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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형광성 물질의 검출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상의  광도조건하에서의  형광물질의  검출,  즉  일광하에서의  형광체  광물의  검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광물의  검출과  확인에서의  형광의  사용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쉴라이트(CaWO4 ), 포웰라이트

(CaMoO4 )  및  그들의  고체용액들과  같은  많은  텅스텐산  염과  몰리브덴산염들은  강한  형광체들이다. 

쉴라이트의  여기(勵起)에는  단파장의  자외선  투서광이  요구되지만  포웰라이트는  다소  그보다  긴 파
장으로 여기된다. 오늘날 그러한 광물들을 조사하는데는 저압수은 방전램프가 사용된다.

휴대용의  수은램프가  광물조사용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쉴라이트를  탐지하는데  통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램프들은  밤에는  이용  가능한  반면에  주위의  광도가  인식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형광성의 
광물을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달이  밝은  경우에도  그것의  효과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그 램프는 충분한 복사를 위해서 암석에 밀착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야간탐사의  실제적인  불편한  점들이  몇가지  있다.  즉,  해로운  파충류나  곤충에  대해  주위를 해야함
은  물론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성  때문에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위험하다.  또  다른  주요  난점은 
방향성의 문제, 즉 야간에 발견한 가능성있는 위치를 낮에 확인하고 인지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낮의  주위일광  조건하에서  형광물질들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
며,  현재의  경우보다도  형광체  물질로부터  더욱  거리를  두고  탐지하는  방법을  제공함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목적들은  형광성  자극  복사광원을  펄스시킴과  동시에  복사의  전달이 눈
에 보이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극  복사광의  펄스중이나  바로  후에  실상이  보여지며  그  동안에  형광성은  탐지되는  물질에  의해 나
타난다.  주위  복사광,  즉  태양반사광은  동시에  조정되지  않으며  감지되는  주위복사는  물질이  자극 
복사광원에  의해  조사되지  않는  경우에  눈에  전달되는  것을  완화시키거나  차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소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세  주요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은  자외복사광원인데  이것은  펄스되어 
낮은 반복 속도를 갖는 짧은 주기의 복사광을 만들어 내어서 목표를 향해 좁은 받으로 유도할 수 있
다.  적당한  광원에는  레이저와  플래시  램프가  있다.  두번째  부분은  셔터나  틈세공으로서  가시광선을 
좋은  감도로  전달할  때에는  "on"에,  그리고  이들  광선을  완화시키거나  차폐시킬  때는  "off"으로 둔
다.  이것은  기계적인  셔터,  혹은  일반적으로  전자광학조절기이다.  최종부분에는  전력공급장치와 배
선 그리고 광원과 틈세공의 조작을 동일화시키고 제어하는 회로들이 포함된다.

펄스광의  휴대용관원,  상당기간  동안  착용할  수  있는  안면  마스크의  틈세공,  휴대용  전력공급  및 제
어장치들의 조합에 의해서 주간에 형광성 물질의 탐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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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의  눈  대신에  사진필름을  넣거나  혹은  카메라나  다른  적절한  장치를  써서  형광물질의  영상을 
필름에 기록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신호장치는  형광자극복사광원이다.  이것은  활성화되어  충분한  강도의  복사펄스를  내어서 
순간적인  여기  형광복사광을  자연방사선보다  강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며  어떤  광원도  좋다. 휴
대용의  경우에는  복사광원의  전력요구도가  휴대용  광원의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고도의  조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극복사광이  좁은  범위에  걸쳐  짧은  펄스로서  광학  받(beam)으로  공급되어야 한
다.

레이저광원이  본  발명의  경우에  특히  적합하다.  몇가지  다른형태의  자외선  레이저가  사용될  수 
있다.  ArF와  Krk간은  시험레이저들은  직접  용집자외  복사광을  내며  특히  KrF레이저가  본발명에 적합
하다.  다른장치에는  Ar/Kr과  같은  가스레이저가  비선형의,  조파결정으로  중복된  주파수일  있다.  Nd 
:  유리 및 Nd  :  YAG와  같은 고체상태의 적외선 레이저는 자외광을 내기 위해서 4겹으로 된 주파수일 
수  있다.  그러한  레이저  형태들은  시판되는  것들이며,  좁은  빔의  발산을  하는  빔으로  강한  에너지의 
마이크로 초이하의 펄스를 내기 위해 쓰일 수 있다.

