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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방사선 차폐 마이크로 X-선 회 분석 시스템의 설계  제작

Ⅱ. 목   필요성

원 의 고연소 장주기 운  시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가장자리(rim)에서 두드

러진 구조변화가 측되는데, 이 rim 역은 수십에서 수백 micrometer로 두께

가 매우 얇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거동에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rim 역

의 반경방향에 따른 구조변화 경향을 micro-XRD로 조사하기 해,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을 구축하 다. 본보고서는 micro-XRD를 차폐설비하기 해 

구축된 방사선 차폐 러 박스의 설계특성  제작에 하여 기술하고 있다.

Ⅲ. 내용  범

- 방사선 차폐 러 박스에 한 개념설계  차폐해석

- 방사선 차폐 러 박스의 상세설계  제작

-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설치  성능시험

- 시편이송에 한 운 차

Ⅳ. 활용계획

구축된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은 조사핵연료(펠렛)의 rim 역과 

피복 의 단면을 30 - 50 μm 간격으로 측정하여 반경방향에 따른 격자상수변화

와 상변화 경향을 조사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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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sign and Fabrication of Radiation Shielded Micro X-Ray Diffraction 

Syste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It has been observed that microstructure changes occur at the radial edge 

of pellet(rim) of the fuel at a high burn-up and extended fuel cycle. The 

thickness of a rim is some hundreds of micrometers. Despite its narrow 

range, a rim would affect the behaviour of nuclear fuel. To determine lattice 

parameter with micro-XRD at intervals as small as 30 - 50 μm in radial 

direction of irradiated fuel samples, a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is report describes the structural design and 

the fabrication of a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for micro-XRD system.

Ⅲ. Scope and contents

- Concept of a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 Shielding analysis for a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 Design of a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 Fabric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a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 Operation procedure for a specimen translation 

Ⅳ.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will be used for analysis of 

lattice parameter change and the phase distribution at intervals as small as 

30 - 50 ㎛ in radial direction of the rim of an irradiated fuel sample and a 

fuel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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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력 생산량의 약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에

지 수요로 인해 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망이다. 그러므로 원자력에 지를 안

정 으로 공 하기 해서는 우라늄 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경제성 있고 신뢰성 

있는 원 운 과 핵연료 련 기술 확보가 매우 요하다.

일본, EC 등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더 효율 인 원 운 을 하여 고연소 

핵연료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고연소, 장주기 사용후핵연료

의 미세 역에서 구조변화가 측되는데, 이러한 상은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펠

렛의 가장자리(rim)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며, 이 rim 역은 연소도에 따라 바

깥표면으로부터 안쪽으로 수십에서 수백 micrometer 두께에 이른다. 두께가 매우 

얇음에도 불구하고 이 rim은 핵연료의 열 거동(thermal behaviour), 원자로 운

조건에서의 기계  반응(mechanical response), -장주기 장 시 부식 항

성(corrosion resistance)에 향을 다. 그러므로 고연소시 핵연료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물리 인 과정을 이해하기 하여, 핵연료의 고연소에 따른 반경방

향 미세부  결정구조변화 측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목 을 하여 본 연구그룹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상업용 

XRD를 개조하여 micro-XRD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다[1]. 그런 다음, 자체 구성

한 micro-XRD 시스템을 방사선 차폐 설비하여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

을 구축하 다. 본보고서는 방사성 시편의 미세부  X-선 회 분석을 한 방사

선 차폐 러 박스의 설계, 제작  설치 과정 등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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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사선 차폐 러 박스 개념설계

시료를 장착하여 측정하는 장치인 X-ray tube, goniometer, sample holder 

 detector 등은 방사선 차폐 러 박스 내부에 설치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기기 작동을 한 제어 시스템은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차폐시스템의 무게를 이고 방사선으로부터 제어 

시스템을 보호하며 필요시 보수작업을 원활하게 하는 기본개념을 수립하 다.

제 1   Micro-XRD 시스템 설치 개념

1. 방사선차폐 러 박스 크기

Micro-XRD 시스템의 X-ray tube, goniometer, sample holder, detector 크기

와 작동범   시료로부터 차폐 로 박스 표면의 거리를 고려하여 내부공간의 

규격을 약 1,200(가로) × 1,000(세로) × 1,000(높이) mm로 설정하 다.

2. Micro-XRD 시스템 설치

X-ray tube, goniometer, detector, 미세빔 정렬장치, 시편미세이동장치 등으

로 이루어진 Micro-XRD 측정시스템을 방사선차폐 러 박스 내부의 뒤편에 

치시킨다. X-ray tube 교체, 시편장착  미세이동 등을 용이하게 하고 시편에

서 발생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해 micro-XRD와 작업자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Fig. 1).

Micro-XRD 제어시스템은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외부의 support table 아

래편에 치시킨다. 컴퓨터  냉각시스템은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주변에 

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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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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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설계 시 기본 요건

1. 방사선 안 개념

  작업자 는 주변 환경을 방사선원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방사선원을 차폐

하고 폐하여 방사성 물질을 안 하게 취 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방

사성물질 취 시설의 기본 안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작업자 는 출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으로 규정된 규제기  이하로 안

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해, 취 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직  는 산란되어 

방출되는 방사선은 충분한 차폐능을 갖는 물질로 차폐되어야 한다.

