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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MIDAS 실험장치의 Downcomer에서의 유동 양식 및 기포율 측정을 위한 32 채널 감마선 

도계 개발 및 성능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DVI 방식의 안전주입계통 작동시에 고유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에 대

한 기존의 안전해석 코드들의 해석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러 열수력 현상들 중에서 downcomer에서의 기포율 및 유동 양식은 증기의 응축률이나 

물의 Entrianment과 같은 주요 현상을 지배하는 변수로써, 이에 대한 기존 안전해석 코드의 

예측 능력의 평가와 개선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의 다양한 지점에서의 기포율 및 유동 

양식의 측정을 위한 다채널 감마선 도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에서의 기포율 및 유동양식 측정을 위한 32 채널 감마선 

도계의 설계

- 32 채널 감마선 도계의 차폐 설계

- 감마선 도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 설계 요건 분석

-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에서의 기포율 및 유동양식 측정을 위한 32 채널 감마선 

도계의 적용성 확인

Ⅳ. 연구개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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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채널 감마선 도계를 제작하 으며, 감마선 도계의 측정 신호는 매우 양호한 

특성을 보 다.

- 개발된 32 채널 감마선 도계는 Downcomer에서의 액막 두께를 ±0.5mm의 오차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 개발된 32 채널 감마선 도계는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의 여러 지점에서의 유동 

양식 및 유동 양식이 천이되는 경계지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32 채널 감마선 도계는 향후 차세대원자로 DVI 성능평가를 위한 

MIDAS 실험장치에 설치되어, 대형냉각재 상실사고시 downcomer에서의 유동양식 및 기포율에 

관한 실험 결과를 생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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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PR 1400, which adopts DVI type of ECCS, is expected to show its unique thermal 

hydraulic phenome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existing 

safety analysis code can correctly predict the thermal hydraulic phenomena. Among 

the several phenomena, void fraction and flow pattern govern the other major 

phenomena.

Therefore, the main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the 32-channel 

gamma densitometer which can measure the void fraction and flow pattern in the 

downcomer at various locations.

The 32 channel gamma densitometer for MIDAS test apparatus has been developed. 

Throughout the performance evaluation test, the integrity of the 32 channel gamma 

densitometer has been validated. The measurement error of water film thickness is 

expected to be less than ±0.5mm. Also, it can correctly predict the flow patterns 

and the transition location of flow pattern in the downcomer of MIDAS tes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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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는 표준형 원자로에 비해 용량이 증대되었

을 뿐만 아니라 노심 손상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

치들이 설계에 반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은 기존의 저온관 주입 방식과 

달리, 안전주입수가 원자로용기의 downcomer에 직접 주입되는 DVI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DVI 방식을 채택하는 차세대 원자로는 안전주입계통의 작동시 기존의 저온관 주입 방식

의 원자로와는 다른 열수력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안전해석 코드

들은 저온관 주입 방식의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하는 경우에 대한 열수력적 성능이 평가, 검

증되어 있다. 따라서 DVI 방식의 안전주입계통 작동시에 고유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열

수력 현상들에 대한 기존의 안전해석 코드들의 해석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러 열수력 현상들 중에서 downcomer에서의 기포율 및 유동 양식은 증기의 응축률이나 

물의 Entrianment과 같은 주요 현상을 지배하는 변수로써, 이에 대한 기존 안전해석 코드의 

예측 능력의 평가와 개선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의 다양한 지점에서의 기포율 및 유동 

양식의 측정을 위한 다채널 감마선 도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다채널 감마선 도계의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하 으며, MIDAS 실험장치 Downcomer

에 설치하기에 앞서 Downcomer 모사체와 액막 모사체를 이용하여 감마선 도계의 성능 평

가 실험을 수행하 다.

제 2 절  감마선 도계의 측정 원리

감마선이 물질을 투과할 때, 감마선은 투과 물질과의 상호작용(광전효과, 쌍생성, 콤프

턴 산란)을 통해 흡수․소멸되거나 에너지의 일부를 잃게 된다. 좁은 입사면적을 갖도록 조

준된 단일 에너지의 감마선이 두께 x인 어떤 물질을 투과할 경우, 매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감마선의 세기(intensity) 는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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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xII o µ−= (1)

여기서 Io는 입사 감마선의 세기이고, μ는 투과 매질의 선형감쇄계수이다.

그림 1.1과 같이 2상 유체의 매질에 감마선을 입사한 경우, 투과된 감마선의 세기는 다

음과 같다.

)])1(2(exp[ ddtII gfwallwallo αµµαµ +−+−= (2)

아래 첨자 f, g는 각각 액상 및 기상의 값을 나타낸다. 만약 입사된 감마선이 본질적으

로 입사 면적을 갖지 않는 line beam이거나 유한한 입사 면적을 갖는 경우 입사 면적내의 

기포율이 동일하면, 감마선 투과 경로에 대한 평균 기포율은 위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

해진다.

)/ln(
)/ln(

fg

f
II
II

=α
(3)

Io

steamwater

t d

detector

t d

detector

Collimator

I Io I

Bubble

Gamma
Source

그림 1.1 감마선 감쇠에 의한 2상유동 기포율 측정방법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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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마선 도계의 설계

제 1 절  기본 설계요건

KEARI에서 수행한 물/공기 가시화 실험 결과[1]를 살펴보면, LBLOCA 재관수 기간동안 

Downcomer내에서는 다차원적인 유동 분포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그림 2.1). 특히, 이러한 

유동은 Downcomer의 원주방향 위치 및 수직 위치에 따라서 그 유동 양식이 매우 상이하

다. 따라서 안전해석코드에 사용되는 모델 및 상관식의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유용한 실험 

data를 제공하고, 재관수 기간 동안 Downcomer내에서의 유동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원주 방향 및 여러 수직 위치에서의 기포율 측정이 요구된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DVI 안전주입 성능평가를 위한 MIDAS 실험 장치에 사용될 감마선 

도계는 다음과 같이 측정 위치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 다.

- 두 개의 독립된 감마선원을 사용한다.

- 각 감마선원의 경우 16곳의 원주방향으로 감마선을 방출하도록 collimator 및 선원 

용기를 설계하며, 배관들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으로부터 850mm 떨어진 곳

에 16개의 감마선 검출기를 감마선이 입사되는 각 위치에 설치한다.

- 아래쪽에 위치하는 감마선원 및 16개의 검출기는 고온관 하부 위치(강수부 하단에서 

2850mm 떨어진 높이)에 고정되도록 설치하며, 위쪽에 설치되는 감마선원 및 16개의 

검출기는 고온관 상부에서 DVI Nozzle 하부까지 약 1854mm의 거리를 상하 이동이 가

능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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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2&4 Injection

 (a) side-1

 (b) side-2

(c) side-3

 (d) side-4

 (e) side-5

(f) side-6

그림 2.1  강수부 내부의 저온관 근처에서 형성되는 다차원 유동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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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Leg

DVI
Nozzle

Gamma
Source

Detector

Traversing
Frame

2850mm

496mm

1854mm

Downcomer
Wall

Source

Downcomer
Wall

Detector

850 mm
1252 mm

(a) 정면도    (b) 평면도

그림 2.2 감마선 도계 설치에 관한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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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감마선원 및 검출기

1. 감마선원 선정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주어진 실험 조건에 적

합한 감마선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감마선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1) 유로 벽에 대한 감마선 투과율이 높아야 한다.

(2) 유로 내부의 물의 용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야 한다.

(3) 감마선원의 반감기가 길어야 한다.

(4) 원하는 에너지의 감마선에 대한 방출율이 높아야 한다.

(5)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너지가 낮을 수록 유로 벽의 투과율은 낮은 반면 물에 대한 민감

도는 높다. 따라서 유로 벽이 두껍고 감마선이 유로 내부를 투과하는 거리가 큰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마선의 유로 투과거리가 작은 

소규모 실험 장치에서는 낮은 에너저의 감마선을 선택하는 것이 실험 비용 및 실험 data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원하는 감마선의 방출비가 낮을 수록 선원 강도는 증가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작 비용 및 차폐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원하는 감마선의 방출

비는 높을 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감마선원에 대한 특성을 표 2.1에 제시하 다. DVI 안전주입 

성능평가를 위한 MIDAS 실험 장치의 경우,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인 Downcomer 벽면은 두께

는 32mm이며 Downcomer Annulus의 gap size는 51.5mm로써 유로 벽 두께 및 감마선의 유로

내부 투과거리가 크다. 따라서 MIDAS 실험 장치의 감마선 도계의 경우, 수백 keV정도 에

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마선원의 우선도는 방출되

는 감마선 에너지만을 고려하면 Barium-133, Cesuim-137, Cobalt-60의 순서가 되지만, 국

내 생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Cobalt-60을 감마선 도계에 사용되는 감마선원으로 결정하

다.

감마선의 물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Cobalt-60을 사용할 경우 약 0.3

의 민감도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Chan & Banerjee[2]는 외경이 19.05mm이고 두께가 

0.864mm인 Zircaloy-2 튜브에서의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Cobalt-57 감마선원을 사용하

으며, 이 때 물에 대한 민감도는 약 0.24 다.

2/)( minmax

minmax
II
IIS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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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는 검출기에 입사되는 감마선의 세기(intensity)이고, 아래 첨자 max와 min은 

각각 기포율이 최소인 조건과 최고인 조건을 나타낸다.

