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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전자기기 보수 및 제작

II. 운영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 연구소에는 하나로시설을 비롯하여 동위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노외실증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

험시설, 핵연료성형가공시설 등의 핵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

으며, 또한 중장기 과제 등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험시설들이 계속 증설되거나 설

치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에는 여러 종류의 계장설비들이 공정제어, 자료처리,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가동되고 있으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운영중 오동작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노후시설이

나 계장설비들에 대한 개선이나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각 연구부서의 

실험실에는 정밀급 전자장비들이 수백종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

비의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여 정확히 보수하고 노후개소의 개선이나 교체를 통

하여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에 대한 장해를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

성을 유지하며, 연구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기술 지원하는 데에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III. 운영의 내용 및 범위

  공정계장설비의 교.보정, 노후 방사선감시장비 개선, 연구/실험실의 전자장비 

보수  및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장설비의 교.보정 

   고화폐기물시험시설에서 압력트랜스미터 LT-315 등 61개의 설비와 조사후

시     험시설에서 차압트랜스미터 LI-50.1 등 39개의 계장설비 교.보정 수행

2. 노후 방사선감시장치 개선 

   조사후시험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후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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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장치를 중장기사업에서 개발된 검출기를 사용하고 전치증폭기 등 전자회  

   로 부분을 개발하여 방사선감시장치를 국산화 개발함. 

3. 전자장비의 고장수리 

   원자력화학연구팀의 Mass Spectrometer 외 17건 정비 및 수리

4. 방사선감시장비 수리 및 교.보정

   방사선감시기기 정비는 조사후시험시설의 Alilog HI-3 외 42건 정비  

5. 방사선감시용 검출기 개발

   구조는 원통형이고 수집 부피가 14.4 cc인 소형 이온 챔버와 1563 cc인 중  

    형 이온 챔버 두 종류와 방사선감시장치용 이온 챔버 한 종류를 설계, 제작  

   및 시험평가

6. 이온챔버용 전치증폭기 회로 개발

   전치증폭기 회로를 설계 제작하고 시험평가 하였다. 평가결과 기존 상용제품  

   과 대등한 성능을 보였다.

7. 반도체 방사선검출용 회로개발

   CZT 방사선검출기용 8채널 readout ASIC 칩 개발 및 평가

IV. 운영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RMS 계통의 국산화 개발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방사선감시장비의 국

내 개발이 가능해 졌으며, 소내의 원자력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 및 원자력발전소 

등의 원자력시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개발된 방사선 감시장치 기술은 방사선 관련 정밀 계측장치 뿐만 아니라 생명

기술의 단백질 구조분석, 나노 신소재 개발, 인공위성 및 항공소자 개발과 같은 

원천기술 등에 제공될 수 있다.

  방사선검출기용 다채널 readout ASIC 칩 개발로 수입에 의존해 오던 화상처

리, 위치검출기, 비파괴 검사 등 관련 방사선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적용할 수 있

으며 앞으로의 방사선기술의 산업응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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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Maintenance and Fabrication of Electronic Equipment

II.  Obje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re are many nuclear pilot plants in KAERI. The typical plants are 

PIEF(Post-Irradiated Examination Facility), RWTF(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Hot test Loop and RWFTF(Radioactive Waste Form 

Test Facility). Since nuclear materials are treated in these plants, safe 

operation is always required in particular.

     In  Those plants, a lot of systems and equipment are used for 

process control, data processing, safety management, etc.

And also, more than a hundred instrument are employed in various 

laboratories for test and experiment. Most of the equipment and 

instruments are very sensitive, and they could make dangerous hazard due 

to unexpected malfunction. Therefore, they have to be operated in good 

condition and repaired completely in case they are out of order so a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adiation damage.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performed to maintain and repair the nuclear 

electronic equipment and instruments in KAERI. Therefore the following 

have been carried out:

1.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process equipment

   ;total 100 items including one pressure transmitter (LT-315) in RWFTF  

     and one differential transmitter (LI-51.1) in PIEF. 

2. Improvement of aged radiation monitoring system  

   ;the control panel of water treatment process (Unit 211) in PIEF has     

   been improved to a remote controlled panel using a computer and P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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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air of electronic equipment

   ;total 18 equipment including one mass spectrometer of nuclear         

     chemistry research team.  

4.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radiation monitoring equipment

   ;total 43 instruments including one Alilog HI-3 in PIEF.

5. Development of a nuclear radiation detector

   ; Ion chambers with collecting volume of about 15, and 1500 cc were        

 made with the conductive plastic and aluminum.  An ion chamber for         

Radiation Monitoring System (RMS) was also designed and fabricated.

6. Development of a preamp. circuit for ion chamber

   ;a preamp circuit for ion chambe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performance of the circuit was found to be similar to those of       

      commercial ones.

7. Development of a circuit for semiconductor nuclear radiation detector

   ;8-channel ASIC for a semiconductor nuclear radiation detector (CZT) 

    has been developed and evaluat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Development of radiation monitoring equipment could be the base of 

domestic development of RMS. and the technique could be adapted to  

development of other radiation equipment of KAERI as well as hospitals 

and nuclear power plants. 

  The RMS technology could be adapted to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instruments related to nuclear radiation and be the base of fundamental 

technology such as protein structure analysis of bio technology, 

development of nano advanced material and aircraft material.

   The technology of multi-channel readout ASIC for nuclear radiation 

detector, which has been imported from abroad, could be adapted to  

development of radiation equipment for image processing, position of 

detection, NDT etc., and also the technique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use of radiation technology to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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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의 IT, BT, NT, ET, ST등의 기술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R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불

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과 원자

력 기술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립이 절실히 요구

된다.

 

  현재 우리 연구소 내에는 조사후시험시설, 하나로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동위원

소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노외실증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 RI 

폐기물폐기시설 등의 원자력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건설된 

지 오래되어 고장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전자장

비들도 부품의 노후화 또는 경시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들 원자력시설에는 시

설에 종사하는 작업자나 출입자들의 방사선 안전과 오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손

발오염감시기, 공기오염감시기, 지역오염감시기, 배출가스감시기 등의 방사선감시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장치가 항상 제 성능을 유지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

정에서 발생되는 계장설비의 고장을 보수하고, 노후설비는 새로운 기기로 교체 

또는 대체하고, 공정제어기기들을 교.보정하여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기술지원하고 있다. 

  2절에서는 소내 원자력시설인 고화폐기물시험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의 계장설

비에 대한 교.보정 수행내용을 기술하였으며 2절에서는 중장기에서 개발된 이온

챔버를 사용하여 방사선감시장치를 개선 개발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3절에서는 소내 각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정비 내역과,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기타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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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방사선감시설비에 대한 정비내역을 기술하였다. 

