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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원차로질험질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the Reactor Experimental Education 단ograms) 

11. 연구의 목척 몇 중요생 

국내 이공계대학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은 향후 국내 원자력기술 

개발에 종사할 핵섬전문인력이다. 본과제의 목적은 이공계대학 원 

자력공학과 대학생에게 우리 연구소가 고유하게 보유하고 었는 하나 

로 연구용 원자로와 각종 특수 질험질습장벼를 이용한 원자로질혐질 

습교육을 제공하여 원자력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질험질습교육의 강화는 국내 원자력 기술 

자립과 원자력 안전성의 확보에 근간이 되는데 그 중요성이 었다. 

11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원자로질험질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 원자로질혐질습 교과목개발 

• 원자로실험실습 교재개발 

• 원차로질험질습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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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컬과 몇 활용에 대한 건의 

원자로실험실습교육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4개 대학의 원자 

력공학과 대학생 총 124명이 아래와 같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동 교 

육을 위해 원자로실험실습 교재(단행본)를 개발하였다. 

- 조선대학교 : ‘97. 6. 30 - 7. 5 (1주간)， 28명 

- 제주대학교 : ‘97. 8. 25 - 8. 30 (1주간)， 22명 

- 한양대학교 : ‘98. 4. 27 - 4. 30, 5/7 (1주간)， 35명 

- 서 울대 학교 : ‘98. 6. 29 - 7. 4 (1주간)， 39명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원자로 질험실습교육의 확대로 원자력핵섬 

전문인력 교육의 질적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이들의 원자 

력분야 R&D 수행능력 향상으로 향후 국내 원자력기술의 자렵화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므로 본 과제는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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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1e 

Development of the Reactor Experimental Education 암ograms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specialty of nuclear 

engineeriüg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in the future.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and implement reactor experiments 

education programs using of the Hanaro Research Reactor 

and other special experimental equipment. Reinforcement of 

the reactor experiments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of 

nuclear engineering faculty in Korea will be greatly 

contributed to the national self-reliance program of nuclear 

technology and insurance of nuclear safety. 

111.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Development of reactor experiment education programs 

• Development of syllabus on reactor experiment course 

• Development of textbook for reactor experiment course 

• Implementation of reactor experiment course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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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otal 124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specia1ty of 

nuclear engineering attended in the reactor experiment course 

as follows. New textbook and syllabu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ctor experiment course . 

• Chosun University 30 June-5 July 1997 (1 week), 28 

students 

• Jeju University 25-30 August (1 week), 22 students 

• Hanyang University 27-30 April 1998, 7 May 1998 

(1 weeld, 35 students 

• Seoul National University : 29 June - 4 July 1998 

(1 weeld, 39 students 

It is believed that reactor experiment education program 

will be greatly contributed to the nationa1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therefore, the project should be implemented 

continuously for th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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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

1997년도 원자로 설험설습 운영 사업을 위해 우리 연수원은 자체 

연구개발사업으로 원자로 설험실습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그 

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살험살습 교육은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및 방사선계측기 

가 등 우리 연구소만이 가지는 특수한 시설을 활용한 실험실습교육 

은 국내 원자력관련 대학의 교육과정보다 그 프로그램에서 차별성과 

우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장버와 부속기구의 준비 및 유지와 

관련강사의 설험을 위한 사전 과정준비 등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었 

으나 대부분 질험 및 실습중심의 교육훈련은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 

서 우수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원자로 실험살습 교 

육은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편찬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원자로 실험설습의 운영은 원자로 이론， 동위원소 생산， 중성자 방 

사화분석， 핵연료연소도 측정， 중성자래디오그래피， 방사션차폐(보건 

물리) 등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론강의 실시후 5개조로 편성하여 

설험설습을 수행하였다. 서울대， 한양대， 조선대， 제주대의 원자력공 

학과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 공히 l주간썩 4회에 걸쳐 124명을 양성 

하였다. 금년도에는 설험실습위주의 교과내용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가존 질습과정의 보완과 함께 과정개발에 주력하여 질험실습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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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를훌 
1-