표 2.1 감마선원 별 특성

Isotope Half-life
Principal Photon 

Energy (keV)
Emission Rate (%)

Americium-241 433 yr 59.5 35.3

Barium-133 10.8 yr 356.0 61.5

Cesium-137 30.1yr 662.0 85.1

Cobalt-57 270.5d 122.0 85.2

Cobalt-60 5.27 yr
1173.0

1333.0

99.86

99.98

2. 검출기 선정

방사선이 입사되어 섬광 물질에 흡수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약 1 sec 이하)동안 섬광을 

발생시킨다. 발생된 섬광은 광증배관(Photo Multiplier Tube; PMT)을 통하여 전기적인 신

호로 변환되어 입사된 감마선을 계수하게 된다.

검출기에 사용되는 섬광체의 선택은 감마선 도계의 구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이다.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입사된 감마선에 대한 검출 효율과 감마선 검출

시 발생되는 섬광의 decay 상수이다. 섬광체의 검출 효율이 높을 수록 요구되는 선원 강도 

및 차폐 요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며, 입사 감마선이 많은 경우 검출기를 

통해 생성되는 펄스의 중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decay 상수가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

표 2.2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섬광체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 다. 이 중 검출 효율은 

Radiation Length가 짧을 수록 좋아지며, 전자회로의 신호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Photons/MeV의 값이 클 수록 유리하다. Decay 상수는 GSO, NaI(Tl), BGO, BaF2의 순서이

며, 검출 효율은 GSO, BGO, BaF2, NaI(Tl)의 순서로 좋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GSO의 경

우 다른 섬광체에 비하여 구입 가격이 수십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32개의 검출기를 구성하

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DVI 안전주입 성능 평가 실험의 경우 단위 시간당 10
5
에 가까운 

많은 감마선이 검출기에 입사하는 이유로 decay 상수 특성이 검출 효율 특성에 우선하는 변

수가 된다. 이러한 점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NaI(Tl) 검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NaI(Tl) 검출기의 섬광체 결정은 직경 3"　, 두께 3"　의 실린더 형태이며 감마선 입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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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편에 PMT가 부착되어 있고 외부는 Al housing되어있다. 제작사는 미국의 BICRON이

다. 감마선 검출시 PMT에서 발생되는 신호는 rise time이 2.1nsec, 펄스 폭(FWHM)이 

3.2nsec, transit time이 38nsec로써, NaI(Tl) 섬광체를 사용한 감마선 계측에 우수한 특

성을 보인다.

표 2.2 섬광체의 주요 특성 비교

섬광체 NaI(Tl) CsI(Tl) BGO CdWO4 BaF2 GSO

도 (g/cm3) 3.67 4.51 7.13 7.90 4.89 6.71

decay 상수 (nsec) 230 900 300 20000 630 60

Photons/MeV 40000 52000 8500 13000 12000 10000

Radiation Length (cm) 2.59 1.86 1.13 1.00 2.06 1.39

3. 신호처리부

감마선 도계의 신호처리부는 그림 2.3, 2.4와 같이 구성된다. 섬광검출기의 PMT의 구

동을 위한 2kV 용량의 High Voltage power supply를 필요로 하며, 사용전압은 약 800V에서 

1500V 사이의 값을 가진다. PMT에서는 Anode와 Dynode에서 각각 독립된 신호를 얻을 수 있

다. 감마선 도계와 같이 방사선 계수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Anode signal을 사용한다. 

Dynode signal은 MCA(Multi Channel Analyzer)를 이용한 방사선 분광 계측에 사용하며, 감

마선의 에너지에 비례하는 진폭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Dynode signal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는 Anode signal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섬광 검출기의 Anode에서 발생된 개개의 negative 펄스는 pre-amplifier에서 증폭된 후 

Discriminator(SCA)를 거쳐 계수기(counter)로 입력된다. Discirminator에서는 일정 level 

이상의 원하는 감마선 신호만을 걸러내어 NIM logic 신호로 바꾸어 준다. DVI 실험에 사용

되는 감마선 도계의 경우 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100MHz로 

계수가 가능하고 펄스의 분리인식 정확도가 10nsec이하인 정 한 계수기를 사용하 다.

또한 RS232 통신을 이용하여 PC에서 Counter와 MCA의 제어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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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감마선 도계의 신호처리부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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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감마선 도계의 신호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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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감마선원 Activity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기포율을 측정할 경우, 원하는 기포율 측정 오차를 만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감마선원의 activity 계산시 하나의 기준으로써,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일반적

으로 사용되었다[3].

MIDAS 강수부내에서의 시간에 따른 기포율 변화와 감마선이 투과되는 측정 단면적 내에

서의 기포율 변화를 무시할 경우, 식 (3)에 의해 계산되는 기포율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 Δαα )
2

=( ∂α∂I )
2

( ΔIα )
2

+( ∂α∂I g )
2

(
ΔIg
α )

2

+( ∂α∂I f )
2

(
ΔI f
α )

2

(5)

감마선 intensity의 고유 통계적 변동량이 감마선이 투과하는 재질과는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의 관계를 얻는다.

ΔI
I
=
ΔI f
I f
=
ΔI g
I g (6)

식 (4)와 (6)을 식 (5)에 대입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

Δα
α
=

ΔI/I
αln(I g/I f )

{1+(α-1)2+α2}
0.5

(7)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한 감마선 방출확률은 Poisson 분포를 따르며, 이 경우 계

수되는 감마선 intensity의 변동 오차는 다음과 같다. 이 때 주어진 오차에 대한 신뢰도는 

1σ에 해당하는 68%이다.

ΔI
I
=

1
N (8)

여기서 N은 감마선 intensity 결정을 위해 사용된 검출기의 전체 카운트 수이며, 이는 다음

과 같이 여러 변수들과 연관되어 있다.

N= θ IAdε (9)

위의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θ = counting interval (sec)

        I  = incident intensity at detector (photons/m
2
s)

        Ad = 검출기 면적 (m
2
)

        ε = 검출기 효율

식 (8),(9)를 식 (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Δα
α
=

{2(1-α+α2)}
0.5

α(μ f-μ g )d θIAd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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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얻게 된다.

원하는 기포율 측정오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검출기에 일정 intensity 이상의 감마선

이 입사되어야 함을 위 결과로부터 알 수 있으며, 식 (10)으로부터 요구되는 감마선 

activity는 다음과 같다.

I=
2(1-α+α

2
)

θAdε[ α(μ f -μ g )d Δαα ]
2

(11)

Point source를 가정할 경우 요구되는 선원 activity는 다음과 같다.

 
S=

4πL
2

3.7×10
10
η s
I exp [αμ gd+(1-α)μ fd+2μwt]  (Ci) (12)

여기서 L은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 d는 강수부 갭 간격, 그리고 η s는 선원의 감마선 방

출 효율이다.

하지만 식 (10)이 주어진 선원 Activity에 대한 기포율 측정오차를 정확히 반 하는 것

은 아니며, 실제 기포율 측정시 발생하는 오차는 식 (10)의해 계산된 오차보다 크게 된다. 

왜냐하면, 감마선 계수시 오차 발생 요인으로는 앞서 고려한 “동위원소 붕괴 시점의 비균일

성”이 있으며, 동일한 개수의 감마선이 섬광검출기로 입사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계수되는 

감마선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그 계수값에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① 섬광검출

기와 입사 감마선과의 반응확률이 모든 입사 감마선에 대하여 동일하지는 않은 점, ② PMT

에서의 증폭비의 비균일성, ③ 신호처리부에서 증폭비 및 discrimination level의 변동성, 

④ 시간에 따른 기포율의 변동성, 그리고 ⑤ 감마선 투과 역에서의 기포율의 비균일성.

입사 감마선의 개수가 낮은 역에서는 검출기 입사 감마선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기포

율 측정오차가 감소하지만, 입사 감마선의 개수 높은 역에서는 입사 감마선의 개수가 증

가할수록 Anode에서 생성된 negative voltage pulse의 pile-up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또

한 Anode 신호의 pile-up 확률이 증가할수록, 매질을 투과한 감마선의 계수 특성은 식 (1)

의 지수함수적 거동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식 (3)에 의해 계산되는 기포율 측정 오

차 또한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pulse pile-up에 의한 기포율 측정 오차의 증가를 방지하

기 위하여, 섬광검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위시간당 입사 감마선을 100,000개 이하로 사

용할 것을 제안하 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감마선원의 activity 계산시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의 개

수가 단위시간당 100,000개 이하로 유지하라는 제안을 따르도록 하 다.

