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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이송시 핵임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소도를 정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확한 연소
도 결정을 위해서 핵연료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제어봉
안내관에 삽입하여 축방향 감마선 선량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온 챔버를 개발하였다. 이온 챔버는 유도부, 가스
주입부, 센서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센서부 전극은 cathode와 anode 두 전극만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제어봉
안내관에 원할한 삽입을 위하여 guard 전극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온 챔버 내부에 불활성 기체를 충진하고 누설 전류
와 포화곡선을 측정하였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저준위 조사 시설을 이용하여 선량 변화에 따른 이온 챔버 전류 변화
를 측정하여 5% 이내의 선형성을 확보하였다. 제작된 이온 챔버는 추가적인 성능 평가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조사후 시험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연소도분포 측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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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이온챔버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가스형
방사선 검출기 중 하나이다. 이온챔버는 방사선 각각의
에너지를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하며, 자체 신호 증폭이
없기 때문에 출력 신호가 작아서 노이즈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구조가 간단하고 고방사선 환
경하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원자로 안전 감시나 핵연료 측정 등과 같은 장
기간 안정적 검출기 동작을 원하거나 고선량 하에서 방사
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널리 쓰이고
있다[1].
핵연료는 현재 원자로에서 연소 후 원자로 주변의 저
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량이 증
가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이송시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선량 측정 및 평가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이송시 핵임계
안전성 고려를 위하여 핵연료의 연소도에 대한 고려를 필
요로 한다[2,3]. 사용후핵연료는 연소시 축방향에 따라 연
소도 분포가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연소도
분포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합체 축방향으로 방사선 분포
를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3].
사용후핵연료에는 원자로 내부에서 핵분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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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핵종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핵종 중 감마선을 발
생하는 대표적인 핵종으로는 134Cs, 137Cs, 95Zr, 154Eu, 144Pr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핵종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을 측
정하여 핵연료의 연소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는 134Cs에서 발생하는 604.7 keV 감마선과 137Cs에서 발
생하는 662 keV 감마선을 측정하여 두 감마선의 발생비
134
133
를 구하는 방식이다. 즉,
Cs는 일반적으로
Cs(n,
γ)134Cs 반응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133Cs는 핵연료 내의
핵분열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134Cs에서 발생하는 감마
선 발생률은 핵연료에 입사하는 중성자 선속의 제곱에 비
례하고, 137Cs는 사용후핵연료 내부의 핵분열에 의하여 발
137
생하므로 Cs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발생률은 핵연료
에 입사한 중성자 총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감마선 에너
지 측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134Cs/137Cs
동위원소비를 구하면, 사용후핵연료에 입사한 총 중성자
양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를
결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외부에서 감마선을 측정할
경우 적합한 차폐체를 이용하여 감마선 검출기에 입사하
는 감마선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감마선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다[4].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내부에서 연소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마선을 측정할 경우 감마선 선속이 높
기 때문에 감마선의 에너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총 감마선 선량만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적합한 감마선 검출기는 이온 챔버를 들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를 비파괴적 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이나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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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이용된다. 중성자 측정에는 주로 Fission chamber
가 쓰이고, 총감마선 측정에는 이온 챔버가 쓰이며, 감마
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을 위하여 게르마늄 검출기나
CZT (Cadmium Zinc Telluride) 검출기가 쓰인다[5,6]. 사
용후핵연료의 측정된 연소도는 2% 내외의 오차가 보고되
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제어봉 가이드
튜브에 삽입되어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축방향 감
마선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온 챔버를 설계·제작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이온 챔버 제작
이온 챔버의 전극은 일반적으로 고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고전압 전극, 이온 챔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수집
할 수 있는 신호 수집 전극, 그리고 신호 수집 전극의 노
이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드 전극으로 구성된다. 가드
전극은 신호 수집 전극과 동일한 전위를 유지하며, 고전
압 전극과 신호 수집 전극 사이에 위치한다. 또한 가드
전극으로는 이온 챔버 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얻을 수
없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고전압 전극과 신호 수집 전극
사이에 전압이 인가된 경우 두 전극 사이의 유한한 저항
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류는 신호수집 전극으로 흐르지 않
고, 가드 전극으로 흐른다. 이 경우 가드 전극은 이온 챔
버 내에서 방사선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전류를 신호
수집 전극으로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7]. 그러나, 가드 전극을 구성할 경우 이온 챔버의 지름
이 커지는 단점이 있어서 소형 이온 챔버가 필요한 경우
전극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는 16~20 개에 이르는 제어봉
이 있으며, 이 제어봉에 감마선 검출기를 삽입하여 축방
향 감마선 선량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일반적으
로 사용후핵연료는 수중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제어봉
에 삽입하여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감마선 검출기
는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검출기 제작시 방수처리 등
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쪽이 밀
봉된 파이프 (검출봉)를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어봉에
삽입하고 검출봉 내에 감마선 검출기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감마선 검출기의 사용후핵연료 내 위치는 검출봉
을 이동시킴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조
사후시험시설에는 발전소에서 연소 후 이송된 사용후 핵
연료 집합체가 있다. 이 집합체 내부의 축방향 중성자 분
포를 측정하기 위한 검출봉 및 그 이송장치가 설치되어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측정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이온 챔버를 제작하였다. 그림 1은 원자력 연구
원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측정을 위한 실험 장치이다.
이 장치에서 검출봉은 내부 반경 8 mm이며, 길이는 ~ 10
m 이다.
검출봉 내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온챔버의
외부 지름은 6.6 mm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이온 챔버의
길이는 18 mm, 내부 측정부 면적은 0.4 ㎤, 내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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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amma-ray and neutron measurement system for spent fuel
assembly a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압력은 1 기압, 외부 전극 두께는 0.5 mm이다. 외부 지
름을 작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온 챔버에, 가드 전극을 설
계할 경우 지름이 전체 지름이 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
에 가드 전극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기체 충진을 위한
기체 주입부를 두었으며, 이온 챔버 제작 후 검출봉 내
삽입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이온 챔버의
끝 부분에 보호캡을 두었다. 이온 챔버 전극의 재질은 스
테인레스 강(Stainless Steel)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전극 사이의 절연체는 세라믹으로 구성되었다. 이온 챔버
내부 제작시 전극 표면은 거칠기를 작게 가공하였으며,
전극의 이온 챔버 각 부품은 제작 후 계면활성제를 이용
하여 제작시 발생하는 불순물을 일차적으로 제거하였으
며, 알코올로 세척 후 초음파 세척기로 이차 불순물을 제
거하였다. 이 후 오분에 두어서 이온 챔버 부품에 남아있
는 수분 성분을 최대한 제거되도록 하였다. 이 후 각 부

