽으로 전이된 물질이 간문맥(portal 

vein)의 혈액으로 전이된 후 일반 순환계(general circulation)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물질의 경우 소화관 벽에 잔류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 및 간에 의한 흡수에 관한 정보가 가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물질이 해당 

격실을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고 가정한다.

HATM에서는 혈액으로 흡수되는 영역이 다양하므로 기존의 위장관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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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HATM의 소화관 영역 간 전이계수 (/day)

(Transfer coefficients (per day) between HATM regions)

Region 3 month 1 year
5-15 

years
Adult Male

Adult 

Female

Mouth

Solids - 5760 5760 5760 5760

Liquids 43,200 43,200 43,200 43,200 43,200

Total Diet 43,200 7200 7200 7200 7200

Oesophagus 

(fast)

Solids - 10,800 10,800 10,800 10,800

Liquids 21,600 17,280 17,280 17,280 17,280

Total Diet 21,600 12,343 12,343 12,343 12,343

Oesophagus 

(slow)

Solids - 1920 1920 1920 1920

Liquids 2880 2880 2880 2880 2880

Total Diet 2880 2160 2160 2160 2160

Stomach

Solids - 19.2 19.2 19.2 13.71

Caloric 

Liquids
19.2 32 32 32 24

Non-Caloric 

Liquids
144 48 48 48 48

Total Diet 19.2 20.57 20.57 20.57 15.16

Small 

Intestine
6 6 6 6 6

Right Colon 3 2.4 2.182 2 1.5

Left Colon 3 2.4 2.182 2 1.5

Rectosigmoid 2 2 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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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던 흡수분율(fractional absorption), f1 값 대신 fA 값을 도입하였다. fA 값은 

구강을 통해 섭취된 물질이 모든 소화관 영역을 통해 흡수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2-1)

여기서 fi은 소화관 내 흡수가 일어나는 i번째 격실에서의 흡수분율을 의미한다. 또

한 각 영역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전이율은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2-2)

여기서 fB,i는 i번째 흡수격실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전이율, fi+1,i는 i번째 흡수

격실에서 그 다음 흡수격실로의 전이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OIR part 2, 3에 

제시된 핵종들의 경우, 각 영역에서의 흡수율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지 않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 기존 위장관 모델에서와 같이 모든 흡수는 소장에서만 이뤄진다고 

가정한다.

나. 신 소화기모델의 적용

앞서 분석된 HATM을 실제로 적용하여 잔류/배설함수 예비산출과 50년간 붕괴

수 (U50)을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산출 대상 핵종으로는 90Sr을 선정하

였으며 산출 조건은 아래 표 2-2와 같다. 흡수분율(fA)의 경우 ICRP에서 기본값으

로 권고하는 0.3을 사용하였으며 연령군은 성인남성, 음식물유형은 총 식이를 가정

하였다.

우선 HATM을 적용하여 취식섭취 후 100일까지 전신 잔류함수와 일일 대변 배

설함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존의 위장관 모델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였다(그림 

2-2). HATM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 후 설명할 잔류함수 산출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기존 모델을 적용한 경우는 IMBA 코드[2.9]를 이용해 산출하였다. 비교 

결과 전신잔류의 경우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일일 대변 배설함수의 경우 

구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Sr의 fA 값이 0.3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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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HATM을 적용한 예비산출 조건

(Preliminary calculation condition using HATM)

Nuclide 90Sr

Intake Route Ingestion

fA (f1) 0.3

Age Adult Male

Food Type Total Diet

그림 2-2. 위장관 모델 및 HATM 적용 시 잔류 및 배설함수 비교

(Comparison of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 between GI 

tract model and H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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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작아 소화기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fA 값이 1에 가까

운 핵종의 경우 소화기 모델 변경으로 인한 일일 대변 배설함수의 영향은 거의 없

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산출조건에서 HATM 소화기 격실 별 50년간 붕괴 수 U50을 

산출하고 ICRP 간행물 100의 산출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U50은 아래

의 식과 같이 격실모델을 해석하여 얻어진다[2.10].

                          
                     (2-3)

여기서 U50은 선원조직 S에서의 50년간 총 붕괴수, [A]-1는 전이율 행렬 [A]의 역

행렬, I는 행렬 A와 같은 크기를 가지는 단위행렬 (identity matrix), 그리고 [q0]는 

초기값 배열을 의미하며 영유아의 경우 50년 대신 70세까지의 기간을 사용한다. 

[q0]에 방사능이 들어가는 경우 λ는 년을 초 단위로 환산을 위한 86,400이 되며 [q0]

에 핵종수가 들어가면 λ는 붕괴상수가 된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와 

ICRP 간행물 100에서 계산된 결과는 표 2-3과 같으며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ICRP 간행물 100에서는 기존의 위장관 모델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특이 케이스

에 대한 예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카드뮴의 치아잔류, 철의 소장 벽 잔류가 포

함된다. 카드뮴의 경우 치아로의 흡취분율(fractional uptake) fteeth는 취식한 카드뮴

의 2×10-3이며 잔류에 대한 반감기는 7일로 가정한다. 이런 경우, 모델의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사용한다. 첫째로 흡취분율 fteeth만큼 치아에 즉

시 침적된다고 가정하며 둘째로는 치아로부터 제거되는 방사능은 즉시 느린 전이

를 나타내는 식도격실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그림 2-3과 같

은 격실모델을 구성하여 155Cd 취식섭취에 대한 전신잔류함수와 일일 대변 배설함

수를 산출하였고 치아잔류의 영향을 보기 위해 치아잔류 없이 산출된 함수와 비교

하였다(그림 2-4). 비교 결과 영향이 매우 미비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치아에 잔

류하는 양이 매우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예제는 철에 대한 소장 벽 잔류이다. 성인에 대해 용해성 철을 취식한 

경우 소장에서 0.4의 흡수분율을 갖으며 0.2는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며 0.2는 3일의 

반감기를 갖고 소장 벽에 머물다가 소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소장과 소장 

벽 사이이 재순환 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그림 2-5와 같은 모델을 도입하였다. 

소장으로부터 혈액으로의 0.2의 흡수분율은 즉시 일어난다고 가정하며 소장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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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하는 방사능은 3일의 반감기를 갖고 바로 우측결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선량계산에 있어 매우 작은 차이만을 유발한다. 소장 벽 잔류의 영

향을 보기 위해 59Fe의 취식섭취 시 전신 잔류함수와 일일 대변 배설함수를 산출하

였고 소장 벽 잔류 없이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그림 2-6). 비교 결과 일일 대

변함수의 경우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전신 잔류함수의 경우도 다소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화기 벽 내 잔류에 대한 정보가 가용한 경

우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90Sr 취식 섭취 시 소화관 장기별 U50 산출결과 비교

(Comparison of U50 calculation result in each alimentary region for 

ingestion of 90Sr)

Region Oral Cavity
Oesophagus 

(Fast)

Oesophagus 

(Slow)
Stomach

ICRP 100 12 6.3 4 4.2E+03

This Study 12 6.3 4 4.2E+03

Region Small Intestine Right Colon Left Colon Rectosigmoid

ICRP 100 1E+04 3.3E+04 3.3E+04 3.3E+04

This Study 1.008E+04 3.312E+04 3.312E+04 3.312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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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카드뮴 치아잔류에 대한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for teeth

retention for cadmium)

그림 2-4. 카드뮴 치아잔류에 따른 잔류 및 배설함수 비교

(Comparison of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 by 

cadmium retention on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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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철의 소장 벽 잔류에 대한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for small intestine

retention for iron)

그림 2-6. 철 소장벽 잔류에 따른 잔류 및 배설함수 비교

(Comparison of retention and excretion function by iron

retention on small intestin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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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IR 분석 및 적용체계 구축

가. 수정된 호흡기 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는 ICRP 간행물 103 권고의 방호체계를 따르는 새로운 방사성핵종 

섭취 모델들을 분석 및 해석하여 내부피폭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ICRP에서는 기존의 내부피폭 평가모델과 인자를 대체하는 OIR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보고서 part 1, 2, 3를 곧 간행할 예정이

다. part 1에서는 모든 핵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소화기 모델 및 호흡기 

모델을 제공하며 ICRP 간행물 103의 선량계산 체계를 권고한다. 또한 기존의 

ICRP 간행물 38[2.11]을 대체하는 간행물 107[2.12]의 핵종정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

다. part 2, 3에서는 핵종별 관련인자와 전신 생리역동학 모델을 제공한다. Part 1에

서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새로운 소화기, 호흡기 모델 

및 핵종정보이며 이 중 새로운 소화기 모델인 HATM은 앞서 분석이 완료되었으므

로 새로운 호흡기모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핵종정보의 경우 별도의 분석 없

이 ICRP 간행물 107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사용하였다.

ICRP 간행물 66[2.13]에서 개발된 호흡기 모델(Human Respiratory Tract Model, 

HRTM)은 ICRP 68[2.14], 71[2.15] 및 72[2.16] 보고서의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선량환

산계수 산출 시 이용된 모델이다. 또한 ICRP 간행물 78[2.17]의 생체검정 함수 산출 

시에도 사용되었다. OIR에서는 ICRP 간행물 66 간행 이후의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HRTM을 수정한 호흡기 모델을 새로 제공한다.

OIR에서 수정된 호흡기 모델의 격실은 기존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ET1, ET2, 

LNET, BB, bb, AI 및 LNTH 영역으로 나뉜다(그림 2-7). 그러나 신 소화기모델

(HATM)과의 일관성을 위해 구강경로(oral passage)는 ET2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 그러나 구강을 통해 흡입되어 ET영역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은 후두에만 침적

된다고 간주되므로 실질적으로 모델해석을 통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침적(Deposition)

호흡기를 통해 침적되는 물질은 크게 에어로졸과 가스/증기 형태로 나뉜다. 이 

중 에어로졸의 호흡기 내 침적은 ICRP 간행물 66의 침적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

다. ICRP 간행물 66에서는 이 모델을 이용하여 0.6 nm부터 100 μm까지 에어로졸 

크기 별로 호흡기 영역별 침적분율(fractional deposition)을 계산하여 제공한다.

OIR에서도 ICRP 간행물 66의 에어로졸에 대한 침적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흉외영역(ET, extrathoracic) ET1과 ET2의 침적분율을 수정하였다. ET1에 침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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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HRTM에서 정의된 호흡기 영역

(Respiratory tract regions defined in the 

Human Respiratory Tract Model)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는 다시 공기 중으로, 일부는 ET2로 이동한다. 

그러나 ICRP 간행물 66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ET1에서 ET2로 물질이 이미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여 실제 침적분율보다 ET2에 물질이 많이 침적되는 단순 모

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험결과들을 통해 ET1에서 ET2로의 물질이동 정

보가 가용하게 되었으며 실제 침적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OIR에서는 새로

운 ET영역에서의 침적분율 계산하기 위해 기존 HRTM에서 계산된 ET1과 ET2 침

적분율을 합한 후 ET1에 65 %, ET2에 35 %를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작업자

의 방사성물질 흡입의 경우, 코로 흡입하는 성인 남녀가 가벼운 작업을 하는 경우

를 기준대상으로 정의하지만 침적의 경우는 기준 성인남성만을 기준대상으로 정의

하여 계산한다. 작업장에 대한 AMAD (Activity Median Aerodynamic Diameter)

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5 μm를 기본값으로 사용한다. 표 2-4는 작업장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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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인 5 μm AMAD에 대한 HRTM 침적분율과 수정된 HRTM에서의 침적분

율 보여준다. 

에어로졸의 경우는 호흡기 영역별 침적분율이 입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지만 가스와 증기 흡입 시에는 입자의 크기가 아닌 전적으로 화학형, 즉 물

질의 용해성과 반응성에 의해 침적분율이 결정된다. OIR에서는 기존의 SR-0, -1, 

-2의 분류체계를 없애고 핵종별로 침적분율을 제공한다(hydrogen, carbon, 

sulphur, iodine 포함). 가용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ET2에 20 %, BB에 10 %, bb

에 20 %, AI에 50 %가 침적되며 F 유형의 흡수인자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2) 제거: 입자이동 (Clearance: particle transport)

호흡기 내에 침적된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호흡기 격실로 이동하는 

입자이동(particle transport)과 혈액으로 이동하는 흡수(absorption)를 통해 제거된

다. 

ICRP 간행물 66에서는 그림 2-8과 같은 모델을 통해 입자이동에 의한 제거를 

해석하였으며 격실 간 입자이동속도는 물질의 종류와 무관하다고 가정하였다. 

ICRP 간행물 66 이후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보다 신뢰성 있는 입자이동에 대한 

인자들이 가용하게 되었고 OIR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그림 2-9와 수정된 입자이동 

모델을 새로 권고한다. 흉외영역의 경우 앞서 침적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ET1에서 

ET2로의 물질 이동이 가능하도록 모델이 수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 중으로만 

방출되던 ET1 내 물질이 ET2를 통해 소화기 및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선량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흉부(thoracic)영역에서는 기존에 3개 영역으로 나뉘던 AI 격실이

표 2-4. 5 μm AMAD 에어로졸 흡입 시 호흡기 내 침적분율

(Fractional deposition in respiratory tract for inhalation of 5 μm 

AMAD aerosol)

Fractional Deposition (%) 

 Original HRTM (ICRP 66) Revised HRTM (OIR)

ET1 33.85 47.94

ET2 39.91 25.82

BB 1.776 1.78

bb 1.103 1.10

Al 5.319 5.32

Total 81.96 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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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HRTM에서의 입자제거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representing particle transport in the HRTM)

그림 2-9. 수정된 HRTM에서의 입자제거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representing particle transport in

the revised HR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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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로 단순화되었으며 느리게 제거되는 물질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했던 BB2와 

bb2 격실이 제외됐다. ETseq, BBseq 및 bbseq 격실에는 각각 ET2, BB 및 bb 격실에 

침적된 물질의 0.2 %가 침적된다고 가정한다. 

(3) 제거: 혈액으로의 흡수 (Clearance: absorption to blood)

호흡기 내에 침적된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이동과 동시에 혈액으로 흡

수된다. 혈액으로의 흡수는 침적된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징에 의존한다. HRTM과 

수정된 HRTM 모두 호흡기 영역 내(림프노드 포함)에서 동일한 흡수율을 가지며 

ET1에서는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ICRP 간행물 66에서는 침적된 물

질의 흡수를 해석하기 위해 그림 2-10 및 2-11과 같은 격실모델을 제공한다. 그림 

2-10의 모델은 ICRP 간행물 66에서 기본모델로 사용되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흡수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Particles in transformed state‘ 격실을 설정하였다. 

