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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등으로 핵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핵 폭발 또는 우주환경에서의 발생되는 펄스형 감마선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 고에너지를 전달하기에 전자

소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전자소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려면 핵폭 또는 우주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펄스형 감마선 조사시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펄스형 감마선 탐지 장치을 개발하고, 감마

선 변환장치를 통해 펄스형 감마선을 생성한 후 그 출력을 분석하였다. 핵폭과 유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포항가

속기 연구시설의 전자빔가속장치를 이용하여 출력을 실험하였고, 그 결과 감마선 변환장치와 전지빔을 통해 생성한 

펄스형 감마선의 방출과 그 출력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펄스감마선을 이용해야 하는 연구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pursued a denuclearization. So it has been of interest to increase to 
Nuclear weapon in such as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test. Pulsed gamma rays produced in the nuclear explosion 
and the space environment can give the big damage to the electronic devic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o confirm 
the extent of damage of these electronic devices, pulsed gamma irradiation facility that can occur in nuclear weapon or 
space environment are required.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the pulsed gamma-ray detection module and analyzed 
output of the irradiation test. We have experimented using an electron beam accelerator research facilities in Pohang 
Accelerator similar conditions to equip and Nuclear weapon.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the pulsed gamma rays 
emitted by the gamma radiation and electron beam conversion device.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studies for utilizing pulsed gamma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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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무기를 보유하고, 발사체인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개

발로 북한의 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

에서는 핵 무기에 대한 방호시스템을 이미 갖추었지만 

국내에서는 핵폭발에 의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핵무기가 폭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에너지를 갖는 우주방사선의 경우 동위원소와 같이 연

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선과는 달리  매우 짧은 순간 

고에너지, 고선량의 펄스감마선 (즉발감마선 : Prompt 

gamma-ray)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

는 펄스감마선은 전자소자에 과도선량률효과를 발생시

켜 전자장비의 기능을 상실시키게 된다[1-7].

선진국에서의 핵무기 방어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만 전자부품에 대한 핵무기 방어에서는 즉발펄스감마

선에 대한 방호가 필요하다. 전자부품을 펄스감마선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펄스감마선을 탐지하여 회

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폭을 모사

한 시험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국내 시설로

는 포항가속기 시설의 선형 전자빔 가속기가 가장 적합

하다. 선형 가속기를 이용하여 텅스텐 타겟을 통해 펄

스감마선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핵폭에 

대한 모사실험이 가능하다. 그러나 텅스텐 타겟을 통해 

방출되는 빔이 정량,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정적인 핵폭 모사 실험을 위해서는 펄스감마선의 출력 

빔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전자빔 가속기에서 텅스텐 변환

체를 통해 변환된 펄스감마선의 출력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빔 프로파일이 장치를 개발였다. 또한 펄스감마

선을 발생시켜 출력되는 빔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핵폭모사를 위한 선형 전자빔 가속기의 빔 특성을 

분석하였다.

Ⅱ. 펄스감마선 및 전자빔가속장치

고선량의 펄스감마선발생을 위해서는 고출력의 전

자빔 가속장치를 이용하여 텅스텐 타겟을 통한 감마선 

변환이 필요하다. 전자빔을 방출하기 위한 전자빔 가속

장치는 포항가속기연구소(PAL)의 Test LINAC 시설을 

이용하였다. Test LINAC 시설은 60MeV의 에너지로 

약 200mA의 빔전류 출력이 가능한 시설로서 안정적인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림 1은 Test 

LINAC의 내부구조를 나타내며 표 1은 전자빔가속기의 

주요사양을 나타낸다. 

Fig. 1 Test LINAC Facility

Table. 1 Test LINAC facility specification

Specification

Beam Voltage 60MeV

Beam Current 200mA

Beam Energy 14 Joule

Pulse width 2us

전자빔 가속기를 통해 최적의 변환효율을 갖는 감마

선 변환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전자빔의 

조사조건과 표적(텅스텐)의 매질 및 두께에 따른 제동

복사에 의한 방출에너지 스펙트럼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Table. 2 Simulation results for Doserate with the variation 
of tungsten thickness

Back  location
 Tungsten 
thickness

Target irradiation
Dose rate

Target 
irradiation

Dose

1.5㎜ 8.92×107rad(si)/sec 178rad

3.0㎜ 2.63×108rad(si)/sec 526rad

4.5㎜ 4.28×108rad(si)/sec 856rad

6.0㎜ 5.75×108rad(si)/sec 1,150rad

7.5㎜ 5.02×108rad(si)/sec 1,003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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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variation of maximum gamma-ray dose rate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ungsten

