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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방사선피폭환자 발생시 임상  증상을 측하고 

한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하여 환자가 받은 피폭선

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성자 

과피폭사고의 경우에는 작업자가 착용한 성자개인선

량계의 독 결과값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량계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선량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선

량계 독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추가 인 선량평가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AEA와 미국 ORNL에서는 

임계사고와 같은 성자피폭사고시 인체의 액시료에

서 방사화된 
24
Na를 이용하여 성자피폭선량을 평가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1, 2] 실제 일본의 도카이

무라 임계사고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3]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MC50 

싸이클로트론의 성자빔을 이용해 안정 Na의 방사화

분석법으로 성자피폭선량을 평가하고 OSLN을 이용

한 독결과와 비교하 다.   

 재료  방법

성자피폭선량은 액시료내 안정 Na에서 방사화

된 
24
Na의 비방사능(S.A.), 선량환산계수(DCF), 성자

포획확률(ξ)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계식은 아

래와 같다. 

 ×× ××

 × × ×
×

이 때 V는 인체부피, MNa는 안정 Na의 원자량, Σt

는 인체에 한 열 성자의 총흡수반응단면 , λ는 
24Na의 붕괴상수, σ는 안정 Na에 한 열 성자의 미

시  흡수반응단면 , Nav는 아보가드로수, S는 인체의 

성자조사면 을 각각 나타낸다.[1, 2] 

ICRP Pub. 74에서는 흡수선량과 유효선량, 주 선

량당량  개인선량당량에 한 성자선량환산계수를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를 성

자개인선량계인 OSLN 측정값과 비교하기 하여 개

인선량당량 환산계수를 용하여 계산하 다.[3] 선량

환산계수(DCF)는 MCNPX 산코드로 계산된 성자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각 치별로 산출하 다. 

Fig. 1.  Neutron Irradiation Experiment with BOMAB 
Chest Phantom in MC50 Cyclotron

그림 1과 같이 액내 Na 농도와 동일한 NaCl 용액

을 제조하여 10개의 20ml Vial에 옮겨 담고 BOMAB 

흉부팬텀의 정면부와 후면부에 각각 5개씩 OSNL과 

함께 부착후 MC50 싸이클로트론에서 20 MeV의 양성

자를 Be 표 에 조사하여 발생된 성자빔을 30분과 

60분 동안 각각 조사시켜 방사화된 24Na의 비방사능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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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인체의 성자포획확률(ξ)은 IAEA Technical Report

에서 제시하는 0.254를 용하 고, 성자조사를 통해 

방사화된 
24
Na의 비방사능 측정값과 성자스펙트럼을 

고려하여 산출한 선량환산계수(DCF)를 이용하여 계산

된 성자선량은 표 1과 같다. 

Sample 
Number

30 min Irradiation 60 min Irradiation

Specific 
Activity
(Bq/g)

DCF
(pSv·cm

2
)

Neutron 
Dose
(mSv)

Specific 
Activity
(Bq/g)

DCF
(pSv·cm

2
)

Neutron 
Dose
(mSv)

F001 5.82E+02 234.98 844.8 1.34E+03 234.98 1947.8

F002 8.38E+02 195.31 1012.1 1.47E+03 195.31 1776.9

F003 1.37E+03 180.41 1524.4 3.04E+03 180.41 3390.0

F004 7.54E+02 220.71 1028.0 1.91E+03 220.71 2606.8

F005 8.82E+02 217.54 1186.2 1.93E+03 217.54 2599.1

B001 1.04E+02 91.30 58.5 1.71E+02 91.30 96.3

B002 6.59E+01 105.61 43.0 1.72E+02 105.61 112.5

B003 9.25E+01 94.22 53.9 1.66E+02 94.22 96.8

B004 8.32E+01 105.60 54.3 2.11E+02 105.60 137.9

B005 9.06E+01 110.71 62.0 1.49E+02 110.71 102.1

Table 1.  Neutron Dose Calculation Results using Neutron 
Activation Analysis

계산된 성자선량은 정면부(F001~F005)가 후면부

(B001~B0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면부의 앙자리에 

치한 Vial에서 가장 높은 성자선량이 계산되었다. 

하지만 후면부에서는 앙자리에 치한 Vial보다 가장

자리에 치한 Vial에서 높은 성자선량으로 계산되었

으나 그 값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성

자조사시간에 비례하여 성자선량이 평가되는 것을 확

인하 다. 

Fig. 2.  Neutron Dose Estimation Results by Activation 
Analysis and OSLN

그림 2에서는 성자방사화 분석결과를 통해 계산된 

성자선량과 동일한 치에 미리 부착해둔 OSLN의 

독결과를 Vial 치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비교 결

과, 성자선량이 낮은 후면부에서의 성자선량이 비교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면부에서 

방사화분석을 통한 성자선량 값은 OSLN 독결과보

다 7.2~43.2% 과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화된 액내 
24
Na의 비방사능을 

이용하여 계산된 성자피폭선량을 OSLN의 독결과

와 비교하 다. 비교결과 1 Sv 미만의 성자선량구간

에서는 두 결과값이 비교  잘 일치하고 있으며 1 Sv 이

상의 성자선량에 해서는 방사화분석을 통한 성자

선량 평가결과가 최  43.2%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하지만 개인선량계 독이 불가능한 비상상황

에서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성자선량 평가결과는 개인

선량값으로 체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에는 염색체변이분석을 통한 생물학  선량평가법

이나 주변구조물을 이용한 회구  선량평가법 등을 이

용한 추가 비교연구를 통해 성자선량평가결과에 한 

신뢰성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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