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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제북

방사션 가공기술깨발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생

알칼리 2착천지용 격막은 천도생이 있어야 하며 충천과 방천의 반북사

용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내열생 및 천해핵에 대한 내구생이 요구된다. 이

러한 초건을 충혹시키는 전지격막은 방사션 그라프트방법을 이용학여 제조

할 수 없다. 현채 국내업체는 격박율 천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산화

가 시급하다. 이 방사션 그라표트기술은 식염전해용막，이온교환막 및 생풀

활성물질 동의 고분자재료의 깨질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다.

펀차션 가속기의 션량축정운 조사 공정융 위한 장치의 셜계 빛 조사제

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우 긴요하다. 또 본 연구소의 천자션 가축기는

작년에 서옳에서 대천 현 위치로 이천셜쳐되었기 때문에 이의 성능검사와

앞으로의 초사 Service률 위해서도 션량측청은 충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흘러프로필렌 채료로 쩨초된 의료제품은 현재 Ethylene

oxide{EO)가스 멸균법에 의해 멸균되고 있는데. EO가스는 발압생 물질료서

션전국에서는 이의 사용에 대한 규혜가 매우 업격하다. 이러한 국제척언 추

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의 사용야 첨착 어려워질 것으로 천망된다. 이를

대비한 방사선 멸균이 가능한 폴리프로필핸 재발이 시급하다.

원자력 발천소의 안챈생율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건혈에 사용되는 모

든 자재가 원천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어떠한 환경조건에서도 혜 기농율

유지할 수 있움이 업중되어야 한다. 원천재료의 내방사션생율 옳바르게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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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해서는 방샤션원뽑 아니라 규청에 의해 요구되는 초사조건율 충혹

시킬 수 있는 조사장치의 확보와 정확한 션량혹쩡기슐이 필수척이다.

방사생동위원소률 이용한 추척착기술운 기슐척으로나 경제척으로 매우

유용한 기술이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볼 때 산업계의 잡패척 수요는 매

우 크다. 다양한 추척자여용기술율 확보하고 이률 산업계에 보급하는 것은

산업체의 기술수준향상 및 경쟁력쩨고률 위해 매우 유용한 것이다.

m. 연구채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과제는 방사션그라프트 반웅연구， 천자션 션량측쩡， 고분자 채

료의 내방사션생 향상. 원천재료의 안천생명가률 위한 방사션죠사 및 방사

생추척자기술 동의 소분야과꽤로 이루어져 았으며 각 소분야의 연구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갑다.

아크힐산율 져벌도 폴리에틸렌에 방사션 그라프트시켜 내구생이 우수한

천지용 분리격막율 얻기 위해셔는 쩍철한 그라포트 반웅조건율 찾아야 한

다. 통사죠사법과 천조사법드로 그라표트 반용율 수행하였으며， 금축염， 황

산 풍의 첨가효과 빛 용매효과률 검토하고. 이툴 그라표트필륨의 툴리쩍 륙

생율 초사하였다.

천자션 가휴기의 션량 축청에 사용되고 있는 cellulose triacetate

(CTA)필홉 션량계의 션량측정법율 조사하고， 이에따라 본 연구소에 셜치된

300keV의 펀자션 가축기의 V-scan , X-scan 및 심도션량폴포률 측쩡하고

conveyor속도 몇 beam 천류에 따른 홉수션량융 측정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pp채료률충 대표척 인 3종류륨 선

r쩡하여 이률의 내방사션생율 초사하였다. 야률의 내방사션성율 향상시키기

위해 산화방자쩨，uv.안정쩨， 핵쩨 및 이동꽤 풍의 챔가효과훌 검토하였다.

감마션 션량축쟁율 ·위한 화학션량체률 쩨착하여 고춘위감마션초샤시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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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선량율분포를 측정하였다. 또 원전용 유기고분자채료의 내방사선성 명

가에 사용할 몹척흑로 온도 및 기체 분위기률 조절할 수 있는 조사용 챔버

를 설계 제작하였다，

공기률 원료로 질소， 산소， 알곤 둥율 생산하는 증류탑율 감마선루과법

으로 검사하여 고장부위 및 원언을 밝혔다.

N.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방사선그라표트 반웅연구

동시초사법에 의한 실험에셔 단량혜의 농도 빛 방사선량을 증가시키면

그라프E트율도 상승하였으며， 같은 조사션량에셔는 션량율이 낮율수확 높은

그라프트율을 나타냈다. 증류수와 메탄올 3:7 혼합용매를 사용하고 단량체

의 농도가 50% 이상일 때 그라표트율이 다른 조성의 용매보다 높았다. 전조

사그라표트 반웅에서 Mohr's sal t와 황산율 동시에 첨가하여 반웅시키면

Mohr、 's sal t만 첨가한 것보다 월동히 그라프트율이 향상되었고， 이 경우

2.5 x 10헤01의 Mohr's salt정도로 homopolymer‘ 생성을 억체하며 그라프트

샤킬 수 있었으나， 참가량이 증가될수록 그라프트윷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 황산의 함량이 0.2Mol/L까지 그라프트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그 후에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단량체의 농도는 20-30 Vol% 일 때 가장 높은 그라

프트율을 나타냈다.

2. 전자선 선량축정

c1’A필름으로 천자선 선량측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구를 고안 제작하였

다. 천자선 가속기의 수명 빛 수직 선량분포측정결과 10% 오차범위내의 사

용가농 빔 길이는 약 50em이었고 종축빔의 실효폭은 약 IOem이었으며 밀도

Ig/cof 얼때 유효루과 깊이는 약 O.3mm이었다. 법천류 10mA. 콘베어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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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cm/sec일 때 흡수선량은 22.3kGy이 었다.

3. 고분자재료의 내방사션성 향상연구

Propylene의 Homopo1ymer’. Random copolymer. Terpolymer애 30kGy의 방

사션을 초사하고 60t에서 열화시켜본 결과 ’I’erpolymer가 가장 우수한 내방

사선성율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산화방지혜중 Irganox 1010운 방

사선 조사후 심한 착색현상을 보인반면 Ethanox 398은 착잭율 일으키지 않

고 내방사선성 향상을 보였다. Tinuvin 770, Chimassorb 944LD 둥과 같은

uv안정제가 내방사션성 향상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여 낯은 농도(0.02%) 에

서도 큰 효과가 있었다. Paraffin liquid. Atactic PP wax와 같은 이통제는

uv안정제와 혼합 첨가할 때 내방사선성향상에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는 PP의료제품의 방사선멸균법적용율 가능케 하는 내방사선성

pp재료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원전재료의 안천성 명가를 위한 초사기술

원천용 유기재료의 내방사션성 검증연구룰 수행하기 위한 시작단계로서

이천설치된 Co-60감마션조사시설 내의 공깐선량분포를 자체제작한 300여개

의 Ceric-Cerous Sulfate션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션원의 중심선에

따른 션량율분포와 크기가 40cm x 40cm , 40cm x 60cm. 40cm x 80cm 빛 80cmx

8Dcm인 시료를 가정하여 각 시료에 조사되는 명균선량율과 선량율의 표준편

차 동율 꺼리에 따라 측정하였다. 또 이러한 data를 표현하는 수식율 찾아

내어 향후 사료의 방사선조사에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내방사션생검증율위한 사료조사시 온도 및 가체의 종류와 압력 동 분

위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사션초사용 챔버를 설계 채작하였다. 챔버 본체

와 콘트롤부률 분려하여 각각을 초사실 외부 빛 내부에 설치하고 초사실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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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셜치된 조사공율 통해 서로 연결되도륙 하였다. 챔버는 방사선에 강한

재료만율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온도는 150"C까지， 내부의 압력율 진공에

서 2가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방사성추적자가술

공기를 원료로하여 질소， 산소， 알곤 동율 생산하는 높이 40m, 폭 4m인

증류탑을 98mCi Co-60션원과 NaI Detector률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이 종류

탑은 설계조건으로 가동될 때 증류합내의 압력균형에 이상이 발생되어 검사

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몇 가지 가동초건에서 증류탑의 각 부분의 밀도분

포를 측정해 본 결과 지상 28400mm 높이에 있는 제 51번 Tray부근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의 원인온 액체가 아래로 흘러내리논 롱로의

막힘현상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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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 tie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The separator of secondary alkaline battery should have electric

conductivity and thermal stability, and should be resistant to

electrolyte to acquire the durability to repeating charge and

discharge. The battery separator meeting the requirements can be

manufactured by radiation grafting te따\iques.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separator for domestic battery makers which have to use

imported products. The radiation grafting techniques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olymer modification techniques by radiation such

as the development of desal ination and ion-exchange membrane and the

immobilization of bioactive materials.

。 The dosimetry for electron beam accelerator is a basic and

important technology for the equipment desi윌1 of irradiation process

and for the quaH ty control of irradiated products. Since KAERI' s

electron beam accelerator was moved from Seoul last year , its dose

measurement is necessary for its performance

irradiation service in the future.

inspection and

。The medical products made of domestic PP have been sterilized by

ethylene oxide(EO) gas in our country. The use of EO gas is , however ,

severely restricted in advanced countries because it is a carcin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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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y is approaching when its use for sterilization of medical

products is regulated as well in our country. Thus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resistible PP for medical use is a very important and urgent

project.

。 In order to acquire the maximum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NPP) , all the parts for the construction of NPP should be examined

and their soundness under every environmental condi tion expected to

occur during the life time of the NPP should be approved. To evaluate

the resistivities of the parts to ionizing radiation , it is essential

to secure irradiation faci I i ties , and equipment which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 and accurate dosimetry technology.

。 Since the radioisotope tracer technology has many technical and

economical advantages , there is much potential demand in Korean

industry. The implementation of the technology to the industry will be

helpful in elevating its technical level and competitiveness.

m. Sc매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comprises 5 sub-projects such as radiation grafting,

dosimetry, radiation resistant polymer, qualification of NPP

materials and radioisotope tracer. The sc때es and contents of the

sub-projects are as follows.

。 The separator of alkaline battery can be made by radiation

grafting acrylic acid·onto low density polyethylene film. In order to

produce an excellent separator membrane , suitable grafting conditions

and special techniques are needed. Graft polymerization was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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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by both simul taneous irradiation and preirradiation techniques ,

and the effect of metal sal ts , suI furic acid, and sol vent on the

grafting yield were evaluated. The physical property of grafted films

was also measured.

。 The dosimetry of the cellulose triacetate( C1’A) film was discussed

for electron beam accelerator. A series of dose distribution

measurements of Y-scan, X-scan and depth for KAERI's electron beam

accelerator was made using CTA film dosimeters.

o Appropriate base polymers were selected among various kinds of

domestic polypropylene and their radiation resistance was evaluated by

irradiation of 30kGy and post irradiation aging at 60 'C. Adequate

additives such as antioxidants , UV stabilizers , nucleating agents , and

mobil izers were chosen and their effects on radiation resistance of

polypropylene were investigated.

。 The dose rate distributions of the Co-60 gamma irradiation

facility were measured using chemical dosimeter’s. An irradiation

chamber will be used in evaluation of the radiation resistivi ty of

polymeric materials for NPP.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of the

chamber can be contr‘oIled remotely.

。 A series of gamma-ray transmission scans was carried out on the

air distillation column to identify the origin of the malfunction of

the column

F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Radiation G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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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ting yield in simultaneous grafting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monomer and absorbed radiation dose. Low dose

rate when irradiated with the same absorbed dose led an enhanc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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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methanol mixture was used as the grafting solution containing

more than 50v% acrylic acid. It was shown in preirr’adiation grafting

that when Mohr's salt and sulfuric acid are present in the grafting

solution, the enhancement of grafting was much higher than when only

Mohr's salt was used. As little as 2.5x10-3 Mohr ’ s salt was enou빼 to

inhibit homopolymerization, but further addition of Mohr ’ s salt

sharply decreased the grafting yield. The grafting yield increased

sharply up to 0.2 Mol/L of suI furic acid but sl ightly after the

concentration. The maximum grafting yield occurred at a monomer

concentration of 20-30 Vol%.

2. Electron Beam Dosimetry

Various tools for electron beam dosimetry using CI‘A fi 1m were

designed and prepared. The beam length within the error of 10%, the

practical beam width , and the effective penetration depth in the

densi ty of 191빼 were about 50cm, 10cm, and 0.3mm , respectively ,

resul ted from the dose distribution measurements of 300keV electron

beams i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s. At the beam current

of 10mA and the conveyor speed of 22.8cm/sec, the measured absorbed

dose was approximately 22.3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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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diation Resistant Polymer

The terpolymer showed higher radiation resistance than homopolymer

or random copolymer. Irganox 1010 caused the discoloration of PP

during irradiation , meanwhile Ethanox 398 did not. UV stabilizers such

as Tinuvin 770 and Chimassorb 944LD greatly improved the radiation

resistance of PP even at low concentration of 0.02%. Mobilizers such

as paraffin liquid and atactic PP wax showed a synergistic effect with

UV stabilizers. The results will be utilized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radiation-resistant PP.

4. Irradiation Technique for EO

For the preparation of radiation tests of materials for nuclear

reactor , a series of dose rate distribution measurements was carried

out using about 300 Ceric-Cerous SuI fate dosimeters. The dose rates

along the center I ine and average dose rates of 40cm x 40cm , 40cm x

60cm , 40cm x 80cm and 80cm x 8Dcm planes were measured. The mathematical

functions representing the data plots were obtained using a computer

program for future uses.

An irradiation chamber for radiation test of NPP materials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The chamber is installed in the irradiation

cell , but the control box is installed outside to prevent radiation

damage. They are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the hole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concrete shield. The chamber was designed and made

using radiation resistant materials. The temperature can be controlled

up to 150 1C and pressurp from vacuum to 2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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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adiotracer (Column scanning)

An air disti l1ation column(W4m xD4m xH40m) was examined using a

98mCi Co-50 source and a NaI scintillation detector , as the pressure

balance inside the column was abnormal at a full design base operation

condi tion. The densi ty profi les of the column were measured under 4

different operation conditions. It appeared that the origin of the

col umn' s mal function occurred in the vicini ty of tray 51. and the

blockage of downcomer was su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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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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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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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뀔 댁펼



제 1 장 서 를르
'--

현채 우리나라의 방사션웅용산업은 방사션멸균과 내혈천션 빛 열수축생

류브생산기술분야에는 어느정도 산업척 기반이 형성되었고， 타이어고무가

교， 발포수져생산. 인쇄잉크의 경확 퉁도 산업화초기단쩨에 있어 전반적으

로 산업계에 방사션이용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률 기술외에

도 고분자 산업분야에 많은 새로운 웅용기술이 산업화 되었거나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또 배연， 혜수， 슐러지 풍 공해물질의 방사선

쳐 el기술도 활발하게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션진국에서 산업화되었거나산업화를 추진충에 있는 세부기출

분야는 수섭 종에 달하나 우리나라에서 휘에서 언급된 몇깨 분야만， 그것도

거의가 션진국에서 기술올 수입하여 산업화되고 있으며， 방사션웅용분야의

연구인력이나 장벼도 매우 부혹한 상태이다. 따라서 산업계의 기술수준율

향상시키고 방사션웅용기술의 전반적 륙정언 제품의 고굽화， 원가절감 및

공해발생억혜 동을 통해 국제경쟁력율·놓이기 위해서는 가농한 한 많은 분

야의 연구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논 연구인력 및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연구분야의 확대를 대버한 몇가지 대표척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률

진행하고 있다.

