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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초․중등 교원을 통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과제는 초ㆍ중등교원을 통하여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

한 초ㆍ중등 교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원자력 관련 정보를 학교 교

육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하는데, 특히 학교 교육에서 교원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중 수용

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지식확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

력 개념이 학생의 과학적 개념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의 원자

력 및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정립이 지식확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현직 과학교사

들의 미흡한 원자력 이해 및 인식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원전확대를 위해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원전사업이 장기계획임을 감

안할 때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교육에 선행 투자함이 효과적이다. 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기술들과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래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차세대들이 이러한 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학교 교원들의 원자력

체감 교육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바르고 긍정적인 이해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미래의 주역이자 차세대인 미래의 국민

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원자력정책의 대국민적인 원만한 합의를 이

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과 범위를 5개의 세부 항목으로 진행하였다. 전국 사

범대학의 원자력관련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 대상 기존 원자력관련 연수

과정을 조사하고 초․중등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차세대 원자력 이해와

관련된 자료 및 설문 조사․분석을 하였다. 교육용 방사선측정 CsI 검출기와 전자회로를 조합

한 방사선 측정용 실험키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조사를 한다. 이 키트를 사용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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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을 개발하고. 방사선측정 실험키트 시작품 6대를 제작한다. 과학교사 대상 교육용 책자

를 단행본으로 개발하며. 초․중등 과학교사를 위한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실험과 실습에 기반

을 둔 초․중등 교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등 관리직 교원을 위한 원자력체감 프로그램

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 관련 과제들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상호협

력을 위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한다.

IV. 연구개발결과

전국 사범대학의 원자력관련 교육실태 파악과 초․중등 교원 대상 기존 원자력관련 연수과

정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의 내용과 연수과정 및 교육용 실험실

습 키트 사양을 도출하였다. 초․중등 교원 연수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위주로 작성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였고 소형 방사선측정 실험키트를 제작하였으며, 이

실험키트를 사용한 실험모듈 3개와 기타 실험장치를 사용한 실험모듈 7개를 포함하여 모두 10

개 실험에 대한 실험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또한,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와 견학, 실험

실습을 병행한 원자력 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를 통하여 산․학․

연이 원자력과 방사선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단순연수 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감마 분광분석실험을 신규로 개설함

으로서, 초․중등 과학교사들에 대한 원자력교육은 이론과 실험을 겸한 수준 높은 교육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구축한 상호협력체

계를 바탕으로 산․학․연 방사선분야 신진인력에게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주요 실험모듈 10개에 대한 실험메뉴얼을 영문으로 개발하여 본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국제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식실태 조사 결과는 과학교사를 위한 원자력 연수 프로

그램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본 연구과제에서 구축한 실험실습과 체험형태 교육프로그램은 과

학교사를 위한 원자력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및 전문인력의 원자력 연수과정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방사선측정 실

험키트 및 실험교재를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보급하여 학생대상 과학 실험용 장비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교육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원전 도입 예정 개도국 대상

국제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iii

SUMMARY

I. Project Title

Enhancing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through the Education Program for

Schoolteachers

II. Objectives and Needs of the Project

Since most students acquire their nuclear related information from classes and

mass-media, teachers, as knowledge propagators, can play a key role in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rough a nuclear eduction program for teachers from whom the next

generation would cultivate their ow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uclear and radiation

sciences. Thus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for incumbent teachers are essential, since

the teacher's understandings of nuclear and radiation science influence students directly.

Advanced investment on nuclear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would be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rove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at would be essentially

required to deploy nuclear power plants furth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in long-run, we have to encourage the next generation to take

their interest in those fields with positive perspectives. Thus a live nuclear education

program for teachers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to educate students effectively and to

improve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efficiently.

III. Contents and Scopes

To meet the project objectives, we set 4 sub-objectives. Surveying current status of the

teacher's college curricula related to the nuclear education and workshop programs for

teachers, we analyze the survey results to figure out their understandings on the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Devising electronic modules with a CsI detector, we assemble 6

experimental kits for radiation detection and develop lab. manuals for these devices.

Developing an introductory textbook on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echnologie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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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e a live education program for teachers with lectures and lab. sessions as well as

field tours. Arranging a regular research-industry-university meetings, we initiate a

cooperation body to setup a network for nuclear education and knowledge propagation.

IV. Results

We derived the contents of the introductory textbook on the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echnologies, the education programs and courses, and the performance criteria of

the experiment kit, on the bases of the survey results in the teacher's college curricula and

the workshop programs related to the nuclear education for science teachers. We developed

the introductory textbook with a tremendous number of picture and diagrams to provide

readers rich visual information on the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We fabricated 6

compact radiation detection kits with total 10 lab. modules included in lab. manual. We

carried out a nuclear eduction program for science teachers consisting of lectures, lab tours

and radiation detection experiments to experience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Also

we established a working group to build a research-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for nuclear and radiation education and knowledge propagatio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gave us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education environment

greatly from tasteless theory-oriented lectures to field tours and experiments that would

stimulate the teachers' interesting in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The cooperation

body anticipates that the radiation detection kits would give enough experiment courses to

fresh workforce of nuclear and radiation fields. Thus the Nuclear Training Center (NTC)

might demand more kits to implement the lab courses further in nuclear training programs.

IV. Further Application of the Project Outputs

The survey results would be valuable resources in establishing nuclear education

programs for general public as well as teachers. The newly established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mixture of lectures and lab classes could be adopted in nuclear courses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nuclear workforce as well. Schools can employ the radiation

detection kits to enhance their science education programs greatly. After preparing English

lab manual, the NTC is considering to implement the lab courses in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countries willing to introduce nuclear power plants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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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 목적

초ㆍ중등 교원을 통하여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초ㆍ중등 교

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원자력 지식의 올바른 이해 및 확산을 위해서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원자

력분야 교육이 필요함

■생활과 밀접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과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

는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함

학생들은 원자력 관련 정보를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하는데, 특히 학교 교육에

서 교원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중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지식확산 매개체

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개념이 학생의 과학적 개념 형성에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정립이 지식

확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현직 과학교사들의 미흡한 원자력 이해 및 인식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2. 경제․산업적 측면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정부는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여 2030년에는 전체 발전량

비중 을 59% (07년 36%)까지 제고하고 있음

■원전확대를 위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원전사업이 장기 계획임을 감

안할 때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교육에 선행 투자함이 효과적임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스 배출량 규제 등으로

원자력발전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 교육 측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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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에너지자원으로서의 원자력 이해를 차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은 에너지원

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기술들과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래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차세대들이 이러한 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원자력의 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학교 교원들의 원자력 체감 교육을 통해 원자력의 긍정적인 이해 및 원자력교육이 학사운

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

초․중등 학생들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미래의 주역이자 차세대인

미래의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원전정책의 대국민적인 원만한 합

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된다.

제 3 절 연구개발 범위

연구개발 세부목표 연구개발 범위

차세대 원자력 이해와 관련

된 자료 및 설문 조사․분석

■전국 사범대 물리교육과 또는 과학교육과 대상으로 교육과

정 및 방사선 실험장비 조사

■학생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는 접근 가능한 일부 표본조사

로 시행함

교육용 방사선측정 실험키

트 개발

■CsI 검출기와 전자회로를 조합한 감마선 측정용 실험키트

6대 제작

교육용 책자 개발 ■단행본으로 발간

초․중등 교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험에 기반을 둔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 운영 ■연간 4회 개최

전국 사범대학의 원자력관련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 대상 기존 원자력

관련 연수과정을 조사하고 초․중등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차세대 원자

력 이해와 관련된 자료 및 설문 조사․분석을 하였다. 교육용 방사선측정 CsI 검출기와 전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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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조합한 감마선 측정용 실험키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조사를 한다. 이 키트를 사

용한 실험 매뉴얼을 개발하고. 방사선측정 실험키트 시작품 6대를 제작한다. 과학교사 대상 교

육용 책자를 단행본으로 개발하며. 초․중등 과학교사를 위한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실험과

실습에 기반을 둔 초․중등 교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등 관리직 교원을 위한 원자력체

감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 관련 과제들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와 상호협력을 위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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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국제원자력기구(IAEA),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University, OECD/NE

A 등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원자력과 방사선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부[1]를 중심으로 K-12 과학진흥에 힘쓰고 있으며, LBNL, INL 등 국립연구

기관과 Idaho State Univ. Texas A&M Univ. Univ. of Michigan 등 원자력학과가 설치된 대

학에서 여름에 과학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원자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뉴저지주와 같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견학과 체험기

회를 제공하여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원자력학회에서는 여

름 4일 과정으로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과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우주방

사선과 관련하여 Cosmic Ray Observatory Project (CROP)에서는 교사들의 과학적 소양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여름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주방사선 검출장

비와 지리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장비를 참여하는 고등학교 옥상에 설치하여 우주방사선에 대

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다. 특히 프린스턴 핵융합연구소 (PPPL)에서는 과학교사와 학생들에

게도 여름방학 중 연구소에서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중요한 전력공급원인 유럽[3]에서도 European Nuclear Education Network

(ENEN)을 중심으로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양성과 과학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원자력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 원자력공사 UKAEA는 원자력과 핵융합에 필요한 자국

의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과학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

와 학생들에 대한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도 원자력청을

중심으로 원자력 연구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관련 대기업인 Arev

a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지방 학교 과학교육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3]은 비영리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JAIF)와 원자력협회(AESJ)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관련한 교육 및 대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일본 원자력기구(JAEA)와 일본 총합대학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고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견학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현황

교사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교과과정에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이 빈약하고 부정

적 인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세대에게 원자력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는 교

사의 원자력에 대한 지식부족과 지도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최근에 많이 늘어난 추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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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거나 홍보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문

적인 연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8월 충남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공

주대학교에서 실시한 첨단과학교사연수 RT반 운영이 그나마 가장 전문적인 연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1960년대부터 국내외 원자력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초 중등 학생 원자력캠프 운영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원자로 실험실습과정, 이공계대학생 실험실습과정

■사이버 원자력 교육과정 개발 운영

■차세대 원자력리더를 위한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프로그램개발 운영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차세대 원자력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교원 및 차세대 현장 교육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체험 전시시설(상설전시관, 이동전시관) 운영

한국수력원자력
■‘차세대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해 교과서 원자력관련 내용 개선

■원전홍보관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전시물과 시설견학

한국원자력아카데미 ■초 중 고생을 대상 ‘휴대용 방사선측정기 활용 방사선측정체험사업’

한국여성원자력 전문인

협회

■초 중등학교에서 회원들이 원자력 강연 프로그램

■퇴직 원자력전문가 활용 사업

한국동위원소협회

■(원자력 및 방사선알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홍보전시 및 방

사선 관련 시설 방문, 원자력 특강 등을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이 전력, 의

료,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하게 활용됨을 체험

■초중고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방학중 교원연수과정 개설․운영 등

■(학부모 연수) 중고 학부모대상으로 국내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시설 견학

(필요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 등

원자력교육연구회

■교사 및 전문직 등의 원자력의 발전원리, 필요성, 안전성 그리고 원자력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식 등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강의 현장실습 및 시찰 실시

■순수한 교원연수의 목적보다는 원자력 홍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

공주대학교 첨단과학교

사연수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매년 충청도에 근무하는 과학교

사를 대상으로 첨단 연수 실시

■2008년에 2차례 실시하였으나 원자력 또는 방사선에 관한 내용은 없음

■2009년 여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하여 ‘원자력의 기초’라는 내용으로

30시간(1주) 연수를 실시하였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인 교사연수가 가능할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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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자력 및 방사선 인식 실태조사

1. 서 론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은 새로운 개념

학습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학생들이 파지하고 있는 기존 개념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개념으

로 오개념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념 학습 이전에 학생들이 가진 선개념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 오개념의 근원으로서 학교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개념 진술과 그림 및 도표 등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있다 [4, 8].

학생들의 선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종합 ․ 분석해 보면, 과학 개념

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발원하는 출처는 넓은 의미로 자연에 대한 경험, 일상적인 생활 경험,

언어생활, 그리고 학교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오개념의 출처는 다시 ‘과학 학습에 사용된 교재’, ‘교사가 파지한 과학 개념에 대한 개인적 관

념’, 그리고 ‘과학 수업을 통한 언어의 연합’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다 [6].

학생들은 과학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사와 학생간의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획득한다. 따라서 과학 교사가 잘 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는 직접적으로 학생의 개념 획득에 영향을 주게 된다 [5]. 다시 말해, 좋은 교과서와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유능한 교사는 학교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환경, 그리고 교과서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교사에 의해, 교사를

거쳐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이용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우수성은 학습의

절대적 요소라 하겠다.

과학교사가 가진 과학 개념이 과학적이지 못할 때 이들 교사에 의해 수행된 학습지도의 결

과는 학생들의 선개념을 더욱 왜곡하거나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오

개념을 유발하는 근원을 제공할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상 12학년 물리 II는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교사라 할지

라도 현재 학생들이 물리 II 과목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방사선 개념에 대한 학습지도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12학년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학 능력 시

험 준비 등의 이유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교사들의 수업 준비도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설문 조사는 물리학의 방사선 개념에 대해 현직 과학교사들이 가

지고 있는 선개념들을 조사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습지도할 때 유의해서 가르쳐야할 개념들을

찾아보고 교사의 학습지도와 교과서 집필 시 고려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사선에 관한 선행연구는 허성구(1979) [9], 최경희 등(2003) [7]이 있으나, 모두 학습지도

에 관한 연구이거나 STS 측면에서의 여고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방사선 단원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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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부일 뿐 방사선 자체에 대한 개념 조사나 과학교사들의 방사선 개념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09년 8월 공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첨단과학교사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에 참가한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사회적

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직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의 구성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첫 번째는 설문에 응한 교사들의 기본정보(근무 학교급, 전공, 경력 등) 4문이며, 두 번째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10문항, 마지막 세 번째로 향후 원자력연수를 위한 사전 기초자

료 10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에 응한 교사는 모두 126명이며 전공별로는 물리전공 61

명, 화학전공 23명, 생물전공 12명, 지구과학전공 11명, 공통과학전공 19명이었다.

다음은 각 설문내용별 결과를 알기 쉽게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설문에 응한 교사는 총 126

명이었으나, 모든 교사가 전 설문내용에 응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내용에 따라서는 총

인원수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3. 현직 교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및 논의

가. 근무학교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예비 과학교사

설문에 응한 교사의 근무 학교급별 분포는 중학교 76.2%(93명), 고등학교 23.0%(28명), 예

비과학교사 0.8%(1명)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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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이 고등학교 공통과학 또는 고등학교 물리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예비과학교사’라고 응답한 사람은 아마도 ‘기간제’ 교사로서 공주대학교에서 실시한

‘첨단과학교사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란 임시직으로서 교육청으로부터 정

식으로 임명을 받지 않은 교사를 말한다.

나. 전공과목 : ① 물 리 ② 화 학 ③ 생 물 ④ 지구과학 ⑤ 공통과학

설문에 응한 교사의 전공별 분포는 물리 49.6%(62명), 화학 18.2%(22명), 생물 9.1%(11명),

지구과학 8.3%(10명), 공통과학 14.9%(18명)로 물리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에 관한 내용이 물리와 관련이 깊어, 물리교사가 많은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설문에서 대부분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많아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원자력연수를 목적으로 교사를 모집할 때는, 되도록 고등학교 물리

교사를 모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선생님 경력 :

① 5년 이하 ② 10년 이하 ③ 15년 이하 ④ 20년 이하 ⑤ 20년 이상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경력별 분포는 5년 이하가 54.5%(67명), 10년 이하가 8.9%(11명), 15

년 이하가 7.3%(9명), 20년 이하가 7.3%(9명), 20년 이상이 22%(27명)로 5년 이하의 경력을 가

진 교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젊은 교사가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자력 지식확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젊은 교사가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

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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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생님 학력 : ① 학사 ② 석사/석사과정 ③ 박사/박사과정

설문에 응한 교사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학사 59.8%(73명), 석사 또는 석사과정자가 36.1%(44

명), 박사 또는 박사과정자가 4.1%(5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대학원 이상

자도 40%에 이르고 있어 좀 더 심화된 전공을 이수한 자도 많았다. 이는 현장 교사들 사이의 분위

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마. 방사선에 관한 기초지식

(1) 방사선이란 '원소가 붕괴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① 예 ② 아니오

본 설문의 정답은 ②번 ‘아니오’ 이다. 오답자가 81.7%나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응답자의 49.6%가 물리교사이고, 54.5%가 5년 이하의 경력자임을 감안해 볼 때 심각

한 수준이다. 향후 원자력연수에 관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방사선의 기초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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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감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① 방사능 물질의 질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② 방사선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③ 방사능 물질의 핵자(양성자 및 중성자)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④ 방사능 물질의 궤도 전자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에 대한 용어의 경우 교과서에는 ‘방사성 원소의 원자핵의 수가 처음 수의
1
2 로 감소

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설문 문항에서 교과서 표현에 가장 근접한 답은 ①

번이며 방사능 물질의 질량과 방사선량은 서로 비례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②번도 정답이

라고 볼 수 있다. ‘반감기’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응답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반감기’에 대한

용어의 경우, 79%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①번과 ②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정답은 ①, ②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자는 79.4%(63%+11.1%)로 반감기에 대한

개념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감기가 방사선의 량보다는 물질의 질량에 의

존한다고 답한 사람이 많은데, 이는 교과서에서 반감기를 방사성 물질의 질량과 연관 지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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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③번이라고 답한 사람도 20.6%나 되어 적지 않은 분포를 보였다.

