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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고에 지 방사선 발생장치의 차폐 기술 확보를 하여 고에 지 방사선, 특히 

성자 차폐 련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성자 차폐물에 한 차폐 특성 계

산 등을 수행하 다. 문헌 조사와 단순 모델을 이용한 계산을 통하여 성자 차

폐물질의 차폐 특성을 알아보고 양성자 가속기의 성자 선원에 한 자료를 축

하 다. 차폐물질로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 폴리에틸 외에도 

KAERI 성자물리실에서 자체 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 도폴리에틸

과 보론 화합물(B2O3, H2BO3, Borax)을 섞어 만든 물질들도 선택하여 차폐 특성

을 분석하 고 그 결과로부터 각 차폐물의 성자 선량 감쇠 계수를 구함으로써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성자 선원의 형태, 각도에 따른 분포가 차폐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함으로써 선원에 한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에 보수

인 차폐 분석을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한, 몇가지 차폐 물질을 같

이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차폐물 조합에 따른 선량 효과를 계산함으로써 차폐

물 배열에 따른 향을 분석하 다.

   국내에서 개발된 PET용 싸이클로트론을 상으로 개념 인 차폐 설계를 수

행하 다. 폴리에틸 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차폐 조합을 구성하여 선량률을 목표

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차폐 조합을 선정하고, 이 조합을 이용하여 차폐 구조

를 개념 으로 구성하여 선량 평가를 하 다. 이 결과로부터 합한 차폐 구조 

개념을 제안할 수 있었다.

 



- iii -

Summary

   In order to develop shielding technology for high energy radiation 

production facility, references and data for high energy neutron shielding are 

searched and collected, and calculations to obtain the characteristics of 

neutron shield materials are performed. For the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of 

neutron shield material, it is chosen not only general shield materials such as 

concrete, polyethylene, etc., but also KAERI developed neutron shields of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mixed with boron compound (B2O3, H2BO3, 

Borax). Neutron attenuation coefficients for these materials are obtained for 

later use in shielding design. The effect of source shape and source angular 

distribution on the shielding characteristics for several shield materials is 

examined. This effect can contribute to create shielding concept in case of no 

detail source information. It is also evaluated the effect of the arrangement of 

shield materials using current shield materials. With these results, conceptual 

shielding design for PET cyclotron is performed. The shielding composite 

using HDPE and concrete is selected to meet the target dose rate outside the 

composite, and the dose evaluation is performed by configuring the facility 

room conceptually. From the result, the proper shield configuration for this 

PET cyclotron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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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의료  연구/산업 장에서 가속기 등의 방사선 발생 장치

의 사용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환자 치료용이나 동 원소 생산용 가속기

를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병원에 설치하고 있으며, 기 과학 연구를 

해 양성자 가속기 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국외 으로는 지난 9·11 테러 이후 

증하는 테러 에 처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성자 발생장치를 이용한 보

안장치를 개발하여 공항 등에서 사용하거나 소형의 휴 용 성자 비 괴 검사 

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특히 성자를 

이용한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에서는 방사선의 험으로부터 작업자

나 일반인들을 안 하게 보호하기 해 한 물질을 사용하여 주변을 차폐함

으로써 방사선 피폭이 허용치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공간의 방사선량률을 기

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형 방사선 발생장

치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경우에는 장치 제공 업체에서 련 차폐시설에 한 

자료를 같이 제공하므로 추가로 차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국내의 방사선 련 소기업들은 그동안 부분 감마선 차폐와 련한 업무

가 부분이었던 까닭에 성자 차폐에 한 경험이 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국내의 성자 발생장치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성자 차폐에 한 개념

, 기술  이해  실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소기업의 성자 발생장치의 차폐에 한 기술 확보를 하여 성자 차폐

에 한 기본  개념, 주요 차폐물 특성, 차폐 설계  해석 등에 한 기  기

술을 토 로 주요 차폐 물질의 성자 에 지에 따른 특성, 가속기의 방사선원 

평가, 방사선 방호 기 , 주요 차폐 개념을 검토하고 동 원소 생산용 싸이클로

트론에 하여 몇 가지 기본  차폐안을 용하여 차폐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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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황  분 석

2.1  방사선 발생장치

   주요 방사선 발생장치로는 MeV~GeV 의 에 지로 가속된 양성자를 이용하

여 동 원소 생산이나 환자 치료를 한 조사, 신물질 연구 등을 하는 양성자  

입자 이온 가속기, 그외 X-선 발생장치, 감마선 발생장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

는 테러 에 처하기 해 공항 등에서 보안장치로 사용되거나 비 괴 검사 

장비로 사용되는 소형 성자 발생장치가 있다. 

  이 에서 동 원소 생산에 이용되는 싸이클로트론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고진

공이 걸려있는 싸이클로트론 심부에 수소 가스가 공 되면 고 압에 의하여 

방 되어 수소 음이온을 만든다. 이 음이온은 양 하와 음 하를 교 로 띠는 

dee에 의해 가속되어 dee와 에서 걸어주는 자장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향과 속

도가 결정된다. 이 음이온이 dee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목표에 지(가속기에 따

라 다름)에 달하는 에 지를 갖게 되고 이 음이온이 foil을 통과하는 동안 자가 

제거된다. 이 결과로 생기는 양이온은 자기장에 의하여 경로가 변하여 싸이클로

트론과 표  사이에 치한 하버 속막을 통과하여 핵반응을 일으키는 표 에 

도달한다. 이 표  안에는 1.5ml의 H2
18

O이 들어 있으며 
18

O이 proton beam과 충

돌하여 
18

F과 성자를 생성하는 
18

O(p,n)
18

F 핵반응이 일어난다. 이 때 생성되는 

18-
F의 양은 매우 어 약 1.0E-10 mol 정도이며 1억분의 1g 정도이다. (삼성병

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smc.samsung.co.kr /care_part /nm/)

  한편, 비 괴 검사나 보안장치로 사용되는 소형의 높은 세기를 가진 고속 성

자 발생장치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이용한다.

