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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사용후핵연료(spent fuel: SF)에 한 핵특성을 규명하기 한 측정시험은 작업

종사자의 안 을 하여 수조, 핫셀, 차폐 로 박스 등과 같이 방사선 차폐가 완

벽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나 는 핵연료 과 같이 부

피가 크고 방사선 가 높은 경우, 수조  핫셀에서 측정시험이 수행되어야 하

지만, 소량의 디스크형 핵연료시편이나 용해시료의 경우, 집합체나 연료 에 비해 

상 으로 방사능 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차폐 로 박스 내에서 핵물질 측정

을 수행할 수 있다.  핵연료 특성 규명에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 괴 인 방법은 성자측정  감마선분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pyro 공정 핵물질 계량을 한 단계로서, 소량의 디스

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  용해시료에 한 핵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우리 실정

에 맞게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설계/제작하 다. 각각의 측정 장치들은 

비방사능구역 성능시험을 거쳐 차폐 로 박스(shielded glove-box) 내에 설치되었

으며,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상으로 한 성능시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 을 수

정보완하 다. 한 일부 SF시편에 한 감마선 분석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감마선 분석 연소도, Pu/U 비 값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이러한 기술은 

다른 비 괴분석 방법과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공정의 안 조치 

기술에 유용하게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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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measurement of spent nuclear fuels for examining their nuclear 

characteristics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radiation-shielded facilities such as a 

pool, hot-cell, shielded glove-box, and so on for the personnel safety from 

radiation exposure. In the case of a spent fuel assembly or rod, which has a 

large volume and high radiation level, the measurement has to be done in the 

pool and hot-cell. But, in a case of small spent fuel samples, the measurement 

can be performed in a shielded glove-box because it has a much lower 

radioactivity than that of the fuel assembly or rod. Although there are several 

measurement methods in examining the spent fuel characteristics, gamma and 

neutron counting methods are most frequently used as the NDT method. In this 

study, a gamma/neutron combined syste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the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and gamma isotopic analysis for small spent 

fuel samples before measuring pyro-processing products. After manufacturing all 

the components of the gamma and neutron measuring system, inactive 

performance tests were carried out by using a checking and standard gamma 

and neutron sources, and then the gamma/neutron combined system was 

installed in the shielded glove-box. Active tests were performed by using some 

spent fuel samples, and some problems found in the course of the tests were 

modified and improved. As a result of the active performance test, burnup and 

the Pu/U ratio determined by gamma spectrometry resulted in good agreement 

with those of chemical analysis within 5% and 0.8 % difference, respectively. 

Therefore, the precision of the gamma measuring system was verified. If this 

technique is used with some NDT methods, it will be able to be usefully 

applied to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safeguards in a spent fuel proces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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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용후핵연료(spent fuel: SF)에 한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 연소도, 냉각시간, 

잔류농축도, Pu/U비 등 핵특성을 규명하기 한 측정시험은 작업종사자의 안 을 

하여 수조, 핫셀, 차폐 로 박스 등과 같이 방사선 차폐가 완벽한 시설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나 는 핵연료 과 같이 부피가 크고 방사선 

가 높은 경우, 수조  핫셀에서 측정시험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소량의 디스

크형 핵연료시편이나 용해시료의 경우, 집합체나 연료 에 비해 상 으로 방사능 

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차폐 로 박스 내에서 핵물질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특성 규명에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비 괴 인 방법은 성자측정  감마선분 분석 방법이다[1]. 

pyro 공정에서의 핵물질 계량은 습식재처리 공정에서의 핵물질 계량 방법(감마선

분 분석법, 성자측정법, 열량분석법(calorimetry), K-Edge/K-XRF 등)을 그 로 활

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습식공정에서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거의 모든 핵분열 

생성물이 제거되지만 pyro 공정에서는 일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 생성물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부 핵분열 생성물의 컴 턴 산란에 의한  에 지 

구역의 자연방사능이 높아져  에 지 에 생성되는 계량 상 핵물질인 우라늄이

나 루토늄의 감마선 피이크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감마선

분 분석법에 의한 핵물질 계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yro공정 핵물질 계량을 한 단계로서, 소량의 디스크형 사용

후핵연료 시편  용해시료에 한 핵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비방사능구역 성능시험을 거쳐 차

폐 로 박스내에 설치하게 되었다. 각각의 측정시스템에 하여 1차 비방사능구역

에서 첵킹 감마  성자선원 상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정상 작동됨을 확인한 

후, 방사능 구역으로 옮겨 사용후핵연료 용해시료/고체시편 상 성능시험을 수행

하게 되었다. 방사능구역 성능시험을 통하여 문제 을 찾아내고, 이를 비방사능구

역으로 다시 옮겨 문제 을 수정 보완한 후, 2차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차를 거쳐 측정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한 사용후핵연료 시편/시료 상 

감마  성자 측정시험을 수행하여 연소도, Pu/U비 등을 결정하여 측정시스템

의 정확도를 화학분석 값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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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

1. 차폐 로 박스 수정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이 설치될 차폐 로 박스의 본래 사용 목 은 핫

셀 시험 장비  고  방사능 오염물질들의 원격수리이다. 이 로 박스는 납과 

SS-구조물로 제작되어 있으며, 3개의 납차폐창(lead window), 3 의 고무장갑/차폐

도어, 방사능 오염물질 인입/인출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쪽의 SS-덮개를 열고 

닫기 한 크 인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로 박스와 환기시스템 덕트

(ventilation duct)를 연결시켜 방사능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로 박스의 크기는 1,000mm(width) x 1,500mm(length) x 1,000mm(height)이며, 

이를 지지하는 지지 의 높이는 1,000mm, 그리고 차폐벽의 두께는 60 mm (납 : 

50mm, SUS : 5mm x 2)로 되어 있다. 그림1-1은 차폐 로 박스의 평면도를 보여

다.

그림1-1. 차폐형 글로브 박스의 평면도.

이곳에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설치하기 해서는 일부 구조물을 수정하여

야만 한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이 HPGe검출기로 정량 입사

하기 해서는 시 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SF 시편은 로 박스 내부에 놓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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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PGe 검출기는 로 박스 밖에 놓이게 되므로 시편에서 방출하는 감마빔이  

차폐 로 박스를 통과하려면 한 치에 슬릿이 있어야만 한다. 한 성자 

측정장치는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를 고정시키기 한 구조물이 

필요하게 된다.

  가. 감마시 기 설치를 한 천공

   (1) 천공 치선정 배경

       감마선 검출기와 성자 계수기를 어떠한 형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 차폐

로 박스 구조물내 천공 치는 달라지게 된다. 감마선 검출기를 수평방향으로 배

열할 경우, 로 박스의 측면에 천공을 하여야만 하는데,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면과 양 면은 로 와 납차폐창이 설치되어 있어 불가능하며, 한 뒷면

도 로 박스 덮개를 여닫는데 사용하는 크 인이 고정 설치되어 있어 불가능하

게 된다. 따라서 감마선 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차폐그로 박스 아래쪽으

로 국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로 박스내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방

출되는 감마선이 로 박스 밖 HPGe 검출기로 입사하기 해서는 로 박스 바

닥면에 시 집합체 설치용 구멍을 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 박

스 천공 면은 결정되었지만 바닥면 어느 치에 천공하여야 최  배열인가를 고려

하게 되었다. 우선 성자 계수기가 어느 치에 놓여야 원격으로 SF시편을 시편홀

더(sample holder)에 손쉽게 안착시킬 수 있으며, 한 시편취  툴로 로 박스 

오른쪽 뒤편 모퉁이에 있는 SF시편을 취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를 고려하 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천공 치를 그림1-2와 같이 원활한 시료 반입/반출  로

박스 지지 의 기하학  구조를 고려하여 좌측으로부터 350mm ( 체폭의 ¼ 지

), 길이의 앙인 450mm 치에 지름 100mm의 크기로 천공하기로 결정하 다.

       

그림1-2. 차폐 로 박스내 감마시 집합체 설치용 구멍 천공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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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공 

       차폐 로 박스 벽은 안쪽에 납(Pb)이 있고 바깥 양쪽에 SS의 구조물로 구

성되어 있다. 체 차폐 벽의 두께가 60mm이고, 두 가지 서로 다른 물질이 겹쳐있

기 때문에 보통 천공 툴로는 작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방사성물질 

취 시설 작업 경험이 풍부한 문업체에 의뢰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하

다. 천공작업  칼날이 있는 회  툴이 차 구조물 속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멈추는 사태가 계속되었으며, 상당량의 삭유가 소모되었다. 그림1-3은 천공작업을 

마친 후의 차폐 로 박스 모습이며, 그림1-4는 천공된 부산물을 보여 다. 

