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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 제 고 유 번 호 2017M2A8A4015255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7.03.01. ~ 
2019.12.31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 과제 명 원자력안전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환경방호 핵심기술 및 사고대응 시스템 개발

세부 과제 명 방사선방호용 선량측정 및 평가기술개발

연 구 책 임 자 김장렬

해 당 단 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14명
해 당 단 계
연 구 비

정부 1,484,000 천원

내부 13명 기업 - 천원

외부 1명 계 1,484,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14명

총 연구비

정부 3,204,000 천원

내부 13명 기업 - 천원

외부 1명 계 3,204,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부 참 여 기 업 명 -

국 제 공 동 연 구 상대국명 : - 상대국 연구기관명 :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연구책임자 : 김홍주(경북대), 정기수(경상대)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238p.

 신 방사선 표지물질 개발 및 선량복원 기술 확보

  - 신속한 피폭여부 판정에 적용 가능한 신 방사선 표지물질 개발

  - 표지물질선량-인체피폭선량 환산 프로그램 개발

 대규모 사고 대비 피폭여부 신속판독기술 개발

  - 선량복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수 시료 신속판독 체계구축

  - 현장 적용형 선량복원장비 제작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혼합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개발

  -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이 가능한 신소재 섬광물질 개발

  - 신소재 섬광체와 신호처리 모듈을 이용한 동시 측정 검출 시스템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방사선량복원, 방사선 사고, 방사선 테러, 방사선량회구평가, 중성자/감마선

영어
Dose reconstruction, Radiation accident, Radiological terror, 
Retrospective dosimetry, Neutron/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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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사고 대응 방사선량 복원 및 혼합선장 평가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1. 대규모 방사선 사고 및 테러 대응 피폭선량 신속복원 기술 개발

- 방사선측정기 부재 시 피폭선량 신속 측정을 통한 과피폭자 신속 구분

- 방사선테러 용의자 추적 및 판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혼합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개발

- 중성자/감마선의 동시 측정을 통한 혼합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확보

-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용 신소재 섬광체 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신 방사선 표지물질 개발 및 선량복원 기술 확보

- 신속한 피폭여부 판정에 적용 가능한 신 방사선 표지물질 개발

- 표지 물질별 선량계적 특성 평가 및 DB 구축

- 측정 절차 단순화를 통한 피폭선량 신속복원절차 개발 및 검증 (샘플당 선량복원 시간 30

분 이내)

- 표지물질선량-인체피폭선량 환산 프로그램 개발

2. 대규모 사고 대비 피폭여부 신속판독기술 개발

- 선량복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수 시료 신속판독 체계구축

- 현장 적용형 선량복원장비 제작

- 국제상호비교를 통한 기술검증

- 방사선테러 용의자 추적용 차량/건물내부/용의자 휴대품 피폭선량복원 기술

3.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혼합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개발

-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이 가능한 신소재 섬광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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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감마선 선속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신소재 섬광체와 신호처리 모듈을 이용한 동시 측정 검출 시스템 개발

-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 시스템 성능 평가

Ⅳ. 연구개발성과 

1. 신 방사선 표지물질의 선량복원 기반 확보 및 선량계적 특성 실험

가. OSL특성을 이용한 인체 치아 시료의 사후선량복원 기반 기술개발

- 치아 에나멜을 이용한 선량복원 가능성 확인함.

- 0.5~10 Gy에 대한 선량반응도 선형성 확보하였으며, 24시간 후 25%의 fading(신호 감

쇠)을 확인함.

나. 스마트 칩 카드의 OSL 특성을 이용한 사후선량복원 기반 기술개발

- 스마트 칩 카드의 선량계적 특성 확인함. 

- zero dose는 18 mGy, 최소검출선량(MDD)는 35mGy 측정됨. 60 mGy ~ 15 Gy에 대

한 선량반응도 선형성 확보하였으며 5일 후 56%의 fading(신호 감쇠) 확인함.

다. 최신 휴대전화 glass(AMOLED)를 이용한 사후선량 복원 기반 기술개발

- Samsung Galaxy-S3 모델의 AMOLED glass의 선량계적 특성 확인함.

- AMOLED의 TL spectra 획득하였고, zero dose는 20 mGy, 최소검출선량(MDD)는 

5mGy으로 측정됨.

라. 최신 휴대전화 glass(category B)를 이용한 사후선량 복원 기반 기술개발

- category B glass의 선량계적 특성 확인함. 

- 15종의 최신 휴대전화의 display glass에 대한 category를 분류하였고, category B 

glass의 TL spectra 획득.

- category B glass의 선량반응도의 선형성을 확인하였고, 3주에 걸친 fading 특성(80%) 

확보함.

- 선량복원 프로토콜 개발하여 실증실험(blind test)를 통한 기술 검증함.

마. TL/OSL을 이용한 방사선량 사후선량복원기술의 측정 불확도 산출기법

- 휴대전화 저항을 이용한 OSL 측정에서의 불확도 산출기법 개발함.

- 휴대전화 glass(category A 및 category B)를 이용한 TL 측정에서의 불확도 산출기법 

개발함.

바.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사선량회구평가 EURADOS 국제상호비교 (2017) 참가

- 3기의 휴대전화(Lumia 550(#01), 아이폰6(#13, #25))를 이용한 국제 상호비교 참가

- 평가선량 : 326mGy, 2335 mGy, 190 mGy (조사선량 : 400mGy, 1800 mGy, 0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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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휴대전화 내부전자소자를 활용한 선량 회구평가 시 피폭상황별 평가선량 차이에 대한 전

산모사 비교실험

- 인체의 차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ICRU slab 팬텀을 이용한 휴대전화 위치별 반응도를 

측정.

- 고에너지 (Cs-137, 662 keV) 및 저에너지 (M-150, 73 keV)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

- 실험결과와 동일 구조에 대한 전산모사(MCNP)의 결과를 비교함.

2.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용 센서물질 특성분석 및 평가

가. Li를 포함한 엘파솔라이트 섬광체 선정 

- 섬광체 후보군으로 Cs2LiCeCl6, Cs2LiCeBr6, Rb2LiCeCl6, Rb2LiCeBr6, K2LiCeCl6, 

K2LiCeBr6 선정하여 브리지만 방법을 통한 섬광단결정을 성장함.

나. Tl2LiGdBr6 섬광결정 특성조사

- X-선 발광 파장 영역(435 nm), 에너지 분해능(7.2 %), 절대섬광량(27,000 광자/MeV), 

감쇄시간(56 ns) 측정.

다. LiI에 여러 첨가물을 사용한 섬광체중 우수한 섬광체 선정

- Tl을 도핑하여 브리지만법으로 LiI:Tl 성장함.

- Pulse shape discrimination (PSD)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중.

3. 신 방사선 표지물질 및 선량복원 기법 개발 및 표지물질별 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스마트 칩카드의 선량계적 특성평가 연구

- 스마트 칩카드 시료의 OSL 선량반응도 곡선 및 신호감쇄(fading) 곡선 획득

- 스마트 칩카드 시료 시간에 따른 TL 신호 재생성 현상 관찰

나. 최신 휴대전화 기판유리(Category B)의 선량복원 기법 고도화

- 신호 안정화를 위한 pre-bleach 모듈 개조 및 성능평가 (500 s에서 > 90% TL bleach)

- 유리시료 측정 시 필터 제거를 통한 프로토콜 최적화 (신호증가 : 50~90배)

다. 최신 휴대전화 기판유리(AMOLED)의 선량복원 기법 고도화

- 발광곡선 분석을 통해 AMOLED 기판유리의 category 확인 및 40종 표지 물질에 대한 

비율 (8:2) 확인

- 40종 AMOLED 기판유리의 배경신호(zero dose) 측정 (zero dose : 34 mGy, MDD : 

90 mGy)

- 20종 AMOLED 기판유리의 5일 후 감쇄특성 측정 (category A : 60 %, category B : 

40 %)

라. 최신 휴대전화 터치유리의 선량계적 특성평가

- 3차원 TL 발광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터치유리 선량계적 특성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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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I : 310 °C/560 nm, type II : 270 °C/670 nm, type III : 320 °C/470 nm)

- 30여종이상 터치유리에 대한 zero dose 평가

- 불산 식각(4~20분)을 통한 터치유리 zero dose 감소 프로토콜 개발

마. 발광곡선 해석 기반 선량복원 데이터 자동 분석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 CUDA(Computer Unified Device Architecture) 시스템을 이용한 발광곡선 자동해석 

알고리즘 개발

- 발광곡선 분석 알고리즘, 후보 물질에 대한 발광특성 DB가 적용된 선량복원프로그램

(RetroAnal) 개발

4.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 시스템 기반 구축

가. 중성자/감마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모듈 제작

- 실시간 중성자/감마선 동시 신호처리를 위하여 중성자/감마선의 신호 처리시 전하차를 이

용한 신호 분리 알고리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신호의 전하 차에 대한 최적의 

신호 분리 측정 조건을 도출

- 유기섬광체를 사용한 FADC 모듈 성능 평가 수행: 중성자/감마선 분리신호 감도 (Figure 

of merit, FOM) ≤ 1.5

5. 피폭선량 신속절차개발 및 현장적용형 선량복원 장비제작 및 인체피폭선량 환산알고리즘 

개발

가. Chip card의 열발광 (TL) 특성평가 및 선량 복원기술 개발

- 열발광(TL)특성에 따른 Chip card 그룹화 (Categorization)

- 조사 20일 이후 초기 대비 20 % 이상 잔여신호 확인

나. 휴대전화의 유리 기판을 이용한 PTTL (phototransferred thermoluminescence) 측

정

- 조사 후 10 일 이후 신호의 손실 10 % 미만 달성

다. 현장 적용형 열발광/광자극발괄(TL/OSL) 판독장치 개발

- 샘플 홀더 구동모듈, 광측정 모듈, 열자극 모듈, 컨트롤러 및 구동 프로그램 개발

- 현장적용형 사후선량평가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라. 최신 매쉬 팬텀을 이용한 휴대전화 선량을 인체선량으로 환산 연구

- 선원별, 자세별(standing, kneeling and squatting), 피폭 상황 별 전산모사

- 표지자 선량-인체선량 환산계수 look up table 개발

마. 발광곡선 해석 기반 선량복원 데이터 자동 분석

- Open MP API 기반으로 Parallel Nelder Mead 법을 적용한 분석 프로그램

- SAR, EURADOS, KAERI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적용한 선량 복원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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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성자/감마선 선속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신섬광체 특성분석

가. 중성자와 감마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Li를 모체로 하는 신소재 섬광단결정 계측기 

개발

-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큰 Li를 모체로 하는 새로운 엘파솔라이트 섬광체 성장

- 성장된 섬광체의 기본적인 특성 분석을 통한 성능 평가 및 최적화

- 고효율의 CsI(Tl)에 Li을  co-doping한 섬광체를 이용한 새로운 섬광체 성장

- 고효율의 LiI(Ag) 섬광결정 성장 및 encapsulation 방법 확보

- PSD 개발을 통한 중성자와 감마선 구분 방법 확립

나. 중성자/감마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모듈 제작

- CLLB 섬광 검출기 중성자 선원에 대한 MCNP 전산모사

- 중성자 선원 입사각도에 따른 CLLB 검출기 반응함수 확보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1. 신 방사선 표지물질

- 선량계적 특성 자료 DB (피폭여부 신속판정에 적용)

- 방사선 표지물질 5가지 이상 (최소검출선량 10 mGy 이하 물질 포함)

2. 표지물질 선량을 인체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3. 현장적용형 선량복원 장비  

- 기준방사선 조사장치가 장착된 선량복원 장비

4. 선량복원 실험실간 네트워크 구축 (비상시 선량복원 분산을 통한 속도 효율화) 

- 국내 5개 이상 실험실간 상호비교 실험

5. 방사선테러 용의자 추적용 차량/건물내부/용의자 휴대품 피폭선량복원 기술 

6.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용 신소재 섬광물질  

7.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 알고리즘 및 측정시스템 



- 10 -

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trospective dosimetry in radiation accidents 

and dose evaluation in mixed radiation field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rapid dose reconstruction technology for large-scale radiation 

accidents and terrorism

- Rapid triage of over exposures through rapid measurement of exposure dose 

in the absence of radiation dosimeter

-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tracking and determining suspected 

radiation terrorists

2. Development of quantification technology for neutron / gamma ray mixed 

radiation fields

- Securing mixed radiation field quantification technology through simultaneous 

measurement of neutron / gamma ray

- Securing original technology by developing new material scintillator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neutron / gamma ra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new radiation maker material and securing technology for 

dose restoration

- Development of new radiation maker material applicable to rapid exposure 

determination

- Dosimetric characterization and data base construction for each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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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 material

-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rapid dose recovery procedure by simplifying 

measurement procedure (within 30 minutes of dose recovery time per 

sample)

- Development of program for converting labeled material dose to human 

exposure dose

2. Development of rapid dose measurement technology for large-scale accidents

- Establishment of multiple sample rapid reading system by establishing dose 

restoration network

- Production of dose restoration equipment

- Technical verific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 Radiation dose suspecting technology for vehicles / buildings / suspects

3. Development of quantification technology for neutron / gamma mixed radiation 

fields

- Development of new material scintillator that can simultaneously measure 

neutron / gamma ray 

- Development of neutron / gamma ray flux analysis algorithm

- Development of simultaneous measurement detection system using new 

material scintillator and signal processing module

- Performance evaluation of integrated neutron / gamma ray simultaneous 

measurement system

Ⅳ. Result of Project

1. Securing for dose restoration and dosimetric characterization experiment of 

new radiation maker material

A.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of human tooth samples using OSL 

characteristics

- Confirm the possibility of dose restoration using tooth en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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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e response linearity for 0.5 ~ 10 Gy was secured, and 25% of fading 

(signal attenuation) was confirmed after 24 hours.

B.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OSL characteristics of smart chip card

- Confirmation for the dosi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chip card.

- Zero dose is 18 mGy, minimum detection dose (MDD) is 35 mGy. Dose 

response linearity from 60 mGy to 15 Gy was ensured and 56% fading 

(signal attenuation) was confirmed after 5 days.

C.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the latest mobile phone glass 

(AMOLED)

- Confirmation for the dosimeter characteristics of AMOLED glass of Samsung 

Galaxy-S3 model.

- TL spectra of AMOLED was acquired, zero dose was measured at 20 mGy, 

minimum detection dose (MDD) was 5 mGy.

D. Development of retrospective dosimetry for the latest mobile phone glass 

(category B)

- Confirmation for the dosimetric characteristics of category B glass.

- Categorized the category of display glass of 15 kinds of latest mobile 

phones and acquired TL spectra of category B glass.

- The linearity of the dose reactivity of category B glass was confirmed, and 

the fading characteristic (80%) was secured over 3 weeks.

- Development of dose restoration protocol and technology verification 

through blind test.

E. Measurement uncertainty calculation for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TL / 

OSL method  

- Development for uncertainty calculation method for OSL measurement using 

resistor of a mobile phone.

- Development for uncertainty calculation method for TL measurement using 

mobile phone glass (category A and category B).

F. Participation in EURADOS inter-comparison using mobile phon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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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tion in inter-comparison using three mobile phones (Lumia 550 (# 

01), iPhone 6 (# 13, # 25))

- Evaluation dose: 326mGy, 2335 mGy, 190 mGy (irradiation dose: 400mGy, 

1800 mGy, 0 mGy)

G. Simulation for different evaluated dose compared to experiments using 

electronic components of mobile phone according to exposure scenarios for 

retrospective dosimetry 

- To evaluate the shielding effects by the body, the doses depending on the 

phone position were measured using ICRU slab phantom.  

- High energy (Cs-137, 662 keV) and low energy (M-150, 73 keV) were 

considered.

- Compa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those of MCNP simulation for the 

same structure.

2.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of sensor material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neutron / gamma Rays

A. Selection of elpasolite scintillators containing Li

- Cs2LiCeCl6, Cs2LiCeBr6, Rb2LiCeCl6, Rb2LiCeBr6, K2LiCeCl6, K2LiCeBr6 were 

selected as scintillant candidates to grow scintillation single crystals using the 

Bridgeman method.

B. Characterization of Tl2LiGdBr6 scintillation crystal

- X-ray emission wavelength range (435 nm), energy resolution (7.2%), 

absolute glare (27,000 photons / MeV), decay time (56 ns).

C. Selection of best scintillator using various additives in LiI

- Doped Tl to grow LiI: Tl by Bridmann method.

- Investigating whether pulse shape discrimination (PSD) is possible.

3. Development of new radiation marker,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 and 

database of dosimetric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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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osimetric characteristics of smart chip cards

- Acquisition of OSL dose response curve and fading curve of smart chip card 

sample

- Observation of TL signal regeneration effect according to sample time of 

smart chip card

B. Enhancement of dose reconstruction techniques for category B glass of 

modern mobile phone 

- Modif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pre-bleach modules for signal 

stabilization (> 90% TL bleach at 500s)

- Protocol optimization through filter removal when measuring glass samples 

(signal increase: 50 ~ 90 times)

C. Enhancement of dose reconsturction techniques for advanced substrate glass 

(AMOLED) of mobile phone 

- Confirmation for category of AMOLED substrate glass and ratio of 40 kinds 

of labeling substances (8:2) through emission curve analysis

- Measurement of background dose (zero dose) of 40 kinds of AMOLED 

substrate glass (zero dose: 34mGy, MDD: 90mGy)

- Measurement of attenuation after 20 days of 20 kinds of AMOLED substrate 

glass (category A: 60%, category B: 40%)

D. Evaluation of dosimeter characteristics of modern mobile phone touch glass

- Grouping touch glass dosimetric characteristics through 3D TL emission 

spectrum analysis (type I: 310 ° C / 560 nm, type II: 270 ° C / 670 nm, 

type III: 320 ° C / 470 nm)

- Zero dose evaluation for more than 30 kinds of touch glass

- Developed zero dose reduction protocol of touch glass through folic acid 

etching (4 ~ 20 minutes)

E. Development for automatic analysis techniques and programs for dose 

restoration data

- Development for Automatic Analysis of Glow Curve Using CUDA (Computer 

Unified Device Architec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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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for dose recovery program (RetroAnal) applying emission curve 

analysis algorithm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DB for candidate materials

4. Foundation of neutron / gamma simultaneous measurement system

A. Neutron / gamma ray signal processing algorithm and module fabrication

- For the real-time neutron / gamma ray simultaneous signal processing, we 

conducted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ignal separation algorithm using 

the charge difference in the signal processing of the neutron / gamma ray, 

and derived the optimal signal separation measurement condition for the 

charge difference of each signal.

- Performance evaluation of FADC module using organic scintillator: Neutron 

/ gamma separation signal sensitivity (Figure of merit, FOM) ≤ 1.5

5. Development of rapid dose assesment procedure and manufacture of in-site 

dose reconstruction equipment and development of human exposure dose 

conversion algorithm

A. Evaluation of thermoluminescence (TL) characteristics and dose 

reconstruction technology for chip cards

- Chip card grouping according to TL characteristics

- 20 % of initial signal was remained after 20 days

B. Measurement of phototransferred thermoluminescence (PTTL) using glass 

substrate of mobile phone

- Loss of signal less than 10% after 10 days from irradiation

C. Development of in-site thermoluminescence /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reader (TL / OSL) reader

- Development of sample holder driving module, optical measuring module, 

thermal stimulation module, controller and driving program

- Developed prototype of field applied post dose assessment system

D. A study on converting mobile phone dose into human dose using the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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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 phantom

- Computer simulation by standing, kneeling and squatting and exposure 

situation

- Development of lookup table for marker dose-human dose conversion factor

E. Automatic analysis of dose restoration data based on emission curve analysis

- Analysis program applying Parallel Nelder Mead method based on Open MP 

API

- Development of dose recovery algorithm applying various protocols such as 

SAR, EURADOS, KAERI

6. Development of neutron / gamma ray flux analysis algorithm and new 

scintillator characterization

A. Development of detection module base on Li scintillation material which can 

detect neutron and gamma ray simultaneously

- Growth of a new elfasolite scintillator based on Li with a large neutron 

absorption area

- Performance evaluation and optimization through basic characterization of 

grown scintillator

- Growth of new scintillator using scintillator co-doping Li on high efficiency 

CsI (Tl)

- Securing high efficiency LiI (Ag) scintillation crystal growth and 

encapsulation method

- Established how to distinguish neutrons and gamma rays by developing PSD

B. Neutron / gamma ray signal processing algorithm and module fabrication

- MCNP Simulation of CLLB Scintillation Detector Neutron Source

- CLLB detector response function according to neutron source incidence 

angl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New radiation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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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imetric data DB (applied to rapid determination of exposure)

- 5 or more radiolabels (including substances with a minimum detection dose 

of 10 mGy or less)

2. Algorithm and program for converting dose of labeling substance into human 

exposure dose

3. In-situ dose restoration equipment

- Dose restoration equipment equipped with a reference radiation device

4. Establishment of research network with dose restoration laboratories (speed 

efficiency through emergency dose distribution)

- Mutual comparison experiment between 5 or more domestic laboratories

5. Exposure dose information on tracking vehicle / building interior / suspect 

portable goods of radiation terrorism

6. New materialation material for neutron / gamma simultaneous measurement

7. Neutron / gamma simultaneous measurement algorithm and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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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목표

 신 방사선 표지물질 개발 및 선량복원 기술 확보

  - 신속한 피폭여부 판정에 적용 가능한 신 방사선 표지물질 개발

  - 표지 물질별 선량계적 특성 평가 및 DB 구축

  - 측정 절차 단순화를 통한 피폭선량 신속복원절차 개발 (샘플당 선량복원 시간 30분 이

내)

  - 표지물질선량-인체피폭선량 환산 프로그램 개발

 대규모 사고 대비 피폭여부 신속판독기술 개발

  - 선량복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수 시료 신속판독 체계구축

  - 현장 적용형 선량복원장비 제작

  - 국제상호비교를 통한 기술검증

  - 방사선테러 용의자 추적용 차량/건물내부/용의자 휴대품 피폭선량복원 기술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혼합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개발

  -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이 가능한 신소재 섬광체 성장

  - 중성자/감마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모듈 제작

  - 중성자/감마선 선속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신소재 섬광체를 이용한 일체형 중성자 감마선 동시 측정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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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누출 사고, 방

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 방사선 비상사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원자력 시설 관련 사고뿐만 아니라, 방사선원을 공연장 또는 지하철 등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

는 장소에 비밀리에 숨겨놓는 경우 등의 잠재적 테러 상황이 포함됨. 이로 인한 방사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폭자를 신속히 구분하고 주민 소개 구역 결정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방사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출 및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

 대규모 방사선 사고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일은,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있

는 관련자들 중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임. 이는 방사선피폭에 

의한 장해/상해 처치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의약품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고선량 피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임. 

 방사선 사고/테러 시 인위적 방사선량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에 설치된 방사

선 측정기도 사고의 여파로 작동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누출 

및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사고 관련자들이 많은 대규모 방사선 사고시에는 장비가 제한적인 하나의 고정된 실험실 

규모에서 피폭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피폭 방사선량 평가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소형 현장적용형 장비 개발, 

새로운 피폭 스크리닝 기법 개발 및 피폭선량 평가가 가능한 실험실간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

시 필요함. 이를 위해 상호비교실험을 통하여 신뢰성 높은 표준화된 사고 시 피폭선량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9 11 테러 이후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최근 소위 

IS(Islam State)에서 서방 국가를 상대로 방사선 테러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그 가

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실질적 테러 위협 감지 시(첩보 또는 제보 등에 의한) 용의자, 용

의 차량, 용의 건물에 대해 선량복원 기술을 적용하여 선원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이동 경

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이 기술은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에너지 하전입자 (전자, 양성자, 중이온) 가속기를 사용하는 연구, 산업 및 암치료 시설

과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등에서는 2차 방사선으로 중성자가 반드시 수반되며, 이 경우 혼

합방사선장의 해석을 통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혼합선장에서의 피폭

방사선량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함.

 국내에서 수행된 혼합방사선장 내 선량평가 연구는 감마선량과 중성자선량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여 유효선량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으나, 개발기술은 중성자와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 33 -

혼합방사선장에서의 인체 유효선량 평가 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중성자의 검출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He-3를 이용한 기체검출기가 가장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He-3의 부족으로 새로운 타입의 중성자 검출기가 필요하여 중성자 

방사선 계측분야에서 새로운 중성자 검출기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중 섬광결정

형으로 LiI:Eu가 있었으나, 이보다 우수한 CLYC섬광결정이 개발되었음. 이 타입은 펄스모양

을 이용하여 중성자와 감마선을 구별할 수 있어, 중성자와 감마선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위탁과제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섬광 결정에 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CLYC보다 우수한 Li을 포함하는 엘파솔라이트 섬광결정을 개발하여 원

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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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해당 시)

 본 수행기관은 기 수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건축 구성물(벽돌, 타일) 및 휴대폰 

내부 전자소자를 이용한 사후 방사선량 평가용 기술 일부를 확보함.

   -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의 열발광(TL)/광자극발광(OSL)을 이용한 선량회구측정법

   - 벽돌 및 타일 내부의 석영의 TL/OSL을 이용한 선량회구측정법

 본 수행기관은 기 수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준 방사선장을 구축하고 있어, 개

발된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

   - Cf-252 기준 중성자장, 기준 감마선장, 기준 엑스선장(ANSI M-series, ISO Narrow 

spectrum series) 기확보

 위탁과제기관인 경북대에서는 초크랄스키 방법 및 브리지만 방법을 이용한 섬광/형광 현

상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여 왔으며, 이를 통한 신소재 섬광체 육성 기술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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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1. 기술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개인 휴대 전자기기 내부 전자소자의 광자극발광 및 열발광을 이

용하여 방사선 사고 시 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나, 휴

대전화 선량을 인체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는 기술과 사고 관련자가 많은 대규모 사고를 대비하

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신속히 구분하는 기술이 필요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수행한 국내의 중성자/감마선 신호분리 기술과 스펙트럼 해석 

기술은 중성자선원의 속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액체 유기섬광체를 사용한 

것으로 에너지 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여러 기관에서 원전 예방정비 시 작업 공간 

내 불균일 방사선장에 대한 측정과 작업자 선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중성자와 감마선

의 동시 측정을 통한 혼합방사선장에 대한 정량화 등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 

 단결정 성장은 국내의 몇몇 연구소와 학교 및 중소기업에서 성장기술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으나, 중성자 검출을 위한 섬광결정 개발의 경험은 경북대 연구진이 유일함.

2. 시장 현황

 원자력의학원, 방사선보건원 등 선량복원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기관들에서 확보 및 개

발 중인 기술은 실제 사고 시 본 연구에서 개발될 기술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방사선 모니터링을 위하여 중성자 검출기가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섬광체를 

이용한 혼합선장 평가용 방사선 계측기는 적용되어 사용된 사례가 없음.

3. 경쟁기관 현황

 원자력의학원에서는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불확도가 상대적으로 크

고 판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비교적 소수의 고선량 피폭자에 대한 선량평가

에만 적용할 수 있음. 

 방사선보건원에서는 치아에 대해 전자상자성공명(EPR)을 측정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 중에 있음. 이 기법은 인체조직을 직접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아 시료를 

신체로부터 분리시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invivo 치아 EPR법을 현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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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중에 있으나 검출 가능한 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양대 등 일부 학교와 연구소에서 중성자 검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나, 혼합선

장의 정량화를 위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4. 지적재산권 현황

 해당사항없음

5. 표준화 현황

 해당사항없음

6. 기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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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1. 기술 현황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영국, 덴마크, 독일 등 주요 유럽연합(EU) 국가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사후방사선량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주로 건축

물 재료 내부 석영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이 기술은 사고 후 누출 방사선량을 평가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써 인체피폭선량을 직접 산출하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최근 개인휴대품

(휴대전화, IC카드, USB 메모리칩 등)을 이용한 개인피폭선량 복원을 위한 연구가 수행 중임.

  ITER 그룹 등의 핵융합로 개발 그룹에서는 핵융합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스틸벤, BC-501과 같은 유기섬광체와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인 Flash-ADC를 이용하

여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음. 그러나 해당 기술들은 중성자

의 에너지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중성자 및 감마선 혼합방

사선장 해석을 통한 방사선장 정량화를 위한 기술과는 접근 방식과 필요한 알고리즘이 상이

함.

2. 시장 현황

 대규모 방사선 사고와 같이 사고 관련자가 많을 때를 대비하여 유럽연합(EU) 내 피폭방사

선량 측정이 가능한 실험실을 상호 연계하여 다수의 관련자에 대한 선량평가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독일 Helmholtz 연구소, 영국 PHE (Public 

Health England), 프랑스 IRSN (Institute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등이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 중임.

 국외에서는 Li을 기반으로 한 CLYC, CLLC 등의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용 무기섬광체 

검출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He-3를 대체할 물질 개발이 활발히 수행 중임.

3. 경쟁기관 현황

 독일 Helmholtz 연구소에서는 휴대전화 내부 저항소자를 이용한 피폭 방사선량 복원기술

을 개발하고, 유럽 EURADOS(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에서 상호비교 실험

을 일부 실시하였으며, 휴대전화의 화면유리(screen glass), 내부회로의 집적소자 등의 선량계

적 특성에 대한 연구 수행 등 선량 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사선 표지 물질을 추가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임. 

 미국의 PNNL 등의 기관에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무기섬광체 등을 이용한 중성자와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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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분리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4. 지적재산권 현황

 치아에나멜의 광자극발광을 이용한 선량평가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음 (US 5818056 A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ry in dental enamel” 1997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성자와 감마선을 계측하는 방안에 대한 일부 특허가 있음 (EP 

1739469 A3 “Gamma and neutron radiation detector” 2006년)

5. 표준화 현황

 해당사항없음

6. 기타

 최근 IS가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RDD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등을 이용한 

방사선 테러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실재함.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에서는 다중이

용시설에 대한 방사선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기술의 일부로써 다양한 방사선 표지자를 개발하

여 단시간 내에 피해자의 피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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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수행내용 요약

1. 신 방사선 표지물질의 선량복원 기반 확보 및 선량계적 특성 실험

가. OSL특성을 이용한 인체 치아 시료의 사후선량복원 기반 기술개발

- 치아 에나멜을 이용한 선량복원 가능성 확인함.

- 0.5~10 Gy에 대한 선량반응도 선형성 확보하였으며, 24시간 후 25%의 fading(신호 감

쇠)을 확인함.

나. 스마트 칩 카드의 OSL 특성을 이용한 사후선량복원 기반 기술개발

- 스마트 칩 카드의 선량계적 특성 확인함. 

- zero dose는 18 mGy, 최소검출선량(MDD)는 35mGy 측정됨. 60 mGy ~ 15 Gy에 대

한 선량반응도 선형성 확보하였으며 5일 후 56%의 fading(신호 감쇠) 확인함.

다. 최신 휴대전화 glass(AMOLED)를 이용한 사후선량 복원 기반 기술개발

- Samsung Galaxy-S3 모델의 AMOLED glass의 선량계적 특성 확인함.

- AMOLED의 TL spectra 획득하였고, zero dose는 20 mGy, 최소검출선량(MDD)는 

5mGy으로 측정됨.

라. 최신 휴대전화 glass(category B)를 이용한 사후선량 복원 기반 기술개발

- category B glass의 선량계적 특성 확인함. 

- 15종의 최신 휴대전화의 display glass에 대한 category를 분류하였고, category B 

glass의 TL spectra 획득.

- category B glass의 선량반응도의 선형성을 확인하였고, 3주에 걸친 fading 특성(80%) 

확보함.

- 선량복원 프로토콜 개발하여 실증실험(blind test)를 통한 기술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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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L/OSL을 이용한 방사선량 사후선량복원기술의 측정 불확도 산출기법

- 휴대전화 저항을 이용한 OSL 측정에서의 불확도 산출기법 개발함.

- 휴대전화 glass(category A 및 category B)를 이용한 TL 측정에서의 불확도 산출기법 

개발함.

바.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사선량회구평가 EURADOS 국제상호비교 (2017) 참가

- 3기의 휴대전화(Lumia 550(#01), 아이폰6(#13, #25))를 이용한 국제 상호비교 참가

- 평가선량 : 326mGy, 2335 mGy, 190 mGy (조사선량 : 400mGy, 1800 mGy, 0 

mGy)

사. 휴대전화 내부전자소자를 활용한 선량 회구평가 시 피폭상황별 평가선량 차이에 대

한 전산모사 비교실험

- 인체의 차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ICRU slab 팬텀을 이용한 휴대전화 위치별 반응도를 

측정.

- 고에너지 (Cs-137, 662 keV) 및 저에너지 (M-150, 73 keV)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

- 실험결과와 동일 구조에 대한 전산모사(MCNP)의 결과를 비교함.

2.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용 센서물질 특성분석 및 평가

가. Li를 포함한 엘파솔라이트 섬광체 선정 

- 섬광체 후보군으로 Cs2LiCeCl6, Cs2LiCeBr6, Rb2LiCeCl6, Rb2LiCeBr6, K2LiCeCl6, 

K2LiCeBr6 선정하여 브리지만 방법을 통한 섬광단결정을 성장함.

나. Tl2LiGdBr6 섬광결정 특성조사

- X-선 발광 파장 영역(435 nm), 에너지 분해능(7.2 %), 절대섬광량(27,000 광자/MeV), 

감쇄시간(56 ns) 측정.

다. LiI에 여러 첨가물을 사용한 섬광체중 우수한 섬광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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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을 도핑하여 브리지만법으로 LiI:Tl 성장함.

- Pulse shape discrimination (PSD)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중.

3. 신 방사선 표지물질 및 선량복원 기법 개발 및 표지물질별 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스마트 칩카드의 선량계적 특성평가 연구

- 스마트 칩카드 시료의 OSL 선량반응도 곡선 및 신호감쇄(fading) 곡선 획득

- 스마트 칩카드 시료 시간에 따른 TL 신호 재생성 현상 관찰

나. 최신 휴대전화 기판유리(Category B)의 선량복원 기법 고도화

- 신호 안정화를 위한 pre-bleach 모듈 개조 및 성능평가 (500 s에서 > 90% TL bleach)

- 유리시료 측정 시 필터 제거를 통한 프로토콜 최적화 (신호증가 : 50~90배)

다. 최신 휴대전화 기판유리(AMOLED)의 선량복원 기법 고도화

- 발광곡선 분석을 통해 AMOLED 기판유리의 category 확인 및 40종 표지 물질에 대한 

비율 (8:2) 확인

- 40종 AMOLED 기판유리의 배경신호(zero dose) 측정 (zero dose : 34 mGy, MDD : 

90 mGy)

- 20종 AMOLED 기판유리의 5일 후 감쇄특성 측정 (category A : 60 %, category B : 

40 %)

라. 최신 휴대전화 터치유리의 선량계적 특성평가

- 3차원 TL 발광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터치유리 선량계적 특성 그룹화

  (type I : 310 °C/560 nm, type II : 270 °C/670 nm, type III : 320 °C/470 nm)

- 30여종이상 터치유리에 대한 zero dose 평가

- 불산 식각(4~20분)을 통한 터치유리 zero dose 감소 프로토콜 개발

마. 발광곡선 해석 기반 선량복원 데이터 자동 분석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 CUDA(Computer Unified Device Architecture) 시스템을 이용한 발광곡선 자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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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개발

- 발광곡선 분석 알고리즘, 후보 물질에 대한 발광특성 DB가 적용된 선량복원프로그램

(RetroAnal) 개발

4.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 시스템 기반 구축

가. 중성자/감마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모듈 제작

- 실시간 중성자/감마선 동시 신호처리를 위하여 중성자/감마선의 신호 처리시 전하차를 이

용한 신호 분리 알고리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신호의 전하 차에 대한 최적의 

신호 분리 측정 조건을 도출

- 유기섬광체를 사용한 FADC 모듈 성능 평가 수행: 중성자/감마선 분리신호 감도 (Figure 

of merit, FOM) ≤ 1.5

5. 피폭선량 신속절차개발 및 현장적용형 선량복원 장비제작 및 인체피폭선량 환산알고리즘 

개발

가. Chip card의 열발광 (TL) 특성평가 및 선량 복원기술 개발

- 열발광(TL)특성에 따른 Chip card 그룹화 (Categorization)

- 조사 20일 이후 초기 대비 20 % 이상 잔여신호 확인

나. 휴대전화의 유리 기판을 이용한 PTTL (phototransferred thermoluminescence) 측

정

- 조사 후 10 일 이후 신호의 손실 10 % 미만 달성

다. 현장 적용형 열발광/광자극발괄(TL/OSL) 판독장치 개발

- 샘플 홀더 구동모듈, 광측정 모듈, 열자극 모듈, 컨트롤러 및 구동 프로그램 개발

- 현장적용형 사후선량평가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라. 최신 매쉬 팬텀을 이용한 휴대전화 선량을 인체선량으로 환산 연구

- 선원별, 자세별(standing, kneeling and squatting), 피폭 상황 별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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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자 선량-인체선량 환산계수 look up table 개발

마. 발광곡선 해석 기반 선량복원 데이터 자동 분석

- Open MP API 기반으로 Parallel Nelder Mead 법을 적용한 분석 프로그램

- SAR, EURADOS, KAERI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적용한 선량 복원 알고리즘 개발

6. 중성자/감마선 선속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신섬광체 특성분석

가. 중성자와 감마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Li를 모체로 하는 신소재 섬광단결정 계

측기 개발

-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큰 Li를 모체로 하는 새로운 엘파솔라이트 섬광체 성장

- 성장된 섬광체의 기본적인 특성 분석을 통한 성능 평가 및 최적화

- 고효율의 CsI(Tl)에 Li을  co-doping한 섬광체를 이용한 새로운 섬광체 성장

- 고효율의 LiI(Ag) 섬광결정 성장 및 encapsulation 방법 확보

- PSD 개발을 통한 중성자와 감마선 구분 방법 확립

나. 중성자/감마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모듈 제작

- CLLB 섬광 검출기 중성자 선원에 대한 MCNP 전산모사

- 중성자 선원 입사각도에 따른 CLLB 검출기 반응함수 확보



- 48 -

제2절 상세연구결과

1. 신 방사선 표지물질의 선량복원 기반 확보 및 선량계적 특성 실험

가. 개요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은 개인 피폭량 관리를 위해 방사선 작업 기간 동안 법정선량계를 착용

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방사선사고 시 고선량 피폭자에게 빠른 의료적 처치가 가능

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혹은 대규모 방사선 사고에서는 법정선

량계의 부재로 인해 개인 피폭량 확인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물질들

의 방사선 의존성을 이용하여 선량을 복원하는 기술을 사후선량복원 기술이라 말한다.