향후 원자력연수에 관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방사선 또는 방사능의 단위를 모두 고르시오

□ Bq(베크렐) □ Torr(토르) □ rad(라드) □ eV □ rem(렘)

□ 주울 □ rentgen(렌트겐) □ Ci(큐리) □ 가우스

다른 물리 단위와는 달리 방사선에 관한 단위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교사들조차도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 그러나 어떤 물리량을 언급할 때 그것의 단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접할 기회가 없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사선에 관련된 단위는 크게,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와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나뉠

수 있으며, 방사선량에 관한 단위는 인체에 관련된 단위와 인체와 무관한 단위로 다시 나뉠 수

있다. 방사능과 관련된 단위는 베크렐(Bq)과 큐리(Ci)의 두 가지가 있다. 방사선량 단위에는 먼

저 인체와 관련 단위로 렘(rem)이 있으며, 인체와 무관한 단위로는 뢴트겐(R)과 라드(rad)가

있다. 즉, 방사선과 관련된 단위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에서 방사선 또는 방사능과 관련된 단위는 Bq(베크렐), rad(라드), rem(렘), rentgen(렌트

겐), Ci(큐리)의 4가지이다. Bq(베크렐)은 37.3%(47명), rad(라드)는 32.5%(41명), rem(렘)은 23.8%(3

0명), rentgen(렌트겐)은 47.6%(60명), Ci(큐리)는 50.8%(64명)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rentgen(렌트

겐)과 Ci(큐리)로 답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X선을 발견하여 최초로 노벨 물

리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렌트겐을 소개하고 있으며,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한 사람으로 큐리부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rad(라드)와 rem(렘) 단위는 방사선 분야를 전공하거나 종사하지 않고서는 여간해서는 접

하기 힘든 단위 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이 의외의 결과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앞으로 설문을 구성할 때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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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핵의 불안정으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중성자 □ X선 □ 초음파

□ 전자기파 □ 양전자 □ 형광등 □ 라디오파 □ 전자 □ 양성자

방사선의 종류에 관한 질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자핵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선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자연방사선의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방사선의 종류는 초음파, 빛, 라디오파 등도 포함되지만 교과서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 종류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외에도 원

자핵으로부터 붕괴되어 나오는 중성자, 양성자, 중성미자, 중성자선, 중성미자 등도 방사선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설문의 정답은 방사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다. 그

러나 원자력 분야에 한정해서 방사선을 정의하게 되면 원자핵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물질만이 방사

선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설문의 정답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 양성자, 양전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설문 결과를 보면 알파선(84.9%, 107명), 베타선(81.7%, 103명), 감마선(110%, 110

명)에는 높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반면, 중성자(24.6%, 31명), 양성자(4.8%, 6명), 양전자(4.8%, 6명)에는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

이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에 잘 기술되어 있지 않다. 특히 X선에 답을 체크한 비율(35.7%, 45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의료분야에 널이 이용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비교적 쉽게 접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가르

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5)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방사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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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 방사선이 늘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대부

분의 사람들이 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 주변의 환경방사

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6)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인가?

① 방사선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방사선은 궤도의 전자가 비어 있을 때 외곽의 전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나오는 것이다.

③ 방사선은 원자핵 내의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분포할 때 발생한다.

④ 방사선은 화학반응에 의해 물질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한다.

⑤ 방사선은 전자와의 충돌로 인해 불안전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방사선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방사선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이며 그만큼 기초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불안정한 원자핵에서

보다 안정한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란 원자번호는 같으

나 핵자수가 다른 원자핵을 말하는 것이다. 즉, 원자핵에서 양성자나 중성자의 수가 이상적으

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원자핵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며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설문 항목의 경우에

교과서의 내용과 위의 설명 내용에 가장 가까운 답은 ③으로 볼 수 있다.

본 설문은 방사선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이 설문은 설문4와 연계된 것으로 보

아도 좋다. 즉 방사선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발생 원인도 다르게 잡을 수 있다. 설문4

에서 방사선의 범위를 ‘원자핵으로 방출되는 물질’로 한정했다고 보면, 본 설문도 그에 따라 정답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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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①은 정답이 아니다. ②에서 궤도의 전자가 비어 있을 때 외곽의 전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나오는 것은 ‘가시광선’ 또는 X선이다. 앞서 설문4에서 X선은 방사선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

문에 ②또한 방사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④에서 언급하고 있는 화학반응도

원자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자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④또한 방사선의 원인이 될 수 없

다. ⑤에서 방사선이 전자와 충돌하면 원자핵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가 불안정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즉 ①과 같은 설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⑤에 응답한 교사들은 의외로 상당히 높은 비율(23.8%, 30명)을 차지하였다. 역시 교사연수

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7) 알파, 베타, 감마선이 그림과 같이 전기장 속을 운동하고 있다. 이들 에너지가 모두 같을 때, (

)안에는 어떤 방사선이 되어야 하는지 써 넣으시오

교과서에서는 전기장 속에서 방사선의 운동을 알파선은 (-)극 쪽으로, 베타선은 (+)극 쪽으

로 휘지만 감마선은 어느 쪽으로도 휘지 않고 직진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알파선은

(+) 전하를, 베타선은 (-)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감마선은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이다. 방

사선의 운동 개념은 방사선의 구체적인 성질을 묻는 것으로써 본 설문에서는 심화개념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본 설문의 정답은 (-)극 쪽으로는 알파선이, (+)극 쪽으로는 베타선이 휘어진다. 어느 쪽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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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지지 않고 직진하는 방사선은 감마선이다. 대부분(64.8%, 81명)의 교사들은 정답을 보였지만 의

외로 오답자도 35.2%(44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방사선의 기본적 특성인 전하 특성조차 모

르고 있는 교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아마도 물리전공이 아닌 교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

되지만, 교사의 오개념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8) 방사성 붕괴의 종류에는 ‘알파붕괴’, ‘베타붕괴’, ‘감마붕괴’ 3가지가 있다. 만약 방사능 물질이 붕

괴를 할 경우, 위의 3가지 중 한 가지 붕괴만 일어난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방사성 물질의 붕괴과정에 관한 개념은 핵물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이 없이는 이

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의 세 가

지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각 붕괴과정에 대한 물리적 성질 변환의 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붕괴과정의 복합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앞에서 ‘방사선의

발생’ 개념에서도 이미 설명하였지만 방사성 물질의 붕괴는 불안정한 핵에서 안정한 핵으로 변

환될 때 일어나는 것으로써 1차 변환에 의해 변환된 핵이 여전히 불안정핵으로 머물러 있다면

안정한 핵으로의 변환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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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의 정답은 ②번이다. 설문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4.5%(18명)이었고, ‘그렇지 않다’

고 답한 비율은 85.5.4%(106명)이었다. 방사선의 붕괴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교사들에게는 매우 어

려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마도 방사선의 붕괴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질문의 의도 자체가 ②번으로 유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좀 더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9) 책상위에 X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 1g이 알파붕괴를 하고 있다. 방사선이 모두 붕괴하고 나면

책상위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본 설문의 정답은 ②번 ‘그렇지 않다’이다. ①번에 응답한 비율은 14.4%(18명)이었고, ②번에 응

답한 비율은 85.6%(106명)이었다. 본 설문의 의도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붕괴’라는 말을 ‘없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 인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이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교사들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이 있다. 각각의 에너지가 모두 같을 때, 인체에 위해한 정도

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 17 -

본 설문의 의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과연 교사

들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설

문의 정답은 알파선 > 중성자선 > 베타선 > 감마선의 순이다. 정답자가 불과 4.0%(5명)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들은 ‘방사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아마도

교과서에 방사선의 투과력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감마선 > 베타선 > 알파선의 순으로 되어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과서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방사선의 투과력뿐 아니라, 방사선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와는 별도로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바. 원자력연수를 위한 사전 정보

(1) 학교 수업내용 중에 원자핵에너지에 관한 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본 설문결과 ‘그렇다’고 답한 교사는 6.6%(8명)이고, ‘아니다’고 답한 교사는 93.4%(114명)이

었다. 그만큼 원자핵에너지에 관한 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원자핵에

너지 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가. 원자핵에너지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나.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다. 어렵고 생소하다.

라. 학생들이 어렵게 여긴다.

마. 단원의 분량이 적다.

바.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 수능에 출제되는 빈도수가 낮다.

아.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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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지막 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어려운 내용이라 개념 소개만

한다.

위의 내용에서 교육과정상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지식 등이 부족하여 수업하기가 어렵

다는 응답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처럼 ‘어렵고 생소하

다’, ‘학생들이 어렵게 여긴다’, ‘수능에 출제되는 빈도수가 낮다’ 등과 같은 이유로 원자력에너

지 수업을 소홀히 하거나 생략을 한다면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생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

다.

(2) 학교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수업을 하신 횟수는?

① 5회 이하 ② 5회 이상 ② 10회 이상 ④ 15회 이상

⑤ 교육과정에 있으나 하지 않음

본 설문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자력에 관련된 수업을 ‘5회 이하’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이 대부분 중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과정에 있으

나 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교사도 10.7%(13명)나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3)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수업을 할 때 애로사항은?

① 관련 수업자료 부족 ② 교사의 전문지식 부족 ③ 단원의 낮은 중요성

④ 학생의 관심 부족 ⑤ 기타의견 - 교과서 미편성

본 설문결과 원자력 관련 수업에서 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교사의 전문지식 부

족’(42.4%, 56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단원의 낮은 중요성’이 31.1%(41명)로 나타났는데 ‘단원

의 낮은 중요성’ 때문에 수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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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애로사항으로는 ‘관련 수업자료의 부족’이 18.9%(25명)로 나타났다. 아마도 원자력에너

지 관련 수업의 내용이 어렵고 학교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수업자료도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자력관련 교사연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원자핵과 관련하여 강의(사이버강의 포함)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1회, 2회 ② 없다

본 설문결과 원자핵과 관련된 강의(사이버강의 포함)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92.6%(113명)나 되었다. 아마도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과정에서도 중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관련 연수도 거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교사연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수업자료도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연수는 연수 이수학점으

로 연계되는 연수라기보다는, 관심과 흥미 유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홍보용 연수 성격이 강해

교사를 전문적으로 연수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사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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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교사연수 이수학점과 연계함으로써 교사로 하

여금 연수 참여의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를 통해 교사 스스로가 원자력관련 수

업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수업자료도 서로 공유하게 하면 자발

적인 연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교사분들의 원자핵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수업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원자핵에 관한 교사연수가 생긴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본 설문결과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가 10.7%(13명)이었고, 긍정적 참여 의사

를 밝힌 교사는 53.3%(65명)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원자력 연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

통이다’라고 답한 30.3%(37명)의 교사들도 모두 포함하면 94.3%(115명)의 교사들이 원자력연수

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자력 분야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편성

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알기 쉽

게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원자력 연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감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연수를 기획할 때는 교사들의 이러한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만 지속 가능한 연수가 될 것이다.

(6) 원자력에 관한 연수시기와 형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①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한 강의와 실험실습

② 휴무 토요일을 이용한 학기 중 강의와 실험실습

③ 파견을 통한 원자력연구원의 강의 수강 및 원자력 과학 연구 경험

④ 기타 의견 - 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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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원자력연수가 방학 때 이루지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8.3%, 84명). 본 설문을 준비할 때 ‘학기 중 휴무 토요일 연수 실시’에 많은 교사들

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6.5%(8명)에 지나지 않았다. 휴무 토요일을 이용하여

연수가 진행될 경우, 연수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떨어져 연수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파견을 통해 학교현장을 떠나 원자력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교사도 24.4%(30명)나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92.7%(68.3%+24.4%)의

교사들은 집중적인 연수나 교육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교사들의 이러한 의욕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원자력연수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야만 1회성

이 아닌, 지속적인 연수가 가능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7) 원자핵에 관한 연수를 위한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루 6시간 기

준)

① 1일 ② 3일 ③ 5일(1주) ④ 10일(2주) ⑤ 10일(2주) 이상

본 설문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5일(1주)’연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0%, 62

명). 다음으로는 ‘3일’ 연수를 선호하였는데 26.6%(33명)이었다. 전체적으로 짧은 연수를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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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30시간 이하’의 연수를 할 경우 연수결과 평가를 실시하

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수 참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설문

6과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교사들이 원자력연수에 거는 기대가 서로 상반됨을 엿볼 수 있다.

설문6에 의하면 교사들은 연수 프로그램이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수업자료도 만들어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5일(1주)’ 연수는 다소 부족한 감이 적지 않으며, 적어도 ‘10일(2주)’

연수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교사는 원자력연수를 통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를 기대하면서도 연수결과 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짧은 연수를 선호하는 이중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다.

(8) 원자핵 연수를 하게 되면 강의와 실험실습,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의 25%, 실험실습 50%, 견학 25%

② 강의 40%, 실험실습 50%, 견학 10%

③ 강의 35%, 실험실습 35%, 견학 30%

④ 강의 40%, 실험실습 40%, 견학 20%

⑤ 기타의견 강의 20%, 실험실습30%, 견학 50%

강의 30%, 실험실습40%, 견학30%

강의 50%, 실험실습30%, 견학20%

본 설문결과에 의하면 ①(29%, 36명), ③(32.3%, 40명)에 응답한 교사들이 눈에 크게 띠는

데, 이들의 공통점은 강의나 견학보다는 실험실습에 좀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교사들이다. ②번

으로 응답한 교사들도 비율은 적지만 실험실습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집

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수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원자력연수를 기획할 때, 반드시 참고로 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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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자핵 교사연수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합니까? (3개까지만 체크 가능)

□ 핵융합관련 □ 원자력 응용 □ 원자력 로봇 □ 에너지 생산원리

□ 안전관련 □ 실험실습 □ 전반적인 내용 □ 방사성폐기물 관리

□ 기타

본 설문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응답한 부분

을 제외하면 ‘핵융합관련’, ‘원자력 응용’, ‘에너지 생산원리’ 등 주로 원자력의 응용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실험실습’에 대한 강의가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원자력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원자력 응용에 관한 수업이 가능하

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원자력연수를 기획할 때, 반드시 참고로 해야 할 대

목이다.

(10) 원자력연수에 바라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본 설문에서는 원자력연수에 바라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정량적인 데이터

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향후 원자력연수를 기획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듣고

자 하는 것이 이 설문의 의도였다. 교사들이 기술한 내용을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연수를 기획할 때, 반드시 참고로 해야 할 대목이다.

가. 연수 교안에 실제로 세트화된 실험기구가 들어 있어야 한다.

나. 연수 교안이 학습지도안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 한국원자력발전 및 최신정보에 대한 초록집을 모아서 교육청홈페이지나 학교로 배송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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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지식 확산이 가속될 것이다.

다. 핵분열, 융합반응의 기초이론, 개발의 방향, 문제점, 장점 등이 다루어졌으면 한다.

라. 원자력하면 아직도 특수분야, 위험분야로 생각된다. 실제생활에서 이용되는 분야에 대한 이

론과 실습 포함하였으면 한다.

마. 내용이 쉽고 재미있게 기술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바. 원자핵개발의 현 단계 및 미래에 미치는 영향

사. 학생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들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아. 원자력이용분야 및 첨단기술 분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면 좋겠다.

자.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만 강요하는데 문제점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차. 다른 나라의 사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카.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에는 원자핵부분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원자핵관련이야기는 많이 들

어 학생들의 흥미는 매우 높다. 따라서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재, 연수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타. 원자력에너지의 활용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파. 각 주제별 5분 이내의 동영상이나 플래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4. 예비과학교사 대상 설문조사결과 및 논의

이 설문조사는 예비교사의 개념이 향후 학교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학생의 과학적 개념 형성

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조사를 통하여 예비교

사의 효과적 개념 학습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

므로 설문지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설명하게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예비교사는

원자력이나 핵물리 등 방사선에 관한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1학년~3학년 예비 물리교사 42명

이었으며, 1학년이 17명, 2학년이 15명, 3학년이 10명이었다.

설문 문항은 기본개념과 심화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개념 별로 4개의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총 문항 수는 모두 11문항이다. 다음은 각 개념의 요소별로 예비교사들의 설문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 용어에 대한 이해

원자와 원자핵 단원을 가르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가 바로 ‘방사선’과 ‘방사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방사선을 ‘원소가 붕괴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방사능을 ‘원소가 방사선을 내는 성질’로 표현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 교과서 표현에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예비교사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며, 두

개념 중 하나 만을 정확히 설명한 예비교사가 48%, 어느 하나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예비교

사가 38%로 나타났다. 이는 ‘방사선’ 및 ‘방사능’이 가장 기본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

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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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에 대한 용어의 경우도 교과서에는 ‘방사성 원소의 원자핵의 수가 처음 수의
1
2 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설문 문항에서 교과서 표현에 가장 근접한 답은

①번이며 방사능 물질의 질량과 방사선량은 서로 비례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②번도 정답

이라고 볼 수 있다. ‘반감기’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응답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반감기’에 대한

용어의 경우, 81%에 해당 예비교사들이 ①번과 ②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반감기 개념에 대한 응답결과

나. 방사선의 단위

다른 물리 단위와는 달리 방사선에 관한 단위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예비교사들조차도 매우 어려워하는 부

분이다. 그러나 어떤 물리량을 언급할 때 그것의 단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

다면, 아무리 접할 기회가 없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사선에 관련된 단위는 크게,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와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나뉠

수 있으며, 방사선량에 관한 단위는 인체에 관련된 단위와 인체와 무관한 단위로 다시 나뉠 수

있다. 방사능과 관련된 단위는 베크렐(Bq)과 큐리(Ci)의 두 가지가 있다. 방사선량 단위에는 먼

저 인체와 관련 단위로 렘(rem)이 있으며, 인체와 무관한 단위로는 뢴트겐(R)과 라드(rad)가

있다. 즉, 방사선과 관련된 단위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다섯 개의 단위 모두를 선택한 예비교사의 수는 전체의 7%에 불과해 방

사선 단위와 관련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방사선의 단위’에 대한 예

비교사들의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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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사선의 단위에 대한 응답결과

다. 방사선의 종류

방사선의 종류에 관한 질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자핵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선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자연방사선의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방사선의 종류는 초음파, 빛, 라디오파 등도 포함되지만 교과서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 종류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외에도 원

자핵으로부터 붕괴되어 나오는 중성자, 양성자, 중성미자, 중성자선, 중성미자 등도 방사선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설문의 취지가 현직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상의 교과 내

용을 얼마나 충실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이 질문에서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세

개를 선택한 경우를 정답이라고 규정하였다.

설문결과 전체의 62% 예비교사가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선택하였

으며 중성자를 추가 선택하여 4개를 선택한 예비교사도 19%나 되었다. 본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방사선의 종류에 대한 응답결과

자연 방사선의 존재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99%의 예비교사가 ‘존재 한다’라고 답하였지만, 어

떤 방사선이 존재하는지 기술하라는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예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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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많아, 자연 방사선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

려웠다.

라. 방사선의 발생

방사선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방사선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이며 그만큼 기초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불안정한 원자핵에서

보다 안정한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란 원자번호는 같으

나 핵자수가 다른 원자핵을 말하는 것이다. 즉, 원자핵에서 양성자나 중성자의 수가 이상적으

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원자핵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며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설문 항목의 경우에

교과서의 내용과 위의 설명 내용에 가장 가까운 답은 ③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선의 발생’ 설문

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답 ③을 선택한 예비교사는 전

체의 60%에 지나지 않으며, ‘방사선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

고 답한 사람이 19%나 되고, 원자에서 일어나는 현상(②번)을 원자핵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오

인하는 예비교사도 17%나 되었다.

