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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의 연구목표는 원자력 문 인력의 역량개발에 요한 원자력 교육훈련 기반확충을 

하여 원자력  방사선분야 문가 상 방사선계측실험  실습 교육 장비를 구축하는 것

임.

○ 연구목표 달성을 한 수행내용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방사선이용 문교육을 한 실험․실습 장비 도출

․국내․외 방사선계측 교육훈련 과정 자료 조사․분석을 수행

․  교육과정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방사선계측 교육장비 도출, 장비 선정

- 문가 교육용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장비 구축

․감마 분 분석, 알  핵종분석 실험 시스템 구축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구축

- 방사선계측 기  실험․실습 장비 구축

․개인선량 리 시스템구축, 서베이미터  교육용 동 원소 확보

․신규 실험실 구축  실험환경 인 라 개선

- 장비 활용 교육 로그램 개선  활용 방안

․해외 방사선 이용  분석과정 커리큘럼 조사․분석

․방사선 계측장비를 활용을 한 실험․실습 모듈화  표 교안 개발

○ 구축된 실험장비와 실험모듈은 국내 유 기 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IAEA  개도국의 방사

선방호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운 하여, 장비의 활용성 증   국제교육훈련에의 활용 시기

를 앞당겨 한국의 원자력 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방사선계측, 실습장비, 교육훈련, HPGe검출기,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동 원소

  어
 Radiation measurement, Training equipment, Education and Training, HPGe 

detector, Radioactive analysis, Radiation Iso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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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방사선분야 문가 상 방사선계측실험  실습 교육장비 구축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 련 문 인력  이공계 학 방사선 계측 실험․실습 교육을 한 

교육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선진화 교육 시스템  로그램 기반을 확립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방사선 취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 분야는 지속 으로 확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방사선․방사능 측정 장비에 한 실험․실습 교육 수요 역시 증가해 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

하는 장에 응할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  분석에 한 기 기술  문 인력의 교육훈

련은 지속 으로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산업체  연구개발 문 인력은 물론, 방사선 이

용분야를 포함한 원자력분야의 차세  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기술 발 에 이바지하

기 해서는 원자력 선진국과 같은 실험․실습을 심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실하다. 한 최

근 원자력에 한 사회  심과 원자력 안 에 한 사회  민감도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 측정․감시 기술에 한 교육훈련 기 은 문 이고 실질 으로 유용한 실습 교

육을 체계 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같은 교육 기반을 발 으로 사회  신뢰를 충족시

킬 때, 원자력 기술 개발 분야가 지속 으로 성장할 수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한 략에 따라, 크게 4 가지의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 다. 방사

선 이용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장비의 우선순 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문가 교육용 방사

능 측정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다. 그리고 방사선계측 기  실험실습 장비를 확충하고, 마지막

으로 구축장비를 이용한 교육과정 운   교육 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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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결과

   국내외 련 교육 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용 실습 장비를 

도출하 다. 문 인력 교육을 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감마분 분석 시스템, 알 분 분

석 시스템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치를 구축하 다. 한,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과 

서베이미터, 그리고 교육용 방사성동 원소의 확충을 통해 기  방사선 실습 기반을 마련하

다. 기존의 노후화된 실험․실습 장비  환경 개선하고, 감마 분 분석 용 실험실을 신규로 

구축함으로서, 방사선 계측교육의 이론과 실험을 겸한 문 인 교육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방사선분야 문 인력에게 실용 이며 필수 인 실습

교육을 제공하기 해, 14개의 실험모듈을 도출하고, 주요 실험모듈 7개에 한 교안을 국/

문으로 개발하여 본 교육센터에서 운 하는 과정에 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본 연구과제로 개발한 실험실습 장비들과 실험 교안은 원자력 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발

에 직 으로 기여할 것이다. 한 선진화된 실험․실습 교육기반을 확보함으로서, IAEA  

개도국의 방사선방호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운  등, 장비의 활용성 증   국제교육훈련에의 

활용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원자력 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I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구축한 장비들은 타 연구소  원자력 교육기 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훈련 문기 과 련 산학연 기 에 교육과정  장비활용에 한 홍보를 통해 그 

활용성을 극 화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학연의 련 종사자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교육과정은 물론 실험 모듈  교안의 개선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 원자력의 

수용성 제고와 차세  원자력인력양성을 하여 일반인  학생 상의 원자력 로그램을 

개선하여 실험실습을 확 하고, 추가로 방사선 문 실험과목을 개발하여 학의 정규실험 과

목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7

SUMMARY

I.  Project Title

   Establishment of Experimental Equipment for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the Nuclear 

Radiation Measurement

II.  Objectives and Needs of the Project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experimental equipments for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students in the field of radiation measurement, and settle the foundation 

for the advanced education system and program.  It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to use 

radiation and to develop its application. Therefore, education and training needs for 

radiation measurement has also been increased. A training system for the basic and 

advanced techniques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in order to be useful for the 

practical field of radiation application. The practical experiments-oriented training is 

necessary to the nuclear professionals at nuclear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D 

organizations for the national nuclear development. Recently, public concerns for nuclear 

issues and its safety are also growing more and more. Well-developed and organized 

training system and training facility for radiation measurement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techniques could give them a confidence for the safety, and it derives 

continuous growth of activities on nuclear industry and research.

III.  Contents and Scopes

   By the strategy to achieve the project objective, 4 detailed sub-objectives were set. 

Firstly, the priority of experimental equipments to be established by reviewing of current 

training status and the foreign training programs. Based on the priority, professional 

radiation experiment equipments are installed in the second step. Next, basic experimental 

equipments are expanded, and finally modifying and improving of the training program 

using the established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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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The priority for the experiment equipments had been deduced by reviewing of the 

Nuclear Training & Education Center, KAERI and other country's training courses. 

Equipments for training of radiation professionals are High-Purity Germanium spectroscopic 

systems, alpha analyzers, and hand-held gamma and neutron inspector systems. For the 

basic experiments, electric personal dosimeters and a reader, radiation surveymeters, and 

various alpha, beta and gamma radiation isotopes has been equipped. Old or disused 

equipments and devices were disposed and re-arranged, and a new experiment lab had 

been settled for gamma spectroscopy. Along with the preparation of equipments, 14 

experimental modules list has been selected for practical and essential experiments training 

to professional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organizations. Among the 

modules, 7 important experiment notes had been prepared in Korea and also in English. 

These will be directly applied to the current operating training courses using the 

experimental setup. The equipments and experiment notes developed in this project may 

contribute to promote every activities in the nuclear field. And this advanced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training will make it possible to cooperate with IAEA or other countries to 

give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Those activities will be a foundation for our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society and for improving our nuclear competitiveness.

IV. Further Application of the Project Outputs

   The experimental equipments and application notes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also by other training institute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introducing and 

encouraging to use them to the nuclear society. This also help to modify and improve the 

training program by feedback from the professionals. For the public acceptance and a next 

generation nuclear manpower, the courses for public and students is planned to be 

upgraded and developed including radiatio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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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원자력교육센터(구 원자력연수원)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교육기 으로서, 지난 30년간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진흥과 련한 교육 훈련을 통하여 원자력인력양성에 기여하여 

왔다. 방사성동 원소 이용기술 분야의 일반과정  군 방사성동 원소취 과정, 방사선장해방

어감독자과정 등의 교육에는 방사선계측 실험․실습이 필수이나, 원자력교육센터가 재 보유

하고 있는 실습교육 장비들은 부분 기  실험용 기자재이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실험․

실습을 수행하기에 노후화되어 효과 인 교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원자력공학 

 이공계 학생들의 원자로체험 로그램 제공에 필수 요소인 방사선 련 실험․실습도 연

구부서의 조를 통해 수행하고 있어, 연구부서의 연구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래하여 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장에 응할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  분석에 한 기 기술  문 

인력의 내부피폭 측정, 개인방사선 측정, 장방사선 측정 분야의 교육훈련은 지속 으로 변화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방사선 작업 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이용한 교육을 통

해 장에서 실용 인 기술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육장비의 개선  확충 필요하

다. 고 순도 게르마늄검출 장비 등 방사선 정 측정  문 실험․실습 장비를 이용하여, 

 환경방사능, 방사성폐기물 련 문 인력에게 장에서 실질 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 수 있는 기반 장비 확보가 시 한 실정이다.

2. 경제  측면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일반 산업체의 방사선 련 문 인력에게 필요한 법정교육의 일환으

로 제공하는 방사성동 원소이용 일반과정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 군 방사성동 원소

취 과정 등에는 30시간 이상의 방사선계측 실험․실습이 필수 요소이다. 한, 학연 동 분

야의 원자력공학 장실습 교육을 통한 방사선계측 교육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이공계 학 실험실습교육을 포함하여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2006년 458명 교육) 

[1].

   방사선 취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 분야는 정부의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진홍

계획’ 추진에 따라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60년  방사성동 원소 이용기 이 30개 미만에

서 90년   700여 기 , 그리고 2003년 말 2100여 기 으로 증가하 다. 이에 따라 방사선․

방사능 측정 장비에 한 실험․실습 교육 수요 역시 증가해 오고 있다. 하지만, 문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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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 의 숫자는 증가하지 못하고, 교육인 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으로 낙후되어가

고 있다. 산업체  연구개발 문 인력은 물론, 방사선 이용분야를 포함한 원자력분야의 차세

 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기술 발 에 이바지하기 해서는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기반의 개선을 통한 효과 이고 선진화된 방사선 교육훈련 제공이 필요하다.

3. 사회  측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최근의 원자력과 련한 국내정세와 환경방사능감시,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등에 한 기사 등으로 원자력에 한 사회  심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 안 에 한 사회  민감도 상

승하여 특히 방사선에 한 신뢰가 충족되어야 한다. 방사능 측정․감시 기술에 한 교육훈련 

기 은 문 이고 실질 으로 유용한 실습 교육을 체계 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같

은 교육 기반을 발 으로 사회  신뢰를 충족시킬 때, 원자력 기술 개발 분야가 지속 으로 성

장할 수 있다.

   한, 개발도상국가와의 양자 력  IAEA를 통한 회원국으로 부터 방사선 응용  원자

력 이용과 련한 방사선 기술  방사선 방호에 한 교육훈련 요청이 꾸 하게 증가하고 있

다 [2]. 그러나 재는 국내에는 합한 실험․실습 장비를 확보한 문 교육기 의 부재로 인

해, 동아시아권에서는 말 이시아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원

자력 선진국으로서의 기여를 통한 한국의 상을 제고하고 지속 인 원자력 력의 틀을 주도

하기 해서는, 방사선 이용에 특히 심이 많은 개발도상국가에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 교육훈련 유치와 운 을 해서는 실험․실습 교육장비의 화․ 문화가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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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최종연구개발 목표  추진 략, 연구내용

   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아래와 같다.

○ 국내․외 방사선 련 문인력 양성  이공계 학 방사선 계측 실험․실습 교

육을 한 실험․실습 교육장비 구축

○ 방사선 계측 실험․실습 교육장비 구축을 통한 선진화 교육 시스템  로그램 

기반 구축

[그림 1] 연구개발 추진 략

   이를 달성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연구개발 추진 략을 세웠다. 원자력교육센터의 그동

안의 방사선  동 원소 이용 교육과정 운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선 계측 실험실습 교육과

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장비를 도출한다. 인력양성과제를 통한 실험장비의 운 유지 경험을 바

탕으로 장비의 특성을 조사하고 문가 상  기 실험실습 상 장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

로 산학연 교육과정  국제원자력교육훈련 로그램 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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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 운 함으로서, 선진화된 원자력 인력양성 로그램을 운 하고 장비 활용을 최 화 

한다는 략을 수립하 다. 이러한 략에 따라, 크게 4 가지의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 다. 

방사선 이용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장비의 우선순 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문가 교육용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다. 그리고 방사선계측 기  실험실습 장비를 확충하고, 마

지막으로 구축장비를 이용한 교육과정 운   교육 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

정하 다. 각 세부 목표 달성을 한 연구수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방사선이용 교육을 한 실험․실습 장비 우선순  도출

- 국내․외 련 교육과정 조사․분석

- 교육 특성을 고려한 구축 장비 결정

2. 문가 교육용 방사능 측정 시스템 구축

- 감마 분 분석 실험 시스템 구축

- 알  핵종분석 실험 시스템 구축

-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구축

3. 방사선계측 기  실험․실습 장비 구축

- 개인선량계, 서베이미터, 교육용 테스트선원 등 방사선계측 기 교육에 필요한 장

비 구축

- 원자력 교육훈련 인 라 개선

4. 장비이용 교육과정운   교육 로그램 개선

- 실험․실습 모듈화 방안 개발  공통실험 교안 개발

- 로그램 개선방안  국제원자력교육․훈련에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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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황

1. 일본 원자력종합기술교육센터 (Nuclear Technology and Education Center, NuTEC)

   일본원자력기구(JAEA)의 원자력 교육․훈련 기 인 원자력종합기술교육센터는 매년 약 40

회에 이르는 과정을 운 하고 있다 [3]. 방사성동 원소  방사선 문가 과정의 기본, 특별 

과정을 통해 방사선 문 과정을 제공하고, 원자력 과정의 특별 과정을 통해 핵연료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리 등 다양한 방사선분야 과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부분의 과정은 방

사선 실험․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실험․실습을 한 교육인 라를 살펴보면 화학 실험실, 핵연료 방사선 측정실 등을 포함해 

12개의 문 실험실에 다양한 종류의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실험실 종류  방사선 련 

주요 실험 장비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알 ․감마 측정장치,  컴 턴 산란 실험장치, 게르마늄

(Ge) 감마분 분석장치 등은 표 인 방사선 문가 교육훈련을 한 장비로 꼽을 수 있다.

   

실험․실습실 실 표  실험장비 세트 표  실험장비 세트

방사선측정실

화학실

핵연료방사선측정실

공학실험실

방사성동 원소보 실

실험 비실

4

1

1

2

1

3

고온구름상자

실험용 고분석기

Image Plate 시스템

컴 턴산란 실험장치

차폐실험장치

알 ․감마 측정장치

16

1

2

2

4

4

Draft Chamber

액체섬 계수기

Ge 감마 분 분석장치

(기타 개인방사선측정

장비, GM튜 , 서베이

미터 등 기본장비 제외)

19

8

5

[표 1] 일본 원자력종합기술교육센터의 방사선 련 실험 인 라

2. 일본화학분석센터 (Japan Chemical Analysis Center - JCAC)

   일본화학분석센터의 환경방사능분석 교육시리즈는 일본 지역의 군,  등의 환경방사능측

정분석의 실무담당자  민간 기구의 실무 담당자를 상으로 실무에 직결한 환경방사능분석, 

측정에 한 지식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표 인 교육훈련이다. 각 과정 당 약 1-2주 동

안 수행 되는 15 가지의 과정은, 환경방사능분석 기 부터 게르마늄(Ge) 검출기 측정법, 알  

방사체 분석, 트리튬 분석법 등 기 부터 문 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 이러한 훈련을 해서는 기본 으로 알 ․베타․감마의 방사능 측정 장치, 핵종 분석을 

한 알 분 분석시스템, 감마 분 분석시스템(NaI  HPGe), 긴 응 훈련과정을 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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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측정 장비들이 필수 이다.

3. 미국 오크리지 연합 학 (Oak Ridge Associated Universities - ORAU)

   방사선 분야의 문 교육훈련을 60년 동안 제공해 온 ORAU는 보건물리를 비롯한 환경감

시과정, 감마 분 학, 방사선 안   방호, 의료 방사선 물리  방사선사를 한 교육 등 방

사선 응용 반에 걸친 문 훈련 로그램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을 운 하고 있

다 [5]. 모든 과정은 40% 에서 50%의 실험․실습이 동반되며, 모든 종류의 서베이미터, 기체 

검출기, 알 분 분석, 감마분 분석, 개인피폭 리 기기, 휴 용 감마 핵종분석기를 포함한 환

경 방사능 감시장비를 보유, 로그램 운 에 활용하고 있다.

4. 미국 방사화학 학회 (Radiochemistry Society)

   미국 내외 연구기   CANBERRA, BOEING 등 산업체 방사선 문 인력들에게 방사화

학, 보건물리, 방사선 분 분석학 등 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알   감마 분 분석 

시스템, 액체섬  검출기, 다양한 화학실습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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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황

1. 산업체, 연구소, 학회 부설 교육기

   국내 방사선 련 교육기 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원

자력안 학교, 방사성동 원소 회 동 원소교육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교육원, 

한국원자력안 아카데미, 비 괴검사진흥 회 이상 6개 기 이다. 원자력교육원은 원자로 운

과 련한 사원 직무 교육을 심으로 자체 인 원자력 교육훈련 실시하고 있다. 원자로 련 

실험실습 장비를 잘 갖추고 있으나, 방사선 련 교육 훈련은 부분 으로 실시하고 일부는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기 은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방사능방재․방호 

교육, 련면허소지자 보수교육  면허시험 비 온라인 교육 등 실험․실습을 포함하지 않는 

과정 는 매우 기 인 실습  견학만을 포함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비 괴검사진흥

회에서는 비 괴검사(NDT)와 련한 기존방사선작업종사자의 탁교육을 실시한다 [7].

2. 국내 학 원자력공학과  방사선학과

   원자력 련 학부과정  석․박사 과정을 가진 6개 학에는 1-2개의 방사선 련 실험과

목을 가지고 있고, 부분은 극히 일부의 원자력 기  실험․실습을 수행하고 있다. 실험 장비 

한 실습 교육 목 에 부합하는 수량이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우며, 학원의 연구 장비를 활

용하는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 [7]. 최근 국내 학의 방사선 련 학과의 확 와 신설이 

증하 으나 기존의 원자력공학  유사 학과를 보유한 학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분야의 실험 

여건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황  취약성

   1960년 부터 방사선 련 문 인력에게 필요한 방사성동 원소이용 일반과정  방사선

장해방어 감독자과정, 방사능 방재교육, 군 방사성동 원소취 과정, 학생의 원자로 실험실습 

과정 등 30시간 이상의 방사선계측 실험․실습이 포함된 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 이다. 국

내 방사성동 원소 이용 교육과 함께 시작되어, 2006년 한 해에만 원자력교육센터의 원자력  

방사선 련 외 연수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학생 실습과정을 포함해 1,088 명, 이  방사

선계측 실험․실습이 포함된 과정 수료생은 521명에 이르며, 방사성동 원소 이용기술 분야의 

지속 인 수요와 학생 원자로체험 등의 학생 실험․실습 교육 수요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1].



22

번호 장비명 주요특성 수량

1 서베이미터 알 /베타/감마 방사선측정 14

2 GM 계수기 감마  베타 방사능측정 13

3 알  실틸 이션 계수기 알 방사능측정 4

4 알 /베타 계수기 알   베타방사능측정 4

5 NaI 감마 측정 시스템 감마핵종분석 3

6 라돈 모니터 라돈방사선 연속측정 1

7 알  분 시스템 알 핵종분석 1

8 X-선 방생장치 엑스선 발생, 비 괴검사용 2

[표 2] 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계측 실습장비 (2006년 황)

[그림 2] 실험․실습 수행 모습

   하지만, 의 [표 2]에서 보듯이 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계측 실습 련 보유 장비는 부분

이 기 인 실험․실습을 한 구형의 카운터와 서베이미터 장비이며, 30-40명의 교육훈련생

이 효과 인 실습을 하기에는 그 수량도 히 은 상태이다 ([그림 2]).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의 산업체 이용이 꾸 히 증가하고 의학  이용  연구개발 사용이 지속 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 맞추어 방사선 문 인력의 방사선 실험․실습 교육의 확 가 실한 시 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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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방사선 문가를 한 교육훈련의 방사선 측정 실험․실습에 취약하여, 아래와 같은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장       비      명 용     도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  분 분석 시스텐   감마선 핵종 분석용

이동형 NaI 시스템  감마선등 환경분석 측정용

알  분 분석 시스템  알 선 스펙트럼의 분석용

다 고분석기  감마선의 핵종 분석용 

액체 섬  계수기
 베타선의 총 방사능 측정용       

 

NIM/BIN 계수 시스템  감마선의 스펙트럼 분석용

GM 계수기
 베타․감마 측정  GM검출기

 분석 검사용  

알  섬  계수기  알 선의 총 방사능 측정용

자식 서베이미터  감마선등 각종 방사선량 측정용

선속별(Low, Medium, High) 서베이미터  감마, 베타, 알 선의 선량 측정용

개인선량계  개인방사선측정용

[표 3] 확보가 요구되는 방사선계측 실습장비





25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4가지 세부 연구목표에 따른 수행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각 

에 기술하 다.

제 1   방사선이용 문교육을 한 실험․실습 장비 도출

1. 국내․외 방사선계측 교육훈련 과정 자료 조사․분석

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재 국내 방사선이용 교육훈련 과정을 주로 담당하는 원자력교육센터의 교육훈련 과정  

방사선 련 과정을 [표 4]에 정리하 다 [1]. 이  실험․실습이 포함된 과정에서는 공통 으

로 기  방사선측정 실험이 필요하며, 방사화학분석기술, 감마  알  핵종분석기술과정 등 

문 과정에는 성격에 따른 문 실험․실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세부 과정 특징은 

부록 1에 정리하여 망라하 다.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교육과 방사성동 원소이용 일반과정, 군 방사성동 원소 이용과정에

는 실험실습이 1주 이상 포함된 과정으로서, 실무에 필요한 반 인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서베이미터  기 실습 장비는 물론, 감마선 분 분석을 한 기본 장비인 NaI 검출

기  고순도게르마늄검출기를 활용한 실습이 공통 으로 필요하다. 알 선 방출핵종 분석기술

교육과 방사화학분석기술과정에는 알 분 분석을 이용한 핵종 분석 실습이 공통 으로 필수 

항목이나, 재는 연구부서의 도움을 통한 간단한 장비소개  참 으로 이루어 지요 있다.

   특히, 최근 개발된 감마핵종분석 과정은 고순도게르마늄검출기를 이용한 스펙트럼을 이

용하여 방사능 분석방법에 한 산 실습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4

년도 2005년도의 방사선취 감독자 교육과정을 통한 시범운 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으로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이 교육은 실험실습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의 교육수요를 충당하고자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표 인 사례로서, 그 수요가 지속

이고 효과가 큰 만큼, 실습 장비의 확보가 최우선 으로 필요하다. 과거 로그램 개발 경

험을 바탕으로, 과정에의 실험실습 시범운 을 통해, 최종 으로 핵종분석 과정  고

과정으로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 책요원교육과정  방사능 방재교육 등에는 환경감시

용 방사선검출장비들을 활용한 실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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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과정명 기간 실습 상인원

1 원자력공학과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과정 5일 3일 20-30

2 이공계 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교육과정 2-5일 1-3일 20-40

3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6주 1.5 주 20-30

4 방사성동 원소 이용 일반 과정 4주 1주 20-30

5 군 방사성동 원소이용취 과정 4주 1주 20-30

6 감마 핵종분석 과정 5일
3일

( 산모사)
15-20

7 알 선 방출핵종 분석기술교육 2일 4시간 10-20

8 방사화학분석기술과정 5일 9시간 15-20

9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기술교육 2일 견학 20-30

10 핵물질 리기술과정  2주 - 10

11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 책요원교육과정 3일 - 35

12 방사성동 원소  핵연료물질 취  면허소지자 각 1일 - 2-20

13 연구용원자로 조종사․조종감독자 5일 - 9

14 군 방사선안 리자 1일 - 20-25

15 방사능 방재 1일 - 50-100

[표 4] KAERI 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이용분야 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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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교육 상  감독자과정 14 명  감독자과정 16명

담당강사  이상연(교원 )  이모성(청주 )

교육과목

 내용

 HPGe스펙트럼 이용

 방사능분석방법

 - 스펙트럼 구분

 - 에 지교정

 - 계측효율

 - 방사능계산

 HPGe스펙트럼 이용

 방사능분석방법

 - 스펙트럼 구분

 - 에 지교정

 - SUM PEAK

 - 계측효율

 - 방사능계산

 - 오차

강의실  산실(1인 1 )  산실(1인 1 )

비물

 컴퓨터

 운  S/W

 개발된 스펙드럼

  - 백그라운드 용

  - 핵종분석 용

 교정용 표  스펙트럼

 컴퓨터

 운  S/W

 개발된 스펙드럼

  - 백그라운드 용

  - 핵종분석 용

  - SUM PEAK 효과

 교정용 표  스펙트럼

[표 5] 감마핵종분석 과정 시범운

나) 일본 원자력종합기술교육센터 (NuTEC)  일본화학분석센터 (JCAC)

   일본의 원자력분야 교육훈련 문기 으로서, 매년 약 40회에 이르는 과정을 운 하는 원자

력종합기술교육센터(NuTEC)의 훈련과정을 조사 분석하 다 [3]. 한 환경방사능분석 분야의 

교육훈련을 집 으로 제공하는 일본화학분석센터(JCAC)의 세부 교육과정을 함께 정리 하

다. 다양한 방사선분야 과정을 실시하면서, 몇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방사선 실험실습

을 포함하고 있다.

