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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나 빛의 자극에 의한 물질의 발광현상, 즉 열자극발광(thermoluminescence, TL)과 광자극발광(optically stimu-

lated luminescence, OSL)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 현상을 방사선량의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광물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는 열자극과 광자극을 동시에 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열자극

에 필요한 온도제어를 위하여 35 kHz의 정현파 전원으로 변환하여 스트립 형태의 발열부에 걸어주게 되며, 최대 20 

K․s-1의 온도상승률로 약 1K의 정밀도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었다. 광자극을 위한 광원으로 중심파장이 470 nm인 

Luxeon V형 고휘도 LED 등 여러 파장영역의 LED나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470 nm의 LED

로 Al2O3:C의 OSL을 측정하는 경우, 시료의 발광에서 자극광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LED의 자극광은 단파장차단필터

인 GG420을 통과시켜서 시료에 걸리게 하고, 시료의 발광은 대역통과필터인 UG11를 통과하여 광증배관에 걸리게 

하였다. 아울러 시료에 따라 LED나 필터들을 다르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료의 발광특성에 맞는 최적의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PC로 측정장치의 전체적인 제어가 이루어지며 LabView로 개발한 제어프로그램은 그래픽사용자환경

(GUI)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장치로 LiF:Mg,Cu,Si와 Al2O3:C를 표준시료로 하여 TL과 OSL을 측정

하였고, 이들의 발광특성이 기존에 알려진 특성을 재현하여 이 장치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어: TL reader, OSL reader, Dosimetry

1. 서론1)

방사선 개인피폭 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

는 방법은 열자극발광 (thermoluminescence, TL)[1]과 

광자극발광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2]

의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3]. 적절한 결함을 가지고 있

는 결정체에 방사선이나 입자빔, 자외선 등을 조사시켰

을 때 결함에 의해 생겨난 트랩준위(trapping level)에 

전자가 갇히게 된다. 이 전자는 보통의 조건에서는 안정

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나 열이나 빛 등의 적절한 자극

으로 다시 전도띠(conduction band)를 거쳐서 원자가띠

(valence band)로 되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가 양

공(hole)과 결합하면서 빛이 나오는 현상이 TL이나 OSL

이다. 따라서 TL이나 OSL은 모두 트랩준위에 있는 전자

의 밀도나 트랩준위의 여러 정보들을 자극의 형태와 발

광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의 트랩준위를 측정

하거나 이미 조사된 방사선량을 평가하는데 쓰일 수 있

다[4]. 여기서 열자극을 이용하여 발광을 유도하는 것이 

TL이고, 광자극을 이용하여 발광을 유도하는 것이 OSL

이다. Fig. 1은 트랩준위의 전자가 열 및 광자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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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된 후 재결합중심(recombination center, RC)의 양

공과 결합하여 광방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

이다. 이 그림에서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트랩준위

와 재결합중심은 모두 결정의 결함에 의해 생긴 것으로 

처음에는 이들 모두 전자나 양공이 비워져 있지만 방사

선을 받아서 그 정도에 따라 이들이 적절하게 채워져 있

는 상태에서 열이나 빛의 자극을 받아서 발광이 일어나

게 된다.

TL은 열발광선량계(thermoluminescence dosimeter, 

TLD)로 응용되고 있다. TLD는 1950년대에 Daniels 등[5]

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LiF:Mg,Ti (TLD-100), LiF:Mg, 

Cu,P (GR-200), CaF2:Dy (TLD-200), Al2O3:C (TLD-500)

와 최근에 LiF:Mg,Cu,Si 등 다양한 물질들이 개발되어 

개인피폭선량, 환경방사선량, 의료용 방사선량 측정 등

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6]. TL에 비하여 OSL은 비교적 

늦게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성능과 안정성, 사용의 편리

성에 의해 최근에 이르러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untely 등[7]이 석영(quartz)

으로부터 광자극에 의해 발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안

한 이래로, OSL 응용기술은 현재까지 OSL 측정장치 및 

자료 분석법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자극광원으로서 LED를 활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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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chanism of TL and OSL of one trap one recombination center model (OTOR model). 

