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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DUPIC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감한 핵물질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DUPIC 공정에서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과 공정내 핵물질이 평화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감시하는 격납.감시 기술 등을 포함하는 DUPIC 시

설의 안전조치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개발되는 안전조치 장비를 

이용하여 DUPIC 시험시설에서 IAEA 안전조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함으

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핵 투명성을 증진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DUPIC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핵물질 측정장치, 핵물질의 계량 프로

그램 및 핵물질의 전용 감시장치 등으로 구성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

합 안전조치 체제를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DUPIC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원활한 가동을 지원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당해 단계의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핵물질 측정 시스템 검증

- DUPIC 핵물질 측정장치의 Cm ratio에 의한 핵물질 함량 측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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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물질 측정 시스템 calibration, 오차 평가에 의한 측정장치 보완 및 

교정

-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분석 및 오차 평가

- NDA 측정치 실시간 검증을 위한 DA 방법 개념 설정

- DSNC를 상용 시설용으로 개량을 위한 시스템 설계

2. 핵물질 측정장치 계장기술 개발

- NDA 측정장치와 계량관리 장비와의 통합

- 데이터 모니터링 Server와 핵물질 측정장치와의 인터페이스 구축

- DUPIC 시설 핵물질 측정장치 계장 체제 구축

3. 실시간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

- DUPIC 공정 MUF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DUPIC 시설의 계량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접속에 의한 실시간 

물질수지 관리 검증

- IAEA 계량보고 체제 지원을 위한 Database 개발

4. 연속 무인감시 시스템 개발

-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 hot test 수행

-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연속 무인감시 시스템 개발

- IAEA 감시장비와의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 IAEA Remote monitoring 체제 수립

5. DUPIC 시설 안전조치 체제 개정 및 이행

- DUPIC 번들 제조용 사용후핵연료 사용허가

- DUPIC 시설 IAEA 설계정보서 개정

- DUPIC 시설 안전조치 체제 이행

6. 웹기반 원격 처리용 계량관리 프로그램 개발(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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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당해 단계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핵물질 측정 시스템 검증

- DUPIC 핵물질 측정장치의 Cm ratio에 의한 핵물질 함량 측정 검증

∙DFDF 시설 핵물질 측정 방법 체계화

∙총 9개의 batch를 DFDF 시설내 반입하여 Cm ratio 방법을 이용하여 

핵물질 측정

∙두번의 PIV를 성공적으로 수행

∙DSNC를 이용하여 탈피복율 및 핵물질 균질도 측정

- 핵물질 측정 시스템 calibration 및 오차 평가에 의한 측정장치 보완 

및 교정

∙DSNC 측정 오차 평가

∙유도 핵분열 중성자에 기인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성자 증배 

계수 평가 및 보정(질양 20kg을 갖는 듀픽번들의 경우 

multiplication은 1.02736)

∙직접 측정법과 MCNP 코드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잘 일치함

-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분석 및 오차평가

∙2회에 걸쳐서 화학분석 수행하여 DSNC 측정결과와 비교함

  (플루토늄의 경우 오차를 2-6% 범위을 보임)

- NDA 측정치 실시간 검증을 위한 DA 방법 개념 설정

∙미국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제안한 DA 방법 분석

∙DA 방법 혼용시 측정 오차 분석

- DSNC를 상용 시설용으로 개량을 위한 시스템 설계

∙사용후 핵연료 중성자에 의한 중성자 감속능률 평가 시스템 제작

∙Cf-252 중성자의 고 도 폴리에틸렌에서의 중성자 에너지와 개수 변

화 측정

∙He-3 기체 중성자 측정장치간 거리에 따른 중성자 개수 변화 측정

∙저농축 우라늄 측정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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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측정 장비인 DSNC 시스템 보완 연구

2. 핵물질 측정장치 계장기술 개발

- NDA 측정장치와 계량관리 장비와의 통합

∙DFDF의 NDA 측정장치와 계량관리 장비와의 통합

- 데이터 모니터링 Server와 핵물질 측정장치와의 인터페이스 구축

∙DSNC 구동 소프트웨어인 MIC, Radiation Review, INCC간의 인터페이스를 

구축

- DUPIC 시설 핵물질 측정장치 계장 체제 구축

∙방사선 센서 신호 측정장치 개발

∙시리얼 통신기반 방사선 센서와 중량계수기 통합 계장 프로그램 개발

∙TCP/IP 기반 방사선 센서와 중량계수기 통합 계장 시스템 개발

3. 실시간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

- DUPIC 공정 MUF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DUPIC 공정 MUF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정립 및 MS Excell version 

프로그램 개발

- DUPIC 시설의 계량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접속에 의한 실시간 

물질수지 관리 검증

∙DMAS의 문제점 보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Web 기반의 클라

이언트/서버 시스템으로 구성

∙NDA 측정/계량 장비 출력 데이터를 DMAS DB에 추가

- IAEA 계량보고 체제 지원을 위한 Database 개발

∙IAEA 계량보고 체제 지원을 위한 Database 구축

∙IAEA 계량관리 보고자료(ICR, PIL, MBR) 및 사찰관련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4. 연속 무인감시 시스템 개발

-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연속 무인 감시 시스템 개발

∙실시간 통합감시를 위한 ISA 버스 다중 디지털 신호처리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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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시장비의 상 및 방사선신호 처리용 소프트웨어 모듈 개발

∙인공신경망에 기반을 둔 핵물질 거동 진단 소프트웨어 모듈 개발 

∙감시장비의 데이터 취득, 처리 및 원격 감시․관리 기능을 갖춘 통합 

감시시스템 개발 및 운

-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 hot test 수행

∙총 20여 회에 걸친 DFDF 핫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캐스크 이송 실

험을 통해, 1단계에서 개발된 감시시스템의 성능 시험을 수행

∙hot test 결과를 분석하고 감시시스템의 성능 개선 작업 진행(인공신

경망 모델 변경, 상처리 알고리즘 개선, TCP/IP 원격 통신 프로그

램 수정)

- IAEA 감시장비와의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자체 개발된 중성자 검출기 및 계량관리용 중성자 카운터의 IAEA 

인증 획득

∙DUPIC 감시 장비 신호를 IAEA 감시장비와 공유하도록 설치․운

- IAEA Remote Monitoring 체제 수립

∙IAEA Remote Monitoring 체제 수립을 위한 VPN 기술 현황 분석

∙VPN을 이용한 Remote Monitoring 체제 구축 방안 수립

∙VPN을 이용한 Remote Monitoring 성능 확인을 위한 국제협력계획 

수립 (미국 SNL, 일본 JNC, IAEA) 

5. DUPIC 시설 안전조치 체제 개정 및 이행

- DUPIC 번들 제조용 사용후핵연료 사용허가

∙사용후핵연료 사용을 위한 한.미간 Joint Determination 체결(‘02.1)

  (2007년 6월까지 DFDF 시설내에서 200 Kg의 사용후핵연료 사용)

- DUPIC 시설 IAEA 설계정보서 개정

∙DUPIC 시설(DFDF) 설계정보서 개정

∙PIEF 설계정보서(DUPIC 분말/펠렛 특성화시험 종료 반 ) 제출

∙카나다 NRU 조사시험을 위한 미국산 핵물질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서 

제출(MOST→DOE,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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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IC 시설 안전조치 체제 이행

∙DFDF 시설 운 과 관련한 IAEA 사전보고 (2000년도 3회, 2001년도 

5회)

∙IAEA 사찰 수검 및 핵물질계량관리보고서 IAEA 제출 (물자재고조

사를 포함한 2000년도 8회(2/4분기 이후 4회), 2001년도 4회 수검)

∙IAEA 감시장비 설치 및 보수 지원(카메라 5대 및 서버 설치)

6. 웹기반 원격 처리용 계량관리 프로그램 개발(위탁) 

- DUPIC 시설의 핵물질 안전조치 체계 분석

- 기존 시스템의 구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 웹기반의 핵물질 계량관리 S/W 완성

- 프로그램 테스트 및 디버깅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DUPIC 시설의 핵물질의 안전조치 체제구축을 위하여 수행된 제 2단

계 연구기간의 기술개발은 크게 나누어서 DUPIC 공정에서의 비파괴 측정

방법에 의한 PWR 사용후핵연료내 핵물질의 내용물함양 조사를 위한 측

정 시스템 개발 및 검증, 핵물질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원격 무인 격납 

및 감시 시스템 개발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술들 중 사용후핵연료 내 핵물질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장치

(DSNC)는 이미 성능 검사를 완료하여 IAEA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DUPIC 시험시설에서 핵연료물질 계량관리를 위하여 활용 중에 있다. 이 기

술은 핵물질 안전조치 분야뿐만 아니라 공정 QA 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관련 방사선 측정 산업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

어 우리나라의 중성자 측정 및 이용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웹기반의 원격 무인 격

납 및 감시 시스템 개발은 IAEA 원격 감시 체제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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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DUPIC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개발된 안전조치 기술들은 DUPIC 핵연료주기뿐만 아니라 타 

핵연료주기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대한 국제

적 신뢰성과 핵 투명성을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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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DUPIC Safeguards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Research

1. Purpose

The objectives in this research project are to develop and integrate 

safeguards technologies including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for a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fuel cycle facility. The secondary objective is to 

implement IAEA safeguards for lab scale facility during DUPIC process 

development stage.

2. Necessity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afeguards related 

technologie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could be timely established to meet the requirements given by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consists of bulk forms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near real time accountability system, and built-in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These could, therefore, contribute 

domestically to the smooth operation of overall DUPIC fuel cycle R&D 

work, and internationally to the promotion of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DUPIC activity in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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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s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performed from 2000 to 

2001 are as follows;

1. Verification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in DFDF

-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of DSNC (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 using curium ratio technique

- Calibration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and its 

modification by measurement error estimation

- Comparison of DSNC measurement results and chemical analysis 

results

- The establishment of DA concept to use nuclear material system 

based NDA method with near real time 

- The design of DSNC for a commercial facility

2. The Development of I&C Technologies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 Integration of NDA system and MC&A system

- Interface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and data 

monitoring system  

- Establishment of I&C environment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3. The Development of MC&A System and Its Operation

- The development of software for MUF evaluation of DUPIC facility

- Verification of Near Real Time Counting system by interface of MC&A 

software and hardware

- The development of database for supporting IAEA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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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evelopment of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of DUPIC  

facility

- The hot test of surveillance system using neural network

- The development of continuous/unmaned surveillance system 

using neural network

- The integration of KAERI surveillance system and IAEA system.

- The establishment of IAEA remote monitoring system 

5. The Update of Safeguarding Activity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IAEA 

Inspection 

- Receiving prior-consent for the use of 200kgU in DFDF from the 

U.S.

- The modification of DIQ for DFDF

- Implementation of IAEA and domestic Inspection 

6. The Development of Web-based MC&A Program

IV. Results of Research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conducted in this phase are as 

follows;

1. Verification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in DFDF

-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of DSNC (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 using curium ratio technique

∙The Establishment of method and procedure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in DFD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of a total of 9 batch spent fuels 

using the curium technique

∙Successfully subjected to IAEA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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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ablished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method

∙Measurement of decladding performance and homogeneity by the 

DSNC (decladding rate : 99.86%)

- Calibration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and its 

modification by measurement error estimation

∙Error estimation of DSNC

∙Evaluation of multiplicity in DSNC to decrease the measurement 

error due to induced fission neutron

  .leakage multiplicity in DUPIC bundle : 1.02736

  .Comparison of direct measurement method and MCNP code 

method

- Comparison of DSNC measurement results and chemical analysis 

results

∙Chemical analysis of DUPIC process material (Two times)

∙relative error of measured value and DA value : 2 - 6 % for Pu

- The establishment of DA concept to use nuclear material system 

based NDA method with near real time

∙Analysis of DA method proposed by Algon National Laboratory

∙Error estimation in case that the DA and NDA are used 

simultaneously(the measurement error could be decrease by one 

third)

- The Design of DSNC for commercial facility

∙Manufacturing experiment model for evaluation of neutron 

moderating performance

∙Measurement of neutron energy and the number of neutron 

emitting Cf-252 neutron source in high density poly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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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the number of neutron in variation of space 

between He-3 detectors

∙The development of enrichment measurement system for Low 

enriched uranium powder

2. The Development of I&C Technologies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 Integration of NDA system and MC&A system

∙Integration of NDA system of DFDF and MC&A equipment

- Interface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and data 

monitoring system

∙Interface among MIC, Radiation Review and INCC for DSNC

- Establishment of I&C environment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system of radiation sensor 

signal

∙The development of integration program of radiation sensor based 

serial communication and balances

∙The development of integration I&C system based TCP/IP of 

radiation sensor and balances

3. The Development of MC&A System and Its Operation

- The development of software for MUF evaluation of DUPIC facility

∙The development of program based MS Excel for MUF evaluation 

of DUPIC facility

- Verification of Near Real Time Counting system by interface of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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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nd hardware

∙Modification of DMAS program and its user interface - established 

web-based the client/server system

∙NDA measurement data are added in DMAS database

- The development of database for supporting IAEA reporting 

system 

∙The development of database for supporting IAEA reporting 

system 

∙Adding IAEA reporting formats such as ICR, PIL and MBR to the 

database,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 associated with 

IAEA inspection

4. The Development of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of DUPIC 

facility

- The hot test of surveillance system using neural network

∙A total of 20 times of hot test when spent fuel casks are attached 

and detached on DFDF hot cell door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surveillance system developed in 

first phase

∙Performance improvement of surveillance software (modification of 

neural network model, modification of image treatment algorithm, 

improvement of remote communication program based on TCP/IP)

- The development of continuous/unmaned surveillance system 

using neural network

∙The development of ISA bus digital signal treatment system for 

integrated surveillance

∙The development of software module for image and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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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treatment of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The development of software module for nuclear material 

movement diagnoses based on neural network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with data aquisition, treatment and remote control functions

- The integration of KAERI surveillance system and IAEA system

∙The aquisition of IAEA authentication of neutron monitor and 

neutron counter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Linkage of DUPIC surveillance signal with IAEA surveillance 

system

- The establishment of IAEA remote monitoring system 

∙The status of art of VPN technology for IAEA remote monitoring 

installation

∙The establishment of approaches for IAEA remote monitoring 

using VP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s with SNL, 

JNC and IAEA for verifying remote monitoring performance 

using VPN

5. The Update of Safeguarding Activity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IAEA 

Inspection 

- Receiving prior-consent for the use of 200kgU in DFDF from the 

U.S.

∙Joint Determination between Korea and U.S. for the use of US 

origin spent fuels was signed in Jan. 2002. The agreed amount of 

spent fuel are 200 kg U-base in DFDF up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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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dification of DIQ for DFDF

∙The modification of DIQ in the areas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method, DFDF design and layout, equipment 

description

∙Submit PIEF DIQ considering termination of DUPIC powder and 

pellet characteristics experiment to IAEA

∙Submit prior consent report on re-transportation of US origin 

spent fuel for DUPIC fuel irradiation and test in NRU of Canada 

to US government (Oct., 2001) 

- Implementation of IAEA and domestic Inspection 

∙Reporting nuclear material movement activities in DFDF to IAEA 

(three times in 2000, five times in 2001)

∙Receiving IAEA and domestic Inspection including two times of 

PIV

∙Supporting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IAEA camera(5 cameras 

and related server installation)

6. The Development of Web-based MC&A Program

- The analysis of DUPIC safeguards system 

- The analysis of existing database structure and database design

- The development of web-based MC&A software

- The test and debugging of the developed program

V. Application Plan of the Research Results

DUPIC Safeguards R&D in the second phase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and its operation 

and verificati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ing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remote and unmanned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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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system. 

Of them, the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was authenticated 

from IAEA and officially used for IAEA and domestic safeguards 

activities in DFDF. It was verified that the system could be used for 

quality control of DUPIC process. The system developed here can be also 

applied to radiation measurement industry.  

 It is recognised that the diagnostic software using neural network 

and emote and unmanned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developed here 

could be key technologies to go into remote and near-real time 

monitoring system. 

The result of this project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similar nuclear 

fuel cycles like MOX and pyroprocessing facility as well a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UPIC safeguards. In addition, it will be helpful to 

enhance international confidence build-up in the peaceful use of spent 

fue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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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핵비확산 핵연료주기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s in CANDU Reactors) 기술은 안전조치의 보장

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기존의 CANDU 핵연료 제조

시와는 달리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제조 가공

하는 공정이 포함되므로써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안전조치 기술이 검증

되거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재가공하는 DUPIC 공정의 핵물질 안전

조치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나, 지금까지 국내

에서 핵물질 안전조치 이행은 IAEA와 미국의 일방적인 간섭과 감시로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DUPIC 공정의 안전조치 연구를 수행하게 된 이후 

KAERI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조치 기술개발이 IAEA와 미국 DOE의 적

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써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개발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핵연료 제조 시설의 

중량계수공정의 안전조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 방사성물질 취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파괴 측정기술, 원

격 측정기술, 핵물질 계량관리, 시설 격납 및 감시 기술 등은 DUPIC 핵물

질 안전조치 기술의 개발을 통해 확보가 가능할뿐더러 향후 핵확산 저항

성을 갖는 핵연료주기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핵확산 저항성이 있는 공정은 공정물질에 항상 핵분열생

성물과 같은 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고유

한 핵확산저항성은 증가되나 반대로 핵물질을 비파괴적으로 정 하게 측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측정오차 및 MUF(Material Unaccounted 

For)의 증가로 인하여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개발에 장애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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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UPIC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은 DUPIC 시설의 안전조치성 

검증이라는 주목적 이외에 향후 국내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이라는 부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에 재한 안전조치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내 Fissile 함량 및 생성된 DUPIC 소결체, 봉 및 다발내 

Fissile 함량 측정을 위한 비파괴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Hot-Cell 

내 실시간 계량관리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적인 의무이행이 원활하게 추

진되어야 한다. 또한, 측정장비들은 고준위 방사성 작업 환경에서 운 되

어야 하므로 Background 의 간섭을 무시할 수 있는 핵물질의 측정, 계량 

그리고 검증을 위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며, 실시간 계량관리 기법을 도

입함으로써 중량계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물질 측정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DUPIC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을 위해 1991

년도부터 1993년도까지는 DUPIC 핵연료주기의 안전조치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 고, 1994년부터 1996년도까지는 DUPIC 핵연료 실험적 검

증을 위한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의 설계 및 DUPIC 시설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기술 개념 정립 단계 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자력 

중장기 계획의 1단계 수행연구는 크게 중성자 검출법에 의한 핵물질 측정

장치 개발 및 실증, DUPIC 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계량관리 시스템 개

발, DUPIC 시설의 격납 및 감시를 위한 감시 시스템 개발과 미국의 사용

후핵연료 사전동의와 IAEA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부록 확보 및 국제

협력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000년부터 계속 진행된 2단계 수행 연구는 DUPIC 핵물질 측정장치

의 효율성 증가와 측정오차의 저감 등을 통한 핵물질 측정 시스템 검증, 

핵물질 측정장비와 계량관리 장비와의 인터페이스 등을 통한 핵물질 측정

장치 계장기술 개발, 공정 내 핵물질 양의 계량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

발 등을 통한 실시간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 , 그리고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연속 무인 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연구 목표로 수행되었다.

DUPIC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수행 결과의 가장 핵심 결과

물은 미국산 사용후핵연료의 사용허가 및 연구투명성 확보, DUPIC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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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DIV(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DUPIC 핵물질의 계량을 위

한 핵물질 측정장치 개발, DUPIC 시설의 IAEA 계량보고를 위한 실시간 

계량관리 기술개발 및 MUF 평가 체제 구축, 연속 무인 감시 시스템 개발 

및 각종 감시 장비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변형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

료 사용허가를 취득하고 IAEA로 부터 안전조치 계획의 승인을 득하기 위

해 안전조치 장비 개발과 Implementation 계획을 DUPIC 연구일정에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국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DUPIC 안전조치 기

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은 1995년 11월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서명한 과

기부/DOE 간의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공동연구 약정에 따라 지속되

었으며, 주요 연구범위는 KAERI가 모든 연구과정을 주도하고 미국의 LANL 

(Los Alamos National Lab.)은 설계 부분과 개발된 시스템의 평가에 기술 자

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는 각자가 자체 연구비

에 의해 충당하 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한국 KAERI, 카나다 

AECL, 미국 DOS 및 IAEA의 4자간 DUPIC 과제검토회의를 통해 검증된 

후 DUPIC 시설의 IAEA 사찰활동을 위한 기술로서 이용되었다.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의 경우 PWR 사용후핵연료의 내용물 성분

은 분리되지 않으므로 공정의 전.후를 통하여 핵물질 양은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한다. 따라서 핵물질 안전조치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항상 

추적 관리되어 DUPIC 공정이 원활하게 가동되게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핵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DUPIC 공정에서의 비파괴측정 기술

은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검출하여 원격으로 내용물을 분석하

는 방법과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파괴 중성자 검출장치의 설계, 

제작 그리고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연구 내용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NDA 방법에 의한 계측장치로써 세계 최초로 고 방사성 핫셀 내에서 핵

물질을 정량 측정할 수 있는 DSNC(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개발하 으며, IAEA등 대외적인 기관에 공인을 얻어 DUPIC 시설의 안전조치

이행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중성자 계수 측정에 의한 IAEA 계량관리 데이터의 생산은 비파괴적

으로 직접 SNM 값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Cm ratio(Cm/Pu, C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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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U-235)에 의한 핵물질 함량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위해 각종 소프트웨어를 LANL과 공동연구로 개발하 으며 IAEA

로부터 공인 받아 DSNC에 의한 DUPIC 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핵물질 측정 시스템 Calibration 및 오차 평가에 의한 측정

장치 보완 및 교정을 통해 DSNC를 상용 시설용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 

중성자 감속능률 평가 시스템 제작, 고 도 폴리에틸렌 및 He-3 기체의 

중성자 개수 변화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DSNC 시스템을 보완하

다. 한편, DUPIC 시설에 반입되는 사용후핵연료 이외에 저농축 우라늄의 

핵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Semi-peak-ratio 알고리즘을 통한 저농축 우라늄 

측정장치를 제작하여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분석

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달성하 다.

NDA 측정장치와 계량관리 장비와의 통합은 DSNC 구동 소프트웨어

인 MIC, Radiation Review, INCC 프로그램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

시간으로 측정장비에 입력되는 방사선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핵물질 이동

상황을 분석하여 핵물질의 유무 및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

터 모니터링 서버와 핵물질 측정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축되었다. 

또한, 시리얼 통신기반과 TCP/IP 기반 방사선 센서와 중량계수기와의 통

합 계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UPIC 시설의 핵물질 측정장치의 계장 체

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핵물질 계량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업과 시설계통이나 조업의 안

전성 그리고 특히 핵비확산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정감시를 통한 

핵물질의 전용방지와 핵물질 도난방지 및 추적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DUPIC 공정의 핵물질 계량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으며, 

IAEA 사찰보고에 필요한 수치들을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DUPIC 핵연료 제조시설(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을 독립적인 물질수지구역으로 구분하여 이 물질수

지 구역 내에 3개의 유통 측점지점과 7개의 재고 측정지점으로 계량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량관리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 DMAS라는 계량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DUPIC 공정을 모사하여 DUPIC 시설의 계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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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성능을 확인하 다. 2단계에서는 DUPIC 공정의 MUF 평가를 위한 소

프트웨어 개발, DUPIC 시설의 계량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접속에 

의한 실시간 물질수지관리 검증, IAEA 계량 보고체제 지원을 위한 DB 

개발 및 계량관리 보고 체제 구축 및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 체제와

의 총합 계량관리 시스템 수립을 통해 개발된 실시간 계량관리 시스템의 

검증을 이룩하고 시설의 계량관리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한 KAERI 내의 시설들은 당초 DUPIC 제조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들이 아니므로 격납 및 감시 개념 설정이 중요하며 

IAEA에서 인증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 개발은 사용후핵연료 사용의 투명

성과 향후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사항이다. 격납 및 감시 시스템의 목적은 계량관리 검증 빈도 수를 줄여 

사찰비용 및 시설 조업 비용을 절약하고, 핵물질이 예정된 통로를 따라 이

동되는지를 확인하며, 핵물질이 지정된 정확한 측정지점에서 계량되는지를 

확인하고, 핵물질에 접근 및 이동을 통제 및 제한하여 시설의 안전조치 시

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기 단계에는 핵물질 격납 및 감시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구성부의 요소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연

구개발의 목표로 하여 상신호와 방사선 신호를 통합한 시설 감시 시스

템, PIEF내에서 DUPIC 특성시험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감시장비 개

발, 실시간 통합 감시를 위한 ISA 버스 디지털 신호처리 장비 개발, 

DUPIC 시설의 무인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달성하 다. 개발된 무인 감시 

시스템의 검증은 인공신경망에 기반을 둔 핵물질 거동 진단 모듈과 핫셀

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캐스크 이송 실험을 통한 통합 감시 시스템의 성능

시험을 통해 그 우수성이 판명되었으며, IAEA로부터 범용적 사용을 위해 

기술도입을 요청 받은 상태이다. 