천지는 화학변화에 따르는 자유에녀지 감소에 의하여 전기에녀지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읍극， 양국， 천해핵 및 분리막요로 크게 나뉘

어진다. 읍국에서는 전자친화생이 척운 읍국 작용툴질이 천차률 유리시키

고， 그 펀자는 회로를 몽하여 양극￡로 가서 천자찬화생이 큰 양륙 물질에

홉수되고， 천해액 중에서도 천자대선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한다. 현재 셜

용화되어 있는 1차천지애는 망간천지， 알칼리망깐천지， 수은천지， 산화운펀

치， 염화운천칙， 공기-아연천지， 리륨천지， 닉켈-아연천지 퉁이 있고. 2차

-]-



천지에는 연혹천지， 닉켈-카드륨천지， 나캘-첼천~1 동이 있다. 어떠한 천지

에도 척막은 필수척이고， 이 격막은 천지의 형태에 따라 cellulose, 합생부

직포 및 그라프트 고분자박이 사용된다. 아크렬산으로 그라프트된 폴리에틸

렌 필릅운 천해액에 대해 내구생이 좋고 내열생， 기계척 강도도 우수하여

알칼리 2차천지， 산화운 1차전지 동에 매우 적합한 격막으로 알려척 었다.

그라표프 반웅은 방사션법， 화학적 방법 및 uv법으로 가능하나 무국생 풀려

에틸핸필름에 대한 그라표트 방법은 오직 방사션법만으로 가능하다. 전지용

격막율 방사션 그라프트 방삭으로 합생하기 위해 아크렐산율 폴리에틸렌 필

름에 동시초사법과 전조사법으로 각각 그라프트반웅시켰다. 적합한 그라프

트반웅초건율 초사하기 위해 방사션량율 변화시켜보았고， 금축업， 횡산 동

의 첨가효과 빛 용매의 영향율 고찰하였으며， 이툴 그라프트 펄릅에 대한

툴리적 륙생율 조사하였다.

방사선화학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발천소의 건셀이나 수명명가 나아가서

는 수명연장에도 낀요하게 사용된다. 륙히 방사선이 발생되는 격납용기내의

천션. 케이블， 썰， 페인트 동 유기고분자재료툴용 철져한 내방사션생이 검

증된 후 사용되어야 하며 가동충언 원자로의 수명명가에도 이러한 검증기술

이 기본이 된다. 그러나 지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내방사선 안전

생 검증율 미국， 카나다 등에 의뢰하여 실시해 왔다. 국가척으로 원전의

95%. 국산화 북표률 달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천성검증기술의 국산화가

션행되어야 한다.

방사생동위원소 추척자기술은 방사션의 루과력과 검출의 고감도 및 간펀

생으로 인해 산업공정에서의 원료혜재시간분포측정， 혼합축도홉정， 마모도

측정， 누설탐사， 공정검사， 환경오염원 추척 동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어 공

정율 최척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과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국내에셔는 그동안 간혈쩍으로 몇가지 기술율 산업계에

-4-



적용한 예가 있으나 천담인력의 부혹으로 지숙적인 기술 보급이 제대로 이

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그 효용성율 인식하여

국제협력사업율 통해 세계각국에 이 기술의 보급에 힘효싣고 있다. 본 과제에

서도 연구인력은 부혹하나 추척자기슐의 연구와 산업계 보급 및 국체협력

풍율 위해 점차 연구률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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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뀔 댁펼



저11 2 ~옳 방샤션그햄표E프 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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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뀔 댁펼



제 2 장 방사선그라프트 반웅

제 1 철 서 셜

알칼리 2차천지에는 닉켈-카드늄， 닉켈-아연， 닉켈-철， 산화은-아연 퉁

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κOH ， NaOH 동의 알칼리 수용액이 천해액으로 사용

되며 l차천져에서와 같이 2차전지에서도 폭갈이 격막이 사용된다 1-2) 2차전

지용 척막운 충천， 방전의 반북사용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1차 천지의 격

막에 비하여 내열생， 내산화성 및 기계쩍 강도 동의 내구생이 우수해야 한

다. 격박의 주요 기농은 half cell 상호간에 활성물질이 오염되는 것율 막

기 위해 천지의 hal f cell율 물리척으로 격리시켜 주는데， 전통척으로 알칼

리천지의 격막으로 첼롤로오스가 이용되어 왔으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일본에서 그라프트 폴리에탤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라프

트 방법운 크게 방사션법， 3-6) 화학적인 방법7) 및 uv법8-9)으로 분류되는데，

폴리에틸렌과 찰이 무극생얀 고분자채료에 단량체를 화학적얀 방법으로 그

라표트시키기는 매우 어렵고， UV법은 수율이 좋지 않기 때푼에， 상업척으로

방사션 법이 가장 유리하다. 아크럴산율 폴리에틸벤에 방사션 그라프트 시

키면 내구생이 우수한 분리격막울 얼울 수가 있으며， 이경우 쩍절한 그라프

트 반웅초건과 그라프트 기술이 필요하다. 방사션 그라표트방식은 크게 동

시조사법 10-12)과 천조사법으로 분류되고， 천초사법은 다시 Trapped radi 

cal 법 13과 과산화물법15-17)으로 나핀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조사법과 과산화

물법으로 그라프트 반웅울 수행하였으며， 적은 초사션량으로 높은 그라프트

초생불율 얻기 위해 금숙혐. 황산 동의 첨가효과 및 용매효과률 검토하였

다. 또한 이틀 그라프트 필름의 불러척 륙생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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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2 철 설 협

1. 시료 및 시약

져벌도 폴리에틸랜 필름은 현대석유화학사의 BF-500 grade률 30μm두께

로 가공한 것을 사용하였고. acrylic acid는 Junsei Chemical사 제품， 횡산

은 Merk사 혜품을 사용하였다. 그 밖의 시약은 l급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

다.

2. 방사션 조사혜 의한 그라프트

• 동시초사에 외한 그라표트 프로세스

용매에 적량의 금속염， 황산율 돕인 다음 이컷을 아크럴산과 혼합하여

엠풀에 주입한다. 그러고 3cm x 5cm 크기의 필릅율 엠플에 주입하고 나서 뚜

껑율 받고 실온에서 y 션 초사하였다. 질소 분위기에서의 방사선 그라프트

는 엠플에 상기와 같이 용액과 필릅율 주입하고 나서 질소로 15불 가량 퍼

정시킨 다읍 방사선 초사하여 수행하였다. 그라프트 반웅후 뱀플에서 펠름

시료를 꺼낸 다읍 Soxhlet로 추출하여 homopolymer률 쩨거하였다. 그러고

무게 감소가 없을 때까지 감압건초한 다음 처읍 시료 무게에 대한 그라표트

중합후의 무께차로 아래와 겉이 그라프E트율율 계산하였다.

찌rIl - W o
그라프트율 (%) = 안rr .. v x 100 -- ------… (1)

여기에서 Wg와 W。는 각각 그라표트 폴리에틸렌 필름과 순수 폴리에틸랜 필

륨의 무게률 나타낸다.

•
과산화물법에 의한 그라표트 표로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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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벌포 폴리에틸렌 필름율 공기중에서 y 선 조사하여 과산화물율 형생

사킨다. 그리고 물에 Mohr' s sal t , 황산율 첨가한 다읍 이 용핵율 아크렬산

과 혼합하여 glass 햄플에 주입하고 조사된 훨름을 넣는다. 질소로 20분깐

퍼정시킨 다읍 척정온도를 유지시킨 water bath에 glass 햄플율 넣어서 그

라프트반웅을수행하였다.

3. 합수율 측정

함수율 측청은 그라프트된 폴리에틸렌 필륨을 물속에서 24시간 탐갔다

7t 꺼내셔 filter paper로 blotting한 다읍 무게률 달아서 건초된 그라프E트

펠름과 합수 필름의 무게차로 아래의 식으로 합수율율 혹정하였다.

함수율 (%)
Mζ-야rn

= ;G;r “ x 100 .…“………‘“‘‘….

rr 0

여기에서 Ws는 swelling된 그라프트 필릅의 무게률 나타내고， W。는 건조된

그라프트 필름의 무게를 나타낸다.

4. 천기전도도 촉정

3% KOH 용액에 그라프트 펄릅율 낼어 60"(;로 2시간 가열한 다음 그라프

트 필룹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Ohm Meter로 전기전도도률 촉정하였다. 시료

의 천기전도도는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측정하였다.

1 L ,.,, -1= -----Q m 1 ---------- ----------“ (3)R a

여기에서 L은 시료의 두께. a는 시료의 단면적， R은 저항(.Q )을 각각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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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다.

고라프트 충합체의 깐‘IR 빛 열분석5.

져밀도 폴리에틸렌에 아크렬산율 방사션 그라프트시킨 시료의 력외션홉

수 스팩트렴 (Nicolet 205 spectrometer) 으로 그라프트 여부를 확인하였고，

DSC(Perkin Elmer 1020 series)로 철정화도의 변화률 검토하였다. DSC는 질

소기류 중에서 20t/min 축도로 송올시켜 측정하였다.

결과및고찰혜 3 철

1. 동시조사법

가. 동시조사법에 의한 그라프트반웅

고분자(P)를 단량체 (M)와 함쩨 조사하여 그라프트 종합시키는 방법으

로 초작이 깐만하고， 생생된 radical율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량이

척어도 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반웅충에 homopolymer가 다량 생성되기 때

품에 반웅 후 이률율 제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단량체(M) 폰채하에서 고

분자(P)를 방사션 초사하변 그라표트 공종합물 또논 블혹 공충합물이 생성

될 수 있다. 이률의 반웅율 표시하면 아래와 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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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과 p • - p는 고분자 P로부터 생생된 free radical이고. R은

저분자량 radical이거나 수소원차이다. 고분자 P가 방사선초사시 분해 반웅

을 얼으키는 분해형 고분자이면 반웅(1)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블록공충합

체가 형성되고， 고분차P가 가교형이면 반웅(2)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라프

트 공중합물이 주로 형성된다. 본 실혐에서 사용한 저밀도 폴리에틸벤은 가

교형이기 때문에 반웅(2)의 그라프트 공중합물이 형성될 껏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천지용 격막을 제조하기 위해 substrate로 저밀도 폴리에틸

렌 필름과 단량체로서 아크랄산을 선택하여 동시조사법으로 아크럴산이 그

라프트된 폴리에틸렌막융 합생하였다. 동시조사법에 의한 그라프트방법은

단량체와 폴리에털랜 필륨을 직접 접촉시킨 다읍 방사선 초사하기 때문에

다량의 homopolymer가 생성된다， Homopolymer의 생성율 억제하기 위하여

CUS04 • 5HzO. FeS04· 7HzO 및 FeS04(NH4)zS04 • 6HzO울 첨가하여 그라표트 반웅

을 수행하여 본 결과 3가지 첨가제가 그라프트 반웅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

하고. CUS04· 5HzO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컸기 때문에 CUS04 • 5HzO율

homopolymer억체제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상기 금숙옆올 그라프E트 용액에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다한 homopolymer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폴리애

털랜 필름에 그라프트 시킬 수 없었다. 룩 금속염이 존재하지 않으면 단량

체는 짧은 시간내에 gel화되어 소모되기 때문에 그라프트반웅이 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금숙염이 존채하변 homopolymerization반웅은 억제되고 단

량체가 그라표트반웅에 소모되기 때문에 그라표트반웅이 얼어난다， Fig，!은

CUS04 ·5H20의 농도 효과률 나타내고 있는데. CUS04· 5HzO 농도의 증가에 따

라 그라표트윷은 점점 감소하였다. 금속엽의 첨가는 homopolymer‘ 억채 뿐만

아나라 그라프트반웅의 감소를 가져왔다. Cu2+금속염에 의한 그라프트 반응

억제영향에 대해 ColI inson18
) 동은 성장고분자(propagating polymer)로 부

터 천자가 금속 양이온의 불완천한 d-orbital로 이몽하여 radical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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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Fig.2운 순수 폴리에틸렌과 아크럴산-그라프트 폴리에털렌의 F‘TIR

chart이다. 순수 폴리에틸렌 필름시료에서는 폴리에틸렌의 얼반적인 흡수

peak인 2900 , 1450, 725cm-1
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크렬산이 그라프트되면

CarboxyIic aci d의 C=O stretching 때문에 1750cm-
1
부근에서 강한 peak가

나타나고， 또한 Z900cm‘l부근에서 넓은 OH peak가 나타났다.

나. 조사량에 의한 영향

Fig.3은 질소 분위기와 공기존채하에서 각각 그라표트율을 혹정한 것

인데. 질소분위기에서 약깐 높은 그라프트율율 나타냈다. 단량채의 방사선

충합에서와 같이 그라프트반웅에서도 용액중 산소가 존재하면 생성된

radical 야 산소와 결합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그라프트율이 공기중에서 낮

은 값율 나타낸다.

Fig.4는 조사선량율을 0.04Mrad/hr로 얼청히 유지하고， 조사량을 달

리하여 그라프E트율율 축청한 것이다. 대부분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농도가

10 V이%까지 급격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율 보였

다. 조사량이 낮은 O.lMrad에서는 아크렬산 농도가 20 Vol%까지는 그라프트

반웅이 얼어나지 않다가 30 Vol%정도에서 그라프트 반웅여 일어나고 40

Vol%에서 Peak점에 도달하고 다시 60 Vol%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조사량이 놀은 경우와 대조를 이루었다. 축 적은 조사선량에서만

Trommsdorff peak가 나타났다.

Fig.5는 총조사선량을 O. 7Mrad로 일정히 하고， 조사선량율을 각각 달

리하여 그라프트율울 측정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조사선량율이 낮은 경우가

조사선량올이 큰 경우보다 눔은 그라프트율을 나타냈다.

Fig.6은 H20 , H20/CH30H 혼합용매， CH30H 용매가 그라프트율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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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률 나타낸 것이다. 아크렬산의 농도가 낮윤 경우는 용매로서 H20가 유

리하고，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H20/CH30H혼합용매에서 놀은 그라표트율을

나타냈다. H20/CH30H 혼합용매 충에서도 혼합용매의 부피비가 HzO/CH30H =

3/7일 때가 가장 우수하였고 필름킥 표면상태도 양호한 형태툴 유지하였다.