Fig. 2. Schematic layout of TL and OSL measurement system.

되고, 또한 LED의 성능 향상으로 다양한 파장대역에 대

해 효율적인 광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적외선 혹은 

녹색이나 청색 LED 등이 이용되고 있다[8-10]. 일반적으

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용화된 TL과 OSL의 겸용의 측

정장치로는 Risø OSL Reader DA-20(덴마크, Risø 

National laboratory)이 있는데 이는 OSL의 측정에서 자

극광으로 470 nm의 청색 LED인 Nichia사의 NSPB300S

와 875 nm의 IR LED인 TSFF5200를 7개로 묶어 출력 및 

자극광의 균질도를 향상시켰다[11,12]. 그리고 시료의 전

처리 및 TL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대를 직접 온도제어

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개발한 OSL 측정 장치[13]에 온도제

어부를 추가하여 TL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개량한 것

이다. TL 측정부는 시료홀더를 발열체로 활용하고 열전

대를 부착함으로서 온도제어가 가능하여 TL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OSL 측정과정에서 필요한 열

처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온도제어를 위하여 

35 kHz의 고주파 전원 및 고주파 변압기를 이용하여 정

교한 온도제어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로 

TL/OSL 측정장치를 제어하기 위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데이터수집장치(data acquisition system, DAQ)들을 이

용하였고, LabView를 이용하여 전체 장치의 자동화 및 

장치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로서 개발된 

TL/OSL 측정장치는 광량제어 뿐만 아니라 온도제어를 

보다 정교하게 하여 특정 온도 조건에서 OSL 측정, TL과 

OSL의 동시 측정 등 다양한 측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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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lock diagram for the temperature control using high frequency ac current.

2. 장치의 구성

TL/OSL 측정 장치는 열자극부, 광자극부, 광필터부, 

광측정부로 구성이 되며, Fig. 2와 같이 배치함으로서 장

치를 완성할 수 있다. 먼저 TL 측정을 위하여 열자극을 

위한 발열체가 놓이게 되는데, 본 장치에서는 시료대 자

체를 발열체로 사용하였다. OSL 측정을 위하여 광자극

을 위한 자극광원을 경사지게 배치하였고, 광원으로 

LED 또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극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광필터가 놓이게 된다. 열 혹은 

광자극으로 방출되는 발광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광증

배관(photomultiplier tube, PMT)을 이용하여 검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열 및 광자극의 제어와 및 측정이 원

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하게 

된다.

  2.1 온도 제어부

TL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에 가하는 온도

의 정확한 제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발광곡선은 물

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트랩과 재결합중심의 온갖 물리

적인 계수들을 변수로 하여 측정치를 맞추게 된다. 발광

을 지배하는 연립방정식이 해석적으로 풀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곡선맞춤에서는 비선형회귀분석으로 수

행하게 되는데 측정치의 약간의 오차도 이들 계수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15]. 따라서 깊이, 밀도, 재결합확률 

등 트랩의 여러 물리적인 특성과 아울러 초기에 트랩에 

포획된 전자밀도를 정확하게 환산해 내는 데는 정교한 

발광곡선의 측정이 전제된다. 일반적인 선량평가의 용도

로는 개별적인 트랩의 특성에 대한 정교한 해석이 필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량물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정확한 발광곡선의 분석이 투입하는 불순물의 종류와 정

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는데 매우 용이해진

다. 또한 발광곡선의 정확한 해석은 물질, 즉 결정의 에

너지 준위의 분포에 대한 정교한 정보를 알게 해 주기 

때문에 물질의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TL의 온도제어는 보통 일정한 비율로 온도를 올리거

