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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대용량 양성자가속기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형 검출기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중성자를 방사선 치료 및 산업 목적

으로 활용할 때, 중성자장을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 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  

오늘날 중성자는 의료 및 산업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

사선원이다.  나노 스케일에서의 재료의 구조적 결함을 탐색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

니라, 산업용 비파괴검사,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성자 검출기 및 측정기법에 대한 연구는 정 한 중성자 평가를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다양한 응용 분야 활용성이 높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①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검출하는 복합 기체검출기 설계 

② 중성자 민감 물질 활용 복합 기체검출기 제작 및 252Cf 동위원소와 MC-50 싸이클

로트론 가속기를 이용한 검출기 시험 

③ 중성자 민감 물질 활용 복합 섬광검출기 설계, 제작 및 특성 실험 (2차년도 연구)

④ 중성자원을 활용한 고에너지물리학 활용연구 (2차년도 연구)

⑤ 의료 및 산업적 활용 연구 (3차년도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제 1차년도의 복합 기체검출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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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iF와 Gd2O3를 중성자 민감 물질로 활용한 복합 기체검출기에 대한 GEANT 시뮬

레이션 체계를 확립하 다. 

② LiF 2단 검출기에 대한 실험 결과 실제 검출기 최대 효율은 1.75 ± 0.25%이며 

GEANT 시뮬레이션에서 예측된 값(2.7%)의 약 65%이다.

③ 일반 유리로 제작된 2단 LiF 검출기의 입자계수 능력은 60 Hz/cm
2이다. 

④ LiF 검출기 동작에 있어서 약 400 V의 작동 역(operational plateau) 범위를 얻었

다.  이는 방사선 검출을 위해 검출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는데 충분히 넓은 범위

이다.  

⑤ 중성자에 대한 LiF 검출기의 작동전압은 감마선의 컴프턴 산란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 신호의 작동 역에 비해 약  500 V 정도 낮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① 복합 기체검출기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치료 시 내방사선 특성이 요구되는 고준위 고에너

지 중성자의 상과 유효선량을 측정하는 검출기의 개발에 활용한다.     

   

② 복합 섬광검출기 

B4C, LiF 등 중성자 민감 물질을 이용한 섬광섬유검출기와 광센서와 함께 활용하여 

고에너지 중성자 검출장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d2O3 

낮은 에너지 중성자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며, B4C의 경우 적용범위를 1 MeV 이상

의 고에너지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에서 중성자의 비적

시간 정보를 요구하는 대규모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검출기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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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Development of hybrid gas detectors for monitoring neutrons induced from the 

Large Intensity Proton Linear Accelerator 

Ⅱ.  Purpose and Range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development of new hybrid-neutron detectors to 

measure neutron fields induced where proton accelerators are operated for the 

purpose of neutron therapy and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Nowadays, neutrons have been intensively used for various researches  in 

medical and industrial areas.  Neutrons are applicable to the industrial 

non-destructive inspections and medical diagnoses as well as  searches for the 

structural defects of materials in nano-scal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eutron detectors and the techniques of measurements are the important and 

practical tasks in the medical and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where the 

precise measurements of neutron fields are required.                      

III. Contents and Range of the Project

① Design of a hybrid gaseous detector for slow neutrons  

② Construction of the hybrid gaseous detector and tests with a 52Cf isotope and 

the MC-50 cyclotron  

③ Designs, constructions, and tests for hybrid scintillators using various neutron 

sensitive materials (2nd year)   

④ Application to development of detectors for high energy physics (2nd year)   

⑤ Practical R&Ds for applications to medical and industrial purposes (3rd 

year)  

IV.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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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mmaries of the results for the 1st-year research are as the follows:

① The framework of R&D based upon GEANT simulations was developed for the 

hybrid gaseous detectors using neutron sensitive materials, LiF and Gd2O3. 

② The efficiency of the double-layer LiF detector for neutrons with energy 

distribution, centered at 75 meV, was 1.75 ± 0.25%, which is approximately 65 

% of the value expected by the GEANT simulation (2.7%). 

③ The limit of the rate capability for the double-layer detector manufactured with 

general-purpose glass was 60 Hz/cm2.      

④ The range of the operational plateau for the LiF detector was approximately 400 

V, which is characteristically large enough to reliably perform the gaseous 

detector for the radiation measurement.  

⑤ The operation plateau in the high voltage for the neutron measurement was 

approximately 500 V lower than the one for electrons induced by the Compton 

scattering of gamma rays.    

Ⅴ.  Possible Applications of the Results 

① The hybrid gaseous chambers for neutrons can be applied to developments of 

detectors for high-energy neutron images and the equivalent dose rates.       