그림 4. 방사선의 발생에 대한 응답결과

마. 방사선의 성질

교과서에서는 전기장 속에서 방사선의 운동을 알파선은 (-)극 쪽으로, 베타선은 (+)극 쪽으

로 휘지만 감마선은 어느 쪽으로도 휘지 않고 직진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알파선은

(+) 전하를, 베타선은 (-)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감마선은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이다. 방

사선의 운동 개념은 방사선의 구체적인 성질을 묻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심화개념으로 분

류하였다. 그러나 방사선이 어떤 전하를 띠는가 하는 것은 방사선의 여러 가지 성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올바른 답을 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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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해당하는 예비교사들은 감마선이 어느 한 쪽으로 휘는 것으로 답하는 등 방사선의 기본

성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방사성 붕괴

방사성 물질의 붕괴과정에 관한 개념은 핵물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이 없이는 이해

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의 세 가지

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각 붕괴과정에 대한 물리적 성질 변환의 과정을 상세하게 표

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붕괴과정의 복합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앞에서 ‘방사선의

발생’ 개념에서도 이미 설명하였지만 방사성 물질의 붕괴는 불안정한 핵에서 안정한 핵으로 변

환될 때 일어나는 것으로써 1차 변환에 의해 변환된 핵이 여전히 불안정핵으로 머물러 있다면

안정한 핵으로의 변환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방사성 물질의 붕괴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4%의 예비교사들

이 ‘그렇다’라고 답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방사성 물질의 붕괴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의 붕괴에 관한 두 번째 질문에서 ‘방사성 물질이 모두 붕괴하고 나면 책상위에

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예비교사는 91%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붕괴 후에는 안정한 물질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는 등

비교적 정확한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방사성 물질의 붕괴는 불안정한 핵이

안정한 핵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 원래의 방사성 물

질은 붕괴되어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된다.

사. 방사선의 위해성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 개념은 다른 개념에 비해 일상생활 속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에는 방사선의 투과력에 대

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투과력은 중성자와 감마선이 가장 크며 알파선은 투과력이 가장 약

하다. 그러나 투과력과 인체의 위해성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즉, 투과력이 강하다고 해서 인

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오히려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그만큼

덜 하기 때문에 더 두꺼운 물질 속을 투과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은 알파선이며 감마선이 가장 적게 영향을 미

친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투과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실제로 이 질문에 제대

로 답한 예비교사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투과력이 강한 감마

선이 인체에 가장 위해하다고 답하였다. 그만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투과력 개념과 혼

동되어 무심코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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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소홀히 다루고 넘어갈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 방사선의 응용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사선의 응용 분야로는 의료 분야, 산업 분야, 공업 분야로 나

눌 수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암 치료 등 방사선치료를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

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공업 분야에서는 비파괴검사를 예로 드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방사선의 응용에 대한 설문에서는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응용 분야 내용을 잘 숙지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각 분야의 응용 내용을 나열한 숫자보다도 응용 분야 전

체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3개 분야 모두에서

하나 이상의 내용을 답한 예비교사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예비교사는 24%나 되었다. 대체적으로 방사선의 응용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방사선의 응용에 대한 설문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방사선의 응용에 대한 설문결과

자. 예비 물리교사들의 인식실태 평가

위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방사선 개념에 대한 인식실태를 평가하였다. 평가

를 위한 설문의 정량적인 분석은 객관식 선다형을 위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의 타당성이나 의

미 또는 결과 해석은 예비교사들이 주관적으로 직접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교과서에 기술된 개념 표현에 가장 가깝게 충실히 답한 것을 정답으로 인정하였

다. 방사선에 대한 개념별 예비교사들의 인식 수준을 설문 응답에 대한 정답률을 기준으로 ‘매

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누었으며 그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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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이하

수준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표 1. 예비교사들의 방사선 개념 인식 수준에 대한 기준

위의 기준에 따라 설문결과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방사선 개념 인식 실태를 평가해 보면 ‘매

우 양호’가 1개, ‘양호’가 3개, ‘보통’이 1개, ‘미흡’이 6개로 나타났다(표 2).

개념 개념 요소 수준

기초개념

방사선, 방사능 미흡

반감기 양호

방사선의 단위 미흡

방사선의 종류 양호

자연방사선 양호

 방사선의 발생 미흡

심화개념

방사선의 성질 보통

방사선 붕괴 미흡

방사선 붕괴 후 매우 양호

방사선의 위해성 미흡

방사선의 응용 미흡

표 2. 설문결과 예비교사들의 인식 수준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개념이 학생의 과학적 개념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하여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방사선에 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자는 공주대학교 물

리교육과에 재학하는 1~3학년 재학생 42명이었다. 설문 집단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는 있으나, 참가자 모두의 전공이 물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앞으로의 방사

선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 방법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실태 평가결과, ‘미흡’이 6개나 나왔다는 것은 설문에

참여한 예비교사가 대부분 방사선 개념을 배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공이

‘물리’인 예비교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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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개념이 12학년 물리 II 과목에서 가장 뒷부분에 등장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많

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엄연히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개념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예비교사로서

반드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방사선 개념은 12학년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0학년 공통과학의 ‘환경’ 단원에서 방사능 개념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개념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제 2 절 과학교사 대상 교육용 단행본 책자 개발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단행본 책자는 다양한 그림과 사진자료[10-16]를 활용하여

원자력과 방사선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교재 목차

장 제목 절 제목

제 1 장 에너지와 지구환경

제 1 절 탄소에너지

제 2 절 지구 환경오염

제 3 절 녹색에너지

제 2장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제 1 절 원자력 개론

제 2 절 발전용 원자로

제 3 절 연구용 원자로

제 4 절 핵융합로

제 5 절 핵연료 주기

제 3장 방사선

제 1 절 생활 속의 방사선

제 2 절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제 3 절 방사선 측정

제 4장 방사선 이용

제 1 절 방사성 동위원소

제 2 절 방사선 이용의 원리

제 3 절 산업적 이용

제 4 절 임상의료이용

제 5 절 식품생물기술 이용

제 6 절 환경보호기술

제 7 절 연구개발 및 기타 이용

제 8 절 가속기

제 5장 원자력 경제성, 안전 및 통제

제 1 절 원자력과 경제

제 2 절 원자력 국제협력

제 3 절 원자력 안전

제 4 절 원자력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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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와 지구환경

1-1 탄소에너지

가장 오래된 탄소에너지 이용기술 사진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Wyoming주의 노천 탄광과

독일 North Rhine-Westphalia의 Castle Gate 석탄-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석탄에

너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육상 유전의 원유 채굴장비와 해상 유전의 원유채굴 Platform, 그리고 영국 Inverkip 유전소

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석유에너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원유/가스 채굴용 해상 Platform과 ULCC 원유운반선, 그리고 Moss 형태(왼쪽) LNG 운반선

사진을 통하여 가스에너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영국과 미국 천연가스연소 발전소 전경과 천연가스 연소용 가스터빈 실물 사진과 미국 GE사

의 480MW전력용 가스터빈 개념도를 보여주면서 가스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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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환경오염

위성에서 촬영한 2007년 발칸반도 산불과 Aleutian열도의 2006년 Cleveland화산폭발이 만든

자연적 오염과 1870년 영국 London의 인구과밀과 공해 그림과 면화 방직산업으로 유명한 184

0년의 영국 Manchester 공장 굴뚝 공해 풍경화를 통하여 인간이 발생시킨 오염 현상을 설명하

였다.

제철산업으로 유명한 미국 Pittsburgh의 Monongahela강변의 1857년과 1902년 풍경화를 통하

여 석탄산업이 발생 시킨 대기오염을 설명하고, 매연방지설비가 없는 공장과 탈황설비가 없는

화력발전소 사진을 통하여 현대 석유산업이 발생시킨 대기오염을 설명하였다.

대기오염의 결과, 산성비 피해를 입은 체코Jizera 산맥의 숲과, 피해 입은 조각상 사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극지방의 빙하층과 얼음층이 사라지면서 온도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구 동토지대가 녹으면서 형성한 비정상적인 시베리아 침엽수림대와

동토지대가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킨 결과 나무들

이 옆으로 넘어지고 있는 사진을 통하여 지구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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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서 2005년 8월 허리케인 Katrina의 강습으로 인한 미국 New Or

leans 홍수사태와 인도 Niranjana강의 바닥 모습과 호주 Victoria 주의 가뭄 등에 대한 사진을

통하여 지구가 기후변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1-3 녹색에너지

브라질 사탕수수 밭과 남아공의 옥수수 밭 전경으로부터 녹색에너지의 대표주자인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매스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삼협댐 위성사진과 삼협댐 전경, Hoover댐 수력발전소와 Chief Joseph 댐 수력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수력발전의 원리와 발전량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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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의 또 다른 개념인 캐나다 Sir Adam Beck 양수발전소와 미국 펜실베니아 Seneca 양

수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양수발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와 SeaGen 조

류발전기 사진을 통하여 해수 운동에너지로부터 발전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Iceland의 지열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지열이용에 대한 설명과 전세계 연도별 풍력 발전용량 및

예측 그래프와 바람터빈 설치작업 사진을 통하여 풍력에너지의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미국 California Mojave 사막의 Solar Two 태양열 발전소 전경과 미국 STEP (Solar Total

Energy Project) 태양열 반사경 사진을 통하여 태양열 이용, 독일 JUWI 태양광 발전소와 포르

투갈 Serpa 태양광 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태양광 에너지 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Diablo Canyon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와 펜실베니아 Susquehanna Steam 비등

수형 원자력발전소 전경을 통한 원자력에너지, 영국 Culham의 유럽핵융합연구장치JET와 미국

핵융합연구장치 DIII-D 실험장치 사진을 통하여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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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2-1 원자력 개론

핵의 핵자수에 따른 핵자당 평균결합에너지 그림으로부터 핵에너지의 원천을 설명하고, 우

라늄(U
238

) 원자핵의 중성자 흡수단면적과 우라늄(U
235

) 원자핵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비교하여

우라늄(U
253

) 원자핵이 핵연료로서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2-2 발전용 원자로

세계 최초 원자력 잠수함 Nautilus호 사진, 세계 최초 원자로를 설치 중인 Shippingport 원

자력발전소 사진 및 가압경수로 개념도,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PWR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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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원자력발전소와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현황에 대한 설

명을 하였다.

비등수형 원자로 개념도와 멕시코 Laguna Verde BWR 원자력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캐나다 Pickering 중수로(CANDU) 원자력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중수형 원자로의 개발과 이용

에 대한 설명과 중수형 원자로의 개념도를 사용하여 중수로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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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V의 액체금속냉각 고속로 개념도와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EBR-1 액체금속냉각

고속증식로 설치작업 사진, 프랑스 Phenix 고속증식로 전경을 통하여 액체금속냉각 고속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Gen-IV의 고온가스로 개념도와 영국 Cald Hall 원자력발전소 전경을 통하여 가스냉각로에 대

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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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Gen IV) 원자로 개발 Road Map을 사용하여 미래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Gen-IV에서 개발예정인 초임계수 원자로, 가스냉각 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개념을 설명하였다.

우라늄 핵연료 Pallet 사진을 통하여 핵연료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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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R과 PWR 핵연료 Assembly 사진을 통하여 두 핵연료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2006년부터 공급 중인 PLUS7 핵연료 Assembly와 2009년부터 공급할 예정인 ACE7 핵연료

Assembly에 대한 사진과 개념도를 사용하여 차세대 핵연료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CANDU-6와 CANFLEX 핵연료 Assembly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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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금속냉각 고속로 핵연료 Assembly 사진과 pin형태의 연료봉사진을 통하여 고속로 핵연료

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GCR의 Magnox 핵연료 사진과 VHTR의TRISO 입자형 핵연료 절단면 사진을 통하여 가스로

의 핵연료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2-3 연구용 원자로

우리나라 연구로 1호기인 TRIGA Mark-II 전경과 2호기인 TRIGA Mark-III의 전경, TRIG

A 원자로 노심에서 방출되는 파란색 Cerenkov radiation 사진을 통하여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교육용 원자로 AGN-201K의 원형모습 사진과 출력증강 및 전면보수 후 사진, AGN-201K의

계측제어 설비와 전면보수 후 설비 모습 사진을 통하여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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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원자로 전경과 내부사진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 연구로에 대하여 설명하였

다.

하나로 원자로 모형, 하나로 원자로 설치작업 및 하나로 원자로 개념도를 사용하여 연구용 원

자로의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노심 구조도를 이용하여 핵연료 배치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로 원자로

에서 중성자 실험공과 중성자 유도관의 배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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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핵연료 개념도와 실물 사진을 사용하여 하나로 핵연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나로가 임계상태에서 운전될 때 발생하고 있는 체렌코프 방사선 사진을 사용하여 연구용 원

자로 임계운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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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원자로 주위에 배치된 중성자 실험장비 사진과 각 장비에 대한 설명도를 사용하여 연

구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중성자를 사용한 연구 중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

하나로 원자로에 설치되고 있는 냉중성자원 시설에 대하여 조감도와 개념도 및 건설 중인 현

장 사진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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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원자로의 동위원소 생산설비 사진과 생산된 동위원소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2-4 핵연료 주기

핵연료주기의 주요 단계를 선행핵주기와 후행핵주기로 나누어 개념도를 사용하여 설명하였

다.

우라늄 원광, 정련된 우라늄 정광, 우라늄농축에 사용되는 UF6와 성형가공된 UO2 펠릿 사진을

통하여 우라늄 처리과정을 설명하였다.

전력공급용 원자력발전소 4기를 갖고 있는 프랑스 Tricastin 농축공장과 미국 우라늄 농축공장

에 일열로 늘어선 기체원심분리기 사진을 통하여 우라늄 농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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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핵연료 집합체와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 사진, 원자로 노심구성도와 핵연료

집합체의 배치도를 사용하여 전력생산용 원자로 노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원자로 상부 덮게를 열고 있는 사진, 핵연료 교체작업 광경, 사용후핵연료 수중 검사작업 광경

과 냉각수조 저장작업 사진을 통하여 핵연료 교체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사용후 핵연료를 금속 Cask에 저장하고 있는 사진, 콘크리트 Silo에 저장하고 있는 사진, 횡형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저장, 볼트 저장법에 대한 사진을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법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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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철도용 운반용기와 도로용 국산KN-12 용기, 사용후핵연료 운반선 개념

도와 영국 Pacific Sandpiper호 사진을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 이송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PUREX) 개념도와 영국 Sellafield재처리공장 전경 사진을 통하여

핵연료 재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처리 개념도와 중수로를 이용한

핵연료주기 DUPIC 개념도를 사용하여 건식재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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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층처분 개념도와 프랑스의 천층처분시설 L’Aube, La Manche 전경사진을 사용하여 중저준위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고체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과 심지층처분 개념도, 스웨덴의 해저동굴처분시설 전경을 통하여

심지층처분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건설 중인 방사성수거물 동굴처분시설 조감도

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저준위 수거물처분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처분 개념도와 미국 Yacca Mountain 고준위 폐기물 심

지층처분장 개념도를 사용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5 핵융합로

D+T, D+D 핵융합반응 단면적 그래프와 D+T 핵융합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중성자가

14.1 MeV, 헬륨이 3.5 MeV를 갖고 방출되는 개념도, Lawson diagram 상에서 핵융합장치의

성능과 발전 과정에 대한 도표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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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형 플라즈마 밀폐장치 개념도와 한빛장치 사진을 통하여 플라즈마 자기장 밀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Torus형 플라즈마 밀폐장치 개념도와 Stellerator 장치 개념도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자기장밀

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Tokamak 플라즈마 밀폐장치의 원리 설명도와 Tokamak 플라즈마 밀폐장치의 개념도를 사용

하여 Tokamak 플라즈마 밀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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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Tokamak장치 실험 모습,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형 Tokamk KT-1과 실험 모습 사진,

미국 TFTR 장치 사진을 사용하여 토카막 장치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였다.

EU의 JET Tokamak장치 내부와 플라즈마 방전 모습, 일본의 JT-60U Tokamak장치와 플라즈

마 방전 모습 사진을 통하여 대형 토카막 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국내외 Tokamak장치 발전과정과 건설/운영 기수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통하여 핵융합 분야

발전과정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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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KSTAR장치 완공모습과 최종 장치 조감도, 우리나라 KSTAR장치의 플라즈마 발생

실험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장치의 조감도와 세부 장치 설명도를 사용하여 핵융합 국제협력연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핵융합 발전로 개념도를 사용하여 핵융합장치에서 에너지를 추출하여 발전하는데 이르는 과정

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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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중성입자빔 가열장치와 중성입자빔 인출 모습, 고주파 가열장치 실험실과 안테나 모

양에 대한 사진을 통하여 핵융합장치의 플라즈마가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KSTAR 고주파 가열장비와 KSTAR에 부착된 안테나 사진을 통하여 가열장치가 토카막에 부

착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Spherical Tokamak인 영국의 MAST와 미국의 NSTX 사진을 통하여 차세대 핵융합장치에 대

한 설명을 하였다.

관성핵융합 연료펠릿 개념도, NOVA레이저 장치, 관성밀폐 원리를 사용하여 레이저 핵융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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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측에서 인가된 레이저빔이 hohlraum에서 발생시킨 X-선 분포모양, 관성핵융합 간접구동용

hohlraum 모양과 연료펠릿 사진을 통하여 레이저 핵융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 방사선

3-1 생활 속의 방사선

뢴트겐과 그가 촬영한 세계최초의 X-선 사진, 러드퍼드 사진을 사용하여 방사선과 원자모형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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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의 원자모형과 러더퍼더의 원자모형을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중성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임을 설명하는 그림과 중성자 흡수로 인한 핵의 연쇄분열 개념도를

사용하여 핵반응에서 중성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2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자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그 흡수선량에 대한 개념도,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투과특성을

설명하는 개념도를 사용하여 방사선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전하를 갖는 방사선의 흐름

을 건전지에서 방출되는 전류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3-3 방사선 측정

이온함의 작동원리. 비례계수관의 작동원리, 동축형 검출기의 작동원리에 대한 개념도를 사

용하여 방사선 검출기의 동작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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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증폭 원리와 인가전압과 펄스 크기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감마선 파고 분석 그래프와 신틸

레이션 계수기의 작동원리를 설명하였다.

