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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방호 실용량 평가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직업  내부방사선피폭은 부분 공공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한 

원자력 는 방사선의 다양한 이용  연구개발 행  에 발생한다. 이러한 

내부방사선피폭은 확률 으로 유해한 건강 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

인의 내부피폭을 정량화하고 ALARA 원칙에 의하여 개인 내부피폭 방사선

량을 연간선량한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기 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철 한 개인 내부피폭 감시  방사선량평가 로그램 (내부

피폭방사선량 평가 로그램)의 설계, 수립  주기  이행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 로그램은 in vivo 는 in vitro 방사능 측

정과 측정결과의 해석으로 이루어지며, 측정된 결과는 생체동역학  모델과 

선량계산학  모델을 사용하여 섭취량과 탁유효선량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 로그램은 최근까지도 ICRP 간행물 

26  30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왔는데, 동 방법론은 ICRP 60, 66  

후속 간행물이 발간되면서 새로운 모델들로 체되었다. 내부선량평가를 

한 ICRP 의 새로운 생체동역학   선량계산학  모델들은 이 의 모델들

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국내 실에서 실제로 이행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많

았다. 정부는 근래에 유효선량 개념을 국가 방사선방호규정에 도입하여 개인

유효선량의 평가 시 인체 내외의 피폭을 같이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면 시행은 술한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   제도  문제 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2003년까지 유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내부선량 평가분야에서 제도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2002년 말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  산출에 한 규정을 장 고

시로 발표한 바 있다. 

  한 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분야에서 원자력 산업

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본 연구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간의 국가 장기 연구과제로 수행하여 ICRP의 최근 생동역

학   선량계산학  모델에 기 한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 산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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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 다. 이로써 국가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 로그램의 기술자립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부가 으로 산코드의 해외도입비용을 감하는 경제

 효과도 가져왔다.  

ICRP의 권고 60의 발간이후 외부선량평가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성자 선량평가분야에서 일어났다. 방사선 측정에 의하여 방사선 방호량과 

계될 수 있는 방호실용량이 도입된 이래 성자의 방사선가 인자 ωR의 

값이(이 의 선질인자 Q)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사실은 정확한 성자 선

량 측정  평가의 필요성과 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미지의 성자와 감마선 혼합 방사선장에서 성자 선량평가는 매우 복잡

하고 어렵다. 이 경우 특정 방사선장에서 성자의 선질 계수와 조직흡수선

량을 물리 으로 직  측정하여 방호실용량을 평가하는 기술이 혼합 방사선

장에서 성자선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사선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가능한 한 장의 방사선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교정  반응도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선 모니터링

에 사용되는 측정기는 에 지 스펙트럼  선량률 면에서 장의 방사선장

과 유사한 조건에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방사선장을 정확하

게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 으로 가능한 교정용 기 선장을 

제작하고 이를 정량화한 후 모니터링 장비의 반응도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내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내부피폭선량 계산 산코드를 개발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

구개발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섭취잔류량  배설률 계산체계 구축

     - 호흡기 모델 분석

       ․흡입입자 침  모델 분석  침 량 계산 

       ․흡입입자의 호흡기에서의 제거모델 분석

     - 소화기 모델 분석

     - 생체동역학  모델 분석

     - 섭취잔류량/배설률 계산  DB화

  ∙선량계수 계산체계 확립  선량계수 DB화

  ∙섭취량 계산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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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피폭선량 계산 산코드 설계/코딩/개발

  ∙개발 코드의 검증

2.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분야의 경우 교정용 기  방사선장의 제작  

반응도시험 자료의 생산과 성자 흡수선량평가를 한 조직등가 비례계수

(TEPC)의 제작 등에 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방사선 감시기 교정용 선장  반응도시험 자료생산 

    - Ra-226  Cs-137 조사시스템 

  ∙교정용 산란 기  성자장 제작  반응도시험 자료생산

  ∙TEPC 제작  장 측정시스템 구축

    - 구형  원통형 TEPC 제작  운 차 확립

  ∙교정용 기 선장 상호비교

    - TEPC를 이용한 PNNL과 기 선장 상호비교.

    - 교정용 산란 기  성자장 특성자료 생산

  ∙고에 지 성자장 선질평가

    - 포항 방사  가속기 연구소의 핵반응 생성 성자장 선질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1. 내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이 분야에서의 최종 인 결과물은 user-friendly한 PC용 내부피폭선량 계

산 산코드이다. 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코드의 개요

  ∙코드명 : BiDAS(Bioassay Data Analysis Software)

  ∙코드설계에 사용된 기종 : 펜티엄 iV

  ∙코드사용언어 : Visual C
++ 

  ∙기능 : 섭취량  탁유효선량 계산

  ∙섭취경로 : 흡입섭취  경구섭취

  ∙섭취형태 : 단일섭취  연속섭취

2). 코드의 구성

  ∙섭취잔류량  배설률 데이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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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계수 데이터 모듈

  ∙측정자료의 통계  처리모듈

  ∙개인자료 리모듈 

  ∙그래픽 처리모듈

3). 코드에서 사용된 모델

  ∙ICRP 66 호흡기 모델

  ∙ICRP 30 소화기 모델

  ∙ICRP의 최근 생체동역학  모델

2.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1). 교정용 기  방사선장 제작

  ∙Ra-226  Cs-137 감마선장 확보  반응도시험 자료생산

    - 선량률 : 150 μR/h ～ 6.4 mR/h

    - Cs-137 선원 사용에 따른 반응도 보정 : -10 % 

     - Ra-226 감마선자의 유효빔 크기 : 40 cm (선원과의 거리 2.5 m)

  ∙교정용 산란 성자장 제작

    - 사용 선원  종류 : Cf-252, AmBe을 이용하여 10종 제작

    - 평균에 지 분포 : 0.17 ～ 2.77 MeV

    - 체 스펙트럼  열 성자의 비율 분포 : 6 ～ 51 % 

    - 선량당량 평균에 지 분포 : 0.7 ~ 3.3 MeV

    - 주변 선량당량 환산인자분포 : 69 ～ 347 pSv.㎠

  ∙ 성자 측정기 반응도 시험 자료 생산 : 열형 선량계 포함 6종 

2). TEPC 제작  성자장 선질평가

  ∙흡수선량 측정용 TEPC 제작  장측정 시스템 구축

    - 구형 (내경 6 cm ) 4   원통형 (내경 10 cm, 높이 10 cm) 2   

    - 검출기 외형 제작용 속주형 3벌 제작

    - 복수 gain mode 운 시스템 

      ․ 이동용 장 측정시스템 (휴 용 MCA  3  탑재)

    - 성자 선량  선질계수 측정  평가  : 비감속  수감속 

       Cf-252의 경우 기  선량 비 최  20 % 이내 만족 

  ∙PNNL과 기  성자장 상호비교 : 비감속  수감속 Cf-252 선장에 

    하여 선량 최  3.4 %, 선형에 지 최  1 %, 선질계수 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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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일치

  ∙상용 (REM500)과의 반응도(counts/μSv) 비교 

     - 유효체  비 원통형 15 %, 구형 50 % 이상 양호  

  ∙고에 지 성자장 선질평가 : 핵반응에 의한 연속 에 지 성자장 

    내 에 지 감마선차폐용 납 을 사용했을 경우 

    - 선질계수 5, 

    - 성자 흡수선량률 1.5 mGy/h, 

    - 선량당량률 7.6 mSv/h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내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내부피폭선량 계산 산코드 BiDAS의 활용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진다. 첫 번째는 산코드의 상품화 계획이다. 산코

드를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코드의 신뢰성 확

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코드의 신뢰성을 자체 으로 확인한 바

가 있으나, 국제기 과의 상호비교  장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내부피폭선량 평가기술의 이   교육이다. 이를 통하여 국

가  산업체의 내부선량 평가기술  로그램이 국가  국제  기술기

에 부합하는 수 으로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코드는 여러 분야에서 다음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크

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상된다.

  ∙산업계 등에서 내부피폭에 한 개인 감시 로그램의 설계  이행

  ∙방사성의약품의 인체 투여시 장기  조직별 선량계산

  ∙내부피폭방사선량의 평가  기록의 제도화에 따른 산업계 등의 애로

    기술 해결과 평가결과의 신뢰도 확보

2.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교정용 기  방사선장은 개인선량계  성자 측정기의 교정에 사용이 

가능하며, TEPC를 이용한 성자 선량당량 평가기술은 미지의 혼합 방사선

장에서 성자선량을 효과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즉시 장 용이 

가능하다. 성자 측정기 교정용 기  방사선장은 국가 교정기술 체제구축에 

필요한 선장으로 지속 으로 활용됨은 물론 차기 연구단계를 통하여 마련될 

국내 성자장 DB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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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C를 이용한 성자 선량평가 기술(dose spectrometry 기법)은 고에

지 입자가속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자선장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

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법은 다음 단계에 추진될 고에 지 성자장 평

가를 한 fluence spectrometry 기법과 더불어 국내 성자장  선량 평가

용 장 성자 스펙트럼 자료의 구축에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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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Technology Development for Evaluation of Operational Quantities in 

     Radiation Protection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Evaluation of Internal Dose 

    Occupational internal radiation exposure usually occurs during various 

practices of R&D and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or radiation for 

improving the public welfare and quality of life. Because this internal 

radiation exposure could stochastically cause detrimental health effects, 

every possible measure should be taken to quantify the internal exposure  

and to keep the personal dose well below the annual dose limit by the 

ALARA principle. Therefore, a careful individual monitoring program for 

internal exposure evaluation (in short, internal dosimetry program) should 

be designed, established and periodically carried out to meet this goal.

   An internal dosimetry program is generally composed of an in vitro  or 

in vivo measurement of radioactivity and subsequent interpretation of the 

measurement result to evaluate the intake of radionuclide and the 

committed effective dose by proper biokinetic and dosimetric models.   

   The internal dosimetry program in Korea had been based so far on 

the old methodologies in the ICRP publication 26 and 30, which is now 

totally superceded by new ones in the recent ICRP 60, 66 and subsequent 

publications.  The new ICRP biokinetic and dosimetric models for internal 

dosimetry were much more complex than those in the former publications 

and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to practically implement in Korean 

situation.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adopted ICRP 60 recommendationa 

and introduced an effective dose concept into the national regulations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requested to take account both the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 into the evaluation of the personal effective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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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full scale implementation of this effective dose concept had 

to be postponed until 2003, because there were some technical difficulties 

and systematic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field of internal dosimetry.  

   To solve the systematic problem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published a ministerial notice on the technical criterion 

fo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internal dose in late 2002, and 

KAERI, on the other hand, to cope with the technical difficulties  

confronted with nuclear industry, has carried out this 3 years mid and 

long term national R&D project from 2000 to 2002, and finally developed 

a computer code for internal dose evaluation on the basis of the most 

recent ICRP biokinetic and dosimetric models, which enables us to 

develop a self-sustaining internal dosimetry program and additionally to 

save the foreign currency which otherwise could be spent to foreign 

country to purchase the expensive computer codes.  

One of the noteworthy change in the external radiation dosimetry after 

the publication of ICRP-60 recommendation has occurred in the field in 

neutron dosimetr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operational quantities for 

radiation protection, related to the radiation protection quantities by  

radiation monitoring in the practical work field, the value of radiation 

weighting factor ωR (former radiation quality factor Q) for neutron has 

been greatly increased. This fact emphasizes again the importance of 

accurat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neutron dose.  

 Neutron measurement and dose evaluation in the unknown mixed 

radiation (n+γ) field are quite complex and difficult. In this situation, a 

technology which could evaluate an operational quantity by measuring a 

neutron quality factor and a tissue absorbed dose in the specific mixed 

radiation field can be applied for the accurate evaluation of the neutron 

dose in that radiation field. 

Calibration of radiation monitoring instruments should be performed  at 

the reference radiation field under a similar condition of real work field in 

the aspect of both energy spectrum and dose rate.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orrectly simulate the radiation field of real 

working area.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oduce the response 

data of radiation monitoring instruments after quantifyng and esta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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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erence radiation field which is practically available for calibration. 

Ⅲ. Content and Range of the Project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Evaluation of Internal Dose 

   The content and range covered in the first part of this project to 

develop a computer code for internal dose calculation and evaluation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calculation scheme for the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fraction 

    - Analysis of respiratory tract model

      ․Deposition model of inhaled particle and calculation of deposition  

      ․Clearance model of inhaled particle form respiratory tract

    - Analysis of G.I. tract model 

    - Biokinetic model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and excretion rate and production of  

      DB

  ∙Establishment of dose conversion coefficient and production of DB on  

    dose conversion coefficients

  ∙Establishment of intake calculation scheme

  ∙Design, coding and writing of computer code for internal dose

    calculation   

  ∙Test and verification of developed computer code  

2. Technology Development for Evaluation of External Dose 

   In this par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ference radiation field 

for calibration, production of radiation response data and manufacturing of 

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TEPC) system for neutron dose 

evaluation have been performed as follows : 

  ∙Establishment of reference environmental radiation field for calibration  

    and production of radiation response data  

    - Ra-226 and Cs-137 irradi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reference neutron field for calibration of neutron and  

    production of radiation respons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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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e and D2O moderated Cf-252, Am-Be irradiation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of a TEPC and establishment of field      

    measurement system 

    - Spherical and cylindrical TEPC system and operating procedure

  ∙Cross comparison of reference neutron calibration field 

    -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with TEPC system 

    - Produ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cattered reference neutron fields  

      for calibration 

  ∙Evaluation of the radiation quality of high energy neutron field

    - High energy neutron field produced during photo-nuclear reaction  

      at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PAL)

IV. Results.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Evaluation of Internal Dose 

    The final result of the first part in this study is a user friendly 

computer code operable in a personal computer. A brief description of this 

computer code is as follows : 

1) Description of Code 

∙Code Name : BiDAS (Bioassay Data Analysis Software) 

∙Operation : PC (Pentium-IV, 900 MHz, 256 MByte), Window 98 or

  2000 

∙Code Language : MS Visual C++ 

∙Input :  in vivo  or in vitro measurement data

∙Output : Calculation of intake and committed effective dose(CED)

∙Route of uptake  : Inhalation,  Ingestion, Inhalation/Ingestion, Skin    

                     adsorption(H-3) 

∙Mode of uptake : Acute, Chronic

2) Configuration of Code 

∙Data module for intake retention an excretion fraction 

∙Data module for effective dose coefficient

∙Module for statistical treatment of measurement data 

∙Module for personal data management

∙Module for graphica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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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okinetic models adopted in the code 

∙ICRP 66 Respiratory tract model,  

∙ICRP 30 G.I. tract model

∙Up to date ICRP biokinetic models

2. Technology Development for Evaluation of External Dose 

1). Establishment of reference radiation field for calibration

  ∙Reference Ra-226 and Cs-137 gamma radiation field and production   

    of radiation response data

    - Dose rate distribution : 150 μR/h ～ 6.4 mR/h

    - Response correction to use of Cs-137 source : -10 % 

    - Effective beam size of Ra-226 gamma radiation : 40 cmψ (distance  

      to source : 2.5 m)

  ∙Establishment of scattered reference neutron field for calibration

    - 10 different neutron fields by Cf-252(Bare and D2O moderated) and  

      Am-Be sources

    - Mean energy distribution :  0.17 ～ 2.77 MeV

    - Ratio distribution of thermal neutron to whole spectra :  6 ～ 51 % 

    - Distribution of mean energy for dose equivalent  : 0.7 ~ 3.3 MeV

    - Distribution of dose conversion coefficient : 69 ～ 347 pSv.㎠

  ∙Production of radiation response data of neutron monitor

    - Six kinds of data including TLD

2).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EPC system and Evaluation of neutron

    radiation quality

  ∙Manufacturing of TEPC system for absorbed dose and establishment  

    of field measurement system 

    - Spherical(6 cm I.D.) TEPC system 4 sets, 

      Cylindrical( 10 cm I.D. x 10 cm H) TEPC system 2 sets

    - Metalic mould for manufacturing TEPC : 3 sets

    - TEPC operation system with multiple gain mode 

      ․Portable field measurement system with 3 portable MCAs

    -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neutron dose and radiation gual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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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bare and D2O moderated Cf-252 reference neutron field,

        satisfaction within 20 % at reference radiation dose  

  ∙Cross comparison of reference neutron field with PNNL 

    - Bare and D2O moderated Cf-252 reference neutron field 

      ․Neutron dose : compliance within 3.4 %(max.),  

      ․Lineal energy : compliance coincide 1.0 %(max.), 

      ․Radiation quality factor : compliance within 1.5 %(max.) 

  ∙Cross comparison of sensitivity with commercial TEPC (REM-500, 

    U.S.A.)

    - Response (counts/μSv) realtive to effective volume 

      ․Cylindrical TEPC : 15 % superior

      ․Spherical TEPC :  50 % superior

  ∙Evaluation of radiation quality at high energy continuous neutron     

    field generated by photo-nuclear reaction at Pohang Accelerator Lab.

    - When shielded by lead plate for low energy gamma

      ․Radiation quality factor : 5 

      ․Neutron absorbed dose rate : 1.5 mGy/h, 

      ․Neutron dose equivalent rate : 7.6 mSv/h 

Ⅴ. Plan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Evaluation of Internal Dose 

    A plan for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the computer code BiDA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largely divided by two steps. The first 

step is to plan its commercialization. For this, the reliability of this code 

should be firstly obtained to put it in the domestic and world market. 

Even though the reliability of this code has been tested by several 

benchmark calculations and cross comparison with foreign computer code 

for self-assurance, a further verification study has to be performed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intercomparison exercise or 

verification program. The other one is to transfer and educate the internal 

dosimetry technology and program to the code users in nuclear or related 

industry to enhance the current internal dosimetry program to the level 

which could comply with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technical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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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uter code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successfully 

applied in the various area in carrying out the following contents :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l monitoring program for  

    personal exposure control in nuclear industry 

  ∙Tissue/organ specific dose calculation after administration of nuclear  

    medicine or pharmaceutical. 

  ∙Resolution of the hard-to-solve problems in the nuclear industry to   

    meet the national regulation such as  internal dose evaluation, record  

    keeping and quality or performance assurance.    

2. Technology Development for Evaluation of External Dose 

Reference scattered neutron field for calibration established in this 

project can be utilized in calibrating personal dosimeter and neutron 

monitoring instruments, and the neutron dose evaluation technology  

using TEPC can be directly applied in measuring the neutron dose in the 

field of mixed gamma and neutron radiation field. This reference neutron 

field shall serve continuously as a national technical basis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infrastructure of neutron  calibration technology and shall be 

a part of the national database of neutron fields.  

The neutron dose evaluation technology using TEPC (in short, a  dose 

spectrometry method) can be utilized as one of the methods to evaluate 

the neutron field at a high energy particle accelerator facility. Therefore, 

this method with 'the fluence spectrometry method', which is to be 

performed in next phase research for the evaluation of high energy 

neutron field, shall contribute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database of 

neutron spectra for correct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neutr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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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방사성핵종의 직업상섭취로 인한 피폭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

용 등을 통해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한 행 에서 비롯된

다. 그러나 이 행 로 인하여 개인에게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

는 개인의 피폭을 정량화하고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유지․ 리하여야 한

다. 그러자면 내부피폭에 한 개인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 하게 이

행하는데 주안 을 둬야한다. 일반 으로 내부피폭에 한 개인감시는 방사

능 측정과 측정결과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측정에서 소변, 변, 신 

는 인체내부의 장기가 측정 상이 되며, 여기에서 측정된 결과는 생체동역

학  모델과 선량계산학  모델을 사용하여 섭취량과 탁유효선량으로 해

석된다.

  국제방사선방호 원회(ICRP)의 1977년 권고
[1.1] 이후부터 ICRP 1990년 권

고
[1.2]가 발간되기 까지, 측정결과의 해석을 한 기본은 ICRP 1977년 권고

와 ICRP 간행물 30
[1.3, 1.4, 1.5, 1.6]에서 제시된 각종 모델이었다. 그러나 ICRP 

1990년 권고가 간행됨에 따라 종 에 사용되어 왔던 선량당량, 유효선량당량 

 선질계수는 각각 등가선량, 유효선량  방사선가 치로 바 었으며, 이

와 함께 선량계산학  모델에서 특이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ICRP 간행물 30에서 제시된 호흡기 모델이 폭 으로 개정되었고, 방사성

핵종에 한 생체동역학  모델에서도 많은 개정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ICRP 1977년 권고와 ICRP 간행물 30에 제시된 방법론에 근거

한 내부피폭선량코드를 가지고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왔으나, ICRP 1990

년 권고와 ICRP의 최근 생체동역학  모델에 근거한 내부피폭선량 평가  

기록에 한 제도화가 200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생체동역학  

모델과 선량계산학  모델을 사용한 내부피폭선량 계산 산코드에 한 개

발 필요성이 산업계 등에서 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2003년

부터 시행되는 내부피폭선량 평가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산업계 등의 애로기

술 해결과 내부피폭선량 평가코드의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에 따른 외화 감

이라는 경제  효과를 가져오기 해 user-friendly한 PC용 내부피폭선

량 계산 산코드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 목 을 이루기 해 수행된 연구개

발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섭취잔류량  배설률 계산체계 구축

    ∘호흡기 모델 분석

      -흡입입자 침  모델 분석  침 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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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입자의 호흡기에서의 제거모델 분석

    ∘소화기 모델 분석

    ∘생체동역학  모델 분석

    ∘섭취잔류량/배설률 계산  DB화

  ∙선량계수 계산체계 확립  선량계수 DB화

  ∙섭취량 계산체계 확립

  ∙내부피폭선량 계산 산코드 설계/코딩/개발

  ∙개발 코드의 검증

외부 방사선량평가분야의 경우 ICRP-60 보고서의 발간 이후 가장 두드러

진 변화는 성자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사선방호 장에서 모니터링

의 결과를 직  방호행 와 련지을 수 있도록 측정이 가능한 실용량의 개

념을 도입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성자에 한 방사선 가 인자(선질계수)

의 상향조정(10 ~ 15 %)과 연간 선량한도의 하향조정(50 mSv에서 20 mSv

로) 등이 있었다. 따라서 재평가되는 성자 선량당량은 신권고 이 에 비하

여 기존의 것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하향조정된 방

사선작업자의 연간 제한선량은 역시 방사선방호측면에서 정확한 성자 피

폭선량의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지의 혼합 방사선장에서 성자와 감마선에 한 선량평가는 그 어려움

이 더하다. 이 경우 특정 방사선장의 선질 계수와 조직흡수선량을 물리 으

로 직  측정하여 실용량을 평가하는 기술이 성자선량을 정확하게 평가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사선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는 가능한 장의 방사선장과 유

사한 조건에서 교정  반응도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자 측정기

의 경우 부분 범 한 에 지 역에 걸쳐 그 상  반응도가 많이 변

화하는데, 9인치 구형 성자 렘미터의 겨우 열 성자 역에서 20 MeV 이

하의 역에 이르기까지 그 반응도가 최고 40배정도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

다.  그러므로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확보하기 하여 교정선장의 요성

은 더욱 크다. 

보다 유용한 교정선장의 제작과 이의 활용을 하여 최근 ISO에서는 

장의 성자장과 유사한 기  선장(RNCF, Realistic Neutron Calibration 

Field)사양을 제안하 으며 재 세계 각 국 문가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출간될 정이다. 동 원소, 원자로 그리고 가속기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RNCF를 제작할 수 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한 것이 조사실내 산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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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을 이용하여 교정용 산란 성자장을 만드는 일이다. 

환경방사선(감마선) 감시기를 교정하는 경우 선량률 기 과 자연 방사

선장의 에 지 스펙트럼 확보가 매우 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실 인 교정용 기  방사선장을 제작하고 방사선 모니터링 장비의 

반응도시험 자료를 생산하는 것 한 효율 인 방사선방호 로그램의 운

에 필수 이다.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분야의 경우 교정용 기  방사선장의 제작  반

응도시험 자료의 생산과 성자 흡수선량평가를 한 조직등가 비례계수

의 제작 등에 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방사선 감시기 교정용 선장  반응도시험 자료생산 

    ∘Ra-226  Cs-137 조사시스템 

  ∙교정용 산란 기  성자장 제작  반응도시험 자료생산

  ∙조직등가 비례계수  제작  장 측정시스템 구축

    ∘구형  원통형 비례계수  제작  운 차 확립

  ∙교정용 기 선장 상호비교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이용한 PNNL과 기 선장 상호비교.

    ∘교정용 산란 기  성자장 특성자료 생산

  ∙고에 지 성자장 선질평가

    ∘포항 방사  가속기 연구소의 핵반응 생성 성자장 선질평가

원자력  방사선 이용에 한 국민인식의 기 에는 방사선으로부터의 

험과 불확실성에 한 불안이 부분이다. 원자력/방사선에 한 Public 

Acceptance의 제고와 원자력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 을 도모하기 한 노

력의 일환이 정량 인 자료에 근거하여 방사선안 성을 홍보하는 것이다. 방

사선 작업종사지나 일반인 모두에게 방호 련 이슈에 하여 확인해 주고 

설득할 수 있는 방사선방호 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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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내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황 

1. 국내 황 

  내부피폭선량은 측정과 측정결과의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내부

피폭에 한 개인감시를 해서는 측정기술과 측정결과의 해석기술이 동시

에 발 해 나아가야 한다. 

  원자력연구개발 ․장기 1 단계 연구를 통하여 재 체내 방사능 측정기

술은 개념정립 단계를 벗어나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측정결과의 해석기술, 즉 내부피폭선량 평가기술은 문인력  연구재원의 

부족으로 체계 이고 조직 인 연구가 제 로 수행된 이 없다. 이로 인해 

재 내부피폭선량 평가기술의 기술  상태는 ICRP 간행물에 한 개념정립

단계, 외국자료의 인용 는 모방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부

학 , 생리학 , 사학  특성 등에 있어 한국인과 서구인 간에 뚜렷한 차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서구인의 자료와 이를 토 로 생성된 각종자

료가 검증없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외 황 

  ICRP는 1977년 ICRP 간행물 26을 권고한 후, 33종의 간행물과 6개의 

원회 성명을 발표하 으며, 이를 토 로 방사선방호에 한 개념을 포 으

로 다시 총정리하여 방사선방호에 한 개념  기본이 되는 수치  기 을 

ICRP 1990년 권고에 제시하 다. 이와 함께 ICRP 간행물 30의 호흡기 모델

을 개정한 신 호흡기모델이 ICRP 간행물 66
[1.7]으로 발표되었다. 한 ICRP 

간행물 30의 생체동역학  모델에 해서도 많은 방사성핵종에 해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진외국에서는 자국민의 해부학  인체모형에 한 계산

모델을 개발하 음은 물론, 이를 방사선수송 계산코드와 목하여 체내 방사

선도시메트리 계산에 사용되는 각종자료의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산모델  수송계산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해 지속 인 개선과 보완작업

을 꾸 히 해 나아가고 있다.

  한 선진외국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체내 사모델에 한 지속 인 연구 

 개선, 체내 사거동에 한 수학  해법기술 개발, 이를 바탕으로 한 알

고리즘 개발  검증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연령의존성 

사모델, ICRP 1990년 권고  ICRP 66 호흡기 모델에 기반을 둔 체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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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도시메트리 다목  산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 LUDEP
[1.8] : ICRP 60/66/30 용

  - IDSS
[1.9] : ICRP 60/66, 최근 생체동역학  모델 용 작업  

  - GENMOD
[1.10] : ICRP 60/66, 최근 생체동역학  모델 용 작업

  - IMIE
[1.11](개발완료, 지속 인 개선) : ICRP 60/66, 최근 생체동역학  

    모델 용

  - IMBA
[1.12](개발완료, 지속 인 개선) : ICRP 60/66, 최근 생체동역학  

    모델 용

3. 기술상태의 취약성 

  방사선방호의 기본이 되는 수치  기 과 기술  내용을 담은 ICRP 간행

물의 연속 인 발간은 방사선방호기술/체내방사선도시메트리기술의 빠른 발

 속도를 시사할 뿐 만아니라, 련기술의 요성에 해 기술 ․사회  

인식을 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총화인 원자력기술은 원자력분야 반에 걸쳐 균 

형 있는 발 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 설계기술 등에 집 인 

인력과 재원을 활용하여 ’98년 ꡒ한국 표 형 원 ꡓ인 울진 3호기의 공을 

맞이하 으나, 내부피폭선량 평가기술은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정체되어 있

음은 물론 ICRP 간행물의 기술  응방안을 시에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원자력개발 이용 가능의 제 조건인 공개성․명확성․효

율성․신뢰성 확보여부와 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된다. 따라서 방사선방호

기술/체내방사선 도시메트리 기술의 요성에 한 새로운 인식과 인력  

재원의 활용에 호의  인식변화가 요구되어진다. 한 본 기술은 종합과학기

술이므로 인류학․생리학․해부학․생화학․보건물리학․핵의학 등 여러 분

야에 한 문인력의 변확 와 문성 향상 도모가 시 한 실정이다. 

 

제 2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황 

1. 국내 황 

  그동안 자에 한 도시메트리 기술은 외부 방사선도시메트리 기술의 주

류를 이루어 온 만큼 이제 계측기 개발분야를 제외한 선량측정  평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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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련 알고리즘의 개발 어느 정도 세계  수 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자의 경우 피폭선원항의 소규모 는 원자력발 소 가동 의 격

납용기 내부와 같이 제한 인 경우에 한하여 피폭선량평가의 측정  리

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심을 끌지 못했다. 측정상의 어려움도 주요 

원인 에 하나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 모니터링으로 성자에 의한 방사선

방호 로그램을 수행한 도 없지 않다. 