Fig. 3 6mm Tungsten target

전산모사코드를 이용하여 텅스텐의 두께에 따라 

변환된 감마선의 총 누적선량 및 선량률을 분석한 결

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의 결과는 텅스텐의 

두께에 따른 최대 감마선 변환 선량율을 나타낸 결과

이며, Test LINAC에서 전자빔을 펄스감마선으로 변

환하기 위해 6mm로 제작된 텅스텐 타겟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Ⅲ. 펄스감마선측정용 Pin Diode

감마선을 탐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반도체기반의 

소자를 사용한다. 상용센서의 경우 높은 선량률로 펄스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 내부에서 발생하는 광 전류가 포

화되어 고선량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 하다. 감마선 탐

지를 위한 Pin Diode를 설계 제작 하였다[8-9].

Fig. 4 Pin diode for gamma-ray detection

펄스감마선 측정용 Pin Diode의 구조는 1.2㎜ × 1.0

㎜ × 1.0㎜의 크기를 갖으며 그림 4와 같은 형태로 제작

하였다.  Pin Diode의 설계조건을 이용하여 센서와 펄

스감마선 선량률 변화에 따른 광전류 변화에 대해서  

전산모사를 통해 획득한 결과를 그림 5과 같이 나타내

었다. 이를 통해 고선량 펄스감마선 신호 측적에 적합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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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simulation result for PIN Diode and Pulsed 
radiation dose rate

Ⅳ. Beam Profiling 신호측정 장치

포항가속기 시설의 선형 전자빔의 빔을 분석하기 위

해서 Beam Profile을 위한 신호측정 장치를 제작하였

다. 측정장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전자빔을 

직접 센싱하는 센서부, 그리고 센서부의 신호를 획득하

고 처리 하기 위한 멀티채널 신호측정부 그리고 위치를 

제어하며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모션제어 및 시스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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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부로 나뉜다. 

Fig. 6 2-Dimension array pin diode sensor

먼저 전자빔 가속기를 통해 방출된 전자빔은 텅스텐

을 통해 감마선을 방출하게되는데, 변환된 감마선의 분

포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출 센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위치에서의 신호측정이 필요하다. 그림 6은 Pin 

Diode 29개를 이용하여 2차원 배열로 구성한 센서보드

를 나타낸다.

그림 7은 최대 32채널의 Pin Diode의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구현한 Beam Profiling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채널은 센서부와 케이블에 의해 일대일

로 연결되며 임피던스를 맞추기 위한 회로를 구성하였

다. 이후 저잡음의 증폭회로를 통해 센서의 신호를 증

폭시키며 최대전압을 탐지하기 위한 회로를 구성하고 

이 신호를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통해 변환

하여 신호를 측정하였다. 펄스감마선의 펄스는 2us 이

하의  펄스폭을 갖기 때문에 32개 채널의 신호를 동시

에 측정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Fig. 7 Multi channnel signal processing module

마지막으로 신호측정 장치를 운용하며 센서보드를 

부착한 DUT의 위치 제어를 위해 XYZ 모션 스테이지

를 두어 위치제어를 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8은 센서부의 Pin Diode를 통해 획득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신호측정 모듈의 블록다이어 그램을 나

타낸다. 탐지센서의 최대 Peak 전압는 60V이며 각각의 

센서에서 최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든 센서에 

Peak Hold 회로를 두었고 이 값을 읽을 수 있도록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신호는 50m 떨어진 원격제어장치실로 전송하기 위해 

Ethernet 통신을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구현하였다. 

Fig. 8 The blockdiagram for beam profiling module

Ⅴ. 펄스감마선 조사시험 및 분포분석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펄스감마선의 출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전자빔 조사구 앞에 텅스

텐 변환체, 기준이 되는 Pin Diode, 2차원 배열된 Pin 

diode Array 센서보드 그리고 센서보드를 이동시키기 

위한 DUT Motion Stage를 구성하였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12 : 2410~2416 Dec. 2016

2414

전자빔 출력포트에서 텅스텐 타겟까지의 거리는 약 

10cm로 설정하였고, 직경 4cm인  텅스텐 타겟을 설치

하였다. 전자빔은 2us의 펄스폭을 갖는 60MeV, 200mA

로 조사하였다. 