신틸레이션 계수기의 구성도와 감마선 스펙트럼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형광유리선량계의

측정원리에 대한 개념도를 설명하였다.

열 루미네센스 선량계의 발광원 개념도와 열루미네센스 발광에너지 발생 원리에 대하여 설명

하고, 핵분열계수관의 원리에 대하여 개념도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4. 방사선 이용

4-1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능의 시간에 따른 감소 그래프, 방사선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 기본 삼엽표지와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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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새로 제정된 표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4-2 방사선 이용의 원리

전리방사선이 가지는 특성과 그 이용 분야의 다양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념도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4-3 산업적 이용

방사선을 이용한 준위계, 방사선원, 검출기, 철판생산 공정에 설치된 두께계의 예, 토목공사

용 밀도수분계, 수화물검색기와 검색영상 사진을 통하여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 예에 대하여 설

명하였다.

콘테이너 검색기와 검색영상 예, 방사선가공을 통해 품질이 개선된 보석 (좌로부터 환상 다이

아몬드, 청색 토파즈) 사진을 통하여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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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가공을 통한 합성수지의 물성개질과 이용, 정유, 화학, 환경, 자동차 산업에서 추적자

활용에 대한 개념도를 사용하여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4 임상의료이용

X선 투시검사기, 현대식 전산화단층촬영 스캐너. 삼차원으로 재구성된 CT영상. CT영상을

체적 표면 영상으로 변환하여 구현한 가상내시경 영상 예를 통하여 방사선의 임상의료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감마카메라의 전형적 모습, SPECT 검출기가 환자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측정하는 사진, 뼈

스캔 사진과 SPECT검사 영상을 통하여 방사선의 임상의료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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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또는 PET/CT)의 원리, PET/CT 영상의 예, 갑상선이 있는 어깨 높이 신체의 단면 영상:

CT영상, PET영상, 융합영상을 통하여 방사선의 임상의료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핵의약, 방사선 빔을 여러 방향에서 조사하는 조형치료 모습, 세

기조절 조형치료(IMRT)의 치료계획 예,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위해 환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

한 사진을 통하여 방사선의 임상의료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감마나이프의 장치 모습과 원리, 비강에 위치한 종양에 대한 근접치료, 영구이식 근접치료용

씨알 방사선원 사진을 통하여 방사선의 임상의료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붕소중성자포획치료법(BNCT)의 원리에 대한 개념도를 사용하여 방사선의 임상의료 이용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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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식품생물기술 이용

방사선 조사식품의 상업적 규모 및 전망 그래프, 방사선 조사식품 표지 사진, 방사선가공을

통한 소시지 보존성 향상 (좌로부터 조사한 것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진을 통하여 방

사선의 식품생물기술에 대한 이용을 설명하였다.

방사선 멸균처리된 의료용품 사진, 제약, 의약품, 한방약재의 위생화 사진, 원품종(화성벼)를 방

사선육종기법으로 품종개량한 원농1호 사진, 무궁화의 방사선육종 품종 "꼬마" 사진을 통하여

방사선의 식품생물기술에 대한 이용을 설명하였다.

4-6 환경보호기술

전자선을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 원리 개념도,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염색폐수처리 시스템(대

구 염색공단) 개념도, 전자빔을 이용한 배기가스 처리 개념도를 사용하여 방사선이 환경보호기

술에 적용되는 예를 설명하였다.

하수 오니를 방사선 처리한 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사례, 부산물을 시비한 식물들이 대조군

에 비해 우수한 생장을 보이고 있는 사진을 통하여 방사선이 환경보호기술에 적용되는 예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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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연구개발 및 기타 이용

X선 회절분석기(XRD), 전형적인 XRF분석기의 외관 사진, 중성자 방사화분석의 원리에 대

한 개념도를 통하여 방사선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이용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방사성핵종 표지를 이용해 특정 유전자 존재를 영상화한 예, 생리학연구에 이용되는 소동물용

마이크로 PET, 정밀 탄소연대측정을 통해 눌지왕능으로 밝혀진 경주 황남대총, 알파 방사선원

을 이용한 연기감지기의 외관과 내부 모습 사진을 통하여 방사선이 연구개발과 기타분야에서

이용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4-8 가속기

전자총 사진과 CRT 개념도, Van der Graff 개념도와 실물 사진, Cockcroft-Walton 개념도

와 실물 사진을 통하여 단순한 형태의 가속기 원리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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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SOLEIL Synchrotron 연구소 전경과 내부 사진, 포항가속기연구소 조감도를 통하

여 전자가속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포항 PLS 전자 선형가속기 가속관과 클라이스트론 갤러리 배치 개념도, PLS 전자 선형가속기

터널과 클라이스트론 갤러리, 전자총과 에너지 증배기 사진을 통하여 전자가속기 주요 부품을

설명하였다.

포항 PLS 저장링 개념도와 저장링 입사장치 사진을 통하여 전자가속기 시설 내부를 설명하였

다..

포항 Storage Ring 고주파 공동과 Undulator 사진, PLS 저장링 2극 전자석과 4극 전자석 사진

을 통하여 가속기에서 전자석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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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PLS 저장링 6극 전자석 사진과 보정 전자석 사진을 통하여 전자가속기에서 전자석의 역

할을 설명하였다.

방사광 발생 원리 개념도, Undulator 개념도, 전자빔에서 방출되는 X-선 방사광이 공기 중의

산소, 질소 원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푸른색 빛을 내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방사광 발생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독일 DESY 전자 Synchrotron 가속관 절단면 모양, 선형전자가속기(좌측부터 2MeV 상전도 가

속기, 10MeV 초전도 가속기) 사진을 통하여 가속기 주요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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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LAC 선형전자가속기 전경 사진을 통하여 대형 고에너지 전자가속기에 대한 소개를 하

였다.

미국 SLAC의 기속기관 위층에 자리잡은 Klystron 사진, 미국 SLAC의 detector, SLD 검출기

사진을 통하여 대형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기초연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범용 대전류 이온 주입기 사진, 300keV 이온주입기 사진, 50keV 이온원 사진과 RFQ 가속관

내부 사진을 통하여 대전류 이온주입기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 64 -

양성자 가속기의 RFQ 부분 사진. 20MeV DTL 부분 사진을 통하여 양성자 가속기의 주요 장

치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유럽 CERN 가속기 연구소 전경, 유럽 CERN 가속기에 설치된 검출기 이름과 위치, LHC 터널

사진, CERN 가속기에 설치된 검출기 통하여 대형 고에너지 양성자 가속기와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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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ermi Laboratory 전경 사진, 검출기 CDF(Collider Detector at FermiLab), 미국 BNL의

RHIC 가속기 터널과 PHENIX 검출기 사진, BNL의 RHIC에 설치된 STAR 검출기 Au+Au 충

돌 실험결과 사진을 통하여 대형 고에너지 양성자 가속기와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였

다.

5. 원자력 경제성, 안전 및 통제

5-1 원자력과 경제

21세기 인류발전의 패러다임과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개념도, 각종 에너지자원 확인 가채

매장량과 가채년수 비교 그림을 통하여 에너지경제분야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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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의 지역 편중성과 국내 전력생산 전망을 통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서 원자력

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발전원별 발전단가 비교, 에너지원(원자력, LNG, 석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를

통하여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5-2 원자력 국제협력

원자력 국제협력 목표,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국가 및 협정 체결일 등을 통하여 원자

력의 국제협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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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자력 안전

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폭발 뒤 2만 피트 상공으로 피워오르고 있는 버섯구름 사진,

원자폭탄 투하 후의 히로시마 사진,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 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원전 5중 방벽 구조, 경수로 핵연료집합체 및 중수로 핵연료 다발,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Hot Test 루프 실험 사진을 통하여 원자력발전 분야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칼리머 소듐루프실험 장치, 신형원자로 안전성 실중실험 장치 사진, 노심용융물과 물의 폭발

반응의 발생 확인을 위한 중대사고 실험 장치 사진을 제시하면서 원자력 안전연구에 대한 소

개를 하였다.

그림 5.3.7 원자력발전소 규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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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단계 마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안전규제절차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5-4 원자력통제

핵확산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통제 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핵연료 제조시설에 보관 중인 핵물질에 대한 사찰, 제조공정에 투입되고 있는 핵물질에 대한

사찰, 사찰장비(좌로부터 HM-5 fieldSPEC, Miniature MCA, Inspector Multichannel Analyzer)

사진를 통하여 IAEA핵사찰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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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사찰장비(좌측 부터 Spent Fuel Attribute Tester, Inspecter’s Cerenkov Viewing

Device, Irradiated Fuel Attribute Tester) 사진과 원자로감시 장비 SDIS(Server based Digital

Surveillance System)사진과 내부 모습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로에서 핵연료 이동에 대

한 사찰을 설명하였다.

감시장비(좌로부터 Digital Camera Module,All In One Suveillance Unit, All In One

Surveillance Portable Batery Unit) 사진, 원자로출력 감시용 Advanced Thermohydraulic

Power Monitor 사진을 통하여 감시와 모니터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VACOSS-S(Variable Coding Seal system) 전자식 봉인장치 사진, 금속 뚜껑 봉인에 대한 외

부침투 여부 검사작업 모습, 금속 뚜껑으로 봉인하는 작업 모습 사진, VACOSS-S 전자식 봉

인작업 사진을 통하여 격납봉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 3 절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개발

1.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설계 및 제작

-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을 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융합기술개발부에서 개

발한 CsI(Tl) 섬광체와 PIN photodiode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감마선 센서와 알파선 에너

지 스펙트럼 측정을 위한 PIN photodiode 알파선 센서를 사용하여 감마선과 알파선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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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측정 및 분석을 위한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를 설계하였다. 원자력융합

기술 개발부에서 개발한 CsI(Tl)/PIN photodiode 결합형 감마선 센서와 알파선 검출용 PIN

photodidoe를 그림 2-3-1과 그림 2-3-2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2-3-1 실험키트용 CsI(Tl)/PIN photodiode 감마선 센서

그림 2-3-2 실험키트용 PIN photodiode 알파선 센서

-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한 전자회로는 Preamplifier, Shaping Amplifier, ADC

(Analog-Digital Converter)를 포함한 MCA (Multi-channel Analyzer)로 구성하였으며, 저

가의 상용 회로 기판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한 전자회로

구성도를 그림 2-3-3에 나타내었다. Preamplifier는 Cremat사의 CR-110 하이브리드 칩과

CR-150 회로기판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Shaping Amplifier는 Creamat사의 CR-200 하이

브리드 칩과 CR-160 회로기판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ADC를 포함한 MCA는 ToLvEL사

의 2048 채널의 MCA 회로기판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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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실험키트 전자회로 구성도

- CR-110 하이브리드칩은 반도체형 검출기용이며, ENC (Equialent noise charge)의

root-mean square값이 200 electron으로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에 적합하

다. 8개의 핀으로 구성된 CR-110 하이브리드칩의 등가회로 다이어그램을 그림 2-3-4에 나

타내었다.

그림 2-3-4 실험키트용 Preamplifer 칩 등가회로

- CR-110 하이브리드 칩을 구동하기 위해 CR-150 회로 기판을 사용하였다. CR-150은 AC

mode로 동작을 하며 최대 3,000 V까지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회로구동을 위해 ± 12 V의

직류전원을 사용한다. CR-150의 등가회로 다이어그램을 그림 2-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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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실험키트용 Preamplifier 등가회로

- Preamplifier에서 생성된 charge pulse를 가우시안 파형으로 만들기 위해 shaping amplifier

를 사용한다. Shaping time이 4 us이고, 증폭도가 10배인 CR-200을 사용하여 파형을 만들

었다. Preamplifier에서 나오는 신호와 shaping amplifier에서 나오는 펄스 파형을 그림

2-3-6에 나타내었다. Input pulse shape은 Preamplfier의 파형이고, output pulse shape은

shaping amplifier의 파형이다.

그림 2-3-6 실험키트용 Preamplifier, Shaping Amplifier 파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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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160 하이브리드형 칩을 구동하기 위해 CR-160 회로기판을 사용하였다. 직류전원의

offset을 조절할 수 있고, 최대 10배로 증폭이 가능하며 극성을 바꿀 수가 있다. 또한

pole-zero도 조절할 수 있어 스펙트럼의 tale을 조절할 수 있다.

- CsI(Tl)/PIN photodiode 감마선 센서와 전자회로를 사용하여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실험

키트를 알루미늄 케이스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알루미늄 케이스는 외부의 전자기파의 간

섭을 없애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동위원소를 비롯한 환경시료를 삽입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실험키트 설계도를 그림 2-3-7에 나타

내었다.

그림 2-3-7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실험키트 설계도

- 교육 목적으로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해 Preamplifier와 Amplifier에서 나오는 파

형을 오실로스코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출력단자를 BNC connector로 외부와 연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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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회로의 건전성과 방사선 센서의 신호파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외부

Pulse를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220 V 교류 전원을 사용하여 ± 12 V 직류전원으로 전자회로 구동

과 방사선 센서의 전압을 같이 인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12 V DC 변환기를 사용하

였을 시, 교류전원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Preamplifier, Shaping Amplifier, MCA 전

자회로 구동과 방사선 센서의 전압을 인가하도록 설계하였다.

- MCA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해 기존의 RS-232 케이블을 대체하여

USB 단자와 케이블을 사용하여 편리성을 고려하였다.

- 실험키트의 전체 크기는 400 mm (W) X 200 mm (L) X 60 mm (H)이며, 동위원소 및 환

경시료를 삽입하였을 시 외부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 2중 덮개를 사용하였다. 시료 교체를

하기 위해 슬라이드 방식으로 덮개를 설계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였다.

- 실험키트 케이스는 5 mm 두께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외부 케이스를 제작하였으며,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는 2 mm 두께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 12 V DC 변환기로

부터 발생되는 60 kHz 아날로그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5 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전자

회로 기판과 분리하였다. 제작된 알루미늄 케이스는 외부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고, 색 디

자인을 고려하여 아노다이징 (Anodizing) 처리를 하였다.

그림 2-3-8 제작된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전면도

- 그림 2-3-8에 제작된 실험키트의 전면도를 나타내었다. 전면은 실험키트의 내부 구성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회로 계통도를 실크 인쇄하였다. 방사선 센서로 부터의 펄스와 전자

회로를 거쳐 나오는 펄스를 오실로 스코프로 파악할 수 있도록 BNC 단자와 외부 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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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SHV 단자를 케이스에 연결하였다. 또한 MCA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기 위한 USB 단자도 연결하였다. 그림 2-3-9에 실험키트 측면도를 나타내었다.

- 케이스 내 동위원소보관 및 측정을 위한 내부 덮개를 두었으며, 이를 그림 2-3-10에 나타

내었다. 또한 CsI(Tl) 방사선 센서, 전자회로와 ± 12 V DC 변환기가 장착된 모습을 그림

2-3-11에 나타내었다.

그림 2-3-9 제작된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측면도

그림 2-3-10 제작된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차폐용 내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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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제작된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내부 구조도

2.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성능평가

-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를 감마선 센서인 CsI(Tl)/PIN 하이브리드형 센서를

이용하여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이전, 오실로

스코프를 사용하여 펄스를 측정하여 전자회로의 정상동작을 파악하였다. 방사선원이 없는

상태인 백그라운드를 측정하여 실험키트의 노이즈 레벨을 측정하였다. 그림 2-3-12에 실

험키트의 백그라운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live time은 600 초이며, shaping time은 4 us로

하였다.

- 실험키트의 감마선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10 uCi의 Cs-137를 사용하였다. Cs-137은 662

keV의 단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광전효과 및 컴프턴 산란 작용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림 2-3-13에 실험키트를 사용한 662 keV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에너지

분해능은 662 keV 에너지에 대해 약 10%로 측정되었다.

- 실험키트의 보다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10 uCi의 Co-60 선원을 사

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Co-60은 1170 keV 감마선과 1330 keV의 감마선을

내며, 광전효과, 컴프턴 산란 및 전자쌍 생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3-14에 실험키트를

사용한 Co-60에서 나오는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1330 keV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분해능은 약 5%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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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실험키트를 이용한 백그라운드 측정

그림 2-3-13 실험키트를 이용한 660 keV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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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실험키트를 이용한 1170, 1330 keV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 감마선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해 Cs-137의 660 keV의 photo-peak와 1170

keV, 1330 keV Co-60의 photo-peak를 이용하여 선형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2-3-15에 선

형성 그래프를 나타내었으며, Root-mean-square값은 1로 감마선 에너지에 대한 선형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 다양한 에너지의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선원은 10 uCi의 Mn-54

(99.9% intensity의 835 keV gamma), Na-22 (99% intensity의 1274 keV gamma,178.8%

intensity의 511 keV annihilation gamma)와 Eu-152 (122 keV, 244 keV, 344 keV, 488

keV, 779 keV, 867 keV, 964 keV, 1213 keV, 1408 keV)이다. 측정 시 live time은 300 초

로 하였다. Mn-54에서 나오는 835 keV 피크에 대한 에너지 분해능은 9%이다. 또한

Na-22의 1274 keV 피크에 대한 에너지 분해능은 7%이다. Eu-152의 다중 감마선 중 yield

가 큰 344 keV, 488 keV, 779 keV, 964 keV, 1213 keV, 1408 keV의 피크는 확연히 구분

할 수 있었다. 각각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그림 2-3-16부터 2-3-18까지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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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실험키트를 이용한 감마선 에너지 선형성

그림 2-3-16 실험키트를 이용한 Mn-54 (835 keV)의 반응 스펙트럼



- 80 -

그림 2-3-17 실험키트를 이용한 Na-22 (1274 keV, 511 keV)의 반응 

스펙트럼

그림 2-3-18 실험키트를 이용한 Eu-152 (344 keV, 488 keV, 779 keV, 

964 keV, 1213 keV, 1408 keV)의 반응 스펙트럼

- 환경시료를 사용하여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하였다. 동위원소 사용 허가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실험키트 사용을 위해 Th-232가 함유되어 있는 세라믹샘플을 제작하였다.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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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은 규제이하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 실험키트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 환경시료를 사

용하여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2-3-19에 나타내었다. Th-232의 붕

괴 시 나오는 감마선 에너지 중 붕괴확률이 높은 에너지가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3-19 실험키트를 이용한 환경시료 측정

- 실험키트를 이용한 알파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공기 중 알파선은 거리에 따라

에너지 손실이 생기므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된 검출기는 PIN photodiode, 사

용된 동위원소는 5.49 MeV의 알파선을 내는 Am-241를 사용하였으며, 선원과의 거리를 10

mm하여 에너지 손실을 측정하였다. 그림 2-3-20에 측정된 알파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나타

내었다. live time은 600초이며, PIN photodiode의 인가전압은 12 V였다.