단위 시간당 입사감마선의 개수는 선원 activity와 섬광검출기의 감마선 입사면적에 의

해 결정된다. 또한 감마선원과 섬광검출기간의 거리는 외적인 요건(배관과의 간섭방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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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마선의 섬광검출기 입사면적은 collimator의 직

경과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선원용기의 설계특성

상 collimator의 길이는 감마선원 용기의 차폐두께와 동일하기 때문에, collimator의 길이

는 감마선원의 activity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감마선원의 activity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복 계산 절차가 필요하다:

① 초기에 임의의 collimator 길이를 가정

② collimator 길이에 해당하는 collimator 직경 결정

③ 주어진 collimator 길이, 직경에 대하여, 요구되는 선원 activity 계산

④ 계산된 선원 activity에 대하여, 차폐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차폐용기의 두께

(collimator 길이와 동일) 계산

⑤ 위 계산결과에 해당하는 collimator 직경 재계산

⑥ 초기 collimator 직경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을 때까지 위의 ①∼⑤의 과정 반복

이 때 collimator의 직경은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의 직경이 섬광검출기 후방 직경

의 1/2 을 크게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 다. 또한 현재 생산 가능한 최소 크기의 감마선

원은 직경 3mm, 높이 3mm의 원통형의 유한한 크기를 갖는다. 이와 같은 크기는 collimator

의 직경과 대등한 크기를 갖기 때문에, 점선원으로 가정하여 입사 감마선의 개수를 계산할 

경우 실제 입사 개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되며, 정확한 입사 감마선의 개수를 얻기 위해

서는 감마선원의 유한한 크기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collimator의 직경과 

길이, 그리고 주어진 감마선원의 크기에 대하여, 단위시간당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

의 개수는 MCNP 계산을 통하여 구하 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감마선원 입사 개수에 대

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감마선원의 activity는 약 400mCi 으며, collimator의 

직경은 2.2mm, 길이는 130mm 다. 표 2.3은 MCNP 계산결과로써, Co-60의 1회 붕괴당 섬광

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의 확률과 주어진 감마선원의 activity에 대해 단위시간당 섬광검

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MCNP 계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실제 collimator 제작시에는 경사진 원통

형의 collimator를 사용하 다. 감마선이 들어오는 쪽의 collimator 직경은 1.5mm로, 감마

선이 나가는 쪽의 직경은 2.2mm로 하 다.

또한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에는 Co-60 감마선원에서 방출된 1.17MeV, 1.33MeV

의 감마선 이외에도, 선원용기에 의해 산란되어 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는 2차 감마선과 우

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2차 감마선의 입사율이 1차 감마선의 입사

율에 비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에는, 2차 감마선의 입사에 의한 기포율 측정 오

차의 발생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CNP를 이용하여 2차 감마선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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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수를 조사하 으며, 조사 결과 1차 감마선에 대한 2차 감마선의 입사율은 1% 미만으로 

무시할 정도 다. 이것은 본 실험 조건에서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가 850mm로써 비교적 멀

어서, 이 위치에서 검출기가 차지하는 입체각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표 2.3 섬광검출기의 감마선 입사율 및 입사개수

collimator

diameter 

(mm)

1회 붕괴당

감마선 

입사율

감마선원 Activity (Ci)

0.3 0.35 0.4 0.45 0.5 0.55 0.6

1.6 1.99295E-06 22121.7 25808.65 29495.6 33182.55 36869.5 40556.45 44243.4

1.8 2.81624E-06 31260.3 36470.35 41680.4 46890.45 52100.5 57310.55 62520.6

2.0 3.80262E-06 42209.14 49243.99 56278.85 63313.71 70348.56 77383.42 84418.27

2.2 4.89334E-06 54316.13 63368.82 72421.5 81474.19 90526.88 99579.57 108632.3

2.4 6.47566E-06 71879.78 83859.75 95839.71 107819.7 119799.6 131779.6 143759.6

2.6 7.32909E-06 81352.85 94911.66 108470.5 122029.3 135588.1 149146.9 162705.7

2.8 8.58467E-06 95289.85 111171.5 127053.1 142934.8 158816.4 174698.1 190579.7

3.0 9.82362E-06 109042.1 127215.8 145389.5 163563.2 181736.9 199910.6 218084.3

제 4 절  차폐 설계

1. 설계기준

가. 실험 장소 및 장치에 대한 개요

그림 2.5에서 보듯이 MIDAS 실험시설은 종합엔지니어링 건물의 실험실 한쪽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Co-60 감마선원은 서쪽과 남쪽의 대인차단벽으로부터 각각 8.4m, 8.25m 떨

어진 지점에서 수직으로 약 8.8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게 된다. 

MIDAS 실험시설이 설치될 장소(가로 : 16.8m, 세로 : 13.2m)에는 높이 3m의 대인 접근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비작업 종사자들의 출입을 방지한다. 또한 MIDAS 실험 구역에는 경

보등 및 방사선 위험 표지를 부착하여 일반인들의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한다.

MIDAS 실험시설에는 강수부 이외에도 이에 연결되는 DVI 배관, 고온관 및 저온관을 모

사하기 위한 여러 배관 및 각종 계측기기들이 설치된다. 여기서는 MIDAS 실험시설의 강수

부, 특히 강수부 중에서도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들이 설치되는 역에 대하여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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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에서 보듯이 강수부내에서의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된 두 개의 Co-60 

선원을 사용한다. 기포율을 측정할 때에는 원격조종에 의한 모터의 동력 구동에 의하여 선

원은 collimator가 있는 선원 용기 상부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모터

의 동력 구동에 의하여 선원용기 하부로 이동되지만, 전원 상실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건에

서는 중력을 이용한 수동 작동 장치에 의해 용기 하부로 이동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

여 실험이 수행되지 않는 동안에는 Co-60 선원은 납으로 제작된 선원 용기에 의하여 차폐되

도록 한다. 

그림 2.7에서 보듯이 각각의 감마 선원용기에는 16개의 collimator를 원주방향으로 등

간격으로 가공함으로써 한 수직위치마다 16 곳에서의 기포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실험 수행시 Co-60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collimator가 위치한 방향으로만 선원 용기

를 빠져나오게 되며, 이러한 감마선은 NaI 검출기와 주변의 납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도록 

한다.

그림 2.2(a), 2.6을 보면, 두 개의 감마선원 중 아래쪽에 위치한 선원은 지면으로부터 

8852mm 높이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의 선원은 1854mm의 거리를 수직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직 이동이 가능한 선원의 최저 위치는 고정된 선원보다 496mm 높은 위치

이다. 수직 이동하는 선원 및 이에 대한 16개의 검출기는 단일 수직이동 시스템에 의하여 

함께 구동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서 수직이동시 선원과 검출기간의 방향성이 틀어지

는 것을 방지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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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종합실험실 및 MIDAS 실험장소

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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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MIDAS 실험장치 강수부에서의 기포율 측정을 위한 설비의 측면도

Ground

8852

496

1854

Unit : mm

Co-60

Container
NaI PMT Lead

Downcomer
Wall

85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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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MIDAS 실험장치 강수부에서의 기포율 측정을 위한 설비의 평면도

Container

Downcomer
Wall

NaI+PMT

850 mm

125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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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효 선량 한도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시 다음과 같은 유효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 한도 :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연간 평균 20mSv)

○ 수시출입자 : 연간 12mSv

○ 일반인 : 연간 1mSv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반시 적용되는 선량 한도는 다음과 같다.

○ 포장 표면 : 2mSv/hr (200mrem/hr)

○ 포장 표면에서 1m 거리 : 0.1mSv/hr (10mrem/hr)

따라서 MIDAS 실험시설에 사용되는 감마선원에 대한 차폐물은 위에 열거한 모든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선 선량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조사선량 : X-선 또는 감마선에 의하여 공기의 단위질량당 생성된 전하량을 말

한다. 조사선량의 단위는 C/kg 또는 roentgens (R)이 사용되며, 1R

은 2.58×10-4C/kg과 같다. 또한 조사선량율은 공기중 감마선의 에

너지 전달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X= 0.0659∑
i
I iE i (μ a /ρ)

air
i   mR/hr      (13)

○ 흡수선량 : 방사선에 피폭되는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를 말

한다. 흡수선량의 단위는 gray (Gy) 또는 rad (100rad = 1Gy)가 사

용되며, 1Gy는 1J/kg이다. 0.2MeV이상의 감마선의 경우 인체에 대한 

조사선량율과 흡수선량율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 등가선량 :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흡수선량에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등가선량의 단위는 sievert (Sv) 또는 rem 

(100rem = 1Sv)가 사용된다. 감마선의 방사선 가중치는 1이다.

○ 유효선량 : 인체내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 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

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하여 

피폭된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의 단위와 동일하다. 또한 전신이 균일하게 피폭된 경우 유

효선량은 인체 일부 조직에 대하여 계산된 등가선량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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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폐 설계의 편의를 위하여 피폭 선량 계산시에는 전신 피폭을 가정한다.

※ 0.2MeV 이상의 감마선의 경우 조사선량이 이에 해당하는 흡수선량보다 다소 큰 값을 

갖지만,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조사선량 대 흡수선량의 비는 1이라고 가정한다.

※ 이에 따라 유효선량은 조사선량으로부터 구한 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을 적

용한다.

다. 선량 한도의 적용 기준

앞서 사용한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그리고 “일반인”의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정의하도록 한다.

○ 작업종사자 : DVI 실험을 수행하고 시설을 운 하는 자로서, MIDAS 실험 구역의 

출입이 빈번한 자

○ 수시출입자 : MIDAS 실험시설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MIDAS 실험구역의 출입 

가능성이 있는 자

○ 일반인 :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내부의 기타 다른 실험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포

함한 그 밖의 원자력연구소 직원 및 일반 대중으로서, MIDAS 실험구역

을 출입할 수 없는 자.