사후선량복원기술은 예상치 못한 테러 및 방사선사고 시 피폭자(작업종사자 및 주민)에 대한 

선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피폭자 분류(Triage)를 가능하게 한다. 사후선량복원기술의 Triage는 

일반적으로 1 Gy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1 Gy 이상의 고 피폭자의 경우 선량에 따른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그 이하의 피폭자에게는 안정을 취하여 사회적 혼란

을 최소화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고 또는 테러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선량정보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선량 복원 기술은 크게 물리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이 있다. 먼저 생물학적 방법

은 방사선 피폭 받은 혈액의 염색체 해석에 기초한 기술들이 있다. 혈액내 림프구의 염색체 

해석을 통한 방법은 피폭자의 개별적 신체에 대한 선량복원을 실시한다는 장점으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시료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최소검출한계선량

(lower limit of detection)이 높고(0.1 Gy) 최종 평가된 선량의 불확도 범위가 넓어 최종 

선량복원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물리학적 방법은 사고 후 현장에서 선량계를 이용하여 

사고 상황을 재현하여 얻어진 측정 결과에 기초한 Monte Carlo Simulation, 치아 에나멜의 

ESR 기법이 있다.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는 것은 직접 측정이 아니므로 추가적

인 모델링 작업과 실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치아 에나멜을 이용하는 ESR 기법은 방사선에 

대한 감도가 낮아 최소검출한계선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0.1 Gy) 사람의 치아를 직접 채취하

여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는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신용 카드, 휴대형 전자기기와 같은 물질에서 광자극발광(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및 열발광(Thermoluminescence: TL)을 이용한 선량복원 기술이 주

목받고 있다.

OSL 및 TL은 방사선에 조사된 유전체나 반도체가 빛이나 열자극을 받을 때 발광하는 현상

으로, OSL 및 TL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시료의 방사선 흡수선량에 비례하며 이것은 OSL 및 

TL 현상을 가지는 물질이 방사선량계로 이용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발광 과정은 방사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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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자띠(valance band)의 전자를 여기시켜 전자-정공쌍(electron-hole pair)을 만들고 이는 

물질내의 결함 준위에 포획된다. 이러한 시료에 빛을 조사시키거나(광자극) 열을 가하면(열자

극) 포획되어 있던 전자들은 빛에너지 또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conduction band)로 

여기 된다. 이 전자(electron)가 재결합준위(recombination center)의 양공(hole)과 재결합

하면서 빛이 방출된다. 이때 광자극에 의해 방출되는 빛을 OSL, 열자극에 의해 방출되는 빛을 

TL이라 한다. 

앞선 연구에서는, 최신형 휴대전화기로부터 추출된 저항 및 인덕터 혹은 생활환경 주변 재

료(자동차 내부 전자기기, 플라스틱 등)등을 이용한 선량 복원 기술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

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기기 내부 저항 및 인덕터의 개수와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 사용 가능한 

기존 방사선 표지물질이 제한적이므로 신 방사선 표지자를 이용한 선량복원 기술개발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유래물인 치아, 신용카드, 휴대전화 glass 등 신 방사선 표지물질의 선

량계적 특성을 평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선량 복원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나. OSL특성을 이용한 인체 치아 시료의 사후선량복원 기반 기술개발

의료, 산업,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한 방사선 이용이 증가하면서 방사선사고의 발생확

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종사자 및 사고 발생 후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는 일반

인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피폭 방사선량 회구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개인 휴대물품을 사용하여 피폭 방사선량 회구 

평가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사고 발생 시 휴대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해 인원과 

개인선량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피폭 방사선량 회구 평가를 신속하게 적용하

기에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 치아의 OSL 특성을 이용하여 선량반응 

및 감쇠특성을 평가하였다.

(1) 실험방법

혈액의 흐름과 부식으로 인해 조직의 강도가 일정하지 못한 일반 뼈 조직과는 달리 치아는 

부식정도가 약하고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사후선량평가에 유리하다. 인체 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인 치아의 에나멜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iapatite)로 구성되어 있는 

이루어진 미네랄 물질이며, 고선량 방사선사고 시 선량복원을 위한 재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에서 에나멜 부분만을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2.1.2.1]은 치아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고 법랑질(enamel 질)은 외곽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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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1 치아구조 도식화

시료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필요한 치아 시료를 아세톤과 증류수로 각각 세척 후 건조

� ISOMET 1000-Precision diamond saw에 치아 시료 고정

� 에나멜 부위만을 남겨둔 채 상�하로 절단

� DREMEL사의 300series를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 제거

� 추출된 에나멜을 아세톤과 증류수로 각각 세척하여 건조 후 측정

그림 3.2.1.2.2 치아시료 준비과정

(A: 치아시료 세척, B: 시료절단, C:잔여분 제거, D: 측정)



- 51 -

측정은 Bialkali EMI 9235 QA PMT가 장착된 Risoe TL/OSL-DA-20 TL/OSL 판독기를 

사용하였다. 내장된 470 nm Blue LEDs와 150 MBq 90Sr/90Y 선원을 사용하여 광자극 및 

기준선량 조사가 진행되었다. OSL 측정은 40 초 동안 Blue LED를 90 % 광도로 설정하여 수

행되었다. 선량반응도의 경우 0.5, 1, 2, 4, 4.2, 10 Gy의 선량 구간을 적용하였다. 이때 SAR 

protocol은 3Gy로 적용되었다. fading 특성은 3Gy 조사 후 1, 6, 12, 24 h으로 지연시켜 

측정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0~6 초 구간에서 34~40 초 구간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2) 결과

치아 에나멜의 선량반응도는 [그림 3.2.1.2.3]에 나타난다. 0.5 Gy 부터 10 Gy까지 선형적

인 선량반응도를 보여준다. fading 특성은 [그림 3.2.1.2.4]에서 확인된다. 신호는 처음 1시간 

후 약 86 %로 확인 되었으며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75%의 신호가 남아있어 다른 시료에 비

해 감쇠율이 작음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방사선사고 시 치아 에나멜을 추

출하여 사후 피폭선량 측정 및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2.1.2.3 치아시료의 OSL 선량반

응도

   
그림 3.2.1.2.4 치아시료의 OSL fading 

특성

다. 스마트 칩 카드의 OSL 특성을 이용한 사후선량복원 기반 기술개발

신용카드, IC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스마트 칩 카드는 [그림 3.2.1.3.1] 기존 시료

들에 비해 수집 및 추출이 빠르고 간편하다. 또한 fading 특성이 좋아 사후선량복원 시 큰 장

점을 가진다 [표 3.2.1.3.1]. 본 연구는 휴대전화, 신분증, 사원증, 신용카드 등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칩 카드의 OSL 특성에 대한 zero-dose, 선량반응 및 fading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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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1 일상에서의 스마트 칩 카드의 사용 

표 3.2.1.3.1 사후선량복원을 위한 시료의 특성 비교

(Clemens Woda, et. al., 45, 297-306, 2009)

Material Zero-dose
Response

(Up to Linearity)
Fading

MDD
(mGy)

Brics, tiles NO Several Gy NO 25

Chemicals <10mGy
Dependent

on material
Almost 1-20

Chip Card
YES(TL)

NO(OSL)
7Gy 70% in 10 days 3-20

Alumina

resistors
NO 90Gy 50% in 10 days <10

Capacitors NO 100Gy 50% after 10 h <700

Watch glass YES/NO 200Gy 40% in 1 day <1000

Glass in 

displays
YES/NO 200Gy 40% in 1 day <1000

(1)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 칩 카드 시료는 LG Innotek의 Chip On Board (UBJ11-VMR2, 

Contact type)이다. 스마트 칩 카드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에폭시(UV-epoxy resin)를 이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당 물질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DELO사의 물질이다. 

해당 스마트 칩 카드의 구조는 [그림 3.2.1.3.2]와 같다. 실험에 사용되는 물질은 회로 보호를 

위해 형성된 Encapsulation epoxy (UV-epoxy resin)이고 그 성분은 [표 3.2.1.3.2]에서 확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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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2 스마트 칩 카드 구조 단면

표 3.2.1.3.2 UV-epoxy의 화학 구성 성분

Material Raito (%)

3, 4-Epoxycyclohexylmethyl,

3, 4-Epoxycyclohexanecarboxylate
50

Titanium(IV) oxide 47.5

Silicon dioxide 2.5

[그림 3.2.1.3.3]은 스마트 칩 카드의 전�후면 및 카드에서 분리시킨 자외선 경화성 에폭시

의 모습이다. 분리된 자외선 경화성 에폭시는 일정한 전처리를 거쳐 실험된다.

그림 3.2.1.3.3 스마트 칩 카드 및 추출 시료

(왼쪽에서부터 전면, 후면, 분리된 UV-epoxy, 시료대 위 UV-epoxy)

실험을 위해 자외선 경화성 에폭시(UV-epoxy resin) 시료는 총 18개를 준비하였다. 3개의 

시료를 1세트로 구성하여 총 6세트의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물리적으로 시료를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 노출에 의한 광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의 전 과정은 

암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전열처리(pre-heat)는 진행하지 않았다. 시료 준비 과정은 먼저 시료

를 스트리퍼 용액에 담궈 완전 밀봉 후 30시간 유지시킨다. 이후 시료 건조하여 아세톤과 증

류수로 세척한다. 세척된 시료에서 물리적으로 에폭시(UV-epoxy resin) 분리 하여 알코올과 

증류수로 다시 세척한다 [그림 3.2.1.3.4]. 시료 건조 후 측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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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4 에폭시 시료 세척(좌)과정과 건조(우) 과정

측정에서는 에폭시의 zero-dose, 선량반응도 및 fading 특성을 측정하였다. 선량반응도 측

정 전 18개 시료에 대한 zero-dose를 측정하였고, 0.06, 0.12, 0.3, 0.7, 1, 2, 5, 10, 15 

Gy에 대한 선량 반응도를 측정하였다. 선량반응도 측정 시 1 Gy의 SAR 프로토콜을 적용하였

다. fading 특성은 1Gy 조사 후 6, 12, 24 h 및 3일, 5일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모든 측정은 Bialkali EMI 9235 QA PMT가 장착된 Risoe TL/OSL-DA-20 TL/OSL 판

독기를 사용하였다. 내장된 470 nm Blue LEDs와 150 MBq 90Sr/90Y 선원을 사용하여 광

자극 및 기준 선량 조사가 진행되었다. OSL 측정은 40 초 동안 Blue LED를 90% 광도로 설

정하여 수행되었으며, 데이터 분석에는 0~6 초 구간에서 34~40 초 구간 제외 후 사용하였다.

(2) 측정결과

각 시료에 대한 zero dose의 분포는 6.35~46 mGy로 측정되었고, 평균값은 18mGy, 최

소검출선량(MDD)은 35 mGy로 산출되었다. 

18개의 경화성 에폭시에 대한 선량반응도는 [그림 3.2.1.3.5]에 나타난다. 60 mGy부터 15 

Gy의 고선량까지 선형적이 특성이 보여진다. fading 특성은 [그림 3.2.1.3.6]에 나타난다. 초

기 1시간 경과 후 약 56%의 신호만이 남아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었지만, 24시간 경과 후 약 

47%, 72시간 경과 후 약 44 % 그리고 120시간(5일) 경과 후에도 신호가 유지됨을 확인하였

다. 1시간 이후 신호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통해 초기 신호를 제거한다면 다

른 물질에 비해 fading에서 큰 장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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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5 UV-epoxy의 OSL 신호 

선량반응도

그림 3.2.1.3.6 UV-epoxy의 OSL 신호 감쇠

율 

라. 최신 휴대전화 glass(AMOLED)를 이용한 사후선량 복원 기반 기술개발

휴대 전화는 개인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전화 소자의 TL/OSL 특성을 이용한 

사후선량평가는 최근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기존 연구 중인 휴대전화의 저항 및 인덕터를 

이용한 TL/OSL 기술은 수십 mGy의 낮은 최저검출선량(MDD)를 갖는 장점이 있다. 반면 휴

대전화 글래스를 이용한 TL기술은 100 mGy이상의 MDD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큰 

장점을 가진다. 먼저 저항 및 인덕터를 사용하게 되면, 회로기판 및 보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휴대전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glass 시료는 액정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액정 교체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사고 시 피폭자로부터 휴대전화 수집을 용이하게 만드는 큰 장

점중 하나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휴대전화 내부 전항 및 인덕터 소자의 크기 및 개수

가 작아진 반면 액정은 점점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료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비록 

이전의 연구가 LCD glass를 이용하는데 비중을 두었지만, 최신 휴대전화 중 AMOLED 

(active-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glass를 사용하는 기종이 많아짐에 따라 

AMOLED glass를 이용한 사후선량평가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AMOLED glass를 

이용한 선량복원 기초연구가 진행되었다.

(1)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2012년에 출시한 Samsung Galaxy-S3 모델이 사용되었다. 해당 

glass는 Corning사에서 개발한 Gorilla glass로 super AMOLED로 불린다. 다양한 층을 가

지는 LCD glass와 달리 AMOLED glass는 빛을 조절하는 OLED 기판과 반사광을 막는 편광

필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2.1.4.1]



- 56 -

그림 3.2.1.4.1 LCD와 OLED의 구조 비교 

해당 glass 시료를 분해하게 되면 상부와 하부로 나뉜다. [그림 3.2.1.4.2]는 분해된 

display glass의 상부와 하부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 상부는 터치 글래스와 편광 필터 

그리고 기판 glass로 구성이 되고, 하부는 AMOLED layer가 형성된 기판 glass 그리고 글루

와 필름으로 이루어진 bottom layer로 구성된다. 실험에 사용된 부분은 상부의 터치 글래스

와 하부의 기판 glass 이다. 나머지 부분은 SiO2기반 물질이 아니거나 매우 얇은 박막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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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2 분해된 Galaxy-s3 display glass의 상부(a)

와 하부(b) 

해당 글래스 시료는 아세톤과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되었고 5 x 5 mm 크기로 잘려 시료

대에 옮겨져 측정된다. 먼저 TL 발광 spectra를 측정하기 위해 250~750 nm의 파장대역 분

석이 가능한 PIXIS-256E-CCD 측정 장비가 사용되었다. 측정 시 온도 상승률은 5 ℃/s 이었

다. 측정 장치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Cs-137 감마선을 이용하여 1 kGy의 선량을 조사하였

다. TL glow curve는 Risoe TL/OSL-DA-20 reader가 사용되었다. 측정 시 온도 상승률은 

5 ℃/s 이고, U-340 blue filter를 PMT 전면에 설치 후 측정되었다. 교정 선량은 Risoe 

reader에 내장된 150 MBq 90Sr/90Y 기준선원이 사용되었다. 빛에 민감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각 샘플에 선량 조사 후 reader에 내장된 470nm blue LED를 이용하여 500 s 간 

pre-bleach를 진행 후 측정되었다.

(2) 실험결과 및 분석

[그림 3.2.1.4.3]에는 1.0 kGy 조사된 AMOLED glass와 터치 glass의 TL 발광 spectra가 

나타나고, [그림 3.2.1.4.4]에는 동일 측정에 대한 TL 발광 Contour 맵이 나타난다. 측정 결

과 AMOLED glass와 터치 glass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특성을 보였다. AMOLED glass의 

glow peak은 270 ℃ 부근에서 380 nm 파장을 띄는 것이 확인 되었고, 터치 glass의 glow 

peak은 300 ℃ 부근에서 650 nm 파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두 glass의 선량

계적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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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3 1.0 kGy 조사된 AMOLED glass(좌)와 터치 glass(우)의 TL 발광 spectra 

그림 3.2.1.4.4 1.0 kGy 조사된 AMOLED glass(좌)와 터치 glass(우)의 TL 발광 Contour

[그림 3.2.1.4.5]에서는 AMOLED와 터치 glass의 선량이 조사되지 않았을 때와 650 mGy

가 조사되었을 때의 TL glow curve 측정결과이다. 터치 glass의 경우 매우 높은 zero dose

가 관측이 되었으므로 사후선량평가에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반면 AMOLED glass에서는 전체 

온도 영역에 대해 낮은 zero dose가 관측되었으므로 사후선량평가에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결과는 300 ℃이상에 높은 zero dose를 보이는 LCD glass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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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5 AMOLED와 터치 glass에 0 

mGy 및 650 mGy가 조사되었을 때의 TL 

glow curve 측정결과 

 그림 3.2.1.4.6 AMOLED glass에 대한 적분 

시작 온도가 100 ℃ 일 때, 최대 적분온도

에 따른 zero dose와 최저검출하한(MDD) 

[그림 3.2.1.4.6]에서는 AMOLED glass에 대한 적분 시작온도가 100 ℃ 일 때, 최대 적분

온도에 따른 zero dose와 최저검출하한(MDD) 값이다. MDD는 동일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3

개의 AMOLED glass로부터 zero dose의 값을 취하여 획득하였다. 최대 적분온도가 150 

℃이하일 때 최저 zero dose 값은  10 mGy가 측정되었지만, 이때 상대적으로 높은 MDD가 

측정되었다. 그러므로 낮은 MDD를 위해 최대 적분 온도는 약 180 ℃ 이상이 설정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마. 최신 휴대전화 glass(category B)를 이용한 사후선량 복원 기반 기술개발

지금까지 TL/OSL 기법을 이용한 긴급 선량 복원은 주로 휴대전화의 저항을 이용하여 진행

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신 공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전화 내부 저항의 수가 감소가 확

인되었고, 이를 이용한 선량 복원에 제한이 발생하였다.

한편 휴대전화의 display glass(liquid crystal display, LCD)는 그 크기가 저항과는 대조

적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회수된 휴대전화는 선량 복원 시 유리 부분

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액정부만 교체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휴대전화의 display glass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glass의 TL 발광 곡선 모양에 따

라 category A (lime-aluminosilicate glasses), category B and C (boron-silicate 

glasses) and category D (soda-lime glasses)의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그림 

3.2.1.5.1].  현재 display glass를 이용한 선량 복원에는 장기적인 안정성(low fading)과 최

소검출선량(MDD)이 낮은 장점 때문에 주로 category A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

고 있었으나, 15종의 최신 휴대전화 display glass를 분석해본 결과, iPhone 6를 포함한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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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대전화 display glass가 category B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3.2.1.5.1]. 

특히, 최신휴대전화인 iPhone 6의 회로 기판에 있는 저항(type 0402)의 수는 4개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저항을 이용한 선량 복원에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신 휴대전화 

category B glass의 선량 복원에 대한 특성 평가가 매우 중요해진다.

그림 3.2.1.5.1 TL glow curve에 따라 나뉜 display glass의 4가지 카테고리 

(Discher M., Radiat. Meas., 53-54, 12-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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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1 15종의 최신 휴대전화 display glass의 category 분류  

제조사 모델명 Glass category

1

apple

iPhone 5s

Category B2 iPhone 6

3 iPhone 6s

4

Samsung

Galaxy A7

Category A

5 Galaxy A8

6 Galaxy Note 3

7 Galaxy Note 4

8 Galaxy Note 5

9 Galaxy s5

10 Galaxy s6

11

LG

stylus Category A

12 G3

Category B13 G3A

14 V20

15 XIAOMI Redmi Category B

(1) 시료 추출

[그림 3.2.1.5.2]은 시료 추출 과정을 나타낸다. 측정에 필요한 glass 시료를 준비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액정부를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두 부분(front glass and bottom glass)로 분리

하였다. 실험에는 박막 트랜지스터(thin-film transistor, TFT) 구조가 존재하는 bottom 

glass 부분이 사용되었다. 이 bottom glass를 에탄올 및 아세톤으로 15분간 세척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접착제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TFT 패턴이 background signal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높으므로 glass 시료를 불산(HF)에서 식각(etching)하여 TFT패턴을 제거하였다. 최종

적으로는 절단칼을 이용하여 각 시료를 5 x 5 mm의 크기로 잘라 시료대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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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2 glass 시료 준비 과정그림 3.2.1. 

(2) 열발광의 측정

그림 3.2.1.5.3 측정에 사용된 Risø TL/OSL 

reader Model DA-20 System 

 
 그림 3.2.1.5.4 U-340 필터 장착 후 1 Gy의 선

량 조사에 대한 iPhone 6 glass의 TL 측정 결과 

TL 측정에는 Risø TL/OSL reader Model DA-20 System [그림 3.2.1.5.3]이 이용되었

고, 자극광원으로는 청색 LED가 장착되었다. 광측정부는 EMI 9235QA (bialkali) 모델의 광

증배관(PMT)이 적용되었고, Blue LED 사용 시 PMT 전단에 자극광 유입을 막기 위하여 

Hoya U-340 광필터가 설치되었다. 기준 베타선 조사장치(Sr-90, 150 MBq)가 장착되어 시

료에 원하는 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다. 측정에는 최대 48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시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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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동시에 장착할 수 있다. 신호는 0℃부터 450℃까지를 기록하였고, 적분구간은  

100-250℃으로 설정하였다.

(3) iPhone 6 glass를 이용한 3D TL emission spectra 결과

이전의 연구[Discher M., Radiat. Meas., 53-54, 12-21, 2015]에서는 category B glass

의 선량 복원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280-380 nm의 blue 투과창을 가지는 Hoya U-340 광

필터가 장착된 Risø TL/OSL read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지만 iPhone 6 glass의 TL 

신호의 경우, glass의 감도가 낮아 U-340 광필터 사용 시에는 신호가 관측되지 않았다[그림 

3.2.1.5.4]. 280-750 nm 영역의 TL emission spectra를 통해 본 결과, 대부분의 신호는 

장파장 영역에서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2.1.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tegory B glass 분석에 용이한 신호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측정 시 U-340 광필터

를 제거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3.2.1.5.6]과 같이 100 ℃ 부근의 최대 피크

를 나타내며,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는 category B glass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2.1.5.5 280 nm에서 750 nm 

파장 영역에 대한 TL emission 

spectrum 결과

 그림 3.2.1.5.6 U-340 필터 제거 후 1 Gy의 선

량 조사에 대한 iPhone 6 glass의 TL측정 결과 

(4) 빛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른 TL 신호의 변화

Display glass의 일부 TL 신호는 자연광 또는 내장된 백라이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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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다. 외부 빛에 노출되는 조건을 동일하게하기 위해 신호 측정 전 reader 내부에 장착

된 blue LEDs (470 nm)를 이용해 pre-bleach를 진행하였다. [그림 3.2.1.5.7]은 iPhone 6 

glass를 이용하여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0초에서 1000초까지 달리하여 측정한 잔여신호에 대

한 그래프이다. 그 결과, 100초 이상의 노출 시간에서 안정적인 신호가 확인되었고 [그림5.8], 

100초의 pre-bleach를 이용하여 빛에 민감하지 않은 신호 부분이 측정에 사용되었다. 실험

에서는 pre-bleach시 U-340 필터를 장착한 채로 진행하였고, TL 측정 시에는 필터를 제거 

후 측정하였다. 또한 고온 영역에서의 흑체 복사를 상쇄하기 위하여 background 

subtraction 옵션을 적용하였다.

그림 3.2.1.5.7 iPhone 6 glass의 

Pre-bleach 시간에 따른 TL glow curve  

   
그림 3.2.1.1. iPhone 6 glass의 

Prebleach 시간에 따른 TL intensity

(5) 방사선량에 따른 TL 반응도 및 감도변화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tegory B glass 시료에 대하여 방사선량에 따른 TL 반응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된 TL의 발광 강도는 시료의 크기와 제조 회사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측

정된 TL 신호의 세기는 노출된 방사선량 범위(100 mGy에서 1000 mGy)에서 매우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우수한 선량계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2.1.5.9]. 

선량반응도 측정의 경우 동일 샘플에 대한 반복측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때 물질의 

감도가 변하지 않을수록 좋다. [그림 3.2.1.5.10]는 category B glass 시료를 이용하여 1 Gy

의 기준 선량을 조사하여 10회의 반복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 값이다. 그 결과는 ±5% 이내의 

차이로 큰 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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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9 category B glass의 

선량반응도 

   
그림 3.2.1.5.10 반복측정에 따른 

category B glass의 감도 변화 

(6) 시간에 따른 감쇠 특성 분석 (페이딩 특성 분석)

휴대전화 glass 시료는 방사선에 노출된 후 경과시간에 따라 TL 신호의 강도는 점차 줄어

드는 경향 보인다. 이는 상온의 영향으로 트랩준위의 전자 일부분이 여기 되어 발생하는 현상

으로, 노출된 방사선량 정보를 TL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에 경과된 이후에 측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category B glass 시료에 대한 TL 감쇠특성

을 방사선 조사 후 30 분에서 504 시간에 걸쳐 평가하였다 [그림 3.2.1.5.11]. fading 측정 

결과 TL 신호는 시간에 따라 exponential 하게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고, log scale에서 

linear한 curve fitting을 할 수 있었다. category A glass에 비해 신호 감소가 큰 것이 확인

되었고, 특히 504 시간 경과 후 약 25 % 정도로 매우 빠른 감쇠 특성을 보였다. 이는 최신 

휴대전화의 category B glass를 이용한 피폭 방사선량을 회구 평가할 경우 가능한 한 피폭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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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11 iPhone 6 glass의 TL 신호의 

시간에 따른 감쇠특성 

(7) 실증실험(blind test)

앞서 개발한 최신 휴대전화의 category B glass를 이용한 선량 복원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

기 위하여 실증실험(자체 블라인드 테스트)을 진행하였다. 실증실험에서는 최신 휴대전화 중 

하나인 애플의 아이폰 iPhone 6 모델이 사용되었다. 실험에서는 해당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glass 시료를 사용하여 피폭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선략 복원을 시도 하였다. 또한 불확도 

산출시 GUM 방식과 Monte Carlo 기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불확도 구간을 제시하였

다. 시료 추출 이후 모든 과정은 광원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암실에서 진행되었다.

① 표준 조사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 시 3개에 시료에 대해 각각 1300 mGy, 1800 mGy, 600 m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사용된 감마선 조사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차 표준 감마선 

조사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선원은 8.1 TBq의 Cs-137이며 선량률은 600 mGy/h (air 

kerma)로 설정하였다. [그림 3.2.1.5.12]에서는 조사 장치와 휴대전화 시료를 확인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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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12 실증실험을 위한 휴대전화시료의 감마선 조

사 

② 시료 준비

조사 이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휴대전화를 암실로 이동시키고 분해 및 

glass 추출을 진행하였다. 분해된 휴대전화의 액정부는 front glass와 bottom glass로 다시 

분리가 가능하고, bottom glass를 획득한 후 glue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과 에탄올로 

세척을 하였다. 또한 bottom glass에 TFT 패턴을 제거하기 위해 HF로 에칭을 진행하여 투

명한 시료를 획득하게 하였다. 각 시료를 5 x 5 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용 디스크에 담아 

측정 준비를 하였다.

③ TL 발광곡선 측정 

추출된 시료를 이용하여 TL 측정을 실시하였다. TL 측정 전 pre-bleach용 자극광으로는 

Blue LED가 사용되었고, 자극광 세기는 측정 장비 상 설정된 최대 출력의 90%로 하였고 

pre-bleach 시간은 100초로 설정하였다. TL측정은 450℃까지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신호를 

측정하였고, 적분 구간은 100-250℃으로 설정하였다. 

④ 페이딩 보정

시료가 방사선에 노출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TL 신호는 감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쇠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물질에 따라 가지는 일정한 감쇠 패턴을 알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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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켜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같은 종의 category B glass를 이용하여 실제 경과시간에 의

한 페이딩을 직접 측정해서 보정에 적용하였다. 이번 실증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 후 경과시

간을 3 일 거친 시료에 대해 페이딩을 적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⑤ 피폭선량 복원

방사선 피폭에 의해 측정된 초기 신호값에 선량반응도 정보를 적용하고 시간에 따른 신호감

쇠인자(페이딩보정인자)를 적용하여 피폭선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측정 횟

수에 따른 감도 변화가 적어 별도로 이를 보정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⑥ 실증결과 및 분석

최신 휴대전화의 category B glass를 이용한 실증실험의 결과로 추정된 피폭선량 정보는 

[표 3.2.1.5.2]에 제시되어 있다. 복원된 추정 피폭 선량치의 결과는 추정피폭선량이 조사선량

과 유사한 값을 보이고, 3 번의 결과 모두 조사선량이 추정피폭선량의 불확도 범위 내에 포함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2.1.5.2 기준 조사선량 및 복원선량 평가결과

Reference Dose
(mGy)

Restoration Dose
(mGy)

95% confidence internal 
(mGy)

1 1300 1383 1152 1619

2 1800 1924 1604 2249

3 600 526 431 622

바. TL/OSL을 이용한 방사선량 사후선량복원기술의 측정 불확도 산출기법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물질을 이용한 사후선량복원을 진행 할 때, 각 시료들의 측정 결과

를 비교하거나, 각 측정에 대한 신뢰구간을 제시하기 위해 불확도를 산출해야 한다. 특히 선량

평가에 기반한 의료적 치료를 진행할 때, 고 선량을 피폭 받은 환자에 대한 측정 신뢰구간을 

정해주는 것은 치료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측정결과에 포함된 모든 인자들을 

고려하여 불확도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변수가 불확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으며,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사후선량복원에서 고려되는 변수는 risoe 

reader의 측정 불확도, beta source의 calibration factor에 대한 불확도, 시료의 fading 

편차에 따른 불확도, 시료의 background 편차에 의한 불확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에 대한 불확도 인자를 고려하여 측정 방식과 물질에 따른 합성불확도의 신뢰도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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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할 수 있었고, 국제상호비교 및 물질의 선량 복원 프로토콜에 적용할 수 있었다.

(1) 휴대전화 저항을 이용한 OSL 측정에서의 불확도 산출기법

측정불확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료별, 측정방법 별 프로토콜이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휴

대전화 저항을 이용한 OSL측정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다.

휴대전화 저항을 이용한 OSL측정 프로토콜

○ 시료준비

 ① 모든 준비는 암실(red light)에서 진행

 ② 시료대 당 10개의 중간크기 저항(0402 type, 1 x 0.5 x 0.35 mm3) 추출

 ③ 저항을 아세톤이 든 비커에 넣고 15분간 초음파로 세척

 ④ 2~3회 가량 증류수로 흔들어주고 씻어냄

 ⑤ 최종 아세톤으로 한번 더 흔들어주고 씻어냄

 ⑥ 건조대(50 ℃)에서 5~15분간 말림

 ⑦ 시료대에 실리콘 스프레이를 뿌리고 배치

○ risoe reader의 광학계 측정조건

 - Optical stimulation : Blue LED(90% power) 사용

 - Filter : Blue filter(Schott BG12, Corning 7-59). U-340도 사용가능

○ 전열처리를 포함하는 OSL full mode

 ① 전열처리 : 120 ℃ (β=2 ℃/s), 10초

 ② OSL 측정(사고선량) : 100 ℃ (β=5 ℃/s)에서 5초간 기다린 후 30초 측정(0.3 

s/ch)

 ③ Calibration dose 조사 : 5 Gy

 ④ 전열처리 : 120 ℃ (β=2 ℃/s), 10초

 ⑤ OSL 측정(교정선량) : 100 ℃ (β=5 ℃/s)에서 5초간 기다린 후 500초 측정

(0.3 s/ch)

 ⑥ Calibration dose이후 fading time을 가능한 빨리, 하루, 사고시간과 동일하

게 설정하며 ③~⑤ 과정을 반복 측정

○ 전열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OSL fast mode

 ① OSL 측정(사고선량) : 상온에서 30초 측정(0.3 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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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측정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아래의 수식에 따라 보정전 선량(uncorrected dose, Dunc)

을 계산할 수 있다.

  

 
×                          (식 3.2.1.6.1)

여기서, OSLAcc는 사고선량(accident dose)을 조사 받은 뒤 샘플에서 측정된 OSL신호이

고, OSLCal는 risoe reader에서 beta source(90Sr/90Y)의 교정선량(calibration dose)을 

받은 뒤 측정된 샘플의 OSL 신호이다. OSLAcc과 OSLCal 모두 측정 시작부터 6초간 누적된 

신호에서 측정 종료 전 6추간 누적된 신호를 제외시켜 구할 수 있다. Dcal은 beta source의 

선량률과 조사시간을 곱하여 얻어진다. 보정 선량(corrected dose, Dcor)값은 아래 수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식 3.2.1.6.2)

여기서, f는 저항의 fading factor이고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식 3.2.1.6.3)

   ∙ ln                         (식 3.2.1.6.4)

여기서, tacc는 사고 후 측정까지의 시간, tcal는 calibration dose 조사 후 측정까지의 시

간이다. a와 b는 fading curve에서의 계수이고   ±,   ±의 값을 가진

다. 

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정선량에 대한 불확도( )는 error propagation을 이용하여 아

래 수식으로 계산된다.

 ② Calibration dose 조사 : 5 Gy

 ③ 대기 : 최소 10분

 ④ OSL 측정(사고선량) : 상온에서 500초 측정(0.3 s/ch)

 ⑤ Calibration dose이후 fading time을 가능한 빨리, 하루, 사고시간과 동일하

게 설정하며 ②~④ 과정을 반복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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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2.1.6.5)

여기서, , , , 은 각각 OSLAcc, OSLCal, f, Dcal대한 불확도이다.   

및 는 단일 측정에서 얻어지는 불확도이므로 Poisson distribution으로 근사되고 이때의 

불확도는 측정값의 제곱근에 해당된다. 하지만 OSL 측정에서는 instrumental background

()와 그에 해당하는 불확도()의 영향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진다. (eq. 6 in Li 

et. al. 2007)

 
                    (식 3.2.1.6.6)

여기서,  는 OSLAcc 혹은 OSLCal에 대한 불확도이다. LSG는 OSL 신호에서 초반 

6초간을 누적한 값이고 LBG는 측정 종료 전 6초간을 누적한 값이다. 와 는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기기 자체의 background 신호이다.

fading에 대한 불확도는 [식 3.2.1.6.4]에서 error propagation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ln∙  ln                   (식 3.2.1.6.7)

여기서,  는 a와 b의 covariance 값이고,  
  의 값을 가진다.

은 교정선량에 대한 불확도이고, beta source의 선량률에 따른 불확도를 의미한다. 선

량률에 대한 불확도는 beta source 교정 시 다수의 측정에 따른 불확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2) 휴대전화 glass(category A)를 이용한 TL 측정에서의 불확도 산출기법

휴대전화 glass를 이용한 OSL측정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다.

휴대전화 glass을 이용한 TL측정 프로토콜
○ 시료준비

 ① 휴대전화 액정부를 분리하여 TFT pattern이 형성된 backside glass를 분리

한다.

 ② 에탄올을 이용하여 glass에 붙어있는 glue를 제거한다.

 ③ 불산을 이용해 backside glass의 TFT pattern을 etch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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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측정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아래의 수식에 따라 보정전 선량(uncorrected dose, Dunc)

을 계산할 수 있다.

  

 
×                        (식 3.2.1.6.8)

여기서, TLAcc는 사고선량(accident dose)을 조사 받은 뒤 샘플에서 측정된 TL신호이고, 

TLCal는 risoe reader에서 beta source(90Sr/90Y)의 교정선량(calibration dose)을 받은 

뒤 측정된 샘플의 TL 신호이다. TLAcc과 TLCal 모두 100~250 ℃의 범위를 누적하여 구한

다. 

보정 선량(corrected dose, Dcor)값은 아래 수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식 3.2.1.6.9)

여기서, f는 glass에 대한 fading factor이고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식 3.2.1.6.10)

 ④ 증류수 및 에탄올을 이용해 샘플을 세척한다.

 ⑤ 시료대 크기에 맞게 시료를 자른다.(5 x 5 mm)

○ risoe reader의 광학계 측정조건

 - Pre-bleach : 500s, Blue LED(90% power) 사용

 - Filter : Blue filter(Schott BG12, Corning 7-59). U-340도 사용가능

○ TL측정

 ① Pre-bleach 500s

 ② TL 측정(사고선량) : Tmax=450 ℃, β=2 ℃/s, background subtraction 

check, N2 gas 120s

 ③ Calibration dose 조사 : 5 Gy

 ④ Pre-bleach 500s

 ⑤ TL 측정(교정선량) : Tmax=450 ℃, β=2 ℃/s, background subtraction 

check, N2 gas 1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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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2.1.6.11)

a, b, c는 fading curve에서의 계수이고,   ±,   ±, 

  ±의 값을 가진다. tacc는 사고선량 조사 후 측정까지 걸린 시간이고, tcal은 교

정선량 조사 후 측정까지 걸린 시간이다. 

BG는 background signal이고, 다수의 시료에 대한 zero dose 측정 결과의 평균을 이용

하여 구할 수 있다. 

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정전 선량에 대한 불확도( )는 error propagation을 이용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다.

 



 


  


  


×           (식 3.2.1.6.12)

여기서, , , 은 각각 TLAcc, TLCal, Dcal대한 불확도이다.  및 는 

단일 측정에서 얻어지는 불확도이므로 Poisson distribution으로 근사되고 이때의 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측정값의 제곱근에 해당된다.

 
  

   
                   (식 3.2.1.6.13)

여기서, 는 TL 측정 시 0~20 ℃에 해당하는 noise 신호이다.

보정 선량에 대한 불확도는 background signal 분포가 analytical한 함수를 가지지 않으

므로 Monte carlo 방식을 사용하여 수치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변수에 대

한 평균값과 불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글래스 시료의 시간에 따른 fading 값(f)은 

[식 3.2.1.6.10]에서 구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불확도()는 [그림 3.2.1.6.1]에서 17개 샘

플에 대해 측정한 결과 약 7%의 값을 가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30여종의 휴대전화 글래스에 

대한 background 선량분포에서 평균값(BG)과 불확도( )를 확보 할 수 있다. 여기서 

background 선량 분포가 로그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 따라 불산 식각(etching)된 시료의 경우   ,   의 값을 가지고 식

각 처리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   ,   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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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1 휴대전화 글래스 시료의 fading curve (좌) 및 휴대전화 글

래스 시료의 background 선량 분포 (우) 

(Discher M., Radiat. Meas., 53-54, 12-21, 2013) 

Monte-Carlo 방식을 사용한 불확도 산출기법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랜덤넘버(R)를 사

용하여 아래 수식을 통해 각 변수에 대한 분포를 확보할 수 있다.

  ∙                       (식 3.2.1.6.14)

  exp∙                      (식 3.2.1.6.15)

  ∙                         (식 3.2.1.6.16)

Background의 경우 BG와  가 로그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식 3.2.1.6.15)와 

같이 exponential 함수를 이용해 풀어 줄 수 있다. 각 수식에 대한 분포 예시는 [그림 

3.2.1.6.2]와 같다. 

그림 3.2.1.6.2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랜덤 넘버를 사용하여 확보한 보정전 선

량(좌), Background 신호(중), fading(우)의 분포 예시

최종적으로 보정 선량의 분포는 아래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식 3.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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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분포 예시는 [그림 3.2.1.6.3]과 같다.