- 동위원소를 이용한 알파선 에너지 스펙트럼 교육은 선원과 검출기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거리에 따른 알파선 에너지 손실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검출기와 선원과의 거리를 5

mm에서 17 mm로 변화시키면서 알파선 에너지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를 그림

2-3-21에 나타내었다. 사용된 선원은 Am-241이며, 각각의 측정시간은 600 초였다. 거리가

멀수록 알파선 에너지 피크가 왼쪽으로 shift되고, 피크 높이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WHM(Full Width Half Maximum: 반치폭)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교육용으로

알파선의 작용기전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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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0 실험키트를 이용한 공기 중 5.49 MeV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그림 2-3-21 실험키트를 이용한 공기 중 거리에 따른 5.49 MeV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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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료를 사용하여 알파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하였다. 동위원소 사용 허가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실험키트 사용을 위해 Ra-226가 함유되어 있는 토양샘플을 제작하였다. 토양샘플

은 규제이하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 실험키트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Ra-226 붕괴 생성되는

핵종은 Rn-222, Po-218, Po-214이다. Ra-226은 알파선을 붕괴하면서 4.78 MeV의 알파선

을 내고, Rn-222는 5.49 MeV, Po-218은 6.00 MeV, Po-214는 7.69 MeV의 알파선을 방출

한다. 이 환경시료를 사용하여 알파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2-3-22에 나

타내었다.

그림 2-3-22 실험키트를 이용한 환경시료 중 알파선 측정

- 교육용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를 설계, 제작 및 성능평가를 하였다. 외부노이즈를

최소화 설계를 하였으며, 일반인들도 사용하기 쉽게 제작을 하였다. 제작된 실험키트를 이용하

여 감마선과 알파선의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및 교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제 4 절 과학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1.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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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교육
분야

학습과제명
담  당 
교수명

담담교수
소속

강의실

8.10

월

09:30~
  10:20

RT

에너지와 원자력 류건중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내

원자력

교육센터

10:30~
  11:20 원자로

유재권 한국원자력연구원
11:30~
  12:20 핵연료 주기

13:30~
  14:20

방사선 기초이론 서경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기술과 어우러진 방사선기술
서범경 한국원자력연구원

14:30~
  15:20

15:30~
  16:20 생활 속의 방사선

8.11

화

09:30~
  12:20

RT

A조 : 원전 시뮬레이터 실험실습 박재창 한국원자력연구원

B조 : 방사선(α,β,γ선)측정 실험 서경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3:30~
  16:20

A조 : 원전 시뮬레이터 실험실습 안국훈 한국원자력연구원

 B조 : 환경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김한수 한국원자력연구원

8.12

수

09:30~
  12:20

RT

A조 : 방사선(α,β,γ선)측정 실험 서경원 한국원자력연구원

B조 : 원전 시뮬레이터 실험실습 박재창 한국원자력연구원

13:30~
  16:20

A조 : 환경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김한수 한국원자력연구원

B조 : 원전 시뮬레이터 실험실습 안국훈 한국원자력연구원

8.13

목

09:30~
  12:20

RT

보이지 않는 방사선 박상태
공주대 

물리교육과

연구용 원자로, 전자빔, RI시설 견학 - 한국원자력연구원13:30~
  16:20

8.14

금

09:30~
  12:20

RT

RT연수의 수업활용 방안 워크숍 박상태
공주대 

물리교육과

13:30~
  15:20 방사선 : 우주에서 인체까지 양태건 한국원자력의학원

15:30~
  16:50 종합평가 및 설문작성 박상태

공주대학교

물리교육과

17:00~
17:30 수료식

2. 강의, 체험, 실험 및 워크샵

2-1 강의 내용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이용 : 에너지이용 변화, 에너지이용 현황, 에너지수요 대책, 에너지소비 절약



- 85 -

에너지 이용과 환경 : 환경오염, 환경영향, 환경보호 대책

에너지 자원 : 탄소에너지, 녹색에너지

원자력이용 : 원자력 역할, 원자력 안전, 국제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 규제 및 통제 : 안전규제, 원자력통제

원자로

원자로 기초 : 원자로란 무엇인가? 핵반응과 에너지, 연쇄핵분열 반응, 감속재와 냉각재

원자력 발전로 : 원자력발전로의 종류, 발전로별 핵연료, 원자력발전소 1차 및 2차 계통

연구용 원자로 : 하나로 소개, 하나로 노심 구성과 핵연료, 하나로 이용 연구

제4세대 원자력 발전로 개발 : 차세대 원자로 개발계획, 차세대 원자로 개념 및 노형 특성

핵연료 주기

핵연료주기 소개 : 선행 핵주기, 후행핵주기,

선행핵주기 : 우라늄 채광 및 정광, 우라늄 농축, 우라늄 가공 및 핵연료 다발 제작

후행핵주기 : 핵연료 교체, 사용후 핵연료 검사 및 저장, 사용후 핵연료 이송, 재처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 중저준위 방사성 수거물 처리 및 처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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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초이론

방사선 기초 : 방사선이란? 방사선의 작용, 방사성물질의 수명, 방사선의 종류, 방사선과 투과

력, 방사선 발생원별 분류, 일상생활과 방사선, 방사선 단위

방사선 피폭 : 외부피폭, 내부피폭,

방사성물질의 섭취경로 : 흡입, 섭취, 피부침투

방사선방호 원칙 : 외부방사선 방호원칙, 내부방사선 방호원칙

방사선방호용 장비 : 개인방사선측정기, 방사선방호 용구, 휴대용 방사선측정기

방사선사고 대책 : 안전유지를 위한 긴급조치, 통보, 사고확대 방지



- 87 -

첨단기술과 어우러진 원자력기술

원자력의 역사 : 현대물리학, 방사선의 발견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 형태 : 우주선용 원자로,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항공모함

생활속의 방사선

원자력과 방사선의 효용 : 전력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온실가스와 환경문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활용 : 의학 및 식품분야, 공업 및 산업분야, 농업 및 생명분야

2-2 체험견학, 실험 및 실습, 워크숍 내용

원자력 체험견학

핵연료 및 원자로 모형 견학, 원자로 개발 현황 청취.

핵연료가공공장 견학 및 제작과정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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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시뮬레이터 실험실습

실험 목표 :

(1) 원자력발전소의 핵분열에너지(E=ΔmC2)가 열 유체계통을 통하여 위치에너지로, 운

동에너지, 최종 전기에너지(E=‐Ndt/dǿ)로 변환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2) 원자력발전소 전기생산 과정을 모의제어장치를 통하여 직접 체험한다.

실습 방법 :

실습은 원자력발전소를 상온에서 가열 운전하여 전 출력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

요된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모의제어장치의 기능 중에 5배, 10배 빠르게 실험을 할 있으므로

상온에서 가열하여 원자로를 기동하고 원자로 출력 100%까지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습

진행은 모의제어반 운전절차서에 따라 직접 조작하도록 한다. 모의제어반 운전절차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로냉각수계통 충수 및 배기

(2) 상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정지상태까지 운전

(3) 고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대기 상태로 발전소 기동 운전

(4) 2차 계통 가열 및 기동

(5) 고온대기에서 원자로 출력 2%까지의 발전소 운전

(6) 원자로 출력 2%에서 100% 출력까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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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α, β, γ선) 측정실험

실험 목적 :

밀봉된 저준위 표준방사성물질을 방사선측정기로 측정하여 방사선의 성질을 이해하고 방사선

차폐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 알아본다.

실험과정 및 방법 :

1) 개인방사선 측정기를 유심히 관찰하여 그 이름이나 명칭을 익히고, 그 기기의 이름을 주어

진 양식에 기록한다.

2) 방사성물질을 관찰하여 쓰여 있는 글자나 수치를 확인한 후, 방사능량을 주어진 양식에

정확하게 기록한다.

3) 방사선측정기를 관찰하여 모양과 이름을 익히고, 그 기기의 이름과 모델명을 양식에 기록

한다.

4)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스위치를 켜서 Battery(B) 위치에 둔다.

(2) 눈금 지시판에서 바늘의 위치를 확인한다. Battery ok 위치에 있으면 측정을 계속한다.

만일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건전지를 교체한다.

(3) 스위치를 눈금 지시판의 HV위치에 놓고, 바늘이 HV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도

달하지 않으면 이 때도 건전지를 교체한다.

(4) 스위치를 x100위치에 두었을 때 눈금 지시판의 눈금을 읽는다.

만일 눈금이 1을 가리키고 있다면, 1x100μSv/h = 100μSv/h으로 계산한다.

(5) 눈금이 0을 가르키고 있다면, 스위치를 x10, x1 로 옮겨 가면서 눈금를 읽고 (4)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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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측정 실험순서

(1) 준비물이 다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양식에 측정조와 성명, 측정일시등을 기록한다.

(선원 2개, 측정기 1대, 차폐체 3종류(플라스틱판, 알미늄판, 납판) 각 1개씩, 양식 1장)

(2) 측정기의 종류와 모델을 기록한다.

(3) 휴대용 방사선측정기의 겉모양을 검사한다.

스위치의 동작, 건전지, 외부선의 연결부분 이상여부

(4) 선원없이 자연방사선의 선량율을 측정하고 양식에 기록한다.

(5) 방사선의 종류와 방사능양을 확인하고 양식에 기록한다.

(6) 플라스틱판(방사선차폐체)를 선원과 측정기 사이에 두고 측정한 다음 양식에 기록한다.

같은 방법으로 3번을 측정하여 기록한 다음 평균을 구하여 기록한다.

(7) 알미늄판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기록한 다음, 평균을 기록한다.

(8) 납판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기록한 다음, 평균을 기록한다.

(9) 각각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차폐체의 정도를 평가해 본다.

환경방사선 스텍트럼 측정 [CsI(Tl) 섬광체 검출기 실험]

실험 1. CsI(Tl)/PIN형 검출기 작동법

(1) CsI(Tl)/PIN형 검출기 기본 원리 이해

(2) CsI(Tl)/PIN형 검출기 작동법 이해

실험 2. 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효율 측정

(1) 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통계 오차 처리

(2) 241Am, 57Co, 22Na, 133Ba 감마선 에너지 측정 및 에너지 분해능 측정



- 91 -

(3) CsI(Tl)/PIN형 검출기 효율 측정

(4) NaI(Tl) 검출기 효율과 HPGe 검출기 효율을 상호 비교 분석

실험 3. 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에너지 교정

(1)60Co, 137Cs 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교정

(2)미지의 시료 핵종 분석

보이지 않는 방사선

본 강의에서는 원자핵으로부터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인과 방사선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사선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방사선

의 응용분야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운다. 궁극적으로 본 강의의 목적은,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

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강의 중에는 이에 대해서도 여러

선생님들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료를 도출하였다.

연수내용의 수업활용 방안 워크숍

본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과 토론하였다. 방사선이라는 주제는 실제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막연한 두려움에 피하려고만 하였고, 실제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멀리 할 수도 없다는 점, 그렇

다면 교육자로서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

는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방사선이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탐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얻은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 ․ 토의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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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본 워크숍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하였

다.

방사선 : 우주에서 인체까지

우리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생활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

방사선의 기원은 우주 방사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주방사선은

주로 태양에 기원을 둔다. 인류의 활동 범위가 지표면에서 우주 속으로 확대되면서 자연 방사

선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공 방사선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나 핵폭발 실험을 생각하

는 경우가 많으나, 비파괴분석이나 의료적 진단 치료 등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이

다. 인공 방사선을 만드는 도구로는 입자 가속기가 있으며, 하전 입자를 가속시키거나 가속된

하전입자의 핵반응을 통해서 인공방사선이 만들어진다. 가속기는 전자기장 하에서 하전 입자를

높은 에너지까지 도달하도록 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럽,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대형 가속

기 시설을 존재한다. 이들의 목적은 주로 기초과학을 포함한 학문적 성격이 강하나, 암 진단

및 치료 등 실용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는 적으나 이미

대형 가속기시설이 운영 혹은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방사선 암치료기의 최첨단인 중입자치료

기 개발 사업과, 다목적 대형 중입자 가속기를 포함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계획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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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과제의 최종 목표는 초ㆍ중등 교원을 통하여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

키기 위한 초ㆍ중등 교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세부 목표를 세우고 다음

과 같이 연구개발 실적을 달성하였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차세대 원자력

이해와 관련된

자료 및 설문 조

사․분석

사범대학의 원자력관련 교육실태 및

교원 대상 기존 원자력관련 연수과정

조사, 학생 및 중등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20 100

교원 교육프

로그램 개발

시 설문결과

반영

교육용 방사선측

정 실험키트 개

발

CsI 검출기와 전자회로를 조합한 방

사선 스펙트럼 측정용 실험키트 제

작 및 실험매뉴얼 개발

25 100

실 험 교 육 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험

키트와 매뉴

얼 개발

교육용 책자 개발
중․고등학생 및 교사 교육용 단행

본 책자로 발간
20 100

컬러판 단행

본 책자발간

초․중등 교원 교

육프로그램 개발

과학교사 대상 원자력교육 방안 수립

및 강의, 견학 및 실험실습 병행 시범교

육 실시

25 100

프로그램 개

발과 시범교

육 실시

‘원자력지식확산협

의회’ 운영

원자력지식확산 협의회 5회 참여,

논문 발표 3건
10 100 협력 및 홍보

총계 100 100

본 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의 교육 전문인력과 방사선 계측기 개발 전문인

력 그리고 공주대학교의 교사 연수전문 인력들의 능력과 과제 참여원들이 속해 있는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를 잘 활용하여 수행된 결과, 예산에 비해 많은 성과물을 산출하였고 목표 달성도 이상

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서 학생 및 교사들의 원자력 인식 실태 및 원자력 교육 현황 실태조사를 바

탕으로 과학교사 및 학생들에게 적합한 강의와 병행한 실험실습과 체험형태의 원자력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으며 애초 세부 목표에 들어있지 않았던 연수과정 운영을 공주대학교와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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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제 예산 사용없이 시범과정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범과정 운영으로 개발한 교원대상 원자

력 교육과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될 수 있었으며 이 시범과정에 개

발한 방사선 측정 실험키트와 실험교재도 보다 완성품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논문 발표의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학술회의 명칭 제목 발표연월일 발 행 기 관 국 명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CsI(Tl) 섬광체를 이용한

교육용 방사선 검출시스템

개발

2009년

4월 24일

대한방사선방

어학회
한국

한국방사선산업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회

Development of a Plug and

Play Spectroscopy Kit for a

Radiation Education and

Training

2009년

11월 6일

한국방사선산업

학회
한국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ological Protection

The Actual State of

Physics Teachers'

Cognition on the Concept

of Radiation in Korea

2009년

11월 9일

European

Nuclear

Society

포르투갈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단행본 책자 및 방사선 측정용 실험키트 등과 교원대상 원자력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은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발한 원자력 및 방사선 실험 중심의 중등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실제 운영

함으로써 실질적인 차세대 지식전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원전확대를 위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원전사업이 장기 계획임을 감

안할 때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교육에 선도역할을 할 것이다.

○ 개발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원자력의 긍정

적인 이해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교사들이 차세대인 학생들에게 원자력 지식을 전파함으로

써 원자력 지식확산을 유도하고, 차세대들의 미래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이용 기술에 관

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다.

○ 초․중등 학생들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미래의 주역이자 차세대인

미래의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원전정책의 대국민적인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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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원자력 및 방사선 실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

발한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및 이 실험키트를 사용한 실험모듈 3개와 기타 실험

장치를 사용한 실험모듈 7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실험에 대한 실험매뉴얼 실험교재는

중등학교 및 대학에 과학실험 장비로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 개발한 교재와 소형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를 기반으로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하

는 강의와 견학, 실험실습을 병행한 과학교사 대상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연수과정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단순연수 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감마 분광

분석실험을 신규로 개설하여, 초․중등 과학교사들에 대한 원자력교육은 이론과 실험을

겸한 수준 높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 또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구축한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학․연

방사선분야 신진인력에게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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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기대성과

본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현행 차세대 및 교사들이 갖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과학교사에 적용한

교육방법과 과정을 바탕으로 공무원 직무교육에 특화된 원자력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다. 교

육을 이수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원자력 지식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교원들의 원자력 및 방사선 이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킬 것으

로 기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교육 현장에서도 교육내용이 활용될 것이다.

