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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비간섭성 중성자 산란 측정을 이용한 금속 내의 수소 함량 측정법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매우 풍부한 원소중의 하나로서, 물질 속에 쉽

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으며 비록 매우 적은 양이 첨가되더라도 기계적, 전기적 

또는 화학적 특성에 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십 ppm 정도의 수

소가 금속 및 합금에 존재하면 부서짐을 유발하거나 열분해 강도를 감소시키는 

등의 향을 끼치게 한다. 그리고 수산화물의 형성은 금속의 부식을 유발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금속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이는 원자로 압력관 

및 핵연료 피복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소함량이 높을 경우 수소 취화 현

상에 의한 국부 파손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량의 수소를 정량 분석하

는 기존의 방법은 시편을 고온에서 용융시킨 후 기화된 가스를 진공 추출하여 

수소의 함량을 정하는 화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시료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중성자가 조사된 시편의 경우 고 방사능으로 인해 분석 상의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도되는 측정방법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비파괴적인 방법

으로 수 ppm 단위의 미량의 수소도 정 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중성자가 조

사된 고 방사능의 시편도 안전하고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측정기법 및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측정조건에 따른 측정의 한

계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후의 체계적인 측정 절차와 분석 방법을 정

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본 실험을 위한 예비실험과 보조 콜리메타 및 부속품의 제작

    나. 폴리 프로필렌 필름과 지르코늄 합금 시료를 이용한 수소량과 비간섭성 

산란합과의 관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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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정조건에 따른 수소함량의 측정한계 어림

    라. 화학분석법으로 수소함량을 측정한 두 종류의 지르코늄 합금에 대한 

비간섭성 산란합의 측정과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가. 수소의 “매우 큰” 비간섭성 산란을 이용하여 금속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적은” 양의 수소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정 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나. 하나로의 열출력 24MW와 시료양 6.7g을 기준으로 고려할 때, 약 9분의 

측정으로 6ppm, 1시간의 측정으로 2ppm 그리고 3.3시간의 측정으로는 약 1ppm

의 수소함량을 측정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다. 화학분석법으로 수소함량을 측정한 두 종류의 지르코늄 합금 시료에 대

한 수소함량 측정결과가 예상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 이에 대한 원인

을 분석하여 몇 가지의 실험장치를 보완하고 수소함량을 비교적 정확히 신뢰할 

수 있는 표준 혹은 준표준 시료를 확보하여 다시 측정을 시도하여 본 연구개발

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이번 연구는 수소함량의 측정한계 및 정 도를 가늠하고자 하는 시험적 

성격의 실험이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시료 외적

인 요인에 의한 배경산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beam path를 보완하고, 차폐를 더

욱 강화하여 한다. 또한 여러 모양의 시료의 탈/부착이 용이한 시료 지지대를 제

작하여 측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알게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면, 특별한 장비의 

도입 없이도 하나로에 설치되어 운 중인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장치를 이용

하여 원자로 압력관이나 핵연료 피복관 등 원자력 산업에 사용중인 금속재료 내

의 수소함량을 비교적 정확히 정량할 수 있어서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기대된다.

수소문제 외에도 중수소의 함량을 정량하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

만, 중수소의 비간섭성 산란 단면적은 수소에 비해 1/40으로 작아서 배경산란의 

효과적인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측정이 곤란하다. 또한 중수소의 1/100 수준

으로 수소가 함유되었을 경우에도 그 향을 무시할 수 없어서 두 동위 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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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 있는 경우 현재 개발된 방법으로는 차별적으로 정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험적 시료 외에 산업체에서 실제로 사용중인 시료를 

확보하여서 시료 중 일부는 고온 진공 추출 방식으로 내부의 수소를 완전히 제

거하여 기준시료를 만들고, 이 기준시료와 처리하지 않은 시료에 대한 NIS를 측

정하여 수소의 양을 정량하고자 한다. 측정에 사용된 두 시료에 대해 화학분석을 

의뢰하여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시료 내의 존재하는 수소의 함량뿐만 아니

라 수소의 분포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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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Measurement Technique of Hydrogen Content in a 

Metal by Measuring Neutron Incoherent Scattering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ydrogen is one of rich elements in the nature and it can be easily 

adsorbed into materials. A very small amount of hydrogen can affect the 

physical or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For example,  several tens ppm 

of hydrogen in a metal or alloy can induce brittleness or decrease of 

pyrolysis endurance. And formation of hydrides induces corrosion of metals.