한편, 향후 DUPIC Bundle 및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 개발을 위해 

사용될 사용후핵연료의 사용허가를 위해 DFDF 시설 내에서 200 Kg의 사

용후핵연료 사용 타당성에 대한 기술성 보고서를 미국에 제출하여 사용후

핵연료 추가 사용에 대한 한.미간 공동결의(Joint Determination)을 체결하

으며, DUPIC 시설의 IAEA 설계정보서 개정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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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F 시설 운 과 관련된 IAEA 협력 사항으로 2000년도에 3회, 

2001년도에 5회의 운 보고와 2년간 총 12회의 물자재고조사를 포함한 

IAEA 사찰을 수행하 으며, IAEA 감시 장비 설치 및 보수와 핵물질 계

량관리 보고서 제출 등 연구 투명성을 증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명

실공히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중량계수 취급 시설의 안전

조치 운  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웹기반 원격처리에 위한 계량관리는 위탁연구에 의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FDF 시설의 실시간 계량관리 및 무인 감시 시스템에 적용함

으로써 DUPIC 시설의 핵물질 안전조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개발된 최종 연구 결과를 상세히 열

거하 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의 핵심요소 기술 

개발을 위한 안전조치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DFDF 시설 및 타 

핵연료주기 시설의 IAEA 안전조치 의무이행과 핵 공급국에 대한 사전동

의 수행 및 핵 투명성을 도모하고 한국형 핵연료주기 개발의 근간이 되어 

향후 타 핵연료주기 공정의 안전조치 모델로서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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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개 요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식량문제와 더불어 국가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중

요한 문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석탄 및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

고, 공급이 국제정치의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공급불안과 가격

상승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원자력은 고도의 기술 집약

적 에너지로서, 에너지의 안정확보 문제를 기술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

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연료 원

료 물질의 부존 자원의 부재로 인하여 소요되는 모든 원료를 핵공급으로

부터 수입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또한, 핵물질을 도입하는데는 핵물

질의 무기화로의 전용가능성 때문에 핵 비확산에 관련한 국제적인 의무 

사항 즉, IAEA의 안전조치 적용과 핵 공급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 이행 

등의 전제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은 신 핵연료에 대한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진다. 일차 에너지원으로서 천연자원은 에너지 생성과정을 

지나면 완전한 폐기물로 남지만 핵연료만은 그렇지 않다. 신 핵연료가 원

자로에서 1 차적으로 연소된 후 노내에서의 핵반응에 의해 새로운 핵분열

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내외적인 안전조

치 이행에 상당한 제약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1 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내에는 약 3.8Kg 정도의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고 집합체 2-3개 

정도가 되면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질량(Critical Mass)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안에는 아직도 40-50%의 핵 분열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핵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물질을 회수하여 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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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지만, 핵 수출국들은 천연우라늄 자원이 풍부한 세계시장을 구실

로 사용후핵연료의 구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방향의 

연구사업을 국제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도 핵확산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구처분 이후에도 국제적 안전조치를 적용

해야 한다고 IAEA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물질의 처분방향이 양분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는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로 저장시설이 이미 수용 용량을 초과하고 있

다. 또한,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의 처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간 저장시설, 사용

후핵연료의 처리, 처분시설 관련 연구 등이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없

는 현 국가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로, 핵 비확산

을 겨냥한 안전조치 개념을 도입하여 재처리 방법이 아닌 공정을 개발하

고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내에 있는 에너지 

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DUPIC 핵연료를 개발하여 왔다. 동 연구는 국제적

으로 민감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과

제에서는 국내 안전조치 기준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권고하는 IAEA 

Safeguards Criteria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알려진 선.후행 핵연료주기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NPT 안전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DUPIC 

공정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는 IAEA와 이에 대한 긴 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DUPIC 핵연료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공정의 핵물

질 이동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자 입장에서 계량관리 장

비, 격납/감시 장비, 실시간 계량관리 장비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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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사연구 사례에 대한 조사

1. 국외[1-13]

가. NDA 방법을 이용한 핵물질 측정 및 반응도 측정 기술

DUPIC 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물질 뿐만 아니라 여러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정 핵물질 및 공정 폐기물 등에 포함된 핵물질의 양을 정량적

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

학분석 방법으로는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용량 시설에서 사

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며, NDA 측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조사된 후 수년 또는 그 이상 냉각될 경우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원의 대부분은 Cm-244 이다. 공정의 

전후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성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Cm-244의 양

을 NDA 방법을 통하여 측정함으로써 핵물질의 전용여부를 검증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현재 미국 LANL에서는 IAEA 안전조

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장비를 개발해 오고 있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핵물질의 안전조치(Safeguards) 관리측면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양을 Active 혹은 Passive 중성자 측정방법에 의하여 추

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 핵물질 측정기술은 핵분열성 물질 혹은 

비 핵분열성 핵물질에서 일어나는 (α, n) reaction, spontaneous fission 

그리고 fissile materials에 induced fission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수를 측정

하여 U-235, Pu-239 핵물질의 함유량을 추정하여 왔다. 그러나 사용후핵

연료로 핵연료를 만드는 DUPIC 핵연료는 핵물질뿐만 아니라 핵분열 생성

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핵물질의 양을 보다 정

확하게 추정하기 쉽지않다. 따라서 주로 induced fission을 이용하는 반응

도 측정방법을 미국 LANL과 한국 KAERI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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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간 계량관리시스템

핵물질 계량관리시스템의 설계방법으로는 크게 재래적인 계량관리와 

실시간 계량관리방법(Near Real Time Accounting : NRTA)으로 분류된

다. 재래의 계량관리방법은 물질수지구역내의 모든 물질들을 측정, 검증하

기 위해 제조공정을 중지시키며, 공정중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물자재고

가 허용 가능한 빈도로 6개월부터 1년내에 물질수지기간을 종료시키는 것

이다. 재래의 계량관리방법과는 달리 가동중인 핵물질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은 민감한 중량계수 시설에서 발생되는 핵물질 손실들을 적시

에 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기술들 중 재처리 시설

의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기술들로는 running book inventory(RBI), 

cumulative flux, adjusted running inventory, NRTA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NRTA는 과거부터 재처리 시설 및 MOX Fuel fabrication facility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NRTA의 기본개념은 공정내의 측정지점에서 자동화된 자료기록능력으

로 측정자료들을 취합한 후 핵물질 계량관리시스템으로 단시간내에 시설

의 물질수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NRTA는 장부재고와 측정재고 간의 차

이가 측정오차에 의해 기인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MUF량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NRTA의 구현은 공정내에 접근이 어려운 물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정내 재고량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핵물질 재고변동사항이나 

핵물질 손실들을 적시에 감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래의 계량관리방법보다 빈번한 물질수지종료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NRTA는 물질수지구역(Material Balance Area : MBA)을 Unit Process 

Accounting Areas(UPAAs)와 같은 작은 물질수지구역들로 분리된다. 

MBA를 UPAAs로 분리함에 따라 적시에 적은 양의 물질까지 계량가능하

며, MBA내에서 나타나는 계량불일치들을 UPAA별로 지역화시킬 수 있

다. UPAAs의 분리로 핵물질이 각 공정별 이동에 따른 추가 측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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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재처리시설에서 NRTA의 적용은 물질수지평가결과 (즉, 미계량물질

에 대한 평가)가 시설의 측정모델에 의해 근거되므로 NRTA 방법을 적용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는 측정모델의 결정에 있다. 측정모델은 관련된 

모든 측정불확실도와 측정시스템 간의 불확실도 관계들이 고려된다.

NRTA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국의 Dounreay fast breeder reprocessing 

plant와 일본 Tokai에 있는 재처리 공장과 Plutonium Fuel Production 

Facility(PFPF) 그리고 독일 Wiederfarbeitungsanlage Karlsruhe(WAK)에 

있는 재처리 시설 등에서 수행되어 왔다. 국의 NRTA 연구는 재처리시

설의 설계검증에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독일에서

는 재처리에 NRTA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재처리시설의 공정중 핵물질 

재고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1978년 이래 NRTA를 계

속하여 시험하여온 일본은 IAEA와 공동으로 field test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인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하 다. 이와같이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통계적 분석 및 

적용, 사찰관을 위한 검증기술, 보장조치에 관련된 시설 설계정보 특징들

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 감시, 그리고 시설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검증 

등을 목적으로 NRTA 기술을 실제 재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왔다.

결론적으로 민감 핵연료 주기시설의 계량관리시스템에 요구되는 주 요

소들은 시설 설계 및 물질흐름도, 시설 보장조치 구성도, MBA 및 

UPAAs 그리고 주요측정지점의 설정, 측정 및 측정통제프로그램, 물질수

지종료와 물자재고, 물질통제와 물리적 방호 그리고 보장조치 결론 유추를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등이 있으며, NRTA는 이와 같은 여러 보장조치 요

소들을 통합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 적용되어 왔다.

다. 격납 및 감시

특정 핵시설에 대한 IAEA 보장조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격납 및 감시체제가 뒷받침된 핵물질계량관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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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시기술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적절한 비용을 들여 보장조

치 대상 물질이 존재하는 시설 내로의 침투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IAEA의 사용목적으로 격납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봉

인 (seals), 광학감시용 장비 (optical surveillance devices) 및 모니터) 들

이 개발되었거나 현재 개발중에 있다. 현장에서 직접 검증이 가능한 봉인

장치로 COBRA seal이 미국 (Sandia National Laboratories:SNL) 에서 개

발되었으며, 자동검증기능을 갖춘 장치가 일본의 주도하에 개발중에 있다. 

수중에 설치할 수 있는 봉인으로 ARC seal 이 카나다측에 의해 연구중에 

있으며, 초음파 검증시스템이 현재 미국, 카나다, 유럽의 공동연구로 진행 

중에 있다. 감시하에 있는 핵물질이나 장비 등의 이동여부를 감지하고 

상기록을 생성하는 film Camera 및 상 감시 시스템(CCTV) 등이 IAEA

에서 사용되고 있다. CCTV의 최초는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며, 단점을 보

완한 장비로써 Modular Integrated Video System(MIVS), VACOSS(독일) / 

MIVS Interface System, Modular Video Authentication System(MVAS), 

Multi-Camera optical Surveillance System(MOS, 독일), Generic review 

station(GRS) 등이 개발되어 감시자료의 처리 및 film 교체, 상 signal의 진

위 파악, 유지 비용의 절감효과 등에 기여하고 있다.

핵물질을 포함한 대량의 품목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장비의 이동 

및 핵물질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는 Authenticated Item 

Monitoring System(AIMS), Authenticated Secure Container System(ASCS), 

Valve Monitors, Core Discharge Monitor(CDM), Radiation passage 

monitor 등이 있으며, C/S 장비의 기술개발 및 평가, 설계, 보완, 품질검사 

및 시설에의 적용 등에 대한 연구가 SNL, AECL, IAEA 등에서 계속 진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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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내 [14-17]

가. NDA 방법을 이용한 핵물질 측정 및 반응도 측정 기술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핵물질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원자력연구소 DUPIC 팀에서 DSNC(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개발하여 DUPIC 시설에 설치 운  중에 있다. 이 방법은 사용후핵연료로부

터 방출되는 자발중성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m-244의 양을 중성

자 동시 계수기로 측정하여 Cm양을 평가하고, 다시 Cm ratio 방법을 이

용하여 Pu, U235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공정

의 전후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성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Cm 측

정만으로도 핵물질의 전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핵연료 물질의 반응도 측정기술은 DUPIC 핵연료의 개발과 더불어 사

용후핵연료의 특성과 핵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처음 국내

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현재 이 기술은 미국 LANL과 공동연구로 일부 수

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반응도 측정장치의 설계, 제작 그리고 측정시

험이 수행중이고 미국 LANL에서는 측정방법의 기초실험, 설계검토, 중성

자 측정방법 정확도 향상 등에 참여하고 있다.  

나. 실시간 계량관리시스템 

실시간 계량관리는 재처리시설, DUPIC 시설과 같은 측정 불확실성이 

많은 대용량 Bulk 시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과거에는 우리나

라는 재처리 시설과 같은 민감 핵연료주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NRTA에 

대한 연구개발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취급하는 

bulk 시설인 DUPIC 실험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DUPIC 과제에서 미국 

LANL과 공동으로 NRTA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DUPIC 공정에 대한 물질수지 

개념 파악과 통계적 평가시스템은 설계 완료 단계에 있다. 또한 시설 조업

모사 프로그램, 계량관리 프로그램 등도 개발된 상태에 있다. 여기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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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술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 및 향후 핵연료주기시설의 선진화에 대비하여 NRTA에 대한 

모델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격납 및 감시

격납 및 감시시스템의 이행 목적은 계량관리 검증 빈도수를 줄여 사찰

비용 및 시설 조업비용을 절감하고, 핵물질이 예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되

는 지를 확인하며, 핵물질이 지정된 정확한 측정지점에서 계량되는 지를 

확인하고, 핵물질에 접근, 이동을 통제,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의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감시 시스템으로는 DUPIC 시설의 핫

셀내 연료 제조공정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은 DUPIC 과제에서 진행중

인 것이 유일하며 IAEA, 미국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개발하고 있다. 

향후 pilot plant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운 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으로는  

VTRAP(Vedio Time Radiation Program) 이론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방사

선 신호와 상신호를 비교, 평가하여 동 시설(차폐시설)에서의 핵물질 흐

름을 파악하고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를 거의 실시간으로 구별하는 연속 

무인 감시(unattended continuous monitoring) 시스템으로 개발하 다. 감

시 신호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은 방사선 신호처리와 상처리로 나뉘어

지며, 방사선 신호는 시설의 출입구와 핫셀 내에서 중성자를 측정한 후 

IAEA 보고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된다.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해 

Collect 프로그램과 Review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UPIC 시설에 설치, 운

중에 있다. 또한, 방사선 신호와 상 정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는 연속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시설의 핵물질 감시구역을 

드나드는 핵물질의 이동경로와 핵물질의 종류를 판별하는 데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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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 수준 비교

본 과제의 1단계(‘97-’99) 및 2단계(‘00-’01)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기술수준은 다음과 같다.

핵심 기술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국)
본 연구 기술수준 평 가

 NDA

 핵물질

 측정기술

일반 핵물질에 대한 

NDA는 충분한 정

도를 갖는 시스템

(holdup, scrap, waste 

측정 포함)을 개발하

여 사용중이나, 사용

후핵연료 취급공정에 

서의 NDA는 세계적

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음(미국)

DUPIC 시험시설 계

량관리를 위하여 우

물형 중성자 검츨장

비인 DSNC 개발

-일반 핵물질에 대

한 NDA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세계수

준의 20% 수준

-사용후핵연료 취급

공정에서의 NDA는 

DSNC 개발로 인하

여 세계 수준의 80%

에 도달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민감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계량관리 기술을 

개발, 운 중(미국)

 시설차원의 계량 관

리 및 MUF 평가 기

술 등 부분적 기술 

확보 

-시스템 개발 측면에

서는 세계 수준의 

70%에 도달

 격납/감시

 기술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격납 및 감시기

술에도 첨단 기술이 

계속 update되어 적

용되고 있음(미국)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 

단 소프트웨어를 개

발, 연속 무인감시 시 

스템에 적용하여 DFDF

에서 운  중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은 IAEA

가 support program

으로 기술개발 지원

을 요청한 상태임

-세계 수준의 90%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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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물질 측정 시스템 검증

1. 개요

DFDF 시설의 핵물질 측정 시스템 검증을 위하여 전 단계에서 미국 로

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된 DSNC(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이용하여 핵물질 함량 측정 검증이 수회에 걸쳐 수행

되었다. 또한 DSNC의 측정 오차를 추정하기 위한 측정 실험이 수회에 걸

쳐 수행되었고, DSNC로 측정된 약 1g의 샘플에 대해서 화학분석을 2회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화학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NDA 측정치 실시간 검증을 위한 DA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인 

연구도 수행되었다. 또한 DSNC를 이용하여 계량관리 뿐만 아니라 공정관

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탈피복율 측정, 핵

연료분말의 균질성 검사 등도 이루어 졌다. 이와 더불어 듀픽 핵연료의 핵

분열성물질 측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DUPIC 핵연료의 핵물질 함유량 

전산코드 향해석, DSFC의 신호처리계통의 성능시험, DSFC를 이용한 

UO2 분말에 대한 핵분열성물질 측정실험이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하여 

Hot cell 외부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DSFC의 중성자계측계통의 신뢰성과 완벽한 신호처리계통을 구성하기 

위하여 모두 32개의 He-3 tubes와 32개의 PDT, LED 신호 그리고 모두 4

개 group으로 구성된 A, B, C, D 연결 connector의 계수관 등을 설치, 동

작, 확인 및 검증하 다. 아울러 예비성능시험으로 모두 16개의 He-3 

tubes만 연결하여 DSFC내에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UO2 sample의 농축

도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 다. 그리고 중성자계측기의 내부와 외부로부

터 들어오는 강한 감마선으로부터 계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량형 

DSFC 모델을 설계하고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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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PIC 핵물질 측정장치의 Cm ratio에 의한 핵물질 함량 측정 검증

가. 핵물질 측정

DFDF시설에는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하여 2000년도 4개 배취, 2001년

도 5개 배취가 각각 이송되었다. 2001년도에 반입된 5개 배취는 다시 한 개의 

배취로 재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배취에 대해서 DSNC를 이용하여 

Cm ratio 및 핵물질 함량을 측정하 다. Cm ratio 방법은 DUPIC 공정에 반입

되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감마스캐닝하여 구한 연소도를 근거로 하여 

ORIGEN 2 Code로 계산된 Pu, U-235 및 U의 양을 이용하여 Curium 비율 

즉, Pu/Cm, U-235/Cm, U/Cm를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결정된 

Cm ratio는 동일한 배취로 이루어진 공정중의 핵물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 

DSNC를 이용하여 Cm 양을 측정함으로써 IAEA 관리대상 핵물질인 Pu, 

U-235 그리고 U의 양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DUPIC 공정에 사용되는 핵물질의 Pu, U-235 그리고 U의 양에 대한 계량관리

를 위해서는 공정에 반입되는 시점에서 Cm ratio 분석이 따라야 한다. 그림 

3-1-1은 상기한 Cm ratio 방법을 이용한 DUPIC 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 방

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연소도가 다른 총 9개의 배취를 반.출입시 측정하 다. 연소도 

34,800 MWD/MTU 를 갖는 첫 번째 배취(G23 -G2A)는 2000. 1. 27일에 

DFDF 시설로 이송되었으며, 3개의 배취는 2000년 9월 28일에, 그리고 5개의 

배취는 2001년 7월 12일에 이송되어 한 개의 배취(배취명: G23-B5)로 재 명명

되었다. 그림 3-1-2에서 그림 3-1-5까지는 2000년도에 이송된 4개의 배취를 

구성하기 위하여 연소도가 다른 4개의 핵연료봉을 PIEF(조사후시험시설)에서 

감마스캐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봉을 길이방향으로 

감마스캐닝한 결과 연료봉의 평균 연소도는 27.83GWD/MTU (G23 -C13)에

서 35.67GWD/MTU (G23-L2)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9월 28일에 이송된 3개의 배취는 DUPIC 핵연료 제조 및 하나로 조

사시에 연소도의 향(27000 - 39000 MWD/MTU)을 보기 위한 실험이므로 

PIEF에서 감마 스캐닝 후 특정 연소도 값을 얻기 위하여 그림 3-1-6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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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특정 부위를 절단하여 이송되었다. 이때 사용후핵연료봉 감마스캐닝

은 길이 방향으로 1.5cm 간격으로 수행하여 길이 방향으로 연소도 분포를 추정

하 다. 이 측정된 연소도를 이용하여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핵물질 함량

을 추정해야 하는데, 연소도가 다를 경우 매번 ORIGEN2 코드를 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G2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DUPIC 핵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고리 1호기에서 방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을 수

집하여, 연소도 함수로서 핵물질 함량을 평가하기 위한 curve fitting equation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 U (wt%)

   000029855.0,1,996964.000124.0 2 ==+−= SDRxy  x ; 연소도(GWD/MTU)

 ∙ U-235 (wt%)

   00012495.0,9937.0,020107.000037.0 2 ==+−= SDRxy

 ∙ Pu element (wt%)

   00002296.0,999.0,003007.0000171.0 2 ==+= SDRxy

상기 curve fitting 함수는 연소도 범위 29,000 ∼ 42,000 MWD/MTU에서 

평가되었다. 표 3-1-1에는 5개의 배취에 대한 Cm ratio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Cm양은 DSNC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이며, U, U235 및 Pu 값은 

상기 식을 이용하여 평가한 값이 사용되었다.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

소도에 따라 Cm ratio 값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각의 배취는 향상 

고유한 Cm ratio 값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IAEA의 PIV(Phsical 

Inventory Verification)시에도 이 고유한 값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DFDF는 IAEA로부터 두 번의 PIV를 받았다. 상기한 Cm ratio 

값을 이용하여 핵물질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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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피복률 측정

DFDF에 반입된 rodcut의 탈피복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반입시 측정된 

doubles 중성자와 피복관이 제거된 후의 hull을 DSNC로 측정하여 탈피복 전후의 

double rate 및 single rate를 비교하 다. 탈피복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Decladding ratio(%) = (1 -
Cm-244 hull
Cm-244 fuel

) * 100

측정조건은 각각의 피복관에 대해 20초씩 10회 반복 측정하 으며, 그 결과

는 표 3-1-2에 나타나 있다. 5개 배취에 대해서 탈피복 율을 측정한 결과 탈피

복률은 배취마다 약간씩 다르나 99.7% ∼ 99.9%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치는 

99.86%로 나타났다. 표 3-1-3에는 피복관에 남아 있는 핵물질 양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measured waste로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다. 핵연료 분말의 균질성 검사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균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배취에 대해서 

mixing 후 시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DSNC로 측정된 doubles의 단위 질량당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료의 U3O8 분말 질량은 약 7.2g ∼ 약 11.8g의 범위의 

무게를 갖고 있으며, 이를 DSNC로 측정하 다. 측정시간은 모두 20초씩 10회 

반복 측정하 다. 표 3-1-4는 균질성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로서 단위 질량당 

doubles 값의 평균값에 대한 상대적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G23-G2 배치는 약 

±5% 범위 안에, G23-L2 배치는 ±8% 범위 안에, 그리고 G23-C13 배치는 

±2% 범위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3-1-5는 G23-B5 배취에서의 

균질성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 핵물질 측정시스템 calibration 및 오차평가에 의한 측정장치 보완  교정

전 단계에서 DSNC 측정 오차가 평가되었으며, 감마 스케닝, ORIGEN2 코

드에 의한 향까지를 포함하여 상대오차 5.3%로 나타났다. 이는 비파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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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 비파괴적인 방법은 방사선을 

내는 불순물들이 없는 순수한 연료(신 UO2 핵연료, MOX 핵연료 등)에서는 오

차가 작으나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다루는 공정에서는 자발중성자를 방출하는 

actinide, 감마선을 내는 핵분열생성물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물

질의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유도핵분열에 의한 중성자의 방출 가능성이 있어 

측정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공정물질로 

직접 취급하는 시설에서 시간 동기적인 중성자 측정을 통한 핵물질 측정시 발

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후핵연료 공정물질에서 유도

핵분열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 증배 효과를 평가하 다. 

가. 직접 측정법

Ensslin[18, 19]은 열중성자 동시계수기(thermal neutron coincidence 

counter)에서 중성자 증배 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 는데, 이 방법은 측정시료에서 자발핵분열 중성자수와 (α, n) 중성자의 

비인 α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Ensslin

이 제안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측정시료의 α값을 알아낸다.

α≡ (α,n) neutron/spontaneous fission neutron                        (1)

② 유도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료( 도가 낮고 소량)

를 취하여 동시계수기로 singles rate(So), doubles rate(Do)를 측정하고 α값

을 계산하며 이 값을 α0로 둔다.

③ 중성자 증배 보정이 요구되는 시료를 취하여 동시계수기로 singles 

rate(Sc), doubles rate(Dc)을 측정하고 α값을 계산한다.

④ ②와 ③에서 측정된 singles, doubles rate의 비를 다음과 같이 γ로 정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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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DC(ML)

SC(ML)
(1+α)

D 0
S 0
(1+α0)        (2)

일반적으로 유도핵분열이 일어나는 경우, singles rate 보다는 doubles 

rate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γ값은 1 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γ값은 동일 측정 장비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효율, die-away time, 

doubles gate 등 측정장치의 파라메터 값과는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한 

γ값을 single rate 및 double rate로 정의된 이론식과 연결할 수 있다. 즉, SC

과 DC의 비는 다음과 같은 식이 구해진다.

DC(ML)

SC(ML)
=ε f ML

νS( 2)+
ML-1

ν I( 1)-1
ν S( 1)ν I( 2)(1+α)

ν S( 1) (1+α)
                    (3)

또한 singles rate S 0와 doubles rate D 0의 비는 식 (3)에서 ML=1,α=α0

을 대입하면 구해진다.

D 0
S 0
= ε f 

ν S( 2)

ν S( 1) (1+α0)                                               (4)

식 (3)과 식 (4)을 식 (2)에 대입하면 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r=

DC(ML )

SC(ML )
(1+α)

D 0
S 0
(1+α0)

=ML

ν S( 2)+
ML-1

ν I( 1)-1
ν S( 1)ν I( 2)(1+α)

ν S( 2)        (5)

여기서 핵자료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또 다른 k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k≡
ν S( 1)

ν I( 1)-1

ν I( 2)

ν S( 2)        (6)

식 (6)을 식 (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종속변수 ML을 갖는 2차 식을 유

도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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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ML [1+ (ML-1)(1+α)k]

k(1+α)M2L+[1-k(1+α)]ML-γ=0

ML=
-B+ B

2
-4AC

2A                        (7)

여기서,  A= k(1+α)

        B=1-k(1+α )=1-A

        C=-γ

⑤ α를 갖는 측정시료의 ML에 의한 향을 보정한다.

만약 측정시료가 ML을 갖지 않는다면 이때 얻어지는 dead-time을 보정한 

singles rate SC(ML=1)와 doubles rate DC(ML=1)는 ML=1을 대입한 값들이 

된다.

SC(ML=1)=εFS ν S( 1)(1+α)

DC(ML=1)=ε
2
fFS ν S( 2)

따라서, 중성자 증배효과를 보정한 측정시료의 singles rate와 doubles 

rate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SC(ML )

SC(ML=1)
=ML  →  SC(ML=1)=

SC(ML )

ML        (8)

DC(ML)

DC(ML=1)
=

ε
2
fM

2
LFS[ νS( 2)+

ML-1

ν I( 1)-1
ν S( 1)ν I( 2)+(1+α)]

ε
2
fFSν S( 2)

             =MLML

ν S( 2)+
ML-1

ν I( 1)-1
ν S( 1)ν I( 2)+(1+α)

ν S( 2)
=ML γ

             →  DC(ML=1)=
DC(ML )

MLγ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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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kage multiplication ML은 식 (7)로부터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도된 식으로부터 유도핵분열이 없는 측정시료와 유도핵분열이 

예상되는 시료를 이용하여 singles rate와 doubles rate가 각각 측정된다면 중

성자 증배계수뿐만 아니라 식 (8) 및 식 (9)을 이용하여 중성자 증배효과를 보

정한 singles rate 및 doubles rate를 구할 수 있다.

나. Monte Carlo 방법

MCNP code를 이용하는 방법은 측정대상시료와 동일한 조성을 가지면서 

무게를 달리하는 표준시료들로부터 보정곡선식을 만들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

이다. Monte Carlo 방법은 event에 참여하는 중성자의 전체 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coincidence response를 계산하는데 적합하다.

1회의 induced fission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ν I( 1)  개의 중성자가 발생되며 

이때 갖는 ‘net neutron profit'은 ν I( 1)-1  개가 된다. 따라서 연쇄반응의 결과

는 표 3-1-6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p는 1개의 중성자가 시료내에서 유도핵

분열을 일으킬 확률을 의미한다.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모든 generation에서 하나의 source neutron 으

로부터 생성된 중성자의 합은 M이다. 따라서 앞에서 정의한 multiplicat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
1

1-pν I( 1)
=

1
1-k

  (k< 1)                                    (10)

ML={1+p ( ν I( 1)-1)+p (p ν I( 1)) ( ν I( 1)-1)+p (p ν I( 1)) ( ν I( 1)-1)+…}⋅
pL

pC+pL

={1+
p ( ν I( 1)-1)

1-p ν I( 1) }⋅
pL

pC+pL

=
1-p

1-p ν I( 1)
⋅

pL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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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

1-p ν I( 1)
  (= 

1-p-pC

1-p ν I( 1) )
=M⋅pL

∴ML=M⋅pL                                                  (11)

여기서 pL은 1개의 중성자가 시료를 빠져나갈 확률이고 pC는 1개의 중성

자가 시료내에서 표획될 확률이다.

식 (10)에서 중성자 증배계수 k는 MCNP code의 KCODE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1)와 같이 total multiplication은 MCNP code로부터 구

한 k값으로부터 계산하고 leakage multiplication은 total multiplication값에 

leakage probability를 곱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식 (11)에서의 leakage 

probability 역시 MCNP code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Source particle은 자발핵분열과 (α,n) 반응으로부터 발생한다. Source 

subroutine에서 자발핵분열은 
NSF

(NSF+N αn) 의 확률을 갖고 초기 event로 선택

되고 (α,n) 반응은 
N αn

(NSF+N αn) 의 확률을 갖고 선택된다. 

   Ensslin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α,n)중성자에 대한 leakage 

multiplication은 자발핵분열중성자에 대한 leakage multiplication의 0.5%이내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NP code로 계산된 모든 leakage 

multiplication결과에 대한 (α,n)반응에 의한 증가분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계

수로 0.5%를 적용하 다. 