료로 
1-

제 1 절 원자로설험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1. 신규 원자로질험질습 개발 

원자로 설험설습 과정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까지는 

서울사무소에서 수행되어왔으나， 연구용 원자로인 TRIG MARK 11 

및 111 두기가 폐로등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고 대전에서 건설 가동되 

는 하나로 원자로를 이용하여 설습하게 되였다. 그러나 하나로 원자 

로를 이용한 실험실습은 하나로가 정상 가통한후 충분한 시험을 거 

친 후에야 학생설습이 가능한데 199G년부터는 서울원자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에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부분적으로 이 

용하는 실습과정을 개발하여 수행하였다. 이 설습과정은 서울대， 한 

양대， 조선대， 제주대， 과학원 등 원자력관련학과가 였는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살습장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1997년도 원자로 실험실습교육 과정은 원자로를 이용한 실험과목 

으로 동위원소생산， 중성자방사화분석， 중성자래디요그래피의 3개 교 

과목과 원자로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실험과목으로 핵연료연소도측 

정， 보건물리 2개 교과목으로 5개 교과목을 개발 선정하여 실험실습 

교육 과정을 운영 하였다. 

이 과정에 운영된 실험실습 교과목 및 강사， 설험장소 등은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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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자로살험과목， 강사 및 살험장소 

질협과목 강샤명 -’l ‘-
죠...，느 질협장소 질협내용 

한현수 동위원소실 
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 

동위원소생산 ~츠 >!..느드 =j" 동위원소질 생산방법 빛 
이용시설 

홍순복 동위원소실 과정 

중성자방사화 
정용삼 동위원소살 

원자로 
·원자로 조사에 

정영주 동위원소실 의한 피조재의 
분석 이용시설 

문종화 동위원소실 방사화분석 

중성자래디오 
이창희 

중성자물리 원자로 
• Radiation(X, d! 

김이경 의 의한 방사선 
그래피 설 이용시설 

이정수 투과검사법 

。l 영길 비파괴분석설 통제센터 ·비파괴감마선에 

핵연료연소도 나원호 벼파괴분석설 실험실， 의한 측정 방법 

측정 홍권표 조사재시험시 연수원 ·화학분석법에 

유병옥 설운영 실험설 의한 측정 방법 l 

방사선차폐 서경원 연수원 연수원 
• 보건물리 기초 

(보건물리) 주용창 연수원 실험설 
·방사선세기 

·방사선차폐 

원자로 질험설습에 참여한 서울대를 비롯한 3개 대학(한양대， 조 

선대， 제주대)의 교육 시간표는 표 2와 같으며， 실험질습 진행 일정 

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원자 

로나 방사선에 대한 실험질습의 부족한 면을 충족하는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과목이나 실습 시간을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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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애하여야 하는 면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였다. 

표 2. 원자로실험실습 교육과정 시간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ii!시 

1얼(윌) Orientation 원자로 이론 동위원소 생산 

2얼(화) 중성자방사화 분석 중성자래디오그래피 방사션차폐 

3얼(수) 핵연료연소도측정 
방사선 설험설습(5개조 분할 실시) I 
차폐 

4일(목) 질험실습(5개조 분할 실시) 실험실습(5개조 분할 실시) 

5얼(금) 실험실습(5개조 분할 설시) 설험실습(5개조 분할 실시) 

6일(토) 과정평가 

1 , i 
1 , i 



표 3. 원자로설험설습 진행 일정표 

날 짜 혜당조 i후 l‘ E1L 질혐캉샤 질습조..iZ 배 교 

A 동위원소생산 님-11- 츠 >!..느 E -1L 홍순복 

B 중성자방사화분석 져。 여 。 주 ’ 문종화 
3일(수) 

C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이창희 이정수 
오후 

D 핵연료연소도측정 홍권표 % 벼 。 요 .., 
E 방사선차폐 서경원 주용창 

A 중성자방사화분석 정영주 문종화 

B 중성자래디오그래피 oJ 창 희 이정수 
4알(목) 

C 핵연료연소도측정 홍권표 유명옥 
오전 

D 방사선차폐 서 경 원 주용창 

E 동위원소생산 ~ 낱 >!..농 죠 -드1 홍순복 

A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이창희 이정수 

B 핵연료연소도측정 홍권표 유병옥 
4일(목) 

