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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Ir-192 HDR 봉선원 안전성 분석보고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동

위원소인 Ir-192 HDR 선원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관련 원자력 법규에 

따른 봉선원의 안전성시험평가가 필수적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에 따른 Ir-192 HDR 봉선원의 

안전성 시험평가

- ISO 2919에 따른 Ir-192 HDR 봉선원의 안전성 시험평가

Ⅳ. 연구개발 결과

안전성시험 결과 충격시험에서 봉선원 시편은 약간의 흠집만 발생하 다. 

타격시험에서는 봉선원 시편 직경만이 0.01 ㎜ 감소하 으며, 납판은 시편

형상으로 찌그러들었지만 평가기준인 손궤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열시험

결과 변형발생은 없었으며, 표면산화로 은색에서 짙은 동색으로 변색되었으

나, 평가기준인 용융 또는 분산되지 아니하 다. 또한 각각의 시험 전후 누설

평가 결과 누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Ir-192 HDR 봉선원은 법규 및 규

격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 및 봉선원의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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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afety Analysis Report for Ir-192 HDR Source for RAL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hat the safety tests of sealed sources a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related atomic acts in order to transport safely Ir-192 

HDR, which is produced at HANARO research reactor in KAERI.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Safety test for Ir-192 HDR source for RALS in accordance with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 Safety test for Ir-192 HDR source for RALS in accordance with ISO 2919

Ⅳ. Results of Project

The specimen of the sealed source was deformed as a little scratched in 

impact tests. The diameter of the sealed source was reduced as 0.01 ㎜ in 

percussion test. However, the sealed source after each test would not be 

shattered. In heat test, the sealed source was not deformed and its surface 

was changed from a silver color to a brass yellow, but was not melted or 

dispersed. In leakage tests, which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each 

test, the leakage in the sealed sources did not happen. Therefore the Ir-192 

HDR sources are designed and fabr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safety 

criteria of the special form and the sealed sources specified on the related 

regulations and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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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제 1 절.  서    론

  Ir-192 HDR(High Dose Rate) 봉선원은 Ir-192 370 G㏃(10 Ci)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직경 0.6 ㎜, 길이 3.5 ㎜ 크기의 선원이 들어가 있는 직경 1.1 ㎜, 

길이 6 ㎜ 크기의 선원캡슐로 원격조작에 의해 악성종양 등의 환부를 치료하기 

위하여 고선량율 근접치료선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 선원조작에 의한 강내조사에는 Co-60, Cs-137 및 Ir-192 선원이 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원크기가 작으며, 방사선에너지가 낮아 피폭사고의 우려

가 비교적 낮은 Ir-192 선원 장치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Ir-192 선원은 직경 

1.1~1.6 ㎜가 주로 이용되고 있어 혈관, 담관 등 좁은 강관에도 치료를 위한 적용

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선원 직경이 작고 비방사능이 높은 경우에 종양 등의 환

부에 방사선원을 근접 삽입시켜 치료할 수 있어 점차적으로 시술적용 범위가 넓

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양 등의 근접치료에 사용되는 원격 강내조사 

장치와 선원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치료선원 및 치료 장비의 국내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해외에서 개발된 의료용 봉선원은 보증서(certificate)에 따르면 ISO와 IAEA

의 시험기준을 각각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Ir-192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원격조작에 의한 고선량률 근접치료선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경 1.1 ㎜의 

Ir-192 HDR 봉선원을 개발하고 있다. Ir-192 HDR 봉선원은 국내․외 방사

성물질 운반용기관련 법규인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3호[1],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2] 및 미국 10 CFR Part 71[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

수형 방사성물질의 기준과 아울러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4-20호[4] 및 ISO 

2919[5]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선원의 분류기준에 따라 안전성시험평가를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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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r-192 HDR 봉선원 개요

  Ir-192 HDR 봉선원의 용도는 방사선원을 체내에 주입하여 인체 내의 악성종

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근접치료용 Ir-192 소형 방사선원에 사용한 

이리듐 표적은 혈관, 담관 등 좁은 강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경 1.1 ㎜ 이하

의 선원캡슐에 내장할 수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1개 선원의 방사능이 370 G㏃ 이상이며 소형 실린더 형상의 이리

듐은 직경 0.6 ㎜, 길이 3.5 ㎜이다. 이리듐을 내장하는 선원 캡슐은 캡슐 직경이 

1.1 ㎜, 길이가 6 ㎜인 스테인리스강(SUS 316) 재질로 제작하 다. 