플래시  램프도  특히  거리가  크지  않고  좁은  빔의  발산이  고려되지  않을  때는  본  발명에  적당하다. 
크세논으로  채워진  플래시램프가  본  발명에  특히  적합한  것임이  밝혀졌다.  크세논  램프는 스펙트럼
의 자외선 및 가시영역 양쪽을 광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레이저,  플래시 램프 또는 다른 어느 것이긴 복사광원은 자극의 순간적인 수준이 매우 높고 또 상응
하는  형광방출이  반사되는  자연방사선을  실제적으로  능가하는  순간적으로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에
너지를  아주짧은  펄스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극펄스  반복  주파수는 20HZ 보다  적을  수 있으

며 형광의 명멸을 위해서 명멸-용해 주파수 이하인 것이 일반적이다.

자연방사선을  완화시켜주는  틈새공(gated  aperture)은  반복  속도나  주파수가 10HZ 나  그  이상으로 

100밀리초의  시간동안  틈새공을  열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게이트를  "on"시킬  수  있는  장치이면 
된다.  그래서  고속  카메라에  사용하는  형태의  기계식  셔터가  적합하다.  셔터의  일반적인  형태는 전
기적인  복굴절유리결정  또는  세라믹  물질의  양좁에  있는  반대방향의  두  극성화  판의  조합으로  그 복
굴절유리,  결정  또는  세라믹  물질은  틈새공이나  투시공에  위치될  수  있는  "창문"을  형성하거나  갖고 
다닐  수  있는  고굴이나  안면마스크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창문은  정상적으로 가
시  스펙트럼을  전달하지만  특정한  파장을  막기위해  필터를  끼워서  형광이  더  잘  관찰되게  할  수 있
다.  창문의  유리,  결정  또는  세라믹  물질은  그  자체가  자외선광에  투명하거나  아닌  것이어서  아닌 
것이면 특정한 자외광 필터가 그와 함께 관측자의 눈을 보호키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창문에서는  전기적인  복굴절  물질의  반대편에  있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하거나  "crossed" 
위치한 극성화 판쌍은 그  물질이 정상적인 위치나 "off"  위치에 있을 때는 전압을 걸지 않고도 가시
투사를  소량으로  줄이게  해준다.  적당한  전압펄스가  전기적인  복굴절물질에  걸리면  물질이  파 저지
판의  기능을  하도록  복굴적이  유도된다.  그렇게  하는  중에  그것은  광선이  두번째,  또는  정상적으로 
"crossed"  극성화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그렇게  하는  중에  그것은  광선이  두번째,  또는 
정상적으로  "crossed"  극성화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첫번째  극성화  판을  통과한  광선의  극성화판을 
효과적을 회전시킨다.

"on"  위치나  열린  상태에서  창문은  투사되는  가시복사광의  50%까지  통과시킨다.  납  란타늄 지르콘산
염티탄산염(PLZT)과  같은  물질이  전압이  걸릴  경우  강한  전자  광학커플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rossed"극성화  판들과  결합될  경우  이들은  빠르게  작용하는  광학전달  조절기를  제공하며 그
것은 본 발명에 특히 유용한 것이다.

창문은  "off"  위치에서  유지되어  거의  가시광을  전달하지  않는다.  다만  짧은  시간  간격 t 1  동안은 

예외인데 이 동안에 창문의 전달은 "on"으로 되어 열리게 된다. 이과정은 t2의 간격으로 

되풀이된다.  "on"  상태의  펄스  반복주파수 f2 (즉 f2=1/t2 )는  주위광  또는  정상시야광중에서  명멸을 

검출하는  관찰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30HZ 나  그  이상으로  선택된다.  창문이  "on"위치에  있는 시간

의  상대적인  양(d)은  "사용율"로서, d=t1/t2 이다.  관측자가  감지하는  자연방사선이나  주위광선의 강

도는  완화되지  않은  강도에  평균투과를  곱한것과  같은데  이것은  대략  "on"  상태이  투과에  사용율, d
를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감지되는  주위광의  강도  또는  시계의  평균밝기는  짧은  사용율(d)에  대한 
시간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그러한 "잔자-광학" 창문을 써서 크게 완화될 수 있다.

