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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 주어진 거리에서 gamma-ray의 강도

 : 발사 지점에서 gamma-ray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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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형감쇠계수

 : 물질의 두께

p : 양성자

n : 중성자

 : 베타- 붕괴

 : 베타+ 붕괴 또는 전자포획

IT : 이성핵 전이(isomeric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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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mma-ray has some advantages as a weapon: it has the ability to transmutate matter, high penetrability through 

materials, and it is very harmful to living things. So it is worth to study the features of gamma-ray weapon in 

order to utilize it. Such abilities were simulated on the basis of Monte Carlo simulation program GEANT4[1]. For 

the simulation conceptual design of gamma-ray weapon was conducted. High energy electrons, which were 

necessary for the high energy gamma-rays, were produced by linear electron accelerator, of which the parameters 

were derived from the Pohang Light Source(PLS-II)[2,3]. Gamma-rays were get by bremsstrahlung mechanism. The 

spectra of gamma-rays, that were measured at distances of 500 m, 1000 m, 1500 m and 2000 m, were gained by 

GEANT4.

Key Words : Gamma-ray Weapon(감마선 무기), Interaction of Gamma Rays with Matters(감마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Photonuclear Reaction(광핵반응), Nuclear Transmutation(핵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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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미 세계적으로 미래의 무기로써 레이저 무기가 

개발 중에 있다[4-6].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타

깃 조준이 용이하고 타깃이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또한 레이저무기는 화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에

게 피격 당했을 시 적재하고 있는 화약의 2차 폭발이 

없으므로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

  레이저는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 적외선 레이저, 자

외선 레이저, X-ray 레이저 및 gamma-ray 레이저로 나

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장 파장이 짧고 에너

지가 큰 gamma-ray를 이용하는 무기에 해 연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gamma-ray는 약 1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고에너지 빛으로 원자핵의 여기 및 붕괴 과정

에서 방출되며 무기로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투과성이 뛰어나다. Gamma-ray가 타깃에 도

착하면 일부는 산란되고 일부는 통과하며 일부는 타깃

에 흡수된다. Gamma-ray보다 에너지가 작은 빛(X-ray, 

자외선, 적외선)은 일반적으로 두꺼운 금속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gamma-ray는 에너지에 따라 크게는 수 십 센

티미터의 철판을 쉽게 통과하여 타깃의 내부를 공격할 

수 있다.

  둘 째, 인체에 치명적이다. 비록 사람이 적은 양의 

gamma-ray를 조사받는다 하더라도 6 Gy 이상의 gamma 

-ray를 흡수하면 그 즉시 사망할 수가 있다[7,8].

  셋 째, 핵변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광핵반응

(photonuclear reaction) 결과 gamma-ray는 타깃을 이루

고 있는 원자핵들과 반응하여 다양한 동위원소들을 생

성한다. 이 때 방사성 동위원소들도 생성이 되며 짧게

는 몇 초, 길게는 몇 백 만년동안 방사선이 방출됨으

로써 인체 또는 장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방사능으

로 말미암아 gamma-ray 공격 이후 타깃을 사용 중지 

및 폐기토록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gamma-ray는 무기 수

단으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gamma-ray의 물질과 상호작용 하는 메카

니즘에 해 알아보고, GEANT4 프로그램[1]을 이용하

여 물질의 투과성, 인체의 흡수성에 하여 살펴보겠

다. 또한 광핵작용의 반응 단면적과 함께 gamma-ray의 

핵변환 능력에 해서도 알아보겠다.

  이러한 gamma-ray의 특징을 바탕으로 gamma-ray 무

기를 개념설계 하였다. Gamma-ray를 얻는 방법으로 제

동복사(Bremsstrahlung)를 이용하였으며, 제동복사를 위

해 필요한 전자 가속기는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의 선

형 전자가속기[2,3]를 기준으로 제원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gamma-ray무기는 GEANT4 시뮬레이

션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타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2. Gamma-ray와 물질의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gamma-ray는 물질과 만나 광전효과

(photoelectric effect), 컴프턴 산란(compton scattering), 

전자-양전자 쌍생성(electron-positron pair production) 세 

종류의 반응을 통해 물질에 흡수된다. 이 때 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통과한 gamma-ray의 강도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은 최초의 gamma-ray 강도, 은 선형감쇠계

수, 은 물질의 두께이다. Gamma-ray의 투과율은 물

질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감쇠계수가 증가할수록 기하

급수적으로 감소한다. 컴프턴 산란, 전자-양전자 쌍생

성으로 인한 gamma-ray의 감쇠계수는 일반적으로 Fig. 