그림 2-11의 모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흡수율을 고려하지는 못하지만 보다 단

순하며 직관적인 특징을 보인다. OIR에서는 시간에 따라 흡수율이 변하는 경우가 

uranium aluminide와 같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림 2-11

을 기본 흡수모델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OIR에서는 그림 2-11의 흡수인자인 fr, sr 

및 ss를 제공하며 그림 2-10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흡수인자들을 아래 식을 

이용하여 변환한다.

sp=ss+fr(sr-ss)

                            sp=(1-fr)(sr-ss)                      (2-4)

st=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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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ICRP 간행물 66의 기본 흡수모델

(Default absorption model in ICRP publication 66)

그림 2-11. OIR의 기본 흡수모델

(Default absorption model in 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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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 간행물 66에서는 모든 원소들을 Type F, M, S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

는 흡수인자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흡수관련 실험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입자제거율에 근거한 것이다. ICRP 간행물 66 이후로 핵종별 흡수관련 

실험결과가 충분해짐에 따라 OIR에서는 정보가 가용한 경우 핵종 및 화학형별 고

유인자를 제공한다. 고유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Type F, 

M, S 별 흡수인자 기본값을 사용하지만 이는 정보가 가용한 핵종에 대한 흡수인자

에 근거하므로 표 2-5와 같이 기존의 기본 값과 매우 상이한 값을 갖는다. 

OIR에서는 흡수유형(F, M, S)을 판단할 때 급성섭취 후 30일 동안 혈액으로 흡

수된 양이 0.069 d-1의 일정한 흡수율로 같은 기간 동안 흡수된 양보다 많은 경우 

Type F를, 180일 동안 흡수된 양이 0.001 d-1의 일정한 흡수율로 같은 기간 동안 

흡수된 양보다 적은 경우 Type S를 부여하며 특별한 정보가 없는 경우 Type M을 

부여한다.

나. OIR 모델을 이용한 잔류함수 산출 모듈 개발

섭취 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는 종사자의 전신, 갑상선, 폐, 소변, 대변 등의 생체

검정 시료 측정결과로부터 종사자의 섭취량을 추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다. 이러한 함수를 산출하는 과정은 수학적 기법이 포함된 다소 복잡하고 반복적

인 절차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한다. 기존에 이러

한 함수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IMBA와 같은 코드들이 있지만 기존 모델들을 이용

한 함수산출만 가능하며 OIR 모델을 적용한 함수 산출에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IR 모델을 적용하여 섭취 잔류함수와 배설함수를 산출할 수 있는 

컴퓨터 계산모듈을 개발하였다. 계산모듈 개발에는 C++ 언어를 사용하였다. 

(1) 잔류함수 산출 방법론

섭취 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는 격실모델을 선형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해 해석하

여 얻을 수 있다. 격실모델에서는 체내 장기 및 조직들을 각각 독립적인 격실로 간

주고 격실 간 물질이동을 전이계수(transfer coefficient) 또는 전이율(transfer 

rate), r (d-1)을 통해 기술한다. 격실모델에서 i번째 격실 내 방사성핵종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아래와 같은 평형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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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흡수유형 별 기본 흡수인자 변경 (HRTM 수정된 HRTM)

(Change of default absorption parameters for each absorption type)

Absorption Type
F

(Fast)
M

(Moderate)
S

(Slow)

Fraction of rapid dissolution fr 1 0.1 0.2 0.001 0.01

Approx. dissolution rate:

rapid sr (d-1) 100 30 100 3 100 3

slow ss (d-1) - 0.005 0.0001

Fraction to bound state, fb 0 0 0

여기서 qi는 i번째 격실 내 방사성핵종의 양, rij는 격실 j에서 i로의 전이율을 의

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격실 개수만큼의 연립미분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며 이 연

립미분방정식은 선형대수를 이용해 해석된다. 이를 위해 우선 연립미분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행렬로 정의한다.

                 





 
⋮
 




  

⋯ 
⋮ ⋱ ⋮
⋯

  






⋮





                 (2-6)

그리고  
 



와 같이 행렬 A의 대각 원소들을 정의하면 위의 연립미분방

정식을 아래와 같이 간단한 행렬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행렬 A

는 전이율 행렬이라 불린다.

                                                       (2-7)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반해를 얻을 수 있다[2.1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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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0는 초기값 배열을 의미하며 흡입의 경우 초기 침적분율, 취식섭취의 경

우 최초 섭취 격실을 초기값으로 사용한다. 취식섭취의 경우 기존의 ICRP 간행물 

30의 위장관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는 위(stomach)가 최초 섭취 격실이 되지만 

ICRP 간행물 100의 HATM의 경우 구강이 최초 섭취 격실이 되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얻은 q(t) 배열은 각 격실의 시간 t에서의 방사능 값을 포함하며 이 배열을 

사용해 사용자가 필요한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게 된다. 소변이나 대변시료의 

경우 특정 t시간에서의 값이 아닌 하루 동안 모인 시료 내 방사능 값을 이용하므로 

아래 식과 같이 일일 배설함수를 산출한다. 여기서 qe(t)는 일일 배설함수를 의미하

며 배열이 아닌 소변 또는 대변 격실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2-9)

만성섭취의 경우는 섭기간 동안 섭취와 체내 거동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잔

류 및 배설함수 산출이 급성섭취의 경우보다 다소 복잡하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섭

취율 f(t)로 연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는 경우 체내 잔류랑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2-10)

섭취율 f(t)의 형태에 따라 식 2-10의 적분 가능성이 결정되나, 섭취율 f(t)가 일

정한 경우는 아래 식과 같이 해석적으로 적분이 가능하다[2.10].

            
    

    ≤ 

    
     

        (2-11)

여기서 T는 섭취 기간이며 t는 섭취 후 경과 시간을 의미한다. 식 2-11을 통해 

q(t) 배열을 얻으면 이후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는 과정은 급성섭취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전이율 행렬 및 초기값 배열 산출 모듈 개발

OIR 모델을 이용한 잔류함수 산출 모듈은 크게 전이율 행렬 및 초기값 배열 생

성모듈(matrix_creator)과 잔류함수 산출 모듈로 나뉜다. 전이율 행렬, [A]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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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배열 [q0]는 섭취 유형 및 함수 유형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므로 함수 

산출 시 가장먼저 작동되는 모듈이다. 전이율 행렬을 구성하기 위해선 격실모델과 

격실 간 전이율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듈에서는 그림 2-12와 같이 텍

스트파일로 작성된 격실 간 전이율을 불러와 전이율 행렬을 구성한다. 격실모델은 

크게 호흡기모델, 소화기모델, 전신 생리역동학 모델로 구성되며 각각 텍스트파일

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별

도의 전이율 텍스트파일 작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OIR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소화기 및 전신생리모델 전이율 텍스트파일을 내장하였다. 텍스트파일 내 모든 전

이율은 일(day) 단위로 입력된다. 

호흡기 격실에서의 물질 이동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입자이동과 혈액으로의 흡

수이다. 입자이동의 경우 물질과 무관하게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OIR에서 제공하

는 전이율 값을 미리 내장할 수 있으나 혈액으로의 흡수는 핵종 및 화학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값을 내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모듈에서는 호흡기 흡수인자인 

sr, ss 및 fb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관련된 전이율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HATM의 경우 소화기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비율인 fA에 의해 혈액

으로의 전이율이 결정된다. ICRP 간행물 30 위장관 모델과 달리 소장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흡수도 가능하지만 OIR part 1, 2에서 제공하는 핵종의 경우 소장 이외

의 영역에서의 흡수를 고려하는 핵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에 사용하던 f1과 동

일한 개념으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 소장에서 혈액으로의 전이율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다. 향 후 소장 외 영역에서의 흡수정보가 가용한 경우 이를 반

영할 계획이다.   

                         

 
                       (2-12)

여기서 λSI,B는 소장에서 혈액으로의 전이율, λSI,RC는 소장에서 우측결장으로의 전

이율, fA는 흡수분율을 의미한다. 

전이율 행렬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붕괴상수는 반감기로부터 계산된다. 본 모

듈에서는 핵종별 반감기를 일(day) 단위로 ‘halflife’ 텍스트파일에 미리 입력해 두

었으며 사용자가 핵종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이 텍스트파일에 핵종명과 반감기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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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텍스트 파일 기반의 격실모델 전이율 입력

(Transfer rate input of compartment

model based on tex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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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 배열, q0는 섭취경로에 따라 달라지며 본 모듈에서는 에어로졸 흡입

(inhalation), 증기/가스 흡입(gas/vapor), 취식섭취(ingestion), 주사섭취(injection)

를 고려한다. 에어로졸 흡입의 경우 ET1, ET2, ETseq, BB, BBseq, bb, bbseq, ALV 격

실의 침적분율이 초기값 배열 q0를 구성하며 침적분율은 AMAD에 의해 결정되므

로 모듈에서 AMAD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는다. 흡입된 에어로졸 중 일부는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며 나머지는 느리게 흡수되므로 호흡기 격실은 각각 두개

의 독립된 격실을 갖게 되며 fr 인자를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아 두 격실에 나뉘는 

비율을 결정한다. 증기/가스 흡입의 경우 AMAD와 무관하며 각 핵종별 화학형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흡수인자 이외에 각 화학형에 해당하는 ET1, ET2, BB, bb, 

AI 침적분율을 사용자가 따로 입력해주어야 한다. 증기/가스 화학형 중 Type V의 

흡수유형을 갖는 화학형은 침적되는 즉시 혈액으로 흡수되므로 영역별 침적분율 

대신 총 침적양만 입력하게 된다. 입력된 총 침적양은 혈액격실의 초기값으로 사용

된다. 취식섭취의 경우는 물질의 종류와 무관하게 항상 구강(oral cavity)격실이 초

기 격실이 되므로 구강격실에 1 Bq이 초기 값으로 입력된다. 주사섭취의 경우 혈

액으로 바로 물질이 주입되므로 혈액격실에 1 Bq이 초기 값으로 입력된다. 각 섭

취경로 별 사용자 입력값을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 전이율 행렬 및 초기값 배열 산출 모듈(matrix_creator)

은 전이율 행렬(A), 초기값 배열(q0), 격실목록 배열 및 붕괴상수(d-1)를 출력하며 

이 출력값들은 잔류/배설함수 산출 모듈의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3) 잔류/배설함수 산출모듈 개발

잔류/배설함수 산출 모듈에서는 앞서 matrix_creator 모듈에서 생성된 출력값들

을 이용하여 필요한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한다. 산출되는 함수는 전신(whole 

body), 폐(lung, 흡입 시), 갑상선(thyroid, 해당 시) 잔류함수와 일일소변(daily 

urine), 일일대변(daily feces) 배설함수이다. 

급성섭취의 경우 잔류/배설함수는 앞서 식 2-8과 같이    을 계산

하여 산출된다. 여기서 e[A]는 아래와 같이 Taylor 급수형태로 전개하고 일정 지점

에서 절삭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서 [I]는 A 행렬과 크기가 같은 단

위행렬을 의미한다.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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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충분히 오차가 작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많은 수의 급수전개를 진행하여

야 하므로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선형대수적 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Pade 근사 

방법[2.19]이다 이 방법은 행렬연산에 특화된 MATLAB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본 모듈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C언어에서는 Pade 근사 방법

을 이용하는 행렬 exponential 연산 함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A 행

렬을 입력값으로 넣으면 A의 행렬 exponential을 출력하는 expm모듈을 작성하였

다. expm 모듈 작성 시 행렬의 곱 연산을 위해 Intel Kernel Library[2.20]의 dgemm 

함수를 별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별도의 알고리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행렬

의 곱 연산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표 2-6. 섭취 경로 별 관련 입력 인자

(Input parameters for each intake route)

Intake Route Parameters

Aerosol Inhalation
AMAD, Absorption Parameter (fr, sr, ss, fb), 

Fractional Absorption (fA)

Gas/Vapor Inhalation
Absorption Type, Absorption Parameter (fr, sr, ss, fb), 

Fractional Absorption (fA)

Ingestion Fractional Absorption (fA)

Injection -

expm 모듈을 이용해    를 계산하면 q(t) 배열을 얻게 된다. q(t)는 

섭취 후 t 시간 경과했을 때의 모든 격실 내 방사능 값을 포함하므로 표 2-7과 같

이 이를 산출하고자 하는 잔류 또는 배설함수에 맞게 합치는 과정이 모듈 내 포함

되었다. 일일 소변 및 대변 배설함수는 식 2-9와 같이 산출된다. 만성섭취의 경우

도 앞선 식 2-11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산출된다. 모듈 개발의 용이성을 위해 급성

섭취와 만성섭취에 대한 모듈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급성섭취는 

‘IRF_calculator_acute’, 만성섭취는 ‘IRF_calculator_chronic’ 모듈을 이용해 함수를 

산출한다. 사용자는 함수가 산출될 최대 시간과 산출 간격을 입력하고 텍스트 파일 

형식의 산출결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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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잔류/배설함수 별 해당격실

(Corresponding compartment for each retention/excretion function)

Retention/Excretion Function Corresponding Compartment

Whole Body
All compartments except environment, 

excreta compartments

Lungs AI, BB, bb LNth

Thyroid Thyroid compartment

Urine Urine compartment

Feces Feces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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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IR Part 2,3 핵종 분석 및 잔류함수 산출

OIR 보고서 Part 2, 3에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내부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일

부 핵종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이는 작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화학형의 

종류를 비롯하여 흡입 및 취식 섭취에 관련한 인자, 체내 생리거동 및 생리역동학 

모델 등을 포함하며 핵종 정보의 근거가 되는 핵종별 실험 연구 결과를 자세히 기

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IR part 2, 3의 핵종 중 종사자의 내부피폭을 빈번하게 발

생시키는 9개의 주요 핵종을 선별하여 흡수 인자 및 생리역동학 모델을 비롯한 핵

종별 정보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피폭 평가를 위한 핵종

별 잔류함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핵종에는 H, C, P, Co, Sr, Tc, I, Cs, 

U이 포함되며 OIR part 2, 3의 기타핵종들에 관한 정보는 부록에서 별도로 수록하

였다.

(1) HYDROGEN (Z=1)

 (가) 핵종 분석

Hydrogen은 대부분의 다른 원소들과 화학적으로 반응이 가능한 핵종으로서 그 

중 tritium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작업장 내에서 존재하는 주요 화학형은 

hydrogen gas(elemental tritium), tritiated water(HTO), methane, metal tritide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tritium의 흡입을 통한 섭취에 관해서는 가스 및 증기 

형태의 실험 정보가 가용하며 유기물 형태나 입자 형태로의 흡입에 관한 실험 연

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Tritium은 작업장 내에서 가스 및 증기 또는 입자형태로 흡

입되기도 하지만 가스 및 증기형태가 일반적이므로 OIR에서는 흡입 형태에 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가스/증기 형태를 가정한다. 가스 및 증기형태의 삼중수

소 흡입 시 OIR에서 제공한 침적 및 흡수에 관한 인자는 표 2-8에 나타내었다.

소화기로 섭취된 tritium 중 생체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tritium(OBT)의 경

우 흡수가 상당히 느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OIR에서는 HTO와 OBT 모두 fA 값

을 1로 적용한다. 하지만 metal tritides와 luminous paints 등 상대적으로 비가용성 

화학형으로 섭취되는 tritium의 경우 실험 연구 자료를 근거로 fA값은 0.1로 적용한

다. 입자형태로 흡입되거나 취식을 통해 섭취된 tritium에 관한 흡수 인자는 표 2-9

와 같다.



