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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해서는 취급 방사선 핵종과 공정특성을 고려한 차폐시

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베타-감마 타입의 기존 핫셀을 개조, 보완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dvance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의 실증을 위한 실증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가 수행 중에 있다. 현

재 예비 핫셀은 콘크리트 골조와 일부 벽체만 설치되어 있으며, 실증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차폐 및 기 성 보강과 더불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용도 및 특성에 맞도록 차폐시설

과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재시험시설 내 예비핫셀의 당초 설계기준 방

사선원은 Fe59 -35 Ci (1.2 MeV)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차폐체 설계가 수행되어 현재 80 

cm 두께의 중량콘크리트가 일부 차폐체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차세대관리 종합공

정 실증시설에 사용될 방사선원(사용후핵연료 20 kg-HM/batch)의 차폐에는 부적합하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폐체에 보강차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실증시설의 차폐안전성 해석을 통하여 핫셀 차폐제의 차폐능이 선량기

준과 관련된 원자력 법규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차폐 보강 방안을 제시하 다.  차폐 보강 

재료로서 중량콘크리트, 스틸, 납 등을 선택하여, 핫셀의 차폐 선량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도구로는 QAD-CGGP-A 및 MCNP-4C 코드를 이용하 다. 핫셀

의 보강현장 여건, 차폐창의 설치 문제 및 시공성등 종합적인 판단아래 보강 차폐체의 두께 

및 재질을 선정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기본 및 상세설계에 대한 차폐 안전성

을 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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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order to demonstrat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 shielding 

facility which is suitable to handling radionuclides and process property will be 

necessary.  But the construction of new facility for ACP needs much money, 

man-power and time, design work for remodeling the current hot cell which has already 

been installed and maintained at Irradiated Material Experiment Facility (IMEF) in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been undertaking for two years.  

So now basic and detail design to modify the hot cell is nearly completed, which will be 

used for carrying out the lab-scale experiment of ACP.

The basic structure and concrete shield wall of hot cell partly have been 

constructed on the base floor in IMEF building in current status.  The hot cell was 

built in accordance with 35 curies of fe-59(1.2 MeV) as design criteria of radiation dose 

limit, therefore the shield wall of hot cell was constructed with 80 cm heavy concrete 

(3.45 g/cm
3
).  But the radioactive source of ACP is expected to be much higher than 

design criteria of IMEF, hot cell in the current status is unsatisfactory to the hot test of 

ACP.  Therefore shield wall shall be reinforced with heavy concrete, steel or lead.

In this report, shielding safety evaluation are estimated according to ACP source, 

shielding materials, etc. and reinforcement structure are determined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facility, installation on shield windows and the easiness of work.  

The estimation is analyzed by QAD-CGGP and MCNP-4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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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시 부산물로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런 고준위 폐

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 이용 및 저장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 분야의 기술 개

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같이 폐기물 구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여

건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

라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의 용융염 매질 하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전도특성과 용융염의 전해

특성을 이용한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우라늄 금속을 환원시켜, 고준위 방사능물질인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및 방사능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저장하는 개념인 차세대관리종합

공정 기술개발 연구가 수행 중이다[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시된 공정

으로서 [그림 1-1]에 표기된 공정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1-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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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고, 고발열성 핵종(Cs, Sr)을 효율

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의 세기를 최대 1/4까지 감소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용기의 소요량과 처분장의 소요면적을 1/2로 축소함으로서 처

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처분장의 규모 축소로 인해 부지 선정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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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서 핵확산 관련 저항성이 높고, 미래 지향적

인 건식 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관리종합공정 기술개발 시 취급하여야 할 사용후핵연료는 상당히 높은 방

사능 준위를 나타내므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생산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안전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서는 방사선 차폐능이 확보된 특수한 시험시설인 핫셀시설이 필요하다.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 후 조사특성 및 원자로 재료의 시험등을 위한 핫셀을 오

래전부터 운 중에 있으나, 고온의 용융염 매질하에서의 화학처리 공정을 실증하기 위한 시

험 시설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차세대관리 공정을 핫셀에서 실증하기 위한 

경험도 부족한 형편이다. .  따라서 현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개발과 더불어 공정을 실증하

기 위한 실증 시설인 핫셀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신규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에 위치한 예비 핫셀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특성에 적합하게 개조하여 공정의 실증시

험을 위한 핫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공정수율에 따라 설정된 방사능양을 고려하여 볼 때[표 1-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방사

능양은 예비 핫셀 설계치(Fe-59 : 35Ci)의 약 10배 이상이므로, 예비 핫셀을 차세대관리 종

합공정 실증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차폐 

구조물 보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1  Inventory Basis of Radioactivities in Hot Cell 

구분 Activity (TBq)

 기준 사용후핵연료 - 1 Batch(20 kg-HM) 367.4

 금속우라늄 - 4 Batches
545.2

(136.3 × 4)

 장반감기 Volatile FP(H, Kr) - 4 Batches
20.0

(5.0 × 4)

 폐용융염 - 2 Batches
452.2

(226.1 × 2)

Total 1384.8

따라서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IMEF 지하에 위치한 예비 핫셀의 차폐 구조물들에 대한 

방사능 차폐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핫셀의 여건, 보강재료들의 시공

성 및 시설의 활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 

시설의 차폐 보강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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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폐계산 코드 프로그램

2.1 QAD-CGGP-A[2]

QAD-CGGP-A 전산프로그램은 기존의 QAD-CGGP 프로그램을 AECL이 보완한 것으

로, 주요 보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감마선 감쇠계수 평가시 Cubic Spline Interpolation 적용

∙ 선원의 전이 및 회전 (Translation and Rotation)

∙ Buildup Factor 평가시 잠재 에러의 수정

∙ Free-format Input의 적용

QAD 프로그램은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에 의해 개발된 일련의 Point 

Kernel Code로서 여러 가지 차폐체에 대한 속중성자선 및 감마선의 투과선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중의 하나인 QAD-P5 code가 감마선 및 중성자 데이터가 보강되어 

QAD-P5A로 개정되었으며, QAD-P5A의 Combinational Geometry Version이 QAD-CG 

Code이다.  GP version은 ANS 6.4.3-1988의 buildup factor를 수용하고 있으며, Geometry 

Progression (GP) fitting function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마선 차폐계산에서 

QAD-CG 전산프로그램은 Point-kernel Ray-tracing Technique를 이용한다.  Point-kernel

은 차폐물질의 원자와 충돌하지 않은 Photons에 의한 에너지전달(Transfer of Energy)을 

나타내며, 이는 산란된 Photons에 의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Buildup Factor와 결합된다.  

