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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보고서는 중에너지 및 고에너지 전자빔 가속기시설을 이용하여 감마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 짧은 시간내의 펄스형 고선량을 얻는 설비를 구축하는데 있다. 

조사선량을 가능한 높게 하기 위하여 펄스형 감마선조사장치는 짧은 순간에 전자빔의 

current와 에너지를 높게 할수록 좋다. 국내에서 비교적 전자가속기의 에너지와 current가 

높은 전자가속기 시설을 선택하였으며, 이 가속기시설에 감마선발생장치를 만들어 이것을 

조사시편에 조사시켜 선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도록하였다. 선량률해석은 

MCNP-5c 코드를 사용하여 전자빔이 텅스텐 표적과 충돌하여 2차로 감마선을 발생시켜 계산

하였다. 해석모델은 가능한 선량률과 선량을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하여 전자빔 에너지, 텅

스텐 표적두께 그리고 조사시편 위치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고 이들 조건에 따른 조사선량

(dose)을 비교평가 및 분석하였다. 선량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조사장치를 설계하고 이것으

로 설계도면으로 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감마선발생장치는 전자가속기의 시설조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예비시험을 수행한후 선량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Abstract   
   

   The irradiation dose of pulse type can be obtained by linear electron 

accelerator. In order to abtain the high radiation dose, the high energy and current 

facility of LINAC are used by the irradiation equipment. The dose analysis for 

pulse type irradiation condition is introduced by MCNP-5c code. Target material is 

used by tungsten plate to generate secondary gamma-ray by electron beam. By 

using the analysis results, the irradiation equipments for gamma-ray generation is 

designed and fabr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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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중에너지 펄스형 감마선조사장치 설계 및 제작

1. 중에너지 펄스형 감마선조사장치의 설계

  가. 장치의 개요 및 구조설계 

      펄스형 감마선조사장치는 짧은 순간에 전자빔을 방출하는 전자가속기를 이용하

여 강한 감마선을 얻고 이것을 조사시편에 피폭시켜 조사선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장치의 원리는 순간적으로 고전압 및 고전류 펄스형 전자빔을 방출하

는 전자빔가속기에 금속판을 설치하여 전자빔에 의하여 2차적으로 생성되는 감마선을 

얻는데 있다. 전자빔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되는 감마선은 전자빔의 에너지와 금속

판의 재료종류 및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에서 펄스형 전자빔을 방출시키

는 전자가속기가 소수 있지만 본연구에서는 펄스형 전자빔의 에너지와 전류가 비교적 

큰 장치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장치의 

제원과 용량은 표 1-1에 수록하였으며, 최대 에너지는 700 keV 최대전류는 7 kA이다.

   서울대 펄스형 가속기의 제원은 그림 1-1에 표시하였으며, 전자빔을 방출하는 내부

관 직경은 44 mm정도이며, 전자빔의 형태는 ring 형상빔으로 외부직경이 22 mm이고 폭

은 3mm 정도로 방출된다. 이 ring 형상빔은 솔레노이드 영역을 벗어나면 유지되지 못

하고 넓게 확산된다. 따라서, 전자빔에 의한 2차 감마선발생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

능한 금속판의 위치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그림 1-2는 감마선발생장치의 단

면도이다. 여기서, 감마선을 발생시키는 금속판은  2차 감마선 발생재료로 널리 쓰고 

있는 텅스텐(tungsten)판을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그림 1-1의 전자빔발생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진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전자빔발생관 끝단에 

있는 프랜지(flange)에 연결할 프랜지형으로 만들어져 볼트로 연결되도록하였다. 진공

을 유지시키고 감마선을 가능한 많이 target에 조사시키기 위하여 스텐레스 프랜지 중

앙에 직경 20mm hole을 내고, 이곳에 직경 50mm와 두께 0.2mm 스테인레스판으로 

window를 만들어 부착하였다. 그림 1-3에는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 전체 계통도를 나