② We expect that the hybrid scintillators using neutron sensitive materials, such as 

B4C or LiF, can be also applied to develope practical detectors for the 

measurement of fast neutron fields.  The scitillator containing  Gd2O3 is 

applicable to measure the slow energy field.  Since, however, the scintillators 

with B4C can be applied to the measurement of neutrons with energies more 

than 1 MeV, they can be also used for large-scaled detector systems of 

proton-accelerator experiments which require time-of-flight informations of 

neu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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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중성자를 방사선 치료 및 산업 목적으로 활

용할 때, 중성자장을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1차년도 연구과제는 양성자 가속기 가동시 가속기 주변에 발생하는 낮은 에너지 중성자 선

속을 측정하는 저항판검출기(resistive plate chamber)를 활용한 새로운 복합형 기체검출기를 

개발하는데 있다.  복합형 기체검출기의 구조는 중성자에 민감한 물질을 얇은 층 형태로 도

포하고, 중성자 포획으로 생성된 불안정정한 핵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하전입자를 검출기 

기체 내에서 이온사태(ionization avalanche)에 의한 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검출기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복합형 검출기 구조는 중성자 에너지의 감속이 없이 입사하는 중성

자를 직접 검출하는데 필요하다.  저항판검출기를 활용한 복합형 검출기는 감속기를 이용하

는 Borner sphere LiI 섬광계수기나 감속효과 가 큰 보론 섬광계수기와 같은 검출기에 비해 

중성자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1 ns 수준의 시간 분해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중성자의 비적시간을 측정을 목적으로 할 경우 에너지에 따른 중성자 선속 분포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  물론 Gd의 경우 1 eV 이하의 slow neutron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얻는데 

제한된다.  그러나 
6
Li을 이용할 경우 중성자 선속이 큰 환경에서는 수 MeV 이상의 고속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소의 
252
Cf 중성자원을 

활용할 경우 양성자 가속기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중성자의 비적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2차년도의 연구는 
10
B, B4C, Gd2O3 등 중성자 민감 물질을 활용한 플라스틱 섬광검출기 연

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복합 플라스틱 검출기 개발의 주 목적은 양성자 가속기

를 가동하거나 activity가 큰 
252
Cf 동위원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측정하는 현장 활용성이 높은 검출장비를 개발하는데 있다.  열중성자 검출에 있어서 플라

스틱 재료와 광증배관을 이용할 경우 널리 이용되고 있는 
3
He 비례계수기에 비해 입자계수

율(rate capability)과 검출효율이 매우 높다.  또한 검출기 배경신호의 발생 빈도가 비례계수

기에 비해 매우 낮아 중성자 선속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분해능이 높은 광증배관의 특성과 검출효율이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고에너지 중성자

의 비적시간 측정을 통해 직접 중성자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는데 검출장치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규모가 큰 대형 중성자 검출장치 개발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Gd2O3의 경우 감속중성자에 국한되지만,  
10
B와 B4C의 경우 고속중성자 측

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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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연구 중 중성자 활용연구는 고준위 
252
Cf 중성자 선원을 활용하여 고에너지 물리학

에서 이용되고 있는 저항판검출기(resistive plate chamber)의 고속중성자에 대한 검출효율을 

측정하고 내방사선 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을 둔다.  RPC는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고에너

지 실험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신호를 선별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 충돌 

실험의 특성상 많은 양의 중성자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출기뿐만 아니라 관련 전자장치의 

내방사선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의 입자물리학 및 핵물리학 실험 

검출기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 연구는 의료 및 산업적 활용성의 연구이다.  2차년도의 연구에서 다변

화된 기초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양성자 가속기를 가동할 때 현실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방

사선 측정 장비 시제품 및 운용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있다.  특히 B4C를 활용한 복합섬광검

출기 연구는 고속중성자 치료 시 중성자 연상 및 유효선량 분포를 도출하는 스캐너 개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오늘날 중성자는 의료 및 산업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원이

다.  나노 스케일에서의 재료의 구조 및 결함을 탐색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용 비

파괴검사,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구용 원자로나 가속기로부터의 중성자 선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첨단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하나로 원자로,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의 양성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의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중성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고체 및 의학 분야의 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  중성자 

선원의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투시 및 산란에 대한 고 분해능 상을 도출하는 중성자 

검출기 연구는 정 한 중성자 평가를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다양한 응용 분야 활용성이 높

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성자에 민감한 물질을 이용하는 복합형 검출기는 
3
He 계수기나 Li을 포함하는 섬광계수

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비용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대형 중성자 검출장치를 제작이 필

요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중성자 검출기 제작 및 보정에 대

한 원천기술을 갖출 경우,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고 그 기자재에 대한 보정

을 위탁해야 함으로서 발생하는 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국내 기반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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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의 기술적 중요성

1 차년도 연구는 중성자 방출 동위원소(
252
Cf)나 양성자 가속기로부터 생성된 중성자 선속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위치 및 시간분해능이 높은 특성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형 기체검

출기(hybrid gaseous detector)를 연구이다.  새로운 개념의 복합형 검출기는 중성자에 민감

한 물질과 기체검출기의 구조를 병합한 형태이다.  이러한 기체검출기는 

 ○ 검출장치를 대형화하는데 용이하다. 

 ○ 중성자에 대한 내방사선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준위의 고속중성자를 상화하는데 

유리하다.  

2차년도의 연구는 
10
B, B4C, Gd2O3 등 중성자 민감 물질을 활용한 플라스틱 섬광검출기 연

구이다.  중성자 검출에 있어서 플라스틱 재료와 광증배관을 이용할 경우, 중성자가 발생하

는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고 장비의 내구성이 비교적 강하다.  뿐만 아니라 
3
He 비례계수

기에 비해 입자계수율(rate capability)과 검출효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장비나 산업용으로 활

용하는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B4C, Gd2O3의 경우 국내에서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재료이기 때문에, 대형 중성자 검출장치 개발이 요구되는 과제에

서 기존의 검출기를 대치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의 신개념 복합 중성자검출기는 앞으로 의료 및 다양한 산업적 응용성을 열어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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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복합 기체검출기 

기체검출기는 검출기 특성상 내방사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성자 검출에 있어서 높은 

시간 및 위치분해능을 필요로 하는 중성자 검출기가 요구되는 경우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     

1.  저항판검출기(resistive plate chamber) 활용 복합 기체검출기 연구  

이태리 INFN 연구그룹은 열중성자 포획단면적이 큰 Gd(약 50000 barn)을 도포한 복합형 

RPC를 개발하 다.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238
U 핵의 핵분열 시 발생하는 중성자의 선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적시간을 측정하여 에너지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1-3]
.  저항판검

출기의 고시간분해능 특성을 활용하여 양성자가속기에서 유도된 중성자(BeO 타깃 사용)의 

비적시간(time-of-flight)을 측정함으로서 열에너지에서부터 수 eV까지의 낮은 에너지 중성자

장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도출하 다.  