- 144 -

표 2-8. 가스/증기 형태의 tritium 흡입에 대한 침적 및 흡수 인자

(Deposition and absorption for gas and vapour compounds of tritium)

Chemical 
form/origin

Percentage deposited Absorption
Systemic 
modelTotal ET1 ET2 BB bb AI Type fA

HTO 100 0 20 10 20 50 V - HTO

HT 0.01 0 0.002 0.001 0.002 0.005 V - HTO

Tritiated methane
(CH4-xTx)

0.1 0 0.02 0.01 0.02 0.05 V - HTO

Unspecified
organic forms

100 0 20 10 20 50 F 1.0 OBT

Unspecified 100 0 20 10 20 50 F 1.0 HTO

표 2-9. 입자 형태의 tritium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particulate forms of tritium 

and for ingested tritium)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

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on
Type

Assigned forms

F - 1 100 - 1

M
Glass fragments; luminous 
paint; titanium tritide; 
zirconium tritide; all unspecified 
compounds

0.2 3 0.005 0.2

S Carbon tritide; hafnium tritide 0.01 3 1x10-4 0.01

Ingested materials

Soluble forms (as assigned to Type F for 
inhalation)

- - - 1

Relatively insoluble forms (Type M and S) -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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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O 형태로 혈액으로 흡수된 tritium은 체내 물과 빠르게 섞여 1시간 내에 체

내 물의 tritium 농도가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일부 HTO는 체내에서 유기적

으로 결합하여 OBT로 되는데 OBT는 일반적으로 HTO보다 대사회전율이 느리다. 

동물 및 사람 대상의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tritium의 전신잔류는 3개의 지수 합으

로 묘사되는데 10일, 30~40일, 수백일의 반감기를 가지고 잔류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OBT로 섭취된 tritium는 체내 유기적 성분에 포함되거나 산화되어 HTO 형

태로 체내 물속으로 흡수된다. OBT에 관한 생리역동학 정보는 아직 충분치 않으

며 tritium와 결합한 물질에 따라 체내 잔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HT로 

흡입된 경우 0.01%만 혈액으로 흡수되어 HTO로 산화되고 나머지는 호기를 통해 

빠르게 체외로 배출된다고 가정한다. 방출에너지가 낮아 피부 기저층까지 도달하

지 못하므로 대부분 폐에서 피폭된다.

ICRP 간행물 56에서는 HTO의 체내 잔류에 대해 2개의 지수함수(생물학적 반

감기 10일(97%), 40일(3%)) 합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OIR에서는 HTO에 대한 생

리역동학 모델을 blood, extravascular body water, organically bound tritium이 포

함시킨 recycling 가능한 모델로 채택하였다. 혈액으로 흡수된 HTO의 대부분은 생

물학적 반감기 10일로 잔류하며 일부는 체내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40일과 

1년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가진다. 체외 배출 경로는 ICRP 간행물 89[2.21]의 인체 물 

평형 기준 값을 바탕으로 소변 55%, 대변 4%, 날숨 12%, 피부를 통한 배출 29%로 

분할된다. OIR에서 제공한 HTO의 생리역동학 모델은 그림 2-13과 같다.

  한편 OBT의 개별 생리역동학 격실모델은 가용하지 않아 그림 2-14와 같이 HTO

의 모델을 수정 적용한다. 혈액으로 흡수된 OBT 중 50%는 40일의 생물학적 반감기

를 가지는 OBT-1 격실로 즉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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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OIR에서 사용된 삼중수소수(HTO)의 생

리역동학 모델

(Structure of the model for tritium

entering the systemic circulation as HTO)

그림 2-14. OIR에서 사용된 유기결합삼중수소(OBT)

의 생리역동학 모델

(The default model for tritium entering

the systemic circulation as O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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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류함수 산출

Tritium의 내부피폭 선량은 체내 물속의 tritium 농도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이

용하여 일일 소변배설함수가 아닌 소변 시료 내 tritium 농도로 평가한다. 소변배설

함수는 기존의 값과의 비교를 위해 IMBA(ver 4.0.25)에서 산출한 값과 함께 나타

내었으며 증기형 HTO의 흡입에 대한 소변 내 tritium 농도는 그림 2-15와 같이 거

의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또한 OIR에서는 입자형태로 흡입된 tritium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가 없을 시 흡수유형 M을 기본 값으로 권고하였고 소변 내 농도는 그림

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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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증기형 HTO 또는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3H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HTO vapour or 

particulate forms of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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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RBON (Z=6)

(가) 핵종 분석

여러 가지 동위원소 중 방사선 방호에서는 11C와 14C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11C는 짧은 반감기를 가지며 511 keV의 소멸 방사선을 발생시키므로 내부피

폭 보다는 외부피폭의 위험도가 높다.

탄소 화합물의 흡입 섭취의 경우 가스 및 증기 형태의 흡입과 입자 형태로의 흡

입 모두 흔하게 발생하므로 흡입형태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50%는 입자형태로, 

50%는 가스 및 증기 형태로 흡입한 것으로 가정한다. 특별한 정보가 없을 시 방사

성 탄소가 결합된 유기화합물의 취식 섭취는 ICRP 30과 마찬가지로 소화기에서 

혈액으로 완전하게 흡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즉, fA=1). 가스 및 증기 형태의 탄소 

화합물 흡입에 관한 침적 및 흡수분율 정보는 표 2-10, 입자성 탄소 화합물의 흡입 

및 취식 섭취에 관한 정보는 표 2-11과 같다.

표 2-10. 가스/증기 형태의 carbon 흡입에 대한 침적 및 흡수 인자

(Deposition and absorption for gas and vapour compounds of carbon)

Chemical 
form/origin

Percentage deposited Absorption

Systemic 
modelTotal ET1 ET2 BB bb AI Type fA

Carbon monoxide (CO) 40 0 8 4 8 20 V (f) CO

Carbon dioxide (CO2) 100 0 20 10 20 50 V (f) CO2

Methane (CH4) 0.1 0 0.02 0.01 0.02 0.05 V (f) Methane

Unspecified organic 
compounds

100 0 20 10 20 50 F 1.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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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입자 형태의 carbon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particulate forms of carbon and 

for ingested carbon)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on
Type

Assigned forms

F Barium carbonate 1 100 - 1

M
All unspecified forms 0.2 3 0.005 0.2

S
Elemental carbon, carbon 
tritide

0.01 3 1x10-4 0.01

Ingested materials

All chemical forms 1

ICRP 30 또는 71 등 carbon의 생리 거동에 대해 언급한 간행물에서는 혈액으로 

흡수된 carbon 화합물은 전신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화학형태에 

따라 전신 잔류 반감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OIR에서는 섭취한 carbon

의 화학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체내 거동과 체내 잔류시간을 고려하여 탄

소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생리역동학 모델을 제공한다.

Carbon monoxide의 경우는 ICRP 간행물 30과 71에 제시된 침적분율과 잔류반

감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흡입된 carbon monoxide 중 40%는 즉시 혈액으로 흡

수되어 헤모글로빈에 결속되며 나머지 60%는 날숨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Carbon monoxide는 생물학적 반감기 200분으로 폐를 통해 혈액에서 체외로 배출

된다.

한편, 혈액으로 흡수된 Carbon dioxide나 Bicarbonate의 생리역동학 모델은 보

다 더 구체적인 격실을 포함한 Leggett(2004)[2.22]의 모델을 간단하게 수정하여 적

용하였다. 혈액 격실(Blood 2)과 이동경로를 추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방사선 방호

에 덜 중요한 격실들을 감소시켜 Leggett의 모델을 간소화하였다. 이 모델에서 혈

액으로 흡수된 탄소 중 일부는 제거 반감기에 따라 4개의 연조직 격실로 이동하며 

일부는 뼈나 소화기로 이동한다. 그 외 나머지 탄소는 날숨, 피부, 소변 등을 통해 

체내에서 제거된다. OIR에서 사용된 carbon dioxide 또는 bicarbonate의 생리역동



- 150 -

학 모델은 그림 2-16과 같다.

그림 2-16. OIR에서 사용된 carbon dioxide 또는 bicarbonate의

생리역동학 모델

(Structure of the systemic model used in OIR for

carbon taken into the body as carbon dioxide or

bicarbonate)

또한 methane 형태로 흡수된 carbon의 경우 50%는 Carbon dioxide의 생리역동

학 모델에 따라 거동하며 나머지 50%는 Generic model을 따라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에서 언급된 형태 이외의 carbon 화합물에 대해서는 그림 2-17과 같은 

일반 생리역동학 모델(generic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carbon 화합물이 

체내에 흡수되어서 체내 조직에 의해 생성되는 carbon dioxide의 생리거동을 묘사

하기 위해서 그림 2-16의 carbon dioxide의 생리역동학 모델을 예하모델로 포함하

고 있으며 제거 속도에 따라 체내 조직을 두개의 격실로 구분하였다. 체내 조직에

서 생성된 carbon dioxide는 carbon dioxide의 생리역동학 모델 내 Blood 1 격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generic model의 격실별 전이율은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어세이 데이터가 가용한 경우 개별적으로 산출해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 151 -

그림 2-17. OIR에서 사용된 radiocarbon 화합물의 일반 생

리역동학 모델

(Generic structure for radiocarbon labelled

substances used in 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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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류함수 산출

Carbon 생리역동학 모델의 기본 값이 되는 일반 모델(generic model)을 이용하

여 산출한 입자 또는 가스/증기로의 흡입과 취식 섭취에 관한 14C 소변 배설함수는 

그림 2-18 내지 그림 2-20과 같다. 배설함수 산출에는 앞서 설명된 carbon 섭취에 

관한 인자들의 기본(default) 값을 사용하였다. OIR에서 제시된 carbon의 생리역동

학 모델은 과거의 모델과 달리 구체적인 격실을 사용하여 체내에서 생성되는 CO2

의 생리거동을 별도로 묘사함으로써 잔류함수의 큰 차이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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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14C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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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가스/증기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14C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gas/vapour of particulate forms of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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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취식 섭취에 따른 14C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14C)



- 154 -

(3) PHOSPHORUS (Z=15)

(가) 핵종 분석

Phosphorus는 다양한 원소들과 화학적으로 유기결합 및 무기결함이 가능하며 

pH에 따라 형태가 다른 phosphate가 가장 흔한 화학형이다(e.g. HPO4
2-,PO4

3-). 이

외에도 oxide, hydride, halide, phosphide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화학형으로 존재한다.

흡입된 phosphorus의 체내 거동에 관한 연구는 phosphate에 대해 수행된 몇몇

의 자료가 가용하며 흡입에 관한 인자는 표 2-12에 기술되었다.

취식 섭취의 경우 phosphorus는 주로 무기인산(inorganic phosphate)이나 생체

분자를 포함한 형태의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다. ICRP 간행물 30에서 phosphorus

의 모든 화학형에 대해 흡수분율(fA)을 0.8로 권고하였는데 OIR에서도 동일하게 

0.8을 채택하였다.

표 2-12. Phosphorus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and ingested phosphorus)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on
Type

Assigned forms

F Sodium phosphate 1 1 - 0.8

M Yttrium, stannic and zinc 

phosphates, all unspecified 

forms

0.2 1 0.005 0.2

S - 0.01 1 1x10-4 0.008

Ingested materials

All unspecified forms - - - 0.8

일반적으로 체중의 약 1%가 phosphorus며 성인의 경우 85%는 뼈, 9%는 근육, 

6%는 잔여조직 및 체액에 분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phosphorus은 무기인산,  지

질, 단백질의 형태로 하루 1.0~1.5g이 섭취된다. 취식 섭취된 phosphorus의 약 3/4

은 혈액으로 흡수되며 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 P-32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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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OIR에서 사용된 phosphorus의 생리역동학 모델

(Structure of the model for systemic phosphorus used in OIR)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흡수된 양의 1/4이 처음 6일 동안 

소변 및 대변을 통해 배출된다. 또한 phosphorus는 체내에 흡수된 후 많은 양이 빠

르게 뼈에 축적된다. 뼈 내의 인의 거동은 칼슘과 흡사하며 뼈 표면에서 빠르게 흡

수되어 수 시간이나 수 일안에 뼈 전체에 분포하게 된다. 

ICRP 간행물 30과 68에 사용된 생리역동학 모델은 Dyson(1966)[2.23]이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흡수된 phosphorus는 반감기 0.5일로 혈액을 떠나 15%는 

배출경로, 30%는 뼈로, 55%는 잔여 조직(Other)에 균일하게 분포된다. 잔여조직

(Other)은 제거 반감기에 따라 두 가지 격실로 나뉜다(2일(15%), 19일(40%)). 뼈로 

흡수된 인은 영구적으로 잔류한다고 가정하며 조직에서 제거된 후에는 즉시 방광 

또는 우측결장 격실로 9:1(소변:대변) 비율로 이동한다. phosphours의 동위원소 중 

붕괴 반감기가 15일 이내인 경우는 뼈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며 다른 동위원소는 

뼈 전체에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OIR에서 권고한 phospohrus의 생리역동학 모델은 ICRP 68의 모델과 전체적으

로 유사하지만 이동 경로를 더욱 자세하게 묘사한다. 혈액으로부터의 제거반감기

는 20분이며 3%는 RBC, 20%는 방광, 2%는 우측결장, 20%는 뼈 표면, 55%는 연

조직 격실로 이동한다. 연조직 격실은 제거반감기에 따라 3개의 격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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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으로 이동한 55% 중 14.9%는 2일, 40%는 20일, 0.1%는 5년의 반감기를 나

타내는 연조직 격실(ST0, ST1, ST2)로 분류된다. 뼈에서의 생리학적 거동은 칼슘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OIR에서 사용된 phosphorus의 생리역동학 모델은 그림 

2-21과 같다.

(나) 잔류함수 산출

Phosphorus의 흡입 및 취식 섭취에 따른 32P의 소변 배설함수는 그림 2-22 내지

그림 2-23과 같다. Phosphorus의 흡입 섭취의 경우, 과거 ICRP 78에서는 기본 흡수

유형을 F 로 권고한 바와 달리 OIR에서는 M 유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흡입 섭취

의 경우 OIR의 소변배설함수는 섭취 초기에 IMBA의 값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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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32P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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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취식 섭취에 따른 32P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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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BALT (Z=27)

(가) 핵종 분석

Cobalt-60은 원전에서의 중요 방사화 생성물이며 핵분열을 통해 생성될 수도 있

다. cobalt 중에서도 57Co과 60Co는 방사성 의약품 또는 식품 살균에 많은 양이 사

용되고 있다. Cobalt-60은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며 사고 흡입에 따른 폐 잔류

에 관한 많은 연구 자료가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cobalt에 관한 실험 연구 자료

도 가용하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흡수 인자 및 유형, fA 값은 표 2-13에 

기술하였다. F,M,S 유형에서의 sr값(1d-1)은 cobalt 실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해

진 값이며 흡수된 cobalt의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가용치 않을 경우 흡수 

유형 M을 기본 값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cobalt nitrate와 chloride에 관한 실험에서는 가용성 물질 형태로 흡입된 

cobalt 중 일부는 폐에서 길게 잔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2.24] OIR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HRTM의 bound state에 관한 인자를 정량화하였다. 쥐, 기니피그, 개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의 평균 값을 기반으로 OIR에서는 fb=0.03, sb=0.002d-1을 제시

하였다. 하지만 bound state는 상피조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bound

된 cobalt를 상피조직 내의 선원영역에 위치시키게 되면 BB, bb 영역의 선량을 과

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bound state에 관련된 인자는 AI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취식 섭취의 경우 ICRP 간행물 30에서는 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trace로 섭취된 

모든 무기물 형태의 cobalt는 f1 값을 0.05로, 캐리어 물질로 섭취된 cobalt는 0.3으

로 권고하였고 ICRP 간행물 67에서는 일반인 식이 섭취된 cobalt에 관해 f1값을 

0.1로 적용하였다. 하지만 OIR에서는 실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모든 화합물 형태

로 직접 섭취된 cobalt의 경우 fA 값을 0.1로 적용하였으나 비가용성 산화물로 섭취

된 경우 fA 값을 0.05로 할 것으로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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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Cobalt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and ingested cobalt)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

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on
Type

Assigned forms

F Cobalt nitrate, chloride 1 1 - 0.1

M All unspecified forms 0.2 1 0.005 0.02

S Cobalt oxide, FAP, PSL 0.01 1 1x10-4 0.001
Ingested materials
All chemical forms 0.1
Insoluble oxides 0.05

* The recommended bound fraction for cobalt is 0.03 with an uptake rate 

sb=0.002d-1.