Zirconium alloys (zircaloy), used in this study, are being used as a 

reactor pressure tube or nuclear fuel cladding, and the local breakage of those 

materials due to the hydrogen related embrittlement is very serious problem. 

Chemical analysis, which determines hydrogen content by analysing the 

evaporated gas from the melted metal solution (sample), is a destructive 

method and has difficulties for the high radioactive specimens. However the 

present method is a non-destructive method and it takes a relatively short 

time to analyse hydrogen content and it can measure safely and easily high 

radioactive specimens. 

The aims of this study are developments of measurement and 

analysis techniques and estimation of measurement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conditions. And the results will be adopted to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procedure of measurement and analysi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 Preliminary experiments and preparations of additional collimator and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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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Measurement of the relation between the hydrogen content and 

neutron incoherent sum (NIS) using polypropylene and zircaloy

    C. Estimation of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condition

    D. NIS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wo zirconium alloys which were 

analysed by chemical method

Ⅳ. Result of Project

    A. Using the "very large" incoherent scattering of hydrogen, it was 

confirmed that "very small" amount of hydrogens in metals could be 

measured accurately in a short time by non-destructive method.

    B. Considering the reactor(HANARO) power(24 MWth) and sample mass 

(6.7 g), estimated sensitivities of hydrogen measurement are 6, 2 and 1ppm 

for the measuring times of 9minutes, 1hour and 3.3 hours, respectively.

    C. Hydrogen concentration measured by NIS method of two zirconium 

alloy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at by chemical method. By analysing the 

origin of mismatch and revising the experimental setup, more reliable 

measurement process will be developed using standard or semi-standard 

samples.

Ⅴ. Future Plan

This study was a experiment to test and estimate the sensitivity and 

accuracy of hydrogen measurement. To minimize the background scattering, 

beam path and radiation shielding should be improved. And a sample holder 

for various shape of samples which is easily installed and removed should be 

prepared to enhance the measurement efficiency and reliability.

In principle measurement of deuterium in a metal is possible, but it is 

very difficult because the incoherent scattering of deuterium is about 1/40 of 

hydrogen and so shielding of background is very important. When deuterium 

is mixed with hydrogen, though the amount hydrogen is 1/100 of deuterium, 

on cannot distinguish the isotope effect by the present method.

With industrial samples, instead of laboratory samples, making one 

parts of samples to be semi-standard samples by vacuum extra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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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at high temperature method, we will measure the NIS for the two 

kinds of samples.  And the result will be compared with the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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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매우 풍부한 원소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물질 

속으로 쉽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으며 비록 매우 적은 양이 첨가되더라도 기계

적, 전기적 또는 화학적 특성에 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십 ppm 

정도의 수소가 금속 및 합금의 부서짐(embrittlement)을 유발하거나 열분해강도

(cracking strength)를 감소시키며,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등의 향을 끼치게 한다. 그리고 수산화물의 형성은 금속의 부식을 유발한다.

중성자는 물질의 정적, 동적 미시구조 연구에 유력한 산란 특성으로 기

초물성 연구에서 첨단 신소재 개발 등의 재료과학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중성자 회절실험은 결정성을 갖는 시료(분말 또는 단결정)에 대한 열중

성자빔의 브래그(Bragg) 회절상을 측정하여 결정구조연구, 상전이 연구 또는 

자성구조연구 등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핵종들보다 비간섭성 산

란 단면적 (incoherent scattering crossection)이 월등히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극 미량 함유되어 있는 금속시료 내의 수소 함량을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보통의 경우에 비간섭성 산란은 중성자회절상의 배경신호(background 

signal)를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

를 활용하여 극미량의 수소를 정량 분석하도록 하 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금속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이는 원자로 압력관 

및 핵연료 피복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소함량이 높을 경우 수소 취화 현

상에 의한 국부 파손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량의 수소를 정량 분석하

는 기존의 방법은 시편을 진공상태에서 용융시킨 후 기화된 가스를 추출하여 

수소의 함량을 정하는 화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시료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중성자가 조사된 시편의 경우 고 방사능으로 인해 분석 상의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도되는 측정방법은 측정시간이 10여분 안팎으로 매우 짧으며

-정 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수십 분∼ 수 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비 파괴적인 방법으로 수 ppm 단위의 미량의 수소도 정 하게 측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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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론

제1절. 이론적 배경

중성자 비간섭성 산란(NIS, neutron incoherent scattering)은 중성자산란 

실험에서는 가능한 피하고 싶은 원치 않는 배경신호(background signal)로 전 산

란 각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며, 신호대 잡음비(S/N비)를 나쁘게 하며 흡수산란과 

마찬가지로 간섭성 산란에 기여하는 중성자의 수를 줄여주게 된다.