복사광원의  펄스나  점화는  틈세공  또는  투시공의  셔터를  여는  것과  연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정상적인  조작에  있어서  셔터는  상기한  이른바  명멸-융해  주파수를  얻기  위해  매초당 충
분한  횟수만큼  열리며,  따라서  복사  또는  조도의  강도가  실질적으로  줄어진  것  외에는  자연방사선 
신호나  조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가시범위를  관찰자에게  제공해준다.  형광을  내게하는 자극광원
은  보통  셔터가  열리는  횟수보다는  적게  점화되며  그  점화는  셔터열림의  주파수의  적분  분율인 주파
수에서 개시된다.

형광펄스는  따라서  형광물질의  나타나는  모양의  뚜렷함을  증대시키기  위해  명멸-융해  주파수  이하의 
반복속도로  일어나도록  여기될  수  있다.  비추어지거나  펄스되는  광선은  주위의  지속적인 복사광중에
서 지속되는 광선보다 더욱 쉽게 감지될 수  있음이 알려져있다.  게다가 그러한 펄스 광원의 걸 밝기
는 같은 최대강도를 갖는 지속광원의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다.

대부문의  경우  자극  광선은  셔터가  열려있을  때만  점화  또는  에너지화된다.  드문  경우로  형광 감쇠
가  상대적으로  길면  자극광원은  유리하게  셔터가  열리기  바로전에  펄스되거나  빛을  내게할  수도 있
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응용에  있어서는  틈새공이나  투시공의  셔터나  창문이  매초당  48번  열리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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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광선은  매초당  여섯번의  펄스속도로  반복되어  셔터의  여덜번의  열림동안에  펄스된다.  광선의 발
광  반복속도가  셔터  열림주파수만큼  클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은  보통보다  적으며  셔터  주파수의  적분 
분율  이어서  광선의  펄스가  셔터나  창문이  열리  때만  일어나도록  하여준다.  셔터나  틈새공의  여림의 
HZ주파수에 대한 자극광선의 H Z  펄스 주파수의 비는 약 30  :  1-3  :  1이다. 창문이나 셔터, 혹은 다른 

틈새공의  열림주파수는  약 30HZ-100H Z  범위이다.  자극광선의  펄스의  주파수는  약 3H Z  및 10H Z 사이이

다.

틈새공이나  셔터의  열림을  자극광선의  펄스와  동시에  조합되어  일어나게  하는  장치들은  물론  셔터와 
자극광원의  형태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속도와  신뢰성을  위해서는  전자제어가 바람
직하다.  그러한  제어장치들은  다야한  조건들에  적용할  수  있으며,  쉽게  휴대할  수  있다.  적절한 제
어장치는  적절한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면  조정할  수  있는  미리  정해진  반복주파수에서  빠른 
일차  전압펄스를  내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전자장치나  진동기로  구성된다.  이들  일차전압펄스들은 틈
새공이나 셔터의 조작을 자극광선의 조작과 시간을 동시에 맞추는데 이용된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장치에서  1차  전압  펄스들은  전자회로에  의해  조절되어서  100마이크로  초이하의 
최소로부터  1차  펄스들의  반복주파수의  역에  해당되는  최대로까지  조정가능한  펄스  폭을  가지며 동
일한  반복주파수를  갖는  틈새공  2차  전압  펄스를  제공하여  준다.  이들  2차  전압  펄스들은  증폭후에 
틈새공을  "off"  또는  폐쇄된  상태로부터  "on"이나  개방된  상태로  구동시키는  데  이용되며,  "on" 상
태의 지속은 펄스폭에 따라 정해진다.