1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9].

Fig. 1. The total 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 of lead 

for gamma rays. Source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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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낮은 부분에서는 광전효과로 인하여 

gamma-ray가 물질에 가장 많이 흡수되며, 1 MeV 부근

의 에너지 영역에서는 컴프턴 산란, 50 MeV 이상에서

는 전자-양전자 쌍생성에 의하여 gamma-ray가 물질에 

가장 많이 흡수된다. 총 감쇠계수는 gamma-ray가 증가

함에 따라 약 1 MeV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

로는 서서히 증가한다.

3. Gamma-ray의 투과성 및 흡수성

  Gamma-ray가 타깃에 도착했을 때 타깃을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을 GEANT4[1]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았

다. 본 논문에서는 gamma-ray와 물질과의 반응을 묘사

하기 위하여 GEANT4 기본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

과 반응 단면적은 광전효과[11], 컴프턴 산란[12,13], 전자-

양전자 쌍생성[12,14]에 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한 값

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상 타깃의 재질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종인 철(Fe)을 사용하였다. Gamma-ray의 철판 투과

율이 에너지 및 철판의 두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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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amma-ray passing rate through iron plate

  철판이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gamma-ray 에너지 감

쇠율은 전반적으로 식 (1)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에너지가 클수록 투과율은 높아지

며, 10 mm 미만의 철판에서는 거의 모든 에너지의 

gamma-ray가 80 % 이상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amma-ray가 철판도 통과하듯이 사람에 닿더라도 

모두 인체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75 kg 질량을 가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얼마나 많은 gamma-ray의 

에너지를 흡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Gamma-ray의 에

너지별 흡수율은 Fig. 3. (a)에 나타나 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에너지가 클수록 인체가 흡수하는 비

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인체에 흡수한 gamma-ray의 에너지에 비례하

므로 에너지와 흡수율의 곱을 살펴보면(Fig. 3. (b)) 에

너지가 클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amma-ray의 에너지가 클수록 타깃을 통

과할 확률은 높아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

므로 공격의 효율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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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Gamma-ray absorption rate in human 

body, which is consist of 75 kg water. (b) 

Evaluated effect on it(= absorption rate x 

gamma-ray energy).

  Gamma-ray는 작은 양이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치명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체의 gamma-ray 흡수선량에 따

라 나타나는 증상은 Table 1[7]에 나타나있다. 2 Gy 이

상의 gamma-ray를 흡수한 사람은 전투능력을 크게 잃

으며, 6 Gy 이상의 gamma-ray를 흡수할 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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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mptoms of radiation exposure[7]

흡수

선량

(Gr)

주요증상

사망률(%)
사망까지 

시간치료

없을시

치료

받을시

1-2
약한 두통, 

백혈구 감소,
피곤

0-5 0-5 6-8주

2-6
메스꺼움,

발열, 자반, 
출혈, 탈모

5-95 5-50 4-6주

6-8
구토, 설사, 

발열, 
혈압저하

95-100 50-100 2-4주

8-30
구역, 고열,

충격,
2주 내 사망

100 100 2일-2주

>30
48시간 이내

사망
100 100 1-2일

4. Gamma-ray의 핵변환(nuclear transmutation) 

능력과 방사능

  Gamma-ray가 물질과 만나면 광전효과, 컴프턴 산란, 

전자-양전자 쌍생성 외에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

자의 핵과의 반응을 한다. Gamma-ray는 그 에너지에 

따라 원자핵과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며, 거기에 따라 

반응단면적(cross-section)도 크게 변한다. 에너지에 따

른 gamma-ray의 원자핵과의 반응 단면적은 Fig. 4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10].

  Fig. 4. Photonuclear reaction cross-section for 

gamma-ray energy up to ~1000 MeV[10]

  영역 I에서 gamma-ray를 흡수한 원자핵은 여기 후에 

원래의 기저상태(ground state)로 돌아가며 gamma-ray를 

방출하는 핵공명형광(Nuclear Resonance Florescence, 

NRF)이 일어난다.

  영역 II에서 gamma-ray의 에너지는 핵자의 분리에너

지보다 크며, 반응 결과 핵자가 방출된다. 이 영역에

서 gamma-ray는 원자핵과 큰 반응 단면적으로 반응하

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광핵반응을 거 공명(giant 

resonance)이라 하며, 특히 gamma-ray 흡수 후 원자핵 

내의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에 하여 진동하며 

여기되는 현상이 가장 큰 반응 단면적을 가지는데, 이 

반응을 거  이중극자 공명(Giant Dipole Resonance, 

GDR)이라 한다.