분포선원(Distributed Source)의 경우, Point Kernel은 선원체적(Source Volume)에 대하여 

적분된다.  즉, 단위체적 및 단위초당 에너지가 E인 photons를 S개 방출하는 등방선원

(Isotropic Source)으로부터의 감마선 피폭선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r)=K⌠⌡V
S(r')B(μ| r- r'|,E) exp (-μ| r- r'|)

4π| r- r'|
2 dV

r  : 감마선량률이 계산되는 지점

r'  : 선원 위치

V  : 선원 체적

| r- r'|  : 감마선량이 계산되는 지점과 선원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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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μ| r- r'|,E)  : Buildup Factor

K  : 변환인자(Flux-to-dose Rate Conversion Factor)

QAD-CGGP 코드는 누적계수로서, Taylor 형태로 전개한 함수를 사용하거나, 

GP(Geometric Progression) 방법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G-P 함수는 1980 년대

에 Taylor 형태의 누적함수보다 정확한 누적계수 함수 표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함수

를 사용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에너지 역 및 보통 수식으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 형태를 

가지는 누적계수를 표현하는데도 비교적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차폐성능 계산에서는 G-P 함수를 이용하 으며, G-P함수는 다음 식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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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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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원에 대한 피폭선량률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되며, 총 선량률은 각 에너지 그룹별 

선량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Dj=∑
i
K j

S ij

4πR
2
i

exp(-∑
k
(μ j t) k)Bjk

j  : Energy Group Index

i  : Source Point Index

k  : Region Index

K  : Flux-to-dose Conversion Factor (rads/uni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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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Volume-weighted Gamma-ray Point Source Strength (photons/sec)

R  : Distance rom Source Point to Detector (cm)

B  : Dose Buildup Factor

μ  : Total Attenuation Coefficient (cm
-1
)

t  : Zone Penetration Distance (cm)

2.2 MCNP-4C[3]

MCNP-4C는 방사선 수송해석을 위한 범용 코드로서 Los Alamos 국립연구소에 개발되

었다.  MCNP(Monte Carlo N-Particel)는 중성자, 광자 및 전자에 의한 차폐해석을 

Monte-Carlo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이다.  차폐 계산 코드 중 가장 일반적

이고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드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형태를 3-D 구현

할 수 있으며, 또한 pointwise 핵자료(ENDF/B-VI)를 바탕으로 군축약(group condensing)을 

하지 않고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정확도가 높다.  또한 다양한 형태 

및 특수한 선원을 묘사시에도 대부분의 방사선원항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MCNP-4C 코드는 다양한 형태의 tally를 지원하여 주어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

성이 좋다.  MCNP-4C 코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tally는 다음과 같다.

f2 tally : Fluence averaged across a surface (#/cm2)

f4 tally : Fluence averaged across a cell (#/cm
2
)

*f2 tally : Energy Fluence (MeV/cm
2
)

*f4 tally : Energy Fluence (Mev/cm2)

f5 tally : Point detector tally (#/cm
2
)

MCNP코드를 통하여 계산된 값은 차폐물질을 통과한 중성자와 감마선등의 방사선원에 

대한 선속 및 에너지 플루언스이므로 흡수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환 계수가 필

요하게 되며, 본 과제에서는 ICRP-74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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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차폐 안전성 평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차폐벽 설계에 반 하기 위하여 보강 차폐체로 선정된 

각 차폐체에 따라 차폐계산을 수행하 다.  차폐계산의 결과를 통하여 핫셀의 차폐설계를 

위한 차폐체의 구조 및 두께를 결정하 으며, IMEF 지하 핫셀의 보강 차폐 계산 및 차폐가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 계산을 위하여 QAD-CGGP-A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MCNP-4C 코드를 이용하여 검증 계산을 수행하 다.

3.1 차폐설계기준

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조사재 시험시설의 예비 핫셀 구역은 3개의 방사선 구역으로 설

계되어 있으며, 본 시설의 설계시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사재 시험시설의 각 방

사선 구역은 다음과 같이 관리된다.

7000구역 : 정상운전구역

8000구역 : 일시운전구역으로서 정상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이 허용

되는 구역

9000구역 : 핫셀 내부로서 운전 중에는 출입할 수 없는 구역

차폐체 설계를 위한 원자력법 상에 제시된 상시 운전구역의 설계기준은 주당 작업시간

을 40시간으로 기준할 때 0.025 mSv/h이나, 설계시의 보수적인 가정을 위하여 방사선 선량 

설계 기준을 0.01 mSv/h로 정하 다.  따라서  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차폐 

설계기준은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표 3-1]과 같이 적용되나, 보수적인 방사선방호 관점에

서 작업구역의 선량기준은 상시 운전구역과 동일하게 적용하 다.

표 3-1 구역별 선량기준

구역 구분
상시 운전구역 

(7000 Zone)

작업구역 

(8000 Zone)

셀간벽

(Dividing Wall)

설계 기준 0.01 mSv/hr 0.15 mSv/hr 0.15 mSv/hr

3.2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방사선원 분석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는 차폐벽 뿐만 아니라 Rear Door, Radiation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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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Manipulator 및 기타 Penetration 등이 설치된다.  이들 차폐벽 및 기기들의 차폐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기준 방사선원을 도출한다.

3.2.1 취급 공정물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가공하여 금속 Ingot으로 

전환시키는 시설로서, 취급되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기준 사양은 아래와 같다.

 사용후핵연료 취급량 : 20 kg-HM/Batch

 U-235 농축도 : 3.5 wt%

 연소도 : 43,000 MWD/MTU

 냉각기간 : 10 년

3.2.2 방사선원 분석을 위한 조건 및 가정

본 시설의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조건 및 가정을 적용한다.

 본 공정의 실증실험은 5회 실시하며, 1 Batch가 완료되어 폐용융염이 반출된 후 

다음 Batch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정물질이 반입된다.

 공정생성물인 금속전환체는 생산 즉시 핫셀 외부로 반출할 예정이나 반출 지연

에 대비하여 전량 핫셀 내부에 저장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휘발성 핵분열생성물(H, I, Kr)은 시설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시설내 Off-gas 

처리계통에 의해 전량 포집된다 (5 Batch분 전량).

 모든 폐용융염은 시설 외부로 반출되어 고체폐기물 저장고에 저장되나, 향후 실

험목적을 위하여, 2 Batch분은 시설내에 저장한다.