나 2차함수, 지수함수 등 특정한 함수 형태로 변화시키

게 된다. 따라서 온도의 최대순간상승률이 초당 10~20℃ 

이상으로 높아야 하고, 아울러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거

나 빠르게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열용량이 큰 

가열장치는 이에 적당하지 않아서 저항이 작은  얇은 금

속판 발열체에 시료를 바로 올려놓는 형식으로 한다. 이

러한 설계를 통해서 시료의 온도를 측정하는 열전대와 

시료 사이의 온도지연을 최소화 하고, 전력 공급을 줄이

면 빠르게 온도가 내려갈 수 있게 된다. 본 장치에서의 

발열체는 저항이 1 Ω 이하로 이 정도의 낮은 저항의 경

우 저전압, 대전류의 전력이 공급되어야 해서 제어장치

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통 TLD 판독기에 널리 

이용하는 것처럼 60 Hz의 전원을 활용하여 한 주기를 

on-off 시간비, 즉 듀티비(duty ratio)를 조절하는 위상제

어를 하는 경우 정교한 제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전

압으로 변환시키는 변압기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

다. 즉 저주파 변압기는 고주파에 비하여 같은 전력일 

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된 장비

에서는 35 kHz의 고주파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부피를 

줄이고 아울러 진폭제어나 위상제어를 통하여 거의 무단

계로 공급전력량을 제어할 수 있어서 정밀한 온도제어가 

가능하였다. 

고주파를 전원으로 이용한 온도제어의 계통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온도 제어를 위하여 시료의 온도와 원

하는 온도를 LabView로 작성된 제어 프로그램에서 비교

하여 0~5 V의 제어전압을 인가하면 TCA785에서 220 V

의 교류전원의 진폭을 제어한다. 이를 이용하여 사이리

스터에서 온도제어에 알맞은 0~300 V 및 0~ -300 V의 

두 가지 직류전원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CD4046는  

35kHz의 구형파를 만들어 낸다. 먼저 만들어진 2개의 

직류 전원은 전력제어용 특수소자인 IGBT(LS 산전, 

LUH100G1201Z)을 지나면서 35 kHz의 구형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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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chart for controlling of TL/OSL reader with PC.

on-off를 반복하게 되며 양의 직류와 음의 직류를 번갈

아 흐르게 하여 온도제어를 위한 35 kHz의 고주파가 생

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주파 전원은 50:1의 페라이

트 코어를 이용한 고주파 변압기를 거쳐 발열체에 전력

을 공급한다. 발열체의 하부에 E-type의 열전대

(thermocouple)가 부착되어 온도에 따른 전압을 발생한

다. 이 전압은 온도에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으므로 내부

적으로 ADC와 DAC가 있어서 온도에 비례하는 전압으

로 다시 출력시키는 SG-3011(ICP DS CO.)을 이용하였

다. SG-3011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E Type인 경우 –270~1000℃의 온도범위를 

12bit 의 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어 약 0.3℃이내의 정

밀도로 온도를 측정해서 그 온도값에 해당하는 0~10 V 

범위의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한다. 본 실험장치는 500℃

까지 가열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한편 측정한 온도에 대한 설정온도의 차이를 반영하

여 제어전력을 결정하는 것은 열적특성으로부터 면밀하

게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열량, 열손실율, 계의 열

용량 등의 열적특성을 모형화하고, 되먹임을 포함하여 

라플라스 변환을 실시하여 단순화시켰다. 이를 수치해석

을 통해서 최적의 비례제어와 차동제어, 적분제어의 계

수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 온도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Fig. 3에서의 ‘LabView’로 표시한 부분은 

제어전력을 결정하는 작업을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하게 

하였으며, LabView의 연산기능을 이용하였다.