  Gamma-ray 에너지가 100 MeV보다 큰 영역에서는 

gamma-ray는 원자핵 내의 핵자들과 반응을 한다.

  이 중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두 번째 영

역이다. 반응 단면적이 다른 에너지 영역보다 확연하

게 크며,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gamma-ray 

에너지의 상당부분이 이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서 gamma-ray가 원자핵과 반응을 하고 나면 

한 개 이상의 핵자가 방출이 되고 그 결과 원래 타깃

을 이루고 있던 원자핵은 방사능을 가진 핵종으로 변

할 수 있다.

  Table 2에는 자연 상태의 철의 동위원소 및 인근의 

동위원소를 나타내었다. 54Fe, 56Fe, 57Fe, 58Fe 총 네 

종류의 동위원소가 안정 상태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

한다.

   Table 2. Stable iron, manganese isotopes and 

radioactive isotopes nearby them[15]

53Fe
8.5 m

54Fe
5.8 %

55Fe
2.7y

56Fe
91.8 %

57Fe
2.1 %

58Fe
0.3 %

52Mn
5.6d

53Mn
3.7․106y

54Mn
312d

55Mn
100 %

56Mn
2.6h

57Mn
85s

  원자핵과 (,n), (,p), (,np), … 등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정한 동위원소  54Fe, 56Fe, 57Fe, 58Fe의 반

응 (,n), (,p)에 한 반응단면적은 Fig. 5와 같다. 이 

단면적은 TALYS 프로그램[16,17]으로 산출하였다. 54Fe

에서는 (,p) 반응의 단면적이 (,n) 반응의 단면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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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크며, 나머지 동위원소들에서는 그 반 다. 철

의 안정 동위원소 54,56-58Fe에서 반응 (,n), (,p) 결과 

생성될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반감기, 붕괴형태

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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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8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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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p)

E, MeV

, mb

54Fe

Fig. 5. Cross-section of reaction (,n) and (,p) on 

isotopes 54,56-68Fe

 Table 3. The results of photonuclear reactions (,n) 

and (,p) on stable iron isotopes[15]

반 응 최종 동위원소 반감기(붕괴형태)

58Fe(,p) 57Mn 85.4초()

57Fe(,p) 56Mn 2.6시간()

56Fe(,n) 55Fe 2.74년()

54Fe(,p) 53Mn 3.7·106년()

54Fe(,n) 53Fe 8.51분()

54Fe(,n) 53mFe 2.54분(IT)

  여기서 는 베타- 붕괴, 는 베타+ 붕괴 또는 전

자포획(electron capture), IT는 이성핵 전이(isomeric 

transition)을 의미한다.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gamma-ray에 의해 조사

된 철의 동위원소들은 수십 초 ~ 수백만 년의 반감기

를 가지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성하여 방사능을 내뿜

게 되어 있다. 따라서 gamma-ray에 노출되어 방사성수

치가 높아진 타깃은 결국 사용 중지 및 폐기될 수밖에 

없다.

5. 개념설계 및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까지 gamma-ray의 무기로서의 특징을 살펴본 결

과 gamma-ray는 무기로서 사용될 충분한 장점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gamma-ray를 

이용하는 무기를 간략히 개념설계하고 설계를 바탕으

로 GEANT4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겠다. 제동복사

를 이용한 gamma-ray 무기는 Fig. 6과 같은 구조를 가

진다.

Fig. 6. Conceptual design of gamm-ray weapon

  일반적으로 gamma-ray를 얻는 방법은 제동복사

(bremsstrahlung), 역컴프턴 산란(inverse compton 

scattering), 전자-반전자 소멸(electron-position annihilation) 

등이 있다[18]. 그 중 가장 손쉽게 gamma-ray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동복사이다. 제동복사는 가속된 전자가 

물질 내에서 운동에너지를 잃으면서 소실된 운동에너

지가 gamma-ray로 바뀌어 물질 밖으로 방사되는 현상

이다. 또한 제동복사는 gamma-ray를 얻는 다른 방법에 

비해 많은 양의 전자를 gamma-ray로 전환하는데 유리

하므로 무기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제동복사를 위해서는 가속된 전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자 가속기가 필요하다. 전자가속기의 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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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용중인 포항방사광가속기(PLS-II)의 선형 전자

가속기(LINAC) 제원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였다.