 상기 4개 방사선원을 모두 합산하여 한 개의 점선원으로 가정한다.

 공정 Batch 간의 시차로 인한 방사성붕괴를 고려하지 않는다.

3.2.3. 방사선원

3.2.2항에 기술된 조건 및 가정에 따라 핫셀 내부에는 최대 다음과 같은 4개의 방

사선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1 Batch (20kg-HM)

 금속전환체 4 Batches

 반감기가 긴 휘발성 핵분열생성물(H, I, Kr) 4 B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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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용융염 2 Batches

상기 방사선원은 4 Batches의 공정이 완료된 후, 폐용융염 2 Batches가 확보된 상

태에서 사용후핵연료 1 Batch가 반입되는 경우이다.  이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

용으로 사용될 총 사용후핵연료 5 Batches에서 핫셀 외부로 반출된 방사선원(폐용융

염 2 Batches)을 제외한 것과 같으며, 자세한 방사선원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후핵연료 1 Batch (20kg-HM)

Origen 2.1 Code[4]를 이용하여 10년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 20kg내의 핵종별 방사

능을 구한후, 감마선 에너지 그룹별로 이용하여 감마선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사용후핵연료 20kg-HM/batch로부터의 감마선량율

평균에너지(MeV) 감마선 방출율(Photons/sec)

1.00E-02 4.95E+13

2.50E-02 1.06E+13

3.75E-02 1.30E+13

5.75E-02 9.79E+12

8.50E-02 5.84E+12

1.25E-01 5.70E+12

2.25E-01 4.81E+12

3.75E-01 2.30E+12

5.75E-01 8.87E+13

8.50E-01 8.70E+12

1.25E+00 3.23E+12

1.75E+00 8.93E+10

2.25E+00 1.92E+09

2.75E+00 1.36E+08

3.50E+00 1.75E+07

5.00E+00 5.38E+05

7.00E+00 6.20E+04

9.50E+00 7.13E+03

Total 2.02E+14

2) 폐용융염 2 B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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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en 2.1 Code로 계산한 폐용융염 2 Batches의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은 [표 

3-3]과 같으며, 공정처리후 각 핵종별 폐용융염내 잔류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계산하 다.

◦ Fission Products : 100 %

◦ Actinides, Rare Earth, Noble Metal : 2 %

사용후핵연료 5 Batches에서 폐용융염 2 Batches를 제외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총 

방사선원의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은 [표 3-4]에 표시하 으며, SOURCES 코드[5]

를 이용하여 계산한 중성자 스펙트럼은 [표 3-5]와 같다.

표 3-3 폐용융염 2 Batch 분의 감마선량률

평균에너지(MeV) 감마선 방출율(Photons/sec)

1.00E-02 3.25E+13

2.50E-02 6.70E+12

3.75E-02 1.69E+13

5.75E-02 5.54E+12

8.50E-02 3.59E+12

1.25E-01 5.96E+12

2.25E-01 1.93E+12

3.75E-01 3.32E+11

5.75E-01 1.73E+14

8.50E-01 1.68E+13

1.25E+00 6.24E+12

1.75E+00 1.59E+11

2.25E+00 7.77E+07

2.75E+00 5.46E+06

3.50E+00 7.01E+05

5.00E+00 2.15E+04

7.00E+00 2.48E+03

9.50E+00 2.85E+02

Total 2.70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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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차폐설계기준 방사선원의 감마선 방출율

  평균에너지(MeV)

감마선 방출율(Photons/sec)

S/F

(5 Batches)

ⓐ

폐용융염

(2 Batches)

ⓑ

방사선원

ⓐ - ⓑ

1.00E-02 2.48E+14 3.25E+13 2.15E+14

2.50E-02 5.30E+13 6.70E+12 4.63E+13

3.75E-02 6.50E+13 1.69E+13 4.81E+13

5.75E-02 4.90E+13 5.54E+12 4.34E+13

8.50E-02 2.92E+13 3.59E+12 2.56E+13

1.25E-01 2.85E+13 5.96E+12 2.25E+13

2.25E-01 2.41E+13 1.93E+12 2.21E+13

3.75E-01 1.15E+13 3.32E+11 1.12E+13

5.75E-01 4.44E+14 1.73E+14 2.70E+14

8.50E-01 4.35E+13 1.68E+13 2.67E+13

1.25E+00 1.62E+13 6.24E+12 9.91E+12

1.75E+00 4.47E+11 1.59E+11 2.88E+11

2.25E+00 9.60E+09 7.77E+07 9.52E+09

2.75E+00 6.80E+08 5.46E+06 6.75E+08

3.50E+00 8.75E+07 7.01E+05 8.68E+07

5.00E+00 2.69E+06 2.15E+04 2.67E+06

7.00E+00 3.10E+05 2.48E+03 3.08E+05

9.50E+00 3.57E+04 2.85E+02 3.54E+04

Total 1.01E+15 2.70E+14 7.42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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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중성자 방출율

  평균에너지(MeV) 중성자선 방출율(neutrons/sec)

5.00E-01 7.00E+06

1.00E+00 9.85E+06

1.50E+00 9.50E+06

2.00E+00 8.25E+06

2.50E+00 6.80E+06

3.00E+00 5.40E+06

3.50E+00 4.09E+06

4.00E+00 3.01E+06

4.50E+00 2.17E+06

5.00E+00 1.55E+06

5.50E+00 1.11E+06

6.00E+00 7.80E+05

6.50E+00 5.45E+05

7.00E+00 3.79E+05

7.50E+00 2.61E+05

8.00E+00 1.79E+05

8.50E+00 1.22E+05

9.00E+00 8.25E+04

9.50E+00 5.55E+04

10.0E+00 3.74E+04

Total 6.12E+07

3.3 방사선 차폐 해석 모델링

본 방사선 차폐 계산에는 Point Kernel Method 방식인 QAD-CGGP-A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본 계산결과 검증을 위하여 MCNP-4C코드를 이용하여 일부 검증 계산을 수

행하 다.