타내고 있다. 전자빔발생관에 감마선발생장치를 집어넣어 볼트로 조여 조립한후 공기

를 뽑아 진공상태로 만들도록 장치를 구성하였다. 텅스텐 표적 외부에 조사시편( 

target)을 부착하고 그 외부에는 납차폐통을 설치하여 방출되는 감마선을 차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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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서울대학교 펄스형 전자빔가속기 제원

       ITEM        SPECIFICATION

       Name          MARX

     Max. energy         700 keV

     Peak current           7 kA

     Pulse width          100 ns

     Shots/day            10

φ 78

φ44

진공

SNU pulse형 전자빔 발생장치
(최적조건: 630 kV, 6 kA, 100 ns)

Ring type
전자빔

솔레노이드

그림 1-1 서울대학교 펄스형 전자빔가속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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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35

S.S flange

φ 37

Tungsten 
plate

감마선 발생장치 port

진공

55

φ 20

φ 43.8

S.S plate
 window

10

φ 78

Ring

그림 1-2  전자빔에 의한 감마선발생장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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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78

φ 37

Tungsten 
plate

감마선 발생장치 port

진공

55

φ44

φ 20

S.S plate window

φ 78

진공
Ring

SNU pulse형 전자빔 발생장치

E-beam
Ring

조사시편
(Target)

Lead
shield

그림 1-3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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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장치의 선량률 해석 및 분석

   전자빔에 의한 감마선발생장치 선량률 해석을 위한 계산모델은 전자빔으로 감마선

를 많이 발생시킬수 있는 텅스텐과 스텐구조재로서 구성하였다. 전자빔은 원칙적으로 

단방향(mono-direction) disk형 선원으로 고려하였다. 해석모델의 대부분은 진공상태

에서 위치하였고 선원모델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차폐해석 모델은 차폐계산 결과

를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MCNP-5c 코드에 사용할 해석모

델을 사용하였다.

      MCNP-5c코드는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오랫동안 개발된 방사

선차폐, 핵임계 그리고 하전입자등을 계산할 수 있는 3차원 Monte Carlo 확률론적 범

용 프로그램이다. MCNP코드는 Monte Carlo N-Particle Code Sytem으로서 각종 동위

원소의 핵자료단면적 library, continuous energy, generalized geometry, 

time-dependent, coupled neutron-photon, electron-photon등의 op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방사선해석에서 전자빔과 감마선 electron-photon option을 적용하였다. 

  MCNP 코드에 적용할 감마선발생장치의 3차원(r,z,θ) 기하학 구조의 해석모델은 그림 

1-4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mono-direction disk선원은 진공에서 전자빔입자를 방출

하여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산란하는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해석모델은 스텐레스관

(tube)과 프렌지(flange) 내부에 disk형 전자빔선원이 있고 앞방향으로 텅스텐판 그리고 

스텐레스 window가 끝부분에 놓여있다. 프랜지외부에는 조사시편(target)의 외부에 감

마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Lead)판을 추가로 부착하였다. 대부분의 전자빔이 중

앙에 위치한 텅스텐에 흡수되어 2차로 감마선을 방출하는 입자이력계통은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방사선해석에서 적용되고 있는 감마선에너지 선량률 변환인자는 ICRP-74

에시 제시한 값으로 표 1-2에 표시하였다.