그라프트 반응에서 용매의 사용은 매우 충요하다. 그 이유논 단량쳐l만율 사

용하는 것보다 척절한 용매률 혼합하여 사용하변 단량혜 사용량율 줄일 수

있율 뿐 아니라， 적은 조사량으로 높은 그라프트율을 얻을 수 있고， 초사샤

료의 내부까지 그라프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20와 CH30H의 용매효과

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substrate인 폴리에틸벤 필름과 두 용매간의 용해도

를 고려해야 한다. 고분자가 용매에 용해되는 process는 혼합의 자유에너지

로표시활수 있다.

l::!. Gm = tJ. Hm-T tJ. Sm - --_. - - - (6)

여기에서 ~Gm은 Gibbs free energy , ~Hm은 Enthalpy , ~Sm은 Entropy률

나타낸다. 혼합에 대한 ~Gmol 0보다 적으면 두 물질간에 용해도가 형성된

다. 고분자의 용해에 있어서 ~Sm은 항상 O보다 크기 때문에 ~Gm율 결정하

는데 ~Hm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Hi Idebrand20풍은 다음과 같은 공식율 제안하였다.

t::. H m

v = (81- 82)2~1~2 - .. -- (7)

여기에서 V는 혼합물의 부피. 8 은 용해도 변수• ({J는 혼합물의 체척분율을

나타낸다. ~Hm은 항상 (81-82)2에 버례하기 때문에 ( δ1-8z)2의 값이 척

어야 상호 용해성이 높다. 폴리에털랜의 용해도 변수가 8( callcm3) 112이고，

물이 23. 4( cal /cm3 )1끽 메탄옳이 14(cal /cm3 )1/Z인 점율 고려하면 메탄올이

불보다는 용해도 변수가 폴리에틸렌의 용해도 변수에 가깝기 때문에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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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아크릴산과 폴리에틸렌 필름에 형생된 radical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Table 1). 본 설협결과(Fig.B)에서 보면 아크럴산의 농도가 낮운

경우는 메탄올 용매를 사용한 경우가 매우 낮은 그라프트율을 보이다가 아

크렬산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라프트율도 급격히 향상된다. 물과 메탄올 혼

합용매에서도 비슷한 거동율 보인다. 단순히 용해도 변수만울 고려하면 메

탄올이 물보다는 그라프트율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할 것으로 믿어지지만，

메탄올은 chain transfer reaction율 유발시키는 껏으로 알려져 었고， 물은

chain transfer 상수가 ‘0’ 에 가깝다. 따라서 물의 경우 chain transfer에

의해서 형성되는 부반웅은 유기용매에 비하여 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

변， 메탄올 용매의 합량이 놀으면 메탄올의 chain transfer reaction이 크

게 작용하여 그라프트율이 낮아지게 되는 켓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메탄올

이나 메탄올/물 혼합용매를 사용할 때는 아크렬산의 농도가 풀으면 그라표

트율도 향상된다. 물/메탄올 혼합용매의 용적비율이 3/7이고， 아크렐산의

농포가 50 V이%이상 얼 때 그라프트옳이 높게 나타났다. 용해도 변수가 폴

리에틸렌의 용해도 변수에 아주 가까운 THF를 용매로 사용하여 그라프트율

을 축정하였다 (Fig.7).

THF’를 용매로 사용하변 반웅열에 의한 그라프트 사스템의 온도상승

빛 THF의 폴리에틸멘에 대한 과도한 팽올효과 풍요로 폴리에틸렌 필름율 균

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순수한 물만율 사용한 것보다 그라프트

율이 낮았으며 그라표트 필름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Fig.8은 방사선 그라프트율에 대한 함수율을 측정한 것이다. 그라프

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합수옳도 비해적으로 종가하였다. 척절한 합수옳은

그라프트박율 천지격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될수적인 것이다.

Fig.9는 그라표트율의 변화에 대한 칫수의 변화， 즉 폴리에틸랜 훨릅

의 그라프트 반응전 면척과 방사선 그라프트 반웅후의 면적 증가율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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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칫수도 작선적으로 증가하였다.

Table 2는 3% KOH수용핵에 그라프트 훨름율 넣어 60t로 2시찬 가열

한 다읍 그라프트 필름율 증류수로 세척하여 천기전도도를 측정한 것이다.

천기 천도도는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함을 보여 주고 있

다. 방사션으로 그라프트한 공충합막은 40-200A 의 세공구조를 갖고 있는

것오로 알려져 었다. 이온의 전도기구는 부적표와 같이 다공생구조의 세공

을 펀해액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폴리올레핀에 도입된 고분자 segment룰

팽윤하여 이온천도생을 부여하는 것이며， 팽윤한 격막충에 천해액이 용해하

여 확산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

저전류의 충전， 방전에는 생성이나 소바숙도가 낮기 때운에 격막의

이온루과성이 낮아도 전지성능에 대한 영향은 척다. 그러나 고천류에서는

생성， 소비촉도가 크기 때문에 이온와 투과성이 낯으면 한 쭉의 극실에서

이온이 축적되고 다른 국실에서논 부록해진다. 따라서 고천류하에서 충방전

율 가농하게 하기 위하여는 격막의 이용 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라프트올을 높여서 이온 루과성율 향상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아크

럴산과 vinylacetate 률 공종합시킨후 그라프트박율 알칼리 수용액 중에서

가수분해하면 아크렬산만을 그라프트시킨 경우보다 높은 이옴투과성을 나타

내는 것4로 알려져 있다.

2. 펀조사법

가. 천초사법에 의한 그라표트 반웅

천조사 그라표트 반용에서 조사 충 산소의 영향은 반웅온도， 조사선

량 및 단량혜의 농도와 함께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폴리에틸랜을 공기중

에서 초사하면， 폴리에틸렌의 무정형부분 및 얼부의 결정부분에서 생성된

free radical은 산소와 반웅하여 diperoxide(R-O-O-R)와 hydroperoxide



(R-O-O-H)가 형생된다. 온도를 가열하면 이률 과산화물은 분해되고 단량체

와 접촉하면 그라표트 개시반웅이 일어난다 21 )

저밀도 폴리에틸랜 훨릎을 5Mrad, 3Mrad, lMrad로 각각 방사션 조사

하여 흡사 또는 일정시간 보판한 후， 그라프트 반웅사킨 결과를 Fig.lO에

표시하였다. 방사선 초사한 다음 축시 그라프트 반응시킬 때 그라표트율이

가장 놀았으며， 보판사깐어 경과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감소하다가 20시간

이 경과한 후 부터는 2000，사간까지 그라프트율이 일정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방사선 조사후 초기의 불안정한 활성종이 사라지고 시간아 경과함에

따라 안정한 상태로 천환됨율 입증해 주고 있다. 방사선 조사후 초기의 활

성종은 trap된 P •와 POO • 이며， 이틀운 반웅 (8)- (1 0)과 같야 hydroper

oxide와 diperoxide가 생생되는데 이 반용은 방사선 조사 20시간 후에는 완

료되는 것오로 볼 수 있다.

p. + O2

POO • + PH

POO • + POO

) POo· …. ‘…’ .‘…••…..………••…-야.

) POOH + P • …------‘ (9)

) POOP + 02 ......._.‘_.…..-. (lO)

천조사법에 의한 그라표트방식은 단량체가 직첩 방사션 조사되는 동

시조사법과 같이 많은 homopolymer’는 생성되지논 않지만 천초사법에서도 고

분자 radical 의 chain transfer 또는 과산화풀의 분해로 형성된 활성점에

의해셔 homopolymer가 생성된다. hydroperoxide(ROOH)가 열분해하면 RO· 와

• OH radical 로 분해되고， 여기에서 • OH radical 은 직접적으로

homopolymer률 생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Fez
+ 존재하에서는 • OH radical

에 의한 homopolymer 캐시반웅은 정지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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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 Fe2
+ 'l PO· + Fe3

+ + OWl - ……-_.‘-_..• (l1)

한편오로 Fe2+는 graft반웅에도 영향율 주게 되는데， 실제로 Mohr ’s Salt의

함량이 증가하면 그라표트율 또한 감소하는 것율 볼 수 있다(Fig.I I). 이와

같은 그라표트율 감소원인은 아래와 같이 성장되어가는 고분자 radical 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p. + Fe2
+ > p- + Fe3+ ---…-_........-’.- ••_--,- (I2)

따라서 그라표트 반웅에서 적정량의 금속업을 첨가하는 것은 매우 충요하

다. 금속염 (Mohr ’ s sal t)율 그라프트 시스팀에 첨가하지 않으면 상당한 량

의 homopolymer가 생성되었다 (Table3). 또한 황산을 그라표트 용액에 첨가

하지 않으면 그라프트울이 매우 낮은 반면， 황산의 첨가량이 중가함에 따라

그라표트율이 급격히 증가한다(Fig.12). 그라표트반용에서의 산의 역할에

대해 Garnett 동은 (I) 방사선조사에 의한 용매로 부터의 수소원자 생성，

(2) 그라표트된 고분자의 bulk용액내에서 용해작용. (3) 고분자 훨름과 외

부 액상간의 단량체의 분리계수 상승 퉁으로 셜명하고 있다. 이들 결과는

동시조사법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해석한 것이고， 산에 의한 효과도 본

실햄결과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갚은 연구가 펠요하다.

Fig.13은 3Mrad. 5Mrad 및 7Mrad로 조사한 시료률 반웅온도 70'C에서

아크렬산율 그라프트서킬때 농도와 그라표료율악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아

크럴산의 농도가 20-30 Vol%일 때 가장 높았고， 이 농도 이상은 점차 감소

하는 겸향율 보였다. 모든 그라프트 사스탑에서 그라표트 반응은 훨름 표면

에서 캐시되어 점점 내부로 진행되는데， 이경우 단량체의 확산은 매우 중요

한 인자이다. 대부분 그라프트옳여 가장 높은 단량체 농도애서 단량체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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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도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경우도 아크럴산 농도가 20--30%일

때 단량체의 확산축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Fig.14는 7Mrad, 5Mrad 및 3Mrad로 초사한 펼름을 반웅온도 70t에서

그라훌트 반용시킬때 반웅시간과 그라프트옳의 관계률 표사한 것이다. 이

반웅온도에서는 과산화물(POOH ， POOP) 의 분해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과산화

물 분해로 형성된 radical 과 단량체가 반시간에 반웅이 빠르게 진행되며，

그 다음 부터는 미미한 그라프트 반웅이 진행되었다.

Fig.15은 반웅온도 50t에서의 그라프트올율 나타낸 것으로 반웅온도

가 낮아 짐에 따라 그라표트 축도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저조사량의

시료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께 나타났다. Fig.16은 반웅온도 30t , 50t ,

70t에서의 반웅시깐과 그라프트올의 관계롤 나타낸 것이다. 반웅온도가 30

℃에서는 그라프트가 거의 얼어나지 않아서 반응을 24시깐까지 진행사켜도

그라표트율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반웅온도 30t에서는 과산화물이 거의

분해되지 않읍을 유추할 수 있다.

나. 결정구초의 변화

Fi응.17는 순수 저벌도 폴리에틸렌과 아크렬산으로 그라프트한 저밀도

폴리에틸랜필름의 DSC 곡선을 표시한 것이다. 그라표트 폴리에힐랜 필름의

용용곡선에서 peak point는 순수 폴리에털랜과 비교하여 변화는 거의 없었

으나， 용융곡션의 면적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용융곡선의 면적감소는 폴리

에털렌의 결정성 감소에 의한 것이 아나고 폴리에틸렌에 단량쳐l가 그라프트

됨으로서 폴리에틸렌의 초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라표트

한 시료의 용융곡선의 peak가 예리하지 않고 버쿄척 폭넓은 형태률 취하고

었는데， 이것은 그라프트화에 따라서 폴리에틸랜의 라멜라 결정표면에

bulky한 버결정쇄가 부여되어 라멜라표변에 변형여 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

-20-



으로보인다.

제 4 철 결 료응
'--

저밀도 폴리에틸랜 필름에 방사션율 이용하여 아크럴산율 그라표트시켜

전지용 격막율 제초하는 실험율 진행하였다. 방사선그라프E트 방법으로 동시

조사법과 천조사법율 각각 설험하여 그 륙성율 관찰하였다. 동시조사법에

의한 실혐에서 첨가체로 CuS04 ·5H20율 첨가하여 homopolymer‘ 생생율 억제

시켜 그라프트 중합율 시킬 수 있었다. 단량체의 농도 및 방사션량을 증가

하면 그라표트율도 상승하였으며， 갈은 조사션량에서는 션량율이 낮을 때

높은 그라프트율율 나타냈다.

폴리에틸렌율 먼져 공기충에서 방사션조사하여 아크랄산에 침전시켜 그

라프트 반웅시키는 천초사법에 의한 그라프트 반웅에서 항산과 Mohr ’ s sal t

률 첨가시켜 양호한 그라표트막율 제조활 수 있었다. 항산의 참가량이 a.2M

까지 그라프트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단량체의 농도가 20-30 Vol%에서 가장

높은 그라프트옳율 나타냈다. 그라프트반용시 반웅옹도가 높으면 단시간에

급격히 반웅이 진행되고， 낮은 반웅온도에서는 그라프트 진행속도는 늦고

그라프트율도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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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breviation and Solubility Parameter of Solvents

Solvent Abbreviat ion. 8 (callcm3
)112

Water H20 23.4
Method MeOH 14.5
Tetrahydrofuran T따’ 9.1

Table 2. Electrical Conductivity of KOH - Treated grafted LDPE Film

Degree of grafting (%) Electrical conductivity (.Q -l em-I)

0 2.6 x 10 -16

14 3.8 x 10 -8

36 8.8 x 10 -8

70 11.1 x 10 -8

95 14.2 x 10 ‘ 8

138 17.8 x 10 -8

197 30 x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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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Noble Additives on the Degree of Grafting

웰빨r Control
Mohr ’ s salt

Mohr ’ s Salt

2.5 x 10-\1 H~04 0.2M 2.5 x IO-1M
H2S04 O.2M

I Mrad much
Impossible to

homopolymer 1. 1 remove sample from 6.5
grafting solution

3 Mrad
much
homopolymer 2.5 ’ 427

5 Mrad
much
homopolymer 4.3 n 702

* Reaction Temp. 70t , Reaction Time 3hrs, Monomer Concentration 30 V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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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천자선 선량측정

제 I 쩔 서 셜

천자션 초사에서 피조사물에 의도하고 있는 초사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홉수

션량의 예혹， 명가 및 제어가 필요하다. 조사용 가축기를 사용해서 방사션율

초사할 때 기본척으로 가축천압， 천류. 초사시간 혹은 conveyor혹도 동의 초사

parameter를 결정하여야 한다l)

가휴천압율 철정하는 기본초건은 피초사물의 원자초생과 두쩨어며 천류와

조사시간 혹은 conveyor좁도률 결정하는 초건은 피초사물에 필요한 홉수션량이

다. 또 한가지의 조사 parameter는 conveyor률 이용환 연축초사에서 충요한 초

사 폭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시료의 폭에 의해 컬쩡된다 2)

이상의 기본이 되는 초사 parameter률 셀청함으로써 홉수션량의 깨략치률

예측힐 수 었다. 포 쩍으로 대략의 홉수 션량값에 의해 기본이 되는 초사

parameter를 셜쩡하기도 하고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의 쩡확생( ±약 20이내의 쩡확생)융 실증하는 션량치 혹은 션량분포가 요구될

때는 많운 겸우 션량측정이 필요하게 됨운 불론 션량과 초사 parameter와의 사

이에 상세하고 치벌한 쩡량척인 관계가 충요하게 된다.