3.3.1 차폐체별 도

QAD-CGGP-A 코드 계산에 필요한 차폐체의 Partial Density[6]는 [표 3-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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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차폐체별 Partial Density

원자

번호

원소

기호

Partial Density(g/㎤)

공기 일반콘크리트 중량콘크리트 철 납

1 H 0.00484 0.01035

6 C 0.13

7 N 9.635E-04

8 O 2.565E-04 1.149 1.104

12 Mg 0.00486 0.0207

13 Al 0.0119 0.10005

14 Si 0.438 0.12075

15 P 0.005865

16 S 0.00192 0.036915

20 Ca 0.581 0.210105

22 Ti 0.0966

25 Mn 0.002415

26 Fe 1.74225 7.8

28 Ni 0.00726

82 Pb 11.3

Total 0.00122 2.32878 3.45 7.8 11.3

※ 일반콘크리트는 USAEC Report ANL-6443 Argonne National Laboratory 

November 1961 적용

3.3.2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

감마선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는 

ICRP Publication 74[7]에서 제시된 Effective dose conversion factor를 사용하 으며, 

Irradiation Geometry는 AP (Antero-Posterior Geometry)를 적용하 다.  AP는 방사

선이 전면에서 조사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 시설의 작업조건을 고려할 때 가

장 타당한 모델로 결정되었으며, 감마선의 단위 플루언스(Unit Fluence)당 에너지별 

Effective dose conversion factor는 [표 3-7]과 같다.  

중성자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 역

시 ICRP Publication 74에서 제시된 Effective dose conversion factor를 사용하 으

며, Irradiation Geometry는 AP (Antero-Posterior Geometry)를 적용하 다.

중성자선의 단위 플루언스(Unit Fluence)당 에너지별 Effective dose conversion 

factor는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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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Photon Flux to Effective Dose Conversion Factor

MeV mSv/hr/#/㎠sec MeV mSv/hr/#/㎠sec

0.010 1.75E-07 0.500 8.88E-06

0.015 4.52E-07 0.600 1.05E-05

0.020 7.38E-07 0.800 1.34E-05

0.030 1.08E-06 1.000 1.61E-05

0.040 1.22E-06 1.500 2.20E-05

0.050 1.29E-06 2.000 2.70E-05

0.060 1.36E-06 3.000 3.56E-05

0.080 1.58E-06 4.000 4.33E-05

0.100 1.86E-06 5.000 5.04E-05

0.150 2.71E-06 6.000 5.76E-05

0.200 3.61E-06 8.000 7.17E-05

0.300 5.43E-06 10.000 8.55E-05

0.400 7.19E-06

표 3-8 Neutron Flux to Effective Dose Conversion Factor

MeV mSv/hr/#/㎠sec MeV mSv/hr/#/㎠sec

0.05 1.39E-04 1.20 1.12E-03

0.07 1.70E-04 2.00 1.38E-03

0.10 2.15E-04 3.00 1.56E-03

0.15 2.89E-04 4.00 1.65E-03

0.20 3.56E-04 5.00 1.71E-03

0.30 4.79E-04 6.00 1.74E-03

0.50 6.77E-04 7.00 1.76E-03

0.70 8.32E-04 8.00 1.78E-03

0.90 9.61E-04 9.00 1.79E-03

1.00 1.02E-03 10.0 1.80E-03

3.3.3 Buildup Factor

모든 케이스의 차폐계산에는 콘크리트의 Buildup Factor를 사용하 다.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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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납이나 스틸에 비해 Buildup Factor가 크므로 다중차폐체의 경우 실제

보다 차폐 두께가 두껍게 계산되지만 보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3.3.4 핫셀 벽 차폐 계산 모델링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차폐벽 설계에 반 하기 위하여 차폐보강방안에 

따라 선정된 각 차폐체별 차폐계산을 수행하 으며, 고려되는 차폐체는 아래와 같으

며, 핫셀의 기하학적인 모델링은 [그림 3-1]부터 [그림 3-3]과 같으며, SP는 Source 

Point를 DP는 Detector Point를 나타낸다.

Case 1:  중량콘크리트에 의한 단일 차폐체 (외벽)

Case 2:  중량콘크리트에 의한 단일 차폐체 (셀간벽)

Case 3:  중량콘크리트 두께 감소에 따른 납 보강 차폐체

Case 4:  중량콘크리트 두께 감소에 따른 스틸 보강 차폐체

Case 5:  중량콘크리트 벽체 (80cm)에 대한 스틸 보강차폐

그림 3-1. Case 1 및 Case 5에 대한 

QAD-CGGP-A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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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ase 2에 대한 QAD-CGGP-A 

계산 모델링

    

그림 3-3 Case 3 및 Case 4에 대한 

QAD-CGGP-A 계산 모델링

3.4 실증시설 핫셀 차폐벽 차폐계산 결과

3.4.1 중량콘크리트 단일차폐 - 외벽

상시운전구역에 대한 중량콘크리트 단일 차폐의 경우 차폐체 두께에 따른 피폭 선

량은 [그림 3-4]와 같다.  그림에서 상시운전구역의 설계기준 0.01 mSv/h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중량콘크리트 외벽의 두께가 83cm 이상이어야 하므로, 본 시설의 차

폐 보수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중량콘크리트 90 cm를 적용하 다.  또한 본 실

증시설의 rear door 및 차폐능 저하가 예상되어 보강차폐 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중량 콘크리트 90 cm 이상의 차폐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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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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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중량콘크리트 단일차폐 - 셀간벽(Dividing Wall)

셀간벽의 경우 중량콘크리트 단일 차폐체로 구성되며, 차폐체 두께에 따른 피폭 

선량은 [그림 3-5]와 같다.  셀간벽에 대한 설계기준 0.15mSv/hr를 만족시켜주기 위

해서는 중량콘크리트의 두께가 69cm 이상이어야 하며, 본 설계에서는 70 cm를 적용

하 다.

그림 3-5.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셀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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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중량콘크리트 벽체의 두께 감소에 따른 보강 차폐체의 필요 두께 - 납

중량콘크리트 벽의 두께 감소에 따른 납 보강차폐의 필요 두께는 [그림 3-6]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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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의 식은 피폭선량 0.01mSv/hr의 차폐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량콘크리트와 납

의 두께 관계를 선형으로 추정한 식이다.

y=-0.32x+26.44 (y :납, x :중량콘크리트)

그림 3-6. 중량콘크리트 두께 변화에 따른 필요보강 

차폐체의 두께 -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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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중량콘크리트 두께 감소에 따른 보강차폐체의 필요 두께 - 스틸

중량콘크리트 벽의 두께 감소에 따른 스틸 보강차폐의 필요 두께는 [그림 3-7]와 

같다.  아래의 식은 피폭선량 0.01mSv/hr의 차폐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량콘크리트와 

스틸의 두께 관계를 선형으로 추정한 식이다.

y=-0.47x+38.60 (y :스틸, x :중량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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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중량콘크리트 두께 변화에 따른 필요보강 

차폐체의 두께 - 스틸.