- 취 되는 방사성물질은 특성에 따라 단일 는 다 으로 격리된 차폐 공간 내

에서 취 되도록 한다.

- 격리된 차폐 공간 내에서 취 되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  외부로 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춘다.

- 차폐체 내부는 부압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시설 내 공기흐름은 오염이 낮은 지역으로부터 오염이 높은 지역으로 흐르도

록 한다.

- 차폐체셀 내부로 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여 방사능 를 

확인한 후에 기로 방출되도록 한다.

- 차폐체셀 내부로 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순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러 박스 설계요구 조건

  Micro-XRD 시스템을 내부에 설치하여 방사성 시편을 측정할 때 작업자 는 

주변 환경을 방사선원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방사선 차폐 러 박스의 설계 

시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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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폐벽

 - 차폐성능  가격 비하여 가장 효과 인 납을 재료로 사용한다.

 -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량을 고려하여 차폐벽의 두께를 70 mm로 한다. 

 - 차폐벽 내부는 각진 모서리, 크랙, 틈새 등이 없고 제염이 용이한 표면이 

되도록 한다.

2) 차폐창

 - 시편 장착을 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면의 앙에 방사선 차폐요건을 만

족하는 납유리로 차폐창을 부착한다.

 - 사각지 를 최소화하고 시야를 최 화하도록 치  크기를 정한다.

3) 출입문

 - X-ray tube의 교체  미세빔 학정렬을 해 로 박스의 면과 좌측면

에 문을 설치한다.

4) 원격조종기

 - 시료의 장착을 해 차폐 러 박스의 앞면에 tong을 부착하되, 시료 장착이 

용이한 치에 오도록 한다. 

 - Tong의 길이는 시료 속장치의 치와 차폐 러 박스 크기를 고려하여 결

정한다.

5) 시편이송장치 속부

 - 시편을 반출 반입하는 이송장치의 속부분으로 차폐 러 박스의 우측면에 

치하며, 내부 직경이 120 mm가 되도록 한다.

 - Sliding 방식의 차폐문과 차폐문 지지 , 그리고 차폐벽에 고정하기 한 하

우징으로 구성한다.

 - 이송용기 속부에서 차폐손실을 막기 해 면은 사다리꼴의 요철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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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명

 - 러 박스 천장에 형 등을 설치하여 교체가 용이하게 하고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7) 환기 시스템

 - 환기시스템은 흡기구, 배기구, 필터, 밸 류  차압계로 구성되며 오염의 확

산을 방지하기 하여 차폐 러 박스 내부는 부압을 유지한다. 

 - 차압은 17-25 mmWG로 한다(차압계  차압경보기 설치).

 - 흡기구  배기구에는 HEPA 필터를 설치하고, 배기구는 조사후시험시설의 

DUP 라인에 연결하여 배기 기체의 외부방출을 방지한다.

 - 흡기구와 배기구가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바닥과 천정에 각선방향으로 설

치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순환이 용이하도록 한다.

8) 감시장치  경보장치

 - 차폐 러 박스 내부에 한 차압이 손실되었을 때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며, 차폐 러 박스 외부에 방사능 감시장치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9) 받침

 - 로 박스 외부에 설치되는 받침 는 테이블 형태로 stainless steel을 사용

하여 차폐 러 박스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10) 지하 공사

 - 로 박스가 설치될 치의 지하에 무게를 지탱해주는 지지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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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Source strength spectrum

(Photon/sec.)

(* Based on 1.0 g.U)

        0.38

        0.58

        0.85

        1.25

        1.75

        2.30

        2.8

        3.5

6.52 E +08

1.26 E +10 

4.31 E +09

6.90 E +08

3.30 E +07

2.81 E +07

8.60 E +05

1.10 E +05

Table 1. Energy spectrum of fission product

제 3   방사선 차폐해석

1. 방사선원 (Radiation source)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는 방사성물질인 핵분열생성물이 

다량으로 포함되어있다. 소량의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 하는 방사선 차폐 러

박스를 설계하기 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선원강

도를 알아야한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은 주로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

열생성물의 방사성 동 원소들로 구성되어있다. 방사선 차폐 러 박스 내에서 

취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시편양은 최  1.0 g로 하 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선원은 원자력발 소에서 연소된 연소도(burn-up), 방

출되어 나온 후 냉각기간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강도를 추정한다. 선원계

산은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기농축도, 연소도(50,000 MWd / 

MtU), 냉각기간(3 yrs),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무게(최  1 g, φ: 5 mm, H: 1.2 

mm) 등을 입력 자료로 하여 수행하 다. 이들 핵분열생성물 동 원소에 한 방

사선원의 종류와 세기  에 지 스펙트럼을 Table 1에 기술하 다. 