  4절에서는 방사선 검출에 가장 널리 쓰이는 이온챔버의 설계, 제작 및 시험결

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14 cc와 1500 cc 의 이온챔버, RMS용 이온챔버를 설계  

제작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5절에서는 이온챔버용 전치증폭기 회로를 설게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평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6절에서는 CZT검출기는 높은 검출효율과 상온에서의 낮은 누설 전류 때문에 

의료용 영상장비나 우주과학, 분광분석 등에서 엑스선이나 감마선 검출기로 폭넓

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 응용이나 비파괴 검사 등에서는 다채널의 저잡음 

고속 readout 회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CZT 픽셀어레이 검출기용 엑스선 계

수형 8 채널 CMOS readout ASIC을 개발하였다. 이 회로의 기본설계는 a)검출

기 캐패시턴스 Cp=5pF, b)계수속도 106 photons/s이상, c)S/N비 20:1, 그리고 

d)전하대전압이득(Charge to Voltage gain) 최소 100mV/fC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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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절 계장설비 교.보정 및 유지보수

  금년도 소내의 고화폐기물시험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장설비들에 대한 교정, 보정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였으

며 각 시설별 교･보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 기기명 : PRESSURE TRANSMITTER

    - TAG NO : LT 315

    - CAL. 사용기기 : Calibrator Fluke 741B, Pressure Module Fluke 700P05,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T 316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4.06

  8.1

  12.3

  16.21

  20.11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치   교 정 치

      0

      25

      0

     262.5

    4

    8

  4.01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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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T 317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T 318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T 319

     ▷ CALIBRATION 결과

      50

      75

      100

     525

     787.5

     1050

    12

    16

    20

  12.03

  16.12

  20.00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3.98

  8

  11.56

  15.36

  20.4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4.0

   8.15

   12.04

   16.55

   19.90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치   교 정 치

      0       0     4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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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T 320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액위 경보기

     ▷ CALIBRATION 결과

 

      25

      50

      75

      100

     262.5

     525

     787.5

     1050

    8

    12

    16

    20

    8.0

    12.02

    16.04

    19.93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4.0

    7.95

    11.8

    15.9

    19.95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SH-315

     LSH-316

     LSH-317

     LSH-318

     LSH-319

     LSH-320

   

        950 

        950

        950

        950

        950

        950

   경보기 작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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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명 : 액위 지시기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온도 지시기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TI-315

Cal.Point

[%]

  입 력

  [mA]

                     출 력

  표 치

   [%]

                 교 정 치

 LI-315  LI-316  LI-317  LI-318  LI-319  LI-320

    0

    25

    50

    75

    100

    4

    8

    12

    16

    20

   0

   25

   50

   75

   100

  0

  25.3

  50.7

  75.2

  100

  0

  25.3

  50.2

  75.2

  100.1

  0

  25.1

  50.9

  75.5

  100

  0

  25.3

  50

  75.3

  100

  0

  25

  50.6

  75.3

  99.3

  0

  24.5

  50.8

  75.6

  99.2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3

    24.2

    49.0

    74.5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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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316

    - TAG. No : TI-317

    - TAG. No : TI-318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2

    25.5

    51

    76

    100.1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

    24.7

    49

    73.4

    98.4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

    24.5

    49

    74.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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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319

    - TAG. No : TI-320

  □ 기기명 : 액위 차압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8

    25.3

    51.1

    76.1

    100.8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

    24.3

    49.3

    74.2

    99.3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S-327

     LS-328

     

        600 

        500

     

   경보기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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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명 : 차압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압력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액위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PDSH-126

    PDSH-127

    PDSH-128

    PDSH-129

    PDSH-130

    PDSH-131

    PDSH-157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경보기 작동

        〃

        〃

        〃

        〃

        〃

        〃

기 기 명 입력 경보값 동작상태

PAL-141

PAL-143

 4000[mmH2O]

  0.4[Kg/cm2] 

경보기 작동

〃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10

      90   

     

     90

     810

   

    

   

    LSL-311 경보기 작동

 LSH-311 경보기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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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명 : 풍압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차압 압력게이지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10

      90   

     

     90

     810

   

    

   

    LSL-313 경보기 작동

 LSH-313 경보기 작동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FS-710

  FS-713

  FS-722

  FS-723

  FS-724

     

     85

    -15

     190

     85

     10

   

    

   

     FS-710 경보기 작동

  FS-713 경보기 작동

  FS-722 경보기 작동

  FS-723 경보기 작동

  FS-724 경보기 작동

  입 력

 

[mmH2O]

                          교 정 치[mmH2O]

  PDI713   PDI714  PDI715  PDI716B  PDI717A  PDI717B

    0

   10

   20

   30

   40

   50

   60

   80

   100

     0

    10

    20

    30

    40

    50

    62

    80

    99

     0

    10

    20

    31

    38

    51

    61

    81

    97

     0

    10

    21

    31

    42

    53

    61

    81

    98 

     0

    11

    21

    30

    41

    51

    57

    73

    96

     0

    10

    21

    32

    43

    52

    58

    79

    97

     0

    10

    21

    32

    43

    48

    58

    7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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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력

[mmH2O]

                   교 정 치[mmH2O]

  

PDI718A
 PDI718B   PDI719A  PDI720B  PDI727A

    0

   10

   20

   30

   40

   50

   60

   80

   100

     0

    11

    21

    32

    39

    49

    58

    78

    97

     0

     9

    18

    28

    37

    49

    58

    79

    98

     0

    11

    22

    32

    42

    51

    62

    80

    98 

     0

    10

    20

    31

    42

    51

    62

    80

   100

     0

     9

    18

    29

    38

    48

    57

    77

    97

  입 력

[mmH2O]

              교 정 치[mmH2O]

  PDI716A  PDI719B   PDI720A  PDI727B

    0

   10

   20

   30

   40

   50

     0

    10.2

    20.5

    32

    42.5

    50

     0

    10

    19

    29

    40

    50

     0

    10

    20

    29

    39

    48

     0

    11

    22

    32

    43

    52

   입 력

  [mmH2O]

 교 정 치[mmH2O]

  PDI737   PDI738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5

     50

     75

     98

    123

    147

    170

    196

    247

     25

     50

     73

     95

    121

    144

    166

    19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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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후 시험시설

  □ 기기명 : 차압 트랜스미터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I-50.1

    - TAG. No : LI-55.1

    - TAG. No : LI-60.1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675  8   25  25 0

1350 12  50  50 0

2025 16  75  75 0

2700 20 100 100 0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675  8   25  25 0

1350 12  50  51 2

2025 16  75  76 1.33

2700 20 100 100 0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450  8 25  25 0

900 12 50  51 2

1350 16 75  76 1.33

1800 20 100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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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I-80.1

    - TAG. No : LI-85.1

- TAG. No : LI-90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출력 (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237.5  8 25  25 0

475 12 50  51 2

712.5 16 75  76 1.33

950 20 100 100 0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출력 (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237.5  8 25  24 4

  475 12 50  49 2

712.5 16 75  75 0

 950 20 100  99 1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출력 (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337.5  8 25  25 0

  675 12 50  50 0

1012.5 16 75  75 0

 1350 20 10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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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FI-40.1

    -TAG. No : FIP- 80

    -TAG. No : FIP- 85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출력 (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625  8 25  24 4

1250 12 50  49 1

1875 16 75  74 1.33

2500 20 100  99 1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출력 (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625  8 25  26 4

