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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콘크리트는 감마선과 중성자선에 대한 차폐효과가 크

고 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자로시설의 차폐재로 주로 

사용되며, 따라서 철광석, 중정석 등 중량골재를 첨가한 

방사선 차폐용 중량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1-2) 그러나 고속 중성자선 차폐에 있어서는 상

당량의 콘크리트 두께를 확보하여야 하며, 원전 격납건

물 내 1차 방호벽의 경우 그 두께가 최대 2.4 m에 달한

다. 또한 철(Fe) 성분을 주로 함유한 중량골재의 경우 주

요 장주기 방사성 핵종 중 하나인 코발트(Co)와의 이온

반경 유사성으로 인해 방사화(activation)가 되기 쉬운 것

으로 알려져 있어 중량 콘크리트의 경우 차폐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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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우수할지라도 수명 종료 시 방사성 폐기물로 분

류되어 이의 처리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3) 

미국, 일본 등에서는 Fe와 같은 중량 원소가 아닌 고분

자물질 및 신소재를 이용한 중성자 차폐체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4-6)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에폭시 수지, 붕소 등을 액상으로 혼합한 

패널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여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보조 차폐체로 사용하고 있다.7-8) 그러나 이와 같은 에폭

시 수지 기반 패널형 제품의 경우 소규모 방사선 취급시

설에서는 보조 차폐체로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실 규모의 원전 1차 방호벽 등 대면적에 시공될 경우 조

립 형태로 시공되어야 하므로 정밀한 작업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건설 비용 역시 매우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과 같은 대형 시설물의 1차 방호벽

에 적용 가능하도록, 콘크리트에 합성 고분자 화합물 및 

탄화붕소를 혼입하여 경제적이면서 부재의 크기, 형상 등

에 제한을 받지 않는 중성자 차폐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자 하였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합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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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rete walls of neutron generating facilities such as fusion reactors and fission reactors become radioactive by 

neutron irradiation. Both low-activation and neutron shielding are a critical concern at the dismantling stage after the shutdown of 

facilities with a requirement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o tackle this, two types of additives were investigated in fabricating 

mortar specimens: synthetic high polymers and boron carbide. It is well known that a hydrogen atom is effective in neutron shielding 

by an elastic scattering because its mass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the neutron. And boron is an effective neutron absorber with a 

big neutron absorption cross section.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type, shape, and size of polymers were investigated as well as that 

of boron carbide. Total 16 mix designs were prepared to reveal the effect of polymers on mechanical properties and neutron shielding 

performance. The neutron does equivalent of polymers-based mortar for fast neutrons decreased by 36 %, and the count rate of boron 

carbide-based mortar with regard to thermal neutrons decreased by 90 % compared to conventional mortar. These results showed that 

a combination of polymers and boron carbide compounds has potential to reduce the thickness of neutron shields as well as 

radioactive waste from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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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화합물과 탄화붕소 등 붕소화합물을 혼합 제조한 

특수골재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합성수지 및 탄화붕소 각각을 혼입한 모르타르를 제작하

여,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 및 형상, 탄화붕소 함량 

등에 따라 252Cf 선원 기반 고속 중성자 및 241Am/Be 열중

성자에 대한 차폐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

반으로 추후 구조체 두께별 중성자 차폐성능 확보가 가

능하도록 다양한 타입의 특수골재를 제작하고 콘크리트 

골재 일부를 치환하여 중성자 차폐용도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시공성, 내구성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

선, 중성자, 핵분열 파편이 있지만, 감마선과 중성자 이외

에는 투과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단해야 할 방사선은 중

성자와 감마선이다. 그러나 감마선의 경우 콘크리트에 

의해 차폐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 중성자선 차

폐를 우선 고려하였다.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0.5~10 MeV 범위의 고속 