천차선 가축기의 공업척 이용에 있어 션량혹정운 특히 공업초사 process률

위한 초사장치의 셜체 및 조사쩨품의 품질환리의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하다.

포 기초 연구 및 최근에는 원자력 시껄， 인용위생， 가속기시썰 둥에 이용되는

재료 빛 기기부품의 내방사션생 명가에 있어서도 기반기술로 충요한 역활율 한

다.

공업척 조사용의 천자션량 혹쩡운 지금까지 주로 수빽 keV부터 3 MeV까지

중에녀지의 천자션율 위해 깨발되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는

300 keV이하의 져에녀지 헨자션 초사에 의해 표면 가공쳐리의 기술 깨벌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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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진전됨과 동시에 5-10 MeV의 고에너지 천자션， 혹은 X션으로 Co-60의 감

마션울 대체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판심이 고초됨에 따라 종래보다도

훨샌 넓은 에너지 범위에 걸쳐서 션량측정이 휠요하게 되었다.

천자에너지가 놀께 됩에 따라 그 비정 혹 루과깊이도 길어지게 되어 피조사

체의 심도방향의 단위 두께당 션량 변화율은 감소되기 때문에 션량측정은 상대

적으로 용이하게 훤다. 따라서 충에너지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댄 션량측정기술

은 그대로 고에너지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척에너지영역에서는

높은 공간 분해농의 션량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에너지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

댄 몇몇 선량계는 척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선량 명가의 방법에서도 처

에녀지 륙유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300 keV이하의 저에너지 전자선 가속기

의 션량측쩡의 륙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의 비쩡이 800mg/cm2 이하로 짧기 때문에 심도 방향으로 높은 공간

분해 둥의 측정이 필요하다.

2. 펀자의 비정에 비교하여 beam 창 빛 공기충의 두께 비율이 크고 두충에

의한 에너지 손실율과 투와전자의 각도분포의 퍼침이 크기 때문에 피조사체중

의 심도 션량분포는 충에너지 영역의 경우와 탈라서 표면부근이 최대션량이 된

다.

3. 공기충에서의 에너지 손실올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공기충 두께률

수cm이하로 작게 할 필요가 있다.

4. 초사방법이 conveyor률 이용한 연숙조사볍에 한정되고 있어 beam 창밑에

션량계 동울 고정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전자션 가속기의 션량측정에 실용션량계로 가창 많이 사용되고 있

는 cellulose triacetate (C1’A)필름 선량계률 이용하여 서울에서 대천으로 이

천 설치되어 있는 300 keV의 저에너지 천자선가속기의 선량분포률 혹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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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2 철 설 혐

1. 선량계

천자선가숙기의 홉수션량율 측정하기 위하여 일본 후지 사진훨릅 주식회사

의 Cellulose triacetate(CTA}필름 션량께(상품명 FfR-125)률 사용하였다.

CTA필릅 선량계의 제원은 다읍과 칼다.

충량 조성 Cellulose triacetate(C12 H16 OS)n

Triphenyl phosphate CIS HI5 o.tP

공칭두께

필름폭

밀도

표준축쩡파장

미조사필릅 홉광도

중량명균 원자번호

단위선량당홉광도변화 (~OD/kGy) ， K

85%

15%

O.125mm

8mm

1.29g/cm3

280nm

0.12-0.13

6.7

0.0063

전자션 조사전후의 홉광도 측정에는 영국 Cecil Instruments사 제품의 uv

Spectrophotometer(Model CE2292)가 사용되었다.

2. 천차선 조사

c1‘A 필름 션량계의 전자션 조사는 전자션 가속기의 Ti 창으로부터 3.6cm

거리에 셔료를 놓고 천자션의 후방산란을 방지하기 위해 션량계와 밀도가 거의

같용 플라스틱 판상에서 조사하였다. 그러고 전자션은 beam의 충앙 축 조사창

의 충앙(y=o)에서 조사하였다. 섬도션량분포(depth dose)률 측정하기 위한 c1‘A

필름 션량계 조사사는 플라스틱 판상사이에 CTA 필륨율 포개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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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험철차

erA필륨 션량계률 사용하여 다읍과 잡은 순서에 의하여 천자션의 홉수션량

율 측쩡하였다.

(1) 다'A 필륨율 40mm 길이로 자른 후 각각의 필륨에 번호로 표시한다.

(2) 천자션 조사천에 280mm 파장에서 UV spectrophotometer ‘에 의하여 홉

광도를 륙정한다 (OD.)

(3) 초사창으로부터 3.6cm거리에 c1‘A필름융 놓고 펀자션율 조사한다.

(4) 천차션 초사된 c1‘A훨륨융 실온에서 약 2시간 보환한다.

(5) 280mm에서 홉광도툴 다시 측정한다(ODz)

(6) c1’A 펠륨의 두께(t)를 혹쩡한다. 실제로 c1‘A훨륨의 공청두께 O.125mm

와 거의 갑으므로 두께혹정율 생략활 수 있다.

(7) 홉수 션량(D)률 다융과 겉운 식에 의해 계산한다.

D :;:: (OD2-0D 1) ..-Q꽉앓- K t

(K :;:: 0.0063 kGy-l)

져~ 3 쩔 결와 및 고찰

1. 션량분포

c1’A필름 션량계에 천자션율 초사시컬 경우 홉수션량과 홉광도 변화 ~OD

(초사후의 홉팡도-초사헌의 홉과도)와의 관계률 Fig.1 에서 보여주고 있다. 저

션량영역에서는 ~OD가 션량에 비례해서 증가하여 직션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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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약 170kGy의 홉수션량 이상에서는 직션관계에서 점차 벗어나고 와다.

170kGy의 션량이하에서는 매 lkGy 당의 L\ OD(K값}는 0.0063입을 알 수 있다.

170kGy이상에서는 K값이 약 5%청도 착아진다. 이러한 륙생올 고려하면 cl’A필름

션량계의 유효혹쩡범위는 5-300kGy로 보여진다. 300kGy 이상의 션량이 되면

적션관계률 크께 벗어나서 포화의 경향율 보이는 동시에 c1‘A필릅의 방사션 열

화에 의하여 부스러지기 때문에 취급이 곤란하게 된다.

Fig.2은 주사방향 (Y-scan) 에 따른 션량분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충섬점

(Y=O)율 기점으로 하여 화우 거리의 합수로 표시하였다. Y-scan폭은 70%로 고

창하고 이동초사에 의해 측쩡한 결과이다. 최대 주사폭은 92cm이지만 그럼에

서 나타난 바와갈이 홉수션량이 土 10%이내로 균일한 폭은 약 50cm이였다. 이는

시료의 폭이 50cm이내일 때만 균일한 초사가 가능함율 의미한다. 주사방향에

대하여 수칙인 X-scan방향의 션량분포결과를 Fig.3에서 볼 수 있으며 천자션

초사창의 충앙첨 (Y=O ， X=O)의 강으로 규척화하여 표시하였다. 실제 죠사창의 폭

운 5cm이나 션량은 매우 홈운 폭에 분포되어 있어 시료를 conveyor에 의해 이

동초사률 함으로 X-scan에 대한 것은 운제될 것이 없으나 초사션량율융 환산할

경우 시료가 방사션장율 지나는 거리가 운혜가 됨으로 셀효거리률 알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셀효거리는 X-scan의 션량분포의 략션내 면척과 동일한 잡은 놓이

의 칙사각형의 폭으로 할 때 10cm이었다.

Table 1은 conveyor 축도의 index수와 beam 천류에 따른 홉수션량율 혹정

한 결과이다. 흡수션량율은 X-scan의 실효거리 JOcm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다.

Table 1의 혹정치는 암의의 션량율 조사하고자 할 때 beam 전류와 conveyor 촉

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활 수 있다.

2. 심도션량분포

천자션의 루과좌이와 홉수션량과의 관계률 표시하는 심도션량분포푹션율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축 천압의 션정， 피초사물의 두께 방향으로 물생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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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옴율 준다. 심도션량불포푹션융 실제로 혹쩡하여

구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CTA필릅 션량계률 포깨서

구하는 방법율 사용하였다 3)

앞에서 서슐한 바와깔이 lMeV이상의 천자션에 있어서는 조사창 및 공기충

의 산란전자션의 영향이 적으나 300keV의 천자션과 갈이 져에너지의 것에서는

이들의 영향이 현저하다. 따라서 져에너지 천짜션의 경우 이동조사 또는 고정

조사와 갈은 초사방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공기충의 두께를 가

농한한 최소(3.6cm)로 하여 이동초사방법에 의하여 심도션량분포팍션을 얻었다

(Fig.4).

일반척으로 전자션의 푸과력 축 비정운 에너지에 거의 비례하는 관체가 있

으며 lMeV당 약 500mg/cm2 이지만 져에너지의 경우 이 관계는 생립되지 않는

다 3) 본 실험에서는 약 70mg/cm2 로 매우 낮은 값으로 죠사창 및 공기충에서의

에녀져 손실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3:.한 유효투과력(최대션량의 60%)은

피초사물이나 초사초건에 의해 다르지만 본 실험에서의 혹정조건(초샤창 50tl

Ti + 3.6cm 풍기)에서는 Fig.4의 결과로 부터 약 30mgl빼 로 벌도 191매인 시

료를 300keV의 천자션 가촉기로 두쩨 O.3mm의 표면 처리할 수 있읍율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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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sorbed Dose of the 300 keV Electron Accelerator

at Given Beam Current and Conveyor Speed.

Conveyor Beam Current Dose Dose Rate
Index (mA) (kGy) (kGy/sec)

30
5 16.8 26.4

(I5.7cm/sec) 10 32.8 51. 5
15 44.5 69.9

40
5 12.1 27.6

(22.8cm/sec) 10 22.3 50.8
15 32.5 74.1

50 5 8.9 26.0

(29.2cm/sec) 10 17.5 51. 1
15 23.3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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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창 고분자 째료의 내방사선성 향상

채 1 철서 i 셜

폴리표로필렌{PP}윤 결정도가 비교척 놀기 때문에 인장강도， 경도， 충격

강도 동 물리척 생질이나 전기적륙생이 양호할 뽑만 아나라 화학적생질도

우수하다. 따라서 풀려표로필렌은 섬유， 로프， 각종 가정용기， 포장훨름 동

의 재료로 사용되는 풍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s:. 많은 종류의 고분자물

철 중에셔 륙히 톡성이 없고， 투명도，가공생이 우수하여 일회용 주사기， 안

약뱅 퉁 여러가지 의료용품의 제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려나 불행하

게도 폴리프로펄랜은 방사션에 비교적 약한 생질율 가지고 있다. 폴리프로

필렌은 방사션 초사충은 물론 방사션초사후에도 열화가 섬하게 얼어나고 있

다. 즙 폴리표로필렌에 의해 제조되고 있는 의료용품 대부분은 방사션 멸균

법 적용이 가장 척당한 품북이나 방사선 초샤충과 방샤션 초샤후 발생되는

착색현상이나 물리적 강도 동의 현져한 열화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방사선멸균법율 척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률 품묵에 대하여 ethylene oxide

가스에 의해 멸균되고 았으나 ethylene oxide의 북생과 멸균중에 발생되는

발암생물철 때운에 국제적으로 그 규혜가 심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충에 배출되어 공기률 오염시키고 있어 국내에서도 식품의 멸균에는 이며

ethylene oxide가스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머지않아 의료용품의 멸균에도 사

용이 규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하서 내방사선성 폴리표로필랜 채료

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국내의 몇몇 기업체에셔도 이러한 재료의 개발

율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만좁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

다.

폴리프로필랜은 방사션 조사시 가꼬반웅보다는 분해반웅이 우세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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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건파 결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요냐 G(s)/G(x)의 값이 대략 1. 1

-1. 5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 1. Z) 풀리프로필멘은 방사션초사충에서

뿐만아니라 초，q후에도 결챔생부분에 남아있는 라디칼과 공기충의 산소와

반웅 축 산화생분해반웅에 의해 재질의 얼화가 지축된다. 이와갈운 조사충

및 초사후의 물생변화와 착색현상울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첨가제

와 초사초건에 대한 연구가 많운 방사션화학자틀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3.4)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PP채료를 사용하여 방사션 조사

전후의 물생측정율 통하여 내방사션생율 검토하고 이의 내방사선 향상 방안

율 조사하였다. 단톡중합해인 Homopolypropylene(Homo-PP) 운 물론 ethylene

과의 공i종합쳐1인 Copolypr’opylene(Co-PP; ethylene 약 2.7% ), ethylene 및

butene과 3원공충합체인 Terpolypropylene(Ter-PP;ethylene 3%, I-butene

4%) 풍 기본재료의 내방사션생율 검토하고 산화방지체， 광안정제， 이동체，

핵체 등의 첨가쩨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제 2 철 설 혐

1. PP재료 및 첨가쩨

PP채효는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종류의 PP충에

서 사출생형용율 주로 사용하였다. melt index 8-10청도의 Homopolymer.

Random copolymer 및 Terpolymer충에서 사출생형용으로 각각 1종류씩 사용

하였다(제품명 SJ-150, SJ-550, SFZ-750). 충화제는 유기충화제인 Calcium

stearate(Ca-st;서울산업)율 주로 사용하였으며 무기중화제로 hydro

talsite(교화 chemical 상품명 DHT-4C)도 병용하였다. 산화방지혜， UV안정

제는 Ciba-Geigy사 쩨품중에서 Irganox 1010, Ethanox 398, Tinu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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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Chimassorb 944LD 퉁이 사용되었다. 핵제로는 Sorbitol 계의 Mi llad

3988(미국， Milliken Chemical)과 일본 Mitsui Chemical제품인 NC-4가 사용

되었다.

2. 시면제조 및 Melt Index 측정

일정무게의 pp채료에 일정농도에 해당되는 양의 챔가제률 가한 후 져l립

기(대광기계)를 이용하여 180-210t에서 granule상의 PP pellet를 제조하

였다. 이 pellet툴 사용하여 180 .....210t 의 온도가 유지된 사출기(곰생천션)

에 의해 실혐시면율 제초하였다. ASTM B638에 따라 dumb bell 형외 인장강도

시면율 체조하였고 가로 50mm 세로 40mm 두께 2mm인 명판형외 색도측정용

시면율 제착하였다. pp시변의 melt index는 ASTM D1238에 따라 230t에서

10분간 흘러내리는 시료의 무게로 나타냈다.