그림 2-24. OIR에서 사용된 cobalt의 생리역동학 모델

(Structure of the systemic model for cobalt used in 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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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R에서 제시된 cobalt의 생리역동학 모델은 cobalt가 bone-seeking 핵종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방호 목적상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bone-volume-seeking 

핵종의 모델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OIR에서 제시된 cobalt의 생리역동학 모

델은 그림 2-24와 같다.

혈액격실은 Blood 1과 Blood 2로 구분되었으며 혈액으로 흡수된 cobalt는 빠른 

순환을 하는 Blood 1 격실로 할당된다. Blood 2 격실은 혈액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잔류하는 cobalt를 표현하는데 이는 혈장 단백질과 적혈구와 관계가 있다. 또한 잔

류 반감기에 따라 간 격실도 두개로 구분되었으며, 신장은 소변 배설 경로를 나타

내는 격실과 혈액으로의 재순환을 나타내는 격실로 구분되었다. Cobalt의 뼈 내에

서의 잔류는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격실화 되었지만 cortical bone과 trabecular 

bone 사이의 분포 또는 bone surface와 bone volume 간의 분포에 대한 자료는 부

족하므로 ICRP 간행물 89에 제시된 뼈 내의 전이율 기본값을 적용하였다. 이 외의 

나머지 연조직에서의 거동은 잔류 반감기에 따라 3개의 격실로 구분하여 제시되었

다.

(나) 잔류함수 산출

OIR을 기반으로 산출한 60Co의 흡입 및 취식 섭취에 대한 잔류 및 배설함수는 

그림 2-25 내지 그림 2-26과 같다. 섭취 후 초기의 잔류 및 배설함수는 IMBA로 

산출한 값과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차이는 좁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 161 -

1 10 100

1E-5

1E-4

1E-3

0.01

0.1

1

R
e

te
n
ti
o
n

 o
r 

E
x
c
re

ti
o

n
 F

u
n
c
ti
o

n

Time(d)

 Whole-body(OIR)

 Whole-body(IMBA)

 Urine(OIR)

 Urine(IMBA)

그림 2-25.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60Co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6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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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취식 섭취에 따른 60Co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6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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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RONTIUM (Z=38)

(가) 핵종 분석

85Sr, 89Sr, 90Sr은 주요 핵분열 생성물이며 흡입 섭취된 strontium에 관한 연구는 

사고로 흡입된 몇 가지 화합물 형태에 관한 자료가 가용하다. Strontium 흡입에 대

한 실험 연구는 chloride, sulphate, titanate, irradiated fuel fragments, FAP 형태의 

strontium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OIR에서 제시한 흡입에 관한 인자는 표 2-14에 기

술하였다. 특별한 정보가 없는 strontium 흡입에 대해서는 M 유형을 기본 유형으

로 권고하며 SrTiO3는 S 유형과 흡수인자는 동일하지만 다른 화학형들과 fA 값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표기되었다.

취식 섭취의 경우 간행물 30에서는 흡수인자(fA)를  SrTiO3로 섭취된 strontium

은 0.01로, 그 이외의 형태로 섭취된 strontium은 0.3으로 권고하였지만 OIR에서는 

0.01과 0.25로 제시하였다.

표 2-14. Strontium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and ingested strontium)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

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Specific parameter values
Strontium titanate 0.01 3 1x10-4 0.01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on
Type

Assigned forms

F
Strontium chloride, sulphate 
and carbonate

1 30 - 0.25

M
Fuel fragments, all 
unspecified forms

0.2 3 0.005 0.05

S FAP,PSL 0.01 3 1x10-4 0.0025
Ingested materials
Strontium titanate 0.01

All other chemical forms 0.25

Strontium은 화학적, 생리학적으로 calcium과 유사한 핵종이지만 생체막이나 뼈

의 기본적인 미네랄 성분인 수산화인회석에 의해서 그 거동이 구분된다. 즉, 

strontium은 calcium에 비해 소장에서 느리게 흡수되지만 신장을 통한 배설이나 

뼈로부터의 이동은 calcium보다 빠르다. 이러한 strontium의 구체적인 생리 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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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 간행물 20과 67 등에서 정리되었으며 OIR에서는 보다 더 최신 실험 연구 자

료를 바탕으로 strontium 생리역동학 모델을 묘사하였다.

OIR에서 제시한 strontium 생리역동학 모델은 그림 2-27과 같으며 이는 

bone-volume seeker의 일반적인 모델을 간소화하여 구성한 모델이다. 간과 신장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한 모든 연조직은 잔류 반감기에 따라 3개의 연

조직 격실로 구분되었다. 뼈는 cortical bone과 trabecular bone으로 구분되며 이들

은 다시 surface와 volume으로 나뉜다. 또한 bone volume은 두개의 격실로 구체화 

되는데, bone surface와 교환이 가능한 격실과 오직 뼈 재구성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격실로 묘사된다. 혈액으로 흡수된 strontium은 소변 또는 대변을 통해서

만 체외로 배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2-27. OIR에서 사용된 strontium의 생리역동학 모델

(Structure of the biokinetic model for systemic 

strontium used in OIR)

(나) 잔류함수 산출

작업자의 90Sr 흡입 섭취의 경우, ICRP 78에서는 F 흡수유형을 기본 값으로 권

고하나 OIR에서는 M 유형을 기본 값으로 채택하였다. 취식 섭취의 fA 기본 값도 

과거 0.3에서 0.25로 하향 조정되었다. IMBA 및 OIR을 기반으로 산출한 소변 배설

함수는 그림 2-28 내지 그림 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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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90Sr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90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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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취식 섭취에 따른 90Sr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90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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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CHNETIUM (Z=43)

(가) 핵종 분석

Technetium은 우라늄 핵분열 또는 molybdenum 중성자 조사를 통해 생성되는 

인공 원소로서 특히 99mTc는 핵의학 분야에서 진단용으로 널리 이용된다. 

Technetium의 호흡기 침적에 따른 생리거동은 pertechnetate 또는 DTPA와 같이 

99mTc가 표지된 화합물에 대한 연구 자료가 가용한 상태이다. OIR에서는 실험 연

구 자료를 바탕으로 pertechnetate을 제외한 모든 화학형에 대해서 흡수유형을 M 

유형으로 권고하였다.

또한 취식 섭취된 99mTc의 경우 ICRP 간행물 30에서는 모든 화학형에 대해 fA값

을 0.8로 권고했으며 간행물 67에서는 보다 낮은 값인 0.5를 권고하였다. 한편, OIR

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섭취된 technetium의 모든 화학형에 대해 fA 값을 0.9로 제

시하였다. OIR에서 제공한 technetium의 흡입 및 취식 섭취에 관한 흡수 인자는 

표 2-15에 기술하였다.

표 2-15. Technetium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and ingested technetium)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

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Specific parameter values

Tc-DTPA 1 10 - 0.03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on
Type

Assigned forms

F Pertechnetate 1 100 - 0.9

M All unspecified forms 0.2 3 0.005 0.2

S - 0.01 3 0.0001 0.009

Ingested materials
All forms 0.9

Technetium은 다양한 표지를 결합하여 사용하지만 생리 거동에 관한 실험 연구

는 대부분 pertechnetate(TcO4-)에 대해 수행되었다. Pertechnetate의 초기분포는 

iodine과 유사하게 갑상선과 침샘, 위벽 등에 집중된다. 하지만 pertechnetate는 갑

상선 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으로의 재순환이 크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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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되는 iodine과 달리 혈액으로의 흡수 후 72시간이 경과하

면 대변으로 배설되는 양이 소변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IR에서 제시한 technetium의 생리역동학 모델은 bone seeker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 bone-volume-seeking 핵종의 일반 모델 구조를 기반

으로 하였으며 이는 그림 2-30과 같다. Thyroid 1 격실로 이동한 technetium의 

99%는 다시 Blood 격실로 재흡수되며 나머지 1%는 Thyroid 2 격실로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길게 잔류하게 된다. 또한 Liver 1 격실로 이동한 technetium도 동일하

게 99%는 Blood로, 1%는 Liver 2 격실로 이동한다. 이외에도 Bone, kidneys와 

other soft tissue도 잔류 시간에 따라 여러 개의 격실로 구분되었으며 각 격실간의 

전이율은 최신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재설정되었다.

그림 2-30. OIR에서 사용된 technetium의 생리역동학 모델

(Structure of the biokinetic model for systemic 

technetium used in OIR)

(나) 잔류함수 산출

99mTc의 흡입 및 취식섭취에 따른 OIR을 기반의 잔류 및 배설함수는 그림 2-31 

내지 그림 2-32와 같다. 99mTc은 반감기가 약 6시간인 단반감기 핵종이므로 잔류 

및 소변배설함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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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99mTc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99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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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취식 섭취에 따른 99mTc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99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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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ODINE (Z=53)

(가) 핵종 분석

Iodine은 휘발성 할로겐 원소로 증기 및 가스, methyl iodide, ethyl iodide와 같

은 유기 화합물, metal-iodide(NaI,AgI)와 같은 입자형태 등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Iodine은 가스 및 증기 또는 입자형태로의 흡입 모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흡입형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50%는 가스/증기로 

50% 입자형태로 흡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OIR에서 iodine의 가스/증기형태로의 

흡입에 관한 침적 및 흡수 인자는 표 2-16과 같이 제시되었으며, 입자형태의 

iodine의 흡입 및 취식 섭취에 관한 인자는 표 2-17과 같이 권고되었다.

Iodine의 취식 섭취 후 인체 소화기로부터의 iodide 흡수는 거의 완벽하게 일어

나며 흡수인자 0.9 이상으로 나타난다[2.25-2.28].  간행물 30에서는 모든 화학 형태의 

Iodine에 대해 흡수 인자 1을 권고하고 이는 간행물 56에서 취식 섭취에 적용되었

다. 또한 OIR에서도 모든 형태의 fA값으로 1을 채택하였다.

표 2-16. 가스/증기 형태의 iodine 흡입에 대한 침적 및 흡수 인자

(Deposition and absorption for gas and vapour forms of iodine)

Chemical form/origin

Percentage deposited Absorption

Total ET1 ET2 BB bb AI Type fA

Elemental iodine, I2 100 0 50 50 0 0 F 1.0

Methyl iodide, CH3I 70 0 14 7 14 35 V -

Ethyl iodide, C2H5I 60 0 12 6 12 30 V -

Unspecified 100 0 50 50 0 0 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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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입자 형태의 iodine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particulate forms of iodine and 

for ingested iodine)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

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on
Type

Assigned forms

F Sodium iodide, caesium 

chloride vector, silver iodide, 

all unspecified forms

1 100 - 1

M - 0.2 3 0.005 0.2
S - 0.01 3 1x10-4 0.01

Ingested materials

All unspecified forms - - - 1

OIR의 iodine 생리역동학 모델은 Leggett(2010)[2.29]에 의해 제시된 것을 채택하

였으며 이는 3개의 예하모델을 이용하여 organic iodine과 inorganic iodine의 생리

적 거동을 구분하였다; 순환되는(갑상선외) inorganic iodide; 갑상선 내 iodine(유

기적으로 결속된 iodide,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저장, 분비); 갑상선 외 organic 

iodine. OIR의 iodine 생리역동학 모델은 그림 2-33과 같다.

OIR에서 제시한 갑상선외 inorganic iodide의 생리 거동 모델은 성인 남성의 131I 

정맥주사 실험을 기반으로 구성된 Hays와 Wegner(1965)[2.30]의 모델의 확장된 버

전이며 신장과 간에서의 inorganic iodide 격실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이율을 조

절하였다. 갑상선 외 inorganic iodide의 거동을 묘사하는 격실은 다음과 같다: 혈액 

내 iodide(Blood 1); 침샘; 위 벽; 간 내 iodide(Liver 1); 신장 내 iodide(Kidneys 1); 

간과 신장을 제외한 갑상선외 조직의 세포외 액에서 빠르게 교환 가능한 

iodide(Other 1); 간과 신장을 제외한 갑상선외 조직에서 느리게 교환 가능한 

iodide(Other 2); ICRP 소화기 모델을 나타내는 격실(ICRP, 2006).

갑상선 내 iodine의 생리 거동은 inorganic iodide(Thyroid 1)과 organic 

iodine(Thyroid 2) 격실로 묘사된다. Thyroid 1은 Blood 1에서 iodide를 받아서 

Thyroid 2로 전달하며 일부는 Blood 1으로 되돌아간다. Thyroid 2에서는 iodide가 

organic iodine으로 변환되며 혈액 내 organic iodine을 나타내는 Blood 2 격실로 

이동한다. Thyroid 2에서 Blood 1으로의 이동은 비정상적으로 iodine을 많이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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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나타내지만 전이율 기준치는 0으로 적용하였다.

갑상선 외 organic iodine의 생리 거동은 131I이 표지된 T4를 이용해 건강한 성인 

1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기반으로 구성된 Nicoloff와 Dowling(1968)[2.31]의 갑상

선 외 T4 생리 모델을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현재 모델은 신장에서의 organic 

iodine 격실을 추가하였고 전이율은 조직의 혈액 plasma 교환속도와 같다고 가정

하였다. 갑상선 외 organic iodine의 거동을 묘사하는 격실은 다음과 같다: plasma 

단백질에 결속된 갑상선 호르몬(Blood 2); 간 내 organic iodine(Liver 2); 신장 내 

organic iodine(Kidneys 2); 간과 신장을 제외한 갑상선외 조직의 세포외 액에서 빠

르게 교환 가능한 organic iodine(Other 3); 간과 신장을 제외한 갑상선외 조직에서 

느리게 교환 가능한 oranic iodine(Other 4).

신장과 간은 inorganic iodide와 organic iodine의 다른 거동을 묘사하도록 각각 

두 개의 격실로 나뉜다. 신장은 대부분의 갑상선외 조직에서 보다 많은 iodine을 축

적하고 간은 호르몬 iodine의 주요 저장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된 격실로 표

현되었다.