중성자선은 일반적으로 ‘탄성산란’과 ‘비탄성산란’으로 감

쇠하며, 최종적으로 차폐재 내에서 포획된다. 차폐재는 

입자 중성자 에너지를 완화시키고 중성자 플루언스를 저

감시켜야 하며, 고밀도 물질, 수소 물질, 중성자 흡수 물

질을 활용한다.9) 철, 납 등 고밀도 물질은 비탄성 산란을 

통해 고속 중성자속을 완화시키며, 1 MeV 이상의 에너지

를 보유한 중성자에 대해 효과가 있다. 반면 고속 중성자

가 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은 수소(H) 원자와 충돌할 경

우 에너지 손실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탄성 산란) 중성자

선의 차폐에 수소를 많이 활용하며, 단위 부피당 수소 원

자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저감 능력이 크다. 비탄성 산란 

및 탄성산란을 통해 감속되어 반응 단면적이 커진 열중

성자(2,200 m/s 또는 0.0253 eV 이하)는 붕소(B), 카드뮴

(Cd) 등 포획반응단면적이 큰 원소를 통해 흡수된다. 단 

중성자가 흡수되면서 포획감마선(2차 감마선)이 발생하

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성자 차폐 원리를 활용한 차폐체 개발에 관

한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금속기지

와 폴리머 기지에 붕소화합물을 분산시킨 중성자 차폐용 

재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후 핵연료 운반 및 저

장용기로 사용하고 있다.10) 일본원자력연구원, 하자마-안

도 기술연구소는 방사선 차폐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폐재

의 성분량을 평가한 후 페놀수지와 탄화붕소를 혼합 반

죽하여 성형한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차폐체 두께 15 cm

인 지점에서 중성자 투과율을 1/10 수준으로 감소시켰

다.11)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계 및 전기적 성질, 내약품

성, 내후성, 내부식성 등이 우수한 액상 프리폴리머인 비

즈페놀 A형 에폭시수지와 경화제에 분말 형태의 폴리프

로필렌, 수산화알루미늄, 탄화붕소 등의 첨가제를 혼합한 

중성자 차폐체를 개발하였다.7) 또한 중성자 차폐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나노스케일의 에폭시 기반 나노복합 코팅제

를 개발하였으며, 나노입자 표면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8) 

이와 같이 수소를 다량 함유한 합성수지와 중성자 흡

수재인 붕소를 혼합한 수지 패널 형태의 중성자 차폐재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콘크리트

에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와 수소의 유기물 집합체인 합성수지와 3,838 barn의 

매우 큰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가진 붕소화합물을 콘크리

트에 혼입함으로써 고속 및 열중성자 차폐에 효과적인 

차폐재료를 개발하는 것은 운영 중 중성자 차폐 및 폐로

시 방사화 저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매

우 중요하다. 합성수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1미만의 비중

을 가지고 있어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는 

등 작업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일반 골재를 치환 사용하

기에 감마선 차폐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합성수지와 붕소화합물 각각 모르타르에의 혼입 함량에 

따른 차폐성능 분석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중성자 차폐

용 특수골재를 개발·제조하는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방사화를 고려하지 않고 감마선 차

폐를 목적으로 한 중량 골재 개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합성수지 및 붕소 기반 특수골재에 대한 연구

의 기초단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 실험 개요

3.1 사용 재료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잔골재, 물, 합성수지, 

붕소가 주요 사용 재료이며, 붕소류는 순도 99%, 비중 

2.51의 탄화붕소(boron carbide, B4C,)를 사용하였다. Table 

1 실험체 제작시 사용된 시멘트의 주요 화학성분을 나타

Table 1 Properties of Type I Portland cement used in the 

preparation of mortars

Main components of OPC Content (%)

Silicon dioxide, SiO2 21.01

Aluminum oxide, Al2O3 6.40

Ferric oxide, Fe2O3 3.12

Calcium oxide, CaO 61.33

Magnesium oxide, MgO 3.02

Sulfur trioxide, SO3 2.14

Density (g/cm3) 3.15

Blaine fineness (m2·kg-1) 341.3



합성 고분자 화합물 및 탄화붕소 혼입에 따른 모르타르의 중성자 차폐성능 분석 � 199

내었다. 잔골재의 경우 비중 2.56, 흡수율 1.09, 조립률 

2.62이며, 타설 중 표건상태를 유지하였다.

한편, 형상과 크기가 서로 다른 5가지 타입의 합성 고

분자 화합물-입자 형상 합성수지 PE (polyethylene)와 PP 

(polypropylene), 미립자 형상 합성수지 UHMW-P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E), PET 합성섬유와 PP 합성섬유-를 

사용하였다. 각 화합물의 주요 특성을 합성수지와 합성

섬유로 구분하여 Table 2와 3에 나타내었다.

3.2 실험체 제작

합성수지 및 붕소화합물을 모르타르에 혼입할 때 중성

자 차폐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성수지 타

입(PE, PP, UHMW-PE, PET), 합성수지 형상(입자, 섬유), 

합성수지 함량, 탄화붕소 함량에 따라 Table 4와 같이 총 

16개의 배합을 준비하였다. 

