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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성자발생장치를 이용한 성자검출기의

선량당량 반응도 시험용 성자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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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국내 교정기  는 표 기 은 성자검출기의 교

정을 해 비감속  수감속 252Cf 선원과 241AmBe 

선원을 사용하고 있다.1) 이러한 선원으로 교정된 부

분의 성자검출기는 열 성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므

로 수 MeV 이상의 속 성자에 한 반응도는 정확히 

결정하기 어렵다. 부분의 장 성자장은 크게 열

성자, 감속 성자, 속 성자 등 3개의 성분으로 구

성되는데 주된 선량당량 기여분은 속 성자이기 열

성자와 속 성자의 비율차이가 선량당량 측정결과에 

큰 향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정용 선원

으로 열 성자와 감속 성자를 제외한 속 성자의 

성분만으로도 검출기를 교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성자검출기 교정용 선원으로 
252Cf  AmBe 외 DT 성자발생장치와 흑연집합체

(열 성자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장의 성자

장을 모사하 으며 성자선원과 검출기 사이에 산란

구조물을 설치하여 산란 성자장을 제작하 다.

 재료  방법

  
8개의 AmBe 선원과 흑연집합체(graphite pile)를 

이용하여 열 성자장을 생산하 고2) DT 성자발생

장치(neutron generator)를 이용하여 14 MeV 속 성

자를 생산하 다. Polyethylene 성자집속체(neutron 

collimator)를 이용해 14 MeV 성자의 산란 성자

장을 생산하 다. 성자발생장치의 가속 압은 80 

kV, 인가 류는 50 μA, 성자생성률 8 × 107 s-1, 펄

스모드(1 kHz)에서 성자를 생산하 다. 열 성자발

생장치인 흑연집합체의 크기는 150 × 150 × 150 cm3 

이며 내부에 AmBe(～37 GBq) 선원 8개가 장착되어 

있다.(그림 1) P.E. 성자집속체의 크기는 50 × 50 × 

95(L) cm
3
, 앞과 방향으로 성자를 선택 으로 집

속시킬수 있다.(그림 2) 흑연집합체, 성자집속체, 

성자발생장치  성자검출기를 그림 1과 2처럼 배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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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집합체

     성자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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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검출기

50 cm

그림 1. 흑연집합체  성자발생장치 설치도

성자발생장치

성자검출기

n-beam

그림 2. P.E. 성자집속체  성자발생장치 설치도

 결과  고찰 

흑연집합체, 성자집속체 그리고 성자발생장치

로 제작한 성자장의 에 지스펙트럼을 그림 3에 나

타내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성자발생장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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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흑연집합체, 성자집속체  성자발생장치로 생성한 

성자장

생성된 14 MeV의 성자 피크가 첩되어 뚜렷하게 

보인다. 흑연집합체와 성자집속체에 의해 생성된 열

성자 피크가 보인다. 생산된 성자장의 에 지 

역별 선속분율과 선량학  자료를 표 1에 정리하 다.

성자 
선속에 지

thermal+generator collimator+generator

성자발생장치 치 성자집속방향

50 cm 150 cm Front Side

< 0.5 eV 10.7 % 38.6 % 1.08 % 2.63 %

0.5 eV∼10 keV 2.9 % 6.2 % 5.24 % 5.67 %

10 keV∼10 MeV 20.0 % 19.2 % 37.4 % 42.6 %

> 10 MeV 66.4 % 36.0 % 56.5 % 49.3 %

Eavea(MeV) 11.0 6.16 8.16 7.50

h*(10)b(pSv.cm2) 418 257 429 411

H*(10)
c
rate(mSv/h) 7.29 0.99 7.16 2.15

a Eave : Fluence average energy
b h*(10) : Fluence to ambient dose equivalent conversion coefficient
c H*(10) : Ambient dose equivalent

표 1. 모의 장 성자장의 에 지선속분율  선량학  자료

  제작한 4 종의 성자장에 한 성자측정기의 반

응도를 비교하 다. 성자장에 한 공간선량당량률

(이하 선량률)은 보 구 분 시스템으로 결정된 값이

고, 측정선량률은 비감속 252Cf 선원으로 교정된 성

자측정기로 측정한 값이다. 반응도는 측정 선량률과 

기  선량률의 비율을 나타내며, 1.0 이하일 경우는 

실제 선량률을 과소평가, 이상일 경우 과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출기의 선량률 반응도 결과(표2)를 보면, 부분의 

성자장에서 1에 가까운 반응도를 보이는 조직등가비

례계수  측정기인 REM-500 외 다른 두 종류의 검출

기는 실제 선량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반

응도 시험에 사용된 검출기들은 비감속 252Cf 선원으로 

교정되었기 때문에, 교정 성자장과는 달리 제작한 

성자장에만 존재하는 흑연집합체에서 생성된 높은 양

의 열 성자와 성자발생장치에서 생성된 5 MeV 이

상의 많은 성자 한 반응도가 시험 검출기의 교정결

과에 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원
선원 치

 
빔방향

기
선량률
(mSv/h)

성자검출기 반응도a

LB64111 Wendi2 REM-500

Thermal+ 
generator

50 cm 7.29 0.66 0.62 1.12

150 cm 0.99 0.69 0.66 0.92

Generator
+ collimator

Front 7.16 0.30 0.40 1.01

Side 2.15 0.68 0.77 1.17
a 반응도 = 측정선량률 / 기 선량률

표 2. 가변 성자장에 한 성자검출기의 반응도 비율

  열 성자뿐만 아니라 5 MeV 이상의 속 성자가 많

이 존재하는 성자장을 모니터링할 경우에, 장과 가

장 유사한 성자장에서 반응도의 교정이 이루어져야 

실제 선량률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결  론 

  

열 성자, 감속 성자  14 MeV 성자의 분율을 

달리하여 제작한 성자장을 이용하여 성자검출기

의 선량률 반응도를 측정하 다. 성자검출기의 종류

에 따라, 성자장의 특성에 따라 성자검출기의 반

응도가 달랐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보다 정확한 선

량평가를 해 장 성자장의 스펙트럼과 특성이 

비슷한 성자장에서 검출기가 교정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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