최근 10여 년간 원자력  방사선 이용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으며 그 한 가 입자가속기 사용시설이 증가이다. 방사선 가 인

자가 재평가 된 이후 원자력발 소의 경우에도 성자선량에 한 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실정의 경우 소수 연구자들에 의하여 성자 선원 

방출율 측정, 수 감속구 Cf-252 선원을 이용한 열형 선량계 교정, 속 성

자 감쇄율 측정 그리고 보 구를 이용한 10 MeV 이하의 성자장에 한 

에 지스펙트럼 측정 등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2. 국외 황 

  유럽공동체,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ISO에서 제안하고 있는 실제 인  

성자 교정선장을 제작하여 활용 에 있으며 최근에 고에 지 성자장에 

한 스펙트로메트리를 통해 우주선량 측정, 항공기 승무원들의 피폭선량평

가 등 선량평가 상의 에 지 역이 크게 확 되었다. 실험  미시선량평

가 기법을 활용한 성자 개인선량계, 지역감시기 등 조직흡수선량의 직 측

정, 선량 스펙트로메트리 기법의 장 용 등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 각종 

수동  능동형의 성자 측정기가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검출기를 

이용한 자선량계의 성능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성자 도시메트리의 경우 교정용 기  선원의 제작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십 MeV 이하의 성자 선원이 아닌 수 

백 MeV의 고에 지 기  선원이 필요하며, 이는 세계 으로도 몇 안되는 

고에 지 입자가속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기술상태의 취약성 

  방사선방호차원에서 고에 지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원자력발 소의 다양한 장 성자장 등 장특성에 따른 정확한 선

량평가를 하기 하여 에 지와 선량 스펙트럼을 정량 으로 측정  평가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측면에서만 성자장의 역할이 강

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정량 인 선원항 자료를 생산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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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기술이 부족하다. 세계 인 추세로 볼 때 성자도시메트리를 하여 

가속기시설의 운 이 으로 필요한데 국내의 경우 이와 련한 기존  

시설의 활용가능성은 낮고 도시메트리용 용가속기의 확보는 요원한 듯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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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내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1. 내부 피폭선량 계산 산코드 개발

가. 코드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ICRP 66 호흡기 모델, ICRP 30 소화기 모델  ICRP 최근 

생체동역학  모델을 사용하여 섭취량과 탁유효선량을 계산할 수 있는 

산코드를 개발하 다. 이 코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코드명 : BiDAS(Bioassay Data Analysis Software)

  ∙코드설계에 사용된 기종 : 펜티엄 iV

  ∙코드사용언어 : Visual C
++ 

  ∙기능 : 섭취량  탁유효선량 계산

  ∙섭취경로 : 흡입섭취  경구섭취

  ∙섭취형태 : 단일섭취  연속섭취

나. 코드의 구성

  BiDAS 코드의 구성은 섭취잔류량  일일 배설률 데이터 모듈, 선량계수 

데이터 모듈, 측정자료의 통계  처리모듈, 개인자료 리모듈, 그래픽 처리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체 인 구성도는 그림 1-1과 같다.

(1) 섭취잔류량  일일 배설률 데이터 모듈

  이 모듈은 단일 성섭취에 한 섭취잔류량( 신  기타 장기에 해당하

는 값)과 일일 배설률(소변  변에 해당하는 값) 자료가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다. 이 자료는 섭취경로에 따라 흡입섭취와 경구섭취에 한 것으로 

나 어져 있다. 흡입섭취의 경우에는 입자크기(0.01, 0.03, 0.1, 0.3, 1, 3, 5, 10 

μm)와 화합물의 흡수형(Type F, M, S)에 따라 다시 나 어져 있으며, 경구

섭취의 경우에는 소화기 흡수율(f1)에 따라 다시 나 어져 있다. 이 자료에서 

섭취후 경과시간은 0.1일부터 0.1일 씩 증가하여 3650일까지이다. 연속섭취에 

한 자료는 내장되어 있지 않으나, 이 값은 본 코드에서의 계산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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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량계수 데이터 모듈

  이 모듈은 ICRP CD-ROM
[1.13]을 사용하여 구한 선량계수가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다. 내장된 자료는 섭취잔류량  일일 배설률과 같이 섭취경로  입

자의 물리․화학  특성에 따라 나 어져 있다.      

(3) 측정자료의 통계  처리모듈 

  이 모듈은 섭취량 계산모듈이다. 본 코드에서의 섭취량 평가모드는 ICRP 

78 모드, Interactive 모드, Automatic 모드  수동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ICRP 78 모드는 성 단일섭취에 해서만 사용되어지는 모드이고, 그 

이외의 모드는 성  연속섭취에 해서 모두 사용되어지는 모드이다.

(4) 개인자료 리모듈

  이 모듈은 개인정보의 입력, 수정, 삭제 등을 해 사용되어지는 모듈이다. 

이 모듈의 화면은 그림 1-2와과 같다.

(5) 그래픽 처리모듈

  이 모듈은 섭취량  탁유효선량 계산시 계산결과의 display, 섭취잔류량 

 일일 배설률 자료의 display 등을 처리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의 화면은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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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iDAS 코드의 모듈 구성.

          (Modular structure of BiDAS.) 

BiDAS_NG
Numerical & Graphical 

Display
(Acute, Chronic)

Dosimetry Data
(ICRP CD-ROM,
Dose Coefficients)

BiDAS_PDI
Personnel Data Input

BiDAS_IF
Intake Fraction

BiDAS_FIT
Fitting Bioassay

Data

BiDAS_INT
Intake

BiDAS_EFF
Eff Dose

Biokinetics

Deposition

BiDAS_OP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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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개인정보 화면.

(Viewer of the personnel information.) 



- 12 -

그림 1-3. BiDAS 코드의 일반  화면.

(The general view of the B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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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섭취잔류량  배설률 display 화면. 

          (Viewer of the intake retention and daily ex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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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섭취잔류량  배설율 계산

  섭취잔류량과 배설율은 섭취량을 평가할 때 사용되어지는 양이다. 섭취잔

류량이란 방사성핵종이 인체 내부로 들어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

변, 변 는 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을 

말한다. 배설률이란 체내섭취후 소변  변을 통하여 체외로 단 시간당 

배설되는 양을 말한다. 이 양은 인체내에서의 방사성핵종의 동역학을 나타내

는 격실모델의 해로부터 구해진다. 

  방사성핵종은 그림 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호흡구, 경구, 피부  상

처 등을 통하여 인체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호흡구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간 

방사성핵종은 호흡기에 침 된 후, 소화기와 체액으로 이된다. 호흡기로부

터 소화기로 이된 방사성핵종과, 경구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온 방사성핵종

은 체액으로 이되기도 하고 변을 통하여 체외로 배출된다. 그리고 호흡

기  소화기로부터 체액으로 이된 방사성핵종은 인체내부의 장기  조

직으로 이되어 결국 배설물을 통하여 체외로 배출된다.

따라서 방사성핵종이 인체내부로 들어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  

인체내부의 장기 는 조직에 남아있거나 배설물을 통하여 체외로 배출되는 

양을 구하기 해서는 인체내에서의 방사성핵종의 거동에 한 정보가 필요

하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ICRP 66 호흡기 모델
[1.7], ICRP 30 소화

기 모델
[1.3]  각종 방사성핵종의 생체동역학  모델의 소개와 섭취잔류량 

 배설률 계산방법, 그리고 계산결과 등에 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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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섭취, 이  배설경로.

          (Routes of intake, transfers and ex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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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모델

(1) 호흡기 모델

(가) 해부학  역

  호흡구를 통하여 인체내부로 들어온 방사성핵종은 제일 먼  호흡기에 침

된다. 그 다음, 호흡기로부터 제거된다. 침 과 제거를 계산하려면 우선 호

흡기의 구조와 기능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호흡기는 크게 도

부(코, 인두, 후두, 기 , 기 지, 세기 지, 종말세기 지)와 호흡부(호흡세

기 지, 폐포 , 폐포)로 나 어진다. 도 부는 흡입공기의 온습도 조 , 정화 

 달 역할을 담당한다. 그 이외에도 비강의 후각부분은 냄새를 맡는 기능

을 하며, 후두는 발성을 담당한다. 그리고 호흡부는 공기의 달, 정화  공

기속의 산소와 액속의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호흡기의 구조  기능과 련하여 ICRP 간행물 66
[1.7]에 주어진 호흡기 

모델에서는 방사선방호 측면을 고려하여 호흡기 역을 그림 1-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비흉부(Extrathoracic, ET) 역과 흉부(Thoracic, TH) 역

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역은 해부학, 조직학, 형태학, 방사선생물학, 입자

의 침   제거 등에 따라 비흉부 역은 

  ∙ET1 역(비강 정면)

  ∙ET2 역(비강 후면, 인두, 후두)

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흉부 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BB 역[기 (기도분지 : 0), 주기 지(기도분지 : 1) 

   기 지(기도분지 : 2 ～ 8)] 

  ∙bb 역[세기 지(기도분지 : 9 ～ 14), 종말 세기 지(기도분지 : 15)]  

  ∙AI 역[호흡세기 지(기도분지 : 16 ～ 18), 폐포 , 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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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호흡기의 해부학  역.

          (Anatomical regions of respiratory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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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흉부 역

  비흉부 역은 코, 인두  후두로 구성된다. 이 역은 비흉부내에서 공

기조화, 입자제거  공기 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코는 일반 으로 안면

의 앙부에 돌출해 있는 외비와 그 내부의 비강(콧속)으로 나 어진다. 비

강은 콧구멍에서 인두에 이르는 빈 곳으로, 바깥 공기와 폐 사이의 공기 출

입로이고 공기의 청정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 하지만, 일부분은 후각

기로서의 기능을 갖고 발성에도 여한다. 비강은 비 격에 의해 좌우비강으

로 나 어진다.  앞쪽은 비 정과 고유비강으로 나 어진다. 비 정에는 

짧고 센 털이 빽빽이 나 있어, 이 비모가 공기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비 정을 제외한 고유비강 내면은 이 많은 두꺼운 막으로 덮여 있다.  

  인두는 구강과 식도 입구 사이의 소화 의 일부이자, 비강과 후두(기 이 

시작되는 부 ) 사이의 기도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 이다. 후두는 기도의 맨 

윗 부분이며 발성기능을 가지는 기 이다. 앞쪽은 인두, 뒤쪽은 기 에 이어

지며 크고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 ET1 역

  ICRP 66 호흡기 모델에서 ET1 역은 비 정부이다. 이의 벽에 한 단

면은 그림 1-7과 같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피세포는 여러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나, 표층에 있는 세포는 편평상피이다. 그리고 상피의 

표면은 각질화되어 있다. 기 막으로 내려갈수록 입방상피세포인 기 세포가 

찰된다. 선량계산학  목 을 해 ET1 역에 한 형태학  치수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각질 층편평상피의 평균두께 : 50μm

∙기 세포(표 )의 평균깊이 : 40μm ～ 50μm

∙ 체표면  : 2x10
-3m2 (20cm2)

∙공기통로의 등가평균직경 : 5x10
-3
m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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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T1 역 내벽에 한 표  세포핵(기 세포) 모델.

          (Model of target cell nuclei(basal cells) for ET1 region.)

㉯ ET2 역

  ICRP 66 호흡기 모델에서 ET2 역은 기도, 인두  후두이다. 이 역의 

부분은 호흡 막으로 덮여 있고, 입 인두와 후두의 발성부 는 층상피를 

갖는 막으로 덮여있다. 이 역에서 악성종양의 발명율과 이의 형태를 고

려하여 층상피를 갖는 막이 선량계산학  모델에서 고려되었으며, 이에 

한 단면은 그림 1-8과 같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피세포는 

ET1 역에서와 같이 여러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층의 세포도 편

평상피로 되어있다. 그러나 상피의 표면은 액으로 덮여있다. 선량계산학  

목 을 해 ET2 역에 한 형태학  치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공기통로의 등가평균직경 : 5x10
-3m(5mm)

∙ 액층의 평균두께 : 15 μm

∙ 층편평상피의 평균두께 : 50μm

∙기 세포(표 )의 평균깊이 : 40μm ～ 50μm

∙ 체표면  : 4.5x10
-2m2(450cm2)

∙공기통로의 등가평균직경 : 5x10
-3m(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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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입 인두와 후두의 층 편평상피에서의 표 세포핵(기 세포) 모델.

          (Model of target cell nuclei(basal cells) in stratified squamous      

          epithelia of oropharynx and larynx.)

② 비흉부 역

㉮ BB 역

  BB 역은 기 , 주기 지  기 지로 구성된다. 이 역은 흉부내에서 

공기조화, 입자제거  공기 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기 은 후두 하단으

로부터 좌우 기 지로 분리되는 지 까지의 을 말한다. 내벽은 형 인 

호흡 막으로 덮여있어 기 안에 들어온 공기는 당한 습도를 유지하게 되

며, 막에 침착된 먼지 등은 섬모작용에 의하여 구강 밖으로 배출된다. 기

지는 폐속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가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 지가 치

해 있는 부 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기 이 갈라지는 곳에서 폐문까

지의 기 지는 주기 지, 폐의 각 엽으로 나 어지는 기 지는 엽기 지라고 

불리워진다. 우측 주기 지는 좌측 주기 지에 비해 직경이 크고, 기  분기

에서부터 상엽기 지까지의 길이가 짧다. 기 지의 조직은 기 의 것과 동

일하나, 분비세포가 기 에 비해 다소 게 존재한다. 

  코카서스인 성인남성의 경우, 기 , 주 기 지  기 지의 직경과 길이는 

표 1-1과 같다. 한 이의 내벽에 한 단면은 그림 1-9와 같다. 선량계산

학  목 을 해 BB 역에 한 형태학  치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기 지  기 의 부피 : 5x10
-5 m3

∙기 지(분지 1에서 분지 8)의 표면  : 2.9x10-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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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 벽 :

- 평균 내경 : 5x10
-3m (5 mm)

- 액층의 평균두께 : 5 μm

- 섬모층의 평균두께 : 6μm

- 상피(섬모없음)의 평균두께 : 55 μm

- 분비세포의 평균 깊이 : 10μm ～ 40 μm

- 기 세포의 평균 두께 : 35μm ～ 50μm

표 1-1. 코카서스인 성인남성에 한 기 , 주 기 지  기 지의 직경과   

        길이.

        (Values of diameter and length of trachea, main bronchi, and     

        bronchi for Caucasian adult male.)

Region Generation
Diameter
(m)

Length
(m)

Bronchial(BB) 0 Trachea 1.65x10-2 9.1x10-2

1 Main bronchi 1.20x10-2 3.8x10-2

2 bronchi 0.85x10-2 1.5x10-2

3 bronchi 0.61x10-2 0.83x10-2

4 bronchi 0.44x10-2 0.90x10-2

5 bronchi 0.36x10
-2

0.81x10
-2

6 bronchi 0.29x10-2 0.66x10-2

7 bronchi 0.24x10-2 0.60x10-2

8 bronchi 0.20x10-2 0.53x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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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BB 역에 한 표 세포핵(분비세포  기 세포) 모델.

          (Model of target cell nuclei(secretory and basal cells) for

          the BB region.)

㉯ bb 역

  bb 역은 세기 지와 종말 세기 지로 구성된다. 이 역은 BB 역과 

같이 흉부내에서 공기조화, 입자제거  공기 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세

기 지는 상피에 연골, 액성 장액샘  술잔세포 등이 없는 기도이다. 단

층원주세포와 단층입방세포로 구성되는 호흡상피에는 2개의 주요 세포형태, 

즉 섬모세포와 미섬모세포가 들어있다. 후자는 일차 으로 분비세포의 유일

한 형태이며, 특히 종말세기 지에서 하다. 기 세포는 세기 지에서 거

의 발견되지 않는다.  

  코카서스인 성인남성의 경우, 세기 지  종말세기 지의 직경과 길이는 

표 1-2와 같으며, 이의 내벽에 한 단면은 그림 1-10과 같다. 한 선량

계산학  목 을 해 bb 역에 한 형태학  치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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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호흡 세기 지(분지번호 9에서 15)의 부피 : ～5x10
-5m3

∙비호흡 세기 지의 표면  : 2.4x10-1 m2

∙세기 지 벽

- 평균 섬모 : 10
-3m (1 mm)

- 액층의 평균두께 : 2μm

- 섬모층의 평균두께 : 4μm

- 상피의 평균두께 : 15 μm

- 기 세포 핵의 평균 깊이 : 4μm ～ 12 μm

표 1-2. 코카서스인 성인남성에 한 세기 지  종말세기 지의 직경과 

       길이.

        (Values of diameter and length of bronchiolar and terminal       

        bronchioles for caucasian adult male.)

Region Generation
Diameter
(m)

Length
(m)

Bronchiolar(bb) 9  Bronchioles 0.1651x10
-2 0.4367x10-2

10 0.1348x10-2 0.3620x10-2

11 0.1092x10-2 0.3009x10-2

12 0.0882x10-2 0.2500x10-2

13 0.0720x10
-2

0.2069x10
-2

14 0.0603x10
-2 0.1700x10-2

15 Terminal bronchioles 0.0533x10-2 0.1380x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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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bb 역에 한 표 세포핵(분비세포  Clara 세포) 모델. 

          (Model of target cell nuclei(secretory or Clara cells) for the        

          bb region.)

㉰ AI 역

  AI 역은 호흡세기 지, 폐포   폐포로 구성된다. 호흡세기 지는 호

흡기의 도 부분과 호흡부분과의 경계부 에 해당되며, 종말세기 지의 종말

부에서 폐포 에 이르기까지의 기도와 이 기도에서 다시 생된 기도로 구

성된다. 본 기의 기도와 생된 기도에 개구부를 갖는 폐포가 붙어있다. 

이것은 산소를 액에 공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요한 역할을 한다. 

호흡세기 지는 다시 폐포 으로 나 어지며, 이들 기도에 개구부를 갖는 수 

많은 폐포가 포도에 포도알 달리듯 달려있다.

  코카서스인 성인남성의 경우, 호흡세기 지  폐포 의 직경과 길이는 표 

1-3과 같다. AI 역에서 표 세포는 호흡세기 지의 분비세포와 폐포면을 

덮고 있는 Type II 상피세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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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코카서스인 성인남성에 한 호흡세기 지  폐포 의 직경과  

       길이.

        (Values of diameter and length of respiratory bronchioles    

        and alveolar duct for the caucasian adult male.) 

Acinar generation(z)
Diameter

(m)

Length

(m)

16  Respiratory bronchioles 5.1x10
-4 1.1x10-3

17  Respiratory bronchioles 4.6x10-4 9.2x10-4

18  Respiratory bronchioles 4.1x10-4 7.6x10-4

19  Alveolar ducts 3.8x10-4 6.3x10-4

20  Alveolar ducts 3.5x10-4 5.2x10-4

21  Alveolar ducts 3.3x10-4 4.3x10-4

22  Alveolar ducts 3.1x10-4 3.6x10-4

23  Alveolar ducts 3.0x10-4 3.0x10-4

24  Alveolar ducts 3.9x10-4 2.1x10-4

25  Alveolar ducts 2.8x10-4 2.1x10-4

26  Alveolar ducts 2.8x10-4 1.7x10-4

(나) 입자침

① 침 에 향을 미치는 인자

㉮ 형태계량인자

  해부학  역에 한 형태계량인자는 흡입입자의 침 에 향을 다. 침

에 향을 미치는 형태계량인자는 다음과 같다. 

 ∙ ET 역의 사강용 [VD(ET)]

 ∙ BB 역의 사강용 [VD(BB)]

 ∙ bb 역의 사강용 [VD(bb)]

 ∙ 기 의 직경(d0)

 ∙ 첫 번째 세기 지의 직경(d9)

 ∙ 첫 번째 호흡세기 지의 직경(d16)

여기서 사강이란 함은 입, 코로부터 폐포 이 까지의 호흡기 에 흡입 배출

되는 공기는 액과 만나지 않으므로 실질 인 호흡작용과는 연 성이 없이 

오직 공기통로의 역할하는 공간을 말한다.

  코카서스인의 경우, 침 계산을 해 ICRP 66 호흡기 모델에서 제시한 성 

 연령에 따른 각 형태계량인자의 값은 표 1-4와 같이 주어진다. 표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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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Ft, SFb  SFa는 각각 ET  BB 역, bb 역, AI 역에 한 기도 

축 인자이며, 다음 식과 주어진다.

(1-1) SFt=
성인남성의 기관 직경(1.65)피폭자의 기관 직경(d 0)

(1-2) SFb=
성인남성의 세기관지 직경(0.165)피폭자의 세기관지 직경(d 9)

(1-3) SFa=
성인남성의 첫번째 세기관지 직경(0.051)피폭자의 첫번째 세기관지 직경(d 16)

표 1-4. 형태계량인자의 값.

      (Values of morphometric parameters.)  

Activity    
Adult 15 y

10 y 5 y 1 y 3 mo
Male Female Male Female

Height(cm) 176 163 169 161 138 110 75 60

Weight(kg) 73 60 57 53 33 20 10 6

VD(ET)(mL) 50 40 45 39 25 13.3 4.7 2.6

VD(BB)(mL) 49 40 44 39 26 15.5 6.8 4.5

VD(bb)(mL) 47 44 41 37 26 16.7 8.7 6.8

VD(total)(mL) 146 124 130 114 78 46 20 14

d0(cm) 1.65 1.53 1.59 1.52 1.31 1.06 0.75 0.616

d9(cm) 0.165 0.159 0.161 0.156 0.143 0.127 0.107 0.099

d16(cm) 0.051 0.048 0.047 0.045 0.039 0.031 0.022 0.020

SFt 1 1.08 1.04 1.09 1.26 1.55 2.20 2.68

SFb 1 1.04 1.03 1.06 1.16 1.30 1.55 1.67

SFa 1 1.07 1.07 1.13 1.31 1.63 2.30 2.58

㉯ 호흡생리인자 

호흡생리인자는 형태계량인자와 같이 흡입입자의 침 에 향을 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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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 호흡생리인자는 다음과 같다.

    ∙총 폐 용량 (Total Lung Capacity, TLC) : 

      최 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 이 양은 완 히 숨을 내쉰 다음 최 한   

      들여마실 수 있는 공기의 양(폐활량)과 완 히 숨을 내쉰 후에도 폐속  

      에 남아 있는 공기의 양(잔기량)의 합이다.   

    ∙기능  잔기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 : 

      정상 인 호기후에도 폐에 남아 있는 공기의 양

    ∙환기량 (Ventilation Rate, B) : 

      1분간 폐를 지나는 공기의 양. 이 양은 호흡수와 1회의 흡식 에 폐  

      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의 곱이다. 

    ∙1회 환기량(Tidal Volume, VT) : 

      정상 으로 흡입되는 공기량.

    ∙호흡수(Respiration Frequency, fR) : 

      1분간 호흡수

    ∙1 량(Volumetric Flow Rate, V̇) : 

      1 간의 호흡량

호흡생리인자  총 폐 용량과 기능  잔기량은 인종, 성별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러나 환기량, 1회 환기량, 호흡수  1 량은 인종, 성별  

연령은 물론 신체활동정도에도 의존한다.  

  호흡생리학  면에서 신체활동정도는 4가지, 즉 수면, 안정, 경미한 운동, 

그리고 격심한 운동으로 구분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한 침 계산에서 

사용되는 코카서스인에 한 호흡생리인자의 값은 표 1-5와 같다. 방사선작

업종사자의 경우 일일 신체활동은 3가지, 즉 수면(8시간), 방사선작업(8시간) 

 그 이외의 활동(8시간)으로 구분된다. 각 활동에 한 운동 와 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표 1-6과 같다. 

  호흡습 도 흡입입자의 침 에 향을 미친다. 호흡습 은 비강호흡과 구

강호흡으로 구분된다. 비강호흡이란 휴식때는 코로 숨을 쉬다가 당한 신체

활동 에서 코와 입으로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쉬는 것을 말하며, 구강호흡

이란 항상 코와 입으로 동시에 숨을 쉬는 것을 말한다. 각 호흡습 에서 코

를 통하여 들어오는 공기( 체 유입 공기 비)는 신체활동정도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이의 값은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값은 성  연령에는 

무 하다.



- 28 -

표 1-5. 호흡생리인자의 값.

        (Values of physiological parameters) 

Activity    
Adult 15 y

10 y 5 y 1 y 3 mo
Male Female Male Female

TLC(L) 6.98 4.97 5.43 4.47 2.87 1.55 0.55 0.28

FRC(L) 3.30 2.68 2.677 2.325 1.484 0.767 0.244 0.148

Sleep

B(m
3h-1) 0.45 0.32 0.42 0.35 0.31 0.24 0.15 0.09

fR(min
-1) 12 12 14 14 17 23 34 38

VT(mL) 625 444 500 417 304 174 74 39

V̇(mL/s) 250 178 233 194 172 133 83 50

Sitting

B(m3h-1) 0.54 0.39 0.48 0.40 0.38 0.32 0.22 -

fR(min
-1) 12 14 15 16 19 25 36 -

VT(mL) 750 464 533 417 333 213 102 -

V̇(mL/s) 300 217 267 222 211 178 122 -

Light exercise

B(m
3h-1) 1.5 1.25 1.38 1.30 1.12 0.57 0.35 0.19

fR(min
-1) 20 21 23 24 32 39 46 48

VT(mL) 1250 992 1000 903 583 244 127 66

V̇(mL/s) 833 694 767 722 622 317 194 106

Heavy exercise

B(m3h-1) 3 2.7 2.92 2.57 2.03 - - -

fR(min
-1
) 26 33 36 38 45 - - -

VT(mL) 1920 1364 1352 1127 752 - - -

V̇(mL/s) 1670 1500 1622 1428 1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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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한 일일 기  활동.

        (Daily standard activity for radiation worker.)

Types of 

work
Exercise level

Time budget, 

h

Light work

 Sleep Sleep 8

 Occupational
Sitting 2.5

Light exercise 5.5

 Nonoccupational

Sitting 4

Light exercise 3

Heavy exercise 1

Heavy work

 Sleep Sleep 8

 Occupational
Light exercise 7

Heavy exercise 1

 Nonoccupational

Sitting 4

Light exercise 3

Heavy exercise 1

표 1-7. 코를 통하여 들어오는 공기( 체 유입 공기 비).

        (Fraction of total ventilatory airflow passing through the    

        nose in nasal augmenters(normal nose breathers) and in     

        mouth breather.)

Level of exercise
Fn

Nasal augmenter Mouth breather

Sleep 1.0 0.7

Rest(sitting) 1.0 0.7

Light exercise 1.0 0.4

Heavy exercise 0.5 0.3

② 침 모델

  흡입공기는 그림 1-11에서와 같이 비강과 입 인두를 통하여 폐 속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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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후 다시 바같으로 배출된다. 비강을 통하는 경우, 공기는 ET1 → ET2n 

→ BB → bb → AI 역을 거친 후, 호식운동에 의해  AI → bb → BB → 

ET2n → ET1 역을 통하여 배출된다. 한 입 인두를 통하는 경우, 유입공기

는 ET2m → BB → bb → AI 역을 거친 후, 다시 AI → bb → BB → 

ET2m 역을 통하여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 성충돌, 력침강  확산에 

의해 공기  입자는 호흡기의 각 역에 침 된다. 

  각 역은 그림 1-12에서와 같이 침 효율(η)과 부피(V)를 갖는다. 침

효율은 부피와 공기 에 있는 입자의 동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부피

는 호흡기의 형태계량인자  호흡생리인자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12에서 바깥 공기 에 존재하는 입자수 I0(명목 섭취량) 비 j 번째 역

에 침 되는 입자수, 즉  j 번째 역에서의 침착분율 DEj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4) 

DE 1=η1φ1(1-η0)
DE 2=η2φ2(1-η0)(1-η1)
⋅

DEj=η jφ j ∏
j-1

k=0
(1-η k)

식 (1-4)을 재 정리하면, DEj는

(1-5) DEj=DEj-1 η jξ j(
1

η j-1
-1),   ξ j=

φ j
φ j+1

,   j=1,N

                    

로 주어진다. 식 (1-4)와 식 (1-5)에서 φj는 일호흡량(VT) 비 j 번째 역

에 도달하는 공기의 양이며, ηj (j=1, N)는 j 번째 역에서의 침 효율이다. 

그리고 가상 역(그림 1-12에서 아래첨자를 0으로 표기함)에서의 침 효율 

η0는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1-6) η0=1-η I

여기서 ηI는 바깥 공기 에 있는 입자수 비 흡입공기와 함께 코 는 입

으로 들어오는 입자수, 즉 호흡기 섭취효율(그림 1-11에서 Inhalability를 나

타냄)이다. ηI는 다음 식과 같이 공기역학  입경(μm) dae와 풍속(m/sec) U

의 함수로 주어진다. 

(1-7) η I=1-0.5 (1-[7.6×10
-4d 2.8

ae+1]
-1

)+1.0×10-5U 2.75e
0.055dae    

호흡기도를 지나는 공기 의 입자는 공기역학  과정( 성충돌, 력침강)과 

열역학  과정(입자확산)에 의해 기도표면에 침 된다. 2가지 과정을 고려하

면, 식 (1-5)에서의 η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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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η j= η2
ae+η2

th

로 주어진다. 식 (1-8)에서 ηae와 ηth는 각각 공기역학  과정과 열역학  

과정에 의한 침 효율이다. 코로 호흡하는 경우와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 침

 효율식은 각각 표 1-8과 표 1-9에서 각각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11. 호흡기 역에서의 입자의 침 에 한 실험  묘사. 

           (Empirical representation of inhalability of particles and their       

           deposition in each region of respiratory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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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에어로졸 침 에 한 일반  묘사.

          (General representation for aerosol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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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비강 호흡자에 한 에어로졸 침  계산식과 이들의 각종 

       인자 값.

        (Formulae and their parametric values for evaluating aerosol  

        deposition for normal nasal augmenter.) 

P
h
a
s
e

Filter
j Region

Regional Deposition Efficiency,  ηj

Volumetric
Fraction
φj
a,b

Aerodynamic Thermodynamic

ηae  = 1-exp(-aR
P) ηth = 1-exp(-aR

P)

a R p a R p

I
n
h
a
l
a
t
i
o
n

1 ET1
c 3.0x10-4 dac

2 V́n SFt
3 1 18 D(V́n SFt)

-1/4 1/2 1

2 ET2
d 5.5x10-5 dac

2 V́n SFt
3 1.17 15.1 D(V́n SFt)

-1/4 0.538 1

3 BB 4.08x10-6 dac
2 V́ SFt

2.3 1.152 22.02 SFt
1.24 ψth

e DtB 0.6391
1 - VD(ET)

VT

4 bb 0.1147

(0.056+tb
1.5)

xdae
tb
-0.25 1.173 -76.8+167 SFb

0.65 Dtb 0.5676 1 - 
[VD (ET) + V'D(BB)]

VT

5 AI 0.146 SFA
0.98 dac

2 tA 0.6495 170+103 SFA
2.13 DtA 0.6101 1 - 

[VD (ET) +V'D(BB) +V'D(bb) ]

VT

E
x
h
a
l
a
t
i
o
n

6 bb 0.1147

(0.056+tb
1.5
)

xdae
tb
-0.25 1.173 -76.8+167 SFb

0.65 Dtb 0.5676 1 - 
[VD (ET) + V'D(BB)]

VT

7 BB 2.04x10-6 dac
2 
V́ SFt

2.3 1.152 22.02 SFt
1.24 

ψth
e DtB 0.6391 1 - 

VD(ET)

VT

8 ET2
d

5.5x10-5 dac
2 
V́n SFt

3 1.17 15.1 D(V́n SFt)
-1/4 0.538 1

9 ET1
c

3.0x10-4 dac
2 V́n SFt

3 1 18 D(V́n SFt)
-1/4 1/2 1

a the parameter, ξj, in Eqns (9) and (10) is given by φj/φj-1.
b where V'D(BB)=VD(BB)(1+VT/FRC).   
        V'D(bb)=VD(bb)(1+VT/FRC).
c ηae = 0.5[1-1/(aR

p+1)]; ηth = 0.5 [1-exp(-aR
P)].

d ηae = 1-1/(aR
p+1)]; ηth = 1-exp(-aR

P).
e Ψth is an empirical correction factor to allow for enhancement of thermodynamic deposition caused by nonlaminar bronchial airflow

  where = 1 + 100 exp {-[log10(100+10/dth
0.9)]2}

tB is the transit time of inhaled and exhaled air through BB region

tb is the transit time of inhaled and exhaled air through bb region

tA is the transit time of inhaled and exhaled air through AI region

D is diffusion corfficient

V́n is the components of the average volumetric flow rate that are inhaled(and also exaled) through the nose

V́ is the total volumetric flow rate of the air ventilating the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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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구강 호흡자에 한 에어로졸 침  계산식과 이들의 각종 

       인자 값.