이러한 NI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NIS에 기여하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거리 Ri 되는 곳에 위치한 핵자와 중성자와의 핵 상호작용은 “Fermi의 

가상 퍼텐셜” 이라 불리는 아래의 수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1)V(r) = 
2πℏ 2

m ∑
il
b iδ (r-Ri)

여기서 bi는 중성자산란 길이이며, 핵종별로 고유한 값을 같는다. 중성자 회절 신

호의 세기에 비례하는 미분 산란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2)dσ
dΩ
 = ∑

i
∑
j
b ib je

- i κ⋅(ri- rj )

위치 ri에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가 각각 p, (1-p)의 확률로 존재한다고 가정

하자. 미분 산란 단면적은 모든 위치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한 평균값을 

취해야 한다. 즉 <bi bj>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3)

< b i b j >  = [pbA+ (1-p)bB]
2
 + p(1-p)(bA- bB)

2
δ ij

= 
ꀌ

ꀘ

︳︳︳︳

pb2A+ (1-p)b
2
B = < b

2>,   for i= j

[pbA+(1-p)bB]
2 = < b> 2,    for i≠j

i≠j인 경우에는 간섭성 미분산란 단면적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 dσdΩ ) coh = < b>
2  ∑

ij
e
- i κ⋅(ri- rj )

i=j인 경우에는 간섭성 미분산란 단면적에 추가로 더해지는 부분이 비간섭성 미

분산란 단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dσdΩ ) inc = Np (1-p) (bA- bB)
2
 = N [ p(1-p)｜bA-b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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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uclear Spin incoherence

식(3),(4),(5)의 계산을 두 가지 스핀 상태를 갖는 이원계에 적용하면 핵

스핀 비간섭성을 알 수 있다. 핵스핀(I) 값이 0이 아닌 경우, 중성자(1/2)와 상호

작용시 일시적으로 복합핵(compound nucleus)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복합핵의 

스핀 상태는 I+1/2 혹은 I-1/2이 되게 된다. 이 두 상태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p+와 p-라 하고, 산란길이를 b+와 b-라고 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6)p± =
(I+1/2)±1/2
2I+1

(7)
bcoh = p+ b++ p-b-

b inc = p+p-｜b+- b-｜

수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σ coh=1.7568 barn임에 비하여 σ inc=80.26barn으로  현저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소의 핵스핀 값은 I=1/2이어서 p±는 

p+ = (1 + 1/2 )/2 = 3/4,

p- = (1 - 1/2 )/2 = 1/4

이 된다. 이때 b 값은

< b coh>  = 
3
4
b++

1
4
b-=-0.37390×10

-12
cm

<b
2
>  =  

3
4
b
2
++

1
4
b
2
- = 6.49×10

-24
cm

2

< b inc>  = < b
2
> - < b coh>

2
 = 2.53×10

-12
cm

이 되며, 산란단면적은

σ coh = 4 π< b coh >
2
 =  1.757×10

-24
cm

2

σ inc = 4 π< b inc >
2
 =  80.3×10

-24
cm

2

로 계산되어진다.

2. Isotopic incoherence

식(3)의 계산을 좀더 복잡한 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bcoh = < b>  = ∑

i
p i b i

b inc = < b
2 >
- < b>

2
 = ∑

i
p i b

2
i - (∑

i
p i b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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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소가 완벽하게 같은 결정학적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동위원소별로 b 

값이 달라서 binc 값은 0이 아닌 값을 갖게 된다. 이것을 동위원소에 의한 비간

섭성 (isotopic incoherence)이라 부른다.

3. Diffuse scattering

합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의 결정학적 자리에 둘 이상

의 원소가 임의의 확률(random probability)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우 역시 서로 다른 원소들간에 b값이 달라서 식(8)의 계산에 의해 비간섭성

산란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산란을 확산산란(diffuse scattering)이라 부른다.

각 원소 및 동위원소별로 작성해 놓은 중성자 산란표는 위의 여러 가지 

비간섭성 산란을 모두 포함한 실험값으로 산란길이 및 산란단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http://ne43.ne.uiuc.edu/n-scatter/n-lengths/list.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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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실험 수행을 위한 예비실험

수소의 비간섭성 산란은 매우 크긴 하지만, 시료 내에 포함된 수소의 양

이 매우 적으므로 측정의 감도 및 정 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예비 실험을 수행하 고 이를 토대로 실험장치를 준비하

다.

