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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oluminescent phosphors of LiYSiO4 containing rare earth metal(La) dopants of 1 wt.%5 wt.% were

prepared, and their TL characteristics have been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parameters such as the doping level and the heating

rate. The grain size and cooling temperature of the highly sensitive LiYSiO4: La phosphors have been investigated. The glow

curve of LiYSiO4: La has two peaks (P1, P2), and the peak height ratio of the two peaks is called P2/P1; here, the main peak

is P2.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eak height ratios of the glow curve for LiYSiO4: La are clearly correlated with the

grain size and cooling temperature. The maximum P2/P1 ratio 3.25, the maximum sensitivity was observed for a grain size

between 100-150 µm. The intensity of the TL peak of the phosphors was linearly proportion to the dose of X-rays. 

Key words phosphor, glow curve, peak height ratio, grain size.

1. 서  론

방사선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검출기는 여러 종류1-3)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열발광 선량계(thermo-luminescence

dosimeter: TLD)는 열형광 물질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

가열할 때 빛으로 방출되는 열형광량이 흡수한 방사선의

선량에 비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선량을 측정하는 선량

계이다.4-7) 현재까지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가장 많이 사

용되어 온 필름 뱃지가 열형광 선량계 뱃지로 점차 대

체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국내에서도 고감도

의 신소재 열형광 물질의 개발과 환경 방사선량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12)

TLD로 흡수선량을 평가할 때는 열형광량이 가장 높은

주 피크를 이용하지만, 다양한 에너지가 분포된 방사선

의 선량을 평가할 때는 피크의 높이 비가 일정한 값을

갖는 에너지 영역에서 TLD를 이용하는 것도 정확한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피크 높이 비에 의한 에너지 의존

성 평가 방법의 장점은 주 피크 이외의 소수 피크의 영

향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13-15)

또한 TLD로 방사선량을 측정할 때 중요한 점으로는

열형광체의 입자 크기가 변하면 열형광 감도는 달라진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형광 감도가 최대가 되는 입자의

크기를 찾게 되면 TLD의 계측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LiYSiO4 열형광체의 열형광 강도를

높이기 위해 La를 활성제로 첨가하여 LiYSiO4 : La 열형

광체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열형광 감도가 최대가 되는

입자를 제작할 때 냉각효과를 조사함으로서 입자의 크기

와 냉각효과에 따른 온도 의존성을 조사하는데 있다.

2. 실험 방법

열형광체 제작 시 첨가하는 활성제의 농도 및 종류에

따라 선량계의 특성 및 발광 강도를 크게 변화시키므로

열형광체 최적 활성화 조건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Li2CO3, Y2O3 및 SiO2를 모체로 하여 활

성제인 LaCl3·6H2O를 무게비로 1~5 wt.%를 첨가하여 증

류수에 용해시켜 고르게 혼합하여 150 oC 정도의 온도에

서 건조하였다. 그리고 아르곤 분위기의 전기로에서 1000 oC

로 2시간 동안 소성한 후 막자사발에 갈아 분말 형태의

열형광체를 제작하였다. 

열형광체의 글로곡선을 측정하기 위한 판독장치는 개

인용 컴퓨터로 제어되는 열형광 판독기(Model 2800M :

Victoreen사)를 이용하였다. 시료의 가열은 planchet 가열

방식(direct high current heating)으로 가열하고, 온도는

열전대(Cr-Al)를 사용하여 측정 및 제어하였다. Planc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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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은 시료를 가열할 때 방출되는 열형광은 광증배관

으로 측정하였으며, 광전자증배관의 인가전압을 750 V로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열형광 판독장치의 온도 상승

률의 범위는 10 oC/sec~25 oC/sec로 하였다. Fig. 1은 열

형광 판독장치의 전체적인 개략도이다. 일반적으로 열형광

판독장치는 열형광체를 가열하고 온도를 제어하는 부분과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검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그리고 판독장치로부터의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결

과의 표시, 출력 및 저장, 회로의 제어기능은 interface

card를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3. 결과 및 고찰

제작된 열형광체의 열형광 피크의 글로곡선을 조사하

기 위하여 X-선(110 V, 20 mA, 30 sec)을 시료 위 15 cm

에서 조사한 후 열형광 판독장치를 이용하여 10 oC/sec

의 선형 가온율로 가열하면서 열형광 피크의 글로곡선을

측정하였다. 