        (Formulae and their parametric values for evaluating aerosol   

        deposition for a mouth breather.)  

P
h
a
s
e

Filter
j
Regio
n

Regional Deposition Efficiency,  ηj

Volumetric
Fraction
φj
a,b

Aerodynamic Thermodynamic

ηae  = 1-exp(-aR
P) ηth = 1-exp(-aR

P)

a R p a R p

I
n
h
a
l
a
t
i
o
n

1 ET2
d 1.1x10-4 dae

2(V́n SFt
3)0.6(VT SFt

2)-0.2 1.4 9 D(V́n SFt)
-1/4 1/2 1

2 BB 4.08x10-4 dae
2 V́ SFt

2.3 1.152 22.02 SFt
1.24 ψth

e DtB 0.6391
1 - VD(ET)

VT

3 bb 0.1147

(0.056+tb
1.5)

xdae tb
-0.25

1.173 -76.8+167 SFb
0.65 Dtb 0.5676 1 - 

[VD (ET) +V'D(BB)]

VT

4 AI 0.146 SFA
0.98 dae

2 tA 0.6495 170+103 SFA
2.13 DtA 0.6101 1 - 

[VD (ET) + V'D(BB) + V'D(bb) ]

VT

E
x
h
a
l
a
t
i
o
n

5 bb 0.1147

(0.056+tb
1.5
)

xdae tb
-0.25

1.173 -76.8+167 SFb
0.65 Dtb 0.5676 1 - 

[VD (ET) +V'D(BB)]

VT

6 BB 2.04x10-6 dae
2 V́ SFt

2.3 1.152 22.02 SFt
1.24 ψth

e DtB 0.6391 1 - 
VD(ET)

VT

7 ET2
d 1.1x10-4 dae

2(V́n SFt
3)0.6(VT SFt

2)-0.2 1.4 9 D(V́n SFt)
-1/4 1/2 1

a the parameter, ξj, in Eqns (9) and (10) is given by φj/φj-1.
b where V'D(BB)=VD(BB)(1+VT/FRC).   
        V'D(bb)=VD(bb)(1+VT/FRC).
c ηae = 1-1/(aR

p+1); ηth = 1-exp(-aR
P).

d Ψth is an empirical correction factor to allow for enhancement of thermodynamic deposition caused by nonlaminar bronchial airflow

  where = 1 + 100 exp {-[log10(100+10/dth
0.9)]2}

tB is the transit time of inhaled and exhaled air through BB region

tb is the transit time of inhaled and exhaled air through bb region

tA is the transit time of inhaled and exhaled air through AI region

D is diffusion corfficient

V́n is the components of the average volumetric flow rate that are inhaled(and also exaled) through the nose

V́ is the total volumetric flow rate of the air ventilating the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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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이 단일분포이고 바깥 공기가 코를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 각 

역에서의 침착분율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9) DEET 1
=DE 1+DE 9

(1-10) DEET 2
=DE 2+DE 8

(1-11) DEBB=DE 3+DE 7 

(1-12) DEbb=DE 4+DE 6  

(1-13) DEAI=DE 5         

그리고 바깥 공기가 입을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 각 역에서의 침착분율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14) DEET 2
=DE 1+DE 7

(1-15) DEBB=DE 2+DE 6 

(1-16) DEbb=DE 3+DE 5  

(1-17) DEAI=DE 4         

  실제 으로 에어로졸은 크기가 서로 다른 많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입

자의 공기역학  입경 분포는 수정규분포를 이룬다. 이 경우 침 은 복합

분포(polydisperse distribution)에서 정의가 되는 공기역학  방사능 앙경

(AMAD, Activity Median Aerodynamic Diameter)과 기하학  표 편차(σ

g)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복합분포의 경우 j 역에서의 침 분율 

DE(AMAD,σg)j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18) DE(AMAD,σ g) j=∑
∞

0
DE(x i+Δx/2) j p(x i<x<x i+1)

여기서 DE(xi+Δx/2)j는 단일분포인 경우 공기역학  입경이 xi+Δx/2일때 j 역

에서의 침 분율이다. 그리고 p(xi<x<xi+1)는 공기역학  입경이 임의의 구간 

[xi, xi+1]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이며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19) P(x i<x<x i+1)=
1
2π

⌠
⌡

x i+1

-∞
f(x)dx-

1
2π

⌠
⌡

x i

-∞
f(x)dx

여기서 f(x)는 수정규분포의 확률 도함수이며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1-20) f(x )=
1

xln(σ g) 2π
e

-[ l n(x)- ln(AMAD)]
2
/[2ln(σ g)

2
]

여기서 σg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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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σ g=2.5,    AMAD> 1
σ g=1.0,    AMAD< 0.0005

σ g=1+1.5[1-(100AMTD
1.5

+1)
-1

],   0.0005≤AMAD≤1

여기서 AMTD(Activity Median Thermodynamic Diameter)는 열역학  방

사능 앙경이며, 방사능 률(%)과 열역학  입경과의 상 계를 도시한 

그래 에서 방사능 률이 50 %되는 지 에서의 열역학  입경(dth)으로 정

의된다. 식 (1-20)를 식 (1-19)에 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1-22) p(x i<x<x i+1)=
1
2π

⌠
⌡

x i+1

-∞
e

-
u 2

2
du-

1
2π

⌠
⌡

x i

-∞
e

-
u 2

2
du

여기서 xi와 xi+1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23) 

x i= x min +iΔx
x i+1= x min +(i+1)Δx,

                          i=1,n-1,  Δx=
x max -x min

n

식 (1-23)에서 xmin과 xmax는 각각 공기역학  입경의 최소값과 최 값이다. 

그리고 n은 등구간의 수, Δx는 구간간격이다. 침 계산에서 n=500, xmin과 

xmax는 각각 다음의 값이 사용되었다. 

(1-24) x min = ln(AMAD)-4ln(σ g)
x max = ln(AMAD)+4ln(σ g)

체 입자크기 구간을 고려하여 식 (1-18)을 다시 변형하여 재 표 하면 다

음의 식이 얻어진다.

(1-25) 
DE(AMAD,σ g) j= ∑

i=n-1

i=0
DE(x i+Δx/2) j prob ,

              prob=[F(
x i+1- ln(μ g)

ln(σ g) )-F (
x i-ln(μ g)

ln(σ g) )]
  바깥 공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 각 역에서의 침착분율을 나타

내면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26) DEET 1
=FnDE(AMAD,σ g)ET 1, n+(1-Fn)DE(AMAD,σ g)ET 1,m     

(1-27) DEET 2
=FnDE(AMAD,σ g)ET 2, n

+(1-Fn)DE(AMAD,σ g)ET 2,m     

(1-28) DEBB =FnDE(AMAD,σ g)BB, n+(1-Fn)DE(AMAD,σ g)BB, m    

(1-29) DEbb=FnDE(AMAD,σ g) bb, n+(1-Fn)DE(AMAD,σ g) bb, m      

(1-30) DEAI=FnDE(AMAD,σ g)AI, n+(1-Fn)DE(AMAD,σ g)AI, m     

여기서 Fn은 코를 통하여 들어오는 공기량( 체 유입 공기량 비)이다. 그

리고 DE(AMAD, σg)에서 첨자 n과 m은 각각 코로 들어오는 경우와 입으

로 들어오는 경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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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활동은 여러 운동 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를 고려하면 각 역에

서의 최종 인 침착분율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31) DE(ET 1)=wsDEET 1
, s+wrDEET 1

, r+wlDEET 1
, l+whDEET 1

, h     

(1-32) DE(ET 2)=wsDEET 2
, s+wrDEET 2

, r+wlDEET 2
, l+whDEET 2

, h     

(1-33) DE(BB)=wsDEBB, s+wrDEBB, r+wlDEBB, l+whDEBB, h      

(1-34) DE(bb)=wsDEbb, s+wrDEbb, r+wlDEbb, l+whDEbb, h         

(1-35) DE(AI)=wsDEAI, s+wrDEAI, r+wlDEAI, l+whDEAI, h        

여기서 ws, wr, wl  wh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36)ws = 
Bs×Ts

Bs×Ts + Br×Tr + Bl×Tl + Bh×Th

(1-37)wr = 
Br×Tr

Bs×Ts + Br×Tr + Bl×Tl + Bh×Th

(1-38)wl = 
Bl×Tl

Bs×Ts + Br×Tr + Bl×Tl + Bh×Th

(1-39)wh = 
Bh×Th

Bs×Ts + Br×Tr + Bl×Tl + Bh×Th

식 (1-36) ～ 식 (1-39)에서 Bs, Br, Bl  Bh는 각각 수면, 안정, 경미한 운

동  격한 운동에서의 환기량이다.  그리고 Ts, Tr, Tl  Th는 각각 수면, 

안정, 경미한 운동  격한 운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침 입자는 동일한 역이라 할지라도 침 부 에 따라 제거되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 입자의 제거에서 이를 고려하기 하여 ET2 역은 ET2(기도

벽을 제외한 부 ) 격실과 ETseq(기도벽) 격실로 나 어지고, BB 역은 

BB1(제거가 빠른 부 ) 격실, BB2(제거가 느린 부 ) 격실  BBseq(기도벽) 

격실로 나 어진다. 한 bb 역은 BB 역과 같이 bb1(제거가 빠른 부 ) 

격실, bb2(제거가 느린 부 ) 격실  bbseq(기도벽) 격실로 나 어진다. 그리

고 AI 역은 제거되는 정도에 따라 3개의 격실로 나 어진다. 모든 역에 

해 세분화된 각 격실에서의 침 량은 표 1-10과 같이 주어진다. 표 1-10에

서 fs(BB)와 fs(bb)는 각각 BB 역과 bb 역에서의 장기 제거성분이다. 

  j 역에 한 fs(AMAD,σg)j를 나타내 보면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40) f s(AMAD,σ g) j= ∑
i=n-1

i=0
DE(x i+Δx/2) j×f s×prob

여기서, f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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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f s=0.5,                 dae≤2.5

ρ
χ

f s=0.5e
-

0.693
1.1

(dth-2.5)

,   dae>2.5
ρ
χ

로 주어진다. 여기서 ρ는 입자 도(g/cm3), χ는 입자형상인자, dth는 열역학

 입경 (μm)을 나타낸다. 바깥 공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 (1-40)

를 사용하여 장기제거성분을 나타내 보면 각각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2) f s(BB)=Fn
f s(AMAD,σ g)BB,n
DE(AMAD,σ g)BB,n

+(1-Fn)
f s(AMAD,σ g)BB,m
DE(AMAD,σ g)BB,m

   

(1-43) f s(bb)=Fn
f s(AMAD,σ g) bb,n
DE(AMAD,σ g) bb,n

+(1-Fn)
f s(AMAD,σ g) bb,m
DE(AMAD,σ g) bb,m

      

운동 를 고려하면, fs(BB)와 fs(bb)는 최종 으로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

다.

(1-44) f s(BB)=ws f s(BB) s+wrf s(BB) r+wlf s(BB) l+whf s(BB) h

(1-45) f s(bb)=ws f s(bb) s+wrf s(bb) r+wlf s(bb) l+whf s(bb) h

표 1-10. 호흡기 각 역의 침착격실에서의 침착량.

         (Partition of deposit in each region between compartments.)

Deposition compartment Deposition in compartments

ET2 (1-0.0005)DE(ET2)

ETseq 0.0005DE(ET2)

BB1 (1-fs(BB)-0.007)DE(BB)

BB2 fs(BB)DE(BB)

BBseq 0.007DE(BB)

bb1 (1-fs(bb)-0.007)DE(bb)

bb2 fs(bb)DE(bb)

bbseq 0.007DE(bb)

AI1 0.3DE(AI)

AI2 0.6DE(AI)

AI3 0.1D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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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침  계산결과

  침 분율은 성, 연령, 피폭의 종류(직업상 피폭, 의료상 피폭 등), 작업형태

(경작업, 작업), 호흡습 (비강호흡, 구강호흡)  에어로졸의 특성 등에 의

존한다. 본 계산에서 침 량 계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백인 성인남성, 직업상피폭, 경작업, 정상 으로 코로 숨을 쉬는 자

   -입자특성인자(에어로졸 입자의 도 = 3 g/cm
3, 형상인자=1.5)

침착분율 계산결과는 표 1-11과 같이 나타났다. 본 계산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하여 ICRP 선량계수 DB
[1.13]에 수록되어 있는 값과 비교 검토하 다. 

그 결과, 표 1-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계산결과는 공기역학  방사능 앙

경(AMAD, Activity Median Aerodynamic Diameter)이 0.001, 0.01, 0.1, 1, 5 

 10μm인 경우 각각 최  0.4, 0.3, 0.3, 0.3, 1.0  1.5 % 오차 범 내에서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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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각 침 격실에서의 침 분율 계산결과. 

         (Calculation results of fractional deposition in each compartment.)

Comparment

      AMAD(μm)

0.001 0.01 0.1 1 5 10

ICRP 

CD-Rom

This

study

ICRP 

CD-Rom

This

study

ICRP 

CD-Rom

This

study

ICRP 

CD-Rom

This

study

ICRP 

CD-Rom
This

ICRP 

CD-Rom

This

study

AI1 1.359×10-4 1.358×10-4 8.229×10-2 8.227×10-2 8.688×10-2 8.685×10-2 3.198×10-2 3.197×10-2 1.596×10-2 1.595×10-2 7.104×10-3 7.103×10-3

AI2 2.718×10-4 2.715×10-4 1.646×10-1 1.645×10-1 1.738×10-1 1.737×10-1 6.396×10-2 6.393×10-2 3.191×10-2 3.190×10-2 1.421×10-2 1.421×10-2

AI3 4.530×10-5 4.525×10-5 2.743×10-2 2.742×10-2 2.896×10-2 2.895×10-2 1.066×10-2 1.066×10-2 5.319×10-3 5.317×10-3 2.368×10-3 2.368×10-3

        AI 4.530×10-4 4.526×10-4 2.743×10-1 2.742×10-1 2.896×10-1 2.895×10-1 1.066×10-1 1.066×10-1 5.319×10-2 5.317×10-2 2.368×10-2 2.368×10-2

bb1 2.262×10-2 2.254×10-2 1.291×10-1 1.289×10-1 3.328×10-2 3.324×10-2 8.327×10-3 8.310×10-3 6.569×10-3 6.501×10-3 4.131×10-3 4.068×10-3

bb2 2.294×10-2 2.286×10-2 1.309×10-1 1.307×10-1 3.376×10-2 3.372×10-2 8.087×10-3 8.080×10-3 4.384×10-3 4.439×10-3 2.099×10-3 2.160×10-3

bbseq 3.212×10-4 3.200×10-4 1.833×10-3 1.830×10-3 4.726×10-4 4.720×10-4 1.157×10-4 1.155×10-4 7.721×10-5 7.712×10-5 4.392×10-5 4.391×10-5

        bb 4.588×10-2 4.572×10-2 2.618×10-1 2.614×10-1 6.751×10-2 6.743×10-2 1.653×10-2 1.651×10-2 1.103×10-2 1.102×10-2 6.274×10-3 6.272×10-3

BB1 3.117×10-2 3.123×10-2 2.685×10-2 2.693×10-2 4.746×10-3 4.760×10-3 6.489×10-3 6.510×10-3 1.171×10-2 1.175×10-2 9.436×10-3 9.443×10-3

BB2 3.161×10-2 3.168×10-2 2.723×10-2 2.732×10-2 4.813×10-3 4.828×10-3 5.844×10-3 5.824×10-3 5.921×10-3 5.870×10-3 3.116×10-3 3.107×10-3

BBseq 4.425×10-4 4.435×10-4 3.812×10-4 3.824×10-4 6.738×10-5 6.759×10-5 8.694×10-5 8.695×10-5 1.243×10-4 1.242×10-4 8.848×10-5 8.847×10-5

        BB 6.322×10-2 6.335×10-2 5.446×10-2 5.463×10-2 9.626×10-3 9.656×10-3 1.242×10-2 1.242×10-2 1.776×10-2 1.774×10-2 1.264×10-2 1.264×10-2

ET2 4.390×10-1 4.390×10-1 1.735×10-1 1.735×10-1 3.218×10-2 3.216×10-2 2.111×10-1 2.110×10-1 3.989×10-1 3.986×10-1 3.836×10-1 3.834×10-1

ETseq 2.196×10-4 2.196×10-4 8.680×10-5 8.678×10-5 1.610×10-5 1.609×10-5 1.056×10-4 1.055×10-4 1.996×10-4 1.994×10-4 1.919×10-4 1.918×10-4

       ET2 4.392×10-1 4.392×10-1 1.736×10-1 1.736×10-1 3.220×10-2 3.218×10-2 2.112×10-1 2.111×10-1 3.991×10-1 3.988×10-1 3.838×10-1 3.836×10-1

       ET1 4.433×10-1 4.433×10-1 1.539×10-1 1.539×10-1 3.071×10-2 3.070×10-2 1.652×10-1 1.651×10-1 3.385×10-1 3.383×10-1 3.471×10-1 3.4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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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침 분율에 한 본 계산결과와 ICRP 값과의 비.

         (Ration of fractional deposition from this calculation to that  

         given from ICRP.) 

Compartment
AMAD(μm)

0.001 0.01 0.1 1 5 10

   AI1 1.001 1.000 1.000 1.000 1.001 1.000 

   AI2 1.001 1.001 1.001 1.000 1.000 1.000 

   AI3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AI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bb1 1.004 1.002 1.001 1.002 1.010 1.015 

   bb2 1.003 1.002 1.001 1.001 0.988 0.972 

   bbseq 1.004 1.002 1.001 1.002 1.001 1.000 

        bb 1.004 1.002 1.001 1.001 1.001 1.000 

   BB1 0.998 0.997 0.997 0.997 0.997 0.999 

   BB2 0.998 0.997 0.997 1.003 1.009 1.003 

   BBseq 0.998 0.997 0.997 1.000 1.001 1.000 

        BB 0.998 0.997 0.997 1.000 1.001 1.000 

   ET2 1.000 1.000 1.001 1.000 1.001 1.001 

   ETseq 1.000 1.000 1.001 1.001 1.001 1.001 

       ET2 1.000 1.000 1.001 1.000 1.001 1.001 

       ET1 1.000 1.000 1.000 1.001 1.001 1.000 

(다) 입자제거

  호흡기에서 방사성핵종의 동역학을 묘사하기 해 사용한 격실모델은 그

림 1-13과 같다. ET1 역을 제외한 호흡기의 각 역에 침 된 방사성핵종

은 액흡수와 입자수송 과정을 통하여 호흡기로부터 제거된다. 반면, ET1 

역에 침 된 방사성핵종은 코풀기와 같은 외부  수단에 의해 환경으로 

배출된다. LNET와 LNTH는 각각 비흉부 역과 흉부 역에 존재하는 림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기상태입자, 변형상태입자  결합상태입자는 

물질이 녹을 때 일어나는 상변화에 따라 입자의 상태를 나 어 표시한 것이

다. 

  그림 1-13에서 굵은 화살표로 나타낸 기상태입자의 각 격실에 침착된 

물질은 속도 sp로 용해되어 액으로 흡수되고, 속도 spt로 변형상태입자의 

해당 격실로 이동한다. 그리고 변형상태입자의 각 격실에 있는 물질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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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로 용해되어 액으로 흡수된다. 기상태입자와 변형상태입자의 각 격실

에서 입자수송에 의한 제거율은 서로가 동일하다. 이의 참조치는 표 1-13에 

주어져 있으며, 이 값은 입자크기  물질의 물리화학  성질과는 무 하다. 

그러나 흡수에 의한 제거율은 물질의 물리화학  성질에 의존한다. 따라서 

액으로의 흡수속도에 따라 물질은 3가지의 흡수형 즉, F(빠름), M( 간) 

 S(느림)로 구분된다. 각 흡수형에 따른 흡수인자의 참조치는 표 1-14와 

같다. F는 10분의 용해 반감기를 갖는 물질이 100%, M은 10분의 용해 반감

기를 갖는 물질이 10 %, 140일의 용해 반감기를 갖는 물질이 90 %로 혼합

된 물질, S는 10분의 용해 반감기를 갖는 물질이 0.1 %, 7000일의 용해 반감

기를 갖는 물질이 99.9 %로 혼합된 물질이다. 

  호흡기의 각 격실에서의 입자의 제거는 1차 동역학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

서 단일섭취후 임의의 시간 t에서 격실 i(ET2, BB, bb  AI)에 존재하는 물

질의 양 qi(t)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6)dq i(t)

dt
=-λ i(t)q i(t)+mji(t)q j (t)

여기서 mji는 격실 j로부터 격실 i로의 제거율 상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λi는 

격실 i로 부터의 제거율 상수이며,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47) λ i=mi (t)+ s i(t)
 =gi(t)+ l i (t)+s i (t)

여기서 mi(t)와 si(t)는 각각 격실 i로부터 입자수송과 액흡수에 의한 제거

율, 그리고 gi(t)와 li(t)는 각각 소화기 과 림 로의 입자수송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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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호흡기에서 방사성핵종의 동역학을 나타내기 한 호흡기 
           격실모델.
           (Overall compartment model for respiratory tract clearance    
           including both time-dependent particle transport and          
           absorption into blood.) 

LNETT

ETb

BBb

bbb

AIb

LNETb

LNTHb

fbsp fbst

Blood

(1-fb)sp (1-fb)st

ET1

BB1

bb2

BB2

bbseq

BBseq

ETseq

AI1AI2AI3

ET2

bb1

LNET

LNTH

Spt

BB1T

bb2T

BB2T

bbseqT

BBseqT

ETseqT

AI1TAI2TAI3T

ET2T

bb1T
LNTHT

sb

GI Tract(Stomach)Environment 

Initial State Transformed State

Bound Material

123

456

78914

1011

13

12

151617

181920

21222327

24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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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각 격실에서의 제거율과 이에 응하는 제거 반감기.

         (Reference values of parameters for the compartment model 

         to represent time-dependent particle transport from human  

         respiratory tract.)

From To Rate(d
-1
) Half-time

AI1 bb1 0.02 35 d

AI2 bb1 0.001 700 d

AI3 bb1 0.0001 7000 d

AI3 LNTH 0.00002 -

bb1 BB1 2 8 h

bb2 BB1 0.03 23 d

bbseq LNTH 0.01 70 d

BB1 ET2 10 100 min

BB2 ET2 0.03 23 d

BBseq LNTH 0.01 70 d

ET2 GI tract 100 10 min

ETseq LNET 0.001 700 d

ET1 Environment 1 1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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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흡수형태 F, M  S 물질에 한 각 흡수인자의 참조치.

         (Default absorption parameters for Type F, M, and S materials.)

Absorption parameter
Type of absorption behaviour

F(fast) M(moderate) S(slow)

Fraction dissolved rapidly, fr 1 0.1 0.001

Approximate dissolution rate:

Rapid(d-1), sr 100 100 100

Slow(d-1), ss - 0.005 0.0001

Model parameters:

Initial dissolution rate(d-1), sp 100 10 0.1

Transformation rate(d-1), spt 0 90 100

Final dissolution rate(d-1), st - 0.005 0.0001

Fraction to bound state, fb 0 0 0

Uptake rate from bound state(d-1), s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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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 격실모델

  소화기에서 방사성핵종의 동역학을 묘사하기 해 사용한 모델은 그림 

1-14와 같다
[1.3]. 이 모델에서 소화기는 4개의 격실, 즉 , 소장, 장상부  

장하부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1-14에서 λS, λSI, λULI  λLLI는 각각 

, 소장, 장상부  장하부에서의 생물학  제거상수이다. 이 값은 표 

1-15에 주어져 있다. 한 λB는 체액으로의 이계수이며,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48) λB=
f 1λSI
1-f 1   

여기서 f1는 체액에 도달하는 안정 원소의 분율을 나타낸다. 구강섭취의 경우 

각 원소별 f1의 값은 ICRP 간행물 68
[1.14]의 ANNEXE E에 정리되어 있고, 

흡입섭취의 경우, 즉 호흡기로부터 소화기로 이된 경우 각 원소의 흡수형

에 따른 f1의 값은 ICRP 간행물 68의 ANNEXE F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18. 소화기에서 방사성핵종의 동역학을 묘사하기 한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used to describe the kinetics of          
           radionuclide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Stomach(ST)

Small
Intestine(SI)

Upper Large
Intestine(ULI)

Lower Large
Intestine(LLI)

Body fluids

STλ

SIλ

ULIλ

LLIλ

Bλ

Faecal Excretion

I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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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소화기에서 동역학을 나타내기 하여 사용한 모델 인자의 값. 

         (Values of the main parameters of the model used to        

         describe the kinetics of radionuclide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Section of GI tract
Mean residence 

time(h)
λ(d-1)

Stomach(ST) 1 24

Small intestine(SI) 4 6

Upper large Intestine(ULI) 13 1.8

Lower large intestine(LLI) 24 1

(3) 생체동역동학  모델

  호흡기 는 소화기 등으로부터 체액으로 이된 방사성핵종은 장기  

조직으로 이되어, 그 곳에 머무른 후 배설기 을 통하여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나 체액으로부터 이되는 장기  조직이나, 그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방사성핵종마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방사성핵종마다 고유한 생체동역학족 

모델을 갖는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체동역학  모델에 

해 요약 정리한 내용은 표 1-16  표 1-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H, Co, Ru, Cs  Cf의 경우, 동역학을 묘사하기 한 격실모델은 그림 

1-15에, Sr, Ra  U의 경우 그림 1-16, Th, Np, Pu, Am  Cm의 경우 그

림 1-17  Iodine의 경우 그림 1-18에 주어져 있으며, 각 격실모델에서 방

으로부터의 제거율은  12 d
-1의 값이 사용되었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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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생체동역학  자료와 모델.

         (Biokinetic data and models.)  

Element Lung absorption 
Types

a
Classes for
gases/vapours

ICRP for
details of biokinetic 

model 
and absorption(s)

Hydrogen F,M
b
,S SR-1,SR-2

c
56
[1.16]
, 67

[1.17]
 and 71

[1.18]

Beryllium M,S 30, part 3[10]

Carbon F,Mb,S SR-1,SR-2d 56, 67 and 71

Fluorine F,M,S 30, part 2[11]

Sodium F 30, part 2

Magnesium F,M 30, part 3

Aluminium F,M 30, part 3

Silicon F,M,S 30, part 3

Phosphorus F,M 30, part 1[5]

Sulphur F,M
b
,S SR-1 67 and 71

Chlorine F,M 30, part 2

Potassium F 30, part 2

Calcium F,M
b
,S 71

Scandium S 30, part 3

Titanium F,M,S 30, part 3

Vanadium F,M 30, part 3

Chromium F,M,S 30, part 2

Manganese F,M 30, part 1

Iron F,M
b
,S 69[12] and 71

Cobalt F,Mb,S 67 and 71

Nickel F,Mb,S SR-1 67 and 71

Copper F,M,S 30, part 2

Zinc F,Mb,S 67 and 71

Gallium F,M 30, part 3

Germanium F,M 30, part 3

Arsenic M 30, part 3

Selenium Fb,M,S 69 and 71

Bromine F,M 30, part 2

Rubidium F 30, part 2

Strontium F,Mb,S 67 and 71

Yttrium M,S 30, part 2

Zirconium F,Mb,S 56, 67 and 71

Niobium F,Mb,S 56, 67 and 71

Molybdenum F,M
b
,S 67 and 71

Technetium F,Mb,S 67 and 71

Ruthenium F,Mb,S SR-1 56, 67 and 71

Rhodium F,M,S 30, part 2

Palladium F,M,S 30, part 3

Silver F,Mb,S 67 and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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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계속.)

        -(continued.) 

Element Lung absorption 
Types

a
Classes for
gases/vapours

ICRP for
details of biokinetic 

model 
and absorption(s)

Cadmium F,M,S 30, part 2

Indium F,M 30, part 2

Tin F,M 30, part 3

Antimony F,M
b
,S 69 and 71

Tellurium F,Mb,S SR-1 67 and 71

Iodine Fb,M,S SR-1 56, 67 and 71

Caesium F
b
,M,S 56, 67 and 71

Barium F,Mb,S 67 and 71

Lanthanum F,M 30, part 3

Cerium F,M
b
,S 56, 67 and 71

Praseodymium M,S 30, part 3

Neodymium M,S 30, part 3

Promethium M,S 30, part 3

Samarium M 30, part 3

Europium M 30, part 3

Gadolinium F,M 30, part 3

Terbium M 30, part 3

Dysprosium M 30, part 3

Holmium M 30, part 3

Erbium M 30, part 3

Thulium M 30, part 3

Ytterbium M,S 30, part 3

Lutetium M,S 30, part 3

Hafnium F,M 30, part 3

Tantalum M,S 30, part 3

Tungsten F 30, part 3

Rhenium F,M 30, part 2

Osmium F,M,S 30, part 2

Iridium F,M,S 30, part 2

Platinum F 30, part 3

Gold F,M,S 30, part 2

Mercury F,M SR-1 30, part 2

Thallium F 30, part 3

Lead F,M
b
,S 67 and 71

Bismuth F,M 30, part 2

Polonium F,Mb,S 67 and 71

Astatine F,M 30,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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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계속.) 

       -(continued.) 

Element Lung absorption 
Types

a
Classes for
gases/vapours

ICRP for
details of biokinetic 

model 
and absorption(s)

Francium F 30, part 3

Radium F,Mb,S 67 and 71

Actinium F,M,S 30, part 3

Thorium F,M,S
b

69 and 71

Protactinium M,S 30, part 3

Uranium F,Mb,S 69 and 71

Neptunium F,M
b
,S 69 and 71

Plutonium F,Mb,S 67 and 71

Americium F,Mb,S 67 and 71

Curium F,M
b
,S 71

Berkelium M 30, part 4

Californium M 30, part 4

Einsteinium M 30, part 4

Fermium M 30, part 4

Mendelevium M 30, part 4
a
For particulates : F, fast; M, moderate; S, slow.
bRecommended default absorption Type for particulate aerosol when no specific information is available.
c
Tritium gas and tritiated methane, class SR-1;tritiated water and unspecified compounds, class SR-2. 
d
Carbon monoxide, class SR-1; carbon dioxide and organic compounds, class S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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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배설경로 자료.

         (Data for excretion pathway.) 