Fig. 2. Ionization chamber to measure the gamma-ray profile of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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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온 챔버 성능 평가
이온 챔버 제작 후 이온 챔버에 고전압 인가 및 이온
챔버로부터 신호수집을 위하여 신호선을 연결하였다. 이
온 챔버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 넣어서 신호를 얻기
위하여 이온 챔버에서 신호선까지 길이는 15 m가 되도
록 하였으며, 신호선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삼상 케이블을 이용하였다. 삼상 케이블의 가운데 선은
신호 수집을 위하여 쓰이며, 최외각 케이블은 고전압 인
가, 가운데 케이블은 이온 챔버의 가드 전극과 연결할 수
있으나, 제작된 이온 챔버는 가드 전극을 설계하지 않았
으므로 이온 챔버 전극과 연결하지 않았다.
이온 챔버의 방사선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원
이 없을 경우 인가 전압에 따른 이온 챔버의 누설 전류와
방사선원에 의한 이온 챔버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이온
챔버에 고전압 인가와 전류 측정을 위하여 전위계
(Keithley 6517B)가 이용되었다.
자연 선량하에서 이온 챔버의 I-V 곡선을 측정하였다.
이온 챔버의 자연 선량하에서 반응은 거의 무시할 수 있
으며 이 때 측정되는 전류는 주로 이온 챔버의 자체 저항
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Ar과 Xe를 충
진한 경우 이온 챔버의 누설 전류이다. 전류를 인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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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zation Chamber (Xe)
0.5

