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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cement에 기반한 무연(lead free)의 방사선 차폐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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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 발 소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선 차폐에 한 국민  심이 증 되고 있는 상

황에서, 방사선 모니터 련 기술과 더불어 방사선의 

효과 인 차폐기술에 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 방

사선 차폐로 활용되고 있는 물질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감마선  X-선 차폐에는 납(lead)이 가

장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다. 납은 원자번호가 높은 

안정원소로서 자에 한 반응율이 높으면서 가격이 

렴하고 연성이 좋아 감마선  X-선 차폐에 쓰이

는 다양한 구조물로의 제작이 용이하다. 그러나 용융

이 낮고 인체에 한 유해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방사선 련 제품의 포장에 납을 사

용할 경우 수출입을 면 지시키고 있으며, 한 

OECD국가에서는 모든 건물과 구조물에서 납을 제거

시키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

에서 납과 유사한 방사선 차폐성능을 보이면서 건축 

구조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실 인 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라믹 시멘트(Ceramic cement 는 Ceracrete)는 

미국 아르곤 연구소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A)에서 개발된 100% 무기물로 제조되는 세라믹으

로서 화학 , 물리  특성이 일반 시멘트와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새로운 건축소재이다 [1]. 세라믹 시멘트

는 불로 굽지 않으면서도 세라믹과 같은 우수한 내열 

 강도, 그리고 비흡습성을 보이며, 한 건조시간이 

매우 빠르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자재뿐만 아니

라 독성물질 보   치과용 재료 등, 그 활용성이 매

우 풍부하다. 일반 시멘트와는 달리 타 물질과의 합

이 용이하여 보수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속을 포함한 기타 재료와의 혼합이 가능하여 다양

한 기능성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앞서 언 한 세라

믹 시멘트의 특성은 원자력 발 소, 병원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등과 같이 고도의 안 이 요구되는 시

설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 재료  요소를 가지고 있으

나 방사선 차폐에 해서는 아직 한 안이 없는 

실정으로 만약 방사선 차폐 성능을 보안할 수 있다면 

의 시설에 한 가장 이상 인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시멘트가 타 물질과의 

혼합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방사선 차폐성

능을 보이는 물질과의 혼합을 통해 납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사선 차폐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에 지 감마선 는 X-선에 한 차폐체로서 황

산바륨((BaSO4)을 이용한 차폐체를 제작하 다. 순도 

99%의 황산바륨과 세라믹 시멘트를 4:1의 질량비로 

혼합한 후 10%의 물을 혼합하여 두께 6.7 mm, 직경 

3 cm의 원 형 샘  20개를 제작하 다. 제작된 샘

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로 구성된 감마선 측정장

치(FIg.1 )를 이용하여 
133
Ba과 

137
Cs 감마선원에서 방

출되는 80 keV부터 661 keV 사이의 다양한 감마선

에 한 차폐 성능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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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한 산화비스무스(Bi2O3)와 텅스텐(W)을 이용한 

차폐체의 성능을 측하기 해, 우선 앞선 실험과 동

일한 조건에 해 GEANT4를 이용한 산모사 코드

를 제작하여 그 결과를 실험과 비교함으로써 산 코

드를 검증한 후, 본 코드를 이용하여 산화비스무스와 

텅스텐 차폐체에 한 감마선 차폐성능을 계산하 다.  

  

 결과  고찰

  100 keV 미만의 감마선에 해서 6.7 mm 두께의 황

산바륨 차폐체는 납 1 mm와 유사한 차폐성능을 보이

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모사 결과도 실험

치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Fig.2). 두께에 따른 

납과의 차폐성능 비교를 해 1 keV부터 100 keV 범

 내의 감마선을 동일한 확률로 발생시킨 후, 산화비

스무스와 텅스텐을 세라믹 시멘트와 각각 2  8의 질

량비로 혼합한 차폐체와 산화비스무스와 황산바륨, 그

Fig. 2  Comparison of the absorption rates for 

shielding materials between the experiments and 

the simulations.

리고 세라믹 시멘트를 2:2:1의 질량비로 혼합한 차폐체

에 해 두께에 따른 차폐율을 계산하 다. 그 결과,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 2 mm와 동등한 차폐성

능을 보이는 차폐체의 두께는 산화비스무스의 경우 약 

10 m, 텅스텐의 경우 6 mm, 황산바륨  산화비스무

스 혼합의 경우 9 mm로 나타났다.

Fig. 3. Dose ratios of various shielding materials 

for gamma-ray energy below 100 keV.  

 

 결  론

  신소재인 세라믹 시멘트를 이용한 방사선 차폐에 

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황산바륨과 산화비스무스 등을 

이용하여 납을 체할 수 있는 건축구조물의 제작이 가

능할 것으로 단된다. 텅스텐의 경우, 차폐성능은 우수

하지만 제작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렴한 

황산바륨과 산화비스무스가 더욱 효과 으로 여겨진다. 

  세라믹 시멘트 차폐체의 산업화를 해서는 강도  

내열성 등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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