1. 본 실험 수행을 위한 예비실험

가) 차폐정도에 따른 배경산란 측정

시료에 입사되는 중성자빔에 혼입된 열외중성자 (epithermal neutron)와 

감마선(γ)의 정도를 어림하고, 배경산란의 원인을 찾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을 수행하 다.

1) Quick shutter 만 닫음 (Cd-base만 시료대 위에 올려놓음)

2) Quick shutter 와 manual shutter 모두 닫음 (Cd-base만 시료대 위에 올

려놓음)

3) Quick shutter 와 manual shutter를 모두 열고, Cd-plate(0.5mm)를 

manual shutter 와 neutron monitor 사이에 놓고 측정.

• meas. mode : timer (T= 6.4sec × 1, 0.1°step)/ Ttotal∼9 min

그림1에서 빔 셔터를 하나 혹은 두 개 닫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BKG 준위를 보이는 반면에, 셔터를 열고 두께 1mm의 카드뮴 판으로는 입사빔

을 가린 경우는 BKG가 상당히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Q-shutter는 카드뮴과 

borated PE로 만들어졌고, M-shutter는 boron carbide와 납 블록으로 만들어졌

음을 고려할 때, 입사빔에는 열외중성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

그림 1. 입사되는 중성자빔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실험 결과. 맨 위는 

Quick-shutter만을 닫은 채로 측정하 고, 가운데는 Quick shutter와 Manual 

shutter 모두를 닫은 상태로 그리고 맨 아래는 두 shutter를 열고 두께 1mm의 카

드뮴 판을 중성자모니터와 Manual shutter 사이에 놓고 측정한 결과이다. (16 

Sep., hrpd0006.hrp, hrpd0007.hrp and hrpd0008.h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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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eam path 끝을 카드뮴 창으로 가려 빔의 크기를 줄여가며 배경

산란을 측정하 다.

4) Quick shutter 와 manual shutter를 모두 열고, beam path 끝을 

Cd(1.0mm) window (12mm×45mm) 로 막아 빔의 크기를 줄이고 측정함.

5) Quick shutter 와 manual shutter를 모두 열고, beam path 끝을 

Cd(1.0mm) window (9mm×45mm) 로 막아 빔의 크기를 줄이고 측정함.

6) Quick shutter 와 manual shutter를 모두 열고, beam path 끝을 

Cd(1.0mm) window (6mm×45mm) 로 막아 빔의 크기를 줄이고 측정함.

• meas. mode : timer (T= 6.4sec × 1, 0.1°step)/ Ttotal∼9 min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경우에 beam window의 면적비가 4:3:2로 차

이가 있으나, BKG 신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BKG 측정에는 시료 받침대만 

올려놓고 측정하 는데, 세 경우 모두 시료 받침대에는 빔이 도달하지 못하 다. 

따라서 위의 BKG 신호의 근원은 장치에 기인하는 전자적 잡음(electronic noise)

과 beam path의 끝단에서 beam window에 충돌되어 산란되는 열외중성자

(epithermal neutr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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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약 1mm 두께의 카드뮴 판으로 만든 세 가지 크기의 beam window를 사용했

을 때의 BKG 측정.(16 Sep. hrpd0009.hrp, hrpd0010.hrp and hrpd0011.h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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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 출력에 따른 배경산란 측정

원자로를 가동하기 전(0MW)과 가동 중(14MW, 24MW)에 Rotary 

shutter를 닫고, Q-shutter와 M-shutter를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 다. 이때, 시료

대의 검출기 반대편에는 카드뮴 커튼을 두르고 측정하 다.