  전자빔에 의한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은 ModeXR-h code로서 계산하여 구하였다. 그

림 1-6에는 전자빔의 에너지가 600 keV일때 텅스텐판의 두께 0.25mm, 0.5mm, 

1.0mm 그리고 1.5mm에 따른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텅스텐 

두께가 얇아질 수록 스펙트럼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0.25mm일때 최대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이것은 600 keV 전자빔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으로 설명된다. 텅스텐두께가 0.25mm일때 전자빔의 에너지가 400 keV, 600 keV, 800 

keV 그리고 1000 keV에 따른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은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이 그

림에서 전자빔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 분포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것은 가능하면 높은 피폭 조사선량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전자빔에너지를 사

용해야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텅스텐두께 0.25mm와 전자빔에너지 600keV에서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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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스펙트럼을 표 1-3에 표시하였다. 여기서, 600keV 전자빔에너지가 텅스텐재료

와 충돌하여 2차로 방출되는 감마선에너지 범위는 100에서 590 keV영역에 있지만 대

략 250에서 400 keV 에너지영역의 감마선이 많이 방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

로 600 keV 전자빔에너지에서는 400 keV이상의 감마선은 발생율이 4%이하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저에너지 전자빔으로 발생하는 감마선으로는 피폭 조사선량률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시편(target)에서 피폭선량률의 계산은 electron-photon option을 사용하여 

MCNP-5c 코드로서 계산하였으며 nps=6.5x106으로 하여 계산시간은 3.2GHz CPU PC

에서 t=17 hours 소요되었다. 계산결과는 전자빔에너지 600 keV에서 텅스텐두께에 따

른 조사시편에서의 선량률은 표 1-4에 표시하였다. 여기서, 텅스텐두께가 0.25mm일때 

최대값으로 조사시편에서의 선량률은 5.9x108 Rad/sec 이며, 펄스 선량은 59 Rad로 나

타났다. 표 1-5에는 조사시편, 프랜지 그리고 납표면에서 선량률값을 표시하였으며,  

10mm두께의 프랜지와 3mm의 납판에서의 선량률과 비교하였으며,  조사시편이 

window 외부에 있을 경우 차폐재가 없기 때문에 조사선량이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텅스텐두께가 0.25mm일때 전자빔에너지400, 600, 800 그리고 1,000 keV일 경우에 에

너지에 따른 조사시편에서의 선량률은 표 1-6에 나타내었다. 에너지가 1,000 keV(1.0 

MeV)일 경우 최대값으로 조사시편에서의 선량률은 3.11x109 Rad/sec 이고 펄스선량은 

311 Rad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자빔에너지가 400에서 1000 keV로 2.5배 증가했지만 

선량률 증가는 10배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자빔의 에너지가 선량률 증가에 중요한 

인자로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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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자빔에 의한 감마선발생장치 MCNP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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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flange

Lead
shield

전자
소자

Air

진공

S.S
window

Tungsten

X-ray

S.S
tube

진공

전자빔

그림 1-5  감마선발생장치의 방사선발생 이력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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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감마선 선량률 변환인자(ICRP-74)

 

Gamma Energy 

(MeV)

Dose conversion factor 

(mRod/h/photon/cm2s)

0.01

 0.015

0.02

0.03

0.04

0.05

0.06

0.08

0.10

0.15

0.20

0.30

0.40

0.50

0.60

0.80

1.00

1.50

2.00

3.00

4.00

5.00

2.20E-5

2.99E-4

3.78E-4

2.92E-4

2.30E-4

1.98E-4

1.84E-4

1.91E-4

2.20E-4

3.20E-4

4.32E-4

6.48E-4

8.57E-4

1.05E-3

1.24E-3

1.58E-3

1.87E-3

2.48E-3

3.10E-3

4.00E-3

4.82E-3

5.58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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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자빔 600 keV에서 감마선 에너지스펙트럼

 

 Gamma-ray energy

     (keV)

   Energy spectrum

      fraction

       108

       132

       156

       180

       204

       228

       252

       276

       300

       324

       348

       372

       408

       432

       456

       480

       504

       528

       552

       564

       588

       3.69 E-3

       6.80 E-3

       9.28 E-3

       1.09 E-2

       1.16 E-2

       1.20 E-2

       1.17 E-2

       1.15 E-2

       1.07 E-2

       9.98 E-3

       9.10 E-3

       8.45 E-3

       7.34 E-3

       6.60 E-3

       5.62 E-3

       4.70 E-3

       4.00 E-3

       3.16 E-3

       2.26 E-3

       1.79 E-3

       7.20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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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전자빔에너지 600 keV에서 텅스텐 두께에 따른 조사선량률값