그림1-3. 감마선 시 기집합체 설치를 한 차폐 로 박스 구멍 천공후 모습.

그림1-4. 차폐 로 박스 바닥 천공 후, 납과 SS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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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자 계수기 본체 고정 랜지

      차폐 로 박스 바닥의 천공작업을 마친 후, 나 에 성자 계수기 설치시 

감마선 시 기와 성자 계수기의 시편 홀(sample hole)의 심이 정확하게 일직선

상에 치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고정 랜지(flange)를 로 박스 바닥 천공

부분 에 그림1-5와 같이 설치하 다. 그림 1-5의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랜지를 로 박스 바닥에 고정시키기 하여 6개의 볼트구멍을 낸 후, 왼쪽과 같

이 체결하여 고정시켰다. 이 랜지는 성자 계수기와 시 기의 심선 정렬 뿐만

아니라 시 집합체의 윗덮개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림1-5. 차폐 로 박스내 감마선 시 집합체  고정 랜지.

2. 차폐 로 박스에 한 조사후시험시설 DIQ 수정

   차폐 로 박스에 설치되는 감마- 성자 측정시스템의 측정 상 시편이 비록 소량일

지라도 사용후핵연료이기 때문에 IAEA에 핵물질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조사후시험시설의 DIQ(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를 수정하게 되었다. 다음은 일

부 추가 내용을 기입한 것이다.

Attachment 15.2  Gamma/Neutron measurement in shielded glove-box in 8403

                 room

Gamma/Neutron measurement

1) Purpose : To study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examin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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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for small spent fuel samples

2) Place : PIEF decontamination room 8403 (refer to the Attachment 13.7)

3) Nuclear material

  ○ Enrichment : UO2 spent fuel less than 5w/o

  ○ Type : UO2, UO2 solution

  ○ Burnup : 10,000 ∼ 100,000 MWD/MTU

  ○ Annual throughput : About 10g irradiated fuel

  ○ Characteristics : PWR type spent fuel materials with various burnup/

                     enrichment

4) Experimental Procedure

  ○ Two kinds of irradiated UO2 samples are prepared for the measurements

     as follows;

    ① Disc-typed PWR spent fuel specimen (prepared in PIEF)

    ② Dissolved PWR spent fuel sample (prepared in Chem. Lab.)

  ○ Above samples are inserted in a sample holder of n-counter in the 

     shielded glove-box

  ○ Gamma-ray and neutron are detected coincidently by HPGe detector

     and He-3 neutron detector installed outside and inside the shielded 

     glove-box

  ○ After γ/n measurement, samples are returned to the sample storage

     hot-cell of PIEF or Chemical Analysis Laboratory

5) Main equipment

  ○ HPGe γ detection system : To detect Gamma-rays emitted from spent

     fuel sample

  ○ He-3 neutron counter : To count neutrons emitted from spent fuel

     sample

  ○ Padirac cask : To transfer spent fuel sample from/to PIEF hot-cell or

     Chemical Analysis Laboratory to/from the shielded glove-box

6) Information on the γ/n combined counter to be set in the shielded 

   glove-box of PIEF

  ○ Characteristics

    -Neutron counter : Six He-3 detectors, one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moderator, one shift register, and one PC loaded with INCC       

   software

    -Gamma detection system : One HPGe detector/LN2 dewar, double 

      cone-shaped collimator, and one PC installed with HV/MCA board

  ○ Schematic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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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차폐 로 박스내 감마- 성자 통합시스템의 개략도.

Attachment  13.7  Layout of Shielded Glove-Box (8403)

       

그림2-2.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실내 차폐 로 박스의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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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측정 시스템

   감마선 측정시스템은 시 기가 차폐 로 박스 아래쪽 바닥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

하고 부분의 구성요소들이 차폐 로 박스 밖 아래  측면 부분에 설치된다.

  가. HPGe 검출기

   (1) 검출기 선정

       본 시스템에 사용될 감마선 검출기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 자를 검출하게 되므로 수백 keV에서 거의 3,000 keV 까지 비교  높은 에

지에 민감한 HPGe 검출기이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하게 분리된 U과 Pu에서 방출

되는 감마선을 측정하기 해 수십 keV에서 500 keV 미만의 에 지 에도 측

정 가능한 감도를 가진다면, 검출기를 경제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림3-1에서와 같이 성자 손상 항성이 상 으로 높고, 어느 정도 /고 에

지 에서 활용할 수 있는 Reverse-Electrode HPGe detector (REGe)[2]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림3-1. HPGe 검출기 구조  에 지 범 .

   (2) 검출기 특수 주문제작

       HPGe 검출기는 크리스탈의 냉각을 하여 LN2 Dewar와 냉각 을 통하여 

직  연결되어 있다. 보통 HPGe 검출기는 LN2 Dewar에 하여 수직 는 수평방

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사용할 장소와 목 에 따라 

다르게 된다. 우리의 경우, 검출기를 차폐 로 박스 지지  구조물 안쪽에 설치하

여야만 하는 제약 때문에 기존 상품화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 모델의 크기와 다른 크기를 갖는 검출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설치공간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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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확인한 후, 검출기 문생산 업체인 Canberra에 그림3-2와 같은 크기로 특수

주문제작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림3-2. 특수주문제작 REGe 검출기 도면 (Canberra 제공).

  나. 시 기  검출기 차폐체

      감마선 시 기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일부 통과

시키는 슬릿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차폐기능도 갖게 된다. 그리고 검출기 차폐체

는 시 기 슬릿 방향 이외의 방향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마선을 차단하고, 한 감

마선이 슬릿을 통해 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X-선도 차단하기 해서 사용하

게 된다.

   (1) 시 기

       시 기는 시편으로부터 HPGe 검출기로 입사되는 감마 자를 시편과 검출

기 사이에서 차폐  통과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자수의 통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본 감마선 측정시스템에서는 우선 이  원추형 시 기(double cone-sh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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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mator)를 고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디스크형 시편의 단면 모든 

치에서 방출되는 감마 자의 검출기 방향으로의 입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제

안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하여 십자형 시 기(cross-shaped collimator)를 고안하

여 사용하게 되었다.

     (가) 이 원추형 시 기

          지 까지 감마선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디스크 형태의 고체 사용후 핵연료  

시편에 한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분포  연소도를 결정할 때, 4각형 슬릿(slit)의 감마

선 시 기를 사용하 다. 연소도는 시편의 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 을 측정

한 후, 평균 연소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감마선 차폐도 되고, 입체각도 크게 할 수 있는 시

기를 고안하게 되었다. 그림3-3은 이  원추형 시 기의 개요도를 제시한다. 

  시 기를 2  원추형 슬릿(double cone-shaped slit)으로 할 경우, 감마선 차폐능은 다

소 떨어지나 반면에 입체각이 훨씬 커지게 되고, 시편의 모든 치에서 방출되는 감마

자가 검출기 쪽으로 입사하는 도  부분 시 기 구조물에서 흡수되지만, 나머지가 검

출기에 입사하게 된다. 따라서 차폐기능도 발휘하며, 1회 측정으로 평균 연소도 결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상당한 측정시간을 약하게 된다.

 시  슬릿의 크기는 시편의 크기와 방사능의 세기를 고려하여 결정하 다. 원추형 슬릿

의 넓은 부분은 디스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직경(∼10 mm)과 측정 장치내에 시편을 

안착시킬 때, 시편이 시 슬릿 구멍 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15 mm로 결

정하 다. 시 기 길이는 시편의 방사능 세기를 1 Ci로 가정하고, 여기서 방출되는 감마

자가 맹시 기(슬릿이 없는 시 기)를 통과하여 검출기에 도달하는 량이 최소가 되도

록 하는 길이, 즉 구조물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한 자연방사능(background)도 최소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두께를 계산하여 120 mm로 결정하 다. 왜냐하면 자연방사능이 높

을 경우,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획득하는 감마선 스펙트럼에서 특정 핵종(연소도 모

니터 핵종)의 피이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추형 시 기의 슬릿 구멍을 가공하는 일은 단순한 4각 슬릿이나 원형 슬릿을 

가공하는 것과는 다르다. 4각  원형 슬릿인 경우, 길이 방향에 하여 모든 치

에서 동일한 거리 는 직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공법을 이용할 수 있지

만 원추형 슬릿인 경우, 양단 사이에 특정 각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진성을 갖

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한 슬릿 구멍이 워낙 작기 때문에 기계 인 

가공법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특수 주형틀을 이용하여 원추형 슬릿의 시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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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게 되며, 심 부분의 직경이 작고, 양단의 직경이 큰 이  원추형의 시 기

는 각각의 단일 원추형 시 기 2개를 만들어 직경이 작은 부분이 서로 하게 배

열시킨다. 아무리 시 기를 정 하게 가공해도 슬릿 구멍이 정학하게 정렬되지 않

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2개의 원추형 시 기를 결합시킬 때, 시 기와 시

기 틀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면, 슬릿 구멍의 정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슬릿 구

멍의 심선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기 하여 원통형의 시 기 틀(collimator frame)

을 별도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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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이  원추형 시 기 개요도.

