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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plastic scintillator was fabricated to design a radiation detector for in-situ measurement of radioactivity at a site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emitting beta-rays, such as 90 Sr
or

238

U, in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end of its life cycle or a nuclear accident such as that

at Fukushima. The performance of the fabricated plastic scintillators was evaluated. The plastic
scintillator PS-0201 fabricated by mixing 0.2 wt% of PPO and 0.01 wt% of POPOP in epoxy was
found to have good beta-ray absorption, as well as light emission and transmittance, characteristics
comparable to thoose of commercial plastic scintillator BC-40004.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confirmed that the homogeneity of the surface and the cutting plane of the plastic scintillator
PS-0201 fabricated in this study was superior to that of BC-40004.
PACS numbers: 29.40.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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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또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로

90

Sr 또는

238

U과 같은

베타선 방출 핵종으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지역의 환경 방사능을 현장 측정 (In-situ) 하기 위한 방사선
검출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섬광체를 제조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유기 섬광 물질 PPO
0.2 wt%와 POPOP 0.01 wt%의 비율로 에폭시에 혼합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섬광체 PS-0201이 상용
플라스틱 섬광체 BC-40004의 베타선 흡수 특성과 발광 특성 및 빛에 대한 투과 특성을 잘 구현함을 알았다.
또,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영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섬광체 PS-0201의 표면과 단면의 균질도가 BC-40004 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PACS numbers: 29.40.Mc
Keywords: 현장 측정, 베타검출기, 플라스틱 섬광체

I. 서 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역이나 수명이 다한 원
자력 발전소 부지의 제염을 위해

90

Sr과

238

U과 같은 베타

선을 방출하는 핵종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1]. 이러한
지역의 오염도 조사를 위한 방사능 측정은 실험실 측정 방
법이나 현장 측정 (in-situ) 방법을 이용한다. 실험실 측정
방법은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실험실 내에서 전처리 시료의 베타선 방출 핵종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농축 방법에
따라 미량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시료
채취하여 전처리를 하고 핵종 분석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실험 후 전처리 시료가
2차 방사성 폐기물로 남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현장 측정 방법은 시료 채취나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방사능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

타크릴레이트 (Polymethylmethacrylate, PMMA), 에폭
시 (epoxy) 와 같은 고분자 물질에 안트라센 (Anthracene),
스틸벤 (Stilbene), PPO (2.5-diphenyloxazole), POPOP
(1,4-bis[5-phenyl-2-oxazol]benzene) 와 같은 유기 섬광 물
질을 혼합하여 제작하고 있다 [7]. 현장 적용 대면적 검출기
용 플라스틱 섬광체는 BetaScintTM 와 같이 대형 (150 cm
× 35 cm) 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8–10].
본 논문에서는 베타선에 의해 UV를 흡수하여 380 nm
부근의 보라색 빛 (visible light-violet, VL-V) 을 방출하는
PPO와 VL-V를 흡수하여 420 nm 부근의 파란색 빛(visible
light-blue, VL-B) 을 방출하는 POPOP를 에폭시에 혼합하
여 베타선 검출기 개발에 이용할 유기섬광체를 제작하였다
[11, 12]. 이 섬광체에 포함된 PPO와 POPOP의 함량에
따른 섬광체의 베타선 흡수 특성과 발광 스펙트럼의 세기,
그리고 발광한 빛에 대한 투과 비율을 측정하여 성능을 평
가하였다.

할 수 있고, 2차 방사성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지만 신속한
측정을 위하여 대면적 검출기가 필요하다 [2–4]. 이러한