   Tungsten

   thickness

     (mm) 

  Total photon rate

  on tungsten plate

    (photon/sec)

  Target irradiation

  dose rate 

    (Rad/sec)

 Shot dose

 [x 100 ns] 

  ( Rad )

      0.25       7.50 E+20      5.90 E+8      59

      0.50       4.04 E+20      4.10 E+8       41

      1.0       2.10 E+20      2.70 E+8      27

      1.5       1.30 E+20      2.10 E+8       21

     표 1-5  조사시편 위치변화에 따른 조사선량률 

     

     Target location
 Target dose rate

      (Rad/sec)

  Shot dose

   (Rad)

   S.S window surface

    ( 0.2mm window)
     5.69 E+8     56.9

   Flange surface

    ( 10mm flange)
     1.67 E+8     16.7

    Flange+Lead plate

    ( 10mm + 6mm)
     1.57 E+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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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텅스텐두께 0.25mm에서 전자빔에너지에 따른 조사선량률값

  Electron beam

  energy

     (keV) 

  Total photon rate

  on tungsten plate

    (photon/sec)

  Target irradiation

  dose rate 

    (Rad/sec)

 Shot dose

  ( Rad )

      400       2.95 E+20      2.78 E+8     27.8

      600       7.50 E+20      5.86 E+8     58.6

      800       1.43 E+21      1.65 E+9    165.0

      1000       2.33 E+21      3.11 E+9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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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의 제작

     전자빔에의한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에 대한 방사선해석 및 구조설계를 수행한 

결과로서 감마선발생장치의 제작을 수행하였다. 장치의 제작은 서울대학교 전자빔가속

기와 원활하게 조립이 가능하고 가능한 감마선의 선량률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재료

와 구조로서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장치의 제작도면은 그림 1-8에 단면도로 제시하였

다. 그림 1-9과 1-10은 감마선 발생장치의 중요한 부품인 텅스텐판의 가공과 조립도

이다. 텅스텐은 두께를 0.25 mm, 1.0 mm 그리고 1.5 mm 로 하여 원판으로 가공하였

다. 그리고 텅스테판의 위치를 변경가능하도록 사진에서와 같이 스텐 ring을 여러개 가

공하여 장치의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림 1-11에는 전자가속기의 연결관 내부 

진공에서 장치가 설치되기 때문에 프랜지 부분에 진공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

여 스텐판 window를 설치하였다. 스텐판의 두께는 0.2 mm, 0.3 mm, 0.5 mm 그리고 

1.0 mm 두께로 가공하여 준비하였으며, 4개의 볼트와 O-ring을 설치하여 진공을 유

지하도록 하였다.

   가공하여 제작된 감마선발생장치는 그림 1-12과 같이 전자가속기의 진공튜브 스텐

프랜지에 조립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3은 조사시편외부로 방출되는 강한 

감마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납으로 주조된 내부직경이 100mm인 스텐원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사시편을 설치하고 장치의 위치와 차폐체를 올려놓기 위한 지지 

및 작업대는 그림 1-13에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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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의 제작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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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감마선발생장치의 내부 원통과 텅스텐 조립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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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텅스텐 원판소재 및 조립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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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진공유지용 스텐 window 및 O-ring 프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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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전자가속기 진공튜브와 조립한 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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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감마선 차폐를 위한 납차폐체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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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감마선발생장치의 지지대 및 조사시편 설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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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에너지 전자빔의 펄스형 감마선조사장치 설계 및 제작

1. 고에너지 전자빔의 펄스형 감마선조사장치의 설계

  가. 전자빔 감마선조사장치의 구조설계 

 