1250 12 50  51 2

1875 16 75 76 1.33

2500 20 100 101 1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출력 (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625  8 25  25 0

1250 12 50  51 2

1875 16 75  78 1.33

2500 20 100 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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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No : DIP- : 80

  □ 기기명 : 수위 지시계

    ▷ CALIBRATION 결과

입력(mmH2O)
D/P트랜스미터

출력 (mA)

Indicator 

표준 지시치(%)

Indicator

 실 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27.5  8 25  24 4

55 12 50  49 2

82.5 16 75  73 2.6

110 20 100 99 1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I50.1

    LI55.1

    LI60.1

    LI80.1

    LI85.1

    LI90

    FI80

    FIP-80

    FIP-85

    DIP+80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영점 조정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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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명 : 수위 지시계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온도 지시계

    ▷ CALIBRATION 결과

     -TAG. No : TI-10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W-10

     LO-10

     LW-15

     LO-15

     LW-20

     LO-20

     LW+51

     LW+53

     LA+50.2

     LA+55.2

     LA+80.5

     LA+88.5

         50

         20

         50

         20

         50

         20

         30

         50

         50

         50

    133(100 NaOH)

    133(100 HNO3)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모의입력(Ω) A 표준(%) B 출력(%)
  C절대오차

    (A-B)

상대오차(C/A)

(%)

100 0 0          0

109.73 25 26          1 4

119.40 50 5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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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No : TI-15

    -TAG. No : TI-20

    -TAG. No : TI-40.1

    -TAG. No : TI-40.2

모의입력(Ω) A 표준(%) B 출력(%)
  C절대오차

    (A-B)

상대오차(C/A)

(%)

100 0 1        1 1

109.73 25 25.5        0.5 2

119.40 50 50.5        0.5 1

모의입력(Ω) A 표준(%) B 출력(%)
  C절대오차

    (A-B)

상대오차(C/A)

(%)

100 0 1        1 1

109.73 25 24        1 4

119.40 50 49        1 2

모의입력(Ω) A 표준(%) B 출력(%)
  C절대오차

    (A-B)

상대오차(C/A)

(%)

100 0 0        0 0 

109.73 25 25        0 0

119.40 50 50        0 0

모의입력(Ω) A 표준(%) B 출력(%)
  C절대오차

    (A-B)

상대오차(C/A)

(%)

100 0 0          0

109.73 25 24          1 4

119.40 50 4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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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No : TI-40.3

    -TAG. No : TI-40.4

모의입력(Ω) A 표준(%) B 출력(%)
  C절대오차

    (A-B)

상대오차(C/A)

(%)

100 0 0        0

109.73 25 24.5        0.5 1

119.40 50 49.5        0.5 0.5

모의입력(Ω) A 표준(%) B 출력(%)
  C절대오차

    (A-B)

상대오차(C/A)

(%)

100 0 0        0

109.73 25 25        0

119.40 5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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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방사선 감시장비 성능개선

1. 공간 선량감시기 설계

 가. 개요

  공간선량에서 감마선 감시를 위한 방사선모니터시스템으로서 고도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가진 개스이온챔버를 검출기로 채용하고 전용의 바이어스 전원장치를 

내장하여 검출기의 신호 측정, 변환, 데이터의 수집, 통합, 분석, 주의 및 경고신

호의 발생을 위한 Data Processor와 Ethernet 통신장치로 이루어진다.

  (1) 검출기에 연결되는 Analog Processor는 Preamp, Buffer Amp, Log Amp 

및 검출기 바이어스 전원용 고압전원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검출된 방사선량 

지시값으로서 전압(Linear Level과 LOG Level)의 안전된 출력을 위하여 전압 

구동기능을 가진다. 

    (가) 측정된 지시값인 DC 전압은 16비트의 ADC를 이용하여 디지털 변환을 

수행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알맞은 데이터 형식으로 가공하며, 기  

본적인 직렬통신과 시스템 자체진단등의 운용기능을 수행한다. 

    (나) 외부로 주의, 경고 등을 알리기 위한 경광등, 사이렌, 부저 등의 연동을 

위하여  Relay 구동회로 및 Relay Switch를 가진다.

    (다) 두개의 직렬통신 단자를 가지며, 개별 모듈이 고유의 인식번호를 가지

며 직렬통신 단자는 Master/Slave 구분을 하여 Daisy Chain의 구성이 가능하도  

록 하여 시스템의 집단적인 점검, 유지보수, 운용 프로그램 기능보완을 할       

수 있다.

    (라)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운용 변수 및 최근의 측정된 데

이터를 보관하는 기능(200개 데이터: 10초 간격 측정시 30분 분량)이 있어, 전  

원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데이터의 보관/유지기능을 가진다.

 나. Analog Processor

  (1) 검출기에 부착하여 미세전류의 전압변환

  (2) 측정된 전류/전압에 비례하는 전압Level 출력(Linear Level, LOG Level)

  (3) 16bit ADC를 이용한 전압 Level의 Digital 변환 및 전송

  (4) 검출기용 고압전원장치 내장 및 전압 Level 원격조정

  (5) Microprocessor를 이용한 최적화된 운용조건 유지 및 자체진단

  (6) 정전등의 사고 발생시, 동작 정지 이전 200개 데이터 유지(10초간격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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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분 분량)

  (7) 검출기간의 Daisy Chain 구성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전송

(모듈간 거리 최대 50미터 지원)

 다. Data Processor

  (1) Linux OS로 운용되는 데이터 수집, 처리장치

  (2) 개별 검출기의 데이터 수집 및 원격제어

  (3)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주의/경고신호 발생

  (4) 외부 경광등 구동을 위한 Relay Driver 및 Relay Switch

  (5) 감시상황의 연속적인 Display(Graphic LCD Monitor)

  (6) Flash Buffer Memory사용으로 전원절단시의 데이터 보호

  (7) Ethernet을 이용한 Host Computer와의 인터페이스

  (8) Host Computer를 통하여 총괄 모니터 프로그램 구동 가능

  (9) Host Computer는 개별 시스템의 바이어스 설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의 

DB화를 통한 체계화 및 저장 분석

그림 2-1 Analog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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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규격

 (검출기)

 (Analog Module)

그림 2-2 Data Processor

항 목 사 양 

 Collector Volume  20L

 Collector Diameter  62.5mm

 Wall Material  SUS(2mm), Polyethylene(4mm)

 Inherent Leakage Current  < 40fA

 Bias High Voltage  -500V DC(Max. 1000V DC)

 Response Dose  < 2uSv/h

 Filling Gas  Dried Air, N, Ar

항 목 사 양 

 측정범위  10-13A ~ 10-9A의 Single Range

 바이어스 전압  Ground Isolated 0V~1000V(1mA)

 바이어스 전압 안정도  0.001%@No Load, 0.01% Max.@Full Load

 LOG Scale의 DC 전압  0V ~ 10V 출력

 LOG Scale의 전압 출력저항  50ohm

 Linear Scale의 DC 전압  0V ~ 10V 출력

 Linear Scale의 전압 출력저항  50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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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Process)

 (기타)

(데이터 전송 및 제어용 프로그램)

       