그림 3.2.1.6.3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랜덤 넘버를 사용하

여 확보한 보정선량분포 예시 

[그림 3.2.1.6.3]의 분포 예시에서 평균값이 평가된 보정 선량이고 분포의 하한 5% 및 상한 

95%에 해당하는 위치를 추출하여 신뢰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3) 휴대전화 glass(category B)를 이용한 TL 측정에서의 불확도 산출기법

다. 휴대전화 glass(category B)를 이용한 TL 측정에서의 불확도 산출기법

category B glass는 기존 사용되고 있는 category A glass에 대해 더 빠른 신호 감쇠

(fading) 특성이나 background signal 분포와 같은 선량계적 특성에서 차이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불확도 산출시 몇 가지 변수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한다. 먼저 category B 

glass의 보정전 선량 및 불확도 산출은 category A glass의 [식 3.2.1.6.8] 및 [식 

3.2.1.6.12]와 동일하다. 보정 선량 산출에서는 category B glass의 fading factor (f) 및 그 

불확도 ()와 category B glass의 background signal 분포에서 추출한 평균값 (BG)과 불

확도 ( )를 적용해야한다. fading factor는 (그림 3.2.1.5.11)의 측정값에 대한 curve 

fitting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식 3.2.1.6.11)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 log                       (식 3.2.1.6.18)

여기서, a=0.85717, b=-0.24335 이다. 

Category B glass의 fading에 대한 불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휴대전화(30

기 이상)의 fading 특성을 확인해야하나, 휴대전화 시료 확보 및 측정의 어려움(필터교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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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category A에서 사용된 불확도 값(7%)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category B glass의 

background signal에 대한 분포에서도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 13기의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측정된 분포를 사용하였다. [그림 3.2.1.6.4]에서는 13종 휴대전화의 background 선량

값(초록색, etched samples)을 확인 할 수 있고, 이 값을 이용해 background 선량의 분포

를 확보할 수 있다. Category A와 마찬가지로 category B의 background 선량 분포 로그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 이 분포로 부터 불산 식각(etching)된 시료의 경우   , 

  의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1.6.4 category B glass를 사용한 13종 휴대전화의 background 선량(좌, 초록

색) 및 이를 이용한 background 신호 분포(우)

(Discher et. al., Radiation measurement, 71, 480-484, 2014) 

위 변수들을 이용하여 [식 3.2.1.6.17]의 Monte-carlo 연산에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category B glass의 fading 값은 동일 시간이 지난 후 A에 비해 더 낮은 값을 가진

다. 예를 들어 3주후 category A glass는 약 55%의 신호가 남아있는 반면 category B 

glass는 25%만이 남아있다. 피폭 후 시간이 지나 fading factor가 작아지게 되면 [식 

3.2.1.6.17]의 Monte-carlo연산에 제한점이 발생한다. [식 3.2.1.6.16]에서 f 값이 작을 경우 

랜덤 넘버에 의해 f(x)값이 0에 근접하게 되면, Dcor(x)가 발산하게되고 이는 불확도 상한값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진다 [그림 3.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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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5 f 값이 20%일 때, (식 3.2.1.6.17)을 Monte-carlo 연

산을 통해 계산된 보정 선량의 분포의 예 

이 문제는 Monte-carlo 연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정전 선량에 먼저 fading을 보정해 

주면 [식 3.2.1.6.17]을 아래와 같이 표한 할 수 있다.

     


                   (식 3.2.1.6.19)

Dfading corrected(x)는 보정전 선량에 fading 보정을 해준 값으로 이에 따른 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error propagation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  (식 3.2.1.6.20)

[식 3.2.1.6.19]를 이용해 Monte-carlo 연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림 3.2.1.6.6]과 

같이 발산하지 않는 가우시안 분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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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6 f 값이 20%일 때, (식 3.2.1.6.19)를 

Monte-carlo 연산을 통해 계산된 보정 선량의 분포의 예

사.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EURADOS (European Radiation Dosimetry 

Group) 국제상호비교 (2017)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EURADOS WG10의 TL/OSL을 이용한 사후선량

평가 기술의 국제 상호비교에 참가하고 있다. 국제상호비교에서는 사후선량평가 시 대부분의 

사람이 휴대하고, 선량계적 특성이 좋은 휴대전화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기판 저

항은 알루미나(Al2O3) 로 이루어져 있어 zero dose, fading, 선량반응도 등의 특성이 좋아 

EURADOS 상호비교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 2016년에는 SiO2로 이루어진 휴대전화 

display glass를 이용하여 저항에 비해 더 많은 시료 확보와 정확한 판독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이 사후선량평가의 국제상호비교는 기존 기술의 검증 뿐 아니라, 측정 신뢰도를 향

상 시키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1) EURADOS 국제상호비교 실험 및 절차

2016년의 국제상호비교에서는 동일한 기종의 휴대전화(Samsung GT-S5360) 3기를 이용하

여 IRSN(프랑스, 파리)의 4MV조사 장치에서 각각 저, 중, 고 선량을 조사시킨 뒤 각 상호비

교 기관에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때, reader에 내장된 beta source 교정을 위해 열처리된 

glass sample도 함께 보내졌다. 분석에서도 기술 검증을 위해 교정용 샘플의 교정프로토콜, 

저항의 TL 및 OSL 측정 프로토콜 그리고 display glass의 TL측정 프로토콜이 공통으로 배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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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7년 국제상호비교에서는 1기의 공통 휴대전화(Lumia 550)과 각 기관에서 개별 제

출한 2기의 휴대전화가 사용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아이폰6 모델 2기를 선정하여 송

부하였다 [그림 3.2.1.7.1]. 각 샘플은 IRSN에서 3가지 선량에 대해 각각 조사시킨 뒤

(2017/06/13 23:30_한국시간) 교정용 저항과 함께 각 기관에 분배되었다. 분석에서도 기존 

프로토콜과 더불어 각 기관의 개별 프로토콜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림 3.2.1.7.2]은 

EURADOS에서 제공하는 저항의 TL/OSL 및 글래스의 TL 측정 프로토콜이다.

그림 3.2.1.7.1 국제 상호비교에 사용된 최신 

휴대전화

(Lumia 550(#1), 아이폰6(#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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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2  EURADOS에서 제공하는 저항의 TL/OSL 

및 글래스의 TL 측정 프로토콜

reader에 내장된 beta source 교정을 위해 IRSN에서 6Gy가 조사된 저항이 사용되었다. 

교정 시 TL과 OSL 두가지 프로토콜이 사용되었다. 정확한 fading 보정을 위해 beta 조사 후 

측정시간을 IRSN에서 조사 후 측정된 시간(20일)과 동일하게 지연시켜 측정하였다. 저항에 대

한 선량률은 OSL은 ± mGy/s, TL은 ± mGy/s로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glass의 선량률은 2016년에 교정용 glass로부터 사용된 6.0 mGy/s가 사용되었다.

휴대전화 선량복원 시 아이폰6의 측정에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먼저 아이폰6의 기판 

저항(0402 type)의 수가 약 4개 정도로 시료 확보 어려움이 있었고, 배송과정으로 길어진 

fading(20일)에 의해 TL 및 OSL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glass분석

을 적용해야 하였는데, 아이폰6의 glass 측정 결과 category B임이 확인되었다. 기존 

EURADOS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은 category A형이고, category B의 분석을 위해서는 프

로토콜 변경이 필요하였다. category B는 fading 및 background signal 특성 등이 달라 추

가적인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였다. 해당 내용은 앞선 section 5, 6에서 다루었다.

(2) 측정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세가지 휴대전화(Lumia 550(#01), 아이폰6(#13, #25)) 샘플에 대해 

선량 복원을 진행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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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3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출한 2017 국제상호비교 결과 

#01번 휴대전화의 glass 시료의 평가선량은 평균 326 mGy, 저항 시료의 평가선량은 251 

mGy, #13번 휴대전화의 glass 시료의 평가선량은 2235 mGy, #25번 휴대전화의 glass 시

료의 평가선량은 190 mGy로 측정되었다. #01번 시료의 Disk 4는 불산 식각 처리되지 않은 

샘플로 불확도가 크게 평가 되었다. #13번과 #25번은 category B glass로 background 신

호 평가 시 사용된 샘플수(13기)가 작기 때문에 EURADOS에서의 권유로 background 신호

를 제거하지 않고 평가 되었다. IRSN에서 각 시료에 조사된 선량은 #01, #13, #25번 시료에 

대해 각각 400, 1800, 0 mGy이었다. #01번 시료는 불확도내에서 평가 되었고, #13 및 #25

번 시료는 category B glass 프로토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불확도 범위를 벗어났

지만 background 신호를 제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결과의 경향성을 잘 따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1.7.4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출한 2017 국제상호비교 결과(glass 시료 평

균 평가선량)와 IRSN에서 조사된 선량값 비교 (왼쪽부터 #01, #13, #25번 휴대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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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를 활용한 방사선량 회구평가 시 피폭상황별 평가선량 차이

에 대한 전산모사와 비교실험

휴대전화의 부품의 TL/OSL을 이용한 선량복원 기법은 시료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방사선사고 시 빠르게 피폭 선량복원을 실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대한 직접적 선량평가가 아니므로 휴대폰의 위치, 방사선의 방향 등에 따라 그 결과 값의 차

이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휴대전화로부터 산출된 선량값으로부터 인체피폭선량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선

량을 인체 선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저항과 인덕터를 이용한 실제 실험한 결과와 

Monte Carlo N-Particle (MCNP)를 이용한 전산모사를 비교 평가하였다. 특히 휴대전화 내

부 전자소자 위치에서에 따라 피폭상황별 선량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실험방법 및 측정

본 실험에는 Samsung Galaxy S3 모델 (2012 년 출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TL 분

석을 위해 휴대전화 내부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저항(RC1005 0402 type)와 인덕터 

(CIH05T4N7)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체의 차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ICRU 

slab 팬텀 (30 x 30 x 15 cm3)을 사용하였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은 각각 팬텀에 대한 휴대

전화 위치를 변경하며 진행되었다. 팬텀의 전방으로 입사하는 방사선에 대해 휴대전화는 팬텀

의 전방, 후방 및 좌측에 각각 위치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3.2.1.8.1].

표 3.2.1.8.1 팬텀에 부착된 휴대전화의 위치 

부착위치 입사각

Sample 1 Front 0 °

Sample 2 Front 180 °

Sample 3 Back 0 °

Sample 4 Back 180 °

Sample 5 Side 90 °

Sample 6 Side 270 °

고에너지 광자 실험에 사용된 감마선 조사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측정기용 2차 

표준 감마선 조사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선원은 8.1 TBq의 Cs-137이며 선량률은 600 

mGy/h (air kerma)로 설정하였다. 저에너지 광자 실험에 X선 조사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보유하고 있는 ANSI (M150) x-ray beam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TL 측정에는 Ris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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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SL reader Model DA-20 System이 이용되었고, 광측정부는 EMI 9235QA (bialkali) 

모델의 광증배관(PMT)이 적용되었다. TL 분석 시에는 저항의 경우 100~260 °C, 인덕터의 

경우 100~210 °C, 210~300 °C을 적분구간으로 설정하였다. 

(2) MCNP 전산모사

본 연구에서는 선량 평가를 위해서 Monte Carlo N Particle (MCNP) 코드를 사용하여 삼

성 갤럭시 S3 휴대폰 내의 저항과 인덕터에 대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선량값의 비교 평가

를 위해 MCNPX 코드의 F6 Tally를 사용하였으며, 환산인자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에너지 전

달량 (MeV/g)에서 흡수선량 (J/kg=Gy)으로 환산하여 획득하였다. 전산모사에 사용한 전자기

판 내의 시료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휴대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RC1005(0402) 모델의 

저항과 CIH05T4N7 모델의 인덕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인체 차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30 x 30 x 15 cm3 사이즈의 ICRU 슬랩 팬텀을 모사하여 [그림 

3.2.1.8.1]과 같이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사용하였다. [그림 3.2.1.8.2]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지오메트리의 측면부 모습이다.

그림 3.2.1.8.1 전산모사 시 휴대전화를 팬텀 전면부

에 

위치시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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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2 전산모사시 팬텀에 부착된 휴대전화 

지오메트리의 측면모습: (1) air, (2) plastic body cover, 

(3)battery, (4) glass screen, (5) circuit board, (6) ICRU 

phantom, (7) resistor, and (8) inductor. 

팬텀에 부착된 휴대전화는 선원과 휴대전화 glass가 마주보는 방향을 0 °, 휴대전화 뒷면과 

마주보는 방향을 180 °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그림 3.2.1.8.3]. 팬텀 위치에따른 선량 평가

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팬텀의 앞, 뒤, 옆에 붙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으며, 휴대전화 내부 

산란을 확인하기 위해 각 위치에서 휴대전화를 앞, 뒤로 뒤집어가며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선원은 실제 실험에서 사용되는 선원과 마찬가지로 팬텀을 완전히 감싸는 cone beam 모양

으로 발생시켰다. 또한 에너지에 따른 차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고에너지(Cs-137, 662 

keV) 및 저에너지(70 keV)의 광자를 사용하였다.

그림 3.2.1.8.3 전산모사시 팬텀의 휴대전화 부착 위

치에 따른 방향(선원은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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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결과

고에너지 광자 실험(Cs-137, 662 keV)에서는 저항과 인덕터 모두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유

사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3.2.1.8.4]. 팬텀 전면에 비해 후면 및 측면 위치에서는 각각 평가 

선량이 전면 대비 약 45% 와 70%로 감소되었다.

저에너지 광자 실험(M-150, 73 keV)에서는 각 소자 모두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차이를 보

였다 [그림 3.2.1.8.5]. 이는 전산모사 시 휴대전화 내부 구조에 의한 산란이 모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신 휴대전화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를 통해 보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인체선량 환산을 위해 저에너지에서의 추가적인 반응도 실험 

및 정교한 전산모사가 요구된다.

그림 3.2.1.8.4 고에너지(Cs-137, 662 keV) 광자에 대한 저항(a)과 인덕터(b)의 상대

TL 측정결과 

그림 3.2.1.8.5 저에너지(x-ray, 70 keV) 광자에 대한 저항(a)과 인덕터(b)의 상대TL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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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용 센서물질 특성분석 및 평가

가. Li를 포함한 엘파솔라이트 섬광체 선정 

그동안 연구 개발하였던 엘파솔라이트 섬광체중  Li를 기반으로 하는 섬광체인 Cs2LiCeCl6, 

Cs2LiCeBr6, Cs2LiGdCl6:Ce, Cs2LiGdBr6:Ce, Cs2, Rb2LiGdCl6:Ce, Rb2LiGdBr6:Ce, 

Rb2LiCeCl6, Rb2LiCeBr6, Cs2LiLuBr6:Ce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중 Gd를 포함하는 

섬광체의 경우에 Gd의 열중성자 포획확률이 Li보다 훨씬 높고, 중성자가 Gd에 포획될 경우 

8MeV의 감마선을 내게 되는데 이 감마의 full peak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펄스모양으로 

구별이 될 가능성이 없어 Gd를 포함하는 엘파솔라이트는 연구 후보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Lu

를 포함하는 섬광체는 Lu가 고가이므로 선정에서 배제하였고, 남은 후보는 Ce가 모체인 섬광

체로 장점은 도핑 수행 중 도핑 농도의 균일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섬광결정의 비균질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 및 연구를 통한 후보군으로 Cs2LiCeCl6, Cs2LiCeBr6, 

Rb2LiCeCl6, Rb2LiCeBr6가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추가 후보군인 K2LiCeCl6, K2LiCeBr6는 

신소재 섬광체로 연구된바가 없다는 점에서 빠른 연구결과를 위한 Rb2LiCeCl6, Rb2LiCeBr6 

2종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K2LiCeCl6, K2LiCeBr6 2종에 대한 연구를 우선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Rb2LiCeCl6, Rb2LiCeBr6의 섬광결정성장에 대한 개략도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2.2.1.1 K2LiCeCl6 와 K2LiCeBr6의 섬광 단결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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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파우더를 그림과 같은 몰 비율로 아르곤을 채운 글로브 박스에서 섞어 석영관에 넣고 

진공상태에서 150도로 파우더를 건조시킨 후 diffusion 펌프를 이용하여 고진공을 뽑아가면

서 프로판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석영관을 밀봉하였다. 이렇게 밀봉한 석영관을 투명 퍼니스로 

앰플에 온도를 서서히 가하여 파우더를 용융시켜 용융점을 구하고, 섞은 파우더가 원하는 엘

파솔라이트로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섬광체에 X-선을 조사하고 스펙트로미터

를 이용하여 파장 및 섬광량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섬광량이 많은 경우 이 샘

플을 브리지만 결정 성장장비를 이용하여 섬광단결정을 육성하였다.  

Rb2LiCeCl6 ,Rb2LiCeBr6의 경우 두 번 성장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샘플을 브리지만법으로 

성장시켰으나 실패하였고, 세 번째 샘플을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다. 문제점 중의 하나는 파우

더의 흡습성 및 불순물 때문이라 판단하여 새로운 시약으로 결정성장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

다. K2LiCeCl6 및 K2LiCeBr6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X-선 발광스펙트럼이 뚜렷해 

좋은 섬광체의 후보로 판단되었다. K2LiCeCl6의 경우 용융점이 587도로 측정되었고, 

K2LiCeBr6의 경우 용융점이 555 ℃로 측정이 되어 측정된 용융점을 바탕으로 브리지만 방법

으로 섬광단결정을 성장시킬 예정이다. 

나. Tl2LiGdBr6 섬광결정 특성조사

1절에 기술한 방법으로 Tl2LiGdBr6 섬광결정을 성장시켰고 이 결정에 대한 특성연구를 진

행하였다. 특성연구는 X-선을 이용한 발광스펙트럼, Cs-137 방사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분해

능 측정, 절대섬광량 측정 및 감쇄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 그림에서 보여

지고 있다.



- 88 -

그림 3.2.2.2.1 Tl2LiGdBr6 섬광결정의 X-선을 이용한 발광스펙트럼, Cs-137 방사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분해능 측정, 절대섬광량 측정 및 감쇄시간을 측정

X-선 발광 파장 영역은 435nm에서 피크를 보여주어, PMT를 사용할 경우 좋은 효율을 갖

는 것을 알 수 있고, 에너지 분해능은 7.2% FWHM으로 측정되었다. 절대섬광량은 LYSO와 

비교하여 27,000 광자/MeV로 측정되었고, 감쇄시간을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빠른 

감쇠시간은 56 ns을 갖는다. 결과가 우수하고 Z값이큰 Tl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에너지 감마

선 및 X-선 검출에 높은 효율을 갖는다. 이 결과는 Jounral of Japanese Applied Physics

에 투고하였고, Revision을 진행 중이다.

다. LiI에 여러 첨가물을 사용한 섬광체중 우수한 섬광체 선정

LiI에 Eu대신에 Na, CO3, Tl, Ag 및 Sn첨가제를 넣은 섬광체에 대한 수행된 연구를 검토

하여 우선 섬광량이 가장 많은 LiI:Tl을 선택하여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알파입자 또는 중성자를 사용하여 Pulse shape discrimination (PSD)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상용제품으로 LiI:Eu의 경우에 PSD가 가

능하지 않아 CLYC와 비교하였을 때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만일  LiI:Tl의 PSD구별이 가능하

면 이 섬광결정은 LiI:Eu 및 CLYC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물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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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를 위하여 다양한 Tl을 도핑하여 브리지만법으로 성장된 LiI:Tl 앰플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3.2.2.3.1 브리지만법으로 성장된 LiI:Tl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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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방사선 표지물질 및 선량복원 기법 개발 및 표지물질별 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스마트 칩카드의 선량계적 특성평가 연구

사후선량평가 시 선량을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휴대전자

물품(여권, mp3, 휴대폰 등)을 이용한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개인 휴

대전자물품 중 시료 수집 및 추출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스마트 칩 카드(신분증, 신용카드 

내)의 SiO2 물질에서 발생하는 광자극 발광(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기

법을 이용한 인체 피폭선량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사고 

시 피폭 방사선량 복원을 시행함에 있어 신속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칩 카드를 사용해서 열자극 발광(Thermally Luminescene, TL)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측정 시 높은 초기신호(zero-dose)가 관측되고, 측정 후 신호가 소멸된 상태에

서 실온 보관 시 24시간 내 초기신호 만큼의 신호가 재생성되는 현상이 관측되어 열자극 발

광(TL) 기법 적용의 어려움이 기존 문헌들을 통하여 나타나있다 [1,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칩 카드의 열자극 발광(TL) 기법 적용 시 발생하는 높은 초기 

신호 및 신호 재생성 현상은 스마트 칩 카드 표면의 에폭시 레진 경화 시 조사되는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파장별 자외선 조사 후 열자극 발광(TL)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신호 강도 및 재생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1) 시료 수집 및 실험 준비

스마트 칩 카드는 현재 신용카드, 휴대폰 USIM chip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통신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휴대물품에 사용되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 칩 카드 시료는 휴대폰, 신

용카드, 여권, 신분증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LG Innotek의 Chip On Board(UBJ11-VMR2, 

Contact type)이다. 

스마트 칩 카드의 자외선 조사에 따른 열자극 발광(TL) 반응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스마트 

칩 카드 표면에 자외선 경화 에폭시 레진을 중심으로 오려내어 시료를 준비하였고, 경화 에폭

시 레진의 원재료인 액체 에폭시 레진에서 SiO2 파우더를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

험에 사용된 자외선 경화 에폭시 레진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DELO 사의 물질로써 

국내 외 사용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자외선 경화 에폭시 (UV-epoxy resin) 시료와 액체 레진에서 추출된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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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가 사용되었다. 전열처리(pre-heat)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시료의 준비 과정은 다음

과 같다.

① 스마트 칩 카드 표면에 경화된 에폭시 레진

- 스마트 칩 카드 후면에 자외선 조사에 의해 경화된 epoxy resin의 외곽을 가위로 오려 측

정 시행 

②  액체레진에서 추출된 SiO2 파우더

⒜ 액체레진 6 g 비커에 준비

⒝ 에탄올 및 증류수 각각 150 ml 투어

⒞ Magnetic stirrer bar 를 이용하여 5분 간 희석 및 3분간 가라앉힘

⒟ Decanting 및 Centifuge (3000 rpm, 10 min)를 이용하여 침전물 분리

⒠ 분리된 침전물에 아세톤(200 ml) 및 증류수(100 ml)를 투여

⒡ Magnetic stirrer bar 를 이용하여 5분 간 희석 후 3분간 가라앉힘

⒢ Decanting 및 Centifuge (3000 rpm, 10 min)를 이용하여 침전물 분리

⒣ 분리된 침전물에 아세톤 100 ml 투여 건조

⒤ SiO2 추출

⒥ 측정 진행

그림 3.2.3.1.1  Epoxy resin 외곽부위를 물리적으로 오려낸 스마

트 칩 카드(a). 액체 epoxy resin을 통한 SiO2 파우더 추출(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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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칩 카드 표면의 자외선 경화 에폭시 및 액체 에폭시 레진에서 추출된 SiO2 에 대해 

열자극 발광(TL) 측정 후 신호 재생성 현상을 측정하였다. 실제 스마트 칩 카드 표면의 자외

선 경화 에폭시는 공정과정에서 자외선을 조사 받은 후 실온상태에서 보관되었다. 이때 장시

간 보관 시 발생된 신호를 제거하고 신호의 재생성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10분 간 자외선

을 재조사하여 정해진 시간 구간에 맞추어 보관 후 신호의 경향을 관측하는 실험이 진행되었

다. 경과 시간 구간은 각각 0, 5, 10, 20, 40, 60, 180 min, 1, 2, 3일로 나누어 실시되었

다. 

열자극 발광(TL) 측정 시 측정 온도와 자외선의 파장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시 신호가 획득된 온도 구간은 49~250 °C로 설정되었고, 또한 365 nm 파장의 자외선을 조

사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모든 측정에는 Harshaw TLD TM Model 4500 가 사용되었다.

(3) OSL에 대한 선량계적 특성

[그림 3.2.3.1.2]에서는 같은 종류의 스마트 칩 카드에 대하여 각각 다른 10 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선량이 측정되었다. 각 시료들의 백그라운드 선량값은 시료 간 1% 내외

의 편차를 보였고, 이는 같은 종류의 여러 시료들이 사용되더라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을 통해 평균 및 표준 편차 (SD)가 계산되었고 표준화된 결과가 

획득되었다.

그림 3.2.3.1.2 스마트 칩 카드 시료의 백그라운드

신호 그래프 

[그림 3.2.3.1.3]은 60 mGy 에서부터 15 Gy까지 조사선량을 증가시켜가며 측정된 선량 

반응도 곡선이다. 그래프에 기록된 결과값은 40 초 측정 시 신호는 0 초에서 6초까지 적분한 

값에서 34 초에서 40 초까지 적분한 값을 빼서 계산되어졌고, 160 초 측정 시 신호는 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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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4 초까지의 적분값과 134 초에서 160 초까지의 적분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졌

다. 결과는 선형적으로 나타났다. 

  

.

시료의 OSL 신호는 방사선 조사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3.2.3.1.4]는 스마트 칩 카드에 1 Gy의 기준 선량을 조사한 후 1, 12, 24 및 48 시간 후 측

정한 페이딩 곡선이다. 측정된 결과는 방사선 조사 후 즉시 측정한 결과값에 비해 각각 55%, 

48 %, 45 %, 44 %의 신호가 남아있었다. 방사선 조사 후 초기 1시간 내에는 다소 빠른 감

쇠속도를 보이나, 12시간 이후에는 장시간 동안 신호의 변화가 거의 없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페이딩 곡선의 결과는 스마트 칩 카드  시료를 사용하여 실제 선량 복원을 위한 보정값으로 

적용될 수 있다. 

(4) 자외선에 대한 액체 레진과 chip card의 TL 신호 재생성 현상

액체 레진에서 추출된 SiO2 와 경화 에폭시 시료에 대해 365 nm 파장의 자외선 조사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열자극 발광(TL) 신호 측정의 결과가 [그림 3.2.3.1.5]에, glow curve의 변

화가 [그림 3.2.3.1.6]에서 보여진다. chip card 시료를 사용하여 측정된 신호의 재생성 결과

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호가 초기 신호 이상으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액

체 레진에서 추출된 SiO2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180분 경과 후 재생성된 

신호는 초기 신호의 약 10분의 1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도 큰 변화없이 포화상

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2.3.1.3 스마트 칩 카드 시료의 선

량반응도 곡선 

그림 3.2.3.1.4 스마트 칩 카드 시료의 페이

딩(fading)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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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5 액체 레진에서 추출된 SiO2 

와 경화 에폭시 시료에 365 nm 자외선 조사 

후 시간경과에 따른 열자극 발광(TL) 신호 

재생성  

 
그림 3.2.3.1.6 액체 레진에서 추출된 

SiO2에 365 nm 자외선 조사 후 시간경과

에 따른 열자극 발광곡선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칩 카드 표면의 자외선 경화 에폭시와 액체 에폭시 레진에서 추출된 

SiO2 를 이용하여 선량 복원 시 TL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할 몇 가지 실험이 진행

되었다. 동일한 시료를 반복 측정하여 시료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선량반응도 곡선과 페이딩 

곡선의 획득을 통해 방사선 조사 후 장시간이 지나도 신호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자외선 경화 에폭시와 액체 에폭시 레진에서 추출된 SiO2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 후 TL 신호의 변화를 비교되었다. 그중 액체 레진에서 추출된 SiO2 를 이용하면 시간의 

경과에 큰 영향없이 신호를 일정하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

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피폭된 선량을 스마트 칩 카드를 사용하여 측정 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나. 최신 휴대전화 기판유리(Category B)의 선량복원 기법 고도화

현재까지 비상 선량 측정 방법 중 하나로 열발광 (thermoluminescence : TL)과 광자극발

광 (optical stimulated luminescence : OSL) 기법을 이용한 선량 재구성 시 휴대전화의 

저항 소자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회로 

기판 위에 부착되어 있는 저항의 수 및 크기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저항을 사

용한 TL/OSL 기법에서 재료 획득 시 제한이 발생했다. 반면, 저항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휴대

전화의 기판유리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 시료의 획득함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장점

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로 기판유리의 검출 한계는 130 mGy로, 80 mGy인 저

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평가 시 비상 선량계로 기판유리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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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재사용성, 선량 복원 특성의 높은 이점들로 인해 유망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휴대전화의 기판유리 category를 A, B, C 및 D [1]의 TL 발광곡선의 모양

에 따라 기판유리를 나누었다. 이전의 주된 연구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좋고, 방사선 민감도

가 좋은 특성을 갖는 category A 및 C의 기판유리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category B 기판

유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휴대전화의 제조사인 APPLE 회사, LG 회사 및 Xiaomi 회

사에서 제조한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최근의 많은 휴대 전화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전 연구 [2]

에서 TL 스펙트럼, fading 및 배경 신호와 같은 category B 기판유리의 선량 복원에 관련된 

특성이 검증되었지만, 이전의 측정 프로토콜 및 통계 데이터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낮은 방사선 민감도로 인해 측정시스템의 최적화가 필요하였다. 

(1) 신호의 안정화를 위한 pre-bleach 모듈 개조

휴대전화 기판유리의 TL 신호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자연광 또는 자체 백라이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장 된 Blue LED (470 ± 30 nm)를 사용하여 pre-bleach 작업 수행하여 빛

에 민감한 신호를 제거한다. 이때 Blue LED에 의한 빛을 차단하기 위해 PMT 앞단에 

280~380 nm의 투과 범위를 가지는 Hoya U-340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는 category B 기

판유리의 방출 파장을 제한하여 방사선 민감도를 낮추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필터 없

이 pre-bleach 작업 진행 후 TL 측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PMT 앞에 부착된 광자극(LED) 모듈을 분리하여 [그림 3.2.3.2.1]과 같이 기존 장비의 구멍에 

있는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광자극(LED) 모듈의 LED 깊이와 중심은 시료 디스크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

문에, [그림 3.2.3.2.2]와 같이 추가의 구조물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이러한 장비 수정으로 인

해 pre-bleach 과정에서 LED 광의 일부가 PMT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시료와 

구조물의 구멍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산란 된 빛을 감소시켰고, PMT의 dark count는 

반복 된 pre-bleach 작업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Bleach 모듈의 분리로 인해 측정 된 위치

와 bleach 작업이 진행되는 위치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pre-bleach 작업시의 위

치 번호는 별도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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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1 TL 판독기 (모

델 DA-20)의 수정된 설정 위

치 

그림 3.2.3.2.2 pre-bleach 진행시 새로 부착된 추가의 구조물이 장착된 장비의 단면도

(2) pre-bleach 모듈 성능평가

수정된 pre-bleach 모듈을 이용하여 최적의 bleach 시간을 이전 연구와 비교 하였다. 수

정 된 장치의 bleach 시간을 늘려가면서 측정된 표준화된 TL 발광곡선이 [그림 3.2.3.2.3]에 

나와 있다. [그림 3.2.3.2.4]는 bleach 시간에 따를 TL 신호감쇄 경향을 확인한 그래프이다. 

사용된 휴대전화의 기판유리 시료는 category B는 휴대전화 iPhone 6에서 추출되었다. 측정

에 사용된 LED 라이트의 파워는 90 %로 설정되었고, 500초 bleach 후 잔여 신호는 bleach

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8 %가 남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re-bleach 시간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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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후에도 남은 신호는 이전 연구[2]의 10 %에 필적했다. 따라서 수정 된 모듈 설정을 사용 

시에 category B 기판유리의 pre-bleach 시간은 500 초로 설정되었다. 시료의 신호는 필터

없이 Bialkali EMI 9235QB PMT로 측정되었다. 고온 영역에서 흑체 복사를 상쇄하기 위해 

배경 신호는 빼서 제거하였다.

그림 3.2.3.2.3 수정 된 bleach 모듈을 이용

하여 측정된 bleach 시 간에 따른 iPhone 6 

기판유리 시료의 TL 글로우 곡선 

  그림 3.2.3.2.4 수정 된 bleach 모듈을 이용

하여 측정된 bleach 시간에 따른 iPhone 6 

기판유리 시료의 TL 신호 감소 

(3) category B 기판유리의 선량 재현성 확인

  

[그림 3.2.3.2.5]에서 category B 기판유리를 사용하여 방사선 조사 후 측정을 반복하여 기

판유리의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료의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동일

그림 3.2.3.2.5 iPhone 5s, 6, 6s, LG G3 및 

V20의 기판유리의 10 회 반복 측정을 통한 재현

성 확인

그림 3.2.3.2.6 수정된 pre-bleach 모듈을 이용

해 측정된 1 Gy 조사에 대한 23개의 category 

B 기판유리의 정규화된 TL 발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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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료 및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10 회의 반복 측정되었고, 시료에 1 Gy를 조사 후 

TL 측정은 가열 시간인 120 초 동안 질소 (N2) 기체를 주입하면서 수행되었다. 감도 변화는 

TL 신호의 평균값의 5 %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4) 수정된 bleach 모듈을 이용해 측정된 category B 기판유리의 TL 글로우 곡선

23 개의 최신 휴대전화의 category B 기판유리의 정규화된 TL 글로우 곡선이 [그림 

3.2.3.2.6]에 표시되었다. 휴대전화는 APPLE 회사의 (iPhone 5, 5, 6, 6s)와 LG 회사의 

(G3, G4, G5, V3, V10, V20)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실험은 앞서 말한 수정된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이 진행되었다. TL 글로우 곡선은 100~150 °C에서 최대 피크가 나타내며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는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 최신 휴대전화 기판유리(AMOLED)의 선량복원 기법 고도화

본 연구에서는 최신 휴대전화 기판 유리(AMOLED)를 사용하는 40개의 휴대전화에 대한 선

량계적 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표적 물질은 커버 유리(cover glass) 아래에 위치하는 

AMOLED 층을 위한 기판유리가 사용되었다. 측정된 TL 방출 스펙트럼과 Glow Curve 분석

을 통해, AMOLED 기판유리가 기존 연구의 category A와 B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category A와 B 사이의 비율은 모든 측정 된 표본에 대해 약 8:2로 나타났다. 광에 민감한 

TL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Pre-bleach가 500초 동안 적용되었고, blue 필터 (U-340)를 제거

하여 전체 파장 영역을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Risø TL/OSL DA-20 리더의 pre-bleach 

용 LED 모듈과 PMT 검출기 장치를 분리함으로써 pre-bleach와 TL 측정이 연속적으로 가능

해졌다. U-340 필터를 제거한 후 category A와 B에서 각각 약 50, 90배의 신호 증가가 관

측되었다. 40대의 휴대전화 zero dose 분포에서 평균 34 mGy, 최저검출선량(minimal 

detectable dose, 3σ) 90 mGy가 기록되었다. zero dose가 가장 높은 3대의 휴대전화에 대

한 zero dose 위치 분포는 60% 이상의 표준 편차를 가졌다. 30 mGy에서 10 Gy 범위의 높

은 선형 선량 반응이 기록되었으며, 방사선 조사 후 최대 5일 동안 22개의 휴대전화를 측정하

여 통계적 감쇄 데이터를 관찰했다.

(1) 개요

최근 휴대전화에서 디스플레이 유리의 열 발광(thermoluminescence, TL)을 이용한 사후

선량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Bassinet et al., 2014; Mozik et al., 2014, Discher et 

al., 2013a, 2013b). 휴대전화의 저항이나 인덕터와 같은 전자 부품의 수가 감소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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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디스플레이 유리는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한된 수의 샘플 사용 시 

측정 중 오류, 샘플 손실, 빛 노출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디스플레이 유리의 크기는 큰 장

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앞선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휴대전화의 액정디스플레이(LCD)

의 기판유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액티브매트릭스 유기발광다이오드

(AMOLED)디스플레이를 가진 휴대전화의 수가 증가했고, 따라서 AMOLED 유리가 응급 선량

계로 사용될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빛을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layer를 사용하는 

LCD와 달리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은 빛을 생성하는 AMOLED 기판과 편광필터 및 터

치패널을 포함하는 커버 유리로 구성된다. 하지만 커버 유리에서 매우 높은 zero dose가 관

찰되었기 때문에 AMOLED 기판유리 만이 응급 선량계로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AMOLED 기판유리는 앞선 연구(Discher and Woda, 2013a)에서 glow 

curve 모양에 따라 구별된 category A와 B 유리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가

지 유리를 동일한 설정에서 측정하기 위해 TL reader를 일부 수정해야 했다. 먼저 category 

A와 B에 대해 각각 380nm와 620nm에서 peak TL이 방출되기 때문에 280~380 nm의 

window를 가지는 Hoya U-340 필터를 제거해야 했다. 리더에 내장된 470nm LED를 사용

하여 pre-bleach를 진행하고, 필터가 제거된 상태에서 TL을 판독을 측정하기 위해 LED 모

듈을 리더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했다. 두 가지 category의 유리에 대해 pre-bleach 성능이 

검증되었고, 이를 통해 전체 파장 영역을 측정하여 더 높은 TL 신호를 사용하는 AMOLED 기

판유리의 선량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실험방법

유리 샘플은 40대의 최신 휴대전화에서 수집하였으며, 모델은 삼성 Galaxy-S3, S4, S5, 

S6, Note 3, Note 4, A7에서 A8로 다양하였다. 커버 유리를 제거한 후, 본체에 부착된 황색

의 기판유리를 조심스럽게 추출하여 아세톤으로 세정 하였다. 대표 위치를 갖기 위해 모든 샘

플은 상부 좌측 모서리 영역에서 수집되었다. zero dose를 줄이기 위해 얇은 황색층이 분리

될 때까지 유리의 두께에 따라 불산 (Discher et al., 2013b)에서 2 ~ 5 분 동안 에칭했다. 

이후 유리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샘플 디스크에 배치하였다.

TL 신호는 Risø TL / OSL DA-20 reader에서 측정되었다. 2 °C/s의 heating rate로 

450 °C까지 온도를 올렸다. 신호 적분은 100 - 250 °C로 설정되었다. 빛에 민감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90%의 파워로, 내장된 470 nm LED를 사용하는 500초의 pre-bleach 프로

토콜이 적용되었다 (Discher and Woda, 2013a). pre-bleach와 필터 제거된 TL 판독을 순

차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LED 모듈을 광전자증배관(PMT)의 전면에서 리더 뚜껑의 전면에 있

는 구멍으로 옮겼다. 따라서, TL 신호는 필터 없이 Bialkali EMI 9235QB PMT에 의해 측정

되었고, 흑체 복사를 보상하기 위해 background subtraction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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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1 수정된 TL reader의 bleach 시간에 

따른 AMOLED 기판유리의 Normalized TL 신호 

Category A 및 B 유리에 대해 pre-bleach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TL reader를 이

용하여 시간에 따른 bleach를 확인하였다. 수정된 TL reader의 bleach 시간에 따른 

AMOLED 기판유리의 Normalized TL 신호가 [그림 3.2.3.3.1]에 도시되어있다. 파란색 원은 

category A 유리를 나타내고, 잔여 TL 신호는 500초, 1000초 후에 각각 17% 및 13%를 보

인다. 빨간색 직사각형은 category B 글래스를 나타내며, TL 신호는 500초, 1000초 후 각각 

약 12  % 및 10%를 유지했다. 두 결과 모두 이전 연구 (Discher 2013a, 2014)와 유사 또는 

우수한 효율을 나타내었다. 페이딩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bleach 시간을 포함하여 조사에서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을 1000초로 설정했다.