Fig. 9 Test setup for beam profiling at LINAC

전자빔 가속기의 경우 펄스형태의 전자빔 조사시 전

자빔의 출력이 균일하게 조사되지 않고 매회 조사할 때

마다 출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동일 조건의 빔 

출력에 대하여 공간상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

일한 크기의 전자빔에 대한 Beam Profing을 해야 하므

로 같은 세기의 전자빔 출력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비교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텅스텐 타겟을 기준으로 고정

된 위치에 감마선량 값을 측정하는 기준센서(Ref. Pin 

Diode)를 설치하고 그 값을 측정하였다. 

텅스텐 타겟에 조사하는 전자빔의 크기는 직경이 약 

1cm로 설정하였고, 텅스텐의 크기는 직경 4cm의 원형

이며, 2차원 센서 배열은 4cm × 4cm 의 영역을 탐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펄스감바선의 출력분포 측정은 

2차원(x, y) 센서보드를 통해 신호를 측정한 후  DUT 

Motion stage를 통해 z축에 해당하는 조사빔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동시키며 센서의 값을 측정하였다. 펄스

빔위 출력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서 보드는 텅스텐

으로부터 1cm부터 최대 20cm 까지 이동하며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센서 보드는 앞서 제작한 Beam Profiling 

모듈과 연결하도록 구성하였고, Beam Profiling 모듈의 

측정 데이터는 Ethernet 케이블을 통해 제어실의 PC로 

전송된다. 

그림 10은 텅스텐과 가장 가까운 1cm의 위치에서 2

차원 센서보드를 통해 측정된 개별 센서 데이터를 이

용하여 해당하는 위치별 데이터를 도식화 한 결과이

다. 2차원 배열의 중심점을 각각 X축과 Y축의 원점으

로 설정하고 X, Y축에 대해  ±2cm 의 영역을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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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eam profilling results : 1cm @ X, Y axis

그림 10의 탐지 결과를 볼 때 조사된 빔은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X, Y축에서 각각 0.5cm의 중심위치에

서 가장 센 72V의 전압이 탐지 되었으며 주변으로 퍼지

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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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eam profilling results : 20cm @ X, Y axis

그림 11은 20cm 거리에서의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

다. 측정 결과에서 최대값은 52V를 나타내며 중심부의 

위치는 입사시 최대값을 나타내는 위치와 동일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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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넓은 영역으로 분산된 전압값이 측정됨으로서 

멀어질 수로 Beam이 퍼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펄스감마선을 Z, Y축에 대하여 도식화 한 

결과이다. 가로축을  Z축 방향인 텅스텐 타겟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로 나타내고, X축의 0.5cm 지점에 대하

여 Y축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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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eam profilling results : @ X=0.5, Z, Y axis

또한 그림 13은 X축과 Y축의 중심점에 대하여 Z

축 방향으로 멀어질 때 측정된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

다. 측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된 감마선은 공

간상의 한 위치를 통과하며 선량의 세기가 감소하고, 

직진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리가 멀

어질수록 빔이 중심부에서 퍼지며 세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13 Beam profilling Results : @ X, Y = 0.5cm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유일한 펄스감마선 조사시험이 

가능한 포항가속기시설의 전자빔 가속장치을 이용하여 

펄스감마선을 발생할 때 방출되는 펄스방사선의 분포

를 측정하기 위한 Beam Profiling 시스템을 개발하고 측

정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빔 가속기를 통해 

최대 선량 발생이 가능한 텅스텐 타겟을 제작하고, 펄

스감마선을 탐지하기 위한 검출센서와 펄스감마선의 

출력형태를 탐지하기 위한 센서보드 그리고 멀티채널 

신호측정 모듈을 개발하였다. 

펄스감마선의 출력형태를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장

치의 성능확인을 위해 펄스감마선 조사시험을 진행하

였고, 개발된 탐지장치를 통해 시험한 결과 텅스텐 변

환체를 통해 변환된 감마선은 편향되지 않고 직진성

을 갖는 출력형태를 나타내었으며, 텅스텐 타겟에서 

멀어짐에 따라 감마선의 분포가 분산되는 결과를 확

인하였다. 

출력되는 감마선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 10cm위치에

서 최대선량을 기준으로 약 15% 감소하였으며, 20cm 

위치에서 27%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분석된 결과를 

볼 때 포항가속기시설의 선형가속기를 통한 펄스감마

선의 Beam 품질은 고선량률의 펄스감마선 조사시험을 

하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펄스감마선 조

사시험 시 시험대상이되는 대상체에 조사해야할 기준

값 설정과 조사위치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핵폭모사와 같은 펄스감마선 

실험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

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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