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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Ÿ Development of an Equipment for Measuring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Ÿ Needs for personal radiation dose monitoring is increasing as widening of

radiation application fields.

Ÿ OSL technic is a new method for radiation dose assesment which may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conventional thermoluminescence technic.

Ÿ Various application parts of OSL technic including environmental,

retrospective, medical dose assesment.

Ÿ Development of OSL measurement system is an essential study for

developing new OSL dosimeter material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Ÿ Development of technic for controlling light emitting rate of high

brightness LED for stimulation light, and measuring the light from LED.

Ÿ Characterization and optimization of filter system used for separation of

OSL and stimulation light.

Ÿ Concept design of OSL measurement system.

Ÿ Composition and test of a prototype OSL measurement system.

Ÿ Theoretical study for OSL mechanism, and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deconvolution of OSL curve.

Ÿ Development of a software for analysis of OSL curves.

Ⅳ. Result of Project

Ÿ Development of stimulation light package using 3 W Luxeon III and 5 W

Luxeon V high brightness blue LEDs.

Ÿ Development of filter package for separation of OSL and stimulation light

by characterization of GG-420 and U-340 filters.



Ÿ Development of temperature control system for sample holder (room

temperature - 300 ℃).

Ÿ Design and assembling a prototype OSL measurement system.

Ÿ Development of an OSL measurement system based on test results of

prototype system.

Ÿ Development of a software for analysis of OSL curves (TOLAnal).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Ÿ The developed OSL measurement system and the analysis software are

used for development of OSL technic which will be used for several

application fields (personal, environmental, retrospective dosimetry).

Ÿ Application for developing new OSL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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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광자극발광(Optically Stimulate Luminescience, OSL)1)과 열자극발광

(Thermoluminescence: TL)2)은 방사선이나 고에너지 입자선에 노출된 내부 결

함을 가진 결정체의 변화가 빛이나 열적 자극에 의해 다시 빛의 형태로 방출하

는 물리현상이다. 이때 방출되는 빛과 자극의 조건을 분석하면 결정상태나 방사

선 등에 노출된 이력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을 자체적으로 결정의 결함을 조사

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결정체가 과거에 받은 방사선량을 평가하는 선

량계로서의 역할에 이용되고 있다.

선량계로 이용하는 TL Dosimetry(TLD)가 OSL Dosimetry(OSLD)에 비해

서 장치구현이 단순하여 초창기부터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OSLD가 자극광원으

로서 고휘도 LED를 이용하게 되면서 점점 그 이용도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3).

특히 OSLD는 TLD와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OSL은 TL이

가지고 있는 열적인 자극에 의한 시료의 손상, 재판독이 어려운 점 등을 극복할

수 있고, 아울러 자극광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키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TLD

가 담당하던 피폭 방사선량 모니터링에서 OSLD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방사선량 복원, 연대측정 등 그 사용역역이 확대되는

중에 있다. 사후방사선량 복원의 경우 예기치 않는 방사선 누출사고에 대한 피폭

의 정도를 주변 토양이나 건축구조물,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평

가해 내거나, 수입식품의 방사선 노출 정도를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안정, 식품조사 등 여러 영역에서의 이용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OSL 측정장치(판독기)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OSL에 대한 기초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를 통해서 OSL의 기반연구의 일환으로서, 원형 OSL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OSL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또한 고성능의 OSL 물질을 개발하

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하려는 OSL 측정장치는 자극광원으로서 470

nm ~ 750nm 의 고휘도 LED를 사용하도록 하고, 열자극 기능을 부가해서 TL

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서 취득되는 발광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2차적인 목적으로 하

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원형(protype) OSL 장치 제작을 위해 OSL 특성을 가

진 물질들의 광학적 자극을 위한 광원부의 설계 및 제작, 제어를 우선적으로 수

행하였으며, 자극광원과 시료로부터 자극 발광된 광신호 사이의 간섭효과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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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광필터 조합을 구성,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최적화된 광

필터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시료홀더는 열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