2.  기체전자증폭기(gas electron multiplier; GEM)을 이용한 복합형 중성자 기체검출기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진은 
10
B과 LiF등의 중성자 민감 물질에 대한 열증착 방식과 GEM

[4-5]
을 

활용하여 고 분해능 다단 열중성자 검출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제 2 절  복합 섬광검출기 

중성자 모니터링 검출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다른 분야는 복합 섬광검출기 분야이

다.  이미 Saint Gobain 사에서 자연 상태 boron을 함유한 플라스틱 섬광검출기 재료(
10
B 

concentration 1.0 ~ 5.0 %)가 넓은 에너지 역에 걸쳐 중성자 선속을 측정하는 검출기 개

발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중성자에 대한 포획단면적과 점유도가 비교적 낮지만 
6
Li를 

함유한 유리형 섬광검출기도 고속 중성자 측정에 널리 이용된다.  

10
B, LiF 등이 도포한 섬광섬유검출기의 경우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검출하는 목적

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6-10]
.  입자계수율이 높고 

10
B 이나 LiF가 방출하는 입자

(
4
He, 

3
H)의 신호를 감마선 신호와 구분하는 효과가 양호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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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광센서 기성제품과 함께 활용하여 고에너지 중성자의 상을 도출하는 스캐너형 장

치를 개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진도 중성자 연구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자연 상태 B4C 및 Gd2O3 물질과 
10
B 섬광검

출기 재료를 구입하 다.  아직까지 B4C와 Gd2O3 중성자 민감 물질을 활용한 연구 사례가 

없으므로 본 연구진의 연구가 최초의 연구이다.  B4C와 Gd2O3 중성자 민감 물질은 보론 플

라스틱이나 LiF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국내에서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d2O3 낮은 에너지 중성자장을 측

정하는데 적합하며, B4C의 경우 적용범위를 1 MeV 이상의 고에너지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에서 비적시간을 측정이 요구되는 대규모 검출 시스템을 개발

하는데 검출기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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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1 차년도 연구내용 

1.  복합형 기체 검출기 설계

중성자에 민감한 물질을 도포한 복합형 RPC(resistive plate chamber)의 기본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비저항이 낮은 특수 유리에 
6
Li, 

10
B, Gd2O3 등의 화합물을 도포하여 중성자 포획 

구조를 형성한다.  그림 1은 증착된 
6
Li 화합물 막에서 

3
H와 

4
He가 이온사태를 일으키는 검

출기 기체에 입사하여 신호를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는
 3
He(n,p), 

6
Li(n,α3H), 

10
B(n,α) 반응에 대한 반응단면적을 중성자 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11].  본 연구과

제에서의 
6
Li(n,α) 반응에 대한 Q-value는 4.78 MeV이며 반응 후 3H와 4He의 운동에너지는 

각각 2.73과 2.05 MeV에 대응된다.  

 그림 1.  중성자에 민감한 물질을 도포한 복합형 기체검출기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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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He(n,p), 6Li(n,α), 10B(n,α) 반응에 대한 반응단면적.

1차년도 수행한 연구는 
6
Li 복합형 검출기에 대한 검출기 구조, 중성자에 대한 검출효율, 

검출기 신호 특성 등에 대한 새로운 중성자 검출기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이다.  6Li 복

합형 검출기 구조 및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가.  2 단 검출기 구조 

GEANT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비적시간 측정에 적합한 검출기 구조 및 검출 효율을 결

정하 다.  2단 검출기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다단의 검출기 구조의 경우 검출 효율을 높

이는 장점에 비해 검출기 구조물에 의한 중성자 산란 효과의 단점이 더 크다.  또한  
6
Li-enriched LiF 가격이 예상보다 매우 높아(최소한 1500 만원 정도) 투입 연구비 대비 연

구 성과가 작다고 판단하 다.  LiF 화학물질은 다른 경로로 소량을 공급 받아 검출기를 

제작하 다.  대량으로 구입하는 대신 차기연도 연구의 다변화를 위해 보다 저렴한 boron 

scintillator 재료를 주문하 다.  그림 3은 2단 복합검출기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실

험에 이용할 원자력연구소 소재 0.5 Ci 
252
Cf (1998년 도입) 동위원소가 도입 후 상당한 시

간이 경과하 기 때문에, 중성자 신호 대비 배경신호(noise)의 빈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비저항이 비교적 높은 0.7 mm 유리를 검출기 제작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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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단 복합검출기의 구조를 나타낸 diagram.  

나.  Signal read-out 방식 

중성자에 대한 정확한 검출효율 도출하기 위해 RPC나  CSC(cathode strip chamber)에서 

이용되는 전형적인 strip 구조 대신에 pickup signal pad 형태를 선택하 다.  pickup 

signal pad의 유효면적은 30 cm
2
이다. 