• meas. mode : timer (T= 6.4sec × 1, 0.1°step)/ Ttotal∼9 min

그림3과 4에서 원자로 가동전 (0 MW)의 배경산란은 HRPD 검출기 시스

템의 전자적 잡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자로 출력이 14 MW일때와 

최대 도달 출력인 24 MW에서의 배경산란은 장치에 의한 전자적 잡음 외에 장

치 주변의 환경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전자적 잡음의 약 

10-20%에 해당된다

그림 3. 원자로 출력에 따른 배경산란의 합(sum of tota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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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자로 가동전과 가동중의 배경산란 측정. Roraty shutter와 Q-shutter, 그

리고 M-shutter 모두 닫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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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경산란에 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아래의 그림과 같이 beam path 주변을 여러 가지로 차폐시킨 후 배경산

란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 그림6과 7의 배치에서 BKG준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림6의 경우엔 고각쪽이 그리고 그림7의 경우엔 저각쪽의 

BKG 준위가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beam path 끝의 beam window에 중성자

가 충돌하여 퍼지는 산란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 Beam path를 약간만 꺼내어 

놓고, 끝을 boron-PE와 카드뮴 판으

로 가림

 
그림 6. Beam path 끝을 가린 채로

시료대 중앙까지 뽑아낸 상태. 측면으로

산란되는 배경신호를 측정하기 위함.

그림 7. 그림6의 배치에다 측면과 윗

면을 boron-PE로 가리고 측정함.
 
그림 8. Neam path 끝을 그림과 같이 

boron-PE와 카드뮴으로 완전히 가리

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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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림5∼8의 배치에서 측정한 배경산란. 그림 5의 배치(beam phth 없이 2차 

콜리메타 끝에 beam window를 부착함)가 BKG 준위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 23 -

2. 실험장치 구성

실험에 사용된 중성자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백색빔을 단색화결정

(Ge(331))에 회절시켜 얻어진 파장 1.835Å의 중성자빔을 사용하 다.

고분해능 중성자 회절장치 (HRPD)를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수소

에 의한 비간섭성 산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료 외적인 요인에 의한 배경신호

(BKG, background)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

여러 사전 실험 결과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은 배치로 실험을 설정하여 

BKG를 줄이도록 노력하 다. 2차 콜리메타(second collimator)의 끝부분에 

boron-PE로 제작한 중성자빔 창(neutron beam window, 10mm×42mm)을 부착

하여 시료에 입사되는 빔의 크기를 시료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줄 다. 시료대의 

위에는 측량기와 레벨기를 이용하여 시료가 중앙에 오도록 올려놓고 측정하 다.

그림 10. 시료대 위의 빔센터에 시료를 정렬시키기 위해 측량기와 레벨기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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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eam path 보조 콜리메터 제작

시료외의 다른 요소로부터 오는 배경산란을 줄이기 위해 시료에 입사되

는 중성자빔의 크기를 시료의 크기보다 약간만 크도록 빔 path 보조 콜리메터를 

borated PE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이러한 콜리메터는 20mm(W)×95mm(H)×

20mm(t) 의 중앙에 10mm(W)×42mm(H)의 빔 홀을 가공하 다.

   

   그림11. 보조콜리메타. boron-PE를 가공하여 만든 후 카드뮴 판을 부착하 다.

나) 시료 지지대 제작 

시료를 중성자빔의 중앙에 입사시킬 수 있도록 정렬하기 위해 XY 방향 

및 Z(수직) 방향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Al 으로 제작한 높이 200mm의 스페이서 

위에 2개의 Newport 271, SIGMA 903-1 Z 이송대 및 SIGMA KOKI X-Y 이송

대를 결합 고정하여 시료 지지대를 제작하 다. 

그림 12. 시료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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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료받침대 제작

아래의 그림과 같이 카드뮴 봉을 직경16.5mm, 높이 34mm로 가공하여 

윗단의 지름방향으로 폭3mm, 깊이 2mm의 홈을 파내어 그 안에 zircaloy 시료를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시켰다. 이때, 순간접착제 내에 존재하는 수소에 의

한 산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제가 홈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Cd-base

Φ16.5mm×H34mm

sample(zircaloy+polypropylene films)

W8mm×H38mm×t2mm

그림13. Cd rod로 제작한 시료 받침대(아래)와 시료(위)를 부착한 모습

3.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이용한 수소량과 NIS와의 관계 측정

아래의 그림14와 같은 배치로 시료를 빔의 중앙에 오도록 위치한 후, 중

성자 카메라로 촬 하여 시료가 빔의 중앙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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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본 측정을 위한 실험배치. polypropylene film(두께 6μm)는 zircaloy 

측면에 알루미늄 호일로 부착한 채로 측정하 다.