다. 측정 결과

DSNC를 이용해 시료를 측정할 경우 multiplication에 대한 MCNP code 

곡선을 보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측정법에 의한 값과 MCNP code 

계산값이 거의 일치함을 보여서 MCNP code 곡선이 타당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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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은 실험에서 측정한 singles rate와 doubles rate를 식 (7)에 대입

하여 Ensslin이 제안한 직접계산법으로부터 중성자 증배 향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3-1-7에는 소결체 시료의 무게에 따른 

multiplication을 나타낸 그림이다.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multiplication이 증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결체들이 element를 이루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multiplication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DSNC는 DUPIC 공정중의 분말시료, DUPIC 핵연료봉, 잔유물 뿐만 아니

라 DUPIC 번들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나 DUPIC 번들의 질량인 20kg

만큼의 시료의 양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DUPIC 번들의 multiplication

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DUPIC 번들의 geometery를 사용하여 300g부터 20kg

까지 질량을 증가시켜 MCNP code 계산을 수행하 다. 표 3-1-8는 MCNP 

code로 계산된 multiplication을 나타낸 것이며, DUPIC 번들의 경우 무게는 핵

물질량은 20kg이며, multiplication은 1.02736로 나타났다.

그림 3-1-8의 왼쪽 그래프는 직접계산법과 MCNP code 계산을 통해 도출

된 multiplication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DUPIC 번들

의 multiplication을 MCNP code로 미리 계산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시료의 geometry를 잘 알고 있는 경우, 측정값과 MCNP code값이 매

우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실험값과 MCNP code 결과의 오차가 0.007∼0.08%사이로서 거의 일치함

을 볼 수 있었다. 즉, 시료의 조성을 알고 geometry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직

접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Monte Carlo방법으로 얻은 보정곡선을 통해 미지시

료의 leakage multiplication을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성자 증배보정 곡선은 향후 우물형 중성자 계측기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소결체에서의 특별 핵물질 측정시, 시료의 유도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증배효과를 예측하여 측정오차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분석 및 오차평가

DSNC의 측정 오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측정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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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파괴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가 필수적이다. DUPIC 공정물질에 

대한 화학분석은 두 번에 걸쳐 수행되었다. 2000년에는 G23-G2A 배취에 대해

서 수행되었으며 2001년에는 G23-B5 배취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2000년에 수행된 화학분석인 경우 G23-G2A 배치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모두 혼합한 후 mixing, 압분, 소결 공정을 거쳐 완성된 DUPIC pellet에서 약 

1g 샘플을 채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있는 화학분석실로 이송되었다. 화학

분석실로 이송하기 전에 DSNC를 이용하여 Cm양과 이미 알려진 Cm ratio를 

이용하여 Pu, U, U-235양을 측정하 다. 샘플 이송 후 약 6주후에 화학분석 결

과가 도착하 으며, DSNC 측정 결과와 화화분석 결과를 비교하 다. 

표 3-1-9는 G23-G2A 배치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와 DSNC 측정결과의 비

교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U, U235에 대해서는 화화분석 결

과와 5%이내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Pu에 대해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화학분석시 분석장비에서 발생하는 측정오차와 DSNC 측

정시 발생하는 오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분말의 

혼합시 발생하는 비균질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2001년 7월에 수행된 G23-B5 배치에 대한 화학분석도 G23-G2A에서와 유

사한 방법으로 수행하 으나, 이번에는 3개의 시료를 준비하 다. 표 3-1-10은 

G23-B5 배치에 대해서 화학분석 결과와 DSNC 측정결과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G23-G2A에서와 달이 우라늄에서의 오차가 플루토늄에서보다 크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플루토늄의 경우 오차가 2-6%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기대보다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DSNC 측정시 sample의 

양이 1g이하여서 측정오차가 크게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DSNC는 원래 

DUPIC 번들(20kg U) 측정용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측정되는 시료의 양이 작

을 경우 발생되는 double rate가 작아서 통계적 오차가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시료가 cavity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측정 시료를 DSNC cavity내 

중앙에 위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cavity내 측정 위치에 따른 오차 유발 가

능성이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시료용 측정 장치를 별도로 개발

하여 장착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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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DA 측정치 실시간 검증을 위한 DA 방법 개념 설정

NDA(Non-Destructive Analysis) 장비인 DSNC가 현재 운용중인 DUPIC 

시험시설(DFDF)에서의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완벽한 검증을 위해서는 

화학분석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개발된 대용량 시설에 사용할 경우 측정오

차를 더욱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NDA 방법인 DSNC와 

DA(Destructive Analysis)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제안한 

DA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측정 시스템 불확실성을 평가함으로써 이의 적용성

을 분석하고자 하 다. ANL에서 제안한 DA 방법은(표 3-1-11 참조)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α - Spectrometry, γ - Spectrometry 와 

결합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핵물질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ANL에서 제안한 DA 방법과 DUPIC 팀에서 개발한 NDA 방법인 DSNC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Cm 

ratio 계산시 ORIGEN code 값을 사용하는 대신에 위 방법으로 측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어 코드계산에서 오는 큰 오차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상기 DA 시

스템에 의한 측정횟수가 감소될 것이므로 측정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어 상기한 

DA 측정 오차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L에서는 위 방법을 적용하여 예비평가를 수행한 결과 측정 정 도는 핵

종마다 다른데, 우라늄인 경우 상대적 표준편차가 약 1%, 플루토늄의 경우 약 

3%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화학분석 방법을 이용하면서도 측정

오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측정 정 도보다는 측정시간을 짧게 하여

(수시간이내에 가능) 공정중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DA 방법인 DSNC만을 이용하는 경우와 상기한 DA 방법을 병용하는 경

우에 대해서 DUPIC 시설 MUF(Material Uncounted For)를 평가한 결과 DA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 통계적 MUF는 약 1/3 정도로(5.33%  →  1.9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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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NL에서 제안한 DA 방법을 DUPIC 시설에 적용

할 경우, 핵물질 안전조치용으로 뿐만 아니라 DUPIC 공정의 QA 용으로서 더

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DUPIC 상용화의 걸림돌 중의 하나

던 DUPIC 분말의 조성평가 (핵분열생성물 포함)가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함으

로서 제조시 분말 조성의 균질화를 이룰 수 있고, 또한 DUPIC 핵연료 조성의 

불확실성이 대폭 감소됨으로서 원자로 연소시 안전마진(safety margin)을 증

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DSNC를 상용 시설용으로 개량을 위한 설계 모델 개발

가. 중성자 발생 핵반응 개요

중성자 발생 핵반응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벼

운 핵물질 표적에 고에너지 가벼운 핵자를 충돌시켜 고에너지의 중성자를 

생성하는 직접 핵반응(direct reaction), 둘째, 표적핵과 입사핵이 융합하여 

복합핵(compound nucleus)을 생성한 후에 복합핵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중성자를 증발 방출하는 중성자 증발 복합 핵반응(fusion-evaporation 

compound reaction), 셋째, 질량이 큰 핵인 U, Pu 등과 같이 핵구조가 불

안정하여 자발적으로 분열하는 자발적 핵분열(spontaneous fission) 반응

이 있다[20]. 

세 가지 다양한 핵반응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는 물리적인 특

성과 핵동력학적인 특성이 상이한 현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높은 에너지 

중성자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가속기를 이용하여 가벼운 핵, 특히 양성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하여 가벼운 핵표적 물질에 입사하여 직접핵반응으로 

얻는다. 낮은 에너지의 열중성자는 핵분열반응을 이용한 원자로에서 주로 

얻는다. 

최근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 발생은 연구용 원자로의 친환경성, 안정성

과 중성자의 발생 개수의 한계 등을 보완한 가속기기반의 시설을 건설 중

에 있다. 가속기에서 인출된 높은 에너지의 이온을 납 등의 무거운 핵에 

충돌시키면 납 핵이 파쇄(spallation)된다. 이때 다량의 중성자를 방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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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이용한 핵파쇄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사용후 핵연료물질에서 중성자발생은 자발적 핵분열반응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핵의 붕괴는 핵이 에너지적으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형(deformation)과 극도의 변형으로 분열하여 딸핵을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핵의 질량 분포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인다. 생성된 딸

핵은 여전히 에너지 적으로 불안정하여 우선적으로 중성자를 방출한다. 그 

후 분열된 핵들은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감마선을 방출하며, 에너지

가 가장 낮은 상태인 기저에너지 상태(Ground state)로 안정된다[20].

중성자 방출 핵 물질은 핵 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필수적으로 

감마선을 동반한다. 감마선에 대한 핵 분광학적인 분석은 핵 물질의 물리

적인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중성자의 직접 검출시스템에서는 감마선은 백

그라운드 형태의 노이즈로 작용하며 제거하여야하는 방사선이다.

(1) 자발적 핵분열 중성자의 물리적 특성

자발적 분열 핵중 주요 국제 관리 핵종은 Pu, U, Th 등 이다. 10년이

상 냉각된 사용 후 핵연료의 정량적인 핵물질 정보는 Cm-244 등의 자발

적 핵분열 물질량을 측정함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21,22].

중성자 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 다

루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Cm-244와 유사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

지는 것으로 알려진 표준화된 Cf-252 중성자원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자발적 핵분열 물질에 보여주는 에너지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변수

화하여 잘 정리되어있고, 이를 사용하여 수치적 계산과 실험결과의 해석에 

이용한다. 

Cf-252 경우의 중성자의 스펙트럼 분포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21].

N(En)= En+e
-En /1.43

    [MeV]      

여기서 N(En)은 중성자의 에너지별 발생개수이다. Cf-252 중성자원은 

총반감기 2.646년, 분열반감기 85.5 년, 중성자 방출률  2.34x 10
12
 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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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

 

(2) 중성자와 물질간의 물리적 상호작용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으며, 핵의 구성성분인 기본 핵자이다. 그러

므로 잘 개발된 기존의 전자기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전하입자 검출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 중성자의 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출한다.

1) 중성자가 수소와 같은 가벼운 전하입자와 충돌하고, 충돌로 생성된 

전하입자의 되틤 현상(Recoil process)에서 얻어진 전하입자의 에너

지를 입사된 중성자에너지로 환산하는 방법,

2) 중성자가 핵 반응하여 생성된 전하입자를 이용하여 유발된 전하입

자의 에너지에서 중성자 에너지를 결정하는 핵반응(Nuclear 

Reaction)방법,

3) 잘 알려진 핵 자료를 이용하여 표적물의 중성자를 입사하여 표적

물질을 방사화한 후 감마선을 측정하여 입사된 중성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방사화법(Activation Analysis) 이 있다.

되틤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가벼운 핵자를 성분으로하는 검출

기 구성물질을 이용한다. 물리적으로 구성물질 상호간의 구속력이 약한 상

태에 있는 물질의 경우 효과적이다. 가장 가벼운 핵자인 수소를 다량 함유

한 유기화합물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검출기로는 플라스틱계열의 섬광

검출기와 액체형의 섬광검출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핵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은 핵반응 단면적인 큰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He-3, B-10, Li-6 핵이 반응 단면적이 크며, 이러한 물질을 

다량으로 포함하는 순수물질 또는 화합물을 사용한다. 또한 U-235와 같이 

중성자에 대하여 붕괴가 잘 일어나는 핵물질을 이용하기도 한다[20].

방사화법은 핵자료가 잘 알려진 물질에 가능하며, 이러한 물질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방사화한 후 중성자 정보를 Off-Line분석을 통하여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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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므로 방사화법은 널리 쓰이지 않는다. 이 방법은 방사화학 성분

분석이나 원자로나 가속기 등 장비의 모너터링 등에 주로 사용한다.

중성자의 핵반응 단면적은 그림 3-1-9과 같이 일반적으로 낮은 중성

자에너지에서 1/v 법칙에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법칙에 

잘 따르는 물질을 중성자에 이용하면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계측기의 에

너지 선형 응답 특성이 좋다. 선형응답특성은 특히 절대적인 물리정보를 

다루는 핵분광학, 핵물리학 분야에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중성자는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며, 전하를 가지지 않으므로 원자

구조와는 무관하며 다른 양성자나 중성자와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 감마선

은 핵자와 상호작용정도가 약하다. 이러한 특성은 중성자의 흡수과정은 핵

자의 구성성분에 의존하지만 감마선은 핵자의 구성에는 무관하다. 그러므

로 중성자의 경우는 물질을 구성하는 핵 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흡수 반응

하는 특성이 있으며, 감마선은 물질에서 흡수과정이 구성물질의 핵자에는 

무관하고 단지 도에 의존한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은 중성자를 이용한 

비파괴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기술의 핵심 이론부분으로 상이한 핵 종으로 

구성된 물질에서 감마선이나 X-선에서 얻을 수 없는 차별화 된 상을 

얻을 수 있다.

나. 중성자 검출기 특성 분석

(1) 중성자 검출기 분석

높은 방사선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성자 검출기는 표 3-1-12에 요

약하 다. 이외에도 주로 사용하는 검출기로는 수소유기화합물을 기초의 

수소 되틤 섬광 검출기 등이 있다. 이러한 검출기는 검출기를 구성하는 화

합물 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검출효율이 낮으며, 섬광체

가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경화 등 물질 변형 성질이 있어 특성이 

변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높은 방사성 방출 환경이나 대용량 상업용 

검출기에는 적당치 않다. 또한 가격이 고가이므로 핵분광학 실험 등의 정

한 중성자의 물질적 특성 검출 실험용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할 검출시스템의 설계시 고려해야할 주요 



- 32 -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으로 저 비용으로 제작가능한지 여부

2)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크기

3) 측정시간과 정확성에 관련되는 검출효율의 극대화 가능성 여부

일반적으로 대용량과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 방사성 핵 물질을 측정

하고자 한다면, 고체보다는 기체 형태를 이용하는 검출기가 경제적이다. 

측정 효율이 중요한 요소라면 고체 형태의 검출기가 유리하다. 그러나 중

성자의 경우 핵반응 단면적이 큰 핵을 포함한 중성자에 반응하는 물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고체형태의 결정을 만들기가 어렵고 대부분 LiF 

등과 같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이용한다. 이러한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은 상대적으로 큰 형태의 안정된 결정구조로 성형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보통 검출기의 표면이나 검출기내부의 전극에 코팅한 형태로 사용한

다. 그러므로 고압의 기체 형태의 검출기를 사용한 시스템에 비해 전체적

인 시스템 측면의 중성자 효율은 떨어진다.

가장 많이 중성자 검출기에 사용하는 기체는 가격이 저렴한 B-10을 

이용한 BF3 기체이다. B-10기체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중성자 에너지에 따

른 핵반응이 선형특성이 좋지 않아 환경방사선 중성자의 선량모니터링용

으로 주로 사용된다.

정 한 중성자의 물리적 특성 측정은 다소 고가이지만 중성자에너지 

선형특성이 우수한 He-3기체를 사용한다. He-3 기체검출기는 중성자와 

핵반응으로 전하를 가지는 수소 핵인 양성자와 삼중수소를 방출한다.  방

출된 양성자와 삼중수소를 검출하므로 중성자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He-3 기체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기체로 가격이 다소 고가이며, 

이러한 기체는 원자로의 운전과정이나 수소폭탄의 원료인 삼중수소가 12.3

년의 자연반감기가를 지나면서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희소한 물질이다[20]. 

최근 수소폭탄을 제작할 때 만든 삼중수소가 He-3 기체로 변환되었다. 이

렇게 변환된 He-3 기체의 국제 가격은 많이 내려가 검출기 제작시 이전

보다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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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3 기체 검출기의 물리적 특성

주요 중성자 검출에 이용되는 He-3 기체 검출기는 중성자가 통과하는 

흡수체의 두께에 따라서 중성자와의 핵반응효율이 달라지며, 중성자의 에

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3-1-10와 같이 급속히 검출 효율이 감소한다. 

검출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검출효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하지만 2 인치 

이상의 두께에서는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의 경우 검출효율이 포화되는 경

향이 있어 그 이상의 두꺼운 He-3 검출기는 비경제적이다. 

중성자의 검출효율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He-3 기체 내부압력을 증가

시켜 사용한다. 현재 4-7 기압 정도의 압력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압력

이 증가하면 중성자 검출 효율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서 감마선에 대한 

반응도 무시할 수 없어 중성자계측기의 노이즈가 증가하게 된다. 중성자의 

효율이 중요시되는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부차적인 감마선 제거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여 고가의 시스템이 될 우려가 있어 적정한 압력 선정이 중

요하다[21, 22].

다. 중성자 측정 기술 분석

(1) 중성자와 감마선 분리 검출법

중성자 발생 핵 물질은 핵분열이나 다양한 핵반응 후에 생성되는 딸 

핵이 안정화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량의 감마선을 방출한다. 이러한 

부분은 중성자 검출기에서 소수의 중성자의 신호에 버금가는 숫자로 측정

되며, 양질의 핵 자료나 정량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마선과 중성자의 분

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리기술은 실험실 환경에서도 고도의 기술을 요

구하며, 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장비가격이 매우 높

아진다. 

감마선의 분리는 기체 검출기를 사용할 경우 기체의 도가 고체물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핵반응 확률이 작다. 그러므로 감마선의 

향이 무시될 수 있는 기체 압력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높은 감마선 환경

에서는 중성자와 감마선의 전하입자로의 전환과정의 시간적인 차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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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선별하는 검출신호 시간 선별법(Pulse shape discrimination 

method, PSD)을 적용하는 고급기술이 있다. 

검출신호 시간 선별법은 중성자의 운동에너지 잘 전하를 띈 입자로 전

환되는 핵반응과 핵반응 후 생성된 전하입자가 원자나 분자구조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자사이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소화합물로 구성된 액체 섬광검출기에 제한적으로 보

이는 검출기 특성으로 중성자는 수소와 충돌로 운동에너지를 전달하며, 감

마선은 콤프톤 산란현상으로 원자의 전자에게 운동에너지를 전달한다. 이

러한 과정들은 서로간 변환된 수소와 전자를 모으는데 운동성(Mobility)차

이에 기인하며  수 ns의 시간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시간적인 특성을 고

속의 전자회로를 통하여 중성자와 감마선을 구별한다. 이러한 방법은 핵자

료 등 정  실험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상업적인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성시스템이 고가이며 효율이 낮아 적용하기 어려운 실험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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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의 물리적 특성 측정방법

중성자의 물리적 특성은 중성자의 에너지와 개수(flux)으로 대변된다. 

검출기를 통하여 이러한 물리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는 검출기의 에너지

와 개수에 대한 정 한 환산치(Efficiency Calibration Curve)를 측정하여

야한다. 

그러나 중성자는 다른 방사선과 달리 다양한 에너지와 개수를 발생하

는 중성자원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자체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특히 1 MeV이하의 중성자를 측정할 경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한데 이

러한 중성자 발생 환경에서는 1 MeV에 이르는 감마선의 향을 무시할 

수 없어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를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의 고속중성자의 경우는 감마선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에 간단한 에너지 제한 조건만으로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으로 검출기의 환산과정은 MCNP 등 수치 계산에 의한 결과를 주로 의존

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의 에너지와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산과정을 마

친 중성자 검출 시스템을 이용하며, 중성자에 의한 전하를 가진 검출기 내

부의 핵자 되틤을 측정하는 핵자 되틤 측정법(Nuclus Recoil Method)과 

직접적으로 중성자가 비행한 시간을 미리 정의된 비행거리와 함께 측정하

여 에너지로 환산하는 비행거리시간 측정법(Time of Flight Method), 그

리고 잘 알려진 중성자 핵반응자료를 이용하여 표적의 방사화 정도를 측

정하여 유추하는 방사화법(Acivation Analysis)이 있다. 

핵자되틤 측정법은 전자회로 구성이 간단한 반면 중성자의 되틤 핵동

력학(Nuclear recoil dynamics) 특성에서 측정되는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수치적인 변환과정, 즉 응답함수를 통하여 원래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복원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며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 경우 감마선의 분리정도에 

따라 정 도에 크게 향을 받는다. 

비행시간 측정법은 중성자의 비행시간을 정 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자회로 구성이 복잡하고 어려우나 직접적으로 중성자의 에너지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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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므로 정 한 핵 자료 실험에서 주로 이용하며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의 비용이 많이 든다.

방사화법은 방사화된 표적물질의 감마선을 분석함으로 표적물질에 생

성된 핵종을 방사 화학적인 기법으로 분석함으로 입사한 중성자의 에너지

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중성자 핵 자료의 미비로 제한적인 에너

지와 핵종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며 표적물질의 두께의 제작한계로 에

너지 분해능이 떨어짐으로 중성자의 정성적인 평가 수준에서 사용된다.

(3) 핵분열 물질의 중성자 계측 기술 분석

핵분열 물질의 집합체는 세 가지 정도의 상이한 핵반응 방식으로 중

성자를 발생시킨다. Pu-240과 같이 자발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자발적 

핵분열물질(Spontaneous fission)과 Cm-242처럼 자발적 핵물질 붕괴시 발

생하는 알파입자가 입사하여 (α,n) 핵반응을 유발시켜 중성자를 발생시키

는 경우(Induced fission), 다른 하나는 자발적 핵분열과 (α,n) 핵반응에서 

생성된 중성자에 의해 U-235 같은 Fissile 물질에서 중성자 증배가 이루

어지는 핵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21, 22]. 

 시간적인 동시성을 이용한 Shift Register(SR)를 이용하면 수 ns안에

서 발생한  다수 개의 중성자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험기법

은 중성자원이 되는 핵 물질로부터 무작위적(Accidental)으로 발생한 물리

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중성자 발생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단일 핵에서 1회의 분열시 방출하는 중성자의 개수를 Multiplicity라고 

하며, Cf-252 경우 평균적으로 2.8개의 중성자를 동시 방출한다. 이러한 

Multiplicity는 가속기를 이용한 핵반응 실험에서 입사하는 중성자 에너지

에 따른 핵반응채널에 따라 달라진다. 핵에서 동시에 방출하는 

Multiplicity와 시간적 동시성을 바탕으로 측정실험 기법을 이용한 

Multiplicity Shift Register(MSR)을 이용하면 자발적 핵분열물질과  (α,n) 

핵반응 유발 중성자 또는 (α,n) 핵반응 유발된 유발 핵반응 생성 중성자를 

일부 구별할 수 있다.

Multiplicity는 사용 후 핵연료경우는 소량의 핵 물질을 측정할 경우 

중성자가 2개가 동시 측정되는 Doubles의 개수가 대부분이며 3개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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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는 Triples은 경우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중성자계측시스템의 경우 

Doubles 기반의 핵물질 정량분석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21, 22].

라. 중성자 감속제 특성 분석

중성자 감속제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낮추어 중성자 검출기의 반응 효

율이 최대화할 목적으로 이용한다.

중성자 감속제로는 물리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 

중성자 감속제로는 첫째, 중성자와 거의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수소

를 다량 함유한 물질과의 충돌로 운동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분산형 감속

제와 둘째, Cd 등 같이 핵구조적 특성상 공명핵반응을 통하여 특정한 에

너지의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흡수형 감속제가 있다. 

분산형 감속제의 경우 다량의 수소 자체는 기체이기 때문에 도를 증

가시켜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polyethylene 등이 사용된다. 고순도 고

도 polyethylene 경우 중성자가 충돌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평균 거리는 

2mm 정도로 기체를 사용할 경우보다 짧아 경제적으로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다[20-22].

수소화합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로 탄소와 결합한 CxHy형의 

화합물이 주로 사용된다. 그림 3-1-11는 이러한 유기화합물을 이용할 경

우 핵반응에 대한 수치적인 계산에 이용될 수소와 탄소의 에너지에 따른 

(n,p) 핵반응의 중성자 총반응 단면적이다.

수소의 핵반응 단면적은 감속제 계산시 자주 사용하므로 변수화하여 

잘 정리되어있다[24-26].

σ
np
tot(mb)=10000π[

3
D 1
+
1
D 2
]

여기서 D1=1.26E+(-1.86+0.09415E+0.0001306E 2) 2,  

D2=1.206+(0.4223+0.13E)2   [MeV]

또한 각분포 핵반응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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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θ cm)
np
(mb/sr)= [

1+b 1x
2

1+
b 1
3

]
σ
np
tot

4π
(mb)

 

여기서 b 1=2(
E
90
)
2
,x= cos(θ cm)

감속제의 성능평가는 감속능률(Moderating power)로 정의하여 평가하

는데, ξΣ t  (=ξNσ t)로 정의된다. 여기서 Σ t는 거시적 단면적(Macroscopic 

cross-section)이며, N은 단위 부피당 핵자 수(polyethenen 경우 ~ 4 x 

10
22
/cm

3
), σ t  는 중성자 반응 총 핵반응 단면적, ξ(≡log

E

E
' )는 에너지의 

변환율이다[20].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수소와 탄소의 중성자 에너지 변환율은 충돌 핵자간의 

질량에 관계하는 물리량이며, 1회 충돌에서 중성자에너지의 감소와 관련있다. ξ

는 질량 A인 핵자와 중성자가 충돌할 경우는 ξ≡1+
(A-1)

2

2A
log

A-1
A+1 의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그림 3-1-12는 수소의 에너지에 따라 핵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중성

자의 물질 안에서의 감속능률과 개수의 감소에 이용되는 거시적 핵단면적

의 도표이다. 탄소의 경우는 수소에 비해 질량이 크므로 감속능률이 작아

서 10%미만의 향을 미치며, 전체적인 감속제의 계산시에는 고려하지 않

는다. 물론 실제적인(realistic)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MCNP(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Code) 등을 이용한 정 계산이 필요하며 이

에 대한 예는 후반부에 기술하 다.

에너지의 감속정도는 

 
E'

E
= e

-ξΣ tT

  

식에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T 는 흡수체의 두께, E는 최초 중성자 

입사에너지, E'는 감속된 중성자에너지이다. 

또한 중성자 개수(flux)의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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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
=e

-Σ tT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T 는 흡수체의 두께, I 는 최초 중성자 입사개

수, I'는 감속된 중성자개수이다. 

마. 중성자 검출 시스템 설계 특성

중성자 검출시스템은 중성자검출기, 중성자 감속체 그리고 중성자원에

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차폐체로 구성된다. 중성자 검출기로는 He-3 기체 

비례계수기, 감속제로는 고순도 고 도의 폴리에틸렌을, 감마선 차폐체는 

High-Z 물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철이나 납, 텅스텐을 사용한다.

중성자 검출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도가 높고 방사화시 반감기가 

짧은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는데, 그 이유는 중성자에 의한 재료의 방사화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노이즈로 작용하여 정확도에 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중성자 검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는 시스템을 단순화한 상황에서 

중성자의 거동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정 한 계산을 위하여 MCNP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러므로 본 연구의 접근법은 이상적인 단순한 시스템에서 중성자의 거동 

경향분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과정은 간단한 이론 계산를 통하여 정  

계산할 제원의 역을 최소화 한 후 정 한 MCNP 계산을 수행하 다.

(1) 단순화한 2차원 모델 계산 개발

전체적인 시스템의 경향을 보기 위하여 그림 3-1-13과 같이 폴리에틸

렌과 He-3 검출기로 이루어진 단순한 시스템에 대하여 입사된 중성자에 

따른 중성자의 에너지 감속과 중성자 개수의 변화를 계산하 다. 중성자원

으로는 Cf-252의 스펙트럼을 입력으로 계산하 으며 폴리에틸렌의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계산하 다.

계산 과정은 두 가지의 모델에 따라 계산하 는데, 첫째는 중성자가 

다수의 수소와 충돌하며 대부분 충돌 후에 전방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한

다고 가정한 단순 흡수체 모델(Simple Absorber Model)경우이며, 둘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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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적인 경우 중성자가 충돌 후에는 후방각으로 진행 정도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충돌 후 50%의 중성자는 후방각으로 진행하는 등방적 산란 

모델(Isotropic Scattering Model)경우에 대하여 수행하 다.