   NuTEC에서는 원자력  방사선과 련한 기술 반에 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동 원소  방사선 문가 과정에서는 법정 보수교육을 포함한 동 원소 이용 기본  

고 과정을 통해 기  실습  감마선/알 선 분  실습을 제공한다. 국내의 원자력교육센터에

서 수행하는 방사성동 원소이용 일반과정  군 방사성동 원소 이용과정에 해당하는데, 교육

과정이 더욱 세분화 되어 있고, 훈련 기간은 국내 교육의 약 2배 정도이다. 이는 과정  실습

이 차지하는 비 이 크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해서는 실험장비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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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공학 과정의 방사선 련 과정은 특별과정을 통해 세분화 되어 있다. 방사선 방호과

정과 핵연료, 폐기물 리 과정을 따로 두어 2주-4주 간 실습을 포함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한 원자력 비상 응 과정에서는 정부요원  해당 문가를 상으로 비상 응 과정을 수일 

간 제공하는데, 이 때 서베이미터  휴 용 방사선분석장치를 이용한 훈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악된다.

구분 분야 과정명 기 간

동 원소  

방사선 문 

가 과정

기본 과정
기본 RI  방사선 과정 9일

고  RI  방사선 과정 15일

특별과정
RI 과정 14일

방사선 리 과정 10일

법정보수교육
1종 환경방사능 측정 문가 과정 2일

1종 방사선 방호 리자 과정 5일

원자력 공학 

과정

원자력 일반과정 원자력공학 기 과정 4주

원자로 기술과정
원자로 기술 과정 12주

단기 원자로 기술 과정 10일

특별과정

기  방사선 방호 과정 4주

핵연료  방사선 과정 4주

방사성 폐기물 리 과정 2주

성자 이용 기  실험 과정 3일

원자력 

비상 응 과정

원자력 비상 응 

훈련과정

기본 과정 2일

지방정부 요원 과정 5일

특별과정 2일

[표 6] 일본 NuTEC의 원자력  방사선 교육 분야  과정

   일본화학분석센터(JCAC)에서는 환경방사능분석 분야의 교육훈련을 집 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 지역의 군, , 민간기구 등의 환경방사능측정분석의 실무담당자를 상으로 이론

교육은 물론 실험실습과 방사선계측 시뮬 이터를 활용한 컴퓨터 지원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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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과정  게르마늄(Ge) 반도체검출기 측정법 과정에서는 환경시료 의 감마선 방출핵

종의 정량에 필요한 감마선 스펙트럼의 기 지식과 분 기술 훈련에 을 맞춘 과정이다. 측

정 시료의 비 과정에서부터 측정장비의 교정  측정 방법, 스펙트럼 분석  결과 해석에 

이르는  과정에 한 상세한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문 과정의 환경시료에 한 핵종별 측정  분석과정을 통해 알 /베타/감마에 반에 

한 핵종분석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국내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교육이 무하다. 원자력의 

이용과 환경에 한 심이 동시에 증하는 추세로 볼 때, 와 같이 문 으로 세분화 된 

교육훈련이 필수요소가 될 것으로 단한다.

과   정   명 일수 과   정   명 일수

입문 환경방사능분석,측정 입문 5일

문

과

정

환경시료의 체취  처리법 4일

기
환경방사능분석,측정 기 8일 Ge 반도체검출기 측정법 7일

환경방사선 데이터베이스활용 2일 방사성 스트론튬 분석법 9일

긴

응

Ge 반도체검출기 측정법 4일 트리튬 분석법 4일

방사성 옥소 측정법 3일 환경감마선량률측정법 5일

알 방사체 분석 7일 산선량측정법 4일

환경감마선량측정법 3일 선량추정  평가법 5일

[표 7] 일본 JCAC의 환경방사능분석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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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과    목   명 단 수*

강 의

 감마선 스펙트럼의 기  (물질과의 상호작용 등) 2

 감마선 스펙트럼의 개요(스펙트럼 해석 등) 4

 감마선 스펙트럼 해석(긴 시) 2.5

 자기흡수  sum효과의 보정법 4

실습

연습

 측정시료의 조제(재시료, 토양시료 등) 2.5

 기기의 조정(고 압의 인가, 형의 조정, 에 지교정) 4

 피크 심 에 지와 반치 폭의 계산, 에 지교정 2.5

 피크 효율곡선의 작성(에 지 의존성, 기하학  의존성) 6.5

 방사능농도의 계산 4

 시 되는 로그램에 의한 스펙트럼해석 9

기타
 종합토론 1

 리포트 작성 -

 * 1단 는 60분 기 임

[표 8] 일본 JCAC의 Ge 반도체검출기 측정법 세부 강의  실습 내용

다) 미국 오크리지연합 학(ORAU)  방사화학 회 (Radiochemistry Soc.)

   오크리지연합 학(ORAU)의 문훈련 과정은 미국 내에서 가장 표 인 방사선 련 교육

훈련 로그램으로서, 자국 내의 수요는 물론 고가의 교육훈련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련 

담당자들이 수강하고 있다. 각 과정은 수요에 따라 연간 1-3회 운 하고 있다 [5].

   감마선분 분석과정(Gamma spectroscopy)은 산업체  정부의 방사성 물질의 사용과 련

하여 필요한 감마방출핵종 분석의 최신 기술 훈련 수요에 따라 5일간 40시간의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기반 교육과정으로서, 감마분 을 통한 기  동 원소 결  정량분석 

교육을 실시하며 50% 이상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NaI 와 HPGe 검출장비를 이용한 세부 

실습 내용은 아래와 같다.

- NaI 검출기 에 지 교정 - NaI를 이용한 미지선원 감정

- 에 지분해능 측정 - 스펙트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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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Ge 검출기 에 지 교정 - HPGe를 이용한 미지선원 감정

- 증폭게인과 에 지교정이 계수율에 미치는 향 분석

- 스펙트럼 피크 선별 - 게인  디지털 오 세트

- 불감시간 - 지 회로

- 폴-제로(Pole Zero) 조정 - 펄스 시정수 (shaping time)

- 측정 효율 교정 - 미지 방사능 측정

- 고 계수율 오차분석 - 측정 기하구조 향

- 동시계수 보정 - 확장 선원 (Extended Sources)

- 산 소 트웨어 응용

과정명 기 간

보건물리 (Applied Health Physics) 5주

기시료 샘 링기법 (Air Sampling for Radioactive Materials) 5일

진단용 엑스선 물리 (Diagnostic X-ray Physics) 5일

방사선 환경감시 (Environmental Monitoring) 5일

감마 분 분석 (Gamma Spectroscopy) 5일

방사선 안  기  (Introduction to Radiation Safety) 5일

의료용 방사선이용 안 리자 교육훈련

         (Medical Radiation Safety Officer Training)
5일

방사선 안 리 책임자를 한 방사선의학

         (Radiation Medicine for Safety Professionals)
5일

방사선 안 리자 교육훈련 (Radiation Safety Officer Training) 5일

[표 9] 미국 ORAU의 문 훈련 로그램

   미국 방사화학 회 (Radichemistry Society)에서는 방사화학과 련한 화학실험  방사선 

측정/분석실험 등의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방사선 측정과 련한 과

정은 감마  알  분 분석과정  액체섬 체 검출기에 한 기본교육과정 등이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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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기 간

방사화학 실무 훈련 (Hands-On Radiochemistry Training) 2주

기  방사화학

   (Fundamentals of Radiochemistry w/Certification option)
3일

기  핵-법의학 기술

   (Fundamentals of Nuclear Forensic Science)
4일

기  액체 섬 기술 (Fundamentals of Liquid Scintillation) 4일

액티나이드 화학 (Fundamentals of Actinide Chemistry) 3일

데이터 검증  실험실 사무자동화

   (Data Validation & Laboratory OA)
2일

고  방사선 데이터 검증

   (Advanced Radiometric Data Validation)
2일

기  알 분 분석법 (Fundamentals of Alpha Spectroscopy) 3일

기  감마분 분석법 (Fundamentals of Gamma Spectroscopy) 3일

GENP 방사화학 (GNEP Radiochemistry) 4일

방사성폐기물 리  처리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Repository Sciences Training
2일

고  액티나이드 화학

   (Advanced Concepts in Actinide Chemistry)
3일

고  방사화학 (Advanced Concepts in Radiochemistry) 3일

원자력발 소 작업자를 한 방사화학

   (Radiochemistry for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3일

방사선학/방사화학 기술자 훈련

   (Radiological/Radiochemistry Technician Training)
3일

[표 10] 미국 방사화학 회 (Radiochemistry Society)의 교육훈련 과정

   기  감마분 분석과정 (Fundamental of Gamma Spectroscopy)은 감마선을 검출하고 감마

선 동 원소를 분석하는 과정 반에 한 교육으로서, 장비의 정량  교정과 측정은 물론 측

정데이터의 품질 리에 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방사선감시, 핵의학 기술자, 방사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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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담당자, 폐기물 리 담당자, 핵물질  방사선과 련한 국가안보 기술 담당자 등 방사성 

물질에 한 이해가 필요한 많은 수요자들에게 필수 인 교육훈련 과정이다. 주요 교과 내용 

 실습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선 련 기   단

-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 방사선 측정  계측 기

- 감마선 검출기의 종류  특성

- 감마선 검출기 원리

- 감마선 측정시스템의 교정

- 계수 통계학

- 불감시간의 특성과 의미

- 측정 장비의 비선형성

- 교정과 교정의 리

- 감마선 분 분석

- 감마 분 분석 특징  우수성

- 감마 분 분석 체크리스트

- 차폐

- 시료 계수

- 실험 실습

- 방사선 백그라운드 처리

- 표 선원 사용

- ANSI 표  N13.49

- 방사선 오염 측정

- 방사성물질 데모

   알  분 분석 과정 (Fundamentals of Alpha Spectroscopy)은 액티나이드 물질 (Actinides 

Materials)과 같은 알 선 방출물질에 한 측정  분석 기술에 한 문 과정이다. 장비의 

정량  교정과 측정,  측정데이터의 품질 리에 한 내용을 포함한 본 과정의 세부 교육내용

은 아래와 같다.

- 괴(Destructive) 시료 비

- 방사선 측정  계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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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선 검출기의 종류  특성

- 알 선 검출기 원리

- 알 선 측정시스템의 교정

- 계수 통계학

- 측정 장비의 비선형성

- 교정과 교정의 리

- 알 선 분 분석

- 알  분 분석 특징  우수성

- 알  분 분석 체크리스트

- 알  소 트웨어

- 시료 계수

- 실험 실습

- 방사선 백그라운드 처리

- 표 선원 사용

- ANSI 표  N13.49

- 방사선 오염 측정

- 방사성물질 데모

2.  교육과정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방사선계측 교육장비 도출

   앞서 살펴본 국내․외 교육훈련 과정을 비교․분석 해 볼 때, 국내의 방사선 련 문교육

훈련은 그 구성에 있어서 기본 인 요소는 갖추고 있으나, 문교육훈련의 세분화  실험실습

이 여타 원자력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기술 교육을 한 실험․실습 인 라 확충이 시 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

지 분야에 있어서 재 국내 방사선 교육훈련에 부족한 을 정리하고 장비구축의 근거로 활

용하 다.

가) 감마선 분 분석과정 개선  확

   감마선 분 분석과정은 방사선측정분야 문교육의 기본이 되며, 기 부터 고  방사선계측

까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필수 이다. 감마선분  교 교육훈련을 해서는 

표 인 감마 검출기인 NaI(Tl)  HPGe를 포함한 분 분석 시스템의 보유가 필요하다. 특히 

재 연구 기   산업체 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실성 있고 실무에 활용

할 가치가 높은 교육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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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성폐기물, 방사화학, 환경방사능 핵종분석 분야 실험보강  확

   그동안 원자력 산업 성장이 지속 으로 이루어 져 왔고, 장기 으로도 에 지 수 의 안정

성과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원자력 이용이 속도로 확 되고 있는 시 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내외 원자력분야 심도는 방사성폐기물  환경방사능 분야 한 이 맞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필요한 방사성 핵종분석 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 국내 원자력 

 방사선 련 교육훈련 기 의 실험기자재의 부족으로 련 과정에 필수 인 실습 수행이 

어렵고, 재는 연구실험실에서 시연  이론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감마 분 분석장비와 

함께, 알  분 분석장비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핵종분석 과정  고  분 분석 과정 운  

인 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다) 원자력 비상 응  안 에 한 훈련과정  실습인 라

   환경에 한 심과 방사선 안 에 한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사능 방재  비상훈련 

등 법  방재교육  비상훈련 수행이 실 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

를 해 서베이미터를 포함한 기  방사선 측정 장비  휴 용 핵종분석기기를 확보하여 교

육 훈련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라) 기  방사선 측정 교육 분야 실험 인 라 확충 필요

   실험실 안   방사선 안 에 한 사회  심 증가와 안 교육  안 문화 구축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방사선 련 교육훈련 시에는 사용하는 방사성물질이 교육용 혹은 

장비교정용 선량 선원이거나 환경시료로서, 개인피폭에 한 리나 차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장의 일반 방사선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 교육을 이수하고 개인

선량 리 체계 하에서 작업을 하도록 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인 피교육생을 포함한 모

든 방사선 련 업무자의 안 의식 고취를 해서, 그리고 향 후 문 인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개인선량계를 이용한 개인피폭 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3. 교육 특성을 고려한 구축 장비 결정

   앞 의 교육훈련 기반의 개선 분야  필요성 도출에 따라 본 과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가 교육용  기  방사선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축하기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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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명 수량 비고

문가 

교육용

실험실습

1.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HPGe) 감마분 시스템
2 검출기, MCA, DAQ포함

2. 알 방사능 분석 시스템 3 검출기, MCA, DAQ포함

3.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3 휴 용 감마핵종분석  성자 검출

기

방사선 

실험실습

4.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 1 개인선량계 30개, 선량계 리더 1세트

5. 방사선 서베이미터 확충 5 알 /베타 로 는 2 세트

6. 실험실습용

  선원 확보

감마 세트 5 표 감마선 선원 7종

감마 1 특수 실험을 한 Co-60 선원

알 5 Am-241 선원

베타 2 Sr-90 선원

[표 11] 본 과제를 통해 확보할 방사선 실험실습 장비

   과제를 제안 할 시 에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한 구축 장비와의 비교표를 [표 12]에 

정리하 다. 문가 교육용 장비 구축에 우선순 를 두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 제안 시

의 문가 검토의견을 반 하고, 과정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과정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확보에 우선순 를 두었다. 이에 따라 문가 교육훈련용 실습장비는 계획 로 확보하기

로 결정하 으며, 기  방사선 실습용으로 제안한 장비  일부는 계획 비 변경이 있었다. 방

사선측정실험키트는 장비들을 검토해 본 결과 학 이하의 수 의 기 인 실험만 가능한 장

비로서, 교육용 방사선원  서베이미터를 이용하여 유사 실험실습이 가능한 것으로 악되었

다. 표 인 방사선측정실험키트의 구성내용과 사양을 [표 13]에 정리하 다 [8].이에 따라 측

정실험키트는 교육용 동 원소 선원  서베이미터를 확충하여 체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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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안 내용  수행  확보 내용

장 비 수량 수량 비고

HPGe 검출기 2 2 - 계획과 동일

알 스펙트럼 분석기 3 3 - 계획과 동일

이동형 NaI 검출장치 3 3 - 계획과 동일

방사선측정실험키트 30 0

- 과제제안 시 검토의견에 따라 문가 교육용 

장비 구축에 우선순 를 두었음

- 학수  이하의 기 인 실습만 가능한 

장비임

- 방사선원  서베이미터를 이용하여 유사 실험 

실습 가능하도록 선원  서베이미터 확충 함

- 30명 동시 실험실습을 목표로 계획하 으나 

교육여건 상 최  10개 조 동시 실험으로 변경

개인선량계 30 18

- 타 과제를 통해 구축한 수량(12개) 제외

- 선량계 리더 시스템까지 구축하여 활용성을 

높임

방사성동 원소

(감마, 알 , 베타)

5 5 - 계획과 동일

30 5
- 30명 동시 실험실습 목표로 계획하 으나

- 교육 환경  산을 고려하여 5 개로 축소

15 2

- 15명 동시 실험실습 목표로 계획하 으나

- 교육 환경  방사선 리 여건 상 2 개로 

축소

[표 12] 과제제안서에서 제안한 장비와의 비교  변경 사유

   개인선량계는 원자력연구원의 자체사업을 통해 일부를 확보하고 신 선량계리더 시스템까

지 구축하여 활용범 를 넓힐 수 있도록 구축하 다. 방사성동 원소는 피교육생의 개별 실험

실습이 가능한 수량을 목표로 계획하 으나, 동시 교육 가능한 공간확보와 산, 방사성물질 

리 여건 상 알 선 베타선 동 원소는 각각 5 개, 2 개로 축소하 다. 감마선 방출 동 원소

는 표 인 표 선원 7종으로 구성된 세트를 계획 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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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사선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기 한 기  실험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이론을 포함한 실험 수행 차서를 포함한다. 학생들과 방사선 

련 작업자의 방사선에 한 기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장비이다. 방사성동 원소의 

의학  이용 시 핵종 생성과 유사한 방법의 동 원소를 생산/측정에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2. 실험

   측정실험키트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기  측정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1. 방사능 붕괴 통계학 실험

2. 검출기(GM 튜 ) 토우(plateau) 측정 실험

3. Ba-137m을 이용한 동 원소 반감기 측정 실험

4. 납에 의한 감마선 흡수(차폐) 실험

5. 거리 역자승 법칙 (Inverse square law) 실험

6. 방사성동 원소의 방사능 측정 실험

3. 구성

가. 기본 키트

① 이트미터

원            : 9V 배터리 는 메인 어 터

계수 시간 조   : 1 , 10 , 60 , 100 , 연속 측정

계수기 튜  압: 250 - 600 V

디스 이      : 4자리 LCD

메모리          : 최  50회 결과 장

크기            : 220 x 108 x 60 mm

량            : 820g

[표 13] 방사선측정실험키트 구성  (Amersham QSA 社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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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M 튜

입사창 두께 : 1.5-2.0 mg/cm2

입사창 물질 : Mica

튜  압 : 500V

토우 범 : 150V

토우 시작 압 : 450V

유효 입사창 직경 : 9mm

계수 기체 : 네온/아르곤, 할로겐 퀜칭(quenched)

③ 홀더  실험

④ 제 이터용 용출액 라스크

⑤ 제 이터 용출액을 한 바이알

⑥ 바이알 지그 ⑦ 납, 알루미늄 흡수체 세트

⑧ 칼륨 (K-40) 라스크 ⑨ 데모 선원 홀더

⑩ 실험 차서 ⑪ 체크선원

선원 세트:

  Am-241, Co-60, Na-22, Sr-90, Cs-137(74kBq)

  혼합선원(Am, Sr, Cs, 342kBq)

  기본 선원: Cs-137(370 kBq)

나. Cs-137/Ba-137m 동 원소 제 이터

① Cs-Ba-137m 제 이터

②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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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장비의 세부 항목에 따라 필요성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HPGe) 감마분 시스템

   필요성

- 환경방사선 측정요원을 상으로 하는 감마분석과정은 재 장비 부재로 인해 

실험 없이 실시되는 S/W 심 과정임

- 문가  학생을 상으로 하는  감마분 분석이 선행과정으로 필수 임

- 본 과정의 수요가 차 으로 증가하여, 효과 인 교육을 해서는 실험을 포함한 

과정이 필요함 

- 감마선 분 분석과정에 활용하는 방사선 측정분야 문교육의 기본으로 기 부터 고

까지 방사선 측정의 기반이 됨

   고려사항

- 분 분석의 원리교육을 한 NIM 모듈형태 구성 필요

- 장에서는 일체형 MCA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방사선 문가에게 실용 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한 일체형 MCA 겸비 필요

- 유지보수, 교육효과 측면에서 기냉각방식 선택 고려

나) 알 방사능 분석 시스템

   필요성

- 알 선 방출 핵종 분석기술교육, 방사화학분석기술과정 등과 같은 교육․훈련에 필

요함

- RI일반이나 감독자 과정에 알 분석실험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센터의 장비 부족으로 연구원내 연구실에서 견학․시연 등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험․실습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함

   고려사항

- 장 사용 표 모델 선정, 교육효과 상승  연구부서와 공동 활용 고려

- 일차 으로 RI일반이나 감독자 과정에서 선원 취 과정 추가 개발 정

다)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필요성

- 군 방사선취 과정  방사능 방재교육 등 환경방사능 측정 교육 증가

- 방사능 방재  비상훈련 장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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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경우 휴 용방사선측정기로 방사선량률 만을 측정하 으나

- 휴 용 NaI를 이용한 방사능 측정 분석 문 교육 필요

   고려사항

- 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사능 측정  분석 가능

- 비상방재  방재훈련 시 출동 장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 고려

라)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

   필요성

- 실험실 안  문화  방사선안  의식의 생활화를 하여 교육시 활용 필요

- 향후 국제 교육 인 라  시설 확보 필요

   고려사항

- 개인 피폭 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교육에 활용

- AS, 리더 시스템 지원 등 사후 리의 용이성 고려

마) 방사선 서베이미터 확충

   필요성

- 모든 교육에 필요한 기본 방사선 측정 장비로서 개인별 실습 필요

- 장 실무 사용장비 구축에 한 피교육생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 확보 필요

   고려사항

- 교육 인원을 고려한 개인 직  실습 가능토록 수량 확보

- 비상방재  방재훈련 시 출동 장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 고려

바) 실험실습용 감마, 베타, 알  선원 확보

   필요성

- 재 교육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선원의 부분이 15년-30년 이상 오래 됨

- 효율 인 실습 수행을 한 당한 강도의 선원  수량 확보 필요

   고려사항

- 실험실 여건 상 4-5 개 실험조가 동시에 교육 진행

- 감마동시계수 가능 선원 (Na-22) 필수 포함

- 베타, 알  선원 등 법  사용허가 규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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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문가 교육용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장비 구축

1. 감마 분 분석 실험 시스템 구축

   감마선 분 시스템은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감마선을 반도체 검출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료의 감마선을 측정

함으로써 시료 내의 동 원소의 종류와 그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의 세기를 정량 분석할 수 

있다. 방사성동 원소들은 항상 고유한 에 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므로 그 에 지를 측정함으로

써 동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한 부분의 시료들이 극 미량의 동 원소들을 포함

한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 원소들의 감마선이 자연방사선에 의해 분석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연 방사선 차폐를 하여 4 인치 두께의 납으로 검출기를 차폐하는 것

이 일반 이다. 시료는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시료도 측정이 가

능하다. 이때 각각의 시료와 동일한 기하학 구조를 가진 표  선원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보정 작업을 행하여주기도 한다.