     조사선량을 가능한 높게하기 위하여 펄스형 감마선조사장치는 짧은 순간에 전자

빔의 current와 에너지를 높게할수록 좋게된다. 국내에서 비교적 전자가속기의 에너지

와 current가 높은 전자가속기는 포항공대에 설치된 가속기가 있으며, 강한 감마선을 

얻고 이것을 조사시편에 피폭시켜 조사선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 장치의 원리는 순간적으로 고전압 및 고전류 펄스형 전자빔을 방출하는 전자빔가

속기에 금속판을 설치하여 전자빔을 금속표적에 조사시켜  2차적으로 생성되는 감마선

을 얻을 수있다. 전자빔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되는 감마선은 전자빔의 에너지와 금

속판의 재료종류 및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텅스텐(tungsten)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펄스형 전자빔을 방출시키는 전자가속기중에서 에너지와 전

류가 비교적 큰 장치에 속하는 포항공대 가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장

치의 제원과 용량은 표 2-1에 수록하였으며, 최대 에너지는 60 MeV 최대전류는 50 

mA이다.

        표 2-1 고에너지 포항가속기의 제원 및 감마선 발생장치 개요

        

          Item          Specification

 1. Max. ebeam current           50 mA

 2. Max. energy           60 MeV

 3. Ebeam generation mode     Shot and pulse cycle

 4. Target material      Tungsten 6 mm

 5. Collimater shield      Lead cylinder

 6. Shot pulse time       2  μ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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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공대 펄스형 가속기에 설치할 감마선발생장치 개요도는 그림 2-1에 표시하였

으며, 전자빔을 방출하는 진공tube 직경은 50 mm정도이며, 전자빔의 형태는 direct 

beam으로 직경이 15 mm 정도로 방출된다. 이 direct beam은 진공 tube 끝단에 있는 

window를 투과하여 나오면 넓게 확산된다. 따라서, 전자빔에 의한 2차 감마선발생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텅스텐 target의 위치를 window에 가까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2는 감마선발생장치의 텅스텐 target위치가 납차폐체 전면에 위치하는 

모델이며, 그림 2-3은 납차폐체의 후면에 텅스텐표적이 위치하는 후면모델 단면도이

다. 이 단면도 치수와 자료로서 고에너지 감마선발생장치의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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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포항공대 전자가속기의  감마선  발생 및 조사장치 개념도

    E=60 MeV, 
  1-15 Hz,
   i=40 mA, 
T=2 µ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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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속기의  감마선  발생장치의 전면 텅스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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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가속기의  감마선  발생장치의 후면 텅스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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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선발생장치의 선량률 해석모델 및 에너지스펙트럼 분석 

   고에너지 전자가속기의 해석모델은 포항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전자빔에 의한 감마선

발생장치로 하였다. 선량률(dose rate) 해석을 위한 계산모델은 전자빔으로 감마선를 

많이 발생시킬수 있는 텅스텐 표적과 주변 차폐체로서 구성하였다. 전자빔은 원칙적으

로 단방향(mono-direction) disk형 선원으로 고려하였다. 해석모델은 계산 결과를 다

소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MCNP-5c 코드에 사용할 해석모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방사선충돌해석에서 전자빔과 감마선 electron-photon option을 

적용하였다.  MCNP 코드에 적용할 감마선발생장치의 3차원(r,z,θ) 기하학 구조의 해

석모델은  그림 2-4에는 전면 텅스텐모델 그리고 그림 2-5에는 감마선발생장치의 후

면텅스텐 해석모델을 표시하였다. 전자가속기에서 고에너지 전자빔이 나와서 텅스텐표

적과 충돌하여 2차로 감마선이 발생하는 현상을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mono-direction disk 전자빔은 잘 보이지 않고 텅스텐표적에 입사후 충돌한후 산란하

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빔에 의한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은 ModeXR-h code로서 계산하여 구하였다. 