또한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선량 평가는 보수적인 계산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 가능한 선원으로부터의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각각 수행한다.

○ 작업종사자 : 그림 2.6, 2.7에서 보듯이 작업종사자는 선원 검출기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 의하여 최소한 선원으로부터 1,252mm이내의 위치에

는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접근 가능한 선원으로부터의 최단 거

리는 작업종사자가 선원과 동일한 수직위치에 있을 때이다. 작업

종사자에 대한 선량평가는 전체 작업시간동안 작업종사자가 선원

과의 최단 거리 지점에 접근해 있다는 가정하에 수행된다. 또한 

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선량한도는 20mSv/yr 이다.

○ 수시출입자 : 수시출입자에 대한 선량 평가 지점은 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 평

가 지점과 동일하다. 하지만 수시출입자의 MIDAS 실험 구역 접근 

시간은 전체 작업시간의 1/2이하로 제한된다. 이 경우 작업 종사

자에 대한 선량 한도를 만족하면 수시출입자에 대한 선량 한도 또

한 만족된다.

○ 일반인 : 일반인의 MIDAS 실험구역 출입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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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량 평가 지점은 MIDAS 실험구역 외부에서 선원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한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선원과의 최단거리

는 MIDAS 실험 구역의 남쪽 차단벽이 된다.

※ 피폭선량 계산을 위한 전체 작업 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이 중 선원 가동 시간은 

주당 10시간으로 한다.

라. 선량 계산 방법 및 물성치

한 지점에서의 선량은 식 (13)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MCNP[5]와 같은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별 감마선 intensity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수 계산의 경우에는 Exposure Buildup Factor를 사용하여 선량 계산을 다음과 같이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다.

X= 0.0659I(Eo )Eo (μ a /ρ)
air
o B(μl)  mR/hr                       (14)

위 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I(Eo ) = 초기 방출된 감마선 에너지(Eo)에 해당하는 감마선 intensity

○ (μ a /ρ)
air
o  = Eo의 감마선에 대한 공기의 질량흡수계수

○ B(μl) = Eo의 감마선에 대한 차폐물질의 Exposure Buildup Factor

○ μ = Eo의 감마선에 대한 차폐물질의 선형감쇄계수

○  l = 차폐물질의 감마선 투과 거리

선량 계산을 위해 사용될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 납에 대한 물성치 

     - 납의 질량감쇄계수[6]

Gamma-Ray Energy 1.0 MeV 1.25 MeV 1.5 MeV

(μ/ρ)
Pb  (cm

2
/g) 0.0684 0.0569 0.0512

     - 질량감쇄계수는 위 data로부터 interpolation 한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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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감마선에 대한 납의 물성치

1.33MeV 감마선 1.17MeV 감마선

질량감쇄계수 (cm2/g) 0.054 0.059

도 (g/cm
3
) 11.34 11.34

선형감쇄계수 (cm
-1
) 0.61236 0.66906

  ○ 강수부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에 대한 물성치[6]

     - 스테인레스 스틸과 iron은 성분 조성이 흡사하기 때문에, iron에 대한 물성치를 

사용함.

표 2.5  감마선에 대한 iron의 물성치

1.33MeV 감마선 1.17MeV 감마선

질량감쇄계수 (cm2/g) 0.0531 0.0564

도 (g/cm
3
) 7.87 7.87

선형감쇄계수 (cm
-1
) 0.4179 0.4438

  ○ 감마선에 대한 공기의 질량흡수계수[6]

Gamma-Ray Energy 1.0 MeV 1.25 MeV 1.5 MeV

(μ a /ρ)
air
  (cm

2
/g) 0.0280 0.0268 0.0256

     - 공기의 질량 흡수계수는 감마선 에너지에 크게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0MeV 

감마선에 대한 값을 사용한다.

  ○ Isotropic point source로부터 방출된 감마선에 대한 납의 Exposure Buildup 

Factor [7, 8]

     - E(Gamma) = 0.5 MeV

μr 1 2 4 7 10 15 20

Lamarsh 1.24 1.42 1.69 2.00 2.27 2.65 (2.73)

Chilton 1.24 1.38 1.61 1.87 2.07 2.34 2.55

     - E(Gamma) = 1.0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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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r 1 2 4 7 10 15 20

Lamarsh 1.37 1.69 2.26 3.02 3.74 4.81 5.86

Chilton 1.38 1.66 2.18 2.86 3.47 4.37 5.19

     - E(Gamma) = 2.0 MeV

μr 1 2 4 7 10 15 20 25 30 35 40

Lamarsh 1.39 1.76 2.51 3.66 4.84 6.87 9.00 Not Available

Chilton 1.44 1.80 2.55 3.71 4.93 7.04 9.26 11.6 13.9 16.4 19.0

  보수적인 차폐 계산을 위하여 2.0MeV 감마선에 대한 Chilton의 Buildup factor를 

curve-fitting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Chilton의 Buildup factor를 2차곡선으로 fitting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fitting에 사용된 μor의 범위는 container의 최소두께를 고려하여 

4∼40까지이다.

 B(μ or) = 1.00017+0.37555(μ or)+0.00185(μ or)
2

               (15)

curve-fitting 한 값과 위의 표의 값과의 최대오차는 0.71%이고, 최소오차는 0.002%이

며, 오차의 평균은 0.029%이다.

  ○ Plane source로부터 방출된 감마선에 대한 iron의 Exposure Buildup Factor[9]

감마선 Energy 

(MeV)

μt

1.0 2.0 4.0 7.0

1.0 1.92 2.74 4.57 7.81

2.0 1.69 2.35 3.76 6.11

2. 선원 용기의 차폐 설계

  앞서 언급한 여러 선량 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된 선원 용기가 그림 2.8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선원 용기 제작상의 문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차폐 문제와는 별도로 결정되

었다.

○ Co-60 선원 크기 : 직경 3mm×높이 3mm의 원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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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용기 내부 직경 = 80mm

○ 용기내 선원 수직 이동시 용기 내부 상․하부 벽면과의 거리 = 20mm

○ Collimation angle은 NaI 후방 직경의 1/2과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Lead Co-60

80φ

340φ

120

20

80

20

120

Motor

Unit : mm

Tungsten

Lead

그림 2.8  선원 용기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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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 용기에 대한 선량 계산

      (1) 선량 한도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용기 두께

선원 용기 표면에서의 최대 선량은 선원과 수직, 수평인 지점에서 얻게 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 tot=∑
i
H i= H 1.33MeV+ H 1.17MeV                           (16)

Hi≃Xi= 0.0659I iE i (μ a /ρ)
air
B(μPb, i l Pb )   mrem/hr (17)

I i=
3.7×10

10
A

4πl
2 exp[-μ Pb, i l Pb ] (18)

  위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앞 절에서 정의한 감마선 에너지에 

대한 물성치를 사용하 다. 또한 텅스텐에 의한 감마선 감쇄는 고려하지 않았다.

- i = 감마선 에너지 (1=1.33MeV, 2=1.17MeV)

- Ii = 최대선량 지점에서 감마선의 intensity (#/cm2sec)

- Ei = 감마선 에너지

- l Pb  = 감마선의 납 투과 거리 (cm)

- l = Co-60 선원과 최대선량 지점까지의 직선거리 (cm)로써, 선원용기 상․하부의 경

우에는 l Pb +2 (cm)이고 용기 측면의 경우에는 l Pb +4 (cm)가 된다.

- A = Co-60 선원의 activity (0.4 Ci)

- B(μPb, i l Pb ) = 선원 용기에 대한 Exposure Buildup Factor로써, 식 (15)을 사용함

 ◎ 계산 결과

  앞 절에서 제시한 물성치와 식 (15)∼(18)을 이용하면 선원 용기 두께에 따른 상․하

부 표면 및 측면에서의 최대선량은 다음과 같다.

표 2.6  선원 용기 두께에 따른 최대 표면 선량

용기 두께 (cm)
최대 선량 (mrem/hr) 1m 지점에서의 선량 (mrem/hr)

상․하부 표면 측면 상․하부 표면 측면

10 231.85 174.72 2.73 2.64

11 115.45 86.72 1.53 1.48

12 56.51 43.27 0.85 0.82

위의 표에서 보듯이 포장용기 표면에 대한 선량 한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선원 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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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11cm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선원 가동 유․무에 따른 선원 용기내 선원 수직 이동거리

  선원 용기가 운반되는 경우에 선원은 용기 하부에 위치한다. 선원 용기 표면의 최대 

선량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원에서 수평 또는 수직 방향에 해당하는 지점이 된다. 하지만 

그림 2.8에서 보듯이 선원 용기 내부에서의 수직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에는 

collimator가 가공된 위치가 최대 선량 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 용기내 수직 이동거리는 8.0cm로 결정하

다.

나. 작업 종사자에 대한 선량 계산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받게 되는 선량은 종사자와 방사선원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

다. 따라서 작업 종사자의 예상 피폭 선량 계산시에는 선원과 종사자간의 기준 위치를 결정

해야 한다. 본 계산에서는 실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최단거리 지점을 기준 위치로 결정하여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을 계산하 다.

  그림 2.6, 2.7에서 보듯이 작업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위치에

서 최대 선량을 받게 된다.