안정된 iodine의 섭취와 배설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Blood iodide 격

실로부터 Thyroid iodide 격실로의 전이율 λ는 iodine의 식이 섭취량 Y(μg d-1)과 

갑상선에서의 iodine 분비율 S(μg d-1)로 추정할 수 있다.

λ=16.34/[0.98(Y/S)-0.2] d-1               (식 2-14)

Y/S는 성인 남성 작업자 기준 값으로 2.5이며 성인 여성 작업자의 경우도 2.5이

다. 따라서 위 식에 따라 λ는 7.26d-1로 계산된다. 위의 식은 최소 2.5d-1의 전이율

을 산출할 수 있는 Y와 S의 어떤 조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기준인 보다 더 낮은 

기준치인 2.5d-1 전이율을 사용할 경우 24시간 후 갑상선에서의 iodine 잔류는 취식 

섭취량의 12%로서, iodine의 식이 섭취량이 400~2000μgd-1인 경우 합리적인 평균 

값으로 나타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Leggett(2010)의 연구에 기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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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OIR에서 사용된 iodine의 생리역동학 모델

(Structure of the biokinetic model for systemic iodine used

in OIR)

(나) 잔류함수 산출

OIR에서 새로이 제시된 iodine의 생리역동학 모델을 기반으로 산출한 131I의 잔

류 및 배설함수는 그림 2-34 내지 그림 2-36과 같다. 입자로 흡입된 iodine은 모두 

F 흡수 유형으로 권고되며 가스/증기로 흡입 될 경우 100% 침적을 기본 값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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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131I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13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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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가스/증기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131I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gas/vapour of

particulate forms of 13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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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취식 섭취에 따른 131I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131I)

(8) CAESIUM (Z=55)

(가) 핵종 분석

134Cs와 137Cs는 주요 핵분열 생성물이며 특히 137Cs는 caesium chloride 형태로 

핵의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핵종이다. 흡입 섭취로 인해 체내로 들어온 caesium의 

생리 거동은 사고 섭취에 관련한 연구 결과와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정립되었으며 

화학형에 따른 흡수 인자 등은 표 2-18에 정리되었다.

소화기로 취식 섭취된 Cs의 경우, ICRP 간행물 30는 혈액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OIR에서 이를 적용하여 fuel particles과 같이 비가용성 물질

을 제외한 모든 화학형에 대해 흡수인자 fA를 1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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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Caesium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and ingested caesium)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

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on
Type

Assigned forms

F Caesium chloride, nitrate, 
sulphate

1 100 - 1

M Irradiated fuel fragments; all 
unspecified forms

0.2 3 0.005 0.2

S - 0.01 3 1x10-4 0.01

Ingested materials
Caesium chloride, nitrate, sulphate; all 
unspecified compounds

1

Relatively insoluble forms (irradiated 
fuel fragments)

0.1

Caesium은 potassium, rubidium과 같은 알칼리 금속과 생리학적으로 유사하게 

거동하며 이들과 경쟁적인 과정으로 세포막 투과가 이루어진다. 또한 caesium의 

체내 잔류 시간은 나이, 성별, 근육양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전신 잔류는 

보통 2개의 지수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ICRP 간행물 30에서 채택된 생리역동학 모델에서는 혈액으로 흡수된 caesium

이 전신에 균일하게 분포하여 2개의 지수함수 합으로 시간에 따른 잔류방사능을 

표현하였다. ICRP 간행물 68에서는 30의 모델을 유지하되 체외 배설경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OIR에서는 Leggett et al.(2003)[2.32]이 제시한 혈액 

유동 역학 모델(dynamic blood flow model)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한 생리역동학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는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가진 caesium 동위원소의 혈액 순환

과 각 조직의 축적량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하다. OIR의 caesium 생리역동학 모델

은 그림 2-37과 같으며 격실간 전이율은 대부분 Leggett et al.(2003)의 값을 적용

하였다. 그 외 수정된 사항은 OIR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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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OIR에서 사용된 caesium의 생리역동학 모델과 소화기 모델

(Structure of the model for systemic caesium and its 

exchange with caesium in the alimentary tract used in OIR)

(나) 잔류함수 산출

ICRP 78에서는 입자로 흡입된 caesium의 기본 흡수유형을 F로 권고하였으나 

OIR에서는 M 유형을 권고한다. OIR의 caesium 생리역동학 모델 및 섭취 인자의 

기본 값들을 기반으로 산출한 137Cs의 잔류 및 배설함수는 그림 2-38 내지 그림 

2-39와 같다. 흡입 섭취의 경우 기본 흡수유형의 차이로 인해 과거 ICRP 78의 값

과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OIR을 기반으로 할 경우 대변으로의 배설 분율이 높아

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변배설함수는 ICRP 78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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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137Cs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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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취식 섭취에 따른 137Cs의 잔류 및 배설함수

(Retention or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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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RANIUM (Z=92)

(가) 핵종 분석

ICRP 간행물 30 이후로 uranium 흡입에 관한 다양하고 많은 실험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이는 동물실험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간에 대한 실험 연구도 포함

된다. Uranium 흡입 섭취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OIR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흡입된 uranium의 화학형에 따라 구체적인 흡수인

자를 제공하여 보다 더 신뢰성 있는 uranium 내부피폭 선량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

다. OIR에서 제공한 화학형별 흡수 인자는 표 2-19와 같다.

일반적으로 원전과 핵연료 제작과정에서 피폭 가능한 핵종은 대부분 구체적인 

흡수인자가 제시 되었으며 UF6의 경우 구체적인 sr값과 함께 F 유형으로 권고되었

다. 취식 섭취된 uranium의 경우, 간행물 30에서는 수용성 무기화합물 형태의 

uranium에 대해서는 f1 값을 0.05로, UF4, UO2, U3O8와 같은 비가용성 화합물에 대

해서는 0.002로 권고하였고 간행물 69에서는 식이 섭취된 uranium에 대해 0.02로 

적용하였다. OIR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가용성 화학형으로 섭취된 uranium에 fA 값

을 0.002로, 이 외의 모든 가용성 화학물에 대해서는 0.02로 채택하였다.

OIR에서 제공한 uranium 생리역동학 모델은 ICRP 간행물 69에서 성인에게 적

용되고 간행물 68에서 작업자에게 적용되었던 모델을 사용하였다. OIR의 uranium 

생리역동학 모델은 그림 2-40과 같은데, 이는 뼈 내에서 calcium과 유사한 거동을 

띄는 핵종들의 일반적인 모델 구조를 적용한 모델이다. UO2
2+과 Ca2+의 화학적 유

사성은 크지 않지만 뼈 내에서의 거동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으로 흡수된 uranium은 신장에서 빠르게 여과되고 세포외 액으로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 몇 분 동안은 혈액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혈액으로의 재순환으로 인해 혈액의 제거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게 되며 

OIR의 모델에서는 혈액으로부터의 제거율을 35 d-1로 적용한다. 체내 순환계로부

터 제거되는 uranium 중에 63%는 방광 격실로 바로 이동하며 12%는 세뇨관 격실

로 이동하여 7일의 반감기를 가지고 잠시 잔류한 뒤 방광으로 이동한다. 한편, OIR

에서 근거자료로 채택한 실험 결과들의 개인에 따른 차이가 너무 크고 실험 조건

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섭취 후 수 일내의 소변배설은 실험 결과들의 중앙값을 나타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OIR 기반으로 산출한 소변배설함수는 실험 결과의 범위 안

에 포함되며 대부분 중앙 값보다 높은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변으로의 

배설은 전체 배설양의 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Liver는 그 잔류 반감기에 따

라 두 개의 격실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 외의 연조직도 잔류 반감기에 따라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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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실로 구분되었다.

한편, 순환계로부터 제거되는 uranium의 15%는 뼈 표면으로 이동하며 

trabecular surface와 cortical surface로의 침적 비율은 alkaline earth elements의 

비율과 같이 1.25로 적용한다. 뼈 표면에 침적된 uranium은 다시 뼈 내부 전체와 

교환되며 이는 혈액으로 재흡수 된다.

표 2-19. Uranium 흡입 및 취식섭취에 대한 흡수 인자

(Absorption parameter values for inhaled and ingested uranium)

Absorption parameter 
values

Absorption 
from the 
alimentary 
tract, fA

Inhaled particulate materials fr sr(d
-1) ss(d

-1)

Specific parameter values

Uranyl Tri-Butyl-Phosphate (U-TBP) 0.97 12 0.002 0.02

Uranyl nitrate, UO2(NO3)2 0.9 3 0.005 0.02

Uranium peroxide hydrate UO4 0.9 0.9 0.02 0.01

Ammonium diuranate, ADU 0.8 0.7 0.02 0.02

Uranium trioxide UO3 0.8 1 0.01 0.01

Uranium tetrafluoride UF4 0.6 0.15 0.005 2x10-4

Triuranium octoxide U3O8 0.04 1 6x10-4 2x10-4

Uranium dioxide UO2 0.015 1 5x10-4 2x10-4

Uranium aluminide UAlx * * * 0.002

Default parameter values

Absorpti
on
Type

Assigned forms

F Uranium hexafluoride, UF6 1 10 - 0.02

M
Uranyl acetylacetonate; DU 
aerosols from use of kinetic 
energy penetrators; vaporized 
U metal; all unspecified forms

0.2 3 0.005 4x10-3

S - 0.01 3 1x10-4 2x10-4

Ingested materials

Soluble forms (Type F) - - - 0.02
Relatively insoluble forms (as assigned 
to Types M and S for inhalation)

- - - 0.002

  * sp = 1x10-4 d 1, spt = 4x10-3 d 1, st = 4x10-3 d 1, with fA taken to be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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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OIR에서 사용된 uranium의 생리역동학 모델

(Structure of the model for systemic uranium used in

OIR)

(나) 잔류함수 산출

Uranium의 경우 화학형별 구체적인 흡수 인자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화학형인 UO2(NO3)2와 UO2에 대해 잔류 및 배설 함수를 산출하였다. 

  ① UO2(NO3)2

UO2(NO3)2 형태로 섭취된 235U의 잔류 및 배설함수는 그림 2-41 내지 그림 2-44

와 같다. ICRP 78에서는 UO2(NO3)2에 대해 F 타입을 권고하였으므로 폐로부터 혈

액으로의 흡수가 매우 빠르며 IMBA로 산출한 폐 잔류함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반면에 구체적인 흡수 인자를 기반으로 한 OIR의 폐 잔류함수는 UO2(NO3)2가 

긴 시간동안 폐에서 일부 잔류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OIR의 대변 배설함수가 

높아짐에 따라 소변배설함수는 IMBA의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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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235UO2(NO3)2의 잔류함수

(Reten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235UO2(NO3)2)

1 10 100

1E-8

1E-7

1E-6

1E-5

1E-4

1E-3

0.01

0.1

1

E
x
c
re

ti
o

n
 F

u
n
c
ti
o

n

Time(d)

 Faeces(OIR)

 Faeces(IMBA)

 Urine(OIR)

 Urine(IMBA)

그림 2-42.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235UO2(NO3)2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235UO2(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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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취식 섭취에 따른 235UO2(NO3)2의 잔류함수

(Reten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235UO2(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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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취식 섭취에 따른 235UO2(NO3)2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235UO2(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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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UO2

UO2의 경우 ICRP 78에서는 M 유형을 권고하였고 OIR에서는 구체적인 흡수 인자

들을 제공하였다. UO2 형태로 섭취된 235U의 잔류 및 배설함수는 그림 2-45 내지 

그림 2-48과 같으며, IMBA의 값과 OIR을 기반으로 산출된 값의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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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235UO2의 잔류함수

(Reten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235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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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입자 형태의 흡입 섭취에 따른 235UO2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halation of particulate forms of 235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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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취식 섭취에 따른 235UO2의 잔류함수

(Reten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235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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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취식 섭취에 따른 235UO2의 배설함수

(Excretion function for ingestion of 235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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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목적으로 방사선/능 측정

기와 휴대용 방사성핵종판별기 그리고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포털모니터)와 같

은 고정감시기를 사용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에서의 방사성물

질 유입과 국내에서의 방사성물질 이동의 감시목적으로 항만, 공항을 비롯한 원

자력 관련시설에서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감마서베이미터, 중성자서베이미

터, 베타표면오염감시기 등과 같은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들의 교정은 국내의 표

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관리용 측정기의 교정의 주기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휴대용 핵종판별기와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경우, 교정

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시험 또는 교정의 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측정의 정확성를 위해서는 방사성핵종판별기와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의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방사성핵종판별기 및 방

사성물질 출입감시기 개발 초기부터 생산 이후까지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

다면, 측정결과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국내 방사선 검출기 및 시스템의 수출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정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고정교정시설 확대와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성능시험 체계 구축하였다.

1.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제작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에 다양한 전자선량계와 휴대용 감마서베이미

터류 등과 같은 방사선/능 측정기의 생산과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기술규격(에너지 반응시험의 경우 사

용하는 ISO low air-kerma rate 계열 엑스선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엑스선

질(ISO narrow, wide 계열 선질)로 대체하여 교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국내에서도 전자선량계와 휴대용 감마서베이미터류 등이 생산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기술규격국제규격에서 

제안하고 있는 LK 감마선장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국제규격 LK 

기준엑스선장 뿐만아니라, 60Co, 137Cs, 241Am 등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LK 감마선장을 이용하여 검출기 개발 초기부터 생산 이후까지의 성능시험을 수

행할 수 있다면, 국내 방사선 검출기 및 시스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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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 저선량률 엑스선장 및 감마선장

  개인 방사선 방호장비의 하나인 전자개인선량계는 측정대상 에너지에 대한 고

유의 반응특성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별로 선량계의 교정자료를 생산하려면 다

양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엑스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

용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주로 고에너지 감마선원이며, 300 keV 이하의 저

에너지 감마선원으로는 엑스선 발생장치를 사용한다. 엑스선 발생장치의 인가전

압과 부가필터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의 선질을 제작할 수 있는데, ISO와 같은 

국제 표준으로 그 규격이 제시되어 있다. 1차년도(2012년)에서는 방사선 측정기

와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을 위하여 ISO가 제시한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 

ISO LK 계열 8종 중 6종(LK35, LK55, LK70, LK100, LK125, LK170)을 제작하

였고, 2차년도(2013년)에는 ISO LK 계열의 나머지 2종(LK210, LK240)을 제작하

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241Am 선원의 감마선장(59.5 

keV)을 제작하였다. 

나. 기준 엑스선장의 사양 및 제작

  중경엑스선발생장치인 MG325 시스템은 3.2 kW 급으로 기준 선장 제작상의 

편리를 위하여 고유필터(inherent filter)가 Be 4 mm + Al 1.5 mm로 제작되었다. 