3. 방샤션조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껄치되어 있는 고준위 감마션 초자시셀(약 6만 Ci)

율 사용학여 위와갈이 체조된 PP사료를 조사하였다. 방사션량운 Ceric

Cerous Sulfate션량계를 사용하여 측쩡 하였으며 36cm거리에서 30kGy의 방

사션이 홉수되도록 하였다. 방사션조사분위기는공기충 상온에셔 일란 의료

제품의 방사션 멸균시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4. PP시료의 Ag ing

방사션아 초사된 시료를 상혼에서 48시간 이상 보환한 후 60 土 It로 고

정된 항온초에서 노화실험율 실시하였다. 노화된 PP시료률 1주일 간격으로

꺼내어 상온에서 24시간 이상 보란한 후 인장강도， 신도 및 잭도률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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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장강도 및 신도의 흡정

인장강도 및 신도의 측정에는 Instron(Model 1130)융 사용하였다.

500kg의 load cell율 장착하고 cross head speed 10cm/min, span length

10cm로 하고 time mode에서 실시하였다. 인장강도 및 선도률 측정하기 천애

각시편의 두께률 micrometer를 사용하여 측청하고 언장부위의 넓이에 의해

단면척율 체산하여 인장강도 계산에 사용하였다.

한 시료의 언장강도 및 신도를 측정하는데 5개의 시펀율 사용하였으며

5개의 축정치 중 최대차와 최소치률 버리고 나머지 3개의 측정치의 명균율

하여 그 시료의 인장강도 및 선도를 구하였다.

6. 색도측정

PP채료에 여러 종류와 안정제 동의 첨가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변잭

된 색도변화률 Color &Colo!' Difference Meter (Model No. 100/DP, Nippon

Denshoku Kogyo Co. , Lt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unter seal e에 외한 L

(명도)， a( 척색도). b( 횡색도)， E( 색차) 값율 혹정하였다. 이 때 사용한 표

준백판(standard plate)은 L값이 90.6 , a값이 0.4. b값이 3.3 이었다.

제 3 절 연구결과 및 고촬

1. 풀려표로필헨 (PP)기본재료시변의 륙생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제품충 륙생. 용도 및 melt index를 참고로 하여

내방샤션성 기본채료로 척합하다고 여겨지는 3종의 pp기본채료를 션정하여

실혐율 실시하였다. 흑 Homopolymer중에서 l종류(체품명 SJ-150>' e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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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 합량이 2. 7%인 Random copolymer 및 ethylene과 I-butene 함량이 각각

3%, 4%인 Terpolymer 충에서 l종류(제품명 SFC-750)를 선정하여 사용하였

다. 이률 3종류의 기본재료의 결정도를 Diffential Scanning Calorimeter‘에

의해 측정한 Enthalpy률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값은 각각 55%, 45%, 30%로

Homo-PP의 결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Ter-PP의 값이 가장 낮은 결정도를 보

여주었다.

Table 1은 이률을 기본재료로 하여 대표적인 첨가제에 의한 처방천율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의 척방전에 따라 사출기에 의해 시편 제초사 결정

도률 낮춤으로써 내방사성을 증가시키기 워하여5) 급형온도률 20t이하로

하였다. Table 2는 Table I의 처방전에 의해 제조된 PP사편의 melt index와

투명도를 보여주는 Haze 측정결과롤 보여주고 있다. mel t index는 기본채료

의 것과 거의 같은 값율 나타내고 있으며， 루명도는 Ter-PP , Co-PP ,

Homo-PP 순으로 결정도가 가장 낮은 Terpolymer씌 투명도가 가장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2. PP기본재료의 내방사선성

PP재료는 방사선 조사중과 초사후 보관하는 중에서 두단계로 채질의 열

화가 일어난다. 이는 고분자 쇄의 절단에 의한 PP의 분자량 감소에 기인한

다3.6) PP를 재료로 하는 의료제품을 방사션으로 멸균할 때 가장 문제가 되

는 것 충의 하나가 부스러지기 쉬운 성질 죽 취성 (brittleness) 이 생기는

점이다. 이것은 그 재료가 딱딱해 짐율 의 01하는 것후로 선도의 감소로 나

타난다. 따라서 신도는 방사션에 의한 물리척 강도의 열화정도률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Fig.1은 0.1%의 산화방지제가 각각 첨가된 3종류의 PP시연율 30kGy의

방사션량을 조사서켜 60t에서 얼청시간 aging시킨 후 측정한 파단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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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류의 PP의 선도가 aging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경

향율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방사선 조사시는 물론 조샤후에도 pp의 열화가

얼어나고 있읍율 반영하고 있다. 3원 공중합처~(Ter-PP)의 방사션 조사천의

파단신도가 가장 큰 값율 보여주고 있으나 방사선 조사및 aging시 간에 따른

파단신도의 감소올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채질의 열화가 가장 많이 얼어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2는 Fig.l과 같은 시편에 의한 항북첨 선도의 변

화률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aging.Al 깐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으나 파단신도보다 완만하게 감소되고 있다. 또한 Ter-PP악 선도가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았으며 aging시간에 따른 감소율이 가장 적으며 이

는 파단점의 신도를 보여주는 Fig.l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Table 3에서는

Fig.l , 2와 같은 재료에 의한 항북점과 파단점에셔의 언장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항북점에서의 인장강도는 aging시간에 따라 3종류의 pp시펀 모두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파단점의 인장강도는 거의 같은 값율 보

여주고 있다. Fig.l , 2 및 Table 3으로 부터 3종류의 pp재료 모두가 방사선

초사후 aging시간에 따라 채질의 열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셔 0.1%의 산

화 방지제 첨가만으로는 반록할 만한 내밤사선 재료를 얻율 수 없읍을 알

수 있다.

Fig.3은 Fig.l의 0.1% 산화방지혜가 참가된 PP재료에 0.1%의 uv안정체

가 첨가된 PP재료률 방사선멸균 선량(25kGy) 에 웃도는 30kGy의 방사션 조사

시킨 후 Bot의 aging시간에 따라 측정된 파단점의 신도를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 조샤후와 노화실험초기 (aging시간 I주일 후)에는 신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후로는 얼정한 값율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방사

션 조사충과 노화실험 초가에는 PP재료의 열화가 어느 정도 얼어나고 있으

나 aging이 진행됨에 따라 PP재료의 열화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추

축하케 한다. 즉 uv안정체의 첨가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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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항북점에서의 신도률 보여주는 Fig.4에서도 aging시간 3주일까지도

선도가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율 보여주고 있다. uv안정제가 추가로 첨가된

pp채료의 항북점 및 따단점의 인장강도의 측정결과를 보얘주는 Table 4에서

도 uv안정제의 첨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uv안정혜가 첨가되져 않은 PP재

료의 실험결과률 보여주는 Table 3의 인장강도에 배하여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체로 증가되는 경향율 보여주고 있다.

Fig.5는 산화방지페 빛 uv안정쩨 각각 0.1%첨가된 PP째료에 이동제로

paraffin liquid 2%가 첨가된 PP재료의 실험결과흘 보여주는데 이동체가 첨

가되지 않은 Fig.3과 거의 같은 경향율 보여주고 있다. 측， 방사션 조사후

와 I주일 aging까지는 완만하게 신도가 감소되는 경향윷 보여주고 있으며

그 후로는 일정한 신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동제 첨가에 의한 괄몹할 만한

점운 방사선 조사 전 후에셔 Ter-PP의 선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는 이동제 첨가에 의해 방사선 조사에 의한 Ter-PP의 얼화를 방지할 수 있

음율 의며한다. 같은 채질의 항북점에서의 신도률 Fig.6에서 보여주고 있

다. 세 종류의 PP모두 aging시간에 따라 신도의 증가률 보여주고 있으며 이

동체가 첨가되지 않은 똑같은 PP채료의 실험결과를 보여주는 Fig.4에 비하

여 놀은 신도를 유지하고 있다. Table 5에서는 Fig.5. 6과 같은 시료에 의

한 인장캉도를 보여주고 있다. PP종류에 무관하게 항북점 및 파반점에서 언

장강도가 대혜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첨가제가 어느 정

도 내방사선생에 기여하고 있음율 의며한다.

Table 6은 산화방지제 Ethanox 398과 Irganox 100의 첨가효과률 비교하

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Sample 10의 파단점의 신도는 aging사깐에 따라 크

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0.1%의 Irganox 1010 참가만으로

는 내방사션성 재료를 얻는데는 불충분합율 암사하고 있다. uv얀정제와 이

동제가 추가로 첨가된 Sample 11의 경우는 파단선도가 감소되는 경향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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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Sample 10에 비하여 높은 내방사션성을 보여주고 있다. Irganox 1010

대신에 Ethanox 398이 첨가된 Sample 12의 경우도 Sample 11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r‘ganox 1010와 Ethanox 398의 첨가효과의 차이는 신도나 인장강도

(’I’able 6)에서 보다는 횡색도에서 그 차이률 확연히 알 수 있었다. Table 7

은 Table 6과 같은 시편의 잭도측정 결과률 보여주고 있다. Irganox 1010이

첨가된 Sample 10과 11의 경우 명도나 척색도에 있어서는 방사선 조샤전후

의 시면 및 3주까지 aging한 시편 모두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황

색도에 있어서는 방사선 조사전후에서 큰 차이률 보여주고 있다.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도 방사선 조사후의 Sample 10 ， 11은 다른 시판과 구별할 수

있울 정도로 황색율 되고 있었다. Irganox 1010 대산에 Ethanox 398이 첨가

된 Sample 12의 경우 횡색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껏과는 뚜렷이 구

별되고 있다. 이는 Irganox 1010 분자에 포함된 benzene 고리가 방사선 조

사중 산화에 의해 발색단율 만률고 이것이 가시광선의 황색 파장율 흡수하

는데에 기인된다고 설명되고 있다7) 따라셔 I rganox 1010은 방사선 조사후

에도 PP의 선도나 인장강도 둥과 같은 불리적 강도를 유지시킴으로써 내 방

사션성에 기여를 하지만 방사선 조사중 채료를 변색 시키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는 첨가제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첨가제가 포함된 PP재료의 잭도측

정에서는 방사선 조사 전후 및 aging에 따른 책도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색도축정 Data는 생략한다.

3. Terpolymer의 첨가제 효과

지금까지 PP기본채료의 내방사션생 명가로부터 Ter-PP재료가 다른 패료

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륙이한 점율 발견활 수 있다.

。 방사션조사전후 및 aging후에도 가장높은 신도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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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ging시간에 따른 신도의 변화가 가창 심하나 항북점 신도 변화는 적으

며 높은 신도를 보인다.

가장 낮은 인장강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aging시깐에 따라 거의 일정

한 값을 유지하고 았다.

따라서 Homopolypropylene (Homo-PP)여나 Copolypropylene(Co-PP)에 버하여

PP재료의 내방사선성 향상율 위해 많은 종류의 첨가제 효과툴 파악하는데

’I‘erpolypropylene(Ter-PP)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8은 Ter-PP에 대한 첨가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배합초성을 나

타낸 것이다. 시펀 변호 1 ..... 4 까지는 산화방지제의 첨가효과를 5 ...... 8까지는

uv안정체의 첨가효과를 9 ..... 10은 핵체의 첨가효과 n ...... 12는 이동제의 첨가효

과를 조사하기 위한 처방임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9는 이툴 시편의 melt

index와 Haze 측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산화 방지제 Ethanox 398이 첨가되

지 않은 시편이 비교적 높은 mel t index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melt

index 측정중 비교척 높은 옹도(230"C )에셔 분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

고 있다. Haze에서는 핵제 Millad 3988 , NC-4가 첨가된 시편이 낮은 값율

보여주고 있어 핵체가 투명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읍율 보여주고 있다.

Fig. 7 에서는 산화방지체가 첨가된 Ter-PP의 파단점 신도를 보여주고

있다. 산화방지체가 0.02%이하 첨가된 Ter-PP 시편은 방사선 초사후 aging

아 진행됨에 따라 굽격히 신도가 감소되고 있으나 0.1% 첨가되면 어느정도

선도가 유지되고 있다. Fig.8은 Ter-PP 시현의 항북점에서의 신도률 나타내

고 있다. 파단신도와는 달리 산화 방지체가 0.02%만 첨가되어도 신도가 일

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Table 10은 이툴 시편의 인장강도 측정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는 항북점이나 파단점에서의

인장강도가 aging됨에 따라 감소되고 있으나， 0.02%, 0.1%첨가된 시편의 경

우는 aging 후에도 높은 연장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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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는 uv안정체의 첨가효과를 보여주는 실험결과이다. 0.02%의 안정

제가 첨가되어도 놀은 신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uv안정제와 산화방지제률 함

께 첨가한 경우보다도 척지않은 효과를 발휘하여 높은 내방사선생율 보여주

고 있다. 그럽에서는 piperidine계의 고분자형 uv안정체인 Chimassorb

944LD률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만을 나타내였으나 고분자형이 아넌 Tinuvin

770율 uv안정제로 사용하였을 때도 거의 같은 결과률 보여셔 그럼에서는 이

률 생략하였다. 함북점에서의 신도를 보여주는 Fig.l0과 인장강도 측정결과

를 보여주는 Table 11에서도 갈윤 경향율 보여주고 있다.

PP는 단량체의 결합구조에 따라 머리-꼬리 충합체언 isotactic PP , 머

리-머리 충합체인 syndiotactic PP와 배열이 얼정치 않은 atactic PP로 구

분된다. 이툴충 isotactic PP가 가장 높은 결정도를 가지며 따라서 비교적

좋은 물리적 성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용도가 가장 많은 PP가 isotactic

PP이며 본 설협에서도 isotactic PP를 사용하였다. isotactic PP합생중에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이 분자량이 비교척 낮은 atactic PP이다. 이런

atactic PP wax7t 이동제로써의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분차량

의 PP가 져 분자량의 PP보다 내방사션성이 양호하다는 보고가 있다 8)

Fig. lI, 12 및 Table 12에서 atactic PP wax 첨가효과와 고분자량의 PP{상

품명 Y-130. MI 3.5)를 기본재료로 사용하였율 때의 실험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10% PP wax7t 첨가된 Ter-PP의 겸우 높은 신도(Fig. lI， 12)을 보여주

고 있으며 높은 인장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분자량의 Homo-PP의 경우는

파단점에서 aging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신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항북점에

서는 높은 신도를 보여주는 륙이생율 보여주고 있다. aging에 관계없이

Ter-PP의 경우보다 높은 신도를 유지하는 이률 시편의 방사선조사천의 melt

index(1매Ie 9)가 다른 시변에 비하여 고분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다.

이툴 원인이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지 않은데서 연유하는지， 이동제 양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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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많이 첨가된데서 연유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보충실햄이 필요하다. 한

펀 위에서 검토된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Ter-PP시변의 책도혹정 결과률

Table 13에 나타내었다. Ter-PP 시편 모두 방사션조사전후는 물론 aging이

전행됨에 따라 명도， 적색도 황잭도 둥에서 색도 변화는 거의 없읍율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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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ipe of Various Polypropylene Materials for Radiation

Resistance Evaluation.