   

2. 차폐계산을 한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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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Dose conversion factor

(mrem/hr/MeV/cm2.s)

      

        0.38

        0.58

        0.85

        1.25

        1.75

        2.30

        2.8

        3.5

  

5.08 E-04

8.12 E-04

1.18 E-03

1.52 E-03 

1.94 E-03

2.36 E-03

2.71 E-03

3.18 E-03

Table 2. Dose conversion factor for shielding analysis

 

   러 박스의 방사선차폐해석에 한 방사선량율 변환인자(Dose conversion 

factor)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러 박스의 표면에서 선량율 기 은 2.5 

mrem/hr로 설정하 다. 러 박스의 실제 설계구조는 Fig. 2와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러 박스의 주 차폐체는 납(Lead)로 구성되어 있고 납유리(Lead glass)

가 부착되어 있어 작업 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러 박스의 방사선 차폐

해석을 한 계산모델은 차폐 재료와 구조로서 구성하 다. 차폐해석 모델은 감

마선원 용 차폐해석코드인 QAD-CG에 용할 3차원(x,y,z) 기하학 구조로 하

다. Fig. 3는 방사선차폐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새로이 구성한 XRD 납차폐체 

핫셀(내부규격 :  1180 × 969 × 994 mm)의 계산모델이다. 여기서 방사선 선량율

은 러 박스의 차폐체 외부표면에서 계산결과를 산정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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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love box hot cell model for SF mini-disk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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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ielding model for glove box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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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point Dose rate Remark

Front door surface

( D.P 1)

Bottom wall surface

( D.P 2)

Top wall surface

( D.P 3)

Side wall surface

( D.P 4)

Rear wall surface

( D.P 5)

1.2  mrem/hr (12 μSv/hr)

1.1  mrem/hr (11 μSv/hr)

0.46 mrem/hr (4.6 μSv/hr)

0.50 mrem/hr (5.0 μSv/hr)

  

0.99 mrem/hr (9.9 μSv/hr)

 

Allowable 

limit:

2.5 mrem/hr

Table 3. Dose rate at detection point of glove box

3. 차폐계산 결과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mini-disk를 취 하는 러 박스에 한 방사선 차폐해석

을 수행하 다. 차폐해석은 계산의 신뢰성  안 성을 입증하기 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계산하 다. 차폐해석에 한 기술기   규정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선량율 기  2.5 mrem/hr이하에 부합되도록 계산하 다. 측정지 (detection 

point)은 러 박스의 차폐체 외부표면에서 방사선 선량율(dose rate)로 나타내

어 비교하 다.

   러 박스의 차폐체에 한 차폐계산 결과는 Fig. 3에 제시된 차폐해석 모델

과 선량율 측정 치에 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 주어진 front door 

납차폐체 표면(D.P 1)에서 1.2 mrem/hr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핫셀 바닥(bottom) 

표면 D.P 2에서는 1.1 mrem/hr이고 rear wall 표면에서는 0.99 mrem/hr로 나타

났다. 상부 top shield 외부표면에서는 0.46 mrem/hr로 주어졌다. 계산된 선량율 

결과는 규정에 제시된 2.5 mrem/hr 값보다 1/2 이하의 훨씬 낮은 값으로 주어졌

다. 따라서, SF mini-disk 취 용 러 박스의 설계에서 차폐성능이 충분히 보

장되며 안 성이 충분히 입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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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상세설계  제작

제 1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상세설계

1. 납 차폐체

- 납 차폐체의 크기는 외형치수 기 으로 가로 1,400 mm, 세로 1,300 mm, 높이 

1,200 mm  두께 94 mm 이다(Fig. 4, 상세도면은 부록 Ⅰ 참조).

- 차폐 벽의 두께는 납 기 으로 70 mm 이상이다(강  9 mmT + 납 76 mmT 

+ 강  9 mmT). 강 을 사용하여 납을 충진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한 후, 

구조물 내부에 납을 충진하여 납 차폐체를 제작한다.

- 납 차폐체는 floor, left side, right side, rear, front, roof 넬들의 결합으로 이

루어지며, support frame  floor, left side, right side, rear, front, roof 넬

들은 서로 조립될 수 있는 구조이다.

- Floor, left side, right side, rear, front, roof 넬과 연결되는 hole  utility 

등은 liner box와 용   볼트체결로 씰링을 유지한다.

- Floor shield panel에는 micro-XRD 장비 운 을 한 utility hole이 있다.

- Right shield panel에는 시편이송을 한 cask adaptor가 부착된다.

- Left shield panel에는 micro-XRD 장비의 유지  보수를 한 door가 설치된

다.

- Front shield panel에는 lead glass brick 1개가 설치되고, 시료를 운반  장착

할 수 있는 tong이 2개 부착된다. 한, micro-XRD 장비의 유지  보수를 

한 door가 설치된다.

- Roof shield panel에는 기/배기 이 (50A) 2개, 차압계 확인용 pipe(10A) 1

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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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씰링을 유지한다.

  - 개폐방식은 hinge 장착에 의한 여닫이 구조이며 손잡이  잠 장치가 장착

되어있다. 

  - 면의 door의 크기는 가로 1,100 mm, 높이 940 mm, 두께 100 mm 이다. 