열형광체를 제작하였을 때 소성 조건뿐만 아니라 첨가

하는 활성제의 농도도 열형광체의 물리적 특성 및 발광

강도에 크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LiYSiO4 열형광체에

희토류 금속을 활성제로 첨가한 열형광체 시료의 최적 활

성화 조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활성제 농도에 따른 열형광체의 발광 특성을 조사

하였다. 

Fig. 2는 LiYSiO4 : La 열형광체 분말 시료를 SEM으

로 촬영한 표면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가열과정에서 열

Fig. 2. The photomicrography of SEM for the LiYSiO4 : La

powder magnification.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L readout system. (①PMT ②Planchet ③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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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체가 결정화된 모양을 볼 수 있으며, 결정의 크기와

모양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작한 열형

광체의 격자상수와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XRD법

으로 X-선 회절상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회절 무늬는

(101), (111), (021), (210), (121), (211), (002), (140)

및 (041)면 등에서 피크가 나타났다. 이 Miller 지수 값

들은 JCPDS 카드의 값과 잘 일치하므로 LiYSiO4 : La

열형광체는 orthorhombic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은 최적 활성화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LiYSiO4

열형광체에 불순물 La의 농도를 2 wt.%로 변화시켜 제

작한 열형광체의 발광 특성을 보여 주는 글로곡선의 TLD

화면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최적 활성화 조건14)에서 불

순물 La의 농도를 2 wt.%로 잡은 이유로는 과잉 불순물

은 물질 내에 들어가지 않고 석출되거나 고온에서 열형광

체를 제작할 때 세라믹 보우트의 일부가 녹아 물질 내에

도핑됨에 따라 많은 수의 트랩이 생성되어 비방사선 전이

(radiationless transition)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진에서 x축은 시료를 가열한 온도이며, y축은 PM 튜

브로 측정한 전류이다. 그림에서 실온과 400 oC 사이에

서 차례대로 피크 I(50 oC~85 oC), 피크 II(150 oC~180 oC)

그리고 피크 III(270 oC~300 oC) 등 3개의 피크를 볼 수

있었으나 피크 III는 노이즈로 생각될 정도로 작아 무시

하였다. LiYSiO4 : La 열형광체의 글로곡선에서 2개의 피

크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열형광 물질의 금지대 내에 형

성된 트랩에 조사된 방사선에 의해 여기된 전자들이 포

획되어 갇히게 된다. 이 후 트랩의 에너지에 대응하는 특

정한 가열온도에 의해 탈출하는 전자들이 열형광을 방출

하게 되어 글로곡선의 피크로 나타나며, 전자를 여기 시

키는 방사선의 선량과 방출되는 전자는 일차적으로 비례

할 것이다. LiYSiO4 : La 열형광체의 경우에는 피크 I, 피

크 II의 가열 온도에 대응하는 에너지 준위의 트랩에 포

획되어 있는 전자들이 갇혀 있다가 해당 온도의 열을 흡

수하게 되면 전자들이 탈출하면서 Fig. 3의 사진처럼 피

크 I, 피크 II의 열형광을 방출하게 된다. 

Fig. 4는 열형광체에 조사한 방사선에 대한 LiYSiO4 :

La 열형광체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P2/P1 비를 나타낸 것

이다. 입자의 크기가 100~150 µm에서 P2/P1 비가 3.25

로 최대값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2.85 정도로 P2/P1

비의 변화를 얻었는데, Yoo와 Doh는15) 624~74 µm에서

P2/P1 비가 본 논문과 비슷한 2.86에서 3.27로 최대감도

를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P2/P1 비의 변화가 뚜렷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입자크기에 대한 열형광 감

도를 결정할 때 주 피크만으로 상대적인 TL 감도로 표

시하는 것도 열형광 감도를 기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

고, 본 연구에서처럼 주 피크뿐 만 아니라 소수 피크들

의 변화를 묶어서 소수 피크에 대한 주 피크의 높이를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일 수도 있다. 