   기기 구성은 HPGe 검출기와 분 기, 납 차폐체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검출기(Detector)

는 입사된 방사선을 검출하여 펄스 신호를 만들어 치증폭기(preamplifier)에 달한다. 펄스

의 계단높이가 그 방사선의 에 지에 비례한다. 치증폭기는 검출기에서 나오는 펄스를 증폭, 

임피던스 매칭(Impedance matching) 등을 통하여 보다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출력

의 형태는 검출기와 같다. 치증폭기의 출력으로는 방사선의 에 지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증폭기(Amplifier)에서 펄스의 크기를 증폭시키고 형태도 변형시킨다. 각 펄스가 들어오면 검출

기와 치증폭기보다 은 시상수로 펄스들이 지나고 나서 기 (Baseline)에 붙이고 이후의 

자기기들이 에 지를 평가하기 쉽도록 펄스의 윗부분을 평평하게 한다. 이러한 펄스 신호는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를 통해 신호의 크기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 이후, 다

고분석기 (Multichannel Buffer ; MCB)는 ADC의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채 의 데이터에 1을 더한다. 이 작업이 반복되어 방사선의 에 지에 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MCB는 이 스펙트럼을 컴퓨터와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이 스펙트럼을 사용자가 원하는 로 확 , 축소 시켜주며 분석을 수행한다.

   부수 으로 검출기에서 얻어진 하를 수집하기 쉬해 검출기에 고 압을 공 하는 고 압

공 장치(High Voltage Bias Supply)가 필요하다. 한 획득한 에 지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해서 소 트웨어가 필요하다. 최근은 1개의 Software를 이용하여 최  8  까지의 검출기를 

시스템제어/데이터 득/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표 14] 와 [표 15]에서 표 인 

HPGe 검출기 시스템의 구성  주요규격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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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항  목

오르텍(AMETEK ORTEC) 캔베라(CANBERRA)

GEM30P4

DSPEC 2.0

GAMMAVISION

GC3018

Lynx

GENIE2000

1. 검출기

 1) 검출효율

 2) 분해능

 3) 피크-컴 턴 비율

 4) 피크모양

 5) 기타

2. Spectrometer

 1) DSP 기반 Spectrometer

 2) Digital Filter

 3) 세  방법

 4) 기타

30 %

1.85 KeV

60 : 1

(컴 턴 백그라운드에 의해 

숨겨진 피크를 찾기 해서는 

높은 P/C ratio 요구됨

< 1.9

장 교체 가능한 캡슐에 장착

검출기 냉각온도  시스템 

동작 상태 확인 가능(옵션)

DSP 기반

Multi step

Full automatic

제출 견 은 DSPEC JR 2.0으로 

16K 채 이나(일반 으로 16K 

사용함)

32K 채 로 변경 

가능*DigiDART-32)

이 경우 첨부 견 에서 $ 3,100 

추가되며 

이동형 듀어(dewar)  기타 

냉각장치에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교체 장착이 가능함

30 %

1.8 KeV

58 : 1

< 1.9

불가

제한 으로 가능

DSP기반

Multi step

Limited automatic

32 K 채

[표 14] HPGe 분 분석시스템 구성 주요규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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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항  목

오르텍(AMETEK ORTEC) 캔베라(CANBERRA)

GEM30P4

DSPEC 2.0

GAMMAVISION

GC3018

Lynx

GENIE2000

3. 분석소 트웨어

 1) 패키지

 2) 고  보정기능

 3) MDA 계산방법

 4) 기타

4. 기타 

 1) 냉각방식

 2) 납 차폐체 형태

 3) 기타 부품

 4) 기술지원가능여부

Full Package

Full 

17 Method(사용 기 에 따라 

다른 MDA 방식 용)

Network Support, Multiple 

Detector Control 등 가능

MS Window 100% 호환

기 납품 Scintivion과 동일한 

user interface 제공

(교육의 통일성 기 )

액체질소( 기 냉각 방식으로 

교체 가능하며

액체질소 취 에 따른 험성을 

일 수 있음)

Front Loading Type(shield 

내부의 검출기 장착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

교정선원포함(한국표 과학연구

원 제공)

Dual Core CPU based PC

시스템 고장 시 95% 이상 국내 

수리 가능

(검출기 진공 복구/Preamplifier 

Fine setting 등)

QC option 불포함

Analysis option 포함

Currie Method 1종류

Network Support

제한 으로 호환

User interface가 상이함

액체질소( 기냉각방식 

가능-옵션)

Front Loading Type

외산

Pentium 4 

제한 으로 국내 수리 가능

[표 15] HPGe Spectroscopy System시스템 구성 주요규격 비교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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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냉각 방식 액체 질소 냉각 방식 비고

모델
X-Cooler Ⅱ(냉각기본체)

X-Cool-Stand(냉각기지지 )

DWR-30(액체질소통)

CFG-PV4(검출기연결 )

가격

  X-Cooler Ⅱ : $ 9,068

  X-Cool-Stand : $ 841

  합 계 : $ 9,909

  DWR-30 : $ 1,051

  CFG-PV4 : $ 2,384 등

 합 계 : $ 6,108 (소모품 포

함)

2008년 

Price 기

형태

검출기, 냉각 , 기냉각장치

로 구성

검출기, 냉각 , 액체질소통으

로 구성

검출기는 

모두 shield 

내부에 

설치됨

[표 16] 기 냉각방식과 액체질소 냉각방식의 비교(AMETEK ORTEC)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는 열  잡음을 이기 하여 검출기를 극 온으로 냉각하여야 한

다. 이 게 냉각하기 한 일반 인 방법은 액체질소 냉각 방식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기 냉각방식을 용한 검출기 장치도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기 냉각방식은 액체질소 

냉각방식과 비교해서 고가이나 주기 으로 액체질소를 충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액체 질소 

취 에 따른 험성을 일 수 있다. 한 액체 질소의 충 과 자연기화에 따른 검출기 수명 

하 상을 일 수 있으며, 냉각 의 냉각으로 인한 검출기 고장 가능성을 일 수 있다. 하

지만 액체질소 방식이 냉각 성능  냉각 시간에 있어서 조  더 우수하고, 재까지는 액체질

소 방식 시스템이 더욱 안정 이다.  [표 16]에 두 가지 냉각방식을 비교하 고, [표 17]에는 

상단부 개방형태의 납 차폐체와 면 개방형태의 납 차폐체를 비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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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1. 주기 으로 액체질소를 충

할 필요가 없음(경제성)

2. 액체 질소 취 에 따른 

험성을 일 수 있음(안 성)

3. 액체 질소의 충 과 자연기

화에 따른 검출기 수명 하 

상을 일 수 있음(안 성)

4. 액체 질소 사용 시 냉각

의 냉각으로 인한 검출기 고

장 가능성을 일 수 있음(안

성)

1. 시스템이 안정된 경우 최

의 성능을 발휘함

2. 기 냉각 방식에 비해 빠

른 냉각 소요 시간

냉각시간

1. 검출기 효율에 따라 냉각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나 통상 상온 상태에서 검

출기 동작 온도(액체질소온도) 

까지 냉각 시 12시간 정도 소

요됨 시간당 20K 냉각)

2. 일단 냉각 후에는 장시간 

원의 손실이 없을 경우 냉

각이 유지됨(순간 정 에 

비하기 한 UPS-30분 용량-

옵션)

1. 검출기 효율에 따라 냉각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나 통상 상온에서 검출기 

동작온도까지 냉각 시간은 약 

6시간 미만임.

2. 약 10 ~ 15일에 한번씩 액

체질소를 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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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모델 : HPLBS1 모델 : HPLBS1F

      

 특징

1. 4 inch Low background Lead

2. Cu liner

3. ORTEC 표  shield

1. 4 inch Low background Lead

2. Cu liner

3. 면부  상단면 개방 가능

      

 가격
$ 13,608 $ 16,051

사진

(도면)

좌측의 일반 shield에 비해 시료를 

놓는 공간이 앞쪽으로 열림

(Front Loading Type)

[표 17] 상단 개방  면부 개방 형태의 납 차폐체 (AMETEK OR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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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를 통해 2세트의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시스템을 구축하 다 ([표 18], [그림]). 실

제 HPGe 검출 시스템을 연구에 활용하는 문가들의 자문과 시스템 성능표를 바탕으로, 교육 

활용  장 실무에 보다 유용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사양을 결정하 다. 검출

기는 에 지 검출용의 n-type과 일반 인 고에 지 검출용 p-type HPGe 검출기를 각각 실

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한 고 인 방식의 NIM BIN 형태의 증폭기-다 고분석 시

스템과 더불어, 최근 실무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일체형 MCA 장비를 도입하 다. NIM BIN 

형태의 시스템을 이용한 원리 교육과 다양한 변형 실험과 더불어, 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소개  실무 실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냉각장치는 액체질소 냉각장치를 기본

으로 하되 기냉각방식 모듈을 1세트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납 

차폐체 역시 상단부 개방 방식과 면부 개방 방식을 하나씩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

다.

   구축한 ORTEC社의 HPGe 시스템 주요 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사양  규격서는 부

록에 첨부하 다.

- HPGe Coaxial Detector (GMX/GEM)  Efficiency 30%

- NIM BIN and Power Supply

- Dual 16k Multichannel Buffer 

- DSPEC Pro with MAESTRO-32

- X-COOLER II

- Gamma-Vision HPGe Spectral Analysis

- Lead Shield for HPGe

- Data Acquisition System

   재 원자력교육센터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NaI 시스템과 타이  실험 모율(Timing 

Module)을 활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고  방사선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1) 커 턴 억제 시스템 (Compton Suppression System) - Compton Scattering에 의한 

bakcground 효과를 감소시켜 극  방사능을 계측할 수 있는 최첨단 분석 기법

2) 도 러 로드닝 효과 (Doppler Broadening Effect) - Na22 선원을 이용하여 시료 

내의 격자 구조의 변화 정도 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 기법

3) 농동형 차폐 실험 (Active shield experiment) - 우주선  외부 향에 의한 

background를 여 극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

4) 그 외 다양한 Timing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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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한 장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장요원을 상으로 하는 방사능측정 분석기술의 핵

종분석 실습에 우선 으로 활용한다. 한 방사성동 원소 이용자 일반과정  감독자 면허과

정과 학생 원자력교육과정 실습에 공통 으로 이용하고, 향후 개발 할 고  방사선 분 분석 

과정  국제원자력교육훈련 등에도 극 활용할 정이다. 한 연구원 내 연구부서  련 

학원의 기 실험  논문연구, 타 교육기 의 교육훈련 실습 등 공동 활용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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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HPGe) 감마분 시스템 (2 세트)

제조사  ORTEC 

구성

- HPGe Coaxial Detector (GMX/GEM)

     Efficiency 30%

- NIM BIN and Power Supply

- Dual 16k Multichannel Buffer 

- DSPEC Pro with MAESTRO-32

- X-COOLER II

- Gamma-Vision HPGe Spectral Analysis

- Lead Shield for HPGe

- Data Acquisition System

특징

교육 활용  장 실무에 유용한 교육훈련을 

하여 다른 구성

- 에 지용 HPGe 검출기(GEM)

- 고에 지용 HPGe 검출기(GMX)

- NIM 모듈 타입, 일체형 MCA

- 액체질소 냉각방식 기본

- 교육용 기냉각방식 모듈 활용

활용

분야

- 동 원소이용교육 실습

   (기 , 감독자 면허과정)

- 방사능측정분석기술  핵종분석 실습

   (한수원  장요원 상)

- 고  방사선분 분석 과정 개발

- 학생 원자력교육과정 실습 이용

   (원자력, 이공계 학생)

- 교육/연구 분야 공동 활용

  (학연학생 실습 등 기 실험  논문연구를

   한   고 실험 등)

[표 18]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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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PGe 검출기 분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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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PGe 검출기 분 분석 시스템 NIM 타입  일체형 MCA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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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PGe 검출기 분 분석 시스템 차폐체  검출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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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  핵종분석 실험 시스템 구축

   알 선 분 시스템은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알 선을 실리콘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방사성동 원소들은 붕괴 시 항상 고유한 에 지의 알 선을 방출하므로 이 상

을 이용하여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알 선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내의 방사성동 원소의 종류와 

그로부터 방출되는 알 선의 세기를 정량 정성 분석함으로써 시료 의 동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시스템 구성은 크게 실리콘 검출기, 분 기, 진공 챔버와 분석 소 트웨어 부

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통상 실리콘 검출기  분 기 즉, 치증폭기, 주증폭기, 다 고분

석기, 바이어스 공 기 등의 검출 신호 처리 시스템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한 Alpha 

Spectroscopy Workstation 을 사용한다. 즉 알  분 분석 시스템은 Alpha Spectroscopy 

Workstation, 진공 챔버, 분석 소 트웨어로 구성된다.

   알 입자의 측정에는 주로 실리콘 검출기를 사용하는데 실리콘 검출기는 분해능, 감응 역

(sensitive area), 감응층(sensitive depth)의 세 가지 인자로 그 종류를 구별하며, 하 입자 즉 

측정하고자 하는 알 입자의 종류와 그 에 지에 따라 실리콘 검출기의 세부 규격이 정해진다. 

그리고 알  입자와 같은 하  입자들은 비정이 짧기 때문에 검출하고자 하는 시료를 진공 

챔버 내에 넣어서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알 입자가 에 지 손실이 없이 검출기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공 챔버가 사용된다. 이를 통해 검출 효율을 극 화 시킨다. 치증폭기

(Preamplifier)가 검출기로부터 나오는 미세신호를 일차 증폭함과 동시에 주증폭기(Amplifier)까

지 신호의 손상 없이 이동할 수 도와 다. 주증폭기(Amplifier)는 치증폭기로 부터 달 받은 

시그 을 다 고분석기의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증폭시켜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호의 왜곡이나 손상을 보정하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 고분석기(MultiChannel Analyzer : MCA)는 주증폭기에서 나오는 검출기에 들어온 방사

선의 세기에 비례하는 신호들의 각 펄스들의 높이를 디지털로 환시켜 방사선의 에 지에 

한 스펙트럼을 생성하고, 이 스펙트럼을 컴퓨터와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바

이어스 공 기(Bias Supply) 검출기에서 얻어진 하의 흐름을 하여 검출기에 압을 공

한다. 분석 소 트웨어는 시료 의 방사성동 원소 즉, 알  핵종의 별  그 양 즉 정량, 

정성 분석  Alpha Spectroscopy Workstation의 제어를 수행한다. 측정된 스펙트럼에서 피크

를 별하고 라이 러리의 핵종 데이터와 비교하여 핵종을 알아내어 피크의 면 에 따라 해당 

동 원소의 방사능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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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항  목

오르텍 (AMETEK ORTEC) 캔베라 (CANBERRA)

Octete

(Digital 

Integrated)

Soloist

(Analog NIM 

Based)

Alpha Analyst

(Digital Integrated)

1. 검출기

 1) 형태

 2) 면

 3) 분해능

 4) 수량

2. 진공챔버

 1) 진동도 측정

 2) 시료크기

 3) 인터록 기능

 4) 개폐방식

3. 자회로

 1) 형태

Ion Implanted 

detector

450 mm
2

20keV for Am241

24ea (8개 기본 

시스템)

가능

51 mm

가능

수동

일체형(1 body)

Ion Implanted 

detector

450 mm
2

20keV for Am241

6 ea

불가능

51 mm

불가능

수동

NIM 형태

별도의 MCA

Ion Implanted detector

450 mm
2

 20keV for Alpha

6 ea

가능

51 mm

가능

컴퓨터제어

일체형(1 body)

[표 19] Alpha-ray Spectroscopy System 시스템 구성 주요규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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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항  목

AMETEK ORTEC Canberra

Octete

(Digital 

Integrated)

Soloist

(Analog NIM 

Based)

Alpha Analyst

(Digital Integrated)

4. 분석소 트웨어

 1) 장비컨트롤

 2) 모니터링

 3) 정량분석

 4) 타 제작사 지원 여부

5. 기타

 1) 진공펌

 2) 시스템 호환 여부

(NIM-BIN)

 3) 가격

 4) 시스템 확장성

가능

가능

가능

지원

포함

독립  장비

3 system(각 8 

chamber 총 24 

chamber) 1억 

4천만원 이상 

소요로 고가임

8개 chamber 

단 로 확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지원

포함

NIM-BIN에 장착

3 system(각 2 

chamber로 총 6개 

chamber임)로 약 

9천만원 정도 

소요됨.

1개 단 로 확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지원

포함

독립  장비

3 system(각 2 

chamber로 구성 시 

알려진 바로 약 1억원 

정도로 구성 가능

2개 단 로 확장 가능

[표 20] Alpha-ray Spectroscopy System 시스템 구성 주요규격 비교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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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 한 각 트의 구성은 NIM BIN 형태의 아날로그 구성과 일체형의 디지털 구성으

로 나  수 있다. 표 인 두 제조사의 사양을 [표 19]와 [표 20]에 간략히 정리하 다. 부

분 장에서의 핵종분석용으로 사용되는 최근의 시스템은 디지털 일체형이며, 용도에 따라 8개

의 챔버로 구성되어 확장할 수 있는 형태가 많이 쓰이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교육용이라는 용

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챔버 형태보다는 2 챔버로 구성된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

하 다. 기본 인 방사선분 분석에 한 실습 교육은 기 보유한 NIM BIN 형태의 NaI 검출 

시스템과 HPGe 시스템으로 가능한 을 고려하여, 알 분 시스템은 장 실무에서 가장 많

이 활용되는 모델로 교육이 가능하고 장비의 유지 리를 용이하도록 일체형으로 구성하 다 

([표 21], [그림]). 기본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규격서는 부록에 첨부하 다.

- Integrated 2-Chamber Alpha Spectrometer

- Alpha Detectors (Passivated Implanted Planar Silicon Detector)

  측정 에 지 범 : 3 - 15MeV

  유효면 : 450mm2, 분해능: 20keV

- Spectroscopy Analysis Software Package

- Mixed Alpha Standard Source

- Vacuum pumping System

- Multi size Alpha Spec Sample Holder

- Data Acquisition System

   구축한 실습장비는 우선 으로 원자력시설  일반 환경 감시에 필요한 알 방출 핵종 분

석기술과정, 방사화학분석기술과정,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기술교육에 활용한다.  

한 감마 분 시스템과 더불어 방사능측정분석기술의 핵종분석 실습에 활용하고  고  방사선

분 분석 과정을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알 분 시스템을 이용한 아래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한 과정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원자력 련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반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시료 내의 방사능 측정

- 식품  지하수 의 잔류 방사능 측정

- 건축자재 의 방사능 측정

- 방사 화학 분야

- 방사성 의약품 측정

- 핵  입자물리, 원자력 연구 실험



58

 알 방사능 분석 시스템 (3 세트)

모델 CANBERRA, ALPHA ANALYST

구성

- Integrated 2-Chamber Alpha Spectrometer

- Alpha Detectors (Passivated Implanted Planar 

Silicon Detector)

  측정 에 지 범 : 3 - 15MeV

  유효면 : 450mm
2
, 분해능: 20keV

- Spectroscopy Analysis Software Package

- Mixed Alpha Standard Source

- Vacuum pumping System

- Multi size Alpha Spec Sample Holder

- Data Acquisition System

특징

- 장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델로 교육

-기본 분 분석 원리는 HPGe 시스템과 동일교육

-실습 효율성 해 챔버 수 이고 3세트 구성

활용

분야

원자력시설  일반 환경 감시에 필요한 알 방출  

핵종 분석기술에 한 원자력  방사선 교육 

훈련에 활용

- 알 선 방출핵종 분석기술교육

- 방사화학분석기술과정

-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기술교육 

- 방사능측정분석기술  핵종분석 실습

   (한수원  장요원 상)

- 고  방사선분 분석 과정 개발

[표 21]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한 알 분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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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알 방사능분석시스템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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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구축

   군 방사선취 과정  방사능 방재교육 등 환경방사능 측정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사

능 방재  비상훈련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부분의 경우 휴 용방사선측정기로 방

사선 선량률 만을 측정하 으나, 문 교육훈련을 해서는 휴 용 NaI를 이용한 방사선 분

이 가능한 장비가 필요하다. 휴 용 방사선 선량률  감마 분 분석 시스템은 내부에 고선량

용 GM 검출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외부 검출기로 NaI(Tl) 감마 검출기  He-3 성자 검출

기를 장착하여 장에서 실시간으로 감마 선량률  스펙트럼을 측정, 분석, 장하여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하며 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성자를 동시 측정 할 수 있는 휴 용 측정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감마선 측정을 한 NaI 검출기 로 와 성자 검출을 한 He-3 검출기 로

, GM 검출기를 내장하고 검출된 신호를 처리하고 스펙트럼 구성을 통한 방사선 분석을 할 

수 있는 본체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표 23])

구 성 모  델

INSPECTOR 1000 WITH IPRON-2 & NEUTRON

 - 2" X 2" NaI 로  장착호환

 - 성자 검출 로  장착호환

 - 이블, 충 장치, 이스, 분석소 트웨어

Model IN1KN-2N

교정선원;

 - Cs-137 테스트선원

 - Co-60 교정선원, 1uCi (37kBq) 

Model CSRCCS-2

Model CO-60-2

2" X 2" NaI 감마선 검출 로 Model IPRON-2

He-3 성자 검출 로 Model IPRON-N

[표 22]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구성(CANBERRA社)

   동작모드는 선량률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선량률 모드, 핵종 별을 한 선원 추 모드, 스

펙트럼 측정  분석을 한 핵종 별모드가 있다. 무게는 NaI(Tl) 2×2 인치 검출기 포함하여 

약 1.8 kg이며, 크기는: 22 × 18 × 7 cm 이다. 선원 추 모드에서는 선량률 바그래 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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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  칼라 계량기로 표시가 된다. 핵종 별 모드에서는 실시간 핵종 별 가능하고, 핵물

질, 산업용 동 원소  의학용 동 원소 등 핵종이 표시된다. 스펙트럼 모드에서는 장에서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하다.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3 세트)

모델  CANBERRA, INSPECTOR 1000

구성

- INSPECTOR 1000 (Integrated GM Tube)

  선량범 : 10 nSv ~ 10 Sv 

  에 지범  : 50 keV ~ 3 MeV

  검출 범  : 1 to 9999 c/s

  검출 민감도 : 6.4 c/s per uGy/h (3840 CPM)

- 2" x 2" NaI stabilized Intelligent Probe 

- IN1K neutron probe (MOD. HE-3 TUBE)

   (8 cm active length - 2 atm)

   민감도 : ≈.1% (unmoderated 252Cf

   fast neutron source

특징

- 핵종 별 가능한 휴 용 장비

- Survey Meter로서의 기능도 가능

- 감마와 성자의 선량  선량률 측정이 가능

- 선량률 측정, 선원 추    스펙트럼 

측정․분석

활용

분야

장 실시간으로 방사능 측정  분석 교육 가능

- 방사능방재, 군 방사선안 리자 교육

- 방사능측정분석기술  핵종분석 실습

   (한수원  장요원 상)

- 방사성동 원소이용과정, 학연학생실습 교육과정

- 비상방재  방재훈련 시 출동 장비 공동활용

[표 23]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한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본 장비는 방사능방재, 군 방사선안 리자 교육, 방사능측정분석기술  핵종분석 실습

(한국수력원자력(주)  장요원 상), 방사성동 원소이용과정, 학연학생실습 교육과정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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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비상방재  방재훈련 시 출동 장비로서 공동 활용된다.

