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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192 방사선원의  용 부 품질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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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r-192 radiation sealed sources are widely employed to the therapeutic applications as well as the 
non-destructive testing. Production of Ir-192 sources requires a delicate but robust welding technique 
because it is employed in a high radioactive working environment. A GTA(Gas Tungsten Arc) welding 
technique is currently well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However, this welding method requires a frequent 
replacement of the electrode, which results in the delay of the production to take a preparatory action such 
as to isolate the radiation sources from the working place before getting access to the welding machine. 
Hence, a resistance welding technique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thod of the GTA welding 
technique. The advantages of resistance welding are high welding speed and high-rate production. Also it 
has very long life of electrode comparing to GTA welding. In this study, the resistance welding system 
and proper welding conditions were established for sealing Ir-192 source capsule. As a results of various 
experiments, it showed that electrode displacement can be employed as a indicator to predict welding 
quality. We proposed two mathematical models (linear and curvilinear) to estimate electrode displacement 
with process parameters such as applied force, welding current and welding time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method. Predicting results of both linear and curvilinear model were relatively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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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r-192 방사선원은 치료용  비 괴검사용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용분야로는 의학용으로 유방암, 자궁

암등의 근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비 괴검사 분야에서

는 방사선 투과시험용 방사선원으로 사용되고 있다1). 

방사선원은 방사성물질의 출을 차단하고 방사성

동 원소에서 방출하는 방사선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Ir-192 선원은 방사성동 원소의 출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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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istance spot welding system for Ir-192 

capsule sealing 

Table 1 Process parameters and its limits

Parameters Symbol Unit Limits

Current I kA 26, 27, 28, 29

Time T cycle 80, 90, 100

Force F kgf 147, 178.5, 209

  Fig. 2  Ir-192 capsule before and after welding 

하기 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캡슐에 의해 되게 되

는데 여러 종류의 용 법을 이용한다. 재 원자력연구

원에서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와 동 원소생산시설

을 이용하여 안 성을 확보하기 해 Ir-192 선원을 

GTA 용 법으로 생산하고 있다2). 하지만 GTA 용 법

은 Ir-192 방사선원 생산과정에서 용 의 교체를 빈

번하게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용  교체는 방사

선원을 모두 격리한 후에 교체를 할 수 있어 시간이 오

래 걸리기 때문에 안으로 항용 을 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항용 은 비교  짧은 시간에 용

공정이 가능하여 생산성을 높을 수 있고 극의 수명이 

GTA 용 법에 비하여 매우 길기 때문에 극 교체 작

업으로 인한 작업자 피폭량을 폭 감소시킬 수 있다.

  항용 에서의 용 부 품질은 외 의 육안검사로 식

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품질 검사는 거의 불가능

하다. 항용  공정의 품질을 감시 하는 방법으로 극

사이의 변 를 측정하여 간 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오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선원 생산을 

한 항용 기술의 개발을 하여 용  시스템을 구

축하 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한 용 조건을 도

출하 다. 한 주요 용 공정변수인 류, 가압력, 통

시간에 따른 극변 의 변화량을 계측하여 항용  

공정변수와 용 품질과의 계에 해 고찰하 으며 회

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변수에 따른 용 품질 평

가 모델을 제안하 다.

2. 항용 실험

2.1 항용  개요

  항용 은 합 상물에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류를 통 하여, 이때 발생하는 속의 고유 항열과 

부의  항열에 의하여 열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속이 가열 는 용융하게 되면 가해진 압력에 의하여 

합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류가 속에 흐를 때 

발생하는 발열량 Q는 다음과 같다.
4)

 Q=I 2Rt                  (1)

  여기서, Q는 발열량 (J), I는 통 류 (A), R은 

항 (Ω) 그리고 t는 통 시간 (s) 이다. 항용 은 짧

은 시간에  류를 흘려 속  사이의 항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합부를 형성하게 된다.

2.2 실험 방법

  항용  시스템은 Fig. 1에 보인바와 같이 가압시스

템, 극, 제어기  류발생기로 구성되어 있다. 극 

가압력은 5～300 kgf 역에서 1 kgf 단 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 용 원은 단상AC로 변압기는 

‘Chowel’사 MT-125A를 사용하 고 용  류는 1～30 

kA, 통 시간은 1/60 s 단 로 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항용  변수인 용  류, 통 시간, 가압력의 변화

에 따른 용   극변 를 측정하 다. Table 1과 같

은 조건으로 36회 실험을 실시하 다. 