- 선원과 동일한 수직위치

- 선원으로부터 최소 수평거리 = 1066mm (검출기 차폐물 후방까지의 거리)

- 두 선원간의 수직 거리 = 496mm

이 경우 작업 종사가 받게 되는 선량은 다음과 같다.

H tot= ∑
i
∑
j
H ij (19)

H ij≃X ij=0.0659I ij E ij(μ a /ρ)
air
B(μPb, i l Pb, j )B(μwalltwall )   mrem/hr  (20)

I ij=
3.7×10

10
A

4πl
2
j

exp[-(μ Pb, i l Pb, j+μwall, i t wall, j )] (21)

여기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 = 감마선 에너지 (1=1.33MeV, 2=1.17MeV)

- j = 선원 위치 (1=상부 선원, 2=하부 선원)

- Xij, I ij = 각 선원에 의한 조사 선량 및 감마선 intensity

- l j = 각 선원으로부터 최대 선량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 (cm)

- lPb, j = 각 선원으로부터 최대 선량 지점까지의 경로 중 감마선의 납 선원용기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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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cm)

- t wall, j = 각 선원으로부터 최대 선량 지점까지의 경로 중 감마선의 강수부 벽면 투과 

거리 (cm)

- B(μPb, il Pb, j ) = 선원 용기에 대한 Exposure Buildup Factor로써, 식 (15)을 사용함

- B(μwall t wall ) = 강수부 벽면에 대한 Exposure Buildup Factor[9]로써, 본 계산에서는 

감마선 에너지 및 선원 위치에 관계없이 2.74의 값을 사용함.

  또한 각 선원으로 부터의 직선 거리, 납 투과 거리, 그리고 강수부 벽면 투과 거리는 

그림 2.6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구할 수 있다.

  ◎ 계산 결과

  앞 절에서 제시한 물성치와 식 (15), (19)∼(21)를 이용하면 선원 용기 두께에 따른 

각 선원으로부터 최대 선량을 구할 수 있다. 하부 선원용기의 실제 납 투과 거리는 

collimator의 존재에 의하여 감소하게 되며, 최대 선량 계산시에는 이와 같은 납 투과 거리

의 감소를 고려하 다.

표 2.7  선원 용기 두께에 따른 작업 종사자의 최대 선량 

용기 두께

(cm)

상부 선원 하부 선원
H tot

(mrem/hr)1.33MeV

감마선

1.17MeV

감마선

1.33MeV

감마선

1.17MeV

감마선

12 0.32 0.14 0.18 0.08 0.72

13 0.19 0.08 0.10 0.04 0.41

14 0.11 0.04 0.05 0.02 0.22

  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 선량 한도는 20mSv/yr이다. 1년은 약 52주이고, 주당 전체 

작업 시간은 40시간이다. 따라서 작업 종사자에 대한 선량 한도는 0.9615 mrem/hr이다.

  표 2.7의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 한도를 만족하기 위한 선원 

용기의 측면 두께는 12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용기 상․하부 방향으로 방출되는 감

마선은 작업 종사자에게 도달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선원 용기 상․하

부의 두께는 작업 종사자의 최대 선량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선원 용기 상․

하부의 두께는 포장용기의 표면 선량 한도를 만족시키면 된다.  방사선 위해에 대한 보다 

큰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원 용기 측면 두께는 13cm로 하고, 상․하부의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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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m로 결정한다.

다. 일반인에 대한 선량 한도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 계산시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예상 피폭 선량 계산시

에도 선원과 일반인간의 기준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선원과 일반인간의 최단 거리는 일반

인이 MIDAS 실험시설의 남쪽 대인 차단벽에 접근해 있을 경우이다.

  선원의 최소 수직 거리는 8,852mm이고, 선원으로부터 남쪽 대인 차단벽까지의 최소 

수평거리는 그림 2.5에서 보듯이 8,250mm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신장을 180mm로 가정하 을 

경우, 선원과 일반인간의 최소 거리는 12m 정도가 된다. 이 거리는 선원과 작업 종사자간의 

최단거리의 10배가 넘는 거리이다.

또한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 경로 중 감마선이 납 선원용기를 투과하는 거리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감마선의 납 선원용기 투과거리의 증가를 무시하더라도 감마선

의 intensity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받게 되는 선량은 작업종사가 

받는 선량의 100분의 1보다 작게 된다. 반면에 일반인에 대한 선량 한도 (1mSv/yr)는 작업

종사자에 대한 선량 한도 (20mSv/yr)의 20분의 1이기 때문에 작업 종사자에 대한 선량 한도

를 만족할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 한도 또한 만족된다.

3. 검출기의 차폐 설계

  MIDAS 실험장치 강수부내의 기체분율(void fraction)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림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원이 collimator가 설치된 역으로 수직이동하게 되고, 선원으

로부터 등방성으로 방출된 감마선은 그림 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3.2cm 두께의 Downcomer 

Annulus 벽면을 통과한 후 NaI 검출기로 입사하게 된다. Collimator의 Solid Angle에 해당

하는 역에서는 납 선원 용기에 의한 충분한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NaI 측면부 

및 후방에서의 별도의 차폐가 필요하게 된다.

   Collimator에 의한 감마선의 검출기 입사각은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경

우 NaI 검출기 후방에 필요한 차폐는 선원 용기 차폐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NaI 검출기 측면의 차폐는 Buildup Factor를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검출기의 차폐 설계는 MCNP[참고문헌]에 의한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기포율 측정을 위해 사용될 NaI+PMT의 치수는 그림 2.9에 제시되어 있다. 검출기 측

면 및 후방의 차폐 계산을 위한 MCNP 계산시에는 PMT에 의한 감마선 감쇄를 무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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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과 같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형상을 단순화하 다.

  MCNP 계산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 선원에서 방출된 감마선은 강수부 벽에 의해 일차 감쇄되며, 이 때 강수부내의 물과 

증기에 의한 감쇄는 무시한다.

- Co-60 선원이 한번 붕괴할 때마다 두 개의 1.33MeV 감마선이 방출된다.

그림 2.9 검출기 및 주변 차폐물의 치수

22.225 10.0 8.0

NaI PMT Cable Lead

7.938

unit : cm

09.14φ 09.8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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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MCNP 계산을 위한 검출기 차폐물의 단순화된 형상 및 Nodalization

S1 S2 S4S3 S5 S6 S7 S8 S9 S10 S11

24.0

NaI Lead

7.62

unit : cm

Vacuum

B1

B2

62.7φ62.13φ

  본 MCNP 계산에서는 하나의 검출기 차폐물 표면에서의 감마선 intensity를 계산하도

록 하며, 이를 위하여 검출기 표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 Cell에 대한 평균 감마선 

intensity를 계산하 다. 검출기 표면에 대한 구분은  그림 2.10에 제시되어 있다.

- NaI 측면의 납 차폐물 표면은 3개의 Cell (S1, S2, S3)로 나누며, 각 Cell의 폭은 

2.54cm가 된다.

- Vacuum 측면의 납 차폐물 표면은 6개의 Cell (S4~S9)로 나누며, 각 Cell의 폭은 

4.0cm가 된다.

- Vacuum 후방의 납 차폐물 측면 표면은 2개의 Cell (S10, S11)로 나누며, 각 Cell의 

폭은 4.0cm가 된다.

- Vacuum 후방의 납 차폐물의 후면은 2개의 Cell (B1, B2)로 나누며, 이 중 중앙에 있

는 B1 Cell의 직경은 2.54cm이다.

  ◎ 감마선 intensity 계산 결과

  검출기 측면 및 후방의 납 차폐 두께가 각각 3.0, 8.0cm인 경우, MCNP 계산으로부터 

얻은 각 Cell에서의 감마선 intensity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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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검출기 차폐물 표면에서의 감마선 intensity에 대한 MCNP 계산 결과

 (a) 1.33MeV 감마선의 경우

에너지

(MeV)

감마선 intensity (#/cm2sec)

 S1  S2  S3  S4  S5  S6  S7 

0.0∼0.1 0.008  0.027 0.065 0.071 0.061 0.036 0.019 

0.1∼0.2 0.007  0.011 0.013 0.015 0.015 0.011 0.005 

0.2∼0.3 0.010  0.036 0.057 0.084 0.073 0.042 0.021 

0.3∼0.4 0.038  0.116 0.210 0.226 0.177 0.092 0.049 

0.4∼0.5 0.092  0.339 0.530 0.503 0.332 0.171 0.076 

0.5∼0.6 0.055  0.482 0.882 0.859 0.524 0.255 0.114 

0.6∼0.7 0.030  0.281 1.002 1.118 0.774 0.319 0.145 

0.7∼0.8 0.034  0.062 0.659 1.110 0.988 0.392 0.164 

0.8∼0.9 0.036  0.016 0.205 0.856 0.991 0.532 0.177 

0.9∼1.0 0.041  0.010 0.025 0.396 0.753 0.619 0.223 

1.0∼1.1 0.061  0.012 0.003 0.072 0.341 0.502 0.300 

1.1∼1.2 0.074  0.018 0.002 0.003 0.045 0.154 0.193 

1.2∼1.3 0.122  0.034 0.005 0.001 0.000 0.004 0.015 

1.3∼1.33 0.059  0.011 0.002  0.000 0.000 0.000 0.000

에너지

(MeV)

감마선 intensity (#/cm
2
sec)