        

[그림 7]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치  동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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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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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방사선계측 기  실험․실습 장비 구축

1. 방사선계측  원자력 기  실험․실습 장비 확충

   앞 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기  교육을 한 실습 장비의 보완을 해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과, 방사선 서베이미터, 그리고 실습을 한 교육용 방사성동 원소를 확보하 으며, 

[표 24]에서 [표 26]에 각 구성  성능, 특징과 활용 범 를 정리하 다.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 (선량계 30 + 리더기)

제조사  에스에 테크놀로지

구성

- 개인방사선선량계 30 개 (기존 12 + 신규 18)

   측정감도 3.8 cps/Gy/h 

   측정단  : 선량, 선량률

   측정범  0.1 μSv ~ 10Sv (선량)

            0.1 μSv/h ~ 10 Sv/h (선량률)

   선형성   <±5% (선량), <±15% (선량률)

- 선량계 리더기 1 

   선량계와 IR 는 RF 통신

특징
- 방사선 실험실에 리더기 설치

- 실험․실습 시 개인방사선선량게 지 , 피폭 리

활용

분야

- 모든 방사선 실험실습 시 활용 : 방사선 교육 

실험 실습 수행 시 모든 피교육생의 개인 

방사선피폭 리

- 실험실 안 문화  방사선안 리 직  교육

[표 24]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한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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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디지털 개인선량계  리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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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베타/알  서베이미터 ( 5 세트)

모델 CANBERRA RADIGEM 2000

구성

-Gamma Survey Meter 5 ea

  Sensitivity : 0.83 c/s per μSv/h

  Measurement range : 0.01 μSv/h-100 mSv/h

  Energy range : 40 keV to 1.25 MeV

-Alpha/Beta/Gamma External Probe 2ea

  Active area : 15.5 cm2

  GM with mica end window 1.8 - 2.0 mg/cm2

  Range : 1 to 9999 c/s, 60 to 600 000 CPM 

특징
- 기본 감마 서베이미터로 이용

- 알 /베타 로  확장 연결 표면오염 등 측정

활용

분야

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사능 측정  분석 가능

- 동 원소이용 교육과정 (기 , 감독자 면허과정)

- 학연학생 실습교육과정 (원자력, 이공계 학생)

- 비상방재  방재훈련 시 출동 장비 공동 활용

[표 25]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한 서베이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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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방사선 서베이미터  알 /베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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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용 알 /베타/감마 방사성동 원소

제조사  Isotope Products Laboratories

구성

- Am-241 (0.1 uCi) 5 개

- Sr-90/Y-90 (0.1 uCi) 2 개

- Gamma set (각 1 uCi) 5 세트

- Co-60 (10 uCi) 1 개

특징

- 감마 세트 구성: Ba-133, Cd-109,

                  Co-57, Co-60, Cs-137,

                  Mn-54 and Na-22

활용

분야
-모든 방사선 실험실습 시 활용

[표 26]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한 실험실습용 방사성동 원소

NO 품         명 수량

1
알  선원
- Model No. : AF-241-PM      - Nuclide : Am-241
- ACTIVITY : 0.1 μCi           - TYPE : PM

5

2
베타 선원
- Model No. : BF-090-A         - Nuclide : Sr-90/Y-90
- ACTIVITY : 0.1 μCi           - TYPE : A

2

3

감마 표 선원 세트 (GF-290-1D)
- NUCLIDE: Ba-133, Cd-109, Co-57, Co-60,
             Cs-137, Mn-54, Na-22
- ACTIVITY : 1 μCi (each)      - TYPE : D Disk

5

4
감마 선원
- Model No. : GF-060-R3       - NUCLIDE: Co-60
- ACTIVITY : 10 μCi           - TYPE : Rod

1

[표 27] 확보한 동 원소 세부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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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확충한 방사성동 원소 체모습( )  베타선원(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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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알 선원( )  감마선원 세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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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60 (10 uCi) 선원  보 /이동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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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교육훈련 인 라 개선

   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신규 문교육용 장비의 확보와 더불어 재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계측 실험실과 측정 장비들을 정리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수행하 다. 이 과정을 통해 불용장비 

처분  노후화 선반  테이블 제거를 통한 실험실 안 사고 험 요소 최소화하고, 수납 시

설 개선을 통한 실험 공간 확보하 다. 각 실험실의 실험용 작업  확충을 통한 여러 실험 조

의 효율 인 실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알 /베타/감마 등 방사선 측정 기술과 연계하여 각 

실험실을 특성화 하 다. 한 신규 ‘분 분석 실험실’을 추가로 구축하여, 확보한 감마  알

 분 분석 시스템의 교육훈련 활용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구축 사항

- 문가 교육용 장비구축과 함께 효율 인 교육훈련을 해 신규 실험실 확보

-감마 분 분석 용 실험실로 구성하여 문 교육 수행

-NaI  HPGe 분 분석 시스템 5세트 구성

-감마/감마  감마/알  동시계수 실험 세

개선사항

- 불용장비 처분  노후화 선반  테이블 제거를 통한 실험실 안 사고 험 

요소 최소화

- 실험용 작업  확충을 통한 여러 실험 조의 효율 인 실험 수행 환경 조성

- 수납 시설 개선을 통한 실험 공간 확보

[표 28] 교육훈련 인 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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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방사선측정 실험실  기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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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방사선측정 실험실  기기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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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신규 감마분 분석실험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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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비 이용 교육 로그램 개선  활용 방안

1. 해외 방사선 이용  분석과정 커리큘럼 조사․분석

   해외 방사선 문가를 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과정  학의 방사선측정 실험․실습 과

정 커리큘럼  교안들을 조사 분석하여, 장비 활용 교육 로그램 개선  활용 방안의 기  

자료로 활용하 다 [3]-[6], [9]-[14]. 1 에서 살펴본 일본과 미국의 과정 분석을 포함하여, 일

반  학교육의 실험실습 과정도 조사하여, 본 과제에서 구축한 장비를 활용한 실험 실습 교

안 개발의 지표로 삼았다. 조사한 해외 커리큘럼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가) 감마분 분석  환경방사능 분석과정 등 문가 과정 해외 커리큘럼  조사

- 일본 원자력종합기술교육센터(NuTEC) 교육과정

- 일본화학분석센터 (JCAC) 환경방사능분석과정

- 국 원자력훈련서비스 (NTS) 감마분 분석과정

- ORTEC 감마, 알  분 분석과정

- Oak Ridge Associated Univ 감마분 분석과정 정보

- Nevada Technical Associates 감마분 분석과정 정보

- Radiochemistry Society 감마, 알  분 분석과정 정보

나) 해외 방사선측정 일반  학교육 실험실습 과정 조사 분석

- MIT 원자력공학과 방사선측정 실험 교안

- UC Berkeley 원자력공학과 방사선측정 실험 교안

- Univ. of Wisconsin-Madison 방사선실험 커리큘럼  실험교안 자료

2. 방사선 계측장비를 이용한 실험․실습 모듈화  교안 개발

가) 실험․실습 모듈 목록 도출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내에서의 실험․실습은 주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지

만, 일부 공통된 과정이 포함된다. 새로운 과정을 개발하거나, 수강 상자에 따라 일부 과정이 

수정되어야 할 경우, 실험 내용을 보다 쉽게 구성하고 다양성을 갖추기 해서, 각 주제별 실

험내용을 모듈화 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효과 이다. 해외 방사선 실험 커리큘럼을 참

고로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운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에의 실험․실습 내용을 개선하

고, 신규 과정 개발을 한 기  자료로서 실험실습 모듈을 도출하 다. 모듈화는 주제별, 장비

별로 약 3시간의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모듈화 하 다. 우선 으로 개발하여 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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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제 목    내 용

1

 기본도구

  - 펄서 출력  감쇄(attenuator) 찰

  - 단일 고분석기 (Single-Channel Analyzer) 실험

2

 가이거 계수기

  - GM 튜  동작 토우(Plateau)

  - 분해시간 (Resolving-Time) 보정

  - 선형흡수계수 실험

  - 거리 역자승 법칙 실험

  - 계수 통계학

3

 NaI(Tl)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 분 분석 - (1)

  - 에 지 교정

  - 미지 감마선원을 사용한 에 지 분석

  - Co-60, Cs-137 감마 스펙트럼 분석

  - 에 지 분해능 측정  계산

4

 NaI(Tl)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 분 분석 - (2)

  - 상  방법(Relative Method)에 의한 감마선 방출물질 방사능측정

  -  방법(Absolute Method)에 의한 감마선 방출물질 방사능측정

  - 질량감쇠계수 실험

  - 감마분 에서의 선형게이트 (Linear Gate)

  - 피크 분석

  - 자 효과에 의한 방사선 흡수

[표 29] 계측 실험 로그램 개선  신규 개발을 한 실험․실습 모듈 목록

할 실험실습 모듈 리스트를 도출하 으며 ([표 28]), 지속 으로 실험모듈에 한 교안을 개발

하여 커리큘럼에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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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장벽형 검출기를 이용한 알  분 분석

  - 펄서를 이용한 단순 알 선 스펙트럼  에 지 교정

  - 미지의 알  선원을 이용한 에 지 결정

  - 2개의 알 선원을 이용한 에 지 교정

  - 알 선원의  방사능 측정

  - 241Am 붕괴율 측정  계산

6

 알 선의 에 지 손실

  - 구리박막에 의한 알 선 단 에 지 손실률 dE/dx

  - dE/dx의 의한 래그 곡선 (Bragg curve) 획득

7

 HPGe를 이용한 고분해능 감마 분 분석

  - HPGe 검출기의 에 지 분해능

  - HPGe 검출기의 피크 효율

  - HPGe 검출기의 탈출피크 (Escape Peaks)와 측정효율

  - HPGe 검출기의 고에 지 감마와의 반응

8

 동시계수법에 의한  방사능 측정

  - 단순 고속동시계수법 (Simple Fast Coincidence)

  - 고속동시계수법과 TAC (Time-to-Amplitude Converter)

  - 동시계수법에 의한  방사능 결정

9

 컴 턴 산란

  - 에 지 결정법에 의한 단순 컴 턴 산란 분석

  - 동시계수법에 의한 컴 턴 산란 실험

  - 자 되튕김(Electron Recoil) 에 지에 의한 컴 턴 산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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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마/감마 동시계수

  - 첩 동시계수법 (Overlap Coincidence Method)에 의한 Na-22 
감마/감마 동시계수 측정

  - 선형게이트 방법 (Linear Gate Method)에 의한 Na-22 감마/감마 
동시계수 측정

  - TAC (Time-to-Amplitude Converter) 방법에 의한 Na-22 감마/감마 
동시계수 측정

11

 방사선 수명  동시계수법Lifetimes and the Coincidence Method

  - TAC를 이용한 Fe-57의 14-keV 엑스선 수명 측정

  - 지연 동시계수법(Delayed Coincidence Method)에 의한 수명 측정

12

 Co-60 의 방사능붕괴  각 보정(Angular Correction) 연구

  - Co-60 의 감마/감마 동시계수 검증

  - Co-60 의 각 보정(Angular Correction)

13

 보건물리 측정

  - 거리에 따른 감마선 강도 실험

  - 가이거 계수기를 이용한 감마선 강도 측정

  - 여러 가지 물질의 감마선 차폐효과 측정

  - 납의 성자 차폐

14

 TOF (Time-of-Flight) 분 법

  - 알 선 TOF  에 지 손실 측정

  - 감마선 TOF  속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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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 활용 시범 실험모듈  커리큘럼 개발

   본 과제에서는 기 도출한 실험 모듈 목록 , 가장 요하고 공통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7 

가지 실험 모듈에 한 시범 실험모듈을 개발하 다 ([표29]). 각 실험은 3시간을 기 으로 작

성하 으며, 국내외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 문으로 기본 커리큘럼을 개발하 다. 

개발한 각 커리큘럼은 별도의 실험 교안으로 작성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하도록 하 으며, 본 보

고서에는 각 모듈의 실험목 과 실험내용  장비에 한 요약문을 소개한다.

모듈  제 목

1  기본도구 (The Basic Tools)

2
 핵 분 분석 1 - NaI(Tl) 검출기와 NIM모듈의 PC 연결

  (Nuclear spectroscopy 1: NaI(Tl) detector, NIM modules, interface to PC)

3
 핵 분 분석 2 - NaI(Tl) 검출기 자료 검색과 분석, MAESTRO

  (Nuclear spectroscopy 2: NaI(Tl) detector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MAESTRO)

4
 HPGe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 조사연구

  (Gamma-ray Investigation with 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s)

5
 표면장벽형 검출기를 이용한 알 입자의 상호작용

  (Alpha-particle interaction study with surface-barrier detectors)

6  기체 계수기 (Gas Counter - Geiger Counting)

7
 동시계수 측정법 - 동시계수법과 방사능 측정 (Coincidence Measurements

   : Time Coincidence Techniques and Absolute Activity Measurements)

[표 30] 공통활용 시범 실험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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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기본도구

목  : 기본 으로 요한 오실로스코 , 동축 신호 이불, 신호펄스 등과 같이 기본 이고 

요한 것들과 친해지기 하여 실험자들을 기본 이고 요한 단계를 알 필요가 있다. 

연계과정에서 모든 실험자들은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펄스를 찰하여야 하고, 

자 모듈을 상호 결합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이 과정의 목 은 특히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본 기술을 학생들에게 익숙하게 하는데 있다. 

내 용 : 펄스선원으로서 NaI(Tl)검출기를 사용한다. 동축 이블에 (반사)하는 검출기 펄스

의 를 배운다. 펄스(시간구조) 특성인 임피던스가 Zc와 Zc/2로 되도록 끊어지거

나, 열리거나 하는 긴 이블에 따른 시험을 하게 된다. 그런 방법을 따라 실험자는 

확 되는 이블 연결체와 , 그들에 사용되는 고유 방법, 임피던스 개념, 긴 동축 

이블에서 신호반사에 익숙해 질 것이다.

장 치 : 오실로스코 , 2미터와 3미터인 RG-58과 RG-62 이블, 50옴과 93옴 단자, 필요한 단

자 토막, NaI(Tl)  검출기는 증폭기와 단일 채  별기로 연결되었다. (검출기는 실

험자를 해 설치된 것이고, 체시스템은 단순히 펄스선원이다.) 감마선원, NIM모듈 

선택, PC와 연결된 H/W와 S/W

비  고 : 오실로스코 는 일반 인 도구로서 소개하고 있다.  이불은 귀찮은 경향이 있다. 여

기서 검출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실험자들이 실제 펄스를 옳게 보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비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장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울게 될 것이다.  이 실

습은  보다 고 반 학생들을 한 것이며, 여기서 요한 검출기의 실제  사용은 생

략될 수도 있다. 

실험 2.  핵 분 분석 1 - NaI(Tl) 검출기와 NIM모듈의 PC 연결

목  : 이 실험의 목 은 학생들이 기본 실험기술과 감마측정을 한 것, 펄스형성의 방법과 

진행과정을 배우는 데 있다. NaI(Tl) 검출기는 일반 실험자들을 한 것으로 주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마선 분 분석 방법은 실험자에게 가능한 한 쉽게 알려

주기 하여 NaI(Tl)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배운 차와 사용된 NIM모듈

은 GM , 비례계수 , 리함과 같은 기체검출기와, Si와 같은 고분해능의 검출기에

도 용할 수 있다.

장 치 : NaI(Tl) 검출기 체의 완성된 장치, NIM 모듈의 완성된 장치, 자료 분석을 한 컴퓨

터(PC) 결합, On-line 감시자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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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NaI(Tl) 검출기와 수반되는 일부 NIM모듈(실험1에서 사용된 것)은 자세하게 탐구한다. 

에 지 교정, 효율측정은 MAESTRO를 사용하여 직  계산될 것이다. 검출기의 기하

학 인 모양, 선원의 정렬, 검출기 차폐는 한 선택된 실험 주제이다.

비  고 : 본 실험모듈에는 방사선 분 분석의 기 와 기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고  분 분석 

실험을 해서 필수이며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 상이 련 실무자이거나 

체 시스템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본 실험모듈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실험 3.  핵 분 분석 2 - NaI(Tl) 검출기 자료 검색과 분석, MAESTRO

목  : 이 실험은 실험 2의 연속이다. 주목 은 펄스 형태를 해석하는 것과 PC와 NIM모듈 

결합을 통해 PC에 스펙트럼을 장하고 연결된 상태로 스펙트럼을 검하는 것을 배

운다. 분해능 결정방법, 계측통계와 S/W에 공 된 회사의 도움으로 자료 분석의 다른 

기본기술을 소개한다.

장 치 :  실험 2 장치와 같음

내 용 : Cs-137과 Co-60과 다른 선원으로부터 감마선 스펙트럼은 감마선 상호작용 역학인 

효과, 컴 턴 산란, 자 생성의 참고자료로서 연구될 것이다. 여기서 배운 기술과 

차의 부분은 HPGe 실험에서 부 직 으로 수행된다. 학생들은 HPGe 실험도 

비해야 할 것이다. 여기 보다 자세하고, 복잡하고, 부가 인 지식이 있다. 여기서 주

제는 백그라운드로부터 피크를 분리하는 법, 주요 에 지를 결정하는 법, 기타 복잡하

게 첩된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법이다.

주 의 : 이 실험으로 NaI(Tl) 검출기 실험은 완성된다. HPGe 실험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S/W와 H/W의 기본을 본 모듈을 통해 갖출 수 있다. 감마선 연구를 해서 HPGe 검

출기는 NaI(Tl) 보다 우수하고, 부분은 높은 정확도와 보다 요한 측정을 수행하게 

된다. HPGe 시스템은 고가의 장비이며, 취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용에 있어 숙달

되어야 하고, 잘못하면 장비에 큰 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용이 복잡하므로 

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보다 기 이고 기본 인 실험은  HPGe를 사용하는 것보

다 NaI(Tl)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본 모듈을 보다 확실히 수행할수록 HPGe 시스템 

실험에서 요구되는 기본 인 검출기 사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실험 4.  HPGe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 조사연구



83

목  : 이 실험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분 분석의 결과를 얻기 해 HPGe 검출기를 이용하

는 실제 인 면을 취 한다. HPGe 검출기는 평행, 동축, 형화된 것, 기하학 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며, 그 용도는 감마선 분 분석을 안 하게 수행하는데 이용

될 것이다. 검출기 시스템은 구매자에게 실험실에서 충분히 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실험에서 취 되지 않은 것이 있다.

내 용 : HPGe) 검출기와 수반되는 일부 NIM모듈(실험1에서 사용된 것)은 자세하게 탐구한다. 

특히 검출기의 냉각장치에 한 세 한 실습을 포함한다. 일체형 시스템의 구성 사용

법을 숙지하고, 에 지 교정, 효율측정은 MAESTRO를 사용하여 직  계산될 것이다. 

측정된 스펙트럼의 에 지 분해능과 NaI 검출 시스템의 분해능과 비교하고, 효과, 

컴 턴 산란, 자 생성에 의한 스펙트럼도 분석한다.

장 치 : HPGe 검출기 체의 완성된 장치, NIM 모듈의 완성된 장치, 자료 분석을 한 컴퓨

터(PC) 결합, On-line 감시자료 장

주 의 :  시스템의 차폐시설이 복잡하고 HPGe에 한 NIM 자회로가 많아, 이 실험모듈을 

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 사용자를 해 사용될 경우 일체형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으

로 변형할 수 있다. 즉,  감마선 분 분석시료인 환경시료와 방사성 오염시료 

등에 맞추어, 높은 정확성 보다는 학문 인 목 으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변형할 

수 있다.

실험 5.  표면장벽형 검출기를 이용한 알 입자의 상호작용 연구

목  : 실험의 주요 주제는 에 지 손실 비, dE/dx, 입자이동 매질 내 하  입자(양성자, 알

선 등 그러나 자, 성자, 감마선은 제외)의 이동범 이다. 감마선과 물질과 상호

작용과 특히 다르며, 그것은 다음 장에서 수행된다.

장 치 : 표면장벽형 Si 검출기와 박막 변환기가 장치된 진공 상자와 하게 결합된 것으로 

이 의 실험에서 사용된 모듈이 부가되어 있다.

내 용 : 알 입자는 차 멈추게 된다. 기체, 액체, 고체의 매질의 범  내에서 이동범 는 짧

으며, 일반 으로 직선으로 이동한다. 를 들면 5 MeV 알 입자는 라스틱 랩 몇 

장으로 쉽게 멈춘다. 비록 Si 웨이퍼 정도의 두께일지라도 10 MeV에 지 알 를 멈

추게 할 것이다. Si 검출기는 상업 으로 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특별

히 리 이용하기 해 여러 가지 크기와 두께로 되어있다. 더 나아가서 Si 검출기는 

여러 가지로 잘 연결되고, 매우 간단하게 여러 실험에서 용하기에 쉬운 것이다. 이

들은 에 지 분해능이 매우 좋다.  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다른 하 입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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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를 들면 섬 체 는 기체 검출기 신에 Si 검출기가 많이 쓰이고 있다.

주 의 : Si 검출기들은 체 으로 부식된 것, 부분 으로 부식된 것, 치감도, 고리모양  

기타 모양, 비교되는 경비에 따라 구매자에 유용한 것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크기

와 략 인 포장으로 여러 가지에 응용하는데 합한 것이다. 실제로 하 된 입자에 

사용되는 비례계수기를 신하여 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한 NaI(Tl) 검출기 실

험에서 사용된 NIM모듈과 기술이 여기서 사용된다. 매우 좋은 것은 Am-241이라는 

알 선원의 구름상자를 이용하여 하추 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6.  기체계수기

목  : 이 실험의 주요목 은 기체계수의 3가지 구분 범 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것은 리, 

비례, GM  기타 구분 역이다. 학생들은 GM계수 으로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장 치 : 단창형 GM계수기로 시간과 계수를 측정하는 NIM 모듈과 이미 사용된 펄스 진행 모

듈, 모든 가스 검출기에 한 압은 류 제한형 이여야 하며, 다른 것으로는 NaI, 

표면장벽형  Ge검출기이다.

내 용 : 리와 비례범 는 오실로스코  상에 치펄스로 간단하게 찰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가 압과 입사입자의 에 지와 종류에 따라 펄스크기가 어떻게 변하는 가를 

알려 다. 

주 의 : 기체 검출기는 가속기 연구 등 큰 실험 면 (수 제곱미터)을 차지하는 많은 실험에 

리 사용된다. 한 성자검출기와 같이 특수 목 의 경우 꼭 필요한 검출기 형태이

다. 하지만 하 입자의 검출에 있어서는 부분 고체검출기가 기체 검출기보다는 우

수하다. 기체유입형 검출기는 가치 있는 검출 시스템이기는 하나 기체취  시스템, 보

조 시스템과 검출기 기체 장은 실험실에서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 GM 토우를 설정하기 해 일부 기본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간단히 입된 

검출기로 수행할 수 있다.

실험 7.  동시계수 측정법

목  : 동시계수 측정은 의 분 분석연구가 집 된 것이며, 본 모듈에서는 동시계수 기술

의 기본을 소개하는 것이 주목 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있어서 측정의 형태가 

주어져 있다. 이 실험은 타이  모듈의 사용법을 배우게 된다. 본 모듈 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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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실험에 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

장 치 : 완성된 NaI(Tl) 시스템 2개, 겹치는 동시합성 모듈, 지연증폭기, 지연과 게이트 발생기

내 용 : 두 개의 검출기로부터 동시계수를 한 시간 신호를 수집하고, 오실로스코 를 통한 

신호 분석을 통해 선형게이트에 이르는 펄스신호의 지연과 게이트 신호에 해 이해

한다.

비 고 : 본 모듈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검출기를 취 하고, 서로 다른 실험방법과 기술, 선형성

과 시간의 NIM 모듈, 자료 해석과 분석시스템에 한 이해를 습득함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검출과 측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로그램 개선방안  국제원자력교육훈련에 활용 방안 제시

가) 교육훈련 로그램 개선방안

   개발한 실험 모듈을 기본으로, 아래 기존 교육훈련에 해 실습 모듈 삽입 용 운 하도록 

하 다.