Sample Base
Neutralizer Antioxidant

UV
Mobilizer

No polymer stabilizer‘

1 Homo-PP Ca-stSO.05% E-398bO.l%
2 Co-PP ’ ’
3 Ter-PP n ’
4 Homo-PP

T-770C 0.05%
’ ’ +C-944d 0.05%

5 Co-PP ’ ’ ’
6 Ter-PP ” ’ ’
7 Homo-PP ,

’ ’ PLe 2%
8 Co-PP ’ ’ ’ ’
9 Ter-PP ’ n ’ ’

10 Ter-PP ’ I -lOlOf O. 1%

11 Ter-PP
T-770c 0.05% PLe 2%’ ’ +C-944d 0.05%

12 Ter-PP DHT-4C 0.03% E-398b 0.1% n PLe 2%

Ca-sta Calcium stearate
E-398b

Eth떠lOX 398
T-770C Tinuvin 770
C-944d Chimassorb 944 LD
PLe Paraffin liquid
I-lOla! : Ir‘명nox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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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lt Index and Haze of PP Samples

Sample No. Melt Index(g/lOmin) Haze (,,)

12.1 41

2 12.4 23

3 9.1 17

4 16.0 40

5 12.1 23

6 10.3 16

7 13.7 34

8 13.1 24

9 10.4 17

10 9.2 17

11 10.4 17

12 9.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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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nsile Strength(kg/매) of Different PP with 0.1% AOa vs.

Aging Time at 60 1C after Irraiation of 30kGy.

Peak. or Aging Time at 60~ after Irradiation (week)
Ppb ControlBreak 0 1 2 3

Homo-PP
Peak 406.0 414.9 294.7 297.8 280.1
Break 283.9 346.2 294.7 297.8 280.1

Co-PP
Peak. 334.1 351.7 367.8 346.4 198.3
Break 167.5 181.5 234.4 338. 7 198.3

Ter-PP
Peak. 269.0 279.1 293.3 284.4 165.6
Break 164.9 169.0 146.2 146.9 165.6

AOa
: Antioxidant , Ethanox 398

p양 : Polypropylene contains 0.0많 calcium stearate and 0.2~ Millad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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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nsile strength(kgl뼈) of Different PP with 0.1% AOa
뻐d

0.1% UV Stabilizer vs. Aging Time at 60 1C after Irradiation

of 30kGy.

Peak or Aging Time at 601: after Irradiation (week)
ppb ControlBreak.

0 2 3

Homo-PP Peak 413. 7 419.5 436.1 425.5 442.5
Break. 300.7 342.8 359.1 377.2 425.5

Co-PP
Peak 340.4 338.9 368.5 355.5 372.4
Break. 162.3 168.8 205.5 232.2 298.3

Ter-PP Peak 256.0 264.2 292.3 283.9 297.1
Break. 164.7 158.4 157.2 166.8 164.7

AOa
: Antioxid와lt ， Ethanox 398

ppP : Polypropylene contains 0.0앓 calcium stearate and 0.25% Millad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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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nsile Strength(kg/cmz) of Different PP with 0.1% AO. 0.1%

UV Stabilizer and 2% Mobilizer vs. Aging Time at 6018 after

Irradiation of 30kGy

Peak or Aging Time at 6018 after Irradiation (week)
Ppb Control

Break 0 2 3

Homo-PP Peak 369.9 396.6 420.4 419.7 421.6
Break 327.6 351.0 398.1 399.8 398.6

Co-PP Peak 330.3 323.1 350.5 351.7 354.6
Break 155.0 170.2 206. 7 203.8 219. 7

Ter-PP Peak 262.6 247.8 282.7 279.8 280.3
Break 167.1 159.6 163.2 163.0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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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longation and Tensile Strength of Terpolypropylene with Dif

ferent Additives vs. Aging Time of 60 1C after Irradiation of

30kGy

Elongation (%)

Peak or Aging Time at 60~ after Irradiation (week)
PpB

Break
Control

0 2 3

Sample 10 Peak 12.7 12.6 14.8 15.8 16.4
Break 96.7 160.4 61. 9 67.0 50.3

Sample 11 Peak 14.1 14.0 16. 7 17.3 17.9
Break 126.6 121. 7 115.1 99.2 95.6

Sample 12 Peak 14.1 14.2 16.4 17.9 18.0
Break 103.6 129. 7 108.7 101. 6 99.4

Tensile Strength (kg/cm2
)

Peak or
Aging Time at 60~ after Irradiation (week)

ppa
Break

Control
0 2 3

없mple 10 Peak 274.3 265.1 293.5 294.5 294.2
Break 163.2 157.5 162.3 165.6 164.2

없mple 11 Peak 258. 7 253.6 277.6 281. 5 277.4
Break 158.7 155.8 158.9 152.9 158.2

Sample 12
Peak 262. 7 254.6 272.4 280.8 277.6
Break 164.6 155.3 158. 7 164.4 161. 8

PP& : Sample num뾰r is the same a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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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of Color Parameter in Sample 10. 11 and 12 in Table 1

as a Function of Aging Time at 6018 after Irradiation of

30kGy

Hunter ’s
Aging Time at 60 t; after Irradiation (week)

Sample No.
Color Value'

Control
0 1 2 3

L 23.3 23.2 24.6 24.4 24.2

10
a -1. 6 -2.2 -1. 5 -1. 0 -1. 6
b -18.6 -16.2 -14.3 -14.7 -14.1

~E 6.4 6.2 5.3 5.3 4.8

L 24.5 23.4 24.0 24.2 24.1

11
a -0.5 -2. 7 -2.5 -2.7 -1. 5
b -16.7 -12.6 -11. 9 -1 1. 8 -10.5

~E 4.0 1. 5 1. 8 2.3 3.0

L 24.0 22.8 24.0 23.7 23.4

12
a -1. 6 -0.1 -1. 6 -1. 0 -0. 7
b -16.5 -17.3 -16.1 -16.2 -17.3

~E 4.3 4.7 3.5 3.1 4.3

'L : Degree of Li방ltness (빠li te + 100 • .. 0 Black)
a : Degree of Redness (Red + 100 유 0 유 -80 Green)
b : Degree of Yellowness (Yellow + 70 석 o to• -80 Blue)

AE : Overall Color Di 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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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cipe of Terpolypropylene(Ter-PP) for Addition Effects of

Various Additives.

Sample No. Neutral izer Antioxidant UV stabi I izer
Nucleating

agent
Mobi lizer

2

3

4

5

6

7

8

9

m
n

발

1 Ca-sta 0.05%

다IT’-4C 0.05%

Ca-sta 0.05% E-398b 0.02%

E-398b 0.1%

M-3988e 0.25%

NC-40.25%

PP wax 10%

PLf 2%

Ca-sta

E-398b

C-944C

T-nod

M-3988e

PLf

128

’
I C-944C 0.02%

C-944C LD O. 1%

T-770d 0.02%

C一944
C 0.1%

’,

’ E-398b 0.1%

’
n

” C-944C 0.1%

’ ’
Calcium stearate
Ethanox 398
Chimassorb 944 LD
Tinuvin 770
Mi llad 3988
Paraffin liquid
Hi양1 molecular homopolypropylene (Y-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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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lt Index and Haze of Terpolypropylene Samples.

Sample N。-- Melt Index(g/10min) Haze (%)

1 16.4 76

2 16.0 77

3 13.4 75

4 8.9 72

5 14.2 72

6 15.0 67

7 17.1 69

8 8.6 67

9 15.0 15

10 13.5 25

11 20. 7 72

12 39.8 85

Sample No.· : Sample 마mber is the same as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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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ensile Strength (kg/cm2
) of Ter-PP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Antioxidant(AO) vs. Aging Time at 60 t;

after Irradiation of 30kGy.

AO Peak or Aging Time at 60~ after Irradiation (week)

(u) Break Control
0 1 2 3

0.00
Peak 243.0 234.9 255.8 163.2 98.5
Break 169.4 163.7 139.1 163.2 98.5

0.02 Peak 242.5 234.4 241.3 245.2 241.6
Break 199.5 154.2 219.5 210.6 221.2

0.10 Peak 239.5 229.8 245.7 252.6 252.4
Break 177.5 142.2 155.3 157.2 155.3

-80-



Table 11. Tensile Strength (Kg/cm2
) of Ter-PP Containing Various Con

centrations of UV Stabilizer (UV-S) vs. Aging Time at 60t

after Irradiation of 30kGy

uv - s Peak or
Ag ing Time at 60 t; after Irradiation (week)

(%) Break
Control

o l 2 3

0.00
Peak 243.0 234.9 255.8 163.2 98.5
Break 169.4 163.7 139.1 163.2 98.5

0.02
Peak 227.5 222.4 242.3 247.8 247.8
Break 208.7 193.0 186.0 173.6 167.8

0.10
Peak 239.5 223.6 237.0 239.9 236.3
Bre싫〈 207.6 188.9 160.5 166.3 173.6

0.10 Peak 228.8 226.9 244.7 248.6 242.5
+0.10 AD Break 172.7 179.8 160.3 150.2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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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ensile Strength(kg/cm2
) of Different PP VS. Aging Time at

60 iC after Irradiation of 30kGy

PP

Ter-PP&

Homo-Ppb

Peak or
Aging Time at 60 1C after Irradiation (week)

Break Control
0 1 2 3

Peak 238.4 236.1 256.0 258.7 255.0
Break 196.7 152.6 142.8 157.2 142.8

Peak 157.0 255.8 268.8 270.2 167.1
Break 149.6 223.1 255.8 252.2 249.5

Ter-PpB : Ter-PP with 0.1% UV stabilizer 뻐d 10% PP wax
Homo-ppb

: Hi앙1 molecular weight Homo-PP with 0.1% UV stabilizer
and 10% paraffin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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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hange of Color Parameter in Various Ter-PP Samples as a

Function of Different Agingn Time at 60 1C after Irradiation
of 30kGy

Hunter ’s Aging Ti me at 60t after 3Mrad Irradiation (week)
Sample No.' color value" Control

0 2 3
L 26.6 26.9 27.8 28.2 27.2
a 1. 5 0.4 1. 1 -1. 8 0.4

l
b -20.1 -20.3-20.0 -19.5 -20.2

AE 2.9 2.8 3.5 3.6 2.9
L 27.6 27.7 28.5 28.3 26.8
a 0.4 1. 0 0.9 -0.4 -0.1

2
b -20.0 -19.1 -19.1 -20.0 -21. 7

AE 3.0 3.9 4.0 3.3 4.4
L 26.4 26.6 27.6 27.4 26.9
a 0.2 0.4 -0.4 -0.4 0.4

3
b -20.3 -22.2 -20.9 -20.2 -20.0

AE 2. 7 2.0 2.4 3.0 3.4
L 26.5 26.4 27.7 27.7 27.7
a 0.0 -0.4 -0.4 0.4 1. 2

4
b -21. 6 -21. 6 -19.2 -20.1 -18.8

AE 2.2 2.1 4.0 3.3 4.1
L 25.4 26.6 27.7 28.1 28.2
a 0.0 -1. 0 0.8 -0~2 0.7

5
b -20.8 -21. 0 -20.4 -19.3 -20.3

AE 2.8 2. 7 2.6 3.8 3.2
L 26.2 26.3 27.6 27.6 27.7
a 1. 1 0.7 1. 0 0.4 0.0

6
b -21. 7 -21. 2 -20.1 -19.9 -19.6

AE 2.4 2.3 3.1 3.3 3.5
L 27.3 26.5 27.7 27.9 28.5
a 0.2 0.9 0.4 0.3 -0.8

7
b -19.6 -20.6 -19.6 -19.3 -20.4

AE 3.4 2. 7 3.7 3.8 3.3

(ContinuE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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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Hunter ’s Aging Ti me at 60 t: after 3Mrad Irradiation (week)

color value" Control
o 2 3

L 26.4 26.2 27.6 28.1 28.5
a 0.2 0.9 1. 0 0.7 -0.2

8
b -21. 5 -20.2 -19.5 -20.2 -19.7
llE 2.3 3.0 3.5 2.9 4.1
L 28.0 27.3 28.1 28.9 28.9
a 0.3 2.1 3.1 1. 5 0.9

9
b -20.4 -18.9 -21.2 -19.0 -20.3
llE 2. 7 4.8 4.3 5.0 3.6
L 29.5 29.4 30.3 29.9 28.1
a 1. 8 2.8 1. 3 1. 0 3.4

10
b -19.7 -19.1 ‘ 19.1 -18.8 -18.4
llE 4.7 5.5 5.2 5.1 6.1
L 26.8 26.6 27.9 28.1 28.2
a 0.0 0.8 -0.2 0.1 -0.1

11
b -20.1 -19.2 -20.3 -19.8 -20.2
llE 3.2 3.7 3.2 3.4 3.1
L 30.3 30.0 30.5 30.4 30.8
a -0.9 -0.3 -0. 7 -0.8 -1. 8

12
b -19.6 -20.0 -19.5 -19.8 -19.7

llE 5.1 4.4' 5.0 4.9 5.5

• . 없mple number is the same as Table 8.
"L : Degree of Li앙ltness (맘lite+l00 석 o Black)
a : Degree of Redness (Red+100 .... 0 석 -80 Green)
b : Degree of Yellowness (Yellow+70 석 o •-+ -80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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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reak elongation of different PP samples with 0.1% antioxidant vs.
aging time at 60 '- C after i때diation of 3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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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of 30 kGy

-90-



400

200

32

--τ←- 0.02% AO -녁J---- 0.1 % A。

o

--x-- O%A。

o
Unirrad.

1000

~ 800
。1

~

C'G

용 600
i ‘
삐

=。매g
=。
매

Aging time (week)

Fig. 7. Break elongation of Ter-PP sampl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ntioxidant(AO) V5. aging time at 60 CC after irradiation of 30 kGy

-91-



‘一X-O%A。

--→노- 0.02%A。

--0-- 0.1%A。

30

20

15

25

10

-
울
홉
Q
a
}
빼드
흘
빼
@
틀
-
매 5

×

D
Unirrad. 32o

Aging time (w뿔k)

Fig. 8. Peak elongation of Ter-PP sampl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ntioxidant(AO) vs. aging time at 60 . C after irradiation of 30 kGy

-92-



-x- 0% ----{s- 0.02% --0- 0.1% -김- 0.1%
U~S U~S U~S U~S+

0.1 %
A。

1000

-‘fie. 800

ia·*w‘i
600

-삐- ’k
드

훌g 4OO

=。
200매

o
Unirrad.

- 100 -

o
IX,

2

,x

3

Aging time (week’
Fig. 9. Break elongation of Ter-PP sampl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UV stabilizer(UV-S) vs. aging time at 60 )C after irraαiation of 30 kGy

-93-



--X-O%UV-S

3

×

2

--카또- 0.1% UV-S +
0.1%AO

---슐- 0.02% UV-5

--{•- 0.1 % UV-S

0

30

25

-‘s‘ -R--

훌 20

i빼i

15
ε

img。i 10

-=。
띠

5

o
Unirrad.

