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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방사선 방어 및 측정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빛 중요성

국내의 보건물리분야 (방사선방어， 방사선/능의 측정 및 선량평가

풍)의 연구 개발은 기초기반기술로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원자력의 실용적 측면의 개발에 비하여 실무적인 방사선안전

관리측면만이 강조되어 왔으며 일부 정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되면서 국내의

원자력 발전량 증대 및 방사성 물질의 사용증가에 따른 인체의 방

사선피폭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점중합에 따라 보건물

리기술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 안전 및 방호에 관한 국가적，

시대적 요구에 부용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정체되어 왔던 방사

선방어 및 측정과 관련된 보건물리기술올 개발하여 선진화하며， 이

를 롱하여 원자력의 방사선안전성올 보건물리차원에서 보증하여 원

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이해를 제고하며， 나아가 국가방사선

방호체계를 71술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빛 범위

본 연구에서 l단계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방사선 방어 및

측정 기술의 자립과 선진화를 위하여서는 방사선， 방사선량의 정밀

한 측정과 관련된 방사선 검.교정 H/W 기술의 확보가 우선적이다.



따라서 연구의 2차년도에서는 방사선 계측71 의 정빌 교정과 개인

방사선량계의 표준조사를 제공하는 방사선도시메트리의 국가기반시

설로 방사선 측정결과에 대한 국가적 소급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확보된 국가 2차표준 방사선교정실 (SSDL)내 기준

방사선장인 x, r , /3, n 방사선장의 제작， 재현 및 성능명가실험을

수행하였다.

개인방사선량의 평가기술 개발분야에서는 ANSI N 13.11 (1 993)

에 TI-204 베타방사선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반웅도 보정인자를 실험적으로 도출하고 현재 연구소에서 사용중인

Teledyne 9150 TLD 판독창치에 대한 알고리즘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TLD 시스템의 판독품질관리를 효윷적요로 수행하기 위하여

TLD 판독장치에 대한 판독절차서 및 품질보증절차서를 개발， 과학

기술처 고시에 의한 승인올 득하였다. 위와 같이 개발된 선량명가

알고리줌과 QA/QC 프로그램의 신뢰성 검증올 위하여 미국 ORNL

과 미국 PNL과의 상호비교검증올 수행하였다.

l차년도에서 성농평가가 완료된 전신/폐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체

내방사농 부하량의 정밀 측정기술기반올 확립하였으며， ICRP-30 폐

모형올 근거로 U-235 및 U-238의 호홉시 체내 이행경로모형올 확립

하고 펴l 피폭 및 전신실효예탁선량당량올 산정， 평가할 수 있는 전

산알고리즘올 개 발하였다.

또한， 국가방사선 방어체계 및 하부구조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

여 ICRP-26, -37 및 -60 의 ALARA 개념에 근거한 방사선방어 최적

화의 기초연구로 방사선량 최적저강의 정량적 평가 방법에 대한 기

초조사와 방사선 피폭의 확률적 위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릎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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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감마 빛 엑스선올 이용하는 기준 방사선장의 경우， 1차년도에 제

작， 설치된 방사션조사 시스템올 보완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각종 방사선장규격에 맞추어 기준선장을 제작하고 이의

선질올 확인하였다.

갑마선장으로 Cs-137 및 Co-60 선원 4종류를 사용하여 피조사지

점내 빔의 균일성 및 거리별 조사선량융 기준값올 결정하였다. 저

에너지 (75 kV급) 및 중경엑스선 (320 kV)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기

준엑스선장을 제작했으며， 특히 일본전자총합연구소(BTL)의 엑스선

장으로 기준전려함의 교정 빛 에너지 의존성 실험을 수행하여 제작

된 기준선장의 선질올 확인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준 감마 및 엑스선장은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ISO 빔

중 일부 (Narrow, Wide Beam Series), 미국내 개 인선량계 성능시 험 검

사용으로 채택된 ANSI N13.11의 기준 빔이다. 며국내 개인방사선량

계 성능시협검사를 위한 가준방사선 조사기관언 PNL과 연구소에서

제작한 X, r 션장에 대한 상호 비교측정실험올 수행하여 연구쇼제

작 X, r 선장의 선질올 확인하였다.

베타선장 분야에서는 전년도에 확립된 PTB 베타표준조사장치중

일차로 S매Y-90 선원올 이용하여 현재 연구소에서 개인피폭관려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Teledyne PB-3 열형광선량계의 성농검증실험올

수행하였다. 성능시험결과， 선량과 TL response와의 관계는 션형성을

유지하였으며， ANSI N13.l1의 방법에 의하여 명가한 성놓지수는 8

% 이하로 우수한 재현성올 유지하였다.

중성자선장 분야에서는 작년도에 수행한 각 교정인자(산란보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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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둥)에 대한 이론적 산정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동 보정인자 를올

실험적으로 검중하였으며， ISO에서 권고하는 기준 중성자성 조사벤

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시험올 수행하였다. 자체 제작한 Long

Counter와 BF) 검출기를 사용하여 중성자 및 감마선 혼합선장에서

중성자의 분리계수방법과 중성자측정기의 효올결정기술올 개발하였

다. KAERI 중성자교정실에서의 산란보정인자 둥 각 교정인자의 오

차범위 결정 풍의 실험적 검증올 수행하여 중성자측정기 교정절차

서를 작성하였으며， 중성자 측정기의 교정업무를 개시하였다.

금년도의 연구에서 체작된 기준 방사선장은 방사선 측정기기의

교정검사를 포함하여， 국내 채인펴폭선량판독 기술기준 (파기처 고

시 체 1992-15호)에 따른 선량계 성능시험검사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체내피폭선량평가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우라늄 핵종의 홉입시

체내피폭선량 명가용 전산프로그램올 개발하였다. 이 전산 프로그

랩의 선량계산 모델온 IeRP 30의 대사모텔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산에 필요한 입력자료는 펴1 카운터로· 측정한 폐의 우라늄 부하

량， 섭취형태， 우라늄화합물의 화학형 (0, W , Y)및 입자크기이며，

출력자료는 우라늄의 폐 홉입섭취 잔유분률， 초가섭취량 및 예탁

실효선량당량이다. 체내피폭선량 코드인 INDOS 및 GENMOD와의

검중계산결과 본 전산 프로그램획 신뢰성이 입중됩으로써， 앞으로

본 프로그램은 체내피폭선량 평가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올 것이

다. 또한 체내방사농 측정 기반기술 확립의 일환으로 전년도에 이

어 하복부 및 갑상선에 대한 교정인자를 실험척으로 결정하였다.

동 교정인자들은 관련장기내 방사농 부하량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측정결과의 신뢰성 및 국제적 공신력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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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폐 측정기의 국제 상호비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뼈l 측정기의 성능시험올 수행하였다.

ALARA 개념에 의한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를 구축하기 위한 예

비조사연구단계로 이른바 방사선방어활동에 의하여 저감되는 최적

방사선량 저감의 금전적 가치 (소위 a 치; $/man-Sv)를 국내의 자

료를 이용하여 예비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 나라의 ’90년도

국민총생산 (GNP)규모와 방사선피폭의 확률적 위험평가모형올 도입

하여 일차적으로 예 비산정한 a 값은 최소한 $ 13,000 이상일 것으

로 예상되었다. 참고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a 값은 서로

다르나 ICRP는 권고 37에서는 대개 $ 1,000 - $ 100,000, 미국은

$ 100,000, 스웨덴은 $ 20,000 그리고 IAEA는 최소한 대략 $ 3 ，00。

이상일 것요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정확히 산정하고 평가

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통계， 작업자 및 국민의 피폭선량통계， 암발

생， 치료 빛 암사망통계와 같은 의료통계자료 동의 정확한 조사，수

집과 비용·이득분석법 (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정량적 해석방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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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adiation Pr。κc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Physics area in

Korea, in spite of its necessity and importance μs a basic technology

for nuclear safety procurement, has been emphasized only in the

practical side of the radiological safety control and somewh~t stagnated,

comparing with the R&D programmes related to nuclear power

development.

But, recently, concerns among the general public on the ionizing

radiation exposure and its impact to environmental contamination 단om

the increasing share of nuclear energy and increasing use of radioactive

materials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with the en~ancement of the

societal safety culture and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Health Physics technology has become newly understood

and emphasized again.

In this resp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Health

Physics technology related to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 so

far somewhat stagnated and to enhance its quality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o enhance the public reliability and acceptance

for nuclear safety through the quality assurance by Health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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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G~ι습j as well as to technically support the national radiation

protection progr‘an~~1~ and her infrastructlii-c.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t is prerequisite to procure the precise radiation measurement and

calibration technolog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advancement of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which is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In the second year study of this project, X, r , β , n reference

radiation fields in the KAERI secondary dosimetry laboratory (SSDL) ,

which was secured in 1993, were designed, reproduced and evaluated

according to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riteria.

The performance of the Teledyne PB-3 personnel dosimetry system

for the TI-204 which was added iii new ANSI N13.ll (1993) has

been investigated by using PTB beta secondary stan에ard Irradiator, and

new beta response function has been developed. QA/QC procedures for

TLD reading ~ystem in KAERI have beεn completed to provide

effective personal radiation monitoring programme. To verify our

algorithm and QA/QC procedures, we participated in thε

intercomparison studies with ORNL and PNL.

By usi~g KAERI Wholp. Body/Lung Counter, which was

performance tested in last year’s study, the basis of precise

measurement technology for internally deposited radionuclides has been

established. A kinetic transfer mod리 of inhaled -uranium isotopes and

a mathematical algorithm to calculate the initial uranium intake and

\'1 1 1



resultant committed effective dose equivalent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ICRP-10 :-c.::.pirπ仁jry model.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och <J stic risk assessment of radiation

exposure, optimum dose reduction and its quantification has been

performed to derive the monetary value per unit man-Sv value

(50-called a value) on the basis of the ALARA principle of the ICRP

recommendatio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For the reference X- r radiation field, radiation irradiation systems

installed last ye~r has been reinfo:-ced, and the reference X- r radiation

fields have been reproduced, and then, the quality of different beams

has been identifi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riteria.

Reference r exposure rate with varying -distances have been

established, after a serir.~ of performance tεs18 for identification of the

beam uniformity and beam quality. Reference X radiation fields and

their beam qualities from low (up to 75 kVp) and high (up to 320

1(Vp) energy X-ray generatorhave been identified by the

intercalibration of the KAERI reference ionization chambers with the

ETL, Japan. An intercomparison exercise of reference radiation

me~surement for the KAERI radiation fields which has been

performed between the KAERI and the PNL, U.S.A. according to the

ANSI N 13.11 standard by using reference ionization chamber of each

side and showed very good results within + 2 %. Therefore, the

reference x- r radiation fields which can be provided by the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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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us a part of ISO beam series under 150 kV!), all o t" the ANSI

~~ 13 1 1 Deam series.

Absorbed dose rate tor PTB beta secondary standard irradiator

which was installed last year has been experimentally determined and

the beta calibration procedure for personal dosimeter has been produced

after perfomlance test of TL dosimeter (PB-3, Teledyne) being used

in KAERI for personal monitoring. The TL response on thε

irradiated beta dose showed good linearity and reproducibility with less

than 8 % of the performance index by the ANSI N 13.11 method.

In order to establish a reference neutron radiation field , calibration

factors in the neutron irradiation room for scattering correction etc.,

which had been theoretically calculated last year, have been

experimentally determined after installation of standard neutron

irradiation bench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meet the ISO criteria.

A method of neutron measurement by discrimination of the r in the

mixed nand r radiation fields has been developed by using a Long

counter system with BFJ neutrori detectors. Neutron calibration

procedure has been dεveloped after· a series of performance test for

the standard neutron irradiation bench system with the calibration

factors which were experimentally determined.

The radiation fields manufactured by KAERI, photon, beta ,md

neutron, will be used for calibration of radiation measuring instruments

and for personnel dosimetry performance testing according to the

ministerial ordinance No. 1992-15, in Korea.

A computεr program to calculate and assess internal dose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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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lation of uranium isotopes has been de-νι~oped on the basis of the

ICRP-30 respiratory mode l. The uranium lung burden measureιj by the

counter, intake mode, types of chemical compound of uranium isotope

inhaled (0, W, Y class), sizes of uranium isotopes uptaken (AMAD)

are given as input data, then , a retention fraction of uranium isotopes

in lung region, the committed effective dose equivalent as well as

lung dose equivalent are consecutively calculated. This program was

compared with other well-known internal dosimetry code INDOS and

GENMOD by solving several benchmark problems to verify its

performance. Since it showed quite good result with others, we could

have good confidence on this computer program. This program will

serve a useful tool for internal dose assessment from internal uranhlm

exposure in Korea.

Calibration factors of KAERI wac for the lower torso and thyroid

have been experimentally detem1ined to precisely measure the

radioactivity burde~ in the corresponding organs. Performance test of

KAERI lung counter has been experimentally carried out to participate

intercomparison exercise, which shall provide us the status of the

reliability of our lung counter.

From the ICRP-26 and 37 recommendation on the 야)timization of

radiation protp.ction, the cost of obj~ctive detriment from rad:ation

exposure, which is given as the a value ($/man-Sv) for optimal dose

reduction, in Korea has been preliminary evaluated based on the 1990

GNP per capita and the stochastic health risk model. The a value

obtained in this preliminary calculation appeared to be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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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 ，OOOjman-S 、， companng 、、lith $ 1,000 - $ 100,000 by the

ICRP-37 , $ 100,000 in ljll~ U.S.A. $ 2C,000 in the S',veden, at least

$ 3,000 in the IAEA ,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factors in each

country. In order to correctly evaluate the a value in Korea ,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pplicate an analytical method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with the correct socio-economical, medical

statistics on cancer induction, treatment and death, and collective dose

data on thε radiation workers and the gener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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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르료
L....

방사선 방어， 방사선/능의 측정 및 선량평가 풍의 연구영역올 갖는

보건물리분야는 원자력 연구개발 및 평화적 이용의 방사선 안전성올

보중하는 기반기술로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실용적 측면의 개발에 비하여 일부 정체되어 왔으며， 전반적으로 실무

적인 방사선안전관리 부분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이 제고되면

서， 국내 원자력 발전량의 증대와 방사성 물질의 사용증가에 따른 인

체의 방사선피폭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짐에 따라 보건

물리기술의 중요성이 채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 및 방어

에 관한 국가적， 시대적 요구에 부옹하기 위하여 그 똥안 정체되어 왔

던 방사선방어 및 측정과 판련된 보건물리기술올 적극 개발하고 선진

화하므로서， 원자력의 방사선 안전성올 보건물리차원에서 보중할 뿔만

아니라 국가 방사선방호체계 (national radiation protection in단asσucture)

를 기술적으로 지원화가 위한 연구기반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78 년 공업진홍청으로부터 방사션분야와

국가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방사선 계측기교정실 (Secondary

Standard Dosimetry Laboratory; SSDL)올 운영하고 있다. 국가 교정 검

사기관은 국가표준과의 소급성유지 및 전파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

으며， 소급성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가표춘과 비교， 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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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올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방사선 측정장비틀을 주기적으로 교정

검사 또는 교정올 위한 기준 방사선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

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방사선， 방사선량 측정의 자체표준올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정정밀도의 향상올 위한 방사선 조사 및 교

정장치의 개발과 함께 방사선 교정가술과 정밀측정가술의 개발 및

향상올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1992년도의 연구에서 확보된 현재

의 방사선 계측기교정실로 이전한 이래， 방사선 도시메트리의 국가

기반시설로서 방사선 계측 및 방사선량 평가를 위한 기준 방사선장

인 감마선， 엑스선， 베타선， 중성자션의 제작， 재현 및 성능평가실험

올 수행하고 있다.

국가표준과 판련 산업체 사이에서 표준소급성을 유지하고 전파

하는 역할올 하고 있는 국가 교정검사기관들은 서로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과 함께 각기 유지하고 있는 기준 방사선장의 상호 비교측

정올 통하여 측정품질올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 제작된 기준방사선장의 상호 비교측정실험을 추진하여， 일차적

으로 미국 PNL (Pacific Northwest Laboratory)과 감마 및 엑스선장의

국제 비교측정실험올 수행하였다. 그 동안 개인 선량계의 국제 상

호비교를 통하여 본 교정실의 방사선장을 간접적으로 비교한 적은

있었으나， 기준기급 측정기를 이용한 방사선장의 비교측정용 처음

이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보유하고 었는 중성자선장과 베타선장

올 포함한 모든 방사선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상호비교측정 프로그

랩올 확대수행할 예정이다.

개인선량계의 성능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ANSI

NI3.11(l 993)에 TI-204 베타방사선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개인선

량계로 이률 평가할 수 있는 반옹도 보정인자를 실험적으로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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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 연구소에서 개인방사선 모니터링에 사용중인 Teledyne

9150 TLD 판독장치에 대한 선량평가 알고리즘올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개인선량계 (TLD)의 판독에 대한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TLD 판독장치에 대한 판독절차서 및 품질보증절차서

를 개발하여 과학기술처 고시에 의한 승인을 받았으며， ‘94년 6월

에 연구소 품질보중실의 품질관리감사를 통하여 품질관리 프로그램

의 타당성올 입중하였다. 위와 같이 개발된 선량평가 알고리즘과

QA/QC 프로그램의 신뢰성 겁증올 위하여 미국 ORNL과의 상호검

증시협 (PDIS-18 , 1993)에 참가하였으며， ’94년도에는 PNL과의 국제

비교를 통하여 알고리즘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였다.

체내피폭선량 평가기술분야는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둥으로， 그 동안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

나 국내 원자력 관련시설의 증가와 체내피폭선량 평가에 관한 법

적，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1992년 원자력연구소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신/폐 카운터를 설치

하였다. 시스템설치 이후 I차년도에는 교정인자의 결정 및 성능평

가 설협올 수행하고 체내방사능측정 거반기술 확립하였으며， 현재

일상 체내오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전신/폐 카운터를 사용중에 있

다. 연구의 2차년도에서는 우라늄 핵종의 흡입 섭취시 폐 카운터

에 의한 방사농 측정결과를 입력자료로 체내피폭선량을 산정할 수

있는 전산 알고리즘올 개발하였으며， 체대방사능 측정기받기술의

확립올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캅상선과 하복부 동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의 정밀측정올 위한 교정인자를 결정하고， 폐 카운터의 상세

성농시험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인간은 일상활동중에서 이익과 불이익 (또논 손해)를 저울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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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아가고 있으며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상의 행위를 당연히 선택

하고 결정하려한다. 이렇게 어떤 특정행위에서 이익파 붙이익올 고

려하면서 최상 또는 최적의 해를 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보통 “최적

화 (optimization)..라고 부른다. 이러한 최적화의 개념과 과정은 방사

선 방어분야에도 얼찍부터 적용되어 왔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ICRP)는 1977년의 권고-26에서 새로운 선

량제한체계인 방사선방어의 3원칙으로 (1) 방사선피폭의 정당화 원

칙， (2) 방사선방어의 최적화 원칙 및 (3) 개인선량의 한도화 원칙올

제안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ALARA개념에 근거한 방

사선방어의 최적화 원칙이다. JeRP룰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과 연

구기관들은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올 개발하고 있으나，

방사선방어 관련비용과 이득의 금전적 가치화에 관계되는 사회적，

경제적 인자 풍의 정량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ALARA개

념이 갖고 있는 정성적 내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합리

적으로 달성가놓한 한 낮게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라는 용어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합려적이며， 어떠한 금

전적 가치를 갖는 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의와 설명이 명확하

지 않으며， 또한 피폭올 가농한 한 낮게 한다는 개념 역시 막연한

정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ALARA개념의 정량화를 위

하여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방사선손해의 금전적 가치， 즉 단위 집

단선량당의 객관적 건강손해비용 (이른바 ， a 치; $/man-Sv) 를 일차

적으로 예비산정하고 명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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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료료
L-

제 l 절 기준 방사선장의 확립

1. 갑마선 및 엑스선장

가. 감마선장의 제작 및 특성

방사선 측정기기의 교정검사와 개인 선량판독시스댐의 교정올

위한 고에너지 기준 감마선장 (Cs-137 ， Co-60)올 제작하고 그 특성올

평가하였다. 제작된 방사선 조사 및 교정시스템은 2대의 조사가와

원격이동 조사대 그리고 전리전류측정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며，

동 시스댐 및 조사실 사양 풍은 모두 한국공업규격올 만족하고 있

다.

(1) 감마선장 특성

(가) 감마선원

감마선장에는 Cs-137 및 Co-60 방사선원올 사용하고 었으며， 각

각 독립된 조사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l 및 2에는 Cs조사장치

및 Co조사장치의 단면올 나타내었다.

Cs조사장치에는 3개의 방사선원(100Ci ， SCi , O.ICi) 이 납 차폐체에

저장되어 있으며， pneumatic cylinder에 의해 하나의 선원이 조사위치

로 이동되어 조사가 개시된다. Co조사장치에는 I개의 선원(O.ICi)이

납 차폐체에 저장되어 있으며 전기자석식 회전 shutter에 의해 조사

-27-



/요1

덮

Holes for
transportation
Transport lock
Cor.:'rol cable
Padlock
Source holder 짜ith

radioac:ive source

Shielding container
Lifting magnet
Beam channel
Shutter
Marker for centre of
radioactive source
Mountina holes

싫§

7)

( 8)
( 9)
(1 0)
(11)

5

3

휩
찌

。

E핑

(1 )
(2 )
(3)
(4 )
(5)

ε~홉

。

1. Drawing of Co-60 irradiation system.

(6)

Figure

중심collimator의중심위치는선원의

었다.

-28-

조사상태에서의

설계되어축과 일치하도록

가 개시된다.



-------까

~r
10
13

---2 '"

옹I----3 \1 ’l

14팍↑1T1 山 II빼뻐그1---16

17

18
19

{I} Upper shielding container
(2} Loμer shielding container
(3} Steel-tube mounting
(4} Adjustable feet
{S} Base plate
{6} Centring device
(7) Collima t:or

(8 ••• 1D}
(11 •. 13)
(1 4 .. 16)
(1 7)
(18)

(19)

Lead plugs
Radioactive sources
Pneumatic cylinders
Pn~umatic centrol
Control cable
A~r hose

Figure 2. Drawing of Cs-137 irradiation system.

선원의 선택， 조사 및 저장 상태로의 이동은 control unit에 의해

초절되며， 각 상태는 control unit의 전면 panel에 표시된다. 조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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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에는 조사설 내부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차폐 문을

닫고 방사선 조사를 깨시한다. 조사중에는 CCTV를 통해 조사실 내

부의 이상유무 및 교정상활올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설의 차폐문

상단에는 조사중임올 알리는 경보둥이 작동한다.

조사중 이상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control unit의 비상단자를 누

르거나， 차폐문올 열어 차폐문 위의 limit switch틀 개방하묘로서， 조

사상태를 즉시 종지시키고 방사선원올 처장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

다.

(나) 감마선 조사장치의 기하학적 배치

감마선장내 어느 한 점에서의 선량평가를 할 경우， 주변 물질에

의한 산란방사선의 영향올 최소화하여야만 올바른 선량 평가를 71
대 할 수 있다. 산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장치의 기하

합적 배치에 의한 산란선의 기여분올 반복적으로 측정 하고 평가하

여 획적의 배치를 모색하거나， 방사선산란의 영향을 최소화한 조사

장치의 배치조건이 제시되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

다. 그림 3 에는 감마션 조사장치 및 교정장치의 기하학적 빼치를

표시하였다.

기준 측정기 또는 피교정 측정기가 위치하는 교정대가 선원용기

쪽으로 접근할 경우에 선원저장용기와 충돌올 방지하기 위하여 부

확한 limit switch어l 의하여 선원과 측정기사이의 접근거리는 최소 1

m로 제한된다. 한편， 교정대를 이송시키는 교정용 bench의 rail은 뒤

쪽 벽의 전방 3 m까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원과 측정기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하더라도 측정기와 뒤쪽 벽 사이의 거리는 3 m를

유지한다. 방사선 beam의 중심 축과 바닥사이의 거리 (H)는 1.2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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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arrangement for gamma 

irradiation system.

의 간격올 유지하였고， beam의 중심 축과 측면 벽과의 거리 (S)는

-31-



1.8m를 유지하여 주변 측면으로부터의 산란방사선의 영향올 최소화

하였다. 방사선 beam의 퍼짐각은 최대 약 30。 로 평가되었다.

표 l에는 감마선조사장치의 거하학적 배치와 한국공업규격올 비

교하였다. 비 교 결과， 전체 비 교항목에 대 하여 모두 조건을 만족시

키고 있음올 알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for the arrangement between requirements of Korean
standard and the gamma irradiation system.

과℃
B(m)

L (m) H (m) S (m) 8 ( 0 )

L s 3 3 ~ L

Korean
S떠n없rd above above above above above below
(A4051-1990) 0.5 1.5 Lf2 1.2 1.5 40

Gamma
inadiation 1.0

above
3.0

bt!low
1.25 1.8

6.0 30
room

(다) Beam의 특성

감마선원에 의한 방사선 beam의 유효 면적 즉， 조사선장의 균일

성은 방사선장 중섬축의 한 점의 선량(율)에 대하여 방사선장 중심

촉에 수직인 평면상 각 지점에서의 선량(율) 비울로서 나타낸다. 한

국공업규격에 의한 방사선 beam의 균일성은 土2% 범위이하를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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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measurements values between KAERI and PNL

for gamma-ray fields.

B없m code KAERI PNL KAERI/PNL

Cs-137 14.11 R/hr 13.87 R/hr 1.0172

cc• 60 102.79 mRfhr 100 mRfhr 1.0279

chamber A3 shonka(3.6 ml) PM30(30 ml)

electrometer Keithley 35617 Keithley 617 HIQ

Cs-137 선원에 의한 유효면적은 중심축올 기준으로 비교적 양호

한 원형올 나타내고 있다. 방사선원으로부터 거리 1m에서의 유효

면적은 반경 약 7 cm정도로서 일반적인 방사선측정기의 검출부 또

는 기준기급 전리함올 교정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며， 선원으로

부터 1.5 rn 거리에서의 유효면적은 반경 약 10.5 cm 정도의 원형을

나타내고 있다. 방사선 beam의 퍼짐각도(8)는 약 8。 정도로 병가된

다.

(2) 방사선장의 상호비교 측정

고에너지 감마선장에 대하여 미국 PNL(Pacific Northwest

Laboratory)과 상호비교 측정실험올 수행하였다. 상호비교를 한 미국

의 PNL은 미국 표춘에 소급성올 갖고 있고， 미국에서의 개인피폭선

량계를 대상으로 하는 성능시험 표로그랩인 NVLAP 및 DOELA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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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ciency test를 담당하고 있는 기판이다. 양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기를 사용하여 측쩡한 결과， Cs-137의 경우 1.7% 이내로

그리고 Co-60의 경우 2.8% 이내로 일치하였다. 표 2 가 그 결과이

다.

나. 엑스선장의 제작 및 특성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준 엑스선장은 두 대의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주로 판전압 60 kV 이하의 저에너지 엑스선

장 제작용으로 최대 관전압 75 kV인 HF-75c 와 중경 엑스선용으로

MG320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현재까지도 국내 표준으로서 엑스선 빔 (beam)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미국 ANSI N13.11과 ISO 계열중 narrow 빛

wide 빔의 일부를 채작기준으로 삼았다. 기준선장의 활용면올 고려

하여 주로 개인방사선량계의 에너지 반용특성 조사용으로 관전압

150 kV 이하의 것올 사용하였으며， ANSI N13.11의 빔이 매우 넓은

에너지분포를 갖고 있음올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에너지분포의 폭이

좁은 ISO 계열의 빔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방사선 모니터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량계의 감마선에너

지에 대한 반용특성은 주로 저에너지 (100 keY 내외) 영역에서 급

격하게 변화하며 [1 ],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방사선구역내의 방사선장

특성 [2]도 주변구조물에 의한 감마선에너지의 산란에 따른 저에너지

성분올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개인선량계 성

능시험용 기준 조사빔으로 ANSI N13.11에서 사용하고 있는 빔들올

재현기푼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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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스선 조사시스템

조사실 및 초사대의 규모와 사양은 감마선 (Cs-137, Co-60)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저에너지 엑스선 발생장치의 조사구 재폐기

(beam shutter) 시스템온 공압실린더를 사용한 상하구동방식으로 자

체제작하여 부확되었으며， 개폐시간용 대략 0.1초 내외로 조사체어

시스댐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실 문의 개방시

즉시 엑스선발생 자체가 중단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다. 측정

또는 조사시 기준지점의 재현을 위하여 엑스선 빔출구 중심을 래이

저로 정렬시키고， 조사대 상부에 추를 매달아 기준기급 전리합과

피조사체가 언쩨나 동일 지점에 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에너지 엑스선발생장치는 영국 EG & G Pantak사의 3.0 kW급

HF75c이고， 중경엑스선발생장치는 Philips사의 MG320 시스템오로

청격출력은 3.2 kW급여다. 고유필터는 HF75c가 1.0 mm-Be 이고，

MCN321 tube7t 사용되는 MG320은 (2.0 mm-Be X 2) + 3.0 mm~AI

이다.