  2.2 자극광원부

시료에 자극광으로 가해지는 광량을 정교하게 제어하

는 것은 앞서 온도의 제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온도의 제어와는 달리 자극광량의 측정

되는 것이나 제어전압이 광원에 반영되는 것이 즉각적으

로 이루어진다. 또한 온도제어에서 공급 열량이 전도나 

대류, 복사 등에 의해 복잡하게 흐르는 것에 비하여 빛

의 전달계통도 단순하다. 따라서 광량제어는 연산증폭기

를 이용하여 전적으로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었다. 한

편, 자극광원부의 전체 계통은 주장치부와 광원부로 나

눌 수 있으며 주장치부는 외부광의 차단부분, 광원홀드

를 고정시키는 광원홀드 마운트, 광증배관의 고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광원홀드의 배치 및 고정을 위한 광원홀

드 마운트는 자극광의 조사각이 시료를 향해 45°가 되게 

하고, 광원홀드 6개를 고정할 수 있도록 60° 간격으로 배

치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장치에서는 고휘도 청색 LED

를 부착한 광원홀드 3개와 자극광량을 측정하기 위한 포

토트랜지스터를 장착한 광량측정홀드 1개를 장착하였다. 

자극광원으로 사용되는 Luxeon V형 고휘도 청색 LED는 

광량이 48 lm 이며, 파장대역은 470±25 nm, 순방향 전

압은 최대전류인 700 mA에서 6.84 V이다. LED가 미약

하게 내는 420 nm 보다 짧은 파장대역을 차단하기 위하

여 단파장차단필터인 Schott사의 GG420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고휘도 청색 LED 광원홀드를 120° 간격

으로 3개 장착하여 충분한 자극광량을 확보하였다.

OSL 측정장치의 구성에 있어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발

광량의 측정에서 자극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발광측정 경로에 적절한 광필터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OSL 물질인 Al2O3:C 

등 단파장의 발광물질에 적용하는 경우 광필터부는 UV 

대역통과필터인 Schott사의 UG11로 통과대역은 260~ 

390 nm이고, 두께는 7.5 mm을 사용하였다.

  2.3 측정 및 제어

TL/OSL 측정장치의 측정 및 제어를 위하여, USB형 

데이터 수집장치(DAQ)인 National Instrument사의 NI 

USB-6212를 사용하여 자극광의 세기 제어 및 광량 측

정, 열원부의 온도제어 및 온도 측정, TL과 OSL 신호를 

측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PC를 통해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Fig. 4는 광량 및 온도의 제어와 

측정, 발광신호의 측정에 대한 흐름도를 보여준다.  NI 

USB-6212는 여러 채널의 16 bit 아날로그 입출력단자, 

여러 채널의 디지털 입출력 단자, 두 채널의 계수기

(timer/counter)가 있어 다양한 제어 및 측정이 가능하

다. 그 중에서 2개의 아날로그 출력은 각각 자극광량과 

온도제어를 위한 출력을 제어하는데 사용하고, 2개의 아

날로그 입력은 각각 자극광의 세기와 온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료에서의 발광량을 측정하기 위한 광증

배관으로 파장대역이 300~650 nm, 중심 파장이 420 

nm, 측정내경이 46 mm, 이득율이 1.1×106인  Hamam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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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viation between actual and control temperature.

R329-02를 사용하였다. 전류모드로 측정할 수 있지만 배

경신호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수모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수모드로의 측정은 Hama-

matsu사의 광계수기 C9744를 이용하여 TTL 펄스로 변

환시키고 이를 USB-6212의 계수기단으로 입력하였다.

전체 장치 제어를 위하여 NI사의 LabView를 활용하

여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LabView는 여러 주변

장치를 연결하여 각각을 제어하고 또한 각각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 등, 실험을 설계하여 이를 실제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다. 대용량의 데이

터를 처리하거나 빠르게 기기를 제어하는 등의 면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나

름대로의 연산능력과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여 본 장치

의 제어에서는 충분하였다. 제어 프로그램은 그래픽사용

자환경(graphic user interface)으로 되어 있다. 온도의 

제어는 선형상승, 지수함수적상승 등 여러 형태의 온도

상승유형과 온도상승률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자극

광량 제어도 CW-OSL을 위한 일정광량, LM-OSL을 위한 

선형광량, 지수함수적 등 다양한 함수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TL이나 OSL에서 활용된 다

양한 형태의 자극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열과 

빛의 자극을 동시에 가하여 이들 특성을 총체적으로 측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시시각각으로 시료에 걸리는 온도