  방사선원을 한 캡슐은 STS 304L의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 다. Fig. 2는 캡슐의 용  

후의 사진을 보여주며 화학  조성은 Table 2 와 같

다.

  총 36가지의 경우로 용  후 각 시험편은 단면검사를 

통하여 용 부 건 성을 확인하 으며 이때 사용한 부

식액은 HCl 45 ml, HNO3 15 ml을 사용하 다. 캡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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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 Mn P S Cr Ni

≤0.03 ≤1.00 ≤2.00 ≤0.045 ≤0.03
18.0～

12.0

9.0∼

13.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STS 304L steel (wt %)

Laser displacement

Sensor head

               (a)

       

     (b)                               (c)

Fig. 5 Measurement of electrode displacement (a) 

Mounting jig for laser displacement sensor (b) 

Display panel (c) Monitoring screen 

Welding zone 

Fig. 3 Cross-sectioned photograph of Ir capsule

Fig. 4 Schematic diagram of resistance welding

Improper bonding Proper bonding Over melting

E.D.<0.02 0.02<E.D.<0.035 E.D.>0.035 

       (a)              (b)                    (c)

Fig. 6 Photographs of cross-sectioned weldment  (a) 

Improper bonding(E.D. ＜ 0.02 mm) (b) Proper 

bonding(0.02 mm ＜ E.D.＜ 0.035 mm) (c) 

Excessive melting(E.D. ＞ 0.035 mm) 

항용 을 한 후 단면 사진을 Fig. 3에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항용  장치는 Fig. 4와 같이 캡

슐을 하강용 지그와 하부 지그에 고정하고 가압력을 가

한 상태에서 극에 류를 통 하여 합하 다. 용

이 진행되는 동안 극의 움직임은 이  변 센서로 

측정하 다. 

  극변  측정은 Fig. 5와 같이 비 식 이  변

센서를 사용하 다. 이  변 센서는 미세한 극의 

움직임을 100 msec sampling cycle 로 측정이 가능하며 

1㎛(0.001mm) 의 측정단 로 display panel 에서 실시

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 변 센서로부터 얻은 신호

로 극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하 다.

3. 결과  고찰
3.1 극변 와 공정변수와의 계

  실험결과 극변 와 용 부 건 성과는 강한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Fig. 6에 보인바와 같이 최종 극

변 가 0.02~0.035 mm 일 때 건 한 용 부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역 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용융량이 충분하

지 않았고 더 큰 역에서는 과용융 상으로 인하여 

용 불량을 래하 다. 따라서 극변 가 캡슐의 용  

건 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변 는 용  공정 에 발생하는 용 상물의 

가열  냉각에 의한 팽창과 수축에 의해 복잡한 거동

을 보인다. 극변 는 기 가압 후 통  의 변 를 

기 으로 거리가 가까워 질 경우를 음수로, 멀어질 경우

를 양수로 표시하 다. 류가 가해지는 동안이 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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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final electrode displacement for 

various electrode force (weld time:100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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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of final electrode displacement for 

various weld time (weld current:29 kA)

기에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는 기 통 으로 용 상물이 팽창하기 때문이며 

류가 더 가해지면 용 부의 소성변형으로 인한 변  감

소량이 팽창에 의한 변  증가량보다 크기 때문이다. 용

이 완료된 후 용  상물의 냉각에 따른 수축으로 

극변 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Fig. 7은 가압력 147 

kgf, 용 시간 80 cycle인 조건에서 측정된 용 시간에 

따른 극변 의 형을  보여 다. 여기서 통 기에 

발열에 따른 용융부 열팽창이 기에 나타나고 이어서 

용융부 확산에 따른 연화된 용 부 주 조직의 소성유

동(plastic flow)에 기인한 함몰 등으로 극이 서로 가

까워지는 효과가 평형을 이루어 최 값이 나타난다. 최

값을 지난 시 부터는 용융부 확산에 따른 극함몰 

상이 지배 으로 나타나 극변 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인 

항용 에서 찰되는 극팽창 그래 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8~10에서는 공정변수의 변화에 따른 극변  최

종값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8에서는 통 시간이 

100 cycle 일 때 가압력의 변화에 따른 극변 를 나

타내었다. 가압력이 증가할수록 극변 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 다. 이것은 가압력이 증가할수록 용 부의 

 면 이 증가하여 항이 어들게 되고 발열량이 감

소하여 최종 소성 변형량이 작아지기 때문으로 단된

다5). Fig. 9에서는 가압력이 178.5 kgf로 일정할 때 류

의 변화에 한 극변 를 나타내었다. 극변 는 

류가 증가함에 따라 발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6). Fig. 10에서는 통 시간

에 따른 극변 와의 계를 나타내었는데 통 시간이 

증가하여도 극변 에는 그다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짧은 시간의 통 으로 합

부가 합되어 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

으로 단된다.