(2) 엑스선장 제작

기준 방사선밤 내 피조사지점은 그 기준으로 엑스선관 중심에서

2m 지첨으로 했으며， 선질 확인을 위한 반가충 측정위치는 기준기

급 전리함에 대한 홉수체의 산란기여분올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간

지점으로 하였다. 기준기급 전리함은 Exradin사의 Shonka typε

A3(3.6 ml)와 A4(30 ml) 공동전리합을 사용하였다. 부가필터와 반가

충 측청율 위한 홉수체는 모두 고순도 (99.9%)급의 것을 사용하였

다. 전리합내 전리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Keithley사의 전류계

(35617 programmable dosimeter) 를 아용하였으며 , 측정값에 대 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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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GPIB 를 사용하여 PC:와 연결하고 측정값

올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하였다.

Table 3. Relation between the precision unit display of MG320 and the

cut-off energy of X-ray beam produced at the various tube

currents.

Tube current
Cut-off

1.0 mA 3.0 mA 5.0 mA 10.0 mA
energy(keV)

Precision unit display

49.98 85.3 91.7 92.6 94.4

59.75 99.2 108.8 109.8 112.6

79.92 129.9 143.1 145.1 149.2

99.85 150.1 174.1 180.1 185.1

109.83 162.0 189.7 196.7 203.0
._--

119.82 172.1 205.6 215.1 221.1

149.72 204.5 253.7 267.2 276.5

엑스선 관에서 발생된 엑스션의 cut-off 에너지를 측정하여 인가

된 관전압올 확인하였다. 측정에는 저에너지 측정용 반도체검출기

(GLP32340-p, Ortec) 를 사용하였다. 검출기의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10 mm 두께의 납차폐체에 지릅 0.8 mm의 구멍을 뚫어 이

를 통과한 pencil beam만올 측정하였다. 엑스선 관의 관전압은 인가

된 관전류의 변화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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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모든 인가전압에 10.0 mA를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MG320 시스템의 경우 장비노후화와 (+)극 고전압발생기의 손상으

로 인한 수리이후에 급격한 출력강하현상이 발견되어， 일정 주기로

엑스선의 cut-off 에너지를 측정하여 조사조건올 일치시켰다. 엑스선

빔의 입자선속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엑스선관내 인가전류를 조절하

여 원하는 수준으로 조사선량올 조절할 수 있다. 전류변화에 따른

관전압의 미세변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MG320 시스텔은 고천압발생기 수려이후의 특성검사중에， 감소된

운전출력특성으로 인하여 관전류변화에 따른 관전압의 변화가 비청

상적임올 발견하였다. 관전류별 기준선장의 설정 또는 조사조건의

확립올 위하여 필요시 변화된 관전압올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엑스선장올 재현하기 전에 매번 관전류에 대한 관전압값을 측정하

여 사용하였다. MG320의 판전류변화에 따른 관전압값이 그림 4와

표 3 이고， 이 값은 (+)극 고전압발생기 수리 후에 실시한 에너지

교정이래 일정하게 퓨지되고 있다.

(가) 겨준선장의 제작방법

기준 엑스선장의 제작기준올 ANSI N13. 1l과 ISO 빔코드의 일

부로 정하고 빔의 제작올 하였다. 중경 엑스선발생장치인 MG320의

inherent filtration이 4.0 mm-Be + 3.0 mm-Al으로 비교적 두꺼운 편이

라 저에너지 엑스선 빔의 제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에너지 엑스

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inherent filtration; 1.0 mm-Be) 관전압 30

kV와 60kV의 빔올 제작하였다. ISO 빔제작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로 상이한 몰리적 사양올 갖는 엑스선발생장치에서

기준 빔올 재현하고자 할 경우 total filtration올 맞추어야 한다.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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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의 빔은 total filtration올 일치시킨 뒤 부가필터를 추가하면 기

준 빔과 동일한 빔올 얻올 수 있으나， 측정 된 total filtration이 ISO의

것을 초과할 경우 부가필터의 두께를 조절하여 기준 빔과 유사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재현기준으로 정한 ANSI N13.11과 ISO 빔 둥은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대상 기준과 유사하게 제작하

였다.

제작된 엑스선 빔의 평균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평판형 반도체

검출기를(GLP-32340-p， Ortee) 사용하였으며， 그립 5 - 7 이 측정된

에너지스펙트럼이다. cut-off 에너지측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pencil

beam 올 제작하고， 가능한 한 관전류를 최소화하여 검출기의 포화

로 인한 측정불능의 상태를 방지하였다. 관전류가 감소한 만큼의

판전압도 보상하여 측정하였다. 위탁과제로 부터 계산된 해당 겸출

기의 반용특성자료를 사용하여 unfolding올 수행한 뒤 실제 피조사

지점에서의 에너지스펙트럽올 구할 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낮은 에너지의 엑스선스펙트럽의 경우 검출효울과 콤포턴산란 둥에

의한 보정값이 서로 상쇄되고， 반도체 검출기가 갖는 우수한 분해

능으로 인하여 unfolding을 하지 않고도 개략적인 평균에너저 값올

구할 수 있다. 제작된 법의 평균에너지값은 MISO 빔만올 제외하고

는 대체로 2% 이내에서 대상 빔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피조사지점에서 정확한 에너지스펙트럼올 구하는 목적이 실효선량

계산올 위한 선량환산인자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차기 년도에 이를

수행할 것이다. 측정된 범들 중에서 M150만이 큰 차여룹 보이는 것

은， 그림 5 에서와 같여 빔자체가 가창 폭넓은 에너지영역 (very

wide beam)올 갖기 때문이며， 이 경우 unfolding이 필수적이다. 다른

종류의 스펙트럽이 비교적 유사한 값올 갖는 것은 해당 에너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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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에너지변화에 따르는 광전피이크홉수율(검출효율) 보정이 콤프

턴산란에 의한 기여분과 검출기내 이탈 에너지 성분 둥올 보청한

값과 서로 상쇄되고 있음올 의미한다.

Table 4. Some characteristics of several chamber used in calibration.

Item A3(shonka) A2(shonka) T2(spokas) NE2530/1c

wall 공기둥가물질 공기둥가물질 조직동가물칠 graphite

material (C-552) (C-552) (A-150) coating

Z/A 0.499687 0.499687 0.549031

densiη(g/cm컨 1.760 1.760 1.127

shape spherical thimble thimble cylindrical

effective
3.6 0.55 0.55 35

volume(ml)

manufacturer Exradin(미국) Exradin Exradin NE(영국)

(나) 기준기급 전리합의 교정

방사선장의 제작과 설정에 필수적인 기준기급 전리함은 측정대

상 방사선의 전 에너지영역에 걸쳐 에너지반웅도의 변화가 작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3-5%며만의 반용도변화값올 갖는 것을 사용하며，

측정대상의 기본량이 조사선량이므로 전려합의 벽물질은 공기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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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X-ray beam quality used in calibration for NE2530/1c(Q. I. =0.7)

Effective Tube Fixed H.V.L. Calibration

energy(keV) voltage(kV) 잠lter(mm) (mm) factor(R/1아IC)

35 50 8.51 Al 3.35 Al 0.9705

53 75 0.68 Cu 0.34 Cu 0.9782

88 125 2.65 Cu 1.26 Cu 0.9592

122 175 5.65 Cu 2.51 Cu 0.9454

Inherent fIl tration : 7 tmnBe + 1 lIUnAI

Chamber : NE2530/lc(35 ml)

물질로 이루어진 것올 사용한다. 한국 원차력연구소는 조사션량의

절 대측정올 위 한 자유공기 전리 합(free air ionization chamber)이 없으

므로， 2차 기준기급 전리합올 일본 전자총합연구소 Radiation

Metrology Div.에서 교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준기급 전리합의 교정

및 에너지의존성 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중경엑스선 발생장치는

HF350 형이었으며， 현지 교정올 위하여 전리함 및 전류계를 휴대운

반하였다. 기준기급으로 사용한 shonka A3 전리합 이외에 thimble

형태의 1'2, A2 전리합과 탄소박막이 벽물질인 NE (Nuclear

Enterp히se)사의 2530/1c(원통형， 35 ml) 전리함을 같이 교정하였다.

사용한 액스선은 실효에너지 30 - 122keV 였으며， 전리합당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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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선정하여 교정하였다. 표 4 가 교정대상이었던 전리합들

의 사양이다.

일본에서는 기준 엑스선장의 규격올 선칠계수를 사용하여 구분

하고 있다. 선질계수는 빔의 실효 에너지와 엑스선관 인가전압과의

비로 정의되며， 이번 교정에는 주로， 비교적 에너지 폭이 넓은 선질

계수 0.5의 것올 사용하였다. 실효 에너지 30 keY 이하의 저에너지

엑스선에 대한 교정의 경우， 일본전자총합연구소에서도측정에 따

른 보정인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수행할 수 없었다. 표 5, 6, 7 이

교청결과이다.

Table 6. X-ray beam qualities used in calibration for A3 chamber(Q .I.=0.5).

Effective Tube Fixed H.V.L.. Calibration

energy(keV) voltage(kV) filter(mm) ‘.‘，、뼈 factor(R/nC)

30
0.8684

60 1.78 Al 2.27 Al
(B.C.:0.9627)*

49 100 0.20 Cu 0.28 cu 0.8725

76 150 0.68 Cu 0.90 cu 0.9016

100
0.9168

200 1.19 Cu 1.68 cu
(B.C.:0.9316)*

*B.C.:Buildup cap fitted

Inherent filσation : 7 mmBe + 1 nunAI

Chamber : A3 shonka(3.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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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X-ray beam qualities used in calibration for T2 and A2 chamber

(Q .I .=O.5).

Effective Tube Fixed H.V.L. Calibration

energy(keV) voltage(kV) filter(mm) (mm) factor(R/nC)

30
A2 : 6.163

60 1.78 Al 2.27 Al
’T2 : 8.502

A2 : 5.976
100 200 1.19 Cu 1.68 Cu

1'2 :6.234

Inherent filtration : 7 mmBe + 1 mmAI

α1amber : A2 shonka, T2 spokas(0.55 ml)

(다) ANSI N13.11의 엑스선장 제작

미국 개인선량계 성능평가시험용 겨준 방사선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5개의 빔코드와 유사한 선질올 제작하였다. 표 8 의 평균에너

지를 비교하면， M150을 제외한 모든 빔이 재현대상의 선질과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M150의 경우는 가장 에너지분포영역이 넓은

것으로， unfolding올 수행한다면 다른 범들보다도 큰 폭으로 보정되

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ANSI NI3.!1에서 권고하는 빔의 재현조건은

반가충 값이 5% 이내에 들고 균일성이 10%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작된 범은 ANSI NI3.1!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

는 별도로 기술한 머 국 PNL(Pacific Northwest Laboratory)과의 상호

비교 측정결과를 통하여 재현된 선질여 ANSI N13.11의 것과 유사

하다는 것올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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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SO 계열 엑스선장 제작

ISO에서 정한 빔규격은 크게 4종류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Table 8. Comparison of X-ray beam qualities between KAERI and ANS I.

KAERI ANSI

범코드
부가필터 1st HVL 빔균일 Eave. 부가펼터 1st HVL 법균일 Eave.

(mm) (mm) 성(%) (keV) (‘t‘빼 (mm) 성(%) (keV)

M30 0.374Al 0.36AI 63.4 18.88 0.5AI 0.36AI 64 20

M60 1.653Al 1.678AI 68.8 34.91 1.51AI 1.68AI 68 34

Ml00 1.002AI 5.00AI 74.4 54.79 5.0AI 5.03AI 73 51

0.303Cu+
0.67Cu 65.0 77.78

5.0AI + 0.67Cu*
62 70M150

0.996AI 0.25Cu

1.60Sn +
1.51Sn+

H150 2.4Cu 94.0 117.0 4.OCu+ 2.5Cu* 95 117
3.7l8Cu

4.OAI

Inherent filtration

HF75c: 1.0 mmBe(30.60 kV)

MG320: 4.0 nunBe + 3.0 nunAI

*from NBS special publication 250-16 (3)

M30 : 1.0 lJunBe

M60 - H150 : 3.0 mmBe

방사선방어측면에서 선량계 또는 측정기기 교정용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naπow 와 wide 계열의 엑스선장올 제작하였다. 엑스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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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의 폭으로 분류한다면， naπow 빔은 분해능이 27 - 37%의

것으로 wide 범은 48 - 57%의 것으로 각각 구분한다. ISO 빔의 경

우에서도 ANSI N13.l 1 의 선질 비교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에서와 같이 관전압 150 kV의 narrow 빔의 경우를 제외

하고 2% 이내에서 재현대상 빔과 모두 일치하고 있다. 판전압 150

kV, narrow의 경우， 측정된 반가층 및 법균일성올 재현대상의 ISO

빔과 비교하고， ISO에서 제안하고 있는 +5% 이내의 평균에너지 편

차와 분해농이 +15% 아내로 빔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올

감안하면 유사한 빔이라 할 수 었다. 명판형 검출기의 에너지 반용

특성으로부터 측정소펙트랩올 unfolding 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선질

특성올 규명할 수 있올 것이다. 표 9, 10 에 제작된 ISO 빔올 거준

대상 빔과 비교하였다.

(3) PNL과의 선장 상호비 교 측정

제작된 ANSI NI3.11에서의 엑스선 빔올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1차 표준에 소급성올 핫는 PNL의 전리합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

준기급 전리합올 사용하여 상호비교 측정실험올 수행하였다. PNL은

미국내 개인선량계 성능시험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 선장의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통일 선장으로 시험기준올 준비종에 있

는 국내의 실정올 감안하여 제작된 선질올 평가하기 위하여 PNL의

transfiεr chamber와 전류측정시스댐으로 측정올 하였다.

표 11 에서 와 같이 MIOO, M150, H150이 1.24% 이내 로 잘 일치

하고 있었으며， M60이 3.6% 의 차이틀， 그리고 M30이 1 1.9% 의 차이

를 보였다. M30의 경우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언 것은 해당 범특성

에 맞는 적절한 전리합 교정인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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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X-ray beam qualities between KAERI and ISO

(narrow series).

KAERI ISO
관전압

(kV) 부가펼터 1st HVL 빔균일성 Eave. 부가필터 1st HVL 빔균일성 Eave.

(mm) (mm) (%) (keV) (Imn) 뼈 (%) (keV)

@
4.054Al+

0.24Cu 92.3 48.05 0.6Cu 0.24CU 92.3 48
‘ O.6Cu

80 1.97Cu 0.54Cu 94.7 63.97 2.0Cu 0.58Cu 93.5 65

100 S.OCu 1.09Cu 93.9 82.34 5.OCu 1.11Cu 94.8 83

0.976Sn+
96.5

1.0So + 1.71Cu
96.6 100120 1.65Cu 99.33

S.OCu 5.OCu

150 2.50Sn 2.33Cu 95.9 113.8 2.5Sn 2.36Cu 95.5 118

Inherent filtration

HF75c: 1.0 mmBe(30,60 kV)

MG320: 4.0 mmBe + 3.0 mmAI

ISO : 4.0 mm Al eq. at 60 kV

정시점에서 PNL은 물론이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사 평균에너지가

20 keY 근처의 선질에 대한 교정인차를 갖고 있자 못한 실정이었

다. 저에너지 엑스선(M30 포함) 빔에 대한 정확한 선량측정에는 아

직도 불확정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준선장의 제작 및 조사

기관에서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M30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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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비교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제작된 ANSI N13.11의 엑스션

장으로 개인선량계 또는 방사선관리용 모니터링 장비를 대상으로

성눔시험검사용 기준 션장의 조사와 교정검사 둥올 할 수 있다.

Table 10. Comparison of X-ray beam qualities between KAERI and ISO

(wide series).

KAERI ISO
관전압

(kV) 부가훨터 1st HVL 빙균일 Eave. 부가필터 Is‘ HVL 범균얼 Eave.

(mm) (mm) 성(%) (keY) 빼 (.run) 성(%) (keV)

60
4.054Al+

0.186Cu 85.3 43.84 0.3Cu 0.1 8CU 85.7 45
0.3Cu

80 0.5Cu 0.35Cu· 77.8 55.40 0.5Cu 0.35Cu 79.5 58

110 1.97Cu 0.93Cu 89.4 78.50 2.0Cu 0.96Cu 86.5 79

150 0.976Sn 1.79Cu 87.3 102.61 1.0Sn 1.86Cu 88.6 104

Inherent filtration

HF75c: 1.0 mmBe(30.60 kV)

MG320: 4.0 mmBe + 3.0 mmAl

ISO : 4.0 mm Aleq. at 60 kV

(4) 엑스션조사용 기준 선질의 결정

본 연구에서 제작.재현한 엑스선장은 평균 에너지 120 keY 이하

의 것으로 주로 개인선량계와 저에너지 감마선원(또는 엑스선 측청)

모니터링용 측정기기기 풍의 감마선에너지 반용특성을 조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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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 선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작된 기준 선장의 조사특성올

표 12 에 요약하였다 [4].

Table 11. Comparison of the measurement values between KAERI and PNL

for photon fields.

Beam code KAERI PNL KAERI/PNL

M30 1,468.55 mR/min 1,313 mR/hr 1.1181

M60 1,563.69 mR/min 1,510 mR/min 1.0356

'MI00 470.44 mR/min 468 mR/mi l1 1.0052

M150 630.71 mR/min 623 mR/min 1.0124

H150 54.92 mR/mil1 54.5 mR/min 1.0076

chamber A3 shon않(3.6 ml) PM30(30 ml)

electrometer Keithley 35617 Keithley 617 HIQ

엑스선의 선질특성중의 하나언 에너지스펙트럽의 폭올 갖고 분

류하는 ISO 방식에 의하면， ANSI N13.11에서 사용하는 M계열의 엑

스선 빔은 에너지분포 폭이 ISO narrow 계열의 3-4배， 그리고 wide

계열의 2배 이상의 값올 갖는 매우 폭넓은(broad) 빔이다[5]. 따라서

ANSI N13.l 1 에서의 엑스선 빔은 주로 고선량조사가 이루어지는 방

사선 치료계통에서 사용하는 선량계 또는 모니터령 장비 퉁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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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용조사와 교정검사 풍에 활용하는 선질이다[6]. ANSI의 RI50과

ISO narrow 계열의 선질은 방사선 방어측면에서 기준 조사선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개인선량계를 비롯하여 각종 방사선

측정기기의 에너지반웅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단일

에너지 선원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형광 엑스선

율 이용한 기준 선장의 제착도 필요하다. 단일에너지 선원올 사용

하여 구한 측정기의 에너지 반용특성자료는 특히 저에너지(100 keY

내외) 감마선영역에서 선량측정과 명가를 위한 알고리즘의 개선과

개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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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xposure characteristics of several X-ray beams used in

KAERI.

Beam code Resolution(%) Eave.(keV) Exposure

measure ref.* measure ref** rate(R/min)

M30 74 19 20 1.31

M60 102 - 35 34 1.51

M100 93 - 55 51 0.47

M150 116 - 78 70 0.62

H150 36 117 117 0.05

IS060-narrow 35 36 48 48 0.031

IS080 30 32 63 65 0.067

IS0100 25 28 81 83 0.039

IS0120 26 27 97 100 0.047

IS0150 34 37 114 118 0.369

IS06D-wide 48 48 45 45 0.091

IS080 53 55 55 58 0.909

ISOI 1O 50 51 78 79 0.690

IS0150 54 56 103 104 1.771

*resolution da뻐 from ref.[4]

**Eave. data 잔。ID ref. [5,6]

***Exposure condition: 2m 잔OlD tube, 10.0 mA(tube current)

Beam Dia.: 20 - 30 cm

-M30,M60.IS060(narrow) and IS060(wide): HF75c

-Beam above 60 kV: MG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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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타선장

가. 베타조사장치

중장기연구 2차년도에 설치가 완료된 기준 베타선장은 독일의

Buchler사로 부터 도입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

다.

- source container

- 4 beta source

- source handling tool

- irradiation bench

- shutter control desk

- 3 beam flattening filters

- spacer, 20cm

- spacer, 30cm

나. PTB BSS 선원 및 필터 사양

PTB 2차베타 기준선원은 조직표면 및 깊이에 따른 홉수선량으로

선량계를 교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베타선원의 평균에너지는 60

- 800 keV 까지의 범 위를 가지도록 Pm-147, Tl-204, S다Y-90의 세

가지 선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원의 사용에 있어 Sr/Y-90 1,850

MBq 를 제외한 모든 선원은 10 em 거리에 빔의 균질성올 유지하

기 위한 "beam flattεning filter" 를 사용하고 있다. PTB BSS 선원 및

beam flattening 윈iter의 사양은 표 13 에 정 리 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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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wruna.ry of PTa beta secondary standard.

so따ce 양pe ? 3 4

Radionuclide Pm-147 끼-204 SrfY-90

T1J2 (yr) 2.62+0.02 3.78±0.04 28.5±0.8

EMu (MeV) 0.225 0.763 0.546+2.274 ,

Eavg (MeV) 0.06 0.24 0.8

Nominal activity
518 18.5 74 1850

(MB여
Thickness of

inactive silver
50±55±1 20±3

foil ’window’

(mgJcm2
)

Filter mate더al Hostaphan -

1 disc of 1 disc of 3

5cm radius 4cm radius concentrtc

and 100lJ1n and 50 l..1In discs each

thickness thickness 1901.l1n

Filter dimensions with a hole plus 1 disc thick and -

。f O.975cm 。f 2.75cm radii of 2,

radius in radius and 3 and Scm

center 190um

thickness

다. 조사선량율 계산

PTB 2차 베타표준선원은 1.0 g/cm
3
의 밀도를 가진 조직둥가

phantom 표면에서의 cavity 홉수선량율 De(O)로 교정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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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y 홉수선량율은 조직퉁가물질로 둘러싸인 cavity에서의 선량울

올 의 미하며 이 cavity는 공기로 충진된다. phantom표면에서의 tissue

홉수선량율 D‘(0)는， 동일 위치에서의 cavity 흡수선량윷 De(O)과

tissue와 air에 서 의 mass stopping power의 비율인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때 mass stopping power는 전자션속밀도의 에너지 스펙

트럽에 따라 평균하여 사용한다. 또한 베타선원의 선량슐 교정올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인자들 이외에 투과인자 T(d)가 사용되며， 이

것은 tissue 표면과 tissue내 일정 깊이에서의 cavity 홉수선량율의 비

로 정의된다. 즉 T(d)=De(d)/Dc(O) 이다. 여기서 k<J 의 값은 거의 일

정하므로 T(d) 값은 조직홉수선량율의 비 D.(d)/D.(O) 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ass 조사기에 사용되는 베타선원의 선량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

며， 각 선원에 대한 기준선량율 및 교정기준일은 표 14 와 같다.

Dg. pφ.d = Dg.d=o X T(d)

D g•d = Dg.P,b.d X K, x K p X K h

Dg ,d = effective absorbed dose ratε at the soft tissue depth of d

Dg,ptb,d = absorbed dose rate at the soft tissue depth of d under

standard

Dg ,d=o =absorbed dose rate on the surface of soft tissue under

standard

T(d) = transmission factor for the depth of d in soft tissue

K‘, Kp, Kb = correction factor for time difference,

pressur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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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Absorbed dose rate on the surface of soft tissue under standard

condition and reference date of PTB BSS.

Source
Activity Cali. distance Dg,d-O

Reference date
(MBq) (cm) (I.tGy/sec)

Pm-147 3/17/93 518 20 0.358

TI-204 3/17/93 18.5 30 0.263

Sr{Y~90 3/18/93 74 30 2.841

3/25/93 11 566.3

Sr{Y-90 3/23/93 1850 30 78.27

3/23/93 50 28.00

각 선원에 대한 transmission factor는 표 15 - 18 에 정 리 된 바와

같으며， 조사시셜의 온 · 습도 환경이 다음의 조건올 유지하는 경우，

각 선원별 죠사환경에 대한 correction factor 및 이의 적용에 따른

오차는 표 19 에 제시되어 있다.

CD Temperature T = 291 - 295 (K)

® Relative humidity r = 0 - 100 (%)

® Pressure to temperature ratio pIT = 0.340 - 0.350 (kPa/K)

어상과 같용 절차에 의해 본 연구의 실험 목적에 적합한 선원의

선량율올 도출하였으며 최근의 교정거리에 따른 홉수선량윷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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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Transmission factor T(d) of Pm-147.

Depth d (Imn) Transmission factor T(d)

0.00 1.00

0.02 0.62

0.04 0.40

0.05 0.32

0.07 0.18

0.10 0.08

20 에 체시된 바와 같다;

라. 조사절차

PTB 베타조사장치의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용하고자 하는 선원의 조사선량윷을 계산하고 조사시간올

결정한다.

(나) BSS 조사기의 전원스위치를 on 시킨다.

(다) 선원과 피조사체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고 spacer를 이용하여

거리를 조정한다.

{라) 펴조사체를 설치한다.

(마) beam flattening filter를 설 치 한다.

여찌



Table 16. Transmission factor T(d) of TI-204.

Depth d (mm) Transmission factor T(d)

0.00 1.00

0.02 1.00

0.04 1.00

0.05 0.99

0.07 0.98

0.10 0.94

0.2 0.81

(바) source handling tool올 이 용하여 선원을 설치 한다.

(사) conσ01 pannel에 조사시간올 입력하고 start 버튼올 눌러 조사

를 시작한다.

(아) preset time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셔터가 닫힌다.

(자) 조사가 완료되면 handling tool올 이용하여 선원올 container

에 저장한다.

(차) beam flattening filter를 제 거 한다.

(카} 펴조사체를 회수하고 control pannel의 전원올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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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Transmission factor T(d) of SrlY-90 (74MB이.

Depth d (mm) Transmission factor T(d)

0.00 1.000

0.02 1.011

0.04 1.025

0.05 1.031

0.07 1.042

0.10 1‘ 054

0.20 1.086

0.50 1.116

1.0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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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Trnnsmission factor T(d) of Sr/Y-90 (1.85GBq).

Transmission factor T(d)
Depth d (mm)

llem 30cm 50cm

0.00 1.000 1.000 1.000

0.02 1.027 1.021 1.016

0.04 1.043 1.034 1.028

0.05 1.052 1.042 1.035

0.07 1.068 1.054 1.046

0.10 1.090 1.070 1.060

0.20 1.145 1. 119 1.098

0.50 1.202 1.160 1. 121

1.00 1.147 1.1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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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Environmental correction factor and relative errors.

Source K 1 K p Kh

Pm-147 exp(-7248 X104 X tdifr). 95.4exp(-13.2p，π')±0.005 1.02exp(-0.0437r) ± 0.005

π-204 exp(-5.024 X 10-4 Xturr) 1.000±0.0015 1.000 + 0.0005

Srty-90 exp(-6.660X lO-s X μiff) 1.000 ± 0.0005 1.000 + 0.0005

\lirr ... time indicated in days between reference date of PTB report and date

of measur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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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Nomi따r tissue absorbed dose rates for PTB beta secondary

standard at KAERI.

Calibration
Specific Tissue Dose Rate (UGy/see)

Source Distance
at a Depth of d (mg/em2

)

(em)
d = 0 d = 7 d = 20 d = 100

1 e47pm) 20
2.666x 10, 2 4.798 X 10-2

(0.07)**
-

(0.07)
-

2 (:lOtπ) 30
2.191 X 10-1 2.147 X 10-1 1.775 X 10-1

(0.004) (0.004)
-

(0.004)

3 (90Sr:9Oy) 30
2.773 2.889 3.011 2.917

(0.004) (0.004) (0.004) (0.004)

4 (9OSr:90y) 11
5.527 X 102 5.903 X 102 6.329 X 102 6.340 X 102

(0.004) (0.004) (0.004) (0.004)

4 (90Sr:90y) 30
76.37 81.57 87 .45 87.60

(0.004) (0.004) (0.004) (0.004)

4 (90Sr:90Y) 50
27.33 28.59 30.01 28.78

(0.004) (0.004) (0.004) (0.004)

• PTB certification applies to evaluate d∞e rates, not source activities.

..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the relative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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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성자선장

국내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중성자선원의 사용증가와， 원차력발

전소의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피폭선

량 평가시 중성차 선량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당 연

구소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다목적연구로를 가동할 예정이어서 작

업구역 내의 충성자선량 측정자료에 대한 결과 해석이 중요한 과제

로 되어 었다.

