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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국제방사선방호 원회(ICRP)는 ICRP 간행물 103

에서 성자 가 치를 변경하 다[1]. 1 MeV 이하의 

에 지에서 성자 가 치는 약 1/2로 감소하 으며, 

이에 따라 1 Mev 이하의 에 지 구간에서 성자 방

사선장에 의한 유효선량이 감소하게 된다. 

유효선량은 실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실용량을 통

해 보수 으로 체하여 평가되고 있다. 성자의 경

우 일반 으로 단일에 지가 아니며, 에 지에 따른 

실용량이 유효선량보다 큰 구간과 작은 구간이 공존

하지만 체 으로는 과 평가와 과소평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상된다. 하지만 ICRP 103 기 에서는 앞

서 언 한 유효선량의 감소 요인으로 인해 실용량이 

유효선량을 지나치게 과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자 선장에서 실용량인 주 선량

당량 H*(10)가 변화된 유효선량을 히 체하는지

를 확인하고 합리 인 평가 조건을 제안하 다. 

 재료  방법

성자 선장에서의 선량당량을 구하기 하여  

MCNPX 산모사 코드[2]를 이용하여 ICRU구를 모

사하 으며, 반응단면  자료로써 ENDF/B-Ⅵ를 사

용하 다. 

 깊이별 선량당량을 계산하기 한 Tally지 은 구 

표면부터 1mm 깊이 간격으로 설정하 고 선원은 넓

고 평행한 성자선원을 사용하 다. 방사선장의 방향

은 구의 주축 방향과 평행하게 하 다. 열 성자에 

한 수소의 화학  결합을 고려하기 해 MCNPX 코

드의 폴리에틸 에서의 수소에 한 S(α,β) Card를 사

용하 다.

성자의 경우, 매질과 반응하여 발생되는 하 입자

와 그 에 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식

을 이용하여 선량당량을 계산하 다.

  
min

max
        

여기서 Φ는 성자 루언스, Kγ는 감마선에 의한 

커마, 는 커마환산계수이다. Qn(En)은 평균 선질계

수로서 아래 식과 같이 성자의 에 지에 한 함수

이다.

   
min

max
 

Qn(En)은 En의 에 지를 지닌 성자로 인해 

ICRU 조직에서 발생한 하 입자들의 선질계수를 

평균한 것이다. Q(L)은 무제약 에 지 달선 도

(LET)의 함수로 표 되는 선질계수이고 D(L)은 LET

의 함수로 나타나는 흡수선량이다. Qn(En)은 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 의 자 흡수선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 다. 본 연구에서는 Siebert

와 Schumacher가 계산한 를 사용하

다[3].

생성된 자에 의한 흡수선량을 계산하기 해 

MCNPX의 F6 Tally를 이용하 고, 성자의 에 지

별 루언스를 계산하기 하여 F4 Tally를 이용하

다. DE/DF Card를 사용하여 평균 선질계수와 커마환

산계수를 로그-로그 보간법으로 루언스에 용하여 

선량당량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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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ICRP 74[4]에 제시된 성자 방사선장에서의 기존 

유효선량 환산계수와 ICRP 103 체계에서의 새로운 

유효선량 환산계수[5], 그리고 본 연구에서 계산한 

H
*
(10)를 이용해 주 선량당량에 한 유효선량의 비 

E/H*(10)를 Fig. 1과 같이 비교하 다. 성자 방사선

장에서 깊이 별 주 선량당량에 한 유효선량의 비, 

E/H
*
(d)는 Fig. 2와 같다.

Fig. 1. Effective dose per unit ambient dose 

equivalent for monoenergetic neutrons in 10 

mm depth

 

비교 결과, 기존 10 mm 깊이에서의 주 선량당량

은 성자에 의한 유효선량을 지나치게 보수 으로 

평가하고 있다. 깊이에 따른 주 선량당량과 유효선량

의 비를 고려한 결과, 30 mm 와 35 mm 사이의 깊이

에서의 주 선량당량이 유효선량을 합리 으로 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방호의 편

의성을 고려하여 30 mm 깊이에서의 주 선량당량을 

유효선량으로 체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10mm 깊이에서의 선량당량

(H*(10))이 ICRP 103에 따른 새로운 유효선량을 

히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깊이에 따른 선량당

량을 계산하 다. H
*
(10)은 새로운 유효선량을 지나치

게 보수 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 고, 30 mm 

와 35 mm 사이에서의 선량당량이 유효선량을 더욱 

합리 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

과는 ICRP 103 신권고 체계에서 변화된 유효선량 평

가 요인들을 반 하여 새로운 실용량 평가 조건들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Fig. 2. Effective dose per unit ambient dose 

equivalent for monoenergetic neutrons in 

different dept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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