2
H + 

3
H → 

4
He(3.5MeV) + n(14.1MeV)  

2
H + 

2
H → 

3
He(0.82MeV) + n(2.45MeV)

  그림 2.1 과 같은 고속 성자 발생 장치는 소형의 비 괴 검사장비로 공항 여

행객의 수화물 검사나 소한 장소에서의 비 괴 검사 등 다양한 곳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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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고속 성자 발생장치 

(http://www.sodern.fr/index.html)

2.2 차폐 기술 황

2.2.1 개요

      차폐기술은 크게 방사선원 평가, 차폐물 선정, 차폐 구조 선정, 선량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감마선에 한 차폐 평가는 감마선 에 지에 따른 차폐 물질

의 감쇠계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이들 감

쇠계수는 많은 참고문헌들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선원이 복잡한 경우에는 커  방법을 이용한 QAD-CG 등의 산코드를 이용

하여 선량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들 산코드는 이용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아 

감마선 차폐에 한 실무에서 비교  쉽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속기를 비롯한 성자 발생장치는 이미 잘 알려진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자원에 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많

다. 양성자 가속기의 경우 양성자와 표 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성자 스펙트럼

이나 각 분포 등의 자료가 지난 20여년 동안 많이 나와 있지만 특정 표 과 에

지에 해서는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성자 차폐 분석에는 부분 산코드가 사용되어왔다. 문제가 간단한 경우에

는 1차원  2차원 코드를 사용하지만, 다루는 문제의 기하학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MORSE-CG, MCNP와 같은 3차원 몬테카를로 코드를 많이 사용해 왔

다. 고에 지 입자 수송 계산에 사용되어온 코드들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기존의 

성자  감마선 수송계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MCNP 코드에 고에 지의 다

양한 입자 수송 계산 기능을 추가한 MCNPX가 개발되어 입자 가속기 분석 등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코드에는 양성자와의 핵반응에 의한 성자 생성에 

한 핵자료를 가지고 있어 가속기의 선량, 차폐 계산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H1, H2, C12, N14, O16, Al27, Si28, Si29, Si30, P31, C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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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50, Cr52, Cr53, Cr54, Fe54, Fe56, Fe57,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Nb93, W182, W183, W184, W186, Hg196, Hg198, Hg199, Hg200, Hg201, 

Hg202, Hg204, Pb206, Pb207, Pb208, Bi209 등의 41개 핵종에 한 핵자료만 있

다.

  방사선원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합한 차폐물을 선정하고 차폐 구조

를 선정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차폐 물질들의 특성과 차폐 원리 등을 하

게 용하고 산코드를 이용하여 선량을 평가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정확

한 방사선원에 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차폐 설계에 가장 요하다. 

2.2.2 성자 선량 평가

      참고문헌 [2.1]에는 여러 가지 방사선에 하여 차폐 두께를 구하는 계산

하는 식들이 정리되어 있다. 성자 선원의 경우 차폐 두께를 구하는 식은 다음

과 같다.

시설 내의 벽, 천장 등에서 반사되는 reflected neutron이 있으면 이들에 의한 기

여는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고에 지 양성자 가속기 차폐 계산에는 Moyer Model을 이용한 단순한 식이 

많이 이용된다. Moyer Model은 고에 지 성자의 차폐체내에서의 선량 감소는 

에 지와 거의 계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속기 차폐체 바깥에서의 선량률

을 표 에서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성자에 해 단순한 line-of-sight 법으로 

구하는 방법이다[2-2]. 이 Moyer Model을 이용하여 성자 차폐 분석에 용한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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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2 = HoR
2  exp (− s/λ )                (2-3)

여기서, HoR
2

 = zero-depth source term 

        H and Ho = dose equivalent per stopping proton

        λ = attenuation length in the shield material

        s = thickness of the shield

        R = distance from the neutron source to the observation

   D =
Ho

r 2
 exp (− θ ) exp (− Σi

ri

λi
)        (2-4)

여기서, D = neutron dose equivalent rate

        Ho = source term

        r = distance from spill to observation point

        β = angular relaxation parameter

        θ = production angle between the incident beam direction and the ray from 

            spill to observation point 

        ri = path length through material i 

        λ i= attenuation length for material i 

   DN  =  HN  I  exp(− x /λ )/ (c + x)2             (2-5)

여기서, HN = neutron source term

        I (μA) = proton current impinging the target

        x (m) = thickness of the concrete shielding

        c (m) = distance between the target and internal surface of the vault wall

        λ (m)=effective neutron attenuation length in the shielding concrete, 0.126m

의 식들에서는 성자 선원 세기, 선원과 계측 까지의 거리와 차폐물에서 선

량 감쇠 계수를 이용하여 차폐체 뒤에서의 선량을 얻을 수 있다. 성자 선원과 

angular relaxation parameter, attenuation length 등은 실험 으로 구한 값을 사

용하며, 이들 자료는 보고서에 많이 나와있다.

2.2.3 방사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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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가속기의 경우 고에 지의 양성자가 다양한 표 에 입사할 때 표

에서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성자의 생성율, 스펙트럼 등에 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수행되어왔다[2.6~14]. 따라서, 양성자 입사에 의한 표 에서의 성자 

선원에 한 자료는 비교  많이 있으며, 계산이나 실험에 의해 성자 선원 자

료를 구하고 의 식들을 이용하여 차폐체에서의 선량 감소 효과와 차폐 계산을 

수행한 자료도 많다[2.15~20].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확보하여 활용가

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30~52MeV의 양성자에 의한 여러 표 에서의 성자 생성률을 일부 정리하면 

표 2.1  그림 2.2와 같다.