중성차선원의 발생방식은 크게 방사성핵종， 연구용 원차로의

Beam Port, 그리고 Van de Graff.으로 나눌 수 있다. 이툴에는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중성자 만올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마

선도 함께 방출한다. 따라서 중성자 검출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적

신호를 해석하고 물라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있

어야 하고 정밀한 측정기기들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원자력 및 핵

물리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 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올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유이다.

기준중성자장올 만든다는 것은 교정실 안에서 중성자 측정기기

의 거동올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올 말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이론 및 실험에 대한 연구가 병행하여 진행된다. 지난 년도 까지

수행한 중성자교정실 기반시설 확보와 교정 및 보정인자에 대한 이

론적 산청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이들의 실험적 검증 빛 교정절차

확립올 중심오로 수행하였다. ISO에서 권고하는 기준급 교정용벤치

를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올 한 후， 자체 제작한 Long Counter에

계수 회로를 구성하여 혼합선장에서 감마선 대 중성자 분리 계수

방법 및 중성자 측정기기의 운전변수 결정가술올 개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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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를 사용하여， 기준중성자장올 만들기 위한 모텔올 만들고 특

성평가를 수행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성자교정실에서의 각 교정 및 보정인자에

대한 실험적 검중올 수행하여 기준중성자장율 완성하고 평가하였

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일반산업체에서 쏘이고 있는 방사선방어

목척의 중성자측정기기에 대한 교정절차를 확립하여 교정업무에 적

용하였다.

한편， 산란기여분에 대한 실험적 산정에서는 ISO/NISl‘방법에 의

하여서도 값올 구하여 비교평가하였다.

가. 중성자선장의 확립

(1) 교정용벤치의 제작 설치

교정용벤치는 조사 대상이 되는 중성자 측정기기가 정렬축 선상

에서 원격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선원과 계측기 사아의 거리 및

각도를 측정할 수 었는 장치이다.

기기들온 교청대 2대， 교청대를 명행 축선상에서 이동 시킬 수

있는 수평 이동장치， 요원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

그리고 교정대에 중량물올 오르고 내렬 수 있는 중량물 운반 장치

로 구성된다.

교정대 l 대는 중성자교정실 밖 복도에서 원격으로 이동 및 거

리 측청올 할 수 있는 l 대논 보조용으로서 수동으로 조작된다. 교

정대의 높이 방향 이송거리는 최대 50 em으로서 Long Counter,

Shadow Cone올 포함한 모든 교정대상이 되는 중성자 측정기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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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 중성자선원 중심과 평형하게 정렬시킬 수 있다.

수평이동장치의 구동 및 거리 측정은 원격으로 자동거리 측정기

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데 거리의 정의를 Cf-252선원의 중심과 .앞

교정대의앞면으로 하였다. 최대 이송거리는 370 em이나， 동일 조건

에서 초사시험올 할 수 있는 거리는 30 em에서 240 em 까지이다.현

재 원점은 320.000 mm로 설정되어 있는데， 버어니어캘리퍼스로 검

중한 오차는 土0.100 mm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교정이 이루어 지

는 1 m 지점에서의 오차는 +0.01% 이다. 한편， 수명이동장치 우흑

레일 하단에 참고 자를 이 원점에 맞추어서 부착하여 빼쇄회로 텔

레비전으로 자동거리측정기의 지시치를 확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량물 운반장치는 조사시험 대상이 되는 각종 중성자 측정기기

의 중량올 고려하여 최대 적재 부하용량올 500 kg으로 설계체작하

였다. 교정대 및 작업대의 구조재는 중성자에 대하여 가장 반옹이

적온 금속인 6061-T6 알루미늄합금올 사용하여， 교정실내 구조재에

의한 중성자 선량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퉁방성교정인자가 적용되는 선원 중심과 계측기 중심 사이의

평행선 정렬은 He-Ne Laser의 빔을 사용하여 수햄된다.

금년도에 방사선용용연구동의 마감 공사가 완료 됨 에 따라 중성

자교정실에서도 건물 설계도면에서 세부적으로 변경된 치수를 결정

할 수 있었다. 실측한 치수는 천정고가 580 em , 폭이 552 em , 문

쪽의 두 개의 차폐벽을 제외한 유효길이가 788 em이다. 그리고 출

입문 방향 2 개의 차폐벽의 두께는 21 em 이다.

이상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교정용 벤치 제작설치가 완

료된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성자교정실의 사진올 사진 1.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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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의 버둥방성교정인자

φ 중성자선원의 비둥방성교정인자

Cf203영역에서의 Cf-252중성자는 거의 둥방성올 찾지만 이 선원

은 자발핵분열로 인한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올 막고 가상사고에 대

비한 안전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밀봉올 하여야만 한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Cf-252 중성자선원은 Savannah River SR-Cf-lOO 계 열의 선

원이다.

Cf203영역에서 방출된 중성자는 밀봉올 통과하는 동안에 산란과

포획 둥의 반웅 과정올 거치게 되므로 선속밀도 분포는 사전에 점

선원으로 가정한 둥방성에서 이탈한 값올 갖게 된다. 이에 대한 영

향올 중성자교정에서는 비둥방성교정인자 F I( f) )로 보정올 하게 된

다. 이 교정인자는 360~ .전 영역에서 평균한 선속밀도 (φiso) 에 대한

어떤 작에서의 선속빌도의 비， 즉 φlφiso로서 정의가 된다. 아 각

운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성자교정실의 선원중심올 지나는 높이 방향

축(Z)과 방위축 (Y) 사이의 각으로서 정의한다.

~ 평가

Monte Carlo Neutron and Photon transport code (MCNP)는 [7] ， 미 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 서 개발한 것 인 데， 본 FI 산청의

모든 계산에 사용하였고， 연속에너지인 ENDFfB-V의 중성자와 감마

생산 단면적 라이브러리인 BMCCS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이 중성자선량이므로 선원 방출 광자와 중성자 방사화 방출 광자에

대하여서는 모의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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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양은 거리의 합수로서의 어느 특정 지점에서의 중성차 선속밀

도이다. 통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Last-flight estimators를 사용

하였는데 이는 임의의 축에 대하여 대칭성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계산된 모든 중성자 스펙트럽은 54 에너지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에너지군 구조는 Cf-252중성자 스펙트럽에 대하여 ISO Standard

8529에서 제안하고 있는 52 에너지군을 포합하고 있고， 이는 IAEA

Report 180과도 부합하고 있다[8 ， 10]. 추가로 고려된 에너지 군은

0.001 E-6 MeV와 0.0414E-6 MeV사이 , 그리 고 O.02MeV와 O.04MeV

사이의 본래외 에너지 군올 반으로 나눈 것이다.

Cf203영역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럽 측정은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맥스웰 분포로 하였올 때에 가장 잘 일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9]. 이 순수 맥스웰 분포에 매개변수 kT = 1.42

MeV로 사용할 것을 ISO Standard 8529에서는 권고하고 있고， 본 연

구에서도 이 값올 채택하였다[17].

3 몬테차를로 모의 및 결과

전산모의의 주된 관심사는 밀봉에 대한 기하학적 모텔과 핵종

성분에 대한 타당성 있는 구성이며 이에 대한 기하학적 구성은

MCNP Code의 연산자들올 사용하여 입력자료를 작성하였다. 한국원

자력연구소 Cf-252선원은 Cf-252에 대 한 l차 밀 봉， 2차 밀 봉인

SR-Cf-l00, 그리고 선원 지지체인 SR-Cf-1273의 3차 밀봉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모델링은 선원제작사의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는데， ‘92년도 과제에서 수행한 선속멀도 대 선량당량 환산

인자 산정에서의 모델링과 동일하묘로 본 보고서에서 다시 기술하

지는 않는다[11]. 단지， 환산인자 산정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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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량이 어느 지점에서의 에너지 스펙트럽이나 이 비동방성 교정인

자 산정에서는 선속밀도이다.

l차 및 2차 밀봉에 대하여 앞서 논의한 방법￡로 구한 비둥방성

교정언자는 F.= 1.037 (B =90 c ，통계오차 : 0.1 %)이다. 여기서 구한

선속밀도 대 선량당량 환산인자와 명균 에너지를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원의 밀봉과 같은 방식의 SR-Cf-l00 계열 선원인 미국 Pacific

Northwest Laboratory (PNL)에 서 의 [12] 1 차， 2차 빌봉에 대 한 평가결

과와 비교하면， PNL에서는 F .= 1.035 (B =90 C ) 평가되었다. 그런데

모텔링올 상호비교하여 보면， PNL에서는 2차 멀봉이 Zr-2로 제작되

어 있는 반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304L Stainless steel로 제작

되어 있고， Cf20 3 영역에서 PNL 모텔령에서는 점선원으로 가정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체적선원으로 실제 제작 조건이 입력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올 고려하여， 1차 및 2차 밀봉 전산모의에서 구한 값

온 PNL에서의 산정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3차 밀봉에 대하여 앞서 서술한 방법으로 비퉁방성교정인차로서

F 1= 1.037 (8 =90 C ，통계오차 : +0.1%)올 산정 하였다. 단위 선속밀

도로 정규화한 50 em 거리에서의 선원중심 선속밀도 분포를 그립 8

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상단과 하단에 심하게 왜곡이 되는 부분

은 Teflon 링에 중성자 홉수 단면적이 큰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Cf-252선원이 조사시에 위치하는 전송관이 비둥방성교정인자에

마치는 영향도 고려하였다. 3차 빌봉 선원인 한국원차력연구소의

비감속 Cf-252선원(SR-Cf-1273)은 차폐된 선원저장고로 부터 조사위

치로 전송관 내에서 압축공기에 의하여 이송된다. 7075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이 전송관은 길이가 약 2.4 m이다. 이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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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령도 ‘92년도 과제에서와 통일하다[ 11]. 전송관은 선원 중심으로

부터 단지 30 em만 고려 하였고 전송관 상단의 Suction cup은 생략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산란보정인자 산정에서 고려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선속밀도 감쇄는 0.1%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둥방성교정인자에서 통계오차 0.1% 증가를 가져온다. 즉， F
1= 1.061 8 =90 。 에서 통계오차 : +0.2%가 된다.

(3) 기하학적 보정인차

CD 명면-평행 중성자선속밀도와 기하학적보정인자 [13]

기하학적 크기흘 갖는 감속체를 사용하는 중성자 측정기기의 교

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ICRP Publication 21에서 [9] 이상적

인 방사선방어 목적의 측정기기를 평면-평행 입사속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명면-평행 입사속은 좁은 조준 장치룹 인위적으

로 만틀어서 사용하기 전에는 실험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방사성 핵종올 사용하는 교정에 있어서는 중성차 선원윤 어느

거리 이상에서는 점 선원요로 묘사하여 사용한다. 산란효과를 줄이

거나 선원의 중성자방출율이 낮은 경우에서는 선원과 기기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서 교정이 이루어 진다. 이 상황에서

는 중성자선속밀도는 보다 강하게 분산되고 계측기의 표면에서 비

균질 분포를 갖는다.

따라서 교정에서의 선원과 계측기 사이의 기하학적인 관계의 반

용이 평면-평행 입사속과의 반옹이 어떠환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

는 작업은 중요한 점이 된다.

먼저， 자유공간에서 접선원에서 방출하는 중성자가 점선원으로

묘사할 수 있는 중성차 계측기에 조사된다고 가정하딴， 거리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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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에 기록되는 입자의 수， M(D)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M(α=-휴?C (3)

여기서， B = 선원의 중성자 방출윷

E = 계측기의 스펙트럼 평균 효율

거리 01과 O2에서의 계측기 계수치의 비율은

다옴 식으로 유도된다.

M(D1) (D1)2

M(D2) - (D
2

)2

식 (3)올 사용하여

(4)

위 식의 관계는 거리 01과 D2에 버교하여 선원과 계측기의 크기

를 무시할 수 있는 점선원과 점 계측기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그러

나 실제적으로는 선원과 계측기가 기하학적 크기를 갖으므로 이러

한 크기의 영향에 의한 역제곱법칙에서의 이탈율올 아는 것은 중성

자 교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선원과 계측기의 유한한 기하학적 크기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온 식 (4)에 기하학적 보정인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Fg는 선원 중심

과 계측기 중심 사이의 거리 D의 함수로 가정하면， 역제곱 법칙은

다읍 식으로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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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Dl )2 Fg(D 1)

짜킬y= τ될큐 Fg(D2)
(5)

여기서 한계조건은 거리 D가 무한대에 접근할 때애 Fg = 1 이다.

여기서 합수 Fg(D)를 다음 식￡로 유도할 수 있다.

M(D)D?
F화D1) = lim “ ι

F→∞

(6)

기하학적 조건올 고려하여 M(D)에 대한 완벽한 계산은 일반적으

로 몬테차를로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나， 이 방법에는 D의 함수로서

M(D)를 넓은 영역에 걸쳐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계측

기 계수치 M(D)가 제 I차 반용 수에만 비례한다고 가정올 하면，

M(D) = Ml(D)x (상수) (7)

여 71서 M1(D)은 계측기 체적 내에서 선원과 계측기 사이에서 이

루서 지는 공간각에 직접 틀어 오는 중성자가 첫 번째 반웅올 일으

키는 수이다. 여 가정은 기체충진 비례계수기에서는 실체적으로 만

족하는데， 그 이유는 제2차 입자의 반용 확률윤 거의 0이기 때문이

다. 이 조건이 적용 가능한 계측기는 전 영역 에너지 첨두에 해당

하는 펄스 만올 계수하는 NaI(Tl) 섬광검출기이다. NaI(Tl) 섬광검출

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전 영역 첨두는 광전효과의 단일 반용에 의해

서 현저하게 달성되고 다중 충돌에 기인하여 이러한 반옹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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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수식 (7)의 근사를 수식 (6)에 대입하면

기하학적보정인자는 다음으로 된다.

M(D)D')
Fg(DI ) = lim ~~ ι

←·∞

(8)

입사중성자의 에너지 E가 단일 에너지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반

용의 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IeD) = Bcd(D, E)cg( D) (9)

여 기서 , Ed(D,E) = the detector efficiency for the spectrum-averaged

neutron energy E

Eg(D) = the geometrical efficiency as a function of D

수식 (7)올 수식 (6)에 대입하면， 몬테카를로 방법이 아닌 순수하

게 해석적인 방법으로 기하학적보정인자를 다음과 같아 정의할 수

있다.

cd(D, E)ε'g( D)D2Fg( D) = Ii
fJ밍 cd(t, E)E，파 에 t2

® Axton의 근사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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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0)식에 대하여 Axton은 직접적인 기하학적인 검토를 거쳐

중앙에 작은 열중성자검출기가 있는 구형 감속체의 중성자측정기기

에 대하여 점선원 풍성자선원에서의 반옹은 구의 중앙 점에서의 선

속밀도로 정규화 할 수 있음올 보였다. 즉， Axton이 제시한 기학학

적 보정인자는 다음 식(1 1)로 주어진다

Fg(D) = 1+oY2 /4If

여기서， r; 감속체의 반경

D; 선원 중심과 계측기 중심 사이의 거려

6 ; a fitting factor

(11)

이러한 방식￡로 얻어지는 측정된 반응은 명면-평행 입사속에서

와 같다. r2/4D2
항은 평면-평행 입사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로

감속체로 틀어오는 중성자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선속밀도는 구의

중심점의 위치와 연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추가 중성자는 대부분 구의 표면에 입사하고 인자 6는 계측

기 반용에서 생산되는 추가 중성자의 상대적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아 8는 감속체의 크기， 중성자 에너지， 선원과 중성자측정

기기 사이의 거리에 종속한다.

원칙적으로 선원과 계측기 사이의 거리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측

정올 통하여 여 관계를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농하다. 이 측

정에서는 불감시간 보정， 공기에 의한 산란 기여분 및 벽면에 의한

산란기여분 퉁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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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에서는 실제적으로 Shadow cone에 의한 산란기여분 산정이

불가능하다.

나. KAERI Long Counter 특성 실험

Long Counter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그 반용합

수가 중성자에너지에 대하여 가장 균일한 분포를 갖기 때문에 중성

장의 특성올 해석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당 소에서는 1991년

도에 설계 및 제작한 Long Counter롤 금년도 중장기 과제 기간에

관련 계수 계통올 구성하여 선규 제작한 Cf-252 중성자장의 특성올

해석하고， 장차 신규 개발 중성자 측정기기의 운전 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성농시험올 수행하였다.

(1) 실험장치의 구성

(가) 한국원자력연구소 Long Counter

Long Counter는 다른 중성자 계측기틀에 비하여 중성자 검출에서

의 높은 민감성， 중성자에너지에 대하여 거의 균일한 반옹성， 장기

간에 걸쳐서 높은 안정성 그리고 감마선에 대하여 우수한 구별성

풍의 장점올 갖고 있기 때문에 속중성자를 검출하고 선장을 평가

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중성자장은 원자력발전

소 작업구역에서의 선장 만이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가속기시설

및 의료용 중성자 이용 장치 까지도 포함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Long Counter는 1991년도에 기본과제로서 설

계 및 제작올 수행하였고 금년도 중장기 과제에 의하여 중성자교정

살 교정용 벤치가 설치 되었으므로 관련 계통올 구성하여 특성 실

험올 수행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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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 연구소의 Long Counter는 미 국 PNL(Nationa1 Physical

Laboratory)에서 1976년도에 J. De Pangher의 Long Counter를 개 량하

여 제작한 것올 복제한 것으로서 설계도면을 그림 9 에 보였다. 그

런데 당소의 Long Counter는 교정실의 Cf-252선원의 중성자방출율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Check Source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PNL의 것에서 Check Source Holder를 삭제하였다.

선원의 중심과 Long Counter와 이루어지는 공간각올 이루는 것은

Long Counter의 앞면요로서 이의 직경은 20.3 cm이고 면적은

323.655 cm2
으로서 앞의 항에서 언급한 Geometrical Efficiency를 의

미한다.

그림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길이가 40 cm인 BF3검출기가

원통형 순수 폴리에틸렌 감속채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검출

기 중심 축과 평행하게 입사하는 단일 방향 중성자 선속밀도 측정

에 적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속중성자는 감속재 앞면에 입사하여

입사 에너지에 따라 투과 분포를 갖으면서 일부가 열중성자화 된

다. 앞면과 순수 폴리에틸렌 뒷면의 카드물판은 O.lcm의 두께로 제

작되었는데 선원아나 산란되어 입사되는 열중성자가 폴리에틸렌에

합유된 수소와 반옹하여 검출기에서 생성되는 펄스 중의 잡음에 의

한 것올 최소화 하고， 감속재의 감속성능올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에 의한 Long Counter 반용도의 변화는 감

속재의 기하학적 크기와 일반적인 구성이 그 변수이다. 저에너지

중성자에 대하여서는 투과 깊이를 열중성자 확산 길이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열중성자가 앞면에서 감속재를 이탈할 확률

이 큰 것으로 감웅도 감소의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한 감소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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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언위적으로 투과 깊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속재 앞

면에 직경여 2.55 em이고 깊어가 10 em언 구멍을 중심 축에 대칭하

게 6개를 뚫었다. 속중성자에 있어서는 감속재 원통 표면적으로부

터 열중성자화 된 중성자가 이탈할 확률이 커지고 이는 에너지가

중가함에 따라 반옹도가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선원 중심과 Long

Counter의 유효 앞면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간각으로 입사 되는 l차

중성자 만올 원칙적으로 검출하기 위하여 순수 폴리에털렌 감속재

와 평행한 앞면올 제외한 원통 전부， 뒤면 및 앞면 바깥 부분올

0.9% 보론 폴리에틸렌으로 채워 넣었다.

(나) 실협장치의 구성

신규 건설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Cf-252중성자의 비감속과 D20

갑속에 대한 선장의 특성을 규명하고， 장차 신규 개발 중성자 계측

장치에 대한 운전변수들올 산정하기 위하여 정밀한 펄스 분석기기

를옵 사용하여 Long Counter 계수계통올 구성하였다. 계수계통의

Block Diagram올 그림 10 에 보였는데， 중폭기를 통과한 펄스를 파

고분석기로 해석하고 다중채널분석기로 이 펄스의 전압 분포를 해

석할 수 있는 기농올 갖추었다. NIM Bin Power Supply는 미국

CANBERRA사의 Model 2110올 사용하였고， 전치증폭기와 연결 케

이블의 걸이는 20 m이나 전류계로 측정결과 입피던스는 거의 0으

로서 케이블이 펄스의 모양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DBF3 검출기

검출기는 미국 LND Inc.사의 Model 20281 Detector를 사용하였는

데， 비례계수판 형식이다. BF3 가스는 400 torr의 압력으로 충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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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중성자와 반용이 이루어지는 체적은 직경어 2.4 em이고

유효길이가 40 em으로셔 BF3 proportional Detector 중에서 길이가 가

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Long Counter라는 명칭은 검출기의 길이

가 길다는 데서 유래한다.

￠전치중폭기

비례계수관 형식의 전치증폭기로서 널리 쓰이는 CANBERRA사

의 Model 2006올 사용하였다. 주증폭기 및 파고분석기의 성놓을 고

려하여 내부의 Output Scale Factor는 47 mV/Mion-pair 로 설정하였다.

@주중폭기

주중폭기는 CANBERRA사의 Model 2015A를 사용하였다. 이 증

폭가의 내부단자의 펄스 Shaping Time Constants릅 2 usee로 설정하

였다. 계수치의 불감시간올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시간-펄소 동시 측

정기를 갖추어야 하나 당 연구팀에서논 아직 구비하지 못하였으므

로， 불감시 칸과 Shaping Time Constants와는 그 툴리 적 개 념 이 다르

기는 하지만 본 계수계통에서와 같이 시간올 변수로 하지 않는 경

우에는 불감시간으로 근사할 수 있다.

@고전압공급기

고전압공급기는 CANBERRA사의 Model 3102D를 사용하였다. 전

류계로 점검 결과 전압의 안정도는 +5 V로서 매우 안정성올 갖는

다.

@Dual Counter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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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Counter Timer는 CANBERRA사의 Model 2071A를 사용하였

다. 이 계수기의 특성은 전치중폭기를 통과한 최대 펄스를 주중폭

기에서 10 V로 중폭도로 정하였올 때 Lower Lever 단자를 사용하여

이 10 V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임의의 전압 구갇 또는 전 영역의 적

분값을 계수할 수 있다. 이는 Multichannel Analyzer에서 구한 펄스

스펙트럼율 검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이 된다.

@Multichannel Analyzer

Multichannel Analyzer는 EG&G ORTEC사의 Model 7500B를 사용

하였다.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측정 펄스 스펙트럽올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파고분석기

Multichannel Analyzer는 Hewlett Packard사의 Model 54600A를 사

용하였다.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주중폭기를 통과한 펄스를 해

석하는 작업올 수행하였다.

(2) 측정의 원리

(가) BF3비례계수관에서 중성자 검출 원리

방사선방어 목적의 중성자검출기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BF3바례계수판이다. BF3바례계수관에서 보론은 90% 어상으로 농축

된 B-I0올 사용하는더]， 자연상태에서는 약 20%가 B-I0이고 나머지

80%는 B-11 이다. 열중성자에 대한 B-I0의 반용단면적은 약 3500

barn안데， 핵반웅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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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7 + a. ; Q-value=2.792 MeV (ground state, 0.06)

B-I0 + n -.

Li-7* + α ; Q-value=2.310 MeV (excited state,O.94)

이 반웅에서 Li원자핵은 열중성인 경우에 94%가 Excited state이

고， 단지 6%가 ground state를 갖는다. 비례계수판 내에서 이

Q-value가 펄스를 생성시카는데， 펄스의 크기(전압)는 Q~value에 비

례하므로 입사 감마에 대하여서도 입사에너지에 버례하여 펄스를

생성시킨다.

원자력시설의 방사선작업 구역에서 감마선원의 에너지가 MeV

단위언 것이 극히 적거 때문에 BF3비례계수관을 널리 사용하는 이

유이다.

(나) 고전압공급 접의 결정

Long Countεr 계수회로에서 고철압이 1250 V와 1500 V 사이에서

계수율이 가장 높은 상태로 안정성올 가졌다(계수율 편차가 1.05%

이내). 이 영역에서 중간 값인 1350 V를 운전 고전압으로 사용하였

다.

(다) 혼합선장에서 감마선 대 중성자 분리계수 방법

껴l 수회로에서 주중폭기의 증폭율올 약 40 배로 했올 때 최대 펄

스의 크기가 10 V였다. 이러한 펄스의 모양올 파고분석기로 관찰하

였는데 그 출력올 그립 II 에 보였다. 이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로의 잡음 또논 감마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1 V 이하의 펄스

가 매우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펄스를 Multichannel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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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펄스 스펙트럼 분석올 수행하였는데， 그 출력올 그립 12 에 보

였다. 앞의 아론대로 좌측에 큰 규모의 회로 잡음이 관찰되었다. 이

펄스 스펙트렵 분석에서는 두개의 Q-value 에 의한 에너지 교정올

하였다. 이론적으로 앞서 예상한 대로 우측에 열중성자와 B-I0 반

용에서 94%를 차지하는 Q-value가 2.792 MeV인 큰 피크가 있고，

6%를 차지하는 2.310 MeV 피크가 있다. 이 두 피크가 첨두형올 갖

지 않고 하단에서 낮은 에너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BF3비례계

수관의 유효 길이가 40cm나 되는 긴 것이어서 벽면에서 충돌에 의

하여 얼마간의 에너저를 감쇄는 벽면효과에 기인한다. 이 두 피크

가 하단에서 높은 에너지 쪽으로 약간 기올어진 것온 입사되는

Cf-252 중성자가 에너지 분포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자 스펙트

럽분석에서 처럽 피크에 대한 분해능 계산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Q-value가 300 keY에서 600 keY사이의 피크는

Cf-252중성자 선원의 감마선어 BF3버례계수관에서 반웅하여 생성된

피크여다. 이에 대한 상세 측정은 다음 항인 Cf-252중성자선원의 갑

마선량당량율 측정에서 다시 언급한다.

이와 같이 감마선과 중성자에 의한 펄스의 에너지 분포 사이에

는 칸격이 있고， 여를 본 펄스 스펙트럼 분석에서와 같이 최대 펄

스를 10 V로 하였올 때 0.70 V에서 1. 10 V 사야에 해당한다. 이의

중간 값인 0.90 V를 Discrimination Point로 결정 하였다. 따라서 Dual

Counter Timer에서는 BF3계수관에서 생성훤 펄스 중에서 감마선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 펄스의 크기가 0.90 V이상인 중성자에 의한

것만 계수하게 된다.

(3) 측정값의 정확도 및 수반되는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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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리 오차

계측가의 단위 면적 당 입사하는 선원 중성자의 수는 거리의 역

제곱에 비례하묘로 거리에 의한 오차가 가장 큰 오차가 된다. 당

교정실에서의 거리에 대한 원점 설정은 선원 중심과 교정대 앞면

사이의 꺼리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거리에 의한 오차는 선원 중심

과 교정대 앞면 사이의 설정치 오차와 이송 간격 오차로 나누어 고

려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서술한 대로 선원 중심과 교정대 앞면 사이의 원점

설정치 오차는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0.100

mm이다. 그러나 이송간격오차는 본 실험에서 +0.001 mm의 오차

범위에서 수행 되었으므로 방사선 측정에서의 확률적 사전올 감안

하면 무시할 수 있는 오차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설정치 오차를

이송 간격 오차에 포함시킬 것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정 하는 교정 및 보정인자는 그 지배방정식올 이

송간격 칸의 지배방정식으로 유도 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측정에서의 거리 오차는 이송간격 오차만올 내포하고 있다. 질체적

으로는 선원과 교정대 앞면 사이의 거리가 1 m 인 지점에서의 오

차는 +0.01 % 로서， 각 교정 및 보정인자의 산정시에 상대표준편차

를 구하여 보면 유효숫자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

(나) 불감 시간

Dual Counter Timer에 서 설 정 한 시 간을 Tp라 하고， 계측기의 불

감 시간올 Td라 하면， 설제 측청에서 경과된 시간 Te는 다음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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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Tp - Td

본 연구에서는 불감시간 Te를 별도로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프

량스 원자력청에서 아와 유사한 BF3겨l 수장쳐에 대하여 시간-펄스

동시측정법에 의한 측정 결과에 의하면 1.9 μsec이다[16]. 본 연구에

서 단위 측정 시간이 대게 1 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이의 영향은

거의 무시 할 수 있다.