그림 15. 빔의 중앙에 시료가 놓여 있음을 확인

하는 중성자사진

가) 실험결과 및 계산

수소의 양과 NIS 합과의 선형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시료는 

Zr(97.5wt%)Nb(2.5wt%) 합금이며, 이에 대한 회절 패턴을 측정한 후 Bragg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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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피크를 피하도록 역을 설정하여(그림 16) 이 역에 대한 NIS의 합을 구할 

수 있도록 excel sheet를 만들었다. 이 excel sheet는 raw data를 불러들이면, 32

개의 검출기의 효율에 따라 보정을 하여 NIS 역에 대한 합을 표시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일종의 programming sheet이다.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수소는 polypropylene으로 그 시료에 대한 정보는 

표1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Zircaloy는 그 크기가 대략 9mm ×40mm×2mm이고 

질량은 7.05g이지만, 카드뮴으로 만든 시료받침대의 깊이 2mm의 홈에 잠긴 부분

을 제외하면 7.05 g × 38/40 = 6.70 g이 된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Polypropylene의 제원

chemical unit 도 두께 수소분율

C3H6 0.978 g/cc 6 μm 6/42 = 1/7

폴리프로필렌 필름은 약 36mm×5mm 크기(1.22mg)로 잘라서 1장씩 추

가해 가며 측정하 는데, 1장의 필름에 포함된 수소의 양은 다음과 같다.

mass(H)
mass(Zircaloy)

 =  
1.22mg×

6
42

6.70g
 =  26.0 μg/g (or ppm)

즉, 폴리프로필렌 1mg은 수소 21.3 ppm에 해당된다.

장치 및 주위환경에 기인한 NIS의 향을 보정(빼 주기) 위해 다음의 측

정을 하 다.

1) 시료를 제외하고 측정한 NIS합 = 6160 (BKG)

2) Zircaloy만 놓고 측정한 NIS합 = 15120

==> Zircaloy - BKG = 15120 - 6160 = 8960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의 함량이 증가하여도 중성자회절 패턴에

서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미미한 차이의 BKG 준위의 증가가 있다. 이러

한 미소한 차이는 NIS 역에 대한 합을 구하여 그래프에 옮겨 놓고 비교할 때

에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한 수소함량 대 NIS합의 선형관계 

측정은 2000년 9월 20일과 2000년 9월 21일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림 18에 나타난 것처럼 오차 내에서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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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순수한 지르코늄(Zr) 및 여러 지르코늄 합금에 대한 중성자 회절패턴. 빗금 

친 역은 Bragg 회절피크를 피한 NIS 역으로 excel sheet로 계산되어지는 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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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폴리프로필렌 7.66mg (H 151ppm)을 부착한 zircaloy와 그렇지 않은 zircaloy

의 BKG 준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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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이용하여 측정한 NIS합과 수소함량과의 상관관계



- 31 -

나) 측정 한계 (sensitivity)의 어림

폴리프로필렌 필름 1장(1.22mg 또는 26.0ppmH)만 시료(zircaloy) 위에 부

착하 을 경우의 NIS합은 16260으로 zircaloy만 놓고 측정한 경우보다 

16260-15120=1140 counts의 증가를 측정할 수 있었다. 통계적 오차를 표준편차의 

2배로 고려하면, 약 250 counts (약 1.6%)가 되어서 26.0ppm×250/1140∼6ppm이 

된다. 측정은 모니터 모드로 M=20,000×1(0.1°step, Ttot ∼9 min)로 하 는데, 

M=100,000×1(0.1°step, Ttot∼30min)으로 하게 되면 측정시간은 약3배 소요되지

만 통계오차는 약 0.7%로 줄어들게 되어 약 2.5 ppm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표2

는 측정조건에 따라 예상되는 측정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2의 계산은 그림16에 표시된 역에 대한 NIS합에 근거한 것이다. 따

라서 고각 쪽의 NIS 역중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면 측정한계는 

좀더 개선될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시간과 측정한계는 선형적인 관

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약 1시간 전후의 측정시간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지만, 빔

타임을 충분히 확보하면 1ppm이하의 측정한계도 가능하다.

표 2. 측정조건(시간)에 따른 측정한계(sensitivity) 추정

측정모드

(0.1° step)
M=20,000×1 M=100,000×1 M=100,000×2 M=100,000×4 M=650,000

측정소요시간

(원자로출력24MW, 

시료양 6.7g 기준)

약 9분 약 30분 약 1시간 약 2시간 약 3.3시간

통계오차 1.6 % 0.72 % 0.51 % 0.36% 0.28%

측정한계

(ppm)
5.7ppm 2.5ppm 1.8ppm 1.3ppm 1.0ppm

표2의 측정한계 추정치는 하나로의 열출력이 24MW이고, HRPD의 

collimation이 표3과 같은 경우에 대한 계산으로 원자로의 출력이 변화되거나 장

치의 설정조건이 변화되면 달라지게 된다.