TL 방출 스펙트럼은 PIXIS-256E-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280~ 50 nm의 범위에서 측정

되었다. 카메라의 양자 효율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보정되었다. Co-60 선원을 사

용하여 1시간 동안 1 kGy와 20 kGy의 고선량이 category A와 B 유리에 각각 적용되었으

며, 조사와 측정 사이의 시간 차는 약 5시간이었다. category B 유리의 방사선 민감도가 낮

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신호를 얻기 위해 고선량이 필요했다. 온도는 5 ℃/s의 속도로 400 

℃까지 상승되었다.

(3) TL 발광 스펙트럼

2개의 category AMOLED 기판유리에 대한 TL 발광 스펙트럼 및 contour가 [그림 

3.2.3.3.2]에 나타난다. [그림 3.2.3.3.2 (a)] 및 [그림 3.2.3.3.2 (b)]의 category A 유리는 2

개 이상의 peak이 결합된 넓은 glow curve를 가진다. 주온도 peak는 380 nm에서 약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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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고, 주요 파장 범위는 330~ 600 nm이다. [그림 3.2.3.3.2 (c)]와 [그림 3.2.3.3.2 (d)]의 

category B 유리는 180 ℃ 에서 400 nm와 600 nm 2개의 구별 가능한 peak을 가진다. 

이는 TL 신호가 동일한 트랩에서 발생하지만, recombination center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

한다. Category B 유리의 600 nm TL 신호는 400 nm보다 약 5배 이상 더 강했으며, 주요 

파장 범위는 530~730 nm이다. 이러한 스펙트럼 결과를 통해 동일 조건에서 두 category 유

리를 평가하기 위해 필터가 제거된 TL 판독기의 수정이 필요했다. 한편, category B 유리의 

20 kGy는 시료 손상과 내부 구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고선량이다. 그러나, 이런 높은 선

량은 낮은 방사선 감도를 가지는 category B 유리의 더 나은 시각화를 위해 적용되었으며, 1 

kGy에서 20 kGy까지의 스펙트럼의 경향이 유사했기 때문에 별다른 스펙트럼의 저하는 확인

되지 않았다.

그림 3.2.3.3.2 2개의 category AMOLED 기판유리에 대한 TL 발광 스펙트럼 및 

contour (category A - (a), (b), category B -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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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ero dose

그림 3.2.3.3.3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그리고 배경 신호 측정 후 2 Gy 조사 된 

AMOLED 기판유리의 TL 글로 곡선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그리고 배경 신호 측정 후 2 Gy 조사 된 AMOLED 기판유리의 TL 

글로 곡선이 [그림 3.2.3.3.3]에 제시되어 있다. 배경 신호에서 강도가 더 높은 category A 

글래스의 넓은 피크와 비교하여 category B 글래스는 200 °C미만의 작은 구별 가능한 작은 

피크를 보여준다. 2 Gy조사 샘플의 glow curve는 발광 스펙트럼과 잘 일치하며 category A 

및 B 유리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 Gy 조사 샘플에 대한 두 가지 범주의 신호 차이는 

100 °C에서 약 5배, 250 °C에서 약 50배이다. 이러한 차이는 category B 유리의 낮은 방

사선 민감도 뿐만 아니라 배경 신호의 차이에서도 확인되듯 blue 영역 위주의 PMT에 의한 

영향도 있다. 필터가 없는 측정의 경우 Hoya U-340 필터를 사용한 측정에 비해 카테고리 B 

안경은 최대 90배, 카테고리 A 안경은 경우 최대 50배의 신호 증가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필터를 제거하여 약 20배 신호 증가가 발생한 저항과 약 80배 신호 증가가 발생한 인덕터와 

비교할 수 있다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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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4 40개의 AMOLED 기판유리의 zero dose 분포 

40개의 AMOLED 기판유리의 zero dose 분포는 [그림 3.2.3.3.4]에 나타난다. 샘플 번호는 

zero dose의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있다. 각 zero dose는 동일한 휴대전화 샘플에서 가져온 

세 개의 샘플의 평균이며 오차 막대는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파란색 점은 category A 안경

을 나타내고, 빨간색 점은 category B 안경을 나타낸다. 평균 zero dose는 category A 안

경의 경우 약 38 mGy, category B 안경의 경우 75 mGy, 모든 샘플의 경우 46 mGy이다. 

최소 검출 선량(MDD, 3σ)은 모든 경우에서 약 190 mGy으로 나타났다. 최대값은 약 300 

mGy이다. category B 안경의 수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category 별로 분포에 대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삽입된 표의 빈도 분포는 일부 샘플의 높은 값으로 인해 가우스 분포를 띄

지 않는다. 이것은 일부 샘플의 높은 UV 환경 (Discher 및 Woda, 2013a), 불충분한 불산에

칭, 낮은 신호에서의 불확도, 샘플의 고유한 편차 등과 같은 여러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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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5 높은 zero dose의 순서로 3개의 휴대전화 샘플에서 위치에 따른 zero 

dose 분포 

[그림 3.2.3.3.4]에서 zero dose가 높은 샘플에서 높은 표준 편차가 관찰된다. 일부 샘플의 

높은 표준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높은 zero dose의 순서로 3개의 휴대전화 샘플에서 위치에 

따른 zero dose 분포를 [그림 3.2.3.3.5]와 같이 측정하였다. 12개의 위치에 대해 각 위치별 

하나의 샘플로부터 zero dose를 추출하였다. 위치 1은 [그림 3.2.3.3.4]에서의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측정없이 동일한 값이 적용되었다. 측정결과 높은 편차를 제외하고, 위치에 따

른 분포는 보이지 않았다. #38, #39, #40 샘플의 평균 및 상대 표준편차는 193 mGy ± 36 

%, 275 mGy ± 35 %, 296 mGy ± 78 %에서 113 mGy ± 59 %, 122 mGy ± 65 %, 

63mGy ± 122 %로 변경되었다. 재측정 값을 반영하면 40개 샘플의 평균 zero dose는 34 

mGy로 감소했으며 MDD는 90 mGy에 근접했다. 평균값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표준 편

차가 확인되었다. 즉, 일부 시료에는 높은 zero dose 편차가 발생하므로 저선량 의심되는 휴

대전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샘플을 측정해야 한다.

(5) 선량반응곡선과 감쇄특성

AMOLED 기판유리의 선량반응도가 [그림 3.2.3.3.6]에 나타난다. 선량 범위는 30 

mGy~10 Gy이고, single aliquot regenerative dose (SAR) 프로토콜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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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11, #12 및 #29는 category A 유리고, #36 및 #37은 category B 유리다. 

category B 유리의 민감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선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다.

그림 3.2.3.3.6 5가지 AMOLED 기판 유리의 

선량반응도
  

그림 3.2.3.3.7 22개의 AMOLED 기판유

리에 대해 최대 5일간의 TL 신호에 대

한 감쇄 특성 

22개의 AMOLED 기판유리에 대해 최대 5일간의 TL 신호에 대한 감쇄 특성이 [그림 

3.2.3.3.7]에 나와있다. 22개의 유리 중 15개의 category A 유리를 평균하여 파란색 원으로 

표시하였고, 7개의 카테고리 B 안경을 평균하여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했다. 측정된 모든 포

인트는 다른 구성 요소의 감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교정되었다. Category B 

유리의 신호 감쇄는 5일 후에 평균 40%의 신호가 남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편차

로 인해 열악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편차는 5일 후에 32%까지 증가한다. 반면 category 

A 유리의 경우 5일 후의 신호는 약 65 %이며 2%의 편차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category B 

안경의 방사선 조사 이후 시간은 신뢰도 있는 불확도 구간을 제시하기 위한 주요 쟁점이 된

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AMOLED 기판유리를 이용한 선량복원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해당 시료의 

주요 발광 스펙트럼은 category A에서 330~600 nm, category B에서 530~730 nm 로 두 

가지 유리 사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 때문에 TL reader의 수정은 두 가지 유

리의 직접 비교를 위한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체 파장 영역에서 더 높

은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zero dose 분포는 category B에서 평균 zero dose 값의 2배를 

제외하고는 두 범주 사이의 특성은 유사했다. 일부 샘플에서 zero dose의 표준 편차가 60%

를 초과하기 때문에 1 Gy 미만의 선량을 갖는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여러 샘

플에 대한 측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Category A 유리의 감쇄 특성은 5일 후에 초기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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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와 2% 오차를 보여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측정 조건이 적용되었지만, 

category B 유리는 동일기간 동안 초기 신호의 40%가 남았고 32% 편차를 보였다. 따라서 

category B 유리의 경우 허용되는 신뢰 수준을 제공하려면 수일 이내에 신속한 측정이 필요

하다.

라. 최신 휴대전화 터치유리의 선량계적 특성평가

(1) 개요

개인용품의 열발광/광자극발광 (TL / OSL)을 이용한 선량 재구성은 사고 시 신속한 피폭자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휴대전화의 디스플레이 유리에서 TL을 이용한 사후선

량평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표적 물질의 대부분은 낮은 zero dose 신호를 보이는 

기판유리로 제한되었다 [1,2,3]. 그러나 최근 출시 된 휴대전화의 기판유리는 얇은 두께로 인

해 취급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모델에는 곡면 디스플레이 사용으로 인해 더이상 기판유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터치유리는 더 높은 zero dose로 인해 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zero dose가 UV조사 의해 유도되므로 기계

적 식각을 통해 zero dose를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식각을 사용하

여 터치유리의 선량 특성을 연구하였다. Zero dose의 감소를 위해 불산을 이용한 화학적 식

각은 그 시간을 점차 증가시킴으로써 진행되었다. 불산 식각으로 인한 zero dose는 50%에서 

최대 90%의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약 30 여종의 최신 휴대폰에 대한 터치유리

의 zero dose 분포가 측정되었다. 또한 터치유리의 TL 방출 스펙트럼은 이전 연구 [1]에서의 

카테고리와는 다른 분류로 나타났다. 크게는 310 °C/560 nm, 270 °C/670 nm 및 320 

°C/470 nm에서 피크를 보이는 주요 스펙트럼으로 분류되었다. 각 분류에 따라 30 mGy~10 

Gy의 선량 반응도도 측정되었다.

(2) 실험방법

터치유리 샘플은 약 40대의 최신 휴대전화에서 수집하였으며, 모델은 삼성 휴대전화 중 

Galaxy-S5, S6, Note 3, Note 4, A7, A8, LG 휴대전화 중 G3, G4, G5, V10, V20, 

Apple 휴대전화 중 iPhone 5, 5s, 6s 그리고 샤오미의 Redmi 등이 사용되었다. 터치유리의 

두께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불산을 이용한 식각은 두께에 따라 4~20분까지 각각 진행되었다. 

이후 유리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샘플 디스크에 배치하였다.

TL 신호는 Risø TL / OSL DA-20 reader에서 측정되었다. 2 °C/s의 heating rate로 

500 °C까지 온도를 올렸다. 빛에 민감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90%의 파워로, 내장된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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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LED를 사용하는 500초의 pre-bleach 프로토콜이 적용되었다. pre-bleach와 필터 제거

된 TL 판독을 순차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LED 모듈을 광전자증배관(PMT)의 전면에서 리더 

뚜껑의 전면에 있는 구멍으로 옮겼다. 따라서, TL 신호는 필터 없이 Bialkali EMI 9235QB 

PMT에 의해 측정되었고, 흑체 복사를 보상하기 위해 background subtraction이 적용되었

다.

(3) TL 발광 스펙트럼을 이용한 선량계적 특성분류

앞선 연구에서 기판유리의 발광 곡선을 이용하여 선량계적 특성에 따라 4가지 category로 

분류 한 것처럼 터치유리 또한 선량계적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0여 

종의 최신 휴대전화의 터치유리를 이용하여 TL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그 특성에 따라 분

류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삼성 휴대전화는 [그림 3.2.3.4.1]과 같이 대부분 동일한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모든 시료에서 560 nm에서 310 °C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그

림 3.2.3.4.2]의 LG 휴대전화도 동일한 특성을 보이나 일부 모델에서 270 °C, 670 nm의 피

크가 관찰되었다. [그림 3.2.3.4.3]의 APPLE 휴대전화는 앞서 언급한 분류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가 섞여 있었는데, 320 °C, 470 nm 피크의 샘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샤

오미의 휴대전화는 270 °C, 670 nm 피크를 가지는 샘플이 확인되었다. 측정결과 [그림 

3.2.3.4.4]와 같이 주요 TL 발광 스펙트럼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PPLE 휴대전화 일부

에서 다른 분류의 TL 발광 스펙트럼이 확인되는데 이는 [그림 3.2.3.4.5]에서 확인된다. 최종

적으로 [표 3.2.3.4.1]과 같이 휴대전화 기종에 따른 TL 발광 스펙트럼 특성분류가 가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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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1 최신 삼성 휴대전화 터치유리의 TL 발광 스펙트럼 



- 109 -

그림 3.2.3.4.2 최신 LG 휴대전화 터치유리의 TL 발광 스펙트럼 

그림 3.2.3.4.3 최신 APPLE, 샤오미 휴대전화 터치유리의 TL 발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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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4 최신 휴대전화 터치유리의 주요 TL 발광 스펙트럼 분류

그림 3.2.3.4.5 최신 휴대전화 터치유리의 기타 TL 발광 스펙트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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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15 휴대전화 기종에 따른 TL 발광 스펙트럼 특성분류

Manufacture model Number of phones type

Samsung

Galaxy-s5 3

I

s6 5

Note 3 1

Note 4 4

Note 5 1

A7 1

A8 1

LG

G3 4

I

G4 2

G5 3

V10 2

V20 1

Stylus 2 1 III

APPLE

iPhone 5 3 2 II, 1 etc

iPhone 5s 6 5 II, 1 etc

iPhone 6 5 2 II, 1 III, 2 etc

iPhone 6s 2 I

Xiaomi Redmi 3 III

(4) 터치유리 type 별 pre-bleach 특성평가

앞선 결과를 통해 터치유리는 선량계적 특성에 따라 type-I, II, III로 분류되었고, [그림 

3.2.3.4.6]에 각 type을 대표하는 휴대전화를 선정하여 pre-bleach 특성을 평가하였다. 발광

특성에 따라 bleach 효율이 다르게 관측되었다. type-I은 310 °C에서 peak을 가지고 

type-II와 유사한 발광특성을 보이지만 200 °C이하에서 낮은 peak이 존재한다. bleach 이후 

해당 peak은 사라진다. type-III는 270 °C 부근의 peak이 관측되고, 100 °C에서 저온 

peak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bleach 이후 저온 peak은 사라진다. [그림 3.2.3.4.7]에는 

Pre-bleach 시간 및 신호 적분 구간에 따른 type별 발광신호 감쇄곡선을 확인할 수 있다. 신

호 적분구간은 100-150 °C, 100-200 °C, 100-250 °C로 나뉜다. 고온 peak이 bleach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분구간이 저온일수록 bleach에 의해 신호 감쇄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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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6 Pre-bleach 시간에 따른 type-I (galaxy-s5) (a), type-II (iPhone 6) 

(b), type-III (redmi) (c)의 TL 발광곡선  

그림 3.2.3.4.7 Pre-bleach 시간 및 신호 적분 구간에 따른 type-I (a), type-II (b) 

type-III (c)의 TL 발광 신호 감쇄 

(5) 불산식각을 통한 터치유리의 zero dose평가

터치유리는 높은 zero dose로 인해 선량복원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zero dose의 원인으로는 공정 과정상의 UV 조사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 그러므로 불산

식각을 통해 zero dose가 누적된 표면부분을 제거하여 zero dose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불산식각을 통해 zero dose가 높은 터치 유리의 표면을 제거하였다. 식각 시간은 

터치유리의 두께에 따라 4~20분가량 진행하였다. [그림 3.2.3.4.8]에서는 불산식각 시간 차이

로 인한 터치유리의 상대 두께에 대한 zero dose 감쇄를 확인할 수 있다. zero dose가 높은 

세가지 휴대전화를 선정하였고, 불산식각을 통해 상대 두께를 20%까지 감소하였다. 불산식각

으로 인한 zero dose는 50%에서 최대 90%의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zero dose가 

매우 높은 샘플의 경우 여전히 zero dose가 높게 측정이 되었다. 신호적분구간을 100-150 

°C, 100-200 °C, 100-250 °C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100-150 °C의 저온 구간을 사용하는 

것이 낮은 zero dose 확보에 유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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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8 불산식각 시간 차이로 인한 터치유리의 상대 두께에 대한 iPhone 5 (a), 

iPhone 6 (b) 및 galaxy-s5 (c)의 zero dose 감쇄  

31개 휴대전화의 터치유리를 이용하여 식각되지 않았을 때와 식각되었을 때의 zero dose에 

대한 발광곡선 그리고 2Gy 조사한 시료의 발광곡선을 [그림 3.2.3.4.9]에서 비교하였다. 방사

선 조사되지 않은 터치유리가 식각이 되면 전체 온도 구간에 대해 TL값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주로 200 °C 이하의 TL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 Gy 조사

된 터치유리의 발광곡선에서도 100 °C와 300 °C 부근의 TL 피크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0 °C 부근의 TL은 매우 높은 zero dose를 보이므로, 이는 높은 zero dose를 피

하기 위해서는 저온영역의 TL을 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3.2.3.4.9 31개 터치유리의 발광곡선. (조사되지 않고 식각되지 않은 샘플 (a), 조사되

지 않고 식각된 샘플 (b), TL 측정후 2 Gy 조사된 샘플 (c))

[그림 3.2.3.4.10]에는 31개 휴대전화 터치 유리에 대한 적분구간 별 zero dose를 산출하

였다. 불산식각은 zero dose를 감소시키지만 매우높은 zero dose를 가지는 샘플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면 식각 처리와 함께 저온의 온도 구간을 적분구간으로 계산한다면 낮

은 zero dose 분포 확보가 가능하다. [그림 3.2.3.4.11]에는 식각 처리된 31개 휴대전화 터

치유리에 대한 100~150 °C 구간의 zero dose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샘플은 1 Gy 

이하의 zero dose를 가지지만 여전히 1~10 Gy의 zero dose를 가지는 샘플이 존재한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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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높은 zero dose를 감소하기 위해 식각 처리를 최대화하고 온도 구간을 

최적화한다면 선량복원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3.4.12]에는 터치유리의 30 

mGy~10 Gy 영역에 대한 선량반응도가 매우 선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3.2.3.4.10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식각된 (red), 식각안된 (black) 31개의 터치유

리에 대한 zero dose 분포. (100~250 °C (a), 100~200 °C (b) 및 100~150 °C (c)의 

적분구간)  

  

마. 발광곡선 해석 기반 선량복원 데이터 자동 분석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방사선 사고 시 노출된 방사선량을 주변의 물질들로부터 측정 및 평가하는 방사선량 회구평

가는 사고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피폭 정도에 따른 적합하게 처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에는 여러 기법이 있지만 열자극발광(TL) 광자극발광(OSL)과 같이 방사선에 노출된 

물질에 열이나 빛의 자극을 가하였을 때에 나오는 발광량을 측정해서 피폭량을 산출하는 것이 

그림 3.2.3.4.11 식각 처리된 31개 터치유리

에 대한 100~150 °C 온도 적분 구간의 

zero dose 분포 

그림 3.2.3.4.12 galaxy-s5 (type-I), 

iPhone 6 (type-II) 및 redmi (type-III) 터

치유리의 선량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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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과 정교함에 있어서 월등하다. 본 과제에서 발광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규명하

여 이로부터 평가에 사용하는 전자소자 등의 에너지 띠 구조 및 발광특성을 정교하게 해석하

고, 이들의 자극에 대한 발광량으로 부터 사후 방사선량을 복원해내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물질의 발광현상에 대한 물리적 모형화를 거쳐서 이 모형에 대한 발광을 계산할 

수 있는 수치해석의 근사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제일원리(first principles)에 입각한 트랩상호

작용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실제의 전자의 흐름을 그대로 재현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또

한 많은 가정과 근사를 거친 단순화된 기존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정교하다. 한편, 신속

한 수치해석을 위하여 병렬컴퓨팅 기법을 활용하였다. 효율적인 수치해석 기법과 

GPU(Graphic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병렬연산을 통하여 발광곡선을 획기적으로 빠르

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2.3.5.1]은 사후선량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계

통도이다. 측정된 TL/OSL 발광곡선은 GPU에서 병렬연산에 의해 분석된다. 분석프로그램은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라이브러리를 채용하여 MS-Windows 기

반의 그래픽사용자환경(GUI)으로 구성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그림 3.2.3.5.1 사후선량 분석 계통도 

(1) 병렬컴퓨팅을 활용한 수치해석 기법

측정된 발광곡선 혹은 발광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비교적 효율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QSA법(quasi-static approximation)을 동원하더라도 회기분석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실

제로 물질의 트랩의 종류와 개수가 미리 예상되고, 이들이 가진 파라미터에 대한 초기값이 실

제값에 근접하게 주어진 경우라도 분석에 수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정도의 성능은 물질의 발

광특성을 완전하게 확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을 아무런 선험적 자료가 없는 미지의 

물질에 적용하고, 특히 이로부터 사고후 선량복원에 이용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미

지의 물질이라면 QSA를 이용하더라도 계산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 수 있고, 따라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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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요구되는 선량분석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처음에 물질의 에너지 띠의 전체적인 구조

를 도출하고 여러 후보의 구조에 대해서 각각 미지계수를 확정하는 회기분석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개선이나 수치해석의 기법의 개량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적의 조건을 찾는 최적화과정에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병렬 연산이 많이 활용될 수 있

다. 발광곡선에 대해서도 이 사정은 마찬가지로서 병렬연산이 발광과정이 해석능률을 획기적

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병렬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병렬프로세서가 

수천 개이고, 내부 메모리가 12Gb의 GPU(예로서 NVIDIA의 Titan Xp는 3840개의 CUDA 

프로세서와 12Gb의 메모리를 탑재함)를 이용하는 경우, 병렬화 정도에 따라 수백 배의 속도

가 나온다. 따라서 본 연도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확정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단계에서 GPU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광곡선의 특성을 결정하는 물질의 불순물에 의한 트랩들의 물리적인 파라미터의 수는 보

통 20~50개이다. 이 모든 계수를 발광곡선으로부터 분석해 내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Nelder-Mead 법(Simplex 법으로도 불림)을 이용하였다. 그러

나 미지의 파라미터가 많고, 이들이 복잡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 방법도 수 시간이 소

요되어 빠르게 대처하여야 하는 방사선피폭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최적화에 병렬연

산의 기법을 도입하면 속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으나 Nelder-Mead 법은 근본적으로 병렬

화가 불가능한 단일 스레드의 알고리즘이다. 2007년 D. Lee 등이 Nelder-Mead 법을 개조

하여 병렬화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발표하였고(D.Lee & M.Wiswall, Comput Econ 2007 

30:171-187) 본 연구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채용하였다. 이 수정된 병렬화 Nelder-Mead 법

은 통상의 Nelder-Mead 법이 미지 파라미터의 Simplex 공간에서 최악의 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과 달리, 여러 점들을 동시에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병렬화가 가능한 알

고리즘이다.

(2) CUDA 라이브러리로의 병렬 프로그래밍

그림 3.2.3.5.2 CUDA 프로그램  

NVidia에서 제공하는 CUDA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C++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진이 기존에 개발한 발광곡선 해석프로그램은 C#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이것이 GUI를 구

현하기에 편리하므로 Visual Studio .NET에 Managed cuda로 CUDA를 래핑(Wrapping)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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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코딩하였다. 알고리즘은 D. Lee 등의 수정된 Nelder-Mead 법을 채용하였고,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함수를 도입하였다.

  
  





  


한편, Nelder-Mead 법은 미정계수를   개로 하면  개의 구성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연산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반복연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동해야 하는 구성점의 변동폭

이 점점 작아져 분석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연산을 

마친 시점에서 구성점의 변동폭을 증가시키는 구성점 재정의를 실시한 후 다시 연산을 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위에서 도입한 시험함수에 대하여 미정계수를   개로 정의하면, 미정계수의 공간의 차

원도 31차원이고, 이 공간에서의 Simplex 구성점들은 32 개가 된다. 병렬화 Nelder-Mead 

법에서는 32개 중에서 곡선맞춤에서 크게 벗어난 순서로 이들 미지수들을 변경하게 되는데 여

기서는 최적의 변경개수 을 알아내기 위하여   ∼의 범위에서 최적화 속도를 비교했

다. 시험함수의 분석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산회수를 100 회, 재정의를 10 회하여 총 

1,000회의 연산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미정계수가 참값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합하

여 error로 표시하였다. [그림 3.2.3.5.3]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쁜 순서

로 16개의 구성점을 변경할 때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는 미지 파라미

터의 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D. Lee etal의 연구에서도 예상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 연산에 비해서 약 100배 이상의 속도를 내게 되어서 획기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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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3 32개의 병렬프로그래밍으로 미지공간의 Simplex 점 

32개 중에서 16개를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었다. 

(3) 선량복원 프로그래밍

방사선량을 복원하는 기법으로 지질학적 연대측정법에 이용하던 단일시료재현법(SAR법)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동기와 같이 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을 복원해 내는 용도로 방

사선 방어에 대한 유럽국가의 공동협력체인 EURADOS에서 개발한 절차가 있다(‘EURADOS 

법’으로 칭한다). 이는 휴대폰 등의 소자나 액정표시부의 유리와 같은 물질로부터 이것을 지니

고 있는 사람이 피폭된 정도를 추정해 내는 것으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복원이 요구된다. 이

에 따라 SAR 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정의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휴대폰의 액

정 유리인 경우에는 100~250℃의 범위에서의 데이터만 이용하게 된다. 이는 유리가 상당한 

정도의 배경값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주로 250℃보다 더 높은 온도영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연구에서 EURADO 법을 주 분석기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RetroAnal을 개발·발표하

였다. 당시 연구에서 개발된 RetroAnal은 먼저 다양한 선량복원 절차를 부여해서 분석을 실

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분석을 위해 측정 data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Riso 

TL/OSL 측정 장치로 부터 생성된 bin 파일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RetroAnal은 

Windows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GUI 환경 등 사용자편의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약간의 경험으

로 선량복원이 필요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1) 특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지의 물질에 대한 최적의 복원절차를 스스로 도출할 수 없었고, (2) 발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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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광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동력학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3) Big data를 활용하거

나 절차를 학습에 의해 개량하는 인공지능적인 기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림 3.2.3.5.4 RestoAnal의 실행화면 

이에 따라 이번 연구과정을 통하여 RetroAnal을 업그레이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

하였다.

(6.1) 본 연구진이 오랜 동안 연구해 온 발광곡선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진은 지금까지 TL/OSL 발광곡선 분석프로그램으로 TLanal, TolAnal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http://physica.gnu.ac.kr/tlanal) 이보다 더 강력한 분석력을 가

진 LumiAnal을 개발하여 다양한 선량물질의 동력학적 특성조사에 이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TolAnal은 TL/OSL의 발광곡선의 분석에 오랜 동안 이용되어 온 1st order kinetics(1OK), 

2nd order kinetics(2OK), general order kinetics(GOK) 뿐만 아니라 본 연구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genaral approximation(GA)법 등으로 발광곡선을 분해해 낸다. GA는 

비록 1개의 트랩과 1개의 발광중심이 TL에서라면 피크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하기는 하지만 

그 외는 최소한의 근사를 쓰므로 가장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RetroAnal에서의 

100~250℃처럼 온도범위를 불연속적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발광곡선을 여러 피크들이 합해진 

낱낱으로 분해한 다음 특정한 피크들을 제외하거나 선택하는 것으로 장기간의 배경 방사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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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발광, 액정이나 전자소자의 제조공정에서 기인한 발광 등을 제거하고, 짧은 순간 비교적 

강력하게 조사된 사고 등의 피폭 선량에 의한 기여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6.2) 다양한 선량복원 후보물질에 대한 발광특성을 조사하여 DB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부

여하였다.

방사선 노출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폭의심 대상으로 부터 채취한 선량복원 물질은 미리 그 

특성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야 신속한 선량복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러 후보물질에 대해 

TL/OSL의 발광특성을 데이터베이스(DB)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

존의 TolAnal의 주요기능을 Add-On 하였고, DB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차에 완전한 발광과정의 모델링을 가능하도록 제1원리에 의해 발광을 해석해 내는 

LumiAnal의 기능도 추가하여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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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 시스템 기반 구축

가. 중성자/감마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모듈 제작

중성자를 측정하는 환경에서는 대부분 감마선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중성자에 의한 선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와 감마선의 혼합장에서 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파별 판별법 (Pulse-shape 

discrimination, PSD) 방식이 약 50년 이상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 방식 중의 하나인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 측정하는 Digital-PSD 방식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방사선 계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ADC (Analogue-to digital convertor) 에는 크

게 세 가지 형태로, Wilkinson ADC, Successive ADC, 그리고 Flash-ADC (FADC) 가 있

다. Wilkinson ADC의 경우는 ADC 고유의 방법과 유사한 측정 방법으로 선형성은 좋지만 

펄스의 크기에 따라서 변환 시간이 달라져 분해능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Successive Approximate ADC의 경우 출력을 늘여서 기준 전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펄스 

해석 시 변환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분해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펄스의 높이가 변하기 전, 

즉 디지털화하기 전에 그 전압이 유지되어야 하고 Wilkinson ADC보다 선형성이 다소 떨어

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FADC의 경우는 Successive Approximate ADC와 비슷한 개념을 

갖지만 발생된 신호를 병렬로 한 번에 변화시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sampling과 

conversion을 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감마선 분리 처리

를 위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를 기

반으로 한 파별 판별법의 회로가 내장된 500 MS/s, 250 MHz , 12 bit의 성능을 갖는 

FADC 모듈을 제작하였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USB를 통해 컴퓨터로 데

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내장된 펌웨어는 루트를 기반으로 하여, 중성자와 감마선

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제작하였다. [그림 3.2.4.1.1]은 제작된 

FADC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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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1 DCC 알고리즘을 내장한 500 MS/s, 250 MHz 4 채널 FADC 모듈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 측정하기 위하여, FADC를 활용한 방법 중 디지털 

전하 비교 방법 (digital charge comparison method, DCC)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FPGA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DCC 방법은 [그림 3.2.4.1.2]에서와 같이 부분 전하량 대 총 

전하량의 적분비 (ΔQ/Q)를 사용하여 신호를 구분한다. 이는 중성자와 광자가 섬광체에서 반

응하여 빛을 내었을 때, 발생하는 신호가 감소하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전하량

의 차를 이용하는 원리이다. [그림 3.2.4.1.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FADC와 동일한 방식의 

모듈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듈을 사

용하여 유기섬광체로부터 발생하는 신호를 기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중성자의 경우 

신호의 감쇠 시간이 감마선에 의해 발생한 신호에 비하여 길게 되어 중성자와 감마선에서 발

생한 신호에 의한 총 전하량 및 부분 전하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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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2 200 MHz FADC를 사용하여 획득한 중성자/감마선 신호 및 DCC 방식을 사

용한 중성자/감마선 분리 측정의 원리  

개발된 알고리즘에서 전하차를 이용하여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하여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

저 총 신호의 시간 범위를 결정해 주어야 하며, 신호처리 시간은 펄스 넓이(width)의 최소 시

간 단위를 8 ns, 지연시간(delay time) 단위는 2 ns까지 나누어 결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

다. 신호를 획득하는 총 시간 범위를 결정하면 발생된 신호의 피크에서 일정한 지연 시간을 

결정해 주어 각각의 적분된 전하량을 사용하여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총 전하 Q는 신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크의 시작(t0) 시간부터 발생된 신호가 기준선 

(baseline)으로 되돌아가는 신호의 끝(t2)까지의 면적을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부분 전하 (Δ

Q)는 피크의 시작 지점에서 지연 시간을 준 시간(t1)부터 신호의 끝(t2)까지의 면적을 적분한 

값이 된다. 총 신호의 시간 범위 및 지연시간 t1은 사용하는 섬광체 및 검출기의 성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된 신호를 확인하여 측정을 수행하기 전에 레지스터 설정을 통하

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모듈 및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기섬광체를 이용하여 중

성자와 감마선의 분리 측정을 수행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하여 Cf-252 중성자 선원을 사용하

였다. [그림 3.2.4.1.3]은 개발된 모듈을 사용하여 평가한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 감도를 

2-D plotting을 이용하여 나타낸 입자 식별 분포 (particle identification distribution, 

PID)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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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3 유기섬광체를 사용한 중성자와 감마선의 입자 식별 분포 스펙트럼

중성자와 감마선에 해당하는 신호의 분리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식 3.1을 이용한 분리감도 

(figure of merit, FOM)이 사용되었다.

FOMFWHMnFWHM

Sn
           식 3.1

여기에서, Snγ는 [그림 3.2.4.1.2] 의 PID 스펙트럼에서의 중성자 신호 피크의 중심과 감마

선 신호 피크의 중심 사이의 차이이며, FWHM(n)과 FWHM(γ)는 각각 중성자와 감마선 신호

의 반치폭을 나타낸다. 높은 FOM 값은 더 우수한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 성능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가 잘 되는 경우 FOM 값은 약 1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 개발 중인 중성자와 감마선 분리를 위한 알고리즘의 경우 유기섬광체를 이용한 성능 

평가에서 약 1.4 정도의 FOM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 

측정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알고리즘은 빠른 신호 처리 및 

실시간 분석을 위한 DCC 방식을 활용한 알고리즘 뿐 아니라, [그림 3.2.4.1.4]과 같이 검출

기에서 발생한 가공되지 않은 초기 신호를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작하

였다. 이는 첫 번 째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중성자/감마선에 의해 발생한 신호의 전하차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신호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함

과 동시에 두 번째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출기에서 발생한 모든 신호를 각각 저장하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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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4.1.4 FADC를 이용한 펄스 발생기에서 획득한 하나의 펄스에 대한 신호 분석 그

래프

향후의 계획에서는 Li 기반의 무기섬광체의 개발을 통하여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 측정 및 

동시 측정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하므로,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

요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루트 기반으로 제작하여, 향후 신호 분석 

시 계속해서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섬광 신호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제작된 모듈의 경우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혼합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 4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

며, 향후 하나의 모듈을 사용하여 중성자와 감마선 각각에 대한 분석 및 통합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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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폭선량 신속절차개발 및 현장적용형 선량복원 장비제작 및 인체피폭선량 환산알고리즘 

개발

가. Chip card의 열발광 (TL) 특성평가 및 선량 복원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칩 카드의 열발광(TL) 현상을 측정하고, 사후선량평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

였다. 실험에는 한국의 이동 통신 사업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개의 SIM 카드와 온라인

으로 구입할 수 있는 3개의 스마트 IC 카드가 사용되었다. EDS 맵핑 이미지에 기초한 화학 

원소 분석이 수행되었고, 각 칩 카드에 대해 상이한 중량 분율의 Silica가 발견되었다. 서로 

다른 광학 필터 조합을 통한 방사선 유도 신호의 발광곡선은 칩 카드에 따라 Blue 또는 Red 

방출을 나타내었다. 열 자극에 의한 민감도 변화는 청색 및 적색 방출 시료에 대해 각각 1.8 

± 0.27 및 0.5 ± 0.06 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0 ~ 150 ° C 신호 사용 시 신호 페이

딩은 조사 후 20일 동안 초기 신호의 20 % 이상이 남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량반응도

는 각 칩 카드에 대해 50mGy부터 10Gy 까지 기록되었다.

(1) 배경

기판 또는 커버유리, 저항 및 집적 회로(IC)와 같은 휴대폰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열발광 

(TL) 및 광학자극발광 (OSL) 방법은 비상 선량 측정을 위해 널리 연구되고 있다. (Discher 

and Woda, 2013, Lee et al., 2015, Sholom and McKeever, 2016). 그러나 이러한 물

질을 이용하는 프로토콜은 샘플 추출, 세척 및 에칭과 같은 노동 집약적 전처리 프로세스가 

수반되므로, 방사능 사고 또는 테러의 경우 신속한 분류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칩 카드 모

듈은 SIM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 신분증, 신용 카드 및 대중교통 카드와 같은 전자 인증 

응용 프로그램에 널리 사용된다. 이와 같이, 칩 카드는 추출이 쉽고 전처리 과정이 없어 대량 

사상자 시나리오 (Mathur et al., 2007, Woda and Sp ttl, 2009)에서 개별 선량 재구성에 

적합하며, 휴대 전화에 비해 교체 비용이 저렴한 품목이다. 이전 연구에서 OSL을 사용할 때 

칩 카드에 대해 수십 mGy의 최소검출 가능한 선량(MDD)이 확인되었지만, 권장 프로토콜에 

전열처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후 첫째 날에 신호 손실이 60% 이상되었다 

(Woda 및 Sp ttl, 2009). 몰딩 된 캡슐이 있는 칩 카드 모듈의 경우 페이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프로토콜에는 HNO3를 사용한 화학적 전처리가 필요하였다 (Woda et al., 2012).

칩 카드의 TL은 강한 제로-도즈 (zero-dose) 신호로 인해 선량 재구성에 지금까지 사용되

지 않았다. 또한 샘플이 예를 들어 100 °C에서 10 초 동안 예열될 때, 신호 재생이 관찰 될 

수 있으며, 이는 광 자극에 대한 100 °C TL 피크의 감소 속도가 느려져 발생하는 것으로 추

측된다 (Woda and Sp tt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 카드의 TL 평가는 TL 방출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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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서 추론된 최적화 된 검출 윈도우, 더 깊은 (더 높은 온도) 트랩을 사용할 때 낮은 페이딩 

속도, 글로우 커브를 기반으로 한 칩 카드의 분류와 같은 더 나은 프로토콜을 제안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칩 카드의 TL 특성을 조사하여 비상선량측정을 위한 TL 프로토콜

의 한계 및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OSL에서 방사선 응답을 보이는 칩 카드의 유형은 제조 및 기술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Bassinet et al., 2010), 칩 카드는 제조업체에 따라 식별 할 수 있어야 하고, 높은 방사선 

응답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칩 카드는 SK 텔레콤 (SKT), 코리아 텔레콤 

(KT), LG 텔레콤 (LGT) 등 한국의 이동 통신 사업자가 배포 한 SIM 카드 3개였다. 또한 온

라인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3 개의 스마트 IC 카드도 테스트하여 모듈 유형을 확장

하였다. 모든 카드는 접촉 기반 IC이다. 용어를 간단히 하기 위해 SIM 카드는 회사명으로 표

기했다. 또한 스마트 IC 카드는 카드 1, 2 및 3으로, 카드 1은 SLE 4428 칩이고, 카드 2는 

Power-Optical Pearl SLE 4428 칩이며, 카드 3은 ISO 7816 SLE 4442 칩이다. 금속 접촉

부가 샘플 컵을 향하도록 하여 배치하였고, 칩카드는 직경 8mm로 펀칭되었다. 모든 샘플은 

검고 납작한 SKT SIM 카드를 제외하고 반투명 캡슐화를 가졌다.