(다) 중성자 방출율 및 검출효융 오차

당 연구소 CF-252중성자 선원의 방출율은 1992년 2월 12일자로

2.03E9 neutrons/sec이고 오차는 +2.0% (1 0) 이다. 유효반감기는

ISO(Intem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 서 [17] 권고한 2.65

a.를 사용하는데， 1 a.는 1 mean solar year로서 365.24220 days이 다.

이 유효반감기에 따른 선원의 방출율올 계산하려면 l 개월 정도의

기간은 이 오차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mean s이ar month 개념올 도

입하면 편리한데， 1 mean solar month는 30.43683 days이다.

여기에서 검토할 내용은 이 유효반감기의 오차는 ISO에서 권고

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반면에 이 유효 반감기의 약 2-3

배 시간이 경과하면 선원방출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

져있는폐 본 실험 이 수행된 날은 1994년 6월 12일자로 16 mean

solar month가 경과된 것으로 상기의 선원방출율과 그 오차는 유효

하다.

본 연구에서 산정하는 각종 중성자 계측기에 대한 스펙트럽 평

균 검출효율은 직접적으로 그 오차의 한계가 입사 선원중성자의 오

차인 +2.0%를 갖는다. 또한 다른 교정연자를 통하여 이 검출효율

-89-



율 산청 했올 경우에는， 검출효슐올 각 거리 별로 산정 하여 그 오

차가 +2.0%법위 내애 있는 지를 반드시 검중올 수행하여야 한다.

측， 선원의 방출율과 직접 연관되는 교정인자 및 계수값의 random

error는 이 2.0%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4) KAERI Long Countεr의 특성 평가

(가) 산정 모델

@ 역체곱 법칙

차유공간에 점선원과 정계측키가 놓여있다고 가정했올 때， 불감

시간이 보정된 계측기의 계수율올 M이라 하고 선원과 계측 71 사이

의 거리를 D라 하면， 계수울과 그 지점혜서의 구의 표면적의 곱，

즉 M(D)*41tD2는 업자보존칙에 의하여 상수이다. 이 팝은 어느 선원

과 어느 계측71 사이에서 정해지는 특성상수이다.

어느 선원과 계측기 사이의 기하학적 크기에 따른 보청인자는

앞의 기하학적 보정인자에서 그 보정 값으로서 Fg(D)를 유도하였

다. 이 Fg(D)의 값올 1로 가정을 하여도， 선원중성자는 교정실‘내외

공기와 벽면의 산란이 아루어지므로 앞의 업자보존칙에 의한 관계

는 수정올 필요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정 및 보청인자

들에 의하여 거리의 합수로서의 기준중성자장 지배방정식용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M(D))= ‘ 건r.2 F화α xFs(찌 (2)

여기서， 0 = 선원 중심과 계측기 감속재의 중심 또는 앞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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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거려

M(D) = 거리 D에서의 계측기의 계수율

K = 어느 선원과 어느 계측기의 결합으로서 정해지는

특성상수

Fg(D) = 기하학적 보정인차

Fs(D) = 교정실 내의 공기와 벽면에 의한 산란기여분

교정실의 중앙의 근거리에서는 공기에 의한 산란 기여분은 거리

에 비례관계가 있고， 벽면에 의한 산란기여분은 거리의 제곱에 비

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면 전체

산란기여분 Fs(D)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s(D) = (1 +A*D+S*rr) (3)

여기서， A*D는 교정실 내의 공기에 의하여 산란이 되어 선원과

계측기 사이의 공간각 내로 들어와서 계측기에 반용하는 중성자의

분률 이고， S*D2는 교정실 벽면이나 구조물에 산란되어 계측기의

반용에 추가로 기여되는 분율이다. 어느 계측기와 어느 선원 사이

에서 정해지는 특성상수 K는 계측기의 스펙트럼-평균 효울과 선원

의 중성자 방출율과 연관된다. 따라서 이 특성상수는 시간 t의 합수

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이 된다.

K= B( 에 x Fg( ()) xε
4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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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g(8)는 앞 항에서 서술한 비둥방성 교정인자로서 통상적

으로 6=90。에서 교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기준선 정렬은 레이

저빔올 이용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특성상수 K는 선원중심과 계측

기 중심이 이 레이저빔에 의하여 청렬이 된 조건， 즉 비둥방성 교

정인자가 올바로 척용되는 상황에서 산정이 이루어진다.

@ 검출효울 및 산란기여분 산정 모델들

어떤 중성자선원과 계측기 사이의 특성올 정량화 하는 특성상수

K 및 어떤 중성자교청실의 특성올 나타내는 산란가여분올 보다 정

확하게 산청올 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중성자를 발견했올 때인 40

여년 전 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모델틀이 제시되었는데， 새로운 모텔이 나오기에논 측정 기술

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지금 까지 제시된 모델들은 다음의 크게 3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검토 작업올 통하여 당 연

구소의 중성자교정실에 척합한 산정모델올 유도하고자 한다.

1) Eisenhauer, Schwartz and Johnson Model[18 ,14,25]

이 모텔에서는， 공기에 의한 산란기여분야 매우 작고 전체 산란

보정올 다읍과 같이 표현한다.[ 19]

Fs(O) = (l + S*02)(l + A *0)

따라서 야 가정올 수식 (3)에 대입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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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D2 = K(1 + 5*D2
) (1 + A*O)Fg(D)

여기서 특성상수와 벽면에 의한 산란기여분 만올 따로 정리하면

은

A낀D선P2 2 -‘ =1( 1+sxD2) (5)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기하학적 보정인자와 공기애 의한 산란

기여분을 구해서， 정해진 중성자 선원에 대하여 어느 특정 계측기

의 거리의 합수로 한 계수치에 대하여 보정이 이루어졌다면， 이 보

정된 측정치 Mi(O)는 다음 식이 된다.

Mi(D)*rJ = Ki(l +S*IJ) (6)

기하학적 보정인자와 공기 산란기여분이 보정된 거리의 합수로

한 일련의 측정치를 가지고 선형 최소제곱에 의한 Fitting 방법올 적

용하면은 Ki와 S를 구할 수 있다.

2) DePangher and Nichols Model[20]

이 모텔에서는 공기에 의한 산란기여분올 무시하고， 즉 A = 0,

중성자계측기의 중심이 감속재와 중심에서 유효거리 RE 만큼 떨어

져 있다고 가장하는 모델이다. 이 모텔올 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음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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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
띔A#4- = 2 ‘ Dl:'\2[ l+S*(D+R페2] (17)

좌변의 측정치에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기하학적 교정인자로 보

청올 하고 우변올 전개하여 다샤 정리하면，

Mi(D)= /nXLn、? +So

where So = Ki*S

(18)

이 모텔에서는 유효 중심점이 감속재의 중앙이거나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기하학적 교정인자로 보정된 일련의 측정치를올 비선형

최소제곱 방법으로 특성상수 Ki와 상수로 취급하는 산란기여분 So

를 구하게 된다.

3) Shadow Cone Model[15]

야 모텔은 산란기여분올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근거를 둔다.

선원과 계흠기 이에서 형성되는 공간각에 모든 중성자 및 감마선올

차혜하도록 설계된 Shadow Cone올 설치하여 공기에 의한 산란 기

여분과 벽면에 의한 산란기여분올 동시에 측정한다. 이 방법은

Shadow Cone의 차폐설계와 선원과 계측기 사이의 공간각이 거리에

따라 변하므로 그 적용 범위에 전적으로 이들의 관계에 의존올 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모텔에서는 기하학적 교정인차를 l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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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선원과 계측기의 조합이거나， 1 로 가정올 하여 적용사킨다.

K(M(D) -S(D))*FA(D) = / T""l. • T'\T""''\? (9)

여기서 선원 중심과 계측가 중심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간각에

대하여 SeD)는 The inscattered count rate이 고 FA(D)는 The outscatter

factor로서， 이 인자는 공가에 의한 선원중성자의 감쇄계수로서 어느

계측기에 대하여 이룬 계산 값을 사용한다. 상기의 식은 어느 계측

기에 대한 일련의 측정치에 대하여 다음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Mi(D) -S(D))*FA(D) = Ki-1I2(D+RE) (20)

4) 본 연구의 산정모델

본 연구에서는 계측기의 검출 효율과 산란기여분을 산정하기 위

한 지배방정식은 당 연구소 중성자교정실에서 이송간격 오차가 실

제 방사선 측정에서의 확률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있다는 데서 근거하고 있다. 또한， 1991년도에 몬테차를로 모의

에 의한 이론적 산정에 의하면， 공기에 의한 산란기여분은 전체 산

란기여분에서 측정 거리가 간 경우에 그 분율이 커지나 당 소 중성

자 교정실에서는 교정벤치에서의 측정 길이가 30cm에서 230cm으로

비교적 근거리 구간에서는， 공기 산란기여분의 기여분은 상대적응

로 작다. 한편， 산란기여분에서 교정실 내의 공기에 의한 산란과 벽

변에 의한 산란올 별도로 구분하여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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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식 (2)에서 A*D가 S*D2에 비하여 충분히 작올 경우에

'L.
τ:

FS(D) = 1+A*D十S*D2늑 1 +AS*1f (21)

여기서 AS는 공기와 벽면 산란에 의한 계측기의 거여분을 산정

하는 계수이다.

중성자 선원 중심과 계측기 감속재 중심 사이의 공간각에서 형

성되는 계측기의 유효단면적 EA를 도입하여 입자보존칙에 의하여

지배방정식올 다시 쓰면，

B*Fi*Fg*EAM(D) = JJ"'~'A~=~'~"'~~ e*(l +AS*I1) (22)

이 식에서 스펙트럼 평균 효율과 산란기여분 항만올 우변에 정

리하면은，

M(D)*4π*lY' = e*(l +AS*lY')B*Fi*EA
(23)

(20) 식의 물리적 의미는 중성자계측기가 거리 D에서의 산란기여

분이 보정 안된 스펙트럼 평균 효율이다. 또한 이 지배방정식이 유

효하기 위해서는 효율 및 산란기여분을 산정하가 전에 좌변의 모든

교정 및 보정인차와 중수감속선원에 대해서는 야탈인자(Escape

Factor, EF)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EF값은 ‘92년도 과체에

서 몬테카를로 모의에 의한 방법으로 당 연구소 중수감속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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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0.893올 산정하였다[ 11].

한편， 이 식은 기하학적 교정인자를 적용하는 구간올 정하는 관

계식이기도 하다.

좌변에서 측정치 항올 제외한 나머지부분올 Ke로， 일련의 측정

올 i로 표시하여 다음 간격의 경우와 함께 나타내면，

Mi(l찌 *Ke(Dz) = €*(1 +AS*Dz~) (24)

M i+ l(Di+1 )*Kei+l(Di+l) = €*(1 +AS*D;+l) (25)

(24)과 (25) 식에서 화변은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변수가

2 개인 연립방정식이 된다. 연립하여 혜를 구하면，

AS= M i+ l(Dj+1 )*Kei+ l(Di+ l) - Mj(Dj)*Ke(D)
Mj(Dj)*K강(Dj) *D;-M i+ l( Di+ l) *](ej+1(Di+1) *D;+l

ε - Mi(Di) *Ke( Dz)-
l+AS*D감

(26)

(27)

(26) 식에서 거리 지정 N에 대하여 측정올 수행하였다면 AS는

N-l 개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측정에서의 계통에 대한 AS 값은 이

들올 평균한 것이다. 위의 연립방정식에서 E는 앞의 절에서 논술한

대로 중성자선원의 방출 융에 의하여 그 오차가 +2.0% 로 정해져

있흐므로 AS를 먼저 구하고 효윷올 그 오차의 변화를 검증하여야

한다.이 검출효율 오차가 상기의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거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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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근거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남)， 기하학적 교정인자를 적용

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중성자 계측기의 검출효율온 조건에 관계없

이 일정하나， 근꺼려에서는 선원과 계측기의 조합에 따른 계측기감

속재의 영향야 변하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나) 효율， 산란기여분 빛 기하학적 교정인자의 산정

φ 효율 빛 산란기여분의 산정

당 연구소 Long Counter를 가지고 중성자교정실에서 비감속 및

중수감속 Cf-252선원에 대하여 30 em부터 240 em 까지의 영역에서

10 em의 간격으로 ‘94년 6원 14일에 측정올 수행하였다. 유효면적

EA는 순수폴리에틸의 면적인 323.655 em2를 적용하였다. 이 데이터

를 (23) 식에서 정의한 산란기여분이 보정 안된 스펙트럼 평균 효율

을 계산하여 거리의 합수로 그림 13 에 나타내었다. 이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아 거리에 합수로 증가하고 있는데. 1 m 부근에서 변

곡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l 마터 이하에서는 기하학적 교정인자를

적용하여야 합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언으로서는 감속채 둘레

에 위치한 10 em 두께의 원통형 0.9% 보론 폴리에틸렌과 0.4 em

두께의 보론 카바이드 분말이 선원과 계측기 사이의 공간각이 아닌

곳에서 입사하는 중성자를 효과적으로 차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별로의 몬테카를로 모의에 의한 차폐농 계산에 의하면

버감속 Cf-252선원 중성자에 대한 이 부분의 차폐울이 0.8 정도이

다. 이러한 산란 중성자가 주의에서 입사하므로 점계측기 거풍올

정확하게 갖지 못한다고 사료된다.

상대적으로 점계측기 거동올 갖는 110 em 부터 240 em 까지의

14 재 구간에 대하여 (26) 식올 사용하여 AS를 구한 결과 비감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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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하여 1.47E-5 per cm2 , 중수감속 선원에 대하여 1.24E-5 per

cm2를 산란보정인자의 계수로서 산정 하였다.한편， ‘91년도에 중수

감속 선원에 대하여 몬태카를로 모의에 의한 계산값은 100· em에서

0.1126, 200 cm에서 0.496으로서 면차 10%의 범위 내에서 일치하였

다.

이 AS 값올 (27) 식에 대입하여 14 개 구간에 대하여 효율올 산

정 하여 그 결과를 표 21 에 나타내었다. 각 지점에서의 오차.가

2.0% 내에 있으므로， 기하학적 교정인자 적용 영역이 100 em 이내의

구간이며 산정한 산란보정계수의 타당성올 검증할 수가 있다. 이

14 개 구간에 대한 명균값으로서，. Long Counter의 효율은 비감속

Cf-252선원에 대하여 0.00385(土2.0%) ， 중수감속Cf-252선원에 대하여

O.00296(土2.0%)으로 결정 되 었다. 참고로， Long Counter의 효울에 대

하여 Hanson and McKibben이 산정한 값은 0.0025이며， 프랑스 원자

력청에서 비감속 Cf-252선원과 BF3검출기 사이를 경수로 감속시키

는 실험장치에서 I 개의 BF3 효윷이 0.0051 이었다[ 10].

@ 기하학적 교정인자

30 em 부터 100 cm 까지의 기하학적 교정인자를 적용하여야할

구간에 대해서는 앞 항의 식(1 1)의 Axton의 근사식에서 Fitting factor

를 구한 결과， 비감속과 중수감속 선원 모두에 대하여 a = -184.1 인

것으로 산정 되었다.

다. 중성자측정기기의 교정

(1) 252Cf 중성자선원의 감마선량당량올 결정

교정용 중성자선원으로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는 연구용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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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Efficiencies of KAERJ Long Cowlter as a function of

distance.

Distance, em for the bare source for the 020 moderated

110 0.00383 0.00293

120 0.00390 0.00298

130 0.00396 0.00301

140 0.00399 0.00303

150 0.00399 0 ‘ 00305

160 0.00399 0.00305

170 0.00399 0.00305

180 0.00397 0.00305

190 0.00394 0.00304

200 0.00391 0.00301

210 0.00388 0.00300

220 0.00384 0.00298

230 0.00380 0.00295

240 0.00374 0.00291

Average 0.00385 0.00296

의 Beam Port, Van de Graff 그리고 방사성핵종 선원이 있다. 이들

모두는 중성자 만올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의 차이는 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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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선도 함께 방출한다· Cf-252선원이 중성자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방출하는 감마선올 교정용으로 이용하지는 않

으나， 이 양의 정량화논 혼합선장에서 감마선 대 중성자 분리 설청

치의 결정 및 개인선량계 판독서 참고 값 퉁에서 중요하다.

(가) 측정 방법

사용한 측정장비는 Shonka-Wyckoff Ionization Chamber를 사용하

였는데， 미국 Xradin Inc.A}의 Model A4이고 electrometer는 Keitheley

사의 모델 35617올 사용하였다. 이 Chamber를 사용하여 당 연구소

에서는 감마선량융에 대하여 기준올 정하고 있는데， Exposure Rate

교정인자에 대하서 제 I차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부터 교정

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교정받은 환산언자는 섭씨 20도， 기준기

압 101.325 kPa 조건하에서 Cs-137 감마선에 대하여

4.4545E+ 11 (土 3%) R/h/A 이다. 본 실험은 동일 조건하에서 Cf-252선원

중심과 Chamber 중심 사이의 거리를 40 cm 부터 240 cm 까지 11개

지점에 대하여 20 cm 칸격으로 수행하였다. 비감속과 중수감속 각

각에 대하여 수행하였고， 중기 중에서와 40cm X 40cm X 15cm

Plexiglass 조사팬톰의 표면에 대하여서도 측정올 수행하여 Albedo형

선량계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생산하였다.

(나) H*(lO)과 X의 환산인자

H* (lO)과 X의 환산인자를 정하려면 먼저 Cf-252중성자 선원의

감마선 에너지 분포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 분포 측정용

앞 절에서 논술한 대로 BF3검출기와 Multichannel Analyzer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12 에 나타난 대로 300 keY 부터 600 keY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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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포 한다. 이 이상의 감마션을 방출하는 핵종이 Cf-252 자발헥분열

생성물 안에는 폰재하나 그 양이 선원의 방출율 오차 한계인 2.0%

이내에 었다.

이 에너지 분포의 평균 유효에너지는 본 연구의 에너지 분포 측

청에 의하면 550 keY인데， J.C.McDonald 둥은[21] 열형광선량계의

반용융 사용하여 400 keY로 산정하였다.

ICRU Report 47[22]의 권고에 따라 이 평균 유효에너지인 550

keY에서의 H*(lO)과 X의 환산언자로서 500 keY와 600 keY에서 내

삽한 값인 1.07 cSv/R을 구하였고， 오차의 한계는 300 keY로 부터

600 keY 까지의 환산인차 편차인 土6.5%로 결정하였다.

(다) 측정 결과 및 비교

측청 결과률 꺼리의 합수로서 비감속과 중수감속， 공기 중과 조

사팬톰 표면에 대하여 정리하여 표 22 에 수록하였다. 한편， 지금까

지 중성자선장 확립올 위하여 결정된 교정 및 보정인자를 사용하여

9“Remmeter의 선량당량율올 ‘94. 6. 12. 얼자로 합께 산정하여 그 바

율융 계산하였다.

당 연구소 Cf-252중성자선원의 감마선 대 중성자 선량당량율은

비갑속 공기중에서 5.22% , 비감속 조사팬톰 표면에서 6.63%t 중수감

촉 공기 중에서 13.74%t 중수갑속 조사팬톰 표면 위에서 16.98%로

산청되었다.

한편， 이 비율에 대하여 ISO 8529 ; 1989(E)에서는 Cf-252선원이

제작된 시기로 부터 20년 기간 동안 비감속에 대해서는 최대값이

S%로， 중수감속에 대해서는 17%로 권고하고 있i므로， 본 연구에서

의 오차의 범위를 감안하면 IS。의 평가에 만족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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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e 22. Gamma my dose rates of Z52Cf neutron sollICe.

Unit of Dose ; mSvjh

The bare source The D20 moderated
D. em in free air on phantom m 잔ee air on phantom

Dose Ratio Dose Ratio Dose Ratio Dose Ratio

40 4.709 0.0651 5.345 0.0739 2.560 0.1386 3.213 0.1739

60 2.158 0.0652 2.458 0:0743 1.156 0.1378 1.473 0.1755

80 1.223 0.0632 1.419 0.0733' 0.679 0.1396 0.851 0.1751

100 0.822 0.0632 0.937 0.0720 0.451 0.1397 0.556 0.1721

120 0.565 0.0591 0.669 0.0700 0.329 0.1406 0.415 0.1772

140 0.438 0.0587 0.497 0.0665 0.269 0.1487 0.315 0.1744

160 0.341 0.0557 0.398 0.0650 0.198 0.1356 0.247 0.1692

180 0.276 0.0532 0.325 0.0626 0.170 0.1391 0.202 0.1658

200 0.225 0.0496 0.269 0.0594 0.139 0.1322 0.171 0.1624

220 0.195 0.0493 0.234 0.0579 0.117 0.1268 0.148 0.1599

240 0.171 0.0466 0.199 0.0544 0.110 0.1325 0.135 O.’1624
-

Ave. 0.0522 0.0663 0.1374 0.1698

Ratio m않ns neutron dose rate of gamma to that of a 9" remmeter

re원>onse.

The standard error of dose rates = 7.4%

The standard errOf of ratios = 11.7%

.
、

J.e.Mcdonald 둥이 [21], Tissue equivalent plastic ionization chamber,

Tissue equivalent counter, Neutron insεnsitive Geiger-Muller 및 열형광

-104-



선량계를 함께 사용하여 측정한 값올 비교 평가한 결과 중수감속

Cf-2S2선원에 대하여 50 cm거리에서 0.18(土 18%)로 평가 하였다.

(2) 중성자측정기기의 교정

Long Counter 륙성실험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감마선 대 중성자의

discrimination point은 계측기 제작회사에 설정하는 것이고， 검출 효

율도 사용하고자 하는 중성자선량계의 특성에 따라 제작회사에서

고유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제2차표준기관으로서 중성자계측기 교정에서는 거

리의 합수로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산란기여분올 결정하여야 만 교

정 양인 선량당량률을 사전에 예측올 할 수가 있다. 이 값이 정해

지면 검출 효율올 정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중성자 측정기기의

륙성을 알 수 었는 중요한 요소이고 장차 신형 중성자 흑정기기 개

발에도 활용될 수 었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빛 일반산업체에서 방사선방어 목적의

중성자 Survey Meter로 사용중인 것은 크게 구형과 원통형으로 대

별할 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당 소 중성자 교정실에서 비감속

및 중수감속Cf-252선원에 대한 산란기여분과 이와 함께 효율올 결

쩡하고자 한다.

(가) 구형 Remmeter

φ 9" Remmeter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일반산업체에서 구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미국 Eberlinε사의 9“ Rcmmetcr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

훨과 계측기 중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간각에서 직경은 9“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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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단면적， EA는 410.433 em 2 이다.

30 em 부터 240 em 까지 10 em 간격으로 22개 지점 21개 구간

에 대해서 비감속 및 중수감속 선원에 대한 앞의 식 (26)에 따른 산

란기여분이 고려안된 스펙트럽 평균 효율올 계산하여 그림 14 에

나타내었다. 여기의 측정값은 l 분 동안의 검출 중성자의 수이고

10 회 측정을 평균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

이 9“ Remmeter는 비감속 및 중수갑속 모두에 대하여 접선원， 점계

측기 반용올 갖고 있고， 기하학적 교정 인자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26)식에 의하여 21개 구간에 대해서 구한 산란기여분 계수틀을

평균한 값은 비감속인 경우에 AS= 1.52E-5(土 12.5%) per em2 이고， 중

수감속인 경우에는 AS= I. 13E-5(土 1 1.3%) per em2 이다.

(26)식에 의하여 각 구간마다 구한 AS를 (27)식에 대입하여 21개

구간에 대하여 구한 효율올 평균한 값은 비감속인 경우에는 E

=1.88E-4(土2.0%)이고， 중수감속인 경우에는 E=7.4 E-5(土2.0%)이다. 중

수감속선원과 9“ Rεmmeter에 대하여 ‘91년도에 MCNP Code를 사용

하여 본테카를로 모의에 의한 계산값과 본 측정값의 비교를 다음

표 23 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영역에서 오차의

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23].

당 소 중성자교정실과 기하학적 크기가 유사한 외국의 교정실은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Radiation Calibration

Laboratory(길 이 =9.1 m, 폭=8.7 m, 높이 =6.1 m) 인 데 , 본 연구와 통일

한 중수감속 Cf-252선원과 9“ Remmeter에 대하여 바닥에서 1.8 m

높이， 선원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산란기여분 계산값어 0.122, 측정

값이 0.128로서 [24] 본 연구의 결과와 근사된다.

또한， 당 소 중성자교정실과 기하학적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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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and measured scattered

fraζtions of a 9" relmneter response with the D2。

moderated 2S2Cf source.

D.,cm Measured Calculated Difference

40 0.018(土 1 1.3%) 0.011(±0.38%) 0.007

60 0.040(±11.3%) 0.041(±0.93%) 0.001

80 0.072(± 11.3%) 0.077(±0.16%) 0.005

100 0. 1l3(±1 1.3%) 0.122(±0.24%) 0.009

120 0.162(±1 1.3%) 0.177(土0.35%) 0.015

140 0.221(±1 1.3%) 0.243(土0.50%) 0.022

160 0.289(±1 1.3%) 0.329(土 1.07%) 0.041

180 0.366(土 1 1.3%) 0.401(土0.98%) 0.035

200 0.452(土 1 1.3%) 0.495(土1. 12%) 0.033

220 0.S46(±l 1.3%) 0.596(±1 .48%} 0.050

240 0.650(± 11.3%) 0.695(±1.70%) 0.045

미국 Naval Research Laboratory의 교정실 (길이 =7.1 m, 폭=4.6 m, 높
이 =3.5 m)인데， 본 연구와 동일한 비감속Cf-252선원과 9“ Remmeter

에 대하여 바닥에서 3 .4 m 높이， 거리 1m에서 산란기여분 계산값

이 0.23, 측정값이 0.20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근사된다[25].

® 3" Remmeter

미국 Eberline사의 3“ Neutron Counter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감속

재 내부의 BF3검출기는 9“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계측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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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Survey Meter로 쓰이는 것야 아니라 어느 특정 종성자장에

서 9“ Remmeter와의 비 교를 통하여 Backscattering Factor를 조사하는

데 쓰인다. 이 9“ 계수값과 3"계수값의 비는 Albedo형 개안선량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다.

선원과 계측기 중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간각에서 직경은 3

“이고 유효단면적， EA는 45.603 cm
2
이다. 30 cm 부터 240 cm 까지

10 em 간격으로 22개 지접 21개 구간에 대해서 비감속 및 중수감

속 선원에 대한 앞의 식 (23)에 따른 산란기여분이 고려안된 스펙트

럽 평균 효윷올 계산하여 그립 15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측정값은

l 분 동안의 검출 중성자의 수이고 10 회 측정올 평균한 것이다.

억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Neutron Counter는 비갑속 및 중수감속

모두에 대하여 점선원， 점계측기 반용올 갖고 있고， 기하학적 교정

인자 적용어 필요하지 않다.

(26)식에 의하여 21개 구간에 대해서 구한 산란기여분 계수들을

평균한 값은 비감속인 경우에 AS=6.57E-6(土7.0%) per cm2 이고， 중

수감속인 경우에는 AS=2.47E-5(土 10.3%) per cm 2 이다.

(26)식에 의하여 구한 21개의 AS를 각 구깐 마다 (27)식에 대입

하여 21개 구간에 대하여 구한 효융올 평균한 값은 비감속인 경우

에는 e=I.84E·3(土2.0%) 이고， 중수감속인 경우에는 E=2.76E-3(土2.0%)

이다.

9“와 3" 구의 반웅의 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성자장에서

Albedo형 선량계에 대한 교정인차를 유도하는 지수로서 사용된다.

그립 16 에 당 소 중성자교정실에서 9“와 3" 계수치의 비를 거리의

합수로서 나타내었다. 산란에 의하여 선원 중성자의 에너지가 감소

하므로 9“와 3" 계수값의 비가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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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이 감소는 비강속 선원에서 더욱 현저하다. 여기에서

중성자 교정에서 산란기여분의 충요성올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나) 원통형 Remmεter

원통형 Rεmmeter에 대 해서는 미국 NRC Industries Division

Nuclear Research Corp.λ}의 Model AN/PDR-70(SNOOPY NP-2)

Neutron Survey Meter률 사용하였다. 이 계측기는 o mremfh. 부터

200 mrem/h. 까지를 바늘식으로 읽올 수 있다. 운전 변수들은 제작

회사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경우에서와 같이 단위 시간당의

검출 중성자 수를 계수할 수가 없으며， 제작회사에서 설정한 운전

변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효울올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형식의 중성자 Survey Meter에 대해서는 앞의 Long Counter4- 구형

Remmeter에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산란기여분올 산정하여야 한다.