모델에서 중성자의 개수와 에너지의 변화 확률을 수학적으로 정의하

으며, 에너지 E와 개수 I를 가지고 두께 T를 가지는 감속체에 입사된 

중성자에 대하여 감속제를 통과할 확률을 Pt 로 정의하 으며 감속제 통

과후 직선상의 검출기에 검출된다. 실제적으로 이웃하는 검출기에도 산란

과정을 통하여 검출될 확률이 있으므로 이를 Ps라 하고, 검출기에는 검출

되지 않고 후방각으로 산란할 확률이 있으므로 이를 Pl 이라 정의하 다.

그러므로 총 확률은 

     Ps + Pl + Pt = 1

만족하여야 하며, 

단순 흡수체 모델 경우 중성자는 모두 전방각으로만 진행하므로 

    Ps = 0,

    
I'
I
=e

-Σ tT

이다.

 등방적 산란모델 경우 

Ps = Pl 

         
I'
I
=
1
2
(1+e

-Σ tT)    

로 단순화할 수 있다.

 중성자의 충돌 횟수당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면 그림 3-1-14의 결과를 

얻게되며, 단순 흡수체의 경우는 잘 알려진 지수함수 법칙에 따르며, 등방

적 산란의 경우는 충돌횟수가 많을 경우 50%의 확률를 갖는다.

그림 3-1-15은 Cf-252의 중성자가 감속제를 통과하여 He-3 검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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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는 중성자의 스펙트럼이다. 검출기의 효율에 주로 기여하는 중성자

의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이며, 감속제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중성

자의 개수는 적으나 검출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중성자에너지 스펙트럼은 

그림 3-1-16과 같으며, 중성자 검출시스템의 설계에서 감속제의 두께 선

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간단한 두 모델에서 계산한 중성자 검출시스템의 효율 결과는 그림 

3-1-17에 나타냈으며, 감속제 두께에 따른 중성자의 변화경향이 반대가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적인 중성자의 두께에 따른 변화는 최적의 두

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21], 중성자의 충돌 후 재사용은 두 

모델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모델로 예측되며 중성자의 재상용은 50% 이하

인 것으로 예상되어 구체적인 계산은 MCNP 계산을 통하여 수행한다.

(2)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한 3차원 설계

실제적인 시스템의 설계는 핵반응관한 정 한 핵자료를 바탕으로한 

중성자의 물질안에서의 거동을 추적하는 MCNP 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코드의 계산은 중성자가 정지할 때까지의 궤적과 지속적인 충돌을 추

적하도록 하여 중성자가 정지하는 평균적인 지점에 중성자 검출기를 위치

시킴으로 최대의 중성자 검출 효율을 가지도록 계산을 수행한다. 

그림 3-1-18은 현재 DUPIC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치 사용중인 DSNC 

중성자 검출 시스템의 계산 결과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발생한 중성자를 정시시키는 폴리에틸렌 원통형 감속제와 철/텅스텐으로 

제작된 원통형 감마선 차폐체, 그리고 18개의 He-3 기체 검출기로 구성되

어있다. 

검출기의 위치에 따라서 동일한 검출효율을 보장받기 위하여 검출기 

중간 부분에는 Cd판을 설치하여 측정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를 최소

화하 다. 단일 검출기의 검출위치에 따른 중성자검출효율의 차이는 중성

자원위치에서 보는 효과적인 검출기의 Solid angle 변화에 기인함으로 위

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율을 가지도

록 Cd 판을 부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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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는 Cf-252 중성자원에서 발생한 중성자가 감속제를 통과

하여 단일 He-3 검출기에 검출될 경우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중성자의 에

너지 스펙트럼이다. 전체적인 중성자 양을 감속과정에서 손실이 있지만 시

스템 측면에서는 검출기의 에너지에 따른 검출효율특성으로 최적화하 다.

그림 3-1-20은 DSNC를 구성하는 18개의 He-3 검출기를 이용한 예상

되는 중성자 스펙트럼이다. 단일 He-3가 Cf-252 중성자원에서 발생한 중

성자를 검출할 확률은 0.73% 정도이며, 18개의 He-3 검출기에서 종합적으

로 측정될 확률은 11.9%이며, 실험적으로 측정된 검출효율은 13.48%로 계

산 결과와 잘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제작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 중성자 차폐체 향 평가 시험

중성자 시스템의 설계는 상용화 장비를 목표를 할 경우 원리적인 실험

실 장비 차원을 넘는 경제적인 시스템의 설계고려가 중요하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의 정량적인 분석시스템용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중성자 에너지 

감속체의 선정과 감마선의 차폐, 그리고 측정하고자하는 핵 물질의 질량뿐 

아니라 기하학적인 구조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원들을 이론적인 계산과 실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측정하

으며, 감속체와 차폐체, 그리고 신호처리관련정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1) 폴리에틸렌 두께에 따른 중성자 측정효율 평가

He-3 카운터 기반의 중성자 측정시스템은  중성자에 대한 측정효율이 

최대가 되는 에너지 역까지  중성자를 감속시켜야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는 수소를 다량 함유하고 도가 큰 물질이 적당하다. 이러

한 조건에 부합된 재료로는 수소와 탄소로 구성된 고 도 폴리에틸렌이 

적당하다. 그림 3-1-21은 일반적으로 He-3 카운터에서 측정되는 Cf-252 

중성자원에 대한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은 3개의 피크로 구성되어있으며, 700채널근처의 675keV 중성

자흡수 피크와 4200-650채널 역의 삼중수소나 양성자중 하나만 흡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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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리고 200채널이하의 감마선 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3-1-22와 3-1-23은 Cf-252 중성자원을 이용하여 고 도 폴리에

틸렌의 두께에 따른 He-3 카운터에서 측정된 스펙트럼이다. 중성자원방향

의 중성자개수는 67cm의 두께에서 최고에 이르고 이보다 두꺼운 두께에

서는  감소한다.  He-3 카운터 뒤(중성자원과 반대방향)방향으로는 114cm 

두께이상에서 중성자 검출개수가 포화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폴리에틸렌

의 두께는 He-3 카운터를 기준으로 중성자원방향으로 67cm, 반대방향으

로는 114cm 가 최적조건이다.  폴리에틸렌의 전방부 두께를 67cm를 고정

하고 후방부의 폴리에틸렌을 첨가하여 측정할 경우 후반부 폴리에틸렌 두

께는 114cm 이하이지만 별 차이가 없으므로 114cm로 보수적으로 결정하

다. 총 폴리에틸렌의 두께는 181cm이다.

(2) He-3 카운터 간격에 따른 중성자 측정효율 평가 

He-3 카운터의 간격을 결정하는 실험은  카운터간의 간격을 4, 5, 6cm

에서 수행하 다. 그림 3-1-24는 3개의 간격에서 측정된 중성자 스펙트럼

이다. 그림 3-1-25는 중성자의 개수결과이다.  최적간격은 5.2cm로 결정되

었으며 1cm 간격이 변화할 때 4%정도의 중성자 검출효율이 변화한다.

사. 감마선 차폐체 향 평가 시험

(1) He-3 중성자 카운터에서 감마선 향 평가

He-3 검출기가 방사선 중 중성자에 대한 감도가 우수하지만, 감마선도 

역시 검출한다. 이러한 감마선의 향은 사용후 핵연료를 측정하는 환경에

서는 검출시스템에 중성자에 버금가는 검출효율을 가지고 있다. He-3 카

운터위치에서 감마선 검출율을 축소할 목적으로 감마선차폐물을 설치하여

야 한다. 감마선 차폐물로는 납을 설정하 으며, 차후 납에 대한 자료를 

텅스텐 등 도가 큰 물질에 대한 환산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He-3카운터의 스펙트럼에서 감마선 향 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 다. 먼저 최적화된 폴리에틸렌두께에서 중성자 스펙

트럼을 측정하고, 이를 최적화에서 벗어난 폴리에틸렌두께(여기서는 38cm 

두께)에서 중성자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비교한다. 그림 3-1-26는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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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과 두 경우의 비를 도시하 다. 특히 200 채널이상에서 비율의 증

가가 두드러진 점으로 보아 이 역이 중성자 역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실험으로는  중성자원을 5mm 정도의 납으로 차폐할 경우와 

차폐하지 않은 경우 차이를 비교하며 감마선이 주로 향을 미치는 역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7은 실험 결과  스펙트럼이며, 400채널 이

하에서는 감마선이 주로 향을 미치는 역이다. 결론적으로 200채널 이

하는 감마선 역이며, 200-400채널은 감마선과 중성자가 혼합된 역이

며, 400채널이상은 중성자 역임을 알 수 있다.

(2) 감마선차폐를 위한 납 두께 결정실험

감마선 차폐를 위한 납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계산을 먼

저 수행하 다. 이 계산에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는 10년간 cooling된 핵연

료를 대상으로 하 다.  스펙트럼은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악티나이드와 핵분열물질, 그리고 중성자에의한 방사화물에따라 결과

를 에너지별로 그림 3-1-28에 도시하 다.

ORIGEN 코드로 계산된 사용 후 핵연료의 감마선 스펙트럼을 바탕으

로 납두께에 따른 에너지별 감마선이 감소율을 계산하 으며, 그림 

3-1-29에 도시하 다.  계산된 ton-U당 초당 감마선 방출률은 그림 

3-1-30에 도시하 으며 7cm 두께까지는 급속한 감마선의 감소를 보이지

만, 그이상의 두께에서는 지수적인 함수형태로 감소한다. 이는 감마선은 

1MeV이하 낮은 에너지 역이 주요 감마선이며, 7cm 정도 두께에서 대부

분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감마선의 초당 방출률과 중성자 방출률이 비슷해지는 납두께는 60cm 

정도이다. 이 결과는 납에 의한 감마선의 차폐자료와 He-3와 감마선(1.33 

barn)과 중성자(5 kbarn)의 흡수 반응 단면적을 이용하 다.[28] 시스템의 

감마선 차폐를 납 60cm로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감마선이 He-3 스펙트럼에서 향을 미치는 역이 

중성자 역보다 낮은 에너지라는 점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He-3 

신호에서 낮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제거하는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하면 

10cm 정도의 납 차폐로도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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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적용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펙트럼에서 감마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실험결과 감마선 차폐체의 제원은 10-60cm의 납 차폐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신호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10cm 정도의 납으로도 시

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납( 도 11g/cm3)은 가공이 용

이하지 않으므로 도가 큰 텅스텐( 도 18g/cm
3
)를  이용하면 가공도 용

이하며, 두께도 줄일 수 있다.[28]

그림 3-1-31은 납 차폐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32의 스

펙트럼에서 40채널 이하는 낮은 에너지이거나 신호처리부분의 노이즈로 

생각된다. 감마선 역이 확실한 40-400채널의 경우 5.6cm 이상의 두께에

서는 중성자의 개수가 감마선 개수를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론적

으로 납의 두께는 최소 5.6cm 이상 이어야한다.  

그림 3-1-33에서 다소 감마선 역의 개수의 납 두께에 따른 감소경향

이 지수함수 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NaI 섬광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의 차폐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 다.

(3) 감마선차폐 향평가를 위한 NaI 감마선 섬광검출기 측정실험

납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감마선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으며, 납이 두

꺼워짐에 따라 감마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감마선의 개수를 납의 두

께에 따라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34에 나타내었으며, 전형적인 감마선

의 감쇄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29]

결론적으로 Cf-252 중성자원의 경우 감마선은 5.7cm 정도의 납으로도 

효율적으로 차폐할 수 있으며,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감마선 역이라

고 생각된 400채널 이하의 역은 중성자도 포함된 역인 것을 알 수 있

다. 실험결과 60cm의 납 차폐물 보다는 중성자와 감마선를 에너지에 대한 

신호처리과정에서 선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5.7cm이상의 납만으로도 감

마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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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적 신호처리기술적용에 따른 향 평가 시험

(1) 신호처리과정에 따른 중성자 에너지 분포 의존성 평가 

He-3 카운터를 이용한 신호처리는 신호처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감마선 차폐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역 선별법을 적용할 

경우 신호 처리는 중요하다.  신호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전단 신호증폭(Pre-Amplification)

2) 신호증폭(Amplification)

3) 측정(Count)

전단 신호 증폭과정은 계측기에서 일차적으로 얻어진 신호를 간단한 

증폭과 shaping을 통하여 신호간의 겹침 현상(pile-up)을  제거하는 과정

이며, 신호 증폭 과정은 신호를 큰 증폭률로 증폭하거나 Shaping 처리를 

하여 신호의 전하를 전압형태로 변형시 좋은 선형성을 보장하고 측정단계

에서 전압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측정단계는 

전압의 크기나 시간당 개수 등을 측정하는 단계로 디지털화된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그림  3-1-35는  shaping time을 0.5 - 6.0 μs 까지 변화시키면서 측

정된 중성자 스펙트럼이다. 0.5 μs 에서는 스펙트럼이 충분한 모양을 가추

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성자가 He-3와 반응하여 생성된 양성자와 삼중수

소이온을 검출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성된 이온을 검

출하는 최소시간은 2.0 μs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호처리의 shaping time

도 2.0 μs 이상이 필요하다.

7.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의 측정기술개발

가. 핵분열성 물질 측정에 대한 기술개발 개요 

DUPIC 핵연료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물질안전조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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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 미국 LANL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기술과 접목하여 핵물질안

전조치 수행에 필요한 각종 핵물질의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우

리나라와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들 장치는 특히 IAEA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선진 핵물질 안전조치기술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보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있는 핵물질 중성자측정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는 미국 LANL 그리고  IAEA 

Safeguard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DUPIC핵연료 개

발과제가 국제적으로 핵물질안전조치 측면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얻는데 

기여하게 된다. PWR 사용후핵연료로 직접 만들어진 DUPIC핵연료에는 

핵분열성물질(Fissile material)인 U-235, Pu-239와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s)이 혼합하여 함유되어 있으며, 이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 DUPIC 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

에 대한 함유량과 특성을 제조/가공단계에서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이 열중성자를 흡수하여 

유도핵분열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핵분열성물질 측정용 중

성자계측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  

표 3-1-13에는 핵연료의 냉각기간이 8.5년일 때 연소도가 12.0에서 

50.0 Gwd/Mtu 까지 Actinide계열의 핵분열성 물질이 포함된 중원소

(heavy metal)의 함유량과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s)의 농도를 표시

하 다. PWR 사용후핵연료봉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선원은 주로 핵분열인 

spontaneous fission과 (α,n) reaction에 의하여 생성된다. 이들은 핵연료

봉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선원이 되며 일반적으로 Cm-244 동위원

소에서 나오는 spontaneous fission이 연소도가 클 경우 95% 이상의 중성

자선원으로 나타난다. 표 3-1-14에는 U-235, Pu-239 그리고 Cm-244 

heavy metal 농도를 PWR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1 kg-UO2 기준으로 

각각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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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SFC(DUPIC Safeguard Fissile Counter)의 개발

DUPIC 핵연료에 대한 핵분열성물질(fissile materials)의 함유량을 비

파괴적인 분석방법인 NDA 중성자계측방법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

기 위하여 DSFC 중성자 측정장치를 설계하게 되었다. 이 장치에 대한 설

계를 하기 위하여 MCNP 코드로서 핵연료의 내용물, 구조, 재료 그리고 

중성자 계측장치 등 다수의 해석모델링을 설정하 다. 설계자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크기, 핵자료, 중성자계측기의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MCNP코드로서 모델링을 개발하여 여러 번 계산을 수행하 으며, 이 결

과로서 DUPIC 핵연료 물질 내 핵분열성 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향을 분

석 및 평가하게 된다. 

중요한 재료로서 높은 감마선준위에서 측정오차가 유발되는 He-3 중

성자계측기를 보호하기 위한 감마선 차폐재로 납(lead)을 사용하 다. 핵

연료 내 핵분열성 물질의 함유량변화는 실제적으로 핵연료내의 각종 핵분

열성 물질의 농도와 모양에 따라 induced fission을 일으키게 하여 여기서 

생성되는 중성자 생성율의 비율로서 변화량을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induced fission을 일으키게 하는 핵연료봉의 인접 주변재료가 반사체이며, 

반사체의 재료로서 polyethylene을 사용하 다. 신핵연료, 혼합핵연료 그리

고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U-235 및 Pu-239 동위원소와 같은 핵분열성물

질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장치는 중성자선원 취급, 신핵연료 및 

혼합핵연료 취급, 강한 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취급, Cadnium판 취급 

그리고 중성자감속 및 계측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성자계

측장치 DSFC를 개발하여 DUPIC 핵연료의 핵분열성 물질을 측정하게 된

다.

(1) 중성자계측원리 및 방법

핵분열성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유도중성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중

성자는 중성자계측기 주변으로 들어오는 계수율(count rate)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에 대한 측정원리는 leakage multiplication ML으로 설명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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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1+ p(ν ( 1)b-1)+p(p ν ( 1))( ν ( 1)-1)+p(p ν ( 1))
2( ν ( 1)-1)+…

pL
p c+p L

   

= 1+
p( ν ( 1)-1)

1-pν ( 1)
⋅

pL
p c+pL

=
pL

1-pν ( 1)
                          (1)

여기서,

      

ν ( 1) : avearge neutron number generated by an induced fission  
p : probability that a neutron generates an induced fission event 
pc : capture probability of a neutron in sample material         
pL : leakage probability of a neutron from sample material      
     (probability that a neutron detect in neutron counter)      
p+pc+pL=1                                                   

     

Generation  Fission number   Neutrons created    Net neutron profit 

0              -                1 ( source)            1        
1               p               (p ν ( 1))           p(ν1-1)      

2              p(p ν ( 1))        (p ν ( 1))
2         p(pν ( 1))(ν ( 1)-1)

3              p(p ν ( 1))
2       (p ν ( 1))

3           p(pν ( 1))
2( ν ( 1)-1)

n              p(p ν ( 1))
n-1      

 (p ν ( 1))
n        

p(pν ( 1))
n-1
( ν ( 1)-1)

   

 

앞에서 언급된 leakage multiplication 원리에 따라 NDA 중성자측정원

리는 중성자선원 강도, 중성자계측기의 계측요율(efficiency), 계측인자 그

리고 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의 농도(concentration)에 의한 증배계

수(multiplicity)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S= εMLFsν s1(1+α)                                             (2)

D= ε
2
ML

2
fFs[ν s2+

ML-1

ν i1-1
ν s1ν i2(1+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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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S=Singles count rate                                                            
D=doubles count rate                                                            
ε=detector efficiency                                                             
ML= leakage multiplication of fuel material                                        
ν s1=1st spontaneous fission moment (n/spon. fiss.)                                 
ν i1=1st induced fission moment (n/ind. fission)                                    
α= ratio of (alpha,n) emission to spontaneous fission                               
f= fraction in the doubles gate                                                    
ν s2=2nd spontaneous fission moment.(n/s. fiss.)                                   
ν i2=2nd induced fission moment (n/ind. fiss.)                                    

  

윗 식에서 주어진 Singles rate는 time-independent 전체 중성자 계측 

수이며, Doubles rate는 time-dependent 즉 시간변화에 따라 계측되는 

coincidence 방법에 의한 중성자계측방법이다. 이 두 가지 계측방법은 중

성자선원에 따라 선택된다. 주로 (α, n) 반응에 의한 중성자선원은 주로 

Singles rate에 의하여 계측되며, Cf-252 및 Cm-244와 같은 자발핵분열

(spontaneous fission) 중성자선원이 사용될 경우에는 Singles와 Doubles 

rate 방법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성 물질의 함유량변화는 induced fission에서 

나오는 중성자수의 변화로서 예측할 수 있다. Induced fission이 없는 상태

와 induced fission이 일어나는 상태를 서로 비교하게되면 상대적으로 물

질의 함유량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Induced fission일어나지 않게하는 장치

로서 열중성자 역에서 중성자흡수율이 매우 높은 Cd(Cadnium)판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 Cd tube를 핵연료 주위에 설치하면 반사체에서 다시 

들어오는 대부분의 열중성자 속은 여기에 흡수되어 사실상 핵연료 내에서 

induced fission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서 Singles rate 및

Doubles rate에 대한 Cd 비율(ratio)을 아래와 같이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

다. 

                   

SCR=
S 0
SCd
,  DCR=

D 0
DC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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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중성자선원에서부터 나온 중성자속이 핵분열성물질에 흡수하

여 induced fission을 일으키게 하고 이 induced fission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중성자수의 변화로서 예측할 수 있다. Induced fission이 없는 상

태와 induced fission이 일어나는 상태를 서로 비교하게되면 상대적으로 

물질의 함유량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Cd-ratio의 값은 사전에 MCNP코드

로서 해석적으로 충분히 검토 및 분석된후에 실제로 실험측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NDA 중성자계측기술으로서 핵분열성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DSFC장

치를 사용하 다. 우선 hotcell내부에서 실제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기전

에 중성자선원을 이용한 active NDA 측정방법으로 hotcell 외부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중성자선원은 AmLi (α,n) 

source이며, 이것의 반감기는 433.6 년, 평균중성자 에너지는 0.3 MeV, 최

대 중성자 에너지는 1.5 MeV 그리고 neutron yield는 0.06x10
6  n/s-Ci이

다. 16개의 He-3 tubes 계수된 전체중성자 계수율을 확인하 다.  AmLi 

선원으로 UO2 핵연료분말내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의 함유량 즉, 농축도

를 추정하는데 사용하 다.  AmLi 선원의 에너지스펙트럼은 그림 3-1-36

에 표시하 다. 자발핵분열 중성자방출 선원인 Cf-252 동위원소는 주로 

Doubles rate계측에 사용되며, 이 Cf-252 중성자선원의 세기, 에너지, 반감

기등의 자료는 표 3-1-12에 수록하 다. 그리고 선원세기에 적용되는 중

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은 그림 3-1-37에 나타내었다. 

Active method에 의한 중성자계측방법은 핵연료외부에서 중성자선원

을 이용하여 핵연료내에 핵분열성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측정원리는 그림 3-1-38에 나타난 것처럼 중성자선원(neutron source)에

서 방출된 속중성자 속(fast neutron flux)은 주변에 있는 polyethylene 반

사체에서 충돌하여 열중성자 속(thermal neutron flux)이 되어 다시 핵연

료 시료에 들어와 핵분열성 물질 U-235와 Pu-239, Pu-241에 흡수되어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induced fission이다. Induced fission에서 

방출된 중성자들이 외부로 나와서 중성자측정기에 계측된다. DUPIC 핵연

료에 포함된 핵분열성 물질 U-235 와 Pu-239의 함유량을 핵연료의 연소

도에 따라 그림 3-1-39에 표시하 다. 여기서, 연소도가 커질수록 U-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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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유량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Pu-239는 연소도가 커질 수록 서서히 증

가하여 연소도가 40 Gwd/Mtu에서 거의 일정한 값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0에는 Active NDA 핵분열성 물질 측정시험을 나타낸 것으

로서 중성자선원, 핵연료시료, polyethylene 반사체, 납 차폐체 그리고 중

성자측정 He-3 tube가 표시되어있다. 그리고 중성자계측을 위한 회로계통

과 장비들은 그림 3-1-41에 표시하 다. 이 active 측정시험에 사용된 

He-3 tube는 내부 ring 16개 외부 ring 16개 모두 32개로 사용하 다. 사

용된 핵연료시료 분말(powder)은 그림 3-1-43에 보여주는 것처럼 지름이 

3.8 cm이고 높이가 13 cm인 스테인레스 강 원통(can)에 봉하여 담겨져 

있는 UO2 및 U3O8 sample powder를 이용하 고 여기서 농축도가  0.71%

에서 4.1%까지 모두 5개로 선정하 다. 32개의 He-3 tubes만 연결하여 

DSFC내에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UO2 와 U3O8 sample의 농축도를 비교

분석하여 측정하 다. Inner ring에 속한 모두 16개의 He-3 tube를 사용하

여 측정계통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 32개의 He-3 tube 신호계통을 연결

하게 되었다.

그림 3-1-41에는 실험에 사용된 DSFC의 본체와 상부 계측회로계통을 

보여주고 있다. DSFC의 중성자 계측계통의 신뢰성과 완벽한 신호처리계

통을 구성하기 위하여 모두 32개의 He-3 tubes와 32개의 PDT, LED 신호 

그리고 모두 4개 group으로 구성된 A,B,C,D 연결 connector의 계수율등을 

설치, 동작, 확인 및 검증하 다. 그림 3-1-44에는 UO2 와 U3O8 sample 

powder의 제원, 함유량 그리고 농축도를 나타내었고 그림 3-1-45에는 

UO2 pellet sample의 종류, 제원, 함유량 그리고 농축도를 나타내었다. 

다. 연구결과

DUPIC 핵연료의 핵분열성 물질의 함유량을 NDA 중성자 계측기술로

서 측정하기 위하여 DSFC 중성자계측장치 사용하기 전에 핫셀 외부에서 

cold test를 수행하 다. 이 cold test에는 위에서 언급한 UO2 와 U3O8 

sample powder와 pellets를 사용하여 농축도 측정 실험을 하 다. 농축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DSFC의 계측계통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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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비 계수율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그림 3-1-46

에는 He-3 tube에 공급되는 High voltage에 따라 중성자계수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전압이 1600에서 1800 volt 역에서 계수율이 일정하게 나타

나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Cd-shutter의 성능과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sample에 대하여 계수율 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3-1-47에 표시하 다. 여기서 농축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측정된 계수율은 

일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Cd-shutter가 있을 경우에 induced 

fission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Active method 측정방법으로서 DSFC에서 Cf-252 중성자선원을 이용

하여 UO2 농축도에 따라 전체 계수율 즉 singles rate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48에 표시하 다. 또한 Cf-252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UO2 농축도에 

따라 coincidence count 방법으로 double rates 계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49에 표시하 다. DSFC에서 Cf-252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U3O8 sample powder 농축도에 따라 singles rate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50에 표시하 다. U3O8 sample powder 농축도에 따라 coincidence 

count 방법으로 doubles rate 계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51에 표

시하 다. 

AmLi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active method 측정방법으로서 DSFC에

서 UO2 농축도에 따라 singles rate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52에 표시하

으며, 여기서 MCNP코드에서 계산한 계산치와 실험측정치를 서로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농축도에 따라 AmLi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UO2 powder 농축도에 따른 중성자 계수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얻은 값은 DSFC에서 32 He-3 tubes를 사용하고 중성자 계

수율 측정은 AMSR 장비를 사용하여 얻 singles rate 값을 보여주고 있다. 