 
Urinary to faecal excretion 

ratio

Urinary to faecal excretion 

ratio

Element Ratio
ICRP 

Publication
Element Ratio

ICRP 

Publication

H a 67 Tc 1 67

C a 67 Ru 4 67

Na 100 10A[1.19] Ag 0.05 67

P 9 54 Sb 4 69

S 9 67 Te 4 67

Cl 100 10A I b 67

Ca 1 10 Cs 4 67

Fe b 69 Ba b 67

Co 6 67 Ce 0.11 67

Ni 20 67 Au d 10

Zn 0.25 67 Pb b 67

Ge c 30 Po 0.5 67

Se 2 69 Ra b 67

Rb 3 10[1.20] Th b 69

Sr b 67 U b 69

Zr 5 67 Np b 67

Nb 5 67 Pu b 67

Mo 8 67 Am b 67
a
The excretion pathways are not considered in the recommended biokinetic parameters.
bThe excretion pathways are considered explicitly by the recommended biokinetic model.
cExcretion only in urine for activity deposited in kidney. A ratio of 1 is assumed for     
 activity in other tissues.
dExcretion only in urine assumed.
eFor other elements, a ratio of 1 is as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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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H, Co, Ru, Cs  Cf의 동역학을 묘사하기 한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used in this study for H, Co, Ru,  

           Cs, and Cf.) 

ST

SI

ULI

LLI

Comp. 1

Urinary
Bladder

Blood

ET
Region

TH
Region

Ingestion Inhalation

Inhalation

Air

Injection

Comp. 2

Comp. 3

Feces 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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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Sr, Ra  U의 동역학을 묘사하기 한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used in this study for Sr, Ra,    

           and U.)

Cortical
Surface

Trabecular
Surface

Urinary
Bladder
Contents

Other Kidney
Tissue

Urinary Path

Intermediate
Turnover(ST1)

Slow
Retention(ST2)

Kidneys

Rapid
Turnover(ST0)

Skeleton

Urine

Liver 1

Liver 2

ST

SI

ULI

Feces

Bλ

Other soft tissues

LLI

Plasma

RBC

Trabecular Volume

NONEXCH EXCH

Cortical Volume

NONEXCH EX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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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Th, Np, Pu, Am  Cm의 동역학을 묘사하기 한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used in this study for Th, Np, Pu,  

           Am, and Cm.)

Blood

Cortical
Volume

Cortical
Surface

Cortical
Marrow

Trabecular
Volume

Trabe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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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becular
Marrow

Urinary
Bladder
Contents

Other 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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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nary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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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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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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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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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SI

ULI

Feces

Bλ

Massive soft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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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Iodine의 동역학을 묘사하기 한 격실모델. 

           (Compartment model used in this study for       

           iodine.) 

S

ST

ULI

LLI

Urinary
Bladder

Feces

Blood

Urine

ET
Region

TH
Region

Ingestion
Inhalation

Inhalation

Air

Injection

ThyroidRest of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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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섭취잔류량  일일 배설률 계산방법

(1) 단일섭취

  격실간 이과정이 1차 동역학에 따른다고 하면, 단일 섭취후 격실 i에서

의 방사능 변화율은 다음 식과 같이 연립 선형 1차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주

어진다. 

(1-49) dq i(t)

dt
=-λq i(t) + ∑

N

j=1( j≠i)
r jiq j(t) - ∑

N

j=1( j≠i)
r ijq i(t)  i=1,…,N   

여기서 N은 격실수를 나타내며, 호흡기  소화기에서의 격실수와 계산 

상 방사성핵종의 생체동역학  모델에서의 격실수와의 합으로 주어진다. 그

리고 qi(t)와 qj(t)는 단일섭취후 임의의 시간 t에서 각각 격실 i와 격실 j에서

의 방사능의 양, rji는 격실 j로부터 격실 i로의 이계수, rij는 격실 i로부터 

격실 j로의 이계수, λ는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붕괴상수를 나타낸다. 

  신에서의 섭취량분율은 소변  변 격실을 제외한 모든 격실에서의 

방사능 양의 합으로 주어진다. 폐에서의 섭취량분율은 호흡기 격실모델에서 

ET1  림  격실에서의 방사능 양을 뺀 모든 격실에서의 방사능 양의 합

으로 주어진다. 한 갑상선에서의 섭취량분율은 갑상선을 나타내는 격실에

서의 방사능의 양으로 주어진다. 

  배설률의 경우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50)m( t)= q incremental(t)

여기서 qincremental(t)는 섭취후 시간 (t-Δt)로 부터 시간 t까지 Δt시간 동안 

수집한 소변 는 변 시료에서의 방사능의 양을 나타낸다. qincremental(t)을 

다시 쓰면, 식 (1-50)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51) m(t) = q accumulated(t)-q accumulated (t-Δt)e -λΔt

여기서 qaccumulated(t)와 qaccumulated(t-Δt)는 단일섭취후 각각 시간 t와 시간 (t-

Δt)에서 소변 는 변이 모여지는 격실에서의 방사능의 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λ와 Δt는 각각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붕괴상수와 시료의 수집시간을 

나타낸다. 

  삼 수소(HTO)에 한 측정량은 단일 배뇨시료 의 방사능농도(Bq/ℓ)로 

주어진다. 이 경우 단일섭취후 시간 t에서 일일당 소변으로 배출되는 방사능 

eu(t)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52) eu(t)=
qu(t)

dt
+λ qu(t)

여기서 qu(t)는 단일섭취후 시간 t에서 소변이 모여지는 격실에서의 방사능의 

양을 나타낸다. 식 (1-52)를 일일 소변 배설량(1.4ℓ/d)으로 나 면, 배뇨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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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농도가 구해지며, 이의 값은 한번 채취한 배뇨시료의 측정결과를 

섭취량으로 해석하는데 사용된다.

(2) 연속섭취

  섭취개시일로부터 섭취종료일까지의 기간 즉, 연속피폭기간을 T라 놓으면, 

그림 1-19  그림 1-2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섭취개시일로부터 임의의 

측정일 t에서의 측정값 M(t)는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1.21,1.22].

(1-53) M( t) =
I
T

⌠
⌡

t

0
m(u)du,   t<T

(1-54) M( t) =
I
T

⌠
⌡

t

t-T
m(u)du,   t≥T

여기서 u는 분한계사이에서의 시간변수, m(u)는 단일섭취후 시간 u에서의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 I는 피폭기간동안의 총 섭취량이다. 그리고 분항

은 연속섭취에 한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을 나타낸다. 사다리꼴 분공식

을 용하면 연속섭취에 한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 mc(t)는 다음 식과 같

이 주어진다.

  ∙연속피폭기간 에 방사능을 측정하는 경우(t<T)

(1-55) 
mc(t)=

⌠
⌡

t

0
m(u)du=

t
n [
m(u 0)+m(un)

2
+m(u 1)+⋅⋅⋅+m(un-1)]
u 0=0,   un= t,   ui= i

t
n

  ∙연속피폭기간 후에 방사능을 측정하는 경우(t≥T)

   (1-56) 
mc(t)=

⌠
⌡

t

t-T
m(u)du =

T
n [

m(u 0)+m(un)

2
+m(u 1)+⋅⋅⋅+m(un-1)]

u 0= t-T,  un= t,   ui=(t-T)+i
T
n

식 (1-55) ～ 식 (1-56)에서 n은 분구간의 등분수, u0, u1, u2, …, un-1은 n

등분하여 생긴 구간 , m(u0), m(u1), m(u2), …, m(un)는 각 구간 에서의 섭

취잔류량 는 배설률을 나타낸다. 

다. 섭취량  배설률 계산결과

  본 계산에서는 Mathsoft사의 Mathcad를 사용하여 섭취잔류량과 배설률을 

구하 다. 이와 련하여 Mathcad을 사용한 계산의 (
60Co, AMAD 5μm, 

Type M)를 표 1-18에 나타내었다. 계산의 검증을 하여 AMAD가 5μm일 

때, 본 결과를 타 연구자의 결과
[1.23]와 함께 표 1-19  표 1-20에 나타내었

다. 그 결과 
235U의 경우 0.1 %, 137Cs의 경우 0.1 % 오차 범 내에서 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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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연구자의 결과에는 AMAD가 5μm

에 해당하는 값만 있는 계로 그 이외의 입자크기에 해서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한 
235U의 흡입섭취의 경우에 해 폐에 한 단일섭취잔류량으로부터 

구한 연속섭취잔류량을 LUDEP
[1.8] 계산결과와 함께 표 1-12에 나타내었다. 

비교결과 상 오차는 1 % 이내임을 알 수 있었다.

  

t

T

측정일

섭취종료 시점
섭취개시 시점

그림 1-19. 섭취기간 에 체내 는 배설물 방사능을 측정한 경우.

           (The case of monitoring during chronic intake.)

t

T

측정일

섭취종료 시점
섭취개시 시점

그림 1-20. 섭취기간 후에 체내 는 배설물 방사능을 측정한 경우.

           (The case of monitoring after chronic intake.)



- 59 -

표 1-18. Mathcad 2000을 사용한 계산의 (60Co, AMAD=5μm, 

        Type M.) 

        (Example of calculation using MathCad, 
60Co, AMAD=5μm, 

        Type M.) 

feces 41:=OT3 38:=LIV2 34:=

ENV 40:=OT2 37:=LIV1 33:=

urine 42:=UBC 39:=OT1 36:=blood 32:=

2.4  Systemic compartments of the ICRP 67 plutonium model.

LLI 31:=ULI 30:=SI 29:=S 28:=

2.3  GI tract compartments and feces.

TLNet 26:=TBBseq 23:=

st 0.00500=spt 89.99550=sp 10.00450=

st ss:=spt 1 fr−( ) sr ss−( )⋅:=sp ss fr sr ss−( )⋅+:=

ss 0.005≡sr 100≡fr 0.1≡

4.1  Absorption rate constants Type M material in units of 1/days. 

4.0 Define transfer rate constants.  All rate constants are in units of 1/days.

q0i 0:=

i LNet urine..:=

q0i Di:=

i AI1 ET1..:=

D Depo AMAD( ):=

AMAD 5≡

3.0 Initial content of the compartments for an aerosol whose AMAD is defined later in 
the spreadsheet .  

LIV3 35:=

bb2 5:=AI2 2:=

LNet 13:=ET2 10:=BB1 7:=bb1 4:=AI1 1:=

2.1  Respiratory tract compartments.

2.0  The compartments in the model are assigned numbers to clarify their use 
in the arrays to be defined. 

Reference:C:\Program Files\MathSoft\Mathcad 2000 Professional\Projects\Caucasian deposition data.mcd

Times in days for calculating decays.T2 50 365⋅≡T1 0≡

Defines arrays to begin with the 1,1 element.ORIGIN 1≡

Radioactive decay contstant for Co-60 λ
ln 2( )

1923.55( )
≡

1.0 Define global variables.

Tbbseq 20:=TAI3 17:=

TETseq 25:=TBB2 22:=Tbb2 19:=TAI2 16:=

TLNth 27:=TET2 24:=TBB1 21:=Tbb1 18:=TAI1 15:=

2.2  Transformed respiratory tract compartments.

ET1 12:=BBseq 9:=bbseq 6:=AI3 3:=

LNth 14:=ETseq 11:=BB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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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계속.)

        -(continued.) 

kOT1 UBC, 0.099:=kLIV1 UBC, 0.099:=kUBC urine, 12:=kLIV1 ULI, 0.0165:=kblood LIV1, 0.04158:=

4.4  Define transfer rate constants for the systemic compartments.

kTBB1 blood, st:=

kTLNth blood, st:=kTBB1 TET2, kBB1 ET2,:=

kTLNet blood, st:=kTbb2 blood, st:=

kTbbseq blood, st:=kTbb2 TBB1, kbb2 BB1,:=

kTbbseq TLNth, kbbseq LNth,:=kTbb1 blood, st:=

kTBBseq blood, st:=kTbb1 TBB1, kbb1 BB1,:=

kTBBseq TLNth, kBBseq LNth,:=kTAI3 blood, st:=

kTETseq blood, st:=kTAI3 TLNth, kAI3 LNth,:=

kTETseq TLNet, kETseq LNet,:=kTAI3 Tbb1, kAI3 bb1,:=

kTET2 blood, st:=

kOT3 UBC, 0.0007425:=kLIV3 UBC, 0.0007425:=kOT3 ULI, 0.00012375:=kblood OT3, 0.12474:=

kfeces feces, λ−:=kOT2 UBC, 0.0099:=kLIV2 UBC, 0.0099:=kOT2 ULI, 0.00165:=kblood OT2, 0.12474:=

kurine urine, λ−:=kOT1 UBC, 0.099:=kLIV1 UBC, 0.099:=kOT1 ULI, 0.0165:=kblood OT1, 0.37422:=

kOT3 UBC, 0.0007425:=kLIV3 UBC, 0.0007425:=kblood ULI, 0.099:=kLIV3 ULI, 0.00012375:=kblood LIV3, 0.01386:=

kOT2 UBC, 0.0099:=kLIV2 UBC, 0.0099:=kblood UBC, 0.594:=kLIV2 ULI, 0.00165:=kblood LIV2, 0.01386:=

kBB2 blood, sp:=kAI3 LNth, 0.00002:=

kbbseq LNth, 0.01:=kBB2 ET2, 0.03:=kAI3 bb1, 0.0001:=

kBBseq TBBseq, spt:=kBB1 TBB1, spt:=kAI2 TAI2, spt:=

kBBseq blood, sp:=kBB1 blood, sp:=kAI2 blood, sp:=

kBBseq LNth, 0.01:=kBB1 ET2, 10:=kAI2 bb1, 0.001:=

kETseq TETseq, spt:=kbb2 Tbb2, spt:=kAI1 TAI1, spt:=

kETseq blood, sp:=kbb2 blood, sp:=kAI1 blood, sp:=

kETseq LNet, 0.001:=kbb2 BB1, 0.03:=kAI1 bb1, 0.02:=

4.2  Define transfer rate constants for the respiratory tract compartments.

kTAI2 blood, st:=

kTET2 S, kET2 S,:=kTAI2 Tbb1, kAI2 bb1,:=

kTBB2 blood, st:=kTAI1 blood, st:=

kTBB2 TET2, kBB2 ET2,:=kTAI1 Tbb1, kAI1 bb1,:=

4.3  Define transfer rate constants for the transformed respiratory tract compartments.

kLNth blood, sp:=kET1 ENV, 1:=kbb1 Tbb1, spt:=

kLNet TLNet, spt:=kET2 TET2, spt:=kbb1 blood, sp:=

kLNet blood, sp:=kET2 blood, sp:=kbb1 BB1, 2:=

kLNth TLNth, spt:=kET2 S, 100:=kAI3 TAI3, spt:=

kbbseq Tbbseq, spt:=kBB2 TBB2, spt:=kAI3 blood, sp:=

kbbseq blood,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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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계속.)

        -(continued.)

qfeces t( ) q t feces,( ) q t 1− feces,( ) exp λ− 1⋅( )⋅−:=qurine t( ) q t urine,( ) q t 1− urine,( ) exp λ− 1⋅( )⋅−:=

q t comp,( )

AI1

urine

i

Ccomp i, exp ei t⋅( )⋅∑
=

:=Tbody t( )

AI1

UBC

j AI1

urine

i

Cj i, exp ei t⋅( )⋅∑
=

∑
=

:=

lungs t( ) lung1 t( ) lung2 t( )+ lung3 t( )+:=lung3 t( )

TLNth

TLNth

j AI1

urine

i

Cj i, exp ei t⋅( )⋅∑
=

∑
=

:=

lung2 t( )

LNth

TBBseq

j AI1

urine

i

Cj i, exp ei t⋅( )⋅∑
=

∑
=

:=lung1 t( )

AI1

BBseq

j AI1

urine

i

Cj i, exp ei t⋅( )⋅∑
=

∑
=

:=

t 1 365..:=

qall 0( ) 0.8190277=should equal the material that is in the system

AI1

urine

i

q0i∑
=

0.8190277=If everything goes OK, what goes into the system

This function defines the content of the
entire biokinetic system.

qall t( )

AI1

urine

j AI1

urine

i

Cj i, exp ei t⋅( )⋅∑
=

∑
=

:=

6.0 Calculate INTAKE RETENTION FRACTION

C coeff k q0,( ):=

e eigenvals k
T( ):=

5.0 Calculate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coefficients.

k total k λ,( ):=
4.6  Define total removal rate constants.

kLLI feces, 1:=kULI LLI, 1.8:=kSI blood,

kSI ULI, f1⋅

1 f1−
:=

kSI ULI, 6:=kS SI, 24:=f1 0.1:=

4.5  Define transfer rate constants for the GI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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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235U에 한 흡입 섭취잔류량  일일 배설률 계산결과.

         (Calculation result of inhalation intake retention and 

          daily excretion for 
235U). 

Time 

after

intake(d)

Lungs(Bq)
Daily urinary

excretion(Bq/d)

Daily fecal 

excretion(Bq/d)

This study NRPB
[1.23]

relative 

error

(%)

This study NRPB

relative 

error

(%)

This study NRPB

relative 

error

(%)

1 6.425×10-2 6.429×10-2 -0.06 7.041×10-4 7.044×10-4 -0.04 1.139×10-1 1.139×10-1 0.0

2 6.267×10-2 6.271×10-2 -0.06 4.405×10-5 4.410×10-5 -0.11 1.627×10-1 1.628×10-1 -0.06

3 6.192×10-2 6.195×10-2 -0.05 2.598×10-5 2.600×10-5 -0.08 8.381×10-2 8.388×10-2 -0.08

4 6.128×10-2 6.131×10-2 -0.05 2.366×10-5 2.367×10-5 -0.04 3.522×10-2 3.526×10-2 -0.11

5 6.068×10-2 6.071×10-2 -0.05 2.195×10-5 2.196×10-5 -0.05 1.402×10-2 1.403×10-2 -0.09

6 6.009×10-2 6.012×10-2 -0.05 2.048×10-5 2.049×10-5 -0.05 5.649×10-3 5.654×10-3 -0.09

7 5.951×10-2 5.954×10-2 -0.05 1.917×10-5 1.918×10-5 -0.05 2.467×10-3 2.469×10-3 -0.08

8 5.895×10-2 5.898×10-2 -0.05 1.801×10-5 1.802×10-5 -0.06 1.272×10-3 1.273×10-3 -0.08

9 5.840×10-2 5.843×10-2 -0.05 1.696×10-5 1.697×10-5 -0.06 8.211×10-4 8.215×10-4 -0.05

10 5.786×10-2 5.789×10-2 -0.05 1.602×10-5 1.603×10-5 -0.06 6.467×10-4 6.469×10-4 -0.03

15 5.536×10-2 5.539×10-2 -0.05 1.248×10-5 1.248×10-5 0.0 4.926×10-4 4.927×10-4 -0.02

30 4.934×10-2 4.936×10-2 -0.04 7.715×10-6 7.720×10-6 -0.06 3.500×10-4 3.501×10-4 -0.03

45 4.500×10-2 4.503×10-2 -0.07 6.020×10-6 6.024×10-6 -0.07 2.527×10-4 2.528×10-4 -0.04

60 4.182×10-2 4.185×10-2 -0.07 5.177×10-6 5.180×10-6 -0.06 1.857×10-4 1.858×10-4 -0.05

90 3.763×10-2 3.765×10-2 -0.05 4.280×10-6 4.283×10-6 -0.07 1.067×10-4 1.067×10-4 0.0

120 3.505×10-2 3.507×10-2 -0.06 3.795×10-6 3.797×10-6 -0.05 6.764×10-5 6.768×10-5 -0.06

180 3.196×10-2 3.198×10-2 -0.06 3.289×10-6 3.291×10-6 -0.06 3.722×10-5 3.724×10-5 -0.05

360 2.661×10-2 2.663×10-2 -0.08 2.650×10-6 2.651×10-6 -0.04 2.223×10-5 2.224×10-5 -0.05

500 2.340×10-2 2.341×10-2 -0.04 2.328×10-6 2.330×10-6 -0.09 1.891×10-5 1.892×10-5 -0.05

1000 1.515×10-2 1.516×10-2 -0.07 1.524×10-6 1.525×10-6 -0.07 1.106×10-5 1.106×10-5 0.0

2000 7.274×10-3 7.278×10-3 -0.05 7.517×10-7 7.522×10-7 -0.07 3.882×10-6 3.884×10-6 -0.05

3000 4.269×10-3 4.271×10-3 -0.05 4.525×10-7 4.528×10-7 -0.-7 1.454×10-6 1.455×10-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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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 137Cs에 한 흡입 섭취잔류량  일일 배설률 계산결과.

          (Calculation result of inhalation intake retention and 

           daily excretion for 
137Cs.) 

Time after

intake (d)

Wholebody(Bq) Daily urinary excretion(Bq/d)

This study NRPB

relative

error

(%)

This study NRPB

relative

error

(%)

1 5.963×10-1 5.968×10-1 -0.08 7.859×10-3 7.868×10-3 -0.11

2 5.045×10-1 5.048×10-1 -0.06 1.106×10-2 1.107×10-2 -0.09

3 4.643×10-1 4.647×10-1 -0.09 8.766×10-3 8.773×10-3 -0.08

4 4.446×10-1 4.449×10-1 -0.09 6.833×10-3 6.838×10-3 -0.07

5 4.333×10-1 4.336×10-1 -0.07 5.443×10-3 5.447×10-3 -0.07

6 4.258×10-1 4.261×10-1 -0.07 4.456×10-3 4.459×10-3 -0.07

7 4.202×10-1 4.206×10-1 -0.10 3.753×10-3 3.756×10-3 -0.08

8 4.157×10-1 4.160×10-1 -0.07 3.253×10-3 3.255×10-3 -0.06

9 4.118×10-1 4.121×10-1 -0.07 2.895×10-3 2.897×10-3 -0.07

10 4.083×10-1 4.086×10-1 -0.07 2.638×10-3 2.640×10-3 -0.08

15 3.939×10-1 3.942×10-1 -0.08 2.090×10-3 2.092×10-3 -0.10

30 3.577×10-1 3.580×10-1 -0.08 1.806×10-3 1.807×10-3 -0.06

45 3.251×10-1 3.254×10-1 -0.09 1.641×10-3 1.642×10-3 -0.06

60 2.955×10-1 2.957×10-1 -0.07 1.491×10-3 1.493×10-3 -0.13

90 2.442×10-1 2.443×10-1 -0.04 1.232×10-3 1.233×10-3 -0.08

120 2.017×10-1 2.019×10-1 -0.10 1.018×10-3 1.019×10-3 -0.10

180 1.377×10-1 1.378×10-1 -0.07 6.950×10-4 6.955×10-4 -0.07

360 4.381×10-2 4.383×10-2 -0.05 2.211×10-4 2.212×10-4 -0.05

500 1.797×10-2 1.798×10-2 -0.06 9.071×10-5 9.075×10-5 -0.04

1000 7.462×10-4 7.461×10-4 0.01 3.766×10-6 3.766×10-6 0.0

2000 1.286×10-6 1.285×10-6 0.08 6.491×10-9 6.484×10-9 0.11

3000 2.217×10-9 2.212×10-9 0.23 1.119×10-11 1.117×10-11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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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폐에 한 단일흡입 섭취잔류량으로부터 구한 연속흡입 

        섭취잔류량.

        (Continuous intake retention for lungs obtained from single  

         acute intake retention for lungs.)  

Days after

intake

t [day]

single intake

retention fraction

Duration

of intake

T[days]

Continual intake retention fraction relative error

(%)by this study by LUDEP code

5 6.07×10-2 5 3.18×10-1 3.16×10-1 0.42

6 6.01×10-2 6 3.78×10-1 3.77×10-1 0.36

7 5.95×10-2 7 4.38×10-1 4.36×10-1 0.31

8 5.90×10-2 8 4.97×10-1 4.96×10-1 0.27

9 5.84×10-2 9 5.56×10-1 5.54×10-1 0.24

10 5.79×10-2 10 6.14×10-1 6.13×10-1 0.22

20 5.31×10-2 20 1.17 1.17 0.12

30 4.94×10-2 30 1.68 1.68 0.08

40 4.63×10-2 40 2.16 2.16 0.06

50 4.39×10-2 50 2.61 2.61 0.05

60 4.18×10-2 60 3.04 3.03 0.05

70 4.02×10-2 70 3.45 3.44 0.04

80 3.88×10-2 80 3.84 3.84 0.04

90 3.76×10-2 90 4.22 4.22 0.03

180 3.20×10-2 180 7.31 7.31 0.02

270 2.90×10-2 270 1.01×101 1.00×101 0.01

360 2.66×10-2 360 1.26×101 1.26×101 0.01

720 1.92×10-2 720 2.07×101 2.07×101 0.01

1080 1.42×10-2 1080 2.67×101 2.67×101 0.01

1440 1.07×10-2 1440 3.11×101 3.11×101 0.01

1800 8.29×10-3 1800 3.45×101 3.45×1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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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량계수 계산

  1 Bq 섭취로 인해 표 (장기 는 조직) T가 50년 동안 받는 탁등가선

량 HT(50)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57) HT(50)=∑
S
US(50) SEE(T←S)

여기서 US는 선원장기 S에서 50년 동안의 총 핵변환수(Bq s), SEE(T←S)는 

선원장기 S에서 단  핵변환당 표  T에서의 탁등가선량(Sv/Bq s)이다. 

US와 SEE(T←S)는 각각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58) US(50)=
⌠
⌡

50y

0
qS(t)dt

(1-59) SEE(T←S)=∑
R

YRERwRAF(T←S)R
mT

식 (1-58)에서 qS는 선원장기에서의 방사능의 양을 나타내며, 이 값은 식 

(1-49)의 해를 뜻한다. 식 (1-59)에서 YR는 핵변환당 방사선 R의 방출분율

(Bq s)
-1, ER는 방사선 R의 에 지(J), wR는 방사선 R의 방사선가 치, 

AF(T←S)R는 선원장기 S에서 단  핵변환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 R이 표

 T에 흡수되는 에 지 분율, mT는 표  T의 질량(kg)이다. 

  1 Bq 섭취로 인한 선량계수 E(50)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60) E(50)= ∑
T= 12

T=1
wTHT(50)+wremHrem(50)

여기서 wT는 12개 표 (생식선, 색골수, 결장, 폐, , 방 , 가슴, 간, 식도, 

갑상선, 피부,  표면)에 한 각각의 조직가 치, HT(50)은 12개 표 에 

한 각각의 탁등가선량을 나타낸다. 12개 표 에서 결장에 한 탁등가

선량은 장상부  장하부에 한 탁등가선량을 사용하여 구하며, 식도

에 한 탁등가선량은 흉선에 한 탁등가선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다. 그리고 폐에 한 탁등가선량 Hlungs는 다음 식과 같이 흉부 역을 구

성하고 있는 소 역에 한 해가  탁등가선량의 합으로 주어진다.

        (1-61) Hlungs=HBB×ABB+Hbb×Abb+HAI×AAI+HLN,TH×ALN,TH      

여기서 HBB, Hbb, HAI, HLN,TH는 각각 BB 역, bb 역, AI 역, 흉부 역 

림 에 한 탁등가선량이며, ABB, Abb, AAI, ALN,TH는 각각 BB 역, bb 

역, AI 역, 흉부 역 림 에 한 해가 계수이다. 식 (1-61)에서 

wrem는 앞서 정의한 12개 표 을 제외한 나머지 표 (부신, 뇌, 소장, 콩팥, 

근육, 췌장, 비장, 흉선, 자궁, 비흉부 기도)에 한 조직가 치이다. 그리고 

Hrem(50)는 나머지 표 에 한 탁등가선량이며,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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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Hrem(50)=
∑
T= 10

T=1
mTH T

∑
T= 10

T=1
mT

,   if H T
'≤H max

(1-63) Hrem(50)=0.5

ꀎ

ꀚ

︳︳︳︳︳︳︳︳︳

∑
T= 10

T=1(T≠T')
mTH T

∑
T= 10

T=1(T≠T')
mT

+H T'

ꀏ

ꀛ

︳︳︳︳︳︳︳︳︳
,   if H T'>H max

식 (1-62) ～ 식 (1-63)에서 HT는 나머지 표  T에 한 탁등가선량, mT

는 나머지 표  T의 질량, HT'는 나머지 표 에서 최고 탁등가선량, 

Hmax는 12개 표 에서 최고 탁등가선량을 나타낸다. 나머지 표 에서 

비흉부 기도에 한 탁등가선량 HET는 다음 식과 같이 비흉부 역을 구

성하고 있는 소 역에 한 해가  탁등가선량의 합으로 주어진다.

(1-64) HET=HET1 ×AET1+HET2,×AET2+HLN,ET×ALN,ET

여기서 HET1, HET2, HLN,ET는 각각 ET1 역, ET2 역, 비흉부 역 림

에 한 탁등가선량이며, AET1, AET2, ALN,TH는 각각 ET1 역, ET2 역, 

비흉부 역 림 에 한 해가 계수이다. 나머지 표 에서의 최고선

량(HT')이 12개 표 에서의 최고선량(Hmax)보다 큰 경우에는 최고선량을 

받은 기타 표  T에 0.025의 가 치를 용하고, 그 이외의 기타 표 에 

한 평균선량에 0.025의 가 치를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CRP CD-ROM
[1.13]을 사용하여 섭취경로  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에 따른 선량계수를 구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22에서 보는 바

와 같다. 그러나 경구섭취에 한 선량계수는 각종 ICRP 간행물
[1.14, 1.15]에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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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ICRP 선량계수 데이터 베이스.

        (ICRP database of dose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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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흡입 선량계수. 

         (Inhalation dose coefficients.)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Fe-59

F 0.100

0.1 3.20×10-9

0.3 1.90×10-9

1 2.20×10-9

3 3.00×10-9

5 3.00×10-9

10 2.60×10-9

M 0.100

0.1 6.50×10-9

0.3 3.50×10-9

1 3.50×10-9

3 3.80×10-9

5 3.20×10-9

10 2.30×10-9

Co-57

M 0.100

0.1 1.10×10-9

0.3 5.90×10-10

1 5.20×10-10

3 4.90×10-10

5 3.90×10-10

10 2.70×10-10

S 0.050

0.1 2.20×10-9

0.3 1.20×10-9

1 9.40×10-10

3 8.00×10-10

5 6.00×10-10

10 3.70×10-10

Co-58

M 0.100

0.1 3.10×10-9

0.3 1.70×10-9

1 1.50×10-9

3 1.60×10-9

5 1.40×10-9

10 9.50×10-10

S 0.050

0.1 4.40×10-9

0.3 2.30×10-9

1 2.00×10-9

3 1.80×10-9

5 1.70×10-9

10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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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계속.) 

       -(continued.)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Co-60

M 0.100

0.1 2.10×10-8

0.3 1.10×10-8

1 9.60×10-9

3 8.90×10-9

5 7.10×10-9

10 5.00×10-9

S 0.050

0.1 7.30×10-8

0.3 3.80×10-8

1 2.90×10-8

3 2.30×10-8

5 1.70×10-8

10 9.90×10-9

Sr-85

F 0.300

0.1 4.30×10-10

0.3 2.70×10-10

1 3.90×10-10

3 5.50×10-10

5 5.60×10-10

10 5.00×10-10

S 0.010

0.1 1.90×10-9

0.3 9.80×10-10

1 7.70×10-10

3 7.70×10-10

5 6.40×10-10

10 4.40×10-10

Sr-89

F 0.300

0.1 1.20×10-9

0.3 7.50×10-10

1 1.00×10-9

3 1.40×10-9

5 1.40×10-9

10 1.20×10-9

S 0.010

0.1 1.60×10-8

0.3 8.40×10-9

1 7.50×10-9

3 7.10×10-9

5 5.60×10-9

10 3.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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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계속.) 