Aging time (week)

Fig. 10. Peak elongation of Ter-PP samples ∞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UV 앙abilizer(UV-S)V5. aging time at 60 ‘ C after irradiation of 30 kGy

-94-



--f.r-- Ter-PP with1000 ,
0.1 % UV-S and
10% PPwax

~ 800 --0-- High MW Homo-"$.
pp 뼈Ith 0.1%

a뻐‘
UV-S and 10%

휠 600 paraffin liquida

-빼-
~、효 -6g。빼 I & -6

·i*w@=

。

매 200

o
Uni"견d. o

Aging time뻐ee써

2 3

Fig. 11. Break elongation of different PP samples vs. aging time at 60 ‘·c
after irradiation of 30 kGy

-95-



--→노- Ter·PPw헤h 0.1% UV·S and --{•- High MW Homo-PP with
10% PP wax 0.1 % UV·S and 10% paraffin

liquid

30

슴@‘ 25

홉
15=

매 5

o
Unirrad. o 1 2 3

Aging time (w훨k)

Fig. 12. Peak elongation of different PP samples vs. aging time at 60 t C
after irradiation of 30 kGy

-96-



제 5 창 원전재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사선조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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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천채료의 안천성 명가를 ￥l한 방사선초사기술

제 1 절 서 설

1. 선량측정

원천용 유기채료의 내밤사선생율 검증하기 위한 설험에서는 물론， 어떤

방사선이용연구에 있어서도 시료에 홉수되는 방사선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선량측정기술은 방사선화학의 기본야 되논

기술이다. 내방사션성 검증에 사용될 고준위 Co-60감마선 조사시설은 92년

에 서울로부터 대전으로 이전설치가 완료되었고 ‘93년 9훨부터 원자력안전

기술원 (KINS)으로 부터 시설 가동이 허가되었다. 이에따라 시료조사대 위의

각 위치에서의 선량율을 측정하여 그 분포를 측정해 둠으로써 원전재료를

비롯한 각종 사료의 방사선조사에 활용 하여야 한다.

2. 방사선열화 장치

원자력발전소의 안천성율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채료가 그 원천의 수명기간(보통 40년)동안 예상되는 어떠한 조건에도

안전하케 체 기능을 유지합올 입증한 다읍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격납용기

대에 설치되는 부품툴은 40년 동안 멸， 방사선， 따모， 진동 동에 의해 일어

날 수 있는 열화률 단시간내에 가속열화시켜 사용수명내의 안천생을 검증한

다. 격납용기내에서 사용되는 계축제어용 및 전력용 천선 케이블의 안천성

검사는 IEEE 3231) 및 IEEE 3832
) 동에 개괄척인 기준이 채Al되어 있다.

무기재료와는 달러 전선， 케이불의 피북채， 페인트， 썰 (seal) 풍 고분

자 유기채료는 방사션에 의해 열화되기 쉬우므로 방사선에 의한 열화검증이

매우 충요하다. 실제의 검증실햄에서는 40년간에 피폭되리라고 예상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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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션량율 단시간내에 초사하여 그 물생율 측정하게 된다. 유기재료의 방사

선에 의한 물성변화는 총 초사션량 뿐 아나라 션량옳， 온도， 기체 분위기，

부하상태 둥에 의해 크체 영향율 받는다· IEEE 323 및 IEEE 383에는 총션량

빛 최대허용 션량옳(lOkGy/hr이하)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으나 좀 더 정멜

한 안천성검증을 위해서는 방사션초사시의 온도 및 분위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채로 미국 시험재료 표준화협회가 권장하는 고분자재료의 고에

너지 방사션조사시협법에 관한 규정인 ASTM-D-1672-66 에는 다읍과 같은 5종

의 조사조건을 큐쩡하고 있다.

。 대기종의 효사

。 일정옹도에서의 초사

o 공기이외의 매체중에셔의 조사

。 부하 상태에서의 조사

。 위 2종 이상율 초합한 상태에서의 초사

이와같은 여러 조사조건에셔 방사선안전생 검증울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도

빛 기체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사션조사용 Chamber의 확보가 필수척이

다.

제 2 절 션량올분포 측정

1. 션량계 제작 및 션량측정법

순도가 높은 륙급서약 및 유기물율 KMn04빛 K2CrZ07으로 산화시켜 져1거한

3차증류수를 사용하여 O.8N H2S04. O.IM Ce(S이h용액을 만둘고 이 용액율

O.8N H2S04용액으로 붉혀 20mM Ce(S04 )z용액 2~ 률 만틀었다3) 이 희석된 용

액에 약 30kGy의 방사션율 조사하여 약 반쩡도의 Cerie이용(Ce4+)을 C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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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Ce3‘)으로 환원시켜 선량계용핵율 만들고• 530"C에서 8시간 이상 가

열하여 유기물율 체꺼시켠 유리햄플에 이 션량계용액 2뼈씩을 주입한 다음

화염으로 밀봉하여 Ceric-Cerous Sulfate션량계를 제작하였다.

Ceric이온의 륙생 peak는 파장 320nm에서 나타나므로 UV/Visible

Spectrophotometer(영국 Cecil Instruments , Model CE 2292)를 사용하여 이

파장에서 조사된 선량계와 조사되지 않은 선량계의 홉광도악 차이률 구해

홉수선량을 측정하였다. 아 파장에서 Ceric 이온의 몰홉광계수는

5610M- l cm-1olE..로 선량산출식은 다읍과 갈다.

Dose = AODxd 4
~~r x 1.67 x 10’

G( Ce"·J

여기서 ~OD는 홉광도차이. d는 션량계용액의 농도가 진해 그대로는 분광분

석기에서 측정이 어려우묘로 0.8N HzS04 용액으로 희석하여 측정하게 되는

데， 이때의 희석율어다. 본 실험에서는 100배로 희석하여 측정하였다.

G( Ce3+)는 100eV의 방사선에너지 홉수에 의해 생성훤 Cerousol 온의 갯수률

뜻하는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수행하는 국제 션량 보증서버스(I DAS)에

의해 Alanine/ESR 션량계를 기준으로 흡정한 결파 2.23의 G값을 혈었다.

2. 션량울 분포 측청

고준위 Co-60감마선 조사시설내의 션원으로부터 북쭉으로 시료조사대가

셜치되어 있다. 이 조사대 위에 원천재료를 비롯한 각종 사료들율 ’조사묵적

에 적합한 위치에 고정시켜 방사션초사하게 되므로， 이 조사대위의 공칸에

서의 션량분포룹 측정하였다.’

우션 여러개의 Red Acrylic Dosimeter를 수직 및 수명으로 배열하여 개

략척안 션량분포를 측정하므로서 션량옳아 가강 놓은 점， 축 션량옳충섬을

찾았다. 이 점을 지나고 션원변에 수적인 직선， 축 션량율충섬션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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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e-Cerous Sulfate선량계 l개를 고정하고 이률 중심으로 가로와 높아가

각각 80em언 선원면과 나란한 명판에 가로， 세로 20em간격으로 24개의 선량

계룰 바둑판형태로 배열하였다. 이 션량계가 부착된 명판울 시료조사대의

선원보호판에 밀착시켜 고정학고 약 2.5Mr‘ad의 방사선율 조사한 다융 각 지

점에서의 선량율율 축정하였다. 이 명판에 새로 션량계 25개를 부착하고 선

원보호판(션원으로부터 15em에 위치해 있읍)으로부터 10em꺼리에서의 명변

선량율분포를 측정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20 , 30 , 40 , 50 , 80 , 100 , 120 ,

150 및 170em에서 명면선량율 분포률 혹정하였다. 여러한 공간선량율을 측

정하는데 300여개의 선량계가 제작 사용되었다. 션량측정에는 2재월 이상이

소요되어 각 측정치 간에 Co-60선원의 감쇄효과에 의한 오차가 발생되묘로

이를 93년 8월 1 일을 기준일로 하여 보정하였다.

선량울중심선 상의 거리에 따른 선량율은 반로그그라프에 나타낸 것아

Fig.l이다. 선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선원으로부터 15em)에서의 선량율온

8. 75 x l05rad/hr로 축정되었다. 선원으로부터 25em인 곳에서는 5.94 x

105rad/hr로 약간 낮아쳤으며 185em에셔는 2.37 x l03rad/hr 의 션량율율 보

였다.

일반적요로 조사시료는 어떤 크기의 명판형태이다. Fig.l의 측정치는

중섬선상의 한 점의 선량율을 나타내므로 사료명변 전체의 명균션량을 나타

내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워해 40em x 40em, 40em x 60em,

40em x80em , 80em x80em 퉁 4가지 크기의 시료를 가정하여 각각의 명균선량

율을 계산하고 이를 그라표로 나타낸 것이 각각 Fig.2 , Fig.3 , Fig.4 및

Fig.5이다. .!f.. 선완으로부터의 거리에따른 각 명면션량율분포의 표준면차를

구하여 그럼으로 나타낸 것이 각각 Fig.6 , Fig.7 , Fig.8 빛 Fig.9이다. 이

그림률에셔 명균선량옳은 명판의 크기가 커질수록 약간썩 낮아지며， 표준편

차는 약간썩 증가됩율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원과 가까운 쭉에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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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케 나타나지만l 먼 쭉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선

원에 가까운 위치에서 시료를 조사하고자 활 경우는 가능한 한 시료와 크기

가 작은것이， 또 큰 시료는 가능한 한 먼 거리에서 조사하는 것이 유라함율

알수 었다.

이상의 9개의 그럽은 시료를 조사할 때 조사위치， 그 위치에 따른 오차

및 초사사깐 계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data를 좀 더 면리하게 사

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그라표의 함수를 구해두는 것아 좋율 것야다. 각

측정치률이 이루는 곡선을 살펴보변 I개 -2개의 변곡점율 가지므로 함수의

형태를 다읍과 같은 3차 방정식으로 가정하였다.

y = ax3 + bx2
+ ex + d

x = }og(Distance), y = }og(Dose rote)

Sigma-Plot라는 computer software률 써서 Curve fitting으로 각 그립마다

윗 식율 척용시켜 각각의 계수툴율 구했다. 이 계수틀을 정 러한 것이 Table

1 이다. 어 식과 계수롤 어용하면 그라표률 찾지 않더라도 어떤 꺼리에서의

선량율 및 표준면차를 간단하게 계산해 낼 수 있다. Fig.I-Fig.9의 실선

률은 이 계수물율 위의 식에 대입한 3차 방정삭을 plot하여 얻은 것인데 설

협칙와 좋운 일치률 보이고 있다.

제 3 절 방사선열화장치

올도와 압력 풍 조사분위기를 초절할 수 있는 Irradiation Chamber는 계

숙적인 방사션조사에 천딜 수 있도록 내방사션 재료률 사용하여 륙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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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계되어야 한다. Fig.l0에 보인 바와 같아 Irradiation Chamber는 조사실

내에 두고， 방사션에 의해 손상이 예상되논 Control Box, 진공펌프， 가스롱

동을 조사실 외부에 설치하여 이률 사이률 조사실 차혜채 하단에 셜치되어

있는 실험공을 통해 연결한다. 이 연결에는 천원， 제어용 전선， 진공 line

풍어 포함된다.

Irradiation Chamber의 설계도는 Fig.ll과 같다. 시료률 넣을 수 있는

내부공깐의 크기는 W300 x D500 x H350mm로 했으며 SUS 304로 제작하였다. 이

육면쳐1의 상. 하 및 후면에딴 가열율 위한 plate heater률 부착하고 양 혹

면에는 heater를 부착하칙 않아 이 면율 통해 균일한 선량율을 얻을 수 있

도록 하였다. 또 이 양면에는 압력 및 진공에 견틸 수 있는 앵글형 보강재

대신 두께 10m 철판율 보강하여 억시 균얼한 션량율율 얼율 수 있도록 하였

다. 내부의 천션은 모두 피북재가 석면으로 된 것율 사용하였으며，

si licone 채질의 door packing율 페외하고는 모두 방사션에 잘 견디는 무기

재료를 사용하였다.

온도는 상옹에서 최고 150t까지 digital controller를 통해 초절되도록

하였으며， 기체압력은 진공에서 2기압까지 조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

체의 순환율 위해 Ch때ber외부에 순환장치를 셜치할 수 있도록 2개의 밸브

활 부착하였다. Fig.ll의 각 부분의 명칭 및 사양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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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eficients of the Equations for the Plots of Fig.l--Fig.9

y = ax3 + bx2 + ex + d

Sample Dose Rate Standard Deviation

Size(cm) a b c d a b c d

Center 0.448 -2.97 4.67 3.83 - -

40x40 0.216 -1.76 2.66 4.86 -1.57 13.5 -8. 77 1. 57

40x60 0.177 -1. 55 2.32 5.03 -1. 20 12.9 -8.37 1. 50

40x80 0.154 -1.43 2.09 5.15 -1. 24 12.2 -7.45 1. 24

80x80 0.146 -1. 44 2.29 4.87 -1. 09 9.1 -5.89 0.96

x=log(Oistance from the Source , cm)
y=log( Dose rate , rad/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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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s and Description of the Irradiation Chamber

SECIFICATIONS

Power Source AC 220V , 60HZ. 3kW

Temperature Range RT-I50t Max

Pressure Range -1-2 atm

Dimension, In W300 x H350 x D500 (mID)

Out W640 x H800 x 0750 (mm)

Material ’ In SUS 304 3.0t plate

Out SUS 41 1. 2t plate

DESCRIPTION

--‘’
I‘-:

•’--F
‘-

·m
-I

2

3

4

5

6

7

8

9

m
n
”“

n
ωM

:
0
-

u”- Description

Glass Wool Insulation. 90mm

Plate Heater, 0.5kW , 6ea

Door Hinge, 2ea

Connection Terminal Block

Enforce Plate. SUS 41. lOt , 2st

Door , 601빼

Door Glass , Safety Glass , 12t

Pressure &Vacuum Gauge , 75 <p, 3/8 “

Pressure &Vacuum Value (Out) , 3/4 “

Air Circulation Value (Out) , 40A

Door Catch, 3ea

Air Circulation Value (In) , 40A

Door Packing, Silicon

Temperature Sensor , CA(K) , 6 <p xl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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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창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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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기술

체 1 절 서 설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기술은 대상물질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거

나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표지화합물율 이용하여 대상물질의 거동율

방사선검출기률 이용하여 추척하는 기술이며， 소형 밀봉 방사선원으로 부터

나오는 캅마션의 투파력율 이용하는 기술도 이에 포함된다.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기술은 화합불이나 형팡물질을 사용하는 일반 추적자 기술에 비해 다

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1)

。 대상물질과 화학적으로 동일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상물질의 거동과 동일하여 흡정결과의 신뢰도가 높다.

。 방사선의 투과력율 이용해 파이프， 반웅기 풍의 외부에서 추적이 가

능하므로，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없￡며， 대상설벼의 정상 가동중에도 검사

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검사기깐이 짧고 경비가 대폭 절약된다.