  2  원추형 슬릿 시 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4각 슬릿 시 기에 비해 감마선 차

폐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큰 입체각을 형성함으로서 시편 체 면 을 단 1회 측정하여 

평균 연소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4각 슬릿 시 기를 사용할 때 보다 측정시

간이 훨씬 어들므로 많은 시간을 약할 수 있다. 그림3-4는 감마 시 집합체의 개요

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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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감마 시 집합체 개요도.

     (나) “＋”자형 시 기

          슬릿 구멍이 작은 사각형 시 기(rectangular-typed collimator)를 사용하

여 사용후핵연료 시편 단면에 하여 직경방향(diametral direction) 는 반경방향

(radial direction) 감마스캐닝을 수행하여 평균연소도를 결정할 경우, 여러 지 을 

측정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슬릿 폭은 

작으면서 길이기 긴 “＋”자형 시 기(cross-typed collimator)를 고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시 기를 사용하여 SF시편의 단면을 측정할 경우, 사각형 시 기를 

가지고 SF시편 단면을 0｡(360｡), 90｡, 180｡, 270｡ 에서 여러 지 을 측정하는 것과 같

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측정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한 SF시편의 반경

방향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 도에 상 없이 일부 표 인 치에서 핵분열 생성

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 자가 균일하게 검출기로 입사한다는 장 도 갖게 된다. 

그러나 SF시편의 모든 단면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이지만 연료에 

큰 결함이 없는 한 반경방향 핵분열 생성물 분포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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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요인은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각형 슬릿을 갖는 시 기의 크기는 보통 0.2×0.2mm, 0.5×0.5mm, 1.0×1.0mm 

등이며, SF시편의 방사능 세기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자

형 슬릿은 SF시편의 단면을 모두 커버하기 해서 PWR 핵연료  직경(～10mm) 

보다 커야하고, 한 시편 장진시 시편홀더 앙에서 시편이 조  벗어날 경우를 

고려하여 그 길이를 15mm로 정하 다. 그리고 슬릿 폭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최

소(0.2mm)로 하여 방사능이 큰 시편에 비하고자 하 다. 슬릿 폭을 0.2mm 이하

로 할 경우, 가공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시 기 체길이는 

가공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  같은 제원을 갖는 시 기 두개를 직렬로 연

결한 형태로 120mm로 정하 다. 이 두께의 납(lead)에 한 선량율은 표3-1과 같

은 VisualShield 코드(Computer code for point kernel gamma ray shielding 

analysis in graphical interfaces) 계산 결과[3]를 참조하여 결정하 다. 표에서 

10cm 두께의 납인 경우, 선량율은 4.5mR/hr이며, 15cm에서는 0.017mR/hr이므로 

12cm인 경우는 이들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형 시 기 길이를 12cm

로 할 경우, HPGe 검출기 쪽에서는 거의 자연방사능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1. 1.0 MeV 감마선원 1Ci의 선량율 결과 (VisualShield  Hand calculation)

이러한 값들을 근거로 하여 시 기와 시 기집합체를 그림3-5와 같이 설계/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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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제작 후 시 집합체를 차폐 로 박스에 연결시키기 한 틀(frame)을 그

림3-6과 같이 설계/제작하 다. 시 집합체 틀의 하부 끝은 차폐 로 박스내의 방

사능 오염물질이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라스틱 폐창을 부착

하도록 하 다.

그림3-5. “＋”자형 시 기  시 집합체 설계도면.

그림3-6. 차폐 로 박스내 감마선 시 집합체 설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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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추형 시 기에서는 SF시편 체 단면의 모든 치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을 

통과시키기는 하지만 슬릿 앙부분이 완  원추형이 아닌 아주 작은 원통형과 같

기 때문에 SF시편의 앙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통과량이 많아진다는 의견을 반

하여 그림3-7  그림3-8과 같은 “＋”자형 시 기로 체하게 되었다. 

그림3-7. 감마선 시 기집합체 임내 십자형 감마시 기.

그림3-8. 감마시 기집합체와 시 기집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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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출기 차폐체

       본 감마선 측정시스템의 HPGe 검출기는 배경방사능(background)이 상

으로 높은 방사선 리구역에 설치된다. 따라서 검출기의 크리스탈 부분이 배경방

사능의 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해서 차폐구조물로 주변을 감싸주어야 한다. 외

부로부터 입사하는 감마선은 납(lead)으로 차폐할 수 있지만 시험 상 SF시편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이 검출기로 입사하면서 시 기/차폐체 내벽과 상호작용하여 발생

하는 x-선은 동(copper)으로 차단하게 된다. 그림3-9과 그림3-10은 본 감마선 측정

시스템의 HPGe 검출기 크리스탈 부분의 직경과 길이를 고려하여 설계/제작한 검

출기 차폐체(detector shield)를 보여 다.

그림3-9. 검출기 차폐체내 HPGe 검출기 삽입 /후 모습.

그림3-10. HPGe 검출기 차폐체 입구 마개  상부의 감마선 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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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에서 보는바와 같이 SS 구조물 내부에는 납을 주조하여 굳힌 상태이며, 구

멍 안쪽에 동 으로 라이닝한 모습이다. 납차폐체의 두께는 50mm이며, 동 의 두

께는 3mm이다. 감마선 시 기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에서 방출되는 1MeV 이상의 

높은 감마선 에 지를 고려하여 차폐두께를 120mm로 하 지만, 검출기 차폐체는 

주변에 높은 에 지를 갖는 방사능 물질이 없는 상태이며, 단지 공기 의 방사능 

농도가 비방사능 구역보다 약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폐두께를 50mm로 얇게 

하 다. 그리고 그림3-10의 검출기 차폐체 쪽에 보이는 작은 구멍은 SF시편으로

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빔이 통과되는 홀이며, 이 치 안쪽에 HPGe 검출기의 크

리스탈 부분이 치하게 된다. 그림3-10의 왼쪽은 검출기 크리스탈 부분이 삽입된 

후, 차폐체 삽입구쪽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를 납 마개를 제작하여 부착한 

모습을 보여 다. 이 게 함으로서 검출기 크리스탈 부분은 모두 차폐되어 주변의 

배경방사능의 향을 최소화시켰다.

  다. 자장비

      감마선 측정시스템의 주요 자장비로는 다 고분석기(MCA)와 고 압 공

장치(HV supply) 역할을 담당하는 디지털스펙트럼분석기(DSA-1000)가 사용되며,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PC)에 탑재된 감마선 피이크 분석용 소 트웨어 

GENIE-2000 에 의해서 작동된다. HPGe 검출기의 HV도 GENIE-2000에 의해서 인

가된다. 그림3-11은 측정시스템의 개요도를 보여주며, 그림3-12는 실제 모습을 보여

다.

그림3-11. 사용후핵연료 시편 측정을 한 감마선 측정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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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 감마선 검출시스템(왼쪽)  DSA-1000(오른쪽). 

4. 성자 계수기

   본 감마/ 성자 통합 측정장치는 방사선 가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기 때문

에 차폐형 로 박스내에 설치된다. 기존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차폐 로 박스에 측

정장치를 설치해야만 하는 입장이므로 통합 측정 장치의 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장치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편 인입/배출 작업이 용이하게 되지만 측정

효율이 떨어지는 단 도 상존한다. 

  가. 기본 모델 설정

      성자 측정시스템은 자장비  분석장비(JSR-14)를 제외한 부분의 구성요소들

이 차폐 로 박스 내부에 설치된다. 따라서 성자 측정 장치가 기존의 차폐 로 박

스 내에 설치되려면 그 크기가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고려하여 측정 장치의 크기를 결

정하게 되었으며, 한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원격취 시 용이성도 고려하 다. 

  성자 측정장치 부분의 구성은 성자 감속재, 감마선 차폐체, He-3 검출기, 외부 덮

게 등으로 구성된다. 차폐 로 박스의 제한된 공간 내에서 최 의 측정효율을 얻기 

해서 그림4-1과 같은 기본 모델을 설정하 는데, 이는 최 의 감속재 두께, 감마선 차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되었다. 이 기본 모델에서 검출기 길이는 재 보유하고 있는 

검출기(직경 1인치, 길이 30.3 cm) 길이를 근거로 하여 구조물의 모델을 결정하 는데, 

이 높이로 하 을 때 차폐형 로 박스 내부에서 측정 장치의 높이가 핵연료 시편을 원

격으로 취 하기에는 상 으로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검출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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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3검출기 크기
He-3기체압력 성자 감속재 검출기홀 반경 효율, %

길이,cm 직경,cm

30.3 2.54 4기압 HDPE 1.45cm 16.5

15.4 2.54 4기압 HDPE 1.45cm 10.7

가 반(직경 1인치, 길이 15.4cm) 정도 되는 검출기 구입을 상하여 측정 장치의 높이

를 반으로 낮추는 경우도 고려하 다.