3.2 회귀분석

  선원 캡슐의 항용 에 따른 극변 는 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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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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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estimation to measurement using 

curvilinear regression

 Model  R  R Squar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Linear  0.936  0.875  0.0021879

Curvilinear  0.935  0.874  0.0021996

Table 3  Summary of regression models

정변수에 큰 향을 받고 극변 는 간 으로 항

용 부의 건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방법을 이용

하여 용 공정변수에 따른 극변  측모델을 제안하

다. 36가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선형 (linear)과 곡선

형 (curvilinear) 두 가지 극변  측 모델을 개발하

다. 종속변수를 극변 로 선정하고 독립변수를 가압

력, 통 시간, 류로 하여 선형회귀 모형 와 곡선회귀 

모형 나타내었다. 선형모델은 식(2), 곡선형 모델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 

  D=b 0+b 1I+b 2T+b 3F              (2)

  D=b 0I
b 1T

b 2F
b 3                      (3)

  곡선형은 식(4), (5)와 같이 선형화하여 표 이 가능

하다. 

  
  lnD=b 0+b 1 lnI+b 2lnT+b 3lnF     (4)

  η=β 1x 1+β 2x 2+β 3x 3+β 4x 4         (5)

여기서, D는 극변  F는 가압력, I는 류, T는 용

시간, β는 매개변수이다. η은 실험 측정값의 지수 값을, 

β1, β2, β3, β4는 공정변수의 지수값으로 나타내었다. 실

험한 측정 데이터를 토 로 변수들 간의 련성을 규명

하기 하여 SPS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선형과 

곡선형 모델을 각각 식(6), 식(7)과 같이 도출하 다.

   D=0.0265+1.3977×10 -3I-4.58
×10 -6T-2.1715×10 -4F

    (6) 

   D=0.4338I 1.438T -0.007F -1.494         (7)

  선형회귀분선과 곡선회귀분석에서 측정값과 계산 값

의 상 계수가 각각 0.936와 0.935이고 오차의 표 편차

는 0.0021879와 0.0021996로 두 모델 모두 상 계수의 

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8)
.
 
(Table 3)

  제안된 상  계식의 정확성을 단하기 하여 계

산된 값과 측정된 값 사이의 산 도 분포를 조사하 다. 

최 분포를 나타내는 선이 표기된 선형과 곡선형의 산

도 분포를 Fig. 11과 Fig. 12에 각각 나타내었다. 두 

모델 모두 용 공정변수에 한 극변 를 충분히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제안된 모델에 의해 측된 결과와 실험결과와의 비

교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오차범 에서 정확성을 갖는

지 검증하 다. 이를 하여 오차를 식(8)과 같이 정의

하 다.

   

 
×                    (8)

여기서, λ는 백분오차이고, 는 계산값, 는 실험

값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실험조건(Table 1)에 따른 오

차범 별로 빈도수(Number)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선형과 곡선형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10% 오차범  내에서 체의 83%가 존재하 고 25% 

오차 내에서 모두를 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것

은 제안된 두 모델이 극변 의 측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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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ccuracy analysis of proposed model equat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원 생산에 항용 기술의 용

을 하여 캡슐 용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다양한 실

험을 통하여 한 용 조건을 도출하 다. 한, 항

용 의 주요 공정변수인 류, 가압력, 통 시간에 따른 

극변 의 변화량을 계측하여 항용  공정변수가 미

치는 용 품질에 한 향을 고찰한 결과 캡슐의 

용  건 성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변수에 따른 두 

가지 용 품질 평가 모델을 제안하 고 정확성을 검증

한 결과 최 오차 25% 이내에서 극변 를 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선원 캡슐의 용 뿐만 아니라 각

종 항용 기술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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