  선원캡슐에 부착하여 원격치료 장비에 연결되는 이송케이블은 스테인리스강

(SUS 316) 재질을 사용하 으며 한쪽 끝단에 선원캡슐이 용접 연결되고 반대편 

끝단은 원격치료 장비에 삽입 장착되는 하부캡슐부위가 용접되어 연결되게 된다. 

선원캡슐이 용접 부착된 이송케이블의 총 길이는 1.5 m로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근접치료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소형치료선원과 같은 규격을 갖도록 하 다. 선

원의 핵종 및 방사능, 캡슐과 이송케이블의 제원을 요약하면 아래 표 1.2-1과 같

다.

표 1.2-1 Size and Material of Ir-192 HDR Sealed Source

구분 방사선원 선원캡슐 이송케이블

제원

직경 : 0.6 ㎜

길이 : 3.5 ㎜

무게 : 22.6 ㎎

내경 : 0.6 ㎜

외경 : 1.1 ㎜

외경 : 1.0~1.1 ㎜

길이 : 1.5 m

재질  Ir-192 순도 : > 99.9 % 스테인리스강(SUS-316) 스테인리스강(SUS-316)

방사능 370 G㏃ - -

  소형선원 어셈블리는 그림 1.2-1과 같이 직경 1.1 ㎜, 길이 1500 ㎜로 선원과 

이송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은 370 G㏃의 원통형 방사선원이 봉상태

로 들어있고 뒷부분은 이송케이블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처리 되어있다. Ir-192 

HDR 봉선원은 그림 1.2-2와 같은 구조와 형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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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선원의 제작 공정은 1차 wire를 용접하여 drive cable이 풀리지 않도록 하

고 용접부위를 절단하여 절단부위를 캡슐단면과 용접이 용이하게 되도록 매끈하

게 연마한다. 용접 후 절단, 연마된 이송케이블은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연마공정을 거친 wire는 레이저 용접기를 이용하여 하부 캡

슐과 용접하고 wire의 반대편은 선원캡슐 캡을 용접하여 핫셀 내에서 이루어지

는 선원캡슐 용접에 사용되도록 한다. 하부캡슐과 선원캡슐 캡이 용접된 이송케

이블을 핫셀에 투입하여 자동용접시스템에서 이리듐선원이 투입된 선원캡슐과 

조립, 용접하여 최종 Ir-192 소형 방사선원을 제작하게 된다. Ir-192 소형선원은 

방사능강도가 높으면서도 크기가 매우 작아 핫셀 내에서 선원취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 한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방사선원 취급 및 용접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핫셀 내부에는 선원을 취급할 수 있는 원격조작기구

가 설치되어 있고 소형선원의 봉용접은 정 하게 제어되는 레이저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위와 같은 작업절차에 따라 레이저 용접기를 이용하여 봉

용접 제작된 Ir-192 근접치료용 소형방사선원을 보여준다.

  레이저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Ir-192 봉 방사선원

을 제조하는 작업과정은 그림 1.2-3에 나타내었다.

그림 1.2-1 Ir-192 HDR Sealed Source for Brathy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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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Ir-192 Sealed Source for Brathytherapy.

견본투입 가능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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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Flow Chart of Ir-192 HDR Sealed Sourc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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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r-192 HDR 밀봉선원 안전성시험

제 1 절. 기술기준

1. 특수형 방사성물질(Special Form) 기술기준

1.1 일반기준

특수형 방사성물질은 확산되지 않는 고체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물질을 포함

하는 봉인된 캡슐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갖고 있다.

  특수형 방사성물질은 적어도 한 면이 5 ㎜보다 커야 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한 

파괴에 의해서만 열 수 있어야 하며, 국내․외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시험을 필요

로 할 때 아래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충격, 타격 및 굽힘시험 후 깨지거나 분산되지 아니할 것.

- 가열시험 후 용융되거나 확산되지 아니할 것.