엑스선발생장치의 조사기 개폐는 전자석식으로 개폐시간은 0.1 초이다. 엑스선 

조사실의 출입문과 조사기 개폐기에 안전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방사선조사 도중 

차폐문이 개방될 경우 전원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엑스선 조사가 중

단된다. 벽면과 측면 그리고 조사대 상부에 위치확인용 레이저와 추 등을 설치하

여 피조사지점과 교정기준점을 일치시키고 재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엑스

선장은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에 사용될 ISO LK 계열 8종이다. 그림 3-1은 

엑스선 조사실 내부의 전경과 부가필터(additional filtration) 사진이며, 엑스선장

의 특성은 표 3-1에 정리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전리함선량계 시스템은 2종의 이온전리함(NE2530과 LS-01)과 

전류계(Keithley 35617) 및 고전압공급기(Keithley 248)로 구성하였다. 언급된 전

리함선량계 시스템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ISO narrow 계열과 일본원

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기준엑스선장(low air kerma rate Q.I.=0.9)에서 교정

하였다. JAEA의 엑스선장 규격에 의하면 Q.I.(Quality Index)는 유효에너지를 엑

스선발생장치의 인가전압으로 나눈 값이다. 교정한 전리함선량계를 이용하여 

ISO LK-계열 엑스선장의 반가층(half value layer)과 공기커마률(air-ke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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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을 측정하였다.

그림 3-1. 엑스선 발생장치(MG325, 좌) 전경 및 LK 계열 엑스선장용 부가필터(우)

(X-ray generator(MG325, left) and additional filter wheel for LK (low 

air kerma rate, right) X-ray series)

엑스선장
평균에너지 

(keV)

부가필터 (mm) 반가층

(mm)

유효에너지

(keV)Cu Sn Pb

ISO LK35 30 0.25 - - 2.20 Al 29.4

ISO LK55 48 1.2 - - 0.25 Cu 47.4

ISO LK70 60 2.5 - - 0.49 Cu 60.1

ISO LK100 87 0.5 2.0 - 1.24 Cu 86.8

ISO LK125 109 1.0 4.0 - 2.04 Cu 109.4

ISO LK170 149 1.0 3.0 1.5 3.47 Cu 149.3

ISO LK210 185 0.5 2.0 3.5 4.54 Cu 185.3

ISO LK240 211 0.5 2.0 5.5 5.26 Cu 211.2

- 부가필터 및 반가층 필터의 순도는 99.9% 이상.

- 고유필터 4.0 mm Be + 1.5 mm Al

표 3-1. ISO low air-kerma rate (LK) 계열 엑스선장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ISO low air-kerma rate series(LK series))

  KRISS가 보유한 ISO narrow 계열(NS)의 엑스선장과 JAEA의 Q.I.=0.9 계열

(ISO LK 계열 엑스선질과 비슷)의 엑스선장을 이용하여 구한 전리함선량계의 

교정인자(calibration factor)로 본 과제에서 제작한 LK 계열 엑스선장 8종의 공

기커마율을 결정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ISO LK 계열의 엑스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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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KRISS의 ISO NS 계열 및 JAEA의 Q.I.=0.9 계열의 엑스선장에서 

얻은 전리함선량계의 교정인자와 엑스선장의 유효에너지(effective energy)의 관

계로부터  교정인자를 재생산하여 ISO LK 계열의 공기커마률 측정에 적용하였

다. 교정선장과 측정대상의 선장이 비록 동일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엑스선

장의 선량특성자료인 유효에너지가 유사할 경우, 해당 유효에너지에 대한 교정인

자를 사용해서 측정대상의 엑스선장에 대한 선량률을 결정할 수 있다. KRISS 엑

스선장과 JAEA 엑스선장의 유효에너지와 전리함선량계(NE2530)의 교정인자의 

관계를 표 3-2과 표 3-3에 나타내었다. 

엑스선장
평균에너지

(keV)

반가층

(mm)

유효에너지

(keV)

공기커마율

(mGy.h-1@1 m )

교정인자

(Gy.C-1)a

ISO NS60 48 0.24 Cu 46.7 29.5 8.60 × 105

ISO NS80 65 0.58 Cu 64.4 14.0 8.52 × 105

ISO NS100 83 1.11 Cu 83.1 6.4 8.49 × 105

ISO NS120 100 1.71 Cu 100.7 7.1 8.40 × 105

ISO NS150 118 2.36 Cu 117.5 53.0 8.30 × 105

  a: KRISS에서 2012.04.17. 교정.

표 3-2. 전리함선량계(NE2530)의 교정인자 및 교정 기준엑스선장(ISO narrow 

spectrum 계열)의 선질특성

(Characteristics of ISO narrow spectrum series and calibration factors 

for ionization chamber dosimeter (NE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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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 엑스선장의 선질평가

  ISO4037에서는 엑스선장의 선질평가를 위한 항목으로는 선장의 반가층, 평균

에너지(mean energy), 분해능(resolution, full width at half maximum) 그리고 

균일성(homogeneity, 1차 반가층과 2차 반가층과의 비)이다. ISO에서 정하고 있

는대로 반가층 측정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LK 엑스선장 8종의 선질을 확인하였

다. KRISS와 JAEA에서 교정한 전리함선량계(NE2530)로 전리전하량을 측정하여 

반가층, 유효에너지 그리고 엑스선장의 공기커마율을 구하였다. 

  반가층 결정방법은 필터의 두께에 따른 투과한 엑스선의 공기커마율을 전리함

관전압

(kV)

관전류

(mA)

반가층

(mm)

유효에너지

(keV)

공기커마율

(mGy.h-1 @1 m )

교정인자

(mGy.C-1)a

20 11 0.531 Al 17.8 0.89 8.47 × 105

30 11 1.170 Al 26.9 0.90 7.99 × 105

40 11 0.117 Cu 35.7 0.89 8.21 × 105

50 11 0.232 Cu 45.6 0.91 8.20 × 105

60 20 0.382 Cu 54.7 0.91 8.35 × 105

70 20 0.551 Cu 62.6 0.89 8.28 × 105

80 20 0.801 Cu 72.3 0.90 8.39 × 105

100 20 1.372 Cu 90.4 0.90 8.11 × 105

120 20 2.051 Cu 109 0.91 8.09 × 105

150 20 2.995 Cu 136 0.91 8.02 × 105

200 20 2.351 Sn 178 0.89 7.97 × 105

250 11 3.692 Sn 223 0.89 7.99 × 105

300 11 4.989 Sn 266 0.89 8.10 × 105

  a: JAEA에서 2012.11.30. 교정.

표 3-3. 전리함선량계(NE2530)의 교정인자 및 교정 기준엑스선장(JAEA Q.I.=0.9)

의 선질특성

(Characteristics of reference X-ray field of JAEA low-air kerma rate 

series (Q.I.=0.9) and calibration factors for ionization chamber dosimeter 

(NE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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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계로 측정하여 선형감쇠계수(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 )와 반가층

(HVL)의 관계(  ln)로 질량감쇠계수(mass attenuation coefficient, )

를 결정하였고, Creagh and Hubbell(1992)이 제시한 질량감쇠계수와 photon 에

너지의 관계표(그림 3-2)를 이용하여 결정된 반가층에 대응되는 유효에너지를 결

정하였다. 

 
그림 3-2. Photon 에너지와 질량감쇠계수와의 관계(NIST 제공)

(Relations between photon energy and mass 

attenuation coefficient (NIST data))

 

엑스

선장

관전압

(kV) 

관전류

(mA)

유효에너지(keV) 유효에너지

상대편차

반가층(mm) 반가층

상대편차KAERI ISO KAERI ISO

LK35 35 20 29.4 29.4 0.00% 2.19 Al 2.20 Al 0.45%

LK55 55 12 47.6 47.4 0.42% 0.26 Cu 0.25 Cu 2.77%

LK70 70 14 59.4 60.1 1.16% 0.47 Cu 0.49 Cu 3.63%

LK100 100 15 86.8 86.8 0.00% 1.24 Cu 1.24 Cu 0.00%

LK125 125 21 109.9 109.4 0.46% 2.06 Cu 2.04 Cu 1.03%

LK170 170 18.8 148.5 149.3 0.54% 3.45 Cu 3.47 Cu 0.46%

LK210 205 13 188.4 185.3 1.67% 4.65 Cu 4.54 Cu 2.40%

LK240 230 12 215.1 211.2 1.85% 5.38 Cu 5.26 Cu 2.30%

표 3-4. KAERI와 ISO의 LK 엑스선장 특성비교

(Comparison of X-ray beam qualities between KAERI and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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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에서 제작한 LK 계열 8종 엑스선장의 유효에너지 및 반가층을 정리하

였다(표 3-4). 표 3-4에 표시한 ISO LK 계열 기준엑스선장과 한국원자력원구원

(KAERI)에서 생산한 엑스선장의 반가층의 상대편차는 3.63% 이하로, ISO4037이 

제시하고 있는 선질 동질성 규격기준(반가층의 상대오차 5% 이내)을 만족하였

다. 반가층과 질량감쇠계수와의 관계로부터 계산한 유효에너지도 ISO LK 엑스

선장과 1.85% 이하의 편차를 보였다. 

  KRISS의 ISO narrow 계열(NS) 엑스선장과 JAEA Q.I.=0.9 계열 엑스선장을 

이용하여 구한 교정인자(표 3-2, 표 3-3)로 LK 엑스선장 6종의 공기커마율을 결

정하였다(표 3-5). 

엑스

선장

관전압

(kV) 

관전류

(mA)

교정인자 (Gy.C-1)
공기커마율a

(mGy.h-1.mA-1)
KRISS 인자 JAEA 인자

LK35 35 10 8.73 × 105 8.10 × 105 0.1401

LK55 55 12 8.67 × 105 8.30 × 105 0.1175

LK70 70 14 8.62 × 105 8.28 × 105 0.1079

LK100 100 15 8.52 × 105 8.11 × 105 0.1158

LK125 125 16 8.43 × 105 8.05 × 105 0.1051

LK170 170 18.8 8.28 × 105 8.00 × 105 0.2426

LK210 205 13 8.13 × 105 7.98 × 105 0.1167

LK240 230 12 8.03 × 105 7.99 × 105 0.1002

  a: 공기커마율은 2 m 지점에서 측정하였음.

표 3-5. KAERI LK 엑스선장 8종의 관전압, 관전류 및 공기커마율

(Tube potential, tube current and air kerma rate of KAERI’s LK eight 

X-ray beams)

  KRISS와 JAEA에서 생산한 교정인자는 각각 ISO NS 계열과 Q.I=.0.9 계열 

엑스선장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다. ISO NS 계열의 빔과 ISO LK 계열 선장과 

유사한 JAEA의 Q.I.=0.9 계열의 빔을 사용하여 만든 교정인자와 유효에너지의 

관계(표 3-2, 표 3-3)로부터 교정인자를 재생산하여 측정에 적용하였다. 교정선

장과 측정대상의 선장이 비록 동일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엑스선장의 선량

특성자료인 유효에너지가 유사할 경우, 해당 유효에너지에 대한 교정인자를 사용

해서 측정대상의 엑스선장에 대한 선량률을 결정할 수 있다. KRISS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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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에서 교정한 전리함선량계로 결정한 KAERI의 LK 계열의 공기커마율

(0.1-0.24 mGy.h-1.mA-1)은 ISO4037-1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기준인 공기커마

율(~0.3 mGy.h-1.mA-1)을 만족한다.

라. 저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전자개인선량계의 교정을 위한 감마선장은 엑스선발생장치 뿐만아니라, 60Co, 

137Cs, 241Am 등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는 241Am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단일 에너지(59.5 keV)의 저선량률 감마선

장을 제작하였다. 스테인레스(stainless steel)로 밀봉된 241Am 점선원(Amersham 

, 7.40 GBq)으로 59.5 keV 단일 에너지의 감마선장을 제작하였다. 241Am 선원

에서 방출되는 26 keV의 감마선과 L-특성엑스선은 선원용기인 스테인레스 캡슐

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무시가능하다. 전리함 선량계(NE2530)로 측정한 

241Am의 감마선장의 공기커마율은 0.43 mGy.h-1 @5 cm, 0.11 mGy.h-1 @10 cm 

이었다. 공기커마율 측정에 사용된 전리함 선량계의 교정인자는 KAERI가 보유

하고 있는 형광엑스선장인 F-W 선질(평균에너지 59.3 keV)에서 구한 교정인자

(8.49×105 Gy.C-1)을 사용하였다.  

2.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목적으로 방사선/능 측정기

와 휴대용 방사성핵종판별기 그리고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포털모니터)와 같은 

고정감시기를 사용하고 있다(그림 4-3).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와 휴대용 방사성

핵종판별기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감시목적으로 항만, 공

항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시설에서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방사선/방사능 측

정기의 사용확대에 따라, 측정기가 사용목적에 따라 기준량을 정확히 측정하는지

를 확인하는 교정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감마서베이미터, 중성자서베이미

터, 베타표면오염감시기 등과 같은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들의 교정은 국내의 표

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관리용 측정기의 교정의 주기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휴대용 핵종판별기와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경우, 교정

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시험 또는 교정의 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그리고 방사선 보안검색의 확대와 측정의 정확성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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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방사성핵종판별기와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의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방사성핵종판별기 및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개발 

초기부터 생산 이후까지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국내 방사선 검출기 및 

시스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및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 구축

  감마선 및 중성자를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을 검출 또는 판별하는 휴대용 방사

성핵종판별기와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2종의 성능시험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과제에서 구축한 성능시험 체계들는 미국 국토안보부

(Dept. Homeland Security)가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와 공동으로 개발한 

휴대용 핵종판별기의 성능시험 체계(ANSI N42.34)와 방사선 검출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체계(ANSI N42.35)와 비교하였다. 

성능시험 체계에는 “성능시험지침서(휴대용 핵종판별기)“, “성능시험 및 평가서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그리고 성능시험을 위한 점검선원(감마선원) 4종이 

포함되어 있다.

(1) 성능시험지침서(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성능시험지침서(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의 구성은 크게 용어의 정의, 시험장

비, 시험조건 그리고 성능시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  출입감시기의 

성능시험 치침서의 내용은 기기의 방사선에너지 의존성, 선량률 의존성, 선형성, 

방사선 간섭, 비전리방사선 영향, 사용환경 영향, 전자기적 영향 등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성능시험 내용은 크게 “일반 성능 시험”, “물리적 특성 시험”, “출입

감시기 경보 성능시험”,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환경 성능시험”, “전기적·전자

기적 성능시험”, “문서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험의 항목은 아래와 같

다. 

① 일반 성능시험: 일반 특성, 보행자 감시기, 운반물 감시기, 차량 감시기.

② 물리적 특성 시험: 감시기 유형, 운전인자, 데이터 저장, 표시 기능, 차량 감시기의 

점유 및 속도 센서, 전원공급장치, 유효 측정범위, 데이터 전송방식과 데이터 형식, 

경고 표시, 고급 기능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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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경보 성능시험: 배경방사선, 검출기 반응도, 선원 이동속

도, 감시거리. 

④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방사선 특성, 기준 감마선, 오류경보, 감마선 반응도, 중성자 

반응도, 초과범위, 중성자 검출에 대한 감마선의 영향, 배경방사선 효과.

⑤ 환경 성능시험: 시험공간의 온도 및 습도, 습기와 먼지로부터의 보호, 환경 성능시

험 방법.

⑥ 전기적·전자기적 성능시험: 고주파 보호, 전자기파 방출, 교류전압 작동, 배터리 수

명, 정전기 방전.