화학 분석의 경우, 각 샘플의 중심을 부분적으로 연마하여 얇은 층을 제거하였다. 이어서, 

JEOL 6300 SEM 및 OXFORD INCA EDS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리콘 및 산화물 요소에 대

한 주사 전자 현미경 (SEM) 이미지 및 에너지 분산 x-선 분광법 (EDS) 맵핑 이미지를 획득

하였다.

TL의 스펙트럼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필터 조합이 채택되었다. 열 흡수필터(KG-3)와 간

섭 필터 (BrightLine 340/26, BP 365/50, BrightLine 414/46, BrightLine 475/50, 

BrightLine 575/25, ET Bandpass 620/60)가 Lexsyg 리더의 필터 휠에 장착되었다. 필터 

이름 뒤의 첫 세 자리 숫자는 검출윈도우의 중심 파장을 나타내며, 뒤 두 자리 숫자는 최대너

비 절반최대값 (FWHM)을 나타낸다. 광전자 증배관 (PMT)으로 하마마츠 H7602-02가 사용

되었다. 2 ℃/s의 가열 속도로 280 ℃의 최대 온도에서 측정되었다. TL 판독은 항상 질소분

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매 측정 후 두 번째 판독 값이 제거 되었다. 또한 내장된 

Sr-90/Y-90 베타 소스는 60 mGy/s의 선량률로 모든 측정에 대해 20Gy를 조사하였다.

나머지 TL 특성은 DASH 업그레이드 시스템과 함께 Risoe TL / OSL-DA-20 리더를 사용

하여 측정되었다. 자동필터교환기에는 7 mm U340 (280-380 nm), BrightLine 285/14, 

BrightLine 425/26, BrightLine 625/26 필터가 장착되었다. KG-3의 투과 윈도우는 대략 

300 nm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KG-3 필터는 425/26 및 625/26 필터만 결합되었다. 자동 검

출기 교환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160-630 nm 윈도우의 청색 감지 PMT (Electr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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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9107Q-AP-TTL-03) 및 300-720 nm 윈도우의 적색 감지 PMT (Hamamatsu 

H7421-40)를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었다.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청색 민감성 PMT가 

사용되었다. 최대 판독 온도는 2 ℃/s의 가열 속도에서 280 ℃ 였다. 측정 전에 항상 120 초 

동안 질소가스를 주입하였고, 두 번째 판독 값을 자동으로 제거시켰다. Cs-137 소스를 사용

하여 석영에 대해에 대해 보정된 내장 Sr-90/Y-90 베타소스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선

량률은 대략 6 mGy/s였다.

열처리가 칩 카드에 적용될 때, 제 1측정과 제 2측정 사이의 감도 변화는 불가피했다. 더욱

이, 감도 변화의 추정은 첫 번째 측정에서 고유 백그라운드 신호의 존재로 인해 간단하지 않

았다. 감도 변화 및 zero-dose를 함께 정량화하기 위해, 샘플을 동일한 크기의 두 조각, 즉 

샘플 S 및 B로 절단하였다. 샘플 S에 첫 번째 (TLS1) 및 두 번째 측정 (TLS2)에 대한 테스트 

선량용량(D)을 조사했다. 샘플 B는 제 1측정 (TLB1)에 대한 선량조사 없이 그리고 제 2측정 

(TLB2)에 대해 동일 교정선량(D)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측정 중 감도가 s1 및 

s2로 표시되고, 고유 백그라운드 신호가 BG로 표시되면 4개의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TLS1 = s1·D + BG, TLS2 = s2·D, TLB1 = BG, TLB2 = s2·D. 그런 다음 S의 

첫 번째 측정을 위한 배경 신호가 제거된 TLS1'은 다음에서 계산될 수 있다. TLS1'= 

TLS1-TLS2·(TLB1 TLB2) = s1·D. 이 결과로부터 감도의 변화가 계산된다 : TLS2 TLS1'= 

s2/s1. 또한, 샘플 B에 감도 변화를 적용하여, 고유 백그라운드 신호를 zero-dose로 변환할 

수 있다 : TLB1 ((TLB2/(s2/s1)))·D. 이 프로토콜에는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첫째, 칩 카드

의 zero-dose 분포는 샘플의 위치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해야 한다. 둘째, 방사선 유도 신호 

(radiation induced signal, RIS)와 고유 백그라운드 신호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3) 결과 및 논의

칩 카드의 TL은 주로 에폭시의 실리카 (SiO2)에서 유래한다 (Woda and Spottl, 2009, 

Woda et al., 2012). 칩 카드에 따른 실리카 함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EDS 분석을 [그

림 3.2.5.1.1]에서 수행했다. [그림 3.2.5.1.1]의 첫 번째 줄의 사진은 SEM 이미지이다. 두 번

째 줄은 실리콘에 대한 EDS 매핑 이미지를 보여주고 세 번째 줄은 산화물에 대한 것이다. 탄

소, 산화물, 알루미늄 및 실리콘 이외의 원소는 0.1 중량 % 미만이었다. 각 이미지의 너비는 

실제 크기에서 약 40 m이다. 일부 칩 카드에서 실리콘과 산화물이 실리카를 나타내는 동일

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KT, LGT SIM 및 카드 2에서 실리콘의 12 % 이상이 발견되

었지만, 카드 1 및 3에서는 실리콘의 약 7 %만이 발견되었으며 더 작은 입자 크기가 관찰되

었다. 불행히도 SKT SIM에서 SiO2 물질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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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1 (a) SKT SIM, (b) KT SIM, (c) LGT SIM, (d) 카드 1, (e) 카드 2 및 (f) 

카드 3 에 대하여 구성 요소 분석을 위한 x 2000의 SEM 이미지 (첫 번째 줄), 실리콘 분석

을 위한 EDS mapping (두 번째 줄) 및 산화물 분석 (세 번째 줄).

예상대로, 6 가지 종류의 칩 카드 중에서 다른 기술로 여겨지는 SKT SIM은 방사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칩 카드는 RIS의 방출 파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280 °C로 예열 후 20 Gy로 조사된 칩 카드에 대해 여러 필터 조합을 이용한 TL 발광곡선 

측정을 통해 청색 및 적색 방출을 나타내는 것을 [그림 3.2.5.2.1]에서 확인하였다. KT, LG 

SIM 및 Card 2는 청색 방출 칩 카드에 포함되어 있고, Card 1 및 3은 적색 방출에 포함되

어 있다. 최대 강도는 각각 청색 및 적색 방출을 나타내는 칩 카드에 대해 414/46 및 

620/60 필터로 확인되었다. 청색 방출을 가진 칩 카드는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발

광 곡선을 보여 주었다 (Woda and Sp ttl, 2009). 그러나 적색 방출을 갖는 칩 카드는 100 

℃ 미만의 좁은 peak를 갖는 상이한 형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TL 분류 결과는 EDS 분석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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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2 280 ℃ 예열 후, 20 Gy로 조사된 칩 카드 시료에 서로 다른 간섭 필터의 

(a) blue 및 (b) red emission을 이용하여 측정한 TL 발광곡선. (범례의 첫 번째 숫자는 

투과창의 중심파장(nm)을 나타내고 두 번째 숫자는 간섭 필터의 전체 너비 절반 최대값 

(FWHM)을 나타낸다.)  

최대 방사선 유도 신호를 나타내는 검출창에서 고유 백그라운드 신호를 고려해야 한다. 여

러가지 필터로 측정한 조사받지 않은 칩 카드 및 1Gy 조사된 칩 카드의 TL 신호 곡선이 [그

림 3.2.5.1.3]에 나와 있다. [그림 3.2.5.1.3] (a)에서 비교를 위해, 발광곡선은 유사한 RIS를 

갖도록 배율이 조정되었다. 카드 2의 배경 신호 및 RIS는 3 개의 필터 (285/14, U340 및 

425/26)를 이용하여 기록되었다. U340 필터와 비교하여 425/26 필터로 감지 할 때 RIS가 

3 배 높았지만, 이것은 또한 상당히 확장된 고유 백그라운드 신호를 초래했다. 285/14 필터

를 사용할 때 배경 신호의 시작점이 150 °C보다 높은 온도로 이동하고 강도는 RIS와 비슷해

졌다. 그러나 신호 강도의 전체적인 감소로 인해 상당히 감소된 신호 대 잡음비가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RIS 대 배경 신호의 최적화 비의 관점에서 필터의 추가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3.2.5.1.3] (b)에는 K340 및 LGT SIM의 배경 신호와 RIS

가 U340 필터로 측정된다. 배경 신호의 모양은 160 °C 및 210 °C에서 두 개의 피크를 갖

는 LGT SIM 및 카드 2와 유사하다. 반면 KT SIM은 210 °C 피크만 표시하므로 보다 안정

적인 RIS가 가능하다. [그림 3.2.5.1.3] (c)는 625/26 필터와 적색 PMT를 사용한 카드 3의 

배경 신호와 RIS를 보여준다. 배경 신호와 RIS는 비슷한 강도이며 쉽게 식별 할 수 있다. 그

러나 피크 온도가 100 °C 미만인 RIS에서는 상당한 페이딩이 예상된다. 카드 1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후속 측정에서는 청색 PMT와 U340 필터가 청색 방출 칩 카드에, 적색 

PMT와 625/26 필터가 적색 방출을 가진 칩 카드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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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3 다양한 필터 및 검출기 조합으로 측정 한 조사

되지 않은 칩 카드 및 1Gy 조사된 (첫 번째 TL 판독 후) 칩 

카드의 발광곡선: (a) 285/14, U340, 425/26이 있는 Card 2, 

(b) U340이 있는 KT 및 LGT SIM, (c) 625/26 및 빨간색 

PMT가 있는 Car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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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카드의 8 회 연속 조사 및 판독에 대한 감도 변화는 [그림 3.2.5.1.4]에 나와 있다. 50 

~ 100 °C의 적분 구간을 사용하여 고유 백그라운드 신호를 최소화했다. 적색 방출을 갖는 칩 

카드의 감도는 두 번째 측정에서 거의 두 배가되었으며 후속 TL 판독 값에서 하위 선형을 보

여주었다. 대조적으로, 청색 방출을 갖는 칩 카드의 감도는 두 번째 사이클에서 50 % 감소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첫 번째 감도 변화 및 상응하는 zero-dose는 청색 및 적색 방출에 

대해 각각 1.8 ± 0.27 및 70 ± 35mGy 및 0.5 ± 0.06, 82 ± 69mGy였다. 다섯 개의 

칩 카드 각각으로부터 네 개의 시료를 측정에 사용하였다. 150 °C까지 낮은 배경 신호가 관

찰된 KT SIM의 경우, 100 ~ 150 °C 범위에서 0.70 ± 0.11의 감도 변화와 149 ± 

112mGy의 제로 복용량을 획득했다. 실온에서 OSL 측정에 대해 강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기 때문에 감도 변화의 이유는 열처리 일 것이다. 

그림 3.2.5.1.4 다른 필터 및 검출기로 측정한 다양한 칩 카드의 8 회 연속 반복 투

여 및 판독에 대한 TL 감도 변화. 1 Gy 재생 용량과 50 ~ 100 °C 적분 구간이 적

용되었다.  

50mGy에서 10Gy까지의 카드 선량 반응 곡선이 [그림 3.2.5.1.5]에 나와 있다. 첫 번째 감

도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첫 번째 측정 전에 모든 시료를 280 °C로 예열하고, 각 측정 후 5 

Gy의 교정 선량 신호로 나누었다. 50 ~ 100 °C의 적분 구간을 비교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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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따라 상당한 페이딩으로 인해 조사 중간과 측정 시작 사이의 시간이 고정되었다. 선량 

반응은 완벽한 선형은 아니었지만 이전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던 y = a × Db의 함수로 데이터

를 피팅 할 수 있다 (Woda and Spottl, 2009). 청색 방출이 있는 칩 카드는 상위 선형 반응

을 보였으며 지수(b)는 1보다 약간 높았다 (1.04-1.11). 따라서 선형 반응 함수를 사용할 때 

사고 선량이 교정 선량보다 크면 과대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사고 선량이 교정 선량보

다 작으면 과소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적색 방출을 갖는 칩 카드는 지수(b)는 

1 미만 (0.8 ~ 0.87)으로 약간 하위 선형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청색 방출에 비해 반대 상황

을 나타낸다.

그림 3.2.5.1.5 다양한 필터와 검출기로 측정한 50mGy에서 10Gy까지 다양한 칩 카

드의 선량 반응 곡선. 신호는 50 ~ 100 °C 구간이 적분되었으며 매 TL 판독 후 5 

Gy의 테스트 용량으로 보정되었다. 실선은 y = a × Db 형태의 함수이며, 여기서 D

는 선량이다. 

대부분의 트랩된 전자는 280 °C까지의 TL 측정에 의해 비워지지만, 적색 방출 칩 카드에

서는 TL 판독 후 1 시간이 경과 후 최대 수백 mGy의 선량 회복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한 발

광곡선은 약 140 °C의 넓은 피크를 가지며 50 ~ 180°C 범위를 가진다. 청색으로 방출되는 

칩 카드의 경우, 425/25 필터를 사용할 때는 재생 신호가 관찰되었지만, U340 필터를 사용

할 때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UV 영역에서는 열처리 후 신호 재생이 감지되지 않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TL의 신호 재생은 100 °C 예열에 의한 OSL의 선량 복원과 구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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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a and Spottl, 2009).

신호 페이딩의 특성은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칩 카드의 스펙트럼 방출에 따라 유사했다. 조

사 후 최대 20 일 동안 기록된 두 가지 유형의 칩 카드의 신호 안정성은 [그림 3.2.5.1.6]에 

나타난다. 각 제조업체에 대해 각 6 개 시료를 측정했다. 칩 카드의 TL 신호 재생성 현상은 

방사선 조사없이 280 ℃로 열처리된 칩 카드로부터 페이딩 실험과 동일한 시간 지연 후 TL을 

측정함으로써 모니터 링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적색 방출 칩 카드만이 재생된 신호를 보

였으며 이는 페이딩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신호 안정성 측면에서, 적색 방출 칩 카드는 1 시

간 이후에 무시할 수 있는 잔여 신호와 높은 신호 복원으로 열악한 특성을 나타냈다. 50 ~ 

100 °C의 동일한 적분 구간에서, 청색 방출 칩 카드는 최대 1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적색 방출 

물질과 유사한 페이딩을 보였지만, 초기 신호의 약 10 %가 10 시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었

다. 청색 방출 신호에 대해 100 ~ 150 °C 간격으로 더 안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초기 신호의 약 20 %는 조사 후 20 일 후에도 유지되었다. 더 높은 온도의 TL 신호를 사용

함으로써, 페이딩 속도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열전달이 가능한 전자를 배제하여 신호 분산이 

감소되었다 (Woda and Spottl, 2009).

그림 3.2.5.1.6 5Gy로 조사되고 매 TL 판독 후 5 Gy의 테스트에 의해 수정된 청색 및 

적색 방출을 갖는 칩 카드의 신호 페이딩. 신호는 사용 가능한 신호에 따라 50 ~ 100 

°C 및 100 ~ 150 °C 적분 구간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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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후선량평가를 위한 칩 카드의 TL 프로토콜의 타당성과 한계가 조사되었

다. 칩 카드는 제조업체에 따라 고유한 배경신호의 모양이 다르지만 RIS의 방출 스펙트럼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적색 방출 칩 카드는 불안정한 신호로 인해 선량 추정에 적합하지 않았

다. 반면, 100 ~ 150 °C 간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청색 방출 칩 카드에서 더 낮고 산란 

특성이 좋은 신호 페이딩이 관찰되었다. 또한, 신호 재생 현상이 없는 TL 특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TL 프로토콜은 배경신호가 낮은 일부 식별 가능한 시료에만 적용 할 수 있었다. 또한, 

열처리를 적용 할 때 선량 재구성에서 감도 변화도 고려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진보한 프로토

콜에는 감도 변화 및 신호 회복을 최소화하는 전열 처리가 가능한 OSL 프로토콜 혹은 UV 영

역 검출창 최적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나. 휴대전화의 유리 기판을 이용한 PTTL (phototransferred thermoluminescence) 측

정

방사선사고시 비상 선량계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유리기판(카테고리 A)을 사용한 

PTTL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자외선 (405 nm)이 조사되기 전의 유리 시료를 이용하여 전

열 처리 온도와 유지 시간을 변화시켜 최적화된 판독 조건을 찾았다. 다음으로, PTTL 측정의 

검출창은 PTTL의 방사선유도 (RIS)와 비방사유도 신호 (nRIS) 사이의 비율을 최적화하기 위

해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샘플을 400 ℃로 예열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 후 개발된 PTTL 

프로토콜을 340nm 검출 필터를 사용하여 테스트하였다. PTTL 신호의 재현성 및 선량반응도

와 같은 특성을 조사하였다. PTTL 신호 안정성 테스트로부터 UV를 이용한 PTTL 신호가 더 

깊고 더 안정적인 트랩에서 발생함을 증명하였다. 약 10 일 (254 시간)이 지난 후의 신호의 

손실은 10 %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TL 및 PTTL의 발광 스펙트럼은 베타, 감마선 조사 

및 UV 조사 스펙트럼의 변화에 따른 특성이 측정되었다. 분광 측정으로부터 TL 및 PTTL 신

호의 유사한 발광 방출을 확인하였다. UV 노출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RIS 

및 nRIS 신호의 정성적인 비교가 수행되었다. 결과적으로, RIS 및 nRIS PTTL 신호 강도가 

UV 스펙트럼의 자극 파장이 짧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개발된 PTTL 

프로토콜의 유용함을 확인하였고, 물리적 회구 선량 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가능성을 테

스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1) 배경

회구 선량 평가 분야에서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부품은 방사선 사고시 응급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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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적합하다. 물리적 선량평가에서 흡수선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광자극 발광 (OSL), 열 

발광 (TL) 및 광전이 열 발광 (photo transferred TL, PTTL) 방법을 사용하여 성분을 판독 

할 수 있다. 조사된 다양한 물질(예 : 시계 유리, 디스플레이 유리, 터치 스크린 유리) 중 각광

받는 재료는 유리 시료이다. 이러한 선량 평가적 특성은 터치스크린 유리 (Chandler et al. 

2019; McKeever et al., 2017; Discher et al., 2016) 및 최신의 휴대 전화의 디스플레이 

유리 (Kim et al., 2019; Bassinet et al., 2014; Discher and Woda; 2014, Mrozik et 

al., 2014; Discher and Woda, 2013)를 이용하여 자세히 연구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에 조사되지 않은 유리 시료에서 최저검출선량을 제한하는 zero-dose가 관측되었다. 

시료 준비 과정 중 화학적 식각을 통해 zero-dose 신호를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의 

TL 신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가 줄어들어 안정적이지 않으며, 정확한 선량을 재구성하

기 위해 페이딩 보정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PTTL 측정 방법은 선량 재구성을 위해 깊이에 있

는 방사선에 민감한 트랩에 대하여 (i) 시료를 특정 온도로 예열하는 단계, (ii) 시료를 UV / 

자외선에 노출시키는 단계, (iii) 더 얕은 쪽으로 전달된 전자의 발광 신호 측정의 과정을 포함

한다. 최근 휴대전화 유리의 PTTL 신호가 높은 열 안정성을 나타내어 PTTL 신호 페이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McKeever et al., 2017).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신 휴대전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카테고리 A 유리 시료가 사용

되었다 (Discher and Woda (2013)). 이 유형의 유리는 많은 연구 그룹에서 자세히 조사되

었다. 유리 시료를 에탄올로 세척하고, 시료대의 크기에 알맞게 약 5 x 5 mm² 의 크기로 잘

라 사용되었다. Freiberg Instruments (Richter et al, 2013)의 자동화된 Lexsyg Research 

판독기를 사용하여 발광 측정이 수행되었다. 실험실 조사를 위해, 내장된 약 0.059 Gy/s의 

Sr-90 / Y-90 베타 소스 (1.51 MBq)를 사용하였다. 판독기에는 세 가지 자극 파장 (violet 

LED (405 ± 3nm), blue LED (458 ± 5nm) 및 IR LED (850 ± 20nm))을 포함하는 광

학 자극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TTL 측정 전에 시료 위치에서 실온에서 

100mW / cm²의 광 출력으로 500 초 동안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violet LED 가 사용되

었다. 발광 신호는 bialkali cathode photomultiplier tube Hamamatsu H7360-02로 검

출되었다. TL 및 PTTL 측정 시 OSL 및 열 배경 신호가 측정되는 동안 산란되는 자극 광을 

차단하기 위하여, 광 자극 모듈과 PMT 검출기 사이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두 개의 필터 (각 

필터에는 6 개 위치에 유리 및 간섭 필터가 장착되어 있음)가 있다. TL 및 PTTL 측정은 수

동으로 열 배경 신호 제거를 위한 두 번째 TL 측정을 포함하여 항상 N2 상태에서 수행되었

다. 시료와 가열 장치 사이의 열 지연 현상을 피하기 위해, 가열 속도는 2 °C/s로 설정되었

다. 측정하기 전에, 유리 시료를 450 ℃까지의 온도에 대한 TL 측정을 수행하고 판독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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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간 온도를 유지하여 열처리하였다.

유리 시료의 TL 및 PTTL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선량의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를 

사용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스펙트럼 측정을 위해 주어진 선량은 수 kGy였다. 잘츠부르크 대

학교의 연구실에서 Lexsyg Research 및 Lexsyg Smart (dose rate of  0.116 Gy/s)의 

베타 소스를 사용하여 1 ~ 1.5 kGy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또한 2차 표준 선량 측정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Cs-137 감마선원 (선량률  3 kGy/h)을 이용하여 최대 60 kGy의 

선량이 조사되어졌다. 

두 개의 판독기를 이용하여 스펙트럼 방출 측정이 수행되어졌다: 

(i) Helmholtz Zentrum M nchen에서 이용 가능하고 Shamrock 163 분광계와 함께 

Andor Technology iDus 420 시리즈 CCD 카메라 (1024x255 픽셀, 후면 조명 CCD, -80 

°C로 냉각)가 장착된 Lexsyg Research. 기록된 스펙트럼은 각각의 채널에 대해 0.505 nm

의 스펙트럼 분해능으로 301.7 에서 818.1 nm까지의 범위에서 측정되었고 노출 시간은 20 

초로 설정되었다. TL 측정을 위한 가열 속도는 2 ℃/s로 설정되고 최대 온도는 400 ℃로 설

정되었다. 광자극을 위해, 시료를 UV 핸드 램프 (Konrad Benda NU-4 Watt, λpeak = 

366 nm의 UV-A 스펙트럼 (UV 램프 스펙트럼, 2019), 강도 0.55 mW / cm², 15cm의 거

리)를 사용하여 20 분 동안 UV-A에 노출시켰다. 효율적인 UV-A 노출을 위해, 램프와 시료 

사이의 거리는 대략 2-3mm로 최소화되었다.

(ii) 경상대학교 응용물리 실험실 (Park et al., 2018, Park et al., 2015)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Princeton Instruments에서 만들어진 PIXIS 256E 카메라 (1024x256 픽셀, 전

면 조명 CCD가 장착된 개방형 전극 구조, 및 완전 수직 binning, 75 °C로 냉각), USA (모

델 ID PIX256OE-SF-QFA-UE-I) 및 Acton SP2150 monochromator가 함께 장착된, 자체 

개발된 발광측정 시스템. 기록된 스펙트럼은 각각의 채널에 대해 0.51 nm의 스펙트럼 분해능

으로 236.1에서 761.8 nm까지의 범위에서 측정되었고, 노출 시간은 1 초로 설정되었다. TL 

측정을 위한 가열 속도는 5 ℃/s이고 최대 온도는 400 ℃로 설정되었다. 광학적인 자극을 위

해, 시료를 UV 핸드 램프(UVP UVLMS-38 EL 8 W, λpeak = 365 nm의 UV-A 스펙트럼, 

λpeak = 302 nm의 UV-B 스펙트럼 및 λpeak =254 nm의 UV-C 스펙트럼)를 사용하여 

UV-A에 10 분 동안 노출시켰다. 램프와 시료 사이의 거리는 약 15 mm로 최소화되었다. 두 

스펙트럼 측정 시스템 모두에 대한 스펙트럼 데이터는 CCD 검출기를 포함한 전체 분광계 시

스템의 파장에 대해 수정되었다.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Surfer8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PTTL 신호에 대한 광원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Risø 판독기 (DASH 검출 및 자극 헤드를 

가지고있는 DA-TL / OSL 20)를 사용하여 블리칭 장치의 UV LED (λpeak = 385nm) 및 

자극을 위한 violet 레이저 (λpeak = 405nm)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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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론

(3.1) 예열 온도 및 유지 시간의 변화 

보다 안정적인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유리의 TL 신호에 대한 예열 온도의 영향

은 (Discher and Woda, 2013)에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PTTL 측정 전의 예열 온도 

(340nm 검출 필터)는 200 ~ 500 °C 사이에 대하여, 유지 시간은 각 예열 온도에 대해 10, 

50, 100 ~ 500s 사이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시료를 각각의 측정에 대해 1 Gy에 노출 시켰

고, violet 노출 (405 nm, 500 초 동안) 후 PTTL의 방사선 유도 신호 (RIS)에 대한 상이한 

예열 온도 및 유지 시간의 영향을 [그림 3.2.5.2.1] (a-f)에 나타내었다.

예열 온도와 유지 시간을 늘리는 것은 PTTL 신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열 온도와 유

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우 곡선의 PTTL 강도와 모양이 크게 감소한다. PTTL 신호는 

violet 빛에 노출되는 동안 더 깊은 트랩에서 광전사된 전하에 의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

다 (McKeever, 1985). 이러한 이유로 McKeever (2017) 논문의 최적화에 따라 더 높은 온

도에서의 예열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400 °C의 예열 온도와 10 초의 유지 시간을 측

정에 적용하였다.

(3.2) 검출창의 최적화

유리 및 간섭 필터는 PTTL 측정의 검출창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필터 

조합은 [표 3.2.5.2.1]에 나와 있다.

표 3.2.5.2.1 검출창 최적화를 위한 필터 조합.

FWHM * : FWHM은 필터 데이터 시트 및 필터 두께를 사용하여 필터 조합에 의해 수동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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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1 (a-f) 예열 온도와 유지 시간의 변화 및 violet 노출 후 유

리 PTTL 신호 (405nm, 500 초 동안)에 대한 영향. 

유리 시료에 대략 1 Gy 선량의 베타를 조사되어졌다. 방사선 유도 (RIS) PTTL 신호는 시

료를 400 ℃로 어닐링하고 10 초 동안 유지 한 후 500 초 동안 violet 광에 노출시킨 후에 

측정되었다. 노출되지 않은 시료의 PTTL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에 선량을 조사하지 않

고 어닐링 단계 및 violet 노출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추가 과정은 비방사선 유도 신호 

(nRIS)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다. 각 PTTL 측정 후에, 잔류 신호 또는 주요 열 배경 신호를 기

록하기 위해 추가 TL 측정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필터 조합 ([표 3.2.5.2.1] 참조)에 대해 방

사선 유도 (RIS) 및 비방사 유도 신호 (nRIS)의 PTTL 측정 데이터는 열 배경 신호를 기록하

기위한 각각 두 번째 측정을 포함하여 [그림 3.2.5.2.2] (a-j)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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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2 (a-j) 리더의 검출창에 상이한 필터 조합을 사용

하여 측정된 violet 노출 (405 nm, 500 초 동안) 후 PTTL 신

호 결과. 방사선 유도 신호 (RIS) 및 열 배경 신호와 비방사 유

도 (nRIS) 신호 및 열 배경 신호는 각 필터 조합에 대해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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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조합으로 "TL-wideband"및 "TL-wideband blue"을 사용하여 강한 PTTL 신호를 얻

었다. 또한 열 배경 신호는 사용된 다른 필터 조합에 비해 상당히 높다. 방사선 유도 PTTL 

신호의 형태 및 경향은 McKeever et al. (2017)에 기술된 Schott BG39 필터 (3mm 두께

의 유리 필터에 대한 데이터 시트에 따라 490 nm 중심 파장 및 FWHM = 210 nm)를 사용

하여 측정된 터치스크린 시료의 측정과 비교하여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상이한 검출창을 

사용하여 측정된 PTTL 신호를 비교하면 [그림 3.2.5.2.2] (a-j), PTTL 신호(방사 유도 및 비

방사 유도 신호)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방출 대역을 갖는 경향이 있다. 정량적 비교를 위해, 방

사선 유도 및 비방사선 유도 PTTL 신호 (RIS / nRIS)의 비는 [그림 3.2.5.2.2] (a-j)의 

200-300 ℃ 사이의 신호를 적분함으로써 계산된다. 결과는 [그림 3.2.5.2.3]에 나와 있다.

그림 3.2.5.2.3 방사선 유도 및 비방사 유도 PTTL 신호로 계산된 RIS / nRIS 

비율. 결과는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었다. 

"TL-340 nm"필터 조합과 Hoya U340 필터를 포함한 필터 조합은 가장 높은 RIS / nRIS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L-340 nm"필터 조합을 사용하여 측정이 수행되었

다. 비방사선에 의한 신호와 열적 배경 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

(3.3) 재현성 및 선량 반응도 테스트

열처리된 유리 시료에 대한 최적화된 검출창 (필터 조합 : TL-340 nm)에서 violet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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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nm, 500 초 동안) 후 PTTL 신호의 재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5 회의 조사 및 판독이 

반복되었다. 각각의 PTTL 판독 후, 두 번째 PTTL 판독 단계 (예열 및 violet 노출 포함)를 

추가하여 비방사선 유도 신호를 확인하였다. RIS와 nRIS의 차이는 PTTL 신호 (PTTL 신호 = 

RIS  nRIS)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PTTL 신호의 변화는 5 회 반복하는 동안 10 % (평균 

PTTL 신호 값으로 정규화 됨)보다 작았다. [그림 3.2.5.2.4]에 표시된 재현성은 온도 적분 구

간 200-300 °C의 경우 0.91과 1.09 사이, 온도 적분 구간 200-400 °C의 경우 0.96과 

1.03 사이이다. 적분 구간이 200-300 °C인 경우와 200-400 °C인 경우를 비교할 때, 신호 

변화는 더 높은 발광 신호 결과로 더 넓은 적분 간격에 대해 더 나은 성능을 초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2.5.2.4 violet 노출 후 PTTL 신호의 재현성 테스트 (405nm, 500 

초). 5 회 반복 측정 결과 재현성은 온도 적분 구간 200-300 °C의 경우 

0.91과 1.09 사이이고 온도 적분 구간 200-400 ° C의 경우 0.96과 1.03 사

이이다.

유리 시료를 PTTL 신호의 선량 반응 곡선을 얻기 위해 0.24에서 11.8 Gy까지의 베타 선

량에 노출시켰다 ([그림 3.2.5.2.5] a-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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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5 (a-b) violet 노출 (405 nm, 500 초) 후 유리 샘플의 PTTL 신호의 

선량 반응도 곡선.그림 3.2.5. 

(3.4) 신호 안정성 테스트

McKeever et al. (2017) 논문에서의 결과는 PTTL 신호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결

과를 나타냈다. 이는 신호 페이딩 보정 없이, 노출 날짜 및 시간의 획득이  선량 재구성에 필

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유리 조각을 사용하여 PTTL 신호 안정성을 시험 하

였다. 조사(약 1Gy) 후, 시료는 실험실 온도에서 암실에 보관되어졌다. fading 지연 시간(0.2

에서 254 시간)은 베타 조사 단계 후 및 예열 및 PTTL 측정 단계 전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3.2.5.2.6]에는 신호 안정성 테스트 결과가 나와 있다. PTTL 신호는 200~300 °C 및 

200~400 °C 온도 적분 구간에 대한 RIS와 nRIS의 차이로 계산된다. PTTL 신호는 방사선 

조사(시간 지연이 몇 초 내에 있음) 후 즉시 수행되는 첫 번째 측정으로 정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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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6 violet 노출 후 PTTL 신호의 안정성 (405nm, 500 초). 위의 

곡선에서 신호는 첫 번째 측정에 대해 정규화되었다. 또한 예열 측정 (violet 

자극 및 PTTL 측정 전 400 °C 예열 단계)의 TL 신호가 동일한 온도 적분

에 대해 계산되고 개방형 점으로 포함되었다 (명확성을 위해 데이터 포인트

는 점선으로 연결됨). 

 본 연구에서 신호 안정성 테스트는 McKeever et al. (2017) 논문에서 발견된 결과와 마

찬가지로 PTTL은 더 깊고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트랩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호의 

손실은 254 시간 (10.6 일) 후에도 10 % 미만이다. 조사된 온도 적분 구간에 대해 PTTL 신

호는 해당 예열 측정의 TL 신호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2.5.2.6]의 개방형 

점). Discher and Woda (2013) 논문에서 조사한 디스플레이 유리의 20시간 이후의 TL 신

호와 비교하면, PTTL 신호는 거의 신호 fading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림 

3.2.5.2.6]의 결과는 신호 안정성이 더 높은 발광 신호의 적분으로 인해 더 넓은 적분 간격에 

대해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두 온도 적분 구간을 비교할 때 일부 

적분된 PTTL 신호는 기준치 보다 높으며 이는 신호 산란으로 설명 할 수 있다. PTTL 신호 

안정성 변화를 테스트하려면 다양한 휴대 전화의 다양한 유리 시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

하다.

(3.5) 디스플레이 유리의 TL 및 PTTL 스펙트럼

카테고리 A 유리 시료의 TL 및 PTTL 방출 스펙트럼은 [그림 3.2.5.2.7]에 나와 있다.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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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그림 3.2.5.2.7] 상단)은 250 ~ 300 °C의 온도에서 UV / blue 범위 (360 ~ 

460 nm)에서의 방출이 주로 나타나며 더 긴 파장에 대하여 넓은 영역을 가지며, 이것은 

Discher와 Woda (2014) 논문에서도 관찰되었다. PTTL 측정 스펙트럼에서 유사한 방출이 

확인 될 수 있지만 ([그림 3.2.5.2.7] 하단), 피크 최대 온도가 높아지고 발광 강도가 크게 감

소한다. 기록된 결과에서 TL과 PTTL 스펙트럼 ([그림 3.2.5.2.7] 상단 및 하단)을 비교하면 

동일한 recombination center가 재조합 프로세스에 관여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네 개의 

다른 카테고리 A 유리 시료를 사용하여 스펙트럼 측정을 반복하였고,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

었지만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림 3.2.5.2.8]에는 두 개의 카테고리 A 유리 시료의 PTTL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있다. 

시료는 약 60 kGy 감마선을 조사 받았다. 시료를 예열 한 후 (PH = 400 °C) 10 분 동안 

UV-C (그림 3.2.5.8, 상단) 및 UV-A (그림 3.2.5.8, 하단)에 노출시키고 PTTL 신호를 기록

했다. PTTL 측정 결과, 두 방출 스펙트럼이 비슷하고 방출이 UV-A 및 UV-C 노출에서 유사

함이 나타났다. UV 노출 스펙트럼을 변화시킴으로써, 방사선 유도 및 비방사선 유도 PTTL 

신호의 정성 비교가 필요하며 다음 섹션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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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7 유리 샘플의 TL 및 PTTL 방출 스펙트럼. 베타 조사 (1 kGy) 후, TL 

스펙트럼은 400 ℃ (상단)까지 측정되었다. 이어서, 동일한 샘플을 UV 광 (366 nm, 

20 분 동안)에 노출시키고 PTTL 방출 스펙트럼을 기록 하였다 (하부). PTTL 스펙트

럼은 두 번째 TL 측정 값 (즉, 열적 배경)을 빼서 수정되었다. 방출 스펙트럼 측정의 

등고선이 표시되었다. 네 개의 다른 유리 시료에 대해 방출 스펙트럼을 기록하고 유사

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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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8 유리 시료의 PTTL 방출 스펙트럼. 감마선 조사 (60 kGy) 후, TL 방

출 스펙트럼은 400 ℃까지 측정되었다. 이어서, 동일한 샘플을 λpeak = 254 nm의 

UV-C 스펙트럼 (상단) 및 λpeak = 365 nm의 UV-A 스펙트럼 (하단)으로 10 분 

동안 UV 광에 노출시키고 상응하는 PTTL 방출 스펙트럼을 기록 하였다. 스펙트럼 측

정의 등고선이 추가로 표시되었다.

(3.6) PTTL 측정을위한 UV 노출 스펙트럼의 변화

방사선 유도 및 비방사선 유도 PTTL 신호의 비교는 UV 노출 스펙트럼을 변화시킴으로써 

수행되었다. 세 개의 UV 핸드 램프 파장 (λpeak = 365nm UV-A 스펙트럼, λpeak = 

302nm UV-B 스펙트럼 및 λpeak = 254nm UV-C 스펙트럼) 및 Risø 판독기의 두 개의 

블리칭 광원 (UV LEDs λpeak = 385 nm 및 violet 레이저 λpeak = 405 nm)이 이용되었

다. 노출 시간은 항상 500 초로 설정되었다. PTTL 신호 (RIS 및 nRIS)는 [그림 3.2.5.2.9] 

(a-e)에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광원의 자극 파장이 감소함에 따라, RIS 및 nRIS PTTL 신호 강도는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광 신호 전달 후, 단파장에 대한 광자 에너지는 집중적인 발광 신호를 

생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림 3.2.5.2.9] (e)의 결과는 열처리된 유리 시료를 사용하여 Discher 

and Woda (2013) 논문의 결과와 일치하는 UV (λpeak = 254nm)에 의해 생성된 발광 신

호를 보인다. 그러나, UV 핸드 램프의 세기와 시료와 광원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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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비교는 정성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 신호 비율 (RIS / nRIS)은 200-300 °C 사이의 

신호를 적분하여 계산된다. 비율은 [그림 3.2.5.2.9] (f) 에 나타나있으며 λpeak <365 nm에 

대해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력한 PTTL 프로토콜을 개발하려면 노출 파

장을 선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3.2.5.2.9 (a-e) PTTL 신호는 다른 UV 노출 스펙트럼(1Gy 조사, 10 초 

동안 400 ℃ 예열, 모든 측정에 사용된 340/26 BrightLine)에 대해 측정되었다. 

그림 3.2.5.9f. 방사선 유도 및 비방사선 유도 PTTL 신호의 계산된 RIS / nRIS 

비율.