항 목 사 양 

 Processor  LINUX OS Embeded System 

 ADC 해상도  16bit(10V범위 62256단계 표시, 해상도 ~0.16mV)

 정전시 데이터 유지  200개 데이터 유지(10초간격 측정시 30분 분량)

 통신
 Ethernet(10Mbps) 1port 및 Serial Port(9600bps)

 2 port

 display

 

 Graphic LCD Panel

 검출기 바이어스 전압, 측정된 LOG/Linear 데이터 표

시

 LED 표시등으로 Normal, Warning, Alarm 표시

 검출기입력 표시용 bar graph LED

항 목 사 양 

 외부 접점  외부 경광등 및 스위칭을 위한 4점의 relay

 설정상태 기억유지  전원 off시에 시스템 설정상태 기억유지

 무게  전원장치 및 케이스 포함하여 5kg 미만

 부피  300mmX200mmX200mm 미만

항 목 사 양 

 역활  Host Computer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주요 기능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 제공(통신,

 설정, 데이터 저장)
 Daisy Chain으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파라메터 설 

 정, 데이터 전송, 데이터 관리 및 감시
 사용자 설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

 터전송, 설정기능의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의

 source program 제공(C++)

 운용환경  windows95/98/2000/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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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자기기 및 방사선 감시장비 보수 

1. 전자장비 보수

  금년도에 수행한 소내의 전자장비 보수는 원자력 화학 연구팀의 Mass 

Spectrometer 외 15건으로 정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Mass Spectrometer

  제작회사 :

  증    상 : 진공 펌프가 동작하지 않으며, Filament의 전류가 제어되지 않음

  고장수리 : 진공펌프 전용 전원공급 장치 수리및 불량 커넥터 수리 

- 감마 스케너

  제작회사 :

  증    상 : 검출기의 신호 수집이 안됨

  고장수리 : 고전압 회로 및 전치 증폭기 수리

- 알파 stack-monitor (3 set)

  제작회사 : MAB(German)

  증    상 : 작동 불능

  고장수리 : power-supply 모듈교체( Mother board PCB 설계)  

- 방사성 폐기물 드럼 핵종 분석 장치

  제작회사 :

  증    상 : 장치 구동부 오동작

  고장수리 : PLC프로그램 수정

- 208, 211, 212 Unit 전원장치 및 전면 Panel 램프 교체

  제작회사 :

  증    상 : Filament형의 램프가 자주 고장남

  고장수리 : 반영구적인 LED로 완전 교체하고, 관련된 전원 AC48V를 DC12V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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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p Chart Recorder 

  제작회사 : Sambon, U.S.A.

  증    상 : 동작 안됨 

  고장수리 : 신호케이블 교체 및 조정

      

- XRF 

  제작회사 : Diano Co., U.S.A.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전원장치 잡음 제거 조정  

- Eddy current tester, IC-5060 

  제작회사 : Iicence CEA, France

  증    상 : 작동 불량

  고장수리 : 전류증폭단 IC 교체

- Chemical balance, PM400

  제작회사 : Mettler, Switzerland

  증    상 : 정밀도 불량 

  고장수리 : 증폭단 이득 미세 조정

- Electronic Recorder, PD 265

  제작회사 : Sefram, France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Bridge 증폭회로 부품 교체

- Spectroscope Amplifier, TT 100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동작 불량

  고장수리 : Control Unit 교체

- Optical Pyrometer 

  제작회사 : Smibo, Switzerland

  증    상 : 동작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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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수리 : Moving coil 교체 

- Emission Spectrography

  제작회사 : Camaca, France.

  증    상 : 동작 이상

  고장수리 : Connector 불량 교체

- I.R. Spectrophotometer, 4230 IR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파장측정 부정확 

  고장수리 : 증폭회로소자 교체

- I.R. Spectrometer

  제작회사 : Safas, Monaco

  증    상 : Frequency 부정확

  고장수리 : TOF 증폭회로 부품 교체 및 조정

- Metal Implanter 

  제작회사 : 핵물리공학팀 자체개발

  증    상 : Ion source circuit 동작 불안정 

  고장수리 : 메인 모듈 기판제작 교체

2. 방사선 감시기기 정비

   금년에 수행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

설 및 기타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장비 관련 보수.유지 내역은 조사후시험시설에

서 Alilog HI-3 전치증폭기 외 11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MAFF의 성능개선 

외 21건,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에서 Stack Monitor 외 4건,  그리고 연구로용 

개량핵연료개발팀의 핵연료검사장비 전원장치 외 3건 등 모두 43건 수행하였으며, 

정비내역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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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방사선감시장치 정비 내역

  

시설명 장비명 계

조사후시험시설

- Alilog:

 .HI3, HI5, HH3, HH4, Preamp, log amp.,

  Threshold board 

- MAFF : 

 .HG1 SAD module 수리

 .고압발생기, 저전압원

- Stack monitor: 임펠라 예방정비(2건)

12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MAFF

 .2 sets upgrade

 .고전압회로,Preamp,Log amp., Counter회로

 .HE1, HE2, HE3, HE4, HF1, HF2, HF3, HF4 

- Alilog 

 .HD3, HD4, Comparator, Log amp.  

 .HF5, HF6, HH6,Log amp.

22건

방사성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 Stack Monitor

 .Iodine, Noble gas, beta particle

- 손발오염감시기: 검출기교체, 전치증폭기

5건

기타 시설

- 연구로용 개량핵연료개발팀

 .핵연료검사장비 전원장치 수리 2건

- 원자력환경연구팀

 .환경방사능 감시 장치 2건

4건

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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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이온 챔버 제작

   

1. 이온 챔버 제작 및 성능 평가

 가. 설계 및 제작

  수집 부피가 14.4 cc인 소형 이온 챔버와 1563 cc인 형 이온 챔버 두 종류를 

제작하 다. 이온 챔버의 기하학  구조는 일반 으로 평 형, 원통형, 원형 등이 

있는데, 원통형 이온 챔버를 설계, 제작하 다. 원통형 이온 챔버는 외부 극, 

내부 극, 보호 극, 연체로 구성된다. 외부 극과 내부 극 사이의 수집 

역에는 공기를 두어서 입사하는 방사선량을 결정토록 하 다. 방사선이 극내 

물질과 반응하여 수집 역으로 입사하는 자의 수와 방사선이 수집 역 내에

서 반응하여 극으로 입사하는 자 수의 평형을 하여 공기 등가 물질을 선

택하여 극을 제작하 다. 공기 등가물질로는 도성 PVDF와 알루미늄을 선택

하 다. 소형 이온 챔버는 PVDF로 제작하 고 형 이온 챔버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 다. 자 평형을 이루기 한 극의 두께는 물에서 자의 비정에 근거

하여 결정하 다. 에 지 입사 감마선 선량 측정을 하여 알루미늄 1 mm, 

PVDF 1 mm 두께로 제작을 하 으며 60Co에서 발생하는 높은 에 지 감마선 선

량을 측정하기 하여 2.5 mm 두께의 build-up cap을 소형 이온 챔버를 하여 

PVDF로 제작하 다. 방사선 입사 방향에 한 검출 효율의 등방성 개선을 하

여 소형 이온 챔버의 외부 극을 3가지 형태로 제작하 다. 각각의 자세한 형태

는 아래의 이온 챔버 등방성 측정에서 다시 설명한다. 보호 극은 수집 역에 

최 한 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하 다. 각 극 사이의 연체는 Teflon으로 

제작하 다. 그림 4-1은 제작된 소형 이온 챔버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 챔버의 

각 극은 삼상 동축선에 연결되어 있도록 제작되었다. 두 종류의 이온 챔버에 

한 설계 상수는 표 4-1에 정리하 다. 