AmLi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DSFC에서 UO2 pellet sample 농축도에 따

라 singles rate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53에 표시하 다. 그림 3-1-54에

는 UO2 pellet과 UO2 powder sample에 대하여 single rates 계수율을 서

로 비교하 다. 여기서 UO2 powder가  pellet 보다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것은 UO2 powder의 중량이 더 많기 때문에 induced fission이 다소 크게 

일어나서 계수율이 높아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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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FC에서 Cf-252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UO2 농축도에 따라 singles 

rate와 doubles rate 측정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Cd-shutter를 사용하여 

계측한 계수율비 Cd-ratio 값을 그림 3-1-55에 표시하 다. 그림에 나타

난 결과처럼 doubles rate 값이 singles rate 값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coincidence method에 의한 doubles rate 중성자 계측

방법이 핵분열성물질의 변화율을 예측하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DUPIC 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의 햠유량에 대

한 계수율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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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DSNC에 의한 Curium Ratio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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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DSNC에 의한 Decladding Ratio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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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Cladding Hull에 남아있는 핵물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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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DSNC에 의한 공정물질 균질도 측정

(G23-G2A)

(G23-L2)

(G23-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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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DSNC에 의한 공정물질 균질도 측정(G23-B5 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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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Result of chain reaction

Generation Number of fissions Neutrons Created Net neutron profit

0 - 1(source) 1

1 p (p ν I( 1)) p ( ν I( 1)-1)

2 p (p ν I( 1)) (p ν I( 1))
2 p (p ν I( 1)) ( ν I( 1)-1)

3 p (p ν I( 1))
2

(p ν I( 1))
3

p (p ν I( 1))
2
( ν I( 1)-1)

4 p (p ν I( 1))
3

(p ν I( 1))
4

p (p ν I( 1))
3
( ν I(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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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Measurement data and result of sintered pellet elements 

obtained from DSNC measurement

Mass(g) Singles Doubles D/S Gamma A B C ML  

6.22 228.143 17.812 0.0781 1.0251 3.0903 -2.0903 -1.0251 1.0061

15.45 562.014 44.086 0.0784 1.0299 3.0903 -2.0903 -1.0299 1.0073

25.68 927.838 73.236 0.0789 1.0364 3.0903 -2.0903 -1.0364 1.0088

45.72 1666.746 131.715 0.0790 1.0376 3.0903 -2.0903 -1.0376 1.0091

97.84 3576.880 283.130 0.0792 1.0393 3.0903 -2.0903 -1.0393 1.0095

149.43 5425.840 428.571 0.0790 1.0371 3.0903 -2.0903 -1.0371 1.0090

251.68 9435.699 753.692 0.0799 1.0488 3.0903 -2.0903 -1.0488 1.0118

409.05 14924.581 1193.3355 0.0800 1.0498 3.0903 -2.0903 -1.0498 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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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Result of sintered pellet elements obtained 

from MCNP calculation

Mass(g) keff M P Total P ML

304.18 0.01837 1.01871 0.99162 1.0004 1.011086

354.87 0.01913 1.01950 0.99112 1.0006 1.011562

405.57 0.01976 1.02016 0.99088 1.0007 1.012068

456.26 0.02042 1.02085 0.99055 1.0004 1.012109

2000 0.02094 1.02139 0.99035 1.0007 1.012746

5000 0.02826 1.02908 0.98702 1.0009 1.017147

10000 0.03588 1.03722 0.98338 1.0010 1.021507

15000 0.04185 1.04368 0.98029 1.0011 1.024745

20000 0.04634 1.04859 0.97809 1.0012 1.0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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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G23-G2A 배치에 대한 화학분석결과와 DSNC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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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G23-B5 배치에 대한 화학분석결과와 DSNC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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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DA 방법의 핵종별 분석 기술

Nuclide Technique(s) Calibration
Method(s) Comments

95
Mo ICP-MS LR No isobaric interferences

99
Tc ICP-MS ES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01
Ru ICP-MS LR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03
Rh ICP-MS LR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09
Ag ICP-MS LR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37
Cs γ-s ES

143
Nd ICP-MS LR,ID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45
Nd ICP-MS LR,ID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48
Nd HPLC-ICPMS ID Isobaric interferences with 

147
Sm HPLC-ICPMS RD Isobaric interferences with

149
Sm ICP-MS LR,ID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50
Sm ICP-MS RD Isobaric interferences with 

151
Sm HPLC-ICPMS RD Isobaric interferences with 

152
Sm ICP-MS LR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51
Eu ICP-MS LR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53
Eu ICP-MS LR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155
Eu γ-s ES

155
Gd ICP-MS RD Isobaric interferences with

234
U ICP-MS ID No isobaric interferences

235
U ICP-MS ID No isobaric interferences

236
U ICP-MS ID No isobaric interferences

238
U ICP-MS ID Negligible isobaric interferences

237
Np ICP-MS ID Chemical separation of U from Np

238
Pu α-s RD,ES Chemical separation of U from Pu

239
Pu ICP-MS ID Chemical separation of U from Pu

240
Pu ICP-MS ID No isobaric interferences

241
Pu ICP-MS ID

Chemical separation of Am from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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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중성자검출에 사용되는 주요 물질과 중성자검출기 특성

Material
Detector 

Type
Reaction

Deposition 

Energy
state remarks

He-3 He-3 counter
3
He(n,p)

1
H 765 keV gas

Largest 

Cross-sectio

n

B-10

BF3 10B(n,3He)7Li 2780keV gas

Boron-Lined 

counter

10
B(n,

3
He)

7
Li 2780keV solid

surface 

coating

Fission 

nuclei

Fission 

Counter

235
U/
232
Th(n,f

)
 ~200 MeV solid

surface 

coating

Well known 

nuclear data 

materials

Foil 

Activation
X(n,γ)Y

Depend on 

Material
solid

Use Nucle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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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연소도에 따른 PWR 핵연료의 동위원소 조성

Act in- 

ides

         Contents(%) of PWR spent fuel materials (8.5 yrs) 

New

fuel

  12,000   20,000   28,000   33,000   39,000

 

  41,000   44,000   50,000

 O-16
 U-234
 U-235
 U-236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Am243
Cm244

0.1181
0.0002
0.0282

0.8535

 1.180-01
 2.172-04
 1.783-02
 1.851-03
 8.464-01
 8.947-05
 8.451-06
 3.187-03
 6.206-04
 1.843-04
 2.847-05
 9.705-05
 1.704-06
 9.317-08

 1.180-01
 1.940-04
 1.272-02
 2.680-03
 8.415-01
 1.993-04
 3.375-05
 3.966-03
 1.121-03
 4.237-04
 1.240-04
 2.280-04
 1.336-05
 1.382-06

 1.180-01
 1.728-04
 8.710-03
 3.261-03
 8.362-01
 3.321-04
 8.155-05
 4.415-03
 1.582-03
 6.400-04
 2.837-04
 3.450-04
 4.579-05
 7.575-06

 1.180-01
 1.611-04
 6.716-03
 3.501-03
 8.325-01
 4.211-04
 1.261-04
 4.631-03
 1.869-03
 7.285-04
 4.078-04
 3.975-04
 8.072-05
 1.703-05

 1.180-01
 1.483-04
 4.781-03
 3.681-03
 8.276-01
 5.276-04
 1.909-04
 4.915-03
 2.265-03
 7.909-04
 5.601-04
 4.350-04
 1.356-04
 3.738-05

 1.180-01
 1.443-04
 4.252-03
 3.715-03
 8.259-01
 5.612-04
 2.144-04
 4.972-03
 2.379-03
 8.224-04
 6.122-04
 4.514-04
 1.569-04
 4.685-05

 1.180-01
 1.391-04
 3.558-03
 3.746-03
 8.235-01
 6.087-04
 2.507-04
 5.031-03
 2.527-03
 8.745-04
 6.925-04
 4.786-04
 1.912-04
 6.373-05

 1.180-01
 1.298-04
 2.473-03
 3.746-03
 8.184-01
 6.927-04
 3.261-04
 5.079-03
 2.740-03
 9.749-04
 8.628-04
 5.318-04
 2.682-04
 1.081-04

Fission products  

  Rb-87
  Sr-88
  Y-89 
  Sr-90
  Zr-91 (a)
  Zr-92
  Zr-93 (a)
  Zr-94
 Mo-95 (a)
  Zr-96
 Mo-97 (a)
 Mo-98 (a)
 Tc-99 (a)
 Mo-100
 Ru-101(a)
 Ru-102(a)
 Rh-103(a)
 Ru-104
 Pd-105(a)
 Pd-106
 Pd-107
 Pd-108(a)
 Ag-109(a)
 Cd-113(a)
 In-115(a)
 Te-128
 Te-130

 9.141-05
 1.314-04
 1.726-04
 1.674-04
 2.190-04
 2.316-04
 2.566-04
 2.551-04
 2.668-04
 2.698-04
 2.613-04
 2.656-04
 2.699-04
 2.969-04
 2.466-04
 2.246-04
 1.669-04
 1.344-04
 8.740-05
 6.741-05
 3.925-05
 2.581-05
 1.524-05
 1.105-07
 1.401-06
 3.112-05
 1.047-04

 1.432-04
 2.058-04
 2.696-04
 2.600-04
 3.447-04
 3.677-04
 4.100-04
 4.132-04
 4.290-04
 4.405-04
 4.303-04
 4.395-04
 4.368-04
 4.956-04
 4.118-04
 3.883-04
 2.687-04
 2.503-04
 1.690-04
 1.434-04
 8.626-05
 5.818-05
 3.247-05
 1.213-07
 1.804-06
 5.463-05
 1.804-04

 1.894-04
 2.720-04
 3.555-04
 3.407-04
 4.575-04
 4.924-04
 5.517-04
 5.638-04
 5.789-04
 6.048-04
 5.954-04
 6.108-04
 5.932-04
 6.943-04
 5.760-04
 5.624-04
 3.550-04
 3.825-04
 2.634-04
 2.412-04
 1.464-04
 1.001-04
 5.251-05
 1.306-07
 1.996-06
 7.964-05
 2.592-04

 2.157-04
 3.096-04
 4.040-04
 3.848-04
 5.220-04
 5.650-04
 6.348-04
 6.545-04
 6.662-04
 7.046-04
 6.967-04
 7.165-04
 6.847-04
 8.182-04
 6.777-04
 6.764-04
 3.982-04
 4.726-04
 3.278-04
 3.129-04
 1.900-04
 1.306-04
 6.572-05
 1.327-07
 2.051-06
 9.599-05
 3.099-04

 2.449-04
 3.513-04
 4.576-04
 4.333-04
 5.943-04
 6.475-04
 7.294-04
 7.605-04
 7.646-04
 8.216-04
 8.164-04
 8.419-04
 7.872-04
 9.670-04
 7.981-04
 8.184-04
 4.391-04
 5.873-04
 4.090-04
 4.095-04
 2.468-04
 1.706-04
 8.139-05
 1.325-07
 2.079-06
 1.161-04
 3.721-04

 2.541-04
 3.644-04
 4.742-04
 4.484-04
 6.169-04
 7.739-04
 7.597-04
 7.951-04
 7.959-04
 8.599-04
 8.558-04
 8.832-04
 8.199-04
 1.016-03
 8.379-04
 8.670-04
 4.512-04
 6.272-04
 4.370-04
 4.442-04
 2.669-04
 1.847-04
 8.665-05
 1.338-07
 2.090-06
 1.230-04
 3.930-04

 2.670-04
 3.830-04
 4.980-04
 4.699-04
 6.496-04
 7.120-04
 8.037-04  
 8.460-04
 8.412-04
 9.167-04
 9.140-04
 9.449-04
 8.670-04
 1.089-03
 8.973-04
 9.405-04
 4.677-04
 6.880-04
 4.799-04
 4.982-04
 2.980-04
 2.065-04
 9.449-05
 1.359-07
 2.108-06
 1.335-04
 4.247-04

 2.880-04
 4.183-04
 5.425-04
 5.092-04
 7.113-04
 7.852-04
 8.885-04
 9.458-04
 9.273-04
 1.027-03
 1.030-03
 1.066-03
 9.560-04
 1.237-03
 1.014-03
 1.090-03
 4.956-04
 8.140-04
 5.682-04
 6.134-04
 3.635-04
 2.525-04
 1.103-04
 1.397-07
 2.144-06
 1.546-04
 4.884-04

▶(‘97.11 Origen2 new version PWRUS input data, UO2, U=0.882, O=0.118)  

  



- 68 -

     

표 3-1-13. 연소도에 따른 PWR 핵연료의 동위원소 조성(계속)

 Fission    

  products

Contents(%) of PWR spent fuel materials (8.5 yrs) 

  12,000

Mwd/Mtu

  20,000

 

  28,000

  

  33,000

 

  39,000    41,000

  

  44,000

 

  50,000

 Cs-133
 Ba-134
 Cs-135
 Cs-137
 Ba-138
 La-139(a)
 Ce-140
 Pr-141(a)
 Ce-142
 Nd-143(a)
 Nd-144(a)
 Nd-145(a)
 Nd-146
 Pm-147(a)
Sm-147(a)
 Nd-148(a)
 Sm-148
Sm-149(a)
Sm-150(a)
Sm-151(a)
 Eu-151(a)
Sm-152(a)
 Eu-153(a)
 Eu-154(a)
 Gd-154(a)
 Eu-155(a)
 Gd-155(a)
 Gd-157(a)
 

 4.022-04
 1.669-05
 1.065-04
 3.179-04
 4.227-04
 4.052-04
 4.126-04
 3.749-04
 3.757-04
 3.393-04
 3.769-04
 2.448-04
 2.233-04
 1.020-05
 1.052-04
 1.189-04
 2.560-05
 2.921-06
 9.255-05
 8.252-06
 5.665-07
 4.468-05
 2.360-05
 1.646-06
 1.727-06
 7.100-07
 1.633-06
 4.250-08

 6.054-04
 4.811-05
 1.734-04
 6.279-04
 5.267-04
 6.649-04
 6.750-04
 6.140-04
 6.160-04
 5.087-04
 6.540-04
 3.892-04
 3.520-04
 1.270-05
 1.430-04
 1.977-04
 6.400-05
 3.103-06
 1.610-04
 9.714-06
 6.650-07
 7.488-05
 5.065-05
 5.107-06
 5.510-06
 1.386-06
 3.187-06
 5.863-08

 8.663-04
 9.670-05
 2.377-04
 7.346-04
 9.608-04
 9.176-04
 9.326-04
 8.443-04
 8.496-04
 6.363-04
 9.573-04
 5.192-04
 5.038-04
 1.356-05
 1.628-04
 2.762-04
 1.136-04
 3.326-06
 2.308-04
 1.111-05
 7.597-07
 1.011-04
 8.353-05
 1.067-05
 1.165-05
 2.494-06
 5.735-06
 8.012-08

 9.917-04
 1.368-04
 2.774-04
 8.614-05
 1.124-03
 1.072-03
 1.090-03
 9.837-04
 9.925-04
 6.930-04
 1.159-03
 5.928-04
 6.033-04
 1.328-05
 1.695-04
 3.250-04
 1.477-04
 3.373-06
 2.731-04
 1.185-05
 8.090-07
 1.151-04
 1.057-04
 1.501-05
 1.677-05
 3.378-06
 7.766-06
 9.546-08

 1.127-03
 1.945-04
 3.254-04
 1.013-03
 1.318-03
 1.254-03
 1.279-03
 1.148-03
 1.161-03
 7.418-04
 1.410-03
 6.730-04
 7.280-04
 1.272-05
 1.718-04
 3.832-04
 1.907-04
 3.356-06
 3.232-04
 1.266-05
 8.643-07
 1.298-04
 1.326-04
 2.085-05
 2.380-05
 4.614-06
 1.060-05
 1.199-07

 1.170-03
 2.154-04
 3.419-03
 1.063-03
 1.381-03
 1.313-03
 1.343-03
 1.120-03
 1.216-03
 7.540-04
 1.497-03
 6.980-04
 7.706-04
 1.257-05
 1.720-04
 4.026-04
 2.058-04
 3.336-06
 3.400-04
 1.301-05
 8.876-07
 1.343-04
 1.412-04
 2.286-05
 2.619-05
 5.058-06
 1.163-05
 1.290-07

 1.230-03
 2.482-04
 3.674-04
 1.139-03
 1.476-03
 1.402-03
 1.439-03
 1.278-03
 1.298-03
 7.720-04
 1.629-03
 7.338-04
 8.351-04
 1.235-05
 1.717-04
 4.313-04
 2.278-04
 3.304-06
 3.634-04
 1.352-05
 9.229-07
 1.409-04
 1.539-04
 2.584-05
 2.981-05
 5.723-06
 1.315-05
 1.470-07

 1.342-03
 3.184-04
 4.206-04
 1.287-03
 1.663-03
 1.577-03
 1.634-03
 1.431-03
 1.459-03
 7.966-04
 1.901-03
 8.004-04
 9.670-04
 1.194-05
 1.710-04
 4.886-04
 2.720-04
 3.328-06
 4.076-04
 1.447-05
 9.872-07
 1.532-04
 1.780-04
 3.164-05
 3.713-05
 7.033-06
 1.616-05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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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  1 kg-UO2의 PWR 연료 연소도에 따른 중금속비(cooling time : 8.5 years)

   Burnup

 (MWD/MTU)

            Concentration(g) based on 1 kg-UO2

    U-235  Pu-239 Pu element Cm-244
   Fissile

 (
235
U+

239
Pu)

    

      0.0

     8,000

    12,000

    15,000

    18,000

    20,000

    22,000

    25,000

    28,000

    30,000

    33,000

    35,000

    38,000

    39,000

    40,000

    41,000

    44,000

    50,000

  

     28.2

     20.89

     17.84

     15.80

     13.90

     12.72

     11.60

     10.10

      8.715

      7.86

      6.72

      6.016

      5.07

      4.784

      4.512

      4.255

      3.561

      2.475

     

       -

     2.523

     3.188

     3.526

     3.802

     3.968

     4.10

     4.246

     4.418

     4.530

     4.634

     4.740

     4.880

     4.918

     4.949

     4.974

     5.034

     5.082

  

       -

     2.974

     4.031

     4.688

     5.285

     5.672

     6.027

     6.50

     7.006

     7.336

     7.767

     8.101

     8.58

     8.728

     8.873

     9.005

     9.384

     9.993

  

     -        

    9.80x10
-6
  

    9.30x10
-5

    3.06x10
-4

    7.96x10
-4

    0.00138

    0.00226

    0.00431

    0.00758

    0.0107

    0.0170

    0.0226

    0.0330

    0.0374

    0.0420

    0.0469

    0.0638

    0.108

    28.2

    23.41

    21.03

    19.33

    17.7

    16.7

    15.7

    14.35

    13.13

    12.39

    11.35

    10.76

     9.95

     9.70

     9.46

     9.23

     8.59

     7.56

* The values of Kg-UO2  is multiplied 1 MTU by 0.882x10
-3
 

  [U-235: 1.79x10
4
g/MTU x(0.882x10

-3
)=15.8 g/kg-U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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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 Characteristics of Cf-252 neutron source

               Item           Data

 

    Total half-life

    Alpha half-life

    Spontaneous fission half-life

    Neutron yield

    Gamma-ray yield

    Alpha-particle yield

   

    Average neutron energy

    Average gamma-ray energy

    Average alpha-particle energy

    Neutron activity

    Neutron dose rate

    Gamma dose rate

    Average spontaneous fission 

    neutron multiplicity   

 

         2.646 yr

         2.731 yr

          85.5 yr

    2.34 x 10
12
 n/s-g

    1.3 x 10
13
 γ/s-g

    1.9 x 10
13
 α/s-g

        2.14 MeV

        1.0  MeV

        6.11 MeV

     4.4 x 10
9
 n/s-Ci

   2300 rem/h-g at 1m

    140 rem/h-g at 1m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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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mass balance

- Pu mass balance

- U mass balance

Spent Fuel Storage(PWR Site)

shipper’s data

PIEF

DSNC

1 rod=1 batch burnup calculation

ORIGEN Code

verified by chem. data

powdered spent fuel
(homogeneous)

products

Cm244

U, U235, Pu

Gamma scanning

Cm ratio
U/Cm, U235/Cm, Pu/Cm

Chemical sample
to analysis U, U235, Pu

Cm ratio
U/Cm, U235/Cm, Pu/Cm

batch
measurement

DFDF

Cm244

Balance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Balance

- Cm mass balance

- Pu mass balance

- U mass balance

Spent Fuel Storage(PWR Site)

shipper’s data

PIEF

DSNC

1 rod=1 batch burnup calculation

ORIGEN Code

verified by chem. data

powdered spent fuel
(homogeneous)

products

Cm244

U, U235, Pu

Gamma scanning

Cm ratio
U/Cm, U235/Cm, Pu/Cm

Chemical sample
to analysis U, U235, Pu

Cm ratio
U/Cm, U235/Cm, Pu/Cm

batch
measurement

DFDF

Cm244

Balance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Balance

그림 3-1-1. DSNC의 Cm ratio를 이용한 DFDF 시설 계량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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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G2

그림 3-1-2. 감마스케닝 결과(G23-G2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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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L2

그림 3-1-3. 감마스케닝 결과(G23-L2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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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감마스케닝 결과(G23-C13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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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K10

그림 3-1-5. 감마스케닝 결과(G23-K10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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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m 3,682 mm
3,882 mm

1,085 mm
1,131 mm 2,413 mm 3,650 mm1,237 mm

17 mm 3,689 mm
3,883 mm

32 mm 3,670 mm3,638 mm

17 mm 3,686 mm
3,886 mm

455 mm 3008 mm2,553 mm

46 mm

≅ ≅

≅ ≅

≅ ≅

그림 3-1-6. 특정 연소도를 얻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봉 절단 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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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Leakage multiplication as a function of total mass 

for sintered pellet elements obtained from DSNC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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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Leakage multiplication for sintered pellets and DUPIC 

bundle obtained from MCNP calculation and DSNC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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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3
He(n,p)

3
H 핵반응의 실험적 핵반응 단면적과  1/v 법칙비교

0.01 0.1 1 10 10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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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10

σ np
 (b

ar
n)

En (MeV)

 Experimental Data
 1/E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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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He-3 기체 검출기의 직경에 따른 고유 검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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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수소와 탄소의 핵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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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에너지에 따른 수소의 중성자 감속능률(왼쪽은 감속능률이며, 오

른쪽은 거시적 핵반응 단면적을 동시에 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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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중성자 검출 특성 계산을 위한 단순한 검출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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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중성자가 흡수되지 않고 재사용 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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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Cf-252 중성자가 polyethylene를 통과하여 He-3검출기에 검출되

기 직전의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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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Cf-252의 중성자원에 대한 polyethylene의 두께에 따른 He-3 검출
기에서의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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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polyethylene의 두께에 따른 두 모델간의 He-3 검출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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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DSNC의 중성자 궤적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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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DSNC 시스템의 18개의 He-3 기체 중성자 검출기에서 측정

되는 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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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Cf-252중성자원과 DSNC의 He-3검출기에서 측정되는 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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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He-3 카운터에서 측정된 Cf-252 중성자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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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고 도 폴리에틸렌의 두께에 따른 Cf-252 중성자원의 He-3 카운

터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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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폴리에틸렌 두께에 따른 중성자의 검출효율 측정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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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He-3 카운터간의 거리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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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He-3 카운터간의 거리에 따른 상대적 중성자 검출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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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최적화된 폴리에틸렌 두께(opt.)와 얇은 두께(38 mm)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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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최적화된 폴리에틸렌두께에서 5mm 납으로 차폐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중성자 스펙트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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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ORIGEN 코드로 계산된 사용후핵연료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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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납차폐 두께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He-3 카운터 위치에서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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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납차폐 두께에 따른 총 감마선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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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납 차폐체 두께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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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감마선 역과 중성자 역별 방사선 측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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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NaI 감마선 섬광검출기로 측정된 Cf-252 중성자원의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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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NaI 감마선 검출기로 검출된 감마선의 개수와 He-3 카운터로 

검출된 방사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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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Amplification의 shaping time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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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AmLi 중성자원의 중성자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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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Cf-252 중성자원의 자발적 핵 붕괴에 의한 Prompt neutron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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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fissile counter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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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Fuel burnup에 따른 U-235과 Pu-239 concentration(g) 

(based on 1.0 kg-UO2)

0

5

10

15

20

25

30

3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Fuel  burnup  (Gwd/Mtu)

Fi
ss

ile
 C

on
ce

nt
ra

tio
n 

(g
)  U-235 

Pu-239 



- 110 -

그림 3-1-40. DSFC의 active 방법에 의한 Fissile cont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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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Fissile content measurement을 위한 Neutron coun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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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DSFC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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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UO2 와 U3O8 powder sampl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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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UO2 와 U3O8  powder sampl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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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UO2 pelle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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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32 He-3 tube의 high voltage과 Total count rate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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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Cd tube를 장착할 경우 UO2 powder enrichment 에 따른 Total 

coun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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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Cf-252 source의 UO2 powder enrichment에 따른 Single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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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Cf-252 source의 UO2 powder enrichment에 따른 Double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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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Cf-252 source의 U3O8 powder enrichment에 따른 Single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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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Cf-252 source에서 U3O8 powder enrichment에 따른 Double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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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AmLi source의 UO2 powder enrichment에 따른 측정과 계산

된 singles 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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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AmLi source의 UO2 powder enrichment에 따른 Singles rate 

(20 s, 20 cycles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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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AmLi source의 UO2 powder와 pellet의 농축동에 따른 Total 

cou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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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Cf-252 source의 UO2 powder enrichment에 따른 singles과 

doubles rate간의 Cd-ratio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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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물질 측정장치 계장 기술 개발

1. NDA 측정장치와 계량관리 장비와의 통합

가. 방사선 계량 시스템

핵물질 계량관리는 핵물질 종류별로 계측하여 중량을 관리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관리대상 핵물질은 여러 가지 동위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위원소별로 중량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위원소

의 무게는 저울을 통하여 얻어지며 고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및 관리가 가능한 전자저울을 사용한다. 동위원소별 조성비를 알

아내고 이러한 신호의 처리가 자주 사용되는 기술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중성자 등에 발생한 방사선의 개수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은 주로 TTL 신호기반의 고속 방사선 개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얻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량과 방사선 개수를 측정해 내는 기술과 계량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관리 기술을 논하고자 

한다.[30]

나. 핵물질 디지털 전자저울 시스템

디지털 산업용 저울로부터 RS-232C 통신을 통하여 자료 수집하는 장

치를 구성하 다. 본 장치구성에서 사용된 디지털 저울을  CAS사 제품을 

사용하 으며, 디지털 저울의 제어장치는 RS-232C통신을 지원하는 

CI-5200A를 사용하 다[31]. 디지털 저울의 제어장치에서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자료 형식은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U S . G S . 1 1 . Data  . K G CR LF

US(불안정)

ST(안정)

OL(과부하)

 
GS(총중량)

NT(수중량)
 
장비

번호
램프상태  

8-Byte

ASCII
     



- 127 -

 - 장비번호 : 측정장치에서 보내는 정보를 수신측에서 선택적으로 받

을 수 있도록 장비번호 1-바이트를 보냄.

 - 램프상태 : 표시기 램프의 현 ON/OFF 상태를 나타내줌.

 - DATA : 8-바이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소수점을 포함한 무게 데이터임.

디지털 전자 저울에서 송신한 데이터를 RS-232C 통신프로그램을 

통하여 HEX 와 ASCII형식으로 변환하여 받아보면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디지털 저울로부터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다. 

ED 0A '[ 'W AF 'o 'V ', F1 BF AF AF BF '> '  '1 BB BF BF BF 'k 'g

ED EB 'S 'T AE 'o 7F AF FD BF ', AD BF BF BF '9 '2 BC BF BF 'k 'w

0D 0A '[ 'W AF 'N 'T AE FD BF AF AD '  '8 BF BD BB BF '6 '  'k 'w

ED EB 'S 'T AF 'o 'W AF 01 BF AE AD BF BF '? '1 '2 BF BF BF 'k 'g

 

RS-232C 통신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데이터가 수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데이터는 자료의 신뢰성과 프로그램을 오동작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데이터 취득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에서 

올바른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취득하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다. 방사선 발생 모사 시스템

(1) Transistor-Transistor Logic(TTL)

TTL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로직 IC이다. 이

것은 이름이 모두 74XXX의 형태를 취하고, 대부분 +5V 전원전압엣 동작

하며, 속도가 빠른 반면 소비전력이 크다. 현재 가장 모델이 다양하고 널

리 사용되는 것은 74LS(Low-power Schottky)형이며, 동작속도가 다소 낮

아도 무방한 용동는 74HC(High-speed CMOS)나 74HCT(High-speed 

TTL-type CMOS)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전력이 적고 동작

속도가 빠른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반도체소자인데,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에 

접근하는 것이 74AC(Advanced fast CMOS)형 또는 74ACT(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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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TTL-type CMOS)형이라고 볼 수 있다. 