다.  LiF 막 도포방식 

LiF는 물질적 특성상 습식성 및 도포의 어려움이 있다.  초기에는 전형적인 방법인 열증착 

방식을 수차례 시도하 으나 약품 사용량 대비 효율이 너무 낮아 검출기 구조상 요구되는 

최소한 두께인 20 ㎛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또한 검출기를 상온의 공기 중에서 

조립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습기에 의한 LiF 막의 박리 현상을 피하지 못하 다.  박리현상

을 피하고 비저항 물질에 접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화 페인팅의 재료인 linseed oil

과 2:1의 비율로 혼합하여 30 배 질량에 해당하는 heptane에 용해한 후 도포/건조하는 방

식을 채택하 다.  습기에 의한 박리 현상을 피하는 대신에 중성자에 대한 sensitivity는 

GEANT 시뮬레이션을 통해 20 %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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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of the signal pad
~ 55mm × 55mm

그림 4.  조립된 LiF 기체간극(왼쪽)과 pickup signal pad(오른쪽).

라.  Operation 방식 
6Li neutron capture decay에 의해 발생하는 무거운 하전입자인  3H와 4He의 운동에너지

는 각각 2.73과 2.05 MeV이다.  Minimum ionization particle (MIP)에 비해 단위길이 당 

발생시키는 primary ionization cluster의 수는 약 1000배 정도이다.  그러므로 평균 10 

mV 정도의 pickup 신호를 얻기 위한 기체검출기의 gas avalanche multiplication은 105 정

도이다(MIP의 경우 10
7
 ∼ 10

8
).  즉 operation mode는 RPC에 전형적으로 이용되는 spark 

mode (∼ 10
10
 )나 ionization mode (10

7
 ∼ 10

8
) 대신에 매우 낮은 역의 proportional 

mode를 활용하 다.  

 

마.  Gamma ray 분별 특성 

gas avalanche multiplication이 낮은 점은 거의 MIP에 가까운 Compton 산란 전자가 충

분한 크기의 신호를 발생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Ar 기체를 활용할 경우 gamma ray에 대

한 작동전압 역이 neutron에 비해서 10 % 정도 높다.  즉 neutron 신호에 필요한 전기

장의 세기를 가할 때 gamma ray가 신호를 생성할 확률이 매우 적다(물론 기체검출기의 

특성상 평균 대비 10배 이상의 신호를 생성할 확률도 10 %에 가깝기 때문에 중성자와 

gamma ray 신호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 2 절  연구 결과  

1.  원자력연구소 0.5 Ci 252Cf 동위원소 이용 실험 결과

 

원자력 연구소 소재 0.5 Ci 252Cf (1998년 도입)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완전히 감속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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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의 중성자에 대한 검출효율을 측정하고 GEANT simulation 결과와 비교하 다.  

2004년 원자력연구소에서 Boner sphere를 이용하여 
252
Cf를 설치한 연구실 구조물에 의해 

열에너지에 가깝게 감속된 중성자의 에너지는 75 meV를 중심으로 10 meV에서 600 meV 

범위에 있으며 (검출기는 30 cm 콘크리트 벽 뒤에 설치), 반감기를 고려하여 검출기에 입

사하는 단위면적당 시간당 중성자 선속은 45 Hz/cm
2
 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5는 원자력

연구소 0.5 Ci 
252
Cf 중성자 조사 설비의 사진이다.  

  그림 5는 원자력연구소 

0.5 Ci 
252
Cf 중성자 

조사설비의 사진

그림 6은 CAMAC, NIM 전자장치 및 DAQ, pulse generator 등을 이용한 실험 장치를 나

타낸 그림이다. 중성자의 경우 다른 검출기를 이용하여 선별하는 것이 실험 구조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pulser를 이용하여 1 kHz의 주기적인 신호를 common stop mode로 multi-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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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C에 공급하 다.  Multi-hit TDC LeCroy 2277의 최대 측정시간은 65 μs이고, 따라서 측

정시간에 대한 실제 점유도는 0.065이다.  

Power supp. and electronics for digitization 

CAMAC TDC and DAQ

그림 6. CAMAC, NIM 전자장치 및 DAQ, pulse generator 등을 이용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그림. 

그림 7은 LeCroy 2277 TDC를 이용하여 측정한 검출효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검출기 기체

는 65%의 Ar과 35%의 i-C4H10을 이용하 다. 전기장 세기를 1 기압 20 
o
C로 보정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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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효율을 보정하 다.  검출기 신호는 linear amplifier를 이용하여 10배 증폭한 후 voltage 

mode의 digitization을 적용하 으며 4.0, 5.0, 6.5, 및 8.0 mV(증폭 전으로 환산)에 대해서 

검출효울 특성곡선을 도출하 다.  4.0 mV와 5.0 mV에 대해서 검출 효율은 약 1.6 % 이

다.  주어진 에너지 분포의 중성자에 대해 GEANT simulation을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 검

출 효율을 계산한 결과는 2.7 %이다.  예측된 최대 검출 효율의 60 %의 실제 검출 효율을 

도출하 으며 비교적 넓은 전기장 세기 범위에서 안정한 검출기 동작을 보 다.       

그림 7.  LeCroy 2277 

multi-hit TDC를 이용

하여 측정한 검출효율

을 나타낸 그림. 검출

기 신호 digitization

은 voltage mode를 

적용하 으며 4.0, 5.0, 

6.5, 및 8.0 mV에 대

해서 검출효울 특성곡

선을 도출하 다. 

