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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은 Al2O3를 이용하여 TLD를 

체하는 선량계 개발에 한 가능성이 제기된 이래

로 다양한 불순물을 첨가하여 Al2O3의 측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1990년 Akselrod 

등에 의하여 개발된 탄소를 첨부한 Al2O3:C는 측정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하 다. 그 후 Al2O3:C는 방사선

량에 한 선형성, 장기간 성능 안정성 등이 보고되었

다. Al2O3:C는 알 선, 베타선, 감마선에 한 선량계

로써의 우수한 반응성을 보이고 있으나, 성자 선량

계로써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자는 직 으로 

Al2O3:C과 반응하지 못하며, 간  방식에 의한 측정

만이 가능하다. 즉, 성자는 성자 반응 물질과 반

응하여 하  입자를 발생하며, 이 때 발생한 하  입

자를 Al2O3:C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성자 측

정에 이용될 수 있는 반응 물질로는 10B, 6Li 등을 들 

수 있다. 성자가 입사하게 되면 
10
B(n,α)7Li 반을을 

일으키거나 
6
Li(n,α)3H 반응을 일으킨다. 이 경우 

10B(n,α)7Li 반응 단면 은 6Li(n,α)3H 반응 단면 에 

비하여 크다는 장 이 있으나, 
6
Li(n,α)3H 반응에서 

발생하는 하  입자의 비정이 
10
B(n,α)7Li에서 발생하

는 하 입자의 비정에 비하여 길기 때문에 6Li(n,α)3H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 측정에 유리한 이 있다.

Al2O3:C를 이용한 성자 측정에 한 연구에서는 

Kobayasi가 Gd plate를 이용하여 OSL을 이용한 

성자 상에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이후 

Mittani는 성자 변환 물질과 OSL를 홉합 물질을 

이용한 성자 측정 결과를 발표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6
LiF가 성자 측정에 높은 측정 효율을 보

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최 의 검출 효율을 얻기 

한 Al2O3:C와  
6
LiF의 비에 한 결과를 발표하 다. 

성자 측정을 해서는 Al2O3:C와  
6
LiF을 홉합하는 

방식 이 외에도 6LiF 박막을 Al2O3:C 에 입히는 방

식으로도 성자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6
LiF 박막을 Al2O3:C 에 입 서 성자 측정 가능

성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실험  결과

실험은 Landauer사에서 제공하는 지름 5 mm, 두

께 0.9 mm의 Al2O3:C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진공 

증착 장비를 이용하여 Al2O3:C 결정 에  
6LiF 박막

을 증착하 다. 실험에 이용된 Li는 95 %의 
6
Li를 포

함하고 있다. 증착이 진행되는 동안 챔버 내의 진공은 

10-6 Torr를 유지하 으며, 증착율은 1 n/s를 유지하

다. 증착된 LiF의 두께는 각각 1.3μm, 2.6μm, 3.8μ

m, 4.4μm, 5.0μm, 7.6μm이다. 박막의 두께는 챔버 내

에 치한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결정되었다. 측정

을 하여 각각의 시료는 각각 3 개 이상 비되었다. 

Al2O3:C 에 박막 증착 후 
252
Cf 선원을 이용하여 

성자를 조사하 다. 열 성자 발생을 높이기 하여 

Cd으로 표면을 싼 D2O 구가 이용되었다. 박막 증착

된 Al2O3:C에 입사된 성자의 선량은 20 mSv를 유

지하 다. 성자 조사 후 OSL 분석은 꺄내 TL/OSL 

측정 장비 (Model TL/OSL-DA-15)를 이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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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측정은 40s간 진행되었다.  

Al2O3:C시료에서 발생되는 OSL 신호는 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신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성자에 

의한 신호만을 얻기 하여 LiF 박막이 증착되지 않

은 Al2O3:C에서 발생하는 OSL신호를 LiF 박막이 증

착된 Al2O3:C에서 발생하는 OSL 신호에서 빼주어서 

결정하 다. 증착된 LiF의 박막 두께가 증가할수록 

OSL 신호가 증가하며 일정 두께 이상에서는 더 이상 

OSL 신호가 증가하지 않는 상이 측되었다. 각 

두께에서 측정은 3 개의 시료에 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측정치에 한 평균을 취하 다. LiF 박막의 두게

에 따른 측정치 변화의 경향은 이 에 수행된 LiF 

성자 측정 효율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Fig. 1.  LiF 박막 두께에 따른 OSL 신호 변화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iF 박막을 Al2O3:C 에 증착하여 

성자 측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성자 조사에 

의하여 OSL 신호를 얻을 수 있었으며, LiF 박막 두께

가 증가함에 따라 OSL 신호가 증가함을 보 다. 본 연

구 결과는 OSL을 이용한 성자 선량계 개발에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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