       -(continued.)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Sr-90

F 0.300

0.1 3.40×10-8

0.3 2.00×10-8

1 2.40×10-8

3 3.10×10-8

5 3.00×10-8

10 2.60×10-8

S 0.010

0.1 3.90×10-7

0.3 2.00×10-7

1 1.50×10-7

3 1.10×10-7

5 7.70×10-8

10 3.60×10-8

Ru-106

F 0.050

0.1 1.20×10-8

0.3 6.70×10-9

1 8.00×10-9

3 1.00×10-8

5 9.80×10-9

10 8.40×10-9

M 0.050

0.1 6.40×10-8

0.3 3.30×10-8

1 2.60×10-8

3 2.20×10-8

5 1.70×10-8

10 9.40×10-9

S 0.050

0.1 1.60×10-7

0.3 8.30×10-8

1 6.20×10-8

3 4.80×10-8

5 3.50×10-8

10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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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계속.) 

       -(continued.)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I-125 F 1.000

0.1 6.10×10-9

0.3 3.70×10-9

1 5.30×10-9

3 7.30×10-9

5 7.30×10-9

10 6.50×10-9

I-129 F 1.000

0.1 4.20×10-8

0.3 2.60×10-8

1 3.70×10-8

3 5.10×10-8

5 5.10×10-8

10 4.50×10-8

I-131 F 1.000

0.1 8.80×10-9

0.3 5.40×10-9

1 7.60×10-9

3 1.00×10-8

5 1.10×10-8

10 9.30×10-9

Cs-134 F 1.000

0.1 7.70×10-9

0.3 4.80×10-9

1 6.80×10-9

3 9.50×10-9

5 9.60×10-9

10 8.50×10-9

Cs-137 F 1.000

0.1 5.40×10-9

0.3 3.30×10-9

1 4.80×10-9

3 6.60×10-9

5 6.70×10-9

10 5.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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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계속.) 

       -(continued.)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Ra-226 M 0.200

0.1 9.00×10-6

0.3 4.40×10-6

1 3.20×10-6

3 2.80×10-6

5 2.20×10-6

10 1.50×10-6

Ra-228 M 0.200

0.1 6.30×10-6

0.3 3.30×10-6

1 2.60×10-6

3 2.20×10-6

5 1.70×10-6

10 9.80×10-7

Th-228

M 5.0E-04

0.1 6.90×10-5

0.3 3.60×10-5

1 3.00×10-5

3 2.80×10-5

5 2.20×10-5

10 1.20×10-5

S 2.0E-04

0.1 8.90×10-5

0.3 4.50×10-5

1 3.70×10-5

3 3.30×10-5

5 2.50×10-5

10 1.80×10-5

Th-232

M 5.0E-04

0.1 1.00×10-4

0.3 5.40×10-5

1 4.20×10-5

3 3.70×10-5

5 2.90×10-5

10 1.80×10-5

S 2.0E-04

0.1 6.30×10-5

0.3 3.20×10-5

1 2.30×10-5

3 1.70×10-5

5 1.20×10-5

10 8.10×10-6



- 73 -

표 1-22. -(계속.) 

       -(continued.)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U-234

F 0.020

0.1 8.70×10-7

0.3 4.90×10-7

1 5.50×10-7

3 6.70×10-7

5 6.40×10-7

10 5.40×10-7

M 0.020

0.1 9.00×10-6

0.3 4.40×10-6

1 3.10×10-6

3 2.70×10-6

5 2.10×10-6

10 1.40×10-6

S 0.002

0.1 2.40×10-5

0.3 1.20×10-5

1 8.50×10-6

3 8.50×10-6

5 6.80×10-6

10 4.10×10-6

U-235

F 0.020

0.1 8.10×10-7

0.3 4.60×10-7

1 5.10×10-7

3 6.30×10-7

5 6.00×10-7

10 5.00×10-7

M 0.020

0.1 8.20×10-6

0.3 4.00×10-6

1 2.80×10-6

3 2.40×10-6

5 1.80×10-6

10 1.20×10-6

S 0.002

0.1 2.20×10-5

0.3 1.10×10-5

1 7.70×10-6

3 7.60×10-6

5 6.10×10-6

10 3.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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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계속.) 

       -(continued.)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U-238

F 0.020

0.1 7.80×10-7

0.3 4.40×10-7

1 4.90×10-7

3 6.10×10-7

5 5.80×10-7

10 4.80×10-7

M 0.020

0.1 7.70×10-6

0.3 3.80×10-6

1 2.60×10-6

3 2.20×10-6

5 1.60×10-6

10 1.10×10-6

S 0.002

0.1 2.10×10-5

0.3 1.00×10-5

1 7.30×10-6

3 7.10×10-6

5 5.70×10-6

10 3.50×10-6

Np-237 M 5.0E-04

0.1 5.30×10-5

0.3 2.70×10-5

1 2.10×10-5

3 1.80×10-5

5 1.50×10-5

10 8.90×10-6

Pu-238

M 5.0E-04

0.1 1.00×10-4

0.3 5.40×10-5

1 4.30×10-5

3 3.80×10-5

5 3.00×10-5

10 1.80×10-5

S 1.0E-05

0.1 3.90×10-5

0.3 2.00×10-5

1 1.50×10-5

3 1.20×10-5

5 1.10×10-5

10 6.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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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계속.) 

       -(continued.)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Pu-239

M 5.0E-04

0.1 1.10×10-4

0.3 5.90×10-5

1 4.70×10-5

3 4.10×10-5

5 3.20×10-5

10 2.00×10-5

S 1.0E-05

0.1 4.00×10-5

0.3 2.00×10-5

1 1.50×10-5

3 1.10×10-5

5 8.30×10-6

10 5.90×10-6

Pu-240

M 5.0E-04

0.1 1.10×10-4

0.3 5.90×10-5

1 4.70×10-5

3 4.10×10-5

5 3.20×10-5

10 2.00×10-5

S 1.0E-05

0.1 4.00×10-5

0.3 2.00×10-5

1 1.50×10-5

3 1.20×10-5

5 8.30×10-6

10 5.90×10-6

Am-241 M 5.0E-04

0.1 9.50×10-5

0.3 4.90×10-5

1 3.90×10-5

3 3.40×10-5

5 2.70×10-5

10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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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계속.) 

       -(continued.) 

Nuclide Type f1
AMAD
(μm)

Dose
(Sv/Bq)

Cm-242 M 5.0×10
-4

0.1 1.10×10-5

0.3 5.70×10-6

1 4.80×10-6

3 4.60×10-6

5 3.70×10-6

10 2.00×10-6

Cm-244 M 5.0×10
-4

0.1 6.00×10-5

0.3 3.10×10-5

1 2.50×10-5

3 2.20×10-5

5 1.70×10-5

10 1.10×10-5

Cf-252 M 5.0×10
-4

0.1 4.60×10-5

0.3 2.30×10-5

1 1.80×10-5

3 1.60×10-5

5 1.30×10-5

10 7.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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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섭취량 평가체계 구축

  방사성핵종의 섭취형태는 크게 단일 성섭취, 반복섭취  연속섭취로 나

 수 있다. 단일섭취란 성으로 방사성핵종을 1회 섭취한 경우를 말한다. 

반복섭취란 작업기간동안 단일 성섭취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연속섭취란 동일한 크기의 방사능을 일정하게 연속 으로 섭

취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는 코드에서 사용된 섭취형태에 따른 섭취량 평

가 기본식과 섭취량 평가 모드에 의한 섭취량 평가 방법에 하여 기술한다.

가. 섭취형태에 따른 섭취량 평가식

(1) 단일 성섭취

(가) 측정결과가 하나일 경우

  측정을 1회 수행하여 하나의 측정결과만 있는 경우에, 섭취량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1,21, 1.22]. 

(1-65) I  = 
M( t)
m( t-τ)

여기서 I는 섭취량, M(t)는 섭취후 시간 t에서 신, 인체내부의 장기, 소변, 

변에서 측정된 방사능의 양이다. 그리고 τ는 섭취시 , m(t-τ)는 섭취 

후 (t-τ) 시간 경과한 시 에서의 성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이다. m(t)의 

값은 섭취후 경과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정확한 섭취시 을 아는 것이 요

하다. 그러나 정확한 섭취시 을 모를 경우에는 작업기간의 간 시 에서 

섭취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나) 측정결과가 여러 개일 경우

  단일 성섭취 후 측정값을 여러 개 얻은 경우에, 섭취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66)I=
∑
L

k=1
w(t k) [m( t k-τ)×M( t k)]

∑
L

k=1
w(t k) [m( t k-τ)]2

여기서 I는 섭취량, M(tk)는 섭취후 시간 tk에서 신, 인체내부의 장기, 소

변, 변에서 측정된 방사능의 양이다. τ는 섭취시 , m(tk-τ)는 섭취 후 

(tk-τ) 시간 경과한 시 에서의 성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이다. 한 

w(tk)는 섭취 후 시간 tk에서 측정된 값에 한 가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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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 성섭취

 성 반복섭취 하면서 여러 번의 측정결과를 얻는 경우, τ1, τ2, …, τn을 

각각 1, 2, …, n번째 섭취시 , t1, t2, …, tn을 각각 1, 2, …, n번째 측정시 , 

그리고 I1, I2, …, In을 각각 τ1, τ2, …, τn 섭취시 에서의 섭취량, M1, M2, 

…, Mn을 각각 t1, t2, …, tn에서의 측정값이라 놓으면, M1, M2, …, Mn은 다

음 식과 같이 표 된다.

(1-67) 

M 1 = I 1・m( t 1-τ1)
M 2 = I 1・m( t 2-τ1) + I 2・m( t 2-τ2)
M 3 = I 1・m( t 3-τ1) + I 2・m( t 3-τ2) + I 3・m( t 3-τ3)
⋅
⋅

Mn = ∑
n-1

k=1
 I k・m( t n-τ k) + In・m(t n-τn),  n> 1

따라서 시  tk에서의 사모델에 의한 측량 Fn(tk)은 식 (1-68)과 같고, n

번째 섭취시 에서의 섭취량은 식 (1-69)와 같이 주어진다.

(1-68)Fn(t k)= ∑
n

i=1
I imi(t k-τ i)

(1-69)In=
∑
L

k=1{w( t k)m( t k-τn)[M( t k)- ∑
n-1

i=1
I im( t k-τ i)]}

∑
j2

k= j1
w(t k) [m( t k-τn)]

2
, n>1   

여기서 In은 구하고자 하는 n번째 섭취량, Ii는 i번째 섭취량, M(tk)는 tk 시

에서의 측정값, τn은 n번째 섭취시 , τi는 i번째 섭취시 , m(tk-τn)는 섭

취 후 (tk-τn) 시간 경과한 시 에서의 성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이다. 

그리고 m(tk-τi)는 섭취 후 (tk-τi) 시간 경과한 시 에서의 성 섭취잔류

량 는 배설률이다. 한 L은 섭취 후 마지막 측정시 의 index이고, w(tk)

는 섭취 후 시간 tk에서 측정된 값에 한 가 치이다.

(3) 연속섭취

  연속섭취할 경우, 사모델에 의한 측량 Fn(tk)은 식 (1-70)과 같으며, n

번째 연속 섭취기간의 섭취율 İn은 식 (1-71)에 의해 구할 수 있고, 섭취량 

In은 식 (1-72)에 의해 구해진다.

(1-70) Fn(t k)= ∑
n

i=1
I im(Ti-Ti-1,t k-Ti-1)

(1-71)I ṅ=
∑
L

k=1
w(t k){m(Tn-Tn-1,t k-Tn-1)×[M( t k)- ∑

n-1

i=1
I im(Ti-Ti-1,t k-Ti-1)]}

∑
L

k=1
w(t k) [m(Tn-Tn-1,t k-Tn-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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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I n= I ṅ × (Tn-Tn-1)

여기서 Ii는 i번째 섭취량, M(tk)는 k번째 측정량, Tn은 n번째 섭취기간의 종

료시 , Tn-1은 n-1번째 섭취기간의 종료시  는 n번째 섭취기간의 개시시

, tk는 k번째 측정시 을 뜻하며, Ti는 i번째 섭취기간의 종료시 , Ti-1는 

i-1번째 섭취기간의 종료시  는 i번째 섭취기간의 개시시 을 뜻하고, 

M(tk)는 k번째 측정값이다. 한 m(Ti-Ti-1, tk-Ti-1)은 Ti-1 시 부터 Ti 시

까지 연속섭취할 경우 섭취개시 후 (tk-Ti-1) 시간 경과한 시 에서의 연속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이고, m(Tn-Tn-1, tk-Tn-1)은 Tn-1 시 부터 Tn 시

까지 연속섭취할 경우 섭취개시 후 (tk-Tn-1) 시간 경과한 시 에서의 연속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이다. 한 L은 섭취 후 마지막 측정시 의 index이

고, w(tk)는 섭취 후 시간 tk에서 측정된 값에 한 가 치이다.

(4) 가 치의 선택[1.12]

섭취량 평가식에서 사용된 측정오차의 가 치 w(tk)는 다음 식과 같다.

  • uniform absolute error(σk = K): 모든 측정자료가 동일한 가 치를    

                                      갖을 경우

(1-73)In=
∑
L

k=1{m( t k-τn)[M( t k)- ∑
n-1

i=1
I im(t k-τ i)]}

∑
L

k=1
[m( t k-τn)]

2

  • uniform relative error(σk = K M(tk) ): 측정값의 변화폭이 클 경우

(1-74) 
I n=

∑
L

k=1

m(t k-τn)[M( t k)- ∑
n-1

i=1
I im(t k-τ i)]

M( t k)
2

∑
L

k=1(
m( t k-τn)

M( t k) )
2

  • uniform relative error(σk = K sqrt(M(tk)) ): 오차가 계측통계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경우

(1-75) 
In=

∑
L

k=1

m(t k-τn)[M( t k)- ∑
n-1

i=1
I im(t k-τ i)]

M( t k)

∑
L

k=1

[m( t k-τn)]
2

M(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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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섭취량 평가 모드

  본 코드에서의 섭취량 평가 모드는 그림 1-22에서와 같이 기능에 따라 

ICRP 78 모드, Interactive 모드, Automatic 모드  수동모드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1-22. BiDAS 코드의 섭취량 평가 모드.

          (Intake evaluation mode of the BiDAS.)

섭취량 평가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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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RP 78 모드

(가) 특성

  ICRP 78 모드는 섭취시 을 모를 경우 일상 감시 주기의 간시 에서 

성 섭취하는 것으로 간주하라는 ICRP의 권고에 따라 섭취량을 평가한다.

(나) 평가 방법

  ICRP 78 모드는 일상 감시 기간의 간시 에서 성 섭취하는 것으로 가

정하기 때문에 섭취량 평가에 사용되는 섭취시 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

다.

(1-76) τn=
t k-t k-1

2

  섭취량은 식 (1-65) 는 식 (1-69)에 의해 계산되며, 첫 번째 측정자료부

터 마지막 측정자료까지 순서 로 자동 계산된다. 섭취량 평가 순서를 단계

별로 보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평가 차는 그림 1-23과 같다.

  ⓐ tk 시 의 측정값으로부터 n번째 섭취량 평가

  ⓑ tk 시  이후의 측정값들과 이미 평가된 n번째까지의 섭취량에 따른   

     사모델의 측량과의 비교 평가 (다시 말해서 측정값이 기존에 이미 평  

     가된 섭취량에 의한 것인지  다른 섭취에 의한 것인지를 정)

  ⓒ 측정값이 사모델에 따른 측량의 허용오차 범  내에 들 경우 n번  

      째 섭취량 재평가

  

  측정시  사이의 섭취 존재 여부는 식 (1-77)에 의해 정된다. 즉, 측정값

이 기 평가된 섭취량으로부터 사모델에 의한 측값보다 작거나 측값의 

허용오차범  이하이면 기 평가된 섭취량에 의한 잔류량으로 단하여 이미 

평가된 섭취량 이외에  다른 섭취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77) M( t k)- ∑
n

i=1
I im( t k-τ i)  ≤ C

여기서 M(tk)는 tk 시 에서의 측정값, Ii는 i 번째 섭취량, τi는 i 번째 섭취

시 , m(tk-τi)는 섭취 후 (tk-τi) 시간 경과한 시 에서의 성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 n은 이미 평가된 총 섭취회수를 뜻한다. 그리고 C는 허용오차

범 를 뜻하며, 사용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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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ICRP 78 모드의 섭취량 평가 순서도.

          (The flow chart of the ICRP 78 mode for acute intake         

          evalu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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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tomatic 모드

(가) 특성

  Automatic 모드는 일상 감시에 있어서 최 의 성 섭취시  는 연속 

섭취기간을 자동으로 평가하여 보다 최 의 섭취량 평가를 하기 해 사용

된다. 섭취형태는 성섭취 는 연속섭취 에서 선택하여 용할 수 있다.

(나) 성 섭취량 평가 방법

  섭취량 평가에 사용되는 식은 ICRP 78 모드와 같다. 다만 섭취시 을 구

하는 방법이 다르다. ICRP 78 모드에서는 항상 측정시 과 측정시 의 간

시 을 섭취시 으로 간주한 반면 Automatic 모드에서는 경우에 따라 최

의 섭취시 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ICRP 78 모드에서와 같은 방법

으로 측정값이 이미 평가된 섭취량에 의한 잔류값으로 정될 경우에는 바

로  측정자료에 의해 구한 섭취시   섭취량을 재평가한다. 물론 측정값

이 이미 평가된 섭취량 외에  다른 섭취에 의한 것으로 정될 경우에는 

ICRP 78 모드에서와 같이 측정시 과 측정시 의 간시 을 섭취시 으로 

하여 섭취량을 평가한다.

  Automatic 모드에서의 섭취량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평가 

차는 그림 1-24와 같다.

  ⓐ tk 시 의 측정값으로부터 n번째 섭취량 평가

     - tk-1 측정시 과 tk 측정시  사이의 간시 을 섭취시 으로 가정

  ⓑ tk 시  이후의 측정값들과 이미 평가된 n번째까지의 섭취량에 따른   

     사모델의 측량과의 비교 평가

  ⓒ tk 시  이후의 측정값이 사모델에 따른 측량의 허용오차 범  내  

     에 있을 경우 섭취량 재평가

   • tk-1 측정시 부터 tk 측정시  날 사이에서의 모든 날을 각각 섭취  

      시 으로 가정하여 식 (1-69)에 의해 각 섭취량 평가

   • 측정값과 사모델에 의한 측량과의 상 편차 D
r 계산

(78) 
Dr = ∑

L

k=1
w(t k)

ꀎ

ꀚ

︳︳︳︳
M( t k)- ∑

n

i=1
I imi(t k-τ i)

M( t k)

ꀏ

ꀛ

︳︳︳︳

2

     여기서 Ii는 i번째 섭취량, M(tk)는 tk 시 에서의 측정값, τn은 n번째   

     섭취시 , τi는 i번째 섭취시 , m(tk-τi)는 섭취 후 (tk-τi) 시간 경과  

     한 시 에서의 성 섭취잔류량 는 배설률이다. 한 L은 섭취 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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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막 측정시 의 index이고, w(tk)는 섭취 후 시간 tk에서 측정된 값에  

     한 가 치이다.

   • D
r이 가장 작은 시 을 최  섭취시 으로 하여 섭취량 재평가

(다) 연속 섭취량 평가 방법

  Automatic 모드의 연속 섭취량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평가 

차는 그림 1-25와 같다.

  ⓐ Tn-1 시 부터 Tn 시 까지 연속섭취 후 tk 시 에서의 측정량 M(tk)로  

     부터 연속 섭취율  연속 섭취량을 각각 식 (1-71)  식 (1-72)에 의  

     해 평가

  ⓑ tk 시  이후의 측정값들과 이  연속섭취에 따른 사모델에 따른   

     측량과의 비교 평가

  ⓒ tk 시  이후의 측정값들이 사모델에 따른 측량의 허용오차 범    

     이내일 경우 연속 섭취율  연속 섭취량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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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Automatic 모드의 성 섭취량 평가 순서도.

          (The flow chart of the Automatic mode for evaluation         

          procedure of acut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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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Automatic 모드의 연속 섭취량 평가 순서도.

          (The flow chart of the Automatic mode for evaluation       

          procedure of chronic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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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active 모드

(가) 특성

  Interactive 모드는 단일 성섭취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알고 있을 경우 

그 측정자료들을 선택하여 섭취량을 평가하기 해 사용되며, 섭취형태는 

성섭취 는 연속섭취 에서 선택하여 용할 수 있다.

(나) 성 섭취량 평가 방법

  Interactive 모드에서의 성 섭취량 평가 방법은 Automatic 모드에서의 

성 섭취량 평가 방법과 같다. 다만 Automatic 모드에서는 최  섭취시

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측정자료가 자동으로 선택되나 Interactive 모드에서

는 최  섭취시 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측정자료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

다. 자세한 평가 차는 그림 1-26과 같다.

(다) 연속 섭취량 평가 방법

  Interactive 모드의 연속 섭취량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평가 

차는 그림 1-27과 같다.

  ⓐ 평가 상 측정자료 선택

  ⓑ 선택한 측정자료를 사용하여 식 (1-71)  식 (1-72)로부터 연         

     속 섭취율  연속 섭취량 평가

(4) 수동 모드

(가) 특성

  수동 모드는 섭취시  는 섭취기간을 알고 있을 경우, 를 들어 특수 

감시와 같은 경우, 섭취량을 평가하기 해 사용된다. 섭취형태는 성섭취 

는 연속섭취 에서 선택하여 용할 수 있다.

(나) 섭취량 평가 방법

  수동 모드는 ICRP 78 모드, Automatic 모드, 그리고 Interactive 모드에서

의 섭취량 평가 기능을 모두 단계별로 구 할 수 있다. 수동 모드에서는 평

가할 상의 측정자료를 선택하고, 정확한 섭취시  는 섭취기간을 입력하

여 섭취량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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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Interactive 모드의 성 섭취량 평가 순서도.

          (The flow chart of the Interactive mode for evaluation         

          procedure of acut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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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Interactive 모드의 연속 섭취량 평가 순서도.

          (The flow chart of the Interactive mode for evaluation         

          procedure of chronic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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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 코드의 검증 계산

가. 검증문제

  본 연구에서는 BiDAS 코드에 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한 검증계산을 

수행하 다. 검증계산에서는 제 3차 유럽 내부피폭선량평가 국제상호비교
[1.24]

에서 제시된 문제를 사용하 다. 문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각 문

제에 해 주어진 측정자료는 표 1-23 ∼ 표 1-29와 같다.

  • 삼 수소(HTO) 연속 피부섭취 (소변 측정자료 제시)

  • 
90Sr/90Y 성 경구섭취 (소변 측정자료 제시)

  • 
125I 성 반복 흡입섭취 (갑상선  소변 측정자료 제시)

  •
 137Cs 연속 경구섭취 ( 신 측정자료 제시)

  • 
239Pu 성 단일 흡입섭취 (소변  변 측정자료 제시)

 문제에 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BiDAS 코드로 섭취량  탁유효선량

을 평가하여 IMIE(Individual Monitoring of the Internal Exposure) 코드
[1.11, 

1.25]
에 의한 평가 결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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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문제 1 : 삼 수소 연속 피부섭취a) [소변 측정결과].
         (The results of daily average tritium concentration              
         measurements in urine resulted from continuous intake through  
         the skin of tritiated water.)

Days after 

beginning of 

intake

Daily average 

Tritium 

concentration in 

urine(Bq/l)

Days after beginning 

of intake

Daily average 

Tritium 

concentration in 

urine(Bq/l)

0 0 26 2928±51

1 433±26 27 2814±51

2 576±22 28 2868±51

3 811±22 29 3084±53

4 971±29 30 not measured

5 1316±42 31 not measured

6 1458±25 32 2150±127

7 1721±28 33 2090±127

8 1755±29 34 not measured

9 1923±31 35 2060±127

10 2185±45 36 2070±125

11 2339±48 37 2020±127

12 2404±45 38 not measured

13 2437±49 39 1410±113

14 2617±128 40 1250±103

15 2873±51 41 1160±100

16 2972±33 42 1030±130

17 2964±46 43 not measured

18 3100±48 44 780±90

19 2837±44 45 890±93

20 2921±34 46 not measured

21 2843±44 47 700±90

22 2783±35 48 620±87

23 2877±48 49 580±87

24 2889±55 50 450±87

25 2855±54 - -

a) 연속 섭취일: 29 일



- 92 -

표 1-24. 문제 2 : 90Sr/90Y 성 경구섭취a) [소변 측정결과].
         (The results of 90Sr activity measurements in 24 hours urine    
         resulted from acute intake through ingestion.)

Measurement Date(DD.MM.YY) 90Sr concentration(Bq/d)

23.03.96 0.492±0.06

23.05.96 0.157±0.025

23.06.96 0.091±0.02

28.07.96 0.065±0.017

22.09.96 0.074±0.02

21.07.97 0.056±0.015

01.02.98 0.05±0.014

a) 섭취 가능일:  1996. 1. 24 ∼ 199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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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문제 3-1 : 125I (AMAD=1 μm) 성 다  흡입섭취a) [갑상선 측  

         정결과].

         (The results of thyroid activity measurements resulted from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Measurement Date(DD.MM.YY) 125I activity in thyroid(Bq)

20.12.95 2020

15.01.96 2520

15.02.96 2190

17.03.96 1250

18.04.96 730

20.05.96 750

14.06.96 480

12.07.96 2260

15.09.96 670

16.10.96 2510

21.11.96 2380

13.01.97 930

a) 최  섭취 가능일: 199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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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문제 3-2 : 125I (AMAD=1 μm) 성 다  흡입섭취a) [소변 측정  
         결과].
         (The results of 

125I activity measurements in 24 hours urine     
         resulted from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Measurement Date(DD.MM.YY) 125I activity in 24 hours urine(Bq)

20.12.95 7.6

15.01.96 12.2

15.02.96 9.7

17.03.96 7.4

18.04.96 4.4

20.05.96 3.7

14.06.96 2.8

12.07.96 9.3

15.09.96 4.2

16.10.96 12.8

21.11.96 59.5

13.01.97 5.6

a) 최  섭취 가능일: 199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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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문제 4 : 137Cs 연속 경구섭취a) [ 신 측정결과].
         (The results of whole body activity measurements in 24 hours   
         urine resulted from continuous intake through ingestion of 

125I.)

Measurement Date(DD.MM.YY) 137Cs activity in wholebody(Bq)

04.06.86 300

23.06.86 671

10.07.86 737

03.09.86 1661

29.09.86 1846

13.10.86 1882

10.11.86 2247

16.12.86 2493

14.01.87 2926

17.02.87 3224

17.03.87 3608

05.05.87 3883

08.06.87 3773

02.07.87 3723

02.09.87 3195

28.09.87 2740

03.11.87 2469

09.12.87 2375

11.01.88 1954

08.03.88 1614

09.05.88 1221

04.07.88 1174

22.09.88 739

a) 최  섭취일: 198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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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8. 문제 5-1 : 239Pu(unknown AMAD)  성 단일 흡입섭취a) [소변   
         측정결과].
         (The results of 

239Pu activity measurements in 24 hours urine    
         resulted from single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239Pu.)

Measurement Date(DD.MM.YY) Daily excretion rate of 239Pu(mBq/d)

25.05.83 not measured

26.05.83 41

07.06.83 4.7

14.06.83 3.7

21.11.83 not measured

20.01.85 2.9

27.08.88 5.9

11.02.89 6.2

25.04.90 6.0

25.05.91 4.1

a) 섭취일: 198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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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9. 문제 5-2 : 239Pu(unknown AMAD)  성 단일 흡입섭취a) [ 변   
         측정결과].
         (The results of faeces activity measurements resulted from      
         single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239Pu.)

Measurement Date(DD.MM.YY) Daily excretion rate of 239Pu(KBq/d)

25.05.83 5.2

26.05.83 -

27.05.83 0.44

06.06.83 -

23.06.83 0.00067

30.06.83 -

07.07.83 0.00021

21.11.83 0.00042

27.05.84 -

03.05.86 -

24.04.90 0.000031

25.05.91 0.000012

a) 섭취일: 198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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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증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한 BiDAS 코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하여, 제 3차 유

럽 내부피폭선량평가 국제상호비교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하여 BiDAS 코

드에 의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과를 그림 1-28 ∼ 그림 1-41에 

나타내었고, BiDAS 코드와 IMIE 코드에 의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과를 표 1-30 ∼ 표 1-36에 나타내었다.

  IMIE 코드의 계산 결과에 한 BiDAS 코드의 계산 결과의 상 오차는 

부분의 경우 -3.93 ∼ 0.00%로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125I 

반복 성 흡입섭취시 소변 측정결과에 해 ICRP 78 모드  Automatic 

모드로 계산한 경우에 있어서 IMIE 코드의 계산 결과에 한 BiDAS 코드

의 계산 결과의 상 오차는 -18.9 ∼ -16.5%로서 다소 차이를 보 다. ICRP 

78 모드로 계산하 을 경우 상 오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단일 섭취 후 

여러 번 측정된 자료가 있을 경우 BiDAS 코드의 ICRP 78 모드에서는 이 

측정자료들을 이용하여 비가 최소자승법에 의해 섭취량 재평가를 하는 반

면, IMIE 코드의 ICRP 78 모드에서는 단일 섭취 후 여러 번 측정된 자료들

을 이용한 섭취량 재평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BiDAS 코드에

서 Interactive 모드를 이용하여 단일 섭취 후 여러 번 측정된 자료들을 이용

한 섭취량 재평가를 하지 않고 계산한 결과 IMIE 계산값과 일치하 다. 