0

5

10

15

20

25

30

30 40 50 60 70 80

중량콘크리트(cm)

스
틸

(c
m

)

3.4.5 기존 중량콘크리트 벽체 (80cm)에 대한 스틸 보강차폐 

기존 중량콘크리트 벽(80cm)에 스틸을 보강 차폐할 경우 스틸 두께에 따른 피폭

선량은 [그림 3-8]와 같으며, 상시운전구역에 대한 설계기준 0.01mSv/hr를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스틸의 두께가 1c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3-8. 스틸 보강차폐에 따른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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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QAD-CGGP 계산값과 MCNP-4C 계산치 비교

핫셀의 선량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QAD-CGGP 코드를 이용하여 차폐벽 두

께에 따른 선량율을 계산하 으며, 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선량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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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보강할 차폐벽의 두께를 결정하 다.  그런후 차폐체 두께에 대한 검증

을 위하여 QAD-CGGP 및 MCNP-4C 코드 계산 결과를 비교하 다.  그러나 

QAD-CGGP 코드의 경우 중성자에 대한 차폐 계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

자에 의한 선량율 평가는 MCNP-4C 코드 계산 결과만으로 평가 하 다.

MCNP-4C 차폐 계산시 적용한 핫셀의 기하학적 구조, 차폐제들의 배치, 방사선원 

및 선량 측정지점은 [그림 3-9] 및 [그림 3-10]에 나타내었다.  Source Point는 선원

의 위치, Detector Point는 검출기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3-9. Horizontal Model of Hot Cell for Shielding Calculation.

중량콘크리트 90 cm

중량콘크리트 80 cm + 스틸 4 cm
중량콘크리트 80 cm + 중량콘크리트 20 cm

중량콘크리트 70 cm

Source Point 1

Source Point 2

Source Point 3

Detector Point 2

Detector Point 3

Detector Point 1

그림 3-10. Axial Model of Hot Cell for Shielding Calculation.

핫셀 전면부
(중량콘크리트 90 cm)

핫셀 후면부
(중량콘크리트 80 cm 

+ 중량콘크리트 20 cm)

Steel Support

Detector Point 1Source Point 1



- 20 -

선원은 핫셀내에서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나 계산결과의 보수성을 

위하여 한 지점에 점 선원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선원의 기하학적

인 위치는 핫셀벽에서 30 cm, 높이는 공정장치 높이인 선반위 120 cm 위치에 존재한

다고 가정하 다.  상시 운전구역인 앞면 및 후면 일부는 중량콘크리트로 차폐되며, 

측면은 중량콘크리트를 타설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콘크리트보다 차폐능이 우수한 스

틸로 보강 차폐하 으며, 셀간 벽은 납 및 스틸로도 가능하나, 시공성이 우수한 중량

콘크리트로 설정하 다.  

각 차폐두께에 따른 감마선에 의한 선량율은 [표 3-9]에 나타내었으며,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은 [표 3-10]에 나타내었다.  설계 기준치가 0.01 mSv/h 인 상시 작업구

역의 경우 감마선에 의한 선량율은 QAD-CGGP 계산결과에 의하면 중량콘크리트 90 

cm일 경우 2.10 × 10-3 mSv/h, 중량콘크리트 80cm에 스틸 4 cm 차폐체일 경우 2.97 

× 10
-3
 이며, MCNP-4C 계산 결과는 각각 1.60 × 10

-3
 mSv/h, 2.99 ×10

-3
 mSv/h이다.  

 작업구역인 중량 콘크리트 70 cm로 차폐되는 구간은 각각 1.01 × 10
-1
 mSv/h, 7.88 

× 10-2 mSv/h 이다.

[표 3-9]에서 QAD-CGGP와 MCNP-4C 계산 결과에서 Uncollided 선속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나, 총 선량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은 

QAD-CGGP 코드 자체의 누적인자 사용에 기인한 오차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QAD-CGGP코드의 경우 콘크리트의 누적인자로서 중량콘크리트에 대한 누적인자가 

아닌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누적인자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오차와, 두 번째로 다중차

폐체일 경우에도 대표적인 한 물질의 누적인자만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QAD-CGGP 코드는 재료별로 GP 방법을 이용하여 누적인자를 계산하

며, 콘크리트가 차폐체일 경우, 일반 및 중량콘크리트의 구분없이 일반콘크리트에 대

한 누적인자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중량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철을 많

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콘크리트의 누적인자를 그대로 중량콘크리트 누적인자로 

사용하는 것은 계산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재료에 대한 누적인자 비교 결과, 콘크리

트의 누적인자는 철의 누적인자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철

을 다량 함유한 중량콘크리트의 누적인자가 일반콘크리트 누적인자보다 적은 값을 가

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반콘크리트의 누적인자를 사용하는 QAD-CGGP 계산 결과

가 MCNP-4C 계산 결과치보다 높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중량콘크리트 

및 스틸 다중 차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중량콘크리트 만을 사용하는 다른 두 가지 

경우와 다르게 보수적인 계산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다중 차폐체일 경우에

도 콘크리트 단일 누적계수를 사용해야 하는 QAD-CGGP 코드 자체특징에 의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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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보인다.  그러나 본 계산에서는 중량콘크리트 및 일반콘크리트의 물질 조성이 

비슷하며, 중량콘크리트의 두께가 스틸에 비해 수십배 크므로 코드 자체에 의한 오차

는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0]에서 대부분의 경우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은 

감마에 의한 선량율의 약 20 % 미만인 것을 알수 있으며, 이차 감마선에 의한 향

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의 차

폐 보강설계치는 감마선 및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을 합한 총 선량율 기준으로 핫셀의 

설계 기준치인 0.01 mSv/h 및 0.15 mSv/h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The QAD-CGGP and MCNP-4C calculated effective dose-rate on hot cell 

surface contributed by gamma sources.  The first and second row indicate to 

operation area and third row to service area (HC: Heavy Concrete, S: Steel) 

Shielding Material 

and Thickness

Dose-rate (mSv/h)

QAD-CGGP MCNP-4C

Uncollided Total Uncollided Total

HC 90 cm 6.93×10-5 2.10×10-3 7.04×10-5 1.60×10-3

HC 80 cm + S 4 cm 9.84×10
-5

2.97×10
-3

9.69×10
-5

2.99×10
-3

HC 70 cm 3.84×10
-3

1.01×10
-1

3.75×10
-3

7.88×10
-2

표 3-10. The MCNP-4C calculated effective dose-rate on hot cell surface contributed 

by neutron sources

Shielding Material 

and Thickness

Dose-rate (mSv/h)

MCNP-4C

Neutron Secondary gamma ray

HC 90 cm 4.09×10-4 5.05×10-5

HC 80 cm + S 4 cm 6.50×10
-4

1.05×10
-4

HC 70 cm 3.74×10
-3

3.35×10
-4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차폐 안정성 평가에 의한 핫셀의 개념 설계도는 [그림 

3-11]와 같다.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은 실증시험용 M8a 셀과 크레인 및 기타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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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위한 M8b 두 개의 셀로 구성되어 지며, M8b 셀은 핫셀내부이지만 보수 작업

에 의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M8a 셀에 총 4개의 차폐창과 M8b 셀에 1개의 차폐창이 배치되며, 총 10조의 원격조

작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리고 공정물질 및 기기들의 반입 및 출입을 위하여 M8a 

및 M8b 셀에 각각 한 개씩의 차폐문을 설치하 다.