표 4-1 이온 챔버 설계

 

소형 이온 챔버 중형 이온 챔버
전극 물질 PVDF 알루미늄
절연 물질 Teflon Teflon

수집 영역 부피 14.4 cc 1563 cc
보호 전극 PVDF Copper

60Co buildup 
ca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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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설 전류

  이온 챔버로부터 전류는 Keithley 사의 6517A El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우선, 방사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전극에 고전압을 인가하면서 내

부 전극을 통하여 누설 전류를 측정하였다. 그림 4-2는 소형 이온 챔버의 시간

에 따른 누설 전류 변화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이 때 인가전압은 외부 전극에 

-50 V에서 -500 V 까지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행하였다. -2 fA 이하의 누설 전

류가 측정되었으며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중형 

이온 챔버의 누설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 경우 약 10 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누설전류가 안정되었으며 누설 전류는 -50 V에서 -1000 V까지의 전압을 인가

한 경우 -10 fA 이하로 측정되었다.   

 다. 포화 곡선 

  이온 챔버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은 241Am과 132Cs으로부터 발생하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5 mCi의 241Am 방사선원을 이온 챔버의 중심에서 약 5 

cm 위치에 두고 외부 전극에 고전압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측정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포화 곡선을 구하였다. 그림 4-3은 측정된 소형 이온 챔버의 포화 곡

선을 나타낸다. 같은 측정을 2회 반복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이온 챔버가 반응함

을 알 수 있었다. 포화 곡선으로부터 수집 효율이 99 %에 도달하는 지점의 인가 

전압을 구하였는데, 소형 이온 챔버의 경우 102 V, 중형 이온 챔버의 경우 273 

V 이었다.

그림 4-1 제작된 소형 이온 챔버. 반응 영역의 

부피는 14.4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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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출 효율의 방향성

  입사 방사선원의 방향에 따른 측정 효율의 등방성을 소형 이온 챔버에 하여

측정하 다. 비등방성 개선을 하여 3종류의 외부 극을 제작하 다. 첫 번째 

형태는 외부 극의 끝이 평평한 형태이며(KAERI-F), 두 번째 형태는 내부 극 

그림 4-2 소형 이온 챔버의 시간에 따른 누설 전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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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소형 이온 챔버의 241Am 방사선원에 대한 포화 

곡선. 편의상 전압과 전류의 극성을 반대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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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의 끝 지 에서 외부 극의 각지 이 등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형태이고

(KAERI-SR), 세 번째 형태는 KAERI-F 형에 KAERI-SR의 반구형을 더한 형

태이다(KAERI-LR). 그림 4-4는 제작된 3가지 종류의 이온 챔버의 개념도이다. 

241
Am 과 

132
Cs 방사선원을 고정하고 소형 이온 챔버를 챔버의 심에 하여 회

시키면서 측정 류의 변화를 측정하 다. 측정시 방사선원과 이온 챔버 외부 

극의 앞면과의 사이 간격을 5 cm, 10 cm, 15 cm로 변화시켰다. 그림 4-5는 측

정 결과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효율은 KAERI-LR를 제외

하고 방사선원의 입사 방향에 하여 10 % 이내에서 등방 임을 알 수 있다.

 

 마. 선량 보정 상수

   소형 이온 챔버의 선량보정 상수를 결정하 다. 상용의 방사선 선량계인 

ESM Eberline사의 Model FH 40F2를 소형 이온 챔버와 동일한 치에 두고 선

량을 측정하여 선량보정상수가 0.169 R/nC임을 결정하 다.

 바. 안정성

  이온 챔버의 시간에 한 안정성을 측정하 다. 241Am 방사선원과 소형 이온 

챔버의 치를 고정시키고 2주간 측정 류의 변화를 기록하 다. 1 % 미만에서 

안정 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4 검출효율의 비등방성 개선을 위하

여 제작된 3종류의 외부 전극

KAERI-F KAREI-

SR 

KAERI-

LR 

5.15 

cm 

6.50 cm

5.15 cm 



- 43 -

 사. 인가 압 극성

  인가 압의 극성에 따른 이온 챔버의 반응을 측정하 다. 일반 으로 이온 챔

버의 외부 극에 음극 고 압을 걸어주고 내부 극을 이용하여 자에 의한 

류를 측정하게 된다. 이와는 반 로 외부 극에 양극 고 압을 인가할 경우 

발생하는 류를 측정하고 음극 고 압 인가시와 비교하 다. 두 경우의 류의 

크기는 2 % 미만의 차이를 보 다.   

2. BLM용 이온 챔버 제작

  위의 이온 챔버 제작 및 성능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온 챔버를 설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고출력의 가속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속빔의 튜닝과 주변 시설의 불필요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BLM(Beam Loss Monitoring)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 때 

BLM 장치를 위한 방사선 검출기는 시간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안정적이어야 하

며 장치의 각 부분이 내방사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 검출기를 새로운 것

으로 교체할 경우 검출기의 증폭을 손쉽게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온 챔버는 

이러한 조건을 쉽게 만족할 수 있다. 

그림 4-5 측정된 소형 이온 챔버 검출 효율의 등방성. 241Am과 
132Cs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3가지 형태의 외부 전극에 대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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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챔버 내에서 입사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한 류의 측정 효율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f =  1

1 + ξ2

이 때

ξ2 = ⎛
⎜
⎝

⎞
⎟
⎠

α
6ek1k2

⎛
⎜
⎝

⎞
⎟
⎠

d 4

V 2

⎛
⎜
⎝

⎞
⎟
⎠

Q∞
∆

 이다.

α는 Townsend 재결합 상수이고, e 는 전하, k1은 전자 mobility, k2는 이온 

mobility, d는 등가 간격, Q∞는 생성 전하, Δ는 이온 챔버 내의 수집 영역 부피

이다. 등가 간격 d는 실린더형 이온 챔버의 경우 

d = ( )a − b ⎛
⎜
⎝

⎞
⎟
⎠

a+ b
a − b

ln (a/b )
2

1/2

로 표시된다. 이 때 a는 외부 전극의 반경이고 b는 내부 전극의 반경이다. 따라

서 동일 인가전압 하에서 외부 전극과 내부 전극 사이 간격이 가까울수록  높은 

수집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극 간격이 가까울 수록 챔버 내에서 전하수집 

시간이 짧아져서 선량 변화에 대한 시간 반응성을 향상할 수 있다. 지름이 다른 

3가지의 내부 전극을 제작하여 이를 실험적으로 확증하고 가장 적합한 내부 전

그림 4-6 BLM용 이온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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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지름을 결정하였다.  