순번 과정명
용

실험 모듈

1 원자력공학과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과정 1 or 2 or 6

2 이공계 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교육과정 1

3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1-7

4 방사성동 원소 이용 일반 과정 1-7

5 군 방사성동 원소이용취 과정 1-7

6 감마 핵종분석 과정 2-4, 7

7 알 선 방출핵종 분석기술교육 5, 7

8 방사화학분석기술과정 2-4, 7

9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기술교육 2-4, 7

[표 31] 실험실습 개선 상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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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가 교육훈련 로그램 신규 개발 방안

   원자력교육센터에서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감마핵종분석 과정에의 실험모듈 추가와 

더불어, 선행 과정인 감마핵종분석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NaI 와 HPGe 검출 시스템을 

이용하고, 개발한 실험모듈 1-4번을 활용하여 감마분 분석 기 과정을 개발하여 운 할 수 있

다. 한, 감마  알  방사선 핵종 분석을 한 방사선 측정  분석 실습과정 개발을 기획

하 다. 다음의 [표 32]에 교육과정 개발(안)을 요약하 다.

   본 과제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만큼, 이론교육  실

험과 더불어 방사선 모사(시뮬 이션) 실습 한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MCNP 코드 등 

표 인 방사선 거동 모사 로그램의 간략한 소개를 기존 과정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MCNP 문 과정 등을 개발하여 운 하고, 실험을 통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개발할 필요성

이 있다. 재 국내에는 이와 동등한 교육 로그램이 무한 실정이다.

다) 국제원자력교육훈련에 활용 방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교육센터는 매년 10회 이상 IAEA  양국 간 력을 통한 국제

원자력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교육생이 증

하고, 방사선과 련한 교육훈련의 요청 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과제를 통해 확충한 

실험실습 장비를 활용하여 국내의 방사선 련 교육훈련 과정의 개선과 더불어 국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운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IAEA/RCA 회원국 아태지역 17개 국가의 방사

선 작업종사자를 상으로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한 한국

국제 력단(KOICA)의 양국 력 과정으로서 ‘방사선 계측 실험실습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

여 개도국 상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훈련에 활용한다. 장기 으로는 IAEA의 PGEC 

(Post-Graduate Educational Course) 과정으로 ‘방사선 방호  원자력 안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국외방사선 문가를 상으로 장기 교육훈련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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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 : 2009년 상반기 1주간(5일)

2. 정 상 : 한수원 환경방사능 측정요원 20명(5명1개조,4개조)

                              방사능 분석 계자( 학교, 연구소, 산업체)

3. 교육목표 :  방사능 측정  분석과정으로

                - 방사능 측정을 한 시료 처리,

                - 감마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측정  분석(NaI, HPGe)

                - 알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측정  분석의

              이론  실습을 통하여 환경  방사선 구역 등에 채취된 

              각종 시료의 방사능 측정  분석 기술을 올바르게 정립

        

4. 교육내용 : 이론  실습

교과목
시 간 

내용
이론 실습

 NaI를 이용한

 감마 방사능 측정

  분석실습

 7
 NaI를 이용한 방사능 측정  스펙트럼 분

석  기타 련 실험

 HPGe를 이용한

 감마 방사능 측정

  분석실습

 7

 HPGe를 이용한 방사능 측정  스펙트럼

분석, 방사성 핵종 결정  방사능량 분석

 NaI와 HPGe의 비교 검토

 방사선 검출기 2
 알 선, 감마선 방사선검출기의 특성,

 동작원리  종류소개 

 알 방사능 측정

  분석실습
2 7

 알 방사능 측정 이론  알  스펙트럼

 분석 실습

 방사능 측정 분석 2  감마 방사능 측정  분석이론

 시료 처리 3  방사능 시료의 처리 방법  분석실습

 소개  평가 2  교육과정 소개, 설문서  과정평가 정리 

 합     계 8 24

 총  합  계  32

[표 32] 방사선/능 스펙트럼 분석 실습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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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1.  

1) 제    목 : NaI를 이용한 감마 방사능 측정  분석실습

2) 주요내용 : NaI를 이용한 방사능 측정  스펙트럼 분석  기타 련 실험

3) 세부실험 : 여러 감마선원의 에 지와 강도 결정 등

4) 구성장비 : NaI섬 체, 증배 , 검출기- 치증폭기, 주 증폭기, 검출기 일체, 

고 압장치, 섬 체에 입사된 형  고 분석 장치 등

5) 실험방법 : 1) SCA에 의한 방법,   2) MCA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

실 험 2. 

1) 제    목 : HPGe를 이용한 감마 방사능 측정  분석실습

2) 주요내용 : HPGe를 이용한 방사능 측정  스펙트럼분석, 방사성 핵종 결정  

방사능량 분석 NaI와 HPGe의 비교 검토

3) 세부실습 : NaI와 차이 (스펙트럼, 분해능 등 각각의 특성 비교), 

              HPGe의 장 (유사한 에 지의 핵종분석 구분 등) 등을 도출 

4) 구성장비 : HPGe, 검출기 일체  NaI에서 사용하는 부속장비 일체 등  

실 험 3.  

1) 제    목 : 알 방사능 측정  분석실습

2) 주요내용 : 알 방사능 측정 이론  알  스펙트럼 분석 실습

3) 세부실험 : 여러 알 선원의 에 지와 강도(약 4-5 MeV) -기체, 고체, 섬 체 검

출기 이용 실험, 공기  알 입자의 감소, 에 지 손실 실험

4) 구성장비 :  Si Surface Barrier Detector, 흡수체 등

 

실 험 4.  

1) 제    목 : 시료 처리

2) 주요내용 : 방사능 시료의 처리 방법  분석실습

3) 세부실험 : 방사선원의 비  취 주의, 작업장의 오염방지, 방사성물질의 포장 

방법-박막포장, 캡슐 장, 감쇠용 차폐체로 보 , 

4) 구성장비 : 화학실험실의 각종 련 장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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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3장에서 기술한 4가지 세부 연구목표에 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결과를 아래 표에 정

리하 다. 연구목표 비 수행 내용은 95% 이상 충족되었다. 최  본 연구과제의 기획은 2년

에 걸친 장비 구축과 교육과정 개선․운 이었으나, 평가 원의 권고에 따라 1년으로 단축되었

다. 이 과정에서 실습 장비를 결정하고 구축하여, 이를 이용한 과정개선  운 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 안으로 실험․실습과정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 모듈화를 추진하

고, 표 인 7 개 모듈에 한 실습 교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 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이용 교육을 

한 실험․실습 장

비 우선순  도출

-국내․외 련 교육과정 조사․분석

-교육 특성을 고려한 구축 장비 결정
20 100

장비 선정

의 타당성

문가 교육용 방사

능 측정 시스템 구

축

-감마 분 분석 실험 시스템 구축

-알  핵종분석 실험 시스템 구축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구축

40 100 장비 구축

방사선계측 기  실

험․실습 장비 구축

-개인선량계, 서베이미터, 교육용 테

스트선원 등 방사선계측 기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구축

-원자력 교육훈련 인 라 개선

30 100 장비 구축

장비이용 교육과정

운   교육 로그

램 개선

-실험․실습 모듈화 방안 개발  공

통실험 교안 개발

- 로그램 개선방안  국제원자력교

육․훈련에 활용방안 제시

10 100

과정 개선 

 활용 

방안 제시

총계 100 100

[표 33] 주요 연구개발 내용  목표 비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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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과제 기획당시 목표했던 방사선측정실험키트는 그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3 장, 제 1  기술). 따라서 문가 교육용 장비 구축에 우선순 를 두고 과제를 진행하

고, 기 보유  신규 서베이미터와 교육용 선원을 통해 유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제 2   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과제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 문 인력의 역량개발에 요한 

원자력 교육훈련 기반확충을 하여 “원자력  방사선분야 문가 상 방사선계측실험  

실습교육장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 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용 실습 장

비를 도출하고, 산․학․연 방사선분야 문 인력에게 실용 이며 필수 인 실습교육을 제공하

기 한 장비를 구축하고  실험모듈을 도출하 다. 장비활용을 한 실험모듈  우선순  

실험모듈에 한 교안을 국/ 문으로 개발하여 본 교육센터에서 운 하는 과정에 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한 기존의 노후화된 실험․실습 장비  환경 개선으로 방사선 계측교육의 이론과 실험

을 겸한 문 인 교육은 물론 이공계 학  원자력 공학과 학생의 실험․실습에 활용함

으로써 그 효과를 극 화하고 원자력 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발 에 직 으로 기여하 다. 

본 연구과제로 개발한 방사선 분 분석 기 실험 교안은 련 교육훈련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듈화 실험의 첫 단계로서 향후 고 과정 개발 등의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 이는 

선진화된 실험․실습 교육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이를 활용하여 IAEA  개도국의 방사선방호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운 하여, 장비의 활용성 증   국제교육훈련에의 활용 시기를 앞당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원자력 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용 장비 확충이 목 이므로 논문  특허 등의 직 인 연구개발 성과는 없으나,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실험․실습 모듈 목록  표 실습모듈의 실험 커리큘럼 개발은 목표 이상

의 연구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학연 동과정의 확 를 통해 학생의 논문연구에 활용 가

능할 것으로 기 하고, 방사선계측 문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등은 추후 교육연구논문으

로 학술지 게재를 기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 고유사업인 인력양성사업  노후화장비교체사업을 통해, 신규 실

험실 개설, 개인방사선량 리 시스템구축에 기여, NaI 등 감마분  실험장치의 추가 확보 등 

본 과제의 실험․실습 기반구축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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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제 1   기 성과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한 방사선분야 교육훈련을 한 실험․실습 기반은 산․연 원자력분야 

문 인력에게 실용 인 교육을 제공하여 효과를 극 화하고 원자력 산업  연구개발 분

야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시설로의 견학  시연에 그쳤던 분야의 실험․실습 

장비를 별도로 확보함으로서, 장에서 실용 인 기술훈련 교육을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개발 결과로서 제시한 기존의 방사선 련 교육과정 개선  신규 문 과정 개발 

 운 을 통해 문 교육 확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계  연구기  방사선 측정분야 실

무 인력에게 실험․실습 교육을 통한 방사선 계측교육의 이론과 실험을 겸한 문 인 교육을 

미국․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 수 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재의 원자력  방사선 분야 문가뿐만 아니라, 미래 원자력 문 인력 양성을 주도하

고,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원자력공학  이공계 학생 실험․실습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방사선 계측 문 실험․실습 교육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원자력인력양성의 질  수 을 높이고, 학연 동 과정을 활성화 하여 학생들의 학

 연구 활동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국내 타 원자력  방사선 련 교육기 의 탁교육  공동 활용할 수 있다. 한국

수력원자력, 원자력안 기술원 등 국내 타 실험․실습 교육기 과의 력을 통해 탁교육  

실험 인 라 공동 활용을 활성화 한다.

   사회 으로는, 원자력 종합교육기 으로서 우수한 교육 인 라를 기반으로 사회  신뢰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민홍보과정에 체계

인 교육훈련 시스템  교육 인 라 홍보를 통해 방사선이용  원자력기술의 투명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선진화된 실험․실습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향후 IAEA  개도

국의 방사선방호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운 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원자력 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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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활용방안

   본 과제에서 구축한 장비들은 타 연구소  원자력 교육기 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타 기 의 시설 이용에 한 차는 [표 34]와 같다. 재 원자력교육센터는 웹사이트의 

개선작업 에 있으며, 이에 구축장비의 소개와 공동 활용에 한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 원자력안 학교, 학의 원자력공학과 등 교육훈련 문기 에 공문 송부를 통해 교육과

정 홍보와 더불어 공동 활용 체계를 홍보할 계획이다. 한 실험기반 확충  교안개발을 토

로 개선된 교육과정 운 에 해 국내 원자력 련 학술 회에 발표함으로 련 문가들에게 

지속 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학연의 련 종사자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한 모든 연수과정의 교육센터 소개 시간을 활용하여, 참가한 수강자를 상

으로 홍보와 의견수렴 채 로 삼고, 교육과정은 물론 실험 모듈  교안의 개선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본 과제는 원자력 문가의 교육훈련을 목 으로 장비를 구축과 교육 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을 두고 진행하 지만, 원자력의 수용성 제고를 하여 고등학생  일반인 상의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일반인을 

상으로 아래와 같은 원자력  방사선에 한 교육  홍보 과정들을 개발하여 운 한 실

을 가지고 있다 (2006년도 기 ).

- 등 과학교사 방사선계측실습

- 참과학열린학교

- 하계 원자력캠 ( 등)

- 하계 원자력캠 ( 등)

- 원자력 장체험학습( 등)

- 직원가족 산교육

- 유성구 주민 원자력 정보화교육

- 원자력 홍보교육

- 기타 산 교육

우선 으로는 과학교사 방사선계측실습  원자력캠  등 일반인 상 과학교육 운  시, 간단

한 방사선에 한 소개  구름상자, 개인선량계  휴 용핵물질검출장비 등을 활용한 시연 

 체험을 포함하여 운 할 계획이다. 한 홍보교육  일반 산 련 교육 시에 포함되어 있

는 원자력  교육센터에 한 소개 과정에서, 문화된 원자력  방사선 교육 체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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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활용 안내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원자력  방사선 련 문 교육

훈련 기 으로서, 각종 실험실습 장비를 활용한 실험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2. 실험실습 장비는 정규 교육훈련 과정을 해 우선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별

도의 교육훈련이 없는 기간에는 련 상자들을 해 이용 신청을 통해 공동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해 원자력  방사선 이용분야 문 인력 양성  차세

 인력양성의 효과를 극 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학, 연구기 , 문교육훈련기 의 연구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의 각종 시설과 실험장비들의 공동 활용을 면 개

방하고 있으니 다음의 사용 차를 보시고 많은 활용을 기 합니다.

장비 공동 활용 상

- 원자력  방사선 련 교육훈련/연수 로그램 수행기

- 산업체  연구기 의 원자력  방사선 이용 련 분야의 문 인력

- 학의 원자력  방사선 응용 련 학과 교수  교수 지도하의 학원생

- 기타 원자력  방사선이용에 한 교육 상자

장비활용 이용 차도

[표 34] 장비 공동 활용 소개  이용 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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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활용 신청 안내

1) 약 신청

- 원자력교육센터의 웹사이트(http://kntc.kaeri.re.kr)를 통한 공동 활용 장비 

리스트  교육훈련 복여부 확인

- 사용  최소 15일 이 에 담당자 상담을 통해 장비의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서를 등록 (신청인 정보 리를 한 회원등록)

- 신청서 작성 시 장비명(선택)과 활용목   사용자 인원, 사용일정, 기타사

항 등 명시

- 정규시간 (09 시 - 18 시) 이외의 활용은 별도의 의 필요

 

2) 신청승인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는 신청서 수 후 신청순 와 내규상의 

차를 통해 신청 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

3) 사용료

- 실험장비 사용료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

- 실험장비 활용과 련하여 소비되는 재료  소모품은 실비 용

- 의에 의한 정규시간 (09 시 - 18 시) 이외의 활용은 사용료의 1.5배 부과

- 2개월 이상 장기 이용 경우 할인율 용한 별도 계약가능 (원자력교육센터

의 교육훈련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은 범 에서 의)

  

4) 장비사용

- 장비 사용상에 조작 방법을 완 히 숙지하여 장비손상이 없도록 함 (해당 

장비 담당자 에게 사  지도를 문의바람)

- 장비운용에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장비 사용  고의 는 과실로 인해 장비를 손,망실 시켰을 경우 추천인과 

연 변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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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용 보유장비 리스트(안)

분류 장비명 제조사 수량 특징  활용 치

감마분 분

석장비

HPGe 감마분 시스템 ORTEC 2 세트

고에 지 분해능

감마분 분석

환경시료분석

방사선계측

제 5 실습실

NaI 감마분 시스템 ORTEC 3 세트
동시계수

Timing 련 실험

방사선계측

제 5 실습실

알 분 분

석장비
알 방사능 분석 시스템 CANBERRA 3 세트

알 스펙트럼측정

핵종분석

환경시료분석

방사선계측

제 1 실습실

방사능측정

장치

서베이미터 CANBERRA 5 세트

RADIGEM 2000

알 /베타 측정 로  

2세트

방사선계측

제 4 실습실

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CANBERRA 3 세트

선량률 측정

NaI 로 -감마분

He-3검출기- 성자측정

방사선계측

제 4 실습실

방사성동

원소

알 선 동 원소 IPL 5 개 Am-241 (0.1 uCi)
방사선계측

제 4 실습실

베타선 동 원소 IPL 2 개 Sr-90/Y-90 (0.1 uCi) 
방사선계측

제 4 실습실

감마선 동 원소 (세트) IPL 5 세트

Ba-133, Cd-109,

Co-57, Co-60, Cs-137,

Mn-54 and Na-22

방사선계측

제 4 실습실

감마선 동 원소 (10uCi)  1 개 Co-60 (10 uCi)
방사선계측

제 4 실습실

웹사이트 용 보유장비 세부소개(안)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HPGe) 감마분 시스템 (2 세트)

제조사  ORTEC 

구성

- HPGe Coaxial Detector (GMX/GEM type)

     Efficiency 30%

- NIM BIN and Power Supply

- Dual 16k Multichannel Buffer 

- DSPEC Pro with MAESTRO-32

- X-COOLER II

- Gamma-Vision HPGe Spectral Analysis

- Lead Shield for HPGe

특징

- 에 지용 HPGe 검출기(GEM)

- 고에 지용 HPGe 검출기(GMX)

- NIM 모듈 타입 1 set, 일체형 MCA 1 set

- 액체질소 냉각방식/ 기냉각방식

치 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계측 5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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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등을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통해 원자력에 한  수용성 증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원자력 문가 인력양성에의 활용 한 극 으로 

추진한다. 국내 원자력 련 학과는 학과 커리큘럼에 필요한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나 

실험실습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학교에서는 실험이 제한 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차별화된 실험실습 심의 과정을 개발 운 할 계획이다. 재 지속 으

로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이공계 학생 실험실습 과정을 개선하여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확 하고, 추가로 방사선 문 실험과목을 개발하여 학의 정규실험 과목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는 기 고유사업의 하나로서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은 원자력분야의 교육 로그램 개발  운 을 주요 내용

으로 하며, 외 연수과정인 산업과정의 방사성동 원소 이용기술 분야  학연 동 교육과정,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을 지속 으로 개발․운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운 산과 산업과정을 통

한 교육수입을 통해 교육인 라를 유지보수하고 개선한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확보한 방사

선계측 실험실습 교육장비는 안정 인 유지보수 리 아래서 국내외 교육훈련에 지속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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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원자력교육센터의 방사선 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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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 련 교육과정

순번 과정명 기간
상인원

(명)

1 원자력공학과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과정 5일 20-30

2 이공계 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교육과정 2-5일 20-40

3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6주 172시간 20-30

4 방사성동 원소 이용 일반 과정 4주 114시간 20-30

5 군 방사성동 원소이용취 과정 4주 128시간

6 감마 핵종분석 과정 5일 15-20

7 알 선 방출핵종 분석기술교육 2일 10-20

8 방사화학분석기술과정 5일

9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기술교육 2일 20-30

10 핵물질 리기술과정  (2주) 10

11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 책요원교육과정 (3일)

12 방사성동 원소  핵연료물질 취  면허소지자 (각 1일 
6시간)

13 연구용원자로 조종사/조종감독자 (5일 29시간)

14 군 방사선안 리자  (1일 8시간)

15 방사능 방재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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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공학과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과정 (5일, 2007년)

- 상: 한양 , 조선 , 제주 , 경희 , 서울 , KAIST 20-30명

- 내용: 교과목 참조 (과목  5-6개를 선택)

- 실습: 5개 분야 각 3시간 실습, 총 15시간

순번 교 과 목 교   과    내   용

1 연구로 이론
․ 원자로 이론                ․ 연구로 개요

․ 하나로 이용 황  특성

2 방사선 안 리
․ 방사선의 인체 향          ․ 방사선 장해 방어

․ 방사선 방호 모니터링

3 방사선 차폐 ․ 보건물리 일반  실험

4 동 원소 생산

․ 조사 표  비             ․ 원자로에서 성자 조사

․ 수율계산                   ․ 용매추출법

․ Mo-99로부터 Tc-99m 분리

5 성자 방사화 분석
․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 기  이론

․ 실험의 각 단계             ․ 방사화 분석의 응용

6
성자 

라디오그라피

․ 방사선 투과 사진법의 원리  ․ 성자원

․ 콜리메이터                 ․ 화상법

․ 화질등  규격              ․ NR 특성

․ 국내 황                   ․ 장래 망

7 성자속 측정
․ 산란이론  이용           ․ 성자 회

․ 성자 빔 이용 실험

8 시뮬 이터 교육
․ 시뮬 이터 작동법 연수     ․ 원자로가상사고 유발

․ 과도 상분석               ․ 사고 처 보고서

9 핵연료 연소도 측정
․ 핵연료/재료조사 시험용 캡슐설계  조사시험 

․ 캡슐제어 시스템          ․ 캡슐고정장치, 단기, 이송용 Cast

교   과   목
시 간 

교  과  내  용
 강의 실습

 1. 연구로 개요

 2. 동 원소 생산

 3. 성자 방사화 분석

 4. 성자라디오그래피

 5. 핵연료연소도측정

 6. CNS실습

 7. 연구소  연수원 소개

 8. Orientation  과정평가

2

2

2

2

2

2

2

2

-

3

3

3

3

3

-

-

 ‧ 원자로의 분류, 종류와 특징 등

 ‧ 조사 표  비, 성자조사 등

 ‧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등

 ‧ 방사선 투과 검사법 등

 ‧ 감마스캐닝의 원리 등

 ‧ CNS의 개요, 운 실습 등

계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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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공계 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교육과정 (2-5일, 2007년)

- 상:  이공계 학생 20-40 명

- 내용: 교과목 참조 (과목  5-6개를 선택)

- 실습: 6개 분야 각 2시간 실습, 총 12시간

순번 교 과 목 교   과    내   용

1 연구로 개요
․ 원자로의 분류와 특징         ․  세계의 연구로 황

․ 우리나라의 연구로

2 방사선 안 리
․ 방사선의 인체 향            ․ 방사선 장해 방어

․ 방사선 방호 모니터링

3 방사선 차폐 ․ 보건물리 일반  실험

4 동 원소 생산
․ 서론                         ․ 방사성동 원소 생산    

․ 실험

5 성자 방사화 분석
․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 기  이론

․ 실험의 각 단계               ․ 방사화 분석의 응용

6 환경방사능 ․ 환경  자연방사능의 거동

7 원자로 재료

․ 원자로 재료에서의 조사손상 연구

․ 성자 조사손상 과정        ․ 원자로 재료 조사효과 연구

․ 흑연재료(graphite materials) 조사효과 연구

․ 우주조사환경재료 조사효과 연구

8 방사화학 ․ 방사화학 분석기술

9
성자 

라디오그라피

․ 방사선 투과 사진법의 원리   ․ 성자원

․ 콜리메이터                  ․ 화상법

․ 화질등  규격               ․ NR 특성

․ 국내 황                    ․ 장래 망

10 성자 빔 이용장치

․ Properties of Neutron &Neutron Scattering

․ HANARO and  Neutron Beam Facilities

․ Introduction to the  Neutron  Diffraction

11 CNS

․ 원자로 냉각수 계통 충수  배기

․ 상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정지 상태운

․ 고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 기 상태로 발 소 기동

․ 2차 계통 가열  기동

․ 고온 기에서 2% 출력까지의 발 소 운

․ 2% 출력에서 100% 출력까지 출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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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시 간 