Door를 열면 안쪽에 투명 아크릴 문이 있고 러 가 4개 부착되어 차폐된 

상태에서 부품조립  제염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좌측면의 door의 크기는 가로 600 mm, 높이 600 mm, 두께 100 mm 이다. 

Door를 열면 안쪽에 투명 아크릴 문이 있고 러 가 1개 부착되어있어 차

폐된 상태에서 부품조립  제염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납유리

  - 납 차폐체 면에 lead glass brick 1개가 설치된다. 

  - 납유리의 크기는 가로 200 mm, 세로 200 mm, 두께 150 mm로 납 넬 차

폐와 동일한 차폐능을 갖는다(단, density는 5.2 g/cc 이상). 

  - 차폐창이 핫셀 내부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이며, 납유리 앞뒤로 투명아크릴 

을 어 보호한다.

  - 임에 조립된 구조(나사고정 형)로 필요시 보수를 한 탈착이 가능하다. 

 3) Grip tong

  - 납차폐체 면에 grip tong 2개가 설치된다(Fig. 5).

  - Grip tong의 rod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제조되고 길이는 약 900 mm이다.

  - Grip tong의 jaw는 알루미늄 합  재질로 제조되고 최  60 mm 크기, 5 kg 

무게의 시편을 다룰 수 있다. 한 손잡이에 고정 장치가 장착되어있어 시

편을 잡았을 때 놓칠 확률을 낮다.

  - Jaw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tong body와 분리될 수 있다. 분리과정은 부록 

Ⅱ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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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rawing of grip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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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iltering system

  - Filtering system은 inlet & outlet filter box, fan, duct 등으로 구성하여 핫

셀 내부의 기  배기 등의 공조시스템을 련법규의 기   규정에 맞

게 운 한다.

  - 기  배기구조는 차폐 러 박스 내에서 면 좌측바닥으로 기되고 

이와 각선 방향인 후면 우측천정으로 배기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 Inlet & outlet filter로  HEPA filter를 사용한다. 

  - HEPA filter의 성능은 airflow: 50 m
3
/hr, effi.: 99.995%, pressure drop: 250 

Pa을 만족하여야 한다(규격은 부록 Ⅲ 참조). 

  - 기  배기 등의 공조에는 damper, fan, 차압계 등이 설치된다.

 5) Cask adaptor 

  - Cask adaptor의 크기는 가로 580 mm, 세로 610 mm, 두께 180 mm 스테인

스 스틸 차폐체로 구성되며 납 차폐체와 동일한 차폐능을 갖는다.

  - Cask adaptor는 시편 운반용 cask를 속하여 차폐체 내에 시편의 반입  

반출 가능한 구조이고 작업자의 피폭 없이 시편을 반입  반출할 수 있도

록 한다.

  - 납 차폐체 우측면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편 반입  반출 hole과 cask 

adaptor의 hole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한다.

  - Cask adaptor는 시편 반입  반출시만 개폐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차폐 

 씰링 되도록 한다.

 6) Liner box

  - Liner Box는 납차폐 핫셀 내부에 제염이 용이한 구조  형상으로 설치되어 

micro-XRD 장비의 운 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내부 크기는 1,250 × 1,085 × 1,000 × 3(T) mm이다.

  - 스테인 스 재질로 제작하여 장시간 사용 시 부식이 없도록 한다.

  - 3 mm 두께의 스테인 스 철 으로 헤어라인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 Micro-XRD 장비의 유지  보수 등을 하여 면(4개)  좌측면(1개)에

는 러 를 설치한다. 러 가 설치되는 부 는 아크릴 등 투명 (내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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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능)을 이용하여 부착하고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다.

  - 각종 utility를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다.

3. 기타

 1) Support frame

  - Support frame은 납 차폐체를 지지하고, 작업자의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 크기는 가로 1,400 mm, 폭 1,300 mm, 높이 900 mm이다.

  - Support frame이 지지할 수 있는 량은 10톤 이상이다.

  - 내부에는 Micro-XRD 장비 운 을 한 control panel 등을 설치한다.

  - 자재는 철   형강 자재이고, 용   볼트 체결 구조로 되어있다. 한 

support frame 측면에는 덮개가 있어 먼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다.

  - Support frame에는 각종 utility hole이 있다.

 2) 납 차폐체 지지용 철골구조물

  -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후시험시설 내 7416호에 설치되는 납차폐 량물을 

지지하기 하여 지하에 납 차폐체 지지용 철골구조물을 제작  설치한다.

  - 지지용 철골구조물은 납 차폐체가 설치되는 지 의 콘크리트 슬라 면을 지

지하는 구조이다(Fig. 6). 

  - 지지용 철골구조물은 micro-XRD 납 차폐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강도

와 구조를 가진다.

 3) 사용재료

  - 납 차폐체는 ASTM B29 99.9% Pb를 함유한 순납을 사용한다. 

  - 라이 박스는 ASTM A240-TP304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 도장재는 내방사선 에폭시 도장을 사용한다.

     ․하도 : IZ-197 / 상도 : ET-562

  - 체결 볼트류는 ASTM A193 B8 는 동등한 재질을 사용한다.