막으로 PC와 원형 OSL 장치 사이에 다양한 데이터수집장치(data acquisition

system; DAQ)들을 이용하여 전체 장치의 자동화 및 장치제어 프로그램의 개발

성하였다. 원형 OSL 장치의 신뢰도 및 재현성 평가를 위해 이미 상용화되어 있

는 대표적인 OSL 물질인 Al2O3:C의 OSL 특성곡선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기존

의 상용화된 OSL 장치로부터 얻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원형 OSL 장치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2~3차년도 연구에서는 원형 OSL 장치의 제작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TL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다기능 TL/OSL 측정장치를 구성하였다. 원형 OSL 장

치의 성능에서 광량뿐만 아니라 온도제어를 보다 정교하게 하여 특정 온도 조건

에서 OSL 측정, TL과 OSL의 동시 측정 등 다양한 측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TL/OSL 발광곡선 분석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발광물질의 TL/OSL 데이터를 이 현상에 관련

된 다양한 모델에 적용시켜서 물질의 발광특성을 알아내고, 최종적으로 물질의

트랩의 물리적인 특성과 트랩에 포획되어 있던 전자의 농도를 알아낸다. 이 프로

그램은 지금까지 제안되어 있는 발광에 관련한 각종 모델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열자극과 광자극이 동시에 가해지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신물질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3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956년 OSL 현상을 개인선량기술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 제안되었

지만4) 자극광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널리 응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5

년 이래 Oklahoma 대학의 McKeever, Akselrod 등에 의해 Al2O3:C에 펄스형

OSL(POSL)이 적용되면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5)6). 이후 미국의 Landaur 사에

의해 OSL 개인선량계가 상품화 되었으며, 이어 덴마크의 국립 RISO 연구소에서

자극광원을 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청색 발광다이오드 등을 이용한 OSL 판독

기가 개발되어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다7). 특히 RISO의 것은 UV부터 IR까지의

넓은 자극광의 파장영역(395 ~ 900nm)과 5㎲ ~ 1 s의 범위의 펄스폭, 필터의

조합에 의해 300 ~ 650 nm 발광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 20 ~

700°C의 정교한 온도제어능력 등이 조합되어 있다. 아울러 48개의 시료를 미리

입력된 절차에 따라 의 베타 선원으로 방사선조사를 하거나 열처리,

OSL/TL 발광측정 등을 순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식품조사, 연대측

정의 용도에 널리 쓰이고 있다8).

반면, 국내에서의 OSL 현상에 대한 물리학적 기초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이

를 유적의 연대측정용으로 이용하는 지질학에서의 요구 때문에 본 연구를 시작

하는 시점에서 OSL 판독기가 몇몇 대학이나 문화재연구소에 몇몇 수입되어 있

었다. 최근에는 수입식품의 안정성확보차원에서 방사선방역이력을 조사하기 위한

용도로 다량의 기기가 수입되거나 수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OSL과 인접한 영역인 TL에 대해서는 과거 몇몇 대학에서 기초적인 연구결

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는 거의 실적이 보고되지 않고 않다. 본

연구진은 TL 현상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여 TL 스펙트럼 측정장치를 국내 최초

로 개발하였고,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TL 물질의 개발에 기여하였다9). 또한

TL 발광곡선을 해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상용화 수준의 분석 프로

그램을 제작하였다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TL에 대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활용

해서 OSL에 대해 세계적인 연구 수준을 따라가면서 장차 OSLD의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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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다기능 OSL 측정장치의 개발

1. 장치의 구성

그림 1은 TL/OSL 측정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열자극은 시료 아래의 히터를 통하며, 광자극은 시료에 경사지게 설치한 광원을

이용한다. 이러한 열이나 빛으로의 자극에 의해 방출되는 발광(luminescence)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광증배관 (Photomultiplier tube: PMT)을 이용하여 검출

하게 된다. 이들 전체는 측정과 자극의 제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하게 된다. 열자극이 필요한 TL의 경우는 기존 연구를 통

해서 이미 개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OSL의 측정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서

술한다11)..