교  과  내  용

 강의 실습

 1. 연구로 개요

 2. 방사선안 리

 3. 동 원소 생산이용

 4. 환경방사능

 5. 성자라디오그래피

 6. 원자로재료

 7. CNS실습

 8. 방사선차폐

 9. 성자 방사화 분석

 10. 오리엔테이션, 연구소 견학

2

2

2

2

2

2

2

2

2

2

-

-

2

2

2

2

2

2

-

-

 ‧ 원자로의 분류, 종류와 특징 등

 ‧ 방사선의 인체 향 등

 ‧ 조사 표  비, 성자조사 등

 ․ 환경  자연방사능의 거동

 ‧ 방사선 투과 검사법 등

 ․ 성자 조사손상 과정 등

 ‧ CNS의 개요, 운 실습 등

 ‧ 보건물리 일반  실험

 ‧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등

계 18 12



104

3.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6주 172시간, 2007년)

- 상: 련업무 요원, 입문자 는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0-30 명

- 내용: 원자력이론, 방사선장해와 방호, 방사선 측정과 취  32과목 이론, 7과목 실습

- 실습: 34시간

구  분 교 과 목 교 과 내 용
시  간

시간 강의 실습

 원자력이론

1.1 방사선물리

 방사선

15

9 -

 물리량과 상호계수 2 -

 핵반응 4 -

1.2 방사화학

 방사화학

12

3 -

 방사성핵종 분석 4 -

 방사화 분석 3 -

 표지화합물제조 2 -

1.3 방사선화학  방사선화학 4 4 -

1.4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생물학 6 6 -

1.5 RI 생산  이용

 RI이학,공업,의료 이용

8

3 -

 RI 생산 2

 RI 산업  이용 1 -

 RI 농학  이용 2 -

 방사선장해와 방호 
      

2.1 방사선방호원리
 방사선방호

8
6 -

 국가방사선안 체제 2 -

2.2 선량학  양과 단  선량학  양과 단 2 2 -

2.3 방사선안 리 개론  방사선안 리개론 4 4 -

2.4 개인 방사선 리

 방사선방호  선량평가

10

4 -

 의학  건강 리 2 -

 내부피폭 리원칙,평가 4 -

2.5 작업장 방사선 리  작업장 방사선 리 6 6 -

2.6 환경 방사선 리  환경방사선 리 3 3 -

2.7 방사능방재  방사능방재 3 3 -

 방사선측정과 취

3.1 방사선검출기
 방사선검출기

9
6 -

 방사선 리용측정기 3 -

3.2 방사선 측정

 방사선측정

16

9 -

 검출기 자회로 4 -

 방사선측정표 3 -

3.3 방사선 안 취  방사선안 취 6 6 -

3.4 방사선 차폐  방사선차폐 6 6 -

3.5 방사성페기물 리  방사성폐기물 리 3 3 -

 법령 4 원자력 계법령  원자력법 7 7 -

소    계 - 128 128

 실습

5,1 방사선계측기술(Ⅰ) - - - 6

5.2 방사선계측기술(Ⅱ) - - - 6

5.3 방사선계측기술(Ⅲ) - - - 3

5.4 방사성핵종정량분석 - - - 6

5.5 방사선 리 - - - 6

5.6 LSC를 이용한 방사성 핵종측정시험 - - 4

5.7 표지유기화합물 - - - 3

소    계 - - - 34

소    계 - 162 128 34

 기타 개강,평가,견학 등 - 10

   계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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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성동 원소 이용 일반 과정 (4주 114시간, 2007년)

- 상: 련업무 요원, 입문자 는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0-30 명

- 내용: 원자핵물리학, 방사선계측기술,방어원칙,방사사선안 리 등 20과목

- 실습: 30시간

           구     분

 강 사 명

강 의 구 분

강의 실습 계

 1. 원자핵물리 12 - 12

 2. RI 제조  이용 6 - 6

 3. 방사화학 6 - 6

 4. 방사화학 분석 4 - 4

 5. 방사선생물학 6 - 6

 6. 계측통계 2 - 2

 7. 방사선계측기술 9 - 9

 8. 방사선취 기술 7 - 7

 9. 방사선방어원칙 7 - 7

10. 방사선 리개론 4 - 4

11. 작업장방사선 리 4 - 4

12. 방사성폐기물 리 3 - 3

13. 원자력 계법령 6 - 6

14. GM 계측기 - 6 6

15. 섬 계측기 - 6 6

16. 액체섬 계수기 - 3 3

17. 방사선 리용 측정기기 - 3 3

18.
방사선원 분실 

선원 손상사고 책
- 6 6

19. 방사화학분석 - 6 6

소     계 78 30 108

- 개강,평가,수료 등 6

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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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 방사성동 원소이용취 과정 (4주 128시간, 2006년)

- 상: 군 방사성동 원소이용취 자

- 내용: 방사성동 원소 이용 총  28개 과목

- 실습: 41시간

강사  세부과목
강 의 구 분

강의 실습 계

 1. 원자핵물리 7 - 7

 2. RI 이용 3 - 3

 3. RI 제조 - 3 3

 4. 방사화학 3 - 3

 5. 방사화학 분석 3 - 3

 6. 방사선생물학 3 - 3

 7. 방사선장해방어 7 - 7

 8. 방사선계측기술(방사선/능 측정) 9 - 9

 9. 방사선 리 장비의 특성 3 - 3

 10. 환경방사선 - 3 3

 11. 계측통계 2 - 2

 12. 방사선취 기술 7 - 7

 13. 방사선 리개론 3 1 4

 14.
원자력법령
(군 안 리규정,인허가 차 포함)

7 - 7

 15. 작업장 방사선 리 - 4 4

 16. 방사선인체연향 3 - 3

 17. 방사성물질의 운반 2 - 2

 18. 개인방사선 리 - 4 4

 19. 방사능방재 3 - 3

 20. 방사선사고 사례 
 피폭 2 - 2

 일반 2 - 2

 21. 방사성폐기물 리 3 - 3

 22. GM 계측기 - 6 6

23. 섬 계측기 - 6 6

 24. 액체섬 계수기 - 3 3

 25. 방사선 리용 측정기기 - 3 3

 26.
방사선원 분실 
선원 손상사고 책

- 6 6

 27. 비 괴검사실무 - 3 3

 28. 계측기교정실무 - 3 3

소     계 76 41 117

  - 개강,평가,견학,수료 등 6

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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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마 핵종분석 과정 (5일, 2007년)

- 상: 한국수력원자력(주) 환경방사능 측정 계자 약 15명

- 내용: 베타, 알 붕괴 이론, 스펙트럼 교정  피크분석 등 15개 과목

- 실습: 실험 실습 16시간 

교  과  목 세  부   내  용
시간 구분

이론 실습

1.1.베타,알 붕괴 이론 베타,알 붕괴, 자포획 2 -

1.2.감마붕괴 이론
핵천이,핵에 지 의 수명,내부 환 
소멸방사선,제동복사,X-선,핵붕괴챠트
핵데이터에 한 정보

2 -

1.3.질의응답 핵붕괴차트 분석실습 질의응답 - 1

 2.1.감마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효과,컴 턴산란, 생성,감쇄계수
 검출기와의 상호작용,차폐체와의 상호작용

2 -

2.2.반도체 검출기
고체의 에 지 , 성질
감마선검출기로서의 반도체,Ge검출기의 제작
검출기의 하 수집

3 -

2.3 분 분석 시스템

기잡음,펄스성형,임피던스 매칭
검출기 바이어스 압, 지증폭기
증폭기,Pole-zero조정, 일업 보정
증폭기 게인
ADC,MCA 등

3 -

3.1.계측통계 이론 불확도  통계  변동,표 편차(표 연) 2 -

3.2.피크분석 실습
    -Execel 이용

피크분석 실습-Execel 이용 - 3

3.3.견학 표 과학연구원 분석실(서경원,이모성) - 3

 4.1.스펙트럼 교정
에 지,분해능,효율교정 실습-Excel 이용,
Geometry 보정 실습

- 3

4.2 동시합성 효과의
    보정 이론

동시합성 효과의 보정 이론 2 -

4.3 동시합성 효과의
    보정 실습

동시합성 효과의 보정 실습 - 3

 5.1.모의 스펙트럼
     분석 실습

 

- 35.2. 첩 피크 분석
 교정 스펙트럼 분석,라이 러리 작성,교정선원
 정보화일 작성,에 지,분해능,효율,Geometry
 보정 동시합성 효과의 보정 처리

5.3 lfy 스펙트럼 분석

    소     계 16 16

 - 기타 1. 개강  수료 1

2. 자기소개  평가 2

      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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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 선 방출핵종 분석기술교육 (2일, 2007년)

- 상: 경희 학교 원자력공학과 (학부  학원생) 12명

- 내용: 알 선 방출핵종 분석 등 7개 과목

- 실습: 방사능 계측 실험실습 4시간

        

   시간

 일차

1 2 3 4 5 6 7 8

09:10-10:00 10:10-11:00 11:10-12:00 13:10-14:00 14:10-15:00 15:10-16:00 16:10-17:00 17:10-18:00

1일차

Orientation

(인력개발

센터)

1.알 선 방출핵종 

분석개요

2.알 핵종 분석을 한 

시료 처리
3.알 핵종 화학분리

4.방사능 

계측(I)

2일차

5.방사능 

계측(II)
6.핵종분석 품질 리

7.방사능 계측 

실험실습(I)

8.방사능계측 

실험실습(II) 
9.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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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사화학분석기술과정 (5일, 2004년)

- 상: 방사화학 문가

- 내용: 방사선핵종 화학분석기술 등 14개 과목

- 실습: 9시간

순번 교  과  목
시 간

강의 실험

1  방사화학 기술 망 2 -

2  원  운 련 방사화학분석 개요 2 -

3  방사화학분석품질 리 2 -

4  방사성시료 유형별 분류  시료채취기술 3 -

5  방사성시료 처리 기술 2 -

6  * 시료 처리 실험 - 2

7  방사성핵종 화학분석기술 3 -

8  알 선 방출핵종 분석기술 2 -

9  휘발성 핵종 화학분석 2 -

10  방사능계측기술 3 -

11  * 방사능계측실험 (1) - 2

12  * 방사능계측실험 (2) - 2

13  냉각재 련 방사화학 3 -

14  방사화학실험(견학포함) - 2

15  과정평가 - 1

소    계 24 9

* 시료 처리 실험
- 처리 실험 시료: 음/양 혼합 이온교환 수지(한  사용)
  . Kjeldahl 방법
  . Open- vessel 방법
  . Closed-vessel 방법
  . 상기 세 방법으로 시료를 처리를 모사한 후 세 방법 간의 장단  검토

* 방사능계측실험1. High Resolution Gamma Ray Spectroscopy

- Energy calibration and Resolution of HPGe Spectrometer
- Efficiency calibration of HPGe Detector
- Determination of Unknown Activity by the Relative Method
- Activity correction with defferent density
- A study of pair production Escape peaks and back scttering peaks

* 방사능계측실험2. Tritiun Measurement by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 Instrument Calibration(IPA)
- Quench Correction Curve for H-3
- Determination of tritium Sample by LSC
- A study of quench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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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기술교육 (2일, 2007년)

- 상: 한국수력원자력(주) 23명

- 내용: 원  운 련 방사화학분석개요 등 7개 과목

- 실습: 방사화학실험실 견학 2시간

  시간

 

일차

1 2 3 4 5 6 7 8

09:10-10:00 10:10-11:00 11:10-12:00 13:10-14:00 14:10-15:00 15:10-16:00 16:10-17:00 17:10-18:00

1일차

Orientation

(인력개발센

터)

1.원 운  련 
방사화학분석 개요

2.원 운  

련 

방사화학

3.방사성 시료채취
4.자료 통계처리 

 품질 리

2일차 5.척도인자 설정방법 6.방사능측정기술 7.방사화학실험실 견학 8.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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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핵물질 리기술과정 (2주, 2007년)

- 상: 한국수력원자력(주) 핵물질  핵연료의 취  실무자 10명

- 내용: 핵물리기 이론, 핵연료 개론 등 총 18개 과목

- 실습: 없음

교   과   목 세  부  과  목 시간

1.핵연료물질의 
화학 ,물리  성질

1.1.핵물리기 이론 3

  
1.2.핵연료개론
  -경수로, 수로,고속로,연구용원자로
   GEN-Ⅳ원자로 등에 용되는 핵연료  특성 

2

1.3.핵연료 재료
  - 속U,UO₂,UC,UN,PU 등 핵재료 특성

3

1.4.피복재 재료
  -Zｒ합 피복재,Stainless Steel피복재 
   등 속재료의 특성

2

1.5.핵연료설계  건 성
  -노형별 원자로노심 특성
   -핵연료 설계요건  설계방안
   -핵연료건 성 설계방안

4

  2.방사선의 측정  방사선 
장해의

 2.1.방사선방어원칙 5

   방지에 한 기술 2.2.방사선안 리 3

2.3.방사선계측 3

2.4.방사선의 인체 향 3

 3.핵연료물질 취 기술
3.1.1.핵연료주기개론
    -핵연료주기(Close,Open)특성
    -핵주기 단계별 특성 

3

   
3.1.2.핵연료제조
   -채 -정련,농축,변환  재변환
    -핵연료성형가공   

3

3.1.3.핵연료품질보증
   -품질보증코드  요건
   -핵연료제조 단계별 품질검사기술
   -품질 리  품질보증시스템

3

3.2.1.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재처리)
   -건식재활용기술(Pyroprocessing)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DUPIC 등
   -습식재활용기술
    ․PUREX,UREX,Advanced Aqeous Process 등

4

3.2.2.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 ․ 폐기물 처리기술(오원진)
   -고 페기물 소멸처리기술(유재형)
   -고 페기물 처분기술(한필수,강철형)

4

3.2.3.핵연료수송 1

3.2.4.임계안 리 3

3.2.5.국제 핵비확산 체제
   -IAEA,NPT,수출입통제 
   -Physical Protection 등

2

3.2.6.핵물질 보장조치(Safeguards)
   -계량 리
   -Containment & Surveillance

3

 4.원자력 계 법령 6

                            
   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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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 책요원교육과정 (3일, 2005년)

- 상: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 책요원

- 내용: 방사선 일반  지역 방사능방재 책 등 10개 과목

- 실습: 없음

순번 교   과   내   용
시간

강의 실습

1 국가방사능방재 책계획 1 -

2 원자력시설등의 방사능방재 책법 2 -

3 방사선/능 일반 1 -

4 지역 방사능방재 책 3 -

5 비상진료 활동 2 -

6 장 방재센터 운 2 -

7 환경 방사선감시 2 -

8 홍보  정보 리 1 -

9 주민보호 의사결정 1 -

10 주민보호조치 2 -

      소           계 18 -

기  타  개강   수료 1

계 19

12. 기타 법정 보수교육 (실습 없음)

- 방사성동 원소  핵연료물질 취  면허소지자 (각 1일 6시간)
- 연구용원자로 조종사/조종감독자 (5일 29시간)
- 군 방사선안 리자 (1일 8시간)
- 방사능 방재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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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구축장비 용도설명서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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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Ge 검출기 분 분석 시스템 용도설명서

  1. 품명  수량 : HPGe Gamma-ray NIM Based Spectroscopy System 2set

  2. 모델명 : GMX/GEM30P4  

  4. 과제명 :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교육장비 구축

  5. 과제기간 : 2007/7/01 ~

                      2008/6/30

  6. 과제책임자   7. 자  명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8. 사용부서명 : 원자력교육센터   9. 요구자

 10. 용도(상세히 기록) : 

  - 동 원소이용 교육과정  실습과정에 이용(기 , 감독자 면허과정)

  - 방사능측정분석기술  핵종분석 등 실습과정에 이용(한   장요원 상)

  - 학연학생 실습 교육과정에 이용(원자력, 이공계 학생)

  - 방사성 핵종분석을 한 기본 장비로서 방사능, 방사성핵종 분석, 

    방사능 측정분석을 한 실험장비로 기 실험에 이용(사용법  응용 용법)

  - 방사능의 이론을 본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여러 가지 실험으로 

    확인 해석(에 지교정, 핵종의 상세분석, 스펙트럼의 해석, 방사능량 오차,

    계측기 효율 등 방사능 기 실험과, 다양한 핵물리의   고 실험 등)

 11. 규격(성능  사양) - 아래 설명한 동종 사양  그 이상의 시스템

   1) GEM HPGe Coaxial Detector(GMX/GEM30P4): Efficiency 30% 2 Sets

   2) NIM BIN and Power Supply(4001C/4002D)                       1 Set

   3) Dual 16k Multichannel Buffer(ASPEC-927)                       1 Set

   4) DSPEC Pro(DSPEC-Pro) with MAESTRO-32                1 Set

   5) X-COOLER II(CFG-X-COOL-II-230)                       1 Sets

   6) GammaVision-32 Gamma-Ray HPGe Spectral Analysis(A66-B32) 1 Sets

   7) Lead Shield for HPGe Detector(HPLBS1F/HPLBS1)         2 Sets

   8) Data Acquisition System                                     2 Sets 

기타 자세한 사항 -별첨 참조 (장비설명)

 12. 기타(공동활용, 설치장소, 운 요원 확보) :

- 공동활용 가능

- 설치장소 : 원자력교육센터 2층 실험실

- 운 요원 확보: 원자력교육센터 장비운 의 정기 인 운 검과

                 실험담당 강사 실습 후 주기 인 확인 검으로 운  



115

HPGe 검출기 분 분석 시스템 문규격서

A. GENERAL DESCRIPTION

  1. This system is HPGe based Gamma-ray spectroscopy system for the purpose

     of analysis of radioactivity sample. 

  2. The 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 is cooled down by the LN2 and LN2 

     Free Electrical and Mechanical Cooling System. 

  3. The Detector material must be selected to reduce the intrinsic radiation in an

     HPGe detector 

 B. Feature

  1. P-type and N-type coaxial High Purity Germanium Based Gamma-ray detector.

  2. Electrical and mechanical cooling and LN2 cooling for HPGe detector.

  3. Interchange detector capsule. 

  4. Fast communication using USB2.0.

  5. Real time data acquisition and real time analysis. 

  6. Powerful operator definable automatic spectrometer function. 

  7. Automatic calibration wizard.

 C. SPECIFICATION

  1. High Purity Germanium (HPGe) Coaxial Detector(1ea)

    1) Material: P-type HPGe

    2) Useful Energy range : 40 keV∼10 MeV

    3) Relative efficiency: 30 %

    4) Resolution: 0.85 keV@122 keV with LN2 

                   1.85 keV@1,332 keV with LN2

    5) Peak to Compton ratio: 60:1

    6) Peak Shape : FW.1M/FWHM : 1.9     

                               FW.02M/FWHM : 2.6

    7) Interchangeable detector capsules with no need for pumping.

    8) Detector Capsule mate with vertical dipsticks and portable configuration.

    9) Automatic high-voltage shutdown to protect preamplifier input FET.

    10) Indicator warns of excessive counting rate.

    11) Single, Low power, and H.V supply included cable assembly.

    12) Preamplifier & H.V filter included

    13) Filed replaceable cryostat should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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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igh Purity Germanium (HPGe) Coaxial Detector(1ea)

    1) Material: N-type HPGe

    2) Useful Energy range :3 keV∼10 MeV

    3) Relative efficiency: 30 %

    4) Resolution: 0.72 keV@5.9 keV with LN2 

                  1.90 keV@1,332 keV with LN2

    5) Peak to Compton ratio: 52:1

    6) Peak Shape : FW.1M/FWHM : 1.9     

                               FW.02M/FWHM : 2.8

    7) Interchangeable detector capsules with no need for pumping.

    8) Detector Capsule mate with vertical dipsticks and portable configuration.

    9) Automatic high-voltage shutdown to protect preamplifier input FET.

    10) Indicator warns of excessive counting rate.

    11) Single, Low power, and H.V supply included cable assembly.

    12) Preamplifier & H.V filter included

    13) Filed replaceable cryostat should be included

  3. Lead Shield for vertical configuration HPGe detector system(2 ea)

    1) 4-in. thick low-background lead shield with low-carbon steel casting

    2) Tin & copper sheet liner

    3) Standard copper/tin-graded liner to suppress lead X rays

    4) Front Sample Loading type shield and Top Sample Loading type shield

  4. X-COOLER Low-Cost LN2-Free Cooling for HPGe Detectors(1 ea)

    1) Lightweight and Compact Design 

    2) Low Power Operation (less than 400 W) 

    3) Field Replaceable: Retrofits to Existing Detectors and is Easily Maintained 

    4) Noise: Less than 70 dB at 1 meter 

    5) Power Consumption: <500 W during initial cool down. 

                             <400 W during normal operation. 

    6) Connector Hose: 10 ft.

    7) Total mass of the refrigerant in cooler is less than 32g for the standard 8ft

       hoses

    8) Omni directional cold head stand included

    9) 30 minute capability backup power system(UPS)

   10) Noise filter and UPS should be included

  5. Multi Channel Analyzer(1 ea)

     1) Dual fast (1.25-μs) ADC and memory in a single width NIM

     2) Dual 16k ADC's, compatible with MAESTRO-32 for Windows MCA emul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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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ive time corrections including ZDT

     4) PUR, BUSY, and GATE inputs

     5) Interfaces via USB-2.0

     6) True live display of data

     7) Synchronize this unit with your sample changer or process control

     8) On board memory allows fast downloads to your PC

     9) Two inputs in a single wide NIM

     10) ADCs: Successive-Approximation type with sliding scale linearization.

     11) MAX RESOLUTION: 16k: 16,384 channels, software selectable as 16,384,    

           8,192, 4,096, 2,048, 1,024, and 512.

     12) DEAD TIME PER EVENT: 2 μs including memory transfer.

     13) INTEGRAL NONLINEARITY: < +0.025% over the top 99% of the dynamic 

           range.

     14) DIFFERENTIAL NONLINEARITY: < ±1% over the top 99% of the dynamic 

           range.

     15) GAIN INSTABILITY: <+50 ppm/°C.

     16) DEAD-TIME CORRECTION: Software selectable for extended Live-Time 

           correction according to the Gedcke-Hale method or ZDT Live-Time 

           corrections which monitors the counting rate and adjusts the dead-time for

           fluctuating counting rates.

     17) DATA MEMORY: 512 kb.

     18) USB INTERFACE: Interfaces to a PC via USB 2.0. Data transfer speed is 

           480 Mbps maximum. 

   6. NIM BIN and Power Supply(1 ea)

    1) Mounting and power distribution for standard NIM modules

    2) Compatible with 4002A, 4002D, and 4002E NIM Bin Power Supplies(400W Up)

    3) Adjustment-free bin construction

    4) Exceeds DOE/ER-0457T recommended specifications

    5) Low-impedance, bus bar, power distribution with the 4001C

    6) MODULE CONNECTORS 12 each as specified by DOE/ER-0457T.

    7) INSTALLED WIRING All connectors wired in parallel for +12 V, -12 V, 

      +24 V, -24 V, +6 V, -6 V, high-quality ground, power-return ground, and

      117 V ac, in accordance with DOE/ER-0457T pin assignments. An interface 

      connector is supplied as required by DOE/ER-0457T for connecting control 

      and power supply.

    8) CONTROL PANEL A control panel with On/Off switch, power-indicating 

      lamp, and thermal warning lamp for mating power supply.  The thermal 

      warning lamp is illuminated when  the operating temperature approaches the 

      design limit. Voltage test points are provided for convenient monitoring of the 

      power supply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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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CONSTRUCTION Aluminum alloy side plates with nickel-chromium-plated 

      handles on frontpanel mounting flanges. Top and bottom members are 

      high-tensile steel rod weldments, nickel plated, containing module guides. Rear

      connector plate is steel, cadmium plated.

    10) Regulated dc power of ± 6 V @ 10 A, ± 12 V @ 3 A, and ± 24 V @ 1.5 A;

       115 V ac @ 0.5 A 160 W of dc output up to 50°C

    11) Over-voltage protection to avoid damage to +5-V and -5.2-V integrated 

        circuits

    12) Short-circuit and overload protected

    13) Operates from 100, 115, 200, or 220 V ac at 47 to 63 Hz

  7. Spectroscopy amplifier(1 ea)

    1) GAIN RANGE Continuously adjustable from 2.5 to 1500. Gain is the product of the

        COARSE and FINE GAIN controls.