앞의 (23)식을 유도하기 전 단계의 식을 다시 쓰면，

B*F£*Fg*EF*EAM(D) = u ...J.·" ...;!......::;.J.· "'L:.rJ. c*(l +AS*1Y) (28)

선원과 계측기의 조합에 따른 특성에 관계 되는 부분만올 모으

기 위하여 양변에 거리의 제곱올 곱하변은

B*F£*Fg*EF*EAM(D)* [1= U·'TV'T~':~.L''''~ c*(l+AS*[1) (29)

(29) 식에서 우변의 분수항용 이미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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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에 효율올 곱한 것은 효율올 알 수 없올지라도 어떤 상수이

다. 즉，

M(D)*1Y = (상수)*(1 +AS*I1) (30)

이 (30) 식에서의 상수는 (24)식과 (25)식과 같은 형태로 연립방

정식올 만툴면 (26) 식에서와 같은 방식의 AS에 대한 해를 구할 수

가 있다. 이 (30) 식의 좌변올 Y축으로 하여 측정한 값틀을 그림 17

에 나타내었다. 이 계측기는 200 mrcm /h. 까지 밖에 얽을 수 없기

때문에 비감속에 대해서는 50 em 부터 240 em 까지 20개 지점， 19

개 구간， 중수감속에 대해서는 80 em 부터 240 em 까지 11개 지

점， 167H 구칸 만 가능하였다.

(30)식으로 다옵 지점에 대한 방정식올 만들고 여기에서 (상수)를

소거하여 구한 식에서 비감속의 경우 19개 구간에서 구한 산란기여

볼 계수들율 평균한 값은 AS= 1.41 E-5 per em 2 이고， 중수감속의 경

우에서는 16개 구간에서 구한 산란기여분 계수들올 평균한 값은

AS=9.09E-6 per em2 이다 .

(다) 중성자측정기기 교정절차

중성자측정기의 교정이란 교정실 내의 주어진 조건에서 계측기

의 교정상수를 정하는 것이다. 교정상수는 교정용 벤치 위의 임의

점에서 사전에 정해진 단위 시간당의 선량당량율을 교정하고자 하

는 계측기의 단위 서간당의 지시치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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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C: 교정상수로서 국내 계량법에 의하여 유효기간은

6개월

M: 중성자계측기 계수치， 단위는 단위 시간당

검출되는 중성자의 수

H: 중성자선량당량

중성자선량당량，H는 환산인자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선속밀도’ 대 ‘선량당량’ 환산인자， HIφ Sv.cm2는 어느 지접에서

충성자 선량당량올 중성자 선량당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CD 중성자 선량당량률

중성자선량당량은 현채 ICRP Report 21 의 권고에 의한 양과

ICRU Report 39의 권고에 의한 양이 합께 쓰이고 있고， 따라서 이

의 환산인자도 2 개가 있다.

현재， ISO에서 채돼하고 있는 양은 ICRP Report 21 에 의한 것이

다. 어 값은 단일 에너지 단일방향 넓은 빔에 의하여 조사된 투과

깊이에서 최고점올 평가한 것이다. 계산은 30 em 직경， 600 em 높

이의 피부퉁가 팬톰어} 넓은 빔이 원통축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것으

로 설청하여 수행한다.

The ambient dose equivalent, H*(d)는 ICRU Report 39애 서 권고하

는 것인데， 방사선장의 한 지점에서 정렬된 방사선장의 반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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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지릅의 깊여 d인 ICRU구에서의 선량퉁가량이다. ICRU 구는

30 em 직경， 밀도가 1 g/em 3인 피부퉁가구로서 질량 구성은 76.2%

0 , 11.1% C, 10.1% H와 2.6% N으로 이루어진다. 권고된 깊이 d는

10 mm이고 H* (l O)으로 표시한다. H*의 정의에서 측정장비의 설계

에서 ICRU 구 팬톰에 의한 Backscatter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당 연구소의 비감속 및 중수감속 Cf-252중성자 선원의 H/<Il

Sv.em2 및 HIφ(1 0) Sv.em2에 대하여 몬테카를로 모의에 의한 방법으

로 상세하게 산정올 하였다[11 ].

(2) 9“ Remmeter애 대한 교정상수 및 기준중성자장애 대한 정확성 검토

위의 식 (31)에 의하여 원자력시설의 중성자 Surveymeter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9“ Remmeter와 중수감속 Cf-252선원에 대하여 교

정상수륭 구하기로 한다. 실제 일상적인 교정에서는 단일 지점에서，

통상척으로 중성자의 경우에서는 100 em, 수행되나 여기에서는 30

em 부터 240 em 까지 10 em 깐격으로 교정상수를 구하여 그 편차

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착업은 또한 사전에 교정 및 보정인자를 사용하여 예측한 선

량당량율과 측정값과의 비교를 의마하며 그 통안의 연구를 통혜서

수행한 ‘기준중성자장’올 검증하는 작업올 의마한다.

산정된 교정 및 보정인차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텔에 적용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준중성차장의 지배방정식은 다옴 식이 된다.

- B(φer h)*Fi*Fg*EFH* (10)/h= D\pE::T '~/:'~·~"'l·'>"' L:.r *(1+AS*1Y) *페φ (32)
4π*IY

-116-



식 (32)의 모든 인자는 지금까지 산정 및 실험적 평가가 이루어

졌고， 적용한 모댈은 앞의 식 (20) 부터 식 (27) 까지의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한 모델이다. 선원의 중성자방출율은 오차가 ±2.0%(앞의

항에서 서술한대로 Random error는 여기에 포함됨)， 비둥방성교정

인자의 오차는 土0.2%, Escape Factor의 오차는 土0.5% ， 산란기여분의

오차는 선원과 계측기의 조합에 종속되는데 중수감속 Cf-252선원과

9" Remmeter의 조합애서는 土 1 1.3% ， 선속밀도 대 선량당량 환산인자

의 오차는 0.5%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준중성자장의 상대표준

편차는 土9.1% 이다(위의 조합의 경우).

식 (32)올 사용하여 중수갑속 Cf-252중성자 선원과 9" Remmeter에

대하여 ‘94년 6월 12일자로 거리의 함수로서 시간당 선량당량울올

산정하여 표 24 의 화측에서 두번째 줄에 나타내었다. 이 산정된

값은 교정올 하기 전에 사전에 예측하는 값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94년 6월 12일자로 거리의 합수로서

시간당의 9“ Remmeter의 측정값올 표 24 의 좌측에서 세번째 줄에

합께 나타내었다. 이 측정값은 어떠한 교정아나 보정인자가 입력이

안된 단순한 계측기의 반웅이다.

위의 식 (31)올 사용하여 각 지점에서의 교정상수를 계산하여 표

24 의 마지막 줄에 함께 나타내었다. 이들이 평균값 3.14E~6 mSvJh

에서 최대오차 土3.8%를 가지므로， 상대표준편차 9.1%의 범위 내에

있다.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당 연구소 중성자교정실에서 단일 지

점에서의 측정짧올 가지고 30 COl 부터 240 cm 까지 전영엮어I 걸쳐

서 당 연구소 기준중성자장의 지배방정식 (32)식올 가지고 중성자계

측기의 반용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업올 통하여

지배방정식 (32)식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준중성자장올 사용하

7
/

,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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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H*(l이 according to this

model and the measured {，않panse of a 9" remmeter

with the D20 moderated 252Cf neutron source. And also

calibration constants are shown as a panuneter to

evaluate the correctness of the model.

Distance H*(lO) Measured Calibration Constant

(cm) (mSv!h) 뼈/、) (mSvfn)

30 32.588 10710000 3.04E-6
40 18.474 5758800 3.21E-6
50 11.941 3661800 3.26E-6
60 8.393 2587800 3.24E-6
70 6.253 1953000 3.20E-6
80 4.864 1531800 3.18E-6
90 3.912 1224600 3.19E-6

100 3.23 .1 1000800 3.23E-6

110 2.727 864600 3.15E-6
120 2.344 756000 3. lOE-6
130 2.046 653400 3.13E-6
140 1.809 575040 3.15E-6

150 1.618 510420 3.17E-6
160 1.462 465540 3.14E-6
170 1.332 424680 3.14E-6
180 1.224 404040 3‘ 03E-6
190 1.132 359400 3.15E-6
200 1.053 339600 3.10E-6
210 0.986 328380 3.00E-6
220 0.927 302340 3.07E-6
230 0.876 288120 3.04E-6
240 0.832 271800 3.06E-6

The average of calibration constant 3.14E-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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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한 값이 측정값과 상대표준편차의 범위 내에 있읍올 실험적

요로 검중할 수 있었다.

@ 교청절차서

중성자교정절차서에는 위의 지배방정식 (32)에 변수로 작용하는

각 교청， 보정 및 환산인자와 청의와 산정결과와 이에 수반하는 오

차를 명시하는 것이다. 한편， 각종 기기에 대한 주기척 점검 내용올

포함시켜 절차화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이 포합된 ‘중성차교정절차서’를 본 연구의 보고서와

는 별도로 기술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3) ISO/NISl’ 방법에 의한 산란기여분의 산정

(가) 중성자교청실 산란기여분의 이론 및 실험적 계산의 비교

충성자 개인선량계나 중성자검출기의 교정은 교정실 정 중간에

위치한 기준중성자 선원을 사용하여 행해지며 본 소에서는 이러한

교청용 중성자선원으로 2.52Cf선원 (2.03 x 109 n/sec; 교정 일자 92. 2.

12)용 사용한다.. 중성차 선량계산시 선원으로부터 나오는 중성자가

교청실 내벽에서 산란， 반사하여 검출기에 들어가는 중성자의 기여

분율 청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정실 벽에 의한 산란

기여율은 중성자 선원 형태， 검출기의 종류， 교정거리， 교정실 모양

둥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 불행히도 이러한 산란기여율이 중성

자 선량산정시 생략되어 실제로 올바른 교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총총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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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성자교정실의 산란기여율올 여론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교정실내에서 거리에 따른 정확한 중성자 스펙트럽에 관한 데이터

가 필요하며 또한 이 데야터는 교정실 내부 벽 표면에서 반사한 중

성자의 산란윷올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방법은 시간과 흘정기기의 제한으로 언제나 사용할 수 없는 단

점어 있다. 또 한가지 어론적 계산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틀을 간

단하게 가정하여 중성자 교정시 산란기여울을 결정할 수 있는

Monte Carlo 계산방법이 있다[26，27].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계측기교정실은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치정되어 지난 15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 방사선웅용연구동

지하로 확장이전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 중성자조사

실내에 설치한 중성차 조사장치 빛 벤치시스템를 고려하여 교정실

내의 중성자 산란기여율올 이론적으로 껴l 산하였으며 이어 설험적으

로 결정하여 두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새로 건축된 중성자교정실

온 폭이 5.52 m, 길이 7.88 m , 높아가 5.8 m로 되어 있으며 자발핵

분열중성자물질로 되어있는 252Cf중성자선원은 바닥에서 3.05 m 높

이에 설치하였다. 교정실 벽은 중성자차폐를 고려하여 적정한 두께

의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져 있다. 현재 본 소에서 방사선작업자에

게 방사선방어목적으로 지급하는 열형광선량계와 중성자측정목적으

로 사용하는 중성자검출기가 중성자 교정실의 산란기여율올 이론적

흐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나) 이론적 교정실산란기여율 껴l 산

교정실내의 벽면， 천장， 바닥에서의 중성자산란으로 인해 결정되

는 중성자산란기여울에 관한 이론계산방법의 깨발이 80년초 미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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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구소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교정실 내부가 콘크리트로

된 교정실의 경우 중성자 산란기여율은 더욱 복잡해진다[27]. 만약

교청실올 구형의 공간으로 가정하고 그 중심에 중성자션원이 있다

고 가정하면 중성자의 단일산란에 의해 결정되는 fluence는 어느 위

치에서나 일정하게 되며 퉁방형이 될 것이다[28J.

이때 선원에 의해 결정된 fluence는 @。이며， 산란된 중성자에 의

해 결정된 fluence는 4l r라 하면 단일산란 중성자 fluence 비율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l¢o = 4ag{ rlrJ 2 (33)

여기서， r은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이며， rc는 구형공간의 반지

륨이며， g는 비둥방성 검출기의 용답에 의존하는 매개변수이다. 만

약 다중산란올 고려한 경우에는 단일산란계수인 식 33에서 다값 대

신 (all-a)올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즉，

,prj <P O= 4(a/l-a)g( γ/γc)2 (34)

구형의 공간 벽이 콘크리트로 툴러 쌓여지고 중수감속구252Cf선

원이 중심에 설치된 경우를 고려할 때 다중산란 중성자 t1uence는

선원에서 나오는 discrete ordinate수송계산에 의해 [28J 결정하여 다음

과 같은 관계식올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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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 if>o= 4. 5g( r/ rc)2 (35)

위 식에서 상수 4.5는 구형공간의 반지름이 3.4 m에서 5 m 사이

인 경우 단지 1 %정도의 오차법위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계산하고자하는 선원으로부터의 검출기의 용답도와 산란되어 들어

오는 검출기의 용답도의 비 즉， 상대웅답도 Rr I Ro은 각각의 중성

자 스펙트럽에 의존하며， 동시에 상대 fluence«(J) rl41o)에 의존한다. 따

라서 상대용답도는 식 35를 이용하여 다읍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Rr/ Ro= 4.5g( σr/ Cio)(γjrc)2 (36)

여기서， Or과 00은 각각 산란된 중성자와 선원으로부터의 중성차

에 대한 스펙트럼관련 웅답상수틀이다. 이론적으로 예상하는· 교정

실 산란기여율， s는 식 36에서 r
2
를 나누어 줌으로써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s= 4.5g( Cir/ (10)(1/ rc)2 (37)

위에 식플은 실제로 구형공간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본소 교정실의 경우에는 직육면채 공간으로 되어있으므로 위 식올

직육연체 공간에 경우로 적용하기 위해 본소 교정실 내부 표면적과

m



.J'able 25. πo r없dings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a
0 20 moderated 252Cf source(irradiation time:12min).

거리(em) N3 P3 N3-P3 N3-P3(평균값)

50 301 35 266
296 35 261
290 35 255 261.2

75 152 15 137
148 17 131
149 17 131
147 15 132 133

100 85 9 76
88 9 79
91 9 82
92 9 83 80

150 52 4 48
62 4 58 57

같용 표면적을 갖는 구형의 반지름을 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

청실내부와 같은 표면적올 갖는 구형반지름을 유효반지륨 (re)라고

할 때 다음 식올 이용하여 유효반지름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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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π냥=ε4.; (38)

여기서 Ai는 교정실의 i개 표면의 모든 표면적올 말한다J 그러므

로 설제 교정실올 대변하는 직육면체의 교정실산란기여슐， s는 식

38을 이용하여 유효반지름 fc를 계산한 후 식 37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 중성자 산란기여율 결정 실험

본 연구에서는 열형광선량계(Teledynε 'fLD: PB-3 Badge)와 중성

차 검출기 (Ebεdine 9" spherical remmetcr)를 사용하여 교정실 산란거

여율을 실험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본소 교정실내에 252Cf중성자선원

과 조사벤취시스템올 이용하였다. 특히 9" 구형 중성자검출기와 열

형광선량계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와 산업계에서 혼히 사용하고 있

으며 9 " 13 " 비율 측정.에 사용되는데， 이 비울은 열형광선량계의

중성자선량의 교정상수를 구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한다[29].

열형광선량계와 9" 구형 중성자검출기에 대해 선원으로부터와

거리별에 따른 측정값， D는 표 25-27에 나타나 있으며 선원과 검출

기와의 거리 (m)가 r일 때 감의 거리에 대해 r2와 검출기의 측정값의

곱인 Dr
2
의 관계가 그림들이 그렴 18-20에 보여진다. 그림 18-20에

서 각각의 데이터를 딘tting하여 얻은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D카= DoCl +5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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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fLD readings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a bare
252Cf so따-ce (irradiation time: 12 min).

거리 (em) N3 P3 N3-P3 N3-P3(평균값)

50 181 42 139
171 43 127
165 43 122
171 41 130 129.5

75 98 20 78
90 .,., 68
94 21 73
91 20 71 72.5

100 55 12 43
56 12 44
56 12 44
57 12 45 44

150 33 6 27
34 6 28 27.5

이때 그립 18-20에서 거려 r=O일 때 y축 절편은 선원에서 1m거

리에 있는 측정기의 측정값(Do)올 와미하며， 기올기 S는 산란기여옳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산란기여융올 의미한다. 그립 18에서

데이터들올 윈tting한 후 식 39의 S값올 추정한 후 9" 구형 충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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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의 산란기여옳(S) 0.22 n1·2를 얻었으며， 열형광선량계의 경우

는 그립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수감속구252Cf선원올 사용하여

0.395 m-2
를 얻었으며， 비중수감속구252Cf 선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0.458 m-2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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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9“ spherical relwneter reading as a funtion of dis따nιe

잔OlD a 020 Moderated 252Cf source

(irradiation time: 12min).

거리 (em) O(mrem/hr) D(명균값)

40 1.60

1.64
1.68 1.64

50 1.04

1.07

1.10 1.07

75 5.22

5.16

5.34 5.23

100 3.18

3.30

3.18 3.22

125 2.05

2.22

2.30 2.19

150 1.59

1.79

1.7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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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LD responce D times the square of the source
detector r for a D2O moderated 25ZCf soluce-

--128-



Y= 30.524{1 + O.458X)

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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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LD Response D times the square of the source
detector distance r for a bare 252e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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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56.7(1 +O.22X)

2.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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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Figure 20. 9" spherical remmeter responce 0 times the square

of the source-detector distance r for a D20
moderated 2S2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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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정실 중성자 산란기여율의 이론 값과 측정값의 비교 및

논의

교정설 산란기여율의 이론 값은 식 37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가 표 28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교정실 산란

기여율의 이론 값올 구하거 위하여 중수감속구252Cf선원의 경우 식

37에 g(oJoo)값올 9" 구형 중성자검출기와 열형광선량계 각각의 경

우에 대해 국제표준기구(ISO) 권고사항인[30] 0.86과 0.58의 값올 이

용하였다. 또한 본소 교정실의 유효반지름(rc)은 식 38올 사용하여

Table 28. Comparison of the measured and the calculated neutron room

scattering corrections of detector responses for the D20 moderated
252Cf source.

검출기 측정값 이론값 측정값;j이론값

9“구형중성자검출기 0.22 0.193 1.113

열형광선량계 0.395 0.354 1. 116

(중수감속구2S2Cf선 원)

열형광선량계 0.458 0.448 1.022
(비중수갑속구 252Cf선원)

계산한 결과 4.3 m를 얻었다. 표 28에 보는바와 같이 교정실 산란

기여율의 이론값과 측정값은 15 %이내에서 일치 하였고 이론값 계

산시 실제로 복잡한 교정실을 단순하게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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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잘 일치하였음올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되

어진 이론적 계산방법올 중성자교정실 설계시 척용하여 사용한다면

미리 예상되는 산란기여율에 판한 정보를 얻올 수 있으므로 설계에

재반영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ISO/NISl‘ 방법에 의해 실

험적으로 결정된 중성자 산란기여율과 새로 시도하여 개발중에 있

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 중성자산란기여율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현재 분석중에 있으며 차기년도에 그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

다.

라. 결롱 및 검토

중성자장 분야에서는 지난 년도 까지 수행한 중성자교정실 기반

시설 확보와 교정 및 보정인자에 대한 이론적 산정에 이어서 금년

도에는 이들에 대한 실험적 검중 및 중성자 측정기기 교정절차 확

립올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KAERI Long Countεr에 대한 특성실험에서는 중성자 측정기기의

운전변수 결정기술 개발올 목표로 추진하였다. 지난 년도에 제작한

Long Counter에 계수회로를 구성하여 . 중성자 계측기의 거동올 해

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KAERI Long Counter

에 적용하여 검증실험을 수행하였다. 특성평가 결과， 효율은 비감속

252Cf중성자선원에 대하여 0.00385(土2.0%) 중수감속 252Cf중성자선원

에 대하여 0.00296(土2.0%)이고， 계수값에서 산란중성자에 의한 것은

비감속 252Cf중성자선원에 대하여 l.47E-5 pcr cm2이고 중수감속

252Cf중성자선원에 대하여 1.24E-5 per en간였다. 자체 제작한 중성자

계측기에 대한 운전변수 결정기술은 장차 신형계측기 개발에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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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빛 일반산업체에서 방사선방어 목적의 중성

자측정기에 대한 교정 절차를 확립하였다. 당 연구소의 비감속 및

중수감속 252Cf중성자선원에서 방출하는 감마선량당량율올 전리합올

사용하여 측정하여 9“ Remmeter의 중성자선량당량융과의 비를 구한

결과， 벼감속에서는 O.066(상대표준편차=土 1 1.7%) ， 중수감속에서는

O.170(상대표준편차=土 1 1.7%)을 구하였는데， 이는 Albedo형 개인선량

계를 교정하는데 기본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텔에 의

하여 현재 교정대상이 되는 중성자측정기기들에서 산란기여분올 실

험적요로 산정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준중성자장 지배방정삭과

그 상대표준편차(중수감속과 9" Remmetcr의 경우， 9.1%)를 완성하였

다. 이 기준충성차장에 의한 계산값과 측정값을 거리의 함수로 한

교정상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구하였다. 이 교정상수들이 평균값에

서 벗어난 최대오차는 3.8%로서 상대표준편차 9.1% 범위 내에 있었

다. 이를 통하여 당 연구소 기준중성자장의 정확성을 실험적으로

검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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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인방사선량 평가 기술

1. 외부방사선량 평가기술

가. 선량평가 알고리즘 개선 및 보완

현재 사용중인 Teledyne 9150 TLD 판독장치에 대한 알고려즘의

개발은 1990년대부터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이미 여러 보고서에

발표된 바 있다[31 ，32]. 이러한 알고리즘의 개발은 표 29 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와 칼이 ANSI N13.11 (l 98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사선

장올 대상으로 수행되었다[33]. 그러나 ANSI N13.11이 1993년에 재

정되면서 표 30 에서와 같이 새로운 방사선장이 추가됩에 따라 알

고리즘의 수정 ·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5]. ANSI N13.11(l993)에

서 추가된 방사선은 베타의 경우 Tl-204, 중성자는 Am-241로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실험이 가능한 Tl-204에 대한 반웅도 보

정인자를 도출하였으며， 새로운 반용도 보정인자를 이용하여

Cs-137, Sr/Y-90 및 Tl-204의 흔합 및 단일선장에서의 성농지수를

ANSI NI3.11(l 993)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명가하였다.

(1) 베타선원

실험에 사용된 베타선원은 독일의 PTB에서 제작된 2차표준 조사

선원흐로서 조직표면 및 깊이에 따른 홉수선량으로 선량계를 교정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베타선원의 평균에너지는 60 - 800 keY까

지의 범위를 가지도록 Pm-147 , Tl-204, S매Y-90의 세 가지 선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원의 특성은 표 3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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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션원의 사용에 있어 S다Y·90 1,850 MBq를 제외한 모든 선원온

10 em 거 랴 에 빔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 한 "Beam flattening filter"

Table 29. Personnel dosimetry perfonnan야 test category
(ANSI NI3.11-1983).

Test Ill'Udiation Tolerance Level
Category

Range Deep Shallow

Accident Low-Photon lD-500rad 0.3 No test

II. Accident High-Photon lQ-SOOrad 0.3 No test

In. Low-Photons 0.03-10 rem 0.5 0.5

IV. High-Photons 0.03-10 rem 0.5 No test

V. Beta 0.15-10 rem No test 0.5

VI. Mixture (III+IV) 0.05-5 rem 0.5 0.5

VII. Mixture (lV+V) 0.2-5 rem 0.5 0.5

VIII. Mixture (Cf-252+IV) 0.15-5 rem 0.5 No test

률 사용하고 있다[34].

PTB 2차 베타표준선원은 1.0 g/cm
3
의 밀도를 가전 조작둥가

phantom 표면에서의 cavity 홉수선량율 De(O)로 교정된다. 이러한

cavity 홉수선량율은 조직퉁가물질로 둘러싸인 cavity에서의 션량율

융 의미하며 이 cavity는 공기로 충진 된다. phantom 표면에서의

tissue 홉수선량율 DI(O)는， 동일 위치에서의 cavity 홉수선량율 De(O)

과 tissue와 air에서의 mass stopping power의 비율인 k‘l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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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으며， 이때 mass stopping power는 전자선속밀도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따라: 평균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베타선원

의 kc1값은 Pm-147 , TL-204 , SrjY-90에 대 해 각각 1. 124, 1. 121 , 1.11 퉁

의 값올 나타내 고 있다[35].

Table 30. Personnel dosimeσy perfonnance test category (ANSI N13. 1l-1993).

Test Tolerance Level Additional

Category Irradiation Limit On
Range Deep Shallow IBI and S

I. Accident Low-Photon 10-500 rad 0.3 No test None

II. Accident High-Photon 10-500 rad 0.3 No test None

III. Low-Photons 0.03-10 rem 0.5 0.5 0.35

IV. High-Photons 0.03-10 rem 0.5 No test 0.35

A. High (Srty-90)
0.35No

V. Beta B. Low (T1-204) 0.15-10 rem 0.5
test

C. General (A+B) None

VI. Photon Mixture (III+IV) 0.05-5 rem 0.5 0.5 0.35

VII. Beta Photon Mixture
0.2-5 rem 0.5 0.5 0.35

(IV+V)

VIII. Mixture A. D20 mod Cf-2S2
(Neutron 0.15-5 rem 0.5 No test 0.35

+IV) B. Am-241 /Be

IX. Varied angle of incidence
0.1-5 rem 0.5 0.5 None

(IIIB+IV)

본 연구에 사용된 베타선원의 선량율 교정올 위해서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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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인자들 이외에 투과인자 T(d)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tissue

표면과 tissue 내 일정 깊이에서의 cavity 홉수선량율의 비로 정의된

다. 흑 T(d)=Dc(d)/Dc(O) 이 다. 여 기서 k‘l의 값은 거의 일정하므로

T(d) 값은 조직홉수선량울의 비 D‘(d)/D.(O)와 통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Table 31. Characteristics and nominal activities of the PTB Beta

secondary stan없rd.

Source
Half-life

Em:u Eavg Frequency Activity
Nuclide

nwnber (keY) (keY) (percent) (MBq)

1 147Pm 2.623 Y 224.7 61.96 99.994 518

2 2싼‘l 3.779 y 763.4 243.93 97.42 18.5

3 and 4 90Sr 28.6 Y 546.0 195.8 100.0 74 and 1850

9Oy" 64.1 h 2283.9 934.8 99.988

" Asswned to exist in equilibrium with the 9OSr.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본 연구의 실험 목적에 적합한 선원의

선량율올 도출하였으며 교정거리에 따른 홉수선량율은 표 32 에 제

시된 바와 같다.

(2) 조사조건

본 연구에서는 ANSI Nl3.ll의 기준에 따라 30cm X 30cm X 5cm

의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phantom올 이 용하여 개 인선 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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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Nominal- tissue absorbed dose rates for PTB beta secondary

standard.

Calibration
Specific Tissue Dose Rate (μGy/sec)

at a Depth of d (mg/cm2
)

Source Distance

(em)
d = 0 d = 7 d "" 20 d = 100

2 ( 204n ) 2.191 X 10.1 2.147X 10'1 1.775 X 10-1
30 -

(0.004) (0.004) (0.004)

3 ( IlOSr.9Oy )
2.773 2.889 3.011 2.917

30
(0.004) (0.004) (0.004) (0.004)

• PTB certification applies to evalWlte dose rates, not source activities.

U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the relative errors.

의 조사실험올 실시하였다. 법의 유효반경올 고려하여 l회의· 조사

에 2개의 선량계를 phantom 전면에 부착하여 실험하였으며， 각각의

조사준위에 대해 3회의 동일 조사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에

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선량계의 후면에 있는 클랩을

제거하고 phantom의 전면에 밀학되도록 하였으며， phantom의 중심

이 선원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였다.

베타선원과 선량계까지의 거리는 30 em로 고정하였으며 phantom

위치에서의 범 유효면적의 중가를 위해 beam flattening filter를 사용

하였다. 이러한 필터는 선원과 선량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였으

며 선원표면으로 부터 10 e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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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량환산인자 도출 및 검정

조사선량에 따른 PB-3 선량계에서의 TL 반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선량계의 linearity 검정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B-3 선량계 시스템은 S매Y-90 베타선원에 대해 일정한

반용도 비례성올 나타내었으며， 계산된 선량값도 조사된 선량과 매

우 잘 얼치하였다. 반면， TI-204의 경우에는 조사선량에 따른 반용도

중가는 일정하나 조사선량에 대해 과소평가되고 있읍올 알 수 있

다. PB-3 선량계시스템의 TI-204에 대한 이러한 낮은 반옹도를 보정

하기 위해 Teledyne사에서는 베 타보정 인자(BCF=2.088)의 적용올 권

고하였으나， 이러한 베타보정인자의 적용은 조사된 선량에 비해 과

해평가된 계산결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베타보정인자의 이러한 문제점올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TI-204에 대한 PB-3 선량계의 반용도 실험올 통해 그림 22

와 곁은 반웅도보정인자 곡선올 도출하였으며， 조사선량에 따른 선

량계의 베타반용도 보정합수를 제시하였다.