⑦ 문서작성: 시험보고서 형식, 인증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시험보고서 작성.

그림 3-3.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성능시험지침서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manual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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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시험지침서(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성능시험지침서(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의 구성은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

기의 지침서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성능시험 치침서의 내용은 기기의 방사선에

너지 의존성, 선량률 의존성, 선형성, 방사선 간섭, 비전리방사선 영향, 사용환경 

영향, 전자기적 영향 등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성능시험 지침서의 내용은 크

게 “일반 성능시험”,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문서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험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 성능시험 항목: 일반 특성, 제공문서, 방사선 검출기 형식, 작동 모드, 통신 프

로토콜, 웜업 시간, 배터리 전원, 유효 측정 범위, 방사성핵종 판별, 개인 보호 경보.

②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항목: 일반 정보, 반응 시간, 감마선 선량률 표시, 경보, 방사

성핵종 판별, 단일 방사성핵종 판별, 전리방사선 간섭(감마선, 베타선), 판별오류, 주

변 물질로부터 간섭, 중성자 반응, 판별 범위초과 특성, 전에너지피크 효율 결정, 반

치폭 결정, 조사선량률 범위초과 특성, 중성자 검출기에 대한 감마선 영향.

③ 문서작성 항목: 시험보고서 형식, 인증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시험보고서 작

성.

(3) 방사선/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방사선/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는 “성능

시험지침서”에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작성 시트로서, 고정 및 

이동 교정시설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할 있게 작성되었다. 시험항목 아래와 같다. 

① 일반 성능시험 항목: 사전 시험, 일반 특성 시험, 작동 모드 시험, 통신 프로토콜 시

험, 웜업 시간 시험, 유효 측정 범위 시험,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시험, 개인 보호 

경보 시험, 배터리 전원 시험.

②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항목: 방사선 검출 반응도 시험, 감마선 반응도 시험, 중성자 

반응도 시험, 방사성핵종 판별 시험, 단일 방사성핵종 판별 시험, 전리방사선 간섭 

시험,  판별오류 시험, 주변물질 간섭 시험, 반응범위초과 판별 시험, 전에너지피크

효율 시험, 반치폭 시험, 조사선량률 범위초과 특성 시험, 중성자 검출에 대한 감마

선 영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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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방사선/능 측정장비 성능시험 및 평가서(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는 “성능시

험지침서”에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작성 시트로서, 고정 및 이

동 교정시설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할 있게 작성되었다. 시험항목 아래와 같다. 

① 일반 성능시험 항목: 사전 시험, 일반 특성 시험.

② 물리적 특성 시험 항목: 물리적 특성 시험, 데이터 저장 성능시험, 속도센서 특성 

시험, 유효 측정 범위 시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시험, 경보 특성 시험.

③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경보 성능시험: 경보 특성 시험.

④ 방사선 검출 성능시험 항목: 감마선/중성자 반응도 시험, 이동속도-감마선 반응도 

시험, 초과범위 반응도 시험, 배경선량효과 시험. 

⑤ 환경 성능시험 항목: 시험공간의 온도 및 습도.

⑥ 전기적·전자기적 성능시험 항목: 전자기파 방출 시험, 무정전 전원장치 시험.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의 성능시험 및 평가서는 총 22개의 데이트 워크시

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71개의 점검항목과 45개의 측정항목으로 시험항목이 구성

되어 있다.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의 성능시험평가서는 총 15개의 데이트 워크

시트로 구성되었으며, 58개의 점검항목과 35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4는 점검항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워크시트(그림 3-4, 좌)와 시험항목으로 이

루어져 있는 워크시트(그림 3-4, 우)의 예시이다. 이동식 시험시설 또는 기기 사

용현장에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는 지면 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

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성능시험 및 평가서의 모바일 버전은 각 시험항목의 요구사항이나 시험절차의 

상세내용을 호출하는 기능이 있고,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현장에서의 성능시험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림 3-5에 “모바일 성능시험평가

서”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아래의 그림처럼 요구사항 아래의 설명 단추를 

누르면, 시험의 설명과 절차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시험 결과 작성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측정 데이터의 평균, 성능시험 인정기준 범위, 성능 수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워크시트의 아랫부분에는 “성능시험 및 평가서”의 처음부

분(목차)과 이전 워크시트 그리고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 가능한 기능이 있다. 그

리고 시험이 완료되면 전체 워크시트의 저장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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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및 휴대용 핵종판별기 성능시험평가서

(좌: 점검항목 워크시트, 우: 측정항목 워크시트)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protocol sheets for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d hand-held radionucilde 

ident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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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방사성물질 출입감시기 및 휴대용 핵종판별기 

성능시험평가서(모바일용)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protocol sheets for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d hand-held 

radionucilde identifiers (mobile version))

(5) 이동용 현장방사선 감시기 성능시험을 위한 점검선원 세트 구축

  방사선방호, 방사능방재, 방사선 보안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용 현장방사선 

감시기(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휴대용 방사성핵종 판별기, 오염감시기 등등) 성

능시험을 위해 4종의 감마선원과 1종의 중성자선원으로 구성된 점검선원 세트

(그림 3-6)를 구축하였다. 점검선원의 종류와 세기는 미국토안보부(DHS)와 

ANSI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 ANSI N42.34와 N42.35에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구

성하였다. ANSI는 N42.35에 제시한 선원의 세기와 20 % 이내의 차이를 갖는 선

원을 권장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구축한 선원세트는 ANSI 제시 선원과 20 % 

이내의 세기를 가졌다. 구축선원의 정보를 표 3-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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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현장방사선 감시기 성능시험용 KAERI 점검선원 세트

(Radionuclide check source set for evaluation and performance test for 

radiation detectors)

방사성핵종
선원의 세기

ANSI 제시 기준 KAERI 선원

57Co 3.5 MBq 3.5 MBq

133Ba 0.85 MBq 0.7 MBq

137Cs 0.59 MBq 0.56 MBq

60Co 0.15 MBq 0.12 MBq

252Cf 2×104 n/s ± 20% 1.4×104 n/s

표 3-6. 방사선/능 측정기용 성능시험용 ANSI 및 KAERI 점검 선원

(Evaluation distances according to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ANSI N42.35-2004 report))

(6)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성능시험을 선원 이동장치 제작

  방사성물질의 출입을 감시하는 측정기는 감시 대상에 따라 크게 4종류(보행자 

감시기, 운반물 감시기, 카고차량 감시기, 궤도차량 감시기)로 나뉘고, 검출부의 

구성에 따라 표 3-7과 같이 분류할 수 있고 검출부 간격과 평가거리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7은 다면(multi-sided) 출입 감시기의 검출부의 위치와 검출영역

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3-6에서 묘사된 것처럼 감시기 검출영역의 상부, 중앙부, 

하부로 선원을 이동시켜 검출 성능을 시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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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출입 감시기의 종류에 따른 평가 거리(ANSI N42.35-2004)

(Evaluation distances according to type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감시기의   종류 검출부  간격 평가거리

단면 차량감시기
(Single-sided vehicle monitor)

N/A 검출부로부터 5 m

다면 차량감시기
(Multiple-sided vehicle monitor)

5 m 검출부 중심

단면 보행자/수화물 감시기
(Single-sided pedestrian or package monitor)

N/A 검출부로부터 1 m

다면 보행자/수화물 감시기
(Multiple-sided pedestrian/package monitor)

1 m 검출부 중심

그림 3-7. 출입 감시기의 검출영역과 점검선원 통과지점

(Detection zone and pass-through position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감시대상에 따라 분류된 4종류 감시기에 따라 검점 선원의 통과속도는 서로 

다르다. (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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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의 유형 선원 통과속도

보행자 감시기 1.2   m/s

운반물 감시기 1.2   m/s

차량 감시기 8   km/h (2.2 m/s)

궤도차량 감시기 8   km/h (2.2 m/s)

표 3-8.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성능시험 점검선원 통과속도

(Passing speed of check sources for performance test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표 3-7, 3-8과 그림 3-7에서 표현한 것처럼, 통과 물질에 따른 검출 성능, 통

과속도에 따른 검출 성능, 검출 영역의 측정, 검출 성능의 선형성 등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원의 이동속도와 통과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왕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8은 제작한 선원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문형 감시기의 성능시험을 

하는 장면이다. 그림 3-8에 표현된 것과 같이, 감시기에 대한 점검선원의 통과지

점을 달리하여 검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한 선원 이송장치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림 3-8.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문형) 성능시험의 장면

(Pictures of performance test for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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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대용 방사성물질 감시기의 권장 시험주기

  핵종판별기나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의 교정 또는 성능시험 주기는 일반적으

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용빈도에 따라서 주기를 결정하고 관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지침서에서 핵종판별기와 출입 감시기의 성능시험 주기를 크게 

사용전 시험과 주기적 시험으로 나누고, 주기적 시험은 사용자가 그 주기를 결정

할 수 있다. 표 3-9와 표 3-10은 각각 방사성 출입 감시기와 핵종판별기의 성능

시험 순서와 사용전 시험, 주기적 시험의 항목을 나타낸다. 사용환경과 시험환경

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다.

순서 시험항목 사용전 시험 주기적 시험

1 사용매뉴얼 검토

2 사전 시험

3 일반 특성 시험

4 데이터 저장 성능 시험

5 표시부 특성 시험

6 속도센서 시험

7 유효 측정범위 시험

8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시험

9 경보 특성 시험

10 감마선/중성자 반응도 시험

11 이동속도-감마선 반응도 시험

12 초과범위 반응도 시험

13 배경선량효과 시험

14 전자기파 방출 시험

15 무정전 전원장치 시험

16 환경 성능시험

17 문서작성

표 3-9.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의 권장 시험 순서와 시험 주기

(Recommended performance test steps and test periods of 

radiation detection portal mon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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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항목 사용전 시험 주기적 시험

1 사용매뉴얼 검토

2 사전 시험

3 일반 특성 시험

4 작동 모드 시험

5 통신 프로토콜 시험

6 웜업 시간 시험

7 배터리 전원 시험

8 유효 측정범위 시험

9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시험

10 개인 보호 경보 시험

11 방사선 검출 반응도 시험

12 감마선/중성자 반응도 시험

13 방사성핵종 판별 시험

14 단일 방사성핵종 판별 시험

15 전리방사선 간섭 시험

16 판별오류 시험

17 주변물질 간섭 시험

18 반응범위초과 판별 시험

19 전에너지피크효율 시험

20 반치폭 시험

21 조사선량률 범위초과 특성 시험

22 중성자에 대한 감마선 영향 시험

23 문서작성

표 3-10. 방사성 핵종판별기의 권장 시험 순서와 시험 주기

(Recommended performance test steps and testing periods of hand-held

radionucilde ident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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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1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 생활 및 업무 환경 주

변 OSL/TL 물질 조

사

∙ OSL 스펙트럼 측정장

치 제작

∙ 생활 및 업무 환경 주변 OSL/TL 물질 조사

  - 휴대전화 전자소자 OSL 반응 특성 조사

  - 벽돌, 타일, 석영물질 OSL 반응특성 조사

∙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제작

  - 고감도 CCD와 스펙트로미터, 광필터 조합

100

∙ 신 소화기모델 해석

∙ 신 소화기모델(HATM) 분석 및 관련 데이터베

이스 구축

∙ 신 소화기모델을 적용한 내부피폭 평가 자료 

산출 및 검증

100

∙ 전자개인선량계 성능

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제작

∙ 전자선량계 성능시험 기준 ISO LK 선질 6개

(LK35, LK55, LK70, LK100, LK125, LK170) 제

작 및 정량화

100

2. 2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 생활 및 업무 환경 주

변 OSL/TL 물질 시료

화 기법개발 및 방사선

반응 특성 평가

∙ 다파장 자극광원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제

작

∙ 최신 휴대전화 전자소자의 선량복원용 시료화 
기법개발 및 방사선반응 특성 평가

  - 전자기판내부의 가능한 모든 소자의 방사
선 반응 특성 실험 및 평가

  - 신호 감쇠 특성 데이터 확보
∙ 건축물 구성 물질(벽돌, 타일)의 신속한 시료

화 기법 및 선량복원 프로토콜 개발
  - 기존 기법 대비 20배 이상 판독속도 향상
∙ 다파장 자극광원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제작

100

∙ OIR 모델 해석

∙ OIR의 수정된 호흡기 모델 분석 및 해석

∙ 핵종 별 전신 생리역동학모델 분석 및 관련 

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OIR 모델을 이용한 잔류함수 산출 모듈 개발

100

∙ 전자개인선량계 성능

시험용 기준 엑스선장 

(저선량률) 확대 및 저

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 개인선량계/서베이미터류 교정 기준선장 확

대(241Am, ISO LK2종: LK210, LK240) 및 정

량화 자료 생산

∙ 저선량률 감마선장 제작: 241Am 방사성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단일 에너지(59.5 keV)의 저

선량률 감마선장을 제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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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 방사선량 회구측정 및 

평가 절차서 작성

∙ 최신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서 개발

  - 시료준비부터 최종 선량평가까지

  - 개발된 절차서 검증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 선량회구평가 실증 시험 실시

∙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절차 개발

  - 시료 추출, 전처리, 선량평가

  - 최저검출선량 약 10 mGy

  - 산출시간: 약 2시간

∙ OSL의 물리적 모델 수립 및 분석 프로그램 

작성

100

∙ 신 섭취모델 기반 섭취잔

류함수 산출

∙ OIR part 2의 15개 핵종에 대한 섭취경로별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 OIR part 3의 15개 핵종에 대한 섭취경로별 

섭취잔류 및 배설함수 산출

∙ 내부피폭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생체검정

함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

∙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 구

축

∙ 방사능방재 현장 운영장비 교정/시험용 키트 

제작 및 절차서 작성(오염감시기/핵종판별기)
100

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방사선량 회구 평가(Retrospective Dosimetry)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

는 물질을 이용하여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폭 및 

누출 선량을 사후에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술로서 다양한 방사선 사고 

수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임.

방사선 관련 사고시, 작업자 및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들이 그 

사고로 인해 실제 방사선 피폭 여부를 신속히 구분하여 피폭자가 적합한 의

료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여할 것임. 또한 사고 범위나 규모

에 대한 정보가 부족에 기인한 사회적 패닉 상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판독특이자에 대한 선량평가시 현재 주로 혈액검사를 통한 방법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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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피폭선량이 낮은 경우 선량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본 기술을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에 이전하여 판독특이자 선량평가에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하

여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관리에 기여할 예정임.