그림 8은 GEANT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25, 40, 50, 75, 및 100 meV 중성자에 대한 검출 

효율을 LiF 두께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순수한 LiF 막의 경우 약 30 ㎛에서 최대 검

출효율을 얻었다.  그러나 linseed oil을 LiF막 제작에 이용하 기 때문에 최대 검출 효율

이 발생하는 두께는 50 ㎛으로 계산되었다.  LiF막의 두께를 20 ㎛ 이상으로 증가시키는데 

발생한 어려움은 화학물질의 양이 아니라 건조 후 표면의 거칠기 문제 다(거칠기가 심할 

경우 방전문제 때문에 검출기 운용이 어렵다). 

그림 9는 20 ㎛ 두께의 LiF막을 구성할 때 10 meV로부터 1 eV 범위의 중성자 에너지에 

대한 검출효율을 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0은 Natural Gd를 활용한 1단 

bakelite RPC의 경우 GEANT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결과이다.  10, 15, 20, 30, 40 ㎛에 대

해서 각각 검출효율 곡선을 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그림 11은 2단 Gd RPC의 검출

효율곡선을 전기장 세기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1에서 13 %를 나타내는 실선은 

GEANT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어진 최대로 가능한 검출효율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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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EANT 시뮬레이션

을 이용하여 25, 40, 

50, 75, 및 100 meV 

중성자에 대한 검출 

효율을 LiF 두께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 

그림 9.  20 ㎛ 두께의 LiF막

을 구성할 때 10 meV로

부터 1 eV 범위의 중성

자 에너지에 대한 검출

효율을 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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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Natural Gd

를 활용한 1단 

bakelite RPC의 

경우 GEANT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그림 11.  2단 Gd RPC의 

검출효율곡선을 전

기장 세기의 함수

로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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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의학원 50 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를 이용 실험

원자력연구소에서의 기초 실험 이후 원자력의학원의 50 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를 이용

하여 추가 실험을 수행하 다.  양성자 싸이클로트론 빔이용 실험은 치료의 목적으로 중

성자를 발생시킬 때 주변 환경에서 낮은 에너지 중성자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

고, 중성자 검출기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비저항이 비교적 

높은 유리를 비저항 물질로 사용하 기 때문에, 예상되는 입자계수율의 한계는 수십 

Hz/cm
2
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낮은 50 nA 이하의 양성자 빔 current를 이용하 다.  

검출기는 Be target으로부터 3.0 m에 설치하 다.  현 단계에서 Boner sphere를 이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력 연구소 결과에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1 eV 이하의 낮은 에너지 역에서의 정확한 중성자 분포를 알 수 없었다.  단 target으로

부터 충분한 거리에 검출기를 설치하고 직접적으로 입사하는 중성자 선속을 차단 할 경

우, 원자력 연구소의 환경과 유사한 완전히 감속된 중성자장이 형성될 것으로 가정하 다.  
3
He 기체검출기를 이용하여 (열중성자 성분 만 가정) 검출기의 절대효율을 측정한 결과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 보다 약 20 %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그림 12).  그 이유

는 중성자장의 에너지 분포가 환경에 따라 다르다.  Reference detector로 사용 
3
He 기체

검출기는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중성자가 완전

히 감속된 환경에서의 열중성자 성분으로 가정하여 중성자 선속을 계산하 다.  또한 중

성자 에너지 분포에서 최대치가 원자력 연구소의 경우(Boner sphere로 측정된 에너지 분

포는 75 meV에 peak를 갖는 분포를 이루었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에너지 범

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출한 neutron flux는 target으로부터 3 m 거리에서 

10 nA beam current일 때 약 800 Hz/cm
2
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에너지 분포를 

얻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입사 중성자 선속에 대한 부정확도는 최대 30 %까지 예상하

다.

        

검출기 기체는 원자력연구소의 경우와 달리 검출기 배경신호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 

quencher인 i-C4H10을 비율을 50%까지 높 다(Ar : i-C4H10 = 50 : 50).  그림 12에서 양성자 

빔 current가 증가함에 따라 검출효율 곡선이 고전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성자 빔 세기가 약 40 nA일 때 검출의 한계에 도달한다.  검출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중성

자 선속이 800 Hz/cm
2
/10nA이므로, 40 nA은 3200 Hz/cm

2
에 대응되다.  입자계수능력의 

한계에서 검출효율이 약 0.0185이므로, 이 검출기의 입자계수 능력(rate capability)의 한계를 

약 60 Hz/cm
2
로 추산할 수 있다.  즉 이 검출기의 유효면적이 30 cm

2
이기 때문에 검출기 

입자계수 한계는 약 1800 Hz로 계산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2단 
6
Li 검출기를 연구 초기에 5000 nCi 

252
Cf를 감속시킨 매우 낮은 준위의 

열중성자원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교적 비저항이 높은 일반 유리



- 15 -

를 이용하여 제작하 기 때문에 입자계수 능력이 매우 낮다.  비저항이 1000 배 정도 낮은 

5 x 10
9
 Ωcm 수준의 특수산화철유리를 활용할 경우(특수 가공이 필요) 이론적으로 입자계수 

능력은 5 x 10
4
 Hz/cm

2
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검출기에서의 신호

발생 빈도가 10
7
 Hz가 넘을 경우, electronics, DAQ의 속도, 예상하지 못한 검출기 aging 및 

발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Reference 검출기로 사용하 던 
3
He 검출기

의 경우 입자계수 능력의 한계는 10
5
 Hz(cps)이므로 단위면적당으로 환산할 경우 10

3
 

Hz/cm
2
에 대응된다.  

