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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가동 에 있는 MC50 싸이클

로트론은 p, d, 
3
He, 

4
He 등의 입자를 가속시킬 수 있

는 에 지 가변형의 가속기로 일반 으로 최  50 

MeV의 에 지를 갖는 양성자를 Be 표 과 충돌시켜 
9
Be(p, n)

9
B 핵반응에 의해 성자빔을 발생시킬 수 있

다. MC50 싸이클로트론은 1986년에 도입하여 사용 

에 있으며 재는 동 원소 생산과 가속기이용 기 과

학 분야의 연구를 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1, 2]  

ICRP Pub. 74에서 제공하는 성자선량환산인자는 

성자에 지에 따라 크게는 1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성자스펙트럼에 한 자료는 성자선량

평가에 있어 상당히 요하다.[3] 이러한 성자스펙트

럼은 성자선원의 유형이나 주변 차폐물  구조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C50 싸이클로트론 시설에서의 성자선량 평가를 수

행하기 하여 성자스펙트럼을 MCNPX 2.5.0 산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4] 

 재료  방법

본 연구에서는 MC50 싸이클로트론에서 가속된 양

성자가 Gantry에 장착된 Be 표 과 충돌하여 발생된 

성자스펙트럼을 계산하 다. MC50 싸이클로트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Gantry Room에 설치된 성자

빔장치(Isocentric Unit)의 Head와 Collimator를 각각 

모사하 으며 내부에 장착된 10.5mm 두께의 Be 표

과 Flattening Filter를 단순화시켜 모사하 다. 선원항

으로는 양성자를 Be 표  에서 수직방향으로 충돌시

켜 성자를 발생시키고 Collimator 밖에서의 성자스

펙트럼을 계산하 다. 이 때 양성자의 에 지는 실제 

MC50 싸이클로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20 MeV와 35 MeV를 각각 용하 다.   

성자선량 평가를 목 으로 인체 모형의 BOMAB 

흉부팬텀을 정면부와 후면부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20 

ml Vial을 부착시키고 각 Vial에서의 성자스펙트럼

을 계산하 다. 이때 BOMAB 팬텀과 Vial 내부는 물

(H2O)로 모사하 다. 본 연구에서 모사된 Gantry와 

BOMAB 흉부팬텀은 그림 1과 같다. 

Fig. 1.  MCNPX Simulation Result for Gantry in MC50 
Cyclotron and BOMAB Chest Phantom

ICRP Pub. 74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량환산인자의 

에 지에 따라 Tally 에 지 역을 설정하 으며, 각 

Vial내에서의 성자스펙트럼을 계산하기 하여 F4 

tally를 이용하 다. 각 역에서의 계산결과에 한 오

차는 20% 이내가 되도록 하 으며 이를 해 109개의 

history로 계산하 다. 2.83 GHz CPU의 팬티엄4 컴퓨

터를 기 으로 약 74시간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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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20 MeV와 35 MeV의 양성자에 하여 MCNPX 산

코드로 계산된 성자스펙트럼을 그림 2와 3에 각각 나

타내었다. 그림 2의 20 MeV 양성자의 경우 정면부의 

Vial에서는 0.025 eV 이하의 열 성자가 약 26.1%, 0.5 

MeV이상의 속 성자가 약 43.2%로 분포하고 있으며 후

면부의 Vial에서는 0.025 eV 이하의 열 성자가 약 

46.6%, 0.5 MeV 이상의 속 성자가 약 19.2%로 분포하

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때 BOMAB 흉부팬텀 내부의 

물에 의한 감속으로 후면부에서의 속 성자의 분포는 

감소하는 반면 열 성자 분포가 증가됨을 확인하 다. 

한 Vial 내부에서의 총 성자 루언스는 후면부에서 

정면부보다 약 3.2배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Fig. 2.  Neutron Spectra Produced by 9Be(p,n)9B Reaction 
with 20 MeV Proton

Fig. 3.  Neutron Spectra Produced by 9Be(p,n)9B Reaction 
with 35 MeV Proton

그림 3의 35 MeV 양성자의 경우 정면부의 Vial에서

는 0.025 eV 이하의 열 성자가 약 19.6%, 0.5 MeV이상

의 속 성자가 약 56.4%로 분포하고 있으며 후면부의 

Vial에서는 0.025 eV 이하의 열 성자가 약 35.3%, 0.5 

MeV 이상의 속 성자가 약 37.8%로 분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경우에도 후면부에서의 속 성자의 분포

는 감소하는 반면 열 성자 분포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 으나 그 감소폭과 증가폭은 20 MeV 양성자에서의 

값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ial 내부

에서의 총 성자 루언스는 후면부에서 정면부보다 약 

2.9배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CNPX 산코드를 이용하여 MC50 

싸이클로트론 시설내에서의 성자스펙트럼을 계산하

으며 성자스펙트럼의 에 지 분포에 해 분석하 다. 

몬테칼로 산코드를 이용하여 얻게 된 성자스펙트럼 

자료는 싸이클로트론 시설내에서의 성자선량 평가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자를 이용한 기 과학 

분야 실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보

구스펙트로미터(Bonner Sphere Spectrometer)나 비행시

간(Time of Flight) 측정법 등의 성자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계산결과에 한 검증과 비교분석 등의 추가 인 연

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1. J. S. Chai, et al., “Operation Experience of MC50 

Cyclotron, KIRAMS,” Proceedings of APAC, 

Gyeongju, Korea, 67-69(2004)

2. 엄근용 외, “MC50 싸이클로트론에서 생성되는 성

자선의 생물학  특성의 평가,” 한방사선종양학회

지, Vol24(4), 280-284(2006)

3. ICRP, “Conversion Coefficients for use in 

Radiological Protection against External Radiation,”  

ICRP Pub. 74, ISSN 0146-6453(1997)

4. LANL, “MCNPX
TM
 User's Manual, Version 2.5.0,” 

LA-CP-05-0369(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