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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모사장치를 이용한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 시스템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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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he charged particle travels in transparent medium with a velocity greater than that of light in the same medium, the elec-

tromagnetic field close to the particle polarizes the medium along its path, and then the electrons in the atoms follow the waveform of

the pulse which is called as Cerenkov light or radiation. This type of radiation can be easily observed in a spent fuel storage pit. In optical

fibers, the Cerenkov light also can be generated due to their dielectric components. Accordingly, the radiation-induced light signals can

be obtained using optical fibers without any scintillating material.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intensities of Cerenkov radiation induced

by gamma-rays, we have fabricated the fiber-optic Cerenkov radiation sensor system using silica optical fibers, plastic optical fibers,

multi-anode photomultiplier tubes, simulated spent fuel assembly and a scanning system. To characterize the Cerenkov radiation gen-

erated in optical fibers, the intensities of Cerenkov radiation generated in the silica and plastic optical fibers were measured. Also, we

measured the longitudinal distribution of gamma rays emitted from the Ir-192 isotope by using the fiber-optic Cerenkov radiation sensor

system and simulated spent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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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하전입자(charged particle)는 공기 중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매질 안에서 일정

에너지 이상의 하전입자는 매질 내의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진

행할 수 있다[1-3]. 체렌코프 방사선(Cerenkov radiation)은 하전

입자가 물이나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와 같은 투명한 매질 내에서 그 매질 내의 빛의 속도보

다 빠르게 투과할 때 발생되고, 생성된 체렌코프 방사선의 파장

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존재하게 된다[3-5]. 이러한 체렌코프

방사선은 비등수형 원자로(boiling-water reactors, BWR) 및 가

압경수형 원자로(pressurized-water reactors, PWR) 그리고 사용

후핵연료 습식 저장조에서 쉽게 관측될 수 있다. 습식 저장조에

서의 경우, 체렌코프 방사선 발생의 주요인은 컴프턴 전자(Compton

electron)로서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423 keV 이상의 감마

선에 의하여 발생된다. 그러므로 발생되는 체렌코프 방사선의

양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burn-up)와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의 반감기(half-life)에 의존하는 감마선의 양과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습식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체렌코

프 방사선은 물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체렌코프 방사

선의 측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는 체렌코프 방사선 촬영장치

(digital Cerenkov viewing device, DCVD)를 저장조의 난간에 위

치시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주변의 체렌코프 방사선을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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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로 측정한 뒤, 사용후핵연료의 진위를 검증하고 있다[6].

하지만 기존의 DCVD를 이용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이동 없이 체렌코프 방사선의 분포를 영상으로 측정할 수 있지

만, 대부분의 체렌코프 방사선이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 있

으므로 주변광에 따른 잡음 및 측정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윗면만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용후핵

연료의 분포 및 진위만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건

식 저장조에서는 그 측정이 불가능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축방향

에 따른 연소도 및 결함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진위 및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검

출기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섬유(optical fiber)는 직경이 작고, 유연하므로

협소한 공간에서의 신호 측정에 사용 가능하고, 신호전달과정에

서 온도, 압력 및 전자기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다[7-10]. 또한 광 신호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광섬유는

투명한 유리 또는 PMMA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전입자와 상

호작용하여 체렌코프 방사선을 방출하는 체렌코프 방사체(Cerenkov

radiator)가 될 수 있다[11-14].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

소도 평가를 위한 광섬유 기반의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 개발의

일환으로 실리카 광섬유(silica optical fiber, SOF)와 플라스틱

광섬유(plastic optical fiber, POF)를 이용하여 다채널의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 시스템을 제작하였고, 사용후핵연료 모사

장치와 스캐닝 시스템을 결합하여 이리듐(Ir-192) 방사선원의 세

로축 선량분포 및 위치를 측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체렌코프 방사체로 사용한 실리카 광섬유(BFH48-

1000, Thorlabs)는 수산기(OH-)를 많이 함유하는 광섬유로서 외

부직경은 1 mm이고, 순수 실리카(pure silica)로 이루어진 코어

(core)와 하드 폴리머(hard polymer) 재질의 클래딩(cladding)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는 0.48이

다. 일반적으로 실리카 광섬유의 제조 시 사용하는 불순물인 수

산기의 함유량이 많을 경우, 내방사선 특성(radiation resistance)

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반대로 수산기의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방사선의 영향에 취약하지만 근적외선 파장영역

의 광 신호 전송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실리카 광

섬유에서 발생되는 체렌코프 방사선을 광 계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광 신호 전송용 광섬유로는 계단형의 굴절률(step index)을