TTL의 디지털 로직은 입력과 출력에 대해 그림 1과 같이 정의되어있

다. 입력전압은 High가 2-5V, Low가 0-0.8V이며, 출력전압은 High가 

2.4-5V, Low가 0-0.4V이다. 로직전압은 CMOS와 다소 다르기 때문에 

CMOS소자를 사용할 경우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2) 펄스발생기제작

TTL signal을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을 그림 3-2-1과 같이 제작하 다. 

기본적으로 PIC-1S 모듈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또한, RS-232C 

통신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통신 모듈도 추가하 다. 동작은 5V DC전원에

서 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펄스 발생 폭을 정의한다. 발생된 펄스정보는 

LCD에 표시하도록 제작하 다.

라. 방사선 계수 시스템 구현

RS-232C를 가지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

터를 전송형식에 맞게 고쳐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한다. 최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

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1) PIC16CXX 계열 원 칩 마이컴 과 PIC 모듈

PIC16CXX 계열의 미이크로프로세서는 미국 마이크로칩사의 제품으로, 

원 칩 마이컴이다. 이전에 원보드 마이컴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원 보드 

마이컴이란 하나의 보드 안에 CPU, ROM, RAM, I/O 등 컴퓨터를 구성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품들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

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으로 주로 공장 자동화 등의 제어가 필요한 

응용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반도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러

한 원 보드 마이컴의 구성품들을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원 칩 마이컴"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PIC16CXX 계열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정식 명칭은 8비트 CMOS 

EEPROM MICROCONTROLLER이다. 마이크로칩사에서는 "PIC 패 리"라



- 129 -

고 부르는 일련의 원칩 마이컴 패 리를 시판하고있다. PIC 패 리에 속

한 원칩 마이컴은 모두 같은 종류의 CPU코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령

어와 기본 구조 등은 동일하고, 메모리 크기라든가 특수 기능의 내장 여부에 

따라서 크게 BASE-LINE 패 리, MIDDLE-RANGE 패 리, HIGH-END 패

리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PIC 계열의 마이컴은  다른 원 칩 마이컴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8비트 CMOS 원 칩 마이컴이다.

 2) 명령어의 수가 매우 작다

 3) 1명령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0nS이다 (고속 실행)

 4) 모든 명령은 1워드의 길이를 갖고 있으며 1사이클에 수행된다.

 5) 입출력 정의가 자유로운 I/O 포트를 내장하고 있다.

 6) 명령 실행과 패치가 동일 사이클에 수행된다. (병렬 처리)

 7) 원칩 마이컴이므로 ROM, RAM, I/O 등을 내장하고 있어서 외부

에 추가 회로는 거의 필요 없다. 단지 전원과 발진 회로만을 연결

하면 동작을 개시한다.

 8) 18핀의 작은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9) 프로그램 메모리가 EEPROM으로 되어 있다.

그림 3-2-2는 PIC16373B의 핀 구성도이다. PIC16CXX 원 칩 마이컴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원, 오실레이터, EEPROM을 연결하여야한다. 이러한 

연결을 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한 모듈이 COMFILE 사에서 시판 중에 

있으며, 본 연구에 쓰이는 PIC16C73 기반의 모듈은 PIC-1S 모듈을 사용하

다. 

 PIC-1S는 PIC16C73마이컴, 24LCXX EEPROM, 4.19430MHz 캔 오실레

이터, 그리고 프로래램 전송용 연결잭으로 이루어져있다. 총 21핀으로 구

성되어있다. I/O 16 핀, 16비트 카운터 핀(CLKIN), 자체 데이터 전송을 

위한 PICBUS, 그리고 전원관련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3-2-3은 PIC 모듈 

사진과 구성도이며, 그림 3-2-4는 PIC-1S 모듈의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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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1S 모듈의 I/O 핀은 단순한 입출력 기능 외에 ADC, PWM 등 부

가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표 3-2-1에 요약하 다.

원 칩 마이컴에는 자체적으로 메모리가 구비되어있어 프로그램을 설치

하여 사용한다. 프로그램의 장착은 PIC-1S모듈과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또한 Comfile 사는 기존의 어셈블리 명령어를 BASIC형으로 바꾸

어 기능을 추가한 컴파일러를 제공하고 있어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면 손

쉽게 마이컴을 동작시킬 수 있다. 

(2) 74LS590 /8255 PPI 기반 16-bit/2-channel TTL 카운터제작

16-bit 카운터는 PIC-1S에 내장되어 있는 CNTLNK 포트를 통하여 구

현하는 방법과 8-bit 카운터2개와 8255PPI로 PIC-1S 모듈과 통신함으로 구

현하는 방법을 시도하 다. 

① 74LS590 8-bit counter

74LS590 칩은 8-bit 카운터로 레지스터를 내장하고 잇다. 칩 내부에서 

3-state 기능이나, Open-collector기능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신호

를 처리할 수 잇다. 카운터 성능은 DC에서 20MHz까지 가능하다. 그림 

3-2-4는 74LS590의 칩 구성도이다. 칩의 동작은 계수하고자 하는 TTL 신

호를 CCK에 넣어주며 , 계수시작 이전에 CCLR, CCKEN와 G에 LOW 신

호를 주고 초기화하여 신호를 받을 준비를 한다. 신호의 초당 개수는 

QA-QH 누적되어 표시되며 256개/초가 넘을 경우 RCO에서 LOW 신호를 

출력된다. 출력된 RCO 신호를 또 다른 74LS590칩의 CCK 입력으로 넣어

주면 상위 8-bit를 개수하게된다. CPU 보드를 제작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

는 칩이 바로 8255PPI 이다. 8255PPI는 대표적인 PIO(병렬 입출력)처리용 

디바이스로 총 3가지 모드로 동작한다. 모드 0은 단순 포트 처리, 모드 1

은 프린터 인터페이스용, 모드 2는 CPU 간의 데이터 처리용으로 본 기술

에서는 모드 0를 사용한다. 8255PPI는 3그룹의 8-bit 포트를 가지고 입출

력방향을 지정하여 사용한다. 각각의 포트그룹은 4-bit 단위로 제어되며, 

이러한 제어는 내부의 컨트롤러 레지스터에 지정함으로 입출력을 결정하

게 된다.  그림 3-2-5는 8255PPI의 핀 배열이다.

각각 포트의 입출력을 결정은 다음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32,33]



- 131 -

1. 어드레스 핀 (A0, A1)의 상태를 결정한다.

2. 출력으로 사용하고자하면 8-bit 버스에 데이터를 출력시키고 

/WR핀을 LOW로 만든다.

3. 입력으로 사용하고자하면 /RD 핀을 LOW로 만들고 8-bit 버스 

데어터를 읽어온다.

컨드롤 워드의 각 비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3-2-2 참조)

  본 실험에서는 두 8-bit 포트를 이용하여 16-bit 방사선 카운터를 

구성하 다.

② PIC16CXX 기반 16-bit/2-channel TTL 카운터제작

16-bit 카운터를 PIC16CXX 기반의 PIC-1S의 모듈이 자체 제공되고 있

다. 이를 이용하면 1채널의 16-bit 카운터를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실험 

결과 74LS590와 8255PPI 기반의 16-bit 카운터 보다 안정적이었다. 

그림 3-2-6은 PIC16CXX 원 칩 컴퓨터 기반의 2채널 16-bit TTL 신호 

처리 장치 회로도이다. 이 회로의 장점은 2채널의 TTL을 처리할 뿐 아니

라 RS232C 외부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회로를 내장 구성하 다. 동

작은 5V 전원에서 동작하며 220V에서 9V의 DC 어뎁터를 이용하여 5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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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하는 회로로 안정적인 5V를 공급하도록 설계하 다. PIC16CXX는 자

체적인 RS232C 입력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자체 메모리에 임베

디드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전원이 중단될 경우 프

로그램의 손실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24LCXX의 EEPROM을 장착하 다.

다음 표는 PIC16CXX로 구성된 PIC-1S 모듈의 핀 배치이다.

I/O Port No. 기능 비고
0 G/ENABLE  

1 RESET  

2 RX RS-232C Comm.

To PC/PIC-1S3 TX

4 A0 8255A

Mode Selection5 A1

6 WR  

7 RD  

8  

 

8255A

8-bit

DATA

BUS

 

9

10

11

12

13

14

15

(3) PIC 모듈 방사선신호 취득 임베디드 프로그램

다음은 PIC16CXX에 프로그램된 2채널 16-bit 방사선 신호 TTL 개수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comfile사의 PICBASIC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

며, 구체적인 언어 내용은 www.comfile.co.kr을 방문하여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PIC16CXX의 핀이 부족하여 G와 /ENABLE을 한 핀에서 출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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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작

        'SN74LS590+ 8255A + LS950(16-BIT) COUNTER TEST 

PROGRAM

‘프로그램 상수 정의

        Const S9600 = 30                ‘ 전송속도

        Const G = 0                     'G / ENABLE

        Const RESET = 1

        Const A0 = 4

        Const A1 = 5

        Const WR = 6

        Const RD = 7

‘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 정의

        Dim C As Integer

        Dim CH As Byte        ‘8255PPI HIGH byte

        Dim CL As Byte        '8255PPI LOW byte

        Dim I As Byte

        Dim K As Byte          'PIC16CXX HIGH byte

        Dim L As Byte          'PIC16CXX LOW byte

 '8255PPI 칩을 읽기 모드로 셋팅함       

        OUT WR, 1             '8255 MODE 

INITIALIZATION

        OUT RD, 1

        OUT A0, 1

        OUT A1, 1

‘컨트롤 레지스터 기록

        BYTEOUT 1,&B10001011

        PULSE WR

‘PIC16CXX 프로그램 메인부

        SET PICBU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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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표시부 초기화 

        LCDINIT

‘TTL신호 처리 시작부       

10

        PULSE RESET

        PULSE WR              ' CLEARR

        OUT G, 0                'G / ENABLE

        C = Count(1)

        CL = C

        CH = C >> 8

        CH = CH AND &B11111111

‘신호 처리 검색 루틴

        I = I + 1                       'MONITOR INDEX

‘칩 초기화 끝부분

‘74LS590 LOW 8-bit 처리부        

        OUT A0, 0

        OUT A1, 1

        OUT RD, 0

        K = BYTEIN(1)

        '------------------- C-port : 8-bit counter END

        OUT A0, 1

        OUT A1, 0

        OUT RD, 0

        L = BYTEIN(1)

        '------------------- B-port : 16-bit counter END

‘PIC6CXX 16-bit 처리부와 LCD표시부                

        'LCDINIT

        LOCATE 0, 0

        Print "CLKIN=", Hex(CH), " ", Hex(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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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E 0, 1

        Print "COUNT=", Hex(L), " ", Hex(K)

‘RS-232C 신호 전송부

        SEROUT 3, S9600, 0, 0, [K,L,CL,CH]

‘ 0.1초 단위 처리 루틴     

        DELAY 100              ' 0.1 SECOND DELAY

        GoTo 10

‘ 프로그램 끝.

2. DUPIC 시설 핵물질 측정장치 계장 체제 구축 기술 

가. 통신기술 적용기술

(1) RS-232C 통신 기술

RS-232C는 거의 모든 장비에서 표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통신 규격이

다. PC 에서도 2개 이상의 RS232C 포트가 있고, 마우스, 모뎀 등과 연결

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9핀과 25핀의 RS-232C 통신을 위한 

핀 배열로 본 연구에서는 9핀을 사용하 다. 이중 중요한 핀은 2번의 RD

와 3번의 TD 핀이다[34].

TTL은 5V기반의 신호 처리 기술이고 RS-232C는 10V 기반의 통신기술

이다. 그러므로 PIC16CXX 기반의 TTL 신호를 RS-232C 통신으로 전달하

고자 한다면 10V 기반으로 변경시키는 회로부분이 필요하다. 그림 3-2-7은 

이를 위해 설계에 추가된 RS-232C 통신 모듈 부분이다. 

제작된 PIC16XX 기반의 카운터 모듈은 2채널의 16-bit 방사선 신호 개

수 신호를 PC로 전송한다.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식은 8-bit 단위로 이루어

지며 양식은 다음과  같다.

8255 LOW 8255 HIGH PIC16XX LOW PIC16XX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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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5는 포트 B와 C를 이용하여 8-bit 카운터인 74LS590에 적산된 TTL

개수를 세어 PIC16CXX 원 칩 마이컴에서 처리하게 하 고, PIC16CXX의 

CKLIN의 핀을 통하여 개수된 TTL를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총 처리된 4 byte의 신호는 8-bit 기반인 RS-232C를 통하여 전송하기 위하

여 8-bit 단위로 나누어 PC로 전송하 다.

(2) TCP/IP 통신 기술

최근 개발되는 원격 계량시스템은 TCP/IP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러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전에 개발된 RS-232C 장비를 TCP/IP형식

으로 변환시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하드웨어는 컴파일사

의 EZL-110 ezTCP/Ethernet 모듈을 이용하여 구성하 으며, 소프트웨어는 

peer to peer 방식의 프로그램을 VB6.0으로 작성하여 시험하 다[35].

EZL-110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은 RS-232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TCP/IP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PC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더넷을 통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

다.  그림 3-2-8는 EZL-110을 기반으로 구성된 TCP/IP 구성 네트워크이

다. 

IP 어드레스와 포트는 미리 EZL-110에  환경 설정을 하여  사용한다. 

여기서는 101.0.0.10 어드레스에 1470번 포트로 접속하 다. PC에서 

EZL-110의 IP 어드레스와 포트로 접속을 하여 두 채널의 방사선 신호를  

표시해 준다. 

나. 핵물질 통합 원격 관리 프로그램

(1) RS-232C 기반 통합 원격 관리 시스템

PC로 전송된 2채널 방사선 신호와 전자저울 무게 RS-232C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림 3-2-9는 통합관리 

시스템과 자료 처리 프로그램 구동 예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용화된 

MS사의 VB6.0로 작성하 다. 본 프로그램은 매 0.1초 마다 신호를 받아들

이도록 되어있다. RS-232C 통신 프로그램은 VB에서 제공하는 타이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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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콘트롤과 MSCOMM 통신용 시스템 콘트롤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본 프로그램은 다수의 개별장비에서 제공하는 ASCII 데이터를 RS-232C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수신하며(COM1, COM2), 수신된 ASCII 데이터를 통

합된 모니터링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RS-232C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수신되는 신호는 계수기 데이터  4 

BYTE와 중량 데이터 20 BYTE의 ASCII 코드로 구성되어있다. 각 장비의 

데이터에서 2개의 계수기와 무게코드로 재구성하거나 관심있는 데이터를 

추출한다. 단일 계측기 데이터는 각각 2 BYTE로 구성되어있으며, 중량 데

이터는 총 20 BYTE 중 중량 데이터인 8 BYTE만 추출하여 사용한다.

데이터 통신은 0.1초단위로 수행되며, 처리된 데이터는 숫자와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한다. 수신된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누적 데이터를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표시한다.  프로그램은 시작과 함께 수행되며, RESET 버튼

을 클릭하면 정보수신시간과 그래프가 초기화되고, QUIT 버튼으로 프로

그램으로 종료한다.

 

프로그램의 주요부는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시작

Dim start As Date

Dim z1, z2, z3

Option Explicit

Private Sub Command1_Click()

    Unload Me

End Sub

Private Sub Command2_Click()

start = Time

Timer1.Enabled = True

    PICCNT1.Cls

    PICCNT2.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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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MASS.Cls

        z1 = 0

        z2 = 0

        z3 = 0

End Sub

‘ 두 개의 시리얼 포트를 열어 준다. COM1은 2채널 방사선 신호, 

COM2는 전자저울 용이다.

Private Sub Form_Load()

    MSComm1.PortOpen = True

    MSComm2.PortOpen = True

End Sub

‘처리 메인부

Private Sub Timer1_Timer()

    Dim Instring As Variant  ‘ 방사선 신호 처리 변수

    Dim inpdat$              ‘전자저울 신호 처리 변수

    Dim disdat$

    Dim k$

    Dim ig

    Dim ik

‘신호 그래픽 처리 변수

    Dim R, G, B

    Dim X1, x2, x3, Y1, y2, y3

    Dim step, ymul, offset

‘ 방사선 신호 읽어옴    

    Instring = MSComm1.Input

        If Len(Instring) = 0 Then Exit Sub

‘8255PPI 16-bit 처리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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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value.Caption = Instring(0) + Instring(1) * 256

‘PIC16CXX 16-bit 처리 루틴

        Advalue.Caption = Instring(2) + Instring(3) * 256

‘처린된 신호를 0.1초마다 BAR 형식으로 보여줌        

        ProgressBar1.Value = Val(Advalue.Caption)

        ProgressBar2.Value = Val(CNTvalue.Caption)

‘측정시간 초기화         

        Text2.Text = Time

        Text3.Text = Format(start - Time, "hh:mm:ss")

        Text4.Text = "Working...."

‘전자저울 데이터 읽어옴. 전자저울의 데이터중 중량부분만 추출함.  

    inpdat$ = MSComm2.Input

        ik = InStr(inpdat$, "k")

        ig = Val(ik)

            If ig < 8 Then

                ig = 9

            End If

         disdat$ = Mid$(inpdat$, ig - 8, 8)

‘전자저울 신호 중 오신호 판별 루틴           

         k$ = Mid(disdat$, 6, 1)

            If k$ < "0" Or k$ > "9" Or k$ = "" Then Exit Sub

‘중량 표시 루틴    

            mass.Caption = disdat$

            ProgressBar3.Value = Val(mass.Caption)

‘방사선 신호와 중량신호 누적 도표 표시루틴    

    'Draw data in time sequence

        step = 10

        ymul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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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100

        X1 = z1

        Y1 = (PICCNT1.ScaleHeight - Advalue * ymul - offset)

        PICCNT1.PSet (X1, Y1), RGB(255, 0, 0)

        z1 = X1 + step

            If z1 > Int(PICCNT1.ScaleWidth) Then

                PICCNT1.Cls

                z1 = 0

            End If

        x2 = z2

        y2 = Int(PICCNT2.ScaleHeight - CNTvalue * ymul - 

offset)

        PICCNT2.PSet (x2, y2), RGB(0, 100, 0)

        z2 = x2 + step

            If z2 > Int(PICCNT2.ScaleWidth) Then

                 PICCNT2.Cls

                z2 = 0

            End If

        x3 = z3

        y3 = Int(PICMASS.ScaleHeight - mass - offset)

        PICMASS.PSet (x3, y3), RGB(0, 0, 255)

        z3 = x3 + step

            If z3 > Int(PICMASS.ScaleWidth) Then

                PICMASS.Cls

                z3 = 0

            End If

  End Sub

‘통합 프로그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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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CP/IP 통신 통합 원격 관리 시스템

그림 3-2-10은 TCP/IP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기존의 RS-232C를 

EZL-110을 이용하여 RS-232C에서 TCP/IP 양식으로 변형 시켜 네트워크

를 통하여 통합 관리한다.

다음은 Peer to Peer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MSWINSCK 콘

트롤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

  ‘모듈 코드 

  Global Getbuffer As String

  Global CNT As Byte

  Global ch(3) As Byte

‘프로그램 코드 

Option Explicit

‘Winsock를 연결한다.

Private Sub Command1_Click()

    Winsock1.Connect

 End Sub

Private Sub Command2_Click()

    Winsock1_Close

 End Sub

‘정해진 IP와 포트로 연결

Private Sub Form_Load()

'  Setting remote IP and remote port number

   Winsock1.RemoteHost = "147.43.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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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sock1.RemotePort = 1470

   Getbuffer = " "

End Sub

‘IP연결 결과 표시

Private Sub Winsock1_Close()

   Winsock1.Close

   Text1.SelText = "connection closed" + vbCrLf

   End Sub

Private Sub Winsock1_Connect()

   Text1.SelText = "Connected to " + Winsock1.RemoteHost + ":" 

+ Str$(Winsock1.RemotePort) + vbCrLf

End Sub

‘데이터 통신

Private Sub Winsock1_DataArrival(ByVal bytesTotal As Long)

      Dim strData As Variant

      Winsock1.GetData strData

'8255 counter 부분

   Text2.Text = strData(0) + strData(1) * 256

   ProgressBar1.Value = Val(Text2.Text / 3)

   

'PIC16CXX counter 부분

   Label1.Caption = strData(2) + strData(3) * 256

    ProgressBar2.Value = Val(Label1.Caption / 3)

End Sub

'오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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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ub Winsock1_Error(ByVal Number As Integer, 

Description As String, ByVal Scode As Long, ByVal Source As 

String, ByVal HelpFile As String, ByVal HelpContext As Long, 

CancelDisplay As Boolean)

   

   Dim retval As Integer

   retval = MsgBox("Winsock 에러 발생" + "(" + Str(Number) + 

"): " + Description, vbOKOnly, "에러발생")

      Winsock1.Close

   End Sub

‘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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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PIC-1S 모듈의 핀 기능

핀번호 이름 설명 포트 블록 입력부 내장기능

1

2

3

+5V

/RESET

GND

전원 5V 공급

리셋5V

그라운드

4

5

6

7

8

9

10

11

I/O0/AD0

I/O1/AD1

I/O2/AD2

I/O3/AD3

I/O4/AD4

I/O5

I/O6

I/O7

포트0번

포트1번

포트2번

포트3번

포트4번

포트5번

포트6번

포트7번

블록 0 TTL 입력

AD입력

AD입력

AD입력

AD입력

AD입력

12

13

14

15

16

17

18

19

I/O8

I/O9/PWM0

I/O10/PWM1

I/O11

I/O12

I/O13

I/O14

I/O15

포트8번

포트9번

포트10번

포트11번

포트12번

포트13번

포트14번

포트15번

블록 1
슈미트트리

거입력

PWM포트

PWM포트

20

21

CLKIN

PICBUS

카운트입력

LCD전용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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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8255PPI 컨트롤로 레지스터 동작 코드

/CS A1 A0 /RD /WR 기능

L L L L H 읽기, 포트A--> 데이터버스

L L H L H 읽기, 포트B--> 데이터버스

L H L L H 읽기, 포트C--> 데이터버스

L L L H L 쓰기, 포트A--> 데이터버스

L L H H L 쓰기, 포트B--> 데이터버스

L H L H L 쓰기, 포트C--> 데이터버스

L H H H L 쓰기, 컨트롤레지스터--> 데이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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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TTL 펄스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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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PIC16C73B 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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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PIC-1S 모듈 사진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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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PIC-1S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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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74LS590 Pin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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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8255PPI 핀 배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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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2-채널 16-bit 방사선 신호 처리기 회로 

C8
CAP

COUNTER1

2

5V

U8

PIC16C73A/SO

1
9

10

20

2
3
4
5
6
7
21
22
23
24
25
26
27
28
11
12
13
14
15
16
17
18

MCLR/VPP
OSC1/CLK

OSC2/CLKOUT

VDD

RA0/AN0
RA1/AN1
RA2/AN2

RA3/AN3/REF
RA4/T0CLK

RA5/AN4/SS
RB0/INT

RB1
RB2
RB3
RB4
RB5
RB6
RB7

RC0/T1OSO/T1CLK
RC1/T1OSI/CCP2

RC2/CCP1
RC3/SCK/SCL
RC4/SDI/SDA

RC5/SDO
RC6/TX/CK
RC7/RX/DT

4.19MHz

CRYSTAL
C2

COUNTER2

U2

74LS590

14
13
12
11
10

9
15
1
2
3
4
5
6
7

G
RCK
CCKEN
CCK
CCLR

RCO
QA
QB
QC
QD
QE
QF
QG
QH

CON3

5V

U1

74LS590

14
13
12
11
10

9
15
1
2
3
4
5
6
7

G
RCK
CCKEN
CCK
CCLR

RCO
QA
QB
QC
QD
QE
QF
QG
QH

PC RS232
PORT

R2

10K

C7
CAP NP

2001-08-23                     File:/ COUNTER 1.0

2-CH 16bit Counter Module for Neutron Counting. Designed by Jang Ho HA.

A

1 1Thursday, August 23, 2001

Title

Size Document Number Rev

Date: Sheet of

U4

24LCXX

1
2
3

5

6
7

A0
A1
A2

SDA

SCL
WP

U3

8255

34
33
32
31
30
29
28
27

5
36
9
8

35
6

4
3
2
1
40
39
38
37

18
19
20
21
22
23
24
25

14
15
16
17
13
12
11
10

D0
D1
D2
D3
D4
D5
D6
D7

RD
WR
A0
A1
RESET
CS

PA0
PA1
PA2
PA3
PA4
PA5
PA6
PA7

PB0
PB1
PB2
PB3
PB4
PB5
PB6
PB7

PC0
PC1
PC2
PC3
PC4
PC5
PC6
PC7

1

C5

C

2

TX

DC 9-16V

5V

1

C1

C4

5V
RX

5V

D1

1N4148

C3

U5

MAX232

13
8
11
10

1
3
4
5
2
6

12
9

14
7

15
16

R1IN
R2IN
T1IN
T2IN

C+
C1-
C2+
C2-
V+
V-

R1OUT
R2OUT
T1OUT
T2OUT

GND
VCC

5V

5V

3

- +

D2

BRIDGE

1

4

3

2

R1

R

R3
R

LC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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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RS-232 통신 모듈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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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EZL-110 모듈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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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RS-232C 기반 2채널 방사선 신호와 1채널 중량신호 처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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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EZL-110을 이용한 TCP/IP 기반의 2 채널 방사선 신호 수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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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시간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

1. DUPIC 공정의 MUF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DUPIC 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는 물질수지평가(MBE, Material Balance 

Evaluation)가 선행되어야 한다. IAEA는 이 MBE를 시설조업자와 사찰관 간의 

측정 오차를 평가하고 핵물질 전용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MBE를 위

해서는 핵물질 재고변동보고서(ICR, Inventory Change Report) 및 물자재고목록

(PIL, Physical Inventory Listing)과 같은 계량관리보고서, 화학 분석(DA) 및 비

파괴 분석(NDA) 결과, 핵물질 검증 중에 파악된 핵물질의 계층(Stratification) 자

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UPIC 공정의 측정 불확실도 및 MUF 분석 방법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IAEA의 MUF 분석 이론을 DUPIC 시설의 통계적 

MUF 평가에 맞도록 MS Excel version으로 구성하 다. 또한, MBE에 필요한 

각 Stratum별 측정시스템 불확실도 즉, 우발 오차(Random Error) 및 계통오차

(Systematic Error)를 측정하여 오차 추정(Error Estimation)을 하고자 하 다.

MUF는 “Material Uncounted For”의 약어로서 핵물질(동위원소 혹은 원소)의 

book inventory와 physical inventory와의 차로서 정의된다. 주어진 핵물질 계량 

기간 동안의 시설 MUF는 핵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성능을 판단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UF = I - O + B - E 

여기서,

I : 시설에 입력되는 양

O : 시설에서 나가는 양(생성물 혹은 폐기물 포함)

B : 초기 재고량

E : 말기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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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 B는 book inventory, E는 physical inventory가 되며 다음 핵물질 계량 

기간(Material Balance Period)에는 book inventory의 일부분이 된다.

여기서 관찰 MUF(observed MUF)와 실제 MUF(true MUF)와의 차이를 구

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MUF는 측정장비의 오차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 발생

한 MUF로서, 측정되지 않은 재고, 공정 중 손실, 기록의 실수, 어떤 전용된 핵물질 

등에 의하여 발생된다. 반면, 관찰 MUF는 그것의 기대값이 실제 MUF와 같은 

random variable로 정의되며, 만일 측정 오차가 없을 때 관찰 MUF와 실제 MUF

는 같다.