교원들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이해 증진은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원자력 지식을 확산

시킬 수 있고,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확산으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원

전에 대한 대국민 합의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원자력발전 계획의 원활한 추

진에 기여할 것이다. 차세대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미래 원자력 및 방사선기

술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활용방안

본 과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식실태 조사 결과는 과학교사를 위한 원자력 연수 프로

그램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본 연구과제에서 구축한 실험실습과 체험형태 교육프로그램은 과

학교사를 위한 원자력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및 전문인력의 원자력 연수과정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전국적인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

무원 연수교육프로그램에 편성되도록 교육청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한 단행본 책자를 원자력문화재단에 송부하여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원자력직무연

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개발한 방사선측정 실험키트 및 실험교재를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보급하여 학생대

상 과학 실험용 장비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교육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원전 도입 예정 개도국 대상 국제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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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HPGe 검출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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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Co, 137Cs 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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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HPGe 감마선분광기 작동법

1. 실험 목적

(1) 고분해능 HPGe 검출기 기본 원리 이해

(2) 고분해능 HPGe 검출기 작동법 이해

2. 이론

고 분해능 HPGe (High Purity Germanium) 검출기는 HPGe 반도체와 저온유지장치

(Cryostat), 전치증폭기(Preamplifier) 및 고전압 filter와 액체 냉각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

선과 같은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기 위한 4" 납 차폐체로 둘러싸여 있다. HPGe 내부 구조를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HPGe의 불순물 농도는 1010atm/cm3 이하이다. 공핍층은 역 바이어스와 불

순물의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HPGe 검출기의 경우 수 cm까지 확장된다. HPGe 검출기의

형태는 평면구조와 우물형 구조가 있으며 평면구조의 경우 최대 두께는 20 mm, 우물형 구조

의 경우 최대 부피는 50 cm3이다. 이 두 구조는 감마선 에너지 측정 범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되고 있다. HPGe 검출기는 PN접합 형태이며, n형 접촉은 리듐 확산층과 금, 팔라듐 층으로 되

어 있으며, p형 접합은 붕소 주입되어 PN 형태를 가지게 된다. 현재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

는 HPGe 검출기의 형태와 측정 감마선 에너지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 HPGe 검출기 내부구조 (ORTE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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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PGe 검출기 종류 (ORTEC사)

역 바이어스 전압에 의한 반도체 검출기의 누설전류는 S/N비 (Signal to noise)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따라서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이 저하된다. 누설전류는 검출기(ex. 반도체)의 내

부를 흐르는 성분과 표면을 흐르는 성분으로 구분하며, 내부를 흐르는 누설전류는 p-n 접합에

있어서 소수의 Carrier가 접합부를 통해 확산되어 발생하며 검출기의 면적에 비례한다. 또한

공핍층 내에서 열적으로 생성된 전자·정공 쌍에 의한 전류는 공핍층의 체적에 비례하고 온도

를 낮게 하면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액화질소로 Ge 반도체를 냉각 시키게 된다. 또한 표

면을 흐르는 전류는 전기장이 강한 접합부의 모서리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표면을 청정

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용기 내에 밀봉하고 보호 테두리를 설치 한다. HPGe 검출기의 저온 유

지장치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저온유지장치 내의 Cooper는 냉기를 전달하고 분자체(Molecule

Sieve)는 액체질소와 닿는 순간부터 검출기 내부의 불순물 Gas(헬륨 등)들을 흡입하여 검출기

내부가 청정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 초기 설치 시 액체질소를 충진 한 후, 최소 4 시간

동안 냉각시켜야 한다. 액체질소 소진 시 반대로 Gas들을 다시 방출 한다. 만일 검출기가 완전

히 냉각되기 전에 고 전압을 인가하면 이러한 불순물들(ex 수분)이 검출기 표면에 붙어 분해

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때는 검출기를 상온 상태로 만든 후 다시 냉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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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PGe 검출기 저온유지 장치 (ORTEC사)

3. 실험 준비물

<HPGe with cryo-system> <H.V> <Amp> <MCA>

(1) HPGe 검출기

(2) 저준위 납 차폐체

(3) NIM bin & Power supplier, 고전압 발생기, 주 증폭기, 다중 파고 분석기(MCA)), 오실로

스코프, 컴퓨터, LN2 & dewar

(4) 방사선원 (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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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PGe 시스템 구성도

4. 실험 방법 및 결과

(1) HPGe 검출기에 역 바이어스를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

여 HPGe 검출기에 분당 500V씩 -4200V까지 천천히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

용하여 전치증폭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주: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가하는 고전압이 역 바이어스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2) 저준위 차폐체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

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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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 Spectra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tns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5) 저준위 차폐체를 연 후, 137Cs 선원을 위치시킨다.(주: 선원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선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저준위 차폐체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확인한다. 이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7)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주 증폭기의 gain과 shaping time을 바꾸어 가며 관찰한다. Gain과 shaping time에 따

른 전압, 시간과 파형을 기록한다.

Cs-137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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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137Cs 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때, 137Cs의 광전 peak 위치를 660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137Cs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661.7 

keV 

Photopeak

Compton Edge

Backscatter 

Total Counts

<
137

Cs에 대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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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2) 고전압이 인가되는 장비이므로 작동 시 주의한다.

6.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참고: NaI(Tl)검출기와 HPGe 검출기의 에너지 스펙트럼 비교 (ORTE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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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HPGe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한 효율 측정

1. 실험 목적

(1) 60Co 선원을 이용한 전자쌍 생성 이해 및 측정

(2) 241Am, 57Co, 22Na, 133Ba 감마선 에너지 측정 및 에너지 분해능 측정

(3) HPGe 감마선 검출기 효율 측정

2. 이론

감마선이 검출기와의 상호작용으로 광전효과 (Photoelectric effect), 컴프턴 산란 (Compton

scattering)과 전자쌍 생성 (Pair production)이라는 효과가 생긴다. 광전효과는 감마선의 모든

에너지를 전자에게 전달되고, 이 되튕긴 전자는 검출기 안에서 전자-홀 쌍을 생성시켜 외부 펄

스 신호로 나타나게 된다. 이 펄스 크기는 감마선의 에너지에 비례하게 되고, 스펙트럼상에서

광전 피크로 나타나게 된다. 컴프턴 산란은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부터 컴프턴 엣지(Compton

edge)까지 분포하게 되는데, 이는 감마선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은 되 튕긴 전자가 컴프턴

엣지까지 확률적으로 반응함을 보여준다. 전자쌍 생성은 1.02 MeV 이상의 높은 감마선이 전자

와 양전자를 생성시키는 효과이다. 전자 한 개의 질량은 0.511 MeV와 같으므로 (E=mc2, 질량

과 에너지는 같다) 1.02 MeV 이상의 감마선 에너지에서는 두 개의 전자를 생성되는 것이다.

생성된 전자와 양전자는 동시에 펄스 신호를 내게 되므로 출력 펄스는 두 펄스의 합이 된다.

또한, 양전자가 검출기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 두 개의 소멸 감마선(γ1, γ2, 각각 0.511 MeV)이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로, 두 개의 소멸 감마선이 검출기 밖으로 탈출한다면, 감마선 전체 에

너지에서 소멸 감마선(1.02 MeV)를 빼줘야 한다. 두 번째로, 한 개의 소멸 감마선이 광전효과

를 일으키고 나머지 한 개의 소멸 감마선이 탈출을 한다면 0.511 MeV 만 전체 에너지에서 빼

줘야 한다. 세 번째로, 두 개의 소멸 감마선이 모두 광전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면 모든 감마선

에너지는 검출기 안에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쌍 생성에서 첫 번째 경우는

double-escape peak, 두 번째는 single escape, 세 번째는 full energy peak로 나타나게 된다.

이 세 경우는 0.511 MeV 간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자쌍 생성 반응 모식도와 스펙트럼 예를

그림 1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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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자쌍 생성 모식도

그림 2. 511 MeV 감마선의 전형적인 스펙트럼

피크값의 1/2인 높이에서의 펄스의 폭을 반치폭 (FWHM: Full Width Half Maximum)이라 하

며, 이는 통계적 요동이나 회로의 잡음, 검출기 성능 등의 영향으로 인해 관측한 스펙트럼은

어느 정도 퍼짐이 존재하며 이는 에너지 분해능의 척도가 된다. 에너지 분해능(R)이 크면 분해

능이 나쁘고 작으면 분해능이 좋게 된다. 에너지 분해능에 관한 사항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 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0   )%(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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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

검출효율은 감마선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원으로부터의 방사

능 방출개수에 대한 광전 피크 면적의 비율로 나타내게 된다. 검출효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

E
N
A

En 100=
여기서, nE는 검출 효율, AE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피크 카운트수를 live time으로 나눈 값

(cpm)이며, NE는 선원으로 방출되는 감마선 수(초당 붕괴율, dpm)이다.

3. 실험 준비물

<HPGe with cryo-system> <H.V> <Amp>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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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PGe 검출기

(2) 저준위 납 차폐체

(3) NIM bin & Power supplier, 고전압 발생기, 주 증폭기, 다중 파고 분석기(MCA)), 오실로

스코프, 컴퓨터, LN2 & dewar

(4) 방사선원 (241Am, 133Ba, 57Co, 22Na)

4. 실험방법 및 결과

(1) HPGe 검출기에 역바이어스를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

여 HPGe 검출기에 분당 500V씩 -4200V까지 천천히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

용하여 전치증폭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주: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가하는 고전압이 역바이어스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2) 저준위 차폐체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

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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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스펙트럼을 그리시오>

(5) 저준위 차폐체를 연 후, 241Am 선원을 검출기로부터 10 cm 위치시킨다. (주: 선원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선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저준위 차폐체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확인한다. 이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7)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주 증폭기의 gain과 shaping time을 바꾸어 가며 관찰한다. Gain과 shaping time에 따

른 전압, 시간과 파형을 기록한다.

(8)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241
Am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때, 241Am의 광전 peak 위치를 60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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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Am (10cm)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59.9 

keV 
Photopeak

Total counts

<측정 241Am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9)
241
Am 감마선원을 검출기로부터 30 cm에 위치 시키고 (6) ~ (8)을 반복하여 실행한 뒤, 측

정된 스펙트럼을 기록한다.

241Am (30cm)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59.9 

keV 
Photopeak

Total counts 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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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241Am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10) 241Am 감마선원 거리에 따른 검출 효율을 계산 비교한다. ( 241Am의 초당 붕괴율은 10

X 3.7 X 1010로 가정한다.)

E

E
N
A

En 100=

nE는 검출 효율,

AE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피크 카운트수를live time으로 나눈 값(cpm),

NE는 선원으로 방출되는 감마선 수(초당 붕괴율, dpm)

=´=´=                                    100100)( dpm
cpm

En검출효율 ( )

(9)
57

Co,
22

Na,
133
Ba 선원에 대해 (6) ~ (8)까지 반복하여 측정한 후, 기록한다.(주: 반드시 주

증폭기의 gain과 shaping time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다중 파고 분석기의 셋팅도 동일하게

한다. 또한, 검출기와 방사선원의 거리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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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Co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122.1 

keV 
Photopeak

136.5 

keV 
Photopeak

Total Counts

<측정 57Co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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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Ba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Photopeak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80.1 keV 

276.4 keV 

302.9 keV 

356.0 keV 

383.9 keV 

Total Counts

<측정 133Ba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 119 -

22Na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511.0 

keV 

Photopeak

Compton Edge

1274.5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escape

Total Counts

<측정 22Na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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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Co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1173.2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escape

1332.5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scape

Total Counts

<측정 60Co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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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 선원 에너지 스펙트럼에 대한 % 분해능을 구한다.

100%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R

%               100)(%                                              
    

241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AmR

%               100)(%                                              
    

57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CoR

%               100)(%                                              
    

133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BaR

%               100)(%                                              
    

22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NaR

4. 주의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2) 고전압이 인가되는 장비이므로 작동 시 주의한다.

5.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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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 HPGe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한 에너지 교정

1. 실험 목적

(1) 감마선 분광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에너지 교정 이해

(2) 60Co, 137Cs 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교정

2. 이론

미지의 방사성물질 내 방사성 핵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출기에 대한 에너지 교정은 필수적

이다. 이는 감마선 에너지를 알고 있는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교정을 한다. 137Cs (660 keV)과

60Co 선원 (1.17 MeV, 1.33 MeV) 표준선원을 사용하여 검출기의 선형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

하여 에너지 교정을 한다.

3. 실험 준비물

(1) HPGe 검출기 및 저준위 납 차폐체

(2) NIM bin & Power supplier, 고전압발생기, 주 증폭기, 다중 파고 분석기(MCA)), 오실로스

코프, 컴퓨터, LN2 & dewar

(3) 방사선원 (137Cs, 60Co)

<HPGe with cryo-system> <H.V> <Amp> <MCA>

4. 실험방법 및 결과

(1) HPGe 검출기에 역바이어스를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

여 HPGe 검출기에 분당 500V씩 -4200V까지 천천히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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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전치증폭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주: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가하는 고전압이 역바이어스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2) 저준위 차폐체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

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tns

<측정 백그라운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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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 차폐 개방 후, 137Cs선원을 위치시킨다.(주: 선원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선

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납 차폐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확인한다. 이

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7)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137Cs 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때, 137Cs의 광전 peak 위치를 660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137Cs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661.7 

keV 

Photopeak

Compton 

Edge

Backscatter 

Peak

Total Counts

<측정
137

Cs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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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 (6번)을 수행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60Co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

정한다. 이때, 60Co의 광전 peak 위치를 1332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shaping time을 조절

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기록

한다.

60Co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1173.2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escape

1332.5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scape

Total Counts

<측정 60Co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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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7Cs과 60Co의 광전 피크를 이용하여 다음을 채우시오.

137Cs 광전 피크 채널 및 에너지 : 660 keV일 때의 채널 No.= ch

60Co 광전 피크 채널 및 에너지 : 1173 keV일 때의 채널 No.= ch

1332 keV일 때의 채널 No.= ch

(10) 137Cs (660 keV)과 60C0 (1173 keV, 1332 keV)의 광전피크 채널을 이용하여 다음 선형성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 에너지 선형성 그래프>

5. 주의 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2) 고전압이 인가되는 장비이므로 작동 시 주의한다.

6.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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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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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NaI(Tl) 섬광체 검출기 실험

목차

실험 1. NaI(Tl) 섬광체 검출기 작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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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I(Tl) 섬광체 검출기 작동법 이해

실험 2. NaI(Tl) 섬광체 검출기를 이용한 검출 효율 측정

(1) 137Cs감마선에 대한 광전효과와 컴프턴 산란 이해 및 측정

(2) 241Am, 57Co, 22Na, 133Ba 감마선 에너지 측정 및 에너지 분해능 측정

(3) NaI(Tl) 감마선 검출기 효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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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Co, 137Cs 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교정

(3) 미지 샘플 내 핵종 분석 및 분해능 결정

실험 4. NaI(Tl) 섬광체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 동시 측정

(1) 22Na 선원을 사용하여 감마-감마 동시 측정을 위한 중첩 동시 측정방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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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NaI(Tl) 섬광체 검출기 작동법

1. 실험 목적

(1) NaI(Tl) 섬광체 검출기 기본 원리 이해

(2) NaI(Tl) 섬광체 검출기 작동법 이해

2. 이론

섬광체는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충만대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여기 되었다가 다시

천이(~103초이내)하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방사선에 의한 섬광체내 에너지밴드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섬광체를 이용한 방사선 측정은 입사되는 방사선의 에너지와 섬광체에서

방출하는 가시광선의 양이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한다. 섬광체 검출기는 형상에 따라 고체, 액

체, 기체, 혹은 유기, 무기 섬광체로 분리되며, 이 중 NaI(Tl)은 고체상의 무기섬광체이다.

NaI(Tl) 섬광체 검출기는 감마선 검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깨지기 쉽고 흡수성과 온도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섬광체내의 에너지 밴드

NaI(Tl) 섬광체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최대 410 nm 파장)은 광전증배관(PMT,

Photomultiplier tube)를 이용하여 증폭하여 신호를 얻게 된다. 광전증배관을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광전 증배관은 10 ~ 14단의 Dynode로 구성되어 있고 BeO, MgO 등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 Dynode 사이의 전압은 일반적으로 50 ~ 250 V이고, 전자의 feedback을 막기 위해

Anode 전 1, 2단의 Dynode는 앞 단에 비해 전압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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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전증배관

3. 실험 준비물

(1) NaI(Tl) + PMT 결합 검출기

(2) 납 차폐체

(3) NIM Bin & Power supplier, 고전압 발생기, 소 신호 증폭기, 주 증폭기, 다중 파고 분석기

(MCA), 오실로스코프, 컴퓨터

(4) 방사선원 (137Cs)

<NaI(Tl) + PMT> <광전증배관 base> <고전압발생기> <주증폭기> <다중파고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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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NaI(Tl) 계측시스템

4. 실험 방법 및 결과

(1) PMT에 전압을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여 PMT tube에

500V씩 2000V까지 천천히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치증폭기

(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주: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가하

는 정상 고전압에 맞추어 인가한다. 정상전압 이상 인가 시 노이즈 발생과 고장의 원인이

된다.)

(2)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오실로스코프 상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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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 스펙트럼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nts

<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5)
137

Cs 선원을 검출기 10 cm 거리를 유지하여 검출기 앞단에 위치시킨다.(주: 선원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선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선원 주위를 납 차폐 한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

을 확인한다. 이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7)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주 증폭기의 gain과 shaping time을 바꾸어 가며 관찰한다. Gain과 shaping time에 따

른 전압, 시간과 파형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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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37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8)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137Cs 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때, 137Cs의 광전 peak 위치를 660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137Cs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661.7 

keV 

Photopeak

Compton Edge

Backscatter 

Total Counts

< 137Cs에 대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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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7Cs 스펙트럼>

5. 주의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2) 고전압이 인가되는 장비이므로 작동 시 주의한다.

6.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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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NaI(Tl) 섬광체 검출기를 이용한 검출 효율 측정

1. 실험 목적

(1) 137Cs감마선에 대한 광전효과와 컴프턴 산란 이해 및 측정

(2) 241Am, 57Co, 22Na, 133Ba 감마선 에너지 측정 및 에너지 분해능 측정

(3) NaI(Tl) 감마선 검출기 효율 측정

2. 이론

감마선이 검출기와의 상호작용으로 광전효과, 컴프턴 산란과 전자쌍 생성이라는 효과가 생긴

다. 광전효과는 감마선의 모든 에너지를 전자에게 전달되고, 이 되 튕긴 전자는 검출기 안에서

전자-홀 쌍을 생성시켜 외부 펄스 신호로 나타나게 된다. 이 펄스 크기는 감마선의 에너지에

비례하게 된다. 이 효과는 스펙트럼상에서 광전피크로 나타나게 된다. 컴프턴 산란은 낮은 에

너지 영역에서부터 컴프턴 엣지(Compton edge)까지 분포하게 되는데, 이는 감마선으로부터 에

너지를 전달받은 되 튕긴 전자가 컴프턴 엣지까지 확률적으로 반응함을 보여준다.

컴프턴 산란작용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컴프턴 산란은 감마선과 NaI(Tl) 섬광체(검출기) 내

의 자유전자와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다. 입사되는 감마선의 모든 에너지 중 일부 에너지만을

자유전자에게 주어 튕기게 만든다. 일부 에너지를 뺏긴 감마선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1)

만약 입사되는 감마선의 에너지가 1 MeV이며, θ = 180가 되면 입사되는 감마선은 들어오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때의 에너지는 0.2 MeV가 된다.

, (2)

또한 이때의 되튕긴 전자의 에너지는 0.8 MeV가 된다.

(3)

컴프턴단 (Compton Edge)은 위의 예와 같이 감마선이 자유전자에 최대의 에너지에 줄 때

되튕기는 전자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며, 위의 (3)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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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컴프턴 산란도

피크값의 1/2인 높이에서의 펄스의 폭을 반치폭(FWHM: Full Width Half Maximum)이라 하

며, 이는 통계적 요동이나 회로의 잡음, 검출기 성능 등의 영향으로 인해 관측한 스펙트럼은

어느 정도 퍼짐이 존재하며 이는 에너지 분해능의 척도가 된다. 에너지 분해능(R)이 크면 분해

능이 나쁘고 작으면 분해능이 좋게 된다. 에너지 분해능에 관한 사항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0   )%(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R

그림 3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

검출효율은 감마선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원으로부터의 방사

능 방출개수에 대한 광전 피크 면적의 비율로 나타내게 된다. 검출효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

E
N
A

En 100=



- 137 -

여기서, nE는 검출 효율, AE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피크 카운트수를 Live time으로 나눈 값

(cpm)이며, NE는 선원으로 방출되는 감마선 수(초당 붕괴율, dpm)이다.