뼈
xi

껴

E

때。τe×1
l
A

MF
h
u

--4--FK ‘‘---’
i

t--‘

HB = (£1 - E2) x BCF' (2)

여기서 NR는 선량계에서 영역 l 과 영역 2 의 반옹도 차이

(=EI-E2) 이며 HB는 베타선에 의한 피부선량값이 된다. 만약 선량계

시스탬이 베타선장에만 조사된 경우에는 teflon 필터가 부착된 영역

- /39--



2 에서의 선량계는 방사선에 반용하지 않게 되며 영역 l 의 반용도

로 선량올 평가하게 된다.

새로운 BCF' 의 사용 가능성올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검청실혐

의 결과는 그립 23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204에 대한 PB-3 선량계시스템의 반용도는 BCF를 적용하지

않올 경우에 40%까지 과소평가되었으며 기존의 BCF도 여러한 현

상올 보완하기애 적합치 않음올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개

발된 베타보정인자를 적용한 선량계산결과는 오차범위 10% 이내에

서 조사선량올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녔다.

베타보정함수의 사용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함수의 성능올 확인하기 위하여 ANSI 의 기준에 따라 베타방사선장

에 관련된 시험항목에 대해 성능시험올 설시하였다. 실시된 시험항

목 및 조사선량은 표 33 에 기술된 바와 같으며 시험올 위한 기술

적인 기준은 NCRP와 ANSI에 따르도록 하였다. 성능시험의 결과는

표 34 에 요약하였으며 평가에 사용된 각 성놓지수의 정의는 다옴

과 같다.

( Hi -Hi)
P강10ηnance quotient. P i = '--'z.r --". (3)

Hi

where Hj is the delivered dose and Hi is the measured dose,

_ 1 n

B따s. B프 P= ÷E Pi ·H.
fI,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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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γd devi，αtion . S=
[ Zl(Pi- F)2]

(n-I)
(5)

표 34 에서는 또한 시험선량계의 최소검출하한치 (LLD)를 명시하

였는데 이러한 LLD의 평가는 독립적인 시험항목은 아니며. ANSI의

기준에 따라 LLD의 최대값이 각 시험항목에서의 최저 조사준위의

1/2를 초과하지 않고 있음올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표 34 에 제시

된 LLD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도출되었다.

2(1.8So+FHn)LLD= U

(1-꾀

1.8S 2F= [ ]
(I-B)

(6)

(7)

여기서 So는 조사되지 않은 기준선량계의 판독값에 대한 표춘편

차이며， Ho는 계산된 background 값의 평균값이다 [5].

표 34 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PB-3 선량계시스템은 베타반용에

대한 보정 없이도 시험항목 VA , VIlA 및 VIIB에서 만족스러운 성

농올 나타내었다. 이들 시험항목에서의 실험결과들은 편중과 표준

면차의 추가적인 기준올 포합하여 모든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반

면， 시험항목 VB의 경우 BCF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중에 대

한 기준인 0.35에 거의 근접하였으며， 기폰 BCF를 적용한 선량평가

결과는 편중에 대한 기준올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기폰에 권고된

BCF의 적용상의 문제점은 시험항목 VC에서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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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에서， BCF를 적용치 않은 결과는 허용기준올 초과하지 않

고 있으나 기존 BCF를 적용한 경우에는 모든 허용기준올 만족샤키

지 못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대 약 60% 의 상대오차

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BCF에 의한 선량평가결과는， 새로운 BCP'

의 적용으로 약 15 % 까지 상대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베타반용도 보정함수의 사용올 통

한 알고리즘의 보완요로， Tl-204 베타선에 의한 단일선장 및 Cs-137

과의 혼합선장에서의 피부선량명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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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erfonnance test categories and test irradiation levels.

Tolt:rance Level Additional De livered
Test Sub Co이m띠1깨panent

(L) Limit on Dose (mSv)
Category RatioCategory

Deep Shallow 1131 and S Deep Shallow

D.

Ace미i띠dents.

1000.3 No test None -high-energy -
photons

(C웅137)

IV.

High-energy
0.5 No test 0.35 50 .- -

photons

(Cs-13끼

VA.
No

1.50.5 0.35 -Hi링l-energy -
test

('JSrrY)

VB.
No

50.5 0.35 ‘Low-energy -
testV. Beta

(없π)

ve.
General No

0.5 None - 4.51 : 2
~Sr.맨Y te앙

+뼈끼)

VIlA.

High-energy
3 : 1 0.5 0.5 0.35 10 40VII. ~Srry

Beta-ph아on +ll7Cs)

MIxtures

(IV + 꺼 VIIB.

403 : 1 0.5 0.5 0.35 10Low-energy
(204끼+ll7Cs)

· π1e tolerance level L=IIlI+S-E

E is the testing laboratory ’s estimate of uncertainty in the delivered dos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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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Results of perfonn없ce test of the PB-3 badge system.

[Delivered

LLD Dose]
Test Results

Teat (mSv) Reported Dose
Category (mSv)

1131 s L
Deep Shallow Deep Shallow

Deep I Shallow Deep I Shallow Deep I Shallow

VA. 0.0162 0
[1.50]

0.0667 0.0133 0.0800- - - -
1.60

0.0164
[5.0]

0.3465
3.27 0.0288 0.3753

VB. (0.0226) 0 - (0.3645) - -
(0.0 l75t

(6.82)
(0.0024t

(0.06(2) (0.4247)

{4.93t

0.0162
. [4.5]

0.2193 0.0158 0.2350
3.51

(0.6613)ve. - (0.0288) 0 - (0.6252) (0.0361) -
(0.0163)

(7.3 1)
(0.1564) (0.0146) (0.1 709’(5.22)

0.016 [1이 [40) 0.11 0.00 0.12
0.0165 0.1349 0.0214 0.1 563

VIlA. 11.68 40.54 68 72 39

0.0163
[40]

0.2479
0.016 [10] 30.09 0.06 0.00 0.0192 0.06 0.2671

VllB. (0.0183) (0.2815)
I 10.61 (5 1.26) 10 74 (0.0399) 84 (0.3214)

(0.0166)
{39.63t

(0.0097)

* The values in the JXlrenlheses are results from I3CF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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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Linearity of the PB-3 in different beta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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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 인선량판독절차서 및 QA/QC 프로그램 확립

TLD 판독 QA/QC 프로그램의 목적은 TLD 판독 품질보증절차서

를 개발하여 선량계산 알고려즘올 포함한 TLD 시스템의 판독에 대

한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과학기술처고시 제

92-15호 (1 992.8.29)에서는 판독기관에서 판독 빛 품질보중절차서를

작성하여 숭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재 사용되고 있는 Teledyne 9150 TLD 판독시스템에 대한 판독절차

서 빛 품질보중절차서를 개발하였으며 ‘94년 6월에 본 연구소 품질

보중실의 실제 품질관리감사를 통하여 품질관리프로그램의 타당성

을 입증하였다.

(1) QA/QC 절차서 개발방법

Teledyne TLD 판독시.스템의 QA/QC 절차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Teledyne 사에서 제공된 TLD 판독기와 개인성량계에 대한 품

질보중/관리절차서(QA/QC 절차서)를 검토하였으며， Teledyne 9150

판독기와 Model PB-3 개인선량계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절차서

의 개발에는 미국 10 CFR 50 부록 B 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본항목

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37].

10CFR50 부록 B 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본 항목들은 다음과 같

다.

10 CFR 50 APPENDIX B

(a) ORGANIZATION(조직 )

(b) QUALITY ASSURANCE PROGRAM(품질보증 프로그램)

(c) DESIGN CONTROL(설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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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CUREMENT DOCUMENT CONTROL(서류관리 >

(e) INSTRUCTION. PROCEDURES. AND DRAWINGS

(지침서， 철차서 및 설계도면)

(0 DOCUMENT CONTROL(기 록관리 )

(g) CONTROL OF PURCHASED MATERIAL. EQUIPMENT. AND

SERVICES (구매물품， 장치， 서비스관리)

(h)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MATERIALS. PARTS

AND COMPONENTS (물품， 부품， 제료관리)

(n CONTROL OF SPECIAL PROCESSES(특별공정관리)

(D INSPECTION(검사)

(k) TEST CONTROL(시 험 )

(1) CONTROL OF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측정 및 장치시험)

~) HANDLING. STORAGE AND SHIPPING(취급， 저장， 선적)

(n) INSPECTION. TEST AND OPERATING STATUS

(검사， 시험， 동작상태)

(이 NONCONFORMING MATERIALS , PARTS OR COMPONENTS

(미확인 풀품， 부품， 제료)

(P) CORRECTIVE ACTION(수정 행위 )

(Q) QUALITY ASSURANCE RECORDS(품질보증기룩)

(r) AUDITS(감사)

(2) Teledyne 9150 TLD 시 스템 의 QA/QC 절차서

기존 Teledyne TLD 시스템의 QA/QC 프로그램과 10 CPR 50 부

록 B의 기본 항목올 고려하여 작성된 QA/QC 절차서의 내용은 다

음과 같으며 전체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예규 135 호 에 수록되

어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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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직 및 업무

- TLD 품질관리 업무조직 및 업무 규정

(b) 교육훈련

- TLD 운영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c) 물품구매관리

- 개인선량판독에 관련된 물품의 구매 및 관리

(d) 선량계， 배지케이스 및 판독기 관리

- 개인선량 판독에 관련된 물품의 관리 방법

(e) 소프트웨어 관리 및 데여터베이스 유지

- 데이터처리 및 유지 방법

(f) 교정

- TLD 시스템의 교정방법

(g) 판독관리

• 개인선량계 판독방법

(h) 품질보증검사 프로그램

• 펴폭선량 판독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blind

시험방법

(i) 기록보관

- 피폭관련문서의 기록 및 보관 방법

(j) 절차서의 작성， 개정， 배포관리

(k) 내부감사

- 품질보증설에 의한 연구소 자체 감사

(1) 품질관리검사

- 개인피폭관리팀에서의 내부적인 관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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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선량판독 intercomparison

국제 상호비교 검증시 험 (intercomparison study)은 blind test를 통해

개인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농력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극히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Teledyne

9150 TLD 판독시스템의 선량평가 알고리즘과 개발된 QA/QC 프로

그램의 신뢰성 검증올 위해 미국 ORNL과 상호비교 검증시험올 실

시하였다.

미국 Oak Ridge 국립연구소(ORNL) 에서는 다양한 방사선장에

대한 각국의 개인선량 평가능력올 시험하고 개인선량 측정거기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선량계 국제상호 비교검

중 시 험 (PersonnεI Dosimetry Intercomparison Study : PDIS)올 1974년

부터 실시 하여 왔다[39].

본 연구에서는 1993년에 실시 된 PDIS-18 에 참가하여 개발된 알

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요며， 1994년도에는 Pad윈c Northwest 연

구소(PNL) 와의 중성자에 대한 intercomparison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였다.

(1) POIS-18 (1 993)

1993년에 실시왼 PDIS-I8 에서는 중성자+베타 및 베타+감마의

혼합선장을 포함하여 8개의 시험 항목이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8개 항목 전체에 참가하였으며 시험항목은 표 35 에 요약된 바

와 같다. 표 35 에서의 조사조건은 중성자 빛 감마선 조사의 경우

에 40 X40 X 15 cm PMMA slab phantom이 사용되었으며， 베타선 조

사에는 30 X 30 X 5 cm PMMA slab phantom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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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Test categories and irmdiation conditions of PDIS-18(‘ 93).

Exposure
Source Description

Distance 9"/3 11 Average Neutron

Number (meters) Ratio Energy (MeV)

15 em D2D-moderated 252Cf 0.5 0.35 0.55

2 252Cf(D20). non- 上 incidence 0 ‘ 75 0.35 O.5S

3 252Cf(bare)/puBe(bare) 2.49 2.6

4 Low Energy X-ray ? - -

5 131CS 0.75 -

6 Neutron/Beta Mix 0.7510.35 0.74 0.86

7 Low Energy X-ray/Beta Mix 2.00/0.35

8 PhotonfBeta Mix 1.00/0.35 - -

PDIS-I8 에서의 선량평가를 위해， 선량계에 대한 반용도를 보정

하기 위한 ECF의 개념올 적용하였으며， 표 35 에서 수직으로 조사

되지 않용 시험항목 2 의 경우에는 조사각도 45 。 에 대한 PB-3 선

량계의 각도보정인자(=0.7) 를 사용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4이.

또한 bare 상태의 252Cf 와 Pu-Be가 혼합된 중성자선량의 계산(시험

항목 3)에는 표 36 의 Pu-Be 에 때한 선량환산인자(=12.82) 를 사용

하였다. 선원미상의 중성자선과 베타선이 혼합된 시험항목 6 에서

는 9"/3" ratio (=0.74) 에 근거하여， 감속된 중성자선원￡로 판단하고

그림 24 의 Bcd/TLp ratio 에 의한 선량환산인자를 도출하여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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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40]. 중성자선이 포함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량계산알고리즘올 그대로 적용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였으며， 평

가된 PDIS-18 의 시험결과는 표 37 에 요약된 바와 같다.

Table 36. Energy responses of ~iF/CaS04:Dy neuσon dosimeter.

Neutron Energy
Source mrem/mR

α1eV)

0.025 X 10-6 Th Cohunn 0.06

0.206 Van de‘‘，。빠 0.78

0.55 D20 modemted 252Cf 0.69

1.056 Van de gmff 4.24

2.348 bare m Cf 6.67

2.520 Van de gmff 7.25

3.540 Van de gmff 7.81

4.200 Pu/Be 12.82

4.870 Van de graff 13.16

ORNL의 사정으로 인해 국제상호비교검증서험이 PDIS-I8올 마지

막으로 종료됩에 따라 PDIS-I8 의 시험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RNL의 담당자를 통해 비공식적인

조사선량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37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DIS-I8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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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 252Cf+bare Pu-Bc의 혼합선장과 감마+베타 흔합선장에서의 선량

평가를 제외한 모든 시험항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험

항목 3 과 7 올 제외한 방사선장에서의 성능지수는 최대 0.31 이하

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선량평가결과애 대한 표준편차는 모두 0.2

이하로 나타녔다. 시험항목 I 과 2 의 결과를 통해， Bcd{fLp ratio

방법에 의한 D20 moderated 252Cf 중성자장에서의 선량평가에 무리

가 없읍올 확인하였으며 각도보정인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였다. 시험항목 3 에서의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 Pu-Be 중성자선이

혼합된 경우에는 표 36 의 선량환산인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

며， 중성자선원의 평균에너지릅 고려해서 선량환산인차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9"/3" ratio 와 Bcd{fLp ratio 에 의 해 평가한 시 험 항목 6 의

성농지수가 ANSI의 성농시험 기준치 이하로 우수하게 나타남에 따

라 미지의 중성자선이 혼합된 방사선장에서의 선량평가에 대한 접

근방법이 적절했음올 확인하였다. 반면， 기폰 알고리즘올 사용하여

평가한 감마+베타 혼합선장(시험항목 7) 에서의 피부선량평가결과

는 약 40% 정도 과소평가되어 ANSI의 기준치(=0.5)에 근접하는 것

으로 나타냥다. 사협항목 7 에서의 이러한 상대오차는 선량계산 알

고리즘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NSI M30 beam

code(Eavg=20keV)의 x-선과 베타선이 혼합된 방사선장에 대한 알고

리즘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PNL 과의 intercomparison

1994년 5월에는 PNL 과 중성차에 대한 자체 intcrcomparison올 실

시하였다. PNL 에서의 중성자 조사시 40>< 40 X 15 cm PMMA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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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Results of ORNL intercomparison study POIS-IS(‘93).

Delivered D않e Reported Dose Performance Standard

Exposure (mrem) (mrem) Quotient(IPD Deviation(S)

Number

Neutron G따nma Neutron Gamma Neutron Gamma Neutron Gamma

155 25
1 115.7 unknown(l) 152 23 0.3195 - 0.0050 -

153 25
72 13

2 58.1 un’암mown(l) 74 12 0.2909 - 0.0621 -
79 13

140 0
3 53.4 unknown(l) 133 0 1.6904 0.2415 -

158 0

68
72(165)

0.0343 0.04254('2) - (150.5)
- 72 (166) -

(0‘0742)
- (0.0442)

67(154)

31
5 - 29.8 - 31 - 0.0291 - 0.0194

30

un’known{J)
20 7(64)

6CJ) 16.4
(62.6)

25 6(67) 0 .3008 (0.0437) 0.1960 ω.0244)
19 7(65)

68
69(160)

0.0147 0.04417α) - (306.4)
- 66 (1 51) - (0.4822) - (0.0232)

72(165)

11 1.9
131(252) 0.1647 0.01868('2) - (240.2)
132(253) - (0.0450)

- (0.0110)
128(248)

(1) The information of test irradiation is not exactly known.

π)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evaluated from shallow da>e equivalent.

CJ)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evaluated from net beta shallow dos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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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조사선원， 조사량 및 평가곁과를 표 38 에 나타내었다.

중성자 조사선량 평가시 선량환산언자는 표 35 의 값올 사용하였으

며， 평가결과 조사량과 평가량의 편차가 모두 15% 이내의 우수한

결과를 보여 ANSI 의 거준올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음올 알 수 었

다. 앞으로 이 결과와 KAERI SSDL 보유 중성자 선원에 대한 조사

결과륭 비교하여 충성자조사실에서의 room scattering 퉁 지타 조사

량에 영향율 미치는 인자들올 검증 ·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Table 38. Results of intercomparison study with PNL.(’94).

Test Results
Delivered Reported

Neutron Perfonnance Standard
Source

Dose Dose
Quotient Deviation

(mrem) (mrem)
(!PI) (S)

D20 Cf-252 100 85.8 0.142 0.023

D20 Cf-252 500 464 0.073 0.05

Bare Cf-252 100 88.9 0.110 0.063

Bare Cf-252 500 443 0.1 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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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Neutron mrem/mR conversion factors as a function

of the Bcd(l‘L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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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내피폭선량 평가기술

가. 체내피폭선량 평가 알고리즘 개발

(1) 섭취잔류합수

섭취잔류합수[41 ，42 ，43] 란 단위 방사능(1 Bq)올 섭취한 후 t얼 경

과한 후에 있어서의 체내에 존재하는 섭취량의 분률을 나타내는 식

으로， 이는 체내펴폭관리 프로그램의 설계와 수행은 물론 섭취량

계산에 필요한 섭취잔류 분률 자료의 생성과 유도조사 준위의 설정

에 사용된다. ICRP[44，45]의 신진대사 모텔에 따르면 표 39 에서 정

리된 바와 같이 방사성핵종의 체내거동의 유형은 핵종의 특성에 따

라 7가지로 구분되며， 방사성핵종의 체내 이동경로상에 위치한 각

장기 또는 조직은 고유한 섭취잔류함수를 갖게 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방사성핵종의 홉입 섭취시 체내로 유입되는 첫번째 경로

인 혜애서의 섭취잔류합수만올 유도하였으며， 이는 홉입 섭취시 In

Vivo 측정결과와 함께 섭취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채공한다.

폐 잔류합수의 유도는 ICRP Pub l. 30의 례 모텔에 근거를 두었으

며， 단일펴폭후 폐내에서 홉입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q(t)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q(t) =.J[ DNpFae -A.t +DNpFbe-샤+D 71뻐‘'ce -μ +Dr.야、'tJ€! ...μ+

D빠월자 (e -μ-e-씌+Dp잡웰파 (e -μ-e -AJ} +
D마‘'ee ),.1 +DPF~μ+D마’ge -A“+D마、Ia -Aμ+

D짧;웰자쉰-eA t) +D￡lIll-e -A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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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Classification of the ICRP 30 model.

Pattern Structure of lCRP 30 model Element fl
, R

Co, Mn , U, Pu, not 1. 0

Pattern 1 ST - Sl - ULl • LLI Am, Fe and

79 other

Tr • Tissue elements

~Tr-’ Ti ssue

Cs , Na, CI , K

Pattern 2 Sr, Ge , At , Fr 1. 0
Hg (or탱nic)

、

R

Pattern 3 sf • Sl -• ULl .• LLI Sr, ca, Ra, Sa not 1. 0

metabolic model in lCRP 20
, R

Pattern 4 ST Thyroid 1. 0

/
~Tr • rest of the body

Pattern 5 soft tissue com며rtml빼t H, C

Pattern 6 I~-~•l • ULl • LLI Au not 1. 0

Tissue
, R

Pattern 7 S1 F, 11 1. 0

」→ Tissue

R : respiratory model in ICRP 30

ST : stomach compartment

SI : small intestine comp따tment

• : pathway

ULI : upper large intestine com뼈rtment

LLI : lower large intestine compartment

Tr : transfer com뼈rtment

Tissue : tissue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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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I는 방사성핵종의 섭취량올 나타낸다. 또한 DNP, DTB 및

Dp는 혜의 NP, TB 및 P 영역으로의 업자의 칩적분률올 나타내며，

입자크기가 1 Um일 때의 값만이 ICRP 30에 주어져 있다. 그려고 Fa

- Fj는 폐의 각 영역으로 들어오는 업자중 a - J 콤파트먼트

(compartment)로의 이행분률을 표시하며， Aa - Ai는 a - i 콤파트먼트

에서의 생물학척 쳐1 거율이다. ICRP Pub l. 30폐 모텔에서의 각 인자

의 값올 위의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방사농 q(t)는 각 홉업 클래

스별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홉입 클래스 D

Q( t) = I [ 0.05DTBe -3.뼈t+Dp(O.2t+De-.1. 3S6t ] (9)

• 홉입 클래스 W

- t 르 1 일

q(t) = I [ O.5Dre-0 '없3t+ (O.5D TB -O.IDp -O.001606Dp)e-3.4651
r'~ (1 0)

+ (Q .6Dp+O.000693Dpt)e-0.Ol웠t )

- t > 1 일

q(t) = I [O.5D엉-0.6931+ (O.6Dp+O.000693Dpt)e-0.Ol386t ] (11)

• 홉입 클래스 Y

- t 드 I 일

Q( t) = l[ O.015Dp+O.5Dpe-o.w3’+ (O.99D TD -O.lDp-O.00016OS3Dp)e-3.•삐
(1 2)+0 .315Dpe-o.ool3:J 1 +0.27Dpe-o. lXlOOl/l

- t > 1 일

q(t) = I [O.015Dp+O.5Dp e-O • 6잃t+O. 315Dre-0.001391
+O.27Dre- o . o뼈9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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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Regio따1 deposition fractions for aerosols with AMADs

between 0.2 and 10 Urn.

Aerosol

AMAO O.un)
Region INOOS GENMOO This Study

0.2 ONP 0.048 0.050 0.050
Op 0.500 0.500 0.500

0.5 ONP 0.159 0.157 0.161
Op 0.351 0.350 0.350

0.7 ONP 0.224 0.220 0.227
Dp 0.301 0.300 0.299

1.0 DNP 0.300 0.300 0.310
Op 0.250 0.250 0.249

2.0 ONP 0.500 0.492 0.500

Op 0.168 0.167 0.166

5.0 ONP 0.746 0.741 0.744

Op 0.090 0.088 0.088

7.0 ONP 0.817 0.814 0.815
Op 0.069 0.068 0.067

10.0 ONP 0.869 0.875 0.875

Op 0.051 0.05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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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는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반감기를 고려하지 않았으

므로， 이에 따른 양의 감쇄를 보정해 주어야한다. 위의 식으로부터

폐 잔류함수 IRF(t)는 [ r
1
로 표현된다.

연속피폭의 경우는 단일피폭의 경우에 주어지는 폐 잔류합수식

의 지수향 e-kl를 t프 T인 경우에는 (l-e-kl)e-kl(1꺼
/kT로， t<T인 경우에는

( l_e-kT)/kT로 대치함으로써 폐 잔류합수를 얻올 수 있다. 여기서， k

는 지수항의 상수를 나타내며， T는 연속피폭기간올 나타낸다.

입자크기에 따른 DNP 및 Dp 값의 보정은 INREM코드[46]에서 사

용한 보간식 (interpolation formula)올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검중목

적으로 입자크기가 0.2, 0.5 , 0.7 , 1.0, 2.0, 5.0, 7.0 및 10Unt일 때 의

계산결과를 INDOS[47] 및 GENMOD 코드[48]에 의한 계산결과와

함쩨 표 40 에 수록하였다. 표 40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본 계

산결과는 타 계싼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본 계산에서 적용된 침적률 보정방법에 의해 입자쿄기에 따른 폐

잔류분률을 구하였다. 계산결과의 예로서 7 urn의 업자크기를 지닌

U-238핵종으로 부터의 단일피폭후 시간변화에 따른 폐 잔류분률의

계산결과를 INDOS 및 GENMOD에서의 계산결과와 함께 표 41 에

수록하였으며， 또한 5 um의 업자크기를 지닌 U-238 핵종으로 부터

의 연속펴폭후의 펴l 잔류분률도 표 42 에 나타내었다. 비교검토 결

과， 각 피폭형태에 따른 본 계산결과는 위에서 언급된 코드에 의한

계산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섭취량 및 선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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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Intake lungs retention fractions for single acute inhalation of .7llm

AMAD of U-238.

Ttrne after Class W cωssY

intake
INDOS TIlls Study

(days)
GENMOD INDOS GENMOD TIlls Study

0.1 9.7 1OE-02 9.55E-02 9.523E-'이 1.247E-01 1.23E-Ol 1.231E‘이

0.2 8.792E...Q3 8.65E...Q2 8.621E...Q2 1.076E...Q I 1.06E-01 1.0ωE-Q I

0.3 8.104E-02 7.96E-02 7.934E-Q2 9 .498E...Q2 9.35E-02 9.338E-Q2

0.4 7.569E-02 7.43E-02 7.403E-Q2 8.561E‘ 02 8.42E-02 8.404E-Q2

0.5 7.147E-02 7.01E-02 6.984E-Q2 7.856E-02 7.72E-02 7.702E-Q2

0.6 6.808E-02 6.67E-02 6.647E-Q2 7.318E-02 7.18E-02 7.167E-Q2

0.7 6.530E...Q2 6.40E-02 6.372E-Q2 6.901E-02 6.77E-02 6.753E-Q2

0.8 6.297E-02 6.l7E-02 6.142E..Q2 6.57 1E-02 6.44E-02 6.426E..Q2

0.9 6.098E-02 5.97E-02 5.947E-Q2 6.306E-02 6.18E-02 6.163E-Q2

l 5.927E...Q2 5.80E-02 5.778E..Q2 6.088E-02 5.96E-02 5.948E매2

2 4.913E-02 4.8 1E...Q2 4.782E-Q2 5.002E-02 4.90E-02 4.875E애2

3 4.427E...Q2 4.33E-02 4.3 11E-Q2 4.560E-02 4.46E-02 4.450E-02

4 4.161E-02 4.07E-02 4.052E녁02 4.340E-02 4.25E-02 4.235E-02

5 4.003E밍 3.92E-02 3.898E-02 4.227E-02 4.l4E-02 4.1 26E..Q2

6 3.900E-02 3.82E-02 3.797E..Q2 4.169E-02 4.08E-02 4.069E-02

7 3.825E-02 3.74E-02 3.724E..Q2 4.138E-02 4.05E-02 4.038E-02

8 3.763E-02 3.68E-02 3.664E-02 4.120E-02 4.03E-02 4.021E-02

9 3.709E-02 3.63E-02 3.611E-02 4.109E-02 4.02E-02 4.010E-02

10 3.659E-02 3.58E-Q2 3.562E..Q2 4.102E-02 4.01E-02 4.003E-02

20 3.218E-02 3.l5E-02 3.134E-Q2 4.056E-02 3.97E-02 3.958E갱2

30 2.833E-02 2.77E-02 2.759E-02 4.014E-02 3.93E-02 3.918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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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섭취량 평가는 NUREG/CR-4884[4l]의 방법올 적

용하였으며， 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효 IRF( 떼A( 끼

I= ‘E (1 4)

여기서， I는 섭취량(Bq 또는 I.1g), IRF(i)는 i번째 측정시간에서의

폐 잔류분률， 그리고 A(i)는 i번째의 측정값(Bq 또는 I.1g)올 나타낸

다.