그림 12. 원자력 의학원(KIRAMS)에서 측정한 2단 
6
Li 검출기의 검출효율.  10, 20, 30, 

40, 및 50 nA의 양성자 빔에 대해서 검출효율 곡선을 도출하 다.  TDC 측정

에 대해서 Pulse threshold는 4.0 mV로 설정하 다. Electronics setup은 원자

력연구소 실험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 다.     

그림 10은 양성자 빔 세기와 고전압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를 동시에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0의 아래 그림은 동일한 검출효율을 나타내는 이중직선들을 양성자 빔 세기와 고전압

의 이차원 그래프 상에 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검출기 배경신호 효과를 제거하여 검출효

율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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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양성자 빔 세기와 고전압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를 3차원적으로 나타낸 그림(위)

과 동일한 검출효율을 나타내는 이중-직선들을 양성자 빔 세기와 고전압의 이차원 그래프 

상에 나타낸 그림(아래). 

그림 13에서 18은 LeCroy 2249 single-hit ADC를 이용하여 10 nA와 20 nA의 양성자 빔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와 검출기 배경 신호에 대한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한 결과이

다.  그림 13과 16은 10 nA와 20 nA에 대해서 각각 그림 12와 비교하여 검출효율이 30 %

에 대응되는 6.2 kV의 ADC 데이터이다.  그림 14와 17은 10 nA와 20 nA에 대해서 각각 

최대 검출효율에 도달한 6.6 kV의 경우이며, 그림 15와 18은 10 nA와 20 nA에 대해서 각각

측정 최대치인 7.0 kV일 때이다.  ADC spectrum에서 1 bin은 0.0256 pC에 해당된다.  각 

그림은 중성자 신호와 검출기 배경신호(noise)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각 그림 속의 작은 

그림은 검출기의 noise 효과를 산출하여 중성자 성분만 도출한 ADC spectrum이다.  

중성자 신호의 경우 pulse의 분포가 고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charge 량이 큰 쪽으로 넓어지

고 peak position도 약간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림 12에서 보여주듯이 

고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 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ADC spectrum에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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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크기의 증가는 예상하 던 것보다 매우 완만하 다.  이는 muon과 같은 minimum 

ionization particle(MIP)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5-6]
.  즉 유효 Townsend 

계수 (avalanche가 발생할 때 표류 이온에 의한 단위길이당 유발하는 이차 이온쌍의 수)가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과 달리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결과이다.  MIP와 

proportional mode의 경우 잘 알려진 근사적인 model로서 Korff approximation
[11]
, 즉 

η
P

 = Ae −BP/E 이 성립한다.  RPC의 경우도 η가 적은 범위(< 9.0/mm)에서 Korff 근사가 

적용됨을 선행 연구로부터
[12-13]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MIP의 경우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함

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중성자 신호의 경우 MIP에 비교하

여 명백한 차이점은 무거운 하전입자(
4
He 또는 

3
H) track이 단위길이당 발생하는 primary 

ion cluster의 수가 1000 배 이상 크다는 점이다.  즉 중성자 신호의 경우 하전입자 track을 

따라 주변 공간에 분포하는 space charge(전자와 양이온)가 매우 조 하기 때문에, 낮은 범

위의 η에 대해서도 avalanche가 발달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처음

의 예상과 달리 Korff approximation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ADC spectrum으로부터 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체검출기

의 avalanche mode에 대한 체계적인 model 이론 연구가 필요하다.  ADC 측정으로부터 얻

어진 pulse의 평균 charge는 full efficiency에 도달하는 6.6 kV에서 2.0 pC(ADC 채널 80)이

다. C2H2F4 기체를 이용하는 MIP(minimum ionization particle)에 대한 경우와 사용기체와 

작동 전기장의 세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다.   

검출기 배경신호(noise)의 경우 10 nA 데이터의 그림 13, 14, 15를 비교하면 두 가지 다른 

성분의 펄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100 ADC channel (2.5 pC)에서 peak를 

이루고 긴 high energy 꼬리성분을 이루는 부분과 20 ADC channel (0.5 pC) 부근에서 분포

를 형성하는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2.0 pC 이상의 역에서 최대 수십 pC까지 분포하는 배

경신호는 LiF막 표면의 거칠기 때문에 발생하는 방전에 의한 펄스이며, 기체전자 증폭과는 

무관하다.  LiF 화합물의 평균 미립도는 1.0 ㎛ 정도지만 그 분포가 넓어 2 ㎛ 이상의 알갱

이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상 LiF 도포과정에서 어려움이 LiF 표면 거칠기 

문제로 인해 발생하 다.  50 ADC 채널 이하의 배경신호는 일반적인 기체검출기 배경신호

에 대응된다.  고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ADC 채널의 배경신호 발생이 상대적으로 급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 nA의 그림 16, 17, 18을 10 nA의 그림 13, 14, 15와 비교하여 보면, 입자계수율이 낮은 

검출기이기 때문에 spectrum 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beam 

current의 증가로 인한 중성자 신호의 평균 크기의 변화가 적었다.  ADC 측정 스펙트럼에 

대한 결과는 현재까지 얻어진 preliminary 결과이다.  또한 동일한 실험 환경 내에 중성자,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비교하는 실험이 남아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후에 SCI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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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6.2 kV에서 10 nA의 proton beam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에 대한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한 결과.  그림 속의 작은 그림은 중성자 스팩트럼에서 배경신호 분량