3. 실험 준비물

(1) NaI(Tl) + PMT 결합 검출기

(2) 납 차폐체

(3) NIM Bin & Power supplier, 고전압 발생기, 소 신호 증폭기, 주 증폭기, 다중 파고 분석기

(MCA), 오실로스코프, 컴퓨터

(4) 방사선원 (137Cs, 241Am, 57Co, 133Ba, 22Na)

<NaI(Tl) + PMT> <광전증배관 base> <고전압발생기> <주증폭기> <다중파고분석기>

<NaI(Tl) 연결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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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방법 및 결과

(1) NaI(Tl) 검출기에 전압을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여

PMT tube에 500V씩 2000V까지 천천히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치증

폭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주: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가

하는 정상 고전압에 맞추어 인가한다. 정상전압 이상 인가 시 노이즈 발생과 고장의 원인이

된다.)

(2)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

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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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스펙트럼을 그리시오>

(5) 137Cs 선원을 위치시킨다. 선원의 위치는 검출기로부터 10 cm로 한다.(주: 선원에 대한 효

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선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납차폐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확인한다. 이

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7)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주 증폭기의 gain과 shaping time을 바꾸어 가며 관찰한다. Gain과 shaping time에 따

른 전압, 시간과 파형을 기록한다.

Cs-137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8)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137Cs 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때, 137Cs 의 광전 peak 위치를660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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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Cs (10cm 일 경우)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661.7 

keV 

Photopeak

Compton Edge

Backscatter 

Total Counts

<측정 137Cs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10 cm일 때)>

(9) 137Cs 감마선원을 검출기로부터 30 cm에 위치 시키고 (8)번을 반복하여 실행한 뒤, 측정된

스펙트럼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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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Cs (30 cm일 경우)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661.7 

keV 

Photopeak

Compton Edge

Backscatter 

Total Counts

<측정
137

Cs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30 cm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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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7Cs 에너지 스펙트럼>

(10) 137Cs 감마선원 거리에 따른 검출 효율을 계산한다.

( 137Cs의 초당 붕괴율은 10 X 3.7 X 1010로 가정한다.)

E

E
N
A

En 100=

nE는 검출 효율,

AE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피크 카운트수를 live time으로 나눈 값(cpm),

NE는 선원으로 방출되는 감마선 수(초당 붕괴율, dpm)

=´=´=                                100100)( dpm
cpm

En검출효율 ( )

(11) nr 갑이 np의 1/100 정도가 되는 위치에 Cr을 선정하고 Cr-C1=C1-Cl이 되도록 Cl을 선정하

여 ROI를 on한 상태로 Cl에서 Cr까지 주사한 후 화면의 INT를 읽어 적분치 ap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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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1=channel # =

(b) np: count

(c) nr: np/100 = count

(d) Cr = Channel # =

(e) Cl = 2 C1 – Cr = 2 ´ ( ) – ( ) = ( ) channel

(f) ap = count

(g) 순면적 np = a0 – 1/2 (nr + nl) (Cr – Cl + 1)

= ( ) – 1/2 ( + ) ( - +1)

= count

(h) 피크계수율 = np/tc = ( )/( ) = ( ) 첸

(i) 선원의 방사능(A) : Bq

(j) 선원의 강도 (Ś) = 0.85 A = photons/sec

(k) 계수효율 (ε) = =´ %100S
ph

( ) %

(12) 57Co, 22Na, 133Ba, 241Am 선원에 대해 (2) ~ (8)까지 반복하여 측정한 후, 스펙트럼 정보를

기록한다.(주: 반드시 주 증폭기의 gain과 shaping time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다중 파고 분

석기의 셋팅도 동일하게 한다. 또한, 검출기와 방사선원의 거리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241Am (1cm)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59.9 

keV 
Photopeak

Total counts 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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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241Am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참고: 241Am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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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Co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122.1 

keV 
Photopeak

136.5 

keV 
Photopeak

Total Counts

<측정
57

Co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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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7Co스펙트럼>

133Ba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Photopeak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80.1 keV 

276.4 keV 

302.9 keV 

356.0 keV 

383.9 keV 

Total Counts

<측정 133Ba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참고: 133Ba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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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a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511.0 

keV 

Photopeak

Compton Edge

1274.5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escape

Total Counts

<측정 22Na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참고: 22Na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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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선원 에너지 스펙트럼에 대한 반치폭 (FWHM)과 % 분해능을 구한다.

100%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R

%               100)(%                                              
    

241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AmR

%               100)(%                                              
    

57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CoR

%               100)(%                                              
    

133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BaR

%               100)(%                                              
    

22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NaR

(14) 241Am 선원의 거리에 따른 검출 효율을 계산하시오.

( 241Am의 초당 붕괴율은 10 X 3.7 X 1010로 가정한다.)

E

E
N
A

En 100=

nE는 검출 효율,

AE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피크 카운트수를 live time으로 나눈 값(cpm),

NE는 선원으로 방출되는 감마선 수(초당 붕괴율, d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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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 dpm
cpm

En검출효율 ( )

5. 주의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2) 고전압이 인가되는 장비이므로 작동 시 주의한다.

6.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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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 NaI(Tl) 검출기를 이용한 에너지 교정

1. 실험 목적

(1) 60Co, 137Cs 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교정

(3) 미지 샘플 내 핵종 분석 및 분해능 결정

2. 이론

미지의 방사성물질 내 방사성 핵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출기에 대한 에너지 교정은 필수적

이다. 이는 감마선 에너지를 알고 있는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교정을 한다. 137Cs (660 keV)과

60Co 선원 (1.17 MeV, 1.33 MeV) 표준선원을 사용하여 검출기의 선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교

정을 한다.

3. 실험 준비물

(1) NaI(Tl) + PMT 결합 검출기 및 납 차폐체

(2) NIM Bin & Power supplier, 고전압 발생기, 소 신호 증폭기, 주 증폭기, 다중 파고 분석기

(MCA), 오실로스코프, 컴퓨터

(3) 방사선원 (137Cs, 60Co)

<NaI(Tl) + PMT> <광전증배관 base> <고전압발생기> <주증폭기> <다중파고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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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Tl) 연결 다이어그램>

4. 실험 방법 및 결과

(1) NaI(Tl) 검출기에 전압을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여

PMT tube에 500V씩 2000V까지 천천히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치증

폭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주: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가하는 정상 고전압에 맞추어 인가한다. 정상전압 이상 인가 시 노이즈 발생과 고장의 원

인이 된다.)

(2) 납 차폐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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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백그라운드 그래프>

(5) 납 차폐 개방 후, 137Cs선원을 위치시킨다.(주: 선원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선

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납 차폐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확인한다. 이

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7)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137Cs 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때, 137Cs의 광전 peak 위치를660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137Cs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661.7 

keV 

Photopeak

Compton Edge

Backscatter 

Total Counts



- 153 -

<측정 137Cs 스펙트럼을 그린 후, 광전피크와 컴프턴 에지를 표시하시요.>

<참고: 137Cs 에너지 스펙트럼>

(8) (5) ~ (6번)을 수행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60Co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

정한다. 이때, 60Cs의 광전 peak 위치를 1332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

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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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Co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1173.2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escape

1332.5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scape

Total Counts

<측정 60Co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참고:
60

Co <측정
60

Co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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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7Cs과 60Co의 광전 피크를 이용하여 다음을 채우시오.

137Cs 광전 피크 채널 및 에너지 : 660 keV일 때의 채널No.= ch

60Co 광전 피크 채널 및 에너지 : 1173 keV일 때의 채널No.= ch

1332 keV일 때의 채널 No.= ch

(10) 137Cs (660 keV)과 60C0 (1173 keV, 1332 keV)의 광전피크 채널을 이용하여 다음 선형성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 에너지 선형성 그래프>

5. 주의 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2) 고전압이 인가되는 장비이므로 작동 시 주의한다.

6.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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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4. NaI(Tl) 섬광체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 동시 측정

1. 실험 목적

(1) 22Na 선원을 사용하여 감마-감마 동시 측정을 위한 중첩 동시 측정방법 숙지

2. 이론
22Na 선원은 감마-감마 동시 측정 실험에 사용하기 좋은 선원이다. 22Na 선원의 붕괴도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시 10% 전자포획에 의한 1.274 MeV 감마선과 90%의

양전자 방출 후 생성되는 두 개의 0.511 MeV 소멸방사선이 검출된다. 이 두 개의 소멸방사선

은 180도 각도로 방출된다. 그림 2에 NaI(Tl) 섬광체 검출기를 이용한 22Na 감마선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양전자 소멸과정과 두 에너지 레벨에 대한 검출기 효율로 인해 0.511 MeV 피크가

1.274 MeV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림 1. 22Na 붕괴도

그림 2 22Na 감마선 스펙트럼

3. 실험 준비물

(1) NaI(Tl) + PMT 결합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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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 차폐체

(3) NIM Bin & Power supplier, 고전압 발생기, 소 신호 증폭기, 주 증폭기, 다중 파고 분석기

(MCA), 오실로스코프, 컴퓨터

(4) 방사선원 (22Na)

<NaI(Tl) + PMT> <광전증배관 base> <고전압발생기> <주증폭기> <다중파고분석기>

4. 실험방법 및 결과

<감마-감마 동시 측정을 위한 NIM module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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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개의 NaI(Tl) 검출기를 그림과 같이 Setup한다.

<감마-감마 동시 측정을 위한 검출기 setup>

(2) 두 개의 NaI(Tl) 검출기에 전압을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

용하여 PMT tube에 500V씩 2000V까지 천천히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용하

여 전치증폭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주: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가하는 정상 고전압에 맞추어 인가한다. 정상전압 이상 인가 시 노이즈 발생과

고장의 원인이 된다.)

(3) 납 차폐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4) 주증폭기를 Negative 입력, Unipolar 출력으로 맞춘다.

(5) Timing SCA를 integral 모드로 맞춘다.

(6) SCAs Output을 Coincidence 입력에 연결한다. (A와 B)

(7) Coincidence Requirements switch를 2에 맞추고 Resolving Time을 2us로 맞춘다.

(8) A, B 토글 스위치를 "Coinc"에 맞추고, C, D, E를 "OFF" 시킨다.

(9) Timer and Counter를 8~10으로 맞추고, count 스위치를 켜서 측정을 시작한다.

(측정시간은 통계오차를 줄이기 위해 8~10분간 한다.)

(10) θ = 0도에서 25도까지 변화하면서 카운트 한 후, 아래 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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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idence Measurement with 22Na

θ (degree) Positive Counts/sec θ (degree) Negative Counts/sec

0

1

2

3

4

5

6

7

8

9

10

20

25

(11) 참조 그래프와 같이 측정 coincidence 카운트 그래프를 그리시오.

(count rate = N, 통계 오차 = N )

<측정 coinciden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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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Coincidence data>

5. 주의 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2) 고전압이 인가되는 장비이므로 작동 시 주의한다.

6.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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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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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sI(Tl) 섬광체 검출기 실험

목 차

실험 1.CsI(Tl)/PIN형 검출기 작동법

(1) CsI(Tl)/PIN형 검출기 기본 원리 이해

(2) CsI(Tl)/PIN형 검출기 작동법 이해

실험 2.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효율 측정

(1) 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통계 오차 처리

(2) 241Am, 57Co, 22Na,133Ba 감마선 에너지측정 및 에너지 분해능 측정

(3) CsI(Tl)/PIN형 검출기 효율 측정

(4) NaI(Tl) 검출기 효율과 HPGe 검출기 효율을 상호 비교 분석

실험 3.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에너지 교정

(1) 60Co, 137Cs 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교정

(2) 미지의 시료 핵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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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CsI(Tl)/PIN형 검출기 작동법

1. 실험 목적

(1) CsI(Tl)/PIN형 검출기 기본 원리 이해

(2) CsI(Tl)/PIN형 검출기 작동법 이해

2. 이론

CsI(Tl)은 무기섬광체 물질로 NaI(Tl)보다 밀도와 원자번호가 높아 방사선흡수계수율이 높다.

일반적인 무기섬광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CsI(Tl) 섬광체는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으로 565

nm 파장의가시광선을 내며, 이는 다른 무기섬광체보다 높은 파장을 낸다. 일반적으로섬광체

검출기는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가시광선을 증폭하기 위해 광전증배관(PMT)을

사용하게된다. 광전증배관은 높은 전압(약 1000 V 이상)과 크기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낮은

파장대의 가시광선증폭이 좋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광전증배관 대신 photodiode(광센서)를 이용하고 있다. Photodiode는 저전력(수십 V)

소모와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어 소형 방사선 검출기를만드는데 적합하다. Photodiode의 파

장에 따른 응답 강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표 1의무기섬광체 중 파장이 가장 높은 것은

CsI(Tl)로서,photodiode와 결합 시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Photodiode는 PIN

형 다이오드 형태를 갖는다.

CsI(Tl)/PIN형 검출 시스템을 그림 2 나타내었다.검출시스템 안에는 소신호증폭기

(Preamplifier), 주증폭기(Amplifier), 다중파고분서기 (MCA)와 회로구동용 DC 전원이 내장되

어 있다.

표 1. 무기섬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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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hotodiode의 파장에 따른 응답강도

그림 2 소형 CsI(Tl)/PIN형 검출 시스템

3. 실험 준비물

<소형 CsI(Tl)/PIN diode 검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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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 CsI(Tl)/PIN diode 검출 시스템

(2) 납 차폐체

(3) NIM bin, HVsupplier, and computer

(4) 방사선원 (137Cs)

4. 실험 방법 결과

(1) CsI(Tl)/PIN형 검출기에 역바이어스를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여 CsI(Tl)/PIN형검출기에 40V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전치증폭

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2) 시스템 케이스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

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

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tns 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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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6) 시스템 케이스를 연 후, 137Cs 선원을위치시킨다.(주: 선원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

든 선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7) 시스템 케이스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확인한다. 이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8)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

다.

Cs-137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9)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 10분간
137

Cs 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때, 137Cs의 광전 peak 위치를 660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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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Cs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661.7 

keV 

Photopeak

Compton Edge

Backscatter 

Total Counts

<측정 137Cs 스펙트럼을 그린 후, 광전피크와 컴프턴 에지를 표시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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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7Cs 에너지 스펙트럼>

4. 주의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5.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G ORTEC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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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효율 측정

1. 실험 목적

(1) 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통계 오차 처리

(2) 241Am, 57Co, 22Na,133Ba 감마선 에너지측정 및 에너지 분해능 측정

(3) CsI(Tl)/PIN형 검출기 효율 측정

(4) NaI(Tl) 검출기 효율과 HPGe 검출기 효율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2. 이론

방사성물질의 붕괴는 비확률적이여서 매번 측정할 때마다 이전 측정값과 다르게 된다.하지만,

같은 측정을 많이 반복하면 어느 평균값에 도달하게 되어 신뢰성을 갖는 값을 가지게된다.

N번의 독립적인 측정에 대한 평균 카운트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혹은 (1)

여기서, R은 카운율이고, N은측정횟수이다.

이 평균 카운트율로부터 각각의 편차는 이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구할 수 있다.

(2)

3. 실험 준비물

<소형 CsI(Tl)/PIN diode 검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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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 CsI(Tl)/PIN diode 검출 시스템

(2) 납 차폐체

(3) NIM bin, HVsupplier, and computer

(4) 방사선원 (241Am, 57Co,22Na, 133Ba)

4. 실험 방법 및 결과

(1) CsI(Tl)/PIN형 검출기에 역바이어스를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여 CsI(Tl)/PIN형검출기에 40V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전치증폭

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2) 시스템 케이스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

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

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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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5) 시스템 케이스를 연 후, 241Am 선원을위치시킨다. 선원의 위치는 검출기로부터 1 cm로 한

다.(주: 선원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선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

다.)

(6) 저준위 차폐체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확인한다. 이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7)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레벨을 확인한다.

Am-241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8)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 1 분간 241Am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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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Am (1cm)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59.9 

keV 
Photopeak

Total counts 0 2047

< 241Am에 대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참고: 241Am스펙트럼>

(9) (8)번을 9번 반복하여 광전피크 중앙 한 채널에 대한 카운트수와 live time을 기록하여 통

계처리 한 후, 아래식을 이용하여 표를 완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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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의 독립적인 측정에 대한 평균 카운트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혹은

여기서, R은 카운율이고, N은측정횟수이다.

이 평균 카운트율로부터 각각의 편차는 이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un R σ
/ σ

/ σ 

(Rounded-off)

Typical Measured Typical Measured

1 -0.15 0

2 +0.06 +1.0

3 +0.07 0

4 -1.61 -1.5

5 -1.21 -1.0

6 +1.70 +1.5

7 -0.03 0

8 -1.17 -1.0

9 -1.67 -1.5

10 +0.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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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distribution을 그리시오>

<참고: Frequency distribution>

(10) 241Am 감마선원을 검출기로부터 10 cm에 위치 시키고 (6) ~ (8)을 반복하여 실행한 뒤,

측정된 스펙트럼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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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Am (10cm)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59.9 

keV 
Photopeak

Total counts 0 2047

< 241Am에 대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11) 241Am 감마선원 거리에 따른 검출 효율을 계산 비교한다.

(
241
AM의 초당 붕괴율은 10 X 3.7 X10

10
로 가정한다.)

E

E
N
A

En 100=

nE는 검출 효율,

AE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피크 카운트수를 live time으로 나눈 값(cpm),

NE는 선원으로 방출되는 감마선 수(초당 붕괴율, dpm)

=´=´=                                100100)( dpm
cpm

En검출효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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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7Co, 22Na, 133Ba 선원에 대해 (2) ~ (8)까지반복하여 측정한 후, 기록한다.(주: 반드시 주

증폭기의 gain과 shaping time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다중 파고 분석기의 셋팅도 동일하게한

다. 또한, 검출기와 방사선원의 거리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57Co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122.1 

keV 
Photopeak

136.5 

keV 
Photopeak

Total Counts

<측정 57Co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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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7Co스펙트럼>

133Ba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Photopeak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80.1 keV 

276.4 keV 

302.9 keV 

356.0 keV 

383.9 keV 

Total Counts

<측정 133Ba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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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3Ba 스펙트럼>

(13) 각 선원 에너지 스펙트럼에 대한 % 분해능을 구한다.