표 2.1 양성자에 의한 표 에서의 성자 생성률

Target 

Material

Neutron Yield (neutrons/proton)

30MeV Proton 40MeV Proton 52MeV proton

C 1.14E-03 - ~7.58E-03

Al - 2.35E-02 -

Fe 9.90E-03 4.79E-02 ~2.04E-02

Cu 1.21E-02 5.94E-02 ~2.45E-02

Ta - 9.36E-02 -

Pb 1.73E-02 - ~3.05E-02

그림 2.2 양성자 에 지에 따른 성자 생성률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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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기의 경우 표 에서의 성자 발생외에도 가속기가 설치된 room 내에서의 

방사화도 요한 방사선원의 하나이다. 표 에서 발생한 고속 성자가 콘크리트 

벽, 천장, 바닥 등에서의 충돌로 인한 capture 감마, 산란에 의해 고속 성자가 

열 성자화 되어 표  구조물, beamline component, 콘크리트나 공기 등을 방사

화시켜 생성되는 activation 감마 등도 선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2.21]. 이  공

기의 방사화는 실내의 공기  Ar41 농도 계산에 필요하다. 성자에 의한 콘크

리트의 주요 방사화 반응은 표 2.2와 같다.

표 2.2 성자에 의한 콘크리트의 주요 방사화 반응

Nuclide Half Life Reaction Threshold Energy

Sc46 83.8d Sc45(n,γ) -

Fe59 44.6d Fe58(n,γ) -

Co60 5.2y Co59(n,γ) -

Mn54 312.5d Fe54(n,p) 4.9MeV

Na24 15hr Na23(n,γ) -

2.2.4 차폐 구조  기타

      방사선 발생장치는 구조물내에 설치되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소 비용

으로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를 해 작업자가 출입하기 해 차폐 문

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미로 구조로 설계한다. 문을 설계할 때는 차폐를 해 

개구부에 걸쳐서 충분하게 문이 겹쳐지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것은 문과 차

폐물 사이의 gap을 통한 reflection을 최소화하여 방사선의 직  투과를 피하기 

해서이다. 최소한 gap 크기의 10배 이상이 겹쳐지도록 문을 설계한다. Plug 형

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폐 구조물과 겹치는 부분을 step이 있도록 하거나 taper 

지게 하여 방사선 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문 아래쪽에는 gap 이 있어 이를 

통한 방사선 출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gap을 막는 수단이 요구

될 수도 있다[2.1]. 

  미로(maze) 구조는 문 보다는 출입 차가 간편하여 동 원소 생산이나 환자 

치료용 가속기의 차폐에 고려된다. 하지만, 일반 으로는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

한 분석 결과의 불확실도로 인해 종종 추가 차폐가 필요하여 미로보다는 문 형

태의 차폐를 우선 으로 고려한다[2.1]. 양성자 가속기 시설에서 일반 으로 감마

선에 의한 선량은 성자 선량의 수 %에 불과하여 차폐 계산에서는 무시하지만 

미로 설계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2.17]. 미로에서 성자  감마 감쇠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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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의 모양, 길이, bend 수, 단면  등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미로 설계에서

는 미로의 길이, bend 수, wall 두께 등에 의한 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통 2 

단계로 분석한다. 즉, 미로 입구에서의 에 지  각도에 따른 성자 분포

(neutron double differential distribution)를 계산한 후, 미로에서의 성자 수송 

계산을 수행한다. 미로 설계에서는 beam delivery 시스템과 phantom의 미로 입

구에 한 상  치가 큰 향을 미친다[2.17]. 미로에 한 선량 계산은 복잡

성으로 인해 산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 이다. 

  특별히 시설 상부가 open되어 있거나 천장을 통하여 상부로 향하는 방사선이 

공기 에서 산란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서의 방사선 에 향을 미치는 

skyshine 효과도 필요시 고려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2.22]는 이러한 skyshine 효

과를 분석한 이다.

  기타 차폐 분석을 한 방법으로 한 비용으로 최 의 방사선 방호 효과를 

얻기 한 최  차폐 설계 방안을 해 복잡한 다차원 공간에서 global optimum

을 찾기에 합한 tool이라는 genetic algorithm을 차폐 설계에 용한 도 있다

[2.23]. 

  그림 2.3-2.5는 미로를 고려한 가속기 차폐의 이다.

그림 2.3 동 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의 차폐 구조 

(Ref: http://www.gemedicalsystems.com/company/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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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치료용 가속기의 gantry 차폐 구조  [2.17]

그림 2.5 PET용 싸이클로트론 차폐 구조  [2.24]

콘 크 리 트 

차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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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의 cyclotron은 20cm 두께의 납과 80cm 두께의 혼합물(Portland 

cement + boron carbide + 폴리에틸 )로 둘러싸여 있는 이다. 따라서, 싸이클

로트론을 수용하는 콘크리트 방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차폐체는 movable 

shield plug로 몇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양성자 가속기 개발이나 성자 발생장치에 한 사용 증가로 인

하여 이 분야에 한 차폐해석 기술 개발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2.25-2.27]. 앞으로, 치료용 가속기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입자 가속

기 개발도 추진될 망이어서 가속기 차폐에 한 연구개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 11 -

3. 차폐 기술

3.1  차폐 설 계  선량  기

     차폐 설계는 ALARA 개념에 의해 가능한 한 방사선 를 낮게 하여 방

사선작업종사자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

다. 차폐 설계 기 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률 

제한치는 법규로 정해져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서는 주당 1mSv 이하, 

일반인에 해서는 주당 0.1mSv 이하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선량 제한치가 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편, 차폐 설계시에는 선량에 한 설계 목표치로 제한치보다는 낮게 설정하여 

방사선 방호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 이다. 특히, 환자 조사 시설 등의 경우에는 특

별히 더 낮게 설정하는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 2mSv/yr를, 일반인이 근하는 

지역에 해서는 1mSv/yr를 차폐 설계를 한 선량 목표치로 하기도 한다[2.17].