- 침수시험에서 방사성물질 누설량이 2 k㏃(50 nCi)를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Sealed Capsule에 대해서는 ISO 9978-1992(E)[6]에서 규정한 누설시험으로 

대체 시험할 수 있으며 적용승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고 명시하고 

있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7]에서는 대체 누설시험에

서 불용성 고체의 경우 10
-5
 pa.㎥/s, 가용성 고체 및 유체의 경우 10

-7
 pa.㎥

/s를 2  k㏃(50 nCi)와 동등하게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2. 시험기준

1.2.1 충격시험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 제43조 ①-1항

    -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603 & 705

    - 미국 10 CFR Part 71.75(b), Part 71.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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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험요건

시편을 9 m 높이로부터 바닥면에 낙하시킨다. 이때, 바닥면은 수평면이며, 

바닥면의 특성은 시험물의 충격으로 변위 혹은 변형에 의한 바닥면의 저항 증가

가 시편에 대한 손상을 크게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1.2.2 타격시험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 제43조 ①-2항

    -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603 & 706

    - 미국 10 CFR Part 71.75(b) & 71.77(b)

  나) 시험요건

시편을 매끄러운 납판 위에 놓고, 1 m 높이에서 1.4 ㎏의 물체를 자유 낙

하시킬 경우와 동등한 충격력으로 최대의 파손이 미치도록 강철제 환봉의 평단 

면으로 타격 한다. 강철제 환봉의 평단면의 직경은 2.5 ㎝이며, 평단면의 각진 모

서리 부분의 반경은 0.3±0.03 ㎝인 것이어야 한다. 납판의 두께는 2.5 ㎝보다 크

지 않으며, 빅커스 경도가 3.5∼4.5이고, 납판의 면적은 시험물의 면적보다 커야 

하며, 타격시험할 때마다 납판의 새로운 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굽힘시험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 제43조 ①-3항

    -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603 & 707

    - 미국 10 CFR Part 71.75(b) & 71.77(c)

  나) 시험요건

굽힘시험은 최소 한 변의 길이가 10 ㎝이고 폭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10보

다 작지 않은 가늘고 긴 시편에 대해 적용한다. 시편은 시편을 수평으로 고정시

키는 기기로부터 2분의 1이 나오도록 고정시키고, 1 m 높이에서 1.4 ㎏의 물체를 

자유 낙하시킬 경우와 동등한 충격력으로 최대 파손이 미치도록 강철제 환봉의 

평 단면으로 타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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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열시험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 제43조 ①-4항

    -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603 & 708

    - 미국 10 CFR Part 71.75(b) & 71.88(d)

  나) 시험요건

가열시험은 시편을 800 ℃로 가열한 후 그 온도상태를 10분 이상 유지한 

후 자연냉각 시킨다.

1.2.5 누설시험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 제43조 ①-5

    -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710 & 711

    - 미국 10 CFR Part 71.75(d)

    - ISO 9978-1992(E), 6.2.4항

  나) 시험요건

앞에서 설명한 충격, 타격, 굽힘 및 가열 등 각각의 시험을 수행한 후, 시

편을 Vacuum Chamber에 넣고 Chamber 내의 압력을 15∼25㎪(절대압력) 정도 

감소시킨 후 적어도 1분 이상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다. 

1.3 평가기준

특수형 방사성물질 운반캡슐에 대한 낙하, 타격 및 굽힘시험에 대해 각각의 

운반캡슐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한 후 육안검사에서 시편이 부수어지거나, 흩뜨

려지지 않으며, 가열시험을 수행한 후 육안검사에서 시편이 용융되거나, 분산되

지 않았을 경우 누설시험을 수행하여 bubble현상이 발생치 않을 경우 IAEA 

Safety Series TS-G-1.1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험판정기준인 “방사성물질을 포함하

지 않는 캡슐의 경우 누설율 10
-5 
㎩․㎥/s를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710에서 규정한 방사능 누설기준인 2 k㏃(50 nCi)와 동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Vacuum Chamber 내의 압력을 15∼25㎪(절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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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감소시킨 후 적어도 1분 이상동안 그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편으로부

터 bubble현상이 발생치 않을 경우 누설기준치인 10
-5 
㎩․㎥/s(10

-4
 torr.ℓ/s, 

1.3×10
-4
 atm.㎤/s)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서 

구조적으로 운반캡슐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2. 봉선원(Sealed Source) 기술기준

2.1 일반기준

봉선원은 캡슐 또는 봉선원의 leak-tightness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한 

결합물질로 결합된 방사성물질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갖고 있다.