나 자극광량, 또한 발광은 실시간 그래프로 화면에 나타

나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TL 측정에 있어 정밀한 온도제어는 매우 중요하

다. 35 kHz의 고주파를 이용한 본 측정장치의 온도 제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어 예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이는 온도상승률을 1℃․s-1 로 선형으로 온도를 올릴 때 

시료의 제어온도에 따른 실제는 온도는 약 –1.0℃로 뒤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장치의 특성평가  

  3.1 TL  측정특성

개발된 TL/OSL 측정장치의 TL 측정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LiF:Mg,Cu,Si 

[16,17] (지름 4.5 mm, 두께 0.8 mm, 질량 30 mg)를 이

용하였다. 시료는 동일 시료를 활용하였으며, 매 측정 

후 전기로를 이용하여 260 ℃에서 10분간 시료를 초기화

시키며 반복 측정하였다. X-선 발생기(SOFTTEX K2, 

Japan, 60 kV, 5 mA)를 가속전압 40 kV, 전류 4 mA 로 

설정하고, 200 mm 거리에 시료를 놓고 10~40 s 동안 10 

s 간격의 단계별로 노출하였다. 이때 X-선 발생장치의 

경우 선량이 정확하게 교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l2O3:C의 OSL을 이용하여 선량을 환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에 의하면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X-선 발생기의 

선량률(dose rate)은 2.0 mGy․s-1이었다. 이렇게 노출된 

시료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장치로 측정하였다. 이

때 열자극 조건으로 온도상승률은 1℃․s-1, 열자극 온도의 

범위는 20~260℃로 하였다.  

Fig. 6(a)은 TL 측정 결과이며, 열자극 온도에 대하여 

TL 발광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측정시간은 240 s 소요

되었다. 결과로부터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심피크의 

발광 피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LiF:Mg,Cu,Si 물

질의 TL 특성인 5 개의 피크들이 측정되었다. 이렇게 측

정된 TL 발광곡선을 이용하여 측정장비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TOLAnal ver 1.3[18]

을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 X-선 발생기를 이용하

여 30 s 동안 노출한 시료의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1차

동적모형(first order kinetics: 1OK), 일반차동적모형

(general kinetic order: GOK), 혼합차동적모형(mixed 

order kinetic: MOK)으로 대하여 분석하였다[19]. Table 

1은 5개의 피크로 구성된 발광곡선을 각각의 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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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glow curves of LIF:Mg,Cu,Si. (a) The sample was irradiated with 40 kV, 4 mA 10~40 s X-ray (b) Analyzed glow data by 1OK.

Table 1. The TL Parameters of Glow Curve the Deconvoluted by 1OK, GOK, MOK method.(  : Concentration of Electrons Trap,   : 

Activation Energy,   : Frequency Factor, 1OK : First Order Kinetics, GOK : General Kinetic Order, MOK : Mixed Order Kinetic, 
 : Order of GOK,   : Parameter of MOK)

Metheod Peak   (K)    (eV)  (s-1)   FOM(%)

1OK

1 336.46 2.62 × 104 0.595 4.90 × 107 1.00 -

2.344

2 379.56 6.24 × 104 1.120 6.79 × 1013 1.00 -

3 424.96 4.77 × 104 1.201 1.30 × 1013 1.00 -

4 484.24 8.55 × 105 2.512 1.66 × 1025 1.00 -

5 502.23 2.70 × 105 0.799 3.84 × 106 1.00 -

GOK

1 338.45 2.86 × 104 0.564 1.46 × 107 1.00 -

2.248

2 379.56 6.11 × 104 1.269 7.32 × 1015 1.18 -

3 426.93 4.90 × 104 1.211 1.68 × 1013 1.00 -

4 484.79 8.44 × 105 2.520 2.02 × 1025 1.00 -

5 499.73 2.85 × 105 0.893 4.07 × 107 1.31 -

MOK

1 339.47 3.03 × 104 0.550 8.28 × 106 - 0.00 

2.259

2 379.56 5.87 × 104 1.446 9.57 × 1017 - 0.55 

3 425.69 5.10 × 104 1.178 6.63 × 1012 - 0.00 

4 484.79 8.44 × 105 2.525 2.28 × 1025 - 0.00 

5 498.74 2.82 × 105 0.968 1.15 × 108 -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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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W-OSL (b) LM-OSL curves for Al2O3:C irradiated by 13.98, 27.96, 41.94, 55.92 mGy of SrY  beta and dose response curve 
of the OSL of Al2O3:C (inset figure).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트랩준위의 전자