그림 1. TL/OSL 측정장치의 구성도 

가. 주장치부

주장치부는 균일한 외부 자극광을 시료위에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60도 간

격으로 6개의 광원홀드를 가지도록 설계하였으며, 자극광과 시료로부터 방출된

광 신호 사이의 간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PMT와 시료대 사이에 광학적

필터들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였으며, 주장치의 기본구조를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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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원홀더, 시료홀드, 열원 그리고 

PMT 홀드를 포함하는 주장치부의 개략도. 

      

그림 3. 주장치부 구성요소.  

나. 광원부

주장치부에 포함되는 광원부의 세부 구성은 그림 4(a)를 통해 볼 수 있으며,

LED 광원, 집속렌즈, 그리고 필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형 OSL 장치 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광원은 Luxeon III형 LXHL-PB09 3W Lambertian

Blue인 고휘도 청색 LED 이었으며, ~420 nm 이하의 단파장 차단필터 (cutoff

filter)인 GG420을 사용하였다. 3W 출력의 Luxeon III형 청색 LED는 고전력

LED로서 발광 시 급격한 온도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안정한 온도

특성은 균일하고 안정한 자극광을 요하는 OSL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주장치부를 구성하는 광원부 (a)와 PMT와 시료 

사이의 광필터부 (c)의 세부 단면도.

광원부는 시료위에 조사되는 자극광의 세기가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

을 유지해야 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AD 변환기

(AD620)와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자극광의 세기 변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되먹임회로(feedback circuit)를 구성하였다. 자극광의 세기를 포토다이오드를 이

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AD620으로 되먹임시킴으로서 이미 설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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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극광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되먹임회

로. 

극광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광 구동전압을 실시간으로 제어

할 수 있게 하였다. 되먹임회로를 이용하여 자극광의 세기를 선형 등 임의의 함

수형태로 제어할 수 있었다.

다. 광필터부

OSL 장치구성에 있어 자극광과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광 신호는 상호 독립

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광자극발광 신호를 측정하는 동안 자극광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광필터의 조합이 요구된다. 본 장치구성에 있어

광필터의 조합은 Al2O3:C 시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필터의 구성을 통

해 최적화된 광필터의 조합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림12는 U340 밴드패스필터와

GG420, GG455 차단필터들의 조합에 따른 광 투과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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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340과 GG420의 조합에 따

른 광 투과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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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G455와 GG420의 광 투과스

펙트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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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700 nm 영역의 빛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 조

합에 따른 광 투과 특성곡선. 

U340과 GG420, 그리고 U340과 GG455 필터를 조합할 경우 자극광으로부

터 ~300~400 nm 파장 영역의 빛을 차단할 수 있었다. GG455와 GG420 필터의

광 투과 특성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300~400 nm

파장 영역의 빛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700 nm 근방의 장파장 영역 빛은 여전

히 필터를 투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8에서와 같이 두 개의

U340 필터를 사용할 때와 두 개의 U340과 단일 GG420 필터를 조합할 경우

~700 nm 근방의 장파장 영역 빛이 완전히 차단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필터

조합 이외에 DUG11과 U340의 필터조합을 통해 OSL 측정에 있어 S/N 비를 크

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라. 열원부

TL 측정에 있어 시료의 초기화 및 트랩준위를 완전히 비우는 과정, 즉

bleaching 또는 zeroing을 위해 그리고 OSL 측정에 있어 온도에 민감한 트랩준

위를 비우기 위해 시료의 열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본 OSL 장치 구성에 있

어 열원부의 구성은 그림 9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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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열원부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되먹임회로.   

비열 0.10~0.12 cal/g℃ 그리고 비저항이 ~72 μΩcm인 스테인리스

(SUS304)에 고 전류를 통전시켜 열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열원의 온도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단위 온도증가에 따른 기전력이 ~40 μV인 k-type 열

전쌍을 이용하였다. 기전력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를 증폭시키기 위해 AD595 전

력증폭기를 사용하였으며, 증폭된 신호를 LabView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되먹

임회로로 재입력시킴으로서 열원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원부의

세부 단면도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실제 열원부의 온도를 선형적으로 증가시

킬 경우, 기준 온도에 따른 열원의 실제 온도 변화가 거의 선형적으로 제어되고

있음을 그림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열원부의 세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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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간에 따른 기준온도와 열원의 온도 변화. 