  봉선원은 국내․외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표 2.1-1과 같은 사용용도별 성능시

험 및 등급에 따라 표 2.1-2에 해당하는 성능시험 등급별 시험에 적합하여야 하

며,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편 2개씩을 사용하여야 한다. Ir-192 

HDR 봉선원은 Brachytheraphy로 분류되어 표 2.1-1에 따라 5․3․2․1․1의 

시험 등급을 적용하 다.

2.2 시험기준

2.2.1 온도시험(Temperature test)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20호 제4조 ①-1항

    - ISO 2919:1999(E) 7.2항

  나) 시험요건

 Ir-192 HDR 봉시편은 온도시험에서 5 등급을 적용하 으며, 5 등급의 

경우는 시편을 -40 ℃ 이하의 온도조건에서 20분 이상 방치한 후, 시편을 다시 

600 ℃의 온도조건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하여 수행한다. 이때, 냉각장치나 가열장

치의 내부체적은 적어도 시험시편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저온시험의 경우 

상온에서 45 분, 고온시험의 경우 40 분 이내에 시험온도에 도달하여야 하며, 고

온시험을 수행한 후 시편은 15 초 이내에 약 20 ℃의 온도에서 열 충격을 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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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Sealed Source Classification Requirement for Typical Usage

용도
시험 및 등급

온도 압력 충격 진동 관통

산업용 4 3 5 1 5

의료용

-Brachytherapy

5

5

3

3

5

2

2

1

4

1

감마게이지 4 3 3 3 3

베타게이지 3 3 2 2 2

유정용 5 6 5 2 2

도게이지 4 3 3 3 3

중성자선원 4 3 3 2 3

교정용선원 2 2 2 1 2

감마조사기 4 3 4 2 4

이온발생기 3 2 2 2 2

 표 2.1-2 Classification of Sealed Source Performance

시험

구분

성능시험등급

1 2 3 4 5 6 X

온도
시험

없음

-40
o
C(20분)

+80oC(1시간)

-40
o
C(20분)

+80oC(1시간)

-40
o
C(20분)

+400
o
C(1시간) 

및 20oC로

열충격

-40
o
C(20분)

+600
o
C(1시간) 

및 20oC로 

열 충격

-40
o
C(20분)

+800
o
C(1시간)

및 20oC로 

열 충격

특별

시험

외부

압력

시험

없음

25kN/㎡

(절대압력)에서 

대기압

25kN/㎡ 에서

2MN/㎡

(절대압력)

25kN/㎡ 에서

7MN/㎡

(절대압력)

25kN/㎡ 에서

70MN/㎡

(절대압력)

25kN/㎡ 에서

170MN/㎡

(절대압력)

특별

시험

충격
시험

없음
1m에서 50g  1m에서 200g 1m에서 2㎏ 1m에서 5㎏ 1m에서 20㎏

특별

시험

진동
시험

없음

5g에서 

25㎐∼500㎐

10분 3차례

5g에서 

25㎐∼50㎐,

0.635㎜ amp. 

peak에서

50㎐∼90㎐

및 10g에서 

90㎐∼500㎐ 

10분 3차례

1.5㎜ amp. 

peak에서

25㎐∼80㎐,

20g에서 

80㎐∼2000㎐ 

30분 3차례

미사용 미사용
특별

시험

관통
시험

없음
1m에서 1g 1m에서 10g 1m에서 50g 1m에서 300g 1m에서 1㎏

특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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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외압시험(External pressure test)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20호 제4조 ①-1항

    - ISO 2919:1999(E) 7.3항

  나) 시험요건

 Ir-192 HDR 봉시편은 외압시험에서 3 등급을 적용하 으며, 3 등급의 

경우는 시편을 chamber에 넣고, 공기 분위기에서 절대압 20 ㎪ 이하의 저압시험

을 수행하고 대기압으로 환원시킨 후, 물 속에서 절대압 2 ㎫의 고압시험을 수행

한 후 대기압으로 환원시키며, 각 시험은 5분씩 2회 수행한다.

2.2.3 충격시험(Impact test)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20호 제4조 ①-1항

    - ISO 2919:1999(E) 7.4항

  나) 시험요건

 Ir-192 HDR 봉시편은 충격시험에서 2 등급을 적용하 으며, 2 등급의 

경우는 50 g 해머(steel hammer)를 1 m 높이에서 시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향

해 낙하시킨다. 이때 25±1 ㎜의 외경을 가지고 있는 해머의 편평한 타격면 모서

리의 가장자리는 3.0±0.3 ㎜의 반경을 가져야 한다.