을 제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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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6.6 kV에서 10 nA의 proton beam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에 대한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한 결과.  그림 속의 작은 그림은 중성자 스팩트럼에서 배경신호 분량

을 제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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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7.0 kV에서 10 nA의 proton beam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에 대한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한 결과.  그림 속의 작은 그림은 중성자 스팩트럼에서 배경신호 분량

을 제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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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6.2 kV에서 20 nA의 proton beam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에 대한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한 결과.  그림 속의 작은 그림은 중성자 스팩트럼에서 배경신호 분량

을 제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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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6.6 kV에서 20 nA의 proton beam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에 대한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한 결과.  그림 속의 작은 그림은 중성자 스팩트럼에서 배경신호 분량

을 제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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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7.0 kV에서 20 nA의 proton beam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에 대한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한 결과.  그림 속의 작은 그림은 중성자 스팩트럼에서 

배경신호 분량을 제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9는 중성자(위)와 검출기 배경신호(아래) 펄스의 평균 전하량을 전기장 세기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기체간극의 두께가 2 mm이므로 고압 7.0 kV는 35 kV/cm에 대응된다.  



- 24 -

그림 13에서 18까지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성자 펄스의 평균 전하량은 전기장이 증가함에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양성자 빔의 세기가 클 경우 입자계수 능력의 

한계에 가깝기 때문에 전기장 증가에 따르는 기체전자증폭도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입자계수 능력의 한계보다 크게 낮은 10 nA의 경우에도 20 nA와 30 

nA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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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중성자(위)와 검출기 배경신호(아래) 펄스의 평균 전하량을 전기장 세기의 함

수로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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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펄스의 평균전하량이 전기장의 증가에 거의 민감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무거운 하전입자인 
4
He 또는 

3
H 궤적이 단위길이당 발생하는 초기이온쌍 발생 도가 

MIP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pace charge(전자와 양이온)가 크고 낮은 범위의 η에 대해서

도 avalanche가 발달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준다는 예측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림 19의 아래 그림은 검출기 배경신호의 평균전하량을 전기장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낮은 전기장에서는 거의 배경신호의 발생 빈도가 아주 낮고 비교적 큰 LiF 표면에서 발생하

는 방전 펄스만 존재한다.  LiF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러한 방전신호는 2.5 kV/cm 이하의 

낮은 전기장에서도 발생하 다.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작은 저항판검출기 

특유의 배경신호 발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전하량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은 10, 20, 30 nA의 양성자 빔에 대해서 ADC spectra로부터 얻어진 중성자 펄

스 분포의 피크 위치를 고전압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9와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

한 결론을 얻었다.   

그림 20.  10, 20, 30 nA의 양성자 빔에 대해서 ADC spectra로부터 얻어진 중성자 펄

스 분포의 피크 위치를 고전압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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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요약

원자력연구소 및 원자력의학원에서 실시한 실험을 통한 2단 LiF 복합 기체검출기 특성을 다

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① 2단 검출기 실제 검출기 최대 효율은 1.75 ± 0.25%이며 GEANT 시뮬레이션에서 예측된 

값(2.7%)의 약 65%이다.

② 일반 유리로 제작된 검출기의 입자계수 능력은 60 Hz/cm
2
이다.   

③ 검출기 동작에 있어서 400V 이상의 충분히 넓은 작동 역(operational plateau)을 얻었다.  

④ 중성자 펄스의 평균 전하량은 전기장의 세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최대 2.0 pC이다.  이는 

아르곤을 검출기 기체로 시용할 때 MIP에 대해서 Geiger Muller 역으로 들어서기 직전 

이온사태방식(ionization avalanche mode)으로 얻어지는 평균전하의 최대 값과 사실상 거

의 일치하고 있다.  즉 전기장의 세기를 더 증가시킬 경우 방전방식으로 전환되며 평균 

펄스의 크기는 이온사태방식이 아닌 방전방식으로 전환된다. 

⑤ 중성자에 대한 작동전압은 감마선의 컴프턴 산란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 신호에 비해 약  

500 V 정도 낮았다.  즉 중성자에 민감하도록 검출기를 작동할 때 감마선 신호의 발생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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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제 1 차년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 평가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전체목표

에 대한 

비중(%)

과제 평가시 평가기준 및

배점 (백점만점으로 환산)

달성도

(%)

제 

1차년도

(2005)

복합형 중

성자 기체

검출기의 

특성 정립 

○복합형 중성자 기체검

출기  설계

○다단 검출기 제작

○NIM, CAMAC을 활용

한 신호처리 시스템구축  

 

○검출기 시험 및 분석

○GEANT 시뮬레이션

20 %

20 %

20 %

20 %

20 %

○검출기 설계 및 제작방법 

결과(20점)

○검출기 결과물(20점)

○전자장치 구축결과(20점)

○검출기 시험/분석 결과 

및 방법(20점) 

○시뮬레이션과 검출기 시

험 결과 비교 분석(20점) 

100

80

100

100

100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검출기 설계 및 

제작방법 결과

본 연구는 
6
Li를 중성자 민감 물질로 활용한 최초의 복합형 저항판검출

기(RPC) 연구이다.  다른 기체검출기에 비교하여 RPC가 갖는 구조적 장

점은 중성자에 대한 균일한 민감도를 갖는 구조와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동작 특성에 있다.  또한 RPC는 현존하는 시간분해능이 높고 구조상 검

출기 내에서의 감속 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고속중성자의 비적시간 

측정에 가장 적합하다.  검출기 제작방법에 있어서 열증착방식이 가장 

적절하지만 많은 양의 고가 LiF 화합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품 손실이 

없는 도포/건조 방식을 대안으로 선택하 다.     