농도는  , 활성화 에너지는 , 진동수 인자는 로 나

타낸다. 자극에 의해 여기된 전자가 재결합중심으로 모

두 가는 경우는 1OK로, 절반이 재트랩되는 경우는 2OK

로 해석된다. 1OK와 2OK를 해석적접속(analytical con-

tinuation)해서 일반차수 로 표현하는 GOK로 해석할 

수 있으며,   = 1일 때는 1OK,  = 2일 때는 2OK로 수

렴된다. 또한 깊은 트랩(deep trap)의 전자 농도 를 도

입하는 MOK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로 정의되며, ≈ 일 때 1OK, ≈ 일 때 2OK로 각

각 수렴된다[20]. MOK의 경우 1OK와 2OK 사이를 물리

적으로 연결하여 GOK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모형이다. 

본 실험에서 TL 측정 후, 다양한 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각 피크들이 GOK로 분석할 때 ≈, 

MOK로 분석할 때 ≈ 에 가깝게 분석되어 대체적으

로 1OK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b)에서는 1OK에 대한 분석결과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었다. 발광곡선의 분석에서 정확도는 아래식과 같

은 figure of merit(FOM)를 사용하게 된다.

 

 
×      (1) 

여기서 는 측정 데이터, 는 주어진 계수들로 해석

해 낸 이론값을 나타낸다. FOM값이 작을수록 곡선 맞춤

(curve fitting)이 잘 된 것으로 대체로 3.0% 이하이면 잘 

맞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1]. 1OK는 2.34%, GOK는 

2.25%, MOK는 2.26% 로 나타났다.  

  3.2 OSL 측정특성

OSL 측정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Landaur사의 

Al2O3:C (지름 4.8 mm, 두께 1.0 mm, 질량 70 mg) 시

료를 이용하여 CW-OSL, LM-OSL에 대하여 측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시료는 동일 시료를 활용하였으며, 

매 측정 후 자극광량을 최대로 하여 100 s 간 조사시켜 

시료를 초기화시켰다. 

시료에 β-선 조사장치(Studsvik 6527B, Sweden)를 이

용하여 1.398 mGy에서 97.86 mGy까지 다양한 선량으로 

β-선을 조사시켜 CW-OSL 측정모드로 발광곡선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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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Fig. 7(a)은 OSL 발광곡선 모양을 보기 위해 대

표적으로 β-선량 13.98, 27.96, 41.94, 55.92 mGy을 조

사한 후 100 s 동안 자극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측정

한 발광곡선이다. 방사선의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OSL 신호가 증가하였으며, 포함된 선량반응도 곡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0s 동안의 총발광량이 선량에 따라 

선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선량 대 

총발광량의 관계를 1차함수로 맞추었을 때   = 99.98%

으로 비교적 선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료에 앞서와 같은 β-선 조사장치를 이용하여 

13.98 mGy에서 55.92 mGy까지 네 단계로 조사시켜 

LM-OSL 측정모드로 발광곡선을 측정하였다. 이 경우는 

CW-OSL과 달리 100s 동안 광량을 선형으로 증가시키되, 

100 s에 이르러서 LED가 규격 상 최대 광량을 내도록 하

였다. 이 결과는 Fig. 7(b)에 나타내었는데 OSL 발광곡

선이 전형적인 Al2O3:C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경우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발광총량에 대한 선량 

의존성을 1차함수로 맞추었는데   = 99.95%으로 선형

성을 가지고 있었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량 측정이 가능한 다기능 

TL/OSL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TL 측정을 위하여 35

kHz의 고주파를 전원으로 하는 전력장치를 추가하고 자

극온도를 제어하게 하였다. 또한 OSL 측정을 위하여 광

량제어가 가능한 자극광원을 설계 제작하고, 측정을 위

하여 광필터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한편, 미약한 발광신

호는 광증배관을 계수모드로 측정하였다. 장치의 통합 

제어 및 측정을 위해 범용제품인 NI 사의 USB형 DAQ

와 LabView를 활용하여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다기능 

TL/OSL  측정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다. 