한 Automatic 모드에서 일부 계산결과의 상 오차가 큰 것은 IMIE 코드의 

오류로 정되었다. 즉, 그림 1-42에서와 같이 섭취량 평가에 사용될 최  

섭취시  결정 과정에서 측정값과 사모델에 따른 측량과의 상 편차가 

0.118로 가장 작은 11월 19일을 최  섭취시 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상 편차가 1.11인 11월 18일을 최  섭취시 으로 잘못 정하는 오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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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3H 연속 피부섭취에 하여 Interactive 모드로 평가한 결과.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Interactive mode for       

          continuous intake through skin of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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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3H 연속 피부섭취에 하여 Automatic 모드로 평가한 결과.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Automatic mode for        

          continuous intake through skin of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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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90Sr/90Y 성 경구섭취에 하여 ICRP 78 모드로 평가한 결과.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ICRP 78 mode for acute    

          intake through ingestion of 
90Sr/9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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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90Sr/90Y 성 경구섭취에 하여 Interactive 모드로 평가한 결과.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Interactive mode for acute  

          intake through ingestion of 
90Sr/9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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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125I 성 반복 흡입섭취에 하여 ICRP 78 모드로 평가한 결과  

           (갑상선 측정결과 사용).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ICRP 78 mode for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using thyroid   

           activ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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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125I 성 반복 흡입섭취에 하여 Automatic 모드로 평가한 결과  

           (갑상선 측정결과 사용).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Automatic mode for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using thyroid   

           activ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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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125I 성 반복 흡입섭취에 하여 ICRP 78 모드로 평가한 결과  

           (소변 측정결과 사용).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ICRP 78 mode for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using daily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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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125I 성 반복 흡입섭취에 하여 Automatic 모드로 평가한 결과  

           (소변 측정결과 사용).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Automatic mode for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using daily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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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137Cs 연속 경구섭취에 하여 Interactive 모드로 평가한 결과.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Interactive mode for       

           continuous intake through ingestion of 
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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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137Cs 연속 경구섭취에 하여 Automatic 모드로 평가한 결과.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Automatic mode for       

           continuous intake through ingestion of 
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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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239Pu 성단일 흡입섭취에 하여 Interactive 모드로 평가한 결  

           과(소변 측정결과 사용).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Interactive mode for single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239Pu using daily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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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239Pu 성단일 흡입섭취에 하여 Automatic 모드로 평가한 결  

           과(소변 측정결과 사용).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Automatic mode for single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239Pu using daily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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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239Pu 성단일 흡입섭취에 하여 Interactive 모드로 평가한 결  

           과( 변 측정결과 사용).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Interactive mode for single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239Pu using daily faeces     

           excretion r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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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239Pu 성단일 흡입섭취에 하여 Automatic 모드로 평가한 결  

           과( 변 측정결과 사용).

           (The result of evaluation using the Automatic mode for single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239Pu using daily faeces     

           excretion r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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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0. 3H 연속 피부섭취 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과          

            (소변 측정결과 사용).

          (The evaluation values of intake and committed effective dose  

          resulted from continuous intake through skin of 
3H using urine  

          concentration measurements.)

        평가코드
평가항목

BiDAS IMIE 상 오차(%)

섭취량
(kBq)

312
(Interactive)

313
(Semi-Auto)

-0.32

347
(Automatic)

347
(Smart)

0.00

탁
유효
선량
(mSv)

5.62×10-3

(Interactive)
5.74×10-3

(Semi-Auto)
-2.09

6.24×10-3

(Automatic)
6.36×10-3

(Smart)
-1.89

표 1-31. 
90Sr/90Y 성 경구섭취에 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과  

         (소변 측정결과 사용).

         (The evaluation values of intake and committed effective dose   

         resulted from acute intake through ingestion of 
90Sr/90Y using   

         daily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평가코드
평가항목

BiDAS IMIE 상 오차(%)

섭취량
(kBq)

2.80
(ICRP78)

2.80
(ICRP78)

0.00

1.71
(Interactive)

1.78
(Semi-auto)

-3.93

탁
유효
선량
(mSv)

7.85×10-2

(ICRP78)

7.83×10-2

(ICRP78)
0.26

4.79×10-2

(Interactive)
4.98×10-2

(Semi-auto)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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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125I 성 반복 흡입섭취에 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과  

           (갑상선 측정결과 사용).

         (The evaluation values of intake and committed effective dose   

         resulted from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using thyroid activity measurements.)

        평가코드
평가항목

BiDAS IMIE 상 오차(%)

섭취량
(kBq)

121
(ICRP78)

122
(ICRP78)

-0.82

112
(Automatic)

112
(Smart)

0.00

탁
유효
선량
(mSv)

6.41×10-1

(ICRP78)

6.45×10-1

(ICRP78)
-0.62

5.95×10-1

(Automatic)
5.95×10-1

(Smart)
0.00

표 1-33. 125I 성 반복 흡입섭취에 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과  

         (소변 측정결과 사용).

         (The evaluation values of intake and committed effective dose   

         resulted from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using daily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평가코드
평가항목

BiDAS IMIE 상 오차(%)

섭취량
(kBq)

295
(ICRP78)

356
(ICRP78)

-17.1

147
(Automatic)

181
(Smart)

-18.8

탁
유효
선량
(mSv)

1.57

(ICRP78)

1.88

(ICRP78)
-16.5

7.79×10-1

(Automatic)

9.61×10-1

(Smart)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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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4. 137Cs 연속 경구섭취 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과 ( 신  

         측정결과 사용).

         (The evaluation values of intake and committed effective dose   

         resulted from continuous intake through ingestion of 
137Cs using  

         whole body activity measurements.)

        평가코드
평가항목

BiDAS IMIE 상 오차(%)

섭취량
(kBq)

14.0
(Interactive)

14.0
(Semi-Auto)

0.00

15.6
(Automatic)

15.6
(Smart)

0.00

탁
유효
선량
(mSv)

1.83×10-1

(Interactive)
1.83×10-1

(Semi-Auto)
0.00

2.03×10-1

(Automatic)
2.03×10-1

(Smart)
0.00

표 1-35. 239Pu 성단일 흡입섭취에 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  

         과  (소변 측정결과 사용).

         (The evaluation values of intake and committed effective dose   

         resulted from single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239Pu     

         using daily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평가코드
평가항목

BiDAS IMIE 상 오차(%)

섭취량
(kBq)

30.1
(Interactive)

30.1
(Semi-Auto)

0.00

36.0
(Automatic)

36.7
(Smart)

-1.91

탁
유효
선량
(mSv)

250

(Interactive)

250

(Semi-Auto)
0.00

299

(Automatic)
304

(Smart)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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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6. 239Pu 성단일 흡입섭취에 한 섭취량  탁유효선량 평가 결  

         과  ( 변 측정결과 사용).

         (The evaluation values of intake and committed effective dose   

         resulted from single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239Pu     

         using daily faeces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평가코드
평가항목

BiDAS IMIE 상 오차(%)

섭취량
(kBq)

31.4
(Interactive)

31.4
(Semi-Auto)

0.00

31.4
(Automatic)

31.4
(Smart)

0.00

탁
유효
선량
(mSv)

260

(Interactive)

260

(Semi-Auto)
0.00

260

(Automatic)
260

(Smar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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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125I 성 반복 흡입섭취에 한 IMIE 코드에 의한 최  섭취시  

           평가 결과(소변 측정결과 사용) .

          (The best estimation result of intake time by IMIE code for  

          repeated acute intake through inhalation of 
125I using daily   

          urine excretion r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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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환경방사선 감시기와 방사선방호목 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자 측정기를 교

정하기 한 기  선장을 제작하고 동 측정기들을 교정하기 하여 필요한 자료

를 생산하 다. 장에서 방사선측정에 사용하는 검출기의 반응도 시험은 가능한 

측정 상의 방사선장과 유사한 는 동일한 선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방

사선 감시기의 경우 226Ra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교정용 선장을 제작하 으며, 

성자 측정기의 경우 252Cf와 AmBe 성자선원을 사용하 다. 특히 성자장의 

경우 동 선원을 이용하여 국내 최 로 조사실내 산란 성자장을 제작하고 반응

도 시험자료를 생산하 다. 

혼합 방사선장에서 성자 흡수선량을 측정하고 방사선질을 평가하기 

하여 국내 최 로  2종의 압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자체 설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장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 다. 동 측정기를 사용하여 보유하

고 있는 기  방사선장에서 성능시험을 하고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2.5 GeV 

자선과 납표 을 이용하여 생성한 성자장에서 시험측정을 하 다.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이용한 성자장의 측정  평가기술의 장 은 미

지의 방사선장에서 에 지 스펙트럼에 한 사  정보가 없어도 성자 흡

수선량을 직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교정용 기  방사선장 제작  교정자료생산

가. 환경방사선 감시기 교정용 선장

고정설치되어 사용 인 국내 지역 환경방사선량율 감시기(감마선)는 

한 교정선원의 부재로 말미암아  137Cs 는 60Co 감마선원을 사용하

여 그 반응도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으로도 공

통 인 것이며  방사선량률의 특성상 측정에 따른 불확도가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방사선측정기의 교정 는 반응도 시험때 가장 요한 것이 측정 상이 

되는 장의 방사선장과 유사한 는 동일한 기  선장에서 동 측정기를 시

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환경 방사선장의 경우 
40K, 우라늄 자핵종, 토륨 자핵종들로 구성된 감마선원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이들로부터 다양한 감마선에 지가 방출되고 있다. 교정선원으로 사용하

고 있는  137Cs 는 60Co 핵종의 경우 이러한 환경방사선장의 에 지 스펙

트럼과 매우 다르므로 술한 선원으로 교정된 환경감시기를 사용하여 선량

률을 측정할 경우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정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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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 부분의 환경방사선량률 감시기는 교정과 측정환경의 차이에 따

른 보정을 해 주어야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측정 목 상 비교  안정된 에 지 반응도를 갖는 이온 리함을 사용하거

나 고감도의 섬 체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섬 체를 사용하는 경우 에

지 감마선 (약 100 keV 이하) 역에서 과  반응하는 특성 때문에 에 지 

스펙트럼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래 부터 

고압 이온 리함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교정선원으로 
226Ra 감마선원이 권

고된 바 있다.
[2.1]

그러나 비록 교정용 감마선원으로 226Ra 선원의 에 지 스펙트럼이 가장 

합한 선원이기는 하지만 동 선원의 제작과 공 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교정에 활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실제 교정에 활용되어 온 선

원은 약 37 MBq(1 mCi) 정도의 
60Co 선원으로 에 지 스펙트럼 차이에 의

한 리함의 반응도 차이(2.2 %)를 보상하여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2.2] 

따라서 
226Ra 선원이 아닌 60Co 선원 는 137Cs 선원 등을 사용하여 측정기

의 교정을 수행할 경우 에 지 스펙트럼의 차이에 따른 측정기의 반응도 차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인자의 산출이 필요하다. 

년도에 제작한 감마선조사장치 (그림 2-1)에 장 된 
226Ra과 137Cs 선원

에 한 교정 련 인자를 결정하여 표 2-1에 수록하 다. 선량률을 결정하기 

하여 한국표 과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 기  공동 리함 (A6, 

Exradin, USA)을 사용하여 연구소 조사실에서 측정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

를 사용하여 두 선원에 하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10 리터 용량의 공

동 리함 (LS-10, PTW, Germany)의 교정인자를 확보하 다. 표 2-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교정거리 약 2.5 미터에서 
226Ra 선장의 유효 빔 크기는 

심 지 의 선량률에 하여 1% 이내의 크기를 가질 때 약 40 cm 이상임을 

확인하여 충분한 유효빔 역임을 확인하 다.  감마선량률 조사장치

에서 제공가능한 선량률을 표 2-3에 나타냈다. 
226Ra의 경우 약 490 μR/h, 

137Cs의 경우 150 μR/h 정도의 선량률이 확보되었으며, 필요시 감쇄기를 사

용하여 30 ~ 50 μR/h 의 선량률도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감쇄기를 사용할 

경우 에 지 스펙트럼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정기 에서 표  교정방법

으로 권고되는 것은 아니다. 
226Ra 선원 신 137Cs를 사용하여 표 인 환

경감마선 감시기인 고압 이온 리함 (HPIC, Reuter Stokes, USA)을 교정할 

경우 약 10 % 정도의 상  반응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표 

2-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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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26
Ra  

137
Cs 선원이 장 된  감마선 조사장치.

                   (Low level gamma irradiation system of 226Ra and 137Cs 

sources.)

   

표 2-1. 측정에 사용된 공동 리함의 교정인자(mR/h.pA). 

        (Calibration factor of the cavity ionization chamber used 

         in measurement (mR/h.pA).)

Cs-137 Ra-226 ratio(Cs/Ra)

A6 (KRISS, 0.6 L) 16.27 17.46 0.932

LS10 (KAERI, 10 L) 1.290 1.323 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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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26Ra 선장의 유효 빔 크기 (기 거리 : 2.5 m)

        (Effective area of radiation field of 
226
Ra source at the 

         reference distance of 2.5 m.)

상 치(cm) +22 +20 +15 +10 0 -10 -15 -20 -22

류측정값 

(pA)
0.903 0.905 0.909 0.914 0.913 0.913 0.911 0.906 0.904

비율(±%) -1.1 -0.9 -0.4 +0.1 1.0 1.0 -0.2 -0.8 -1.0

         표 2-3  감마선조사장치의 선량률 자료. (기 일 2000. 1. 14.)

                (Exposure rate of the low level gamma irradiation system.)

거리 (cm) scaler
조사선량률 (μR/h)

Ra-226 Cs-137

94 500 6,394 1,691

144 1000 3,356 941

194 1500 2,067 602

244 2000 1,399 418

294 2500 1,015 308

344 3000 767 236

394 3500 604 188

444 4000 491 154

표 2-4. 고압 리함(HPIC)에 한 상 반응도 측정결과

        (Relative response of high pressure ionization chamber, HPIC)

HPIC(Reuter Stokes, 
RSS-1) (μR/h)

LS-100(reference, 
PTW) (μR/h)

relative response
(HPIC/LS-10)

226
Ra

1280 1401 0.914

682 770.4 0.885

137
Cs

414.4 409 1.013

238 23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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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정용 산란 성자장 제작  측정기 반응도 자료생산

그동안 방사성 동 원소를 사용하여 만든 성자장으로 성자 측정기를 

교정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ISO는 기존의 교정용 기  선장이 실제 측정기

가 사용되고 있는 장의 에 지 스펙트럼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하여 새로운 교정용 기  선장으로 실질 인 성자장 

(RNCF, Realistic Neutron Calibration Field)의 규격을 만들어 왔다.[2.3] 조만

간 ISO의 권고로 나오게 될 RNCF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방사성 동 원소

뿐만 아니라 가속기와 원자로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가장 경제

이고  조사실 구조물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RNCF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

이 성자 선원과 측정기 사이에 산란구조물을 놓아 인 으로 산란 성

자장을 만드는 것이다.[2.4] 

원자력연구소 성자조사실에서 여러 가지 산란구조물과 세 종류의 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방사선 작업장에서의 성자 에 지 스펙트럼과 유사한 산

란 성자장을 제작하 다. 표 2-5에서 10종의 산란 성자장 제작을 한 설

치구조물과 조사실내 배치에 하여 설명하 다. 

선원과 기  지 사이에 산란구조물 (shadow cone, PMMA/water 

phantom 등)을 설치하여 선원에서 방출된 성자를 산란시키고, 교정지 에

서의 성자장을 정량화하기 하여 Bonner Sphere spectrometry system 

(BS)를 이용하여 성자 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2.5] 

표 2-6에 측정을 통하여 결정된 선량특성자료를 산란 성자장별로 정리하

으며 그림 2-2 ~ 2-4에 이를 나타냈다. 성자 선속  선량당량률의 기  

일은 2000년 9월 1일이며, 교정거리는 선원으로부터 100 cm 이다.

제작된 성자장의 특성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체 성자  열

성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 ~ 50 %, ICRP-74의 자료로부터 유도한 주변선

량당량 환산인자는 70 ~ 347 pSv.㎠, 선량당량 평균 에 지는 0.7 ~ 3.3 

MeV로 분포하고 있다.

RNCF를 제작하여 교정에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부분의 성자 측정기

의 반응도가 에 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표 인 성

자 모니터링 장비인 9인치 렘미터의 에 지 반응도는 열 성자에서 수 MeV 

성자에 거쳐 무려 40배정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2.8] 따

라서 RNCF를 사용하여 교정된 측정기를 사용한다면 실제 장에서 측정하

는 자료가 더욱 정확한 값이 될 것이고 이를 방사선방호 로그램에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용한 교정자료의 생산을 하여 제작된 산란 성자장을 이용하 다. 

재 방사선방호 목 의 모니터링에 사용하고 있는 6종의 성자 측정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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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 하여 반응도 비교측정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 때의 기  선량으로 

BS로 측정한 성자 에 지 스펙트럼으로부터 결정한 값을 사용하 다. 

표 2-5. 원자력연구소 산란 성자장  제작사양. 

        (Description of KAERI scattered neutron fields.)

Field Neutron 
source

Description

[A]

252Cf

Directed : unmoderated source only

[B] Scattered ; using the PMMA phantom (40 x 40 x 15 ㎤), contacted 
to the source guide holder

[C] Scattered; using the shadow cone cone (distance from the source to 
the front end : 32 cm)

[D] Scattered; using the PMMA phantom(same as B) and polyethylene sheet 
with 5% boron (61 x 61 x 5 ㎤, distance from the source to the surface 
: 40 cm)

[E] Behind the concrete wall in the irradiation room (distance from the 
source : 385 cm)

[F]
D2O 
mod.

252Cf

Direct and scattered; moderated source only

[G] Scattered; using the PMMA phantom(same as B, distance from the 
source : 32 cm)

[H] Scattered; using the shadow cone (distance from the source to the 
front end : 32 cm)

[I] Scattered; using the water filled phantom (30 x 30 x 15 cm3, 32 cm 
from the source)

[J] AmBe Direct and scattered; unmoderated sourc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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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원자력연구소 성자 조사실내 산란 성장 특성자료 .

        (Integral properties of several scattered neutron fields in 

         the neutron irradiation room of KAERI.)

Field Eave.a)

(MeV)

Flux

(n./cm2sec)

φth/φ

(%)

Dose rateb)

(mSv/hr)

h*(10)/ E*avec)

(pSvcm2/MeV)

hp (10)/Ep,avec)

(pSvcm2/MeV)

[A] 1.282 2536 10.2 2.988 327/1.63 339/1.64

[B] 0.444 1217 51.2 0.565 129/1.42 133/1.42

[C] 0.532 1058 24.8 0.789 207/1.03 214/1.03

[D] 0.692 639 36.4 0.371 161/1.76 167/1.78

[E] 0.282 271 53.1 0.092 93/1.20 96/1.22

[F] 0.416 2297 9.4 0.919 111/1.46 115/1.47

[G] 0.205 848 48.6 0.219 69/1.18 72/1.19

[H] 0.171 890 38.9 0.292 91/0.70 94/0.70

[I] 0.184 864 44.9 0.234 75/0.95 78/0.98

[J] 2.765 95 6.4 0.092 347/3.29 362/3.30

a) spectral mean energy.
b) ambient dose equivalent rate, H*(10).
c) fluence to ambient (and personal) dose equivalent conversion factor and dose 
   equivalent averaged mean energy referred to the conversion factors given 
   by ICR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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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비감속 
252
Cf 선원으로 제작한 산란 성자장의 에 지 스펙트럼.

          (Neutron spectra produced by an unmoderated 252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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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감속구 
252
Cf 선원으로 제작한 산란 성장의 에 지 스펙트럼.

          (Neutron spectra produced by a D2O moderated 
252
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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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AmBe 선원  조사실 내벽 후면 부 에서의 성자 에 지 

         스펙트럼.

         (Neutron spectra produced behind the wall (E) by 
252
Cf source and 

          at 100 cm (J) from AmB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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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의 성자측정기는 사 에 모두 수감속구 선장에서 교정된 것으로 

그 결과를 표 2-7에 정리하 다. 표 2-8의 반응도시험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폴리에틸  감속구를 갖고 있는 성자 렘미터의 경우, 각 측정기

들을 ISO에서 정하고 있는 교정용선장의 하나인 수감속구 선원으로 교정

하여 산란 성자장을 모니터링할 경우 20 % ~ 80 % 정도 과소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직등가비례계수 인 REM-500과 두 개의 3He 비례계수

이 장착된 Dineutron의 경우 감속구를 사용하는 다른 측정기들에 비하여 매

우 다른 성향이 나타나는데 특히 에 지 성자 성분이 많을 경우 낮은 

반응도를 보여주었다. 이와는 반 로 열형 선량계 A-300은 고에 지 성

자에 한 낮은 반응도와 산란 성자인 에 지 성자에 한 높은 반응

도를 보여주어 형 인 에 지 성자 측정용 알베도 방식의 선량계이다. 

표 2-8에 각 산란 성자장에 한 측정기들의 상  반응도를 정리하 으

며 표 2-9에 동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한 교정인자를 수록하 다. 그림 2-6과 



- 127 -

2-7은 동 자료를 각 교정선장에 한 선량환산인자를 기 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2-47. 반응도 시험 상 성자 측정기

          (Neutron monitoring devices for testing of 

           the response.)

표 2-7. 수감속구 252Cf 선원으로 교정했을 때의 교정인자.

        (Neutron detectors and calibration factors for D2O moderated 

         
252
Cf source.)

Detector model Detection method Calibration factor

NG-2 (NRC, USA)
원통형 감속구, BF3 

비례계수
0.987

ESP2/NRD (Eberline, USA)
구형 PE 감속구, 원통형 
BF3 비례계수

1.029

Ludlum 12-4(Ludlum, YSA)
구형 PE 감속구, 구형 
BF3 비례계수

0.917

REM-500 (HPI, USA) 조직등가비례계수 0.968

Dineutron (Nardeux, France)
2개의 구형 H-3 
비례계수

0.794

A300 (Teledyne, USA) 열형 선량계 0.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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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산란 성자장에서 결정된 성자 측정기들의 반응자료.

        (Responses of neutron detectors in several scattered neutron 

         fields.)

[A] [B] [C] [D] [E] [F] [G] [H] [I] [I]

NG-2 0.748 0.676 0.617 0.591 0.520 0.705 0.602 0.552 0.595 0.822

NRD 0.690 0.666 0.609 0.594 0.571 0.741 0.620 0.586 0.666 0.745

Ludlum 0.621 0.623 0.606 0.578 0.546 0.697 0.646 0.648 0.687 0.616

REM-500 0.605 0.584 0.557 0.526 0.463 0.466 0.354 0.348 0.362 0.786

Dineutron 0.663 0.217 0.648 0.393 0.206 0.641 0.299 0.473 0.346 0.477

A300 0.189 0.968 - 1.885 0.679 0.828 1.256 - - -

표 2-9. 산란 성장에서 결정된 성자 측정기들의 교정인자.

        (Calibration factors of neutron detectors in the several scattered 

         neutron fields.)

Field

Detector
[A] [B] [C] [D] [E] [F] [G] [H] [I] [J]

NG-2
+-

1.337
0.012

1.480
0.006

1.620
0.009

1.693
0.008

1.921
0.031

1.419
0.007

1.660
0.014

1.813
0.016

1.681
0.014

1.217
0.020

ESP2/NRD
+-

1.449
0.019

1.501
0.047

1.642
0.051

1.684
0.051

1.752
0.063

1.350
0.024

1.612
0.103

1.705
0.057

1.502
0.105

1.342
0.083

Ludlum
+-

1.611
0.007

1.605
0.026

1.651
0.027

1.732
0.048

1.832
0.099

1.436
0.015

1.548
0.073

1.543
0.044

1.456
0.049

1.622
0.121

REM-500
+-

1.652
0.108

1.712
0.212

1.795
0.185

1.900
0.221

2.159
0.714

2.146
0.192

2.823
0.848

2.877
0.454

2.765
0.314

1.272
0.210

Dineutron
+-

1.508
0.004

4.619
0.079

1.544
0.010

2.542
0.059

4.856
0.078

1.560
0.010

3.349
0.019

2.114
0.053

2.887
0.000

2.098
0.017

A300 (TLD)
+-

5.270
0.843

1.034
0.051

-
-

0.531
0.025

1.473
0.076

1.208
0.034

0.796
0.03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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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산란 성자장에 한 렘미터의 반응자료.
           (Response of remmeters for the scattered 

            neutron calibr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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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산란 성자장에 한 렘미터 교정인자. 

        (Calibration factors of remmeters for the  

          scattered neutron calibr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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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등가 비례계수  제작  측정시스템 구축

가. 실험  미시선량평가기법의 활용

방사선 도시메트리의 한 가지인 마이크로도시메트리 분야에서는 리방사

선이 매질에 입사하여 에 지를 달할 때, 극소 역의 차원에서 매질에 흡

수된 에 지의 분포(site event distribution)를 고려하여 방사선에 의한 향

을 설명하고 있다.[2.9, 2.10]

리방사선은 매질내 에 지를 달하여 하 입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방

사선 도시메트리에서는 하 입자의 생성 메카니즘과 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주요 심사이며, 마이크로도시메트리는 이 상들에 한 근본 인 개념에 

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를 하여 특히, 방사선물리, 방사선방어 도시메트

리, 그리고 방사선생물학 분야에서는 실험  방법에 의한 마이크로도시메트

리(experimental  microdosimetry) 기법을 이용하며, 검출기로 압 조직등가 

비례계수 (low pressure 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TEPC)을 

사용하고 있다.

방사선방어 도시메트리를 한 실험  마이크로도시메트리 기법은 이미 

1950년 부터 LET (Linear Energy Transfer) spectrometer를 개발하여 사용

하기 시작하 으나, 스펙트럼 분석시 범 한 크기의 고분포를 동시에 처

리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없었다. 1970

년 ICRP-15에서 물에 한 비제한  선형에 지 달(unrestricted linear 

energy transfer) 값의 함수로 리방사선의 선질계수를 정의한 이후에,[2.11] 

원자로와 가속기주변의 혼합 방사선장에서 활용할 목 으로 TEPC를 이용한 

서베이미터, 개인선량계, 그리고 우주선에서 사용하기 한 시스템 등의 개

발이[2.10, 2.12] 이루어져 왔다. 한편 80년  말 유럽의 방사선 도시메트리 그룹

(EURADOS)에 의하여 존 TEPC 시스템에 한 국제 상호비교 로그램

을 통하여 특성비교가 수행된 도 있으며[2.13], 최근까지도 정기 으로 개최

되고 있는 마이크로도시메트리 국제 학술 회에서 방사선방호목 의 TEPC 

활용에 한 연구결과가 지속 으로 발표되고 있다.

방사선방어차원에서 TEPC 시스템의 활용은 주로 성자 선량당량 측정

의 경우이다. 기존의 감속구 형태의 측정기(렘미터)와 비교할 때, 범 한 

에 지 역에 걸쳐 비교  안정된 에 지 의존성이 가장 큰 장 이다. 수

감속 252Cf 선원을 사용하여 감속구 형태의 측정기와 TEPC를 주변 선량당량

(neutron ambient dose equivalent)으로 교정한 뒤, 50 keV ~ 14 MeV 역

의 성자선장에서 사용할 경우 렘미터가 20배 정도의 반응도 변화폭을 갖



- 131 -

는데 비하여 TEPC는 4 ~ 5배 정도의 변화폭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16, 2.17]

 시 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반응도가 완벽한 측정기가 존재하지 않으

며, TEPC 역시 10 keV 이하의 성자에 하여 주변선량당량 반응도가 20 

% 이하로 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측정기는 측정 상의 방

사선장과 유사한 기  선장으로 교정되거나 장교정(field calibration) 등을 

통하여 목 선량을 표 할 수 있다.

TEPC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측정한 흡수선량과 선질계수를 

이용하여 방사선방호 목 선량인 실용량 (선량당량)을 직  결정할 수 있다

는 데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선질계수는 선형에 지 달값 (LET)의 함수

로 표 되며, 이 LET는 TEPC를 이용하여 측정가능한 선형에 지(lineal 

energy)로 근사표 이 가능하다. 흡수선량 역시 TEPC에서 선형에 지분포

로 나타난 event를 계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선형에 지는 통계 인 양으로 단일 event에 의해 에 지가 달된 매질

의 체 내 하 입자의 평균코드길이 (mean chord length, ㎛) 당 달되는 

에 지의 양 (J 는 keV)이다. 이 평균코드길이는 구(sphere)의 경우 2d/3 

이며, 이 때 d는 고려 상인 구의 직경이다. 선형에 지는 단  도의 조

직에 해당하는 미소 구에 달, 흡수되는 에 지의 양을 표 하는 미시선량

학  양이며 이는 곧 LET를 미시  에서 해석한 것이다. 즉 리방사선 

진행경로의 단  길이당 달된 에 지 양으로 표 되는 LET는 거시  차

원의 양이며 측정이 불가능하다. LET는 상이 되는 매질내 진행 입자의 수

많은 경로를 따라 단  길이당 달되어지는 에 지의 평균값이기 때문이다.

TEPC의 형태와 충진 TE 기체의 압력에 따라 평균코드길이를 정의할 수 

있으며, 단  도 조직의 직경을 다양하게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미

소 체 내 선형에 지의 측정이 가능하다.[2.9, 2.10]  

한편, ICRP-60[1.2] 이후, 선질계수는 방사선 가 인자로 바 어져 TEPC로 

측정하여 결정한 LET와는 직 인 계가 없기 때문에 TEPC는 LET 

spectrometer로서의 기능이 쇠퇴하 으며, 선질계수는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PC는 혼합 방사선장에서 성자선량의 선

별 측정과 비교  안정된 에 지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자 측정기

로서의 우수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ICRP-60에서도 실용양을 지속 으로 사

용하기로 하 으며, 개념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성자에 

한 방사선 가 인자를 LET의 함수 계로 재차 표 하고 있으므로, 방사선



- 132 -

방어목 의 측정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나. 조직등가 비례계수  (TEPC) 제작

성자에 한 인체 조직흡수선량 측정용으로 두 종류 (원통형과 구형)의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제작하 다.
[2.18] 제작경험을 확보하기 하여 일차로 

비교  제작이 용이한 원통형 TEPC를 제작하 다. 원통형 비례계수 의 장

은 검출부 유효 체 내 심 극 (anode)과 벽(cathod) 사이에 균일한 

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원통형 구조의 단 은 등방  반응성

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에 사용할 경우 빔 조사

방향을 검출기의  심축선상에 하여 수직으로 해야 한다.

2차 년도에 내경 10 cm x 높이 10 cm의 원통형 검출기 외형을 제작하기 

한 형을 제작하고 granule 형태의 조직등가 라스틱인 A150을 녹여 제

작한 뒤 이를 성형가공하 다. 3차 년도에 내경 6 cm의 구형 TEPC를 만들

기 한 형을 포함하여 두 종류의 TEPC 제작용 주형을 확보하 다. 

물통형태의 원통과 상부 원 을 별도로 제작하여 이들을 조립할 수 있도

록 면을 성형가공하 다. 구형 TEPC의 경우 이를 제작하기 하여 일

차로 반구 형태의 외형을 만든 뒤, 성형가공시 반구 단면을 나사식으로 가공

하여 이를 조립할 수 있도록 하 다. 모두 압력주조 공법에 의한 성형이었으

며 극 설치부  반구 연결부분은 2차로 정  가공하여 곡률 부분의 마감

처리를 하 다. 앙 극 통과부분 (guide tube  연체 설치부 앙)에도 

TE 라스틱을 부착하여 유효 체 내부를 가능한 최 로 조직등가 물질로 

채우고자 하 다. 원통형에 앙 극으로 사용하 던 Pt wire를 극용으로 

열처리된 직경 50 μm 굵기의 304 SST로 교체하여 기  noise를 최소화하

다. 두 개의 구형 TEPC (내경 6 cm와 2 cm)는 유효체 비가 1/27 로 기

존의 원통형의 것과 함께 선량률의 수 에 따라 비례계수 을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며, 특히 등방  반응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

이다. 