  이온 챔버는 길이 210 mm, 두께 2 mm인 알루미늄 실린더형으로 제작하였다. 

외부 전극은 외경 38 mm로 제작하였으며 3 가지 종류의 지름을 가진 내부 전

극을 제작하였다. 즉, 외경 6 mm, 16 mm, 25 mm의 내부 전극을 제작하였다.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 사이에는 공기를 채워 두었다. 절연체로는 Teflon을 사

용하였다.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사이에는 구리로 만든 보호 전극을 두어서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온 챔버는 2 mm 두께의 알루미늄 실린더안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두개의 MHV connector를 두어서 고전압인가와 신호 

수집을 하도록 하였다. 그림 4-7은 제작된 BLM용 이온 챔버를 나타낸다. 

  측정된 포화 곡선은 그림 4-7에 나타내었다. 수집 효율이 99.9 % 에 이르는 

인가 전압을 3가지 이온 챔버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Inverse voltage 방법, 

Two voltage 방법, 이론적 예상 곡선과의 fitting을 통하여 인가 전압을 결정하

였다. 그림 4-8는 결과를 나타낸다. Inverse voltage 방법에 의한 결과가 내부 

전극의 지름이 5 mm인 경우 다른 두 방법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

로 내부 전극의 지름이 커질수록 낮은 인가전압에서도 수집 전하의 포화가 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의 간격이 너무 가까울 경

우 두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면 전기장이 불안정해질 것을 고려하여 내부 

전극의 지름이 16 mm 인 경우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4-7 BLM용 이온 챔버의 포화 곡선. 내부 전극의 

지름이 16 mm인 경우 측정. 사각형은 실험적 

정치이며, 붉은색 선은 이론에 의한 곡선. 2000 V 

이상에서 전하   증폭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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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MS용 이온 챔버 제작

  원자력 발 소 등의 방사선 를 감시하기 한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용 이온 챔버를 설계, 제작하 다. 외부 극과 내부 극은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두 종류로 제작하 다. 1 MeV 감마선에 하여 

자 평형과 방사선이 극 통과 시 극 물질에 의한 간섭 효과 최소화를 고려

하여 극 물질의 두께를 결정하 다. 챔버는 아르곤 등 불활성 기체 형으로 

설계 제작하 다. BNC, SHV connector를 두어서 시그 의 출력과 고 압 인가

를 하도록 제작하 다. 연 물질로는 Polyethylene을 사용하 다.          

4. 중성자 감응형 이온 챔버

  의 이온 챔버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성자 감응형 이온 챔버를 자체 설계, 

제작하 다. 내경 90 mm, 길이 226 mm의 알루미늄 원통형 챔버를 이온 챔버의 

외벽으로 제작하 다. 지름 8 mm, 길이 175 mm의 알루미늄 을 제작하여 이

온 챔버의 수집 극으로 사용하 다. 설 류를 최소화하기 하여 구리로 만

든 가드 극을 두었다. 극과 극 사이는 Teflon 연체를 두었다. 각 극과 

연체는 알코올로 세정하고 oven안에서 80
o
C로 3시간이상 baking하여 불순물과 

그림 4-8 수집 전하가 생성 전하의 99.9 %에 이르는 인가 

전압. 측정된 포화곡선으로부터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인가 

전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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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을 제거하 다. 신호수집부와 반 쪽에는 성자 감응부를 두었다. 알루미늄

에 성자 감응 물질을 코 하고 감응 이 외부 알루미늄원통과 기 으로 

연결되도록 하 다. 입사 성자 에 지를 낮춤으로 성자 반응단면 을 크게하

기 하여 라스틱 감속제를 두었다. 제작된 성자 감응형 이온 챔버는 그림 

4-9에 나타난다. 고 압 인가와 시그  읽기를 하여 삼상 connector를 두었다. 

챔버 내에는 공기를 두어 방사선량을 측정하도록 하 다. 삼상 connector는 

Keithley 6517 A Electrometer와 연결하여 고 압을 인가하고 시그 을 읽을 수 

있도록 하 다.   

5. 중성자 감응형 박막 제작 

  중성자 감응형 박막을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센서 제작용 청정실에 있는 

증착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청정실은 청정도 1000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

으며 센서 제작을 위한 금속 박막 증착용 Thermal Evaporator, 산 에칭을 위한 

Wet Station, 가스 검출기 실험을 위한 실험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다. Thermal 

Eveporator를 이용하여 중성자 감응형 박막을 제작하였다. 

 

   Thermal Evaporator는 10-7까지의 진공도에서 박막을 증착하도록 되어있으며, 

Thickness Monitor 챔버 내에 두어서 증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의 박막의 두께

를 추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4-9 중성자 감응형 이온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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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Boron 박막 증착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여 Boron 박막을 제작하였다. Boron을 증착하

기 위하여 Tungsten과 Molybdenium boat를 사용하였으나 고온을 얻기 위하여 

boat에 높은 전압을 인가한 경우 boat가 쉽게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효과적

으로 Boron 박막을 제작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소 boat를 자체 

설계, 제작하여 Boron 증착을 시도하였다. 탄소는 고온에서 Boron과의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Boron 증착용으로 적합하다고 알려진 물질이다. 그러나, Boron의 

녹는점이 높기 때문에 Thermal Evaporator의 최대 용량 상태에서도 두꺼운 

Boron 박막을  얻기는 힘들었다.

           

 나. Carbon paint를 이용한 Boron 박막 제작

  Boron은 녹는 이 높기 때문에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한 박막 제조 공정

이 Boron 박막 제작의 최 의 공정은 아니다. 특히 boat에 고온의 열을 가할 경

우 Boron 이외의 다른 불순물이 박막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로 

E-gun evaporator를 이용한 증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carbon 도성 paint를 이용한 박막 제작이 시도되었다. carbon paint에 -300 

mesh 이하의 작은 미립자 Boron powder를 고루 섞은 후 알루미늄 plate 에 

바르고 공기 에서 건조시켰다. 이를 제작된 이온 챔버와 조합하여 성자 반응 

시그 을 측정하 다. 같은 재질의 알루미늄 plate 두개를 만들어서 하나에는 

그림 4-10 청정실 내의 Thermal Evap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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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on 박막을 바르고 하나에는 Boron을 바르지 않은 후 252Cf 성자원에 한 

반응성을 측정하 다. Boron 박막을 바른 plate를 사용한 경우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약간 큰 시그 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성자에 한 박막의 반응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 
6
LiF 박막 증착

  6LiF는 10B과 더불어 중성자 측정용으로 쓰이는 물질이다. 6Li은 10B에 비하여 

중성자 반응 단면적이 작다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6Li은 10B에 비하여 

박막 제작을 위한 공정이 손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한 박막 제조 공정을 통하여 6LiF 박막을 제작하였다. 0.1 

mm 두께의 알루미늄 위에 증착을 행하였으며 증착이 행해지는 동안 알루미늄 

plate를 회전하여 고른 증판면을 만들도록 하였다. 알루미늄 plate는 증착시 가

열하지 않았고, 증착은 100 Å/sec의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증착시 

chamber내의 압력은 10-6을 유지하였다. 