1차  전압  펄스들은  또한  그  1차  펄스들의  반복주파수의  집합과중체인  반복주파수를  갖는  자극광선에 
대한  3차  전압  펄스를  얻게하기  위해  집함양에  의해  1차  펄스  반복주파수를  나누게하는  희로에도 연
관된다.  부가희로에서  그  3차  전압  펄스들은  조절되어  10마이크로초  이하에서  100마이크로초  이상에 
이르는  가변  폭을  갖는  조정가능한  펄스를  갖는  3차이하  전압  펄스를  이루어낸다.  2차  전압  펄스와 
3차이하  광선전압  펄스의  앞쪽  언저리는  2차  전압  펄스의  앞쪽  언저리와  등위상이다.  자극광선에 대
한  3차  이하  전압  펄스의  뒷쪽언저리는  부가진자희로에  의해  탐지되며  그  탐지는  자극광원에  대한 
전력의 방출을 트리거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자극광선  플래쉬의  발생은  3차이하  전압  펄스의  폭에  상응하는  시간간격에 의
해  지연된다.  이는  곧  틈새공이나  셔터가  자극광선  펄스가  발생될  경우  완전히  열린  상태에 도달하
게  하여즘을  뜻한다.  본  발명의  다른  장치에서는  틈새공의  열림은  자극펄스가  발생된  후에  지연된 
형광신호를 보도록 하기 위해 전자희로에 의해 지연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주요한  적용은  형광체  광물의  탐지이다.  특히  쉴라이르나  텅스텐광색의  탐지에는  이미 성
공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탐지장치는  휴대용  전원  팩,  손잡이가  달린 케이
스중의  휴대용  크세는  총진  플래쉬램프,  PLZT  세라믹  창문이  있는  전자-광학  고글,  그리고  부착된 
조절제어놈이  있는  휴대용  전자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전원  팩은  미국  미주리주  세네카, 소
재의  이글피셔(Eagle  Picher)  희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CF  12  V5pp  모델로  충전할  수  있는  납-납 이
산화물 베터리의 12V.5A용이었다.

크세론으로  충진될  플래쉬램프는  짧은  아아크의  울트라고  복사용으로서  미국  매사츠세츠주, 보스톤
소재의  미국  과학기구사에서  공급되는  1190형으로  설게된  손잡이  케이스가  달린  펄스  크세논플래쉬 
램프이었다.  고글은  용접자의  안경대신  부드러운  플라스틱  용접자용  형태의  안경으로서  PLZT  양쪽에 
플라로이드사 HN32국성화기 판이 있는 모터를라 번호 9565 PLZT 판이 있는 것이었다.

그  고글들은  미국  뉴멕시코  알부케르크의  모터롤라희사의  광학-세라믹  제품부에서  공급되는 것들이
었다.  제어장치는  작은  휴대용  상자에  조립되어  있으며,  진동기,  몇개의  다른  희로판,  조정판, 그리
고  출력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희로는  앞서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플래쉬램프와  안경의  조작을 조
합하고 동위상화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원팩은 전선에 의해 제어장치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검은 팩속에 들어있다.

분리된  케이블은  전원팩을  손잡이  팬턴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아우징내에  있는  플래쉬램프와 연결되
고  있다.  제어장치로부터  플래쉬램프에  이르는  케이블은  신호를  전원팩으로부터의  전원방출을 발사
하여  램프로부터  펄스방출을  일으킨다.  제어장치로부터  안경에  이르는동축케이블은  높은  전압 신호
를  전달하여  PLZT판에  전력펄스를  공급하며  따라서  PLZT판과  그의  양쪽에  있는  교차되어  있는 극송
화판으로 형성되는 틈새공을 열리게 한다.

이  탐기기  장치내의  최종요소는  케이블에  의해  검은  팩  속의  제어장치로  연결되는  제어  모듈이다. 
이것은  아주  작아서  조작의  편의를  위해  플래쉬  램프장치의  핸들근처에  설치될  수  있다.  이 제어모
듈은  5개의  위치스위치와  하나의  제어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제어모듈이  설치된  플래쉬 
램프장치를  쥐고  있는  손의  엄지송가락으로  조작될  수  있다.  그  스위치는  고글로의  전류의  흐름과 
플래쉬램프의  펄스를  제어할  수  있고,  한쪽  끝  위치에서는  완전히  "  on"으로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off"로  될  수  있다.  스위치를  완전히  "on"으로  두면  안경의  전자-광학  셔터는  PLZT판의  일정한 에
너지화에  의해  완전히  열렸다.  세개의  중간위치에서  고글은  50HZ에서  펄스되었고  플래쉬  램프는 각
기  50HZ, 50/8H z  및  0/16HZ로  펄스되었다.  "off"위치에서는  고글은  에너지화되지  않았고 플래쉬램프

는 펄스되지 않았다.