  - 가스켓  씰링류는 내방사성 재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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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ference block test.

제 2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제작  설치

1. 방사선차폐 러 박스 제작  차폐능 검사

상세설계도면에 따라 방사선 차폐 러 박스를 제작하 고, 제작된 차폐 

러 박스의 차폐벽 등에 한 차폐능 검사를 수행하 다. 

 1) 검사장비

  - 검사를 한 조사선원은 Ir-192(27.5 Ci)를 사용하 다.

  - 검사장비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제품으로 MODEL IRS100 이며, 방사능 

설 검사 등에 의해 자격요건을 갖춘 장비이다.

  - 검출기는 검교정된 장비로 range control이 0.01 μR/Hr인 survey meter를 

사용하 다.

 2) 차폐능 검사

  - Reference block test : 설계 요구조건과 실제 제작된 납 차폐체 두께를 고려

하여 68 mm ～ 77 mm 범 의 두께에 검사선원(Ir-192)을 조사시켜 투과된 

방사선 값을 측정하 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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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amma survey test for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 Gamma survey test : 러 박스의 모든 부분에 하여 200 mm × 200 

mm로 구획하여 검사부 를 선정하고, 검사부 에 하여 검사선원을 착

시키고 최소거리에 검출기를 치시켜 투과된 방사선을 5  이상 정지 상태

에서 측정하 다(Fig. 8).

  - 평가  정 : 각 검사 부 별 선량과 reference block 측정값과의 차이를 

비교해 차폐두께 이내이면 합격으로 정하 다. 

  - 검사결과 : 모든 부 에 하여 합격임을 확인하 다(부록 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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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abrication of underground support frame.

2.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설치  차폐성능 검사

납차폐 량을 안 하게 지지하기 하여 지하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 고, 

상세설계도면에 따라 제작된 방사선 차폐 러 박스를 설치하 으며, 제작된 차

폐 러 박스에 한 체 인 차폐성능검사를 수행하 다. 

 1) 지하 철골구조물 설치

  - 방사선 차폐 러 박스가 설치될 장소는 조사후시험시설 내 7416호이다

(Fig. 10 ～ 11).

  - 방사선 차폐 러 박스의 량을 안 하게 지지하기 해 차폐체가 설치될 

치의 지하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 다(Fig. 9).

  - 납 차폐체 량물 이송에 한 안 도를 높이기 해 러 박스의 이송경

로를 따라 지하부에 지지 폴 를 설치하 다(Fig. 12). 이송이 끝난 후 지지 

폴 는 회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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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upport poles for translation of lead shielded 

glove box.

2)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설치

  - 조사후시험시설 내 7416호의 차폐체 설치 장소에 support frame을 설치하고, 

러 박스를 이송하여 support frame에 안착한 후 볼트로 체결하 다(Fig. 

13).

  - Tong을 면에 장착하고 utility line을 연결하 다.

  - 러 박스에 부착되는 plug / piping / tubing / fixed hoist / filter box 등

을 설치하 다.

  - Fan, 형 등, 압력게이지 등의 정상작동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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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installed in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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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nstallation of control system of XRD in support frame.

 3) 일반 X-ray diffraction 시스템 설치  학정렬

  - X-ray generator와 기기 작동을 한 제어 시스템을 support frame의 내부

에 설치하고 선을 연결하 다(Fig. 14).

  - 일반 인 X-ray diffraction 시스템의 X-ray tube, goniometer, detector 등

을 차폐 러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slit과 sample stage를 장착하 다

(Fig. 15).

  - X-ray tube를 냉각하기 해 cooling system을 연결하 다.

  - 컴퓨터를 설치하고 제어시스템과 연결하여 방사선 차폐 XRD 시스템을 구성

하 다(Fig. 16). 한, 설치한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확인하 다.

  - X-ray beam / sample / detector의 학정렬을 수행하고, 표 시료인 Al2O3 

시편과 quartz 시편을 측정하여 성공 인 학정렬을 확인하 다(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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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Installation of goniometer, X-ray tube, detector of conventional XRD 

in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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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adiation shielded X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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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XRD peaks of standard specimens(alumina and quartz) by radiation 

shielded X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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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선 차폐 러 박스의 차폐성능 검사

조사핵연료 시편 측정을 가상하여 시편이 장착될 치에 방사선원을 놓고 방

사선 차폐 러 박스 외부에서 틈새 등을 통해 방사선이 출되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차폐성능 검사를 수행하 다.

- 검사장비

 ․ 검사를 한 방사선원은 Ir-192 ( 선원, 5.06 Ci)를 사용하 다.

 ․ 검사장비는 방사능 설 검사 등에 의해 자격요건을 갖춘 장비이다.

 ․ 검출기는 검교정된 장비로 range control이 0.01 μR/hr.인 survey meter를 

사용하 다.

- 차폐성능 검사

 ․ 선원의 가이드라인 끝 부분을 방사선 차폐 러 박스의 utility hole을 

통해 내부로 어 넣고 sample holder에 착테이 로 고정시킨다(Fig. 18).