  주당 작업시간을 40시간, 연간 50주를 가정할 때 ALARA 에서 차폐 설계 

선량 기 으로 법규에 정해진 제한치의 1/2을 차폐 설계 목표치로 한다면 방사

선작업종사자의 경우 12.5μSv/hr( 는 25mSv/yr)가 된다. 일반인에 해서는 방

사선작업종사자의 1/10로 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다만, 앞의 에서처럼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한 기 이 특별히 낮을 경우에는 일반인의 선량목표를 방사선작

업종사자 선량목표의 1/10 이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차폐 설 계  주 요 인 자 [2.1]

     차폐 설계시에 고려되는 주요 인자는 방사선원, 차폐물질, 기하학  구조 

등이다. 방사선원에 한 변수로는 방사선의 종류, 방사선원의 치, 방사선 발생

률  세기, 반사 방사선의 향 등이 있다.

  차폐물질을 선택할 때에는 차폐물 두께  무게, 차폐물과 구조물로 동시 사용 

가능성, 성자  감마에 한 동시 차폐 능력, 방사화 가능성, 차폐 균일성, 일

성, 균질성, 차폐 구성, 비용, 외 , 표면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하학  구조로는 방사선원과 작업지역 사이의 거리, 가속 빔의 방향, 천장 

두께, 지하층이 있을 경우 바닥 두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3 차폐 물 질   특 성

3.3.1 일반 차폐 물질 [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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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폐물에 해 간략히 정리하 다.

(1) 콘크리트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폐물질로 실제 도가 요하다. 수소를 함유하

고 있고 low Z 핵종 혼합체이므로 성자 차폐 물질로 가장 흔히 사용된다. 콘

크리트 내에 기포 유무가 요하다. 물 함유량에 따라 차폐능력이 차이가 나며 

특히 두께가 두꺼울수록 차폐능력 차이는 크다. 를 들면, 그림 3.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일반콘크리트( 도 2.1~2.3g/cc)의 경우 물 함유량이 5.5%에서 4.5%로 

1% 감소함에 따라 입사 성자 에 지가 1MeV~15MeV이고 콘크리트 두께가 

400g/cm
2

 일 때 선량률이 약 1.6배 증가한다[3.2]. 한편, 시간에 따라 물 양이 감

소하는 단 이 있다. 구차폐물이 아닌 임시차폐물로 이용될 경우 비용보다는 

공간  무게가 차폐 설계에서 기 이 된다. 표 3.1은 표 인 콘크리트의 구성

성분이다.

그림 3.1 물 함량에 따른 일반콘크리트의 단  성자 루언스당 선량 투과 

특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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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표 인 콘크리트의 구성성분 

Partial density (g/cc)

Element
Ordinary

(NBS 03)

Ordinary

(NBS 04)
Magnetite Barytes

Magnetite 

and steel

Limonite 

and steel

H 0.020 0.013 0.011 0.012 0.011 0.031

O 1.116 1.165 1.168 1.043 0.638 0.708

Si 0.342 0.737 0.091 0.035 0.073 0.067

Ca 0.582 0.194 0.251 0.168 0.258 0.261

C 0.118 - - - - -

Na - 0.040 - - - -

Mg 0.057 0.006 0.033 0.004 0.017 0.007

Al 0.085 0.107 0.083 0.014 0.048 0.029

S 0.007 0.003 0.005 0.361 - -

K 0.004 0.045 - 0.159 - 0.004

Fe 0.026 0.029 1.676 - 3.512 3.421

Ti - - 0.192 - 0.074 -

Cr - - 0.006 - - -

Mn - - 0.007 - - -

V - - 0.011 - 0.003 0.004

Ba - - - 1.551 - -

Density

(g/cc)
2.35 2.35 3.53 3.35 4.64 4.54

   (Reference : ANSI/ANS-6.4-1985)

(2) 물

    수소 함량이 커서 좋은 성자 attenuator이다. 산소에는 thermal neutron 

capture가 없고 수소의 thermal neutron capture 단면 이 330mb이다. 따라서 2

차 감마 생성이 낮다. 

(3) Polyethylene

   고속 성자 차폐에 많이 사용된다. 물보다 부피비로 18% 정도 수소함량이 더 

많고 방사화가 되지 않는다. 110℃에서 soft 해진다. 고 도 폴리에틸 (0.96g/cc, 

일반 폴리에틸  도 0.92g/cc)은 200℃에서 soft 해진다.

(4) Boron

    열 성자 흡수에 주로 사용한다. B10(n,α) 반응 단면 은 3840b으로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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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 는 열 발생 문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반응에서는 0.5MeV의 감마가 

생성된다. 보론은 Boric oxide (B2O3), boron carbide (B4C), boral 등으로 사용된

다.

(5) 기타 성자 차폐 물질

    소형의 성자 발생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성자 차폐체로 Lithium 

Hydride (LiH2)  Titanium Hydride (TiH2)가 있다. LiH2는 도가 0.78g/cc이

며 수소 함량은 12.6 wt% 이다. LiH2는 가공이 어렵다. TiH2는 도가 3.76g/cc

이며, 수소 함량은 3.9wt% 이다. 

(6) 주요 감마 차폐 물질 

- 납 : 우라늄 다음으로 감마 차폐에 가장 좋다. 성자 흡수시 7.4MeV의 감

마가 생성된다. 불순물이 심각한 방사화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그러

나, 차폐에 필요한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어 다양한 차폐 목 에 활용

된다.

- Depleted Uranium : 감마에 해 가장 좋은 attenuator이다. 성자에 해

서는 납과 동등한 attenuation 효과가 있다.

- 철 : plate 형태로 사용되며 국부 차폐 보강을 해 사용된다. 10MeV 까지

의 2차 감마를 생성하며 부분은 7.6MeV 이다. 단  두께당 neutron 

attenuation은 좋다. 성분  
58

Fe은 열 성자에 의해 방사화되어 
59

Fe를 

생성하는데, 
59

Fe는 반감기가 59일로 1.5MeV의 감마선을 방출한다. 

10
19

~10
20

(n/cm
2

)의 열 성자 fluence에서 모든 steel은 embrittle 해 진

다.

