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314 _http://www.karp.or.kr

고감도 TLD 소자를 이용한 방사선량 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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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특정 공간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필수로 얻

어야 하는 정보가 공간의 방사선량 구성이 어떻게 되

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방사선량을 알아

보기 한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기법 등이 용된 시

뮬 이션 로그램을 통해 가상으로 측 해보는 방

법과 방사선량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직  측정하여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다. 시뮬 이션을 통하는 방법은 

실 인 제약에서 자유로이 재 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측정되는 곳의 환경과 다양한 변수 등을 정확하

게 용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측정 장치 등을 

사용하여 직  측정을 방법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곳의 공간 인 문제 등의 다른 실 인 문제에 큰 

향을 받는다. 이를 개선하고자 작은 부피로 성형된 

고감도 TLD (Thermoluminescencs Dosimetry)소자

를 방사선량 측정 도구로 사용하므로 써 공간 인 문

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측정되는 TLD 소자를 

2차원 혹은 3차원 형태로 배열하면 면 , 혹은 공간의 

방사선량 지도 작성이 가능하다.

성자선원이 있는 조사실에 간단한 구조체를 설치

하고 특정 치에 감마선과 성자의 방사선 선량을 

TLD를 사용하여 측정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방법

이번 실험에서 방사선량 측정에 사용된 TLD 물질

은 고감도 TLD물질은 LiF:Mg,Cu,Si
1)
이 사용되었으

며 감마선과 성자 측정이 가능한 
6
LiF:Mg,Cu,Si와 

감마선에 의한 향만 측정이 가능한 
7
LiF:Mg,Cu,Si

를 사용하여 감마선과 성자의 방사선량을 측정 하

다. 각각의 TLD는 시료들마다 감도의 차이를 보정

하기 해 Element Correction Factor(ECF)를 사용하

여 시료들 마다의 차이를 보정하 다. ECF는 동일한 

방사선 선량을 조사하여 각각의 TLD 소자가 방출하

는 량을 측정, 측정된 값의 평균과 비교하여 보정해

주는 값이다. 성자 조사실에 Fig. 1의 형태를 가진 

간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Fig. 2처럼 표시된 지 에 

각각 
6
LiF:Mg,Cu,Si와 

7
LiF:Mg,Cu,Si를 설치하여 방

사선량을 측정하 다. 조사한 선원은 252Cf 성자 선

Fig. 1 Simplifie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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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사용되었으며 TLD 소자는 Harshaw 4500 수동

형 독장치를 사용하여 발 량을 측정했다. 조사된 

방사선량을 알아보기 ECF가 용된 시료에 기  조

사 장치를 이용하여 조사된 TLD 소자가 나타내는 발

량의 값을 기반으로 방사선 조사량을 확인 하 다.

   Fig. 2 TLD Installation position 

 결과  고찰

  이번 실험에 사용된 TLD 소자의 시료별 감도 차이

를 보정하기 해 ECF를 용하여 보정하 다. 이번 

시료는 
6
LiF:Mg,Cu,Si의 경우 1σ가 1.7%, 7LiF:Mg,Cu,Si

의 경우는 2.3 %로 측정되었다.

Fig. 3 The result of radiation dose 

  간이 구조물에 치된 TLD 소자의 치의 방사선

량은 Fig. 3에 나타나있고 
252
Cf선원에서는 감마선과 

성자가 방출되며 측정 결과에서 A1과 A2 그리고 

A4 지 에서는 성자와 감마선의 방사선량은 비슷한 

값으로 측정 되었다. A5 지 의 경우는 내부 Cd 구

조물로 인해 열 성자가 많이 차폐가 되어 성자의 

감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된다. 재 사용된 

TLD 소자가 열 성자에 한 반응도가 높아 열 성

자에 의한 향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결  론

  방사선량 지도 작성시 몬테카를로 기법을 용한 시

뮬 이션을 사용하는 방법과 직  측정하는 방법이 모

두 필요하다. 시뮬 이션 기법이 아닌 실제로 방사선량

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실 인 문제들 있

다. TLD 소자를 이용하면 공간 인 문제의 향에서 

크게 벗어 나 방사선량을 측정이 가능하다. TLD  소자 

자체의 성능이 향을 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방사선량 측정이 가능한 장 도 있다. 를 

들면 높은 자기장 속, 수 , 진공 혹은 극냉의 환경 

등에서의 방사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가장 안정 인 

방법이다. TLD 소자의 배치 방법과 배치 수를 제어하

면 공간의 크기와 상 없이 넓은 지역의 방사선 선량률 

지도를 작성 할 수 있어 사용 용도가 넓다.

 재 다양한 종류의 TLD 소자가 개발 되어있고 한 

개발되고 있으며 각각의 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

인 특성들이 모두 다르다. 이 물리  특성을 용도에 맞

게 분석한 후 정리해 놓으면 다양한 환경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 의 TLD 소자를 선택 할 수 

있어 방사선량 측정 신뢰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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