C 방사선차폐 서 경 원 주용창 
오푸 

D 동위원소생산 ~ 드 t농- 도 -1E」 호。L 각 1L: 효 끼i 

E 중성자방사화분석 처。여 。~ 문종화 

A 핵연료연소도측정 홍권표 유병옥 

B 방사선차폐 서경원 주용창 
5알(금) 

C 동위원소생산 H끼l 츠 >!..느 E -1L 홍순복 
오전 

D 중성자방사화분석 정영주 문종화 

E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이창희 이정수 

A 방사선차폐 서경원 주용창 

B 동위원소생산 ~ 츠 >!..느 E 끼L 홍순복 
5알(금) 

C 중성자방사화분석 져。 여 。 주 ’ 문종화 
오푸 

D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이창희 이정수 

E 핵연료연소도측정 홍권표 유병옥 

” 
ι
 



2. 신규 원자로질험설습 개설예정 교육과정 

가. 개발대상 교육과정명 : 

원자력공학과생 원자로설험설습 운영 

나. 교육대상 : 

원자력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으로 서울대학교， 한양대 

학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학생 및 대학 

원생 

다. 예상운영과목 : 

하나로를 이용하는 과목 위주로 원자로시험 가동 및 제 

어에 관한 과목， CNS이용 훈련， 보건물리， 방사화분석， 중성자물리， 

핵연료연소도측정 등의 교과목으로 1주일 범위내에서 조별로 분반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예상운영 기간 및 운영희수 : 

대학별 학생설습으로 1주일의 기간(총40시간정도)으로 

년 1회 년간 총 5회정도 운영하여야 한다. 

마. 특기사항 : 

다목적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한 원자로 설험실습 

으로 원자력공학과 관련 학과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엄. 

” 
ω
 



제 2 철 원자로살험살습 교재 개발 

1. 신규 원자로질험질습 교재 개발 

원자로 실험실습 교재는 국내 각 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 대 

학생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었도록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발깐하였 

다. 

본 교재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실험할 수 았도록 펀 

접하였으며 하나로센터 요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고를 작성하였다. 

본 교재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으며， 교재 목록은 부록에 수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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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한국원자력연구소 전 병 진 (1.1) 

한 현 수 (2. 1) 

정 용 삼 (3. 1) 

정 영 주 (3.2) 

문 종 화 (3.2) 

이 창 희 (4. 1) 

서 경 원 (5.1) 

홍 권 표 (6. 1) 

책엄감수위원 셔언석 

편 집 자 
이승희 

원종열 

띠
 ω 



제 3 절 원자로질혐질습 교육과정 운영 

1. 교육 목적 

학·연협동의 알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시설 및 방사선계측기기 등 첨단 장벼를 활용하여 

국내 원자력관련 공학과 생들어l게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을 설시하여 

국내 원자력 이용 기술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원자력 전문안력의 양성 및 질무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척이 

었다 하겠다. 

2.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원자로 질험질습 교육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4학년，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4학년，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3 

학년，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3학년생을 대상으로 원자로 설즙과 

관련된 이론과 실험실습을 병행하여 질시하였다. 동 실험질습의 교 

육은 5개조로 펀성하여 설시하였으며， 교과내용은 4개 대학에 동얼 

하게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1997년도에 개발하여 운영된 원자로 설 

험실습의 교과목 및 강사진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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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자로실험실습 교과목 빛 캉사진 

교E 호} I-E1- 강샤 
질험강사 시간 삐l 

(젤험조교) 강의 젤습 J ‘i!. 