  포항 방사광 가속기의 전자 에너지는 3 GeV이고, 이 

에너지로 가속하기 위해서 170 m의 선형가속기가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300 MeV로 가속된 전자 105개

로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론상으로는 약 

17 m의 선형 전자 가속기가 필요하다. 105개의 전자는 

400 mA의 빔전류를 발사하는 gamma-ray gun이 4․10-14

초 동안 발사하는 전자이다. 포항방사광가속기의 제원 

및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한 1/10 스케일의 gamma- 

ray gun의 제원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Parameters of LINAC of PLS-II[2,3] and 1/10 

scaled-down gamma-ray gun

구  분 PLS-II gamma-ray gun

빔에너지 3 GeV 300 MeV

빔전류 400 mA 400 mA

선형가속기 길이 170 m 17 m

  가속된 전자는 컨버터에서 gamma-ray로 변환되는데 

이 때 컨버터에서 원자번호 Z가 클수록 전자가 gamma 

-ray로 쉽게 변환된다. 또한 제동복사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동복사 컨버터의 원

료로 텅스텐(Z = 74)을 사용하였다.

  컨버터에서 생성된 gamma-ray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

로 방사되거나, 아군 쪽으로 방사되지 않도록 컨버터 

앞쪽에는 시준기(collimator)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계된 gamma-ray 무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7에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었다. 거리 500 

m, 1000 m, 1500 m, 2000 m에 위치한 가로 100 m, 세

로 100 m의 정 사각형에 도달한 gamma-ray를 조사한 

결과 Fig, 7, (a)에는 에너지별 gamma-ray의 개수, Fig. 

7, (b)에는 2차원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7, (a)

에 나타나 있듯이 gamma-ray의 최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인 300 MeV이며,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Fig. 7, (b)를 보면 gamma- 

ray 에너지의 상당부분은 가운데 집중되어 있지만 그 

밖으로도 상당한 면적에 걸쳐 gamma-ray의 에너지가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의 집중도를 알기 위해 반지름 10 m 내에 도

달하는 gamma-rays의 에너지를 계산하여 Table 5에 나

타내었다. Table 5에 따르면 반지름 10 m의 원 안에 

도달하는 gamma-ray가 4․10-14초 동안 전달하는 에너지

는 500 m, 1000 m, 1500 m, 2000 m에서 각각 3.8․10-7J, 

7.9․10-8J, 2.0․10-8J, 5.4․10-9J이다. 이를 1초 동안 전달하

는 에너지로 환산하면 500 m, 1000 m, 1500 m, 2000 

m에서 각각 9.4․106J, 2.0․106J, 0.5․106J, 0.1․106J이다. 거

리가 멀어질수록 gamma-ray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Fig. 7. Energy spectra of gamma-rays at the distances 

of 500 m, 1000 m, 1500 m and 2000 m, in 

the 100 m x 100 m rectangle. (a) the quantity 

of photons versus energy, (b) energy distribution 

in the rectangle. Initial number of electrons is 

105, initial total energy of electrons is 3․107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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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ma-ray가 원거리에서 강도가 줄어들고 확산하는 

이유는 gamma-ray가 공기와 반응하여 전자-양전자 쌍

생성을 하고, 생성된 전자-양전자가 다시 제동복사를 

통해 gamma-ray를 발생시키는 이른 바 air shower 현상 

때문이다.

Table 5. Total energy of gamma-rays in 10 m radius 

circle at the distance of 500 m, 1000 m, 

1500 m and 200 m

거리

(m)

4․10-14초 동안 반지름 10 m 내 도달한

총 gamma-ray 에너지

in MeV in Joule
발사지점 대비 

비율(%)

500 2.4․106 3.8․10-7 7.9

1000 4.9․105 7.9․10-8 1.7

1500 1.2․105 2.0․10-8 0.4

2000 3.3․104 5.4․10-9 0.1

  Fig. 7. (a)를 살펴보면 원거리에 도달한 gamma-ray 

에너지 부분이 저에너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 (a)를 살펴보면 gamma-ray의 에

너지가 10 MeV 이하에서는 흡수율이 50 % 이상이다. 

Fig. 2에 따르면 철판의 두께 25 mm 이하에서는 1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gamma-ray의 투과율은 

50 % 이상이다. 이를 근거로 사람의 gamma-ray 평균 

흡수율이 50 %, 25 mm 철판의 평균 투과율이 50 %라 

가정하고, 사람의 몸무게가 75 kg, 단면적이 0.5 m2라 

가정했을 경우 사람이 철판 뒤에서 1초 동안 흡수하게 

되는 gamma-ray 양은 식 (2)에 의해 계산 후 Table 6에 

나타내었다.