(4) 결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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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표적인 카테고리 A 유리 시료를 사용하여 UV 광 자극 (405 nm, 500 초) 

후 PTTL 신호 특성을 테스트 하였다. 예열 온도와 유지 시간으로 인한 PTTL 신호에 미치는 

영향은 사용된 온도와 유지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높은 예열 온도가선호되기 때문에 

(2017 년 McKeever의 최적화에 따라), 400 ℃의 예열 온도 및 10 초의 유지 시간을 적용하

여 (i) 검출창 최적화, (ii) 재현성, (iii) 선량 반응도 및 (iv) 신호 안정성 시험이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RIS / nRIS 비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10 개의 필터 조합을 테스트했다. 이 비율에 

따라 340 nm 검출 필터가 선택되었다. PTTL 신호의 재현성은 5 회 반복주기 동안 0.91에

서 1.09까지 (200-300 °C 적분) 및 0.96에서 1.03까지 (200-400 °C 적분)의 범위를 보였

다. PTTL 신호의 선량 반응 곡선 결과는 0.24 ~ 11.8 Gy 선량 범위에서 매우 선형적이며, 

사용된 온도 적분과는 무관하였다. PTTL 신호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McKeever et al. 

(2017) 논문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PTTL 신호 손실은 10.6 일 (254 시간)이 후 10 

% 미만임을 나타냈다. PTTL 신호는 일반 TL 신호와 비교 시 결과적으로 더 깊고 더 안정적

인 트랩에서 발생한다 (Discher 및 Woda, 2013). 새로운 PTTL 프로토콜은 열 안정성이 높

기 때문에 PTTL 신호의 페이딩 보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타 조사 후 발광 방출을 조사하기 위해 5 개의 유리 시료에 대해 TL 및 PTTL 스펙트럼

을 기록하였다. 기록된 방출 스펙트럼의 유사성은 동일한 결함이 PTTL 및 TL 신호의 재조합 

과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UV-A (λpeak = 365nm) 및 UV-C (λpeak = 254nm) 

노출 후 감마선 조사 시료의 PTTL 스펙트럼은 유사한 발광 방출을 나타낸다. 그러나 UV 노

출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RIS 및 nRIS PTTL 신호의 정성 비교가 수행되었

다. 결과는 PTTL 신호 (RIS 및 nRIS)의 강도가 UV 스펙트럼의 자극 파장이 감소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단파장에 대한 광자 에너지가 집중적인 발광 신호를 생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i) PTTL 프로토콜 최적화 (예 : 광원의 파장 및 강도 및 

기타 판독 PTTL 매개 변수) (ii) 높은 RIS 신호와 낮은 nRIS의 타협점 찾기 및 (iii)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의 고유 신호 (소위 zero-dose 신호)를 조사하는 것이다.

강력한 PTTL 프로토콜을 개발 한 후, 물리적 사후 선량 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가능성

을 테스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 시험이 필요하다.

다. 현장 적용형 열발광/광자극발괄(TL/OSL) 판독장치 개발

(1) 개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누출 사고,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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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 방사선 비상사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원

자력 시설 관련 사고뿐만 아니라, 방사선원을 공연장 또는 지하철 등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비밀리에 숨겨놓는 경우 등의 잠재적 테러 상황이 포함된다. 이로 인한 방사선 비상상

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폭자를 신속히 구분하고 주민 소개 구역 결정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방사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출 및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규모 방사선 사고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일은,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있는 관련자들 중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이다. 이는 방사선피폭에 의한 장해/상해 처치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의약품 등이 제한된 상

태에서 고 선량 피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

고 관련자들이 많은 대규모 방사선 사고 시에는 장비가 제한적인 하나의 고정된 실험실 규모

에서 피폭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피폭 방사선량 평가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소형 현장 적용형 장비 개발, 새

로운 피폭 스크리닝 기법 개발 및 피폭선량 평가가 가능한 실험실간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상업용 사후선량평가용 판독장치는 [그림 3.2.5.3.1]의 Friberg instrument사

의 lexsyg smart와 [그림 3.2.5.3.2]의 Denmark technical university의 Riso TL/OSL 

reader가 있다. 해당 리더들은 실험실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현장적용이 어렵

다. 휴대형 장비로는 [그림 3.2.5.3.3]의 TLD cube 시스템이 있으나, 베타선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광자극 발광을 측정할 수는 없다.

그림 3.2.5.3.1 Lexsyg smart 

(Freiberg inst.) 

  
그림 3.2.5.3.2 Riso TL/OSL reader (DTU 

Nu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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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3 

TLD Cube 

(2) 현장적용형 판독 장치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장치는 운반설치 및 사용이 용이한 현장적용형 TLD(열자극발광선량

계)리더이다. 본 장치는 PMT(광증배관), sample Heating block(시료가열부), Heating 

control module(가열제어부), Sample moving stage(시료운반부), N2 gas control 

module(질소가스제어부), DAQ(데이터송수신부), PC(제어컴퓨터)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시료

가열부에 포함되어 있는 가열소재는 시료를 열자극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시료가열부의 

가열소재는 가열제어부와 연결되고, 가열소재에 부착된 T/C(열전대온도계)를 통해 온도가 제

어된다. 가열소재로써는 여러 재질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장치에는 지정한 크기와 모양의 칸

탈(kanthal) 가열소재가 사용된다. 시료의 가열부는 상온에서 최대 600℃까지 가열한다. 가열 

상승시간은 가변할 수 있다. 시료운반부는 가열소재가 포함된 시료가열부를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가열 블럭에는 일정한 크기의 시료가 장착되므로 시료를 이동시키는 목적이기도 하

다. 시료운반부는 시료를 장착하기 쉽고, 광증배관 위치까지 이동하기 쉬워야 한다. 시료운반

부는 높이, 좌우, 전후 이동이 쉬워야하고,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리

더가 작동될 때에는 광증배관과 시료가열부는 밀착이 되어 광증배관에 빛이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시료가열부의 열은 광증배관으로의 전달이 차단되어야한다. 전체의 모듈이 장착된 TL 

리더 내부로의 빛 유입이 차단되어야 한다. 상황에 맞게 허용하는 수준의 빛의 유입은 무방하

다. 시료운반부의 이동은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움직이도록 한다. 체인구동 방식을 이용할 

시에는 확실하게 동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며 체인에는 tension 장치와 작동의 오작동을 

막는 리미트(limiter)를 설치한다. TL 리더 Cover 색상은 지정된 색으로 칠하며 표면은 미려

하게 한다. Cover 조립 시 표면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볼트조립으로 마감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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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4 장치의 구성 

장치의 구성은 [그림 3.2.5.3.4]와 같다. 

     - Frame 및 TL reader cover  

     - 3D-motor Linear rail 구동 모듈 

     - PMT 구동 모듈

     - Heater 및 샘플 홀더 구동 모듈

     - N2 가스 퍼징 모듈

     - TL reader 구동 프로그램 일체

     - Main 컨트롤러 및 파워 구동 모듈

     - x-ray 선원 구동모듈

     - 광자극장치 구동모듈

     - 제어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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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용형 시스템의 3D 제작도면은 [그림 3.2.5.3.5] ~ [그림 3.2.5.3.7]과 같다.

그림 3.2.5.3.5 현장적용형 판독시스템 3D-설계도

면 

그림 3.2.5.3.6 샘플 홀더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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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7 현장적용형 판독시스템 내부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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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현장적용형 시스템은 [그림 3.2.5.3.8]~ [그림 3.2.5.3.10]과 같다.

그림 3.2.5.3.8 현장적용형 시스템 조립

사진(전면)

      

그림 3.2.5.3.9 현장적용형 시스템 조립사

진 (후면)

그림 3.2.5.3.10 시료 거치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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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신 매쉬 팬텀을 이용한 휴대전화 선량을 인체선량으로 환산 연구

사후 선량평가 방법 중 하나로 휴대전화의 물질을 이용한 열발광 (TL : 

thermoluminescence)과 광자극 (OSL :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측정이 연구

되고 있다 [2, 3, 4]. 이 방법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 침습적으로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에, 다른 기술보다 사고 직후 비상 선량 측정에 더 적합하다  [5]. 그러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측정된 선량은 실제 사람이 피폭된 선량이 복원된 것이 아니므로 인체 선량을 환산하

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인체선량은 실험적으로 획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고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앞선 연구에서 저항소

자의 선량으로부터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남성 

(ICRP 2008)의 복셀 팬텀으로의 선량 환산 기법이 MCNP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수행되었

다 [1]. 그러나 복셀 팬텀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수행 시 일부 해부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첫째, 복셀 팬텀의 피부 표면에는 구멍들이 많이 존재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복셀로 구성

된 팬텀은 선량을 계산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표준 ICRP 팬텀의 복셀 단위는 약 

2mm 의 크기로, 이것을 이용하여 장기의 얇은 조직을 표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세 

번째로, 복셀 팬텀은 몸을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변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7]. 특히, 세 

번째 문제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 중 하나 인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세의 경

우, 방사선 사고에 노출된 사람의 선량 환산 시 과소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 위하여 메쉬 팬텀이 개발되고 있고 [7, 8, 9], 이는 팬텀 피부 표면의 구

멍 발생, 자세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본 연구에서는 메쉬 팬텀을 이용한 환산 계수를 

얻기 위해 Geant4 코드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최신 휴대전화의 display 기판유

리는 선량 특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비상 선량계로 선택되었다 [5, 6]. 또한, 시뮬레이션 진

행 시 display 기판유리는 저항 보다 면적이 넓으므로 보다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휴대전화 모델

본 연구에서는 선량 계산을 위하여 Monte Carlo 시뮬레이션 코드 중 하나 인 GEometry 

ANd Tracking 4 (Geant4)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부품은 박막 트랜지스터 (TFT) 구조가 부착되어있는 기판유리이다. 기

판유리의 크기는 6.72 × 0.72 × 13.86 cm3이며, 이는 최근 휴대전화의 평균값을 적용하였

다. 휴대전화는 1.4mm의 SiO2의 전면 디스플레이 유리, 0.4mm의 SiO2의 하단 디스플레이 

기판유리, 0.7mm의 유리 기판 및 경화 수지, 3mm의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폴리아미드 

플라스틱 덮개 (Polymide (PA6))로 구성되었다.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도가 [그림 3.2.5.4.1]

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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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1 설계된 휴대폰의 개략적인 단면도 

(2) 휴대전화 위치 선정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위치로 가슴, 엉덩이, 허벅지 및 손의 네 가

지 위치가 고려되었다. [그림 3.2.5.4.2]에는 서있는 자세의 팬텀에 네 가지 위치에 대해 휴대

전화가 부착되어있는 모습이다. 가슴(Chest) 위치는 [그림 3.2.5.4.2 (a)]에 표시된 바와 같이 

왼쪽 가슴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위치하고, 엉덩이(Hip) 위치는 [그림 3.2.5.4.2 (b)]와 같이 왼

쪽 엉덩이 주머니를 나타낸다. 허벅지(Thigh) 위치인 [그림 3.2.5.4.2 (c)]는 바지 허벅지 주

머니 안에 있는 휴대전화이고, 손(Hand) 위치인 [그림 3.2.5.4.2 (d)]는 사람이 손으로 휴대전

화를 쥐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림 3.2.5.4.2 서있는 자세의 팬텀에 있는 네 가지 다른 전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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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자세 선정

방사선 작업자와 일반인들의 일반적으로 많이 취하는 자세들을 반영하기 위해 세 가지 자세

(standing, kneeling and squatting)가 선택되었다. 각각의 세 가지 자세에 따른 휴대전화의 

네 가지 위치는 [그림 3.2.5.5.3]에서 보여진다. Standing 자세는 [그림 3.2.5.4.3 (a)]와 같이 

곧게 일어서 있는 자세를 의미하며, kneeling 자세는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져있고 왼쪽 무릎

은 바닥에 접지되어있는 [그림 3.2.5.4.3 (b)]의 모습이고, squatting 자세는 [그림 3.2.5.4.3 

(c)]와 같이 몸을 웅크리고 앉은 자세이다. 무릎 꿇는 자세(kneeling)의 경우 팬텀의 좌우가 

비대칭적이므로 허벅지와 엉덩이 양쪽에 휴대전화를 배치시켜 여섯 가지 휴대전화 위치가 적

용되었다.

그림 3.2.5.4.3 4 개의 다른 위치에 있는 전화기로 세 가지 자세의 삽화

(a) 서있는 자세, (b) 무릎을 꿇은 자세, (c) 쪼그리고 앉은 자세

(4) 시뮬레이션 자세 선정

시뮬레이션은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의 Task Group 103 에 의해 완성된 새로운 

mesh-type reference computational phantoms (MRCPs)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7, 8]. 

본 연구에서는 신장 176cm, 체중 73kg의 성인 남성 팬텀이 사용되었다. [표 3.2.5.4.1]에서

는 시뮬레이션에 적용될 조건들에 대해 정리되었다. 사용된 선원으로는 ICRP Publication 

107의 Nuclear Decay Data for Dosimetric Calculations를 이용하여 얻은 에너지 스펙트

럼으로 모델링된 Iridium-192, 662 keV의 단일 에너지 광자를 이용한 Cesium-137, 및 

1173와 1333 keV 의 광자를 이용하여 모델링된 Cobalt-60 의 세 가지가 적용되었다. 전방

-후방(anterior-posterior : AP), 후방-전방 (posterior-anterior : PA), 좌측-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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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lateral : LLAT), 우측-측면 (right-lateral : RLAT), 등방성 (isotropic : ISO) 및 회전 

(rotational :　ROT) 의 여섯 가지 광자의 입사 방향이 고려되었다. ROT는 AP, PA, LLAT 

및 RLAT 노출의 네 가지 값을 평균하여 계산되었다.

표 3.2.5.4.1 인체선량 환산 시뮬레이션에 적용될 조건들

Phantom Posture Isotope Exposure Geometry Phone Position

176 cm

73 kg

Standing

Kneeling

Squatting

Ir-192

Cs-137

Co-60

AP (anterior-posterior)

PA (posterior-anterior)

LLAT (left-lateral)

RLAT (right-lateral)

ISO (isotropic)

ROT (rotational)

Chest

Hip

Thigh

Hand

(5) 기존 연구와의 비교 검증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체선량과 휴대전화 선량을 계산하기 전, 메시 팬텀을 이용하여 계산된 

유효선량을 기존의 복셀 팬텀을 이용하여 계산된 유효선량값 [1]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서있는 팬텀의 유효선량에 대한 검증은 Ir-192, Cs-137 및 Co-60에 대하여 각

각 여섯 가지 광자의 입사 방향을 적용시켜 계산되었다. [표 3.2.5.4.2]는 복셀과 메쉬팬텀에 

대한 각각의 유효선량이 계산되었고, 약 5% 이내로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결과 또한 서있는 복셀 팬텀 [1]과 메시 팬텀에 대하여 각각의 시뮬레이션 조건들에 부합하는 

결과를 획득하여 [표 3.2.5.4.3]에 정리되었다.

표 3.2.5.4.2 복셀과 메쉬팬텀에 대한 유효선량(dose/fluence) 시뮬레이션 결과 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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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4.3 복셀과 메쉬팬텀에 대한 휴대전화선량(dose/fluence) 시뮬레이션 결과 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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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교된 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일부에서 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측면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의 경우 휴대전화 기판유리의 정면으로 방사선이 입사되는 

경우와 측면으로 입사되는 경우의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되었다 [그림 3.2.5.4.4]. 기존의 연

구는 가로와 세로방향의 길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저항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방사선의 입사방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기판유리의 경우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정면과 측면 방향에 대한 결과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이 좌측에서 입사하는 LLAT와 우측에서 입사하는 RLAT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로 손 위치에 있는 휴대전화 위치가 기존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3.2.5.4.5]. 기존의 연구에는 몸의 왼편에 붙여놓았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과 

더 일치시키기 위하여 손에 쥐고 있는 모습으로 모델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2.5.4.4 기존 연구와의 저항 기판

유리 시료차이 

   
그림 3.2.5.4.5 기존 연구와의 휴대전화 위

치차이 

(6)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복셀 팬텀과 메시 팬텀의 결과가 서있는 자세에서 잘 일치함을 확인한 후, 세 가지 다

른 자세와 세 가지 선원에 대하여 메시 팬텀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Ir-192, 

Cs-137 및 Co-60 선원의 여섯 가지 노출 상황(AP, PA, LLAT, RLAT, ISO 및 ROT)에 대

하여, 인체 (pSv cm2) 및 네 가지 위치(Chest, Hip, Thigh, and Hand)의 휴대전화 (pGy 

cm2)의 플루언스당 선량에 대해 서있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및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 대

하여 계산이 되어졌다 [그림 3.2.5.4.6]. 인체의 플루언스 당 선량은 남성 유효선량으로부터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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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6 (a-i) 인체 (pSv cm2) 및 네 가지 위치(Chest, Hip, Thigh, and Hand; 

(L)은 왼쪽, (R)은 오른쪽을 의미함)의 휴대전화 (pGy cm2)의 플루언스당 선량을 서

있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및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이용하여 Ir-192, Cs-137 및 

Co-60 선원의 여섯 가지 노출 상황(AP, PA, LLAT, RLAT, ISO 및 ROT)에 대해 계

산이 되어졌다.

남성 유효선량은 남성 메시 팬텀의 모든 조직 및 기관에서 동등한 복용량의 조직 가중 합계

로 정의되었다. G4PSEnergyDeposit 클래스를 사용하여 흡수된 에너지를 장기 질량과 광자 

플루언스로 나눔으로써 각 기관의 플루언스 당 선량을 계산했다 (Yeom et al., 2013). 그 

후, ICRP 103의 조직 가중 인자를 적용했다. 특히, 뼈의 선량을 추정하기 위해 DRF 

(fluence-to-absorbed dose response) 함수에 기초한 진보된 방법이 적용되었다 (Yeom et 

al., 2016). 상이한 동위 원소에 대해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으므로, 가장 높은 편차를 나타

내는 Ir-192의 결과의 각 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되었다. 각기 다른 자세에 의한 차폐 효

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대 선량 비율은 주어진 자세 및 노출 상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

의 휴대전화의 선량 비로 정의되었다. 또한 LLAT 및 RLAT 사례의 최대 선량 비율은 휴대전

화가 대칭의 이유로 한쪽에만 배치되었기 때문에 두 휴대전화의 선량 결과를 모두 동시에 고

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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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6] (a)의 서있는 자세에서 AP와 PA의 경우 최대 비율은 가슴과 엉덩이의 위

치에서 약 70 %로 거의 동일했다. 허리의 경우 차폐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LLAT 상황의 엉

덩이에 비해 RLAT 노출 손에서 최대 비율은 약 -90 %을 보인다. [그림 3.2.5.4.6] (d)의 무

릎을 꿇은 자세에서 PA 경우의 최대 선량 비율은 서있는 자세의 PA 경우와 거의 같았다. 그

러나 오른쪽 허벅지의 차폐 효과가 강해 AP 의 경우 오른쪽 엉덩이에 있는 휴대전화의 비율

이 88 %로 증가했다. LLAT 상황에서는 오른쪽 엉덩이의 전화가 왼쪽 엉덩이에 의해 가려져 

LLAT 상황의 손에 비해 약 70 %의 감쇠가 나타난다. 따라서 ROT의 경우에도 손의 전화와 

오른쪽 엉덩이의 비율은 약 30 %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3.2.5.4.6] (g)에서 다른 자세보다 

쪼그리고 앉은 몸으로의 두께가 두껍 때문에, 최대 비율은 가슴에 비해 엉덩이에서 약 90 % 

였고, AP 및 PA 노출에 대해 엉덩이에서 각각 손에 85 %를 보였다. LLAT 및 RLAT 사례에

서, 두 경우 모두 허벅지의 휴대전화 간 최대 비율은 86 %로 계산되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의 최대 비율은 모두 20 % 미만이었다. 

실제 상황에서, 휴대전화선량을 인체선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표 3.2.5.4.2]의 결과와 같이 

선량 환산 계수를 추출 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자세에 대한 세 개의 동위 원소의 6 개의 노

출 방향에 따라 네 개의 다른 휴대전화 위치에 대해 인체의 플루언스 당 선량을 휴대전화의 

플루언스 당 선량 (pSv / pGy)으로 나누어 계산된 환산 계수가 [표 3.2.5.4.4]에 나열되어 있

다. TL / OSL 기술에 의해 측정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유리의 선량은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 선원의 노출 방향 및 전화 위치에 알맞은 상황을 [표 3.2.5.4.4]의 환산 계수를 적용함

으로써 인체선량으로 환산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노출된 사람이 서있다고 가정하면, 

인체선량으로 환산 시에 과소 또는 과대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위의 휴대

전화가 있었을 때 서있는 자세에서 Ir-192의 PA 노출에 대해 계산 된 인체선량은 동일한 휴

대전화 위치 및 노출 조건에서 쪼그리고 앉는 자세에 대한 선량보다 약 2.5 배 더 높을 수 있

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손에 있는 경우, 서있는 자세와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의 차이는 

Ir-192의 PA 노출에 비해 약 0.2 배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첫째, 실제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출 사고는 한쪽 노출이 아닌 ROT 또는 ISO 사례라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포괄적인 불확실성 추정이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 시뮬레이션에서 통계적인 신체 크기 및 체

중, 각 자세의 모양, 주어진 노출 형상, 휴대 전화의 정확한 구조 및 크기, 휴대전화의 위치 

및 Monte Carlo 계산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폰의 구조와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Monte Carlo 계산은 상대적으로 무시 가능하다. 다른 불확실성의 경우 의미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위치의 불확실성을 계산하려면 전화가 

각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인체의 크기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자세

에 대한 통계를 고려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에서 인체선량의 가장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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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제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의 

작업 그룹 103이 개발한 표준 성인남성의 메시형 팬텀의 크기와 자세는 비록 백인의 표준을 

나타내더라도 다양성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다 (Kim et al., 2018). 또한 휴대전화는 각 자세 

및 노출 형상에 대한 전면, 후면 및 측면을 포함하여 가장 차폐 효과가 예상되는 위치에 배치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휴대전화로부터 인체선량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

서 최대 차폐 효과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표 3.2.5.4.2 네 개의 다른 휴대전화 위치에 대해 인체의 플루언스 당 선량을 휴대전화의 플루언

스 당 선량 (pSv / pGy)으로 나누어 계산된 환산 계수를 네 가지 휴대전화 위치(Chest, Hip, 

Thigh, and Hand; (L)은 왼쪽, (R)은 오른쪽을 의미함)에 대하여 서있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

세 및 쪼그리고 앉은 자세의 팬텀을 이용하여 Ir-192, Cs-137 및 Co-60 선원의 여섯 가지 노

출 상황(AP, PA, LLAT, RLAT, ISO 및 ROT)에 대해 계산이 되어졌다. 

(7)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휴대전화 유리에 TL / OSL 기술을 적용한 후, 사후 선량 평가에 대한 선

량 추정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구성된 선량은 휴대전화 위치와 

인체의 자세에 따라 차폐 효과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체에 의해 차폐된 휴대

전화들 사이에서 계산된 선량 차이는 조건에 따라 13 ~ 90 %의 범위를 보였다. 또한, 서있는 

자세만 고려하여 선량 환산 계산을 수행 한 경우, 인체선량은 쪼그리고 앉는 자세의 0.2 ~ 

2.5 배 까지 다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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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좌우 측면에서 비대칭이다. 따라서 최대 및 최소 평가 선량을 확인하려면 측면 노출 상

황에서 LLAT 및 RLAT 사례에 대한 선량 환산 계수를 함께 고려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다양

한 노출 시나리오에 대하여 선량 환산 계수를 적용하여 인체의 최대 및 최소 노출 선량의 범

위가 예상 할 수 있다.

마. 발광곡선 해석 기반 선량복원 데이터 자동 분석 

(1) 발광의 기본이론

① 열자극발광, 광자극발광, 방사선발광 모형

열자극발광(thermoluminence; TL), 광자극발광(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 

OSL)과 방사선발광(radioluminescence; RL)은 모두 결정 등이 가진 양자역학적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이과정이 관여한 발광현상이다1)2)3). 특히 물질이 결정체이면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

이에 형성된 불문물이나 결정결함에 의해 생겨난 트랩(trap; 덫)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데, 즉 외부에서 조사된 방사선이 가전자대의 전자를 트랩에 가두게 되고, 오랜 시간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열이나 빛의 외부 자극에 의해 이 전자가 원래의 가전자대로 돌아가는 과

정에서 빛이 나오게 되고 이들을 조건에 따라 TL, OSL, RL이라고 달리 칭한다. 즉, 방사선이 

가해지는 즉시(RL), 혹은 이 이후에 열이나(TL) 빛의 자극(OSL)으로 나오는 빛이므로 모두 하

나의 이론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현상으로부터 기본적으로는 결정체의 에너지 구조, 특

히 결함의 정도를 밝혀내므로 물성연구의 한 방편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서는 열이나 빛의 자극에 대응하는 발광을 분석하여 이전의 방사선 조사상황을 정교하게 알아

낼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선량측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TL과 OSL

은 열이나 빛의 자극이 없는 보통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전자와 양공(hole)이 그들의 트랩에 

갇혀 있는 물질의 경우 이들에 이전에 노출된 방사선의 누적량을 추정하게하기 때문에  선량

측정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효율적인 선량측정물질을 개발하거나 이들의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주입한 불순물의 비율이나 제작공정에 따라 에너지 준위의 구조가 달

라지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광곡선(glow curve)으로부터 트랩의 정보를 

추정하는 것을 발광곡선분해법(glow curve deconvolution)4)이라 하는데 이를 위한 여러 알

고리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출 선량의 정확한 분석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발광량의 정보에서 물질이 가진 각각의 트랩의 여러 특성들을 회기분석

(regression)하는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각각의 트랩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발광곡선을 

만든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서 전도대(conduction band)를 경유해서 트랩간에 전자나 양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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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상호작용을 배제한 것으로 실제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자가 

가전자대, 전도대, 여러 트랩준위를 거쳐서 양공과 재결합하는 다양한 흐름을 모두 반영한 흐

름방정식(flow equation)을 풀이하는 적합한 수치해석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TL과 OSL의 발

광곡선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5)6). 그러나 트랩 각각의 파리미터가 많고, 또한 전자

와 양공의 흐름방정식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많은 종류의 트랩을 도입해야 하는 발광곡선의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는 트랩의 특정 파라미터는 측정조건에서 발광량에 

영향을 작게 미치거나, 몇몇 파라미터가 조합된 채로 발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상황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함을 피하려면 동일한 시료에 대해 넓은 범위의 선량과 다양한 

자극으로 많은 조의 발광곡선을 통합해서 분석해야 하나 한 조의 시료도 측정을 거듭하면 물

리적인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진의 이전 연구에서 RL과 TL/OSL을 일관되게 측정한 발광곡선을 분석하는 알고리

즘과 이를 적용한 시험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트랩의 여러 파라미터들 각각이 RL

과 TL/OSL에 기여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통합분석으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보다 정확

하게 산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실제의 물질에 적용한 결과도 이러한 기대를 충족

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해 각각의 트랩에 배치된 전자농도를 초기값으로 하여 측정된 발

광곡선(glow curve)을 해석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이 알고리즘은 방사능에 의한 전자와 

양공의 생성율을 유일한 초기값으로 하여 발광곡선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었다. 개발된 알고

리즘은 Visual Studio .NET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L에

서는  LiF:Mg,Cu,Si에 적용하여 이의 TL 발광곡선을 5개의 전자트랩, 1개의 deep trap과 1

개의 발광중심(recombination center: RC)의 가능을 하는 양공트랩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7). 그리고 RL/OSL에서는 Al2O3:C 발광곡선을 3개의 전자트랩, 1개의 deep trap과 1개의 

RC를 가진 모델로 분석할 수 있었다8).

② 발광모형

그림 3.2.5.5.1은 결함을 가진 결정체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 방사선이 물질에 입

사하면가전자대(valence band)의 전자를 전도대(conduction band)로 여기시킨다. 여기서는 

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가전자대에 양공(hole)이, 전도데에는 전자가 쌍으로 생겨나는 쌍생성

(pair creation)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자트랩(electron trap)이나 양공트랩

(hole trap)의 물리적 성질로     은 각각 어네지 깊이, 진동수인자, 광이온화단면적, 

트랩밀도 등을 나타내고, 여러   값들은 전이가 일어날 상대적 확률이다. 이제 

    는 각각 전자트랩, 양공트랩, 전도대 전자, 가전자대 양공의 밀도들을 나

타내어 이들이 시시각각 가해지는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들 외부에서 가해지는 환경은 

방사선 자극에 의한 쌍생성률  , 열자극 , 광자극 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이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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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동시에 나오게 되는 빛이 RL과 TL, OSL인 것이다.

그림 3.2.5.5.1 RL, TL 및 OSL 발광모형.

이제 이들     의 흐름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각각  번째 전자트랩과  번째의 양공트랩에 포획된 전자나 양공이 열이나 

빛의 자극으로 전도대와 가전자대에 단위시간당 전이할 확률로 다음과 같이 와 에 

의존한다.

이들 방정식은 (1)과 (2)는 각각 결정 내에 존재하는 전자와 양공트랩의 수만큼 있고, (3)과 

(4)는 각각 1개씩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서로 얽혀 있는 연립방정식으로 만일에 5개의 전

자트랩과 2개의 양공트랩이 있다면 모두은 모두 9개가 된다. 이에 이들 방정식을 수치해석으

로 풀이한다면 실제 관측되는 다음과 같은 광량을 계산해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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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열에 의한 억제율(thermal quenching factor)로 다음과 같이 역시 트랩의 특

성  와  와 관련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이론적인 서술은 근사화(approximation)와 간략화(simplification)를 하지 않

은 물리적인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물질의 발광관련 물리량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6) 식의 

발광량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앞선 식에 의한 연립방정식이 실제로 매우 

가파르고 뻣뻣하게 변하여(stiff) 까다롭기는 하더라도 단 한번 풀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만일에 실험에서 측정한 로부터 물질의 물리적 파라미터들을 알아내는 일이라면 완전

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회기분석(regression) 혹은 최적화

(optimization) 등으로 부르고 이에 대한 여러 알고리즘이 개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의 문제는 미지 파라미터들이 매우 많을 경우가 일반적이고, 떠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도 연

산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각각 1개의 전자트랩과 1개의 

발광중심(recombination center: RC) 역할을 하는 양공트랩이 있는 모형(one trap and 

one RC: OTOR)을 여러 근사를 동원해서 풀이하고, 실제는 이들이 단순히 중첩된 것으로 해

석하는 방광곡선분해법(glow curve deconvolution)이 널리 쓰여 왔었다.

(3) 수치해석 알고리즘

이렇게 뻣뻣한(stiff) 상미분방정식(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를 풀이하는 방

안으로 본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였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를 이

용하여 LiF:Mg,Cu,Si의 경우 TL 발광곡선을 5개의 트랩, 1개의 deep trap과 1개의 RC를 

가진 모델로 분석할 수 있었다9). 그리고 RL/OSL에서는 Al2O3:C 발광곡선을 3개의 트랩, 1

개의 deep trap과 1개의 RC로 분것할 수 있었다.

이제 앞서의 (1) ~ (4) 식을 보면 모두 아래와 같은 형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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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들과  들은 실제로 시간의 함수이지만 짧은 시간간격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 

와  를 유지한다고 보는 근사로 준정적근사법(quasi-static approximation; QSA)을 도입

하였다. 이런 근사에서는 이 방정식의 해석적 풀이가 다음과 같이 가능해진다.

이를 컴퓨터로 수치해석할 때 원식이 가지는 뻣뻣함(stiff)에 의한 발산을 피할 수 있다. 이 

방법이 가진 약점은 비록 를 줄이더라도 오차가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 다는 것인데, 

실제로 가상적인 상황이나 몇몇 종류의 선량물질에 대한 적용결과 이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특히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여러 값들로 다양하게 주어진 각종 발광모형을 QSA로 

99.9% 이상의 정확도로 복원해 낼 수 있었다.

(2) 다기능 발광 측정장치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적용하던 TL과 OSL 각각에 대해

서 분석해 왔다. 즉 두 종류의 자극이 혼재된 경우에는 분석이 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자극

이 시간에 대해 임의의 형태인 경우 또한 분석이 될 수 없었다. 비록 각각 1개의 트랩과 RC

가 있고 이들이 중첩된 것으로 보는 OTOR 모형이라 하더라도 온도나 자극광을 일정하게 하

거나 선형, 혹은 몇몇 함수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근사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을 벗어난 경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모든 OSL과 TL의 연구에서는 TL의 

경우에는 온도를 선형으로 올리고, OSL의 경우에는 자극광을 일정하게 하거나(CWOSL), 선형

으로 올리는(LMOSL) 유형으로만 운용을 하였다. 단지 몇몇 특수한 용도로 온도나 자극광을 

다른 몇몇 함수형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본 연구과정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LumiAnal은 온도나 빛의 자극뿐만 아니라 방사선의 

조사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이들의 자극의 정도가 시간에 대한 임의의 함수로 되어 있더라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였다. 기존에도 이렇게 

여러 자극이 혼재된 상황에서의 측정 - 예를 들어 방사선이 자극되는 과정에서 온도나 자극광

을 변화시켜서 방사선 조사조건에 따른 RL의 의존성을 측정하거나, TL 측정이 끝나고 광자극

을 준 후 TL을 측정하는 photo-transfered TL(PTTL), 이의 반대과정인 thermally-assisted 

OSL(TaOSL) 등 -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 모두 분석되어지는 데이터는 선형온도상

승에 대한 TL이거나 일정자극광, 혹은 선형자극광에서의 OSL의 경우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과정에서 개발한 장치는 LumiAal의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세 종류의 

자극이 동시에 가해지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환경으로 측정을 수행하게 된다10). 이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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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구조를 그림 3.2.5.5.2에서 보이고 있다. 이 장치는 방사선원으로는 Moxtek사의 50 

kV MAGNUM X-선 관을 이용하고 있다. X-선 관에 가해지는 최대 전압은 50 kV, 전류는 

0.2 mA, 표적금속은 Pd이고 최대 방사선 조사량은 30 mGy/s 이다. 1 mm 두께의 알루미늄 

필터를 설치하여 20 kV 이하의 저에너지부분은 차단하였다. X-선 관에 가해지는 가속전압과 

전류는 연결된 고전압 전원에 제어전압을 입력함으로서 가능하다. 

한편 방사선에 노출된 후 광자극을 위한 광원으로는 UV LED, IR LED, Blue LED 등 다

양한 LED와 레이저를 조합하거나 동일한 LED를 배열해서 광량을 극대화하 할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LED 광원은 푸른색 Luxeon V 로, 발광파장은 470 ± 25 nm이고 최대전류는 

700mA의 것이다. 보통 조건에서 이 푸른색 LED를 세 개 서로 120도의 각도로 시료에 비추

게 된다. 또한 시료에 열적 자극을 가하기 위한 발열부는 시료대 자체이다. 이는 열용량을 거

의 가지지 않아서 민감하게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온도를 빠르게 내릴 수도 있게 된

다. 대체로 초당 10 ℃ 이상 상승시킬 수도 있고 또한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길 수도 있

다. 

각종 자극에 의해 시료에서 나오게 되는 발광은 매우 미약한 경우가 많아서 광증배관

(photomultiplier tube: PMT)으로 증폭시켜서 측정한다. 이용한 광증배관으로는 파장대역이 

290~630nm, 측정내경이 48mm, 이득이 ×인 ET Enterprises 9235B를 사용하였다. 

또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수모드로 측정하며, 이를 위하여 ET Enterprises사의 

Amplifier discriminator AD6을 사용하였다. 이는 20 × 106 s-1 의 분해능으로 PMT의 신

호를 규격화된 TTL 펄스로 변환한다. 이 펄스를 DAQ의 계수기단으로 입력함으로서 일정한 

시간에 들어온 광자의 수를 세어주게 된다. 여기에 자극광이나 흑체복사광을 효율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서 광증배관 전단에는 주로 7.5 mm의 두께를 가진 UG11(Schott사) 대역통과필터

로 주로 260 ~ 390 nm의 빛을 통과시키고, 470nm의 LED의 자극광은 GG420을 통과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실험의 조건에 따라 필터를 바꾸어서 측정할 수 있다.

X-선 조사량을 제어하고, 열 및 광자극을 위한 온도 및 광량을 제어하거나 자극량과 발광량

을 측정하는 것은 컴퓨터에 연결된 모두 데이터수집장치(DAQ)가 담당한다. 전체 장치를 제어

하고, 측정하는 모든 것은 DAQ를 경유하며 컴퓨터에 입출력되며, Visual Studio의 C#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세 종류의 자극을 정교하게 제어하며 동시에 발광을 약 0.1초 간격으로 측정

하게 수행하였다. 장치의 구성과 예시적인 측정을 통해서 이 장치를 검증한 결과의 보다 상세

한 내용은 Park 등l의 2018년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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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2 다기능 RL/TL/OSL 측정장치의 개략도 

(3) 회귀분석 과정(Regression Process)

① 발광과정 해석에서의 회귀분석

측정된 발광곡선 혹은 발광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앞서 설명한 준정적근사법(QSA법)을 동원

하더라도 회귀분석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비록 QSA법이 효율적이어서 완전한 수치해석에 

비해서 수백 배 이상 빠르고, 또한 예기치 못하게 발산하거나 약간의 초기 조건의 변화에 대

해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혼돈적(chaotic)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수치해석

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귀분석에서는 이 정도로의 연산속도 충분치 못하였다. 이는 

100개 정도까지의 많은 수의 미정계수를 포함한 물리량이 발광을 결정하게 되고, 시시각각의 

자극의 정도와 발광량으로 이루어진 측정 데이터의 양도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앞서 예시한 5개의 트랩과 2개의 RC의 경우, 백 개 이상의 미정계수가 있다. 실제 뒤에서 분

석 예시로 소개할 저항소자의 경우 deep 트랩을 포함하여 10개의 트랩이 가진 미정계수가 

100개이고, 또한 측정기기에 관련된 7개의 계수가 있어서 최대 107개의 미정계수가 있었다

(다른 실험이나 기존의 알려진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한 줄인 결과는 34개였음).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이 약 7,500s로 전체 데이터의 수도 약 70,000개였다.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이들 측정 데이터 모두를 맞추어 낼 수 있는 34개의 미정계수를 추정한다는 것은 평범한 

알고리즘으로는 결과를 얻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물질의 트랩의 종류와 개수가 미리 예상되고, 이들이 가진 파라미터에 대한 초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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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값에 근접하게 주어진 경우라도 분석에 수 일이 필요하였다. 비록 연산시간이 오래 걸

려서 실시간의 해석은 못하지만 물질의 발광특성을 완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법을 아무런 선험적 자료가 없는 미지의 물질에 적용하고, 특히 이로부터 

사고 후 선량복원에 이용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미지의 물질이라면 QSA를 이용하

더라도 계산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 수 있고, 따라서 신속함이 요구되는 선량분석에는 이

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처음에 물질의 에너지띠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출하고 여러 후보의 

구조에 대해서 각각 미지계수를 확정하는 회기분석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개선이

나 수치해석의 기법의 개량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적의 조건을 찾는 회귀분석에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병렬 연산이 많이 활용될 수 있

다. 발광곡선에 대해서도 이 사정은 마찬가지로서 병렬연산이 발광과정이 해석능률을 획기적

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병렬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병렬프로세서가 

수천 개이고, 내부 메모리가 12Gb의 GPU(예로서 NVIDIA의 Titan Xp는 3840개의 CUDA 

프로세서와 12Gb의 메모리를 탑재함)를 이용하는 경우, 병렬화 정도에 따라 수백 배의 속도

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도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확정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

현하는 단계에서 GPU나 CPU의 멀티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지금까지는 최적

화 알고리즘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Nelder-Mead 법(NM-법; Simplex 법

으로도 불림)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미지의 파라미터가 많고, 이들이 복잡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 방법도 수 시간이 소요되어 빠르게 대처하여야 하는 방사선피폭에 적용하기 어려움

이 있었다. 이 최적화에 병렬연산의 기법을 도입하면 속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으나 NM-법

은 근본적으로 병렬화가 불가능한 단일 스레드의 알고리즘이다. 2007년 Lee 등이 NM-법을 

개조하여 병렬화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발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채용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NM-법은 통상의 기존의 방법이 미지 파라미터의 Simplex 공간에서 최악의 

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과 달리, 여러 점들을 동시에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병

렬화가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여기서는 Parallel Nelder-Mead 법(PNM-법)으로 칭하도록 한

다.