그림 3-11. Radiological design of hot cel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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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시설 주요부분 차폐해석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핫셀 차폐벽은 중량콘크리트 재질로서 외벽 및 셀간벽

의 두께가 각 각 90 cm 및 70 cm이며, 차폐벽의 모든 부위는 이와 동일한 차폐능을 확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차폐벽에는 핫셀 운 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출입문 및 Penetration이 설

치될 예정이며, 이 부위의 벽체 두께가 감소됨에 따라 차폐능 저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차폐능 저하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 보강 차폐체의 재질, 두께 및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차폐 계산을 수행하 다.

4.1  Rear Door for M8a Cell

Rear Door for M8a Cell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량콘크리트 차폐두께 90cm에 미

달되어 차폐보강이 요구되는 부위 및 차폐계산 모델은 다음과 같다. Rear Door for M8a 

Cell의 차폐기준은 0.01mSv/hr이다.

1) Rear Door와 Door Frame 간의 틈새 (그림 4-1, SP1∼DP1, SP2∼DP2)

2) Travelling Motor 하우징 (그림 4-1, SP3∼DP3)

3) Door Wheel (그림 4-1, SP4∼DP4)

4) Transfer Tube (그림 4-2, SP1∼DP1, SP2∼DP2)

상기 차폐계산 모델별 Source Point 및 Detector Point는 [그림 4-1] 및 [그림 4-2]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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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Rear Door for M8a Cell의 차폐계산모델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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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ear Door for M8a Cell의 차폐계산 모델(Transfer Tube).

4.1.1 Rear Door와 Door Frame 간의 틈새 (그림 4-1, SP1∼DP1, SP2∼DP2)

- SP1∼DP1 (핫셀 외부측 Door 틈새) :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A)는 17.62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20 cm를 적용한다.

표 4-1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핫셀 외부측 Door 틈새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A (cm) 16 17 18

피폭선량

(mSv/h)
1.85E-02 1.25E-02 8.51E-03

- SP2∼DP2 (핫셀 내부측 Door 틈새) :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B)는 5.35 c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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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6 cm를 적용한다.

표 4-2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핫셀 내부측 Door 틈새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B(cm) 4 5 6

피폭선량

(mSv/hr)
1.70E-02 1.13E-02 7.59E-03

4.1.2 Travelling Motor 하우징 (그림 4-1, SP3∼DP3)

- 스틸차폐체의 두께 : Motor 하우징의 크기(C)는 Motro Siz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스틸 차폐체의 두께 (D)는 Motor 하우징의 크기(C) - 10 보다 크게 설계하

여야 한다.

표 4-3 Motor Size에 따른 Motor 하우징의 크기(C) 및 스틸 차폐체의 두께(D) 

Case C (cm) D (cm) 피폭선량(mSv/hr)

1 25 15 1.68E-03

2 30 20 1.57E-03

- 스틸차폐체의 높이 : Working Table위의 SP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모터하우징

의 위부분에 도달할 경우중량콘크리트의 두께가 차폐설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스

틸차폐체의 높이는 모터하우징보다 높게 설치하여 SP가 Working Table에 위치할 때 

모터하우징의 윗부분으로의 감마선 행정이 차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Working 

Table에서 모터하우징 윗부분으로 감마선 행정을 그어 감마선 행정이 수평선과 이루

는 각도 θ의 범위안에는 스틸차폐체가 존재하도록 설계한다. 

4.1.3 Door Wheel (그림 4-1, SP4∼DP4)

Motor의 Wheel부분을 차폐하기 위해 납을 보강했을 경우 납의 두께(E)에 따른  

피폭선량률은 [표 4-4]과 같으며, 기준선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가 24.39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26 cm를 적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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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Motor Wheel 부분을 보강했을 경우 납의 두께(E)에 따른 선량률

납차폐체 두께 (E)

(cm)
23 24 25

피폭선량

(mSv/hr)
2.20E-02 1.21E-02 6.71E-03

4.1.4 Transfer Tube (그림 4-2, SP1∼DP1, SP2∼DP2)

- 납 보강 차폐체 두께 (SP1∼DP1) : Rear Door의 구조상 납 차폐체의 투과길이

가 가장 짧고, 방사선 피폭이 최대가 되는 구간은 SP1∼DP1(스틸 차폐체 제외)이다.  

납 차폐체의 두께를 Padirac Cask (RD15)와 동일하게 15 cm로 할 경우, 납 차폐체의 

투과길이는 19.9 cm이고 콘크리트의 투과길이는 16.1cm이다. 방사선원과 피폭지점과

의 실제 거리를 고려할 경우 피폭선량은 5.88E-03mSv/h로서, 충분한 차폐능을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Transfer Tube 주위에 설치되는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는 Padirac Cask (RD15)와 동일하게 최소 15 cm를 적용한다.

- 납 보강 차폐체 길이 (SP2∼DP2) : 스틸 차폐체의 높이와 상관없이 SP2∼DP2

는 최소한 중량 콘크리트를 90 cm를 통과하며, Area 'A'가 스틸 차폐체의 높이에 따

라 콘크리트 투과길이가 부족한 사각지대이다.  따라서, 이 피폭경로에 대해서는 반드

시 납 보강 차폐체를 통과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Transfer Tube 주위에 설치되

는 납 보강 차폐체의 길이는 Rear Door 외부 표면으로부터 최소 82 cm 되도록 하

다.