그림 2-8 ~ 그림 2-15이 압력주조, 성형가공된 검출기 외형  극단자

와 기체 충진용 밸 단자를 부착한 모습의 사진이며 그림 2-16과 2-17에 제

작용 설계도면을 나타내었다.     

향후 필요하다면 동일한 형태의 TEPC를 계속 만들 수 있으며 재 제작

된 TEPC는 원통형 2 개, 구형 4 개로 모두 6 개이다. 4개의 구형 TEPC  

2개는 내경 2 cm의 소형으로 향후 고선량률 선장측정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TEPC를 제작하는 주요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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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스틱 주조  성형

(가) 일반  사항 

- 주조작업을 통한 라스틱 구조물의 성형은 어렵지 않으며, 거의 모

  든 속주형(mould)을 사용할 수 있음.

  주형의 최소 두께 : brass & cast iron (1.9 cm),  low carbon steel 

  (1.6 cm), SST (1.3 cm), aluminium (2.5 cm)

- A150 라스틱의 녹는  : 149 ~ 163 ℃

  ① 압력주조 (compression moulding)

   - 계산된 질량만큼의 라스틱 granule을 주형틀에 직  삽입.

   - 개방된 주형틀의 한 쪽면으로 라스틱을 넣고, 속 plunger로 

     입구를 쇄.

   - 주형 체를 melting point (149 ℃ ~ 163 ℃)까지 가열.

   - 주형의 온도가 라스틱의 녹는 에 이르면 개(plunger)를 어 

     넣어 성형.

   - 라스틱이 용융된 상태에서 일정 압력유지. 

 ② 사출주조 (injection moulding)

  - 주형과 독립된 압력실(compression chamber)을 사용하여 주조.

  - 압력실을 가열하여 라스틱을 용융시키고 이를 plunger로 압력을 가

    하여 주형에 사출.

(나) 주형제작

- 주형틀을 가능한 간단하게 제작.

- 심부에 온도계 삽입을 한 구멍 가공.

- 면은 착성이 있게(tight)하고 매끄럽게 polishing(0.02 mm 까

  지)할 것.  

- 라스틱 수축율 (1 ~ 1.5 %)을 고려하여 제작완료시 제품을 빼내기 

  쉽도록 가공 는 면을 coating 처리.

(다) 주조작업

① 주형틀 표면을 강력 세제와 물로 세척.

② 주형틀 건조후 표면을 releasing agent로 처리 (wiping or spr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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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형틀을 닫고 필요한 양만큼 (마감처리 가공을 생각하여 5 ~ 10 % 

   과 양)의 라스틱을 장 .

④ 그래뉼이 주형틀 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에 약한 충격을 주거

   나 흔든다.

⑤ 주형틀 상부 목부  까지 라스틱이 차오르면 press와 plunger를 사

   용하여 입. 이 때 plunger에는 mould release가 발라져 있으면 안

   됨.(주조 에 라스틱 bonding이 안됨, mould release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라스틱이 필요) 

⑥ 용량 15,000 kg의 소형 수압기(hydraulic press)와 주형틀 바닥과 

   에 설치할 기 히터 2 를 비. (소형인 경우 바이스와 소형 gas 

   torch 사용가능)

⑦ 주조온도는 150 ~ 160 ℃ : 낮을 경우 유체의 유동성이 없고 기공이 

   생기며, 무 높을 경우 표면이 산화되어 연소되기 때문에 주형틀에 

   늘어붙음.

⑧ press의 (열)가열 이 주조온도를 유지하도록 주형틀에 삽입된 온도계

   로 온도를 확인.

⑨ 10 cm 이상의 형 주조물일 경우 heat shield 설치 (2.5 cm 알루미

   늄)하여 온도가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⑩ 주형틀을 가열하면서부터 압력을 가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서서히 

   압력을 증가. ( 라스틱내 공기가 표면으로 빠져나오고 마침내 주형틀 

   밖으로 나오게 된다.)

⑪ 주조온도(150 ~ 160 ℃)에 도달하면 라스틱 체에 온도가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최  압력을 가한다. 

⑫ 10 cm 정도의 mould의 경우 1시간 가량 주조온도 상태와 압력 유지.

⑬ 주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소량의 라스틱이 넘쳐 나올 수 있으며, 이

   는 주형틀내 라스틱이 빈 공간없이 가득차 있음을 의미. 다량의 

   라스틱이 넘칠 경우 press를 뒤로 약간 빼서 압력을 낮춘다.  

⑭ ⑫의 1시간 정도 지속시간이 끝나면 기히터를 끄고 주형틀의 온도가 

   52 ℃ 가 되면 압력을 해제하고 mould에서 press를 제거.

⑮ 주조가 완료되면 mould가 따뜻할지라도 가  빨리 제거.(냉각된 채

   수 시간 놔두지 말 것, 주조물이 수축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하여 

   crack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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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스틱 성형 가공

   가공이 용이하며, 1cm 이하의 소형부분 가공시, 연성 라스틱이기 때문

에 지나친 압력을 가하면 변형될 수 있음.

① 라스틱 는 아크릴 용 가공기구 사용

② 단기는 가능한 날카롭게 날이 선 것을 사용.

③ 단속도는 가능한 빠르게.

④ 상온에서 가공.

⑤ 택제 (polishing compound)를 사용하지 말 것.

⑥ 2차 가공을 하여 편평하지 않거나 모서리 등을 고정시키기 하여 

   아크릴과 같은 보조 라스틱을 사용.

⑦ 라스틱의 많은 부분을 제거할 경우 가공에 들어가기 에 2~3일 방

   치할 것.

⑧ connector 는 연결부분 조립을 하여 나사홈 (thread)을 만들 때, 

   fine thread를 만들지 말고 coarse thread로 가공할 것. 

            그림 2-8. 계수  원통 성형.

                      (Fabrication of cylindrical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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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성형가공된 원통형 TEPC.

                      (Fabrication of cylindrical TEPC.)

            그림 2-10. 충진기체 용 외부용기.

                      (Aluminium container for sealing.)



- 137 -

              그림 2-11. 조립된 TEPC (표면 도장).

                         (TEPC after assembling and painting.)

    

     

         

             그림 2-12. TEPC 내부 극처리 마감후.

                       (TEPC after assembling the connectors and 

                        ca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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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조립된 구형 TEPC 본체 
          (Spherical TEPC after 
           assembling.)

   
그림 2-14. 반구형태의 TEPC와 TE 
           기체주입단자부.
           (Hemishpere of TEPC  
            and connector for TE 
            gas filling.)

                           
    

그림 2-15. 조립된 구형 TEPC 2종 (우측 : 내경 6 cm, 좌측 : 내경 2 cm)

           (Two kinds of TEPC assembled. Right : ID of 6 cm and 

            Left : ID of 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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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구형 TEPC 설계도면

                              (Drawing of a spherical TEPC.) 

방사선 방호 실용량 평가기술개발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구형본체 및 

구
60구6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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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원통형 TEPC 설계도면.

                             (Drawing of a cylindrical TEPC.) 

방사선 방호 실용량 평가기술개발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실린더용 본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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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용 내장선원, 심 극  Connector 설치

(가) 교정용 내장 선원 설치

TEPC의 교정방법  가장 효과 인 것은 검출기 내부의 TE 기체에 알

선을 입사시켜 달된 알 선의 선형에 지값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하

여 검출기 외벽에 집속구를 만들어 검출기 외부에 부착된 알 선원으로부터 

알 선이 검출기 내부로 입사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구형과 원통형의 경우

에 다른 방법으로 알 선 조사장치를 제작하여 부착하 다. 원통형의 경우  

복잡성을 피하고 수리의 필요가 없도록 력을 이용하여 검출기의 상하 

치를 역 시킴에 따라 선원이 이동하여 검출기 내부에 알 선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구형의 경우 선원을 고정하고 덮개가 움직여 알 선원이 집

속구에 노출되도록 하 다. 알 선원의 방사능은 약 37 kBq (1μCi)로 원통

형에는 
241Am, 구형에는 244Cm 선원을 사용하 다.

(나) 심 극  Connector 설치

비례계수  극용으로 사용하기 하여 특수 coating된 직경 50㎛의 

SST 304 wire 를 심 극 물질로 사용했다. 소형 스 링으로 장력을 가한 

상태에서 연 착체를 사용하여 Teflon 연부와 그 지지부에 극을 고

정하 다. 원통형의 경우 심 극 끝부분과 인 하는 벽물질간에 거리가 가

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격한 차를 막기 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field 

tube를 설치하 으나 최종 단계에서 검출기 상하부 원 사이에 연체 ring

을 삽입하여 각 원 을 벽물질과 연시켰다. 

일반 인 상용 TEPC의 심 극 설치방식에 따라 구형과 원통형의 경우 

모두 단일 극선을 사용했으며 용 외부 알루미늄 원 에 설치된 

connector에 연결되었다. 용기 면에 Viton ring을 설치하고 vacuum 

grease를 도포한 뒤 상하연결부를 나사로 고정하 다. 조직등가 기체 주입후 

내장선원의 피크 치를 MCA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24 시간 이내에 1 ~ 

2 channel 변동폭만 있을 뿐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조직등가 기체의 주입, 검출기 내부의 진공화 등을 하여 20 torr (20 

mmHg)정도의 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하여 진공펌 와 검출기를 

연결하는 고성능 밸   연결단자로 Swagelock DESO type의 것을 사용하

다. 모든 연결단자는 연결후 고진공 착제 (torr sealing bond)를 사용하

여 처리 하 다.

표 2-10에 제작된 TEPC의 주요 사양  사용부품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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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TEPC 제작사양  사용부품

          (Specification of TEPC and components used.)

TEPC

구분
구형 원통형

검출기 내경
검출기 높이
TE 벽 두께
TE 상하부 두께
 외부용기(Al) 내경
              두께
              높이
          상부두께
          하부두께

6 ㎝
-

0.3 ㎝
-

9.4 ㎝
0.23 ㎝
15.7 ㎝
1.2 ㎝
1.0 ㎝

10 ㎝
10 ㎝
0.2 ㎝
1.2 ㎝
12.44 ㎝
0.23 ㎝
21.0 ㎝
1.0 ㎝
1.0 ㎝

교정용 내장선원 244Cm, ~ 37 kBq 241Am, ~ 37 kBq

심 극
극부 연체
기부 연결단자 

gas 주입 연결단자

50 ㎛ SST 304
Teflon

Amphenol 10400
Swagelock DESO type

용기 처리
연결단자 

Viton ring  vacuum grease
torr sealing bond treatment

다. 조직등가기체 제작  충진 차 확립

ICRU에서 권고하고 사양에 따라 표 과학연구원과 KOLAS 인증 시험기

에서 조직등가기체를 제작하 다. 주요 성분으로 CH4 는 C3H8을 사용하

고 이와 함께 CO2, N2 등을 혼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에 메탄을 그리고 

최종 으로 로 이 주요 성분인 조직등가기체를 사용하 다. 제작단가가 

고가이긴 하지만 메탄에 비하여 로 을 주요 혼합 기체로 한 것이 분해능

이 양호하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조직등가 기체의 조성비를 표 2-11에 나타

냈다. ICRU-26의 권고 값과는[2.19]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혼합기체 체 분율 

조 용 기체 (control gas)인 질소외에 큰 차이는 없다. 제작된 조직등가 기

체외에 참고로 기타 물질에 하여 원소별 구성비율을 질량분율로 하여 표 

2-12에 정리하 다.

압으로 기체를 충진하기 하여 고성능 진공펌 와 정  압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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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0.1 ～ 20 ㎜Hg 범  측정)가 장착된 기체충진 시스템을 그림 2-18과 

같이 구성하 다. 압 조직등가기체의 사용은 조직흡수선량을 측정하는 검

출기의 주요 제작조건으로 인체 조직내 수 ㎛의 조직등가 직경을 모사하기 

함이다. 모사된 등가직경에 따라 하 입자가 진행한 미소 거리에 축 된 

에 지의 양이 측정되며 이 계에서 방사선질의 선형에 지를 평가한다.

표 2-11. 체 분율로 표시한 조직등가기체 조성비.
         (Composition of TE gas by volume percent.)

gas
KAERI TE gas ICRU-26

propane methane propane methane

C3H8

CH4

CO2

N2

55.9

-

38.2

5.8

-

64.1

32.7

3.2

55.0

-

39.6

5.4

-

64.4

32.4

3.2

표 2-12. 질량분율로 표시한 조직등가기체  물질의 원소구성비율.
[2.19]

         (Element composition of several tissue equivalent material and 

          other compounds
 
in percentage by weight.)

TE material and 
other compound

H C N O Ca F

ICRU tissue
TE gas (propane)

KAERI TE gas (propane)
TE gas (methane)

KAERI TE gas (propane)
A150 plastic (TE)

propane
methane
water

C-552 (Air equivalent)

10.2
10.3
10.6
10.2
13.2
10.2
18.3
25.1
11.2
2.5

12.3
56.9
58.5
45.6
44.8
77.6
81.7
74.9
-
50.2

3.5
3.5
1.9
3.5
1.7
3.5
-
-
-
-

72.9
29.3
29.0
40.7
40.3
5.2
-
-
88.8
0.4

-
-
-
-
-
1.8
-
-
-
-

-
-
-
-
-
1.7
-
-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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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 조직등가기체 충진시스템  TEPC.

                 (TE gas filling system and TEPC.)

조직등가 기체 충진에 따른 주의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계수 을 연결하기 에 기체 충진시스템은 최소한 2일 이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

- 조직등가기체로 계수 을 씻어 내는 작업 (flushing)이 여러 번 필요

  하다. 이를 하여 계수 을 기체 충진시스템에 연결한 뒤 진공펌

  를 사용하여 장시간의 펌핑을 한다.

- 새 측정기 는 수리가 완료된 계수 은 건조 공기 는 순수 질소를 

  사용하여 씻어낸다. 이 게 하여 오랜 기간 기 에 노출되어 있음

  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불순물 는 먼지 등을 제거한다.

- 약 50 ℃ 이하의 열을 가해서 3. 항의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 혼합기체 (조직등가기체)를 사용하는 기체 충진시스템과 계수 은 가

  능한 장시간 일정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 구조이어야 한다.    

- 조직등가기체가 충진된 계수 은 계수 내 조직등가기체가 계수 벽

  물질인 조직등가 라스틱과 평형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기체충진 후 

  최소한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측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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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등가기체 충진 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19 참조)

주의사항 : 압력계 바늘의 손상을 막기 하여 모든 밸 를 지나치게 

           꽉 닫지 않는다. 

(1) Gas와 Pump 밸 를 닫는다.

(2) 계수 을 Counter 밸 에 연결한다.

(3) 조직등가기체 통과 Gas 밸  연결단자를 연결한다.

(4) 압력계쪽의 밸 를 연다.

(5) Pump 밸 를 열고 진공펌 를 가동하여 계수 을 0.2 torr 이하로 

    purging 한다.

(6) Pump 밸 를 닫는다.

(7) Gas 밸 를 1 ～ 2 간 열었다가 닫아 조직등가기체를 충진한다. 이 

    때 압력계의 바늘이 요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 의 과정 5 ～ 7을 2회 반복한다.

(9) 충분히 2회 purging한 후 Gas 밸 를 열고 조직등가기체를 필요한 

    압력만큼 충진한다.

(10) 모든 밸 를 닫고 계수 을 분리한다. 충진시 온도, 압력, 날자, 

     기체종류와 등가 길이 (㎛)를 기록하고 계수 에 표시한다.

- 진공펌   TEPC 연결용 tubing system 제작 : Swagelock DESO 

  type connector 사용  차단밸  설치

그림 2-19. 조직등가기체 충진 시스템 구성도.

               (Setup of TE gas fil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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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장선원을 이용한 TEPC 교정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교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검출기에 

내장된 알 선원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성자를 조사시

켜 얻은 스펙트럼에서 양성자 문턱(proton edge) 지 을 교정자료로 사용한

다. 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정방법은 알 선원 

(
241Am 는 244Cm)의 선형에 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미시선량평가 (microdosimetry) 기법에 의하면 선형에 지 (y, keV/㎛)는 

미소 공간내 부여된 에 지를 입자의 평균코드길이 (l, mean chord length,

㎛)로 나  값이다.(3. 성자 흡수선량 측정 참조)이 평균코드길이는 2d/3 

으로 정의되며 이 때 d는 TEPC가 모사한 cavity의 직경이다. 조직등가체에 

한 알 선의 에 지 부여량 (Eα)과 모사 cavity의 직경, 다 고분석기

(MCA) 상에 나타난 알 선의 선형에 지 피크채 (Iα) 등으로 MCA의 채

(I)당 선형에 지 값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dI
E

I
y

2
3 ⋅=

α

α

 

당 측정조건에서 사용한 채 당 선형에 지의값은 원통형의 경우 0.512 

keV/㎛, 2 gain mode로 운 되는 구형의 경우 0.129 keV/㎛ (gain : 10.0 x 

4.0), 2.357 keV/㎛ (gain : 400 x 2.0) 이었다.

그림 2-20가 내장선원에 한 치증폭기의 신호이며, 그림 2-21은 복수 

gain mode로 
252Cf 선원을 측정했을 경우의 신호이다.

원통형과 구형 TEPC를 사용하여 내장 알 선원과 
252Cf 선원을 측정했을 

때의 스펙트럼을 그림 2-22과 2-23에 나타냈다. 구형의 경우 내장선원 피크

의 분해능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기의 유효 심부는 원통형의 경

우 용기상부 표면에서 13.3 cm, 구형의 경우 8.0 cm 이다. 구형 검출기의 경

우 복수 gain mode로 운 될 때, 내장 선원 피크의 치를 그림 2-24에 나

타냈다. 각 피크의 치는 해당 gain mode에서 MCA의 채 을 선형에 지

로 교정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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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0. 알 선원의 치증폭기 신호. 

             (Signal from the preamplifier for an internal alpha source.) 

            그림 2-21. 252Cf 선원의 치증폭기 신호. 

             (Signal from the preamplifier for the 
252
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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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 원통형 TEPC로 측정한 241Am 과 252Cf 선원의 스펙트럼. 

            (Spectra measured by the cylindrical TEPC for 241Am and 
             252Cf source.) 

 그림 2-23. 구형 TEPC로 측정한 
241
Am 과 

252
Cf 선원의 스펙트럼. 

            (Spectra measured by the spherical TEPC for 
241
Am and 

             252
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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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복수 gain mode에 따른 알 선원 피크의 치

           (Location of alpha peak with the multiple 

           gain mode.) 

0 200 400 600 800 1000

101

102

103

104

ch. 960
ch. 478

ch. 148

ch. 54

 

 
co

un
ts

channel number

 Gain : 120 x 1.00 (peak ch : 148)
 Gain : 400 x 2.00 (peak ch : 960)
 Gain : 10 x 4.00 (peak ch : 54)
 Gain : 400 x 1.00 (peak ch : 478)

마. 장 측정시스템 구축

휴 용 MCA와 TEPC로 장 측정시스템을 구축하 다. 2차 년도의 경우 

원통형 TEPC로 단일 gain mode로 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 으

며, 제작  운 경험을 바탕으로 3차 년도에 복수 gain mode (2  는 3

)의 측정시스템을 구성하여 폭넓은 범  선형에 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단일 gain으로 운 할 경우 선형에 지 측정구간을 최  522 keV/㎛ 

까지, 그리고 2  gain으로 운 할 경우 2,413 keV/㎛ 까지 확장할 수 있었

으며, 이 경우 10 keV/㎛ 이하의 구간을 세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측정에 있어서 300 keV/㎛ 이상의 선형에 지를 갖는 성자장은 본 

과제수행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단일 gain으로 측정 시스템을 운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외국의 경우 하 입자 가속기 시설에서는 

500 keV/㎛ 이상의 선형에 지도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동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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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국내 는 국외의 양성자 가속기에서 생성된 성자장을 측정하고

자 한다. 

복수 gain의 경우 치증폭기의 출력신호를 2 ～ 3로 분기한 뒤 각각의 

신호를 2 ～ 3 의 MCA를 독립 으로 사용하여 측정자료를 처리하여야 한

다. 이는 범 한 역에서 선형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고자 2 ～ 3 개의 

증폭기를 이용하여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하여 3 의 이동용 MCA를 조합

하여 증폭율을 3개 (2 x 1.0, 10 x 4.0, 400 x 2.0)로 한 뒤, 각각의 MCA로 

측정된 자료를 증폭율에 따라 보정하고 이를 합성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도록 하 다. 동 시스템에서 사용한 치증폭기는 하감응형 (charge 

sensitive preamplifier, CSPA) 으며, 사용한 각 MCA의 ADC는 1024 채

이었다. 그림 2-25이 단일 gain mode의 장측정시스템이고 복수 gain의 

장측정시스템은 그림 2-26이다.

            

그림 2-25. 조직등가 비례계수 시스템 구성도.

                    (Block diagram of TEP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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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3 의 휴 용 MCA로 구성된 3 gain mode의 

           장 측정시스템.

           (Field measurement system with three gain 

            mode consisting of three portable M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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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자 흡수선량측정

방사선량의 측정  평가측면에서 조직등가 비례계수 이 갖고 있는 장

은 방사선에 의한 피폭 상으로서 인체조직을 모사하기 때문에 직 으

로 흡수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과 선형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지의 방사선장에서도 성공 으로 흡수선량과 선

질계수의 곱으로 표시되는 실용량 (선량당량)을 평가할 수 있다.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이용하여 측정되는 흡수선량은 다음의 계식으

로부터 구해진다.  

          
∫

∑

⋅⋅=

⋅⋅⋅=⋅=⋅=

⋅⋅
⋅

=⋅==

dLDLQH

G
dI

EIydylyI

IIN
V
cdLD

dm
dED

L

r

L

)(

2
3     ,

3
2)(

,)()(

α

αε

ε
ρ

     

           

ρ : TE 기체 도, V : TE 쳄버 부피, c : 상수 (1.6 x 10
-13
 Gy.g/keV), 

N(I) : 채  I에서의 계수값,ε(I) : 채  I에 부여된 에 지 (keV), y : 선형

에 지 (keV/㎛),  l : mean cord length (㎛),  d : TEPC 공동 (cavity)에

서 모사한 모의 조직의 직경 (㎛), Eα : 알 선원에 의해 TE 기체에 부여

된 에 지 (keV),  Iα : 알 선 피크 채 번호, Gr : 신호 증폭율, D : 흡수

선량 (Gy),  H : 선량당량 (Sv), Q(L) : 선형에 지 는 LET함수로 주어

진 선질계수

이 때의 검출기 벽물질과 충진기체는 모두 조직등가물질이며, Bragg- 

Gray 공동이론이 성립된다는 조건에서 검출기 내 흡수된 에 지의 양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로 제작의 용이함과 비록 등방성은 떨어지지만 어

도 수직으로 입사하는 빔의 진행방향에 한 반응도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때문에 원통형 검출기를 제작하 다. 직경과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 가능한 구형검출기의 특성을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Kellerer에 의

하면 구형검출기와 동등한 특성을 갖는 원통형 검출기의 특성인자로 구형

검출기에 한 보정값이 1/0.895로 제시되었으며[2.20], 본 연구에서 동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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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등가기체 cavity의 직경을 모사하는데 활용하 다.   

제작된 검출기내 조직등가기체의 충진압력은 2 ㎛ 조직등가직경을 모사

할 경우,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등가기체의 충진압력은 온도 21 ℃에

서 12.8 mmHg이고 이때 검출기내 충진된 기체의 질량은 16.66 ㎎ 이었다. 

계수 내 기체의 충진압력을 변화하여 다양한 직경을 갖는 조직의 미소

체 을 모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하여 다음의 계식이 이용된다. 

⎟
⎠
⎞

⎜
⎝
⎛ +

⋅⋅
⋅

⋅=
−

273
27376010][

4 T
d
dmmHgP

g

t

gas

t
gas ρ

ρ

Pgas : 충진기체압력, ρt : 인체조직의 도(1.0 g/cm3), ρgas : 조직등가기체

의 도(1.13 g/L), dt : 모사하고자 하는 조직의 직경(㎛), dg : 검출기 

cavity 직경(cm), 760 : 1기압(760 mmHg), 온도 : 섭씨온도 (℃)

     

 의 계식을 사용하여 측정조건별로 기체 충진압력을 다르게 하여 다

양한 크기의 모의 조직직경 (simulated tissue diameter)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표 2-13과 2-14에 구형  원통형 조직등가 비례계수 에 하여 모사

하고자 하는 조직등가 직경별 충진압력을 표시하 다.       

기체충진 이후 검출기내 압력변화를 측정한 결과 시간당 약 0.1 mmHg의 

내부 압력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부 공기의 유입 는 outgasing

의 효과로 단되며, 실제 교정용선원의 피크채  치를 측정 후에 확인

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출기 사용시간을 충진후 8시간에서 

12 시간의 기체안정화 시간 경과후 사용했을 경우 3 시간 이내는 피크의 

치가 변동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3차년도에 용기의 정도는 크게 개선

되어 24시간 이내에는 알  피크의 치변동이 1 ～ 2 채 에 불과하 다. 

이느 용기 덮개 고정용 나사의 수를 16개에서 24개로 늘리고 Viton ring 

지지홈을 개선함과 동시에 모든 연결단자의 부 를 고진공용 착제를 

사용하여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교정용으로 검출기 안에 설치한 241Am 알 선원의 지능을 계산하기 

하여 SPAR code를 사용하 다.[2.21] 평균에 지 4.8 MeV의 알 선에 하여 

계산된 선형에 지는 약 85 keV/㎛ 이었으며, 모사하고자 하는 조직등가 직

경의 변화 (1 ～ 3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값을 이용하

여 다 고분석기의 채 을 교정하 다. 그림 2-27이 SPAR code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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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에 지별 선형에 지 값이다.

표 2-13. TE 기체 충진압력표 (Propane, 도 : 1.948 g/L)

         (Table of pressure for filling of TE gas based on 

          propane.)  

조직등가길이
(㎛)

온도(℃)

원통형(직경  
높이 10 cm)

구형(내경 6 
cm)

torr (mmHg)

1

19 3.73 6.95

20 3.75 6.98

21 3.76 7.00

22 3.77 7.03

23 3.79 7.05

2

19 7.47 13.91

20 7.50 13.96

21 7.52 14.01

22 7.55 14.05

23 7.57 14.10

3

19 11.20 20.86

20 11.24 20.94

21 11.28 21.01

22 11.32 21.08

23 11.3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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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TE 기체 충진압력표 (Methane, 도 : 1.145 g/L)

         (Table of pressure for filling of TE gas based on 

          methane.) 

조직등가길이
(㎛)

온도(℃)

원통형(직경  
높이 10 cm)

구형(내경 6 
cm)

torr (mmHg)

1

19 6.35 11.83

20 6.38 11.87

21 6.40 11.91

22 6.42 11.95

23 6.44 11.99

2

19 12.71 23.67

20 12.75 23.95

21 12.80 23.83

22 12.84 23.91

23 12.88 23.99

3

19 19.06 35.50

20 19.13 35.62

21 19.19 35.74

22 19.26 35.86

23 19.32 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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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원통형 TEPC에 한 
241
Am 선원의 선형에 지.

           (Lineal energy of alpha source, 
241
Am, in the cylindrical 

            TE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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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년도에는 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메탄가스 외에 로  가스 

(C3H8)를 주요 성분으로 한 TE 기체를 제작하 다. 교정용 알 선원 (244Cm)

을 이용하여 TE 기체별 선형에 지 스펙트럼의 분해능을 비교한 결과  

로  TE 기체가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모든 측정에 로  TE 

기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2차 년도에 검출기 교정용 내장 선원으로 사

용하 던 알 선원인 
241Am (Eave. 5.795 MeV)을 244Cm (Eave. 5.476 MeV)

로 교체한 것은 검출기 교정시 
241Am 선원에서 방출되는 60 keV의 감마선의 

향을 없애기 함이었다. 내경 6.0 cm의 구형 TEPC에 하여 TE 기체로 

로  혼합 유기기체를 사용할 경우 교정용 선원에 한 선형에 지 값을 

계산하기 하여 년도와 동일하게 SPAR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그 결

과를 표 2-15와 그림 2-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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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구형 TEPC에 한 알 선원의 선형에 지 (keV/㎛).

         (Lineal energies of alpha sources for the spherical 

          TEPC.)   

TE 기체 교정선원
 조직등가직경(㎛)

(1) (2) (3)

Propane

244
Cm 81.7 81.7 81.7

241Am 85.1 85.1 85.1

Methane

244
Cm 81.7 81.8 81.7

241Am 85.0 85.0 85.0

         

그림 2-28. 구형 TEPC에 한 244Cm 선원의 선형에 지.

           (Lineal energy of 
244
Cm in the spherical TEPC.)

0 1 2 3 4 5 6 7 8 9 10

0

50

100

150

200

250

300
 

 

lin
ea

l e
ne

rg
y 

(k
eV

/µ
m

)

alpha energy (MeV)

Tissue equivalent diameter of
Spherical TEPC (ID : 6.0 cm)
[TE gas : propane, C3H8]
      1 µm
      2 µm
      3 µm



- 158 -

제작된 원통형 TEPC를 사용하여 교정용 기  선장인 252Cf 선장에 하

여  선형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이로부터 술한 방법에 따라 흡수

선량과 선질계수 등을 구하고 실용량인 선량당량을 구하 다. 표 2-16과 

2-17에 그 결과를 정리하 다. 

ICRU와 ICRP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형에 지와 선질계수의 계 (그림 

2-29)를 이용하여 
252Cf 선장에 한 선질계수를 평가한 바에 따르면 ICRU

의 것(Q=0.8 + 1.4*yD)이 ISO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에 가장 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30 ～ 2-32에 event size 분포, 선형에 지  선량 스

펙트럼을 나타내었다.

표 2-16. 252Cf 선원의 빈도평균  선량평균 선형에 지.

         (Frequency and dose mean lineal energy of 
252
Cf source.)

field
frequency-mean lineal energy,

yF (keV/㎛)
dose-mean lineal energy,

yD (keV/㎛)

n + gamma 15.0 55.8

n only 38.9 74.0

          그림 2-29. 선형에 지와 선질계수의 계

          (Relation between lineal energy and qual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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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선량당량  평균선질계수

         (Dose equivalent and average quality factor.)

H (μSv)
Quality factor
(neutron only)n + gamma  n only

ICRP-74 - 46.2 11.0(ISO8529)

ICRP-21, 51 - 39.7 -

ICRU-26, 
Q = 0.8 + 0.14*yD

63.0 58.1 11.2

ICRU-26, 

y=9L/8
42.0 39.1 7.5

ICRP-60
1) 85.0 81.8 15.7

ICRP-402) 95.3 90.6 17.4

1) Q = 1 (<10 keV/㎛), 0.32*L-2.2 (1 ～ 100 keV/㎛), 

  300/L
1/2 
(>100 keV/㎛)

2) Q = a/y[1-exp(-by2-cy3)], a : 5510  b : 5 x 10-5, c : 2 x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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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252
Cf 선원의 event size 분포.

                 (Event size distribution of  
252
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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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252Cf 선원의 선형에 지 분포.