Current(pA)

품을 조립하였다. 제작된 이온 챔버는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이온 챔버의 내부에는 가스를 충진하여 가스의 종류에
따른 이온 챔버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적으로 이온 챔버에 충진되는 대표적인 가스로는 공기,
불활성 기체 (Ar, Xe), 또는 N2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불활성 기체인 Ar과 Xe을 이온 챔버 내에 충진하
고 이온 챔버의 방사선 반응을 관측하였다. 이온 챔버내
가스 충진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된 가스
형 방사선 검출기 기체충진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가스충
진 시스템은 가스 액화 장치 및 산소 포획장치(oxy-trap),
수분 포획장치(moisture trap), 고온 게터 (high temperature getter) 등을 두어서 가스형 검출기에 충진하고
하는 기체의 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온 챔
버를 기체 충진 시스템에 연결하고 Rotary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이온 챔버 내의 공기를 뽑아 낸 후 1 기압으로
Ar과 Xe을 이온 챔버 내에 충진하였다.
이온 챔버 내 가스는 감마선이 입사하게 되면 감마선
과 반응하여 전류를 만들게 된다. 이 때 감마선의 가스
내 반응은 광전 효과, 컴프톤 산란, 쌍생성 등이 일어난
다. 일반적으로 특정 감마선 에너지에 대하여 광전 효과
가 일어날 반응률은 Zn에 비례한다 (Z : 반응 물질의 원
자 번호). 여기에서 n은 일반적으로 감마선 에너지에 따
라 변하는데 4 ~ 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또한
컴프턴 산란 반응률은 Z에 비례한다. Ar의 원자 번호가
18이고 Xe의 원자 번호가 54임을 감안하면, Xe을 충진한
경우 이온챔버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Ar을 충진한 경우에
비하여 신호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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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leakage curve of the ionization chambers. The leakage
current was increased as the bias voltage on the ionization
chamber was increased.

따라 누설 전류가 서서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120 V 인가시 Ar을 충진한 이온 챔버의 누설 전류는 120
fA, Xe을 충진한 이온 챔버의 누설 전류는 420 fA로 측정
되었다. 이러한 누설 전류 차이는 충진 가스에 의한 영향
이라기보다는 이온 챔버 제작 공정시 발생하는 세척, 부
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예상된다.
241
방사선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20 mCi의 Am 방사
241
선원을 이용하였다. Am에서는 59.5 keV 감마선이 발
생하며, 이 감마선을 이용하여 이온 챔버의 반응을 평가
할 수 있다. Ar과 Xe으로 충진된 이온 챔버에 방사선을
위치하고 이온 챔버에 인가 전압을 증가하면서 전류 변화
를 측정하였다. 그림 4는 241Am 방사선원에 대한 이온 챔
버 전류 변화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Ar을 충진한 이온 챔
버의 경우 방사선원에 의한 측정 전류의 크기가 Xe를 충
진한 이온 챔버로 측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신호가 작아서
측정 전류의 요동이 심한 것으로 사료된다. 포화 전류의
크기는 Ar을 충진한 이온 챔버의 경우 0.1 pA 범위이며,
Xe를 충진한 이온 챔버의 경우 1.2 pA로 측정되었다. 이
-1
온 챔버는 사용후핵연료의 높은 선량 (~10 kRh ) 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내부 측정 면적을 최소화하여 제작하였
다.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진 선원에 의하여 전류가 낮게
측정되었다. 누설 전류를 뺀 경우 60 V 이상에서 전압이
증가함에 대하여 측정 전류가 안정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포화 곡선 측정 데이터로부터 제작된 이온 챔버 동작
전압을 80 V로 정하였다.
Ar을 충진한 이온 챔버와 Xe를 충진한 이온 챔버에서
측정된 신호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측정조건하에서 Xe을
충진한 이온 챔버의 전류가 12배 이상 큰 신호를 발생하
였다. 이는 Xe을 충진한 경우 원자 번호가 높아서 반응률
이 커짐에 기인한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히 광전 효
과만을 고려하여 신호 차이를 예상한 경우보다는 신호 차
이가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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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ssembled Gamma probe to measure the gamma-ray from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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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aturation curve of the ionization chambers.