TL 측정을 위한 열자극부에서는 35 kHz 의 고주파를 

발생시켜 전력을 제어함으로서 부피를 적게 차지하고 정

밀한 온도제어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 고주파의 전력전

달을 위하여 50:1의 Ferrite Core를 이용한 변압기를 활

용하여 제어함으로서 20~260℃로 1 ℃․s-1 의 증가율로 

제어할 때 1~ 1.5℃의 온도 차이로 제어되었다. OSL 측

정을 위한 광자극부는 고휘도 청색 LED를 자극광원으로 

활용하고, 필터의 조합을 최적화시켜 측정 효율이 향상

된 OSL 측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광자극 효율을 개선을 

위하여 자극광원으로 광량이 48 lm 이며, 파장대역은 

470±25 nm 인 필립스사의 Luxeon V형의 고휘도 청색 

LED를 선택하여 광자극에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였다. 

또, 개발된  측정장치는 제어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양하

게 자극광의 세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발된 TL/OSL 측정장치의 측정성능 평가하기 위하여 

LiF:Mg,Cu,Si 과 Al2O3:C를 이용하여 TL과 OSL을 측정하

고, 발광곡선을 분석하였다. TL 측정에서 원자력연구원

에서 개발된 LiF:Mg,Cu,Si 물질의 TL 특성인 5 개의 

peak가 측정되었다. 또, LiF:Mg,Cu,Si의 TL 발광곡선을 

TOLAnal ver 1.3을 이용하여 1OK, GOK, MOK 모형에 

입각해서 분석하여 FOM값이 각각 2.34%, 2.25%, 

2.26%, 2.14%로 발광곡선이 분해되었다. 그리고 주 피

크는 대체로 1OK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OSL 측정에서 선량반응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l2O3:C 시료에 SrY  β-선을 다양한 선량으로 조사
하여 측정한 결과 100s 동안의 OSL 총발광량은 선량에 

따라 선형적 특성을 보였다. 이는 CW-OSL의 경우   =

99.98%, LM-OSL의 경우   = 99.95%로서 선량평가에 

충분할 정도의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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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rmoluminescence and Optical Stimulated Luminescence 
Measurements System

Chang-Young Park*, Ki-Soo Chung*, Jong-Duk Lee†, In-Su Chang‡, Jungil Lee‡, and Jang-Lyul Kim‡

*Department of Physics and Research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Interdisciplinary & Creative Studies, Konyang Universit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The thermoluminescence (TL) and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are commonly used to measure and 
record the expose of individuals to ionization radiation. Design and performance test results of a newly developed TL and 
OSL  measurement system are presented in this paper. For this purpose, the temperature of the TL material can be controlled 

precisely in the range of 1~ 1.5 ℃ by using high-frequency (35 kHz) heating system.  This high-frequency power supply was 
made of transformer with ferrite core. For optical stimulation, we have completed an optimal combination of the filters with 
the arrangement of GG420 filter for filtering the stimulating light source and a UG11 filter at the detecting window (PMT). 
By using a high luminance blue LED (Luxeon V), sufficient luminous intensity could be obtained for optical stimulation. By 
using various control boards, the TL/OSL reader device was successfully interfaced with a personal computer. A software 
based on LabView program (National Instruments, Inc.) was also developed to control the TL/OSL reader system. In this 
study, a multi-functional TL/OSL dosimeter was developed and the performance testing of the system was carried out to 

confirm its reliability and reproducibility.

Keywords : TL reader, OSL reader, Dosime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