표 3 . 본 실험의 측정 및 표2의 계산에 사용된 HRPD의 collimation 조건

collimation
α0 [ ' ]
ratary shutter
collimator

α1 [ ' ]
first collimation
unit

α2 [ ' ]
second collimation
unit

α3 [ ' ]
third collimation 
unit

setting 20 open (∼40) open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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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분석법으로 수소 함량을 측정한 두 종류의 지르코늄 합금에 대한 NIS 측

정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팀으로부터 입수한 두 종류의 

zircaloy 시료에 대한 비간섭성 산란을 측정하 다. 두 시료에 대한 정보는 표4와 

같다. 2000년 9월 21일에 Zr+2.5%Nb합금에 대해 측정하여 얻은 수소 함량과 

NIS합과의 관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양을 환산 해주는 계산이 필요하

다. 시료 외적인 요인에 의한 NIS합(BKG)을 총 NIS합에서 빼준 값을 시료 질량

비로 보정해서 그림 18과 비교한다.

표 4. 두 종류의 지르코늄합금에 대한 정보

시    료 ZrSnFeCr ZrSnNbMo

성 분 비

wt% (괄호안은 at%)

Zr 98.35 (98.41)

Sn 1.3 (1.0)

Fe 0.2 (0.33)

Cr 0.15 (0.26)

Zr 98.9 (98.97)

Sn  0.2 (0.15)

Nb  0.8 (0.79)

Mo  0.1 (0.1)

측정에 사용된 시료양 13.42 g 11.94 g

수소함량

화학 분석법 9.5 ppm 40.5 ppm

NIS 합(측정치) (23447+23182)/2=23315 (21761+21910)/2=21836

표5의 비고에 언급한 것처럼 시료 A 내에는 수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험하 다. 따라서 B와 C의 수소함량이 음의 값을 갖는

다는 것은 시료 A보다 단위 질량당 수소 함유량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시료B와 C의 수소 함유량의 차이는 화학분석법에 의하면 31 

ppm 으로 측정되었는데, NIS 측정법에서는 대략 6 ppm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가능한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료 조성의 차이

지르코늄에 첨가된 원소들의 함량이 모두 1 at% 이하이며, 각 금속 원소

의 비간섭성 산란 단면적×함유량×100은 시료 C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지만, 시료 B에서는 수소에 의한 값과 엇비슷하여 무시할 수 없다. 이들 첨가원

소에 의해 시료 B의 수소 농도는 약 10 ppm정도 더 크게 관측된다.(표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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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두 지르코늄합금에 대한 수소함량 계산표

시  료

A B C

Zr+Nb2.5% 

(폴리프로필렌 없이)
ZrSnFeCr ZrSnNbMo

NIS합

BKG 6159 6060

total 15116 23315 21836

sample

=total-BKG
8957 17255 15776

질량보정치

=sample×

(mass ratio)

8957×(6.70/6.70)

= 8957

17255×(6.70/13.42)

= 8615

15776×(6.70/11.94)

= 8853

A시료를 0 ppm 기준

으로 한 수소함량
0 ppm

(8615-8957)/40.6

= -8.4 ppm

(8853-8957)/40.6

= -2.6 ppm

비고
A시료의 단위 수소량에 대한 NIS합 증가분은 40.6count/ppm임

A시료 내에 존재하는 수소함량은 모르는 상태임.

표 6.  시료 내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비간섭성 산란 단면적과 함유량

원소
σinc 

(10
-24
 cm

2
)

시료 B (9.5 ppm) 시료 C (40.5 ppm)

함유량(at%)
σinc×

함유량×100
함유량(at%)

σinc×

함유량/100

H 80.26 0.0086 69 0.037 300

Zr 0.02 98.41 200 98.97 200

Sn 0.022 1.0 2.2 0.15 0.33

Fe 0.4 0.33 13 - -

Cr 1.83 0.26 48 - -

Nb 0.0024 - - 0.79 0.21

Mo 0.004 - - 0.1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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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료 제조 방법의 차이

시료 C는 압연 가공을 한 흔적이 보이나 B는 그렇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압연 가공을 하게되면, 금속의 결정구조에 변형(strain)을 일으키어 Bragg peak

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셋째, 또한 시료의 제조 공정상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성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NIS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화학분석법상의 오차

시료를 고온에서 용융시켜 기화된 기체 속의 수소함량을 정하는 방법으

로 여기에 수반되는 오차를 고려하여야 하나 정량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사하기

로 한다.