고선량하에서 감마선 선량에 따른 이온 챔버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저준위 감마선 조사 장치를 이용하였다. 조사장치는
79 Ci의 60Co 선원으로 선원에서 거리를 달리하여 10 ~
40 Gyh-1 선량의 감마선 변화에 대한 이온 챔버 전류 변
화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시 이온챔버에 100 V 고
전압을 인가하였다. 고방사선 하에서 전압을 좀 더 크게
인가한 이유는 방사선량이 높아질수록 이온 챔버 내에서
발생하는 전하가 커지며, 이러한 전하를 모두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전압을 이온 챔버에 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9].
입사 방사선량 변화에 따라 이온 챔버에 측정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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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측정 데이
터를 이용하여 이온 챔버에서 측정되는 전류와 방사선량
과의 보정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
두 가지 이온 챔버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를 비교
241
한 결과 Am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경우
측정되는 전류의 크기가 12 배 정도 차이가 남에 반하여
60
Co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측정한 경우 약 3배
241
정도 신호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Am의 경우 감마
선원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에너지가 59.5 keV로 비교
적 낮아서 이온 챔버 내의 가스와의 반응시 광전 효과가
60
주를 이루지만, Co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1.2 MeV로써 59.5 keV 감마선과 비교하여 에너지가 높
으며, 이온 챔버 내 가스와 반응하여 쌍생성이나 컴프턴
산란이 주를 이룰 것이 예상된다. 각각의 감마선 반응은
원자 번호에 따라 반응률이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가 신
호 차이를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보다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온 챔버의 가스 주입구를 밀봉하고 15 m 길이의 신
호선을 연결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어봉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은 제작된 사용후핵연료 감마선
용 이온 챔버을 보여주고 있다.

40

Radiation Dose (Gy/h)
Fig. 5. The measured currents of the ionization chambers as the radiation
dose was increased. The data uncertainty is 0.01 pA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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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는 핵물질 관리 및 사용후핵연
료의 보관 및 이송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확히 결
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을 위하여 총 감마선 선량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
어봉 가이드 튜브에 삽입하여 측정하기 위한 이온 챔버를
설계·제작하였다. 이온 챔버는 제어봉에 삽입할 수 있는
검출봉 내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이온 챔버 내에 Ar,
Xe 가스를 충진하고 가스 종류에 따른 이온 챔버의 반응
을 평가하였다. 낮은 에너지의 감마선원 및 높은 에너지
의 감마선 두 종류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40Gyh-1 선량에서 방사선량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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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함으로 얻었다. 특히, 이온 챔버에 충진된 가스의 종류
가 다를 경우 감마선 에너지에 따른 측정 신호의 크기비
가 변함을 관측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감마선과 가스의 반
응에 기인함에 대하여 논하였다. 가스 종류에 따른 고방
사선 환경하에서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동작 특성 평가
를 거쳐서 사용후핵연료의 축방향 감마선 측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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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of Ionization Chamber to Measure the Burnup of Spent Fuel
Se-Hwan Park, Sung-Ho Eom, Hee-Sung Shin, Hye In Lim, Jang Ho Ha and Han Soo Ki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Burnup of spent fuel should be determined accurately for the safety control of spent fuel.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burnup profile along the nuclear fuel axis. In the present work, an ionization chambe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
measure the gamma ray profile inside the guide tube of spent fuel. The ionization chamber was composed of three parts; induction part,
gas-inlet part, and sensor part. The sensor part had two electrodes; cathode and anode. A guide electrode was considered in the
ionization chamber design to make the ionization chamber to be inserted easily into the guide tube. Pure gas (argon and xenon) was
inserted into the ionization chamber, and the leakage current and saturation curve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ionization chamber. The gamma ray radiation was also measured in relatively high dose environment. The gamma
ray profile of the spent fuel will be measured with the ionization chamber.

Keywords : Ionization Chamber, Spent Fuel, Burnup, Leakage Current, Satur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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