  나. 효율 평가

     성자 카운터에 한 검출효율 평가는 MCNPX 코드[4]를 이용하여 의 두 가지 

모델에 하여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4-1과 같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출기 길

이를 30.3 cm 로 한 성자 카운터의 구조물에 해서는 16.6 %, 그리고 15.4 cm 길이의 

검출기를 갖는 구조물에서는 10.7 %의 검출효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 He-3검출기 길이를 15.4cm로 선정한 경우의 성자 카운터 구조물의 기본 모델.

표4-1. He-3 검출기 길이/구조물 칫수 변화에 따른 효율평가 결과 (MCNPX 계산)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시편이 본 성자 계수기 본체 높이의 앙에 치하도록 하기 

해서 그림4-2와 같은 시편 홀더(sample holder)  지지체(sample holder supporter)를 

설계/제작하 다. 시편홀더의 재질은 성자 감속능을 고려하여 폴리머재료와 감마선 차



- 33 -

폐증가 측면에서 납재료로 각각 1개씩을 제작하 다. 그 크기는 SF시편 마운  재료의 

직경과 성자 계수기 본체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하 으며, 시편홀더 지지체는 SF시편이  

He-3 검출기 높이의 앙에 치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그림4-2에서와 같이 그 길이

를 결정하 다.

그림4-2. 사용후핵연료 시편홀더  시편홀더 지지체 도면.

5. SF 시료 이송을 한 수송용기 어 터 제작

   사용후핵연료(SF) 시료 이송용기 어 터(transfer cask adapter)는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기존의 이송용기를 이용하여 조사후시험시설(PIEF) 핫셀로부터 제염실의 차

폐 로 박스로 이송할 때, 차폐 로 박스(shielded glove-box)의 시료인입구에 

속시켜 이송용기내의 SF시료를 안 하게 로 박스 내부로 이송하는데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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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차폐 로 박스내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에서 SF시료를 측정하기 

해서는 SF시료의 이송은 필수 이며, 시료 이송과정에서 작업종사자가 방사선에 피

폭되지 않도록 차폐가 완벽하여야 한다. 이 어 터는 기존의 SF시료 이송용기와 정

확하게 속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정 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의 측정 상 시료로 쓰이는 사용후핵연료는 고방사성물질

로서 원자력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  이상의 방사선 차폐가 되어 안 성이 확보

된 용 이송용기로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 미경

용 차폐형 사용후핵연료 이송 캐스크를 그 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 다. 따라서 이 

캐스크의 활용방안으로 이송 캐스크의 속장치 어 터 부분에 맞는 조사후시험시

설(PIEF) 9409셀 리어도어(rear door)에 부착되어 있는 캐스크 어 터(그림5-1)와 동

일한 형태의 어 터를 차폐형 로 박스에 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키로 하 다.

            

그림5-1. PIEF 9409셀 리어도어의 캐스크 어 터.

  SF이송용기 어 터에 한 설계조건, 사양, 제작요건 등은 부록1에서 좀 더 자세

하게 설명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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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시험

  가. 비방사능 구역

    (1) 감마선 측정시스템

         본 감마/ 성자 통합 측정 장치는 방사선 가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

기 때문에 그림6-1과 같은 차폐형 로 박스내/외에 설치된다. 신규 제작이 아닌 기존

의 로 박스에 측정 장치를 설치해야만 하는 입장이므로 감마선 검출 센서인 HPGe 

검출기의 기하학  구조에 제한을 받는다. 측정 상 사용후핵연료 시편은 로 박스 내

부의 성자 계수기내에 인입되며,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은 로 박스의 주변 

장치 특성상 바닥에 설치된 감마선 시 기를 통하여 HPGe 검출기로 입사한다. 따라서 

HPGe 검출기는 이러한 로 박스의 구조 인 특성을 고려하여 로 박스 바깥 아래

쪽에 설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상용화된 검출기를 그 로 사용할 경우, 

검출기와 합체된 냉각용기 부분의 돌출부로 인해서 검출기의 크리스탈 부분이 SF 시편으

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빔 통로(gamma-ray beam path) 까지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래

서 감마선 검출기 문 제작사에 그림6-2와 같이 우리의 용도에 맞는 크기로 주문제작을 

의뢰하게 되었다. 검출기 제작과정에서 제원 변경  원래 모델에서와 같은 성능이 나오

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LN2 dewar와 검출기 크리스탈 사이의 냉

각  길이 연장으로 인한 검출기 크리스탈의 냉각도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 크리스탈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림6-1. 차폐 로 박스내/외 감마/ 성자 통합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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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FWHM(FWTM) 

at 1.33MeV

FWHM(FWTM) 

at 122 keV

FWHM(FWTH) 

at 59.5 keV

Speccification 2.1 (4.2) keV 1.1 ( - ) keV -

Test 1.9 (3.7) keV 1.15 (2.31) keV

그림6-2. 특수 주문제작 HPGe 검출기.

      - 검출기 성능확인 시험

        LN2 dewar에 액체질소를 채운 후, 본 HPGe 검출기와 Multi-Channel Analyzer

가 장착된 digital spectrum analyzer DSA-1000, 그리고 Genie-2000 소 트웨어가 내장된 

PC를 연결하고, 감마선 첵킹 선원을 이용하여 감마선 스펙트럼을 획득하 다. Co-57, 

Co-60, Am-241에 해당하는 피이크를 분석한 결과 표6-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6-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작사의 명세서 값과 비교해 볼 때, 성능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게 되었다.

표6-1. 특수주문제작 HPGe검출기의 명세서상의 성능  시험에 의한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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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자 측정시스템

      (가) 1차 성능시험

           성자 계수기 본체를 설계/제작한 후, He-3 검출기, PDT 치증폭기/증폭

기, LED 넬 등을 비하고, 한 사용후핵연료 시편이 이 장치의 앙에 치하도록 

하기 해서 시편 홀더/지지체를 설계/제작하 다. 그런 다음 이러한 모든 구성품을 연

결하고, 1차 성능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선 Cf-252 성자선원을 이용하여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6-3과 같이 라토 구간이 1,400V-1,600V로 넓은 역에 

걸쳐 정상 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라토의 간지 인 1,500V를 작동

압으로 설정하여, 본 성자 계수기의 검출효율 결정을 한 성자 측정시험을 이 

압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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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 모든 구성품을 연결한 후, 성자 계수기 HV Plateau 시험결과.

효율결정을 한 성자 측정시, 우선 background 에서의 계수율을 측정하고, 그 후 

성자 표 선원인 Cf-252에서 방출하는 성자를 측정하여 singles rate를 획득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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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표 선원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측정시 에서의 성자 방출율을 계산하고, 다음 

식에 의해서 성자 계수기의 효율을 결정하 다.

( )
( )snensitysourceneutrondards
scratecountneutronmeasured

/inttan
/

=ε

표6-2는 성자 측정자료와 표 선원의 세기로부터 결정한 검출효율과 성자 계수기 본

체 설계시 MCNPX 코드로 측한 효율 값을 보여 다. 표6-2에서 보는바와 같이 코드 

측값과 실제 실험값과의 차이는 3.7 %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6-2. 성자 계수기 설계시 측한 효율과 성자 직  측정에 의한 효율

Cf-252 intensity
Half life

Elapsed 

time

Neutron count rate Efficiency

1999.2. 2008.9 total backgrd MCNPX Experiment

20,240n/s 816 n/s 2.646 yr 8.5 yr 92.0 c/s 0.39 c/s 10.7 % 11.1 %

      (나) 2차 성능시험

          1차 비방사능 구역 성능시험 결과, 고 압 라토(HV plateau)가 정상

으로 형성되어 작동 압(operating voltage)을 라토 구간의 앙인 1,500V로 정하

여 차폐 로 박스가 설치된 방사능 구역에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시

편을 상으로 성자를 측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라토 구간이 형성되지 않고 고

압 증가에 따라 계속 성자 계수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러 번 시

험을 시도하 지만  같은 경향이 계속되어 결국 그 원인을 찾기 하여 비방사

능 구역으로 인출하여 2차 성능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1) 감마선 향 

           우선 성자 계수기를 차폐 로  밖으로 인출한 후, Cf-252 성자 선

원을 이용하여 성자 계수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해서 각각의 He-3/PDT 셋