            (Lineal energy distribution of  252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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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252
Cf 선원의 선량스펙트럼.

                 (Dose spectrum of 252C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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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성자선장 상호비교

TEPC가 장착된 휴 용 성자 측정기 (REM500)을 이용하여 미국 

PNNL과 비감속  감속 
252Cf 선원에 하여 선형 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

하고 선량특성자료를 비교하 다. 상호비교시험은 2000년 1월에서 5월까지 

양 기 의 성자 조사실에서 수행되었다. 측정당시 
252Cf 선원의 선량률은 

연구소가 2.0 mSv/h, PNNL이 8.3 mSv/h 으며, 충분한 계수자료 (45,000 

~ 145,000 counts)를 갖고 분석하 다.

REM500은 교정용 내장선원으로 
244
Cm (Eave. : 5.8 MeV)를 사용하고 있

으며, 제작사가 제공한 자료 (충진 압력 : 1.77 kPa, TE 기체 질량 : 3.54 

mg, 도 : 0.03182 g/L, 검출기 내부 부피 : 111.43 cm
3)에 의하면 조직등가 

직경 2 ㎛의 TEPC이다.
[2.23] 동 자료를 갖고 SPAR 로그램을 사용하여 충

진 TE 기체 내에서의 선형에 지 (lineal energy)을 계산하면 91 keV/㎛ 이

다. 충진 조직등가기체 내에서 교정용 알 선원(
244Cm)의 선형에 지 (lineal 

energy)는 91 keV/㎛ 로, 측정당시 92 채 에 peak가 치하 다. 이를 이용

하여 채 당 에 지 부여량을 결정하면 2 ㎛의 조직등가 직경에 1.98 keV 

(91 keV/㎛ x 2 ㎛ ÷ 92 ch = 1.98 keV/ch)이다. 채 번호와 선형에 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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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의 계식, [y=ε/l=1.98*ch/(2d/3)] 에 따라 피크채  92는 약 136 

keV/㎛ 에 해당하는 선형에 지를 갖는다. 따라서 256 채 의 내장 MCA 기

능이 있는 REM500은 이론 으로 최  378 keV/㎛의 선형 에 지를 갖는 

하 입자까지 측정할 수 있다.

제작사에 의하여 REM500의 측정하한 선형에 지는 5 채 에 해당하는 

7.4 keV/㎛ 이며  LET 방사선인 감마선의 LET 범 가 10 keV/㎛ 이기 

때문에 략 10 채 이하에서 감마선에 의한 향을 상할 수 있다. 성자 

조사환경에서 REM500에 한 감마선의 기여분을 제하고 성자만의 선형에

지 기여분만을 구하기 하여 
137Cs 선원을 이용하여 REM500의 감마선 

반응도를 결정하 다. 측정자료는 비교 상 성자선원의 측정일자와 선원의 

강도 등의 차이를 보정하기 하여 정규화된 자료를 사용하 다. 

측정결과 조사실 규모가 비교  소형인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비감속 성

자 선장이 산란 성자의 기여분에 따라 약 3.4 % 낮은 빈도평균 선형에 지, 

yF (freguency-mean lineal energy)를 보 으며, 수감속 선장의 경우 1 % 

이내의 차이를 보 다. 표 2-18과 그림 2-33 ～ 2-36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

다.

수감속 선장의 경우 비감속선원에 비하여 낮은 에 지의 성자가 많기 

때문에 REM500이 갖는 상 으로 낮은 반응도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평균 선질계수의 경우 두 선원 공히 1.5 % 이내의 차이만을 보여주었다. 선

량평균 선형에 지, yD (dose-mean lineal energy)의 경우 그 차이는 1.4 %

다.

 

표 2-18. 교정용 성자선장 상호비교결과.

         (Result of intercomparison for neutron calibration fields.)  

선원 기 yF (keV/㎛) yD (keV/㎛) Qave.

비감속 

Cf-252

KAERI 39.4 63.6 9.7

PNNL 40.7 64.1 9.8

수감속 

Cf-252

KAERI 39.4 63.3 9.6

PNNL 39.2 62.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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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정규화된 MCA 채 별 계수값.

                   (Normalized counts per the channel of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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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선형에 지별 event 분포.

                    (Event distribution with line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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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선형에 지 스펙트럼.

                          (Lineal energ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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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선형에 지로 표 된 선량분포.

                      (Dose spectrum expressed by line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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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정용 성자선장의 선질특성 결정

조직등가 비례계수  (TEPC)을 이용하여 1차 년도에 제작한 교정용 기  

성자장의 선질특성을 결정하 다. 상용 TEPC인 REM500을 이용하여 기  

선장을 측정하고 선형에 지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련 마이크로도시메트리 

자료를 생산하여 성자장의 특성자료를 확보하 다. 상용 TEPC인 REM500

의 경우 고방사선장에서 내장 주증폭기의 펄스형성  ADC의 자료처리능력 

한계로 인한 펄스 첩(pile-up) 상이 나타난다. 한 감마선 기여분을 제거

하기 하여 설정한 분별기 (discriminator)의 불완 한 동작으로 MCA의 하

부 채 에 펄스 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하여 교정용 성자

선장 각각에 하여 감마선량률을 측정하고 이와 동일한 감마선장 (137Cs)에

서 REM500의 감마선에 한 반응도를 측정하여 이를 각각 보정해 주었다.

그림 2-37과 2-38이 REM500의 감마선반응도와 선량률 의존성 자료이다. 

그림 2-39 ～ 2-41이 교정용 성자장 10종에 하여 결정된 실험  마이

크로도시메트리 자료이며 이를 표 2-19에 정리하 다. 

TEPC의 반응도는 교정용 산란 성자장의 평균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상이다. TEPC는 일반

으로 고에 지 성자에 하여 과 반응하고 에 지 성자에 과소반

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7,2.24] 성자선량을 측정함에 있어 검출기내 입

사한 에 지 성자가 (n,γ) 반응에 의하여 감마선이 생성되기 때문에 마

치 성자에 의한 선량이 아닌 감마선량으로 간주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표 30에 의하면 빈도평균 선형에 지 (yF)는 성자장을 평가하는 특성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에 지 스펙트럼 측정의 경우와 같이 성자장의 에

지특성을 단할 수 있는데 yF 가 클 경우 성자장의 평균에 지는 작다. 

재 권고되고 있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선질계수의 

경우, ICRU36의 것을 사용한 것이 가장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ISO8529

에서 평가된 값은 252Cf, [A], 의 경우 11이며, AmBe, [J], 의 경우 8이다.[2.22]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0.2 MeV ~ 5 MeV 의 성자에 하여 선질계수 

(Q)와 선량평균 선형에 지 (yD, dose mean lineal energy)간의 계식 ; Q 

= 0.8 + 0.14yD 이 성자 최 선량당량 (maximum dose equivalent)과 잘 

일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측정의 경우 ISO8529-3의 선량환산인

자를 사용하여 성자장 [A]의 경우에 하여 그 값 (450μSv)을 비교했을 

때 연구소 보유 BS로 측정/평가한 선량당량 (532μSv)로 약 18 % 큰 값으

로 평가되었다. 이는 성자 조사실내 구조물 특성에 따른 산란 성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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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술한 바와 같이 REM500의 경우 제작사에 의하여 7.4 keV/㎛ 이하의 

선형에 지를 갖는  감마선에 의한 흡수선량을 측정할 수 없다. 그림 2-42의 

경우 제작된 TEPC를 이용하여 교정용 선장  하나인 [A]의경우에 하여 

측정된 선형에 지 스펙트럼 자료로부터 감마선과 성자에 의한 흡수선량

을 각각 분리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감마선의 선형에 지는 약 

15 keV/㎛ 까지 이르고 있으며, 각 그래 의 면 이 해당 방사선에 의한 조

작흡수선량이 된다. 결정된 흡수선량자료로부터 기  선장 [A]의 경우 성

자 흡수선량 (5.20μGy)에 한 감마선 흡수선량 (2.02μGy)의 비율이 38.8 

%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7. REM500의 137Cs 감마선반응도 (counts/mSv).

           (Gamma radiation response of the REM500 to 
137
Cs : 

            Response was processed to counts/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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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REM500의 감마선량률 의존성.

         (Gamma dose rate dependence of the REM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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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10종의 산란 성자장에 한 Event size 분포.      

  (Event size distribution with lineal energy for 

           10 kinds of SN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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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산란 성자장 10종의 선형에 지 스펙트럼.

           (Lineal energy spectra for ten kinds of SN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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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산란 성자장 10종의 선량 스펙트럼.

           (Dose spectra for the ten kinds of SN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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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산란 성자장의 미시선량학  자료. 

         (Summary of dosimetric parameter determined for the  scattered 

         neutron calibration fields.)

Field
Item

[A] [B] [C] [D] [E] [F] [G] [H] [I] [J]

Average energy 
(MeV)

1.282 0.444 0.532 0.692 0.282 0.461 0.205 0.171 0.184 3.436

Dose equivalent 

(mSv)
1) 532 462 562 540 595 424 476 650 483 263

Fluence (102) 16,259 38,802 27,132 33,527 63,099 38,122 66,199 71,232 64,183 8,256

Counts 15,509 12,660 11,978 12,981 11,797 10,150 9,179 10,473 9,675 10,753

Response 
(counts/mSv)

29.15 27.43 21.31 24.05 19384 23.95 19.28 16.11 20.05 40.82

Sensitivity 
(counts/neutron)

9.54 3.54 4.41 3.87 1.87 2.66 1.39 1.47 1.51 13.0

yF (keV/mm) 39.0 38.0 45.1 38.4 40.6 36.8 39.7 41.9 37.9 29.4

yD (keV/mm) 65.3 64.2 69.1 64.3 65.0 63.9 65.3 65.6 63.0 61.6

Absorbed dose 

(mGy)
2) 37.7 29.9 33.6 31.0 29.8 23.3 22.7 27.3 22.9 19.78

Q 
(0.8 + 0.14 yD)

9.9 9.8 10.5 9.8 9.9 9.7 9.9 10.0 9.6 9.4

Q ( y = L) 8.0 7.9 8.5 7.9 8.1 7.8 8.0 8.2 7.8 7.1

Q (y = 9L/8) 7.2 7.1 7.7 7.2 7.3 7.1 7.2 7.4 7.1 6.6

DE ratio 3) 
(REM500/BS)

0.702 0.634 0.630 0.563 0.496 0.533 0.472 0.420 0.455 0.704

1) Dose equivalent determined by a BS
2) Absorbed dose determined by the REM-500
3) Ratio of dose equivqlent determined by the REM-500 and a BS



- 170 -

그림 2-42. 원통형 TEPC로 측정된 성자장 [A]의 감마  성자 

           선량스펙트럼.

           (Gamma and neutron dose distribution for the neutron 

            field of [A] measured by the cylindrical T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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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형 TEPC의 성능시험

년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작된 구형 TEPC를 이용하여 연구소 보유 

교정용 기  선장(비감속  수감속구 252Cf 선원)을 이용하여 반응도 자료

생산을 한 측정시험을 하 다. 유효 검출체 이 원통형의 1/7 임을 감안하

여 측정지 을 기존의 100 cm에서 50 cm로 변경하여 선량률을 약 4배 증가

시켜 조사하 다.

ISO8529-3에 의한 선량환산인자를 이용하여[2.25] 결정한 기  선량과 측정

값을 비교한 결과 ± 10 % 정도, ICRP21의 자료를 사용한[2.26] 결과 1 % ～ 

26 % 정도의 차이를 보 다. 비감속 선원의 경우 기  선량과 별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있으나 수감속구 선원의 경우 약간 과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

다. 수감속구 선원의 경우 측정거리가 선원의 크기에 비하여 상 으로 

짧기 때문에 기하학  오류가 개입된 것으로 단된다. 이는 직경이 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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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사용하여 구형검출기를 교정할 때 발견되는 상으로 어도 100 cm 

이상의 거리에 TEPC를 치시키고 측정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동 자료

를 이용하면 교정인자는 고에 지 성자에 하여 1.1을 에 지 성자 

가 많은 경우의 선장에 하여 0.9를 용하게 된다. 표 2-20과 2-21에 그 

결과를 정리하 으며, 그림 2-43과 2-44에 선형에 지  선량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그림 2-45와 2-46은 감마선원에 한 구형 TEPC의 반응도 자료

로 고  감마선량률의 환경에서 측정할 경우 일 첩 상을 보정하기 

하여  생산한 것으로, 복수 gain mode (10 x 4.0과 400 x 2.0)에 하여 

확보한 감마선량률 의존성자료이다. 

표 2-20. 252Cf 성자장 선질특성자료

         (Radiation quality of the neutron field of 
252
Cf source)

lineal energy (keV/㎛) 
ICRP21, 51 ISO8529-3

0.13 ~ 2413 > 10

Frequency mean 
lineal energy, yF 
(keV/㎛)

30.8 29.1 - -

Dose mean 
lineal energy, yD 
(keV/㎛)

56 58.8 - -

Absorbed dose 
(mrad)

9.55 9.03 - -

Dose equivalent 
(mrem)

82.57 81.59 80.4 91

Quality factor 8.6 9.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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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수 감속구 252Cf 성자장 선질특성자료

         (Radiation quality of the neutron field of D2O moderated 

          
252
Cf source)

Lineal energy (keV/㎛) 
ICRP21, 51 ISO8529-3

0.13 ~ 2413 > 10

Frequency mean 
lineal energy, yF 
(keV/㎛)

23.6 20.6 - -

Dose mean 
lineal energy, yD 
(keV/㎛)

51.5 57.7 - -

Absorbed dose 
(mrad)

2.84 2.49 - -

Dose equivalent 
(mrem)

22.76 22.10 17.5 20.2

Quality factor 8.0 8.9 10 -

그림 2-43. 비감속  수감속 
252
Cf 선원의 선형에 지 스펙트럼.

           (Lineal energy spectrum of bare and D2O moderated 

            252Cf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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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비감속  수감속 
252
Cf 선원의 선량 스펙트럼.

         (Dose spectrum of bare and D2O moderated 
252Cf sources.) 

10 100 1000

100

101

102

 

 

yD
(y

)

lineal energy, y (keV/µm )

 252Cf
 D2O mod. 252Cf

그림 2-45. 구형 TEPC의 감마선량률 의존성 (gain : 10 x 4.0).

           (Dependence of gamma dose rate for the spherical 

            TEPC at the relative gain of 40, 10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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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구형 TEPC의 감마선량률 의존성 (gain : 400 x 2.0).

           (Dependence of gamma dose rate for the spherical 

            TEPC at the relative gain of 800, 400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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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작된 TEPC의 성능비교

교정선장 [A]를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여 제작된 두 종류 TEPC와 상용 

제품인 REM500의 성능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원통형 TEPC가 검출기 유효

체  비 13% 정도 그리고 구형의 경우가 50 % 이상 우수한 반응도를 갖

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구형 TEPC의 경우 측정방식이 복수 gain 

mode이고 측정지 이 선원으로부터 50 cm인 을 감안하면 직 인 비교

보다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표 2-20에 제작된 TEPC와 

REM500의 반응특성  사양을 정리하 다.

     

표 2-22. 교정선장[A]에 한 제작된 TEPC와 REM500의 반응도  제작사양 

         비교 자료

         (Comparison of response to the neutron calibration field, [A], and 

          specification between the TEPC manufactured and the REM500.

                        TEPC

    Item

KAERI 
TEPC(01)

KAERI 
TEPC(02)

2)

REM-500 
(FWT, 
USA)

Delivered dose equivalent 

(μSv)
1)

Counts measured

Response (counts/μSv)

yF (keV/㎛)

yD (keV/㎛)

Quality factor 

57.8

10,468

181.11

38.9

74

11.2

910

42,305

46.49

30.8

59

9.0

532

15,509

29.15

39

65.3

9.9

Effective volume (㎤)

Mass of TE gas (mg)

Geometry  

Tissue equivalent gas
(base material)

Simulated tissue diameter (㎛)

785.4

16.66

Cylindrical
(ID : 10, 
L : 10 cm)

Methane

2

113.1

3.77

Spherical
(ID : 6 cm)

Propane

2

111.4

3.54

Spherical
(ID : 5.72 
cm)

Propane

2

1) Dose equivalent was determined using the fluence to dose 
   equivalent of ISO8529-3.
2) KAERI TEPC(02) was implemented under two gain mod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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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에 지 성자장 선질특성자료 생산

제작된 구형 TEPC를 사용하여 포항 방사  가속기 시설에서 핵반응에 

의한 생성된 성자장을 측정하 다.

제작된 구형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이용하여 고에 지 입자빔 사용시설

에서 성자선량의 측정  평가를 하기 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복수 gain 

mode (10 x 4.0, 400 x 2.0) 장 측정시스템을 운 하 다. 국내에서 유일하

게 비교  높은 에 지 (> 100 MeV)의 성자 선원항이 존재하는 포항 방

사  가속기 연구소의 2.5 GeV 자선에 의한 성자장을 측정 상으로 하

다. 그림 2-47에 자선의 진행방향, 표 핵자  측정 치 등을 나타냈

다. 

Pb Collimator

(Dia=15.48 cm,

t=22.5 cm)

Pb Collimator

(t=25 cm)

Concrete

Collimator

(Dia=15.8 cm)

Beam Current

Monitor

1.95m

n

0.91m

55mm Pb target

2.5 GeV

  e

Roof

Room

n 1.7m

0.67m

3.7m

2.2m

0.5m

그림 2-47. 납표 에 입사된 2.5 GeV 자선에 의해 생성된 성자장 

           측정 치 (○ 표식) 

           (Measurement position of photoneutron field produced 

            from thick Pb target bombarded by 2.5 GeV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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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지 자선을 원소 표 핵자에 조사시키면 제동복사선에 의한 다

량의 감마선과 핵반응에 의한 연속 에 지 스펙트럼을 갖는 성자가 생

성된다.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포항가속기의 2.04 GeV의 자선과 5.5 cm 

두께의 납표 을 이용하여 빔 진행방향의 90도에서 비행시간 (Time of 

Flight, TOF)측정법으로 측정한 성자 스펙트럼에는 50 MeV 이상 에 지

를 갖는 성자가 20 MeV 성자와 비교해서 약 1/10 정도의 생성률로 존

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48).[2.27] 

그림 2-48. 5.5 cm 두께 납에 2.04 Gev 자선을 조사했을 때 빔진행 90

          도 방향에서 측정한 성자 그펙트럼.[2.27]

          (Measurement of neutron spectra toward 90 degrees from

          5.5 cm thick Pb target irradiated by 2.04 GeV electron)

자선 가속기를 이용하여 성자를 생성할 경우 표 핵내 자선에 의한 

제동복사선에 따른 에 지의 감마선이 다량 방출되기 때문에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감마선의 기여분을 분석하기 하여 차폐체 (두께 5, 10, 15, 

17.5 cm 의 납 )를 사용하여 감마선을 감쇄시켜 가며 측정하 다. 표 2-21

에 측정 당시 감마선량률, 계수율 등을 나타냈으며, 이 때의 감마선량률은 

리함이 내장된 감마서베이미터(Victoreen 450p)로 측정했다. 측정결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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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에 지 감마선을 차폐하지 않을 경우 펄스의 

첩 상이 두드러져 실제 존재하지 않는 큰 선형에 지를 갖는 입자가 검

출기내 생성된 것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납차폐체가 없을 경우 채 번호 

250 근처에서 측정된 펄스는 형 인 감마선 신호의 펄스 첩에 의한 것이

다. event size 분포를 볼 때 어도 15 cm 이상 두께의 납을 사용해야 감마

선에 의한 연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경우 성자 역시 

감쇄될 수 있으나 그 향은 에 지 감마선의 경우에 비하여 미미할 것이

고 오히려 고에 지 성자와 납으로 부터 (n, xn) 반응이 일어나 이로 인한 

성자 증배효과가 상된다. 

REM500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했을 경우 펄스 첩 상은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2-50에서와 같이 특히 납차폐체가 없을 경우 마

치 단일 선형에 지 피크가 존재하는 듯한 불연속정인 날카로운 피크를 볼 

수 있다. REM500 측정 스펙트럼  하  채 에 해당하는 펄스가 없는 것은 

설정된 감마선 discriminator에 의해 7.4 keV/μm 이하의 선형에 지를 갖는 

감마선은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 인 경향은 구형 TEPC의 경우와 

동일하며 계수율은 10 cps 정도로 자빔의 반복률과 거의 일치한다. 참고로 

포항가속기의 자빔은 폭 (beam duration time)이 1 nsec이고 반복률(beam 

repetition rate)이 10 Hz로 운 되고 있다. 이는 다량의 자선에 의해 생성

된 제동복사선이 동시에 검출기에 입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즉 

검출기의 시간분해능의 한계로 입사 빔을 계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고입자선속의 방사선장 특히 펄스형 빔을 측정할 때 측정

시스템의 시간분해능이 이를 따르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와 우연효과에 의한 

것이다. 본 측정의 경우 별도로 구형 TEPC를 감마선량률에 따라 반응도를 

측정하고 측정 당시의 선량률에 따라 보정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완벽

하게 효과를 볼 수는 없었기에  시 에서 납차폐체를 사용하여 에 지 

감마선을 차폐했을 경우의 선장측정자료만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2-51과 2-52에 동 자료를 갖고 도출한 선형에 지  선량 스펙트

럼을 나타냈으며, 표 2-22과 2-23에 선질특성자료를 정리하 다.       

향후 방사선방호 목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마선 기여분  성자 선

량당량의 정량화, 에 지 스펙트럼 자료를 활용한 결과의 비교분석 등을 

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3단계 연구기간에도 계속하여 고에 지 성장의 

정량화를 한 연구와 일련의 측정실험이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역 성자 

스펙트로메트리 시스템을 장에 용하여 기존의 TOF 기법에 의해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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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과의 비교가 이루어 질 것이다. 최종 으로 2단계 연구기간에 확립

한 성자 dose spectrometry 기법과 3단계에 추진할 fluence spectro- 

metry 기법의 구축을 통하여 고에 지 성자장 정량화기술을 완성하고자 

한다. 동 기법들의 결과물인 선량과 입자선속 에 지 스펙트럼은 재 국내

에서 운 되고 있거나 향후 건설될 고에 지 입자가속기 시설의 성자선원

에 한 사용자 이용자료  방사선방호 련 자료의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표 2-23. 2.5 GeV 자선에 의한 성자장 측정시 감마선량률  

         계수율

         (Gamma exposure rate and count rate at the measurement 

          of photoneutron field generated by 2.5 GeV electron) 

Pb thickness
(cm)

Gamma 
exposure rate 
(mR/h)

Count rate at 
the gain 40 
(count/s)

 Count rate 
at the gain 
800 (count/s)

Measurement 
time (s)

0 375 136.4 11.9 600

5 42 157.6 33.3 600

10 12.5 318.6 434.4 600

15 2.9 269.8 322.6 600

17.5 1.4 259.4 259.2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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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납차페체 두께변화에 따라 구형 TEPC로 측정한 채

           당 계수자료

          (Spectra measured by the spherical TEPC with the  

   variation of Pb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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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납차페체 두께변화에 따라 REM500으로 측정한 채 
           당 계수자료

          (Spectra measured by the REM500 with the variation 

           of Pb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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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감마선 차폐용 납두께 변화에 따라 측정된    

           성자장의 선형 에 지 스펙트럼 
            (Lineal energy spectrum with the variation of  

             Pb thickness for gamma radiation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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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감마선 차폐용 납두께 변화에 따라 측정된 성자

           장의 선량 스펙트럼 

           (Dose spectrum with the variation of Pb 

            thickness for gamma radiation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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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2.5 GeV 자선과 thick Pb 표 으로 생성한 성자장 선질

         특성자료(1)

         (Radiation quality of neutron field generated from 

          thick Pb target irradiated by 2.5 GeV electron-I)

Pb 
thickness
(cm)

whole interval of lineal energy (0.13 ~ 2413 keV/㎛)

yF 
(keV/㎛)

yD 
(keV/㎛)

absorbed 
dose rate 
(mrad/h)

dose 
equivalent 
rate 

(mrem/h)

quality 
factor

0 57.2 351.8 167.4 8,380 50.1

5 23.8 33.7 8.76 48.2 5.5

10 15.9 30.3 242.4 1,223 5.0

15 15.8 25.8 189 833 4.4

17.5 16.4 25.6 172 75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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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2.5 GeV 자선과 thick Pb 표 으로 생성한 성자장 선질

         특성자료(2)

          (Radiation quality of neutron field generated from thick 

           Pb target irradiated by 2.5 GeV electron-II)

Pb 
thickness
(cm)

lineal energy above 10 keV/㎛

yF 
(keV/㎛)

yD 
(keV/㎛)

absorbed 
dose rate 
(mrad/h)

dose 
equivalent 
rate 

(mrem/h)

quality 
factor

0 56.9 353.8 166 8,376 50.3

5 23.0 34.6 84.6 478 5.6

10 12.0 37.9 182 1,115 6.1

15 12.2 31.4 146 757 5.2

17.5 13.1 30.3 137 69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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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목표 달성도

(%)

 ICRP 66 호흡기 

 모델 해석체계 구축

에어로졸의 흡입 섭취시 호흡기 침착량 계

산체계 구축(흡입 섭취시 각 장기에서의 

섭취량 분율 계산을 한 입력자료) 

100

 ICRP 소화기 모델, 

 동역학  모델해석 

  자료의 DB화

경구  흡입섭취시 각 장기에서의 섭취량 

분율 계산을 한 입력자료
100

 섭취량분율 계산체계

 구축  자료 DB화

산코드에 사용되는 방사성핵종에 

한 섭취량 분율 자료
100

 섭취량  탁유효

 선량 계산법 확립  

산코드에 사용되는 섭취량  탁유효

선량 계산식
100

 내부피폭선량 계산

 산코드 개발, 검증

섭취량  탁유효선량 계산 산코드, 

BIDAS (BIoassay Data Analysis Soft- 

ware)

100

 교정용 선장제작  

 선질 평가

교정용 산란 성자장 10종 제작  평가 

(
252
Cf, D2O mod. 

252
Cf, AmBe)

  성자측정기 에 지반응도 자료생산 

 감마선장 구축  교정자료

생산 (
226
Ra, 

137
Cs )

100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이용한 성자

선량평가기술 확립

 조직등가비례계수  제작  특성평가

 성자 교정선장 선량당량평가, 

 성자장 상호비교, 장 측정시스템 구축

 기  선장  입자가속기시설 성자장 

 선질평가

10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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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1. 내부피폭선량평가기술개발

가. 경제  측면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의 지속 인 증가로 재 

세계 상 권의 원자력 국이다. 이로 인하여 국제  상에 맞는 방사선방

호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방사선방호기술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는 내부피폭선량평가기술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내부피폭을 정량화 하

는데 사용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 인 발 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한 내부피폭선량 계산 산코드는 외국에서 코드 도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 사회  측면 

  원자력산업에 한 사회  항의 기 는 방사선으로부터의 험이다. 따

라서 방사선 험의 실체와 국민의 사회·문화  인식간의 격차를 좁히자면, 

방사선방호 련 이슈의 기술  제반요소에 한 확인  해결능력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에서 내부피폭선량평가기술은 방사선으로부터의 불안

에 한 기술  확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다. 기술  측면

  내부피폭선량은 국제방사선방호 원 간행물 30  26에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것을 체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국제방

사선방호 원회 간행물 60  66에서 제시되었다. 국내의 경우 생체동역학  

모델과 선량계산학  모델의 난이성  복잡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  사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념정립도 하지 못한 실

정이다. 이러한 기술  취약상태에서 외부피폭선량과 내부피폭선량을 합산하

는 법  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내부피

폭선량 계산 산코드는 산업계 등에서 내부피폭에 한 개인 감시 로그램

의 설계  이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내부피폭선량 평가능력을 획

기 으로 진일보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가. 경제  측면

흡수선량측정용 조직등가 비례계수 은 이온 리함 는 GM 계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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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자회로부가 없는 독립 인 검출기이다. 어도 조직등가 비례계수

은 국내 제작이 가능하므로 측정목 에 맞게 한 검출기를 자체 제작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정기 으로 방사선 측정기를 기  선장에서 교정해야 하

는 을 감안하면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교정용 선장의 경제성은 이미 

입증된 셈이다.

나. 사회  측면 

원자력  방사선 이용에 한 국민인식의 기 에는 방사선으로부터의 

험과 불확실성에 한 불안이 부분이다. 원자력/방사선에 한 Public 

Acceptance의 제고와 원자력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 을 도모하기 한 노

력의 일환이 정량 인 자료에 근거하여 방사선안 성을 홍보하는 것이다.  

다. 기술  측면

성자를 비롯하여 미지의 혼합선장에서도 선량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으므로 성자 도시메트리 분야의 한 지평을 열었다. 조직등가 비례

계수 을 자체 제작하고 인체조직 흡수선량의 직  측정과 선형에 지 측정

을 통한 방사선질의 평가로 실용량인 선량당량을 유도하는 차를 확립하

다. 이는 다양한 에 지 스펙트럼을 갖는 장 성자장의 정량화를 한 기

술로  향후 국내 성자장 DB 구축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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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내부피폭선량평가기술개발

  본 연구에서는 국제방사선방호 원회의 간행물 66 호흡기 모델과 국제방

사선방호 원회의 최근 동역학  모델을 사용하여 내부피폭선량을 계산할 

수 있는 user-friendly한 PC용 산코드를 개발하 으며, 이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상품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코드를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시키기 해서는 코드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코드의 신뢰성을 자체

으로 확인한 바가 있으나, 국제기 과의 상호비교  장시험을 통한 검증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 본 코드를 상품

화할 계획이다. 

나. 국가  산업체 기술이

  코드가 상품화되면 국가  산업체에서 코드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한 세부기술의 이   

교육도 함께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끝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코드는 각 분야에서 다음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크게 활용될 것이 

상된다.

  -산업계 등에서 내부피폭에 한 개인 감시 로그램의 설계  이행

  -방사성의약품의 인체 투여시 장기  조직별 선량계산

  -내부피폭방사선량의 평가  기록의 법  제도화에 따른 산업계 등의 

   애로기술 해결과 평가결과의 신뢰도 확보

2. 외부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교정용 기  방사선장은 개인선량계  성자 측정기의 교정에 사용이 

가능하며,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이용한 성자 선량당량 평가기술은 미지

의 혼합 방사선장에서 성자선량을 효과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즉

시 장 용이 가능하다. 특히 검출기 외형제작용 속주형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추가 제작이 가능하며 제작  사용 련 기술을 확보

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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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측정기 교정용 기  방사선장은 국가 교정기술 체제구축에 필요한 

선장으로 지속 으로 활용됨은 물론 차기 연구단계를 통하여 마련될 국내 

성자장 DB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고에 지 입자가속기 시설에서 발생하

는 성자선장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조직등가 비례계수 을 이용한 

성자 선량평가기술 (dose spectrometry)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

은 다음 단계에 추진될 고에 지 성자장 정량화기술을 통하여 확립될  

fluence spectrometry 기법과 더불어 국내 성자장 평가용 장자료의 구축

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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