입자 형상의 PE, PP, UPE는 잔골재 부피의 20, 40, 60%

를(Rf), 섬유 타입의 PP와 PET 및 탄화붕소는 전체 부피

의 1, 2% (Rt)를 대체하도록 설계하였다. 물-시멘트비는 

48.5%이며, 이 값은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KS

L 510512)에 규정되어 있다. 모르타르 인장강도 시험을 

위한 KS L 510413)에는 이와 다른 물-시멘트비를 제안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물-시멘트비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실험체는 기본적으로 타설 후 28일째에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KS L 5105) 및 인장강도 시험(KS L 5104)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해당 규격에 맞는 크기로 각각 3개씩 제작하였

다. 그리고 중성자 투과시험을 위해 150×150×50 mm 크기

의 시험체를 배합별 4개씩 제작하였으며, 이는 고속 중성

자 투과시험시 유효 중성자 선량당량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쉐도우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타설시 시멘트와 잔골재를 믹서에 넣어 2분간 건비빔

한 후, 합성수지 및 붕소, 물을 차례로 투입 후 3분 이상 

충분히 혼합하였다. PP 및 PET 섬유를 혼입할 경우 작업

Table 2 Properties of synthetic resins

Label Unit PE PP
UHMW

-PE

Particle size mm 5.00 5.00 0.120

Melt Flow Index g/10min 0.035 0.5 <0.10

Water absorption % <0.01

Density g/cm3 0.956 0.900 0.930

Tensile yield stress MPa 31.4 36 17

Elongation at breaking % > 500 > 100 > 50

Table 3 Properties of synthetic fibers

Label Unit PET PP

Denier 15.0±0. 2.0±0.5

Fiber Length mm 9±1.0 9±1.0

Density 1.38 0.91

Elongation % 40.0±10.0 90.0±20.0

Moisture Ratio % 5.0±1.5 5.0±0.5

Table 4 Details of tested mortar mixtures

No.
Shielding 

Material

Specimen 

Name
w/c Rf, % Rt, %

Unit Weight, kg/m3

Cement Water Sand
Resins, or 

Fibers

Boron 

Carbide 
WRA

1 - MOR

0.485

0

568.35 275.65

1392.45 0.00 

2

PE resin

PE20 20 1113.96 97.91 

3 PE40 40 835.47 195.81 

4 PE60 60 556.98 293.72 

5

PP resin

PP20 20 1113.96 97.91 

6 PP40 40 835.47 195.81 

7 PP60 60 556.98 293.72 

8
UHMW

-PE

UPE20 20 1113.96 97.91 

9 UPE40 40 835.47 195.81 

10 UPE60 60 556.98 293.72 

11
PP fiber

PPF1 1 562.66 271.48 1378.52 9.10 1.41 

12 PPF2 2 556.98 261.78 1364.60 18.20 8.35 

13
PET fiber

PET1 1 562.66 268.67 1378.52 13.80 4.22 

14 PET2 2 556.98 261.78 1364.60 27.60 8.35 

15 Boron

Carbide

B1 1 562.66 272.89 1378.52 25.10 

16 B2 2 556.98 270.13 1364.60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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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나프탈렌계 감수제(WRA)

를 추가로 혼입하였다. 타설 후 23±2°C, 50 RH%인 공간

에 습윤양생 후 1일째에 탈형하였으며, 23±2°C인 수조로 

옮겨 28일간 수중양생하였다.

3.3 기본 물성시험

3.3.1 슬럼프 플로우

합성수지 및 붕소 혼입에 따른 작업성을 판단하고자 

모르타르 혼합 후 ASTM C14314)에 따라 슬럼프 플로우

(Si)를 측정하였다(Fig. 1(a)).

3.3.2 압축강도

KS L 5105에 따라 28일 압축강도(fc)를 측정하였으며, 

준비된 시험체 3개에 대하여 압축강도 측정 후 이들의 

평균값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Fig. 1(b)).

3.3.3 인장강도

KS L 5104에 따라 28일 인장강도(ft)를 측정하였으며, 준

비된 시험체 3개에 대하여 인장강도 측정 후 이들의 평

균값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Fig. 1(c)).