트에 해서 고 압 라토 시험을 수행하 다. 이 게 6개 셋트 모두를 시험한 결

과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6개 PDT 유니트의 HV, LV  Signal 선을 연결

여 고 압 라토 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그림6-4와 같이 라토 구간이 1

차 성능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유사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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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자 계수기를 차폐 로 박스에 다시 인입시켜 Cf-252선원과 사용후

핵연료 용해시료(spent fuel dissolved sample)를 상으로 HV plateau 시험을 수

행하 다. Cf-252 선원에 한 시험에서는 로 박스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라토 

구간이 형성되었지만, 감마선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시료에 한 시험에서

는 그림6-5와 같이 라토 구간이 1,260V에서 1,380V로 높은 고 압 측에서 거의 

200V 정도로 크게 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SF 용해 시료는 소량의 고체시편을 

질산용액에 녹인 시료로써 주요 성자 방출 원소인 Cm-244의 양이 매우 은 반

면 상 으로 감마 방출원인 핵분열 생성물의 양이 많아 이러한 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해서 SF 용해시료에 성자 방출

량이 비교  높은 Cf-252선원을 함께 측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림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HV plateau 구간이 SF 용해시료만 있을 때 보다 조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 으로 성자 방출수가 많아지면 감마의 향을 게 받는다

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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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HV plateau measured with Cf-252 neutron source in a case of all the 

He-3/PDT set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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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HV plateau measured with SF dissolved sample in a case of all the 

He-3/PDT set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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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 HV plateau measured with SF dissolved sample and Cf-252 source in a 

case of all the He-3/PDT set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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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증폭기/증폭기 유니트의 문턱값 조

           ACPF에 설치된 ASNC의 경우, 감마선에 의한 향을 이기 해서 

미국의 LANL에서 제안한 증폭기의 문턱값(threshold gain) 조  방법을 활용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감마- 성자 통합시스템의 성자 계수기에 

용하게 되었다. 이 방법이 추구하는 목 은 각각의 He-3검출기/PDT 셋트의 HV 

plateau 시작 을 일치시켜 가능한 한 라토 구간의 기울기를 최소화시켜 평탄화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차는 표6-3과 같으며, 이러한 차를 이용하여 성자 계

수기에 사용하는 6개 He-3/PDT 셋트에서 각 증폭기의 문턱값을 조 하여 표6-4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들 6개 셋트의 증폭기 문턱값을 조 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증폭기 문턱값이 다른 5개에 비해 월등히 낮아 조 이 불가능하여 다른 증폭

기로 교체하여 해결하게 되었다. 그림6-7은 각각의 증폭기 문턱값 조  후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HV plateau 시작 지 이 문턱값 조  (그림6-8참조)에 일치하지 않은 

것에 반해 모든 He-3/PDT 셋트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한 라토 구간에서의

계수율 차이도 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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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 HV plateau after adjusting the threshold gain of pre-amp/amp on the 

each He-3 tube/PD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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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3. PDT 치증폭기/증폭기에 한 threshold gain 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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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4. He-3검출기/PDT 셋트에 한 threshold gain 조  내용

He-3검출기/PDT 

셋트 번호

계수율 CA 계수율 CB
CB/CA=R Ri/R 비고

HV(A), 라토구간 HV(B), CA/2 지

2 215.53 109.07 0.5061 1.0 기

1 214.33 107.77 0.5028 0.9935

3 214.47 108.08 0.5039 0.9956

4 212.38 107.53 0.5063 1.0004

5 212.59 106.52 0.5011 0.9901

6 217.85 108.62 0.4986 0.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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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8. HV plateau before adjusting the threshold gain of pre-amp/amp on the 

each He-3 tube/PDT set.

각각의 He-3 tube/PDT 셋트에 한 문턱값 조 을 마친 후, 6개 셋트를 모두 연

결하여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토 구간

이 1,220V에서 1,580V 까지 넓은 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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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 HV plateau of n-counter connected with the 6 He-3 tube/PDT sets 

after adjusting the threshold gain of pre-amp/amp.

        2) 선량 감마선에 의한 향평가 시험

           1차 사용후핵연료 시료 상 방사능구역 성능시험에서 감마선에 의한 

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경험하 기 때문에 비방사능 구역에서 μCi 단 의 낮

은 방사능을 가진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감마선 향평가를 수행하 다. SF 용해시

료에 비하면 상 으로 매우 낮은 선량이지만 그림6-10과 같이 감마선 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 압 측에서 미약하나마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Cf-252 성자 선원과 폴리에틸  감속재 사

이에 5mm 정도의 납 으로 차폐하여 감마선 향이 얼마나 어드는 가를 시험하

다. 그 결과 그림6-11과 같이 약간의 차폐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He-3 검출기 유효길이(active length)에 따라 어떻게 감마선 향을 받는가가 궁

하여 4배 정도 긴 He-3 검출기에 하여  같은 조건하에서 감마선 향 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시험결과, 그림6-12와 같이 짧은 검출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

지로 높은 압 측에서 감마선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험 결과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낮은 감마선량에서도 He-3검출기의 크기와는 상 없이 

감마선의 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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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성자 계수기의 경우 선량 시료를 측정할지라도 감마선 차폐는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0

100

200

300
S

in
gl

es
 R

at
e,

 c
ps

High Voltage, V

 Cf-252 source only
 Cf-252 + Gamma source

그림6-10. 감마선에 의한 HV plateau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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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1. 감마선 차폐 /후 HV plateau 변화.



- 46 -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350

400

450

500
S

in
gl

es
 R

at
e,

 c
ps

High Voltage, V

 Cf-252 source only
 Cf-252 + Gamma source

그림6-12. He-3 검출기 유효길이 변화에 따른 감마선 향.

  나. 방사능 구역 성능시험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의 방사능 구역 성능시험은 모든 측정시스템을 

차폐 로 박스에 설치한 후, 사용후핵연료 시료/시편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1) 감마선 측정시스템

        HPGe 검출기, 감마선 시 기, DSA-1000 등 하드웨어와 GENIE-2000 소

트웨어를 조립/연결/탑재한 후, 비방사능구역 성능시험에서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SF 시료를 상으로 방사능 구역 성능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가) 표  SF 선원 화학분석 의뢰

         표 선원 상 SF 디스크형 시편을 선정하고, 인  시편에 한 화학분석

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 다. J502-R13  J502-C16 시편의 각 연료  상의 치, 크

기, 일련번호 등은 표6-5～6-6와 같다. 

      -시편 의뢰 개수: 2개 (J502-R13, J502-C16 각 1개)

      -연소도 분포: 50,000～80,000 MWd/tU

      -분석요구 핵종: U-235, U-238, Pu-239, Pu-240, Pu-242, Cm, Cs-137, Cs-134,

                     Eu-154, Am, Ru-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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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치

( 하단에서 mm)
길이 
(mm)

편(시편) 
번호

운반
장소

운반 정
일자

비 고

11 2880 - 2883 1 BUP-R1 PIEF
(Chem. Lab.)

2007.07.11
 연소도/핵종 분석  

  
 (화학분석시설)

표6-5. J502-R13 연료  시편 단 치    

번호
치

( 하단에서 mm)
길이 
(mm)

편(시편) 
번호

운반
장소

운반 정
일자 비 고

11 2880 - 2883 1 BUP-C1
PIEF

(Chem. Lab.) 2007.07.11
 연소도/핵종 분석    

 (화학분석시설)

표6-6. J502-C16 연료  시편 단 치   

     (나) 사용후핵연료 시편 화학분석 결과

         J502-R13  J502-C16 시편에 한 화학분석 결과는 표6-7～6-10과 같다.  

         

Sample GWD/MT

J502-R13 49.3 ± 1.6

J502-C16 54.0 ± 1.6

표6-7. 연소도 측정 결과 (148Nd 방법) 

Sample
Pu-mg/g-sample(S/F)

total-Pu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

J502-R13
10.05

±0.29

0.330

±0.010

5.14

±0.15

2.512

±0.072

1.312

±0.038

0.756

±0.022

J502-C16
10.85

±0.31

0.418

±0.013

5.32

±0.15

2.727

±0.078

1.461

±0.041

0.919

±0.027

표6-8. Pu 정량(mg-Pu/g-sample,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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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U-mg/g-sample(S/F)

total-U
234

U
235

U
236

U
238

U

J502-R13
799

±23

0.195

±0.014

7.72

±0.22

5.32

±0.16

786

±22

J502-C16
813

±23

0.149

±0.018

6.78

±0.23

5.62

±0.19

800

±23

표6-9. U 정량 결과 (mg-U/g-sample, S/F)

* Uncertainty: 2σ

정량분석결과

시 료 명
방  사  능

계 측 일
핵 종 Bq/g ± 2σ

J502-R13

   Cs-134 2.98E+09 ± 1.14E+08

2008-06-10
   Cs-137 4.82E+09 ± 1.84E+08

   Eu-154 2.93E+08 ± 1.69E+07

   Ru/Rh106 2.56E+09 ± 1.94E+08

J502-C16

   Cs-134 4.24E+09 ± 1.62E+08

2008-06-10
   Cs-137 5.85E+09 ± 2.23E+08

   Eu-154 3.39E+08 ± 1.72E+07

   Ru/Rh106 3.42E+09 ± 2.48E+08

표6-10. Cs-134, Cs-137, Eu-154  Ru-106 정량 결과

   (2) SF 시편에 한 감마 측정자료 획득

       J502-R13 시료에 하여 감마/ 성자 통합측정 시스템에서 감마선 스펙트

럼을 측정하여 그림6-13과 같은 스펙트럼을 획득하 으며, 일부 연소도 지표핵종에 

한 피이크를 분석하여 표6-11과 같은 자료를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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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3. J502-R13-2 시료의 감마선 스펙트럼.