제어모듈의  조절놉을  돌리면  펄스의  지속이  변화되고  따라서  각각의  고글의  열림이  변화되어 주위복
사나  광도의  완화되는  정도가  변화되었다.  이  탐지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위에  제어모듈이 설치
되어  있는  플래쉬  램프들은  한손으로  들고  조작될  수  있으며  다른  손으로는  기어오르며  광석샘플을 
조사한다거나  하는  등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원형의  탐지장치를  사용하면  쉴라이트, 텅
스텐광의 샘플로부터의 형광은 3-4피트의 거리에서도 주간의 일광하에서 쉽게 탐지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히  쉴라이트와  같은  광물들의  형광성의  탐지와  연관되어  서술되고  있지만  다른 원천으
로부터의  형광의  탐지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쉴라이트  이외에도 아우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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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바라이트,  캘사이트,  카로멜,  세루사이트,  플루오라이트,  집섬,  포웰라이트,  스팔러라이트, 워
너라이트, 워 짜이트, 윌레마이트 등의 광물들이 탐지될 수 있다.

또한  마노,  옥수,  강옥,  다이아몬드,  오팔,  사파이어,  첨정석,  루비,  토파즈,  투말린  및  지르콘같은 
값비싼  원석들도  상당수형광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탐지될  수  있는  것들이다.  석유는  보통 형
광을  띠며  석유로부터  유래하는  많은  수외  생성물도  탐지될  수  있다.  공업적인  캐스팅에서  홈을 발
견하기  위해  사용되고있는  형광성  염료나  페인트들도  쉽게  탐지될  수  있다.  다른  중요한  잠재적 사
용분야는  적절한  자극하에서  형광성을  가지는  어떤  유기  화학물질의  존재의  탐지이다.  이들에는 안
트라센,  나프타센,  페난트랜,  피랜,  플루오렌,  크리센,  페릴렌,  코로넨,  펜타센,  아크로마이신, P-
아미노  살리실산,  아미탈,  안트라닌산,  오레오마이신,  벤즈안트렌,  신코니딘,  신코닌  디벤조피렌, 
폴리산,  하르민,  3-하이드록시안트라닐산,  5-하이드록시안트라닐산,  P-하이드록시시나민산, 쿠마린
산,  0-하이드록시비페닐,  P-하이드록시비페닐,  키누레닌,  LDS,  메나디온,  메틸플루오렌, 1-하이드록
시나프탈렌,  2-하이드록시나프탈렌,  펜토바비탈,  페노바비탈,  플라즈모신,  아타브린,  퀴닌, 리보플
라빈,  살리실산,  테라마이신,  티오페노바비탈,  비타민A,  크산틴  그리고  크산투렌산등이  포함된다. 
상기한  어떤  것은  발암원이고,  어떤  것은  약솜이나  그것은  많은  경우에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쉽게 
탐지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식물들과  그  산물들은  어떤  세균들과  마찬가지로 형
광성을  지닌다.  스코르피온과  같은  어떤  동물들도  밝은  형광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앞서 언급
한 장치로 탐지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눈에  의한  탐지에  대해서  서술되었지만  형광물질의  기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광학카메라
나 다른 영상 탐지장치도 눈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카메라의 틈새공이나 셔터는 미리 정해진 간격
동안  열려지며  이  동안  자극복사광의  펄스가  동위상으로  일어난다.  간격과  펄스의  수를 조절함으로
써  기록  매체의  형광복사광으로의  노출이  조정되고  주위복사광에  대한  매체의  상대적인  노출은 완화
된다.  적당히  선택된  필류을  써서  카메라와  같은  것들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형광을  기록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미리  정해진  시간동안  미리  예정되어  균일한  간격으로  열리는  실질적으로  형광은  전도되나 자극광에
는  실제로  불투명한  틈새공을  통하여  탐지하고자  하는  형광물질을  관찰하며,  동시에  상기의  물질을 
그  물질의  형광을  유발시키기에  적당한  스펙트럼의  자외선  영역  내지  가시선  파장의  자극광선의 주
기적인  펄스에  노출시키고  우세한  명멸-융해  진동수  이상인  그  자극광선의  진동수는  상기  틈새공의 
열림  진동수와  동위상으로  맞추어지며,  그것에  의해  그  틈새공은  적어도  형광의  주된  부분이  상기의 
자극  광선의  개개펄스에  의해  유발되는  시간의  최소한  일부분동안  동시에  열리게  하는  특징이  있는 
일광하에서 형광성물질의 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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