3.4 중성자 투과시험

CANDU 타입 가압중수로 원자로가 도입된 월성 원자

력발전소에서 원자로 인근 지점별(증기발생기 지점 포

함) 중성자 스펙트럼 플루언스(neutron spectral fluence)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0.025 eV 이하의 열중성자에서부터 

10 MeV의 고속 중성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2Cf 선원-선량측정기, 241Am/Be 

선원-열중성자 검출기의 조합을 이용하여 고속 및 열중

성자에 대한 합성수지와 붕소화합물의 영향을 살펴보았

으며, 해당 시험은 대전 소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사

선표준센터에서 수행되었다.

3.4.1 
252

Cf 중성자 선원

일반적으로 중성자 차폐의 목적은 특정 에너지대의 중

성자 플루언스 차폐가 목적이 아니라 ICRP에서 규정한 중

성자 유효선량(effective dose)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실제 운용량(operational quantity)으로 중성자 선량당량

을 측정하는 중성자 선량당량계를 사용하여 차폐효과를 측

정해야 한다. 고속 중성자에 대한 실험체의 차폐성능을 분석

하기 위하여, 252Cf 중성자 선원과 Berthold LB 6411 중성자 선

량당량계 조합을 이용하여 중성자 투과시험을 수행하였다. 
252Cf 중성자 선원은 ISO 8529-1에서 제시한 4개 교정

용 표준선원 중 하나로 2.65년의 반감기를 가지며, 매 분

열당 평균 3.8개의 중성자와 9.7개의 감마를 발생시킨다. 

평균 중성자 선량당량은 385 pVs cm2이며, 2012년 11월 9

일 기준 선원의 방출률은 2.630 E8 s-1였다. 252Cf 중성자 

선원은 탄두형상으로 직경 3.4 mm, 높이 8 mm 크기이다. 

해당 선원의 스펙트럼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중성자 

에너지의 피크가 0.5~1 MeV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에서 검정색 사각형 표식은 조사실 내의 총 중성자(Total) 

에너지 스펙트럼, 붉은색 원형 표식은 벽, 천정, 바닥 등

에서 산란된 산란 중성자(Scattered) 에너지 스펙트럼, 파

란색 삼각형 표식은 252Cf 중성자만의 유효 중성자(Net) 

에너지 스펙트럼이다. 차폐 효과는 유효 에너지 스펙트

럼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본 시험에서는 벽, 바닥, 천정에서 산란되어 선량계에 

도달하는 산란 중성자의 영향을 구별하여 측정하기 위하

여 Fig. 3과 같이 실험을 구성하였다. 섀도우콘만 위치할 

경우와 섀도우콘과 실험체가 함께 위치할 경우의 조합을

이용하여 총 중성자 선량당량률과 산란 중성자 선량당량

률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유효 중성자 선량당량률을 계

산하였다.

(a) Si (b) fc (c) ft

Fig. 1 Tests for material properties

Fig. 2 Energy distribution of 252Cf source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fast neutron transmission 

tests (KRISS,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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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241

Am/Be 중성자 선원

붕소는 열중성자 차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고속 중성자를 포함한 선량을 차폐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 열중성자 차폐에 있어서 붕소 함량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41Am/Be 중성자 선원과 

Centronic SP9 He3 비례계수기 조합을 이용하여 중성자 

투과시험을 수행하였다.
241Am/Be 중성자 선원 역시 ISO 8529-1에서 제시한 4

개 교정용 표준선원 중 하나이며, 반감기가 약 432.2년, 

2009년 9월 1일 기준 선원 방출률은 1.227 E7 s-1이다. 해

당 선원의 스펙트럼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5는 시험 구성을 보여준다. 중성자 선원을 폴리에

틸렌으로 감싸 Fig. 4에서 나타나는 고속 중성자를 감속, 

열중성자로 변환시키고 이를 실험체에 조사함으로써 실

험체를 통한 열중성자 개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검출기를 카드뮴(Cd)으로 감싸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란 

열중성자를 차단함으로써 실험체를 통과한 열중성자만 

검출하도록 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타설시 측정한 슬럼프 플로우, 28일 압축강도 및 인장

강도, 252Cf 및 241Am/Be 중성자 선원에 대한 투과시험 결

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4.1 슬럼프 플로우

입상형 합성수지인 PE와 PP를 혼입할 경우 잔골재 치

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모르타르 대비(209 mm) 플로

우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구형 입자인 PE

와 PP가 모르타르 내에서 볼베어링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120 um 크기 분말형 합성