 

표6-11. J502-R13-2시료로부터 획득한 감마스펙트럼의 피이크 분석 자료

Isotopes Energy, keV Net Peak Area Net Area Uncert.

134Cs

563.38

569.40

604.78

795.72

801.78

2.07x104

3.84x104

2.80x105

3.87x105

4.05x104

226.39

265.50

556.38

634.43

229.95

137Cs 661.63 5.57x105 853.02

154Eu

723.19

873.07

1004.43

1274.07

7.86x103

7.48x103

1.09x104

2.49x104

269.40

88.17

121.06

193.39

106Ru
511.99

622.06

2.94x104

2.01x104

650.54

197.36

144Ce 2185.19 2.52x103 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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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xial

Position

Isotope Ratio

(134Cs/137Cs)

Burnup, MWD/MTU
Diff.

γ Spectr. Chemical 

J502-R13-2
2889mm

from bot.
0.0377 51.5 49.3 4.5%

표6-12. 감마선분 분석과 화학분석에 의해 결정된 연소도 비교

   (3) 화학분석  감마선 분석법으로 얻은 연소도  Pu/U비 상호비교평가

       J502-R13-2 SF시료에 하여 감마선 검출 시스템으로 얻은 자료를 획득하

고, 상 검출효율을 구한 후, 동 원소비(134Cs/137Cs비)를 결정하 다. 그리고 컴

퓨터 코드계산에 의해 연소도와 동 원소비 그리고 Pu/U비와 동 원소비 사이

의 상 계식을 도출하고, 실험 으로 구한 동 원소비를 입하여 SF시료의 연

소도와 Pu/U비를 결정하 다. 이러한 값들을 동일한 SF시료에 하여 화학분석

한 값과 비교하여 평가하 으며, 그 결과는 표6-12와 표6-13에서와 같다.

Sample
Axial

Position

Isotope Ratio

(134Cs/137Cs)

Pu/U Ratio
Diff.

γ Spectr. Chemical 

J502-R13-2
2889mm

from bot.
0.0377 12.50x10

-3
12.6x10

-3
0.8%

표6-13. 감마선분 분석과 화학분석에 의해 결정된 Pu/U비 비교 

   (4) 시편의 표 화

       사용후핵연료 의 특정 치에서 잘라낸 시료에 하여 감마선분 분석  

화학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평가한 결과, 연소도에서 4.5%, 

Pu/U비에서는 0.8% 정도의 오차 범 내에서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다

른 치의 시편/시료에 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화학분석 횟수를 

이는 신 감마선분 분석법으로도 어느 정도 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검증하

는 것이다. 핵연료 의 특정 치에서  값을 알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로

스감마스캐닝에서 얻은 상 분포로부터  값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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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부분도 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연료  시편들은 성

자 측정시스템에서 표 연료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감마/ 성자 통합 분석 알고리즘 개발 

     (가) 측정에 의한 핵종비 결정

         일반 으로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 방사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ii

i
ii EBr

AN
ε

λ =
·········································· 6-1

여기서 λi (=ln2/T1/2) 동 원소 i의 붕괴상수, T1/2은 동 원소 i의 반감기, Ni는 동

원소 i의 원자수, Ai는 동 원소 i의 피이크 면 , Bri는 동 원소 i의 감마선 분

지비(branching ratio), ε(Ei)는 감마에 지 Ei의 검출효율임. Eq.6-1을 다시 풀어 쓰

면, 

)()2ln(
2/1

ii

i
i EBrT

AN
ε

=
································· 6-2

핵종 A와 B 사이의 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

)(

)(

)(2/1

)(2/1

Bi

Ai

B

A

A

B

A

B

A

B

E
E

Br
Br

T
T

A
A

N
N

ε
ε

=
·························· 6-3

핵종비를 구할 때는  검출효율 항도 비로 표 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결정

하기 편리한 상 검출효율[5]로 체할 수 있다.

   (6) 핵종비, 연소도  Pu/U비 결정

     (가) 핵종비 결정

          측정 상 사용후핵연료 J502의 냉각시간을 고려하고, 연소도 모니터 핵

종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Cs-134 와 Cs-137을 선택하 다. 새로 개발된 감마/ 성

자 통합측정 시스템에서 J502-R13-2 시료에 한 감마선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표

6-14와 같이 련 핵종의 피이크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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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4. Gamma Measurement Data of the J502-R13-2 sample

Isotopes Energy, keV Net Peak Area Net Area Uncert.

134Cs

563.38

569.40

604.78

795.72

801.78

2.07x10
4

3.84x104

2.80x105

3.87x10
5

4.05x104

226.39

265.50

556.38

634.43

229.95

137Cs 661.63 5.57x105 853.02

154
Eu

723.19

873.07

1004.43

1274.07

7.86x10
3

7.48x103

1.09x104

2.49x10
4

269.40

88.17

121.06

193.39

106Ru
511.99

622.06

2.94x104

2.01x104

650.54

197.36

144
Ce 2185.19 2.52x10

3
51.21

 표6-15과 같이 Cs-134 핵종의 5개 감마 에 지에 한 피이크 면 과 분지비

(branching ratio)를 이용하여 상 검출 효율을 결정하 다.

표6-15. Data for Relative Efficiency Curve Determination

Isotope Energy, keV Net peak area Branching ratio

134
Cs

563.38

569.40

604.78

795.72

801.78

2.07x104

3.84x104

2.80x10
5

3.87x105

4.05x104

8.40 %

15.00 %

97.54 %

85.13 %

8.80 %

iR E00193.054409.0 +−=ε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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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4는 상 효율곡선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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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4. HPGe 감마선 검출시스템의 상 효율 곡선.

  련 핵종의 피이크 면 과 상 검출효율을 결정한 후, 식(6-3)을 이용하여 

Cs-134/Cs-137의 비를 표6-16과 같이 결정하 다. 

표6-16. Input Data for Isotope Ratio Calculation and 134Cs/137Cs Ratio

Isotope
E

(keV)

Peak

area

Half-life

(year)

Br

(%)
Rε

137

134

N
N

134
Cs 604.78 2.80x10

5
2.062 97.54 0.623

0.037
137Cs 661.63 5.57x105 30 89.93 0.733

  그런 다음 연소도-핵종비 계식과 Pu/U비-핵종비 계식에 입하여 

J502-R13-2 시료의 연소도와 Pu/U비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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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소도-핵종비 상 계식 도출

          연소도를 감마선 분 분석법에 의해서 직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연소도와 련 핵종비 사이의 상 계식을 유도하여 사

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6-17에서와 같이 10,000MWD/MTU에서 

70,000MWD/MTU 까지 5,000MWD/MTU 간격으로 연소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련 핵종의 량을  ORIGEN-ARP 코드[6]로 계산하고, 그로부터 연소도-
134Cs/137Cs 

핵종비 사이의 상 계식을 자료 철(curve fitting)을 통하여 식(6-5)와 같이 유도

하 다. 그림6-15는 연소도-134Cs/137Cs 핵종비에 한 상 곡선을 보여 다.

    표6-17. 연소도 변화에 따른 주요 모니터 핵종의 량

Burnup, MWD/MTU 134Cs, g 137Cs, g 154Eu, g 106Ru, g

10,000 3.588 356.0 - 3.704

15,000 7.758 530.9 - 5.874

20,000 13.17 703.5 - 8.066

25,000 19.68 876.2 - 10.28

30,000 27.07 1046 13.41 12.42

35,000 35.27 1213 17.88 14.50

40,000 44.10 1378 22.62 16.51

45,000 53.43 1541 27.42 18.47

50,000 63.20 1703 32.21 20.35

55,000 73.67 1862 36.93 22.12

60,000 84.01 2019 41.46 23.82

65,000 94.38 2174 45.69 25.42

70,000 104.6 2326 49.53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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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5. Correlation Curve for the Burnup-134Cs/137Cs Ratio of J502 Spent Fuel. 

