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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PX를 이용한 양성자 가속기 시설 방사선 차폐 평가

Radiation shielding analysis of proton accelerator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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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몬테칼로 기법을 이용한 차폐 평가 시 부분의 입

자들은 수송과정에서 평가지 에 도달하지 못하고 두

꺼운 차폐벽 안에서 소멸된다. 따라서 낮은 오차범

를 갖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일반 으

로 상당히 많은 계산시간이 요구되며 이는 양성자 가

속기 시설과 같은 형 구조물인 경우에 더욱 심각하

다. 본 연구에서는 MCNPX 범용 몬테칼로 산모사 

코드를 사용한 양성자 가속기 시설 방사선 차폐 평가

에 있어서 계산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

법들을 연구하 으며, 시 계산으로서 일본 SHI 

(Sumitomo Heavy Industries, Ltd.) 사의 230 MeV

 양성자 가속기 사용시설에 하여 차폐 계산을 수

행하고 그 결과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재료  방법   

MCNPX를 이용한 양성자 가속기 시설 차폐계산의 

경우 F4 Tally (track length estimator)를 이용하여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는 계산 결과를 얻기 해서는 

일반 으로 막 한 계산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geometry splitting  Russian 

roulette을 통한 분산감소기법(variance reduction 

technique)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양성자 가

속기 시설과 같은 복잡한 구조물에 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

기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산모사에서 통

계  해석  일부을 결정론  해석으로 체하여 계

산하는 방법인 F5 Tally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는 F5 Tally와 F4 Tally를 이용하여 차폐평가 

지 에서의 선량을 계산하고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양성자를 기입자로 사용하여 체 차폐계산을 수

행하면 매우 오랜 계산시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는 230 MeV 양성자를 표 체에 충돌시켜 발생되는 

모든 성자의 에 지  방향 정보를 PTRAC 일

을 통해 획득하여 분석한 후 모든 방향에 한 에

지 분포를 SI, SP, DS 카드를 이용하여 parameterize

d 된 형태로 입력하는 방법을 시도하여 보았다. 

일반 으로 기하학  구조 모델링 방법에 따라서도 

몬테칼로 산모사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입자수

송 과정에서는 입자와 이를 포함하는 셀(cell)의 면

(surface)들과 이루는 최소거리를 찾기 해 모든 면

과의 거리 계산과정이 반복 수행된다. 따라서 복잡한 

기하학  구조를 가진 콘크리트 차폐 구조물  모든 

공간을 다수의 면을 이용하여 하나의 셀로 정의하지 

않고 다양한 크기를 갖는 육면체로 분할하여 모델링

함으로써 거리 계산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산 속도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게 구조를 육면체로 

분할하여 모델링 할 경우 계산 속도를 어느 정도 향

상시키는지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쿼드코어 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 

6 로 구성된 클러스터(24 CPUs)를 사용하여 병렬계

산을 수행함으로써 추가 인 계산시간 이득을 확보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MCNPX를 통해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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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리 지 에서의 성자 루언스를 NCRP 

Report 144[1]에 제시된 차폐투과율 Bn(E,T)에 기반

한 차폐 공식에 용하여 선량을 계산하는 수계산 방

법을 시 계산에 용하여 보았으며 계산된 값들을 

MCNPX로 계산할 값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  고찰 

표 1은 동일한 조건에 해서 F4 Tally와 F5 

Tally로 계산된 선량 값들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최  3배 이내). 

 

표 1. F5 Tally  F4 Tally 비교 결과

Concrete 
Thickness
(cm)

Method
0˚
(pSv)

90˚
(pSv)

180˚
(pSv)

350
F4 tally 1.87E-07 1.40E-09 1.15E-10

F5 tally 1.18E-07 6.65E-10 4.13E-11

200
F4 tally 7.98E-06 1.31E-07 1.47E-08

F5 tally 6.68E-06 1.19E-07 4.18E-08

그림 1은 parameterized 된 선원에서 발생된 성

자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와 230 MeV 양성자와 표

체간 충돌로부터 발생되는 성자 분포를 이용하여 

차폐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계산 결과에 있어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SSW/SSR 옵션을 사

용하는 방법에 더해서 차폐계산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선량 값 변화 비교

표 2. 수계산  MCNPX 코드의 주요 선량평가 지 의 

선량 계산결과 비교

평가지
수계산
(mSv/y)

MCNPX
(mSv/y)

CR_Ent 3.11 0.44

TR1_Ent 0.28 1.99

TR2_Ent 0.28 1.98

ACR 3.22 0.91

TCR1 0.93 1.65

TCR2 0.93 2.20

TR3_G 2.66 1.83

SR1 0.16 0.036

SR2 0.83 0.37

SR3 0.83 0.38

시 계산으로 일본 SHI사의 230 MeV  양성자 

가속기 시설에 하여 수계산  몬테칼로 산모사

를 수행하 다. 표 2는 시 계산에 하여 획득한 선

량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계산과 MCNPX 계

산 결과는 최  7배 이내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몬테칼로 산모사의 경우에 앞서 기술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계산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 고 시 계산의 경우는 100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CNPX를 이용하여 양성자 가속기 

시설과 같은 형 시설 방사선 차폐 평가 시 계산 속

도 향상을 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 다. 

향후 비슷한 규모의 가속기 시설에 한 방사선차폐

평가를 수행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좋은 참고 자료

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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