1. 원자로 이론 전병진 3 

2. 동위원소 생산 한현수 박춘득(홍순복) 3 20 

3. 중성자방사화분석 정용삼 정영주(문종화) 3 20 

4.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이창희 이창희(이정수) 3 20 

5. 핵연료연소도측정 홍권표 홍권표(유병옥) 3 20 

6. 방사선차폐 (보건물리 ) 서정원 서경원(주용창) 3 20 

* 연구소(연수원) 및 2 

질험개요 소개 

* 과정평가 1 

계 21 100 

3. 교육기간 및 수료인원 

가. 조선대학교 

- 교육대상 : 원자력공학과 3학년 

- 교육기간 : 1997. 6. 30 '" 7. 5 (1주간) 

- 수료인원 : 28명 

나.제주대학교 

- 교육대상 : 에너지공학과 3학년 

- 교육기 간 : 1997. 8. 25 '" 8. 30 (1주간) 

- 수료인원 : 22명 

η
 



다.한양대학교 

- 교육대상 : 원자력공학과 4학년 

- 교육기간 : 1998. 4. 27 "-' 4. 30, 5/7일 (1주간) 

- 수료안원 : 35명 

라. 서울대학교 

- 교육대상 : 원자핵공학과 4학년 

- 교육기 간 : 1998. 6. 29 "-' 7. 4 이주간) 

- 수료인원 : 39명 

* 수료인원 :4개대학 124명 

4. 평가 및 건의사항 

원자로공학과생 원자로 살험질습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적으 

로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는 좋았으나 대다수 학생들이 축식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설문결과 

- 학교에서의 이론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설무위주의 교 

육이 많은 도움이 되였다. 

一 교과 편성을 오전에는 이론 수업을 오후에는 살험살습 

으로 펀성 요망 

- 직접 질험장비를 다루고 질제 설험을 하여 많은 도움 

이 되였다. 

- 좀더 다양한 분야의 설습을 하였으면 한다. (질험과목 

l~ 



추가) 

- 원자로 주변시설이 아난 하나로를 직접이용하는 설혐 

도 였였으면 한다. 

- 교과목에 체육시간 배정 및 강의설에 냉방시설 요망 

- 축식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주기 바란다. 

- 여학생 기축사 확보를 고려해 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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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국내 이공계대학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은 향후 국내 원자력기술 개 

발에 종사할 핵심 전문 인력이다. 

본 과제는 연·학 협동의 일환으로 이공계 대학 원자력공학과 대학 

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l 론과 질습을 병행한 원자 

로 질험실습교육을 수행하여 원자력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미국， 일본， 서독 등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한 국립연구소도 자국의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 차원에서 원 

자로 실험질습교육을 지원하고 였다. 

이와 같이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원자로 질험실습교육의 강화는 원 

자력 랙심 전문 인력 교육의 질적언 향상을 꾀할 수 었고 아울러 이 

틀의 R&D 수행 능력 향상으로 향후 국내 원자력기술의 자렵화와 

얀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므로 본 과제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안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20 -



참고문헌 

1. 야한영외， 원자력분야교육과정개발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1994 

2. 이원구외， 법정연수과정용표준교재개발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 

소， 1994 

3. 서 두환외 , 논문작성 법 , 한국원자력 연구소， 1994 

4. 서언석외， 연수교육장벼운영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1993 

5. 서인석외， 인력양성사업운영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1997 

6. 박남규외， 연수교육장비운영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1994. 

7. 하정우외，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설습교재， 한국원자력연구소， 

1984 

8. 國際原子力總合技術-I! Y '1-， 일본원자력 연구소， 1996 

9. ANSI/ ANS-3.1-1987, Selecti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10. ANSI/ANS-3.5-1985, Nuclear power plant simulators for use in 

operator training 

낌
 



껑
 



原子 i購寶驗
NUCLEAR REACTOR EXPER IMENTS 

韓國原子力冊究所

原子力班修院

” 
ω
 



-목 차-

1.1 연구로 개요 

2.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3.1 중성자 방사화 분석 

3.2 중성자 방사화 분석볍(실험서) 

4.1 중성자 래디오그래픽 

5.1 방사선차폐(보건물라) 