 ․ 약 10 m 떨어진 치에서 원격조정기로 Ir-192가 들어있는 차폐체의 셔터를 

열고, Ir-192 선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러 박스 내부의 시료 치(가이드

라인 끝)까지 어 넣는다.

 ․ 러 박스의 외부표면  틈새부분을 검출기로 gamma-scan한다(Fig. 19).

 ․ 측정이 끝난 후, 원격 조정하여 Ir-192 선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폐체에 

넣고 셔터를 닫는다.

 ․ 러 박스로부터 가이드라인을 회수한다.

 ․ 측정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있다.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 차폐 

러 박스의 면(front)의 반 인 측정값은 0.12 ～ 0.15 mR/hr. 이었다. 

이때 납유리와 tong이 부착된 hole에서 다른 납차폐 벽보다 4 ～ 9배가량 높

게 나타났으나 방사선 안 리 규정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단된다. 좌측

면의 측정값은 0.12 ～ 0.14 mR/hr. 범 고, 유지보수 문의 틈새부분에도 

방사선이 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우측면의 측정값 역시 반 으로 

0.12 ～ 0.14 mR/hr. 이었고, cask adaptor의 문은 특별히 차폐가 더 잘되며 

틈새의 방사선 출이 없었다. 뒷면에 한 측정값은 0.08 mR/hr.로 차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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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Radiation source for gamma survey test.

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즉, 체 으로 특별히 방사선이 출되는 부 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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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etection points of shielded glove box for gamma surv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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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amma survey test for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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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amma survey test for shielded glove box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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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 구성  공기조화계통

 1)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 구성

기존에 구성한 micro-XRD[1]를 방사선 차폐 러 박스 내에 설치하 다

(Fig. 20).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 slit diaphragm과 고정된 시료홀더 신 

실험실에서 자체 구성한 X-선 미세빔 집 기 정렬장치와 시편미세이동 장치가 

부착되어있다. 한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우측의 cask adaptor에는 기존에 제

작된 방사성시편 이송장치[2]가 속되어있다. 

 2) 공기조화계통

방사선 차폐 러 박스와 조사후시험시설 주 공기조화계통과의 연결도면이 

Fig. 21에 나타나있다. 연결 의 양끝(주 공기조화계통과 연결된 부 , 러 박

스와 연결된 부 )에 ball valve를 각각 설치하여 수리 시 양쪽 valve를 닫음으로

써 오염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 다(Fig. 22).

신규 공기조화계통에 따른 부하량의 증가는 약 26 m3/hr( 러 박스 내부용

량 : 1.2 × 1.1 × 1.0 = 1.32 m
3
)이며, 이는 조사후시험시설 체 부하량 (9,500 

m
3
/hr, 가용범  : 8,550 ～ 10,450 m

3
/hr)의 약 0.3 %이므로 신규 공기조화계통에 

의한 성능 감소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3) 시설변경 승인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을 설치한 조사후시험시설은 ‘시험설비 설치

에 따른 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경미한 경우, 신고)이므로 차폐 시스

템을 7416호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해 과학기술부에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하

고, 이에 한 승인을 받았다(Fi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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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XRD

Fig. 20.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with specimen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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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nfiguration of new DUP for shielded micro-XRD system.

Fig. 22. Photo of new DUP for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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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Official document permitting change of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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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reparation of test specimen.

제 5 장  운 차

제 1  개요

  제작된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결정구조변화 

측정을 한 시편제작, 시편이송, 시편측정  사후처리 등 시험분석과정과 시스

템 유지보수에 하여 기술하 다.

제 2  운 차

1. 측정 비

 1) 시험시편 선정  시편제작  

  시험하고자 하는 상 조사핵연료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편의 제작을 해 

련부서(조사후시험시설운 )와 의한 후, 핫셀시험시설(PIEF) 수 /핫셀 시험(이

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시편제작을 의뢰한다. Fig. 24는 유럽연합의 ITU(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ments)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격자상수변화 측정 시 사용하

는 시편제작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용하여 시편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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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icro-XRD 시스템 최 화

  - Micro-XRD 시스템 작동방법에 따라 기기를 켠다.

  - 조사핵연료 시험시편이 반입되었을 때 학부품의 정렬없이 시편의 치조

 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학정렬을 완료한다. 

2. 시험시편 이송

 1) 이송용기의 운반 (이송용기보 소 → 인터벤션 구역)

  - 먼  조사후시험시설 인터벤션 구역에서 화학실험실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

하고, 건물 문턱에는 이송의 편의를 해 시편이송용 받침 를 설치한다.

  - 이송 에 용기가 복되지 않도록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 용 승강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 이송용기 표면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하여 결합될 표면을 심으로 착 

비닐을 붙인다.

  - 제작 완료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이송하기 하여 방사선차폐 이송용기

(Radiation Shielded Cask)를 인터벤션 구역으로 옮겨온다. 

 2) 이송용기와 핫셀의 결합 

  - 이송용기의 높낮이  좌우 치를 조 한 후 조사후시험시설 9407 방의 이

송용기 합부에 속시키고 결속용 볼트를 체결하여 합시킨다. 이는 작

업자의 차폐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 이송용기  용기 합부의 개폐문을 열고 이송용기 내 시료를 담는 바스켓

과 연결된 핸들을 천천히 어 넣는다. 