수지인 UPE의 경우 잔골재의 비표면적 증가 및 이로 인

한 시멘트와 접하는 배합수량 저감으로 인해 플로우가 감

소하였다. 또한 UPE는 다공성 재료이며 내부에 미세 공

극이 분포하고 있어 배합수량 일부가 흡수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한편, PP 및 PET 합성섬유의 경우 고성능 감수

제를 혼입하였음에도 130 mm 이하의 플로우만이 확보되

어 작업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문

헌을 통해 확인된 결과와 같다. 반면, 분말형인 탄화붕소

의 경우 UPE와 마찬가지로 일반 모르타르 대비 플로우값

이 저하되었으나 감소량이 크지 않아 추후 고성능 감수제 

Fig. 4 Energy distribution of 241Am/Be source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thermal neutron transmission

tests (KRISS, Daejeon)

Table 5 Summary of test results

Specimen 

Name

Si,

mm

fc,

MPa

ft,

MPa

252Cf,

uSv/h

241Am/Be,

uSv/h

MOR 209.0 56.24 2.88 267.0 18.00 

PE20 243.0 38.21 2.09 246.8 16.56  

PE40 257.5 34.21 1.92 240.0 17.84  

PE60 264.0 29.55 2.07 170.5 18.42  

PP20 254.5 40.22 2.17 245.0 16.77  

PP40 256.0 26.97 1.86 242.0 17.45  

PP60 263.5 26.72 2.07 216.3 18.65  

UPE20 191.5 42.10 2.82 245.0 16.33  

UPE40 157.5 31.91 2.49 241.8 16.75  

UPE60 144.5 22.47 1.76 234.5 17.19  

PPF1 126.5 40.48 2.77 268.0 16.11  

PPF2 113.0 44.22 2.41 272.3 16.75  

PET1 120.5 44.61 2.34 262.8 16.32  

PET2 107.5 34.52 2.21 266.8 16.37  

B1 196.0 58.12 3.50 259.5 2.54  

B2 181.5 54.12 2.60 253.3 1.75  

Fig. 6 Slump flow of each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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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혼화제 첨가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압축 및 인장강도

Fig. 7과 8에서 보듯이 중성자 차폐를 위한 첨가물이 

모르타르에 혼입되면서 강도가 저하되었다. 단, 합성섬유

를 혼입한 PPF 시편의 경우 치환율이 증가하면서 강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합성섬유 혼입에 따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작업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면서 발생한 오

차로 판단되며, 추후 실험시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합성수지 PE와 PP가 60% 혼입될 경우 압축강도는 최

대 52% 감소한 반면, 탄화붕소 혼입시에는 모르타르 강

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합성수지는 비친수성 물질로 입

자 표면이 둥글고 매끄러워 합성수지-모르타르 계면 부

착력이 약한데다, 5 mm의 규격화된 크기로 생산되기에 

잔골재의 입도분포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추후 합성

수지를 콘크리트에 혼입시에는 에폭시 코팅, 표면 거칠

기 조절 등 표면 개질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합성

수지 자체의 강성이 일반 골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콘크

리트 배합에서 치환비율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인장강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합성수지 및 붕소화합물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합

성수지 PE와 PP가 60% 혼입될 경우에는 오히려 40% 혼입 

대비 강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치환율이 40% 이상일 때, 

인장력에 가장 취약한 시험체 중간 파단부(25.4×25.4 mm)

에서 합성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부터 파단면에서의 합성수지 비율이 인장강도에 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합성수지 및 붕소화합물 혼입에 의한 모르타르의 기본 

물성 및 강도 저하는 추후 합성수지 입자 자체의 표면 개

질뿐만 아니라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료(플라이애

쉬 등) 및 특수혼화제 등을 첨가함으로써 개선시킬 계획

이며, 합성수지별 중성자 차폐성능 분석이 주요 목표인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3 고속 중성자 차폐성능

Fig. 9는 252Cf 고속 중성자 선원에 대한 배합별 차폐성

능을 보여주며, 선량당량 계측에 있어서의 기본 불확실

도는 2%였다. 사각형과 원형 표식으로 표현된 PP와 PET 

합성섬유의 경우 혼입량이 증가함에도 고속 중성자 선량

은 모르타르(267 uSv/h)와 비교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입

자형 합성수지를 혼입한 경우, 치환율 40%까지는 합성수

지 종류(PP, PE, UPE)의 영향 없이 선량 투과율이 유사

한 비율로 감소하였으며(즉, 중성자 차폐율이 증가하였으

며), PE 혼입율이 60%인 경우(PE60) 모르타르 대비 선량 

투과율은 최대 38.5% 감소하였다. 공기(648 uSv/h)와 비

교시 선량은 최대 26.3% 차폐되었다. PE의 경우 PP와 UPE

에 비하여 수소 원소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H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H수와 차폐성능간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붕소를 혼입한 경