마. 원형장치의 제어시스템

그림 12. PC를 통한 원형 OSL 장치 제어를 위한 흐름도.  

그림 1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DAQ NI-6009와 Keithley 236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자극광의 세기 제어 및 측정, 열원부의 온도제어 및 측정, 그리고

PMT를 이용한 OSL 신호의 측정을 PC를 통해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원형 OSL 장치의 자동제어는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

현하였으며, 장치 제어는 PC 모니터 상에 나타난 제어디스플레이 상의 다양한

기능 (그림 13)을 이용함으로서 가능하게 하였다. OSL 장치 구동에 있어

CW-OSL과 LM-OSL 모드12)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TL 측

정도 선택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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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C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제어디스플레이 모양 및 

기능.    

2. 장치의 제작결과와 성능평가

가. 원형장치의 세부 구성도

아래 그림들은 실험실 수준의 TL/OSL 장치를 개발하기 전단계로 개발한

원형 OSL 측정장치이다. 이 장치도 가열제어부가 있어서 TL 측정에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온도제어 성능을 시료의 열처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기 때문에

TL을 정교하게 측정해 내지는 못한다.

그림 14. 원형 OSL 장치의 DAQ와 전원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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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원형 OSL 장치의 제어를 위한 전자회로부. 

그림 16. 원형 OSL 장치 외형. 

그림 17. 원형 OSL 측정 장치

나. 다기능 TL/OSL 장치의 세부 구성도

앞서의 원형 OSL 장치를 기반으로 하여 온도제어를 정교하게 할 수 있고,

시료의 장착을 서랍식으로 용이하게 한 TL/OSL 장치를 개발하였다. 특히 광량

의 측정을 기존의 전류 모드에서 광계수 모드로 변경하여 배경광(backgroun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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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림 18. TL/OSL 측정 장치 

다. 원형 OSL 장치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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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W-OSL 모드를 이용하여 Al2O3:C로부터 얻은 OSL 

특성곡선. 방사선원: X-선(40 kVp, 4mA), 노출시간: 2s, 5s, 

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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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노출시간이 10s인 시료로부터 얻은 OSL 특성곡선의 

fitting 결과. 붕괴곡선이 두 개의 성분(적색실선과 연두색실선)

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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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LM-OSL 모드를 이용하여 Al2O3:C로부터 얻은 OSL 특성

곡선. 방사선원: X-선(40 kVp, 4mA), 노출시간: 2s, 5s, 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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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노출시간이 10s인 시료로부터 얻은 LM-OSL 특성곡선

의 fitting 결과. 붕괴곡선이 두 개의 성분(적색, 연두색)으로 구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절 TL/OSL 분석 프로그램 개발

1. TL/OSL 모델

방사선 개인피폭 선량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널리 알려진 기존의 방법으로

TL이 있다. 방사선에 노출되어 트랩에 전자가 포획되어 있는 준안정상태

(meta-stable state)의 물질을 열적으로 자극해서 트랩의 전자들을 전도대

(conduction band)로 여기 시키면 이들은 다시 금지대(forbidden band)에 존재

하는 물질의 결함에 의해 유도된 재결합(recombination) 준위와 결합함으로서 빛

을 방출한다. 이렇게 열적으로 자극하는 TL과 유사한 형상으로 광자극에 의해

최종적으로 빛을 내는 현상이 OSL이다.

그림 23은 TL과 OSL 과정에 대에 대해 널리 인정되고 있는 물리적인 모델

이다. 결정의 결함에 의해서 생긴 두 가지 종류의 트랩 준위와 재결합 준위에 의

해 발광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방사선 등 외부의 에너지 공급에 의해 가전자

대(valence band)의 전자가 트랩 준위로 여기한다. 이 상태는 외부의 자극이 없

으면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는 준안정상태에 있게 된다. 이 상태는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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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는 적절한 자극에 의해 원래의 안정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빛을 내게 된다.