  - 바스켓이 핫셀 내부에 도달하면 핫셀 작업자는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시편

용기의 뚜껑을 열고 시료를 담은 후 뚜껑을 닫는다. 이송작업자는 시편이 

시편용기에 담길 때까지 바스켓 핸들을 잘 고정시킨 후 시편용기의 뚜껑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에 핸들을 천천히 당겨 시편을 핫셀로부터 이송용기로 

옮긴다.

  - 이송용기  용기 합부의 개폐문을 닫고, 개폐문이 완 히 닫힌 것을 확인

한 후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합부로부터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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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여 설시험을 실시

한다.

  - 용기표면 오염에 의한 오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해 이송용기 표면을 제염

한 후 계측기를 이용하여 오염원 제거여부를 확인한다. 

 3) 이송용기의 운반 (인터벤션 구역 → 측정 장소)

  - 이송 에 용기가 복되지 않도록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 용 승강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 이송통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건물 문턱에 이송의 편의를 해 시

편이송용 받침 를 설치한 후 측정용 러 박스가 설치된 장소(7416호)로 

이동한다. 

 4) 이송용기와 러 박스의 결합 

  - 이송용기가 측정용 러 박스 설치장소(7416호)로 옮겨오면 이송용기의 고

정장치를 제거하고 승강용 핸들을 돌려 이송용기와 러 박스 합부의 높

이를 맞춘다. 

  - 이송용기의 높낮이  좌우 치를 조 한 후 러 박스의 이송용기 합

부에 속시키고 작업자의 차폐안 성을 확보하기 해 결속용 볼트를 체결

한다. 

  - 방사선 출의 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이송용기  용기 합부의 개폐문

을 열고 이송용기 내 시료를 담은 바스켓과 연결된 핸들을 천천히 어 넣

는다. 

  - 바스켓이 러 박스 내부에 도달하면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시편용기의 

뚜껑을 열고 시료를 꺼내어 시편홀더에 올려놓고 뚜껑을 닫는다. 시편용기

의 뚜껑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에 핸들을 천천히 당겨 바스켓을 러 박스

로부터 인출한다.  이때 작업의 효율성을 하여 두 명의 작업자가 이송용

기 핸들 작업  원격조종기 작업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

  - 이송용기  용기 합부의 개폐문을 닫고, 개폐문이 완 히 닫힌 것을 확인

한 후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합부로부터 분리한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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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러 박스에 합시켜 놓아도 무방하다. 단, 측

정되는 동안 합부와 용기의 개폐문은 반드시 닫아 둔다.)

  - 용기표면 오염에 의한 오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해 이송용기 표면을 제염

한 후 계측기를 이용하여 오염원 제거여부를 확인한다.

  -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 용 승강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

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 이송용기 장소에 이동시켜 보 한다.

3. Micro-XRD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결정구조변화 측정

 1) 시편의 장착  측정  

  - 본 작업은 조사후시험시설 7416 방에서 수행된다.

  -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막고 러 박스의 기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행동반경 내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 반입된 시편을 tong을 사용하여 시편홀더에 올려놓는다.

  - 시편을 떨어뜨렸을 경우 tong으로 보조집게를 잡고 보조집게로 시료를 잡아 

작업용 지지 에 올려놓는다. (시편이 떨어졌던 치와 주변에 해 제염작

업을 수행한다)         

  - 시편의 치조 을 해 컴퓨터 제어기를 이용해 시편의 회 장치(rotational 

translator)와 병진장치(horizontal translator)를 조종하여 시료의 치를 정

한 후 측정을 시작한다.

  - 치를 옮겨가며 측정한다. 

 2) 시편의 탈착  제염 

  - 측정이 완료되면 시편이송 용기를 측정용 러 박스로 옮겨온다.  

  - 이송용기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승강용 핸들을 돌려 이송용기를 러 박

스 합부의 높이에 맞춘다. 

  - 이송용기의 높낮이  좌우 치를 조 한 후 러 박스의 이송용기 합

부에 속시키고 작업자의 안 을 확보하기 해 결속용 볼트를 체결한다. 

(용기가 속된 상태에서 측정을 진행한 경우 의 세과정은 생략한다.)

  - 방사선 출의 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이송용기  용기 합부의 개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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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고 이송용기 내 시료를 담는 바스켓과 연결된 핸들을 천천히 어 넣

는다. 

  - 바스켓이 러 박스 내에 도달하면 tong을 사용하여 측정이 끝난 시편을 

탈착하여 시편용기 뚜껑을 열고 시편을 담은 후 용기의 뚜껑을 닫는다.

  - 미리 비해 놓은 제염액과 티슈를 이용하여 시편홀더 주변과 오염 가능성

이 있다고 단되는 러 박스 내부의 오염원들을 제염한다. (Tong이 닿지 

않는 부분은 보조집개를 사용한다.) 