선량계산법으로는 년간섭취한도(ALI)와의 비교방법올 사용하였으

며， 확률적 영향의 경우 선량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HE (Su) = 0.05 -L-‘ r; \VV/ V.V<J ALI (I5)

ICRP Publ. 30의 자료에는 입자크기가 lum일 때만의 ALI 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입자크기에 따른 ALI의 보정은 다음 식으로 수행

하였다.

D~AMAD) ." Dro(AMAD)." D~AMAD)
Hoo(AMAα = (fNP -~.:J’ ..“、 +fro - ;""~-I-I “‘、 +자 fL/I ••ι、 ]H!잉 (Iμm) (I6)

여기서， Hso(AMAD)은 입자크기가 AMAD인 업자를 1 Bq 홉입했

을 때 받는 예탁선량당량(Sv/B이. Hso(1l.1m)은 입자크기가 1 1.1m인 입

자를 1 Bq 홉입했올 때 받는 예탁선량당량(Sv/Bq)올 나타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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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Intake hmgs retention fractions for chronic inhalation of 5ψn

AMAD of U-238.

Chronic intake interval .. 360 days

TIme after
C떠ssW C뇨ssY

intake
(days)

INDOS GENMOD1
) TIus Study INDOS GENM001

) 까us Study

9.546E-Q2 9.36E-Q2 9.287E-02 1.061E-Q l l.04E-0l 1.042E-Ol

5 6.693E-Q2 3.27E-Q l 6.524E-02 7.051E-Q2 3.45E-Ol 6.902E-02

10 5.828E-Q2 5.68E-Q l 5.68IE-02 6.225E-Q2 6.09E-Ol 6.090E-02

20 5.l53E-Q2 9.99E-Q l 5.025E-02 5.772E-Q2 1.13 5.645E-02

30 4.749E-Q2 1.37 4.630E-02 5.602E-Q2 1.64 5.478E-Q2

60 3.9IOE-Q2 2.23 3.812E-02 5.379E-Q2 3.13 5.259E-Q2

90 3.304E-Q2 2.80 3.222E-02 5.252E-Q2 4.56 5.135E-02

120 2.834E-Q2 3.17 2.764E-02 5.151E-Q2 5.93 5.036E-02

150 2.46 lE-Q2 3.42 2 .400E-02 5.061E-Q2 7.24 4.947E-02

180 2.l61E-Q2 3.58 2.107E-02 4.977E-Q2 8.50 4.866E-02

210 1.916E-Q2 3.69 1.868E-02 4.898E-Q2 9.71 4.788E-02

240 1.714E-Q2 3.76 1.672E-02 4.822E-Q2 10.9 4.714E-02

270 1.547E셔02 3.80 1.508E-02 4.749E-Q2 12.0 4.642E-02

300 1.406E-Q2 3.84 1.374E-02 4.678E-Q2 13.1 4.573E-02

330 1.287E-Q2 3.86 1.255E-02 4.609E-Q2 14 .1 4.506E-02

360 1.185E-Q2 3.87 1.155E-02 4.542E-Q2 15.2 4.441E-Q2

I) Integrated retention (Bq.days) du더ng chronic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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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P, fTO 및 h는 폐의 NP, TB 및 P영역으로의 입자의 침적결과로 인

한 관련 장기에서의 예탁선량당량의 분률올 나타낸다. 우라늄 핵종

의 경우 각 AMAD에 따른 ALI의 계산에는 표 43, 표 44 및 표 45

에 주어진 값올 사용하였으며， 계산결과는 표 46 에 주어져 있다.

다음 단계로는 본 선량평가 알고리즘의 검증올 위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에 대한 시범계산올 수행하였다.

Case I : 3.5 % 농축 우라늄의 l년간 펴폭

• 입자크기 : 7 um

• 홉입 클래스 :Y

축정주기 : 90일

In Vivo 법

-대상장기:혜

- 측정대상 핵종 및 에너지 : U-235, 186 keV

In Vivo 측정결과 : 표 47

Case II : 천연 우라늄의 1년간 연속피폭

입자크기 : 3 um

• 홉입 클래스 :Y

측정주기 : 30 일

In Vivo 법

-대상장기:폐

- 측정대상 핵종 및 에너지 : U-235, 186 keV

In Vivo 측정결과 : 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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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ommitted dose equivalent in target organs or tissues per

intake of W1it activity(Sv/Bq) of U-234.

Organs or
Class D C녀ssW Class Y

Tissues
Lungs 3.2E-07 1.6E-05 3.0E-여

(3, 2, 95) (0, 0, 100) (0, 0, 100)
Bone Sur. l. lE-05

(33, 16, 51)
R. Marrow 7.0E-07

(33, 16, 51)
K빼야t 4.5E-06

(33, 16, 51)
Hso 7.2E-07 1.9E-06 3.6E-05

Table 44. Committed dose eq띠valent in target organs or tissues per

intake of unit activity(Sv/Bq) of U-235.

Organs or
Class D Class W Class Y

Tissues
Lungs 2.9E-07 1.5E-05 2.8E-04

(3, 2, 95) (0, 0, 100) (a, 0, 100)
Bone Sur. 1.0E-05

(33, 16, 51)
R. Marrow 6.6E-07

(33, 16, 51)
Kidneys 4.2E-06

(33, 16, 51)

Hso 6.6E-07 1.8E-06 3.3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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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Committed dose equivalent in t따get organs or tissues per

intake of unit activity(Sv/Bq) of U-238.

Organs or
Class 0 Class W Class Y

Tissues
2.8E~7 1.4E~5 2.7E~2

Lungs
(3, 2, 95) (0, 0, 100) (0, 0, 100)

Bone Sur. 9.8E~6

(33, 16, 51)
6.6E~7

R. Marrow
(33, 16, 51)

Kidn야‘s
4.0E~6

(33, 16, 51)

H~ 6.4E~7 1.7E~ 3.2E-05

Table 46. Annual limit on intake(Bq) for U-234, U-235 and U-238.

AMAD U-134 U-235 U-238

(μm) D w Y D w Y D w Y
0.2 3.7E+04 1.3E+04 6.9E+02 4.0E+04 1.4E+04 7.4£+02 4.1£+04 1.5E+04 7.7E+02

0.5 4.3E+04 1‘9E+04 9.9E+02 4.8E+04 2.0E+04 1.1E+03 4.9£+04 2.1E+04 1.1E+03

0.7 4.5E+04 2.2£+04 1.2E+03 4.9E+04 2.3E+04 1.2E+03 5.0E+04 2.5E+04 1.3E+03

1.0 4.5E+여 2.6E+04 1.4E+03 5.0E+04 2.8E+04 1.5£+03 5.1 E+04 3.0E+04 1.5E+03

2.0 4.4E+04 3.9E+04 2.1E+03 4.8E+04 4.2E+04 3.2E+03 4.9E+04 4.5E+04 2.3E+03

5.0 4.0£+여 7.4E+04 3.9£+03 4.4E+04 7.9E+04 4.2E+03 4.5E+04 8.4E+04 4.4E+03

7 ‘0 3.9£+04 9.7E+04 5.2E+03 4.3E+04 1.0E+05 5.5E+03 4.4E+04 1.1E+05 5.7E+03

10.0 3.8E+여 1.3E+05 6.9E+03 4.2E+04 1.4E+05 7.4E+03 4.3E+04 1.5E+05 7.7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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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In vivo data for case I and II.

Measurement Conlenl(I3q) Content(Bq)

time(days) Case I case II

30 - 318

60 - 276
% 32 303

120 262
150 - 380

180 21 359
210 - 248

240 - 294
270 14 288

300 . 294
330 . -

360 23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량평가 알고리즘으로 위의 경우에 대한

섭취량 및 선량평가 결과를 INDOS 및 GENMOD의 결과와 함께 표

48 과 표 49 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경우애 었어서 섭취량에 대한

본 계산결과는 대체적으로 INDOS의 unweighted 방법과 weighted 방

법에 의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흐로 나타났으며， 또한

GENMOD의 NUREG/CR-4884 방법에 의한 결과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GENMOD 코드의 평균방법(average

method)에 의한 결과는 다른 결과툴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

으며， 또한 INDOS 코드의 iteratively weighted 방법 에 의 한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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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Comparison of intake and dose est iJ.nates for case 1.

INDOS GENMOD

Unweighted Wdghted
Iterat니ively NUREG/CR- Avernge 까피s Study

Method 4884 Method Method

Intake(Bq)

U-234 2.26E+04 2.83E+04 2.3lE+여 4.ooE+04 2.32E+04
2.07E+04

U-235 9.84E+02 1.23E+03 l.ooE+03 1.74E+03 I.OlE+03
9.03E+02

U-238 4.27E+03 5.36E+03 4.36E+03 7.56£+03 4.38E+03
3.92£+03

Total 2.79E+04 3.49E+04 2.85E+04 4.93E+04 2.86E+04
Z‘ 55E+04

Stach. Dose

(Sv)

U-234 2.22E-Ol 2.03E-01 2.78B닝m 2.25E-Ol 3.90E-o l 2.23E-o l

U-235 8.94E-03 8.21E-03 1.1 2E에2 9.07E-03 1.57E-02 9.18E-03

U-238 3.68E-02 3.38E-05 4.62E-02 3.75E-02 6.50E-02 3.82E-02

Total 2.68E-ol 2.45E-o l 3.35E-o l 2.72E-Ol 4.71E-o l 2.70E-o l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첫 번째 경우에서의 선

량평가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두 번째 경우에서도

첫 번째 경우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계산결과에 대해 상대적으

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 경우에 있어서의 평균값에 대한 각 계산

결과의 상대편중올 표 50 에 나타내었다.

나. In Vivo 측정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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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Comparison of intake and dose estimates for case II.

INDOS GENMOD

Unweighted Weighted
Iteratively NUREG/CR- Average 까:lis Study

M~lhod 4884 Method Method

lntake(m밍

Nat. U 21.1 20.9 2 1.8 21.3 24.8 21.1

Stoch. Dose 0.63 0.62 0.65 0.63 0.73 0.63

(mSv)

1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채내방사능 측정에 필요한 전신 카

운터의 교정기술개발에 중접올 두었으나， 2차년도에는 카운터의 성

능에 대한 국제간 상호비교를 위해 저 에너지 측정용 검출기에 대

한 백그라운드의 측정， 저 에너지 측정용 검출기의 교정인자 결정

및 검중에 관한 내용올 주로 다루었다. 아올러 전년도에 확립되지

않았던 하복부 빛 갑상선에 침적된 방사성핵종의 측정올 위한 교정

기술개발도 2차년도 연구내용에 포합시켰다.

저 에너지 측정용 검출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측정에는 여러 백

그라운드 측정조건이 고려되었으며， 측정에 있어서 주요 관심의 에

너지는 63 keY , 93 keY 및 186 keY 주위 영역에서의 백그라운드

측정치였다. 백그라운드 측정조건으로는 shield room내에 팬톰올 놓

지 않았을 경우와 저 에너지 측정용 교정땐톰언 LLNL 팬톰， 고 에

너지 측정용 팬톰인 BOMAB 팬톰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성인 남자

가 shield room내에 있는 경우가 각각 고려되었다. 측정시 검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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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0. Comparison of relative % difference for the average intake and

do똥 estimates obtained from INDOS, GENMOD and this study.

case Method
Rt:lative % difference Relative % difference

Intake Stochastic dose

case 1 INDOS

Unweighted -14 .2 -13.6

Weighted -2 1.5 -2 1.0

Iteratively Weigh. 7.4 8.0

GENMOD

NUREG/CR-4884 -12.3 12.3

Average Method 51.7 51.9

π피s Study -12.0 -13.0

Case lI INDOS

Unweighted -3.2 -3.1

Weighted -4.1 -4 .6

Iteratively Weigh‘ 0.0 0.0

GENMOD

NUREG/CR-4884 -2.3 -3.1

Average Method 13.8 12.3

까lis Study -3.2 3.1

각 팬톰과 사람의 폐 부워 위에 위치시켰다. 사람에 대한 측정시간

은 일상 측정시간인 1800초로 하였고， 나머지 조건에 대한 측정시

간은 5000초이었다. 백그라운드 측정결과， 각각의 검출기에 의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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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는 표 51 과 표 52 에 주어져 있으며， 각각의 검출기에서 얻

어진 측정결과의 합은 표 53 과 같이 요약된다. shield room내에 사

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측정치와 팬돔이 없는 경우에 대한 측정치

와의 비는 63 keY에서는 2.201 , 93 keY에서는 2.106 , 186 keY에서는

1. 152로 나타났다. 이는 저 에너지 영역에서의 최소검출한계 (MDA)

의 계산에는 사람의 측정결과가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저 에너지 측정용 검출기의 교정인자 결정에는 LLNL 팬톰과

Am-241/Eu-152 혼합선원올 사용하였다. 또한 교정인자 결정올 위한

표준 스펙트럽 측정에는 CWT(Chest Wall Thickness)에 의한 에너지

의 감쇄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여러 chest overlays가 이용되었다. 교

정수행 결과는 표 54 와 같이 나타났으며， 이의 결과로 부터 얻어

진 CWT의 합수로 주어진 교정합수는 다음과 갈다.

• 63 keY

EF= O.0146e-o .여3CW!‘

• 93 keY

EF= O.016ge-o.036C
WI'

• 186 keY

EF= O.Ol08e-O.028C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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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1. Background in iron room for four LEGe detectors.

Counts

당lergy Sum ROI ROJ

(keV) Del Del Del Del (counts) (cpm) (cpm/keV)
## 1 ## 2 ## 3 ## 4

Empty 패ield떠o p따mom)

63 21 21 22 15 79 0.948 1.185
93 27 26 31 16 100 1.200 1.200

186 33 35 33 21 122 1.464 1.220

LLNL phantom

63 39 35 37 30 141 1.692 2.1 15
93 52 47 39 45 183 2.196 2.1 96

186 39 32 29 27 127 1.524 1.270

Water filled BOMAD phantom

63 37 33 34 27 131 1.572 1.965
93 41 36 46 37 160 1.920 1.920

186 23 30 19 29 101 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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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Values for uncontaminated subjects measured with four LEGe. detectors

in the iron room.

Counts
Energy Sum ROI ROI

(keV) Det Det Det Det (counts) (cpm) (cpm;keV)
# 1 # 2 # 3 # 4

H .. 173 em, W .. 70 kg, CWT .. 23.3 mm

63 22 17 23 12 74 2.467 3.084
93 18 24 21 24 87 2.900 2.900

186 15 15 19 14 63 2.1 00 1.750

H .. 172 cm, W .. 67 kg, CWT .. 22.4 mm

63 14 14 13 14 55 1.833 2.291
93 20 18 .,., 14 74 2.467 2.467

186 12 10 14 14 50 1.667 1.389

H co 172 ζm， W .. 60 kg, CWT = 19.9 mm

63 9 15 16 15 55 1.833 2.291
93 13 24 16 18 71 2.367 2.367

186 13 9 12 7 41 1.367 1.139

H .. 170 em, W .. 66 kg, CWT .. 22.3 mm

63 19 15 17 12 63 2.100 2.625
93 18 30 21 15 84 2.800 2.800

186 15 14 12 12 53 1.767 1.473

H = 169 em, W co 65 kg, CWT .. 22.1 mm

63 15 13 :w 18 66 2.200 2.750
93 15 11 17 20 63 2.100 2.100

186 12 9 17 8 46 1.533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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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인자에 대한 검증목적으로 천연우라늄 면선원올 LLNL 팬톰

의 폐 부위에 삽입한 후 검증올 위한 측정올 각 에너지와 각 CWT

Table 53. Comparison of background counts rates in the iron room 피 each of
three regions of interest.

Counting Dackground counts per minute
configuration 63 keY 93 keY 186 keY

No phantom 0.948 1.200 1. 464
BOMAB phantom 1.572 1.920 1. 212
LLNL phantom 1.692 2.196 1.524
Normal subjects 2.087 2.527 1.687

에 대해 각각 5회씌 전체 45회틀 수행하였다. 검증결파는 표 55 와

같이 나타냈다. 63 keY에 대한 측정결과의 상대편중은 각 CWT에

따라 ~O.O 12 -- -0.110의 분포를， 또한 93 keY에서는 -0.175 -

-0.230의 분포를， 186keV에서는 -0.155 -- -0.220의 분포를 각각 보여

주었다. 대체적으로 측정결과는 실제 값보다 다소 작게 측정되었는

데， 이는 검출기 #1에서 아추 미세한 잡음(noise) 이 발생되어 방사농

계산에 필요한 FWHM과 ROI에 영향올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돈 경우에 있어서의 상대편중은 ANSI N 13.30[49]외 성농기준올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3 에 주어진 사람에 대한

백그라운드 측정결과와 위의 교정함수식으로 부터 각 에너지 영역

에서의 최소검출한계 (MDA) 를 결정하였흐며， 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vN I 3MDA( r/ sec) = 4.65걱뷰늑+τ---- (20)

여기서， N는 해당 에너지 C경역에서의 카운트 수(counts)， EF는 교

정인자(counts/gamma)， T는 측정시간(sec)이다. 위의 식과 각 에너지

의 방출분률로 부터 구한 최소검출한계는 표 56 과 같이 나타닮다.

Table 54. Detector efficiencies (cOWlt/gamma) based on calibration with LLNL

phantom with various chest wall thickness.

Energy CWT (mm)

(ke꺼 17.8 24.2 30.7 35.5 40.7

63 6.843E-03 5.160E-03 3.829£-03 3.111E-03 2.639E-03

93 9.143E-03 6.944E-03 5.466E-03 4.725E-03 4.105E-03

186 6.721E-03 5.368£-03 4.516E-03 4.001E-03 3.573E-03

갑상선 측정용 교정인자의 결정에는 ANSI N44.3[50]에서 주어진

Neck 팬톰과 Cd109, C057
’

Cel39, Hg203, SIlll3, Csl37, y88, Co6O올 합유하

고 었는 체척선원올 사용하였다. 교정 수행시 목 부위를 제외한 다

른 부위는 중류수로 채워진 BOMAB 팬톰으로 배열시켰다. 교정인

자 결정올 위한 표준 스팩토럽의 측정은 검출기가 목부위에 정지해

있올 경우와 검출기가 머랴부터 발 끝까지 스캐녕하는 경우의 조건

에서 수행되었으며， 두 측정조건에서 얻어진 교정인자는 표 57 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하복부 및 갑상선 교정인자의 검증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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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대편중과 정밀도는 표 58 에 주어져 있으며， 모두 ANSI

N13.30의 성놓기준올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5. Verification results of calibration factor for each of three energy

regions of interest.

17.8 I 24.2
63 5956 5299 5467
93 5956 4573 4912
186 277 234 234

~1) : actual activity

Ax2) : m않n reported activity

밑낌면2
CWT (mm)

I 30.7 I 35.5
5887 5773
4729 4681
233 216

냉
랬뼈m

Energy IAQI) (Bq)

Table 56. Values of the minimwn detectable activity for each of three energy

region of interest based on subject with 22 mm of average chest

wall thickness.

Isotope photon MDA(Bq)

U-238 63 keY
93 keY

186 keY

102.3
116.8

6.3U-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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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Comparison of calibration factors for measurement of iodine.

calibration factor (count/gamma)
Energy (kev)

391.69

661.65

898.0

1173.22

1332.49

1836.0

scaruung

1.8151E-Q3

1.9156E-Q3

1.8805E-Q3

1.7954E-Q3

1 ‘7389E핀3

1.5598E-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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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3E-03

8.5732E-03

7.9582E-03

7.6371E-03

6.7726E-03



Table 58. Efficiency calibration verification result for measurement of thyroid

and lower torso.

Nuclide Energy (keV)
Lower torso thyroid

B P B P

ce - 139 166 .0491 .0571 -.0454 .0825

Hg - 203 279 -.0492 .0999 -.2494 .0746

Sn - 113 392 .0474 .0404 .0268 .0381

cs - 137 662 .0350 .0242 .0088 .0384

Y - 88 898 -.0140 .0199 .0040 .0260

* Acceptance Criteria ( ANSI N13.30 )

- Relative Bias (8) : - 0.25 < B (0.5

- Relative Precision (P): I S I 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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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방어 최적화 기술

최근애 발표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의 신 권고-60[51]에

의하면， 방사선방어의 목표는 방사선피폭올 수반하는 이익활동올

부당하게 제한합이 없이 방사선방어에 관하여 적절한 기준올 제공

하는 것이다. ICRP의 권고 26[52]에서는 유해한 비확률적 효과(non

- stochastic effect)를 방지 (prevent)하고， 확률적 효과(stochastic effect)

의 발생확률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까자 체한(limit)하는

페 있는 것으로 방사선방어의 목표를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단지 과학적 개념안올 근거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

로 방사선방어에 종사하는 자들은 여러 다른 유형의 방사선피폭의

상대적 중요성과 이로 인한 위험 (risk)과 이익 (benefit)의 평형에 관한

가치판단올 내려야 한다.

인간은 매일의 일상활동중에서 이익과 불이익(또는 손해)올 저울

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상의 행위를 당연

히 선택하고 결정하려한다. 이렇게 어떤 특정행위에서 이익과 불이

익을 고려하면서 최상 또는 최적의 해를 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보

통 “최 적화(optimization)"라고 부른다. 이 러 한 최 적화의 개 념과 과정

온 방사선 방어분야에도 일찍부터 적용되어왔다.

ICRP에 의한 방사선방어분야에서의 최적화 개념의 도입과정올

알아보자.

(1) 1959, 권고-1[53]: 방사선방어의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한 낮

게 (As Low As Practicable; ALAP)"개 념 의 방

사선피폭제한개념올 도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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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5, 권고-9[54] : 방사선피폭의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

하여 ”쉽게 달성가능한 한 낮게 (As Low As

Readily Achievable; ALARA)"개 념 의 방사선피

폭제한개념을 권고

(3) 1973, 권고-22[55]: “Readily"를 "Reasonably"로 용어를 변경 , 현

재 의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개념 도입， 방사선피폭에 의한 인체

상해 및 위혐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선량

단위로 “집 단선량(collective dose equivalent)"

의 개념 올 도입하여 방사선위험의 정량화를

제안

(4) 1977, 권고-26[52] : ALARA에 의한 방사선방어의 최적화 원

칙 도업 최적화개념의 정량화 보조수단으로

비용-이득분석개념 도입

(5) 1983, 권고-37[56] : 비용·이특분석방법에 의한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방법윷 설명

(6) 1989, 권고-55[57] :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 방

법 도입

이상과 같은 ICRP의 권고에서 방사선방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최적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ICRP 권고-26의 방사선방어의

3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피폭의 정 당화(Justi감cation) 원칙

- 방사선피폭올 수반하는 어떤 행위 (practice)를 도입할 경

우 순이득올 가져오지 않는 한 그 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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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2) 방사선방어의 최 적화(0ptimization) 원칙

- (정당화되는 방사선피폭이라 할지라도) 모든 방사선피폭

운 경제적， 사회적 인자툴올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성취

가농한 한 낮게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유지 되 어야 한다.

(3) 개 인선량의 한도화(Dose limitation) 원칙

- 개인에 대한 선량당량은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가 각각

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위의 방사선방어의 3원칙 중에서 가장 충요한 원칙은 ALARA개

념에 근거한 최적화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방사선방어의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 즉， 최적의 방사선방어를 권고하고 있

기 때문에， 종종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는 바로 ALARA의 완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ALARA = 방사선방어의 최적화

이 원칙은 방사선피폭올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정성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ICRP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틀

파 연구기관들은 이의 정량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올 개발하고 었

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ICRP-26 및 ICRP-37 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른바 비용-이득분석방법 (CBA; Cost-Benefit Analysis Method) 퉁이

다. 그러나， 방사선방어의 제반 비용 및 이득의 금전적 가치와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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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어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및 심리학적 제인자 동에 대한 정

량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방법은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의 보

조수단만i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ALARA개념이 갖고 있는 정성적 내용으로 부터 기인한

다. 즉， ALARA개념의 방사선방어의 최적화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성취가능한(Reasonably Achievable)"이라는 용어는 과연 어떠한 것이

합리척이며， 또한 어떠한 곰전적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 경

제적 정의와 설명이 명확하져 못하며， 방사선피폭올 “가농한 한 낮

게 (As Low As Passible)유지”한다는 용어 역시 막연한 정의이다.

따라서 ALARA원칙의 기본개념올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ALARA원칙의 기본 및 적용

1895년 x-선의 발견， 1896년 Ra-226 의 발견이후 1950년대까지 방

사선방어의 초기단계시기에는 개인의 방사선량올 어떤 중세의 발단

선량(threshold dose) 이하로 유지하면 인체에 장해가 없는 것으로 믿

어왔다. x-선이나 방사성물질로 언하여 충분히 높은 방사선량에

피폭된 개인에게서 이러한 인체장해효과(예， 피부홍반 둥)를 오늘날

에는 비확률적 (non-stochastic) 또는 결정적 (detemlinistic) 효과로 설명

하고있다. 따라서 발단선량이하의 낮은 선량에서는 이러한 장해효

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후 많은 학문적 연구성과가 나오면서 방사선피쪽의 결

과 피폭개인은 불론 그 후손툴에게서 뚜렷한 발단선량이 없이도 방

사선피폭에 의한 인체장해의 효과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인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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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확률적 (stochastic) 효과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의

발생확률은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고려하

였다.

확률척 효과의 피폭선량대 영향발생간와 관계식 (dose-response

relationship)은 O(zero)선량부터 시작되며 아무리 낮은 수준의 선량이

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는 확률적 인체장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고려되고 있으며， 방사선펴폭의 확률적 효과발생의 관점

에서 완전무결하게 안전한 수준의 방사선피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방사선피폭의 정당화원칙 및 ALARA개념의 방사선방어의

최적화 원칙이 만툴어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작업에서 안전성올 확보하고 이를 증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관련작업자틀의 “안전인식”이기 때문

에 방사선방어의 현장에서 ALARA원칙올 충분히 적용하기 위해서

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이 이 원칙의 내용과 필요성올 충분하 알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ALARA원칙은 정량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이고 정

성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량한도가 정량적￡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

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래 정성적 개념의 ALARA원칙올 정

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해진다.

2. 방사선방어의 최적화 방법

ICRP-26[52] 및 ICRP-37[56] 권고는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으로 이른바 비용-이득 분석방법(CBA ; C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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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Analysis Method)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방사선방어의 최

적화 원칙에서 방사선피폭올 수반하는 정당화된 행위릎 수행함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총 손해 (detriment)가， 이 행위로 부터 얻어지

는 이득과 비교할 때 충분히 작다는 것올 정량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58]. 이것은 또한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를 이루는

ALARA 개념에 의한 집단선량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하로 저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선올 평가하는 것이다. 즉，

경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이상의 선량저감은 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중가를 가져오고， 여기서 비용-이득간의 분석올 통하여 적정

한 규모의 선량저감비용올 구해낼 수 있다는 것올 의미하고 있다.

ICRP-26의 권고에 의하면 비용-이득분석법은 다음과 갈이 간단한

수학식으로 나타내어 진다.

B= V-(P+X+ Y) (1)

여기에서 B는 방사선피폭을 수반하는 행위 또는 작업으로 얻어

지는 순이득， V는 총이득， P는 방사선방어비용올 제외한 기본생산

비용， X는 선택된 방어수준올 달성하거 위하여 드는 방어의 비용，

Y는 선택된 방사선방어수준에서 작업이나 제품의 생산， 비용 및 폐

기에 따르는 손해의 비용이다. 여겨서 비용에는 순수한 경제적 직

접비용 외에 사회적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1)식은 어떤 선택된 방사선방어준위에서의 비용-이득분석방법을

수식화한 것아다. 그러나 방사선방어상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들의 집단선량올 적절히 저감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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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 작업절차의 개선， 신기구의 도입이나 차폐체보강 둥의 방

사선방어 및 기타 생산관련 부대비용이 결과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에 집단선량의 처감으로 얻는 이득의 증대와 그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중대간의 경제적 균형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단선량 Sc는 독립변수라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1)식올 Sc에 대하여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형 비용-이득분석식이 주어지며， 동 식이

。이 될 때 순이특은 최대가 된다.

dV dV , dP I dX I dY-- =---(--+---+-F-)=O (2)dSc dSc "dSc I dSc I dSι

주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총이득 V와 생산비용 P는 집단선량에

대하여 상수이므로 (2)식은 단위집단선량 Sc당 방어비용의 중가분과

손해의 감소분만으로 나타낼 수 있다.

dX , dY---+--- =OdSc I dSc
(3)

즉， 단위선량당 방어비용의 증가와 손해비용의 감소가 균형올 이

루는 최적집단선량So가 구해진다면 (3)식은

dX IdYl
dSc Iso - dSc Iso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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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때 최적조건이 성립된다. 이때의 제한조건은 방어의 비용

X와 손해의 비용 Y의 합 U가 최소치를 가져야하는 것이 제한조건

으로 주어진다.

u=x+y= 최소치 (5)

이것올 도시화하면 방사선피폭으로 언한 손해의 비용 Y는 집단

선량에 비례하며， 방사선방호의 비용 X는 집단선량의 감소에 따라

중가하므로 다음의 그림 2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삭 (4)와 그림 25 에서 보이듯이 방사선손해에 의한 바용 항은

직접 집단의 선량에 비례하므로 Y = as라고 툴 수 있으며 여기서

a 는 손해의 비용과 집단선량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비례상

수인 객관적 손해의 비용으로 ICRP-37[56]은 정의하고 있다.