27 )(1048.2)(99.29511882.5169 IRIRBurnup ×++= ······ 6-5

여기서 IR은 동 원소 핵종비, 즉 Cs-134/Cs-137 는 Eu-154/Cs-137 비를 나타낸 

다.

     (다) Pu/U비-핵종비 상 계식 도출

          Pu-239  이것의 동 원소는 원자로 가동  U-238의 성자 포획반

응에 의해서 생성되며, 동시에 핵분열에 기여하며 축 되어 진다. 한 Cs-134도 

Cs-133의 성자 포획반응으로 생성된다. 이들 두 원소는 이와 같이 모두 성자 

포획반응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량에 있어서 상 계가 있게 된다. Pu/U비-

핵종비 계식도 연소도-핵종비 계식 도출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출하 다

(표6-18 참조). 일반 으로 Pu/U비는 비출력(specific power)에 따라 변하지만 

기 농축도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출력과 기 농축도를 

각각 33.56 MW/MTU  4.4912 wt%로 고정시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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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8. Pu/U Ratio 결정을 한 핵분열 생성물  악티나이드 원소량

Burnup, MWD/MTU 134Cs, g 137Cs, g Pu, g U, g

10,000 3.588 356.0 3.477x103 9.849x105

15,000 7.758 530.9 5.237x103 9.781x105

20,000 13.17 703.5 6.799x103 9.715x105

25,000 19.68 876.2 7.811x103 9.650x105

30,000 27.07 1046 8.656x103 9.588x105

35,000 35.27 1213 9.343x103 9.526x105

40,000 44.10 1378 1.042x104 9.465x105

45,000 53.43 1541 1.102x104 9.406x105

50,000 63.20 1703 1.153x104 9.347x105

55,000 73.67 1862 1.196x104 9.288x105

60,000 84.01 2019 1.235x104 9.231x105

65,000 94.38 2174 1.330x104 9.174x105

70,000 104.6 2326 1.367x103 9.118x105

계산 자료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Cs-134/Cs-137비와 Pu/U 비 사이의 계식을 자

료 철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다.

2)/(00279.0)/(26646.003348.0 UPuUPuIR ++−= ················ 6-6

여기서 IR은 Cs-134/Cs-137 핵종비를 나타내며, 한 Pu/U는 Pu/U비를 타낸다. 

그림6-16은 Cs-134/Cs-137 핵종비와 Pu/U비와의 상 곡선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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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6. Correlation Curve for the 134Cs/137Cs and Pu/U Ratio.

    (2) 성자 측정시스템

        본 성자 계수기의 비방사능 구역 성능시험 결과, HV plateau 구간이 

1,220V에서부터 시작하여 1,580V 까지 넓은 구간에 걸쳐 정상 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한 후, 성자 계수기를 방사능 구역인 PIEF 제염실내 차폐 로 박스에 다시 

설치하여 Cf-252 성자선원을 이용하여 HV plateau 확인시험을 수행하여 그림

6-17과 같이 차폐 로 박스에 설치하기 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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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7. 차폐 로 박스에 설치한 후 HV plateau 시험결과.

  그런 다음 SF 용해시료를 이용하여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그림6-18과 같이 라토 구간이 1,220V- 1,340V 로 고 압 측에서 하게 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 방사능구역 성능시험에서 HV plateau 구간이  형성되

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0.45R/hr 정도밖에 되지 않는 SF 용해시료에 하여 이 게 크게 라토 구간이 

어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상은 그림6-18에서 보는바

와 같이 SF 고체시료 용해시 희석으로 Cm량이 무 어 성자 방출수가 은 

반면 감마 방출수가 상 으로 많아 감마선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성자 계수율이 라토 구간에서 5cps 미만으로 나타나 낮은 계

수율로 인한 측정 오차가 크게 된다. 따라서 희석용액 시료를 상으로 한 성자 

측정 시험에 의한 핵물질 추 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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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8. SF 용해시료 상 HV plateau 시험 결과.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해서 고체 SF 시편을 상으로 HV plateau 시험을 수

행하게 되었다. 고체시편은 희석시킨 용해시료에 비해 감마 방출수가 많아 감마선

에 의한 향을 더 받아 HV plateau 구간이 더 어들 것으로 상하 지만, 그림

6-19에서 보는바와 같이 1,240V - 1,340V 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것은 고체시

편이 희석된 용해시료 보다 성자 방출원인 Cm의 량이 많아져 감마선에 의한 

향이 상 으로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즉, 고체시편에는 성자 방

출 수와 감마방출 수가 둘 다 용해시료에서보다 증가하지만, 이러한 증가가 라토 

구간 변화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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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9. SF 고체시편 상 HV plateau 시험결과.

이러한 상이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양을 증가시켜도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고체 SF 시편 2개를 함께 시편홀더(sample holder)에 인입시켜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6-20은 시험결과를 보여 주는데,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라토 구간에서 계수율은 SF시편 1개를 측정하 을 때 보다 높아 졌지만 

라토 구간은 1,220V-1,340V에서 1,220V-1,320V로 20V정도만 어들었다. 그러나 

라토 구간이 100V 정도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이 구간에서 작동

압(operating voltage)을 정하여 사용하면 성자를 측정하여 핵물질 추 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의 시험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사용후핵연료 시편 

측정 성자 계수기의 HV plateau 형성에 있어서 감마선에 의한 향은 주로 고

압 측에 미친다. 따라서 작동 압의 선택은 라토가 시작되는 인근 지 에서 정

하는 것이 보다 안정 인 성자 측정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

래서 본 성자 계수기의 작동 압을 1,240V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성자 

검출효율 뿐만아니라 모든 SF시편에 한 성자 측정시, 이 작동 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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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0. SF 고체시편 2개에 한 HV plateau 시험 결과.

  다.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의 활용방안

     (1) Cm 농도 결정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자발 성자(spontaneous fission neutron)의 

부분은 Cm에서 방출된다. 따라서 성자 측정시스템에서 검출되는 성자의 수

는 Cm의 수에 비례하게 되며, Cm 량에 한 Pu 량의 계를 설정하면, 이로부터 

Pu 계량이 가능해 진다. 감마선분 분석법에 의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와 

Pu/U비를 결정할 수 있으나, Cm농도는 결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수동형 성

자 측정법(passive neutron measurement)으로는 사용후핵연료내의 Cm의 농도는 

결정할 수 있지만, 연소도와 Pu/U비는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상호보완 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핵 인 특성을 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감마/ 성자 통합방법의 장

         사용후핵연료의 핵특성 규명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용될 수 있

다. 크게 분류하여 괴 인 방법과 비 괴 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리

고 비 괴 분석방법에는 감마선측정, 성자측정, calorimetry, densi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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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ge/K-XRF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측정하는 여건

에 따라 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감마선측정법과 성자측정법

을 용하게 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측정에 있어서, 성자 측정시간은 1시간 미만

이며, 감마선은 핵연료의 방사능 세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된

다. 이에 반해 화학분석법은 정확도가 높지만 분석결과를 얻으려면 빠르면 3개월

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나, J502-R13-2 시료의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후, 분석결과

를 수령하 다. 따라서 감마/ 성자 측정방법을 사용하면, 화학분석방법에 비해 

시간  경제 으로 훨씬 유리하다. 

  한 화학분석법은 사용후핵연료 의 특정 치에서의 핵  특성만을 규명할 수 

있지만, 감마선측정법의 경우, 체 연료  길이를 스캐닝함으로써 모든 치에서

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이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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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사용후핵연료에 한 핵특성을 규명하기 한 측정시험은 작업종사자의 안 을 

하여 수조, 핫셀, 차폐 로 박스 등과 같이 방사선 차폐가 완벽한 시설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나 는 핵연료 과 같이 부피가 크고 방사선 

가 높은 경우, 수조  핫셀에서 측정시험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소량의 디스

크형 핵연료시편이나 용해시료의 경우, 집합체나 연료 에 비해 상 으로 방사능 

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차폐 로 박스 내에서 핵물질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핵연료 특성 규명에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비 괴 인 방법은 성자측정  감마선분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는 pyro공정 핵물질 계량을 한 단계로서, 소량의 디스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  용해시료에 한 핵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감마/ 성

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설계/제작하 다. 각각의 측정 장치들은 비방사능구역 성능

시험을 거쳐 차폐 로 박스 내에 설치되었으며,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상으로 한 

성능시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 을 수정보완하 다. 한 일부 SF시편에 한 

감마선 분석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를 비교평가하여 감마선 분석 연소도, Pu/U 비 

값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이러한 기술은 다른 비 괴분석 방법과 병행하여 활용

한다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공정의 안 조치 기술에 유용하게 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하며, 한 여러 형태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화학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데

이터베이스화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상 으로 많이 소요되는 화학분석 횟수를 

일 수도 있을 것이다.