  - 제염에 사용된 휴지들은 미리 비해 놓은 비닐 백에 넣어 이송용기의 바스

켓으로 옮긴다.

  - 핸들을 천천히 당겨 바스켓을 러 박스로부터 인출한 후 이송용기  용

기 합부의 개폐문을 닫는다. 

  - 개폐문이 완 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합부로부터 분리한다.  

  - 방사선계측기로 러 박스  이송용기 외부의 오염을 측정하고 제염한다.

4. 사후처리 

 1) 시험시편의 이송  폐기

  -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 용 승강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

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 시편반출 후 방사선 계측기로 이송용기의 설여부를 확인한다.

  - 이송용기를 인터벤션 구역으로 옮겨 “2”번 항목에서 언 된 것과 동일한 수

순에 따라 핫셀 내로 측정이 끝난 시편  폐휴지등을 옮겨 놓는다. 

  - 폐 시편  기타 폐기물을 고 폐기물 리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2) 이송용기의 보

  - 방사선 계측기로 이송용기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제염한다.

  - 제염이 완료된 이송용기는 용기 보 소로 옮겨 보 한다.

5. 시스템 유지  보수 

 1) 시스템 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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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ro XRD 시스템 내부를 제염한 후 계측기로 선량을 측정하여 제염상태

를 확인한다. 시스템 각 부분에 해 제염하되, 특히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편 홀더와 tong의 집게부분 제염에 유의한다.

 2) 환기구 필터교체

  - 방사능을 띈 미세입자가 러 박스 내로 확산되는 경우 필터에서 걸러지게 

된다. 이때 필터에 오염원이 쌓이게 되면 작업자의 안 을 하게 되므로 

방사능계측 후 기 치 이상이면 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 한 오염되지 않

은 경우라도 필터의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여야 한다.

  - 먼 , 환기장치 주 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필터교체가 필요하다고 단되면 

갈아 끼울 깨끗한 HEPA filter를 비하고, 안 을 하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 환기구는 공기흡입구와 배출구의 두 개가 있다. 흡입구의 필터교체 시에는 

러 박스 연결부 의 밸 를 잠근다. 흡입구에 비해 상 으로 오염의 

가능성이 큰 배출구의 경우 필터교체 시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먼  러 박스 내부의 차폐를 유지하기 하여 환기구 배출구의 밸 를 

잠그고 환기장치와 DUP 라인의 연결용 수직 의 밸 를 잠근다.  

  - 사용한 필터의 폐기를 해 미리 당한 크기의 비닐 지를 만들어 둔다.  

환기장치를 돌려 사용한 필터를 제거하고 비한 비닐 지에 넣어 폐기물 

발생일자, 발생자 이름, 발생장소 등을 기록한다.

 3) 조명교체

  -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의 경우, 내부가 완 히 제염되었을 때 유지

보수용 문을 열고 안쪽의 조명기구 보호덮개를 열어 러 박스 내부에서 

교체할 수 있다.

  - 사용한 조명등은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 처리한다. 

 4) Tong 수리  교체 

  - Tong의 교체 혹은 수리 시 러 박스 내부를 제염한 후 계측기로 방사선

량을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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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염이 완료된 것으로 단되면 면의 유지보수용 문을 연다. 납차폐 문 안

쪽의 알 차폐를 한 아크릴 문에 장착되어있는 러 를 이용하여 tong에

서 오염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 인 finger 부분을 제염지로 추가 제염하여 

러 박스 내에 비치한 폐기물 라스틱 통에 담는다. 

  - 아크릴 문을 열고 tong의 finger를 으로부터 분리한다. 이를 해 기구(납

작한 속 )로 finger 사이를 르고 이와 동시에 finger를 아래로 내리면 

분리된다. 

  - Tong 손잡이(gun) 부분의 래치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tong 내의 wire와 

래치를 분리시킨다. 손잡이 가까이에 있는 볼트 4개를 풀고 손잡이 부분과 

지지  을 잡아당기면 서로 분리된다. 손잡이를 분리하고 을 문 안쪽으

로 어서 러 박스 문의 ball로부터 빼낸다. 이때 wire가 finger 사이의 

구멍으로 빠지지 않게 당겨주어야 한다. 

  - Boot 교환이 필요하다고 단되면 finger를 제거하고 아크릴 의 고정나사를 

풀어 기존의 boot를 빼낸 후, 새로운 boot를 wrist에 끼우고 아크릴 에 나

사로 고정한 다음 finger를 장착한다. 

  -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차에 따른다. 

 5) 기타

  - 실험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반출 시에는 러 박스 내부  반출될 물

품의 제염이 완료된 상태에서 유지보수용 문을 열고 작업을 수행한다.

  - 비단계에서 반드시 미리 러 박스 내부에 넣어 두어야 할 소형물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제염용액

         ∙ 제염용지

         ∙ 폐기물용 라스틱 백(혹은 상자)

         ∙ 보조집게          

  - 유틸리티 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러 박스 내부에서 제거하여 폐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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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방사선차폐 러 박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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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Tong jaw 교체방법







부록 Ⅲ.

HEPA filter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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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납 차폐체 차폐능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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