이 과정이 외부의 열적자극에 의할 때가 TL, 빛의 자극에 의할 때는 OSL이다.

그림 23. 열자극 및 광자극 발광 메커니즘 

그림 23은 하나의 트랩과 하나의 재결합 준위를 순환하는 전자의 흐름방정

식으로 모델화 되는데 이를 단일트랩재결합 모델(one trap one recombination

center model: OTOR)이라 한다13). 이 모델은 비교적 단순하여 값의 범위에 대

한 가겅을 거치면 기존의 1차근사와 2차근사의 해석으로 회귀하게 되어 널리 채

용되고 있다. 그림에 나타낸 몇몇 물리적인 양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흐름방정식

(flow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1)




 (2)










  (3)

여기서 은 트랩(trap)의 밀도로서 불순물 등에 의한 원자배열의 총체적인

결함에 의존한다. 또한 는 재결합이 일어날 확률로 재결합 중심의 밀도 등에

의존하고, , s, , 는 트랩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각각 재트랩확률, 이탈진동

수, 열적활성화에너지, 광자에 대한 흡수단면적(cross section)이다. 그리고 열적

자극에 의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정공의 밀도 의 시간적 변화율 


에 발광

량 가 비례하여 이것이 광증배관 등의 측정장치를 통해서 직접 관측된다. 또

한 방정식의 는 열과 빛에 의한 자극으로 전도대로 여기되는 확률인데 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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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열자극발광(TL)의 경우 , 와 시료에 가해지는 온도 에 의해,

광자극발광(OSL)의 경우 와 시료에 가해지는 자극광량 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for
  for

(4)

기존에는 TL과 OSL을 나누어서 별개로 전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다룬다. 따라서

  (5)

이다. 만일 계가 단 하나의 트랩만 가지고 있다면 초기에 주어진 트랩의 전

자밀도, 트랩의 정공밀도, 가전자대의 전자밀도의 , , 세 값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위 방정식의 지배를 받아 변화되는 단순한 상황이 된다. 한편 여러 개

의 트랩이 있다면 이들 사이를 넘나드는 경우도 감안해야 하여 매우 복잡한 문

제로 된다. 여기에서는 이들 서로 교란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하다

고 보아 단일 트랩들이 단순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논의를 제한한다.

2. 근사법

앞의 세 연립미분방정식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해석적인 풀이가 불가

능하다. TL의 경우 방정식에서 볼츠만 인자 exp


에 들어 있는 온도 가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근사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는데 특히 이 매우 작거나, 1인 경우에는 거의 해석적이라고 할만한

해가 밝혀져서 이를 각각 1차근사(1st order kinetics; 1OK), 2차근사(2nd order

kinetics; 2OK)라 한다. 거의 해석적인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볼츠만 인자를 포함

한 적분함수 형태로 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OSL의 경우는 TL보다

는 더 단순하여 1차근사, 2차근사 및 일반차근사(general order kinetics; GOK)

에 대해 자극광량 을 일정하게 하거나 선형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대한 완

전한 형태의 해석적인 해가 알려져 있다.

보편적으로 전도띠의 전자밀도는 트랩의 전자밀도에 비하여 훨씬 적다.

 ≪ (6)

또한 이것들의 시간 변화율도 대체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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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제로 이 가정의 적합성을 여러 가지의 초기 조건, 계수들에 대하여 근사식

을 동원하지 않은 완전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검증해본 결과 발광이 거의 꼬리를

감추는 영역에 와서 트랩전자밀도가 바닥을 보일 때를 제외하고는 잘 성립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 두 가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데 전하량 보존

관계인 와 ≈ 를 이용하면

≈ (8)

여기서 도입한 는 깊은 트랩(deep trap)에 의하거나 다른 이유로 정공 밀

도가 트랩밀도 보다 초과된 밀도를 말하며, 이 값은 발광의 과정에서 변하지 않

는다고 가정한다. 이 값을 도입하지 않은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의 한 근

사형태로부터 유도되는 혼합차근사(mixed order kinetics; MOK)가 기존의 일반

차 근사보다 더 물리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14)15)16). 이때에 로

두면 ≈의 조건에서  이면 1차근사, 이면 2차근사가 되고, 이들 중

간값에서는 두 근사가 물리적으로 의미있게 연결된다.