② Nelder-Mead 법

Nelder-Mead 법(NM-법)은 차원의 미정계수 공간에서 차원의 심플렉스(simplex: 일반

화삼각형)을 구성하여 각 꼭짓점(vertex)을 변화시커셔 최적의 조건을 찾는 과정이다. 그림 

3.2.5.5.3과 같이 2차원에서의 심플렉스는 꼭짓점이 3개인 보통의 삼각형이고, 3차원이라면 

꼭짓점이 4개인 사면체(tetrahedron)이다. 이렇게 차원을 확장한 삼각형이 심플렉스로서 차

원의 심플렉스는 개의 꼭짓점을 가지는  차원에서의 입체이다. 이제 미정계수 공간에서

의 한 점을 출발점으로 선택한다면, 이 점과 더불어 이로부터 개의 각각의 좌표축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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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약간씩 이동하여 개를 추가한다. 이렇게 구성한 처음의 심플렉스를 기반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절차를 따라서 점점 이 줄어드는 값으로 심플렉스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순조롭

게 진행되면 점점 심플렉스는 그 크기가 줄어들고 각 꼭짓점이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되어 최적

조건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림 3.2.5.5.3 Nelder-Mead 법에 의한 최

악(Worst)의 꼭짓점의 전개 방법  

⒜ 개 꼭짓점 각각에 대해 을 구하여 이들의 등위를 정한다. (Order: 등위)

⒝ 등위로부터 꼭짓점 중에서 이 가장 큰 점()을 확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 꼭

짓점의 중심점()을 계산한다.

⒞ 를 의 동일한 거리의 건너로 이동한다. (Reflection; 반사)

이 점의 을 계산한 결과 이것이 가장 작은 을 가진 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점은 아니라면 이걸로 을 대치하여 ①의 단계로 되돌아간다.

⒟ ⒞의 이동한 점이 이제 가장 작은 을 가진 점이 된다면 ③의 움직인 방향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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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더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 두 배의 거리나 일정한 비율의 거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Expansion: 확장)

이 점이 ⒞에 의한 점보다 개선되었다면 이를 을 대치하여 ⒜의 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렇

지는 않다면 ⒞의 점으로 을 대치하여 ①의 단계로 되돌아간다.

⒠ ⒞의 점이 여전히 최악이라면 지금까지의 시도를 포기하고, 처음의 를 쪽으로 그 반

의 거리만큼 이동한다. (경우에 따라 그 사이의 일정한 비율의 다른 거리만큼 다가갈 수도 있

다) (Contraction: 수축) 

이렇게 한 결과가 예전의 보다는 나아졌다면 이를 로 대치하여 ⒜의 단계로 되돌아간

다.

⒡ 그러나 위의 모든 시도에서 더 나아진 를 지정할 수 없었다면  즉 새로운 지점이 

보다 나쁜 결과를 얻었다면  최고의 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들을 으로 일정한 비율

만큼 다가간다. (Shrink: 축소)

③ Parallel Nelder-Mead 법

이 방법은 기존의 Nelder-Mead 법(NM-법)이 컴퓨터를 이용한 연산에서의 병렬화

(multi-processing)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2007년 Leed

와 Wiswall이 제안하였다11). NM-법은 개 꼭짓점 중에서 단지 최악의 꼭짓점 만을 개

선해나가는 작업이었으나 새로운 알고리즘인 Parallel Nelder-Mead 법(PNM-법)은 최악 꼭

짓점 한 개부터  나쁜 순서로 개를 동시에 NM-법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Reflection, 

Expansion, Contraction과 Shrink를 적절히 거쳐서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개의 꼭짓점 

중에서 나쁜 순서대로 ∼ 범위의 수 개를 각각의 프로세서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병

렬화가 가능한 것이다. Lee와 Wiswall의 논문에서의 모의실험에 의하면 검증함수의 계수 의

존성이 단순한 2차함수의 형태인 경우 등 몇가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100개의 미정계수를 가진 경우( 으

로 simplex는 개의 꼭짓점으로 구성) 약 50개의 꼭짓점을 ‘독립적’으로 이동시켜서 최적

조건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미정계수의 50%정도(≈


)에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

었다는 것인데, 이 결과는 ‘독립적’이긴 하지만 병렬연산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계산했을 때

의 경우로 이러한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므로 병렬연산을 한다면 가능한 병렬 

프로세서의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시 성능은 다시 수~수십 배로 빨라질 것이다. 본 연구

과제에서 이들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인위적이긴 하지만 구조가 조

금 더 복잡한 시험함수를 도입하여 이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14년 Klein과 Neira는 훨씬 더 많은 미정계수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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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였다12). 이들의 결과가 1000개의 미정계

수(  )를 사용하여 ‘대규모’(large scale)이라는 논문제목에 부합하는 연구를 한데다가, 

처리시간을 단일연산(single processing)과 병렬연산(parallel processing)으로 나누어 분석

하여 검증이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결과 또한 본 연구과정을 통해서 검증하였고, 이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본 연구과정에서 검증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언

급한다. Klein과 Neira의 연구에서는 Lee와 Wiswall의 연구와 동일한 함수를 이용하였으나 

 이고 매우 크게 잡았고, 이에 대한 도 1 ~ 750까지로 다양한 병렬계수를 이용하였

다. 사실  은 미정계수 공간의 차원이 1,000차원으로 각각의 변수를 2개의 점으로 격

자화 시키더라도 ≈ 정도로 그 격자를 전부 순회하는 데는 현존하는 컴퓨터로 몇 십

억년이 걸리는 정도로 풀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때의 시험함수는 다음과 같이 모

든 값들이 0에서 최솟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   
  








그림 3.2.5.5.4 꼭짓점에 대한 갱신횟수 대비 그때까지의 최적조건에서의 함수의 값의 그래프. 

여기서     ⋯   으로 하였고, 예를 들어   인 경우는 1회 순환에서 500번의 

꼭짓점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 결과는 개별 프로세서의 성능에 무관할뿐더러 단일연산, 병렬연

산의 여부에도 무관하다.  

그림 3.2.5.5.4는 Klein과 Neira의 연구에서 전재한 것으로 꼭짓점을 앞서 설명한 절차에 

의해 갱신한 총 횟수에 대해, 그때까지 최적조건으로 찾아진 함수 의 값을 나타낸 것으로 이

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0을 향해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에 따른 수렴의 정도



- 176 -

는 가 500일 때가 가장 빨라서, 가 500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접근성이 커

지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접근성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Lee와 Wiswall의 

 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번 연구수행과정에서 이 결과를 재현하였고, 범위를 더 다양하

게 넓힌 결과   정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들 범위

(  ∼)에서 보편적으로   


이 가장 최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그림 

3.2.5.5.4의 결과가 오직 NM-법에 대한 PNM-법의 효율이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개의 꼭

짓점을 ‘독립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번의 꼭짓점 갱신횟수로 보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기존 NM-법(  에 해당)에서 500번의 되풀이하여 계산한 것과   의 

PNM-법에서의 1회의 순환이 모두 500번의 갱신횟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3.2.5.5.2

에서의 결과로 보면   의 경우 8,000번의 갱신을 통해서 겨우 0.3으로 접근하였으나 

  의 경우 16번의 순환(iteration)으로 8,000번의 갱신이 이루어져서  의 값으로 접

근하였으므로 NM-법에 비해 훨씬 빠른 최적화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결과를 얻기 위

해서 갱신해야 하는 횟수를 비교하면 함수의 종류에 따라 200배 ~ 3,000배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결과는 단일 프로세서에 의한 연산에서이다. 이

제 PNM-법은 병렬화가 가능하므로 만일 개를 부분적으로라도 병렬연산 한다면 프로세서의 

수 만큼에 가까운 속도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④ 발광과정 해석프로그램의 병렬연산

앞서 서술한 것처럼 Parallel Nelder-Mead 법(PNM-법)은 그 자체의 알고리즘으로 특히 

미정계수가 50개 이상의 경우   


의 조건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면 수백 배의 속도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연구에서처럼 발광과정의 수치해석 자체의 연산이 까다롭고, 또한 미정

계수가 100여개까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전략을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개인용 컴퓨

터(PC)에서도 CPU와 Graphic Processing Unit(GPU)의 성능이 병렬연산을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고성능으로 바뀌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PC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여기서 CPU와 GPU 각각이 나름대로의 병렬연산의 기능을 서로 달리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이 본 발광과정의 해석에 적합한지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다. 최신의 CPU는 기본적으

로 멀티코어(multi-core)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8개의 코어가 있는(octa-core) CPU도 흔하

게 이용된다. 이 경우 보통 16개의 스레드(thread)를 이용할 수 있게 운영체계가 기능하고 있

으므로 형식적으로는 16개의 병렬연산이 가능하고, 그 속도는 단일코어에 비해서 최대 8배까

지의 속도가 날 수 있게 된다. 한편 GPU의 경우에는 그래픽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설계

되어 CPU와 전혀 다른 구조를 하고 있다. CPU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코어(CUDA 

프로세서)의 수는 수천 개로 CPU보다는 수백 배 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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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산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CUDA13)를 이용한 GPU로의 병렬연산 알고리즘을 확립하는데 집중하였고, 또한 이를 이용한 

발광과정 해석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2차년도에는 CPU의 멀티코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4) 프로그래밍

① 개발환경

측정 데이터을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물질의 발광과정을 복원해 내는 주 프로그래밍은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Visual Studio 2017(VS2017)로 하였다14). 실제로 프로그램의 시험용 버전

은 지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어 LumiAnal로 명명되어 몇몇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CPU와 GPU를 이용하여 병렬연산 기능을 부가하고, 그 외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버전은 1.7이다. 지난 버전들은 역시 이전 버전의 

Visual Studio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C++를 비롯하여 C#, F#, Python 등의 언어를 

지원하며, 이름이 말해주듯이 비주얼 환경으로 Windows 용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주요 언어로 C#을 이용하고 있으며 GPU를 이용한 

CUDA 프로그래밍에서는 C와 C++을 혼용하였다. VS2017은 본 연구진행 초기에는 최신 버

전이었으며, 특히 여기서 채용한 Community 버전은 기업에서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

우에는 무료이다. 뿐만 아니라 CPU를 이용한 병렬연산의 기능을 가진 OpenMP의 라이브러

리를 별도의 설치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다기능 발광 측정장치의 제어와 측정의 경우를 언급하자면, 이때에는 

VS2017의 이전 버전인 Visual Studio 2013(VS2013)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양쪽 간의 버

전을 다르게 한 이유는 후자의 경우, 장치에 사용한 DAQ(data acquitision system)을 

National Instrument(NI-사)의 USB-6343을 이용하기에 NI-사의 Measurement Studio가 

VS2013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사이의 통신이나 데이터 전달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측정장치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각 시간별로 3가지 종류

(  )의 자극량, 그리고 이에 따른 발광량이다.

② 프로그램의 구성

VS2017은 특정 기능을 가진 모듈로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프로젝트(project)를 단위로 

해서 이들 프로젝트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솔루션(solution)을 만들게 된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게 되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dll(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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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library)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각각의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도 되

어 VS2017은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은 9개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으며 C#와 

C로 코딩되어 있다. C#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Java에 대항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언어

이지만 객체지향성 등 현대 언어로서의 특징을 모두 수용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고 있는  개발

도구인 Visual Studio와 더불어 널리 채용되고 있다. 특히 병렬연산에서 GPU를 이용하게 하

는 개발도구는 앞서 설명한 대로 Nvidia 사의 CUDA이며 이는 C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한편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은 Windows 환경에서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운영되며, 그림 3.2.5.5.5가 처음 진입화면이다. 이 그림의 왼쪽영역은 측정한 데이터 전체와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각의 트랩에서의 전자나 양공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의 전자나 

양공의 밀도      , 방사선에 의한 쌍생성률  , 열자극온도 , 광자극

량 을 각각의 시간에 대해 나타내며 아울러 의 측정데이터와 수치해석에 의한 연산결

과를 같이 보여준다. 또한 화면의 오른쪽 영역은 지금 현재의 최적화과정 중의 각종 트랩의 

계수들과 미정계수들의 값 변화 범위들을 보여준다. 

그림 3.2.5.5.5 프로그램의 주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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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6 미정계수들을 조절하여 측정

데이터를 맞추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화

면. 그림 3.2.5.5.7 프로그램의 순서도  

그림 3.2.5.5.6은 간단하게 표현한 프로그램의 순서도로 실험데이터가 탑재된 상태에서 이

를 잘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함수와 초기 미정계수 값들(차원의 미정계수 공간에서의 한 

꼭짓점)을 추정한다. 이 꼭짓점을 이용하여 개의 꼭짓점으로 된 심플렉스를 구성하게 하여 

NM-법이나 PNM-법으로 최적의 해를 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를 한 번 시행한 결과는 충분

하지 않을 때가 많다(즉 <Criteria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때에는 추가로 함수를 더 도입

하거나 초기 꼭짓점을 변경해서 다시 시도하게 한다. 

그림 3.2.5.5.7은 이렇게 한조의 발광곡선에 대해 발광관련 미정계수들을 찾아가는 것을 살

펴보면서 회귀분석의 과정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다이아로그(dialog form)이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의 편차(deviation) 값과 FOM(figure of merit)를 보여주고 있다. 수치해석에서는 기본

적으로 불일치측도(discrepancy measure: DM)를 줄이는 과정인데 이 DM을 어떻게 정의하

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세하게 다시 언급한다.

③ 발광곡선 회귀분석 알고리즘

- 병렬 Nelder-Mead법의 병렬연산

앞서 간략히 설명한 다기능 발광 측정장치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값으로서 각각 이산적인 시간과 이때의 측정치의 쌍으로 된 수열이다. 이

는 네 함수가 측정되어지는 시간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측정 데이

터의 형식도 이와 같은 수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병렬연산의 경우에는 메모리의 효율적인 운

용이 중요하다. 특히 GPU으로의 병렬연산에서 CUDA를 이용하는 경우는 수천 개의 Co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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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만큼의 속도 증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각 스레드(thread)

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극히 적게 주어진다. 실제로 본 연구과정에서 처음에서 CUDA를 이용

한 회귀분석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병렬 Nelder-Mead 법(PNM-법)의 효과는 그대로 볼 수 

있었지만 CUDA의 병렬연산에서는 그 효과를 가시적으로는 볼 수 없었다. LumiAnal에서 취

급하는 측정 데이터는 비교적 큰 용량이어서 GPU 내의 ‘constant memory’(64kB)에 배분하

기도 벅차다. 그렇다고 속도가 아주 느려지는 ‘global memory’에 탑재하기는 병렬연산의 이

점을 살릴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스레드도 ‘register’(64k개 word)를 각각의 thread

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병렬화 정도, 즉 thread수를 32개로 한다고 하면 각 스레드가 가지

는 지역변수(local variable)으로 2,000개의 부동소숫점 수를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앞서 발광의 수치해석에 소요되는 지역변수는 특히 트랩의 

수가 많아지고, 미정계수의 수가 늘어나면 이것을 초과하게 되어 급격하게 CUDA의 효용이 

없어지게 된다. GPU의 본연의 용도인 그래픽 처리에서는 행렬연산이 많고, 이와 유사하게 행

렬이 개입되는 경우는 병렬화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본 연구과정에서처럼 

발광곡선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행렬화가 가능하지 않아서 CUDA의 효과가 크게 나나타지 않

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CUDA를 이용한 병렬화는 트랩의 수가 적고, 측정데이터의 수도 적은 소규모 모

델링으로 제한하고, 이보다 규모가 커지는 대규모 모델링에서는 CPU를 이용한 병렬화를 채용

하였다. 대규모에서 CPU의 병렬연산이 더 효율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개별 프로세서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발광데이터의 용량이 큰데 CPU는 PC의 주 메모리를 다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참고로 GPU의 경우 ‘global memory’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조회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 (2) 발광과정의 수치해석을 각각 계산하는 개별 프로세서의 지역변수도 CPU의 주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어서 크기의 제한이 덜 심각하다. (3) 기본적으로 단정도 실수(float 

type)을 이용하는 CUDA와 달리 배정도 실수(double type)에서도 속도저하가 없다. (4) 프로

그래밍이 손쉽다. 이는 뒤에서 설명한다. 

지금의 PC에 채용된 CPU는 Intel사와 AMD사가 양분하고 있으며 각각 8개 이상의 코어를 

가진 CPU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LumiAnal의 검증에 주로 사용한 CPU는 

AMD사의 Ryzen 7인데 이는 8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Windows의 운영체계에서 16개의 

스레드로 운용된다. 이제 실측 발광곡선을 분석해 내는 것으로 PNM-법의 효율과 또한 병렬

연산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용한 시료는 OSL 선량계에서 널리 쓰이는 AlO   C로 461.5 s

의 2282개의 측정시각에서 취득된 발광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경우 처음 100s 동

안 X-선으로 자극하고 그 이후 약 350s 동안 온도를 선형으로 가열한 것으로 RL + TL의 분

석을 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광자극이 없으므로 트랩들의 단면적 가 없는 채로 8개의 전자트

랩과 2개의 양공트랩으로 분석하였고, 고온열처리 후의 측정이므로 각 트랩의 밀도 

   들 중에서 두 개의 깊은 전자트랩을 제외하고 모두가 0의 초기밀도를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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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고, 전하 중성화 요구조건에 의하여 역시 두 개의 양공트랩도 초기밀도를 가지게 되

어 이들 0이 아닌 초기밀도의 경우 미정계수로 하여 이를 추산해 내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측정기기가 가지는 미정계수도 세 개 가담하여 모두 34개의 미정계수를 가지는 회귀분석으로 

귀결되었다. 우선   의 PNM-법을 이용하는데, 여기서의 병렬화 계수   ∼의 범위

로 달리 설정하여 불일치측도(discrepancy measure: DM)가 나름대로의 정의로 약 1,000에

서 모두 동일한 시간이 흘렀을 때(~35s)의 DM값을 비교하였다(표 3.2.5.5.1). 여기서도 

  


에 해당하는   에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보여 DM이 0.13이었다. 이 값을 주로 발

광곡선분석에서 지표로 쓰이는 FOM의 값으로 환산하면 1.59%로서 이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고 그래프로는 실험데이터를 아주 잘 맞추어 낸 것으로 보인다.

표 3.2.5.5.1 병렬화 NM-법(PNM-법)의 병렬화 정도에 따른 수렴 정도. 모두 약 35초의 

연산 후의 불일치측도(DM)값으로 나타낸다.

 1 4 7 10 12 14 15 16 17 18 19 20

DM 0.77 0.27 0.17 0.15 0.14 0.14 0.14 0.14 0.13 0.14 0.14 0.14

한편 표 3.2.5.5.2는 CPU의 병렬연산 능력을 평가한 결과로, 앞의 분석조건과 동일하고, 

단일연산과 OpenMP를 통한 병렬연산을 두 PC에서 또한 단정도 실수와 배정도 실수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앞서의 결과에서의 최적의 조건인   로 고정하여 PNM-법을 이용하였고, 

모든 계산에서 DM이 약 1,000에서 동일한 수렴과정을 거쳐서 0.13으로 줄어든 결과를 얻는

다. 이는 실제 단정도 실수에서도 배정도 실수 연산과 가시적인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표 3.2.5.5.2에서의 PC-A는 앞에서 수렴 정도의 평가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여 AMD사의 

Ryzen 7을 채용한 PC이다. PC-B는 Intel사의 i7-8750으로 이는 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MSI사의 노트북 PC에 장착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모든 변수를 배정도 실수로 처리

한 경우가 단정도 실수에 비해서 거의 속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빨랐다(PC-B의 경우 약 

1.66배). 또한 단일연산에 비해서 병렬연산이 코어 수가 8개인 PC-A의 경우 3.6배, 코어 수

가 6개인 PC-B의 경우 3.5로 비슷하였다(배정도 연산인 경우). 이를 통해서 코어 수의 배율

만큼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의 약 50% 이상의 성능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0%가 되

지 못하는 것은 공유 메모리 관리, 지역 변수의 설정 등 복잡한 환경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할 점은 비록 Intel사의 것이 코어 수(8:6)나 clock(3.7GHz:2.2GHz)이 모두 

불리한 모델이었으나 속도가 더 나오는 점(배정도 연산의 경우)이다. 또한 실제로 CPU 작동을 

모니터 한 결과 코어의 스레드가 개 만큼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OpenMP의 병

렬연산이 대체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의 PC의 CPU로 코어 

수가 많게는 64까지 있어서 이 경우는 30배까지의 속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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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NM-법에 비한 PNM-법의 수백 배까지의 수렴속도와 어우러져서 발광곡선의 QSA의 근

사법에 의한 해석이 실시간 해석은 아니라도 합리적인 시간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표 3.2.5.5.2 두 종류의 PC를 이용하여 연산 정밀도(pression)와, CPU의 단일연산과 병렬

연산의 연산시간 비교

procession single precession (float-type) double precession (double-type)

PC-type PC-A PC-B PC-A PC-B

processing single multiple single multiple single multiple single multiple

time(sec) 129.6 34.5 191.5 49.8 131.1 36.3 105.9 30.5

- 불일치측도의 선택

그림 3.2.5.5.8 LumiAnal에서의 회귀분석의 

전략을 선택하는 Option 대화창으로 불일치측

도를 다섯 중에서 선택하는 예시이다.

측정데이터를 모델을 세워 이론적으로 계산한 함수와 맞출 때 그 지표가 되는 불일치측도 

DM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15). 일반적으로 오차제곱(square deviation)을 DM으로 해

서 최소오차제곱평균(least mean square deviation)을 전략으로 채택한다. 이는 와 의 둘 

사이의 측도함수를     
으로 삼는 것으로 실제의 측정에서 가우스형의 잡음이 측

정치에 추가값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잡음이 측정치에 곱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측정데이터와 맞춤함수 모두 로그 값에 대한 오차제곱을 불일치측도로 해야 합리적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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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의 측도함수를 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의 측정환경에서는 대부분 이들 

두 형태의 잡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으로 불일치측도를 삼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잡음이 다양하게 혼재된 상황에서는 측도함수로 

       log  
를 삼는 엔트로피 측도(entropy norm)가 있어 영상복원 등의 

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다. 한편 OSL과 TL의 발광곡선분해(glow curve deconvolution)에서는 

전통적으로 FOM(figure of merit)를 최솟값이 되게 하는 분석을 해 왔는데, 이는 

     를 측도함수로 삼는 경우이다. 이러한 다양한 측도함수의 선택이 있을 수 있

고, 경우에 따라 다른 DM으로 분석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LumiAnal에서는 불일치

측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RL, OSL, TL 등의 측정 모드에 따르거나 발광량의 강약분

포에 따라 특정한 DM을 선택한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림 3.2.5.5.8에 나타낸 것처럼 여기서 

언급한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언급순서대로 ‘Linear’, ‘Logarithmic’, ‘Entropic’, ‘FOM’). 

그림에서 추가로 선택하게 보이는 ‘Mixed’는 과 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한 것이다.

- 구간별 가중치 부여기능 부가

뒤에서 예시로 분석을 수행할 발광데이터는 X-선으로의 자극에 의한 RL과 이에 이어지는 

TL과 OSL이 미리 정해진 순서로 거듭될 때의 발광이다. 즉 RL→OSL→TL→RL→TL→OSL→

PTTL→···의 순환을 몇 번 거듭하게 되는데 OSL 다음의 PTTL(photo-transferred TL)은 

이미 앞선 TL로 비워진 트랩이 다시 OSL의 광자극으로 다시 부분적으로 채워진 내용이 읽혀

지는 것으로 선형회구분석(dose retrospective analysis)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본 측정장

치가 이러한 다양한 모드로 측정할 수 있고, LumiAnal 또한 이러한 일련의 발광곡선을 일관

된 한 과정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거의 각 모드에서의 발광은 그 정도가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저항소자의 알루미나의 경우 RL에 비해 0.1% 미만의 발광량이 나와서 상대

적으로 아주 적은 광량을 가진다. 만일에 이를 앞서서 설명한 특정 불일치측도를 이용한다면 

이들 측정 모드 사이의 광량의 불균형이 아주 그릇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각의 측정 모드는 나름대로 특정 트랩이 선택적으로 관여한 결과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적

은 영향력을 가진 특정 트랩의 특정 물리량이라도 어떤 한 측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에서의 검증결과 측정모드 하나하나는 회기분석에서 거의 대등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앞선 예에서처럼 RL→OSL→TL→RL→TL→OSL→

PTTL···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RL, TL, OSL, PTTL 각각의 불일치측도에서 각 발광

의 정도에 반비례하는 등 가중치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기능을 LumiAnal에 추가하였다. 

그림 3.2.5.5.9는 총 21개의 측정모드가 이어져서 한 조의 발광곡선으로 분석되어지는데, 

가중치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가중치를 수동으로도 편집할 수 있게 하는 대화

창이다. 자동의 경우는 각 모드의 피크 값을 역으로 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모두 동일한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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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었던 것처럼 분석으로 하는 방법(‘Equal Peak Value’)과 각 측정 모드에서의 측정시간까

지 같이 반영해서 측정시간에 무관하게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Equal 

Weighing’)의 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값은 다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특

수한 측정환경을 반영시킬 수 있다. 이 대화창에는 ‘Save Devided Project’ 버튼이 있어서 

이는 각각의 모드별로 다시 분할한 것일 독립된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서 각각을 별도로 

분석하거나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2.5.5.9 각 측정 모드별로 가중치를 선택케 하는 대화창. 그림에서의 발광

데이터는 RL→OSL→TL→RL→TL→OSL→PTTL이 거듭 3회 되풀이 되어 있어서 

총 21개의 측정모드가 계속되고 있다. 그림에서는 ‘Auto-Weighing’의 선택창에

서 ‘Equal Weighing’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5) 저항소자의 발광 특성분석

그림 3.2.5.5.10 표면실장 저항의 구조 
  

그림 3.2.5.5.11 시료

컵에 저항소자가 배치

된 모습.  

① Lumi Anal을 통한 발광모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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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과정을 통해서 개발한 측정장치와 분석 프로그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량복

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표면실장용 칩 저항(chip resister)을 이용하였다. 시료는 

Walsin사의 WR12X106JTL로 크기는 3.1×1.6×0.6mm로 최근의 스마트폰의 실장용보다는 

더 큰 형태이다. 그림 3.2.5.5.10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 저항의 세라믹 기저(ceramic 

substrate)에 저항체가 위에 입혀진 형태이다. 여기서 세라믹 기저는 생산자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알루미나로 되어 있고 간혹 실리카로 되어 있기도 하다. 무엇이든 이들 기저물질이 OSL

이나 TL의 특정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폰에 실장된 저항을 이용하여 방사능 누출 사고 지역에 

있었던 사람의 피폭된 정도를 추산해 내는 선량복원에 이용할 수 있음이 알려졌고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누적되어 있다16).

측정은 600°C Preheating → RL → OSL → TL → RL → TL → OSL(200°C) → PTTL

→ RL → OSL → TL → RL → TL → OSL(100°C) → PTTL → RL → OSL → TL → RL 

→ TL → OSL(50°C) → PTTL의 21단계로 모드를 달리하여 진행하였다. 여기서 TL은 모두 

30 ~ 365°C로 3 °C/s의 상승률로 측정하였고, OSL은 각각 괄호에 명시된 특정한 온도를 유

지하면서 470 nm의 blue LED로 측정하였다. 또, RL은 모두 X-ray의 조사로 500 s 동안 40

kV의 가속전압, 0.2mA의 전류로 측정하였다. 본 측정장치의 시료컵은 반경이 약 4mm로 그

림 3.2.5.5.11에서 나타낸 것처럼 저항소자를 6개 배치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는 모두 7,500s 동안 70,000여 개로 원시측정데이터는 35만의 배정

도 실수값(double precession)이 되어 ~2.8Mbyte이다. 이는 보통의 단일 모드의 측정보다 

약 100배 정도 긴 시간이고, 또한 측정장치의 데이터 취득주기 상업용 장비보다 훨씬 빨라서 

데이터 수로는 500배 이상이다. 이제 아무런 선험적인 지식 없이 이를 그림 3.2.5.5.12와 같

이 일반 PC로 분석을 시도하였고,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까지 수 일 연산시간이 소

요 되었으며, 8개의 전자트랩과 2개의 양공트랩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8개의 

트랩 중에서 2개의 깊은 트랩(deep trap)이 있고 이 중 하나는 빛에 의해 여기될 수 있는 트

랩으로 PTTL이 일어나는 근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개의 양공트랩은 모두 재결

합중심(recombination center: RC)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만 발광성(radiative) 트랩이다. 표 

3.2.5.5.3은 이들 트랩이 가진 중요한 계수들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8개의 전자

트랩 중에서 600°C 이하의 열과 빛에 자극 받아서 전도대로 전이를 하는 것은 #1 ~ #4의 

네 종류가 있고, 그 외 #5와 #7은 오직 열자극에만 반응한다. 한편 #6은 600°C의 열처리에

서는 비워지지만 365°C의 TL 측정에서는 전혀 비워지지 않는 깊은 트랩이다. 이것은 600°C 

미만에서는 오직 빛의 자극에 의해서만 비워지게 되어 PTTL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 

#8은 600°C의 열처리에서도 비워지지 않고 전 실험과정을 통해서 전혀 전자의 이동이 일어

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각 트랩의 초기 밀도인 각각의 트랩에 대한 와 의 값의 추정

값으로 부터 그들의 존재와 밀도가 고정값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의 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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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거의 포화되어 있고 전하중성의 조건으로 이 때문에 생겨난 잉여 양공은 두 

개의 양공트랩에 초기에 채워진 농도로 분배된다. (참고로 각종 밀도 값과 등의 값은 정확한 

단위가 주어주지 않는데 이는 측정 장치에서 방사선 조사량, 자극광량, 시료의 크기 등의 정보

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인 값으로 이해해야 한다) 발광성의 양공

트랩은 열적 억제(thermal quenching)가 일어나서 (7) 식에서 나타낸 와 의 표에서나타

낸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값은 AlO   C의 기존 측정치와 가까운 값으로서 실

험에서 사용한 저항소자의 기저물질은 알루미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표 3.2.5.5.3 각종 트랩의 속성

trap   (eV)   (s  )  stimulated

electron #1  × ×  both

electron #2  × ×  both

electron #3  × ×  both

electron #4  × ×  both

electron #5  × - thermal

electron #6 - - ×  optical

electron #7  × - thermal

electron #8 - - - non (<600°C)

hole #1 radiative,   × ,  eV

hole #2 non-radiative`

그림 3.2.5.5.12 표면실장 저항의 분석된 결과. RL과 OSL, TL, RL, TL, OSL, PTTL이 

동일한 순서로 세 번 거듭되고 있으며, 각각의 모드는 ‘Equal Peak Value’로 가중치를 약

간 수정하여 분석하였고, 그래프의 축적도 각 모드별로의 가중치를 곱해서 나타낸 것이다. 

가중치는 순서대로 ×1, ×8, ×190, ×1, ×60, ×1000, ×1500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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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적 선량복원 환경 시뮬레이션

- 광자극의 시간과 온도별 PTTL

위 예시에서 보인 것처럼 LumiAnal은 특정 물질의 발광에 대한 모형을 확립하게 하므로 

이로부터 방사선이나 열적 자극과 광자극이 다르게 주어질 때의 발광도 예측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표면실장용 저항으로부터 방사선 누출 사고 후의 선량을 복원할 때 최적의 복원조

건을 찾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제 앞서 알아낸 각종 트랩의 물리적 계수들을 그대로 

두고, X-선 조사이나 열과 빛의 자극을 몇몇 절차로 가하여 초기 방사선 조사가 최종과정에서 

PTTL의 발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시료에 X-선 조사를 

주어진 시간으로 가한 후 열자극을 가하고, 이어서 광자극을 가한다. 마지막으로 통상의 TL측

정 절차와 같이 PTTL을 측정하게 된다. 이때 X-선 노출시간을 조절해서 피폭선량을 변화시

키고, 또한 광자극 때의 온도와 광자극 시간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이들 변화에 따른 PTTL 

신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X-선 노출을 500s로 고정하고 LED로의 광자극을 150초 가하는 동일한 조건에서 광

자극을 가할 때의 시료의 온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PTTL의 신호를 비교하였다. 그림 

3.2.5.5.13은 광자극시의 온도를 40°C부터 300°C까지 여러 단계로 가하면서 PTTL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검은 그래프는 광자극 전단계의 TL 발광으로 약 180°C의 주 피크가 뚜렷

하다. 이후의 PTTL에서는 주 피크와 그 이전의 피크들은 다 사라지고, 310°C 주변에서의 피

크가 이전 광자극의 온도에 따라 다른 크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약 

120°C의 환경에서 광자극을 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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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13 광자극시의 온도별 PTTL  

그림 3.2.5.5.14는 광자극시의 유지온도를 앞에서와 같이 와 자극지속 시간을 50 ~ 400s

로 달리하면서 발광총량을 구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앞서와 같이 온도를 120°C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이지만 LED의 자극 시간은 여기서의 실험의 범위에서는 단순이 길

수록 신호가 커진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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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14 발광시간과 유지 온도를 달리할 때의 PTTL의 발광총

량.  

(6) 선량복원 프로그래밍

방사선량을 복원하는 기법으로 지질학적 연대측정법에 이용하던 단일시료재현법(SAR법)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동기와 같이 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을 복원해 내는 용도로 방

사선 방어에 대한 유럽국가의 공동협력체인 EURADOS에서 개발한 절차가 있다(‘EURADOS 

법’으로 칭한다). 이는 휴대폰 등의 소자나 액정표시부의 유리와 같은 물질로부터 이것을 지니

고 있는 사람이 피폭된 정도를 추정해 내는 것으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복원이 요구된다. 이

에 따라 SAR 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정의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휴대폰의 액

정 유리인 경우에는 100~250℃의 범위에서의 데이터만 이용하게 된다. 이는 유리가 상당한 

정도의 배경값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주로 250℃보다 더 높은 온도영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연구에서 그림 3.2.5.5.15와 같이 EURADO 법을 주 분석기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RetroAnal을 개발·발표하였다. 당시 연구에서 개발된 RetroAnal은 먼저 다양한 선량복원 절

차를 부여해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분석을 위해 측정 da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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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는 방법으로 Riso TL/OSL 측정 장치로 부터 생성된 bin 파일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RetroAnal은 Windows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GUI 환경 등 사용자편의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약간의 경험으로 선량복원이 필요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

로그램은 ① 특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지의 물질에 대한 최적의 복원절차를 스스로 도출할 수 

없었고, ② 발광곡선을 발광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동력학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③ 

Big data를 활용하거나 절차를 학습에 의해 개량하는 인공지능적인 기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림 3.2.5.5.15 RestoAnal의 실행화면 

이에 따라 이번 연구과정을 통하여 RetroAnal을 업그레이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

하였다.

① 본 연구진이 오랜 동안 연구해 온 발광곡선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진은 지금까지 TL/OSL 발광곡선 분석프로그램으로 TLanal, TolAnal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http://physica.gnu.ac.kr/tlanal) 이보다 더 강력한 분석력을 가

진 LumiAnal을 개발하여 다양한 선량물질의 동력학적 특성조사에 이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TolAnal은 TL/OSL의 발광곡선의 분석에 오랜 동안 이용되어 온 1st order kinetics(1OK), 

2nd order kinetics(2OK), general order kinetics(GOK) 뿐만 아니라 본 연구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genaral approximation(GA)법 등으로 발광곡선을 분해해 낸다. GA는 

비록 1개의 트랩과 1개의 발광중심이 TL에서라면 피크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하기는 하지만 

그 외는 최소한의 근사를 쓰므로 가장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RetroAnal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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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50℃처럼 온도범위를 불연속적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발광곡선을 여러 피크들이 합해진 

낱낱으로 분해한 다음 특정한 피크들을 제외하거나 선택하는 것으로 장기간의 배경 방사선에 

의한 발광, 액정이나 전자소자의 제조공정에서 기인한 발광 등을 제거하고, 짧은 순간 비교적 

강력하게 조사된 사고 등의 피폭 선량에 의한 기여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② 다양한 선량복원 후보물질에 대한 발광특성을 조사하여 DB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

였다.

방사선 노출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폭의심 대상으로 부터 채취한 선량복원 물질은 미리 그 

특성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야 신속한 선량복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러 후보물질에 대해 

TL/OSL의 발광특성을 데이터베이스(DB)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

존의 TolAnal의 주요기능을 Add-On 하였고, DB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차에 완전한 발광과정의 모델링을 가능하도록 제1원리에 의해 발광을 해석해 내는 

LumiAnal의 기능도 추가하여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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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성자/감마선 선속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신섬광체 특성분석

가. 중성자와 감마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Li를 모체로 하는 신소재 섬광단결정 계

측기 개발

(1) 중성자 흑수단면적이 큰 Li를 모체로 하는 새로운 엘파솔라이트 섬광체 성장

1차년도 섬광가능성을 확인한 선정된 신소재 물질인 K2LiCeCl6 와 K2LiCeBr6에 몰비율에 

따른 녹는점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브리지만 법을 이용하여 결정을 성장하였다. K2LiLaCl6:Ce 

은 Ce의 도핑 농도에 따라 pure, 0.5%, 1%, 3% Ce를 도핑하여 성장하였으며 도핑 농도에 

따라 성장 방법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그림은 K2LiCeCl6 와 K2LiCeBr6의 섬광결정성장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6.1.1 K2LiCeCl6 와 K2LiCeBr6의 섬광 단결정 성장 개략도

성장 방법은 사전 수행된 Rb2LiCeCl6 와 Rb2LiCeBr6의 성장 방법과 유사하게 수행되었다. 

