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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섬광체(Scintillator)는 외부의 방사선이나 입자가 입사하였을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빛으로 변환하고 방출하는 물질이다.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활용 PET를 사용하였다. 먼저 X-ray를 조사하여 350 nm ~ 450 nm 영역의 발광파장을 확인하였고, 방사선원 241Am과 207Bi, 90Sr의 방사선 에너지를
PMT와 FADC400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Scintillator
섬광체는 외부에서 입사한 방사선 또는 입자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에너지
를 변환하여 방출하는 물체를 말한다. 파우더, 액체, 결정체(crystal) 상태로
존재하며 유기섬광체, 무기 섬광체 등으로 분류된다. 이 섬광체는 핵 및 입자
물리 실험, 방사선 검출 및 의료영상 분야 뿐만 아니라 항만 및 공항 물류 보안
검색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Sample

Experimental Theory
Am
-방사선원
Bi
①241Am : 불안정한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 알파입자인 헬륨을 방출하며,
5.5 MeV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②207Bi : EC (Electron Capture)에 의한 에너지 0.0576 MeV,
0.7641 MeV, 1.8278 MeV를 가지고 있으며 EC의 결과로
중성 미자와 감마선을 방출한다.
③90Sr : 베타붕괴를 하여 중성 미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나눠서
방출한다. 그러므로 241Am, 207Bi과 달리 연속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인다.
-플라스틱 섬광체 발광 스펙트럼
241

207

•

크기 : 2 X 2 X 1.7 cm³
2 X 2 X 0.5 cm³

Result
<에너지 스펙트럼 확인>
Counts

Max 발광파장 (nm)
423
408
425
421
400

플라스틱 섬광체의 발광파장 영역은 약 350~450 nm 이다. 위 표에서
나타내듯,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섬광체들은 발광파장 영역이 약 400 nm
이다. 본 실험에서는 PET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확인하기 젂에 X-ray를 조사
하여 플라스틱 샘플의 발광파장 영역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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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etup
① 발광 스펙트럼 확인

0.1 cm 두께의 PET 반찬 통에서
잘라낸 샘플을 Optical cement를
이용해 접착하여 두께 1.7 cm,
0.5 cm 인 두 개의 샘플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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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J-212 (Polyvinyl toluene)
BC-404 (Polyvinyl toluene)
BC-408 (Polyvinyl toluene)
PSs (Polystyrene)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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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너지 스펙트럼 확인

•

에너지와 207Bi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 90Sr은 241Am와 207Bi의 Peak
보다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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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Plan
•
•
•
•
•

첫 번째 sample (2 X 2 X 1.7 cm³) 에 X-ray를 조사한 결과 350 nm ~ 450 nm의 발광 파장을 가지고 400 nm에서 가장 높은 밝기의 파장을 가진다.
두 번째 sample (2 X 2 X 0.5 cm³) 을 이용하여 241Am과 207Bi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sample (2 X 2 X 0.5 cm³) 을 이용하여 90Sr의 베타붕괴로 인한 연속 에너지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세 결과로 재활용 PET 소재의 반찬 통을 방사능 검출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재활용한 플라스틱 섬광체와 카운터 보드를 결합하여 휴대성이 용이한 방사선 검출기를 만들었고,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반응을 측정하였다. 이 카운터 검출기
를 이용하여 환경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