 S8  S9  S10  S11  B1  B2 

0.0∼0.1 0.008 0.002 0.003 0.004 0.822 0.124 

0.1∼0.2 0.007 0.001 0.001 0.002 0.187 0.030 

0.2∼0.3 0.010 0.005 0.003 0.003 0.749 0.094 

0.3∼0.4 0.021 0.008 0.011 0.013 1.917 0.267 

0.4∼0.5 0.041 0.023 0.023 0.020 3.528 0.546 

0.5∼0.6 0.053 0.029 0.035 0.045 4.395 0.722 

0.6∼0.7 0.066 0.035 0.033 0.064 5.233 0.831 

0.7∼0.8 0.072 0.035 0.027 0.056 5.687 0.954 

0.8∼0.9 0.085 0.038 0.022 0.034 6.593 1.062 

0.9∼1.0 0.087 0.034 0.021 0.016 7.226 1.153 

1.0∼1.1 0.106 0.033 0.017 0.012 7.971 1.231 

1.1∼1.2 0.136 0.058 0.017 0.009 9.168 1.303 

1.2∼1.3 0.024 0.018 0.012 0.004 11.060 1.365 

1.3∼1.33  0.000 0.000 0.000 0.000 41.998 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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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17MeV 감마선의 경우

에너지

(MeV)

감마선 intensity (#/cm2sec)

 S1  S2  S3  S4  S5  S6  S7 

0.0∼0.1 0.010 0.019 0.042 0.049 0.032 0.019 0.009 

0.1∼0.2 0.005 0.009 0.009 0.010 0.012 0.006 0.004 

0.2∼0.3 0.007 0.018 0.046 0.057 0.054 0.024 0.011 

0.3∼0.4 0.031 0.097 0.157 0.156 0.121 0.065 0.031 

0.4∼0.5 0.067 0.270 0.397 0.369 0.237 0.115 0.053 

0.5∼0.6 0.036 0.317 0.680 0.667 0.413 0.176 0.073 

0.6∼0.7 0.031 0.120 0.668 0.812 0.595 0.237 0.098 

0.7∼0.8 0.038 0.019 0.278 0.725 0.728 0.316 0.116 

0.8∼0.9 0.046 0.008 0.038 0.364 0.582 0.425 0.134 

0.9∼1.0 0.069 0.013 0.003 0.053 0.232 0.327 0.197 

1.0∼1.1 0.097 0.017 0.003 0.001 0.015 0.058 0.075 

1.1∼1.17 0.152 0.020 0.001 0.000 0.000 0.000 0.001 

에너지

(MeV)

감마선 intensity (#/cm
2
sec)

 S8  S9  S10  S11  B1  B2 

0.0∼0.1 0.005 0.002 0.001 0.001 0.514 0.068 

0.1∼0.2 0.001 0.002 0.001 0.001 0.158 0.018 

0.2∼0.3 0.006 0.003 0.002 0.003 0.425 0.045 

0.3∼0.4 0.013 0.007 0.006 0.005 1.254 0.155 

0.4∼0.5 0.023 0.014 0.010 0.011 1.837 0.296 

0.5∼0.6 0.039 0.021 0.019 0.021 2.661 0.403 

0.6∼0.7 0.040 0.022 0.019 0.032 3.244 0.495 

0.7∼0.8 0.052 0.022 0.014 0.028 3.684 0.581 

0.8∼0.9 0.052 0.026 0.011 0.015 4.232 0.665 

0.9∼1.0 0.067 0.023 0.010 0.006 4.788 0.758 

1.0∼1.1 0.061 0.027 0.009 0.005 6.308 0.821 

1.1∼1.17 0.000 0.001 0.001 0.000 24.136 2.774 

  ◎ 작업 종사자 피폭 선량 계산

  감마선의 에너지별 intensity를 알고 있는 경우, 이 때의 피폭 선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H≃X= 0.0659∑
i
I iE i (μ a /ρ)

air
i   mrem/hr (22)

  위의 표 2.8과 식 (22)에 의해 계산된 검출기 차폐물 표면에서의 선량은 다음의 표 

2.9와 같다. 이 때 사용된 감마선 에너지에 대한 공기의 질량 흡수계수는 다음의 표 2.10과 

같고, 각 감마선 에너지 구간을 대표하는 감마선 에너지로는 각 구간에서의 최대 에너지 값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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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검출기 차폐물 표면에서의 피폭 선량에 대한 MCNP 계산 결과

S1 S2 S3 S4 S5 S6 S7

0.002 0.003 0.007 0.011 0.012 0.008 0.004 

S8 S9 S10 S11 B1 B2

0.002 0.001 0.000 0.001 0.304 0.040 

위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검출기 차폐물 측면에서의 선량은 거의 없으며 후면 중앙

에서의 최대 선량은 0.304 mrem/hr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작업종사자가 1년간 받게 되는 선량은 다음과 같다. 주당 작업 

시간은 40시간이며, 작업종사자는 전체 작업 시간 동안 최대 선량 지점에서 위치하고 있다

고 가정한다. 이 경우 작업종사자가 1년간 받게 되는 전체 선량은 632.3mrem (6.3mSv)로써 

선량 한도인 년평균 20mSv보다 매우 작다. 

작업종사자가 최대선량 지점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전체 작업시간에서 얼마 되지 않

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업종사자가 연간 받게되는 선량은 6.3mSv보다 매우 작은 값이 될 

것이다.

표 2.10  감마선 에너지 구간별 공기의 질량 흡수계수[6]

Energy

(MeV) (μ a /ρ)
air
Ei

0.0∼0.1 0.0233

0.1∼0.2 0.0268

0.2∼0.3 0.0288

0.3∼0.4 0.0296

0.4∼0.5 0.0297

0.5∼0.6 0.0296

0.6∼0.7 0.0293

0.7∼0.8 0.0289

0.8∼0.9 0.0285

0.9∼1.0 0.028

1.0∼1.1 0.0276

1.1∼1.2 0.0271

1.2∼1.3 0.0266

1.3∼1.33 0.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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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감마선 도계 성능 평가

그림 3.1, 3.2는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에서의 기포율 및 유동양식 측정을 위한 32 

채널 감마선 도계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MIDAS 실험장치에 설치하기에 앞서 각 계통

의 올바른 작동성 여부와 계통의 기포율 측정 성능 평가를 위하여 빈 공간에 일차적으로 시

스템을 구축하 으며, 이 곳에서 본 실험에 앞서 반드시 수행해야할 항목들에 대한 예비 실

험을 수행하 다.

예비 실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감마선원 용기, 이송장치, 신호처리부의 작동 및 제어 시험

- 계측 신호의 건전성 시험

- 모사체를 이용한 감마선 도계의 기포율 측정 정확성 실험

제 1 절  작동 및 제어 시험

가. 감마선원 용기 작동 및 제어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60 감마선원은 비사용시에는 선원용기 하부 바닥의 

안전위치에 보관되어 있으며, 사용시에는 스텝 모터의 동력에 의해 collimator가 있는 상부

로 이송된다. 또한 선원용기 상부 겉표면에는 0.01mm 미만의 측정 오차를 갖는 광센서가 설

치되어 있어서 바닥에 있던 선원이 상부 이송될 때 선원의 위치를 운전원에게 지시하여 준

다. 또한 감마선원의 수직 이송 거리는 PC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텅스텐으로 된 선원 이송봉은 선원용기 상부의 극한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극한 

스위치는 선원이 바닥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바닥 위치로부터 이탈한 상태인지를 알려준다. 

선원이 바닥 위치에서 이탈하게 되면 붉은색 경광등을 가동시키고, 선원이 바닥 위치로 돌

아오면 푸른색 경광등을 가동시킨다.

감마선원 용기의 안전 장치로써, 스텝 모터의 구동축에 전자석 클러치를 설치하 다. 

정전시에는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안전 위치로 떨어지게 하 으며, 수직 이송 제어에 문제

가 있을 경우에는 제어기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안전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 다.

본 예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스텝 모터를 이용한 감마선원 수직 이동 거리의 정확성 및 제어 가능성

- 감마선원 수직 이동시 광센서의 거리 측정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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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스위치의 건전성

- 비상시 감마선원의 안전위치 복귀성

먼저 수직 이동 거리의 측정은 0.05mm의 오차를 갖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

다.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한 반복 측정 결과 스텝모터의 수직 이동 거리 제어는 

0.2mm 미만으로 가능하 으며, 광센서의 이동 거리 측정값은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의 오

차 범위내에 있었다. 제작사에서 제시한 광센서의 측정 오차가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의 

측정 오차 보다 작기 때문에 광센서의 정확한 측정 오차 범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감마선원의 이동에 따른 경광등의 연동 제어 시험을 여러번 반복하여 수행하 으며, 모

든 경우에 있어서 올바르게 작동함을 확인하 다. 또한 스텝 모터의 구동축에 설치된 전자

석 클러치에 대하여서도 많은 반복 시험을 수행하 으며, 모든 시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

다.