그림 25 에서 집단의 방사선량올 적정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드는 경제적 비용 X는 방사선작업의 질， 종류 및 방사선작업장의

특성 동에 따라 방사선 피폭관련 행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

한 비용의 산춤올 위해서는 방사선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경제학적，

공학적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았

다.

3. 방사선손해의 정 량화

방사선피폭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손해 (detriment)는 방사선의 인

체위험 (risk)과 이로 인한 인체의 효과(consequence'"를 집합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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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를 위한 비용-이득 분석곡선

(Cost-benefit analysis curve for radiation protection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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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으로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인체유해효과(harm)발생의 수학

적 기대치로 나타내어 진다. 어떤 효과 i의 발생확률올 Pi, 그 효과

의 심각도(severity)를 gi라 합 때 이로 인하여 인구집단 N에게서 나

타나는 방사선손해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52].

G=N휠P핑i ( 6)

식 (6)에서와 같이 방사선손해는 각 유해효과의 발생확률(위험)뿔

만 아니라 그 효과의 심각도(예; 수명단축， 암발생 및 불구 퉁)까지

도 같이 동시에 고려하는 집합적·개념이며， 이를 정량화 하는 것온

쉽지 않다.

가. 방사선손해의 정 량화 원척

ICRP가 권고-26 및 37에서 제안하고 있는 eBA방법의 최대문제

점중의 하나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손해를 정량적 금전가치로 환

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ICRP가 방사선방어의 최적화원칙에서 한 사

회집단이나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한 ALARA개념의 방

사선방어를 권고하고 있으나 한 사회 또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크기나 규모는 나라마다 고유하게 다르므로 개안의 선량한도처럼

ALARA 선량올 단일량으로 정량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ICRP는 권고-37에서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한 ALARA

에 기초한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방

사선피폭의 객관적 손해비용인 a 값의 유도 및 사용올 권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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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6].

ICRP가 권고-37에서 제안한 방사선피폭의 손해비용 Y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aS+ β ~Nj(hi) (7)

여기서 a 는 집단선량에 비례하는 방사선피폭의 객관적 손해비

용， β 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불안 동 섬리적 요소를 고려한 부가

척언 사회적 손해의 비용으로 이는 국가나 의사결정당국에 와하여

결정되는 일종의 안전여유인 셈이다. f는 위험올 혐오하는 태도 풍

에 의폰하는 개인선량의 합수이며. Hj 및 Nj는 각각 집단j의 평균선

량 및 인구집단의 수여다.

그러나 집단내의 한 개인에 대한 선량이 ICRP에서 정한 선량한

도어하로 충분히 유지하므로서 확률적 효과의 발생확률올 용인되는

수준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방사선방어의 상황하에서는 β 항은 무시

가능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58]， 방사선손해의 비용 Y는 다

음과 같이 집단선량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Y= ao S (8)

식 (7)에서 집단의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건강손해의 비용은 집단

선량에 직접 비례하므로 방사선피폭에 의한 확률적 효과(즉， 방사선

위험)를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올 경우에는 객관적 손해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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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값올 정량적으로 유도활 수 있다. 방사선손해외 벼용올 정량확

한다는 것은 집단선량의 갑축으로 인한 보건상의 이득올 정량화 한

다는 것과 같은 외며를 갖고 있다 . a 값의 유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명의 금전적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명올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은 ’생명은 고귀하고， 어떤 재화와도 바꿀 수

없다‘는 종교적， 사회적 믿옴에 따라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정량화가 상당히 힘들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려

고 한다. 예를 플면 불시에 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했올 경우 보협

회사에서 사망보상끔이 지불된다거나， 법정에서 이 사망자의 보상

금을 판결해주기도 한다. 또는 예상되는 어펀 재난이나 손해에 대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저축올 하는 것은 그 재난이나 솜해에 대

한 보상심리를 대변하고 있요며， 이는 손해의 비용올 간접적으로

정량화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 건강손해비용의 정량화 방법

방사션펴폭의 객관척 손해비용인 a 값올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의 건강손해의 경제적 비용올 산풀하여야 한다. 건강손해의

비용올 산정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

다.

(1) 암묵적 공공가치 부여 법 (implicit public value approach)[59,61]

이 방법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어의 수준을 근거로 소급해석

하므로서 위험을 감소사키는 데 얼마의 경비가 소요되었는 지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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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방법요로 한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공공연히 인정하는 목숨

값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이 방법은 한 사회를 대표하는

청치가들의 모엄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인명구조시의 경비 둥으로

나타내어 지나 사회의 경제적 규모， 가치관 및 윤리판 풍에 의하여

달라지며， 때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책관성이 결여된다.

(2) 자의 배상법 (willingness to pay approach)[59,61]

이 방법은 위험이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개인 또는 사회

가 얼마나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조사결과로 구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위혐의 수용올 극히 혐오하는 극단론자틀에 의한

반대나 거부가 있올 수 있으며 개인 및 집단에 따라 광범위한 값올

갖는다.

(3) 법 정 배상법 (legal compensation approach)[59 ,61]

이 방법은 불의의 사망에 대하여 사법당국에서 원인올 조사후

법청에서 사망자의 경제력손실 풍올 고려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판

결하는 것으로， 이 방법에서는 따라서 사망자의 목숨 값이기 보다

는 사망자가족에게 지불될 배상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보편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다.

(4) 보험 보상법 (insurance premium approach)[59 ,61]

이 방법은 수명손실분에 대한 사후의 경제적 보상올 사망자의

생전에 보협회사와 논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적인 사망위험과는 관

계가 없다. 따라서 이 방법은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사망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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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려가 크게 되므로 객관성 및 일관성이 결여된다.

(5) 인간의 경제가치 평가방법 (human capital approach)[59 ,6 l]

이 방법은 한 개인의 조기사망으로 인하여 사회가 받는 경제적

손실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가치를 정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인간

의 경제가치를 과거， 현재 및 장래에 사회에 부가되는 생산 풍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지불되는 재화로 정하며 조기사망은 경제가치의

손실로 평가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력 판점에서 인간의 가치를

청하기 때문에 버윤리적，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이 있으나， 인간의 경

제활동윤 통계적 측면에서 예측이 가능하며， 한 개인 또는 한 사회

의 규모나 경제적 가치판단의 수준을 국민총생산(GNP)의 크기로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인간의 상대적 경제가치 즉， 사망

에 의한 손해의 경제가치를 정할 때 종종 활용되고 있다.

다. 방사선피폭의 객관적 손해비용 a 의 청량적 산정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방사선피폭시 인체는 방사선량에

따라 비확률적 (또는 확정적) 효과나 확률적 효과에 따라 인체장해

가 나타나며， 이러한 인체장해가 나타날 확률은 해당효과의 방사선

위험도로 주어진다. 따라서 인체장해효과의 방사선위험도를 알고

인체장해에 의한 건강손해의 비용올 금전적으로 나타낼 수 있올 경

우에는 방사선펴폭으로 인한 인체의 객관적 손해비용인 a 값을 다

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a( $Inμ1η -Sv) = (방사선위험도ISψx(인체장혜의 손혜비용 • $Ima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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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59 는 최근에 ICRP 권고-60 [51]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사선피폭의 확률적 효과에 대한 인체손해의 확률올 나타낸 것이

다[60].

Table 59. Nominal risk factors for stochastic health effects.

Risk factors( 10간Sv)
Exposed

Population Fatal Non-fatal Severe genetic Totalcancers cancers effeιts

Adult workers 4.0 0.8 0.8 5.6

Whole population 5.0 1.0 1.3 7.3

ICRP-26,27[52,60] 1.25 0.4 0.8 2.5

- Rounded value obtained by the multiplication 더sk projection method

(I) IAEA 산정법 [61]

IAEA는 한 국가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국가간 이동드로 인

한 방사선피폭과 이로 인한 집단선량당 최소의 건강손해비용을 명

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IAEA 안전자침-67올 발간하였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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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지침에서는 1 man-Sv의 집단선량으로 야기되는 평균수명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의 사항올 고려하였다

(집단선량당의 위험도는 ICRP-26의 권고를 사용하였음.)

φ 방사선피폭유발 치사암에 의한 평균수명의 감소 분은 대

략 15 년이다.

@ 심각한 불구를 야기하는 유전적 효과에 의한 평균수명의

감소 분은 대략 30'건이다.

@ 치사 암의 위험도는 1.25 x 10·
2
/man-Sv이다.

@ 피폭자의 전 후손에게서 유전적 장해가 일어날 위험도는

0.8 x 10칸man-Sv이다.

위의 가정으로부터 1.0 man-Sv의 집단선량에 관련된 평균수명손

실은 암발생 및 유전효과의 위험도에 각 효과와 관련된 수명손실분

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평 가된다.

0.25 x 10 -2 X 15) + (0.8 x 10 -1 x30) = 0.43 y/man-Sv (l이

다음 단계는 수명손실년수에 해당하는 금전적 비용올 환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정국가의 생활수준올 나타내는 년간 일인당의

국민총생산(GNP)올 이용한다. GNP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마다 주어진 l년의 기간동안 국가경제력의 평균성장에 기여하는 것

올 고려하는 것이며， 건강장해효과의 확률적 성질로 인하여 실질적

국가경제력 성장에 대한 각 개인의 경제적 기여를 자세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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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효과의 비치사암 발생의 경우에는 집단선량당의 추가의

료비용올 더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단위 집단선량당 발생하는

비치사성 암에 가한 추가의료비용올 C 라고 할 경우 단위 집단선량

당의 객관적인 손해의 비용 a 는

a = <0 .43y/man-Svx GNP/y) +C( $ /微n-Sv) (11)

으로 주어진다.

윗식에서 C의 값이 크지 않올 것으로 가정하면， a 값온 GNP어l

의존하며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것이다(수백불 이하 - 수만불， 1983

년도 차료 : $ 260 - $ 12,700, 평균 : $ 2,740).

따라서 IAEA는 안전지침-67에서 한 국가의 방사성불질 방출로

인한 국가갇의 집단선량에 대하여 최소의 객관적인 손해의 비용 a

값으로 $ 3 ，OOO/man-Sv (l 983년 기준)올 체안한 바 있다.

다읍의 표 60 용 1983년 기준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 일인당의

GNP를 나타낸 것이다[59].

(2) NRPB 산정 법 [59,63]

이 방법은 영 국 방사선방호청 (NRPB; National Radiation Protection

Board)에서 방사선피폭의 객관적 손해비용올 산정 하는 데 적용했

던 방법￡로， IAEA의 방법과는 개념적으로 비슷하나 좀 더 복잡하

고 상세하다. 이 방법은 다음의 4 인자에 근거하고 있다.

@ 섭각한 유전적 손해의 에상비용

@ 비치사암 발병으로 인한 예상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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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0. GNP per capita for different areas of the world.

CoWltry Annual GNP per capi떠 0.43 X GNP

North America 12,680 5,450

Japan 10,080 4.330

Oceania 8,620 3.550

Indonesia 530 230

Europe 8,170 3.510

Middle East 5.980 2.570

USSR (’79 data) 4,040 1,740

South America 2,160 930

Central America 1,930 830

A잔lca 810 350

China 300 130

India 260 110

Southeast Asia 653 280

World average 2,740 1,180

@ 조기사망으로 인한 예상손실

@ 암의 예상치료비용

심각한 유전적 손해에는 유전적 칠환에 의한 사망 및 불구로 인

환 경제생산성의 손설과 의료비용이 같이 포함왼다. 비치사암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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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의해서는 이로 인한 경제생활불능 빛 의료비용으로 적어도 I

년의 경제생산성이 손실된다고 가정한다.

방사션유발암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이의 의료치료비용으로 인한

경제척 손실은 인구집단에 대하여 1.0 man-Sv가 균일하게 피폭되었

올 때 표준생명표 작성방식올 도입하여 통계적으로 혜상되는 암발

생의 기대치를 산정하여 구한다.

따라서 위의 (1)항부터 (4)항까지 계산한 후 총계를 내면 단위집

단선량 피폭당의 객관적 건강손해의 비용 a 값이 계산된다.

(3) CEPN 산정법 [63]

이 방법은 불란서의 원자력청(CEA)산하의 원자력방어 및 평가센

터 (CEPN; Centre d ’etude sur I'evaluation de la protection dans Ie

domain nucleaire)에서 방사선피폭의 객관적 건강손해효과를 산정하

는 데 사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앞의 두 방법과 비교하여 통일

한 원칙융 적용하고 있으나 더 직접적이며 객관적 손해비용인 a 올

두개의-다른 a I 및 a2항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첫째， 심각한 건강장해의 위험도를 2.0 x 10·1/man-Sv (치사암; 1.25

X 10.1
+유전적 장해; 0.8 x 10건로 가정하여， 사전에 결정된 복숨값

V올 곱함으로서 치사암 성분에 대한 al의 값올 먼저 계산한다.

a 1 = 0.02 V (1 2)

CEPN은 언간의 경체가치 산정방법 (human capital approach)에 기

초하여 통계적 생명올 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주어지는 목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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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life-saving cost)은 나라마다 다르나 대깨 $ 50，000/인 - $

500，000/언 것으로 고려하였다. 이 경우 al의 값은 대 략 $

l ,OOO/man-Sv - $ 10，OOO/man-Sv이 될 것 이 다.

두 번째의 성분인 a2논 방사선피폭의 결과 유발되는 비치사성

질환(morbidity)에 의한 경제적 손실올 나타낸다. 이 성분에서는 비

치사성 암의 치료비용， 암 발생위험도를 2.5 X 10간Sv， 비치사암에

대한 위험도를 1.3 X 10간Sv ， 비치사암의 치료가간을 3개월로 고려

한 후 이에 해당하는 한 개인의 년소득의 감소 분올 GNP에 근거하

여 a2의 값흐로 나타내 었다. 즉，

u2=(2.5 x lO-zx 암치료비용) +(1.3 x 10 -2 X개인당 년갇 GM꺼 (1 3)

암의 치료비용올 $ 50，000으로 고려하고， 1985년도 기준 불란서

의 국민 1 인당 총생산(GNP)올 $ 11 ，000으로 가정했올 경우 a2의

값은，

a2=(2.5X lO-Zx $50 ,OOO)+O.3x lO-2x O.25x $11 , 000) (1 4)

= $ l ,300/man-Sv

이 된다. 따라서 방사선피폭의 확률적 효과에 의한 건강장해의

객관적 손해 바용 a 는

a=al+a2

- 20()~

(1 5)



로 주어지므로 1985년도 불란서의 a 값은 $ 2,300 - $ 11 ,300

Iman-Sv일 것으로 보고되었다.

(4) Nakashima 산정 법 [58]

일본 나고야대학의 Nakashima교수 팀은 영국 NRPB 방법에 기초

하여 방사선피폭으로 언한 사회의 심리적 요인의 손해(β 항)는 확률

척 효과의 발생올 제한하는 현재의 방사선방어목표에서는무시가농

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Nakashima 교수 팀은 방사선피폭의 확률적 효과에 의한 인체의

건강손해성분올 (1) 비치사암 발생， (2) 치사압 발생 및 (3) 유전적

장해발생의 성분으로 구분하고 일본인의 연평균 GNP에 근거한 인

간의 경제가치(Human capital)를 기본으로 방사선피폭의 객관적 손

해비용 a 값올 다음과 같이 산정 하였다.

a = a 111+ a 1+ a g (1 6)
= Pnf Gnr + Pr Gr + Pg Gf

G lI/= (ME+ W7365)T (1 7)

G1= (따α좌(1 +샤 - (t- Ir) (1 8)

Gg = (W- C) Q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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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마， Pr, Pg는 각각 방사선피폭에 의한 비치사암의 발생위

험， 치사 암의 발생위헝 및 심각한 유전적 장해의 발생위험이며，

G마， Or 및 Og는 각각 비치사압， 치사암 및 심한 유전적 장해로 인

한 개인의 경제적 손해의 비용올 나타낸다. 또한 ME는 평균 l일당

암치료비용， W는 생애총소득， T는 암치료기간， C는 생애 총지출， .e

온 평균수명， h는 암발생으로 인한 조기사망시의 연령이다.

Nakashima 교수 립은 1984년도 기춘 일본에서의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확률적 효과의 객관적 건강손해의 비용 a 의 값은 $

4 ，940/man-Sv.2..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의 표 61 에는 일본에서의 a 값 산정에 사용된 체인자의 값

을 나타내 었다[58].

(5) 한국에서의 a 값 예비산정 결과

이상의 여러 연구결과 및 방법과 1990년도의 국민 일얀당의

ONP 및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자료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방사선피

폭의 확률적 효과로 인한 객관적 건강손해비용올 일차적으로 예비

산정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사선피폭의 객관적 손해비용올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한 건강손해의 항북은 다음과 같다.

(가) 1.0 man-Sv 의 집단피폭시 암발생후 압쳐료 비용 및 암치료

겨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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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1G1

Table 61. Data used for valuation of a value in Japan(59].

(20)

인 자 및 정 의

P마 방사선피폭 암발생 확률

PC 방사선유발 암사망 확률

Pg 방사선유발 유전적 장헤확률

ME 일일 암치료비용

T 암치료기간

h 조기사망시 형균년령

e 기대수명

W 생애 총소득

c 생애 총지출

r 화폐가치 할인율

G 1 = (MT + W n

값 및 단위

2.0 X 10.2 J Sv

1.0 X 10'2 I Sv

0.4 X 10.2 I Sv

￥2.4 X 104 I day

700day

65 year

76 year

￥1. 82 X lOll I man

￥6.37 X 107 I man

0.05

· M, 암치료비용 : $ 50,000 (참고문헌 59에 의한 가정)

· T, 압치료기간 : 2 년 [60]

• PI, 방사선피폭의 발암확률 : 2.5 X 10간Sv

(치사암+비치사암)[52 ，60]

· W, 기대수명동안의 년평균소득

-203-



· GNP: 한국인 일 인당 년간총소득，$5 ，500(‘90년)[64]

W GNP필l[ (1 +Eg)/(1 +샤] t/( Q -20) (21)

= $ 14,950/y

·20 : 피부양년수(가정)

· .e, 한국인의 평균수명 : 71 세 [65]

· 뭘， 연평균 경제성장률 : 6%(가정)

• r, 연평균 화폐가치할인률 : 5 %(가정)

(나) 1.0 man-Sv의 집단펴폭시 치사암발생으로 얀한 조기사망시

의 경제척 손실(a 2)

a 2 = P2G2

G2 = rn: € -h)

• 평균조기사망년수 : 15 년 [60]

• h, 조기사망사 연령 : 56 세 (= 71 - 56)

• P2, 방사션피폭의 암사망확률 : 1.25 X 10간Sv[52 ，60]

.(22)

(23)

(다) 1.0 man-Sv의 집단피폭시 신생아의 심각한 유전적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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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제적-손실(a 3)

: 잔여수명동안 경제활동 불가능에 의한 손살

a 3 = P3G3

G3 = W£

. P3, 심각한 유전적 장해의 확률 : 0.8 x 10간Sv[52 ，60]

(24)

(25)

따라서， 1.0 man-Sv의 집단피폭시 이로 인한 확률적 효과의 객관

척 건강손해비용 a 는

a = al + a2 + a3

=P1(MT+ M) +P2따 € -h)+P3 W£ (2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 IAEA의 방법 , NRPB의 방법 , CEPN의 방법 , Nakashima

방법과 같은 조건과 가정올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한 (1 6)식의

방법으로 1.0 man-Sv의 집단선량에 대하여 한국인에게서 기대되는

확률적 효과의 객관적 손해비용의 값 a 를 산정 하면 다음의 표 6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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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a value in Korea for the stochastic effects.

산정조건
a ($/man‘ Sv)

a1 a2 a3 합계

1)실소득(GNP)고려 1,998 2.803 8,492 13,300
(O.IS) (0.21) (0.64) (100)

2)순소득고려 1,998 1,820 5.520 9,300
(0.21) (0.20) (0.59) (100)

• 순소득은 년간 GNP의 35%를 설소득에서 뺀 것임.

표 62의 계산결과는 국내에서의 의료통계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

에 단순히 문헌상에 나타난 암치료비용과 암치료기간올 적용하여

껴l산한 결과이다. 그리고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 I 인당의. GNP

로 적용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방사선작업현장에서의 방

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손해의 객관적 비용보다는 낮은 값일 수 있

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25세 이하의 인구층(전

체 인구의 대략 37 %), 65세 이상의 노년층(전채인구의 대략 5

%))[65] 를 제외한 인구 일인당악 GNP를 $ 10 ，000으로 고려할 경우

에는 a 의 값은 $ 13 ，OOO/man-Sv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방

사선작업에 종사하는 작업년령층의 일언당 GNP는 전 인구의 평균

GNP보다 대략 5배 여상일 것이므로 실체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

한 a 의 값은 $ 65 ，OOO/man-Sv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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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은 지금까지 문헌에서 발표된 a 값의 분포현황올 나타낸

것이다.

ICRP의 최근 권고-60[51 ]에서는 방사선피폭에 의한 확률적 효과

의 위험계수를 과거보다 3배정도로 상향조정하였으므로(표 59 참

조)，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피폭에 의한 객관적 건강손해의 비용

온 본 연구에서의 예비계산결과(표 62)보다 역시 3배정도 중가할 것

이며， 이 경우 객관적 건강손해비용인 a 값은 적어도 $

200，OOO/man-Sv정도일 것으로 명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인간의 경제가치를 GNP에 근거한

개인의 평생동안의 총소득 예상치 와 국내의 불확실한 의료통계자

료 풍의 불완전한 가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

중이 없이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최적방사선 방어를 위한 의

사결정과정사 적절한 참고 또는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앞으로 객관적으로 더욱 타당성 있는 a 값올 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암사망과 치료에 관련된 의료통계자료의

조사 빛 데이터베이스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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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a values in different literatures.

보 고 자 보고년도 a (US $ I man-Sv) 참고문헌

Cohen 1970 25,000 58
LBeEdIeRrberg 1971 10,000 58

1972 1,200 - 12,000 58
ICRP-22 1973 1,000 - 25,000 63
USNRC (lOCFR50) 1975 100,000 58
Beninson 1979 1,900 - 19,000 58
Clark and Fleishman 1979 2,400 - 372,000 62
Lindel 1981 20,000 63
ICRP-37 1983 1,000 - 100,000 56
Lombard 1985 2,300 - 11,300 63
G. Webb 1986 15,000 - 30,333 59
Nakashima and Doi 1986 4,940 58
This study 1994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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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료료
L-

기준 엑스선， 감마선 및 베타선장으로 제작， 재현 및 성능평가된

모든 빔쿄드는 한국공업큐격， 미국 ANSI NI3.11 , ISO, 그리고 국내

표준교정절차 풍의 관련 기준에 모두 만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확보된 겨준 방사선장은

각종 방사선 측정기기의 교정검사는 물론， 특히 미국과 유사한 개

인피폭선량 판독기술기준 (과기처 고시 제 1992-15호)에 따른 개인

방사선량계의 성능시험시 선량계의 기준 방사선량조사에 유효적절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준 감마선장은 고에너지의 감마방사선원인 Cs-137과 Co-60 및

조사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 엑스선장은 평균에너지가 120

keY이하인 의료용 고선량 조사조건의 재현올 위한 ANSI N13.11의

M 계열의 엑스선 빔과 방사선방어목적의 ISO narrow , wide 계열의

엑스선 빔이다. 미국의 PNL과 선장의 상호비교측정실험올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채현된 기준 감마 및 액스선장의 선질올 확인，검

중하였다.

기준 베타선장은 확보된 헤타선원 (Pm-147, Tl-204, Sr/Y-90)과 베

타선 조사장치의 설계특성에 따라 성능평가후 조사선량율을 산정하

고 방사선교정 절차서를 작성하였다.

기준 Cf-252 중성자선장의 확립올 위하여 연구소에서 자체제작한

Long Counter와 BF3 검출기를 이용하여 중성자선과 잡마선의 혼합

선장에서 중성자의 분리계수방법 및 중성자 겨I 측기의 계측효윷결정

기술올 확립하였다. Long Counter의 중성자 계측효율 및 계측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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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성자 산란기여율은 비감속 Cf-252선원의 경우 각각 0.385 %

+2 % 및 1m거리에서 14.7 %였으며， 중수감속 Cf-252선원의 경

우에는 각각 0.296 %+2 % 및 12 .4 %로 중성자 산란기여융에 대

한 이론앓과 실험적 측정값은 15%야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적용된 중성자 산란기여율의 이론적 빛 실혐적 결정방법은 앞

으로 교정실내에서 각종 중성자 검출기를 교정하거나 개인선량계의

성농검중올 위한 기준선량조사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94. 6월 현재 중수감속 Cf-252선원과 9인치 rem meter에 대한 중성

자 선량당량융은 1m거리에서 3.231 mSv/h + 9.1 %으로 냐타났으

나 향후 이의 객판적인 검증과 함께 중성자 선량의 산정 및 평가기

술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TLD에 의한 개인외부선량 명가시 Tl-204 베타선장 및 Cs-137과

의 혼합선장에서 피부선량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ANSI N13.11 (1992)에 새로 추가된 Tl-204에 대한 베타반용도 보정

합수를 실험적으로 구하여 TLD (Teledyne PB-3 type)에 의한 개인선

량산정 전산알고리즘올 보완， 개선하였다. 또한 TLD 판독시스템에

대한 QA/QC 절차서를 완성하여 보다 효옳적인 개인방사선 모니터

링올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의 검중올 위한 국제 상호비교

측정실험 결과 ANSI N13.11에서 요구하는 Cf-252 중성차장 빛

Cs-137과의 혼합방사선장의 경우에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알고려 줌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나 그 이외의 충성차선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핵종의 홉입섭취시 폐 카운터로 부터의 방사능 측정결과

를 입력자료로 하여 체내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선량계산 알고

리즘올 개발하였다. 개발된 선량계산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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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문제에 대하여 본 알고리즘에 의한 계산결과와 미국의 INDOS

및 캐나다의 GENMOD 전산코드에 의한 계산결과를 비교검토한 결

과 본 알고리즘의 계산결과는 외국 전산코드의 계산결과와 거의 일

치하였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윤 우라늄 핵종의 홉입서 체내선량평

가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복부 및 갑

상선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의 정밀측정올 위한 교정기술은 일상 체

내오염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설계 및 수행어1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

다. 아울러 폐 카운터의 세부성능 시험분석올 통하여 얻어진 결과

는 국내 측정기술의 선뢰도 제고 및 측정결과의 정밀，정확도를 향

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방어의 최적화를 위한 기초조사연구로서 1990년 기준 한

국인 일인당의 총생산 (GNP)를 주요 경제지표자료로 방사선피폭의

확률적 위험평가자료， ICRP 및 IAEA 퉁의 여러 가정 및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둥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예비산정한 국내에서

의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객관적 건강손해비용인 a 값 ( $/man-Sv)은

대략 $ 13 ，000/man-Sv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야 값은 인간의 경제가

치를 경제활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 일인당악 GNP로 적용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자력 시설 풍의 방사선 작업현장에서의 실질

척인 a 값온 이보다 클 것이며， 경제활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소년총 및 노년층 인구를 제외할 경우에는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원자력 시설 둥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 연령충의 일인당 GNP

는 전 인구의 평균 GNP보다 대략 5배 이상일 것이므로 방사선작업

종사차에 대한 a 값은 대략 $ 65 ，000/man-Sv이상일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ICRP의 최근 권고-60에 의한 방사선피폭의 확룰적 위험

계수를 고려할 경우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a 값

”
μ



은 $ 65,OOO/man-Sv 보다 대략 3배 이상 증가한 $ 200,OOO/man-Sv

이상알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예비산정결과는 국내의 의료 및 사망 통계자료 둥에

대한 여러 불확실한 가청에 근거한 것이므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검중없이 방사선방어의 최적화 과정에서 직접 적용할 수는 없올 것

이나， 방법론은 최척화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a 값올

산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국내의 암사망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통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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