가지는 멀티모드(multimode) 플라스틱 광섬유(GH4001, Mitsubishi

Rayon)를 사용하였다. 플라스틱 광섬유의 코어와 클래딩의 굴

절률은 각각 1.49와 1.402이고, 개구수는 0.51이며, 외부직경은

1 mm 이다. 감지부가 되는 실리카 광섬유의 양 끝단은 여러 종

류의 폴리싱 패드 (polishing pad)를 이용하여 연마하였으며 한

쪽 끝을 광섬유 커넥터(SMA 905 connector, Thorlabs)를 이용

하여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와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Fig. 1은 제작된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 (fiber-optic

Cerenkov radiation sensor, FOCRS)의 구조를 보여준다. 감지용

실리카 광섬유 및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로 구성된 센서(채널

1)와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만으로 구성된 센서(채널 2)를 1쌍

으로 총 4쌍을 제작하였고, 정방형으로 위치 및 고정시켜 감마

선 검출부를 구성하였다. 또한 외부 광 신호를 차단하고 체렌코

프 방사체로 사용된 실리카 광섬유를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불투명한 검은색 PMMA를 이용하여 홀더(holder)를 제작하였

고, 광 신호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와의 결합 및 분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PMMA 홀더의 끝단에 광섬유 커넥터를 부착

하였다. 감마선 검출부에서 실리카 광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

송용 플라스틱 광섬유로만 구성된 센서(채널 2)를 추가로 제작

하여 사용한 이유는 전송용 광섬유에서 발생되는 체렌코프 방

사선을 감법(subtraction method)으로 제거하여 실리카 광섬유에

서 발생하는 체렌코프 방사선 신호만을 획득하기 위함이다[16].

광섬유에서 발생된 체렌코프 방사선의 실시간 계측을 위한 광

계측장비로는 2개의 동일한 다채널 광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PMT)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증배관(R7600U-

M4, Hamamatsu photonics)은 2 × 2의 다중 애노드(multi-anode)

를 가지는 4채널 광증배관으로 실효면적은 18 mm × 18 mm 이

고, 측정 파장범위는 185~850 nm이다. 최대 민감파장(peak sensitive

wavelength)은 약 400 nm로서 체렌코프 방사선의 피크 파장

460 nm와 유사하므로 계측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을 모사하기 위한 이리듐

방사선원은 비파괴검사 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직경 3.0 mm, 길

이 1.75 mm의 크기를 가지고, 약 0.5 MeV의 감마선을 방출하

며, 23.5 Ci의 방사능을 가진다. Table 1은 광섬유 체렌코프 방

사선 센서의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된 비파괴검사용 이리듐 방

사선원의 제원을 보여준다.

제작된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제작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모사장치는 한국표준형원전

에 장전되는 한국표준형 개량핵연료(PLUS7)의 외관 치수를 이

용하여 제작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모사장치에서 방사선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용 선원인 이리듐 감마선원

Fig. 1. Structure of a fiber-optic Cerenkov radiation sensor (FO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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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삽입하기 위해 PLUS7 핵연료의 외관 치수는 유지하고 안내

관의 위치에 이리듐 선원이 통과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하였다.

이리듐 방사선원이 안내관의 모든 위치에 삽입이 가능하게 하

였으며, Fig. 2는 제작된 모사장치의 구조를 보여준다. 모사장치

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stainless steel)이고 크기는 20 cm (W)

× 20 cm (L) × 100 cm (H)로 하였으며, 5개의 안내관과 2개의

고정판으로 상하를 고정하였다. 

모사장치의 축 방향 선량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캐닝 장

비(scanning unit)을 추가로 제작하였으며,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감마선 검출부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스캐닝

장비는 최대속도 50 mm/sec로 검출부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며,

동작 가능한 최대높이는 850 mm이다. 감마선 검출부와 모사장

치가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스캐닝 장비 위에는 수평장치가 설

치되어 있으며, 감지부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대는 광섬유 체렌

코프 방사선 센서의 크기에 따라 크기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이리듐 감마선원을 모사장치의 안내관에 삽입한 후 다채널 광

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에서 발생되는 체렌코프 신호를 획

득하고, 스캐닝 장비를 이용하여 이리듐 방사선원의 위치에 따

른 세로축 선량분포를 측정하였다. 이리듐 방사선원은 사용후핵

연료 모사장치의 중심과 가장자리에 있는 안내관에 각각 위치

시켜 측정하였으며, 모사장치와 각 채널 센서의 거리는 일정하

게 유지하였다.

