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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한국표 과학연구원 성자 조사실에서는 252Cf, 

241AmBe, 수감속 252Cf 성자 선원을 이용한 성

자 공간선량당량계  성자 개인선량계 교정을 수

행하고 있다. 성자 선량당량의 기 값은 성자 

루언스와 ICRP에서 제시한 성자 루언스-선량당

량환산인자를 용하여 정해진다. 성자 조사실 내부

에서의 성자 루언스는 성자 선원에서 방출되어 

성자 조사실 내부의 벽, 천정, 바닥  기타 구조물

에서 산란된 성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성자 조사

실 내 성자 루언스 정  측정을 통하여 성자 

조사실 내 산란 성자 분포  선량에 한 기여분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자 조사실의 

성자 루언스 정  측정을 해 보 구 스펙트로메터

(Bonner Sphere Spectometer: BSS)[1]를 이용하 다.  

252Cf, 241AmBe, 수감속 252Cf 성자 선원에 한 성

자 계수율과 각각의 보 구 반응함수를 이용한 언폴딩

(unfolding) 과정을 통해 얻은 성자 에 지 스펙트럼을 

몬테카를로 입자수송 로그램인 MCNPX 모사계산으로 

얻은 스펙트럼과 비교하 고, Shadow Cone(S.C.)을 설

치한 경우와 S.C.을 제거한 경우의 에 지 루언스률 

값의 차이를 통해 얻은 성자 선원에서 방출된 성

자만의 에 지 루언스률과 성자 선원의 방출률과 측

정한 지 의 거리를 이용하여 얻은 성자 선원에서 방

출된 성자만의 에 지 루언스률을 비교하 다. 그리고 

보 구 시스템의 거리 변화에 따른 산란 성자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재료  방법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경 7.62, 8.89, 10.16, 

12.7, 15.24, 17.78, 20.32, 25.4, 30.48 cm(3”, 3.5”, 4”, 

5”, 6”, 7”, 8”, 10”, 12”)인 폴리에틸  구에 SP9 검출

기(bare)를 결합하여 성자 선원 심에서 검출기 

심까지의 거리를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cm 지 으로 이동하여 MCA로 성자 계수율을 

측정하 다. 불확도를 이기 해 각 측정 치에서 

20,000개 이상 계수하 다. 성자 선원으로는 252Cf 

(5.019×107 s-1), 241AmBe(1.23×107 s-1), 수감속 252Cf 

를 사용하고, 동일한 SP9 He-3 검출기를 사용하 다. 

Fig. 1 Measurement of neutron fluence rate using 

Bonner spheres for D2O-moderated 
252Cf source

   

  측정과 모사계산과의 비교를 하여 보 구 스펙트

로메터를 이용한 측정과 동일한 지 에서의 성자 스

펙트럼을 MCNPX 모사계산으로 구하 고, 모든 

MCNPX 모사계산은 tally5를 사용하 다. MCNPX 모

사계산에 의한 성자 루언스률은 한국표 과학연구

원 성자 조사실을 모사하고 성자 선원에서 방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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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한 개에 한 성자 루언스에 보 구 스펙

트로메터로 측정한 날의 성자선원 방출률을 곱하여 

구하 다. 

  보 구는 조사실의 벽, 천정, 바닥 등에서 산란되는 

성자 한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산란 성자를 구

별하기 하여 
252
Cf 선원과 보 구 검출기 사이에 

S.C.을 설치하 다. S.C.을 설치한 경우 성자 선원에

서 발생하는 성자는 S.C.에 의하여 차단되며 보 구

는 선원에서 방출되어 직  보 구로 입사되는 성자

가 아닌 조사실의 벽, 천정, 바닥 등에서 산란되어 도

달하는 성자만 측정하게 된다. 본 측정에서는 S.C.을 

설치한 후와 S.C.을 제거한 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스

펙트럴 루언스를 측정하고, 두 스펙트럼의 차이를 

통해 성자 선원에서 방출된 성자만의 스펙트럴 

루언스를 얻었다. S.C.은 성자 선원 심과 검출기 

심의 거리 150 cm에서 성자 선원에서 방출되는 

성자를 차단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자 조사실 내 거리에 따른 산란 성자 비율을 구

하 다. 
252
Cf, 

241
AmBe 성자 선원에 해 보 구 스펙

트로메터와 성자 선원과의 거리 변화에 따른 에 지와 

선량에서의 산란 성자 변화를 알아보았고, 성자 선원

을 이용하여 계산된 Direct 에 지 루언스률과 언폴딩하

여 얻은 Total 에 지 루언스률의 차이에서 산란 성자 

값을 얻었다. 

 결과  고찰

  보 구 스펙트로메터 언폴딩으로 얻은 성자 루

언스률과 MCNPX 모사계산에 의한 루언스률은 

252
Cf 선원의 경우 1.2 %, AmBe 선원의 경우 4.6 % , 

수감속 
52
Cf 선원의 경우 2.2 % 이내로 일치하 다. 

Fig. 2는 선원으로부터 거리 150 cm 지 에서의 성

자 스펙트럴 루언스를 보 구 스펙트로메터 측정  

MCNPX 모사계산에 의한 결과로 보여 다. X축은 

성자 에 지이며 Y축은 X축이 로그로 나타낼 때 스펙

트럼 면 이 루언스가 되도록 표 하는 lethargy 

plot으로 나타내었다. 성자 선원의 방출률을 이용하

여 계산한 성자 루언스률과 언폴딩을 통하여 얻은 

성자 루언스률과의 차이는 0.95 % 로 불확도 범

 내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252
Cf 선원으로부터

의 거리에 따른 성자 루언스률  선량당량률에서 

산란 성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Fig.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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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utron spectral fluence at 150 cm from the 

source.

Fig. 3 Scattered neutron ratio at various 

distances for 252Cf

 결  론

  보 구 스펙트로메타를 사용하여 성자 조사실의 성

자 루언스률을 측정하여 언폴딩 결과와 MCNPX 모사계

산 결과를 비교하여 MCNPX 모사계산의 신뢰성을 확인하

고, 산란 성자 측정을 통해 성자 선원의 방출률을 이

용하여 계산한 성자의 루언스률의 비교로 언폴딩의 신

뢰성도 확인 하 다. 그리고, 성자 선원으로부터의 거

리에 따른 성자 루언스률  선량당량률에서 산란

성자가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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