Fig. 7 Compressive Strength of each mixture

Fig. 8 Tensile Strength of each mixture

Fig. 9 Fast Neutron Transmission Performance of each mixture

Fig. 10 Thermal Neutron Transmission Performance of each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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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투과율에 큰 차이가 없어 고속 중성자의 포획에 있어

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4.4 열중성자 차폐성능

Fig. 10은 241Am/Be 열중성자 선원에 대한 배합별 차폐

성능을 보여주며, 중성자수 계수 시 기본 불확실도는 2%

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붕소가 혼입된 모르타르의 경우 

일반 모르타르 대비 최대 90.3%의 차폐율을 보였으며, 합

성수지의 경우 열중성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높은 열중성자 차폐성능을 보여주는 탄화붕소

의 경우 고가이기 때문에(800,000원/kg)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탄화붕소 외의 붕산, 붕사와 같은 저렴한 붕소화

합물(4,000원/kg)로의 대체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 경

우 붕소의 함량이 저하되고 불순물이 추가되는 등의 변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영향을 각각 분석

하고 실제 토목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중성자 및 열중성자를 차폐하는 

데에 있어 합성 고분자 화합물 및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성자 

차폐시험에 앞서 모르타르의 기본 특성인 슬럼프 플로우, 

28일 압축 및 인장강도를 측정하였으며, 합성수지 및 붕

소화합물 혼입시 작업성이 저하되면서 강도 역시 감소함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차폐시험 결과, 입자형 합성수지 

60% 혼입 모르타르의 선량 차폐율은 일반 모르타르 대

비 최대 37%까지 증가하였으며, 탄화붕소 혼입 모르타르의 

경우 열중성자에 대하여 일반 모르타르 대비 최대 90.3%의 

차폐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험체 두

께가 5 cm로 실 구조물에 비해 상당히 얇다는 것을 고려

하면, 합성수지가 다량 혼입되어 발생하는 물성, 시공성 

및 역학적 특성,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는 합성수지 혼입

량을 줄이고 시험체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다양

한 타입의 시험체 조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합성 고분자 화합물 혼입 콘크리

트-(2)붕소화합물 혼입 콘크리트-(3)일반 콘크리트의 3중 

레이어드 형태의 차폐체를 사용할 경우, 중성자원에 가

깝게 위치한 합성 고분자 화합물 혼입 콘크리트에서 중

성자속이 감소하고, 붕소화합물 혼입 콘크리트에서 감속

된 중성자가 포획되며, 일반 콘크리트에서 2차 감마선을 

차폐하는 원리이다.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최

종적으로는 방사화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저방사화 시

멘트와 합성수지·붕소화합물 기반 특수골재를 함께 사용

한 ‘중성자 차폐용 저방사화 콘크리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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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타 재료에 비해 수소 원소 함유량이 높아 고속 중성자 차폐에 유리한 합성 고분자 화합물과 중성자

포획단면적이 큰 붕소화합물을 각각 혼입한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중성자 차폐성능을 분석하였다.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

형상, 크기, 함량 및 붕소화합물의 함량에 따라 총 16개 모르타르 배합을 설계하였으며, 각 배합의 슬럼프 플로우, 28일 압축 및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고속 중성자 및 열중성자에 대한 차폐실험을 수행하였다.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선량 투과율은 모르타르 

대비 최대 38.5%까지 감소하였으며, 공기 중 선량의 26.3%까지 차폐하였다.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열중성자 차폐율은

최대 90.3%로 대부분의 열중성자를 차폐하였다. 비록 화합물 혼입에 의해 모르타르의 기본 특성은 저하되었으나, 표면 개질, 특

수 혼화제 첨가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성자 투과성능 역시 다양한 타입

의 시험체 조합을 통한 레이어 시스템 도입 등으로 다양한 투과성능에 따른 맞춤형 설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중성자 차폐, 저방사화, 합성 고분자 화합물, 탄화붕소, 모르타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