  방사선 차폐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성자 에 지에 따른 차폐 

효과에 해 계산하 다. 콘크리트의 차폐 특성에 한 자료는 이미 많은 참고문

헌에 나와 있지만, 성자에 지에 따른 선량감소 그래 를 이용하여 추후 비 

차폐 설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기 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에 지가 2~8MeV인 성자가 평행하게 입사할 때 콘크리트에서의 성자속  

선량률 감소 효과를 그림 3.2~3.5와 같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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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MeV 성자에 한 선량분포 

  

 

그림 3.3 4MeV 성자에 한 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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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6MeV 성자에 한 선량분포 

 

그림 3.5 8MeV 성자에 한 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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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선량을 1/10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콘크리트 두께는 략 20~27cm 정

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값은 다른 참고문헌의 자료들과 비교할 때 조  차

이가 난다. 그림 3.6의 단일에 지 성자가 입사하는 경우에 한 자료를 보면 

콘크리트 도를 2.3g/cc로 가정할 경우 성자 선량을 1/10로 감소시키는데 필

요한 콘크리트 두께는 약 32~35cm 정도로 계산된다[2.1]. 이러한 차이는 콘크리

트 구성성분, 특히 물의 양의 차이와, 성자 선원의 형태  각 분포 등의 차이

로부터 생긴다. 따라서, 차폐 설계에 용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용하여

야 할 것이다. 참고로 단일에 지 성자에 한 콘크리트에서의 선량 감소 그래

를 그림 3.7에 제시하 다[2.1].

그림 3.6 단일에 지 성자에 한 일반콘크리트에서의 선량 1/10가층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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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단일에 지 성자가 일반콘크리트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선량 분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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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KAERI 개발 성자 차폐 물질

        연구소내 성자 물리실에서는 계측기 차폐를 해 고 도 폴리에틸

(HDPE)에 보론 함유 물질인 B2O3, Borax  Boric acid (H2BO3)를 첨가한 물질

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론이 함유된 물질은 가격이 비싼데 이들 물질들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량으로 사용할 경우 많은 비용을 감할 수 있어 매우 경

제 이다. 한 이들 차폐물들은 성자에 한 차폐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각 차폐물의 구성 성분은 표 3.2와 같다.

표 3.2 KAERI에서 개발한 차폐물을 포함한 다양한 성자 차폐물의 구성성분 

(atoms/cc)

Material HDPE Paraffin HDPE+Borax HDPE+B2O3 HDPE+B2O3 HDPE+H2BO3 5%BPE

H 8.2431E+22 8.2580E+22 7.1751E+22 7.1756E+22 7.6781E+22 7.7182E+22 6.5489E+22

C 4.1215E+22 3.9699E+22 3.5876E+22 3.5878E+22 3.8390E+22 3.5869E+22 3.9800E+22

O - - 6.4466E+21 8.2877E+21 4.4670E+21 5.4439E+21 -

Na - - 1.8418E+21 - - - -

B - -

B-10 

B-11 

7.3307E+20

2.9506E+21

1.0995E+21

4.4256E+21

5.9262E+20

2.3854E+21

3.6112E+20

1.4535E+21

5.1663E+20

2.0786E+21

d (g/cc) 0.96 0.93 1.1433 1.155 1.065 1.02175 0.95

w/o (B) - - 5.78435 8.58786 5.0 3.18838 4.90421

  이들 차폐물들의 차폐 특성을 보기 해 1MeV 성자가 평행하게 입사하는 

경우에 해 각 물질의 선량 감소 효과를 MCNP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HDPE+B2O3의 경우가 차폐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수소와 보론 함량이 동시에 많은 경우에 차폐 효과가 좋다. 2차 감마 선량

은 그림 3.9에서와 같이 수소 함유량이 많은 HDPE와 Paraffin에서 높게 나타났

고 보론이 함유된 물질에서는 상 으로 낮았다. 그러나 2차 감마 선량은 성

자 선량에 비해 매우 낮다.

  한편, 차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된 HDPE+B2O3에 해 그림 3.10과 

같이 입사 성자 에 지에 따른 선량 감소 효과를 구하 다. 계산결과로부터 근

사 으로 성자 선량 감쇠 계수를 구해 표 3.3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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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HDPE+B2O3의 성자 선량 감쇠 계수

입사 성자 에 지
dose attenuation coeff. 

(/cm)

mass dose attenuation coeff. 

(cm2/g)

1 MeV 0.3735 0.3234

2 MeV 0.2261 0.1958

4 MeV 0.1664 0.1441

6 MeV 0.1157 0.1002

8 MeV 0.1060 0.0917

10 MeV 0.0854 0.0739

12 MeV 0.0842 0.0729

14 MeV 0.0773 0.0669

Fission spectrum 0.2147 0.1859

그림 3.8 다양한 성자 차폐체의 1MeV 성자 선원에 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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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MeV 성자선원에 의해 생성된 2차 감마의 선량 분포

그림 3.10 다양한 성자에 한 HDPE+B2O3의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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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eV 이상의 고속 성자가 들어올 때 차폐체에서 열 성자  열외 성자가 

성자 선량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해 HDPE를 상으로 각 성자 

에 지별 선량 분포를 계산하 다.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keV 이상의 

성자가 선량에 기여하는 것이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열 성자에 의한 기여

가 조  있다. 따라서, 선원이 고속 성자인 경우에는 고속 성자에 의한 선량을 

목표치 이하로 떨어트리기 한 차폐가 요하며, 열 성자에 의한 선량이 체 

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으므로 열 성자 차폐는 그다지 요하지 않다. 

  성자 계측기 차폐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HDPE+5%BPE(Borated 

Polyethylene) 차폐 조합에 해 선량 감소 효과를 분석하 다. 본 분석에 사용

된 5%BPE는 KAERI 성자물리실에서 만든 것으로 구성성분은 상용제품과 함

께 표 3.4에 제시하 다. 성자 선원으로는 1MeV의 평행빔을 가정하 으며 표 

3.5와 같은 경우들에 해 열 성자 (~1eV), 열외 성자(1eV~1keV)  고속 성

자(1keV~)에 의한 선량 분포를 계산하 다. 

