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 기초 및 측정





방사선의 발견 및 이용



방사선/방사능/방사선량

출력(W)

방사능(Bq)

흑화도

방사선량(uSv)

조도(lux)

방사선량률(uSv/hr)

거리 노출시간선원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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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방사선의 바다에 살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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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자연방사선 피폭(3.08 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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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방사선
1.04 mSv

우주선
0.248 mSv

라돈 흡입
1.40 mSv

음식물섭취
0.38 mSv

라돈

지각방사선

음식물

우주선

(45.6%)

12.3%)
8.3%)

(33.8%)

항공여행
0.007 mSv

자료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9,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 (KINS/GR-356)



인공방사선 Vs 자연방사선



국내 환경 방사선량률 감시 자료

http://www.iernet.kins.re.kr

u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IERNet)
- 전국 128개 지역의 공간 감마선량률 실시간 자료

u 실시간 환경방사선 정보 (eRAD@NOW)
- 스마트폰용 환경방사선정보앱(13.9월 최초 공개, ‘15.3월 Ver 2. 공개)



q 방사선 검출기란?
- 방사선원 유무를 파악하거나, 양을 평가하는 장비

q 방사선의 특성 : 무색, 무미, 무취
-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 전리, 여기반응
-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을 인지하기 어렵고,
영향이 즉시 발현되지 않음

- 따라서, 방사선의 많고 적음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줄 장비 필요

q 방사선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검출기 선정 필요
- 최고의 검출기는 없지만, 최적의 검출기는 있음

방사선 검출기



방사선
방사선

검출물질

상호작용
(전리, 여기작용)

미약한 전기적
신호 발생

방사선 측정

읽을 수
있는 측정값

신호처리회로

신호 처리
- 신호증폭
- 파고분석

- 신호 통계 처리

q 방사선 검출기 측정 원리는? 
방사선과 검출기의 2차 효과를 측정하여 가시적인 값으로 표시



방사선 검출기 종류

q 방사선검출기 상호작용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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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원리 검출기 명칭 측정대상 방사선 비 고

전리작용

기체전리

전리함 베타, 감마 엑스선, 감마선 선량률 측정
비례계수관 알파, 베타 알파/베타 분리측정, 에너지 측정
GM관 베타, 감마 에너지 분해능이 없음

고체전리

HPGe 엑스선, 감마선 에너지 분해능 탁월, 저온측정
Si(Li) 엑스선, 감마선 저에너지 엑스/감마선 측정, 저온측정
표면장벽형 알파
CdTe, HgI2, GaAs 엑스선, 감마선 상온에서 측정

여기작용

무기물질
섬광

NaI(Tl), CsI(Tl) 엑스선, 감마선
ZnS(Ag) 알파
LiI(Eu) 중성자

유기물질
섬광

액체섬광계수관(LSC) 알파, 저에너지 베타 3H, 14C 측정에 적합
플라스틱 섬광체 베타

열형광 TLD 선량측정 개인, 환경 선량평가
유리형광 유리형광선량계 선량측정 개인, 환경 선량평가

화학작용 물질분해 프리케선량계 선량측정 고선량 측정에 적합
감광작용 필름감광 필름뱃지 선량측정 개인 선량평가

결함유발 비적생성 고체비적검출기
(CR-39, LR115) 중하전입자/중성자 알파방출 핵종, 속중성자

핵반응 핵분열함,
되튐양성자 검출기 중성자



① 개인선량계
- 방사선 작업시 항시 휴대하여 작업자의 개인 피폭량을 측정
-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볍게 제작
- 크게 직독식과 간독식(후독식)으로 나눔

- 개인 피폭량 및 공간 감마
선량률을 동시에 측정하는
장비도 존재

방사선검출기의 종류

간독식(후독식) 직독식

- 판독작업을 통해 측정값 확인
- 열형광선량계(TLD), 유리선량계, OSL 

선량계, 필름뱃지

- 현장에서 바로 측정값 확인 가능
- 전자개인선량계



방사선검출기의 종류

② 휴대용 방사선 서베이미터
- 휴대용으로 공간 감마 선량률 및 누적선량을 측정하는 장비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며, 주로 GM관, 비례계수관, 무기섬광