열형광체의 열형광 강도가 입자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

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온 결정의 격자 결함은 주로 Schottky 결함16)이고, Schottky

결함은 결정을 구성하는 격자점에 한 원자나 이온이 없

는 격자 빈자리를 의미하며, 결정 내부에 있는 격자점의

원자가 결정의 표면에 있는 격자점으로 이동함에 의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열처리된 결정의 결함 밀도는 입자 크

기가 작은 것이 큰 것에 비하여 클 것이다. 그리고 물

질의 음이온 밀도는 입자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증가함으

로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최대 열형광 강도를

나타내는 입자의 크기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Pradhan17)과 Kasa 등18)은 CaSO4 계열의 열형광체를

사용하여 0~30 µm에서 부터 1000 µm까지의 입자 크기

에 대한 열형광 강도를 조사하였는데, 입자 크기가 특정

한 범위에서 최대 열형광 강도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입자 크기를 적절한 크기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열형광 강도는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열형광 강

Fig. 4. The peak height rate of the glow curve of LiYSiO4 : La

vs the grain size.

Fig. 3. The photographs of the thermoluminescence glow curve

of LiYSiO4 : La acording to La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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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최대가 되는 입자의 크기를 찾게 되면 열형광 선

량계의 계측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Fig. 5는 활성제 La의 농도를 2 wt%로 첨가하여 제작

한 LiYSiO4 : La 열형광체 분말 시료로서, 표준 망체를

사용하여 53 µm 이하, 53~100 µm, 100~150 µm, 150~

200 µm 및 200 µm 이상 5 종류 입자의 크기별로 분류

하여 각 피크의 입자 크기와 최대 열형광 강도의 관계

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LiYSiO4 : La 열형광체인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50 µm나 53~100 µm에서 보다

100~150 µm에서 최대 열형광 강도를 보였으며, 주 피크

의 열형광 강도는 입자 크기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피크가 나타나는 온도도 저온 측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Pradhan과 Kasa 등과 Yoo와 Doh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LiYSiO4 : La 열형광체의 냉각조건에 따른 열

형광 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냉각 속도의 기

울기가 급할수록 열형광 강도가 대체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냉각온도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300 K의 온도에 120 sec로 냉각한 입

자의 크기가 대체로 100~150 µm 근처인 것을 확인 하

였고, 입자의 크기와 온도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시료를

급냉과 서냉 시키면서 제작하여 열형광 강도를 측정하였

으며, Fig. 5와 Fig. 6에서 냉각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입

자의 크기와 최대 열형광 강도를 비교해 보면 입자의 크

기와 quenching효과가 최대 열형광 강도를 얻는데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열형광체 LiYSiO4 : La의 열형광체를 입자의 크기별로

분류하여 각 피크의 입자 크기와 최대 열형광 강도의 관

계를 상대적으로 알아보았으며, 냉각조건에 따른 열형광

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열형광체 LiYSiO4 : La 열형광체는 활성제인 La를 2 wt.%

첨가하였을 때 입자의 크기가 100~150 µm에서 최대 열

형광 강도를 보였으며, 냉각온도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300 K의 온도에 120 sec로 냉각한 입자의 크

기가 대체로 100~150 µm 근처인 것을 확인 하였다.

LiYSiO4 : La 열형광체의 입자의 크기에 대한 온도 의

존성을 측정한 결과 조사한 방사선의 선량에 대해 P2/P1

비가 최대가 3.25이며 전체적으로는 2.85로 대체로 변화

가 없이 일정하였고, 이런 결과는 P2/P1 비가 일정한 에

너지 영역에서는 LiYSiO4 : La는 방사선 선량계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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