II. 실 험

대면적 검출기의 플라스틱 섬광체는 베타선 흡수와 섬광의
발생, 그리고 발광한 빛을 투과시키는 특성이 소형 검출기

1. 플라스틱 섬광체의 베타선 흡수 특성

의 플라스틱 섬광체 특성보다 우수해야 한다. 그리고 플라
스틱 섬광체에서 발광한 섬광의 파장이 광전자 증배관의
분광 감도에 적합해야 검출기의 효율이 높아진다 [5]. 또
검출 면적 전체에 걸쳐 유기 섬광 물질이 플라스틱 섬광
체의 표면과 내부에 고르게 분포해야 광전자 증배관으로
모이는 섬광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6]. 이러한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 섬광체는 폴리스티렌 (Polystyrene, PS) 이
나 폴리비닐톨루엔 (Polyvinyltoluene, PVT), 폴리메틸메
∗ E-mail:

yukim@chungbuk.ac.kr

제작할 플라스틱 섬광체의 두께를 정하기 위하여 소형
검출기에 사용되는 상용 플라스틱 섬광체는 미국 SaintGobain에서 생산한 원통형 BC-400 (ϕ = 50 mm) 을 이용
하였다. 이 섬광체는 최대 방출 파장이 423 nm, 굴절률은
1.58, 밀도는 1.023 g/ml이다. 베타선 흡수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BC-400을 두께 (TH) 가 2, 4, 6, 8, 10 mm인
원판으로 절단하여 표면을 연마하였다.
플라스틱 섬광체 BC-400TH의 베타선 흡수 특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선원과 플라스틱 섬광체 그리고 검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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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ixture ratio of the organic scintillation
material PPO and POPOP.
Sample Name
PS-0201
PS-0401
PS-0601
PS-0801
PS-1001
PS-0201
PS-0203
PS-0205

PPO (wt%)
0.2
0.4
0.6
0.8
1.0
0.2
0.2
0.2

POPOP (wt%)
0.01
0.01
0.01
0.01
0.01
0.01
0.03
0.05

Fig. 1. The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the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scintillator BC-400TH for 90 Sr
beta-ray.

Fig. 1과 같이 배치하였다. 선원은 인증일 기준 방사능이
18.0 kBq인 545.9 keV 베타선을 방출하는 90 Sr 선원을 사
용하였다 [13]. BC-400TH의 베타선 흡수 특성은 섬광체를
투과한 베타선의 세기를 섬광 효율 10,000 photons/1 MeV
e− 인 베타검출기로 측정하여 섬광체가 없을 때 방사선의
세기에 대한 상대치로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BC-400
의 베타선 흡수계수와 베타선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구하였다.
2. 플라스틱 섬광체의 광학적 특성
입사 베타선의 96%를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BC-40004
의 베타선 흡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4 mm 두께의
플라스틱 섬광체를 제작하였다.
이 섬광체는 접착성과 기계적인 내수성이 좋고 강도와
전기적 특성 등이 뛰어나며 경화하였을 때 부피가 줄지 않
는 고분자 물질로 알려진 에폭시에 유기 섬광 물질로 PPO
와 POPOP를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섬광체의 균질도를
높이기 위하여 혼합 용액에 가열 경화제를 첨가한 후 교반기
(300∼350 rpm) 로 2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이 혼합 용액을
지름 50 mm, 깊이 4 mm의 원판형 플란쳇 (Planchet) 에
담아 293 K 전기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켜 제작하였
다. 섬광체는 PPO의 함량 (ab) 와 POPOP의 함량 (cd) 에
따라 Table 1과 같이 PS-abcd로 구분하였다.
BC-400TH와 PS-abcd에 90 Sr 베타선이 흡수되었을 때
발생한 섬광의 스펙트럼은 시분해 형광 분광 광도계로 측
정하고 발생한 섬광의 투과율은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
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2. (Color online) The transmission ratio of plastic
scintillator versus thickness is the number of detected
beta particles for the presence of plastic scintillator to
the number of beta particles measured without any scintillator.
와 같이 섬광체의 중앙과 중심에서 15 mm 인 부분에서
5개의 시편 (5 mm × 5 mm) 을 취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영상으로 확인하였
다. SEM 영상은 시편을 금도금하여 카본테이프가 부착된
시료 대 위에 올리고 챔버 안을 0.013332 Pa로 유지한 상
태에서 얻었다. 영상은 분해능이 8 nm (30 kV) 이고, 배율
이 100×∼60,000×, 가속 전압은 5∼30 kV인 SEM (SNE4000M) 으로 촬영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플라스틱 섬광체의 베타선 흡수 특성 측정 결과

