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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기존의 방사선학  오염 특성 평가 측정법인 

survey-meter 사용과 같은 직  측정법이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는 간  측정법은 원자력 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  측정 공간이 소한 배 류 폐

기물의 방사선학  오염 특성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

문에 최근 배 들의 베타선 검출에는 부피가 작고 이

동이 편리한 섬유 섬 체가 이용된다. 

섬유 섬 체는 자증배 이나 포토다이오드 등

과 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자증배 은 부피가 

크고 고 압이 필요하며 포토다이오드의 경우는 증

배율이 낮은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증배 에 비해 부피는 작으면

서 낮은 인가 압과 높은 증폭률 등의 장 을 갖고 

있는 실리콘 증배소자와 베타선 측정에 용이하면서 

가격은 렴하고 변형이 자유로운 섬유 형태의 라

스틱 섬 체를 사용하여 배 류 폐기물의 베타선 오염

도 측정용 검출 센서를 연구 하 다.

 재료  방법

본 연구에서는 Hammatsu사의 S10362-11-050U 실

리콘 증배소자를 사용하 으며 Saint- Gobain사

의 섬유 섬 체  S10362-11-050의 sensitivity 

wavelength에 합한 emmission wavelength를 갖는 

BCF-12 섬 체를 사용하 다.

BCF-12 섬 체를 2cm 길이로 자른 후 실리콘 증

배소자와 결합할 단면에서의 합손실을 이기 하

여 연마지로 가공하 고 방사선 외의 가시 선이 들어

오는 것을 차단하기 하여 아크릴 페인트를 도포하

다. 섬 체와 실리콘 증배소자는 BC-630 유기섬 체

용 구리스를 사용하여 합하 으며 감마선 백그라

운드 노이즈 제거하기 하여 두 개의 검출기를 사용

하여 베타선만을 측정 할 수 있게 제작하 다.

한 개의 검출기는 베타선과 감마선이 모두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다른 한 개의 검출기는 표면을 납으로 

차폐하여 감마선만을 측정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감마선 검출기의 납 두께는 PENELOPE 산모사 

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 하 다.

감마선을 측정 할 수 있게 제작하여 감마선 노이즈

를 제거할 수 있게 하 다.

 결과  고찰

  제작한 검출기에는 1uCi의 Na-22, Cs-137 두 가지 

교정선원을 측정한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BCF-12 섬

체는 실효 원자번호가 낮기 때문에  에 지 피크는 

나타날 수 없고 컴 턴 단애와 베타선 산란에 스펙트럼

이 측정된다.

검출 효율은 측정된 펄스의 수를 검출기에 입사된 양

자의 수로 나 어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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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 된 두 가지 선원은 1uCi의 방사능

을 갖고 있으며, 교정선원과 검출기의 거리는 교정선원

의  재질의 두께를 포함하여 2mm이며 이때 지름 

2mm의 검출기에 입사하는 양자수는 4625이다.

각 검출 효율을 계산해 본 결과 Na-22는 15.1%, 

Cs-137은 16.3%로 나타났다.

Fig. 1.  Obtained Compton edge of Na-22, Cs-

       137

Table 1.  Detection efficiency of Na-22, Cs-137

Source Activity CPS
Efficiency(

%)

Na-22 1uCi 87.3 15.1

Cs-137 1uCi 94.2 16.3

Fig. 2.  Gamma background subtraction method,

        Na-22

Fig. 2.는 베타선과 감마선이 동시에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스펙트럼, 베타선을 제거한 스펙트럼, 그리고 

감마선을 제거한 스펙트럼 세 가지를 비교한 그래 이

다. 베타선을 제거한 스펙트럼에서 컴 턴단애의 형태

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감마선을 제거한 스펙트

럼은 베타선 스펙트럼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다. 

 결  론

  섬유 섬 체와 실리콘 증배소자를 이용하여 제작

한 검출 센서는 크기가 작고 검출 효율이 높기 때문에 

공간이 소한 배 류 폐기물의 베타선 오염도를 측정

하는데 있어서 합하여 기존의 검출 센서보다 배 류 

폐기물 베타선 오염도 측정에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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