그림 4-11 제작된 탄소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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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Boron 중성자 전환 박막. 왼쪽은 Thermal 

Evaporator로 증착한 박막, 오른쪽은 carbon paint를 이용

하여 제작한 Boron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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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방사선 검출기용 전치 증폭기 회로 개발

  방사선 측정을 위한 검출기는 측정하려는 방사선의 종류와 측정을 통하여 얻

고자 하는 정보에 의해 결정되며,  검출기에 따라 출력 신호도 다양하다.  특히 

이온 챔버에서의 출력은 검출기에 흡수된 입사방사선의 에너지에 선형적인 전류

를 출력하는데, 출력은 수 pA에서 수십 pA의 미세한 양의 전류이다. 그러므로 

이를 직접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이온 챔버의 이온화는 연속적인 것이 아

니라 챔버에 방사선이 입사되어 이온화가 될 때만 전류가 출력되므로 일반적인 

계측기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챔버의 미세한 전류 신호를 외부 잡음 신

호와 구분하여 일반 계측기로 판독할 수 있도록 변환-증폭을 해야 하는 신호처

리 회로가 필요하다. 그림 5-1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기본 회로이다.

      

                 그림 5-1. 전치증폭기 기본 회로

 

  그림 5-1에서 입력을 Vi, 출력을 Vo라 했을 때, Laplace 연산 회로망 정리를 

이용하면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Vo (s )
Vi (s )

=−
R 2

R 1

 1
R 2C1s +1

               식 (5-1)

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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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1)의 s = jw에서 주파수영역인 w = 0(직류모드)이기 때문에 그림 5-1은 

적분기가 아닌 반전증폭기로 동작을 한다. 또한 연산 증폭기에서는 입력 임피던

스가 거의 무한대이므로 입력단자에 전류의 유입이 없어 두 입력 단자간의 전압 

강하가 없는 가상접지이기 때문에 증폭기에 입력 전류 Iin이 인가되면 R2로 Iin이 

흐르고 R2양단에 발생한 전압은 C1 양단에 충전되는데 이 전압은 출력전압 Vo

과 같다.

 Vo = Vc = IinR 2                   식 (5-2)

  챔버의 출력을 검출하기 위하여 연산증폭기는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은 고 

입력 임피던스 소자를 사용하였으며,  궤환 회로에 사용된 저항도 큰 이득을 얻

기 위해 매우 큰 저항을 사용하였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선 바이어스 전류가 

거의 같지만 실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셋 전류 Ios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류는 이득이 크지 않는 증폭기에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득이 104배

가 되는 고 이득 회로에선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오프셋 전류에 의한 오프

셋 전압 드리프트를 줄이기 위해서 15[V]을  전위차계를 비반전 단자에 구성

하였다.

  실제 회로에 대한 성능 평가는 입력 전류원으로는 10-15[A] 까지 공급이 가능

한 Kiethley사의 모델 263을 사용하였다.  식 (5-2)에 의해 산출한 이론값과 실

제 제작한 회로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교적 양호한 선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입력 전류10-13[A]의 낮은 값에서는 출력이 약 10∼15[mV] 정도의 오프셋 전

압만큼 증가한 반면 오히려 10-9[A]의 높은 영역에선 150[mV]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 (5-2)에 의해 계산한 이론값과 실제 제작한 고이득 증폭기와

의 오차 범위는 낮은 영역에선 9[%], 높은 영역에선 1.5[%]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오차는 제품의 특성상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이는 기존 상용

화된 것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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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제작한 전치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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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CZT 어레이검출기용 Analog ASIC 제작

1. 개 요

  CZT검출기는 높은 검출효율과 상온에서의 낮은 누설 전류 때문에 의료용 영상

장비나 우주과학, 분광분석 등에서 엑스선이나 감마선 검출기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 응용이나 비파괴 검사 등에서는 다채널의 저잡음 고속 readout 회

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CZT 픽셀어레이 검출기용 엑스선 계수형 8 채널 CMOS 

readout ASIC을 개발하였다. 이 회로의 기본설계는 a)검출기 캐패시턴스 Cp=5pF, 

b)계수속도 106 photons/s이상, c)S/N비 20:1, 그리고 d)전하대전압이득(Charge 

to Voltage gain) 최소 100mV/fC를 기준으로 하였다.

 

2. ASIC 설계

 가. 기본 구조

  Readout 칩의 개발 목표는 저잡음 고속 계수형 응용을 위한 다채널 전치증폭기/

비교기 회로를 제작하는 것이다. 한 채널은 그림 6-1에서 보는 비와 같이 전치증

폭기(Preamplifier), 이득단(Gain Amplifier), 비교기(Comparator)로 구성되어 있

다.

  검출기에서 온 전하신호는 전치증폭기에서 전압신호로 변환되며 피드백 커패시

터 CF와 피드백 MOSFET MF1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드백 저항에 비해 MOSFET 

피드백은 적은 면적으로 간단히 저항치의 변화를 제공할 수 있으나 불안정하고 정

확치 않은 저항치를 나타내는 단점이 있다. MOSFET 피드백은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피드백 캐패시턴스를 연속적으로 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계수형과 고

속 펄스입력에서 동작할 수 있다.

  전치증폭기의 다음 회로인 이득단은 저항 R1과 다른 피드백 MOSFET MF2를 통

해 전압 출력을 100배로 증폭한다. 60 keV x-ray photon에 의해 CZT 검출기에

서 생성된 전하는 약 1.9fC이며 이 전하신호의 전치증폭기 출력에 대한 첨두전압

(peak voltage)은 4mV이하이며 0.5pF의 피드백 캐패시터를 갖는다. 이 전압 크기

는 마지막 단의 비교기를 동작시키기에는 너무 작으므로 R1의 값이 1.5kΩ일 때 

100배의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150kΩ의 피드백 저항이 필요하나 고저항 폴리 옵

션을 제공하지 않는 AMI 1.5μm CMOS 공정에서는 큰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신 150kΩ 저항은 MOSFET MF2로구현하였고 R1은 n-well 저항으로 만들었다. 

이 전치증폭기/이득단을 통하여 100mV/fC이상의 전하 대 전압 이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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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는 hysteresis 특성을 갖고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은 전단증폭기의 출력

전압이 잡음에 의해 작은 신호유동이 있을 경우 비교기가 이 잡음에 반응하지 않

도록 일종의 문턱 전압을 잡아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교기의 hysteresis 

전압은 ±40 mV로 설계되었으며 안정적인 계수동작을 위한 신호 대 잡음비는 최

소한 10:1이상이다.