시설의 MUF 분산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시설 사찰을 계획

하는 단계에서 사찰의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둘째로, 사찰 결과

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데, 운전자의 물질수지 자료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는데

도 이 MUF 분산이 적용된다. MUF 분산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는 운 자

의 측정오차분산이며, 이 운 자의 측정오차분산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stratum k에서의 전체 원소무게에 대한 렌덤오차 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Vr(Xkqpt)= Xkqpk
2
( δ rq⋅⋅

2
/nkmk+ δ r⋅p⋅

2
/rkmk+ δ r⋅⋅t

2
/cknkmk)

여기서,

Xkqpt  = stratum k에서의 원소의 전체 무게로서 q라는 bulk 측정방법(무게 혹

은 체적 측정), p라는 material type에서의 시료채취(sampling) 방법과 t라는 분

석 방법(NDA 혹은 DA 방법)이 사용된 경우를 말함 

δ  = 상대적인 표준편차

r  = 렌덤오차를 의미함

q, p, t  =  δ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첨자

δ r⋅p⋅= p라는 물질형태에서의 시료채취에서의 렌덤오차의 표준편차



- 159 -

nk  = stratum k에서 배취당 item의 수

mk  = stratum k에서 배취 수

rk  = stratum k에서 배취당 채취되는 sample의 수

      (배취의 원소 농도팩터를 계산하기 위함)

ck  = stratum k에서 sample 당 분석의 수

k  = 전체 stratum 수

V(⋅⋅⋅⋅)  = 괄호 안에 있는 양의 분산값

V(Xkqpt)  = stratum k에서 원소무게의 분산

nkmk:  stratum k에서의 item의 수

rkmk:  stratum k에서의 sample 수

cknkmk:  stratum k에서의 분석의 수

또한, 전체 MUF 분산을 계산하기 위하여 Vr(Xkqpt)을 모든 stratum에 대해서 

합하면 된다. 즉, V(ΜUF)= ∑
k

k=1
Vr(Xkqpt)

상기한 방법을 이용하여 MUF 분산을 계산하기 위하여 MS Excel를 이용하여 

구현하 으며, 한 개의 MBA 기간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체 MUF 분산을 계

산하여 보았다.  

예시)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에서 6개의 stratum으로 구성된 간단한 물질수

지를 생각한다. 거기에는 4개의 bulk measurement 방법(즉, q=1∼4), 5개의 물

질 형태(즉, p=1∼5), 그리고 4개의 분석방법(즉, t=1∼4)가 있다고 하고, 오차 표

준편차가 다음과 같을 경우.

δ r1⋅⋅=0.000658 δ r⋅1⋅= 0.000531 δ r⋅⋅1=0.000433

δ r2⋅⋅=0.000877 δ r⋅2⋅= 0 δ r⋅⋅2=0.00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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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r3⋅⋅=0 δ r⋅3⋅= 0 δ r⋅⋅3=0.0577

δ r4⋅⋅=0.00250 δ r⋅4⋅= 0.0181 δ r⋅⋅4=0.0274

δ r⋅5⋅= 0.0418

stratum 1은 사용후핵연료 rodcuts으로 이루어진 input stratum이며, stratum 

2는 소결된 DUPIC 팰렛이 포함된 용기로 구성된 output product stratum, 

stratum 3은 NDA 방법으로 측정되는 고체 폐기물 용기로 구성되는 output 

waste stream stratum, stratum 4는 dirty scrap이 들어 있는 용기로 구성된 초

기 재고 stratum, stratum 5는 그라인더 슬러지가 들어 있는 용기로 구성된 초기 

재고 stratum, stratum 6은 stratum 4와 같은 종류의 물질인 말기 재고 stratum, 

그리고 stratum 7은 stratum 5와 같은 종류의 물질인 말기 재고 stratum이다. 상

기 식을 이용하여 MUF 분산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기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 

3-3-1과 같이 테이블화 하 다. 

 상기 식을 적용하면, 

Vr(x 1111)=24,0002{0.0006582/(150x80)+0.0005312/(5x80)+0.0004332/(1x150x80)}

        =69.68 kg
2 U

Vr(x 2222)  = 77.58 kg
2 U

Vr(x 3333)  = 1.73 kg
2
 U

Vr(x 4444)  = 931.89 kg
2
 U

Vr(x 5454)  = 832.79 kg
2 U

Vr(x 6444)  = 931.89 kg
2
 U

Vr(x 7454)  = 832.79 kg
2 U

따라서 이 예시에서 Vr(ΜUF)  = 3,678.35 kg
2 U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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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PIC 시설의 실시간 물질수지관리 검증

가. 개 요

 DUPIC 시설의 물질수지관리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설치․운 중인 DSNC와 같은 NDA 측정장비와 계량관리 소프트웨어를 

연계 운 할 필요가 있다. 즉, NDA 측정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여 

핵물질 측정정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와 계량관리 소프트웨어를 연계하

여 운 함으로써 시설의 물질수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위해서, NDA 측정장비의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

어인 Radiation Review, INCC, MIC 등의 소프트웨어 구조 및 입출력 데

이터를 분석하고 이들을 DMAS(DUPIC Material Accounting System) 시

스템과 연계 운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1단계에서 개발한 DUPIC 시설용 계량관리 프로그램인 DMAS는 시설

의 계량관리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용자 인터페이

스 및 시스템의 기능에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의 웹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팅 환경에는 부적합하 다. 이에 따라 시스템 

운  중 발견된 문제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보완하고, 실시간 물

질수지 검증을 위해 NDA 측정장비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

는 모듈을 추가하 으며, 인트라넷상에서 운 할 수 있도록 웹(Web) 기반

의 프로그램으로 개선하 다[36-38]. 

웹 기반의 DMAS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치 않

으며,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브라우져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느 컴퓨

터에서나 접근 가능하다. 또한, 단순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인 기존 시스

템을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 개발함으로써 운  및 유지보수도 보다 용이

하게 되었다[39-41]. 그리고 웹 기반의 다중사용자용 시스템으로 개발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안기능도 강화하 다. 

구현된 시스템의 개발환경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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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 환경 및 시스템 구성

웹 기반 DMAS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는 이전과 같이 클라이언트/서

버로 구성하 으며, 시스템의 운 환경은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져(MS 

Internet Explorer 5.0이상) 외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치 않으며, 

서버는 Windows NT 4.0을 운 체제로 하고, 계량관리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DBMS로 MS SQL sever를 이용하 다[42-44]. 데

이터베이스와 웹을 연동하기 위한 웹 서버는 MS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를 이용하 다.

   하드웨어 시스템은 Windows N/T를 탑재한 Pentium PC 시스템을 서

버로 사용하 으며, 클라이언트는 Windows 95이상의 운 체제를 탑재한

Pentium PC급에서 운  가능하도록 하 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3-3-1과 같다.

다. 웹 기반 DMAS의 기능

웹 기반으로 구현된 DMAS는 전체적인 구성 및 기능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추가 또는 보완된 

기능만 살펴보기로 한다. 세부 기능은 기존의 시스템의 사용방법과 유사하

므로 1단계 보고서(KAERI/RR-2016/99)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16, 47]. 

(1) 보안 기능

웹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사용자용 시스템은 조직내의 네트워크에 연결

된 컴퓨터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가되지 않은 사

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하 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작업 권한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login)하여 작업한 시간, 접근

횟수, 작업한 클라이언트의 물리적 위치(IP 주소) 등의 작업기록을 관리하

는 기능을 두어 보안기능을 강화하 다.  그림 3-3-2는 시스템의 로그인 

과정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3-3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작업권한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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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물질 이동 관리 기능

핵물질 이동 관리 기능은 그림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물질의 이

동구역에서 따라서 MBA 내에서의 이동(Movements Within MBA), MBA간

의 이동(Movements Between MBAs), 반출(Move In-Transit), 반입(Accept 

In-Transit) 등 총 4개 서브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 외부 

반출기능은 MBA 간의 이동 메뉴에 포함시키고, 핵물질의 용기(Containers) 관리 

메뉴를 별도로 분리하 다. 

(3) 핵물질 재고 변동 관리 기능

 그림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개의 부 메뉴로 구성된 핵물질 재고

변동 관리(Inventory Changes) 메뉴는 핵물질 재고를 변동 및 수정하는 

기능으로, 이 항목들은 모두 IAEA 의무 보고사항이다. 첫 번째 기능은 핵

물질의 batch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으로 핵물질의 형태, 동위원소 정보, 핵

물질 양, 각 성분 및 동위원소 함유량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핵물질을 서로 물리적으로 합하거나 분

리하는 기능과 한 물질에 포함된 성분들의 질량을 조정하는 기능 등이 있

다. 

(4) 각종 보고서 관리 기능

보고서 관리 기능은 그림 3-3-6과 같이 각종 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

으로 핵물질의 이동, 시설 전체 및 KMP 별 재고량, 날짜 및 작업자별 핵

물질 이동과 같은 작업내용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조회하거나 출력하

는 기능 등이 있다. 그림 3-3-7은 특정기간에 있었던 작업내용과 핵물질

의 재고 현황 등을 조회하는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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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EA 계량보고 체제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가. 개 요

   DUPIC 시설과 같이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안전조치 차원에서 

핵물질의 재고변동이나, 이동, 시설 내에서의 작업 내용 등과 같은 핵물질 계

량관리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가 핵물질관리 담당기관(TCNC) 

등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사찰 수검을 통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45].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은 계량관리 보고 체제를 지원하고, 국가 핵물

질 관리 체계와 연계된 계량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DUPIC 시설의 IAEA 계량관리보고 체제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개발하 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한

-IAEA 안전조치협정 및 원자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고 의무사항 

즉, IAEA 계량관리보고서(ICR, PIL, MBR)를 포함하여 핵물질의 수출

입, IAEA 사전통보, 국가간 원자력협정에 따른 사전동의 사항과 사찰수

검 자료 등 DUPIC 시설의 계량관리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구축되었으

며, 개발 및 운 환경은 앞에 기술한 DMAS와 동일하다. 개발된 시스템은 

계량관리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찰관련정보, 수출입 관련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시스템의 주요 기능

   한-IAEA 안전조치 협정, 국가간 원자력 협력협정 및 원자력법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안전조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되는 모든 계량관리 정보에 대한 유효성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45]. 

   본 시스템에서는 계량관리보고서가 대부분의 다른 입력 자료와 연관성

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량관리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안전조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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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핵물질 수출/수입에 관한 사전 보고자료, 핵물질 이동기록부, 원산지별 

핵물질 재고변동 및 재고량, 사전동의 자료 등)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그림 3-3-8의 자료흐름도 참조). 

   계량관리보고서는 안전조치협정의 보조약정인 CODE 10과 안전조치 

대상시설별로 IAEA와 합의한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 : FA)에 명

시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CODE 10은 계량관리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문법적 형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FA는 시설 형태 및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계량관리 방법 및 절차 즉, FA에 유통 주요측정지점(Flow 

KMP) 및 재고 주요측정지점(Inventory KMP) 종류, KMP별 사용 가능한 

재고변동형태(Inventory Change code) 및 물질기술코드(Material Description 

code) 등을 명시하고 있다[45,46]. 본 시스템에서는 입력자료의 유효성 검증

의 기준이 되는 CODE 10 및 FA의 주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여 계량관리보고서가 입력될 때마다 CODE 10에 의한 문법적 형식을 

검사하고, FA에 명시된 계량관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

사하도록 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의 건전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IAEA 사찰수검은 안전조치 이행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로서 DUPIC 

시설에서도 매년 정기/비정기적으로 수검을 받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사찰 수검에 대비하여 재고변동기록, 재고목록 등 여러 종류의 

수검자료를 원하는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물자재고조사

시 작성된 재고목록을 이용하여 IAEA 사찰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사찰수

검자료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IAEA 사찰수검 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사찰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게 하 다. 

  이외에도 시설의 안전조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입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두었다.  시스템의 세부기능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계량관리보고서

계량관리보고서는 재고변동보고서(ICR), 물자재고목록(PIL),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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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MBR) 등의 서브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방법은 모두 유사하

므로 여기서는 ICR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CR 메뉴의 화면 구성은 그림 3-3-9와 같다. 계량관리보고서 메뉴에

서 ICR을 선택하면 보고기간에 해당하는 ICR 문서 목록이 나타난다. 여기

서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입력, 조회, 수정 등의 버튼을 이용하여 새로

운 자료를 입력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수정 또는 조회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료를 입력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수정할 때에는 입력된 자료가 

CODE 10 및 시설부록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또 기존 보고

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사하고, 검증된 자료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2) IAEA 사찰 수검자료

   사찰수검자료 메뉴에서는 IAEA 사찰 수검시 필요한 장부상 재고목록, 

핵물질 종류별 재고량, 핵물질 이력 검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시설의 재

고량 및 재고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3-10은 핵물질 종류별 재고

량을 관리하는 화면으로, 이 화면에서는 재고 KMP(Inventory KMP) 및 

형태별로 핵물질의 재고량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국제규제물자 보고

   그림 3-3-11과 같이 이 메뉴에서는 계량관리보고서 이외에 IAEA와 정

부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는 각종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자료는 필요에 따라 문과 한  양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4) 기타

   이 메뉴에서는 IAEA 사찰결과, 사찰관련 참고자료 등을 관리한다. 하

위 메뉴인 IAEA 사찰결과 메뉴는 사찰수검 결과보고서, IAEA 사찰 강도 

및 사찰 주요활동 내용들을 관리하며, 사찰관 관련 메뉴는 IAEA 사찰관 

정보, 사찰 결과, 계량관리보고서 제출현황 등의 자료를 관리한다. 그림 

3-3-12는 계량관리보고서 제출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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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DUPIC 시설 stratum 별 물질 흐름

notation

stratum k

1 2 3 4 5 6 7

input

(rodcut
용기)

output

(팰렛용기)

output

(고체폐기물용기)

초기재고

(dirty scrap용기)

초기재고

(sludge용기)

말기재고

(dirty scrap용기)

말기재고

(sludge용기)

nk 배취당 item 수 150 47,760 1 400 200 300 200

mk 배취 수 80 1 2770 6 4 6 4

rk 배취당 sample 수 5 240 1 10 12 10 12

ck sample당 분석 수 1 1 1 1 1 1 1

q bulk meas. 1 2 3 4 4 4 4

p material type 1 2 3 4 5 4 5

t analytical 1 2 3 4 4 4 4

xkqpt 총 원소무게(kg)
240,000 238,800 1,200 7,200 4,000 7,2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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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net

server client

•
•
•

• Windows NT
• MS SQL sever
• IIS 4.0

H/W S/W

•
•
•

• Windows95+
• IE 5.0+

H/W S/W

IntranetIntranet

server client

•
•
•

• Windows NT
• MS SQL sever
• IIS 4.0

H/W S/W

•
•
•

• Windows95+
• IE 5.0+

H/W S/W

그림 3-3-1. Web 기반 DMAS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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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DMAS의 사용자 인증(logi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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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DMAS의 사용자 권한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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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DMAS의 핵물질 이동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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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DMAS의 핵물질 재고변동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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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6. DMAS의 보고서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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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시설의 핵물질 재고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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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IAEA 계량관리 체제 지원 DB 시스템의 자료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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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화면



- 177 -

그림 3-3-10. 핵물질 종류별 재고량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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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국제규제물자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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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계량관리보고서 현황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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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DUPIC 시설 격납/감시 시스템 개발

1. 인공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감시시스템 개발

현재 DUPIC 핵연료 관련 연구활동은 조사후시험 시설(PIEF) 및 

조사재시험 시설(IMEF)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후시험 시설의 9405 

핫셀에서는 본격적인 DUPIC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사전 특성시험이 이루어지며,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에서 모든 DUPIC 

핵연료의 제조를 위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PIEF 및 IMEF에서의 DUPIC 활동에 대한 

안전조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의 감시장비를 각 시설에 설치하여 

운 중이며, 1단계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IMEF에서의 IAEA의 

안전조치에 있어서는 별도의 방사선모니터는 설치하지 않고 ‘DUPIC 

감시시스템(DSSS)’의 두 개의 중성자모니터(DSNM) 및 중성자카운터 

(DSNC)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DCM-14 디지털 카메라 

및 SDIS서버로 이루어진 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중이다.

DUPIC 격납 및 감시장비의 개발의 목적은 DUPIC 공정에 있어 

핵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활동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보된 

감시장비의 개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UPIC 핵연료 제조 

시설에 대한 진보된 감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2단계 

연구(2000∼2001)에서는 1단계 연구(1997∼1999)에서 설계․개발된 DUPIC 

감시시스템(DSSS)의 실질적인 hot test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DUPIC 시설에 적합한 지능형 연속 무인감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 다.

가. DSSS 하드웨어 구성 및 설치

현재 DSSS의 구성은 표 3-4-1 및 그림 3-4-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3대의 CCD 카메라와 2대의 중성자 모니터(DSNM) 및 DAQ 서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DSNC는 DUPIC 핵물질 계량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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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장비로서 DSSS에 의해서도 그 데이터가 취득되고 있다. IAEA는 

별도의 방사선검출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본 연구에서 개발된 DSNM 및 

DSNC의 데이터를 DUPIC과 공유하도록 하 으며, DSNM 및 DSNC의 

전원과 고전압을 IAEA의 장비(JSR)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림 3-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PC 및 데이터 취득장비는 IMEF M6 

핫셀의 작업구역(Operation Area)에 설치되어 있으며, CCD 카메라 및 

DSNM은 서비스구역(Service Area 또는 Intervention Area)에 설치되어 

있다. CCD 카메라는 Roof Door 및 Rear Door를 감시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DSNM 은 시설운 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핵물질의 

이동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Roof Door 및 Rear Door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 서비스구역에 설치한 DSNM 및 CCD 카메라로부터 

작업구역의 데이터 취득장치 까지는 40m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3-4-3부터 그림 3-4-5는 IMEF에 설치된 DSSS의 DAQ서버, CCD카메라, 

DSNM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카메라에서 바라본 상은 그림 3-4-6과 

같다.

나. DSSS 소프트웨어의 구성

DSSS의 소프트웨어는 Windows 98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친숙한 메뉴기반의 GUI를 채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Borland 의 C++ Builder 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C++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행시간이 빠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SSS  메인 화면은 그림 3-4-7과 같으며, DSNM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 보여주는 창, 현재 상을 보여주는 창, 데이터의 값을 보여주는 창, 

핵물질 거동진단을 보여주는 그래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8은 

실행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창이고 그림 3-4-9는 원격제어를 위한 창이며, 

이것을 통해 원격의 PC에서 DAQ서버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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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성

DSSS 서버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DAQ“와 ”Review" mode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 메뉴에서의 “New" 및 ”Open"이 여기에 해당된다. “DAQ"와 

”Review"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며, 차이점은 DAQ는 데이터를 

하드웨어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저장하는 반면, Review는 데이터를 저장된 

파일로부터 읽어들인다는 점이다. 또한, "Review" mode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점검하는 mode와 인공신경망의 학습 자료 생성을 위한 data 

extraction mode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DSSS의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구성은 사용자인터페이스, 원격제어처리, 

데이터취득, 데이터 처리, 판단부로 나눌 수 있다. 원격제어 처리부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감시 및 DAQ서버의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취득은 

DAQ 카드 및 상보드를 제어해 방사선데이터 및 상데이터를 취득하는 

곳이다. 데이터 처리부는 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움직임이 있는 역을 

찾아내고 방사선데이터를 분석하여 방사능의 변화를 알아낸다. 마지막으로 

판단부는 인공신경망 등을 사용하여 거동진단을 하고 데이터의 저장, 원격 

감시자에게 통보, 자체 사운드를 사용한 경고 등의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모듈별 기능에서 데이터처리 모듈 및 판단 모듈이 DSSS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 2단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성능 시험 및 개선에 

주력하 다.

(2) 데이터 취득

DUPIC 감시시스템(DSSS)의 소프트웨어는 Windows 98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DSSS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1초당 1-2 frame 의 이미지와 방사선 데이터 

처리를 목표로 하는 DSSS는 현재의 PC의 처리속도에 비추어 볼 때 근 

실시간 감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일정시간이 지나면(약 5초) 각 CCD 카메라의 이미지를 캡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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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Q 카드의 카운터 모듈을 Reset 한다.

- 계수된 값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읽히기를 기다린다.

- 카운터는 새로이 계수를 시작한다.

- 현재의 시간을 PC로부터 읽은 후, 카운터의 데이터를 읽어들인다. 

DSSS에 저장되는 시간은 데이터가 취득된 시간을 나타내며 또한 

DSNM의 데이터/시간(중성자/초)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DSSS 하드웨어는 

별도의 타이머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PC의 timer를 이용하여 시간을 

읽어들이도록 하 다. 따라서, 읽어 들인 시간은 실제로 DAQ 카드의 

카운터가 계수를 끝낸 시간과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으나,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간격이 “초” 단위이므로 PC 빠른 처리속도에 비추어 이로 인한 

오차는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PC의 속도가 현저히 

느리거나, PC가 데이터 취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경우에는, 앞서의 시간오차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정을 요한다.

(가) DAQ 카드의 제어

전술한 바와 같이, DUPIC 감시시스템(DSSS)의 소프트웨어는 Windows 

98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Windows 98은 IO 포트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DAQ 카드의 제어 및 데이터 

취득은 간단한 어셈블리 언어로 제작된 코드를 이용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표 3-4-2∼5 참조). 반면에 Windows NT 는 IO 포트의 직접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을 통해 DAQ 카드의 제어 및 데이터 

취득을 구현해야 한다. 현재 DSSS는 Windows 98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어셈블리어를 사용하여 PC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48]. 

향후, NT 플랫폼에 DSSS를 포팅하기 위해 NT에서는 IO 포트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freeware인 “TDLPortIO" 라는 C++ Builder 용의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상용의 다른 컴포넌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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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및 상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방사선 데이터(검출된 중성자의 수)는 DAQ 카드를 통해 읽혀지며 

시간은 PC의 타이머로부터 취득된다. 이 시간은 1/100 초의 정확도로 

읽혀지며, 단위시간당 방사선의 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DSSS 시스템에 사용되는 CCD 카메라는 NTSC 방식이며 

상보드에 처음 상이 입력되고 난 후(또는 입력되는 카메라를 변경하는 

경우, 1번 카메라->2번 카메라) 안정화된 상을 얻기까지는 약간의 안정화 

시간(∼100㎳)이 필요하다. 1단계의 연구에서 시험적으로 적용된 MVB03은 

6개의 상입력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 채널링에 따른 안정화 시간이 

요구되며, 이것은 각 채널별로 독립된 처리회로 및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고, DAQ 카드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입력채널 선택회로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49].

따라서, 현재 IMEF M6핫셀에 설치되어 운 중인 DSSS 시스템에는 

MGA사의 마블 G200을 상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상보드는 

DirectX 의 SDK(32bit)를 사용하여 제어를 하고 있다. 현재의 SDK를 

사용하게 되면서 32bit 동일한 환경 하에서 모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 고, 

메모리 상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파일을 통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처리속도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으며, 1초 이내에 640×480, 24bit 

상을 취득 및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방사선 및 상데이터의 저장

현재의 DSSS 시스템에서의 상 데이터는 JPEG 파일로 저장되며 

방사선데이터는 데이터 파일에 기록된다. 데이터 파일은 기록 시간 및 

해당되는 상파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JPEG파일은 현재 

640×480, 24bit 컬러로 저장되는데, 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만 저장된다. 

1단계에 개발된 DSSS version 1.0의 저장 루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약 100MB의 감시데이터가 취득․저장되었으며, DAQ 서버의 현재 

하드디스크 크기가 13GB 이므로 연속 감시 기간이 약 100일로 제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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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2단계 연구에서는 IAEA의 연속 감시 기준 (150일)을 

만족시키기 위해 DSSS의 연속 무인 감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다. 기본적으로 DSSS의 상데이터의 저장은 motion detection 

루틴에 의해 상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상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기존에 

획득되는 100MB의 데이터의 대부분은 감시지역(IMEF의 DFDF지역)의 

방사선경고등의 깜빡임에 의한 상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50]. 

따라서, 불필요한 상변화에 의한  데이터 저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 다. 즉,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640×480의 크기로 

전체 상을 취득하여 gray scale로 변환한 후 상 비교를 통해 각각의 

화소 값의 변화 정도를 판단하 으나, revision된 루틴에서는 감시에 

필수적인 역만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변화가 

있는 부분의 상만을 효과적으로 비교․저장하도록 개선하 다(그림 

3-4-10 참조). 현재, 개선된 상 처리 루틴을 통해 획득되는 데이터 크기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일일 평균 10MB 정도로서 기존의 데이터 크기에 비해 

1/10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IAEA 기준인 150일의 연속 감시 성능을 

만족시키고 있다.

(라) 데이터의 백업

현재, DSSS 서버에서 취득된 감시데이터는 내부 LAN을 통해 

연구소내의 client PC로 복사된다. 복사된 데이터는 DVD-RAM 매체에 

백업되어 보관되도록 하고 있으며, 한 장의 DVD-RAM의 용량은 약 

5GB로서 최대 12개월의 감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다. 

(3) 원격 무인 감시

DUPIC 시설에 대한 감시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은 현재까지 

시험 개발 중인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DUPIC 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1단계에서부터 TCP/IP를 이용한 

감시 데이터의 전송 기능을 DSSS 프로그램에 구현하여 시험해 왔다. 

2단계에서 DUPIC 시설이 정상적으로 hot operation에 들어감에 따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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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원격 감시 기능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 으나 DSSS 시스템이 

부정기적으로 오류를 일으켜 통신이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 다. 이것은 

socket 처리 루틴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어서 통신 처리 오류를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2단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 다. 즉, 단일한 프로그램에서 서버 기능과 클라이언트 

기능이 동시에 구현되면서 처리 오류를 유발했던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 으며 처리 루틴을 

단순화하여 코딩오류에 대한 디버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개선된 DSSS 서버의 연속 무인 원격 감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 

2차 년도의 후반기에 원격 감시 기능의 성능 시험을 진행하 다. 현재 

개선된 DSSS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PC에서는 DUPIC 시설에 설치된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설의 상황을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가동되고 있다.

다. 지능형 거동 진단 프로그램 개발

핵물질 안전조치를 위해 적용되는 연속 무인 감시 시스템은 많은 양의 

상 및 방사선 감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러한 자료로부터 핵물질의 

전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설에서 축적된 감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데이터로부터 

비정상적인 상황(또는 핵물질 전용 상황)을 추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5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상 및 NDA 

감시 자료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1단계 연구에서는 인공 신경망 기법의 supervised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 고 몇 차례의 시험을 통해 

인공 신경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본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거동 진단 루틴의 실제적인 hot test를 통해 현장 적용 

성능시험을 수행하 으며, unsupervised 신경망 모델의 적용과 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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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의 개선을 통해 진단시스템의 성능 개선 연구를 진행하 다.

(1) 인공 신경회로망 모델 분석

(가) 인공신경망의 개요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를 이용하여 모델링된 알고리즘으로 패턴 

인식(숫자 인식) 등 그 활용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근래에는 자동차 

운전까지 신경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신경망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인공신경망은 한 사람에 의해 그 모든 알고리즘이 정립된 것이 아니며, 

긴 시간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된 것이다. 최초 신경망의 기본 

개념으로 제시된 학습론이 Hebbian Learning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개념에 

의하면, "셀 A가 셀 B를 자극시키는 데 충분하고, 지속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셀 B에 대한 셀 A의 작용력이 내부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증가하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52]. 