    2) UNIPOLAR PULSE SHAPES Switch selection of a nearly triangular pulse shape or

        a nearly Gaussian pulse shape at the UNIPOLAR output 

    3) BIPOLAR OUTPUT PULSE SHAPE Rise of the BIPOLAR output pulse from 0.1% to

        maximum amplitude is 1.65 times selected SHAPING TIME. Zero cross-over of 

        the bipolar output pulse is delayed from the maximum amplitude of the Gaussian

        UNIPOLAR output by 0.33 times the selected SHAPING TIME.

   4) INTEGRAL NONLINEARITY (UNIPOLAR Output) <± 0.025% from 0 to +10 V.

   5) NOISE Equivalent input noise <5.0 μV rms for gains >100, and <4.5 μV rms for 

       gains >1000 in manual PZ mode, or <6.0 μV for gains >100 in AUTO PZ mode.

   6) TEMPERATURE COEFFICIENT (0 to 50 °C)

   7) Unipolar Output <± 0.005%/°C for gain, and <± 7.5 μV/°C for dc level.

   8) Bipolar Output <± 0.007%/°C for gain, and <± 30 μV/°C for dc level.

   9) WALK Bipolar zero crossover walk is <± 3 ns over a 50:1 dynamic range.

   10) OVERLOAD RECOVERY Unipolar and bipolar outputs recover to within 2% of the 

      rated output from a X1000 overload in 2.5 nonoverloaded pulse widths using 

      maximum gain.

   11) SPECTRUM BROADENING Typically <8% broadening of the FWHM for counting 

       rates up to 100,000 counts/s, and <15% broadening for counting rates up to 

       200,000 counts/s. Measured on the 1.33-MeV gamma-ray line from a 60Co 

       radioactive sourc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0% efficiency ORTEC 

       GAMMA-X PLUS detector, 8.5-V amplitude for the 1.33-MeV gamma-ray on the 

       unipolar output.

   12) SPECTRUM SHIFT  Peak position typically shifts <± 0.018% for counting rates 

       up to 100,000 counts/s, and <± 0.05% for counting rates up to 200,000 counts/s. 

       Measured on the 1.33-MeV line under conditions specified for SPECTRUM 

       BROADENING.

   13) DIFFERENTIAL INPUT Differential nonlinearity <± 0.012% from -9 V to +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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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m input ± 10 V (dc plus signal). Common mode rejection ratio >1000.

   14) PULSE PILE-UP REJECTOR

   15) Threshold Automatically set just above noise level on fast amplifier signal. 

       Independent of slow amplifier BLR threshold.

   16) Minimum Detectable Signal Limited by detector and preamplifier noise 

       characteristics.

   17) Pulse Pair Resolution Typically 500 ns. Measured using the 60Co 1.33-MeV 

       gamma ray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0% efficiency germanium detector, 

      4-V amplitude for the 1.33-MeV gamma ray at the unipolar output, 50,000 counts/s

   18) FINE GAIN Front-panel, 10-turn precision potentiometer with locking, graduated 

       dial provides continuously variable, direct reading, gain factor from 0.5 to 1.5.

    19) COARSE GAIN Front-panel, eight-position switch selects gain factors of 5, 10, 

        20, 100, 200, 500, and 1000.

    20) SHAPING TIME Six-position switch on the front panel selects shaping times of 

        0.5, 1, 2, 3, 6, and 10 μs for the pulse-shaping filter network.

    21) UNI SHAPING Two-position locking toggle switch on the front panel selects 

        either GAUSSIAN or TRIANGLE pulse shaping for the UNIPOLAR output.

    22) INPUT Front-panel, four-position switch accommodates either + or - input 

       polarities, and selects the differential (DIFF) or normal (NORM) input modes. In the

       NORM mode only the NORM input connector is used. In the DIFF mode the 

       preamplifier signal cable is connected to the NORM input, and a cable having its 

       center conductor connected to the preamplifier ground through an impedance 

       matching resistor is connected to the DIFF REF input. The impedance matching 

       resistor must match the output impedance of the preamplifier.

   23) BAL (Differential Input Gain Balance) A 20- turn potentiometer mounted on the 

       PC board inside the module allows the gains of NORM and DIFF REF inputs to be 

       matched for maximum common mode noise rejection in DIFF mode.

   24) PZ AUTO/MAN SWITCH Locking toggle switch selects either the AUTO 

       (automatic) or MAN (manual) pole-zero cancellation adjustment mode. Both modes

       permit PZ cancellation for preamplifier exponential decay time constants from 40 μ

       s to ∞.

   25) AUTO PZ BUTTON With PZ switch in AUTO PZ position, momentarily pressing 

       AUTO PZ button turns on the BUSY LED and initiates automatic adjustment of the 

       PZ cancellation circuit. BUSY LED turns off when adjustment is complete. Once

       completed, the PZ adjustment is held until the button is pushed again. Memory of 

       the last PZ adjustment is protected against unforeseen power outages.

   26) MANUAL PZ ADJUSTMENT 20-turn potentiometer on the front panel permits 

       screwdriver adjustment of the PZ cancellation. The screwdriver-adjusted value is 

       effective whenever the PZ switch is in the MAN (manual) position. For 

       transistor-reset preamplifiers or pulsed optical feedback preamplifiers, use manual

       PZ adjustment set fully counterclock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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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igh Voltage Bias Supplier(1 ea)

   1) BIAS VOLTAGE RANGES 0-5 kV, or 0-500 V, on separate outputs, with each 

       output controlled by a common, 5-turn, direct-reading, precision potentiometer 

       located on the front panel.

   2) BIAS VOLTAGE POLARITY Positive or negative. Internally selectable. Polarity

       indicated by front-panel LEDs whenever bin power is on.

   3) RATED OUTPUT CURRENT 0-100 μA. 

   4) OUTPUT LINEARITY Within ± 3% of dial setting from 10% to 100% of full range.

   5) TEMPERATURE SENSITIVITY OF OUTPUT VOLTAGE <± 0.08%/°C through 10 ̊
        to 50℃ operating range.

   6) VOLTAGE STABILITY <± 0.1%/h variation in output voltage with constant      

       temperature, constant load, and constant input voltages from the bin supply.

   7) NOISE AND RIPPLE <10 mV peak-to-peak from 5 Hz to 50 MHz.

   8) OUTPUT VOLTAGE RISE TIME Nominally 500 ms.

   9) 0 kV-5 kV Front-panel, 10-segment, bar-graph display indicates actual output 

       voltage at the 0-5 kV output. Each segment corresponds to a 0.5-kV increment in 

       output voltage, starting with 0.5 kV to turn on the first segment, and ending with 5 

       kV to turn on the tenth segment.

    10) POS Front-panel LED is lit when the bin power is on, if the positive output 

       polarity has been selected.

    11) NEG Front-panel LED is lit when the bin power is on, if the negative output 

         polarity has been selected.

    12) ON Front-panel LED indicates when the output bias voltage is turned on. This 

        LED turns off when the HV ON/OFF switch is turned off, the bin power is off, or 

        the shutdown mode has been activated.

    13) OVERLOAD Front-panel LED turns on when the bias supply senses an excessive 

       output current demanded by the external load. Under overload, the output voltage 

       is reduced automatically until the output current is within a tolerable limit. 

       Recovery from overload is automatic when the overload is eliminated.

    14) SHUTDOWN Front-panel LED turns on when the shutdown mode has been 

        activated to turn off the output voltage. The shutdown mode is activated by the 

        appropriate signal level on the rear-panel, BIAS SHUTDOWN input, or whenever 

        the bin power is turned off and on.

  9. Digital Gamma Spectrometer(1 ea) 

   1) Innovative ZDT "loss-free counting" correction including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he ZDT spectrum 

   2) Fastest data transfer capability available with USB 2.0 

   3) Full computer control of every spectrometer function 

   4) Computer selectable as either resistive feedback or TRP pre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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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ystem Conversion Gain is software controlled from 512 to 16 k channels.

   6) Dead-Time Correction: Extended live-time correction according to

      Gedcke-Hale method

   7) Accuracy: <3% from 0 to 50,000 counts per second. 

   8) Low-Frequency Rejector: When set to ON, removes low frequency

      (<3 kHz) input noise from spectrum. 

   9) Maximum System Throughput: >100,000 cps with LFR off. >34,000 cps

     With LFR on

   10) Pulse Pile-Up Rejector: Automatically set threshold. 

   11) Pulse-Pair Resolution: Typically <500 ns. 

   12) Automatic Digital Pole-Zero Adjustment: automatically or manually. 

   13) Digital Gated Baseline Restorer: Computer controlled adjustment of the

      restorer rate (High, Low, and Auto). 

   14) Virtual Oscilloscope 

   15) Ratemeter: Count-rate display on MCA and/or PC screen. 

   16) Battery: Internal battery-backed up memory to maintain settings in the event

       of a power interruption. 

   17) Sample Ready In: Rear-panel BNC connector, accepts TTL level signal from

       Sample Changer. Software selectable polarity. 

   18) Front Panel(LCD) Display should have a capability of additional

      state-of-health information by monitoring the following functions: 

       (1) Detector element temperature (read only and optional);

       (2) Detector overload state; 

       (3) Detector authentication code (read/write);

       (4) Detector serial number (read only).

       (5) Detector high voltage value

       (6) Detector high voltage state 

       (7) Detector high voltage shutdown state

   19) Selectable system gain setting : Coarse Gain : 1, 2, 4, 8, 16 or 32 

                                        Fine Gain : 0.45 to 1 

   20) Digital filter shaping time constants 

       Rise time : 0.8 us to 23 us in steps of 0.2 us 

       Flat Tops : 0.3 to 2.4 in steps of 0.1 us 

   21) Suitable for P-Type HPGe, N-Type HPGe and NaI detector with changeable

      Multi Pin connector type High Voltage supplier 

   22) List mode available to measure 200n sec time interval event record.

   23) Superior Digital Filter such as LFR, Resolution Enhancer and Throughtput 

       Enhancer

   24) Detector interface module should be included for P-type and N-type

  10. Gamma-Ray Analysis Software for Germanium Detector(1 ea)  



122

    1) True 32-bit for operation in Windows 95, 98, NT, 2000, ME and XP

    2) Spectrum Analysis, Review, Hardware Control and MCA Emulation in a

       single, seamless Package.

    3) Quantitative and Semi-Quantitative Analysis

    4) Choice of Interactive and Automatic Calibrations assure the Best Results

    5) Independent multitasking of multiple detectors and spectroscopy tasks

    6) Local Area Network support

    7) Data Security using Passwords

    8) Peak Deconvolution of up to 22 Components within a Single Multiplet.

    9) Peaked Background Correction

    10) Quality Assurance procedure meets ANSI N13.30 Requirement and allows

      tracking of:

       - Total detector background

       - Total (decay corrected) activity for all calibration nuclides

       - Average FWHM ratio (spectrum to calibration standard)

       - Average FWTM ratio (spectrum to calibration standard)

       - Average peak shift from library values

       - Actual peak centroid energies

    11) Import/Export function makes it possible for the software to analyze other

       vendor's spectrum file.

    12) Automatic Energy Calibration and Calibration Wizard

    13) Peaked Background Correction

    14) Geometry Correction

    15) Absorption Correction ANSI N42.14 and ASTM E18182 compliant from

       materials database, and/or from physical standards

    16) Zero-Dead Time Correction

    17) True Coincidence Summing Correction

    18) Library-Based Peak Interference Correction

    19) "Directed Fit" Reporting of Negative Activities

    20) Automation Features

    21) Multiple detector Start/Stop/Clear functions for up to 8 detectors

    22) Extensive built-in Job Streaming (Macro language), allowing "one-click"

       analysis from a user-built icon

    23) At least 17 different Minimum detection limit calculation Formalism

 11. Standard Accessories(1 set)  ~~O

    1) 30 Liter LN2 Dewar ---------------------------------------- 4 ea

    2) 12 feet length vent line ------------------------------------- 2 ea

    3) 12 feet length transfer line ---------------------------------- 2 ea

    4) Withdrawal device for 30 L dewar ---------------------------- 2 ea

    5) Data Acquistion System ------------------------------------- 2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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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ixed Gamma Source(KRISS) -------------------------------- 1 ea

    7) Preamplifier for P-type HPGe -------------------------------- 1 ea

    8) Preamplifier for N-type HPGe -------------------------------- 1 ea

    9) High Voltage Filter for HPGe --------------------------------- 4 ea

   10) System Training include toolkit(DMM, Repair toolkit, Notebook, Rack) -- 10 days

 <Part B> Lead Shield for HPGe detector

  1. Lead Shield for vertical configuration HPGe detector system(2 ea)

    1) 4-in. thick low-background lead shield with low-carbon steel casting

    2) Tin & copper sheet liner

    3) Standard copper/tin-graded liner to suppress lead X rays

    4) Front Sample Loading type shield and Top Sample Loading type shield

D.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EST

  1. The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installation of the whole system

  2. The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training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2. The Seller shall conduct the performance test after final installation of the

     system, and the test results shall be approved by end-user and one year

     warranty shall be provided.

  3. The Seller shall furnish the services of competent technical advisor(s) who

     shall provide technical advice, guidance and assistance in installation, testing

     and training of this equipment, as required for the placement of the equipment

     in successful operation by the Buyer's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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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분 분석 시스템용도설명서

  1. 품명  수량 : 2채  알 분석기 3세트

  2. 모델명 : 7200-02   3.     액

  4. 과제명 :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교육장비 구축

  5. 과제기간 : 2007/7/01 ~

                      2008/6/30

  6. 과제책임자   7. 자  명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8. 사용부서명 : 원자력교육센터   9. 요 구 자

 10. 용도(상세히 기록) : 원자력시설  일반 환경 감시에 필요한 알 방출핵종 분석기술에 

한 원자력  방사선 교육훈련에 사용할 계획.

- 핵종 분석 등 방사능측정분석기술 실습과정에 이용(한   장요원 상)

- 동 원소이용 교육과정 실습 (기 , 감독자 면허과정)

- 학연학생 실습 교육과정에 이용 (원자력, 이공계 학생)

 11. 규격(성능  사양) - 아래 설명한 동종 사양  그 이상의 시스템

 1.  Integrated 2-Chamber Alpha Spectroscopy System            3 SET

    Consists of ; 

    1)    Integrated 2-Chamber Alpha Spectrometer                :   3 Set

    2)    Alpha PIPS Detectors                                     :   6 ea

    3)    Comprehensive Alpha Spectroscopy Analysis              :   1 Set

          Software Package. 

    4)    Spectroscopy Analysis Software Copy               :   2 ea

    5)    Vacuum pumping System                                   :   3 Set

    6)    Multi-Size Alpha Spec Sampler Holder                      :   6 ea

    7)    Mixed Alpha Standard Source                         :   3 ea

    8)    Data Acquisition System                               :   3 Set

    9)    Spare item (Detector)                               :   2 ea

기타 자세한 사항 -별첨 참조 (장비설명)

 12. 기타(공동활용, 설치장소, 운 요원 확보) :

- 공동활용 가능

- 원자력교육센터 3층 실험실 설치

- 원자력교육센터의 과정운  재원을 통한 장비운 요원 정기 인 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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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분 분석 시스템 문규격서

A. General Features                     

1. Shall be a true multi-tasking alpha spectroscopy instrument with computer controlled 

sample management, QA and data acquisition

2. This system is a fully integrated 2-chamber alpha spectroscopy system with complete 

electronics.

3. This system will consist of 2-chamber alpha spectrometer, alpha detectors, 

comprehensive alpha analysis software package, and other required accessorie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4. This integrated alpha spectrometer can be extended chambers up to 12.

B. Consists of ;                                                 

1) Integrated 2-Chamber Alpha Spectrometer 3 set

2) Alpha Detectors 6 ea

3) Comprehensive Alpha Spectroscopy Analysis Software Package 1 set

4) Spectroscopy Analysis Software Copy 2 ea

   5) Mixed Alpha Standard Source                                      3 ea      

6) Vacuum pumping System 3 set

   7) Multi size Alpha Spec Sample Holder 6 ea

8) Data Acquisition System 3 set

   9) Spare Item (Detector) 2 ea

   

C. Technical Specifications 

   1) Integrated 2-Chamber Alpha Spectrometer

- All functions should be controlled by computer with analysis software.

- Individual or simultaneous start/stop

- Independent vacuum per chamber and individual disable sensors

- Vacuum below 20um

- Support up to 12 chambers in one unit

- Up to 240 chambers per one computer

- Vacuum Chambers

․ Maximum sample size  :  51mm(2.0 inches)

․ Sample-to-detector spacing  : 1 to 45mm in steps of 4mm 

․ Maximum detector size :  1200mm2

․ Vacuum Gauge : read out by the host computer

․ Vacuum range : 0 to < 26.7kPa(0 to 200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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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uum/Bias Interlock : turn on the bias when a vacuum level of < 10kPa(<75Torr) 

- The instrument shall have full automatic vacuum control where the user is not required 

to have any interaction with vacuum knobs or settings before, during or after counting

- Bias supply : controlled through the host computer, adjustable in 1V increments from 0 

to 100V

- Detector leakage current monitor : 4nA to +2500nA range, read by the host computer

- Independent Reference pulser for each chamber controlled by the host computer 

- Adjustment resolution : 12 bits(2.5keV granularity)

- Amplitude drift  : < ±100ppm/℃

- Long term drift   : < ±0.005%

- System Performance

․ Energy resolution  :  <20 keV(FWHM) 

․ Detector efficiency  :  >25% for detector-to-source spacing of less than 10mm.

․ Background  :  <1 count per hour above 3MeV 

- Recoil Suppression 

․ Suppression bias  :  +5 V continuously applied to detector shell to repel recoil 

contamination.                       Detector bias is applied with respect to +5 V 

detector "return".

․ Regulation : Nominal programmed pressure ±10%.

․ Pressure Range : 0.13 ～ 2.67 kPa (1 ～ 20 Torr), corresponding to air thickness of 

approx. 12 to 16g/cm2 and detector-sample spacing of 5 mm to 45 

mm.

․ No battery power        

     - Spectrometer Operations 

․ System LLD  :  Fixed at 0.5 Volt. 

․ MCA spectrum size  :  4096, 2048, 1024, 5123 or 256. 

․ MCA MEMORY CAPACITY : For an ADC range of 4096, the capacity per channel is   

   

                                      65626(16bits);  for all other ranges, the capacity is 32   

                                      bits/channel(>4 x 109 counts/channel).

․ DATA RETENTION :> 3 days of power loss.

․ PRESET MODE : Individual presets for each Spectrometer ; True or Live Time, 

multiples of 1 second : max preset >4 x 107 seconds ; composite DT 

for all Spectrometers within a single chassis (live time correction 

factor is the same for all Spectrometers within a single chassis).

․ CONTROL INTERFACE : Ethernet AIM protocol, 802.2/802.3 compliant ; Thin wire 

interface                            (10Base 2) built in ; provision for external 

Ethernet transceiver 

                                   using the AUI.

․ RS-232 INTERFACE : Provided as a diagnostic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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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pha Detectors

- Passivated Implanted Planar Silicon Detector

- Ion implanted contacts

- SiO2 passivated

- Low leakage current

- Low noise

- Thin window

- Energy range  :  3 to 15MeV

- Cleanable entrance window

- Active area  :  450mm2

- Background  :  typically less than 0.05 counts/hr/cm2 
in the energy range of 3 to 8MeV.

- Mount diameter  :  32mm

- Resolution  :  20keV for Alpha

- Active thickness  :  greater than 140μm

3) Comprehensive Alpha Spectroscopy Analysis Software Package

- Windows 2000 or XP Based Basic Nuclear Spectroscopy Software

- Comprehensive Alpha Spectrum Analysis

- Background subtraction schemes specific to Alpha Spectroscopy, including Reagent 

Blank subtraction

- Alternative peak search strategies

- Fully interactive peak fit

- Interactive peak fit Software

- Efficiency Correction and Nuclide identification

- MDA calculation in the Currie formalism or the KTA formalism

- Full support for Tracer and Traceless Analysis

- Algorithms are accessible interactively as well as through the Batch Procedures 

environment

- Extremely easy to operate, enable energy calibration, peak area determination, 

background subtraction, printout of data, spectrum and analysis results.

- Automatic peak search, multi peak fitting for complex spectra

- Smart icons for easy operations, On-line help menu for guiding the user

- Support multiple analysis algorithms such as second difference peak search algorithms, 

user specified ROI method, or library directed peak search

- Analysis sequence can be defined and consist of a set of analysis steps and reporting 

steps, complete with their parameter definitions

- An interactive nuclide identification mode for quick, visual identification of radionuclides 

with the spectrum display

- Batch procedure environment include Graphical batch tolls for highly customized 

command procedures to full automatic counting and analysis sequences

- Extensible single file to store al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ystem and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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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 Other manufacturer's spectrum file can be loaded

- Background subtraction : automatically scale its results for the appropriate acquistion 

time for subtraction

- Efficiency correction : multiple efficiency curves are available such as dual, linear, and 

empirical

- Nuclide identification  : use matrix formalism similar to the one developed in SAMPO80

- Interference correction and Weighted mean activity : automatically finds the nuclide 

involved and automatically calculated as a weighted average of the activities calculated 

for each of its peaks

- Detection Limits : calculated both the radio nuclides for found in the spectrum and not 

found in the spectrum, The methods developed by Currie

- Complete monitoring of any set of system parameters assuring that measurements are 

made in a repeatable manner

- Comprehensive statistical tests for deviations from historical means or expected values

- Plot and report capabilities provides output for assessment of system condition and 

system quality documentation

-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intuitive, interactive operation

- Fully Multitasking, Network support

4) Vacuum Pumping System 

- Direct drive vacuum pump

- 43 liter per minute pumping speed

- Pressure to 4 x 10-1 Pa ( 3 x 10-3 )

- Prevents oil back-streaming

- Exhaust filter assembly for vacuum pump

- Removes fine oil droplets from pump exhaust allowing pump to discharge into clean 

work area

5) Data Acquisition System

- Pentium IV 3.0GHz or more

      - Memory 512MB, 3.5" 160GB HDD, 52x Combo, 19" LCD Monitor, 106 Keyboard and 

Mouse

      - 10 Base Ethernet Card

- Laser Printer, A4 White/Black, 15 PPM or more

   

D) Remarks ;

   ▣ The seller should be responsible for installing the equipment and conducting performanc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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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end-user's site.

   ▣ The seller must warrant for one year from the time of system installation.

   ▣ The equipment should be delivered within 3 months after receipt of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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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비 용도설명서

  1. 품명  수량 : Digital Handheld MCA (3 set)

  2. 모델명   3.     액

  4. 과제명 :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교육장비 구축

  5. 과제기간 : 2007/7/01 ~

                      2008/6/30

  6. 과제책임자   7. 자  명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8. 사용부서명 : 원자력교육센터   9. 요 구 자

 10. 용도(상세히 기록) :

- 동 원소이용 교육과정  실습과정에 이용 (기 , 감독자 면허과정)

- 방사능측정분석기술 핵종분석 등 실습과정에 이용(한   장요원 상)

- 학연학생 실습 교육과정에 이용 (원자력, 이공계 학생)

- 방사성 핵종분석을 한 기본 장비로서 방사능, 방사성핵종 분석,  방사능 측정분석

을 한 실험장비로 기 실험에 이용(사용법  응용법)

- 방사능 이론을 본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여러 가지 실험으로 확인 해석 (에 지

교정, 핵종의 상세분석, 스펙트럼의 해석, 방사능량 오차, 계측기 효율 등)

 11. 규격(성능  사양) - 아래 설명한 동종 사양  그 이상의 시스템

-INSPECTOR 1000 WITH IPROS-2 & NEUTRON (MOD. HE-3 TUBE) PROBES  3 set

      Equipped with a 2" x 2" NAI stabilized intelligent probe (IPROS-2)

      Equipped with the IN1K neutron probe (IPRON-N)

- Calibrated Source for testing                                                   3 set

      CS137 SOURCE CAP FOR IPRON-2 PROBE (2 X 2) - Model CSRCCS-2.