표 3.4 Borated polyethylene의 구성성분 (atoms/cc)

Nuclide 5%BPE 10%BPE 5%BPE 30%BPE

H 7.67808E+22 7.0176E+22 6.6E+22 5.5E+22

C 3.83904E+22 3.5088E+22 3.3E+22 2.75E+22

O 4.46701E+21 9.57216E+21

B 2.6E+21 1.87E+22

B-10 (19.9a/o) 

B-11 (80.1a/o)

5.92623E+20

2.38538E+21

1.26991E+21

5.11154E+21

5.174E+20

2.0826E+21

3.7213E+21

1.498E+22

density (g/cc) 1.065 1.185 0.95 1.12

Source KAERI product KAERI product Commercial 
product

Commercial 
product

표 3.5 선량 감소 효과 분석을 한 HDPE+5%BPE 차폐 조합

Case HDPE 5%BPE HDPE 5%BPE

1 125mm 0mm - -

2 100mm 25mm - -

3 75mm 50mm - -

4 50mm 75mm - -

5 25mm 100mm - -

6 0mm 125mm - -

7 100mm 50mm - -

8 - 25mm 100mm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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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1MeV 성자에 한 HDPE의 성자 선량 분포

  선량 분포는 그림 3.12~3.15와 같다. 체 성자 선량은 부분 1keV 이상의 

성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열 성자에 의한 선량은 BPE에서 뚜렷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BPE가 일정한 두께 이상이 되면 더 이상 BPE

에 의한 선량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속 성자 차폐

를 할 때에 고속 성자의 열 성자화로 인한 열 성자 차폐를 해서는 필요한 

최소의 BPE를 사용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성자 스펙트럼이 열외 성자나 열

성자가 상 으로 많은 경우에는 BPE의 두께에 따라 차폐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성자 스펙트럼에 따른 차폐 효과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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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1MeV 성자원에 한 HDPE+BPE 조합에 따른 열 성자(~1eV) 

선량 분포

그림 3.13 1MeV 성자원에 한 HDPE+BPE 조합에 따른 열외 성자(1eV~1keV)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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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1MeV 성자원에 한 HDPE+BPE 조합에 따른 고속 성자(1keV~) 

선량 분포

그림 3.15 1MeV 성자원에 한 HDPE+BPE 조합에 따른 총 성자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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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성자 흡수물질인 두께 0.5mm인 Cd을 추가할 경우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HDPE와 BPE의 간 는 뒤쪽에 배치하 을 때 선량 감소 효과를 알아보았

다.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성자 선량 감소에는 큰 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고속 성자에 의한 선량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 성

자 분포를 보면 그림 3.17에서와 같이 Cd을 간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속 성자의 투과에 따라 뒤쪽에서

도 열 성자가 일정부분 생성되기 때문이다. Cd이 들어간 차폐 조합의 차폐능도 

성자 선원의 스펙트럼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성자 스펙트럼

에 한 차폐 효과의 분석도 필요하다.

그림 3.16 HDPE+BPE+Cd 조합 차폐물의 성자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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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HDPE+BPE+Cd 조합 차폐물의 열 성자(~1eV)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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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싸 이 클 로 트 론  차폐

     최근 국내에서는 원자력의학원에서 PET용 13MeV 싸이클로트론 개발에 성

공하 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싸이클로트론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

한 을 고려하여 싸이클로트론을 상으로 차폐개념 설계를 수행하 다.

  싸이클로트론의 H2
18

O 표 은 그림 3.18~3.19와 같다[3.3, 3.4]. Al, Ti, W 등이 

foil 는 구조물로 사용되는데, 싸이클로트론에서 나오는 양성자 빔은 foil이나 

구조물에서도 에 지를 잃지만 부분 H2
18

O 표 에서 에 지를 잃는다. 

그림 3-18 PET용 싸이클로트론의 물 표  

그림 3-19 원자력의학원 싸이클로트론 표  

Beam Material : Ti, H2O

Target

(H2O18)

Beam Material : Ti, H2O

Target

(H2O18)

Al

Ti

Al

Ti
Ti

Ti
Al

Ti

Al

Ti
Ti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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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방사선원

        싸이클로트론의 주 방사선원은 물 표 에서의 
18

O(p,n)
18

F 반응에 의해 생성

되는 성자이다. 표 을 때리는 양성자의 에 지에 따라 생성되는 성자 스펙트럼

이 다르다. 표  앞에 있는 foil에서 양성자의 에 지 감소로 인한 향도 있지만 foil

의 두께가 아주 얇아 이것에 의한 향은 거의 없다. PET용 싸이클로트론의 성자 

선원에 한 상세한 자료는 드물다. 일부 참고문헌에서 성자 peak energy에 한 

자료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30MeV, 400μA의 싸이클로트론에서 생성되는 성자 수

는 6.4x10
10

 neutrons/μA이며 성자 peak energy는 2.5MeV이다[2.5]. , 11MeV 싸

이클로트론의 물 표 에서 나오는 성자의 peak energy는 약 2MeV이다[2.24].

  가속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MCNPX 코드에는 
18

O(p,n)
18

F 반응에 한 핵자

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성자 스펙트럼 자료를 구

하여 이용하 다. 그림 3.20은 12MeV 양성자가 물 표 에 충돌할 때 생성되는 

성자 스펙트럼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자의 peak energy는 

2~3MeV 사이에 있다[3.5]. 국내에서 개발된 싸이클로트론의 양성자에 지는 

13MeV로 조  다르지만 생성되는 성자 스펙트럼은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한편, 차폐 계산에서는 성자 선원에 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선원의 peak 

energy 는 평균 energy와 스펙트럼을 가정하여 근사 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림 3.20 12MeV 양성자에 의해 18O(p,n)18F 반응에서 생성되는 

성자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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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18

O(p,n)
18

F 반응에서 생성되는 성자선원에 한 차폐물의 차폐 특성

          18
O(p,n)

18
F 반응에서 생성되는 성자 선원에 해 성자 차폐물들의 차폐 

특성을 알아보았다. 선원 형태가 disk와 point 일 때 각각 평행한 빔과 isotropic 빔에 

해 콘크리트, 폴리에틸   폴 에틸 +보론 화합물에서의 선량 분포를 계산하 다. 