그림 6-1. 단일 채널의 회로 구성

 나. Hspice 과도 잡음 시뮬레이션

  CZT 검출기의 shot 잡음과 전단증폭기의 thermal, 1/f 잡음을 시간영역에서 모

델링하여 Hspice 코드상에서 과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6-2). 잡음원의 

시간영역 모델링 결과 thermal 잡음이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hot잡음,

피드백 MOSFET 잡음, thermal 잡음의 잡음지수는 각각 1.79x10-10A, 

1.49x10-8A, 2.01x10-7이며 1/f 잡음의 power spectral density if
2은 3.97x10-21  

/f A2/Hz이다. 전단증폭기의 출력단의 RMS (root-mean square)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도 잡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6-3과 같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잡음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 V02에서의 모의 RMS 

잡음 전압의 크기는 15.5 mV이다. 또한 주파수영역 잡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

림 6-4와 같이 나타났으며 V02에서의 종합 RMS 잡음전압은 18.4mV로 나타났다.

3. 칩 Layout과 측정 결과

  AMI 1.5um 공정을 이용하여 8 채널의 readout ASIC을 설계하였으며 그 die 면

적은 4 mm x 4 mm 이다 (그림 6-5). 전단증폭기에서 측정된 open-loop ga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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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시간영역에서 Hspice에 의래 생성된  4 가지 잡음원: 

(a) 검출기의 shot 잡음, (b) 피드백 MOSFET의 전류잡음, (c) 입

력 MOSFET의 열잡음, (d) 입력 MOSFET의 1/f 잡음

그림 6-3.  Hspice 과도잡음 시뮬레이션결과: (a) Preamp 출력, 

(b) Gain stage 출력, (c) Comparator 출력, (d) Gain stage의 잡

음 전압 (실선:유잡음원 점선:무잡음원)



- 57 -

그림 6-4. Hspice 주파수영역 잡음 시뮬레이션

그림 6-5. 개발된 8채널 readout ASIC의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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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전치증폭기의 Open-loop gain

1 10 100 1k 10k 100k 1M 10M 100M 1G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O
pe

n 
Lo

op
 G

ai
n 

[d
B]

Frequency [Hz]

70 dB 정도이며 gain-bandwidth는 150 MHz 이다 (그림 6-6). 전치증폭기의 

입력

PMOS 트랜지스터의 1/f 잡음을 측정한 결과 잡음 상수 KF는 3.36 x 10-26V2F

이다 (그림 6-7). 

  Readout 칩의 한 채널의 동작과 전단증폭기 출력단의 잡음을 측정하였는데, 

Test pulse는 실제로는 Voltage-divider로 나눠서 그 크기의 1/100의 크기의 

pulse가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입력 charge 값은 200fC으로서 0.05pF의 

피드백 커패시터를 거치면 전단증폭기 출력단에서는 4V output이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는 0.5V 남짓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피드백 커패시터에 병

렬연결 되어있는 저항들에 의한 fast discharge 때문에 full peak 값에 도달하지 

못하고 빠르게 discharge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comparator출력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고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Readout ASIC의 단일 채널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그림 6-8에 보인 바와 같

이 입력 펄스에 대응하는 최종 비교기 출력 펄스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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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입력 트랜지스터의 측정된 1/f 잡음 특성.

그림 6-8. 단일 채널에 대한 Readout ASIC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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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IC의 제작 및 실험

  설계된 ASIC은 미국 MOSIS사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며 그림 6-9에 보인 바

와 같이 Bare chip, DIP40, LCC52 등으로 패키징을 하였으며 그림 6-10의 테

스트 박스에서 성능 시험을 하였다.

그림 6-9. Bare chip, DIP40, LCC52 등으

로 제작된 ASIC

그림 6-10. 테스트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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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nout

  제작된 CZT 검출기용 8채널 Analog ASIC의 Pinout은 그림6-11과 같이 할당

되었다.

그림 6-11. CZT 검출기용 8채널 Analog 

ASIC의 P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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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ZT 검출기의 주문제작

  본 연구를 위하여 FWHM 6%이하의 4ch CZT검출기 10set를 eV Product사(美)

에 주문 제작하였으며(그림 6-12. 그림 6-13.) 122keV에서 픽셀당 각각의 FWHM

은 표 6-1과 같다.

그림 6-12. 주문 제작

된 4채널 CZT검출기

.           그림 6-13. 주문 제작된 

CZT검출기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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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KAERI CZT detector performance (FWHM at 

122keV per pixel)

K26-621811 1 6.82
5.48
5.42

5.27

3 5.94

5.78

6.94
5.95

5 4.56 Passed Spec

4.6

4.47

4.67

9 4.42

8.53
4.2
4.3

M3-621949 2 6.1
5.23
6.35
4.02

4 5.43

6.27
5.07
4.99

6 4.89

6.37
5.08
4.26

8 5.48 Passed Spec

5.98

5.38

4.41

9 6.11
5.97
4.86

5.85

10 4.85

6.34
5.14
4.42

621966-K36 5 6.28
6.11
6.37
4.53

7 5.94

7.02
6.25
5.51

Average 5.50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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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과제에서는 소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장설비의 고장을 

보수하고, 노후설비는 새로운 기기로 교체 또는 대체하고, 공정제어기기들을 교.

보정하여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기술지원하였다. 

  

  중장기에서 개발된 이온챔버를 센서로 채용하여 방사선감시장치를 국산화 개발

하였으며,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방사선감시장비의 국내 개발이 가능해 졌

다. RMS 계통의 국산화 개발로 소내의 원자력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 및 원자력

발전소 등의 원자력시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개발된 방사선 감시장치 기술은 방사선 관련 정밀 계측장치 뿐만 아니라 생명

기술의 단백질 구조분석, 나노 신소재 개발, 인공위성 및 항공소자 개발과 같은 

원천기술 등에 제공될 수 있다. 

  제작한 이온 챔버 시제품은 누설 전류측정, 포화곡선 측정, 선량 보정 상수 결

정,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측정 등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누설 전류는 외부 전극

에 -50 V에서 -500 V 까지의 범위에서 소형 이온 챔버의 경우 -2 fA 이하의 

누설 전류가 측정되었으며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중형 이온 

챔버의 경우 -50 V에서 -1000 V 까지의 전압을 인가한 경우 -10 fA 이하로 측

정되었다. 이온 챔버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은 25 mCi의 241Am과 132Cs으로부터 

발생하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이온 챔버가 안정적으로 반

응함을 알 수 있었다. 측정된 포화 곡선으로부터 수집 효율이 99 %에 도달하는 

지점의 인가 전압은 소형 이온 챔버의 경우 102 V, 중형 이온 챔버의 경우 273 

V 이었으며 선량보정상수는 0.169 R/nC로 결정하였다. 이온 챔버의 시간에 대한 

안정성은 1 %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고출력의 

가속기를 운용하기 위한 BLM용 이온 챔버, RMS용 이온 챔버, 중성자 감응형 이

온 챔버들을 제작하였다.

  

  CZT검출기는 높은 검출효율과 상온에서의 낮은 누설 전류 때문에 의료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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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나 우주과학, 분광분석 등에서 엑스선이나 감마선 검출기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 응용이나 비파괴 검사 등에서는 다채널의 저잡음 고속 readout 

회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CZT 픽셀어레이 검출기용 엑스선 계수형 8 채널 

CMOS readout ASIC을 개발하였다. Readout ASIC의 단일 채널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입력 펄스에 대응하는 최종 비교기 출력 펄스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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