2.2.4 진동시험(Vibration test)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20호 제4조 ①-1항

    - ISO 2919:1999(E) 7.5항

  나) 시험요건

 Ir-192 HDR 봉시편은 진동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험방법

은 시편을 진동시험장치의 platform에 안전하게 고정시킨 후, 최소 주파수부터 

최대 주파수까지 균일한 비율로 범위내의 모든 주파수를 일소하며, 2 등급 및 3 

등급은 10분 이상 경과 후, 4 등급은 30분 이상 경과 후 최소 주파수로 환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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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로 공명 주파수 발견 시 30분 동안 시험을 계속 수행한다.

2.2.5 관통시험(Puncture test)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20호 제4조 ①-1항

    - ISO 2919:1999(E) 7.6항

  나) 시험요건

 Ir-192 HDR 봉시편은 관통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험방법

은 표 2.1-2의 시험등급에 따라 선택된 해머 중량 10 배 이상의 모루(anvil)에 시

편을 놓고, 해머(steel hammer)를 1 m 높이에서 시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향

해 관통시킨다. 이때 해머의 하단부에 부착된 핀은 Rockwell 경도 C 50∼60 정

도로 높이가 6.0±0.2 ㎜, 직경이 3.0±0.1 ㎜이며 타격면이 반구형이어야 한다.

2.2.6 누설시험

  가) 관련법규

    - ISO 9978-1992(E), 6.2.4항

  나) 시험요건

앞에서 설명한 온도, 압력 및 충격 등 각각의 시험을 수행한 후, 시편을 액

체질소가 들어있는 Chamber에 넣고 그 상태를 5분 이상동안 유지한 후 메탄올

이 들어있는 Chamber로 이동하여 2분 이상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다.

2.3 평가기준

Ir-192 HDR 봉시편에 대한 온도, 압력 및 충격시험에 대해 각각의 운반캡

슐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한 후 육안검사에서 시편이 부수어지거나, 흩뜨려지지 

않으며, 용융되거나, 분산되지 않았을 경우 따라서 이 기준은 누설시험을 수행하

여 시편으로부터 bubble현상이 발생치 않을 경우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서 구조적으로 봉선원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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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전성 시험평가

1. 특수형 방사성물질 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

1.1 시험시설 및 설비

1.1.1 시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수송용기 안전성시험시설

1.1.2 시험설비 및 장비 

 (1) 낙하시험설비(충격시험 : 그림 2.2-1)  

     낙하타워  

     - 형상 : H-beam truss 사각추형 구조물, 

     - 제원 : 높이 15 m, 하부면 사각 8 m,    

상부면 사각 4 m

     Drop Target 

     - 형상 : 철판 및 콘크리트 구조물

     - 제원 : 철판(4 m×4 m, 두께 100 ㎜), 

철근콘크리트(5 m×5 m×1.5 m)

     호이스트 

     - 용량 : 10 ton                           

 (2) Drop weight 시험설비(타격시험 : 그림 2.2.2)

     낙하타워

     - 형상 : 사각기둥                           

     - 제원 : 높이 5m, 단면 1.14 x 1.14 m

     Drop Target             

     - 형상 : 철판

     - 제원 : 0.84 m x 0.84 m x 50 ㎜      

     Winch                                 

     - 방식 : Reduced geared motor, steel wire

     집게형 Release Mechanism  

     - 형상 : 집게형

그림 2.2-1 Drop Test Facility.

그림 2.2-2 Drop Weight Equ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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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식 : 전기solenoid 스위치 방식으로 

              집게형 후크를 release

 (3) 타격시험장치(타격시험 : 그림 2.2-3)

     - 형상 : guide tube 및 1.4 kg 강봉

     - 방식 : 강봉을 자유낙하

 (4) Electric furnace(가열시험 : 그림 2.2-4)

     - 용량 : 12 kW(220v, 60A) 최고온도 1200℃

 (5) Vacuum bubble 장치(누설시험 : 그림 2.2-5)

     - 진공도 : 200 l/min, 10
-3
 torr

     - 진공용적 : 직경 150 ㎜, 높이 300 ㎜

        

그림 2.2-4 Electric Furnace.