이제 발광량은

 


≈


(9)

으로 둘 수 있어 앞의 연립방정식에서의 몇몇 변수가 소거되어 오직 만

있는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진다. 즉







(10)

오른편 두 항의 항등식을 에 대한 미분방정식으로 보아 이의 해로부터

최종적으로 발광량 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록 온도 가 시간에 대

해 선형이라 해도 일반적인 의 값에 대해서는 이를 해석적으로 풀 수 없고 단

지 이 0이거나 1인 경우에는 이 방정식이 단순하게 되어 해석적인 풀이가 가능

하다. TL이든 OSL이든 (10)식으로부터 발광곡선을 구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근

사를 거쳐서 1차근사, 2차근사, 일반차근사, 혼합차근사로 발광곡선을 구하여 트

랩의 물리적인 특성을 추출하였다. 이들의 계통은 다음 그림 24로 나타내었다.



18

그림 24. TL과 OSL의 근사해의 모델들의 계통도 

본 연구에서 식 (10)에서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고 수치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일반근사법

+(general approximation+; GA+)이라 칭하여 학계에 발표하였다17). 여기서 +

라고 붙인 것은 과거 (즉, )를 도입하지 않은 모델에 비하여 보다 일반화 된

모델이기 때문이다.

(10)식을 정리하면,














 (11)

여기서 왼쪽 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적으로 적분된다.


 ln


ln




 ln
 






 ln
 




(12)

(11)의 우항은 물질이 처음부터 시간까지 받은 자극의 누적량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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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10) 식은 다음의 방정식으로 된다.


   (14)

비록 이렇게 잘 정리되지만 이 0이나 1인 경우를 제외하고 (14)식을 

를 명시적인 함수꼴로 표현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이 의 미분값으로 주어지는

발광량을 양함수(explicit function)로 표현하기 힘든다. 그러나 컴퓨터로는

 가 쉽게 수치적분되고 또한 
가 그 수치적분값과 같은 값을 가

지는 을 구하는, 즉 근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 적절한 수치해석기법으로 다룰

수 있다. 
는 뉴턴 법(Newton method)에 의해 아주 빠른 속도로 근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이다. 비록 TL에서 온도가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지 않

고 임의의 형태라도 마찬가지므로 지금까지의 경우에서처럼 시료의 온도를 선형

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즉 시시각각의 온도만 읽어두게 되

면 위 좌변 수치적분이 되고 따라서 실험결과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열자극과 광자극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15)

(13)식이나 (14)식에서 보다시피 이들 함수는       등 물질의 물리

적인 특성에 의존하고 이 값들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질의

TL/OSL 특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개발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이들이 정해

야할 미지수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최적화 과정에서 값들을 바꾸어 가며 무수히

많은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한 계수에 대하여 계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최적화를

실현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온도를 선형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에 대해서 미리 지수적분함

수 같은 특수함수로 정의할 수 없어서 속도의 약간의 속도감소요인이 있다. 이에

따라 의 열자극에 대한 적분부분, 즉 









 에서   의 이차원

500×50의 격자에 대하여 함수값을 미리 계산해 둔 것을 이용하여  에 대해서는

뉴턴-코트 적분(Newton-Cotes integral)을, 에 대해서는 보간법을 적용하여 격

자점을 벗어난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알게 된다. 이 경우는 온도를 선형으로 올

리는 경우에 비하여 좀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한 정밀도에서 약간 손실

이 있어 이는 최적화과정에서 몇 배의 계산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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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자극에 대한 적분부분, 즉 




 은 보다 다루기가 손쉽다. 이

는 누적광자극량에 해당되므로 자극광량의 측정치로부터 바로 계산해 둘 수 있

어 수치해석에 아무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즉, 광자극만 가해지는 일반적

인 OSL의 상황은 선형함수, 지수함수, 펄스 등 어떤 함수형태로 자극광을 가하

더라도 동일한 속도로 수치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에 대한 수치해석은 비교적 어렵지 않는데 이 함수가    이

고, 1계미분이 0보다 적어서 감소함수이고, 2계미분이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고,lim
→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인

뉴턴 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의 문제는 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인데

뉴턴 법으로 10회의 순환이내에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분석 프로그램

본 선량평가 분석용 소프트웨어는 MS Windows 기반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

제하였다. 초기에는 개발도구로서 Visual Studio .NET 2008(닷넷)을 이용하였다.