그림 2-7에는 전자빔의 에너지가 60 MeV일때 텅스텐표적의 두께가 1.5mm, 3.0mm, 

4.5mm 그리고 6.0mm일때 따른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텅스

텐표적의 두께가 두꺼워 수록 스펙트럼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6.0mm일때 최대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자빔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 에

너지스펙트럼 분포도 커지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텅스텐두께가 6.0mm일때 전자빔의 

에너지가 30 MeV, 40 MeV, 50 MeV 그리고 50 MeV에 따른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

은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전자빔의 에너지가 높을 수록 감마선에너지 

스페트럼분포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가능하면 높은 피폭 조사선량을 얻

기 위해서는 높은 전자빔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된다. 그림 2-9에

는 전자빔의 에너지가 50 MeV일 때 텅스텐 표적의 중심축을 0도 하여 10, 20, 30도 

경사도에서 에너지스펙트럼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표적 중심축(0도)에서 제일 높고 각도

가 커질수록 분포값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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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감마선발생장치의 전면텅스텐 모델 

  

그림 2-5 감마선발생장치의 후면텅스텐 모델 

                            



- 30 -

    

그림 2-6 전자빔이 텅스텐target과 충돌하여 감마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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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량률 및 조사선량 결과 및 평가

   감마선발생장치의 텅스텐표적에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조사시편에서 조사선량률의 

계산은 MCNP-5c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electron-photon option을 사용하여 

선량률 계산하였다. 발생장치의 텅스텐 표적위치에 따른 계산결과는 전면 텅스텐모델

과 후면 텅스텐모델에 대하여 표 2-2에 표시하였으며, 여기서 전면(front)과 후면

(back)모델의 선량률 비교결과 후면 텅스텐모델에서 전면 텅스텐모델 보다 선량률이 

3.5배정도 크게 나타났다. 후면모델에서 텅스텐표적 두께변화에 대한 선량률(rad/sec)

과 펄스선량을 표 2-3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펄스선량은 한개 pulse(τ=2 μsec)에 대

한 선량값(rad)에 해당된다. 텅스텐 두께가 6.0 mm에서 선량률은 5.75x108 rad/sec이

고 펄스선량은 최대 1,150 rad로 나타났다. 표 2-4에는 표적 두께가 6mm에서 전자빔

의 에너지 30 MeV, 40 MeV, 50 MeV 그리고 60 MeV에 따른 선량률과 펄스선량을 

나타내었으며, 에너지가 높을수록 선량값이 크지는 것을 알수 있다. 표적에서 조사시편 

위치거리가  0.5 cm에서 부터 12 cm까지 펄스선량을 계산한 결과는 표 2-5에 나타

내었고 거리가 12cm 일 때 88 rad이며 이것은 0.5cm 거리 1,150 rad와 비교하여 

1/13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사시편은 표적에서 가까울수록 선량을 높일수 있다. 

표적에서 거리가 2cm일 때 중심축을 기점으로 시편의 위치가 10도, 20도, 30도위치에

서 선량값을 표 2-6에 표시하였고, 표 2-7에는 표적에서 거리 7 cm 일 때 10도,, 20

도 및 30도 위치에서 펄스선량을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중심축에서 각도가 커질수록 

선량값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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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전면 및 후면위치에서 텅스텐두께에 따른 선량률

  

Tungsten thickness

      (mm)

   Target dose rate (rad/sec)

  Front model  Back model

       1.5     4.18E+7   8.92E+7

       3.0     9.73E+7   2.63E+8

       4.5     1.36E+8   4.28E+8

       6.0     1.63E+8   5.75E+8

 표 2-3  후면위치에서 텅스텐두께에 따른 선량률 및 선량

 

Tungsten thickness

      (mm)

 후면위치의 선량률 및 펄스선량

  선량률 (Rad/s) 펄스선량 (Rad)