100%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R

%               100)(%                                              
    

241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AmR

%               100)(%                                              
    

57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CoR

%               100)(%                                              
    

133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BaR

%               100)(%                                              
    

22 ==´=
에너지혹은채널광전피크

FWHM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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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6.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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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 CsI(Tl)/PIN형 검출기를 이용한 에너지교정

1. 실험 목적

(1) 60Co, 137Cs 선원을 이용한 에너지 교정

2. 이론

미지의 방사성물질 내 방사성 핵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출기에 대한 에너지 교정은 필수적

이다. 이는 감마선 에너지를 알고 있는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교정을 한다. 137Cs (660 keV)과

60Co 선원 (1.17 MeV, 1.33 MeV) 표준선원을 사용하여 검출기의 선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교

정을 한다.

3. 실험 준비물

<소형 CsI(Tl)/PIN diode 검출 시스템>

(1) 소형 CsI(Tl)/PIN diode 검출 시스템

(2) 납 차폐체

(3) NIM bin, HV supplier, and computer

(4) 방사선원 (137Cs, 60Co)

4. 실험방법 및 결과

(1) CsI(Tl)/PIN형 검출기에 역바이어스를 인가한다. 이는 NIM Bin안에 있는 고전압 발생기

를 이용하여 CsI(Tl)/PIN형 검출기에 40V 인가하면 된다. 이때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치

증폭기(preamplifier)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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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케이스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

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한다.

(3) 전치 증폭기를 주 증폭기에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레벨을 확인

한다.

백그라운드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4)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10분간 백그라운드를

측정한다. 이를 기록한다.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ROI Min ROI Max

Total coutns

<측정 백그라운드 그래프>

(5) 저준위 차폐체를 연 후,
137

Cs선원을 위치시킨다.(주: 선원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모

든 선원은 검출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저준위 차폐체를 닫은 후 전치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확인한다. 이때의 전압과 시간을 기록하여 백그라운드 레벨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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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37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전치증폭기
전압 시간

주증폭기
전압 시간

(7) 주 증폭기를 다중 파고분석기에 연결한 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0분간 137Cs 감마

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때, 137Cs의 광전 peak 위치를660 채널에 위치하도록 gain과

shaping time을 조절한다. 불감시간은 수 % 이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된 스펙트럼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137Cs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661.7 

keV 

Photopeak

Compton 

Edge
Backscatter 

Peak

Total Counts

<측정
137

Cs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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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7Cs 스펙트럼>

60Co

Activity=                     Live Time = Real Time = 

Feature Centroid FWHM
Net 

Counts

Gross 

Counts

ROI 

Min

ROI 

Max

1173.2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escape

1332.5

keV

Photopeak

compton Edge

Single escape

Double scape
Total Counts

<측정 60Co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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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0Co 스펙트럼>

(9) 137Cs과 60Co의 광전 피크를 이용하여 에너지 교정과 선형성 그래프를 작성하시오.

137Cs 광전 피크 채널 및 에너지 : 660 keV일 때의 채널 No.= ch

60Co 광전 피크 채널 및 에너지 : 1173 keV일 때의 채널No.= ch

1332 keV일 때의 채널 No.= ch

< 에너지 선형성 그래프>

(10) 미지의 시료(Th-232계열)를 이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 185 -

< 에너지 선형성 그래프>

자연 방사선 핵종 붕괴표

TABLE A-1. PHOTONS EMITTED BY RADIONUCLIDE IN RADIOACTIVE EQUILIBRIUM IN THE THREE NATURAL

CHAINS WITH PHOTON EMISSION RATES >= 1% (EXCEPT FOR 234PAM AND 230 Th). THE TABLE IS ARRANGED

IN ORDER OF INCREASING PHOTONS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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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s
Photons

Energy

(keV)

Photon emission rate(%)

U-238

Dacay chain

U-235

Dacay chain

Th-232

Dacay chain

Radionuclidein 

equilibrium in its 

chain

Radionuclides of 

the U-235 chain 

in natural uranium

Ra-224 241.0 4.0

Pb-214 242.0 7.41

Th-227 256.3 6.2 0.29

Ra-223 269.4 13.6 0.63

Ac-228 270.2 3.8

Rn-219 271 10 0.47

Tl-208 277.2 2.4

Pa-231 283.7 1.6 0.075

Th-227 286.2 1.3 0.06

Pb-214 295.2 18.7

Th-227 300.0 1.9 0.09

Ra-223 300.1 2.3 0.11

Pa-231 300.6 3

Ac-228 302.7 2.3 0.11

Ra-223 323.9 3.6 0.17

Pa-231 330.0 1.3 0.06

Ac-228 338.5 12.3

Ra-223 338.6 2.6

Bi-211 351.0 12.7 0.59

Pb-214 351.9 35.8

Rn-219 401.8 6.6 0.30

Pb-211 404.8 3.5 0.16

Ac-228 409.5 2.1

Pb-211 427.0 1.5 0.07

Ac-228 463.0 4.7

Tl-208 510.7 9.0

Tl-208 583.1 30.0

Bi-214 609.3 45.0

Bi-214 665.5 1.55

727.2 7.0

755.1
1.1

Bi-214 768.4 4.83

Ac-228 771.9 1.7

Bi-212 785.4 1.3

Bi-214 785.9 1.05

Ac-228 794.9 4.9

Bi-214 806.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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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s
Photons

Energy

(keV)

Photon emission rate(%)

U-238

Dacay chain

U-235

Dacay chain

Th-232

Dacay chain

Radionuclidein 

equilibrium in its 

chain

Radionuclides of 

the U-235 chain 

in natural uranium

Pb-211 831.8 3.0 0.14

Ac-228 833.0D 2.8

Ac-228 840.2 1.0

Tl-208 860.1 4.7

Ac-228 904.1 1.0

Ac-228 911.1 29.0

Bi-214 934.1 3.10

Ac-228 964.6 5.5

Ac-228 968.9 17.5

Pa-234m 1001.0 0.6

Bi-214 1120.3 14.9

Bi-214 1155.2 1.70

Bi-214 1238.1 5.96

Bi-214 1281.0 1.48

Bi-214 1377.7 4.15

Bi-214 1401.5 1.39

Bi-214 1408.0 2.51

Ac-228 1459.2 1.2

Ac-228 1499.0D 2.1

Bi-214 1509.2 2.13

Ac-228 1588.1 4.6

Bi-212 1620.6 1.8

Ac-228 1631.0T 3.4

Bi-214 1661.3 1.17

Bi-214 1729.6 3.06

Bi-214 1764.5 16.07

Bi-214 1847.4 2.14

Bi-214 2118.6 1.18

Bi-214 2204.1 5.06

Bi-214 2447.7 1.57

Tl-208 2614.7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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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사항

(1) 방사선원을 이용한 작업 시 ALARA (As Low As Reaseonably Achievable)원칙을 따른다.

6. 참고문헌

(1) G.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rd Ed., John wily (1993)

(2) EG & G ORTEC Application note, AN34, ORT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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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공주대학교 계약번호

초ㆍ중등교원을 통하여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초ㆍ중등 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원자력 관련 정보를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하

는데, 특히 학교 교육에서 교원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중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지

식확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개념이 학생의 과학적 개념 형성에 절대적

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정립이 지식확산

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현직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이해 및 인식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전국 사범대학의 원자력관련 교육실태 파악과 초․중등 교원 대상 기존 원자력관련 연수과정을 조

사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의 내용과 연수과정 및 교육용 실험실습 키트 사양을

도출하였다. 초․중등 교원 연수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위주로 작성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였고 소형 방사선측정 실험키트를 제작하였으며, 이 실험키트를 사용한 실험모듈 3

개와 기타 실험장치를 사용한 실험모듈 7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실험에 대한 실험매뉴얼을 작성하

였다. 또한,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와 견학, 실험실습을 병행한 원자력 연수과정을 실시하였

다. 또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를 통하여 산․학․연이 원자력과 방사선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교육체

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단순연수 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감마

분광분석실험을 신규로 개설함으로서, 초․중등 과학교사들에 대한 원자력교육은 이론과 실험을 겸한

수준 높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구축

한 상호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학․연 방사선분야 신진인력에게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주요 실험모듈 10개에 대한 실험메뉴얼을 영문으로 개발하여 본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국제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 이내)
교육훈련, 원자력교육, 방사선계측, 방사선계측 매뉴얼, 원자력, 원자력기술, 방사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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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최근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교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거나 홍보하는 차원

에 그치며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음. 본 과제를 통해서 학생 및

교사들의 원자력 인식 실태 및 원자력 교육 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과학교사 및

학생들에게 적합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또한 강의와 병행한 실험실습과

체험형태 교육프로그램은 과학교사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함.

○ 과학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생 및 교사들을 위한 원자력

이해에 관한 그림과 사진을 위주로 한 컬러판 단행본 책자를 개발하였음.

○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원자력 및 방사선 실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 개발한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및 이 실험키트를 사용한 실험모듈 3

개와 기타 실험장치를 사용한 실험모듈 7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실험에 대한 실

험매뉴얼 실험교재는 중등학교 및 대학에 과학실험 장비로 보급될 수 있을 것임.

○ 개발한 교재와 소형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를 기반으로 과학교사를 대상으

로 하는 강의와 견학, 실험실습을 병행한 과학교사 대상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시범 연수과정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단순연수 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

고, 또한 감마 분광분석실험을 신규로 개설하여, 초․중등 과학교사들에 대한 원자

력교육은 이론과 실험을 겸한 수준 높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음.

○ 또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구축한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

학․연 방사선분야 신진인력에게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원전확대를 위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원전사업이 장기 계획임

을 감안할 때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교육에 선도역할을 함.

○ 개발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원자력

의 긍정적인 이해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교사들이 차세대인 학생들에게 원자력 지식

을 전파함으로써 원자력 지식확산을 유도하고, 차세대들의 미래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이용 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파급효과가 큼

○ 초․중등 학생들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미래의 주역이자 차

세대인 미래의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원전정책의 대국

민적인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

는데 파급효과가 있음.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설문조사 및 인식실태 조사 결과는 과학교사를 위한 원자력 연수 프로그램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개발한 과학교사 대상 실험중심 원자력 연수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국가공무원 정

규 교원 원자력 연수과정 운영에 활용.

○ 개발한 단행본 책자와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및 실험교재를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보급하여 학생 대상 과학 실험에 활용할 수 있음.

○ 원전 도입 예정 중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육과정 개발에도 활용 가능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는 1967년부터 원자력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온 전문기관으로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교육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본 과

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미계상 과제 참여원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적극 활용하

여 예산에 비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

○ 개발한 방사선측정 실험키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측정기 개발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용 키트로 개발한 것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검출기 개발 기술을

교육장비 개발에 접목하여 새로운 방사선 측정 실험키트로 성공적으로 개발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음.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 총 3건: 국내 학술논문 발표 2건 및 해외 학술논문 발표 1건

학술회의 명칭 제목 발표연월일 발 행 기 관 국 명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CsI(Tl) 섬광체를 이용한

교육용 방사선 검출시스템

개발

2009년

4월 24일

대한방사선방

어학회
한국

한국방사선산업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회

Development of a Plug and

Play Spectroscopy Kit for a

Radiation Education and

Training

2009년

11월 6일

한국방사선산업

학회
한국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ological Protection

The Actual State of

Physics Teachers'

Cognition on the Concept

of Radiation in Korea

2009년

11월 9일

European

Nuclear

Society

포르투갈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

1

차세대 원자력 이해

와 관련된 자료 및

설문 조사․분석

사범대학의 원자력관련 교육실태 및 교원

대상 기존 원자력관련 연수과정 조사,

학생 및 중등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100

2
교육용 방사선측정

실험키트 개발

CsI 검출기와 전자회로를 조합한 방사

선 스펙트럼 측정용 실험키트 제작 및

실험매뉴얼 개발

100

3 교육용 책자 개발
중․고등학생 및 교사 교육용 단행본

책자로 발간
100

4
초․중등 교원 교육프

로그램 개발

과학교사 대상 원자력교육 방안 수립 및

강의, 견학 및 실험실습 병행 시범교육 실시
100

5
‘원자력지식확산협의

회’ 운영

원자력지식확산 협의회 5회 참여,

논문 발표 3건
100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초∙중등 학생들의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본 과

제를 통해 개발한 원자력 및 방사선 실험 중심의 중등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연수프

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세대 지식전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사료됨

○ 개발한 단행본 책자는 사진과 도표를 위주로 한 컬러판 책자로서 학생 및 교사들

이 원자력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이 필요함

○ 개발한 방사선측정 실험키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측정기 개

발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용 키트로 개발한 것으로서, 수입한 실험키트를 사용하는 것

과 비교할 때, 국내 방사선계측기 개발기술의 응용분야를 넓히고 중․고등학교 및 대

학의 과학실험실에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는 1967년부터 원자력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온 전문기관으로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교육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탁과제 예산을 제외한 과제 예산의 대부분을 방사선 스

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개발과 원자력 이해를 돕기 위한 단행본 책자개발에 투입하였

으며, 실험키트와 책자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의 시범과정 운영

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주대학교와 협력하여 실시하였음.

○ 개발하고자 하는 방사선측정 실험키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측정기 개발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용 키트로 개발한 것으로서, 수입한 실험키트를 사

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내 방사선계측기 개발기술의 응용분야를 넓히고 중․고등

학교 및 대학의 과학실험실에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국산 계측기 기

술개발의 상승효과가 있음.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본 과제에서 개발한 원자력 및 방사선 실험 중심의 중등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연수프

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

○ 개발한 단행본 책자와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용 실험키트를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본 과제의 산출물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그리고 방사선측정 실험

키트는 일반에게도 공개되고 활용될 것이므로 보안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원 대상 원자력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많은 교원들에게 공개

하고 홍보하여서 이 교육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원자력 지식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성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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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활용계획서

1. 연구목표 및 내용

○ 연구목표: 초ㆍ중등 교원을 통하여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초ㆍ중등 교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구내용

■사범대학의 원자력관련 교육 실태 조사ㆍ분석

■초ㆍ중등 학생 및 과학교사들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ㆍ분석

■초ㆍ중등 교원의 원자력관련 연수과정 등 기존 연구 조사ㆍ분석

■교육용 방사선측정 실험키트 제작

■중등 교원 대상 원자력분야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과학교사 연수용 교육책자 개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 운영

2. 연구수행결과 현황(연구종료시점 까지)

○ 전국 사범대학의 원자력관련 교육실태 파악과 초․중등 교원 대상 기존 원자력관련 연수과정을 조

사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의 내용과 연수과정 및 교육용 실험실습 키트 사

양 도출

○ 초․중등 교원 연수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위주로 작성하여 단행본으

로 발간하고, 소형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를 제작하였으며, 이 실험키트를 사용한 실험모

듈 3개와 기타 실험장치를 사용한 실험모듈 7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실험에 대한 실험매뉴얼 작

성

○ 개발한 교재와 소형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를 기반으로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견학, 실험실습을 병행한 과학교사 대상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연수과정을 실시함

으로써 기존의 단순연수 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감마 분광분석실험을 신규로 개설하여,

초․중등 과학교사들에 대한 원자력교육은 이론과 실험을 겸한 수준 높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였음

○ 또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구축한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학․연 방사선분

야 신진인력에게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주요 실험

모듈 10개에 대한 실험 매뉴얼을 영문으로 개발하여 본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국제과정에서도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가. 특허(실용신안) 등 자료목록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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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마. 논문게재 및 발표 실적

ㅇ학술회의 발표 실적(필요시 별지 사용)

  - 3건

학술회의 명칭 제목 발표연월일 발 행 기 관 국 명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CsI(Tl) 섬광체를 이용한

교육용 방사선 검출시스템 개발

2009년

4월 24일

대한방사선방

어학회
한국

한국방사선산업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회

Development of a Plug and

Play Spectroscopy Kit for a

Radiation Education and

Training

2009년

11월 6일

한국방사선산업

학회
한국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ological Protection

The Actual State of

Physics Teachers' Cognition

on the Concept of Radiation

in Korea

2009년

11월 9일

European

Nuclear

Society

포르투갈

계: 3 건

3. 연구성과

  

○ 본 과제를 통해서 학생 및 교사들의 원자력 인식 실태 및 원자력 교육 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과학교사 및 학생들에게 적합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또한 강의와 병

행한 실험실습과 체험형태 교육프로그램은 과학교사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

대함.

○ 과학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생 및 교사들을 위한 원자력 이해

에 관한 그림과 사진을 위주로 한 컬러판 단행본 책자를 개발하였음.

○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원자력 및 방사선 실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

발한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및 이 실험키트를 사용한 실험모듈 3개와 기타 실험

장치를 사용한 실험모듈 7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실험에 대한 실험매뉴얼 실험교재는

중등학교 및 대학에 과학실험 장비로 보급될 수 있을 것임.

○ 개발한 교재와 소형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를 기반으로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하

는 강의와 견학, 실험실습을 병행한 과학교사 대상 원자력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연수과정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단순연수 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감마 분광

분석실험을 신규로 개설하여, 초․중등 과학교사들에 대한 원자력교육은 이론과 실험을



겸한 수준 높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음.

○ 또한 ‘원자력지식확산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구축한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학․연

방사선분야 신진인력에게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음.

  

4. 기술이전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 설문조사 및 인식실태 조사 결과는 과학교사를 위한 원자력 연수 프로그램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개발한 과학교사 대상 실험중심 원자력 연수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국가공무원 정규 교

원 원자력 연수과정 운영에 활용.

○ 개발한 단행본 책자와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 실험키트 및 실험교재를 중 고등학교 및 대

학에 보급하여 학생 대상 과학 실험에 활용할 수 있음.

○ 원전 도입 예정 중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육과정 개발에도 활용 가능

 

5. 기대효과

○ 원전확대를 위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원전사업이 장기 계획임을 감

안할 때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교육에 선도역할을 함.

○ 개발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원자력의 긍정

적인 이해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교사들이 차세대인 학생들에게 원자력 지식을 전파함으로

써 원자력 지식확산을 유도하고, 차세대들의 미래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이용 기술에 관

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파급효과가 큼.

○ 초․중등 학생들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미래의 주역이자 차세대인

미래의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원전정책의 대국민적인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파급효과가 있

음.

6. 문제점 및 건의사항(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을 기재)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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