닷넷은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비주얼 C#을 통합시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점, 인터넷에서 구동되는 웹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점 등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림 25는 개발한 프로그램의 스크린 샷이다.

(http://physica.gnu.ac.kr/tlanal)

그림 26에서 File 메뉴는 TL/OSL 데이터 파일, 통합 프로젝트 관리 파일,

트랩정보 파일 등을 관리하게 하고, Edit 메뉴는 데이터나 트랩 정보를 편집하게

한다. Analysis는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 메뉴로서 이를 통하여 최적화 과정

을 실행하고, 한편으로 TL/OSL 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Option 메뉴

는 최적화 전략 등을 수정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등 최적화 및 수치해석 관련 사

항을 미세 조절하도록 한다.

한편 하나의 피크에 해당하는 트랩을 도입할 때, 수동으로 계수들을 초기 설

정하는 것이 효율을 크게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트랩 편집창을 다음과 같

이 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트랩에 대한 몇몇 계수의 초기값이나 변화 범

위를 아주 쉽게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근사 모형을 새로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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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개발 프로그램 (TolAnal)의 스크린 샷.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데

이터는 열자극과 광자극이 혼합된 경우이다.

그림 26. 하나의 트랩의 계수를 변경하는 편

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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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닷넷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운영체제로 MS Windows에서 최적

의 상태로 운영된다. 뿐만아니라 TolAnal.EXE의 이름으로 된 실행 파일은 전체

를 ActiveX로 모듈화 시키면 TolAanal.OCX의 형태의 웹에서 실행되는 프로그

램이 되어 원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나 미정계수의 수 등에서 컴퓨터의 메모리

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없어서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특

히 고정된 하나의 시료에 대하여 다양하게 온도나 자극광량을 변화시키더라도

종합적으로 미정계수를 추출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잘 정해지지 않

는 계수를 정밀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온도ㆍ광량을 특정한 비율로 올리기는 것

에 병행해서 피크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온도ㆍ광량를 고정시키거나 온도ㆍ광량

의 상승률을 특정한 함수 등으로 바꾸어 해석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거의 동일한 시료를 다양한 환경의 방사선에 노출시킨 경우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계수를 최적화시키므로 이들 각각의 노출 정도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는 열자극발광의 물리적인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량계에 사용하는 물질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온도ㆍ광량를 일정하게 올리는 경우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시험 운용해 본

결과, 피크 다섯 개를 가진 발광곡선을 일반근사법으로 최적화를 시켰을 때 약

30개 정도의 미정계수를 정하는데 보편적인 PC로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수치해석의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은 임의의 함수로 온도를 올리면서 광

자극을 병행하는 경우인데 이때의 속도는 약 5～10배 정도 느린 결과를 보였으

므로 1시간~2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에 선량계의 온도특성이 좋지

못하여 온도가 약간 선형에서 벗어나게 증가한다면 초기에 선형을 가정하여 최

적화를 수행하고, 마지막 단계에 실제의 온도의 변화를 적용한다면 위와 같은 경

우 30분 정도로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선량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질의 피크가 3개 이내이고, 또한 몇몇 계수

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므로 계산 시간은 모든 계수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분석을 수행한 앞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줄어들게 된다. 특히 특정 시료에 대한

물리적인 계수의 데이터가 많이 확보된다면 실시간으로도 각각의 트랩에 포획된

전자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선량계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해석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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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프로그램의 분석능력 평가

TL의 경우와 달리 OSL의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데이터 해석을 1차근사, 2

차근사와 일반차근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OSL의 데이터를 완전

한 흐름방정식으로부터 생성시켜서 이를 여러 모델로 분석하였다.