나. 선원용기 및 검출기 이송장치의 작동 시험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중인 감마선 도계는 MIDAS 실험 장치 downcomer의 

여러 위치에서의 기포율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부 감마선원 용기 및 16개의 

검출기를 원하는 여러 위치로 안정되게 이송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감마선원 용기와 

16개의 검출기 및 검출기 차폐물의 무게는 1톤이 넘기 때문에, 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서보 

모터의 용량 설계 및 동력 전달축의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안정된 이송

을 위해 설치한 슬라이딩 빔 구조물의 건전성과 극한 위치 스위치의 작동성, 그리고 위치 

지시를 위해 설치한 LVDT의 건전성을 시험하 다. 여러번의 반복 시험 결과 각 장치들의 작

동성과 건전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서보 모터의 제어 또한 정상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하

다.

다. 신호처리부 작동시험

신호처리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작동 시험을 수행하 다.

- High Voltage 출력의 정확성 및 안전성

- PC를 이용한 Discrimination Level의 원격 제어의 정확성

- PC를 이용한 32 채널 counter의 측정 시간 및 반복 측정 횟수 제어의 정확성

- Counter와 PC간의 장거리 데이터 전송시 전송된 데이터의 건전성

- MCA와 Counter의 계수값의 정성적 비교를 통한 Counter의 계수 정확성

여러번의 반복 시험 결과 위의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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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선원용기 및 검출기 이송장치 전경

서보모터 및

동력 전달축

supporting

frame

서보모터 및

동력 전달축

선원용기

안내봉

32 채널

검출기



48

그림 3.2  상부 선원용기 및 상부 16 채널 검출기 배치도

검출기 및

검출기 차폐물

상부 선원용기
슬라이딩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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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본 성능 평가 시험

본 절에서는, 32개의 감마선 검출기에 대하여 수행한, 감마선 입사시 발생하는 섬광검

출기 펄스 신호의 건전성 및 노이즈 제거를 위한 접지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결

과와 단위 시간당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 개수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결

과를 살펴볼 것이다.

가. 신호 특성 분석

섬광검출기에 입사한 감마선은 검출기 매질과 상호작용하면서 갖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달한다. 이 때 NaI와 같은 섬광체는 전달된 감마선의 에너지에 비례하는 강

도의 빛을 발하게 되며, 광증배관(PMT)을 통해 수십 mV의 신호로 전환된다. 이처럼 입사 감

마선의 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신호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주변의 노이즈를 충분히 차

단하지 못 할 경우에는 측정 결과에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 차단 효과가 뛰어난 A 등급의 신호선을 사용하 으며, 선원용기 

및 검출기 이송장치와 신호처리부의 접지시에는 그림 2.4에 보여진 바와 같이 100 sq.짜리 

1종 접지선을 사용하 다.

그림 3.3은 감마선 입사시 광증배관(PMT)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 측

정한 결과이다. 가로축은 시간축으로써 하나의 division당 간격은 250ns이고, 세로축은 전

압축으로써 하나의 division당 간격은 5mV이다. 그림 3.3의 신호를 살펴보면, 신호 대 노이

즈의 비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MT의 negative pulse의 감쇠시간은 약 250ns 

정도 으며 신호의 감쇠후 약간의 댐핑 시간이 존재하 다. 따라서 주변 노이즈의 차단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NaI 및 PMT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3.4는 MCA 입력 전단의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결과로써, 주변의 노이즈가 

충분히 차단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5는 MCA를 이용한 Co-60 감마선의 pulse height 스펙트럼의 측정 결과이고, 그

림 3.6은 Co-60 감마선에 대한 Adam와 Dams의 pulse height 스펙트럼 측정 결과이다. 

Adams와 Dams는 4"×4" 원통형 NaI를 사용하 으며, 감마선원과 NaI 사이에 다른 매질은 존

재하지 않았다.

그림 3.7은 입사 감마선에 대한 섬광검출기의 반응을 도식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입사된 감마선은 섬광검출기와 광전흡수, 콤프턴 산란, 전자쌍 생성과 같은 상호작

용을 하면서 감마선의 에너지를 섬광검출기에 전달한다. 광전흡수 현상시에는 입사된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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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전 에너지에 해당하는 신호 크기를 얻게 되며, 콤프턴 산란시에는 산란 각도와 산란후 

감마선과 섬광체와의 상호 작용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신호를 얻게 된다. 또한 입사된 감마

선의 에너지가 1.02MeV에 비해 매우 큰 경우에는 전자쌍 생성에 의한 신호도 얻게 되지만, 

Co-60의 감마선의 경우에는 전자쌍 생성 반응을 하는 확률은 다른 반응 확률에 비해 매우 

작다.

그림 3.5와 그림 3.6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스펙트럼 경향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감마선 계측을 위한 신호의 건전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서

로 다른 에너지의 감마선이 동일한 개수로 섬광검출기에 입사할 경우, 낮은 에너지의 감마

선이 광전효과 반응을 할 확률이 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3.6에서는 1.17MeV에 해당

하는 신호의 개수가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림 3.5에서는 1.33MeV에 해당하는 신

호가 더 많이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downcomer 벽을 모사하기 위해 섬광검출기 전단에 35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을 설치하 기 때문이다. Co-60으로부터는 동일한 개수의 

1.17, 1.33MeV의 감마선이 방출되지만,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을 투과하는 확률은 1.33MeV 

감마선이 보다 높기 때문에 MCA 측정 결과 1.33MeV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신호가 더 많이 측

정되었다. 또한 콤프턴 산란 반응에 대한 광전흡수 반응의 비율은 그림 3.6에서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 3.6은  4"×4" 원통형 NaI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인 반면에, 

그림 3.5는 3"×3" 원통형 NaI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섬광검출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일차 콤프턴 산란한 감마선이 검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곧바로 광전흡수 반

응에 의해 소멸하면서 입사시 갖고 있던 전에너지에 해당하는 신호를 얻게 되는 확률이 증

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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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감마선 입사시에 발생하는 PMT의 negative pulse 신호

그림 3.4  Amp를 거친 MCA 전단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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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CA를 이용한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그림 3.6  4"×4" 원통형 NaI 섬광검출기에 입사한 Co-60 감마선 (1.17과 1.33MeV)에 대한

Adams와 Dams의 펄스 높이 스펙트럼 측정 결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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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감마선과 섬광검출기간의 상호작용 [11]

나. 감마선 입사 개수 분석

감마선 계측을 위한 신호의 건전성과 각 계통의 작동 건전성을 확인하 다. 실제 기포

율 및 유동 양식 측정에 앞서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단위 시간당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의 개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사감마선의 개수가 너무 작으면 감마선 개수 

측정의 통계적 오차가 증가하고, 반면에 입사감마선의 개수가 일정값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PMT에서 발생하는 negative 펄스의 중첩에 의한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펄스

의 중첩확률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입사 감마선의 개수를 최대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IDAS 실험장치에서는 감마선원으로부터 방출된 감마선은 downcomer 벽과 단열재를 투

과한 후 NaI 섬광검출기에 입사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실험 조건에서 섬광검출기에 입사하

는 감마선의 개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마선원과 검출기 사이에 35mm 두께의 스테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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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블럭을 설치한 후 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의 개수를 측정하 다(그림 3.8). 입사 감

마선의 개수는 counter를 이용하 으며, MCA를 이용하여 counter의 측정값을 확인하 다.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단위시간당 입사하는 감마선의 개수는 약 57,000개 정도

으며, MCA 측정 결과는 54,000개 정도로 입사 감마선의 개수는 적당하 다. MCA 측정 결과

가 낮은 것은 MCA의 신호분리의 정 도가 counter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은 에너

지 역에는 선원용기 및 downcomer 벽에서 산란된 후 입사하는 감마선과 주변 노이즈가 다

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기포율 측정을 위한 실험에서는 약 0.8 MeV이하의 감마선에 

해당하는 신호는 측정하지 않도록 discriminator의 level을 조정하 다.

그림 3.9는 downcomer 벽면을 모사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의 두께 변화에 따른 

counter의 감마선 개수 계측값을 보여 주고 있으며, 0.8 MeV 이상의 감마선만을 계수하

다. 사용된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은,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 50mm, 세로 50mm

에 10mm∼60mm의 다양한 두께를 갖는 직육면체이다.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의 두께가 감소

할수록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감마선의 개수는 두께감소에 대하여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

게 된다. 하지만 입사 감마선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PMT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중첩 확률 또

한 증가하게 되며, 감마선의 입사개수가 일정값 이상으로 증가한 역에서는 신호의 중첩확

률 증가율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counter에서 측정하는 입사감마선의 증가율은 지

수함수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다.

그림 3.9의 결과를 살펴보면,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의 두께가 비교적 큰 역(감마선 

입사개수가 작은 역)에서는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의 두께 감소에 대하여 counter의 감마

선 계수 측정값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의 두께가 20∼30mm이

하로 감소하게 되면 이러함 지수함수적 감소경향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감마선 도계의 경우, 단위 시간당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감사선의 개수는 

최적화된 역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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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감마선 도계 성능평가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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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 두께 변화에 따른 입사 감마선 측정 개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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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 및 폴리에틴렌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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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포율 및 유동양식 측정 실험

각 계통의 작동 성능을 확인하 으며, 감마선 계측 신호의 건전성과 감마선 입사개수의 

적합성을 확인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에서의 액막 분율 

또는 기포율 측정시 예상되는 오차 범위와 downcomer내부의 유동 양식 판단 가능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DVI 노즐을 통해 주입된 안전주입수는 액막 형태로 downcomer를 따라 하강하다가 저온

관으로 주입되는 증기 제트에 의해 액막이 파열되고 증기유량에 따라 많은양의 안전 주입수

는 증기의 유동에 의해 딸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저온관 부근에서는 안전 주입수와 증기의 

복잡한 유동 형상이 전개된다. 액막이 파열되지 않고 downcomer를 따라 하강하는 역에서

의 기포율은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증기 제트에 의해 액막이 파열되어 복

잡한 유동 양식을 보이는 역에서의 기포율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그 값에 큰 변화를 보인

다.