4.2  Rear Door for M8b Cell

Rear Door for M8b Cell은 중량 콘크리트 80 cm의 두께로 제작되므로, 기본적으로 중

량콘크리트 90cm 로 설치되는 차폐벽의 차폐능에 미달된다. Rear Door for M8b Cell의 차

폐기준은 0.01mSv/h이며, 차폐능 미달로 인하여 차폐보강이 요구되는 부위 및 차폐계산 모

델은 다음과 같으며 상기 차폐계산 모델별 Source Point 및 Detector Point는 [그림 4-3]과 

같다.

1) Rear Door (그림 4-3, SP1∼DP1)

2) Rear Door와 Door Frame 간의 틈새 (그림 4-3, SP2∼DP2, SP3∼DP3)

3) Travelling Motor 하우징 (그림 4-3, SP4∼DP4)

4) Door Wheel (그림 4-3, SP5∼D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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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Rear Door for M8b Cell의 

차폐계산 모델

4.2.1 Rear Door(그림 4-3, SP1∼DP1)

Rear Door for M8b Cell의 중량콘크리트 두께가 80 cm 로서 차폐기준을 만족시

키는 중량콘크리트 두께 90 cm 에 미달하므로, 납 보강 차폐체가 필요하다.  납 보강 

차폐체 두께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은 [표 4-5]와 같으며, 계산결과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F)는 최소 0.75 cm 이상이어야 하며, 따라서 안전여유도를 고려하여 3 cm를 적

용하 다.

표 4-5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핫셀 외부측 Door 틈새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F (cm) 1 2 3

피폭선량

(mSv/hr)
9.22E-03 6.09E-03 4.06E-03

4.2.2 Rear Door와 Door Frame 간의 틈새 (그림 4-3,SP2∼DP2, SP3∼DP3)

- SP2∼DP2 (핫셀 외부측 Door 틈새) :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A)는 18.9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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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20 cm를 적용한다.

표 4-6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핫셀 외부측 Door 틈새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A(cm) 18 19 20

피폭선량

(mSv/hr)
1.42E-02 9.67E-03 6.58E-03

- SP3∼DP3 (핫셀 내부측 Door 틈새) :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B)는 10.17 cm 이

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11 cm를 적용한다.

표 4-7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핫셀 내부측 Door 틈새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B(cm) 9 10 11

피폭선량

(mSv/hr)
1.56E-02 1.06E-02 7.13E-03

4.2.3 Travelling Motor 하우징 (그림 4-3, SP4∼DP4)

스틸 차폐체의 두께 (D)는 Motor 하우징의 크기(C) 보다 크게 설계하여야 한다.

표 4-8 Motor Size에 따른 Motor 하우징의 크기(C) 및 스틸 차폐체의 두께(D) 

Case C (cm) D (cm) 피폭선량(mSv/hr)

1 25 25 1.03E-02

2 30 30 9.87E-03

4.2.4 Door Wheel (그림 4-3, SP5∼DP5)

Motor의 Wheel부분을 차폐하기 위해 납을 보강했을 경우 납의 두께(E)에 따른  

피폭선량률은 [표 4-8]과 같으며, 기준선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가 24.39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26 cm를 적용 하 다.

표 4-8 Motor Wheel 부분을 보강했을 경우 납의 두께(E)에 따른 선량률

납차폐체 두께 (E)

(cm)
23 24 25

피폭선량

(mSv/hr)
2.20E-02 1.21E-02 6.7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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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enetrations

현재 차폐 보강이 요구되는 Penetration Type 및 차폐계산 모델은 다음과 같고, 계산을 

위한 모델링은 [그림 4-4] 및 [그림 4-5]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1) Penetration Type 4 (그림 4-4, SP∼DP)

2) Penetration Type 5 (그림 4-5, SP∼DP)

그림 4-4. Penetration Type 4.

  

그림 4-5. Penetration Type 5.

4.3.1 Penetration Type 4 (그림 4-4, SP∼DP)

납 차폐체의 두께(E)는 10.54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11 

cm를 적용한다.  Penetraion 이 있는 부분의 두께는 90 cm에 미달하므로, A∼B line 

사이에는 11 cm 두께의 납 차폐체가 존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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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Penetration Type 4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cm) 9 10 11

피폭선량

(mSv/hr)
1.80E-02 1.21E-02 8.20E-03

4.3.2 Penetration Type 5 (그림 4-5, SP∼DP)

납 차폐체의 두께(E)는 13.20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14 

cm를 적용한다.  14 cm 두께의 납 보강체를 설치할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도가 53o 안에 드는 부분까지 차폐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표 4-10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Penetration Type 5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F (cm) 12 13 14

피폭선량

(mSv/hr)
1.59E-02 1.07E-02 7.26E-03

4.4  Protection Screw

환기 덕트가 차폐벽을 관통해야 하는 경우 관통부분에 차폐벽과 동일한 차폐능을 확보

하거나 또는 피폭선량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그림 4-6]와 같은 Protection Screw를 설치한다.  

Protection Screw의 내부는 나선형 구조로서 납으로 제작된다.  본 시설에서는 차폐벽의 두

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의 Protection Screw가 사용된다.

1) Protection Screw Type 1 (100 cm 두께의 중량콘크리트에 설치)

2) Protection Screw Type 2 (70 cm 두께의 중량콘크리트에 설치

그림 4-6. Protection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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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Protection Screw Type 1 (차폐벽: 중량콘크리트 100 cm)

100 cm 두께의 중량 콘크리트에 설치되나, 실제 필요한 차폐벽의 두께는 중량콘

크리트 90 cm 이므로, 납 차폐체의 두께(E)는 24.39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

도를 고려하여 나선형 구조로 구성된 납의 두께를 26 cm로 적용한다.

표 4-11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Protection Screw Type 1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cm) 23 24 25

피폭선량

(mSv/hr)
2.20E-02 1.21E-02 6.72E-03

4.4.2 Protection Screw Type 2 (차폐벽: 중량콘크리트 70 cm)

피폭선량 기준 (0.15 mSv/h)를 만족시키는 납의 두께를 계산하 다.  계산 결과 

납의 두께는 19.40 cm 이상이어야 하므로, 안전여유도를 고려하여 나선형 구조로 된 

납 21 cm를 적용한다.