아래 표 1은 각종 근사모델에서 다루게 되는 각종 트랩 파라미터들을 보이

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근사를 취하지 않은 모델인 FI(full

iteration)에 비해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GA+는 단지  ,  의 정보만이

무시되므로 가장 정교한 근사라고 할 수 있다.

Abbreviation Kinetic model Undetermined parameter

1OK 1st Order Kinetics    

2OK 2nd Order Kinetics    

GOK General Order Kinetics     

MOK Mixed Order Kinetics     

GA General Approximation      

GA+ GA Plus       

FI Full Iteration         

표 1. TL/OSL의 모델에 대한 각종 트랩 파라미터

비록 본 프로그램이 OSL의 자극광량을 임의로 하더라도 분석능력이 저하되

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LM-OSL(linear modulation OSL) 모드를 이용하였다. 그

리고 하나의 트랩만이 존재하며, 광량의 증가율을  로,

 ×,  , , ×,  ×  ,

∼ 로 두었다.

그림 27은 (a) , (b)  의 상황인데 각종 모델에 대한 해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GA+가 가장 최적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OM-0.005%).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정 파라미터의 수가 많으면 더 좋은 결과

를 보인다. 이는 MOK에 비해서 과 의 두 파라미터가 더 도입되어 있고, GA

에 비해서도 가 더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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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I로 생성한 LM-OSL 데이터와 이를 GA+, 

GA, MOK, GOK, 1OK로 분석한 잔류량 그래프. 

한편 그림 28은 FI 모델에서 를 0.1 ~ 1.0의 범위에서 0.05 간격으로 변경

시켜서 이를 GA+와 MOK로 를, GOK로 를 추출한 그래프이다. 비록 MOK

가 최근에 들어서 물리적인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GA+에 비해서 를

제대로 맞추어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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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FI로 다양한 에 대해서 GA+, MOK, GOK로 해석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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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는 OSL 측정장치의 개발이 주된 목적으로 3장에서 언급한 것처

럼 두 개의 OSL 측정장치를 제작하였다. 1차적으로 OSL 장치에 대한 개념 정

립을 목적으로 한 원형 OSL 장치는 필터의 선택, 온도조절 성능, LED 광원의

제어 등 몇몇 난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시료의 TL과 OSL

발광을 측정하는데 애초에 설정한 성능에 충족되었다. 단지 시료의 장탈착이 용

이하지 못하여 측정속도 면에서 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다. 원형

OSL측정장치에서 기본적으로 자극광원의 배치, 시료의 장탈착 등 기계적인 부분

의 설계를 보다 세련되게 개조하였으며, 또한 발광량에 대해 광증배관의 전류로

측정하던 방식을 광계수(photon counting)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중의 상업용 장

치의 성능에 필적하게 되었다. 특히 최종적으로 개발한 장치는 자극광원을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OSL 물질에 따른 최적의 파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수준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OSL의 발광곡선을 해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취득된 물질의 발

광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Windows 기반

의 프로그램은 시료가 광자극이나 열자극이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까지 해석할

수 있어서 OSL 물질과 TL 물질, OSL과 TL 모두의 특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서도 다각도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OSL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추후에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OSL 신물질 개발, OSL 측정기술,

OSL을 이용한 선량측정법, OSL의 검역기술 등 국내의 증대되는 OSL 관련 수

요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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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OSL 측정장치는 수동형이다. 따라서 이는 OSL 신

물질 개발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식품의 방사선 피폭량조사, 연대측정 등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형의 성능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업용 기기인 RISO의 제품은 시료를 48개까지 교대로 방사선처리, 열

처리 등 다각도로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측정부분에 기계

적인 부가장치가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본 기기는 보다 폭넓은 응용을 위해서

이러한 부가장치가 장착되고, 또한 일정한 순차에 의해 다양한 처리를 가할 수

있는 제어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으로 개량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기기의 전체적인 국산화가 가능하고 제품

의 상용화를 기하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내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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