      CO-60 CALIBRATION STANDARD, 2" DISK (50.8MM)AT 1UCI (37KBQ)

                                                            - Model CO-60-2

- 2 X 2 NAI INTELLIGENT STABILIZED PROBE                               3 set

- INSPECTOR 1000 NEUTRON PROBE                                          3 set

- SPARE ITEMS

     Short Probe Cable (8") for InSpector 1000 (Model IPRONC)                   1 set

     20 Feet Long Probe Cable for InSepctor 1000 (Model IPRONL)                1 set

 12. 기타(공동활용, 설치장소, 운 요원 확보) :

- 공동활용 가능 (비상 방재 훈련 출동 장비로 지원)

- 원자력교육센터 3층 실험실 설치

- 원자력교육센터 장비운 의 정기 인 운 검과 실험담당 강사 실습 후 주기 인 
확인 검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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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 용도설명서

  1. 품명  수량 :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 ( 자식 개인선량계, 리더)

  2. 모델명   3.     액

  4. 과제명 :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교육장비 구축

  5. 과제기간 : 2007/7/01 ~

                      2008/6/30

  6. 과제책임자   7. 자  명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8. 사용부서명 : 원자력교육센터   9. 요 구 자

 10. 용도(상세히 기록) :

- 모든 방사선 련 교육훈련 실험 시 개인 방사선량 리

- 원자력 안 문화 교육

 11. 규격(성능  사양) - 아래 설명한 동종 사양  그 이상의 시스템

- 자식 개인선량계 (Dosimeter-SPD 9300)                             18 ea

    Model SPD-9300

       실시간 방사선량 LCD Display

       사용자 임의의 알람값 설정 기능 (선량률, 선량, 작업시간)

       PDR-9300을 통한 IR & RF 통신 가능

- 개인용 선량계 Reader (S/W 포함)

    Model PDR-9300                                                    1 ea

 12. 기타(공동활용, 설치장소, 운 요원 확보) :

- 공동활용 가능

- 원자력교육센터 3층 실험실 설치

- 원자력교육센터 장비운 의 정기 인 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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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 규격서

SPD 9300 자식 개인 선량계

- SPD-9300은 정 한 방사선 계측 장비로서 사용자에게 방사선량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함은 물론, 외선(IR) 는 무선(RF) 통신으로 각종 정보를 피폭 리 시스템에 제공하

여 방사선 피폭에 한 체계  리가 가능

- 방사선 방호의 기본 개념(ALARA)을 용하여 방사선 작업환경에서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제품

- 원자력 발 소, 원자력시설 등에서 피폭 리시스템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시스템모드(System 

Type)와 독립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모드(Stand Alone Type)로 환 가능하도록 설

계

- 특별구역 출입 시 2.4GHz 무선통신으로 실시간 방사선량 측정을 하며 장과 리자와의 

화를 통하여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방사선 선량률 과 시 작업자와 리자 모두에게 경

고등, Alarm, 진동 등으로 알려

제품특징 

- 국제기  IEC 61526 충족

- 한국원자력연구소 : 방사선학  성능시험

- 산업기술시험원 : EMI, EMC 인증 등 성능실험

- 한국신기술인증(NT마크 획득)

- 국내최  반도체 센서 용

- 우수한 χ, γ- ray 반응감도

- Compact Size

동작환경

- 동작온도 : -10 °C ~ 40 °C

- 온도충격 : -10 °C ~ 40 °C

- 상 습도 : 90%, RH, 35 °C

- 진동 : 10 ~ 33 Hz, 2g

- 충격 : 1.5 m 낙하 

제품사양

- 측정감도 3.8 cps/Gy/h 

- 측정단  Dose : μSv, mSv, Sv 는 mrem

- Dose Rate : μSv/h, mSv/h, Sv/h 는 mrem/h

- 선량에 따라 자동변환 

- 측정범  Dose : 0.1 μSv ~ 10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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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e Rate : 0.1 μSv/h ~ 10 Sv/h 

- 선형성 Dose : <±5%

- Dose Rate : <±15% 

- 정 도 <±5% (Cs-137, 0.2 mSv/h) 

- 에 지 반응특성 반응도 : 30 KeV ~ 6 MeV

- 측정범  : 50 KeV ~ 3 MeV (±20%) 

- 방향 의존성 <±5% (60°) 

- Alarm 설정 3 tones 

- Battery 3V Lithium button cell (CR2450) 

- 크기 83×48×23mm 

- 량 67g(건 지포함) 

- 방수 생활방수 용 

용분야

- 원자력분야 종사자, 119구조, 민방 단체, 소방본부, 병원, 국방분야, 테러방지단체, 경찰 등 

PDR-9300 개인용 ADR Reader

- 자식 개인선량계와 Personal Dosimeter Reader는 RS-232C 는 USB를 이용한 무선통신 

방법으로 개인용 PC에 소 트웨어 Rad-Reader를 설치한 후 자식 개인선량계의 Data를 

장하고 편집하여 구나 손쉽게 리할 수 있도록 설계

제품사양

- 수신통신 기능표시 LED Flashing

- Dosimeter SPD-9300과 IR 는 RF 통신기능

- 소 트웨어 Rad-Reader

- USB port를 이용한 Personal Dosimeter Reader

- USB Cable 자체 원 사용

- RS-232C port를 이용한 Personal Dosimeter Reader

- RS-232C는 9V DC 아답터 사용

- 온도 : -10℃ ~ 50℃

- 습도 : 90% HR, 35℃

- 무게 : 1.2kg

- 크기 : 99 × 89 × 104mm



134

서베이미터 용도설명서

  1. 품명  수량 : Portable Radiation Survey System (Alpha, Beta, Gamma)

  2. 모델명   3.     액

  4. 과제명 :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교육장비 구축

  5. 과제기간 : 2007/7/01 ~

                      2008/6/30

  6. 과제책임자   7. 자  명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8. 사용부서명 : 원자력교육센터   9. 요 구 자

 10. 용도(상세히 기록) : 방사능 측 을 한 휴 용 서베이미터로서 원자력 

                        방사선 교육훈련에 사용 계획

- 방사능측정분석기술 실습과정에 이용(한   장요원 상)

- 동 원소이용 교육과정 실습 (기 , 일반, 감독자 면허과정)

- 학연학생 실습 교육과정에 이용 (원자력, 이공계 학생)

 11. 규격(성능  사양) - 아래 설명한 동종 사양  그 이상의 시스템

 1. Gamma survey Meter                                  5 ea

 2. Alpha/Beta/Gamma External 15cm2 Probe               2 ea

 3. Cables for Gamma Survey Meter and External Probe    2 ea

 4. Spare Cables                                          1 ea

기타 자세한 사항 -규격서 참조

 12. 기타(공동활용, 설치장소, 운 요원 확보) :

- 공동활용 가능 (국가 비상 방재훈련 등)

- 원자력교육센터 3층 실험실 설치

- 원자력교육센터의 과정운  재원을 통한 장비운 요원 정기 인 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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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미터 문규격서

A. General Description;

     This system is using the external smart probes extend the capabilities of the instrument to a 

range of 

     general surveying applications.

B. System Configuration;

      1) Gamma Survey Meter 5 EA

      2) Alpha/Beta/Gamma External 15㎠ Probe 2 EA

      3) Cables for Gamma Survey Meter and External Probe 2 EA

      4) Spare Cables 1 EA

C. Specifications;

 1. Gamma Survey Meter

  - Detector : Geiger Muller energy compensated from 30 keV to 2 MeV.

  - γ Dose Equivalent rate : H*(10) according to ICRU 39 recommendations.

  - Sensitivity : 0.83 c/s per μSv/h

  - Measurement range : 0.01 μSv/h to 100 mSv/h, meets IEC 60846 for dose rate >3 

μSv/h with auto-scale (display: 0.01 μSv/h to 100 mSv/h).

  - Energy range(IEC 60846) : 40 keV to 1.25 MeV

  - Display : 0.1μSv/h to 99.9 μSv/h, 100μSv/h to 999 μSv/h, 1.0μSv/h to 99.9 mSv/h.

  - Accuracy : ±15%.

  - As fast as 1/4 s bargraph display on a four decades semi-logarithmic scale.

  - 1 s to 10 s for average and stable digital display.

  - Date stamped data-logging (1000 points in probe memory and 1000 points in memory)

  - Scaler/timer mode in Data-logging

  - Lightweight, waterproof and easy to decontaminate

  - Audible alarm : piezo electrical buzzer; modulated sound.

  - Visual alarm  : flashing ‘ALARM’ pictogram.

  - Batteries : two alkaline R6/AA type batteries; 1.5 V/2.25 Ah.

  - Operating life : >80 hours, without lighting, with or without external probe.

  -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thickness( 150 x 85 x 45 mm)

  - Mass : <300 g , batterie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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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lpha/Beta/Gamma External 15㎠ Probe

    - Detector : Geiger-Müller with halogen quench thin mica end window 1.8 to 2.0 mg/cm2.

    - Detection area : 15.5 cm2

    - Emitters : Alpha, beta and gamma.

    - Measurement Range : 1 to 9999 c/s, 60 to 600 000 CPM 

                                        (display: 0.1 to 9999 c/s, 0.1 CPM to 600 kCPM).

    - Gamma sensitivity for 137Cs : 6.4 c/s per µGy/h (3840 CPM per mR/h).

    - Alarm set points : saved in probe memory. They can be changed with PC setup software.

    - Dimensions : length (with connector) x diameter(detector) x diameter (body)(170 x 66 x 38 

mm)

    - Weight : 225 g without cable.

    - Housing : ABS polycarbonate molded.

    - Operation temperature : -10 °C to +50 °C 

 3. Cables for Gamma Survey Meter and External Probe

    - Probe/Gamma Survey meter cable, 1.5m length

 4. Spare Cables

    - Probe/Gamma Survey meter cable, 1.5m length

D. Remarks ;

   ▣ Should be delivered within 2 months after receipt of L/C.

   ▣ One year warranty should be provided from the date of delivery to purch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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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 원소 용도설명서

  1. 품명  수량 :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 ( 자식 개인선량계, 리더)

  2. 모델명   3.     액

  4. 과제명 : 방사선계측 실험실습

               교육장비 구축

  5. 과제기간 : 2007/7/01 ~

                      2008/6/30

  6. 과제책임자   7. 자  명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8. 사용부서명 : 원자력교육센터   9. 요 구 자

 10. 용도(상세히 기록) :

- 모든 방사선 련 교육훈련 실험용

 11. 규격(성능  사양) - 아래 설명한 동종 사양  그 이상의 시스템

 (1) Alpha Particle Standard                                              5 ea

         - Model No. : AF-241-PM

         - Nuclide : Am-241

         - ACTIVITY : 0.1 μCi

         - TYPE : PM 

 (2) Beta Particle Standard                                               2 ea

         - Model No. : BF-090-A

         - Nuclide : Sr-90/Y-90

         - ACTIVITY : 0.1 μCi

         - TYPE : A

 (3) Gamma STD. SET(GF-290-1D)                                      5 set

         - NUCLIDE : Ba-133,Cd-109,Co-57, Co-60,Cs-137,Mn-54,Na-22

         - ACTIVITY : 1 μCi (each)

         - TYPE : D Disk

 (4) Gamma and X-Ray Standard                                         1 ea

         - Model No. : GF-060-R3

         - NUCLIDE : Co-60

         - ACTIVITY : 10 μCi

         - TYPE : Rod

 12. 기타(공동활용, 설치장소, 운 요원 확보) :

- 공동활용 가능

- 원자력교육센터 3층 실험실 설치

- 원자력교육센터 장비운 의 정기 인 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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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개발한 실험실습 모듈 어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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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1.   The basic tools

Purpose : In order to get acquainted with such basic and essential as oscilloscope, coaxial 

signal cables, signal pulses, etc. the experimenter needs to know some basic 

and essential steps.  All the experiments in this series require observing pulses 

(with oscilloscope), electronic modules be interconnected and adjusted, and the 

purpose of this particular session is to familiarize the students with the basic 

technique to use the system.

Contents: Use NaI(Tl) detector as pulse source and study propagation of detector pulses as 

they propagate(and reflected) in coaxial cables.  Pulses (time structure) are 

examined along a long cable with one end shorted, open, terminated with 

characteristic impedances Zc, and Zc/2. Along the way, the experimenter will 

gain familiarity with diverse cable connectors and couplers and proper way to 

use them , impedance concepts, and signal reflection in long coaxial cables.

Equipment: Oscilloscope, 2- and 3-meter long RG-58 and RG-62cables, 50- and 93-ohm 

terminators, and shorting stubs are needed.  NaI(Tl) detector connected to 

amplifier and single-channel discriminator (the detector will be set up for the 

experimenter, The whole system is merely the pulse source), gamma-ray 

sources, selection of NIM modules, hardware and software interfaces to PC

  

Comments: Generally introducing such tools as oscilloscope and cable tends to be dry and 

boring.  Here, live detectors, albeit already set up and working, will be provided 

so that the experimenters can get to look at real pulses right away.  He or she 

will learn more about the detectors, etc. in subsequent sessions.  This session 

is for more serious students and can be omitted for the cases where the 

priority is practical use of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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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2.   Nuclear spectroscopy 1

                    -  NaI(Tl) detector, NIM modules, interface to PC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acquainting the student with some basic 

experimental techniques and use of pulse forming and processing modules for 

gamma-ray measurements.  NaI detectors are rugged and do not require undue 

care from the experimenter.  So, to initiate the experimenter to gamma-ray 

spectroscopy as quickly as possible, he is introduction to NaI(Tl) system.  

Procedures learned here and the NIM modules used are applicable to such high 

resolution devices as Si and HPGe solid state detectors as well as to gas 

detectors, Geiger-Muller, proportional, ionization.  Accordingly,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here are of universal value that can carry over to other 

sessions.

Equipment: Fully integrated NaI(Tl) detector assembly, full complement of NIM modules, 

and PC interface for data acquisition, online monitor and storage

Contents: NaI(Tl)detector and accompanying NIM modules (used in Exp. 1) are explored in 

some detail.  Energy calibration, efficiency measurement will be done online 

using MAESTRO.  Source to detector geometry, source collimation, detector 

shielding are experimental subjects taken up also.

Comments: Because basics and fundamentals of radiation spectroscopy are covered here, to 

serious students Exp. 2 is logical and necessary continuation.  However, 

practical users may skip this session also because what such users would 

benefit more by using turn-key systems, where nearly every thing is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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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3.   Nuclear spectroscopy 2.  NaI(Tl) detector,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MAESTRO

Purpose : This session is continuation of Exp. 2.  The main purpose is to learn digitizing 

and to histogram analog pulses, monitoring spectra online and storing spectra in 

PC through the NIM interface.  To introduce how to determine resolution, 

counting statistics and other elemental skill of data analysis with the aid of 

vendor supplied software.

Equipment: Same as in Exp. 2.

Contents: Gamma-ray spectra from 137Cs, 60Co and other sources will be studied with 

reference to gamma-ray interaction mechanisms, photoelectric-absorption, 

Compton-scattering, and pair-production.  Because most of the techniques and 

procedures learned here is directly carried over to HPGe experiments, the 

student will be well prepared to experiment with HPGe experiments, which are 

more detailed, sophisticated, and complex, with minimal additional knowledge.  

Subjects here are precise energy determination peak-area stripping, and other 

issues related to untangling complex (overlapping peaks) spectra.

 

Comments: With this lab work NaI(Tl) detector experiment as such is completed. The 

student goes to HPGe experiments well prepared with essential basics in 

hardware as well as software.  HPGe detectors are superior to NaI(Tl) 

detectors for gamma-ray studies, and most task can be accomplished with 

higher accuracy, better precision and more detail.  However, we pay for it by 

the fact that the system is much more expensive, delicate to handle, much 

more susceptible to catastrophic damage, and complex to use properly.  The 

more basics and fundamentals one acquires with NaI(Tl) detectors and prior to 

using HPGe, the less will be the time and efforts required with HPGe system 

fundamentals.  The turn-key detector uses can skip these experiments and go 

directly to the HPG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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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4.  Gamma-ray Investigation with HPGe detectors

Purpose : This experiment deals with practical aspects of utilizing HPGe (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s to obtain the best spectroscopic results possible.  HPGe 

detectors are available in planar, coaxial, well-type, and other geometries, and 

their use has completely changed the way gamma-ray spectroscopy is done.

Contents: HPGe detector and accompanying NIM modules are explored in some detail. 

Especially, exercise for a detector cooling system and turn-key type system 

characteristics are performed. Energy calibration, efficiency measurement will be 

done online using MAESTRO.  Source to detector geometry, source collimation, 

detector shielding are experimental subjects taken up also. The obtained energy 

resolution will be compared to that of NaI, and the spectrum characteristics by 

gamma-ray interaction mechanisms, photoelectric-absorption, 

Compton-scattering, and pair -production, will be analyzed.

Equipment: Fully integrated HPGe detector assembly, full complement of NIM modules, and 

PC interface for data acquisition, online monitor and storage

Comments: This experiment may be tailored, turn-key style, to general users.  With the 

massive shield, the system is very awkward to deal.  The NIM electronics for 

HPGe are many and they require quite delicate and complicated adjustment to 

fully exploit the advantages of the detector. By the same token, the data 

analysis becomes very sophisticated also. Therefore, the system may be tailored 

for low-level gamma-ray spectroscopy (say environmental samples or radiation 

contaminants) for which high accuracy and precise results are required, rather 

than more academic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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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5.   Alpha-particle interaction study with surface-barrier detectors

Purpose : The principal issues in this experiments are specific energy loss, dE/dx, and 

range of heavy charged particles (protons, alphas, etc, but not electrons, 

neutrons or gammas) in the matter the particles traverse, particularly in 

contrast to gamma-ray interactions, which we studied in preceding experiments.

Equipment: Surface-barrier Si detector, compact vacuum chamber equipped with foil 

changer are required in addition to modules used in previous experiments.

Contents: Alpha particles are readily stopped; their range in matter, gas, liquid, or solid, is 

short and they generally travel straight.  For example, 5-Mev alpha-particles 

are easily stopped by few sheets plastic wrapper.  Even a moderately thick Si 

wafer will stop alphas of energy in tens of MeV.  Si detectors are widely 

available commercially; they come in many sizes and thicknesses to suit 

particular applications.  Furthermore, Si detectors are compact, quite rugged, 

fairly simple to adopt in variety of experiments, and their energy resolution is 

superb. These desirable qualities make Si detectors quite ubiquitous and they 

superse other charged particle detectors, e.g. scintillation or gas counters. 

Comments: Si detectors are widely available from vendors as totally depleted, partially 

depleted, position sensitive, annular and other shapes, at competitive cost.  

Their compact size and rugged packaging make them readily adoptable to many 

applications.  Their use practically eliminated scintillation and proportional 

counters for most charged particle work.  Techniques and NIM modules used in 

NaI(Tl) detector experiments are also used here.  What would be very nice is a 

display of cloud chamber ionization tracks of an alpha source, say 2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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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6.   Gas Counters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introduce the three distinct regimes of 

gas counters: ionization, proportional and Geiger-Muller or break down regime.  

The student will work with Geiger-Muller counter.

Equipment: End-window Geiger-Muller counter and scalar-timer NIM module, in and other 

pulse processing modules already used.  The power supply for all gaseous 

detector must be of current limiting type, not the ones used with NaI, surface 

barrier, or Ge detectors.

Contents: The ionization and proportional regimes can be ascertained by simply observing 

preamp pulses on an oscilloscope and noting changes in pulse size with the 

kind and energy of incident particles and with applied voltages.

Comments: Gas detectors are widely used in accelerator based and other experiments 

where large area (literally many square meters) coverage is required.  They are 

also indispensable in special applications, as in slow neutron detection; however, 

solid-state detectors supersede them in most charged particle works now.  The 

gas handing system, with ancillary vacuum plumbing and counter gas storage 

needed for flow type gas detectors is a heavy burden to the laboratory, and one 

wonders the wisdom and value of such addition to laboratory work. On the 

other hand, performing some basic experiments like establishing the 

Geiger-Muller plateau can be performed with simple sealed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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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7.   Coincidence Measurements

Purpose : Coincidence measurements are integral part of modern spectroscopic studies, and 

introducing the basics of coincidence technique is the main purpose.  In addition 

to learning new techniques that are specific to this type of measurement, the 

experimenter will learn to use new type of modules (timing modules) not used 

in preceding sessions, which is an important secondary purpose.  Upon 

completing this experiment, the student should have acquired sufficient 

knowledge, skill and experience to tackle any and all experiments that uses 

NIM modules on his/her own.

Equipment: Two complete NaI(Tl) detector systems, overlap coincidence module, delay 

amplifier, and delay and gate generator .

Contents: Timing pulses from the two detector chains will be brought to coincidence, linear 

pulse delayed to reach the linear gate in time with the gating signal from the 

coincidence unit.  The student relies mostly on oscilloscope display to do the 

timing.  By the end of this experiment, he or she should be quite familiar and 

comfortable with diverse and different facet of oscilloscope usage in 

spectroscopy.

 

Comments: With successful completion of this experimenter, the student would have gained 

broad experience in and with variety of detectors, different experimental 

methods and techniques, both linear and timing NIM modules, and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system become a well rounded investigator ready for 

all types of challenges in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The emphasis 

has been placed such that the experimenter feels comfortable, rather than 

intimidated, when embarking on a new experimental situation.  Good students 

should be ready or nearly to embark on new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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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탁기  계약번호

   빠르게 변화하는 장에 응할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  분석에 한 기 기술  문 인력의 

교육훈련은 지속 으로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산업체  연구개발 문 인력은 물론, 방사선 이

용분야를 포함한 원자력분야의 차세  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기술 발 에 이바지하기 해

서는 원자력 선진국과 같은 실험․실습을 심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실하다.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 

련 문 인력  이공계 학 방사선 계측 실험․실습 교육을 한 교육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선진화 교육 시스템  로그램 기반을 확립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국내외 련 교육 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용 실습 장비를 도출하

다. 문 인력 교육을 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감마분 분석 시스템, 알 분 분석 시스템  이

동형 감마/ 성자 검출장치를 구축하 다. 한, 개인 방사선량 리 시스템과 서베이미터, 그리고 교

육용 방사성동 원소의 확충을 통해 기  방사선 실습 기반을 마련하 다. 기존의 노후화된 실험․실

습 장비  환경 개선하고, 감마 분 분석 용 실험실을 신규로 구축함으로서, 방사선 계측교육의 이

론과 실험을 겸한 문 인 교육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방

사선분야 문 인력에게 실용 이며 필수 인 실습교육을 제공하기 해, 14개의 실험모듈을 도출하

고, 주요 실험모듈 7개에 한 교안을 국/ 문으로 개발하여 본 교육센터에서 운 하는 과정에 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본 연구과제로 개발한 실험실습 장비들과 실험 교안은 원자력 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발 에 직

으로 기여할 것이다. 한 선진화된 실험․실습 교육기반을 확보함으로서, IAEA  개도국의 방

사선방호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운  등, 장비의 활용성 증   국제교육훈련에의 활용을 통해 국제사

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원자력 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 이내) 
방사선계측, 실습장비, 교육훈련, HPGe검출기, 방사성핵종분석, 감마분 분석, 방사성동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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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시 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의 연구결과임 을  밝

야 합 니 다 .

3. 국가과학 기술 기 유 지 에 필 요한 내용은  외 으 로  발

표 는  공 개하 여서는  아 니 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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