        

그림 2.2-5 Vacuum Bubble Equip. 

1.2 안전성시험

1.2.1 충격시험

충격시험 전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Ir-192 HDR 봉선원 시험시편

에 대해 시험을 수행한 시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10분간의 누설시험을 수행하

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충격시험절차에 따라 시편을 Release 장치

에 넣은 후 Release 장치를 Hoist에 매달아 9 m 높이로 들어 올린 후 낙하시험

시설의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 면에 자유낙하 시켰다. 

  충격시험 결과 시편은 충격지점에 약간의 자국 이외에 부수어지거나 흩뜨려지

지 않았다. 이것은 Ir-192 HDR 봉선원 자체가 매우 가볍고 크기가 작기 때문

그림 2.2-3 Percussion Equ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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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용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력이 작기 때문으로 충격조건에서의 구조적 건

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충격시험 후 누설시험기준에서 나타낸 

누설시험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한 결과 bubble이 발생하지 않아 충격조건에

서의 Ir-192 HDR 봉선원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2.2 타격시험

타격시험을 수행할 Ir-192 HDR 봉선원 시험시편에 대해 시험을 수행한 

시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10분간의 누설시험을 수행하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

음을 확인하고 타격시험절차에 따라 타격장치의 바닥 면에 2.5 ㎝ 두께의 납판을 

올려놓고, 납판 위에 시편을 올려놓은 후, 직경 2.5 ㎝, 모서리 반경 0.3 ㎝이며 

무게 1.4 ㎏인 강철봉을 Release 장치에 매달아 1 m 높이로 들어 올린 후 강철

봉을 시편을 향해 자유낙하 시켰다. 

  타격시험 결과 시편은 타격지점의 직경이 6.33 ㎜에서 6.27 ㎜로 감소하 으며, 

납판은 시편의 형상으로 찌그러들었으나, 시편은 손상이 없었다. 이것은 Ir-192 

HDR 봉선원이 스테인리스강인데 비해 바닥은 경도가 아주 작은 납판이 받치

고 있기 때문에 충격력을 납판의 변형으로 흡수하기 때문으로 타격조건에서의 

구조적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타격시험 후 누설시험기준에서 

나타낸 누설시험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한 결과 bubble이 발생치 않아 타격조

건에서의 Ir-192 HDR 봉선원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부록 1. 특수형 방

사성물질 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의 타격시험 결과표)

1.2.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Ir-192 HDR 봉선원의 직경에 대한 길이의 비가 10을 넘지 않

으므로 시험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행되지 않았다.

1.2.4 가열시험

가열시험을 수행할 Ir-192 HDR 봉선원 시험시편에 대해서도 역시 시험을 

수행한 시험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10분간의 누설시험을 수행하여 누설이 발

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전기로의 온도를 800 ℃로 설정한 후, 시편을 전기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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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넣고 전류계를 이용하여 전기로의 온도를 점진적으로 가열하여 800 ℃의 

온도상태가 되었을 때 그 온도상태를 10분 이상 유지한 후 시편을 자연 냉각시

켰다. 가열시험 결과 시편의 외관이 고온에 의해 가열된 향으로 시편표면의 색

상이 은색에서 동색으로 변하 을 뿐 용융되거나 분산되지 않았다. 이것은 Ir-192 

HDR 봉선원의 직경은 약 1.1 ㎜ 정도로 매우 작아서 800 ℃로 가열하면 온도

가 급격히 상승하여 시편의 모든 부위 온도가 800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위원소인 Ir-192의 용융온도인 2410 ℃보다 훨씬 낮고 봉선원의 온도도 스테

인리스강의 용융온도보다 낮으므로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누설시험기준에서 나타낸 누설시험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하 고, 

누설시험결과 bubble이 발생치 않아 가열조건에서의 Ir-192 HDR 봉선원은 안

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부록 1. 특수형 방사성물질 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의 

가열시험 결과표)

2. 봉선원 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봉선원은 뇌, 심장, 

갑상선 등의 기능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의료용 봉선원으로 의료용 선원 항

목 가운데 Brachy-therapy에 해당되므로 온도시험의 경우 5 등급, 외압시험은 3 

등급, 충격시험은 2 등급, 진동 및 관통시험은 1 등급의 성능시험을 거친 후 그 

건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총 6 개로서 각 시험별로 2 개씩 사용하 으며, 각각의 

시험을 수행하기 전 시험시편에 대해 시험을 수행한 시험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누설시험을 수행하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험을 수행하 다.