3. 섬광체의 균질도 측정
BC-400TH를 투과한 베타선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섬광체 PS-0201과 상용 섬광체 BC40004 표면의 균질도와 유기 섬광 물질의 분포는 Fig. 5(a)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측정된 방사선의 세기는 섬광체
가 없을 때의 방사선의 세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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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Emission spectra of 4 mm thickness
plastic scintillators by the beta rays from 90 Sr, (a) BC40004 and PS-ab01, and (b) BC-40004 and PS-0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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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ransmittance spectra of 4 mm
thickness plastic scintillators for the flash light, (a) BC40004 and PS-ab01, and (b) BC-40004 and PS-02cd.

하고 PPO의 함량을 0.2 wt%씩 증가시킨 PS-ab01의 발광
내었다. 플라스틱 섬광체의 두께 (mm) 에 대한 방사능의

스펙트럼이다. 6개의 섬광체의 스펙트럼은 모두 VL-V와

계수율 y 는

VL-B 영역인 420, 398, 442 nm에서 피크가 나타났다. 또
y = 100 exp−0.69x

396∼442 nm 에서 발광의 세기가 최고인 피크 (420 nm)
값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PS-ab01에서 PPO의

이다. BC-40006은 입사 방사선의 2% 미만을 투과시키고

양 (ab) 이 증가하면 발광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98% 이상이 섬광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형 베타검

났다. 420 nm 피크에서 보면 섬광의 세기는 PS-0201이

출기에는 6 mm 이상의 플라스틱 섬광체를 사용하는 것이

BC-40004보다 20배 정도 약하게 나타났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오염 부지의 베타선

Fig. 3(b) 는 BC-40004의 발광 스펙트럼과 PPO의 함량

오염도는 0.0629 Bq/g [14] 수준으로 방사능이 실험에서

을 0.2 wt% 로 고정하고 POPOP의 함량을 0.1, 0.3, 0.5

사용한 선원의 방사능 18.0 kBq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wt%로 증가시키면서 측정한 PS-02cd의 발광 스펙트럼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부지에서 방출되는 타 방사선 차폐를

다. POPOP의 함량이 증가하면 발광의 세기가 줄어드는

고려하여도 섬광체의 두께는 4 mm 정도면 적합할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인다.

플라스틱 섬광체 BC-40004와 PS-abcd의 파장에 따른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a) 는 섬광
체 BC-40004와 PS-ab01의 투과율이고 Fig. 4(b) 는 BC-

2. 플라스틱 섬광체의 광학적 특성 측정 결과

40004 와 PS-02cd 의 투과율이다. 그림에서 보면 파장이
420 nm 이하인 빛의 투과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420 nm

플라스틱 섬광체 BC-40004와 PS-abcd의 발광 스펙트

이상인 빛은 70∼80%가 투과한다. 특히 PS-0201 플라스틱

럼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a) 는 BC-40004

섬광체의 빛에 대한 투과율은 83.0%로 BC-40004의 79.3%

의 발광 스펙트럼과 POPOP의 함량을 0.01 wt%로 고정

보다 3.7%정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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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0201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면 표면이 균
일하여 표면에서의 산란으로 인한 광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본 연구로 현장 적용 대면적 검출기에 사용할 플라스틱
섬광체의 두께는 4 mm가 적합하고 표면을 연마하지 않고
고분자 물질과 유기 섬광 물질을 균질로 혼합하여 건조 성형
하는 방법으로 제작해야 광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에폭시에
PPO와 POPOP를 혼합하여 플라스틱 섬광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PPO 0.2 wt%와 POPOP 0.01 wt%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 380∼446 nm (보라∼ 파란) 에서 섬광의 발생
비율이 높고 420 nm에서 세기가 최고인 피크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파장이 420 nm 이상인 섬광의 투과율도 70%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광증배 효율도 높일 수 있다.

감사의 글
Fig. 5. (a) Selected samples from plastic scintillato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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