  그림 3.21은 평행한 입사빔에 해 콘크리트, 일반콘크리트  알루미늄에서의 

성자 선량 분포이다. 콘크리트의 차폐능은 알루미늄에 비해서 약 2배이다. 이 

그래 로부터 구한 콘크리트와 알루미늄의 성자 선량 감쇠 계수는 표 3.3과 같다.

그림 3.21 
18

O(p,n)
18

F 반응에 의해 생성된 성자의 차폐체내에서의 선량 분포

  그림 3.22는 콘크리트에 해서 성자 선원이 disk  point일 때 평행빔과 

등방선원에 해 성자 선량 분포를 계산한 것이다. 선원의 형태  각 분포에 

따라 차폐체 앞쪽(두께 10cm이내)에서의 선량 분포는 조 씩 다르지만 그 이후

부터는 선량 감소율이 비슷하다. 그림 3.23과 같이 폴리에틸 과 고 도폴리에틸

의 경우에는 평행빔의 경우가 등방선원의 경우보다 선량 감소율이 낮다. 선량 

감쇠 계수는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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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빔이 여러 가지 차폐물에 입사할 때 차폐물에서의 선량 분포를 그림 3.24

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 로부터 
18

O(p,n)
18

F 반응에 의해 생성된 성자빔에 

한 선량 감쇠 계수를 근사 으로 계산하여 표 3.6에 정리하 다. 각 차폐체에서

의 2차 감마에 의한 선량 분포는 그림 3.25와 같다. 2차 감마 선량은 성자 선

량에 비해 훨씬 낮다.

그림 3.22 
18

O(p,n)
18

F 반응의 성자선원 빔 조건에 따른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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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8O(p,n)18F 반응의 성자 선원 각 분포에 따른 선량 분포

그림 3.24 18O(p,n)18F 반응으로 생성되는 성자의 차폐물에 따른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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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18O(p,n)18F 반응에 의해 생성된 성자 선원에 한 2차 감마 선량 분포

표 3.6 18O(p,n)18F 반응에 의해 생성된 성자 선원에 한 각 차폐물의 성자 

선량 감쇠효과

Material Density (g/cc) Neutron attenuation coeff. (/cm)

Heavy Concrete 3.425 0.1371

Ordinary Concrete 2.1 0.0977

Al 2.69 0.0709

Polyethylene 0.92 0.1608

HDPE 0.96 0.1722

HDPE+Borax 1.1433 0.1770

HDPE+B2O3 1.155 0.1783

HDPE+H2BO3 1.02175 0.1776

5% BPE 0.95 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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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차폐 설계 개념

        차폐 설계를 하여 차폐 조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 다. 
18

O(p,n)
18

F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고속 성자의 차폐를 한 HDPE  콘크리트와 감마 차

폐를 한 납 는 철을 이용하여 표 3.7과 같은 6가지 조합을 구성하 다.

표 3.7 
18

O(p,n)
18

F 반응에 의한 성자 선원의 차폐 효과 분석을 한 차폐 조합

Case
Shield Thickness (cm)

HDPE Pb Fe Heavy Concrete Ordinary Concrete

1 25 5 - 60 -

2 25 5 - - 60

3 25 - 5 60 -

4 25 - 5 - 60

5 25 5 - 60 20

6 25 5 - 60 40

  선원이 평행빔일 때와 등방선원일 때 각 경우에 한 성자  2차 감마 선

량 분포는 그림 3.26~3.28과 같다. 성자 선량은 평행빔인 경우가 선량이 10배 

정도 더 높다. 그림에서 폴리에틸 에서의 선량 감소율은 차이가 크게 나지만 콘

크리트에서의 선량 감소율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은 3.4.2항의 각 

물질의 차폐 특성과 일치한다. 2차 감마에 의한 선량은 성자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되었다. 

  와 같은 차폐 조합으로 50μA의 12MeV 싸이클로트론을 차폐하여 선량률을 

10μSv/hr (1mrem/hr)이하로 하기 해서는 체 두께가 160cm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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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18

O(p,n)
18

F 반응의 성자선원에 한 차폐 조합에 따른 성자 

선량 분포

그림 3.27 
18

O(p,n)
18

F 성자원이 등방선원일 때 차폐조합에 따른 성자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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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18

O(p,n)
18

F 반응의 성자선원에 한 차폐체 조합에 따른 2차감마 

선량 분포

  의 결과들을 토 로 50μA의 12MeV 싸이클로트론 차폐 개념 분석을 해 3

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선량률을 계산하 다. 싸이클로트론을 두께 100cm의 일반 

는 콘크리트로 된 기기실 내에 배치하는 방안, 폴리에틸 과 콘크리트의 차

폐 조합에 따른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두께 100cm의 일반콘크리트로 된 기기실

내에 싸이클로트론 주 를 폴리에틸 , 납( 는 철),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방안 

 두께 100cm의 콘크리트로 된 기기실 입구를 두께 50cm의 콘크리트로 미

로를 구성하는 방안을 그림 3.29~3.31과 같이 개념 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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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싸이클로트론 성자 선원에 한 차폐 계산 모델 A

Source

A

B

Inner size : 300cm x 300cm

(500cm x 500cm)

Concrete (100cm)

Source

A

B
Source

A

B

Inner size : 300cm x 300cm

(500cm x 500cm)

Concrete (100cm)

그림 3.30 싸이클로트론 성자 선원에 한 차폐 계산 모델 B

Ordinary Concrete (100cm)

Source

Inner size : 300cm x 300cm

B

A

C

D

P.E (25cm)+

Pb(Fe) (5cm)+

H.C (50cm)

Ordinary Concrete (100cm)

Source

Inner size : 300cm x 300cm

B

A

C

D
Source

Inner size : 300cm x 300cm

B

A

C

D

P.E (25cm)+

Pb(Fe) (5cm)+

H.C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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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싸이클로트론 성자 선원에 한 차폐 계산 모델 C

Source

Inner size : 500cm x 500cm

A

C

B D

E
F

G

Heavy concrete (100cm)

Heavy concrete (50cm)

Source

Inner size : 500cm x 500cm

A

C

B D

E
F

G

Heavy concrete (100cm)

Heavy concrete (50cm)

  각 모델에 한 선량 계산 결과는 표 3.8~3.10과 같다.