       1.5     8.92E+7      178

       3.0     2.63E+8      526

       4.5     4.28E+8      856

       6.0     5.75E+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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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전자빔에너지 따른 target 선량률 및 펄스선량

 Ebeam energy

      (MeV)

    선량률  및  펄스선량

  선량률 (Rad/s) 펄스선량 (Rad)

       30     2.63E+8      526

       40     3.78E+8      756

       50     4.81E+8      962

       60     5.75E+8     1,150
 

표 2-5   조사시편위치 거리에 따른 선량률 및 펄스선량

 Test disk distance

      (cm)

    선량률  및  펄스선량

  선량률 (Rad/s) 펄스선량 (Rad)

       0.5     5.75E+8     1,150

       2.0     3.72E+8      744

       7.0     1.06E+8      212

      12.0     4.44E+7       88

                                  



- 37 -

표 2-6  조사시편 2cm거리에서 산란각에 따른 선량률 및 펄스선량

 

 Scattering angle

      (degree)

    선량률  및  펄스선량

  선량률 (Rad/s) 펄스선량 (Rad)

        0     3.72E+8      744

       10     3.49E+8      698

       20     2.78E+8      556

       30     1.50E+8      300

표 2-7  조사시편 7cm거리에서 산란각에 따른 선량률 및 펄스선량

 Scattering angle

      (degree)

    선량률  및  펄스선량

  선량률 (Rad/s) 펄스선량 (Rad)

        0     1.04E+8      212

       10     5.96E+7      119

       20     2.28E+7       46

       30     9.11E+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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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에너지 가속기시설의 감마선발생장치의 제작

   고에너지 전자빔에 의한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에 대한 선량률해석 및 구조설계를 

수행한 결과로서 감마선발생장치의 제작을 수행하였다. 장치의 제작은 포항공대 전자

빔가속기의 빔 tube와 조사시편 설치장소 그리고 전자빔 제어장치설비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져야한다. 이와 같이 가속기계통의 현장에서 원활하게 조립이 가능하고 가능한 

감마선의 선량률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펄스형 구동기구, 재료 및 구조로서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장치의 제작도면은 그림 2-10에 감마선발생장치 계통 개요도로 제시하였

다. 그림에서 전자가속기가 single pulse 운전이 어려울 경우 펄스형 조사선량을 얻기 

위하여 lead cylinder shutter를 설치하여 이것을 전기모타로 회전시켜 lead cylinder

의 외각에 long hole을 만들어 짧은 시간동안 빔을 통과시켜 pulse형 조사방법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그림 2-11은 감마선 발생장치의 중요한 부품인 cylinder lead shuter의 가공후 제

작품이다. 그림 2-12는 텅스텐 target가 설치된 납차폐체 후면 완성품이다.  Lead 

cylinder shuter와 모타구동 부분이 조립된 완성품은 그림 2-1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4는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의 lead cylinder shuter와 전원 및 속도제어장치의 완

성품이다.  포항공대의 전자가속기 빔tube의 끝단 window 주변에 그림 2-15 및 그림 

2-16과 같이 고에너지 감마선발생장치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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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포항가속기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 제작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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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의 회전형 cylinder lead shuter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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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감마선발생장치의 cylinder shuter 후면 및 텅스텐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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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감마선발생장치의 회전형 lead cylinder shuter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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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감마선발생장치의 lead cylinder shuter와 전원 및 속도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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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포항가속기에 설치된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의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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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포항가속기 beam window에 설치된 펄스형 감마선발생장치  

                                    





   The irradiation dose of pulse type can be obtained by linear electron 

accelerator. In order to abtain the high radiation dose, the high energy and 

current facility of LINAC are used by the irradiation equipment. The dose 

analysis for pulse type irradiation condition is introduced by MCNP-5c code. 

Target material is used by tungsten plate to generate secondary gamma-ray by 

electron beam. By using the analysis results, the irradiation equipments for 

gamma-ray generation is designed and fabr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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