○검출기 결과물

1차년도 계획서에는 단순히 검출효율을 높이기 위해 8단 검출기를 제안

하 다.  그러나 GEANT 시뮬레이션 결과 중성자 산란에 의한 감속 효

과가 크며, LiF막에서의 중성자 흡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4단 검출기 구

조의 장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2단 검출기를 제작하여 시뮬레이션 결

과에 상응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또한 검출 효율에 있어서 일관적이

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 다.        

○전자장치 구축

결과

검출기 개발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용전자장치를 제작하지 않고 

기존의 electronics(TDC, ADC 등)를 활용하여 특성시험 방법을 구축하

다. 

○검출기 시험/분

석결과 및 방법

2단 검출기를 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검출기 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뮬

레이션으로부터 예측하 던 결과를 얻었다.  검출 효율에 있어서 일관적

이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으며, 감마선과 고전압 역이 

다른 구조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과 

검출기 시험 결

과 비교 분석 

6
Li뿐만 아니라 Gd 화합물과 B4C 등 몇 가지 중성자 민감 물질을 활용

한 검출기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체계를 확립하 다.  시뮬레이션 결

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진의 결과와 일치하 다.  특히 시뮬

레이션은 검출기를 적절하게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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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1.  기술적 기여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성자는 의료 및 산업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 매우 널리 활용되

고 있는 방사선원이다.  나노 스케일에서의 재료의 구조 및 결함을 탐색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용 비파괴검사,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하나로 원자로,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의 양성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의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중성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 및 의학 

분야의 첨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성자 검출기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는 중성자원을 활용하는 여러 분야에 검출기 원천 기술, 측정 및 신호처리 기술,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인력양성 측면

중성자 검출기 개발 연구를 통해 참여하는 연구조원들은 방사선 검출기 원천 기술, 신호,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석사 및 박사과정생으로 이루어진 연구

조원 들은 핵 및 입자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계측

기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됨으로서, 미래에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참

여하여 연구를 이끌어 나갈 고급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경제·산업적 측면

본 과제에서 개발하는 중성자검출기 연구개발의 결과는 실제로 중성자가 발생하는 현장에

서 현실적인 활용성이 높은 기자재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활용 연구를 

통해 방사선 관련 계측장비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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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복합 기체검출기 

기체검출기는 검출기 특성상 내방사선 특성이 요구되며, 높은 시간 및 위치분해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치료 시 고준위 고에

너지 중성자의 상과 유효선량을 측정하는 검출기의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2.  복합 섬광검출기 

B4C, LiF 등 중성자 민감 물질을 도포한 섬광섬유검출기와 광센서 기성제품과 함께 활용하

여 고에너지 중성자 검출장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B4C와 

Gd2O3 중성자 민감 물질은 보론 플라스틱이나 LiF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국내에서도 용

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Gd2O3 낮은 에너지 중성자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며, B4C의 경우 적용범위를 1 MeV 

이상의 고에너지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에서 비적시간을 측정이 

요구되는 대규모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검출기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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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항판검출기(resistive plate chamber) 활용 복합 기체검출기 연구  

이태리 INFN 연구그룹은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238
U 핵의 핵분열 시 발생하는 낮은 중성

자의 에너지 중성자장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비적시간(time-of-flight)을 정보를 통하여 직접

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포획단면적이 큰 Gd2O3를 도포한 복합형 저항판검출기(resistive 

plate chamber)를 개발하 다.  중성자의 비적시간을 측정함으로서 열에너지에서부터 수 eV

까지의 낮은 에너지 중성자장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얻었다.  

관련 논문 : 

[1]  G. Iaselli et al., VII Workshop on Resistive Plate Chambers and related detectors, 

Clermont, France (2003).

[2]   M. Abbrescia et at, Nucl. Inst. Meth. A 518 (2004) 440. 

[3]   M. Abbrescia et at., Nucl. Inst. Meth. A in print.

2.  복합 섬광검출기 연구

Saint Gobain 사에서 보론 함유 섬광검출기와 
6
Li를 함유한 유리형 섬광검출기 재료를 중성

자 선속을 측정하는 검출기 개발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10
B, LiF 등이 도포한 섬광

섬유검출기의 경우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검출하는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결

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검출기 구조상 광센서 기성제품과 함께 활용하여 고에너지 중성

자의 상을 도출하는 스캐너형 장치를 개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B4C와 Gd2O3 중성자 민감 물질을 활용한 연구 사례가 없지만 B4C와 Gd2O3 중성

자 민감 물질은 보론 플라스틱이나 LiF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국내에서도 용이하게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검출기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 논문 : 

[1]   L. Karsch et al., Nucl. Instr. Meth. 460 (2001) 362.  

[2]   G. I. Britvich et al., Nucl. Instr. Meth. 550 (2005) 343.  

[3]   S. Normand et al., Nucl. Instr. Meth. 484 (2002) 384.  

[4]   J. Peel et al., Nucl. Instr. Meth. in print. 

[5]   M. Ishikawa et al., Nucl. Instr. Meth. 551 (2005)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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