- 66 -



- 67 -

참고 문헌

1. Wayne D. Ruhter, R. Stephen Lee, Herbert Ottmar and Sergio Guardini, 

"Nondestructive assay measurements applied to reprocessing plants", Proceedings 

of the tripartite seminar on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at 

Radiochemical Plants, Obninsk, Russia, 135-155 (1988).

2. Canberra Edition 12 Product Catalog, "Detector Structures and Energy 

Ranges", Canberra Industries.

3. KOPEC, VisualShield 사용자 지침서, KOPEC, 2001.

4. Laurie S. Waters, MCNPX User's Manual Version 2.3.0, LA-UR-02-2607, 2002.

5. Doug Reilly, Nobert Ensslin, Hastings Smith, Jr., and Sarah Kreiner, "Passive 

Nondestructive Assay of Nuclear Materials", LA-UR-90-732, 155(1991).

6. I.C. Gauld et al., "ORIGEN-ARP: Automatic Rapid Processing for Spent Fual 

Depletion, Decay, and Source Term Analysis", ORNL/NUREG/CSD-2/V1/R7, 

Volume 1, Revision 7, (2004).



- 68 -



- 69 -

부록 1: SF시편 이송용기 어 터 설계/제작





- 71 -

1. 어 터 설계 조건  사양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조사후시험시설

(PIEF)의 핫셀에서 차폐 로  박스로 이송하거나 는 로 박스에서 핫셀로 안

하게 인입/인출하기 한 장치이다. 이 장치를 이용한 시편의 이송 목 은 사용

후핵연료 시편에 한 감마선  성자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차폐 로  

박스의 시편 인입/인출구 도어에 설치될 정이며, 장치의 제작에 필요한 기본 조

건  설계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가. 장치 조건

       본 장치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는 가장 단순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어 터의 자체하 을 최소화하면서 방사선 차폐기능을 유지하도록 사용 구

조재의 두께를 설정하여야 한다.( 로 박스의 두께로 별도의 차폐 불필요)

   - 공기 에서 사용될 때 부식을 방지하고, 제염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구

조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와 로 박스 도어의 크기를 비교하여 

기존의 도어를 그 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와 어 터 사이의  상태가 매끄럽게 이루

어 져야 한다.

   

  나. 설계 조건

       본 장치는 공 자에 의해 독립 인 장치로 설계/공 되어야 한다.

   - 기존의 SSEM(shield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용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를 그 로 활용하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시설

(PIEF) 9409셀 리어도어(rear door)의 시편 이송용기 어 터와 동일한 형태

이어야 한다.

   - 시편 이송용기 어 터(그림 1)의 제원은 기존 PIEF 9409셀의 어 터와 동

일하게 하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두께로 여야 한다.

   - 어 터 재료는 일부 감마선을 차단하여야 하므로 도가 높을수록 효과

이나 가공성, 경제성  구조물 무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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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편 이송용기와 어 터 사이의 연결 속시, 속 구조재간 마찰을 최소로 

일 수 있도록 특수표면처리를 하거나 특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편 이송용기 어 터는 핵연료 시편 인입시, 차폐 로 박스 인입/인출

도어를 일시 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속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 어 터를 차폐 로  박스에 속시키기 하여 별도의 어 터 캐리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설계도면.

  다. 주요 사양

     - 시편 이송용기 어 터

      * 어 터의 외경은 500mm로 한다.

   * slid shield lid 의 끝단은 반경 60mm, 폭 120mm, 길이 230mm로 한다.

      * 어 터 두께는 80mm 미만으로 하여 무게를 이도록 한다.  

     - 어 터 캐리어(그림 2)

  * 어 터를 차폐 로 박스 시편 인입/인출구에 속시키기 하여 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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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캐리어 에 안치시킨다. 이를 하여 높이를 조 할 수 있는 캐리어

를 별도로 제작한다.

그림 2.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캐리어 설계도면.

2. 제작 요건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의 모든 부품의 제작은 한국공업규격  국

제규격에 기 한 공 자의 제작방법  품질보증 계획에 따른다.

  가. 재질

어 터의 재질은 공기와 하는 모든 부분을 부식방지와 제염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표면처리된 SUS(그림 3)를 사용하고, 그 외의 모든 부품은 각

각의 기능과 용도에 합한 재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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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US 표면처리된 어 터.

         

  나. 용   열처리

       한국공업규격  국제규격에 기 한 공 자의 편람에 따른다.

  다. 도색

공기 에 설치되는 부품  녹방지가 필요한 부 에 페인트를 도색하며, 

SUS, 기/계장라인, 본 장치 내부 부품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부 는 도색

하지 않는다(그림 4).

  라. 제작 도면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제작 련하여 사 에 제작 도면을 완

성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 으며, 한 제작된 장치를 

차폐형 로 박스에 설치하기 에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

에게 제출토록 한다(그림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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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장된 어 터 캐리어 모습.

  마. 표면처리

    기존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와 본 어 터 사이의 원활한 속을 해

서 어 터 표면에 특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시험  검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 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제작  시험에 

한 검사는 한국공업규격, 제작구매시방  제작 도면등을 참조하여 제작업

체와 같이 아래 내용에 해 검사에 용해 본 결과 표 1과 같이 만족하

다.

      - 사용자재는 용규격과 일치되는지 확인한다.

- 치수검사는 구매시방서  제작도면에 의거 측정하며 치수검사 성 서에   

  기록 유지한다.

- 치수검사 시 용공차는 해당 도면에 표시된 공차를 용하고 도면에 표시

되지 않은 공차에 하여는 KS에 따른다.

- 용 부 검사에 하여는 ASME Sec.Ⅴ의 비 괴검사  육안검사를 한다.

  사. 구동 시험

    구동시험은 사용후 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의 안정성, 주행성을 확인

하기 한 것으로 치수  SKID 에 어 터를 안착한 후 후로의 조정 

기능을 아래의 항목에 해 제작업체와 같이 확인해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 76 -

표 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 SLIDER 구동부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그림 5).

     - SKID와 어 터의 연결 등을 확인한다.

     - SKID 이송바퀴 구동부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그림 6).

     - 어 터를 확인하고, SKID를 움직여 확인된 치까지 이동한다.

        - GLOVE BOX와의 치를 확인 후 SKID를 고정한다.

- CASK를 이동, 어 터와 연결한 후에 SLIDER의 SUPPORT BAR를 수평

으로 한 후 SLIDER를 작동 시켜 확인한다(그림 7).

             

그림 5. 어 터 SLIDER 구동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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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KID 이송 바퀴 구동부 모습.

         

그림 7. 캐스크 이동후 어 터와 연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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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IMENSIONAL INSPECTION REPORT REPORT NO. KMDR-0820-01

CLI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 원자력 연구원
DWG NO. KM8-001

ITEM NAME 사용후 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댑터 DATE 2008.07.16

번호 칫수 검사 항목(단위:mm)
검사결과

비  고
측정결과(mm) 판정

1   COVER PLATE 외경 - 500 500 Y

2   FRAME 외경 - 400 400 Y

3   FRAME 두께 - 60  60 Y

4   COVER PLATE 두께 - 80  80 Y

5   FRAME 내경 - 130  130 Y

6   SLIDER 두께 - 60  60 Y

7   SKID 높이 - 792 792 Y

8   SKID 폭 x 길이 - 600 x 1254 600 x 1253 Y

PREPARED BY REVIEWED APPROVED BY WITNESSED & 

REVIEWED BY

표 1. 캐스크 어댑터 치수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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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FUNCTIONAL TEST REPORT REPORT NO. KMFT-8020-01

CLI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 원자력 연구원
DWG NO. K8-001

ITEM NAME 사용후 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댑터 DATE 2008.07.17

번호 검 사 항 목
검사결과

비  고
합격 불합격

1   장치의 전체적인 외관 및 도색 상태 V

2   프레임의 용접 및 연결 상태 V

3   어댑터와 SKID 연결 상태 V

4   SLIDER의 SLIDING상태 V

5   SLIDER를 OPEN시 안전하게 정지하는지 V

6   GLOVE BOX와의 접근 상태 V

7   CASK와의 접촉 상태 V

   

   

   

   

   

검사결과 종합 판정 V

PREPARED BY REVIEWED APPROVED BY  WITNESSED & 

REVIEWED BY

표 2. 캐스크 어댑터 기능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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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상세도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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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상세도면(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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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속장치 상세도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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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속장치 상세도면(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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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캐리어 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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