표 3.8 차폐 모델 A에 한 선량률 (μ㏜/hr/50μA) 

Detector
Room Size 

(cm x cm)

Shield Material

Heavy Concrete (3.425g/cc) Ordinary Concrete (2.1g/cc)

A

300 x 300
n : 1.28E+04 (0.0858)

g : 2.34E+02 (0.0696)

n : 4.95E+04 (0.0425)

g : 1.55E+03 (0.0336)

500 x 500
n : 5.53E+03 (0.1179)

g : 1.19E+02 (0.1565)

n : 1.95E+04 (0.0529)

g : 6.29E+02 (0.0421)

B

300 x 300
n : 1.38E+04 (0.0678)

g : 2.22E+02 (0.0487)

n : 5.01E+04 (0.0383)

g : 1.46E+03 (0.0305)

500 x 500
n : 5.19E+03 (0.0920)

g : 8.11E+01 (0.0738)

n : 2.13E+04 (0.0586)

g : 6.77E+02 (0.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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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차폐 모델 B에 한 선량률 (μ㏜/hr/50μA) 

Detector
Shield : Ordinary Concrete (2.1g/cc)

500cm x 500cm 300cm x 300cm

A 361.9 (0.2365) 329.7 (0.3555)

B 406.5 (0.1307) 211.6 (0.1923)

C 3.88 (0.6171) 0.79 (0.5121)

D 0.48 (0.1883) 1.90 (0.6361)

표 3.10 차폐 모델 C에 한 선량률 (μ㏜/hr/50μA) 

Detector
Shield : Heavy Concrete (3.425g/cc)

500cm x 500cm

A 1.224E+03 (0.0449)

B 1.828E+02 (0.1994)

C 1.871E+02 (0.2288)

D 6.959E+03 (0.1523)

E 3.104E+03 (0.1502)

F 1.684E+04 (0.0537)

G 5.120E+04 (0.0558)

  모델 A와 C의 경우 상 로 선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선량률을 10μ

Sv/hr 이하로 떨어트리기 해서는 선량률을 1/500~1/1000 감소시킬수 있는 차폐

체가 추가로 필요하다. 모델 C에 한 결과로 볼 때 미로를 구성함으로써 선량

이 많이 감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델 B의 경우에는 계산 결과의 상 오차가 매우 커서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니지

만 차폐체 외부에서의 선량률이 10μSv/hr 이하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계산시간과 분산감소법을 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상 오차가 매우 커서 

이를 이기 해서는 계산 시간을 훨씬 더 늘려야 하지만 계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더 한 분산감소법이나 분산감소법의 최 화를 통하여 신뢰성있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산감소법으로는 detector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바깥으로 들어가는 입자는 제거하고 detector에 기여할 가

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들어오는 성자의 경우에는 importance를 증가시켜 더 많은 수

의 성자가 detector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geometry splitting/Russian rou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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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보편 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가장 효과 인 차폐 구조는 차폐가 필요한 싸이클로트론 

주 를 HDPE와 Pb   콘크리트로 차폐하고 출입구를 미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차폐물에 소요되는 비용과 방사선 차폐 효과 측면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차폐물의 최  두께는 선원 스펙트럼과 세기에 한 상세 정보를 확보한 

후 계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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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고에 지 방사선 발생장치의 차폐 기술 확보를 하여 고에 지 방사선, 특

히 성자 차폐 련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성자 차폐물에 한 차폐 특성 

계산 등을 수행하 다. 문헌 조사와 단순 모델을 이용한 계산을 통하여 성자 

차폐물질의 차폐 특성을 알아보고 양성자 가속기의 성자 선원에 한 자료를 

축 하 다. 차폐물질로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 폴리에틸 외에

도 KAERI 성자물리실에서 자체 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 도폴리에

틸 과 보론 화합물(B2O3, H2BO3, Borax)을 섞어 만든 물질들도 선택하여 차폐 

특성을 분석하 고 그 결과로부터 각 차폐물의 성자 선량 감쇠 계수를 구함으

로써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성자 선원의 형태, 각도에 따른 분포가 

차폐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함으로써 선원에 한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에 

보수 인 차폐 분석을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한, 몇가지 차폐 물질

을 같이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차폐물 조합에 따른 선량 효과를 계산함으로써 

차폐물 배열에 따른 향을 분석하 다.

  차폐 설계 차를 검토하 다. 먼 ,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원 자료를 확보

해야 하며, 차폐물의 방사선 종류에 따른 차폐 특성 자료나 차폐물의 두께  차

폐물 조합에 하여 산코드를 이용하여 차폐 특성 자료를 구한 후 상되는 

선량을 추정한다. 합한 차폐 조합을 상으로 상세 모델을 통하여 산코드로 

선량을 평가하여 비용  방사선 방호 에서 최  차폐 조건을 설계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PET용 싸이클로트론을 상으로 개념 인 차폐 설계를 수행

하 다. 폴리에틸 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차폐 조합을 구성하여 선량률을 목표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차폐 조합을 선정하고, 이 조합을 이용하여 차폐 구조를 

개념 으로 구성하여 선량 평가를 하 다. 이 결과로부터 합한 차폐 구조 개념

을 제안할 수 있었다.

  본 결과로부터 소기업의 입장에서 고에 지 방사선 발생장치의 차폐 설계에 

필요한 기반은 확보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차폐 기술을 통하여 의료용 방사

선 발생장치 차폐외에도 원자력 시설 해체에 따른 성자 선원 운반, 폐기 등에 

한 차폐 기술이나 방사선 응용 시장 확 에 따른 선원의 취 , 운반, 폐기 등

에 한 차폐기술 등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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