Fig. 3은 이리듐 방사선원을 이용한 실험구성을 보여준다. 다

채널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를 이용하여 지면에서부터 75

cm높이까지 이리듐 방사선원에 대한 선량분포를 4개 방위에서

측정하게 된다. 이리듐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감마선이 검출

부에 조사되면 검출부 내에서 발생된 체렌코프 방사선은 11 m

길이의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를 통하여 광증배관-증폭기 시

스템에 전달된다. 여기서 광 신호는 최종적으로 전압신호로 변

환되며 랩뷰(LabVIEW)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로 저장 및

디스플레이 된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의 검출부 각 채널에서

실시간 측정한 신호를 보여준다. 채널 1의 출력신호는 실리카

광섬유에서 발생된 체렌코프 방사선과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

에서 발생된 체렌코프 방사선의 광량이 합쳐진 전압신호이고,

채널 2의 출력신호는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에서만 발생된 체

렌코프 방사선의 광량에 대한 전압신호이다. 따라서 감법을 이

용하여 채널 1에서 채널2의 신호를 제거할 경우, 궁극적으로 측

정하고자 하는 검출부 내의 실리카 광섬유에서만 발생된 체렌

코프 방사선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실험결과를 통해 검출부의

실리카 광섬유에서 발생된 체렌코프 방사선의 광량이 전송용 플

라스틱 광섬유에서 발생된 광량보다 큰 것을 알 수 있고, 감법

을 이용하여 획득한 신호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감마선

을 측정하는데 유의한 신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5 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모사장치의 안내관에 삽입된

이리듐 방사선원의 위치를 보여준다. 방사선원의 위치에 따른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Fig. 5에

서와 같이 방사선원을 모사장치의 중심과 가장자리에 있는 안

Table 1. Specification of an Ir-192 radioisotope

Iridium 192 Spec.

Capsule type Double sealed capsule

with stainless steel 316L

Active source size Diameter: 3.0 mm

Thickness: 1.75 mm

Source capsule size Diameter: 6.35 mm

Length: 22 mm

Total length 182 mm

Fig. 2. Design of a simulated spent fuel assembly.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Cerenkov radiation gen-

erated from the FOCRS system irradiated by gamma-rays

from Ir-192 radioiso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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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관에 위치시킨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리듐 방사선원

을 사용후핵연료 모사장치의 바닥으로부터 약 55 cm 높이에 장

입한 후 세로축 선량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캐닝 속도를 5

mm/sec로 설정하였으며 지면으로부터 75 cm 높이까지 선량분

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Fig. 6(a)는 이리듐 방사선원을 사용후핵연료 모사장치의 중

Fig. 4. Intensities of Cerenkov radiations generated in sensor probe

and transmitting fiber.

Fig. 5. Position of Ir-192 radioisotope in the simulated spent fuel

assembly.
Fig. 6. Longitudinal dose distributions of the gamma-rays emitted

from Ir-192 radioisotope at (a) center or (b) edge in the sim-

ulated spent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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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장입한 뒤 위치변화에 따른 선량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보

여주며, 각각의 검출부에서 발생한 체렌코프 광량이 유사한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경 3.0 mm, 두께 1.75 mm의 이리듐 방

사선원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의 세로축 분포의 실시간 측정이 가

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ig. 6(b)는 이리듐 방사선원이

4개의 검출부 중 검출부 1과 2에 가까울 때, 즉 한쪽으로 치우

쳐졌을 때 측정된 체렌코프 방사선의 광량을 보여주며, 검출부

1과 2에서 가장 많이 광량이 측정되어, 방사선원의 위치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방사선

량의 계측이 가능한 검출기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채널의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를 제작하였고, 스캐닝

장비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모사장치를 이용하여 광섬유 체렌

코프 방사선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감마선에 의해 다채널

검출부에서 발생되는 체렌코프 방사선을 이용하여 이리듐 방사

선원의 세로축 선량분포를 측정하여 체렌코프 방사선의 광량이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및 결함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유의한 신

호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선원의 위치에 따른 선량분포

의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광섬유를 체렌코프 방사체 및

광 신호 전송경로로 동시에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

는 감마선에 의해 광섬유 내에서 발생되는 체렌코프 방사선을

측정할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감마선 분포를 정확히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검

증에 적용이 가능한 광섬유 체렌코프 방사선 센서 시스템이 개

발된다면, 감마선에 비례하는 체렌코프 방사선의 광 강도 분포

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축 방향 연소도를 계산할 수 있

고, 연료봉의 결함여부도 판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체렌코프 방사선의 세기와 연소도의 관

계에 관한 알고리즘을 결정하여 사용후핵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체렌코프 방사선을 통한 실시간 연소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적용하여 실시간 연

소도 측정 및 연료봉의 미세결함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측기의

성능을 높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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