표 4-12 납차폐체 두께에 따른 Protection Screw Type 2 피폭선량 

납차폐체 두께 (cm) 18 19 20

피폭선량

(mSv/hr)
4.49E-01 2.43E-01 1.33E-02

4.5  Toboggan

핫셀벽에 Toboggan이 설치될 경우, Toboggan설치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통한 방사능

을 차폐하기 위해 나선형 모양으로 설계를 하고 Toboggan 주위를 납보강차폐체로 차폐한

다. 피폭선량 기준은 0.01 mSv/hr 이다.  Helicoid의 형태를 가진 Toboggan의 계산은 3차원 

상에서 계산하기 곤란하므로 평면 투시도를 이용해서 일단 평면상에서 계산한 후, Helicoid

의 기울어진 각도만큼 보정을 하 다.  현재 차폐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그림 

4-7]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으며, 이들에 대한 상세 차폐계산 모델은 아래와 같다.

1) Case 1 (그림 4-7, SP1∼DP1)

2) Case 2 (그림 4-7, SP1∼DP2)

3) Case 3 (그림 4-7, SP2∼DP3)

4) Case 4 (그림 4-7, SP3∼DP1)

5) Case 5 (그림 4-7, SP3∼D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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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a]는 Toboggan을 위쪽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평면도를 나타내고 [그림 

4-7b]는 Point A와 Point B사이의 기울어진 각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4-7a] Toboggan

[그림 4-7b]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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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Case 1 (SP1∼DP1)

방사선이 빈 공간을 가장 많이 지나 차폐가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Tobbogan둘래의 접선을 지나는 경우로 A, B, C line이다.  여기서 18cm의 납 보강체

가 Tobbogan을 둘러쌓아 차폐하고 있을 때 A line에서 감마선은 평면도상으로 

22.6cm의 납차폐체를 지나고 8 cm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를 지나게 되는데 이것은 

Tobbogan이 25.5°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실제 거리는 22.6÷Cos25.5°cm인 25 cm

의 납차폐체와 8÷Cos25.5°cm인 9cm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를 지나게 되며 A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9.43E-04 mSv/h 이다.

4.5.2 Case 2 (SP1∼DP2)

B line을 고려하면 차폐체를 지나는 길이는 평면투시도상 20.1cm의 납차폐체와 

7.5cm의 중량콘크리트를 자나므로 실질적으로 20.1÷cos25.5°cm인 22.2cm의 납차폐체

와 7.5÷Cos25.5°cm인 8.3 cm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를 통과하게 되며 B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4.48E-03 mSv/h 이다.

4.5.3 Case 3 (SP2∼DP3)

C line을 고려하면 차폐체를 지나는 길이는 평면투시도상 20.1cm의 납차폐체와 

52.3cm의 중량콘크리트를 자나므로 실질적으로 20.1÷cos25.5°cm인 22.2cm의 납 차폐

체와 52.3÷Cos25.5°cm인 57.9cm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를 통과하게 되며 C line에 대

한 피폭선량은 2.61E-06 이다.

4.5.4 Case 4 (SP3∼DP1)

D line을 고려하면 차폐체를 지나는 길이는 평면투시도상 72.6 cm의 중량콘크리트

를 자나므로 실질적으로 72.6÷cos25.5°cm인 80.4cm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를 통과하

게 되며, D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1.97E-03이다.  피폭선량기준을 만족하는 중량콘

크리트의 차폐두께 82cm에 미달하는데도 피폭선량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유는 

Detector의 위치를 중량콘크리트 차폐체의 표면이 아닌 Toboggan의 입구쪽에 위치시

켜 Toboggan의 지름만큼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방사능의 감쇄하는 효과가 고

려되었기 때문이다. 

4.5.5 Case 5 (SP3∼DP4)

E line을 고려하면 차폐체를 지나는 길이는 평면투시도상 77.4cm의 중량콘크리트

를 자나므로 실질적으로 77.4÷cos25.5°cm인 85.7cm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를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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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E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8.56E-05 이다.

4.6  Storage Vault

핫셀내에 Storage Vault가 설치될 경우, 납으로 만든 Storage Vault의 크기와 Storage

의 벽면 납차폐체의 두께를 설계기준에 맞게 결정하 으며, 현재 확정된 차폐계획(Shielding 

Arrangement)은 [그림 4-8a] 및 [그림 4-8b]와 같다.

Storage는 총 6개이고 그중 5개의 Storage에는 방사선원이 0.5 batch씩, 나머지 1개의 

Storage에는 5 batch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차폐계산을 수행하 다. 0.5 batch가 들어가는 

Storage의 위치는 SP1, SP2, SP4, SP5, SP6이고 SP3에는 5 batch가 들어간다. Storage 

Vault가 총 6개이므로 Storage 한 개당 각각 QAD-CGGP-A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나온 6

개의 결과를 합하여 피폭선량을 계산하 다.  현재 차폐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그림 4-8a], [그림 4-8b]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다.

[그림 4-8a] Storage Vault(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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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b] Storage Vault(측면)

차폐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Detector Position에 대해 차폐계산을 수행한 결과 표 

4-13 에서 보는 봐와 같이 모든 Detector Position에서 설계기준인 피폭선량 0.15mSv/hr을 

만족시켰다.

표 4-13 Storage Vault의 피폭선량

Detector Position 피폭선량(mSv/hr)

DP1 6.26E-04

DP2 1.80E-04

DP3 1.10E-04

DP4 9.43E-03

DP5 1.04E-02

DP6 2.70E-02



- 37 -

제 5 장 결 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의 차폐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QAD-CGGP 및 

MCNP-4C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으며, 주요 계산 위치로는 실증시설 핫셀 차폐

벽과 차폐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Rear Door, Penetration, Protection Screw, 

Toboggan, Stroage 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차폐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핫셀 각 

부분이 충분히 차폐능을 가질수 있도록, 차폐체의 두께 및 재질을 결정하 다.

감마선에 의한 선량율의 경우 QAD-CGGP 및 MCNP-4C 계산결과가 잘 일치 하 으

며,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은 감마에 의한 선량율의 20 %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

후핵연료를 다루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의 선량율은 감마선에 의한 

향이 대부분이며, 중성자에 의한 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두꺼운 중량

콘크리트를 차폐체로 사용할 경우, MCNP 코드를 이용하여 믿을만한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는 많은 계산시간과 계산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므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핫셀시설의 경우 수십 %의 안전 여유도를 고려한다면, 간단한 

QAD-CGGP 코드 계산에 의한 감마선 향 평가만으로도 차폐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QAD-CGGP코드의 더욱 정확한 계산 결과치를 얻기 위하여 중량콘크리트에 

대한 누적인자 고려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핫셀의 차폐벽에 대한 선량 평가 결과, 핫셀의 각 구역에 대한 선량은 핫셀 

설계 기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결과는 핫셀 시설을 보강하기 위

한 상세 설계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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