2.1 시험시설 및 설비

2.1.1 시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수송용기 안전성시험시설

2.1.2 시험설비 및 장비 

 (1) Electric furnace(그림 2.2-6)

     - 용량 : 12 kW(220v, 60A) 최고온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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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Schematic of High Thermal Shock & Test Section of Furnace.

 (2) Low Temperature Chamber(그림 2.2-7)

     - 제원 : 직경 318 ㎜, 높이 600 ㎜

     - 단열재 : 우레탄 폼 25 ㎜

     - 냉매 : 드라이아이스

       

그림 2.2-7 Schematic of Low Temperature Apparatus & Chamber.

 (3) 외압시험장치(감압시험 : 그림 2.2-8, 가압시험 : 그림 2.2-9)

     - 제원 : 직경 318 ㎜, 높이 560 ㎜

     - 구조재 : STS 304 52 ㎜

     - 로터리 펌프 : 30 ㎪(0.3 ㎏/㎠)

     - 수압 잭 : 2.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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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8 Low Pressure Equip.         그림 2.2-9 High Pressure Equip.

 (4) 충격 및 관통시험장치(그림 2.2-10)

     - 구성

․시편 받침대

․타격 및 관통 안내관

     - 타격 봉 

․질량 : 50 g

․외경 : 25 ㎜

․모서리 : 3 ㎜

     - 관통 핀

․질량 : 1 g, 10 g, 50 g, 300 g                그림 2.2-10 Impact &

․경도 : Rockwell C 50∼60                   Puncture Test Equip.

 

 (5) 누설시험장치(그림 2.2-11)

    

     그림 2.2-11 Leak Test Equ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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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성시험

2.2.1 온도시험(Temperature test)

온도시험의 경우 표 2.1-2에서와 같이 저온과 고온시험을 수행하 다. 온도

시험을 수행할 Ir-192 HDR 봉선원 시험시편 1 및 2에 대해 시험을 수행한 시

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누설시험을 수행하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먼저 저온시험을 수행하 다.

   하 40 ℃ 이하 조건의 저온시험은 그림 2.2-7과 같은 저온시험장치에서 수

행하 다. 시편이 놓인 공간의 온도는 9 분경부터 급격히 하 40 ℃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11 분 경과 후 드라이아이스의 승화 점인 하 78.6 ℃에 가까운 하 

74 ℃의 안정화 상태에 도달하 으며 20 분 이상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 다.

  고온시험은 그림 2.2-6의 전기로에서 수행하 다. 시험온도인 600 ℃ 까지는 약 

27 분 경과 후 도달하 으며, 1 시간 이상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 후 시편을 전기

로에서 꺼내 15초 이내에 약 20 ℃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100 ㎖의 물속으로 옮

겨 넣고 열 충격을 가하 다. 

  열 충격을 가한 후 시편을 꺼내 누설시험기준에서 나타낸 누설시험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한 결과 bubble이 발생치 않아 온도조건에서의 Ir-192 HDR 봉

선원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부록 2. 봉선원 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의 

온도시험 결과표)

2.2.2 외압시험(External pressure test)

외압시험을 수행할 Ir-192 HDR 봉선원 시험시편 3 및 4에 대해 시험을 

수행한 시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누설시험을 수행하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

을 확인한 후 먼저 감압시험을 수행하 다.

  절대압 20 ㎪의 감압시험은 그림 2.2-8과 같은 감압시험장치에서 수행하 으

며, 시험 압력 값은 아래와 같이 연차적으로 2 회 반복하여 수행하 다.