。 추적자기술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검출기의 방사선 검출과정은 화학

적 분석과는 버쿄혈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마량의 동위원소반 첨가해도 추쩍

실협이 가농하므로 불순물 혼입이 푸시할 정도이다. 또 일반척으로 단반감

지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얼마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방사농도

자연소멸된다.

。 고온. 고압， 고숙 동 극한초건에 있는 대상물철도 용기 외부에서 용

이하게 추적할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추적자의 이와 같은 장점 및 륙정율 이용하여 유체의 유

숙측정， 체채 시간분포측정， 혼합도측정， 부피측정， 누설탐사， 마모도측정



둥과 밀봉선원을 사용한 증류탑검사， 파이프 막힘검사， 부식검사 및 침척물

검사 퉁 다양한 기술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검사 및 혹

청기술은 석유화학산업， 페지산업， 시멘트산업， 금축산업， 자동차산업， 에

너지산업 둥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해추척，

폐기물 쳐리시설의 륙성 측정동 환경산업분야에도 이 기술의 활용이 각광을

받고았다.

이와 같이 방사성통위원소추척자기술은 기술척으로나 산업적으로 매우

유용한 기술이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볼때 산업계의 잡채척언 수요는

매우 크나， 방사생동위원소률 사용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푼에 일반 현장의

기출자률로서는 이 기술율 활용하기가 어렵다. 어러한 여유로 미국， 영국，

호주， 인도 풍 기술션진국에셔는 방사생동위원소추척자팀율 구생하여 산업

계에서 요구하는 설험을 대행함으로써 이 기술을 보급해 왔고， 지금은 추척

자천문 용역회사가 여 러한 임부룰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AEA의

핀고를 받아 5명의 추척자팀율 구생해 두고 있으나， 천탐인력이 전혀 없어

효과척얀 기솔보급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과제에서도 참여얀력 부혹으

로 내설 있는 추척자 관련 연구수행이 어려우므로 방사생동위원소추적자기

술운 우션순위률 낮추어 수행하라는 천문부회의 판유에 따라 산업계의 적극

척이고 시급한 요구가 있율 때만 실험율 수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댄 충

‘93년 8월에 울산지역의 모 기업체에서 액체질소 및 액체산소를 생산하는

중류탑율 검사해 달라는 요챙이 있었다. 이 요청율 미국에 있는 이 회사의

합작션이 호주의 leI Tracer’co Australasia 샤률 통해 한국의 추적자팀에 요

챙해 흔 것으로， 이 추적자용핵 회사와 공동으로 생험을 실시한 것이다.

제 2 절 중류탑검사기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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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추척자 이용기술 중에서도 중류탑 검사기술

(column scanning)은 그 이용빈도가 가장 큰 기술중의 하나이다. 이 기술이

화학， 석유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경채쩍， 기술척으로 산업생산시

껄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아니라， 벌봉 방사션원율 사용하모로 방

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적어 산업현장 기술자률이 이 기술의 사용을 쉽게

수용하기 때문이다.

중류탑을 검사하는데는 Co-60이나 Cs-137과 같은 감마션방출 동위원소가

사용되며， 방사선검옳기로는 주로 NaI(TI) Scintillation Counter‘가 사용된

다. 중류탑의 한쭉에 방사션원을 매달고， 반대쭉의 수명되는 위치에 검출기

를 매달아 웰정간격으로 상하로 움직이면서 각 위치마다 중류탑율 루과한

감마션의 양율 계측한다.

좁운 빔의 션원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검출기로 부터 측정된 계측치가 I。

이고， 이 사여에 밀도가 d(g. em-3
) 이고， 두께가 x(cm) 인 명판율 놓였율 때

측정된 계측치가 I라고 하면， 이 두 계축치 사여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생립된다.

1; 10 EXP(- μd x) ----------------------- (1)

μ (α112 g-1) : 명판의질량홉수계수

이 식율 다시 정리학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 10
d = ---- ln ------------------------- (2)μ X A •• I

측 어땐 대상물질의 종류가 정해지면 질량홉수계수{ μ )는 상수야고， 증류탑

의 폭(x)는 얼정하며， 10와 I는 계륙차이므로 그 물체의 밀도률 알아 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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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률 이용하여 중류탑의 수직선상의 밀도분포를

축정하므로서 증류탑 내부의 상태룰 전단할 수 있는 것여다.

중류탑검사를 하기위한 선원 및 검출기의 배치와 내부구조 및 고장상태

에 따른 가상적인 밀도분포틀 Fig.l에 보였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셔 전반

될 수 있는 고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

() Demi ster pad 점검 : 이것이 없어지거나 손상되면 중류탑 상충부로

나오는 거체에 액혜성분이 혼입될 수 있으므로 이의 손상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충요하다.

。 Foaming 점검 : foam이 형생되면 액체와 기체사이의 명형이 깨져 증

류탑의 성능이 저하된다. 또 foam이 생성된 위 *1에 선원 및 검출기툴 고정

해 두고 가동조건을 조절하여 foam이 생성되지 않는 최척의 가동조건율 찾

아 낼 수도 있다.

() Flooding 점검 : 액체가 아랫쭉 tray로 내려오논 통로(downcomer)가

막혀 액체가 tray에 차오르는 것은 검지할 수 있다.

() Base Leve1 점검 : 중류탑 하단에는 액체가 적청 수위로 차있어야

중류탑이 정상가동 되는데 그 액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혹쩡할 수 있다.

제 3 절 실 험

실험대상 증류탑은 공기를 저온에서 증류하여 질소， 산소， 아르곤 둥율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 성능이 설계사양에 미치지 못하여 그 원언을 파

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증류탑은 높이가 약 40m이고，

칙경운 2.6m어었다. 이 중류탑은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져온에서 가동되므

로 단멸을 위해 가로，세로가 각 4m. 높아가 40m언 밀펴l환 Cold Box내에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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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따라서 col “mn에 작접 접근할 수 없어 Cold Box바깥쪽에서 설협을

설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직경과 높아가 각각 3mm인

Co-60으로 스벤려스 캡슐에 밀봉되어 있으며， 그 방사농은 98mCi 였다. 방사

선 계측에는 직경 2인치 높이 l인치인 NaI (11) Detector를 사용하였다. 중

류탑 상단부에서 물이 들어있는 호스를 야용하여 선원과 검출기의 고도를

일치시키고 줄자를 이용하여 2cro씩 아랫쭉으로 내리딴셔 매 위치에서 10초

간 계측하였다. 증류탑이 높고 바람이 강해 선원과 검출기가 흔틀리므로 이

률 방지하기 위해 탑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2개외 로표를 약 l5cm간격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여기에 선원과 검출기를 걸어 이동시켰다.

저11 4 절 방사선안전관리

1. 방사선구역 설정

방사선작업자외 일반인이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방사선구

역을 설정하였다. 원자력법령에 의하면 방사선구역은 공간선량율이 30mR/wk

이상일때 설정된다3) 본 설험에서는 98mCi 의 Co-60션원율 사용하였다. 대

부분의 실험은 지상 20-40m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지표부근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의 작업시간은 실험시작 및 종료시간 뿐으로 매우 짧오나，

l주간 3시간동안 작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선원으로 부터 1m

에서의 선량율(DR)은 Co-60의 r-factor 03.2 R.h-1.mCi-1 at lcm)률 사용

하여 다음과 같어 계산된다.

DR = 13.2 R h-lcmCi-1 x 98 mei x

= 130mR/h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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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주간 방사션구역의 한계션량율인 30mR/wk릅 피폭 받올 수 있는 꺼려

(d)는 다읍과 같이 계산된다.

130 mR/h x 31νω'k x

d = 3.6 m

(짧승= 30 mR/.ωk

이에 따라 증류탑표면￡로 부터 4m이내률 방사션구역으로 셜정하고 얼반인

의 출입율 롱제할 수 있는 줄과 방사션구역 표지판율 셜치하였다.

2. 방사션작업자의 피폭션량

실험에 참여하는 방사션작업자의 방사션피폭량을 계산율 롱해 예측해 보

면 다음과 갑다. 여기서 션원으로부터 1m 위치에서악 션량율은 collimator

률 열었융 때는 130mR/hr , 닫았율 때는 15mR/hr로 하였다.

가. 준버 및 마무리 작업충 피폭

(I) 운반용기로부터 조사용기로 및 그 반대로 선원 옮기는 작업

1m Cee-Vee Reacher를 사용하여 1m이상의 꺼리에서 최장 30초깐 작업

피폭션량 = 130 mh/hr x
= 2.2 mR/뼈’

lhr
3600 sec

X 3O secX2회

(2) 초사용기 고정 작업

작업의 시작과 릎에 닫혀진 초사용기로부터 O.5m 꺼리에셔 최장 I분

간씩 I일 2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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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션량 = 15 mR/hr x ，~:， 2

= 2.0 mR/day 얘-
뻐

x 1 min 2획/day

나. Sc뻐ning 작업충 피폭

일반척인 scanning 작업충에는 작업자가 션원용기로부터 2m내지 30m가

량 떨어져 있으므로 피폭선량운무시 할 만하나 2m에서 30분간 작업한다고

가정하면

피폭선량 = 15 mR/hr x 흙 x

= 1.9 mR/뼈y
뻐
-
뼈

x 30 min/day

다. 1얼 작업자가 피폭될 최대 총피폭션량

=2.2 mR/day + 2.0 mR/day + 1.9 mR/day

=6.1 mR/day

라. 1주간 작업자의 최대피폭션량(이 실험운 3일간 실시)

=6.1 mR/day x 3 days/week

= 18.3 mR/week

3. 션원운반

실험에 사용된 98mCi 의 Co-60션원은 내경 1.5cm 외경 20cm의 납용기에

낼어 운반하였는데 이 용기 표면에서의 션량율은 170 mR/hr이 었으며 1m에

서의 션량옳은 2 mR/hr이었다. 원자력법령에 따라 다음 철차에 의해 션원율

운반하였다.

까. 쩍채방법

(1) 방사생 운반물율 운송차량에 실거나 내랄 때 운반물이 손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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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2) 이동중에 이동천도， 천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천성에 손상이 되

지 않도록 한다.

(3) 관계자 이외의 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적패하지- 않는다.

(4) 운반불과 운반차량에는눈에 되기 쉬운 곳에 총려령이 정하는 “방사

성물질”이라는표지를 부착한다.

(5) 운반물을 운반할 경우 방사선 :II1폭선량은 허용피폭선량율(2 mR/hr)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도로교통법 제 13조에 의하여 일반도로 및 고숙도로 운행에서는 규

정속도 이하로 서행한다.

나. 운반경로

서울(KAERI)-→중부 고속도로-→겸부 고속도로-→울산현장

운송거리 : 약 420 km

다. 운반요령

(l) 운반물을 척재할 때는 운반중에 움직이거나 전도 또는 천락하지 않

도록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이외의 다른 운반불이나 위험물 동을 적채차량에 혼

재하지 않는다.

(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에 란한 면허소지자나 이외 동퉁한 자격율 갖춘

자를 통행하게 하며 방사선 장해방지률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4) 방사성동위원소운반충 면허소지자나 이와 동둥한 자격율 갖춘자 중

한명은 운반용 선원용기로부터 필요 이상의 거리를 되우자 말아야하고 항상

감시를 하며 운반충의 문제점 및 주변상황 퉁율 고려， 이에 따르는 방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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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방지를 초치한다.

제 5 절 결과 및 고찰

실험대상 증류탑은 하부의 고압column과 상부의 저압column으로 구분되

어 있다(그림2). 전자는 2개， 푸자는 5개의 section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

section에는 7-15개의 tray가 배열되어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

먼 section은 CLOX section.으로 이 section 상. 하부 사이의 압력차이에 이

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실험에서는 저압 column 전체를 조사했으나， 다

른부분은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예상한대로 CLOX section에서 가동

조간에 따른 이상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림 2의 CLOX section율 확대한 것이

그럼 3인데， 이 section에는 제 48번 부터 제 55번까지 8개의 tray가 설치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측정한 계축치를 그라프로 나타낸 킷이 그

럼 4이다.

이 그럼에는 3개의 그라표가 있는데 이률은 각각 column의 가동조건을

닿리하여 측정된 것이다. 첫번째 그라표(Dry)는 column의 가동을 중지하고

내부의 모든 액혜를 제거한 dry상태에서 측정한 것이고， 두번째 (90% Flood)

는 설계용량의 90%수준으로 가동하면서 혹정한 것이며， 세번째 것 (LP

Flood)은 설계용량대로 가동시키변서 측정한 것이다.

Dry상태에서 측정된 곡션을 보면 tray률 비롯한 column 구조물의 배열

상태를 알 수 있다. Base로부터 28400mm 부근에 져11 48번 tray가 있는 것요

로 보이며 져11 55번 tray는 2950부근으로 생각된다. dry상태에 비해 가동중

에 측정한 것툴의 방사션 계축치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야것은 tray에 액혜

가 채워지고 기체와 압력도 증가되어 방사선이 더 많이 감쇄되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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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동중 측정된 푹션에서도 tray틀의 위치룰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위

치가 dry상태의 것에 비해 5-10cm 정도 높아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는

실혐시 줄자의 기준점율 잘 봇 잡았기 때운이거나， 아니면 dry상태에서는

가풍충에 버해 온도가 높으묘로 열팽창에 의해 꺼리가 달라진 것으로 추측

된다. 가동충에 측정된 두개의 그라프는 셔로의 위치가 잘 얼치하고 있다.

륙허 CLOX section의 아래， 휘에 위치한 section은 거의 같은 peak플율 보

여주고 있어 가동상태의 변화에 무관하게 일쩡한 액면율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CLOX section의 경우에도 채 48번에셔 50번 tray 까지는 가동

초건에 무관하게 핵면이 유지되나， 제 51번 tray(고도 28900mm)부터논 셜계

용량대로 가동됐올때가 90%가동에 비해 방사션계측치가 감소되었으며 이러

한 현상은 고도 30500mm까지 계숙되었다.

현창의 column 기술자의 보고에 의하면 90% 가동시에는 column에 이상이

없으며， 셜계용량 이상으로 가동시에만 압력 이상현상이 발생하므로 고장의

원인부위가 고도 28900mm에서 30500mm 사이임이 판명되었다. 고장의 원인이

downcomer의 막힘이라면 제 48번 tray에셔 막혔율 가능생이 가장크다.

가동조건 90%인 그라프에서 셜계용량 가동초건의 것율 뺀 값으로 그라표

를 그리면 그렴 5의 가는션 (90-Flood 18)과 갈다. 앞서 관찰된 것과 마찬가

지로 고도 28900mm에서 30500mm사이에 벌도증가를 나타내는 peak가 형생되

었다. 밀도가 가장 크게 증가된 고도는 29700부근이다. 계숙된 실혐으로 가

동조건을 설계치보다 높게 껄쩡하여 가동하는 중에 같은 실험율 반북하여

얻은 그라프가 그럼 5의 굵은 션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31200mm

까지 밀도 증가가 있었으나 밀도증가가 시작되는 것은 천자와 마찬가지로

28900mm 부근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미루어보아 쩌~ 51 번 tray 부근에서

막힘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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