Downcomer내 액막의 두께 또는 기포율은 식 (3)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유동 양식은 

식 (3)에 의해 계산되는 기포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가. 기포율 측정

액막 두께 측정의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양한 두께

를 갖는 폴리에틸렌 블럭을 제작하 으며, 제작된 폴리에틸렌 블럭의 가로 및 세로 길이는 

50mm이다. 폴리에틸렌의 감마선 감쇠계수는 물의 감마선 감쇠계수와 거의 유사한 값을 갖는

다. 따라서 폴리에틸렌 블럭의 두께 측정 실험 결과로부터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에서의 

액막 두께 측정시 발생되는 오차를 예측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 블럭의 두께 측정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MIDAS 실험장치 downcomer 벽을 모사하는 두께 35mm의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을 감마

선원과 검출기 사이에 위치시킨 후, 주어진 시간 동안 입사 감마선의 개수를 측정한

다 (기포율이 1.0인 조건에서의 감마선 입사율).

② 35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과 5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블럭을 감마선원과 검

출기 사이에 위치시킨 후, 주어진 시간 동안 입사 감마선의 개수를 측정한다 (기포

율이 0.0인 조건에서의 감마선 입사율).

③ 35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에 대하여 폴리에틸렌 블럭의 두께를 다양하게 변

화시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입사 감마선의 개수를 측정한다 (다양한 기포율 조건

에서의 감마선 입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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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 (3)을 이용하여 계수된 입사 감마선의 변화로부터 폴리에틸렌 블럭의 두께 변화

를 계산한다.

⑤ 위 과정을 32개의 감마선 검출기에 대하여 반복 수행한다.

그림 3.11은 입사 감마선의 개수를  100초 동안 측정한 결과로부터 구한 폴리에틸렌 블

럭의 두께와 실제 두께를 비교한 것이며, 그림 3.13은 동일한 실험결과에 대하여 폴리에틸

렌 블럭의 두께를 기포율로 환산한 결과이다. 그림 3.12에서 보듯이 100초간 측정시 모든 

실험 조건에서 폴리에틸렌 두께 측정오차는 0.5mm 미만으로, 매우 뛰어난 측정 정확성을 얻

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측정지점에서 기포율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변화 주기

보다 긴 시간동안 측정한 값은 그 기간동안의 실제 평균 기포율과는 차이가 있게 된다. 이

것은 식 (3)에서 기포율은 측정 감마선 개수의 자연 로그 값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긴 시간동안 1회 측정한 값을 사용하기 보다는, 기포율 변화 주기보다 짧은 시간

에 측정하되 여러번 반복 측정한 후 이 값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00초

간 1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초간 100회 반복 측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downcomer에서의 유동양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기포율의 변화 양식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측정한 결과에 대한 오차가 보다 중요하다.

 그림 3.14는 측정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얻은 폴리에틸렌 블럭 두께 측정 결과이며, 그

림 3.16은 그림 3.14의 결과를 기포율로 환산한 결과이다. 또한 그림 3.15는 측정시간 변화

에 대한 두께 측정 오차의 변화를 보여준다. 1초간 측정시 두께 측정오차는 +0.3에서 

-3.8mm의 범위에 속하 다. 참고로 1초간 측정시 식 (10)으로부터 계산된 두께 측정오차는 

95%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하 을 때 약 ±0.8∼1.0mm 정도로 실제 측정값보다 작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10)에서는 Co-60의 감마선 방출시점의 비균일성에 의한 통계적 

오차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시간에 따른 기포율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초간 100회 측정한 결과가 100초간 

1회 측정한 결과와 거의 동일한 정확성을 갖게 된다. DVI 실험중 많은 실험 항목은 정상상

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여러번의 반복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downcomer에서의 액막 두

께 또는 기포율 측정시 ±0.5mm 미만의 측정 오차를 갖는 매우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액막 유동 형태의 경우 시간에 따른 기포율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churn 유동이나 

slug 유동 또는 이와 유사한 간헐 유동은 시간에 따른 기포율 변화가 크다. 또한 이와 같은 

대부분의 간헐 유동시 기포율의 변화량은, 본 감마선 도계에서 1초간 측정하 을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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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포율 오차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downcomer에서의 유동 양식 및 유동 양식의 천이가 발생하는 경계지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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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폴리에틸렌 블럭의 실제 두께 대 측정값 비교 (100초간 측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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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폴리에틸렌 블럭의 두께 측정오차 (100초간 측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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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동양식 측정

그림 2.1은 강수관내에서의 전형적인 이상유동 구조를 보여주며, 강수관 상부의 유동 

구조와 하부의 유동 구조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강수관 상부에서는 주입된 안전주입수

가 액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온관 역의 강수관 하부에서는 주입되는 강한 기체 

유동에 의해 액막이 파열되고 이에 따라 주기적이고도 간헐적인 유동 구조가 형성된다. 이

와 같은 액막 파열 역의 크기에 관한 정보는 열수력안전해석코드의 검증 및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17은 강수관 상부 역 및 하부 역에서의 예상되는 기포율 변화를 

보여준다.

앞서 32채널 감마선 도계의 강수관내의 액막두께 및 기포율 측정 능력을 살펴보았다. 

32채널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강수관내에서의 유동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우선 감마선 도계의 계측 시간이 강수관 하부 역에서의 

기포율 변화 주기보다 짧아야 한다. 또한 기포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감마선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계측값의 변동폭이 실제로 예상되는 기포율의 변화폭보다 작아야 한다.

32채널 감마선 도계의 유동양식 측정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포율과 계측

시간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계측값의 변동폭을 정량화하기 위한 일

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8과 3.19는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써, 이 때의 계측시간은 

각각 1초와 0.5초이다. 모든 기포율 조건에 대하여 감마선 도계의 기포율 계측값의 변동

폭은 0.1미만이었으며, 계측시간이 1.0초인 경우와 0.5초인 경우에 기포율 계측값의 변동폭

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3.20은 순간적인 기포율 변화에 대한 감마선 도계의 기포율 

계측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18∼20에서 보듯이, 강수관내 저온관 역에서의 기포율 변화주기가 0.5초이상

이고 이 때의 기포율 변화량이 0.15이상인 조건에서는 32채널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강

수관내 이상 유동 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강수관내 저온관 역에서의 기포율 

변화는 0.15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2채널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강수관내 이

상유동 구조를 측정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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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강수관내에서 예상되는 시간에 따른 기포율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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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시간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기포율 계측값의 변동 특성(계측시간=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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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시간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기포율 계측값의 변동 특성(계측시간=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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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기포율 변화에 대한 감마선 도계의 기포율 계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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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원자로 DVI 성능평가를 위한 MIDAS 실험장치의 Downcomer에서의 

유동양식 및 기포율 측정을 위한 32 채널 감마선 도계를 개발하 으며, 32개의 감마선 검

출기에 대하여 성능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개발된 32 채널 감마선 도계의 각 계통은 매우 양호한 작동 및 제어 특성을 보인

다.

- 노이즈 차단을 위한 접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노이즈 차단 특성이 뛰어난 

신호선을 사용하 기 때문에, 신호 대 노이즈의 비율이 우수한 감마선 계측신호를 획

득하 다.

- MCA를 이용한 펄스 높이 스펙트럼 측정결과로부터 계측계통의 건전성을 재확인하

다.

- 스테인레스 스틸 블럭의 두께 변화에 따른 감마선 개수 측정결과로부터, collimator 

설계의 적합성과 입사되는 감마선 개수의 적절성을 확인하 다.

- 성능평가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32 채널 감마선 도계가 MIDAS 실험장

치의 downcomer에서의 유동양식과 기포율 측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 액막 두께 측정의 경우, ±0.5mm 이내의 오차범위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기포율 오차범

위(±0.09)를 갖는 측정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32 채널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의 

여러 지점에서의 유동 양식 및 유동 양식이 천이되는 경계지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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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 방식의 안전주입계통 작동시에 고유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
에 대한 기존의 안전해석 코드들의 해석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여러 열수력 
현상들 중에서 downcomer에서의 기포율 및 유동 양식은 증기의 응축률이나 물의 
Entrianment과 같은 주요 현상을 지배하는 변수로써, 이에 대한 기존 안전해석 코드의 
예측 능력의 평가와 개선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2 채널 감마선 도계를 구축하 으며, 이에 대한 성능평가 실험

을 수행하 다.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감마선 도계의 측정 신호는 매우 양

호한 특성을 보 다. 또한 개발된 32 채널 감마선 도계는 downcomer에서의 액막 두

께를 ±0.5mm의 오차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MIDAS 실험장치 downcomer의 

여러 지점에서의 유동 양식 및 유동 양식이 천이되는 경계지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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