최근 그 우려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RDD(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일명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이용한 방사선 테러 상황시 피폭 방사선량

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러 용의자, 용의차량, 용의건물에 대한 방사선

량을 평가하여 이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

함으로서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신 소화기모델(HATM)을 분석하고 관련인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함에 따라 이 

모델의 사용 시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HATM을 적용한 내부피폭 

평가에 있어 평가자마다의 분석차이로 인한 평가오류를 줄일 수 있음

OIR에서 수정된 HRTM을 분석하고 기존 HRTM과의 차이를 정리함. 이에 

따라 향후 수정된 HRTM을 사용한 평가 시 분석오류로 인한 평가오류를 줄

일 수 있고 모델 변경에 의한 혼란을 방지함

OIR을 적용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산출 모듈을 개발함에 따라 생체검

정 시료 분석을 통한 섭취량 및 예탁유효선량 평가 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

에서의 함수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OIR part 2, 3의 핵종 및 섭취경로 별 잔류함수 산출을 통해 기존의 내부피

폭평가 코드의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코드 개발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용으로 국내 표준 및 교정기

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ISO 규격의 저선량률 기준 엑스선장을 확보하고, 

방사능 방재 혹은 원자력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방사선/능 감시기에 

대한 현장 성능시험체계를 국제 규격에 따라 구축하여 방사선방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가능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방사선 방호/방재/보안

용 현장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체계를 확보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확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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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확장된 기준 방사선장장을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내 방사선검출기 개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보

유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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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경제 • 산업적 측면

방사선 사고시, 인위적 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누출된 방사선의 범위와 선량

을 측정하고, 작업자 및 주민들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는 것은 사고 

수습에 필수적인 행위임.

대규모 방사선 누출 사고시 이와 같은 사후 선량평가를 기존 기술(혈액을 이용

한 피폭선량 측정법)에만 의존할 경우 선량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

라 방사선 누출 범위 평가(선량 지도 작성)가 매우 어려울 것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방사선 누출 범위를 평가하고 사고 규모와 

의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는데 활용

할 예정임.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할 경우 방사선 누출량 지도 작성이 가능

하며, 피폭 우려자의 선량평가를 비용은 기존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 

시간은 약 5분의 1 이하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선량복원 기술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에 이전하여 판독특이자의 선량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내부피폭에 대한 관심과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계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의 내부피폭에 대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내부피폭 모델이 적용될 경우 산

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매우 클 것이며 선량 평가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OIR 분석 및 관련인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결과는 향 후 OIR을 적용한 평가 시 여러 분야의 기관에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산출된 핵종 및 섭취경로 별 잔류/배설함수는 내부피

폭 코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방호용 측정기들에 대한 시험 및 교정용 기준 방사

선장이 확대 구축됨으로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기들의 성능을 

다양한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방사선측정기 개발 및 제

작 전반에 구축된 체계를 이용하면 측정기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증가되므로, 

국산 방사선측정기의 제작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며, 측

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이기에 현장에서 방사선방호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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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은 기존 혈액 내 림프구의 염색

체 해석 등의 방법에 기초한 기술, 사고 후 현지에서 선량율 미터 등으로 얻어

진 측정 결과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기법, 치아 에나멜의 EPR 기법 등에 비하

여 실제 상황시 선량평가의 가능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된 기술임. 혈액 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을 통한 방법은 피폭자의 개별적 신체에 대한 선량복원

을 실시한다는 장점으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시료준비 시

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최소검출한계선량(lower limit of detection)이 높

고(～100 mGy) 최종 평가된 선량의 불확도 범위가 넓어 최종 선량복원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직접 측정이 아니므로 추

가적인 모델링 작업과 실험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제한적임. 

치아 에나멜 시료의 EPR 기법은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낮아 최소검출한계선

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100 mGy) 사람의 치아를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는 제

약이 따르는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실제 상황시 본 기술로서 기

존 기술을 대체하거나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OIR 모델을 이용하여 섭취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종사자의 생체

검정 시 반드시 필요한 섭취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산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향 후 추가된 OIR의 part 4, 5 핵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활용되며 

향 후 다양한 분야의 내부피폭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국내에서는 국제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기술규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른 선질로 대체하여 전자개인선량계의 성능시험을 하였다. 원자력관련시설이

나 항만, 공항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포털모니터)나 휴

대용 핵종판별기의 경우, 그 성능시험이나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포로토콜

이 없었다. 이런 상황은 해당 제품들의 성능이 적절하게 확인되고 있는지와 

측정결과의 신뢰성 저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구축한 국제

규격선질 저선량률 엑스선장 8종과 감마선장 1종, 그리고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와 휴대용 핵종판별기의 현장성능시험용 포로토콜을 이용하면 현장에

서 사용하는 장비의 적절한 교정과 반응도시험 결과로 보증할 수 있기 때문

에 방사선방호/방사능방재/보안검색용 측정기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결

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209 -

3. 활용방안

방사선 사고 대응 시스템에 본 기술을 활용한 선량평가 기능을 탑재 추진

방사선 누출 사고시 관련 작업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여 

평가함으로서 피폭자의 적절한 의료적 처치에 기본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 또는 테러 상황시 이의 역학 조사에 정보 제공

방사선 사고의 의미와 규모를 누출 방사선량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이를 주

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사회적 패닉(panic)을 예방하고 사고 대응 능력에 대

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선량 관리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본 기

술을 이전하여 판독특이자의 사후 선량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작업종사자의 내부오염이 발생하여 생체검정을 실시한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

된 모듈을 통해 섭취량을 추정해보고 기존의 모델로 추정한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는 데에 활용

기존에 내부피폭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OIR 적용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 섭취량 추정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방사선사고 상황과 같이 매우 다량의 방사성물질 섭취가 발생한 경우, 기존 자

료보다 신뢰도 높은 OIR 기반의 잔류 및 배설함수를 사용함에 따라 조금 더 

정확하고 적절한 사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방사선방호/방재/보안용 측정기 성능시험 체계구축

방사선측정기 사용에 따른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해당 검출기의 성능시험을 위

한 국내 평가체계가 필요함. 이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방사선측정기 제작

산업을 개발단계에서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필수 기반요소이기 때

문에 시급히 국가 공인시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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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1 (ICRP draft version report)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2 (ICRP draft version report)

Occupational Intakes of Radionuclides: Part 3 (ICRP draft version report)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Dept. Homeland Security)가 주최하고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가 작성,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가 인증한,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방사선/능 측정기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지침서(ANSI N42 series)

와 프로토콜을 10여 년 전부터 개발하였고, 최근까지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

이다. 개인방사선경보기,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휴대용 방사선핵종 분석기, 

방사성물질 출입 감시기, 중성자 검출기 등의 휴대 기기에 대한 성능시험 

지침 뿐만 아니라, 항만이나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엑스레이 방사선검출

기의 성능시험 체계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기기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 훈련 지침이나 기기의 데이터 형식 기준 등의 소프트웨어 적인 지침

도 체계화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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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 방사선 누출 사고나 테러 등 방사선 비상시, 인위적 방사선량계가 없는 상황에
서 누출 또는 피폭된 방사선량을 사후에 측정 및 평가(선량복원)하는 기술을 개
발하였음. 개발된 기술은 업무환경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물품이나 개인 
휴대품을 이용하여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실제 상황 시 선량복원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기존 혈액검사 등을 통한 방법에 비하여 최저
검출선량이 10배 이상 낮아 누출 또는 피폭 방사선의 양이 적은 경우에도 판독
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 권고에 따른 신 소화기 모델 및 생리역동학적 모델 
등의 신 섭취모델을 적용한 섭취량분율 산출 모듈을 개발하고, 핵종 및 측정대상
체별 섭취 잔류/배설 분율을 국내 최초로 산출하였음. 

-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용으로 국내 표준 및 교정기관에
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ISO 규격의 저 선량률 기준 엑스선장을 확보하고, 방사능 
방재 혹은 원자력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방사선/능 감시기에 대한 현장 
성능시험체계를 국제 규격에 따라 구축하여 방사선방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방사선 누출 사고나 테러 상황 시 방사선 피폭에 의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신속하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
하며, 방사선 누출 정도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신속히 관련자와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의한 사회적 패닉(panic) 상태
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신 섭취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방사성핵종 섭취 잔류/배설 분율 산출 모듈 및 
산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 신 국제권고에 따른 내부선량평
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방사선측정기 시험 및 교정가능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방사선 방호/방재/보안용 
현장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체계를 확보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확
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이용하여 누출 및 피폭 방사선량을 사후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방사선 누출 영역
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선량 지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방사선 사고의 
역학조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방사
선 테러  대응 용의자, 용의차량, 용의건물 등을 특정 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기술 이전하여 판독특이자의 선량 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 또한 신 섭취 잔류/배설 분율을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에 적용하여 신 국제권고
에 따른 내부선량평가가 가능하여 조만간 신 국제권고에 따른 내부선량평가 법
제화에 대처하여 활용 가능함. 

- 국산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확장된 기준 방사선장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내 방사선검출기 개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기술의 신뢰성을 실증실험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검증하
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방사선량 측정분야 유럽국가간 협력 단체
인 EURADOS (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에 가입하여 국제상호비
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신 섭취모델 적용 잔류/배설 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가장 최신에 발표된 권고 
및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개발에 접목시켰고, 연구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국내 여
러 원자력산업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여 국내 내부선
량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국내 최초로 방사선 방호/방재/보안용 현장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성능시험 확
인체계를 확보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확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 지적재산권 • 발표회 개최 등)

평가 지표 분석 지표
1단계 2단계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과학기술 연구성과

논문 게재
 (건)

SCI 13 15 13 15

비 SCI 3 4 3 4

논문 발표
 (건)

국내/외 - 24 - 24

사업화 성과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등록

(건)

국내 2 3 2 3

국외

기술료 징수 (백만원) 25 66 25 66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건)
기술지도 5 9 5 9

기술이전 3 3 3 3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1

개인 휴대형 전자기기 

내부 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기술 개발

∙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들의 방사선 

반응 특성 평가

  - 10mGy-10 Gy에서 대체로 선형적

∙ OSL 신호의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 

평가

  - 저항소자: 36시간 경과시 약 80 %, 

인덕터: 36시간 경과시 약 50 %

∙ 최소검출선량 산출: 10 mGy 미만

∙ 선량회구평가 절차서 개발

∙ 선량회구평가 실증실험 실시

  - 기준선량 대비 5%-40% 오차 이내로 

가능

100

2
건축물 구성 물질을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 

평가 기술 개발

∙ 사고선량 평가를 위한 건축물 구성 

물질의 분류 및 선정

  - 적벽돌, 기와, 타일, 변기 선정

∙ 시료의 전처리법 확립 및 OSL 특성 

연구

  - 조립자법 및 core-disc법으로 시료 추

출 

∙ 선량회구평가용 측정 및 판독 프로토콜 

개발

  - SAAD-POSL법을 이용한 사고선량 

신속분석법 개발

  - 산출시간: 약 2시간

  - 최저검출선량: 약 10 mGy

100

3

광자극발광(OSL)/열발

광(TL) 스펙트럼 측정 

장치 개발 및 OSL/TL 

통합분석 프로그램 개

발

∙ 스펙트럼 파장 대역: 325 nm - 800 nm

∙ 자극광원: Green, Red LED 및 Green 

Laser

∙ Al2O3:C, LiAlO2 물질의 OSL 스펙트럼 

측정

∙ Radioluminescence 및 OSL, TL의 통합

분석 알고리듬 및 프로그램 개발

100

4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 신 소화기모델 해석

∙ 신 소화기모델 관련체계 자료구축

∙ 방사성핵종별 섭취 신모델 해석

∙ 신 섭취모델을 이용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산출 모듈 개발

∙ 신 섭취모델에 따른 핵종 및 

측정대상체별 섭취량분율 계산

100

5
전자개인선량계 성능시험

용 기준 엑스선장 제작

∙ 전자선량계 성능시험 기준 ISO LK 선질 6개 

제작 및 정량화

∙ 개인선량계/서베이미터류 교정 기준선

장 확대(241Am, ISO LK2종) 및 정량화 

자료 생산

100

6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

장 성능시험 체계 구축

∙ 방사능방재 현장 운영장비 교정/시험용 

키트 제작 및 절차서 

작성(오염감시기/핵종판별기)

100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방사선 누출 사고나 테러 상황시 인위적 방사선량계가 없는 상황에서 누출 또는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주변에서 쉽게 찾
을 수 있는 물품(건출물재료, 개인 휴대기기)을 이용하여 선량을 측정하는 기술
이므로 실제 상황시 선량복원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 
혈액 내 염색체 검사법에 비하여 최저검출선량이 10배 이상 낮고 판독에 소요되
는 시간이 짧아 보다 신속 정확한 선량측정이 가능한 기술임. 본 기술을 활용하
여, 사고시 방사선 피폭에 의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방사선 누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
서 방사선 피폭 우려에 의한 사회적 패닉(panic) 상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방사선 테러 대응 활동
에 활용할 수 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기술을 이전하여 판독특이자의 선
량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량회구평가 기술은 그 
활용성이 매우 높은 기술임.

- 신 국제권고에 따른 내부선량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사성핵종 섭취에 대한 
신 소화기모델 및 생리역동학모델 등의 신 섭취모델에 근거한 섭취잔류함수 및 
배설함수 산출 모듈을 개발하였고, 핵종 및 측정대상체별 섭취 잔류/배설 분율
을 산출하여 평가에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내부선량평가의 국제적 신뢰
성을 확보하였음. 

- 개인전자선량계 등 방사선방호용 측정기들에 대한 시험 및 교정용 기준 방사선
장이 확대 구축됨으로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기들의 성능을 다양
한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국내 방사선측정기 제작산업이 경쟁력
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이기에 현장
에서 방사선방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함.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량회구평가 기술은 인위적 측정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
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휴대형 전자기기, 건축물 재료 등)를 이용하여 
누출 및 피폭선량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측정 가능한 선량이 매우 낮은 범
위부터 가능하다는 점(최저검출선량 10 mGy 이하, 판독시간 수 시간 이내)이 장
점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사고 시 사회적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방사
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기술 이전하여 판
독특이자의 선량평가에 활용 예정인 점 등 그 높은 활용성에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신 국제권고에 따른 내부선량평가체계는 기술 선진국에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
고 개발 중인 상태로써, 국내 내부피폭분야의 인프라 및 연구개발이 척박한 현실
에서 신 국제권고를 적용한 신 섭취잔류/배설 분율을 산출한 것은 큰 성과로 자
부할 수 있음. 

- 국내 최초로 방사선 비상 운영장비 현장 성능시험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장비의 
신뢰성확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방시선측정장비의 개발과 
수출등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방사선 누출 사고 시 본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
게 분류하여 의료진에게 피폭선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의 규모와 의미(방사선 
누출량, 누출 지역 범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방사
선 피폭 우려에 의한 사회적 패닉(panic) 상태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또
한 개발된 기술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판독
특이자의 선량평가에 적용할 예정임.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우려가 더욱 고조
되고 있는 RDD(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Dirty bomb)를 이용한 방사선 
테러 대응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또한 기술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하여 EURADOS (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에서 실
시하는 국제상호비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임.

- 신 섭취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방사성핵종의 섭취 잔류/배설 분율 산출 모듈 
및 자료를 신 국제권고 적용 내부선량평가 전산코드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며, 

차기 연구단계에서 수행할 계획에 있음. 또한 관련 결과물을 국내 원자력산업계
에 전파하여 공유하도록 조치할 것임. 

- 방사선측정기 사용에 따른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해당 검출기의 성능시험을 위
한 국내 평가체계가 필요함. 이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방사선측정기 제작
산업을 개발단계에서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필수 기반요소이기 때문
에 시급히 국가 공인시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본 연구결과가 국내 방사선방호분야의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

도록 공개 활용되어야 할 것임.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공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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