상세 방법으로 아르곤 조성의 글러브박스에서 파우더를 몰비로 석영관에 정량한다. 석영관 엠

플을 진공으로 만들기 위에 diffusion 펌프를 이용하여 고진공 상태를 만들고 진공상태를 유

지하기 위해 엠플을 밀봉(sealing)하였다. 밀봉된 엠플은 파우더를 최소 하루 이상 장비를 이

용하여 잘 섞어 준다. 파우더는 퍼니스를 이용하여 엘파솔라이트가 되었는지 확인 및 성장 가

능성을 확인 후 브리지만 결정 성장 장비를 이용하여 섬광단결정을 육성한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K2LiLaCl6:Ce 섬광체를 Ce 첨가 농도에 따라서 0% (pure), 

0.5%, 1%, 3%를 성장시켜 도핑 농도에 따른 특성 분석으로 최적은 도핑 농도를 찾기위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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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성장 결과 도핑 농도에 따른 성장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래 그림은 도

핑 농도에 따라 성장된 섬광 결정의 결과이다. 

그림 3.2.6.1.2 농도에 따라 성장된 섬광 결정

(2) 성장된 섬광체의 기본적인 특성 분석을 통한 성능 평가 및 최적화

1절에 기술한 방법으로 섬광결정을 성장시켰고 이 결정에 대한 특성연구를 진행하였다. 특

성연구는 X-선을 이용한 발광스펙트럼, Cs-137 방사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분해능 측정, 절대

섬광량 측정 및 감쇄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 그림에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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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3 K2LiCeBr6와 K2LiCeCl6의 X-선을 이용한 발광스펙트럼, Cs-137 방사선원

을 이용한 에너지 분해능 측정, 절대섬광량 측정 및 감쇄시간을 측정 결과

 분석을 위한 측정은 PMT를 사용하였고, K2LiCeBr6의 이 K2LiCeCl6에 비해 에너지 분해

능과 섬광량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2LiCeBr6의 에너지 분해

능은 9.6% FWHM으로 측정되고 절대섬광량은 LYSO와 비교하여 34,800 광자/MeV로 측정

되었다. 감쇄시간을 2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빠른 감쇠시간은 54 ns를 갖는다. 감마

선에 대한 측정 결과는 K2LiCeBr6이 우수하나 중성자 측정에 결과를 비교하여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에 전체적으로 어느 섬광체가 유리한지 계속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K2LiLaCl6:Ce 분석 결과 Ce 도핑 농도에 따라 발광 스펙트럼과 감쇄시간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도핑이 발광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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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4 K2LiLaCl6:Ce의 Ce 도핑 농도에 따라 발광 스펙트럼과 감쇄시간의 변화

하지만 감마 측정 분석을 위한 Cs-137 방사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분해능 측정에서 662 

keV 에너지 peak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0% pure 결정에서도 에너

지 분해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장과정 중 결정이 잘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

게 나타나고, 도핑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피크가 더 악화되는 것을 보아 도핑에 따른 

결정 형성에 트랩 혹은 다른 요소로 인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세부적은 도핑 농도를 실험하여 최적의 도핑 농도를 찾을 예정

이다. 

그림 3.2.6.1.5 최적화를 위한 K2LiLaCl6:Ce의 Ce 도핑 농도 변화

(3) 고효율의 CsI(Tl)에 Li을 co-doping한 섬광체를 이용한 새로운 섬광체 성장

추가적으로 고효율 섬광체를 모체로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큰 Li를 첨가제로 사용한 상용 

NaI(Tl)Li를 참고하여, 다른 고효율의 CsI(Tl)에 Li co-doping 섬광체를 가능성 확인하기 위

해 결정 성장을 수행하였다. 도핑 농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전에 1% 농도를 이용하여 성

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성장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도핑으로 peak 

위치가 535 nm에서 549 nm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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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6 성장 가능성을 확인을 위해 CsI(Tl)에 Li 0%와 1%의 농도로 영향 확인

 0%(pure)한 상태보다 Li 1% 도핑으로 인해 섬광량과 에너지 분해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성자 검출에 Li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도핑에 따른 중성자 검출 

효율과 도핑으로 인한 효율 저하의 최적의 비율을 찾는 연구를 앞으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Li이 중성자 반응으로 알파를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한 사전 실험으로 알파 

방사선원인 Am-241을 이용하여 figure of merit (FOM)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알파와 

감마 피크가 잘 분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감마선과 중성자의 분리가 가능한 것을 보였

다.  

그림 3.2.6.1.7 0%(pure)한 상태보다 Li 1% 도핑으로 인해 섬광량과 에너지 분해능 결과

(4) 고효율의 LiI(Ag) 섬광결정 성장 및 encapsulation 방법 확보

중성자 검출을 위한 LiI(Ag) 섬광단결정을 추가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섬광단결정은 흡습성

으로 인해 섬광단결정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수분을 제거하고 접촉하지 못

하도록하는 encapsulation 연구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섬광체의 반사 및 성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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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는 수분제거로 섬광체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림 3.2.6.1.8 중성자 검출을 위한 LiI(Ag) 섬광단결정 성장

(5) PSD 개발을 통한 중성자와 감마선 구분 방법 확립

중성자와 감마선을 구분하기 위한 PSD 방법을 활용하여 본 그룹이 성장한 새로운 섬광단결

정이 중성자/감마 동시 측정이 가능한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실 레벨에서 측정할 

수 있는 알파선원을 이용하여 pre-test를 수행하여 PSD 측정하였다. 본 측정을 통한 FOM 

값으로 구분 중성자를 구별할 수 있는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3.2.6.1.9 K2LiCeCl6 섬광 단결정 열 중성자 pre-test PSD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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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LiCeCl6 섬광단결정은 FOM 0.51으로 알파입자와 감마선 구분이 어느정도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다른 후보군이였던 Rb2LiGdCl6 섬광 단결정의 결과 또한 FOM 1.45를 가지는 것

을 분석하였다. 

그림 3.2.6.1.10 Rb2LiGdCl6와 LiI(0.02% Ag) 섬광 단결정 열 중성자 pre-test PSD 측정 

결과

최종적으로 열 중성자 선원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열 중성자가 명확하게 감마 백가라운

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확보하여 분석결과 에너

지 분해능이 8.6%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중성자/감마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모듈 제작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i 기반의 무기섬광체를 사용하였다. 

기존에 중성자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던 LiI(Eu) 섬광체의 경우는 중성자 측정에는 용이하나 

감마선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Li 기반

의 무기섬광체의 경우는 중성자 측정과 동시에 감마선 스펙트럼 또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를 기반으로 한 CLLB (Cs2LiLaBr6(Ce)) 무기섬광체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CLLB 무기섬광체의 특성 및 사양은 [표 3.2.6.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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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2.1 CLLB 무기섬광체 특성 및 사양

Material composition Cs2LiLaBr6(Ce)

Scintillator size 38.1 mm(Φ) × 38.1 mm(H)

Energy resolution < 4.0% (662 keV of Cs-137)

Density 4.2 g/mm3

Light output 40,000 photons/MeV

Wavelength of emission maximum 420 nm

Decay time 180 ns (61%), 1080 ns (39%)

중성자에 대한 선량평가의 경우는 간단하게 측정만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성자에 대한 선량학적 계산을 위해서는 [그림 3.2.6.2.1]와 같이 초기스펙트럼과 검출기의 

반응함수를 전산모사를 통하여 획득한 후, 실측 데이터를 얻어 언폴딩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림 3.2.6.2.1 중성자에 대한 선량학적 계산을 위한 도식도

먼저 섬광체의 중성자에 대한 반응 함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너구를 이용하여 중성자에 

대한 반응 함수를 도출하기 위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전산모사에 사용한 중성자 감속용 

보너구의 종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직경 3, 4, 5, 6, 8, 10, 12, 15인치를 사용

하였으며, CLLB 검출기는 [그림 3.2.6.2.2]과 같이 최대한 실제와 같은 구조로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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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2 (a) 제작사에서 제공한 실제 CLLB 검출기 도면, (b) MCNP 전산모사 

지오메트리

전산모사는 MCNP 6.2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CLLB 검출기에 PMT가 결합된 상태로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중성자의 플루언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cell fluence tally인 F4 탤리를 전

산모사에 사용하였다. 중성자 플루언스 계산시에 필요한 상수를 계산해 주어 FM 카드 

(Multiplication factor with tally multiplier)를 사용하여 F4 탤리의 결과값에 보정을 수행

하여 주었다. FM 값은 중성자장 면적, 검출기의 원자밀도, 그리고 검출기의 볼륨값을 계산하

여 얻을 수 있다. 검출기의 응답특성을 계산하는 식은 식 3.2.6.2.1와 같으며, 여기에서 FM 

카드의 값으로 들어가는 Ci (Constant of tally multiplier) 값은 식 3.2.6.2.2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식 3.2.6.2.1

 


           식 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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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검출기 반응함수, N: 원자밀도, Asource: 디스크 선원의 면적, Vscintillator: 섬광체 

볼륨을 말한다.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보정값 Ci는 표 3.2.6.2.2와 같다.

표 3.2.6.2.2 F4 탤리 보정을 위한 FM 카드 계산값

Detector Constant of tally multiplier (Ci)

Bare (0°) 5.519E-04

Bare (45°) 8.886E-04

Bare (90°) 7.027E-04

3 inch 2.208E-03

4 inch 3.925E-03

5inch 6.132E-03

6 inch 8.830E-03

8 inch 1.570E-02

10 inch 2.453E-02

12 inch 3.532E-02

15 inch 5.519E-02

표 3.2.6.2.2에서 보너구가 없는 경우에 각도 별로 입사하는 조건을 만든 이유는 섬광체의 

크기가 커서 중성자의 입사방향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한 검증을 수행

하기 위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중성자의 플루언스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하여, 에너지 영역을 

10-9 ~ 20 MeV 구간까지를 104개의 대수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중성자 선원은 보너

구 영역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을 갖는 Cf-252를 디스크 형태의 선원으로 모사하여 

보너구 및 섬광체의 정면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6.2.3]은 이와 같이 모사한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 3.2.6.2.3 디스크 형태의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 및 보너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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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4은 각 보너구와 결합한 CLLB 섬광검출기의 Cf-252 중성자선원에 대한 응답 

함수 계산 결과이다. 중성자 선원의 경우 보너구에 의해 감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너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에너지의 중성자 선원에 대한 반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LLB 검출기에 대한 반응 함수 그래프에서 보면 중성자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Li(Eu) 검출기에서 얻을 수 있는 반응함수와 다른 점이 보여진다. 보너구 없이 계산된 

bare 상태의 경우 10-6 ~ 10-5 MeV의 에너지 영역 대와 10-4 ~ 10-3 MeV 의 중성자 에너

지 영역 대에서 반응도가 한번 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CLLB 섬광체의 경우 Li 외

에도 Cs, La, Br 등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원소들도 중성자에 대한 반응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성자 반응단면적을 확인해본 결과 Cs의 반

응 단면적이 해당 에너지 영역 대에서 높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에

너지 영역에서의 중성자가 Cs 원소와 반응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6.2.4 보너구와 결합한 CLLB 검출기의 Cf-252 중성자 선원에 대한 

반응함수 

[그림 3.2.6.2.5]는 중성자 선원의 입사 방향에 따른 반응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지오메트리

와 그 결과이다. 계산 결과 중성자 선원의 입사방향이 45°인 경우 반응도가 가장 크게 나왔으

며, 0°에서 입사되었을 경우 반응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 이는 중성자 선원이 45° 각도에서 

입사하게 되면, CLLB 검출기가 중성자 선원에 대하여 입사되는 면적이 가장 커지게 되고, 노

출되는 중성자 선원의 면적은 검출기 반응함수를 계산하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반응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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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림 3.2.6.2.5 중성자 선원의 입사각도에 따른 CLLB 검출기의 반응함수

향후의 계획에서는 Li 기반의 무기섬광체의 개발을 통하여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 측정 및 

동시 측정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하므로,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

요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루트 기반으로 제작하여, 향후 신호 분석 

시 계속해서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섬광 신호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제작된 모듈의 경우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혼합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 4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

며, 하나의 모듈을 사용하여 중성자와 감마선 각각에 대한 분석 및 통합 분석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도입한 Li 기반의 중성자와 감마선 동시 측정이 가

능한 섬광체를 사용하여 개발된 모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 하고, 일체형 중성자/감마

선 동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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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성과

1. 연구개발성과 (논문 지적재산권 발표회 개최 등)

표 4.3.1.   연구개발성과 (논문 지적재산권 발표회 개최 등)

평가 지표 분석 지표
1단계 2단계 합계

실적 실적 실적

과학기술 연구성과

논문 게재

 (건)

SCI 6 6

비 SCI 2 2

논문 발표

 (건)
국내/외 21 21

사업화 성과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등록

(건)

국내 - -

국외 - -

기술료 징수 (백만원) 35 35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건)
기술지도 4 4

기술이전 3 3

표 4.3.2. 기타 성과(단위 : 건)

사업명 원자력안전 연구책임자 김장렬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제번호 2017M2A8A4015255 과제명 사고 대응 방사선량 복원 및 혼합선장 평가기술 개발

표 4.3.3.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단위 :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
상
실
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
제

출원 등록
저역
서

보
고
서

SCI
비

SCI
SCI

비
SCI

국내
국
외

국
내

국
외

1 2 5 0 0 7 14 0 0 0 0 2 0 0

표 4.3.4. 인력양성 및 연구시설(단위 : 명,건)

학위배출 국내외 연수지원
산학강

좌
연구기
자재박사 석사

장기 단기

국내 국외 국내 국외

0 0 3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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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국제협력(단위 :명,건)

과학자교류 국제협력기반 학술회의개최

국내과학
자 

해외파견

외국과학자 
국내유치

MOU체결 국제공동연구 국제사업참여
학술회의개최(국
내,국제 통합)

0 0 0 0 0 0

표 4.3.6.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단위 :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실시
계약

기술이전
기술지

도
기술평

가
후속연
구추진

사업화
추진중

사업화완
료

기타목적
활용

기술마
케팅

3 0 4 0 0 0 0 0 0

표 4.3.7. 기타 성과(단위 : 건)

언론보도 성과
생명자원/신품종

/화합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실적(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한함)

기술보고서 설계문서
장비구축 및 

개발
분석방법개

발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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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1

과제
번호

게재
연월

논문제
목

총저자
명

출처
학술
지명

권
(호)

학술
지구
분

sci
여부

impact
Factor

국제공동
연구논문

기
여
도

2017

M2A

8A40

1525

5

2017

10

Thermolu

minescenc

e of chip 

inductors 

and 

resistors 

in new 

generation 

mobile 

phones 

for 

retrospecti

ve 

accident 

dosimetry

Lee, J. I.;  

Kim, H.;  

Kim, J. 

L.;  

Pradhan, 

A. S.;  

Kim, M. 

C.;  

Chang, I.;  

Lee, S. 

K.;  Kim, 

B. H.;  

Park, C. 

Y.;  

Chung, 

K. S.; 

SCI

RADI

ATIO

N 

MEAS

URE

MEN

TS

105() 국외
SCI

등재
1.442 아니오

10

0

2017

M2A

8A40

1525

5

2017

10

Evaluation 

of neutron 

scattering 

correction 

using the 

semi-empi

rical 

method 

and the 

shadow-c

one 

method 

for the 

neutron 

field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eung 

Kyu Lee; 

Sang In 

Kim 

Jungil 

Lee;Insu 

Chang; 

Jang-Lyul 

Kim; 

Hyoungta

ek Kim; 

Min Cha 

eKim; 

Bong-Hw

an Kim

SCI

RADI

ATIO

N 

PROT

ECTI

ON 

DOSI

METR

Y

105(1) 국외
SCI

등재
0.917 아니오 50

2017

M2A

8A40

1525

5

2018

08

Dose 

re-evaluat

ion in 

personal 

dosimetry 

using the 

phototran

sferred 

thermolu

minescenc

e method 

of 

LiF:Mg,Cu,

Si TLD

Kim, 

Hyoungta

ek;  Kim, 

Min 

Chae;  

Lee, 

Jungil;  

Chang, 

Insu;  

Lee, 

Seung 

Kyu;  

Kim, 

Jang-Lyul

; 

SCI

RADI

ATIO

N 

MEAS

URE

MEN

TS

118() 국외
SCI

등재
1.369 아니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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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2

과제
번호

게재
연월

논문제
목

총저자
명

출처
학술
지명

권
(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mpact
Factor

국제공동
연구논문

기
여
도

2017

M2A

8A40

1525

5

2019

03

Thermol

uminesce

nce of 

AMOLED 

substrate 

glasses 

in recent 

mobile 

phones 

for 

retrospec

tive 

dosimetr

y

Kim, 

Hyoungt

aek;  

Kim, 

Min 

Chae;  

Lee, 

Jungil;  

Chang, 

Insu;  

Lee, 

Seung 

Kyu;  

Kim, 

Jang-Ly

ul; 

SCI

RADIA

TION 

MEAS

UREM

ENTS

122(0

)
국외

SCI

등재
1.435 아니오 50

2017

M2A

8A40

1525

5

2019

07

A study 

on dose 

conversi

on from 

a 

material 

to 

human 

body 

using 

mesh 

phantom 

for 

retrospec

tive 

dosimetr

y

Kim, 

Min 

Chae;  

Kim, 

Hyoungt

aek;  

Han, 

Haegin;  

Lee, 

Jungil;  

Lee, 

Seung 

Kyu;  

Chang, 

Insu;  

Kim, 

Jang-Ly

ul;  

Kim, 

Chan 

Hyeong; 

SCI

RADIA

TION 

MEAS

UREM

ENTS

126(0

)
국외

SCI

등재
1.435 아니오 50

2017

M2A

8A40

1525

5

2017

06

원자력시

설 굴뚝 

내 

공기시료

채취 

위치의 

적절성 

평가

JungBok 

Lee; 

TaeHyo

ung 

Kim; 

JongIl 

Lee; 

BongHw

an Kim

직접

입력

Journa

l of 

the 

Korea

n 

Radioa

ctive 

Waste 

Society

15(2) 국내

SCI

미등

재

아니오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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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0.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3

과제
번호

게재
연월

논문제
목

총저자
명

출처
학술
지명

권
(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mpact
Factor

국제공동
연구논문

기
여
도

2017

M2A

8A40

1525

5

2018

10

Scintillati

on 

Propertie

s of 

Ce3+ 

Doped 

Silicon-

Magnesiu

m-Alumi

num-Lith

ium 

Glass 

Scintillat

ors by 

using 

Radiatio

n 

Sources

Kang, S. 

C.;  

Kim, H. 

J.;  Cho, 

J. Y.;  

Kim, G. 

S.;  

Aryal, 

Pabitra;  

Khan, 

Arshad;  

Kang, S. 

J.;  

Kaewkh

ao, J.;  

Park, J. 

M.;  

Kim, 

MinJeon

g; 

SCI

JOUR

NAL 

OF 

THE 

KORE

AN 

PHYS

ICAL 

SOCI

ETY

73(8) 국내
SCI

등재
0.493 예 90

2017

M2A

8A40

1525

5

2019

01

An 

Integrate

d System 

for 

Radiolu

minescen

ce, 

Thermol

uminesce

nce and 

Optically 

Stimulate

d 

Luminesc

ence 

Measure

ments 

박창영; 

김장렬; 

이정일; 

박용국; 

정기수; 

이종덕

직접

입력

Journ

al of 

radiat

ion 

prote

ction 

and 

resea

rch

43(4) 국내

SCI

미등

재

아니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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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1. 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정보1

과제
번호

발표
년월

학술대회명 저자 논문제목
학술대
회구분

개최
국

2017M

2A8A4

01525

5

2017

04

한국방사성폐기

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철현
방사선비상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시스템 개발

국내학술

대회

대한

민국

2017M

2A8A4

01525

5

2017

05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김형택

A preliminary study on 

thermoluminescence of AMOLED 

glass from mobile phones for 

retrospective dosimetry

국내학술

대회

대한

민국

2017M

2A8A4

01525

5

2017

05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김민채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and MCNP simulation for 

retrospective dosimetry according 

to the geometry of exposure using 

electronic in a mobile phone

국내학술

대회

대한

민국

2017M

2A8A4

01525

5

2017

10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대회
김형택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hoto 

Transferred Thermoluminescence 

Effect on LiF:Mg,Cu,Si 

국내학술

대회

대한

민국

2017M

2A8A4

01525

5

2017

11

한국방사선방어

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상원
알파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한 소변시료 중 

235/238U 분석방법 비교평가

국내학술

대회

대한

민국

2017M

2A8A4

01525

5

2017

11

한국방사선방어

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상원
스마트 칩 카드의 광자극발광(OSL) 

특성을 이용한 피폭 방사선량 회구 평가

국내학술

대회

대한

민국

2017M

2A8A4

01525

5

2018

11

대한방사선방어

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심용덕, 이종일, 

김장렬, 이정일, 

이현호, 유동한, 

임채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화물초소 

방사선감시기 구축 및 성능검증

국내학술

대회

대한

민국

2017M

2A8A4

01525

5

2017

07
ISORD-9 김민채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and MCNP simulation for 

retrospective dosimetry according 

to the geometry and energy of 

exposure using a TL/OSL method 

of electronic components in a 

monbile phone

국제학술

대회
일본

2017M

2A8A4

01525

5

2018

09

 Luminescent 

Detetectors 

and 

Transformers 

of Ionizing 

Radiation

Min Chae Kim; 

Hyoungtaek Kim; 

Jungil Lee; Insu 

Chang; Seung Kyu 

Lee; Jang-Lyul 

Kim; Haegin Han; 

Chan Hyeong Kim

Dose conversion from a material 

dose to effective dose using mesh 

phantom for retrospective accident 

dosimetry

국제학술

대회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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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2. 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정보2

과제
번호

발표
년월

학술대회명 저자 논문제목
학술대
회구분

개최
국

2017

M2A8

A401

5255

2018

09

Luminescent 

Detetectors and 

Transformers of 

Ionizing Radiation

Jungil Lee; 

Hyoungtaek Kim; Min 

Chae Kim; Insu 

Chang; Seung Kyu 

Lee; Sangwon Park; 

Jang-Lyul Kim;

On the use of display 

touch glass of mobile 

phone as an fortuitous 

dosimeter in radiation 

accident

국제학

술대회
체코

2017

M2A8

A401

5255

2018

09

Luminescent 

Detetectors and 

Transformers of 

Ionizing Radiation

Hyoungtaek Kim; Min 

Chae Kim; Jungil Lee; 

Insu Chang; Seung 

Kyu Lee; Jang-Lyul 

Kim;

Thermoluminescence of 

AMOLED substrate glasses 

in recent mobile phones 

for retrospective 

dosimetry

국제학

술대회
체코

2017

M2A8

A401

5255

2018

10

The 4th ARADOS 

(Asian Radiation 

Dosimetry Group) 

Annual Meeting

 Min Chae Kim

A Simulation Approach 

Using the Mesh Phantom 

to Evaluate the Effective 

Dose from Mobile Phone 

Glasses

국제학

술대회

대한

민국

2017

M2A8

A401

5255

2018

10

The 4th ARADOS 

(Asian Radiation 

Dosimetry Group) 

Annual Meeting

Hyoungtaek Kim

 Inter-laboratory 

comparison in 2016-2018 

using TL/OSL method

국제학

술대회

대한

민국

2017

M2A8

A401

5255

2018

10

The 4th ARADOS 

(Asian Radiation 

Dosimetry Group) 

Annual Meeting

Jungil Lee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Thermoluminescence and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국제학

술대회

대한

민국

2017

M2A8

A401

5255

2019

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ments in 

Nuclear 

Instrumentation 

Measurement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김홍주

Development of new 

heavy crystal scintillators 

for dual mode gamma/fast 

neutron spectroscopy

국제학

술대회

슬로

베니

아

2017

M2A8

A401

5255

2019

06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Physics and 

Material Applications

조재영

Development of CsI(Tl) Li 

co-doped crystal 

scintillator for neutron 

detection

국제학

술대회

인도

네시

아

2017

M2A8

A401

5255

2019

09

Conference on 

Scintillating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판콕부옹

Dual mode Thermal 

Neutron and gamma-ray 

Detection with Ag-doped 

LiI Crystal

국제학

술대회
일본

2017

M2A8

A401

5255

2019

09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lid 

State Dosimetry 

(SSD19)

정기수

Analysis of luminescence 

properties of electronics 

components in smart 

phones based on the trap 

interaction model

국제학

술대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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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3. 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정보3

과제번
호

발표년월 학술대회명 저자 논문제목 학술대회구분 개최국

2017M2

A8A401

5255

201909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lid 

State 

Dosimetry 

(SSD19)

이정일

Retrospective 

dosimetry using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f 

smart chip card

국제학술대회 일본

2017M2

A8A401

5255

201909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lid 

State 

Dosimetry 

(SSD19)

Michael 

Discher

Phototransferred 

thermoluminescen

ce measurements 

of glass extracted 

from modern 

mobile phones 

국제학술대회 일본

2017M2

A8A401

5255

201909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Physics and 

Material 

Applications

김홍주

Development of 

new crystal crystal 

scintillators for 

dual mode 

gamma/neutron 

detection.

국제학술대회
인도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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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4. 수상실적 성과정보

과제번호
수상연

월
수상명

수상자 시상기
관

시상
국가

수상사유
성명 소속기관

2017M2

A8A401

5255

201710 퀴리상 김민채
한양대학

교

한국원

자력학

회

대한

민국

이 상은 원자력공학 전공 

여학생 중 연구업적 또는 

연구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보다 

학문 정진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입니다. 본 학생은 이에 

해당하여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7M2

A8A401

5255

201801

원자력안

전의날 

장관표창

이정일
한국원자

력연구원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대한

민국

방사선량평가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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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5. 학위배출인력 성과정보

과제번호 학위취득연월 학위구분
학위취득자

진로
성명 성별 대학 학과

2017M2A8

A4015255
201802 석사수료 김민채 여성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사과정

진학

표 4.3.16. 국내외 연수지원 성과정보

과제번호 연수기간 연수명 연수구분 연수자 연수국가 연수기관

2017M2A8A

4015255

20170301~

20171231
학연학생 학위과정 김민채 대한민국 한양대학교

2017M2A8A

4015255

20180101~

20181231

메쉬팬톰을 이용한 

사고시 선량평가
학위과정 김민채 대한민국 한양대학교

2017M2A8A

4015255

20190101~

20191231

Mesh phantom을 

이용한 유효선량 

전산모사 연구

학위과정 김민채 대한민국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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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7. 기술확산 성과정보

과제번호
시행연

월
기술확
산구분

대상기술명칭 내용
업체
명

업체
유형

활용
형태

2017M2A

8A40152

55

201703
기술지

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판독특이자 

선량평가 기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의 

열발광 및 광자극발광 신호 

분석을 통한 

판독특이자(과피폭자)의 

피폭선량 평가

한국원

자력안

전기술

원

출연

연구

소

기타

2017M2A

8A40152

55

201704
기술지

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판독특이자 

선량평가 기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의 

열발광 및 광자극발광 신호 

분석을 통한 

판독특이자(과피폭자)의 

피폭선량 평가

한국원

자력안

전기술

원

출연

연구

소

기타

2017M2A

8A40152

55

201706
기술지

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판독특이자 

선량평가 기법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의 

열발광 및 광자극발광 신호 

분석을 통한 

판독특이자(과피폭자)의 

피폭선량 평가

한국원

자력안

전기술

원

출연

연구

소

기타

2017M2A

8A40152

55

201805
기술지

도

결정성장 

시스템 

제작/운용 및 

광자극발광물

질 제조기술

단결정 성장시스템 

설계구조, 단결정성장장치 

운용, 자동 직경제어장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주)아

림사이

언스

중소

기업

사업

화 

추진

중

표 4.3.18. 기술실시계약 성과정보

과제번호
기술실시

계약체결일
기술실시
계약명

실시권유
형

기술실시
기관명

기술실시
업체유형

기술실
시

계약금
액

2017M2A

8A40152

55

20171130

내부피폭선량평가 

전산코드(BiDAS-2007) 

실행 파일 제공

통상실시권 조선대학교 대학 0

2017M2A

8A40152

55

20171229

결정성장 시스템 

제작/운용 및 

광자극발광물질 제조

통상실시권
(주)아림사

이언스
중소기업

5,000,0

00

2017M2A

8A40152

55

20180226

방사선량 평가용(중성자 

포함) 고성능 

열발광선량계(TLD) 

물질(소자) 제조기술

통상실시권

일진방사선

엔지니어링 

(주)

중소기업
30,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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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제2절 목표 달성여부

제3절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

(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제4절 관련분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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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1. 최종목표

 대규모 방사선 사고 및 테러 대응 피폭선량 신속복원 기술 개발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혼합 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개발

2. 세부목표

 신 방사선 표지물질 개발 및 선량복원 기술 확보

  - 신속한 피폭여부 판정에 적용 가능한 신 방사선 표지물질 개발

  - 표지 물질별 선량계적 특성 평가 및 DB 구축

  - 측정 절차 단순화를 통한 피폭선량 신속복원절차 개발 및 검증 (샘플당 선량복원 시간 

30분 이내)

  - 표지물질선량-인체피폭선량 환산 프로그램 개발

 대규모 사고 대비 피폭여부 신속판독기술 개발

  - 선량복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수 시료 신속판독 체계구축

  - 현장 적용형 선량복원장비 제작

  - 국제상호비교를 통한 기술검증

  - 방사선테러 용의자 추적용 차량/건물내부/용의자 휴대품 피폭선량복원기술

 일체형 중성자/감마선 혼합방사선장 정량화 기술 개발

  - Li를 모체로 하는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이 가능한 신소재 섬광체 성장

  - 중성자/감마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모듈 제작 (Figure of merit ≥ 1.0)

  - 중성자/감마선 선속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신소재 섬광체를 이용한 일체형 중성자 감마선 동시 측정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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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목표 달성여부

1. 1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표 4.2.1 1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 내   용

신 방사선 표지물질 및 선
량복원 기반 확보

100

선량복원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방사선 표지 물질 개
발 및 선량복원 기법 개발
- 스마트 카드(신용카드 등) 이용
- 치아에나멜 광자극발광신호 확인
- 최신 휴대폰의 OLED 및 category B glass 이
용

표지물질의 선량계적 특성 
실험

100

표지물질의 선량의존성, 감쇠 특성평가, zero-dose, 
최저검출하한
- 스마트카드(신용카드 등)의 선량반응도 특성, 
zero-dose, 최저검출하한 확보
- 치아에나멜의 광자극발광신호의 선량반응도 일부 
확보(상세연구 계속)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용 
센서물질 특성분석 및 평가

100

Li를 모체로 하는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이 가능한 
신소재 물질 발굴
- 신소재인   K2LiCeCl6 K2LiCeBr6을 발굴하였으
며 새로운 섬광체로 LiI:Tl을 선정
Tl2LiGdBr6 섬광결정 특성조사 결과 X-선 발광 파
장 영역(435 nm), 에너지 분해능(7.2 %), 절대섬광
량(27,000 광자/MeV), 감쇄시간(56 ns)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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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표 4.2.2 2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 내   용

신 방사선 표지물질 및 선
량복원 기법 개발

100

- 3차원 TL 발광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터치유리 선량
계적 특성 그룹화
- 30여종이상 터치유리에 대한 배경선량(zero dose) 
평가
- 터치유리 zero dose 감소 프로토콜 개발
- 최신 휴대전화 기판유리(AMOLED)의 선량복원 기
법 고도화
- 유리시료 측정 시 필터 제거를 통한 프로토콜 최적
화 

표지물질별 특성자료 데이
터베이스 구축

100

- 발광곡선 분석을 통해 기판유리의 category 확인 
및 40종 표지 물질에 대한 비율 확인
- 40종 기판유리의 배경신호 측정
- 20종 기판유리의 5일 후 감쇄특성 측정
- Geant4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Mesh 팬텀
의 인체선량 환산 알고리즘 개발
- CUDA 시스템을 이용한 발광곡선 자동해석 알고리
즘 개발

중성자/감마선 동시측정 시
스템 기반 구축

100

- 중성자/감마선 동시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후보군인 
K2LiCeCl6 K2LiCeBr6을 브리지만 법을 이용하여 결
정 성장함.
- K2LiLaCl6:Ce 도핑 농도에 따른 성장과 CsI(Tl)Li 
co-doped 결정 성장하였고, 특성 분석을 통하여 감
마 분석에 최적화 조건을 확립함.
- 실시간 중성자/감마선 동시 신호처리를 위한 알고리
즘 개발 및  신호의 전하차에 대한 최적의 신호 분리 
측정 조건을 도출
- 유기섬광체를 사용한 중성자/감마선 분리신호 감도 
결과:  Figure of merit (FOM) ≤ 1.5 의 결과값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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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표 4.2.3. 3차년도 목표 및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 내   용

피폭선량 신속복원절차 개
발 및 실증 실험

100

- 열발광(TL)특성에 따른 Chip card 그룹화 
(Categorization)
- Chip card 조사 20일 이후 초기 대비 20 % 이
상 잔여신호 확인
- 휴대전화 유리기판의 광전이열발광 (PTTL) 프로토
콜 개발
- 유리기판 조사 후 10 일 이후 신호의 손실 10 % 
미만 달성
- Open MP API 기반으로 Parallel Nelder Mead 
법을 적용한 분석 프로그램
- SAR, EURADOS, KAERI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적용한 선량 복원 알고리즘 개발

표지물질선량-인체피폭선량 
환산 알고리즘 개발

100

- 선원별, 자세별(standing, kneeling and 
squatting), 피폭 상황 별 전산모사
- 표지자 선량-인체선량 환산계수 look up table 
개발

현장적용형 선량복원장비 
설계 및 프로토타입 제작

100
- 샘플 홀더 구동모듈, 광측정 모듈, 열자극 모듈, 
컨트롤러 및 구동 프로그램 개발
- 현장적용형 사후선량평가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중성자/감마선 선속분석 알
고리즘 개발 및 신섬광체 

특성 분석
100

- 고효율의 LiI(Ag) 섬광결정 성장 및 
encapsulation 방법 확보
- PSD 개발을 통한 중성자와 감마선 구분 방법 확
립
- CLLB 섬광 검출기 중성자 선원에 대한 MCNP 
전산모사
- 중성자 선원 입사각도에 따른 CLLB 검출기 반응
함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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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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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관련분야 기여도

 대규모 방사선사고 및 테러 시 과 피폭자를 신속히 구분하여 적합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할 수 있고, 관련자의 피폭여부 판정을 통해 사회 정신적 혼란 최소화할 수 있음. 또한 선량 

표지물질의 발광원리와 특성 확립을 통해, 발광원리를 이해하고 각종 비상선량계 후보 군에 

대한 선량복원 기반 자료구축이 가능함. 이는 선량복원절차의 확립 및 선량복원 프로그램의 

자동화로 활용 가능함.

 본 연구개발 결과는 다양한 중성자/감마선 동시 검출을 위한 섬광단결정 결과를 확보한 

것임.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조합의 섬광단결정 성장에 참고가 될 수 있음. 특히 기존 감마선 

분석에 우수한 섬광단결정을 중성자 검출 목적에 따라 변화시킨 것과 동시 검출 시 펄스 구별

법에 대한 효용성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후보군을 바탕으로 신소재를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

임.

 휴대전화와 같은 개인소지품을 이용하여 피폭 방사선량을 사후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실

제 사고 시 신속 정확한 피폭선량평가에 활용 가능하며, 방사선사고 역학조사 뿐만 아니라 방

사선테러 등 예방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및 국토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기술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기술이전이 되어 현재 판독특이자의 선량 평가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 

 본 연구개발 후보군을 바탕으로 중성자/감마선 동시 검출을 위한 검출기를 개발하는데 활

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특히 국내에서 상용화된 결과가 없고, 해외 선도 기관에서도 

일부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재 특성상의 원천 특허 확보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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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제2절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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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대규모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초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피폭여부를 신속하게 판독하고 의료

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여 피해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근거 없

이 불필요하게 생기는 방사선 공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함.

 방사선 테러 위험 감지 시 용의 선상의 건물, 차량, 사람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신속히 

측정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방사성물질을 추적하는데 활용함.

 방사선 누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누출선량지도를 작성 및 선량변동 추적결과자료 생산 

등을 통하여 방사선 사고의 역학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방사선 작업종사자 중 과피폭, 개인선량계 분실 등 판독특이자 발생 시 피폭선량 평가에 

정보를 제공함.

 중성자와 감마선 동시 측정 기술을 통해 원자력시설의 정상 운영시 발생하는 누설 방사선

을 평가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업자 피폭선량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암치료용 가속기 등의 빔 이용 시설 등에서 중성자/감마선 계측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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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사고발생시 지역주민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자에게는 수습 및 

복구 계획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 사고 대응에 활용 가능함.

 인간 활동 영역에 존재하는 일상적 물질을 이용하여 누적된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방사선사고 시 뿐만 아니라 필요시 원자력 이용 시설 주변의 총 누적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음. 

 방사선이 특정 물질과 반응하여 선량에 비례하는 표지를 남기는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서 

향후 새로운 방식의 방사선 측정기 개발의 기초 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성자와 감마선의 동시 측정이 가능한 일체형 검출기를 개발함으로써 원자력사고나 방사

능테러 시 뿐 아니라 정상 운영시 발생하는 누설 방사선에 대한 선량평가에 활용하여 국민의 

방사선 위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섬광물질의 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중성자 검출용 섬광단결정을 제작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섬광체 제작의 원천 기술을 확보함.

2. 경제적 산업적 측면

 방사선 누출 사고 발생 시 실제 방사선 피폭 위해 정도에 비하여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인한 사회적 패닉 상태가 더욱 우려되므로 사고 관련자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을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여 정보를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 최소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고 관련 각 구역에 대한 총 누출 방사선량을 사후에 측정할 수 있

으므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역학 조사 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현재 국내에 방사선 피폭자를 의료적으로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매우 제한

적임. 이에 사고 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사고 관련자를 신속히 구분하여 제한적인 의료 인

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또한 방사선 테러 위험 감지시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여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출하기 어려운 정도임.

 원자력 사고나 방사능 테러 및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작업 계획 수립 시, 

이외의 다양한 중성자와 감마선이 혼합된 방사선장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과 함께, 보

다 국민의 의식에 밀착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불신을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방사선 작업구역 및 원자력 시설 외곽에서의 누설 중성자 및 감마선장 해석을 통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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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획과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여 막연하게 보수적으로 방사선방호대책을 강구하

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방호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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