 
××

 ××
×


 (2)

여기서

  Eman : 75 kg 사람이 1초동안의 흡수선량

(Gy/s = J/kg․s),
  Ecircle : 시뮬레이션 결과 4․10-14초 동안 반지름 10 m

의 원 안에 조사된 에너지,

  Pa : 사람의 gamma-ray 평균 흡수율 = 50 %,

  Pb : gamma-ray의 두께 25 mm 철판 평균 투과율 

= 50 %,

  Aman : 사람의 단면적(= 0.5 m2),

  Acircle : 반지름 10 m 원의 면적

  Table 6 및 인체의 gamma-ray 흡수선량에 따라 나타

나는 증상(Table 1)에 따르면 1000 m 이내 위치한 사

람은 1초만 공격 받더라도 사망에 이르고, 2000 m에 

위치한 사람도 5초 정도 공격 받으면 즉시 무력화 된

다. Table 6에 기재된 수치는 략적인 값으로 실제 

사람이 흡수하게 될 에너지는 좀 더 정 한 시뮬레이

션이 필요하다.

Table 6. Absorbed dose in 1 sec in 75 kg-weight 

person, who stands behind 25 mm-thick 

iron plate at the distance of 500 m, 1000 

m, 1500 m and 2000 m

거리 (m) Absorbed dose (Gy/s)

500 52.59

1000 11.02

1500 2.72

2000 0.75

6. 결 론

  Gamma-ray는 관통능력, 인체에 치명성, 핵변환 능력

으로 인하여 무기로서 상당한 장점이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gamma-ray를 사용하는 무기

를 개념설계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았다. 300 

MeV로 가속된 전자로 제동복사를 일으킨 후 거리 500 

m, 1000 m, 1500 m, 2000 m에서 gamma-ray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살펴본 결과 gamma-ray는 가운데 가장 많

은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넓은 영역에 걸쳐 에너지를 

전달하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강도

가 약해짐을 알 수 있었다. Gamma-ray가 넓게 퍼지는 

것은 에너지 집약 차원에서는 손해이지만 광범위한 범

위의 물질을 핵변환 시킨다는 이득도 있다.

  300 MeV로 가속시킨 전자를 400 mA의 전류로 제

동복사를 시켜 표적을 공격할 경우 2000 m까지는 사

람을 무력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2000 m 이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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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거나 공격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한 gamma-ray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

다. 첫째, 400 mA × 300 MeV = 120 MW의 출력을 내

는 발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동이 가능하고 이정도

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하다. 둘째, 17 

m 이상의 gamma-ray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형 선

박, 항공기 및 트럭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gamma-ray

로부터 우군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 gamma-ray 

조준장치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보면 

gamma-ray 무기를 당장 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더

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술적, 공학적 실현가능성에 앞서 필요한 것은 

gamma-ray의 무기로서의 특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다 정 한 시뮬레이션

이 필요하고, 2000 m 이상의 거리에서 해서도 시뮬

레이션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gamma-ray의 투

과성, 생명체의 흡수율, 핵변환 능력뿐만 아니라 사거

리 증가에 따른 감쇠비율, 고체각에 따른 에너지 분포 

등의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 축적해야겠다. 실험 결과

gamma-ray가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 된 결과 이상의 

무기로서의 장점을 보여준다면 gamma-ray는 미래에 훌

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후        기

  모스크바 국립 학교에서 핵물리, 특히 광핵작용에 

해 공부하면서 gamma-ray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방

법에 해 많이 고민하였다. 본 논문에 나와 있다시피 

gamma-ray를 근거리 표적에 사용할 경우 상당히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고, 실망스러운 점은 거리가 멀어질

수록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GEANT4 시뮬레이션을 100 % 믿을 수는 없다. 지금까

지 그 누구도 고전류, 원거리 표적에 해 gamma-ray 

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의 마지막

에 실험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본인의 생각으로 gamma-ray의 가장 큰 장점은 핵변

환 능력이라 생각한다. 타깃이 gamma-ray에 조사된 후 

거기에 위치한 사람 뿐 아니라 전자장비들도 장기간 

피폭되므로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함정 및 육상에 설치가 

가능한 길이 20 m 미만의 gamma-ray gun으로 실험을 

하였다. 17 m의 전자 선형가속기도 큰 부피이기는 하

나 현  형 군함의 크기(120 m 이상) 및 육지에 설

치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크기라고 판

단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 중에서 gamma-ray가 발사

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기중에는 고에너지의 

gamma-ray가 공기와 반응해 air shower 현상을 일으키

므로 직진성이 떨어지지만 공기 도가 낮은 고고도 혹

은 우주에서 발사한다면 gamma-ray는 훨씬 위력적일 

것이다.

  이러한 gamma-ray의 무기로서의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실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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