- 35 -

제3장 결론 및 향후 계획

수소에 의한 중성자산란의 고유한 특성인 “매우 큰” 비간섭성 산란을 이

용하여 금속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적은” 양의 수소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정 하게 측정해 낼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수소함량의 측정한계 및 정 도를 가늠하고자 하는 시험적 성격의 

실험이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료 외적 요인에 의한 배경산란을 줄여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2차 콜리메타 

끝단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빔가이드의 재질을 현재의 알루미늄+카드뮴 판 대신

에 boron-PE을 가공하여 만들고 카드뮴 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

하면 이로 인한 배경산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들어오는 배경산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뮴 커튼만으로는 부족하다.

2) HRPD의 시료대의 상온 측정용 셋팅인 회전모터의 축 위에 시료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시료지지대를 제작하여 측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측정에 소요되는 

준비시간이 길거나 절차가 번거러우면 활발한 이용을 저해하게 된다.

3) 여러 종류의 시료의 모양(봉재, 선상, 판상 혹은 관의 일부)을 수용할 수 있고, 

시료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카드뮴 받침대와 알루미늄으로 관으로 이루어진 시료

홀더가 필요하다. 일정한 규격의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수준은 BKG를 얻도

록 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4) 측정시간이 길면 통계적 오차가 줄어들어서 측정의 감도(sensitivity)과 정 도

(accuracy)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표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의 감도를 나타

내는 측정오차는 측정시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측정시간

을 늘리는 것 외에도 중성자의 파장을 늘려서 Bragg peak들을 좁은 범위로 모여

들게 하여서 NIS의 합을 구하는 역을 늘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미국 

Kvardakov[J. Appl. Phys., 83(7), 3876 (1998)] 등이 NIST에서 1997년에 측정할 

때 사용한 중성자는 열중성자보다 파장이 긴 냉중성자를 사용하 었다.

5) 측정에 사용할 시료의 절대적인 수소함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료중 일부를 

진공 고온로에 넣고 장시간에 걸쳐 1000℃이상까지 승온시킨 후 고진공으로 상

태를 유지하고 다시 서냉시키는 과정으로 수소를 제거시킨 시료를 준비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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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측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금속 시료의 열처리는 결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6) 시료 내에 소량 혹은 미량 첨가되는 원소들에 의한 NIS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소에 따라서는 그리고 함유량에 따라서는 수소에 의한 NIS 계산에 무시

할 수 없는 향을 끼칠 수 있다.

7) 수소가 수화물 상태로 존재할 경우 NIS외에 간섭성 산란에 의한 Bragg 회절

패턴에 대한 정량 상분석 기법을 병행하여 수소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

여야 한다. 

8) 시료를 저온에서 측정하여 열적 잡음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항이 개선되면, 특별한 장비의 도입 없이도 하

나로에 설치되어 운 중인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로 압

력관이나 핵연료 피복관 등 원자력 산업에 사용중인 금속재료 내의 수소함량을 

비교적 정확히 정량할 수 있어서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기대된다.

수소문제 외에도 중수소의 함량을 정량하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

만, 중수소의 비간섭성 산란 단면적은 수소에 비해 1/40으로 작아서 배경산란의 

효과적인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측정이 곤란하다. 또한 중수소의 1/100 수준

으로 수소가 함유되었을 경우에도 그 향을 무시할 수 없어서 두 동위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 차별적으로 정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험적 시료 외에 산업체에서 실제로 사용중인 시료를 

확보하여서 시료 중 일부는 고온 진공 추출 방식으로 내부의 수소를 완전히 제

거하여 기준시료를 만들고, 이 기준시료와 처리하지 않은 시료에 대한 NIS를 측

정하여 수소의 양을 정량하고자 한다. 측정에 사용된 두 시료에 대해 화학분석을 

의뢰하여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수소의 함량 측정 외에도 시료내의 수소의 

분포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수소 취화현상에 의한 국부파손

을 예측 또는 조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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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26일에 개최된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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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Chemical Applications of Neutrons



Chemical Applications 

of Neutrons

Dr. V. A. Somenkov (Kurchatov Institute. ,Russia)

   Method:

Start→Development→Fundamental→Application

   Analysis:

•sensitivity

•accuracy

•selectivity

•nondestructive

•local (distribution)

•reproducible

•amount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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