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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국내에서 높은 에 지의 입자가속기는 포항방사

가속기가 유일하지만  세계 으로 많은 고에 지 

입자가속기들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입자가속기시설에서는 원자로 주변이나 동

원소등에서 나타나는 성자보다 높은 에 지의 성

자 선장을 할 수 있다. 부분의 경우는 충분한 차

폐를 통해서 차폐벽 외부에서 발견되는 성자 선장

의 에 지분포는 낮아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는 

특정한 조건에서 가속된 입자의 높은 에 지에 연

된 높은 에 지의 성자환경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높은 에 지 성자를 정확히 측정하기 

한 성자 감시기의 교정은 방사선방어 에서 요

한 주제일 뿐아니라 이러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작업

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개인피폭선량계가 고에 지 

성자선장에 의한 피폭선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 

가는 더욱 요한 문제이다.  일반 으로 입자가속기

의 성자 선장을 고려하여  세계의 각 시설에서 

사용되는 성자용 개인피폭선량계는 입자궤 측정을 

이용하는  track detector, CR-39가 주를 이룬다. 한

편 기존의 TLD 등을 사용하는 선량계는 역시 Li-6를 

이용하고 있다. 

포항방사 가속기의 주변에 나타나는 성자 선장

은 1 MeV이하 성자  열 성자 등이 부분이다. 

포항가소기연구소는 2008년이후 Landauer 사에서 

자극선량계(OSL)과 CR-39을 개인피폭선량계로 사용

하기 한 비를 하던  2009년엔 새로 개발된 Li-6

기반의 Landauer사의 성자 측정 겸용 OSL 선량계

를 개인피폭선량계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경우이지만 높은 에 지의 성자 선장에 

해서 재 용하고 있는 OSL 선량계가 어떤 정도로 

반응하는지를 평가하기 해서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LANL)에서 실시하는 반응도 

비교실험 연구에 참여를 하 으면 그 결과를 본 논문

에서 소개한다.

 성능비교실험

본 성능비교실험은 LANL의 LANSCE/WNR 시설

을 이용하 다. LANSCE(Los Alamos Neutron 

Science Center)의 양성자빔의 에 지는 800 MeV이

며 실험시설 에 하나인 WNR(Weapons Neutron 

Research facility)에 성자 빔소사를 실시하 다.

성능비교실험에 참여한 기 은 미국의 4개기 과 

일본 KEK, 한국 PAL, 이 게 6개 기 이었고 선량

계의 특성상 PAL의 OSL 선량계는 조사각도에 따른 

반응도를 평가하기 해 조사각도를 달리하는 실험이 

추가되었다. 참여한 기 의 정보는 표1과 같다. F로 

표시된 시설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다. 

800 MeV양성자를 표 에 조사하여 생성한 성자 

선장에 한 반응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LANL이 보유한 AmBe 선원을 이용하여 반응도 검 

한 보완 으로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여기서 A의 경우는 자체 AmBe의 교정변수를 이용하

여 피폭선량을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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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HTO 

concentrations in air moisture

Table 2.  1 mSv Hp(10,0)slab AmBe exposure at 

LANL neutron calibration facility

  여기서 사용된 WNR TOF용 4FP15L 빔라인에서 측

정된 성자 스펙트럼은 다음 그림과 같다. 10 cm Cu

와 폴리에틸 을 필터로 용하여 에 지 성자를 

일부 차단하 다. 성자 선속은 fission chamber(
238
U)

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20 MeV 이상은  TOF 측정

결과를 용하 다. 

Fig. 1.  WNR neutron spectrum at 90 m on 

4FP15L 

 결과  결론

  표 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AmBe 선원에 한 반응

도 차이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Li-6 기반의 OSL과 

CR-39의 track detector의 고에 지 성자에 한 반

응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NR 성자 스펙트럼을 이용한 결과 반응도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조사된 선량은 0.3에서 80 mSv에 

해당하는 정도로 (low, medium, high)로 구분하여 비

교하 다. OSL을 이용한 반응도 결과 A는 상 으로 

낮은 반응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Time courses of atmospheric HTO 

concentrations in the exposure box during 

each-time exposure.

  선량계의 반응도에 threshold effect 가 모든 선량계

에서 확인되었으며 높은 선량에서는 일정한 반응도를 

보 다. CR-39의 경우에는 약 1 mSv, OSL의 경우는 

10 mSv 정도에서 확인된다. 낮은 반응도로 인해 정확

하게 언 할 수 없지만 40, 60도 정도의 조사각도에서

는 70 mSv 정도까지 각도에 한 차이가 없었다.

  Li-6기반의 OSL을 이용한 개인피폭선량계를 고에

지 증성자 선장에 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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