6.1 감마스캐닝에 의한 핵연료의 연소도측청 

- 24 -



1.1 연구로 개요 

전 병 진 

하나로센터 연구로 관리질 

- 25 -



목 차 

1. 원자로의 분류 ------------------------------------- 1 

가. 원자로 이 용별 목적 별 분류 • ---------------------- 1 

냐. 이 용 목적 별 특정 ---- • • ------------------- 1 

2. 전 세계의 연구로 현황 ---------------------------- 2 

3. 연구로의 종류별 특정 ----------------------------- 9 

가. 미임계 또는 임계로(Subcritical or Critical Essembly) ------------ 9 

4. 우리 나라의 연구로 ------------------------------ 12 

가-. TRIGA ------------------• ---------------------- 12 

나. 하나로 ------------• ----------------------- 12 

- 26 -



2.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한 현 수 

하나로센터 동위원소잘 

강
 



목 차 

I. 서론 ---------------------------------------------- 1 

n.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 핵 반응 -------------←-~------------------------- 6 
가. 핵 반응선 택 -------- • } • ---------------------- 6 

나. 방사성 동위 원소 생 산 핵 반응 ---------------------- 7 

2. 조사표적 준비 ---_._-------_._-•---------------- 14 
가. 표적 의 정 의 ---------------- ----------------- 14 

나. 표적물질의 선택 -----“ ------------------------ 14 
다. 조사용기 --------------------------------------- 15 
라. 표적제작 및 빌봉 ------------------------------- 16 

3. 중성 자조사 -------------------------------------- 18 

가. 조사시설과 장치 ------------------------------- 18 

나. 조사시설내에서의 표적조사 -------------------- 20 
다. 수율계 산 -------------------------------------- 21 

라. 중성자조사에서의 주의할 점 -------------------- 24 
4. 화학처 라 ---------------- • ----------------- 26 
가. 침전법 -------------- -------------------- 27 
나. 용매추출법 ------------------------------------ 27 

다. 크로마토그라피 법 - --- - - ------------------ -- - --- 27 
라. 휘 발법 -------- ---------------------------- 28 

5. 품질관리 --------------------------------------- 28 

가. 제 조과정 에 따른 품질 확인 ---------- ------ 29 

나. 최종제품의 품질관리 ----------------------------- 30 

m. 설험 

1. (n, Y) 핵 반응에 의 한 24Na 제 조 -------------------- 32 

2. 용매 추출법 에 의 한 99Mo로 부터 99mTc 분리 • 정 제 --- 34 

- 28-



3.1 중성 자 방사화 분석 

정 용 삼 

하나로센터 동위원소질 

- 29 



목 차 

1.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_._- "- • • ---------------------- 3 
1.1 방사화 분석 이 란 ? -------------------------------- 3 
1.2 방사화 분석의 특징 --- • --------------------- 4 
1.3 방사화 분석의 적용 ------------------------------- 4 
1.4 핵 반응과 방사선 ---------------------------------- 7 
1.5 방사화 분석의 개요 -•------ •----------------------- 8 

2. 기 초적 이 론 ----------------------------------------- 9 
2.1 원자로와 중성자 ) • -------------------- 9 
2.2 방사성 물질의 생성과 붕괴 ------------------------ 11 
2.3 방사화 분석 에 관련된 단위 • --------------------- 12 
2.4 감마션의 측정 -------•-- - - ---- •-------------------- 14 
2.5 데이타의 처라 --------• ---------------------- 16 
2.6 오차의 요인과 대책 ----------------------------- 17 

3. 살혐의 각 단계 ------------------------------------ 23 
3.1 살험 계획 ------------------------------------- 23 
3.2 시료 준비질의 생성과 붕괴 -• ----------------------- 25 
3.3 시 료 조사석 에 관련된 단위 • --------------------- 26 
3.4 방사능 계측 ------------------------------------- 27 

3.5 데이타 해석 -------------•------------------------ 29 
3.6 결과 보고서 작성 •------------------------------ 34 

4. 방사화 분석 의 응용 ---------------------------------- 35 
4.1 표준시 료의 분석 ---------------------------------- 37 
4.2 기 타 응용예 -------------------------------------

부 프긍L • 
1.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위한 핵 데이터(핵종 순) --------- 45 
n. 중성사 방사화 분석을 위한 핵 데이터(에너지 순) ------- 47 
m. 용어 해설 ------------• -- --• ------------------------ 57 
IV. 참고문헌 -------------• ----------------------- 63 

- 30 -



3.2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 질 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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