체를 많이 사용함
- 소형화되어 개인 선량계와 겸용으로 사용되는 장비 존재
- 다목적 검출기는 대부분 서베이미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 다양한 목적의 프로브와 함께 Emergency Kit로 구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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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출기의 종류

③ 표면오염 측정기
- 주로 알파, 베타 방출 핵종의 유출시 사용
- 일반적으로 선량률값을 제공하지 않고, 시간당 계수

율 정보를 제공함
- 따라서, 측정하고 하는 물체 및 인원에 대한 방사성

오염여부 판단용으로 사용되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추후 정밀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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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출기의 종류

④ 핵종 분석기
-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감마 방사성 핵종의 종류 파악
- 주로 무기 섬광물질 또는 반도체를 사용하여 제작
- 핵종분석기능 이외에도 방사선량률, 오염측정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탑

재하는 경우가 일반적
- 다른 휴대용 장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와 부피가 크므로 항시 휴대

운용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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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출기의 종류

⑤ 원거리 방사선 측정기
- 방사선이 강한 물체를 측정할 때 사용
- 근접 측정이 어려울 경우 원거리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외부피폭 방호의 3대 원칙 : 거리, 시간, 차폐

-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 측정기를 랩과 같은 얇은 차폐
체로 감싸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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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출기의 종류

⑥ 문형 방사선/능 검색기
- 검색기를 통과하는 차량 및 인원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 휴대용 측정기에 비해 큰 검출센서를 사

용하여 빠른 검색이 가능
- 이상경보 발생 차량 및 인원에 대한 추

가 측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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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출기 사용을 위한 기본 지식

q 방사선검출기 기본 단위

q 선량과 선량률 차이
- 선량 단위 : Sv

- 선량률 단위 : Sv/h

18

단위 의미 비고

m 10-3 milli-

μ 10-6 micro-

단위 크기 : m > μ
m 가 μ 보다 1000배 큰 값

선량률은
선량을 시간으로 나눈값

따라서
1 mSv > 1 μSv (1000배 차이)

1 mSv/h > 1 μSv/h (1000배 차이)

시간

 선
량

률

시간

 선
량

률

선량률이 상승할 때 선량률이 하락할 때



방사선검출기 사전 점검사항

q 교정상태 확인
- 검출기에 부탁된 교정필증을 통해
장비가 교정되었고 유효기간 중임을 확인

q 배터리 상태 확인
- 검출기 배터리 점검용 버튼을 이용하여
배터리 상태를 확인

- 배터리가 정상상태라면 지시 바늘이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 위치

q 체크선원을 통한 동작상태 확인
- 기지의 선원을 이용하여
검출기 반응여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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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출기 사용 및 측정 시 주의사항

q 백그라운드(BKG) 확인
- 비오염지역에서 자연방사선에 의한 선량률 또는 방사능(계수율)을 먼저 측정하여 기록 후 측

정하고자 하는 대상 및 장소 측정 후 BKG 차감
- 순 계수(선량)율 = 총 계수(선량)율 – BKG 계수(선량)율

q 검출기 오염 주의
- 검출기 및 오염 측정용 window가 방사성물질에 오염 되지 않도록 비닐, 랩 글러브 등으로

감싼다. 단 α입자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측정을 수행

q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단위 확인 및 기록
- 공간선량률, 누적선량, 방사능 오염도 등 검출기의 사용 목적에 맞는 단위를 반드시 확인하

고 측정값 기록시 단위도 함께 기록

q 방재대책법 제22조 (방사능사고 등의 신고)
- 누구든지 원자력시설 외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시

지체없이 원안위, 지자체, 소방, 경찰 및 인근 군부대에 신고
- 측정자는 100uSv/h 이상의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였을 시 측정대상을 격리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하여 신고하고 조치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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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출기 사용법

21



q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