대기압 감압(5min) 대기압 감압(5min) 대기압

압력(㎪)

온도(℃)

100.50 

22.01

⇒ 19.06 

22.01

⇒ 100.4997 

22.19

⇒ 18.1   

22.26

⇒ 100.475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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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실험은 그림 2.2-9와 같은 가압시험장치에서 수행하 으며, 압력은 수압 

잭을 이용하여 2 ㎫로 가압하 으며, 가압 시 높은 수압으로 인한 봉선원내의 

균열로 선원 내에 물이 스며들 수 있으므로 시험 전․후의 각각의 시편 질량을 

측정하 으며 표 2.2-1과 같이 시험 전․후의 시편의 질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압시험 후 시편을 꺼내 누설시험기준에서 나타낸 누설시험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한 결과 bubble이 발생치 않아 외압조건에서의 Ir-192 HDR 

봉선원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부록 2. 봉선원 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

의 외압시험 결과표)

 표 2.2-1 Mass before and after external pressure test

측정회수
시편 3 시편 4 비  고

시험 전 시험 후 시험 전 시험 후

1 0.0296 0.0268 0.0277 0.0273

2 0.0266 0.0267 0.0279 0.0275

3 0.0267 0.0268 0.0277 0.0273

평  균 0.0276 0.0268 0.0278 0.0274

2.2.3 충격시험(Impact test)

충격시험을 수행할 Ir-192 HDR 봉선원 시험시편 5 및 6에 대해 시험을 

수행한 시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누설시험을 수행하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

을 확인한 후 먼저 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2.2-10과 같은 충격시험장치의 바닥면에 시편을 놓고 25 ㎜의 직경과 50 

g의 질량을 가진 추를 1 m 높이에서 시편의 가장 취약한 부위에 낙하시켰다. 

그림 2.2-12 Measured Position of the Seal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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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2 Diameter, Length before and after Impact Test

시편 5 시편 6

dA dB dC L dA dB dC L

시험 전 1.08 1.08 1.08 5.34 1.07 1.07 1.07 5.07

시험 후 0.82 0.84 0.86 5.40 0.92 0.89 0.84 5.12

  시험 후 그림 2.2-12와 같은 위치에서 시편의 길이 및 직경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표 2.2-2에서와 같이 길이 방향의 변화는 차이가 미미하 으나 직경이 약 

15 % ∼ 25 %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편표면에서의 크랙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미경 분석을 수행하 다. 현미경 분석결과 그림 2.2-13에서와 같이 시

편 6에서 선원의 취약부인 용접부위에서 마이크로 단위의 크랙이 발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충격시험 후 시편의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누설시험

을 수행하여 bubble 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bubble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충격시험에서 비록 시편의 표면에 크랙은 발생하 지만 충격조건에서의 Ir-192 

HDR 봉선원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부록 2. 봉선원 기준에 따른 안전

성 시험의 충격시험 결과표)

그림 2.2-13 Enlargement of Specimen 6 using Microscope

(25배-전체, 150배-부분)

2.6 진동시험(Vibration Test)

Brachytheraphy의 성능시험에서 1 등급에 해당하는 진동시험은 없음으로 수

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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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통시험(Puncture Test)

Brachytheraphy의 성능시험에서 1 등급에 해당하는 관통시험은 없음으로 수

행되지 않았다.



- 23 -

제 3 장  결과 및 토의 

  Ir-192 HDR 봉선원에 대해 특수형 방사성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충격, 

타격조건에 대한 시험결과에서는 타격조건에 있어서만 타격지점의 직경이 1.1 ㎜

에서 1.0 ㎜로 감소하 을 뿐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시험을 

수행한 후 실시한 누설시험에서 어떠한 bubble도 발생치 않았다.   

  가열조건에 대한 시험결과에서는 외관상 특수형 방사성물질 운반캡슐의 색이  

은빛에서 동색으로 변했을 뿐 어떠한 손상도 없었으며, 시험 후 수행한 누설시험

에서 역시 bubble이 발생치 않았다. 

  따라서, 특수형 방사성물질 조건에 대한 Ir-192 HDR 봉선원의 건전성은 유

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Ir-192 HDR 봉선원에 대해 봉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온도조건에 대한 

시험결과에서는 외관상 특수형 방사성물질의 가열시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색이 

은빛에서 동색으로 변했을 뿐 어떠한 손상도 없었으며, 시험 후 수행한 누설시험

에서 역시 bubble이 발생치 않았다. 

  외압 및 충격조건에 대한 시험결과에서는 충격조건에 있어서만 충격지점의 직

경이 약 15 % ∼ 25 % 감소하 을 뿐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각

의 시험을 수행한 후 실시한 누설시험에서 어떠한 bubble도 발생치 않았다.   

  따라서, 봉선원 조건에 대한 Ir-192 HDR 봉선원의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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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특수형 방사성물질 기준에 따른 

안전성시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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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봉선원 기준에 따른 안전성시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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