(나) 학습 기법

학습(learning)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의 획득, 인식의 발전, 습관의 형성 

따위를 목표로 하는 의식적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인공지능에서의 

학습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르게 해석된다. 즉, 어떤 작업 T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경험(또는 데이터)으로부터 새로운 경험(미리 정의되지 

않는 데이터)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또는 향상되었다면 

컴퓨터는 학습되었다고 한다.

그림 3-4-11은 몇 개의 주어진 값을 이용하여 spline을 구하는 그림인

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과정도 학습이라 할 수 있다. (a) 그림은 단지 

4개의 위치 값만 컴퓨터가 알 수 있다는 것(이미 알고 있는 경험)을 

나타낸다. x=3.5일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때 spline 방법을 써서 x=3.5일 경우 값을 

추측한 그림이 각각 (b)와 (c)이다.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어떤 s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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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측된 값이 다르게 나온다. 따라서, 학습의 

경우도 어떻게 어떤 방법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도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53].

이와 같이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입력에 대해 미리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게임에 등장하는 

monster의 경우 비록 간단한 환경일지라도 전부 입력에 대해 행동을 

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학습을 이용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습은 단지 기존의 

경험으로부터의 추측(guess)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오류가 뒤따른다. 

인간의 경우 잘못하면 때리거나 훈계를 받음으로써 행동의 옮고 그름을 

학습할 수 있다. 컴퓨터의 경우도 비슷하며, 어떤 경험에 대한 행동(출력)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feedback)을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인공 

신경회로망은 피드백의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활용 분야가 세분화되며 

개괄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인공신경망 모델들은 어떤 입력에 대해 컴퓨터가 

출력한 값과 사용자(supervisor)가 원하는 출력 값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학습방법은 입력과 원하는 출력 값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사용자는 컴퓨터에게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어떤 

출력을 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적절치 못한 출력을 내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출력 값으로 학습한다. 

이 모델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처리 속도가 느리며 신경망의 

구조가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모델은 function 

approximation에 적합하며, Perceptron, Hopfield network, MLBP(Multi 

Layer Back Propagation) 등의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1단계에서는 supervised 모델인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을 

적용하여 거동진단 모듈을 구현하 으며, 학습 개념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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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은 다층(multi-layer)이고, feed-forward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이며, 학습의 방법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이다. 즉,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와 원하는 출력(o)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간단히 학습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입력이 

신경망의 가중치(weights)와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입력의 

결과 값인 출력(y)이 나온다. 이 때 출력(y)은 학습 데이터에서 주어진 

원하는 출력(o)와 다르다. 결국, 신경망에서는 (y - o)만큼의 오차(e = y - 

o)가 발생하며, 오차에 비례하여 출력 층의 가중치를 갱신하고, 그 다음 

은닉 층의 가중치를 갱신한다.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향이 신경망의 처리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며, 이런 이유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또한, 

신경망의 처리는 입력층 → 은닉층 → 출력층의 방향으로 진행되며, 가중치 

갱신의 학습방향은 출력층 → 은닉층으로 진행된다(그림 3-4-12 참조).

역전파 (BPN) 알고리즘의 단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신경망에 입력 데이터를 입력 노드에 적용하고, 입력에 따른 출력을 

계산한다.

2. 입력에 따른 출력과 원하는 출력간의 오차를 계산한다.

3.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4. 각각의 가중치를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5. 4 단계에서 결정된 값으로 가중치를 갱신(변화)한다.

6.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 오차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기까지 

1단계에서 5단계를 반복한다. 

2) 자율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모델은 출력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경험이나 입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즉, Reference 출력 

값이 필요 없으므로 속도가 빠르며 구조가 유연하며 자기 증식성이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data mapping 및 clustering에 적합하며,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SOM (Self Organized feature Mapping), ART (Adaptive 

Resonance Theory), ART1, Fuzzy ART 등이 있다. ART1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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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형태의 입력 도메인에 대해 적용되며, Fuzzy ART의 경우에는 

Analog 형태의 도메인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단계에서 적용된 역전파 알고리즘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 학습 모델인 SO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거동 

진단 모듈을 구현하 다. 이 모델은 2개의 계층(입력층 및 자율 조절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층은 완벽히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SOM 

모델의 학습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대뇌 피질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인간의 

중요한 기능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러한 대뇌피질은 각각의 기능을 맡는 

구역(region)이 정해져 있다. 즉, 뇌를 다쳐서 과거의 일부 기억을 

잃어버린다던가, 혹은 말만 못한다던가 하는 것, 이런 이유는 바로 

대뇌피질의 각 구역마다 맡은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ordered feature maps이라 한다. SOM은 바로 이러한 대뇌피질과 유사하다. 

SOM은 신경망(neural network)의 일종이며, 자율(unsupervised)학습과 

경쟁 학습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BPN(back propagation network)과는 

다르게, 출력 노드의 위상(topology)자체가 의미가 있다[56]. 숫자를 인식할 

때 예를 들어 보면, BPN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그리고 그 이미지 

데이터가 나타내는 숫자를 출력으로 하여 입력, 출력의 쌍으로 하여 지도 

학습(supervised leaning)을 시킨다. 반면, SOM은 자율(unsupervised)과 

경쟁(competitive) 학습을 한다.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 을 때, SOM의 

출력 노드 중에서 다른 출력 노드와 비교해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노드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출력 노드를 더욱 더 강하게 반응하게끔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다. 즉, SOM에서는 BPN처럼 출력노드를 미리 기능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입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출력 노드를 선택하여 

반복 학습을 시켜 본 후, 결과적으로 어떤 출력 노드가 반응되는지를 

조사하면 거꾸로 입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림 3-4-13 참조).

초기 입력을 x( t)라 하고, 출력 노드의 가중치를 mi(t), model vector라 

하는 경우에, SOM 알고리즘에서의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은 두 단계로 

표현되며, 초기에는 mi(t)는 랜덤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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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 x( t)에 대해 가장 잘 반응하는 mi(t)  를 선택한다. 즉, x( t)와 

가장 비슷한 벡터 mi(t)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반응하는 출력 

노드를 winner라고 하며, mi(t)는 winner의 가중치 벡터인 셈이다.

2. winner와 그 주위 노드(neighboring nodes)들을 학습시킨다. 

일반적으로 입력 스트림이 있고, 주위에 BMU(Best Matching 

Unit)라 하여 가장 잘 반응하는 출력 노드가 있다.

즉, SOM의 알고리즘은, 특정한 입력에 대해 가장 잘 반응하는 출력 

노드와 그 주위의 노드를 학습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입력에 대한 

대표자 (representative) 로써의 역할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입력에 따라 가장 잘 반응하는 출력 노드와 그 출력 노드의 주위 노드들을 

선택하고, 학습률에 비례하여 가중치(모델 벡터)를 변화시킴으로써 

학습하는 것이다.

Kohonen network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network는 구조상 수행이 상당히 빠른 모델이다. 이것은 훈련 단계에서도 

그러하다. 이 network는 back propagation 모델과는 달리 여러 단계의 

피드백이 아닌 단 하나의 전방 패스(feed-forward flow)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Kohonen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실시간 학습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델이다. 둘째, 이 network는 연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입력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Kohonen network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 셋째, Kohonen network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정확한 통계적 모델이다.

이상과 같은 unsupervised 인공신경망 모델의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거동 진단 프로그램은 기존의 거동 진단 모듈에 비해 구조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 상 및 방사선 센서가 

시설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2) SOM 모듈 적용 절차 

본 연구에서는 SOM 모델을 이용한 인공지능 거동 진단 모듈의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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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OM_PAK Version 3.1 (1995)을 적용하 다[55]. 이 패키지는 SOM 

의 기초 이론 중의 하나인 Kohonen network의 제안자인 Teuvo Kohonen이 

재직중인 헬싱키 대학에서 배포된 것으로서, 자체적인 성능 시험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신뢰성이 인정된 패키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패키지의 DOS 모듈 중 일부를 DSSS 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 으며, 상세한 자료 구조 및 사용 절차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

다.

(가) File Formats

SOM_PAK에서 모든 data file (input vector 및 map)들은 편집과 

검토의 편의성을 위해 ASCII file로 저장된다. training data와 test data를 

포함하는 파일들은 동일한 형식이며 상호 교환되어 적용될 수 있다.

1) Data File Format

입력 data 는 ASCII 형식으로 저장되며, 각 line이 각 vectorial 

sample을 위해 할당된다. 이 파일의 첫 line은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형식과 순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① vector의 dimension (정수, 필수 항목)

② topology 형식, “hexa” 또는 “rect” (문자열, 선택 항목, 대소문자 

구별)

③ x-방향의 map dimension (정수, 선택 항목)

④ y-방향의 map dimension (정수, 선택 항목)

⑤ Neighborhood 형식, “bubble” 또는 “gaussian” (문자열, 선택 항목, 

대소문자 구별)

data 파일들에서는 선택적 항목들은 무시된다.

그 다음 라인들은 n 소수로 구성되며 선택적인 클래스명과 두 개의 

선택적인 qualifier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qualifier들은 training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data entry의 적용을 결정하게 된다. data file들은 임의의 comment 

line을 가질 수 있으며 ‘#’으로 시작되고, 이 경우 이 라인은 comment out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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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ion 실패 등의 이유에 의해 data vector의 component 일부가 

유실되거나 사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 component는 숫자 대신에 

‘x'로 기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5-dimension data file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1.1 2.0 0.5 4.0 5.5

1.3 6.0 x 2.9 x

1.9 1.5 0.1 0.3 x

또한, winner detection을 위해 vector distance가 계산된 경우와 

codebook data가 변경된 경우에는, x로 marking된 component는 무시된다.

4개의 sample을 가진 3-dimensional data vector의 가상적인 data file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클래스 라벨은 다양한 문자열이 될 수 있으며, 

“yellow"와 ”red"가 클래스 라벨이다.

exam.dat:

3

# First the yellow entries

181.0 196.0 17.0 yellow

251.0 217.0 49.0 yellow

# Then the red entries

248.0 119.0 110.0 red

213.0 64.0 87.0 red

각각의 data line은 2개의 선택적인 qualifiers를 설정할 수 있으며, 

training 동안의 data entry의 적용을 정의하게 된다. 이들 qualifier들은 

"codeword=value"의 형식으로 작성되며, qualifier의 각 부분간의 space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적인 qualifier들은 다음과 같다.

가) Enhancement factor: 즉, “weight=3”

이 옵션이 설정된 input pattern vector의 training rate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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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따라 증배된다. 즉, reference vector는 input vector값이 3회 

반복되어 training되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된다.

나) Fixed-point qualifier: 즉, “fixed=2,5”

이 옵션이 설정된 경우에는 training을 위해 도출된 BMU 대신에 

고정된 지점 (x=2, y=5)의 coordinate으로 정의된 map unit이 

선택된다. 이 경우, 몇 개의 input들이 알려진 위치들로 강제되며 

원하는 orientation이 map에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선택적인 qualifier들은 기본적으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training 시에 parameter(-fixed, -weights)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2) Map File Format

map file은 SOM_PAK에서 생성되는 파일이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 reference vector는 ASCII 형식으로 

저장되며, 첫 라인의 선택적인 item들(topology 형식, x 및 y dimension, 

neighborhood 형식)을 제외하고는 input data file의 형식과 동일하다. 또한, 

map file의 각 entry들은 label을 가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training vector인 exam.dat file은 2×3 map unit 

형식의 3-차원 vector의 map file로 생성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

code.cod:

3 hexa 3 2 bubble

191.105 199.014 21.6269

215.389 156.693 63.8977

242.999 111.141 106.704

241.07 214.011 44.4638

231.183 140.824 67.8754

217.914 71.7228 9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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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map에서 x-축 (column 수)의 구간은 0 ∼ n-1 (n은 map의 

x-차원)이며, y-축 (row 수)의 구간은 0 ∼ m-1 (m은 map의 y-차원)이다. 

map file에서 map의 reference vector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장된다.

1 (0,0)의 unit

2 (1,0)의 unit

…

n (n-1,0)의 unit

n+1 (0,1)의 unit

…

nm (n-1, m-1)의 unit

(나) Package 사용 절차

1) vfind

SOM_PAK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vfind"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실행파일은 자동으로 새로운 난수를 발생시켜 

초기화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며, 수회에 걸쳐 훈련 절차와 testing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mapping 작업을 수행한다. 좋은 mapping의 기준은 

낮은 quantization error이다.

"vfind"를 실행시키게 되면 SOM_PAK의 진행에 필요한 모든 

parameter를 interactive하게 입력하면서 진행하게 되며, 사용자는 verbose 

parameter (-v), learning rate function type parameter (-alpha_type), 

quantization error type parameter (-qetype), qualifier parameter (-fixed 

및 -weights)만 초기에 설정하면 된다.

2) 직접 실행

일반적으로 SOM_PAK에 포함된 모든 부 프로그램들은 독립적으로 

운 될 수 있으며, 명령어로서 콘솔에서 직접 실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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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용자는 정상적인 순서에 의해 부 프로그램들을 운 해야 하며, 

최초에는 initialization, 그 다음에 training, 그리고 test의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각 parameter들을 필요로 하며, file name, 

learning parameters, map size 등이 있다. 모든 parameter들은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서 주어져야 하며, 독립적인 운  시에는 interactive 모드로 

parameter를 입력할 수 없다.

3) Program Parameter

SOM_PAK의 운 에 사용되는 parameter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에 

요약하는 바와 같다.

-din input file name

-dout output file name

-cin reference vector로 입력될 file name

-cout reference vector를 출력할 file name

-rlen training에서 running length (step의 수)

-alpha 초기 running rate parameter. training중에 0까지 

단조 감소함.

-radius som-알고리즘에서 training area의 초기 반경. 

training중에 1까지 단조 감소함.

-xdim x-방향의 unit 수

-ydim y-방향의 unit 수

-topol map에 적용되는 topology 형식. hexagonal lattice 

(hexa) 또는 rectangular lattice (rect).

-neigh 적용되는 neighborhood function 형식. step function 

(bubble) 또는 Gaussian (gaussian).

-plane conversion 루틴에서 나타나는 reference vector의 

component plane.

-fixed fixed-point qualifier 옵션의 적용여부 설정. 

(0=미적용, 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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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s weighting qualifier 옵션의 적용여부 설정. (0=미적용, 

1=적용)

-alpha_type “vsom" 또는 ”vfind"에서 learning rate function 형식 

설정. linear function (linear, 기본값) 또는 

inverse-time type function (inverse_t).

-qetype “qerror" 또는 ”vfind"에서 quantization error function 

형식 설정. 이 값이 0 보다 크면 weighted 

quantization function 이 사용됨.

  이상과 같은 parameter 이외에도, verbose parameter인 -v n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생산할 진단 결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n 값은 0에서부터 증가할 수 있으며, 값이 클수록 많은 결과를 

생산한다. 기본 값은 1이다.

-v output 레벨을 설정하는 verbose parameter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help 1 parameter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옵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parameter 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초기화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training sample의 order를 

선택하기 위해 난수 발생기가 사용된다. “-rand" parameter를 사용하여 

난수의 새로운 seed를 설정할 수 있으며, seed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system clock으로부터 seed가 설정된다. 이 parameter의 기본 값은 0이다.

-rand 난수발생기의 seed 설정

이상과 같은 parameter들을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 randinit -xdim 12 -ydim 8 -din exam1.dat -cout code1.map -topol 

hexa -neigh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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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명령 예제에서는 12×8 unit의 map을 생성하기 위한 초기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된다. 초기화에 사용되는 input entry는 “exam1.dat” 

file에서 읽혀지며 map file은 “code1.map” 에 저장된다. map의 topology는 

hexagonal로 설정되며 neighborhood function은 step function이다.

> vsom -din exam1.dat -cin code1.map -cout code1.map -rlen 10000 

-alpha 0.05 -radius 10

위의 명령에서는 training 프로그램이 호출된다. training entry는 

“exam1.dat”에서 읽혀지며, 훈련된 map은 “code1.map”에서 읽혀지고 

훈련된 reference vector는 동일한 file에 저장된다. training은 10000 스텝을 

반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input file의 entry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file이 반복 적용된다. 초기 learning rate은 0.05로 설정되며, learning 

bubble의 초기 반경은 10으로 설정된 것이다.

> qerror -din exam2.dat -cin code1.map

위의 명령에 의해서는, test data file인 “exam2.dat”를 이용하여 map 

file인 “code1.cod” 에 저장된 reference vector와 관련된 quantization 

error가 test된다.

4) 명령어 실행

가) Map 초기화

map의 reference vector들은 임의의 값들로 초기화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training 단계에서 사용되는 map의 lattice type과 neighborhood 

function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음의 초기화 명령에서는 난수 seed 

parameter를 설정하여 map을 초기화하고 있다. lattice type은 

hexagonal(hexa)이며, neighborhood function type은 step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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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이고, map의 size는 12×8 unit이다.

> randinit -din ex.dat -cout ex.cod -xdim 12 -ydim 8 -topol hexa 

-neigh bubble -rand 123

나) Map 훈련

map의 훈련은 “vsom" 모듈을 이용하여 SOM 알고리즘에 의해 

진행된다. 훈련은 2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map unit의 

reference vector들이 정렬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reference vector들의 

값이 정 하게 조절된다. 초기에는 neighborhood 반경은 map의 직경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며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1까지 감소한다. 반면, 

learning rate은 0까지 감소된다.

> vsom -din ex.dat -cin ex.cod -cout ex.cod -rlen 1000 -alpha 0.05 

-radius 10

2단계의 훈련기간동안에는 각 unit의 reference vector들이 각각의 

적합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2단계는 1단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learning rate은 작아진다. neighborhood radius는 

평균적으로 작게 된다. 이 예문에서는 2단계의 훈련시간이 1단계에 비해 

10배정도 오래 소요된다.

> vsom -din ex.dat -cin ex.cod -cout ex.cod -rlen 10000 -alpha 0.02 

-radius 3

이러한 2단계의 훈련이 종료되면, map은 monitoring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이다.

다) quantization error의 도출

map에서의 entry들이 훈련되어 최종적인 값들을 갖게 되면,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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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zation error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훈련용 file이 이 목적으로 

사용되며, “qerror" 모듈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quantization error를 

산출한다.

> qerror -din ex.dat -cin ex.cod

위의 명령 예제는 data file에 있는 모든 sample의 quantization error를 

계산한다. 이 예제에서의 training set에 대한 평균 quantization error는 

3.57로 예상된다.  

라) Map Calibration

훈련된 map은 data sample의 가시화(visualization)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시화 작업 이전에 map unit들은 알려진 input data sample을 

이용하여 교정*calibration)되어야 하며, 이 file은 labeled sample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vcal -din ex_fts.dat -cin ex.cod -cout ex.cod

(다) DSSS에서의 SOM_PAK 적용 절차

1) Training data 생성

DSSS 감시 시스템의 인공지능 핵물질 거동 진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거동 진단에 사용될 reference vector가 포함된 map file이 

필요하다. 이 map file은 SOM_PAK를 실행시켜 생성시키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공신경망의 훈련을 위한 training data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training data는 DFDF 시설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게 되며, normal한 상태와 CASK 이동 상태에 따른 상 자료 및 

방사선 자료 data를 수집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DSSS 시스템의 

review 메뉴에서 data extraction 항목을 추가하여 수집된 상 및 방사선 

자료에서 training data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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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view 하고자 하는 특정한 상황의 file을 

호출하는 단계에서 이 메뉴를 이용하여 실행하게 한 후 file을 저장하면 

data file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data file을 상과 방사선으로 구별하여 적용하도록 

하 으며 생성된 raw data를 엑셀 등의 편집기를 이용하여 두 개의 file로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training data file의 첫 line은 

data의 dimension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라인을 추가하여 training 

data를 생성시키면 되며 파일의 확장자는 “*.dat"이다.

2) Calibration data 생성

전술한 바와 같이 SOM_PAK은 calibration file을 사용하여 network의 

훈련에 의해 생성된 BMU(Best Matching Unit) 의 label을 정의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SOM 알고리즘은 자율 학습 인공신경망이므로 이러한 작업이 

없어도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훈련에 의해 생성된 vector class의 label을 

설정해 주면 더욱 명확히 clustering이 가능하므로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Calibration은 training data에 대해 알려진 상황을 labelling하는 

작업이다. 즉, network의 훈련을 위해 입력으로 사용되는 상 및 방사선 

data sample들 중에서 명확히 구분된 상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data에 

대해 labelling을 한 후 calibration file로 저장해 사용하도록 하 으며 

파일의 확장자는 “*.cal”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FDF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class label로 적용하 다.

1 = 캐스크 검출 안됨( 상 및 방사선 반응 없음)

2 = 캐스크가 주변에 있음( 상 반응이 없으나 방사선 반응이 있음)

3 = 캐스크가 접근하고 있음( 상 및 방사선 반응이 있으며 증가 상황임)

4 = 캐스크가 나가고 있음( 상 및 방사선 반응이 있으며 감소 상황임)

5 = 캐스크가 정지하고 있음( 상 및 방사선 반응이 있으며 고정 상황임)  

  



- 202 -

3) Map file 생성 및 적용 

이상과 같이 상 및 방사선 data에 대한 training data file 및 

calibration dat file이 준비되면 이를 이용하여 network을 훈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경망의 훈련은 전술한 바와 같이 vector 초기화, 

1차 및 2차 훈련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

randinit -din %1.dat -cout %1.cod -xdim 12 -ydim 8 -topol hexa 

-neigh bubble

vsom -din %1.dat -cin %1.cod -cout %1.cod -rlen 10000 -alpha 0.05 

-radius 10 -weights 0

vsom -din %1.dat -cin %1.cod -cout %1.cod -rlen 100000 -alpha 0.02 

-radius 3 -weights 0

qerror -din %1.dat -cin %1.cod

vcal -din %1.cal -cin %1.cod -cout %1.cod

위의 명령은 SOM_PAK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batch 파일로 

작성하여 “trainsom.bat"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생성하고자 하는 

map file에 대한 파일명만 입력하여 실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 자료에 

대해 map file을 생성하는 경우, training dat 파일명은 “img.dat"로 

설정하고, calibration data 파일명은 ”img.cal"로 설정한 후, DOS 창에서 

"trainsom img"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img.cod" map 파일이 생성된다. 

이러한 작업은 상 및 방사선 data에 대해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생성된 

“img.cod" 및 ”rad.cod" 파일은 main 하드의 root (C:\)에 위치하도록 

복사되어야 한다. 또한, 생성된 map file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test file을 training input file과 동일한 형식으로 준비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경우, test 파일의 확장자는 “*.tst"로 설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visual -din %2.tst -cin %1.cod -dout %2.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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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명령은 SOM_PAK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findsom.bat"로 

작성되어 저장하 으므로 사용자는 test 파일명과 map 파일명을 

parameter로 하여 실행하면 된다. 이 모듈은 독립 프로그램인 “visual" 및 

그에 따른 각종 함수와 map 파일을 이용하여 output을 생성하게 되며, 

DSSS의 인공지능 거동 진단의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OS 플랫폼에 대해 코딩되어 있는 이 모듈의 DSSS 탑재를 

위해 소스 변형 및 개선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 으며, 현재의 

버전에서는 data review mode에서 각 5 초 마다 취득된 data의 진행에 따라 

visual 모듈이 호출되도록 하 다. 

      

(3) SOM 모델을 이용한 핵물질 거동 진단

(가) 방사선 데이터 분석 및 핵물질 거동 진단

DSSS의 목적은 DUPIC의 공정에 전혀 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핵물질의 거동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런 범위 내에서는 

핵물질의 종류를 알아내거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핵물질의 양 또는 위치 변화만을 고려한다. 여기에 분석된 

데이터는 DFDF에서의 hot cell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획득된 것이다.

그림 3-4-15는 핵물질 거동진단 모듈의 성능시험에서 취득된 DSNM 

데이터의 한 예이다. 중성자 카운터 데이터는 약 5초마다 취득되었으며, 

"Run Number" × 5sec = 실험시작 후 경과한 시간(초) 이다. 참고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외부” 란 핫셀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거리를 말한다.

① 5개의 SF rod cut이 들어있는 캐스크가 외부로부터 핫셀로 접근

② 5개의 rod cut이 들어 있는 캐스크가 Padirac 주변에 위치

③ 5개의 rod cut이 들어 있는 캐스크가 Padirac에 장착

④ 5개의 rod cut이 캐스크에서 핫셀로 반입

⑤ 1개의 rod cut이 핫셀에서 캐스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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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개의 rod cut이 캐스크가 외부로 이송

그림 3-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데이터는 이 과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첫 번째 언덕(Run Number 100 부근)은 5개의 SF rod cut이 

핫셀로 접근하는 과정을, 두 번째 언덕(Run Number 400∼500 부근)은 

5개의 rod cut이 캐스크에서 핫셀로 반입되는 과정을, 마지막 언덕은 1개의 

rod cut이 들어있는 캐스크가 핫셀에서 외부로 다시 이송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검출된 방사선의 수는 핵물질의 양에 비례하고 

검출기(DSNM)와 핵물질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한 

종류의 핵물질만을 생각한다면, 핵물질이 없을 때 데이터는 거의 0에 

가까우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

N=
AM

(r+r 0 )
2  N  = 검출된 중성자 수/s

M=
N(r+r 0 )

2

A A  = 검출기 및 핵물질 특성에 관련된 계수

 M  = 핵물질의 양(SF 10cm rod-cut 개수) 

r  = 핵물질과 DSNM 사이의 거리(m)

r 0  = 계수

핵물질의 위치는 핵물질이 캐스크에 담겨져 이송된다는 가정 하에 

캐스크의 위치로 간주할 수 있다. 캐스크의 위치는 다음절에 설명될 

상분석을 통해 가능하며, 상분석은 한 개의 CCD 카메라 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캐스크의 위치를 아는데 필요한 세 개의 좌표 

(x, y, z)를 자동적으로 구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DSNM-1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캐스크의 대략적인 위치 (x, y, z)를 측정하 다. 이 

측정값을 실제의 거리로 환산하기 위해서 상내의 사람의 크기(키 1.7m, 

어깨너비 0.52cm 라고 가정하 다.)를 기준으로 하 다. M 은 편의상 SF 

10cm rod-cut 의 개수로 하 다. 그림 3-4-15의 데이터에서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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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SF rod-cut 5개의 이송)에 대해 계수들을 대략적으로 구해보면 A = 

50, r 0=0.4 이다.

1) 방사선에 의한 핵물질 위치 진단 개념 

자동으로 핵물질의 거동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데이터(R)의 시간 

변화율을 분석하면 된다. 즉, N이 “0” 이라면 핵물질이 없는 것이고, 그 

변화율(dN/dt)이 0에 가깝다면 핵물질이 정지한 상태이고, 변화율이 "+" 

값이라면 DSNM 쪽으로 핵물질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며, "-" 이면 

DSNM 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본 2 단계 연구에서는, 방사선 데이터의 시간변화를 알기 위해 최근 

5개의 데이터로부터 그 기울기를 계산하도록 하 다. 예를 들어, Run 

Number가 50번 째 인 경우, 데이터의 시간변화율은 Run Number 46∼50의 

5개 데이터로부터 계산되었다. 즉, 최근 30초 동안의 데이터의 변화율을 본 

것이다. 따라서 핵물질이 정지상태에서 이동을 시작한다고 할 때, 방사선 

거동진단에 의해 그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이동을 시작한 후 약 10초 

내지 20초 후이다. 이러한 상황은 매 5초마다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시간으로 거동진단을 위해서는 데이터 취득 

주기를 짧게 설정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은 취득된 감시 자료의 

검토(review)를 위해 필요한 거동 진단 성능의 개선에 주력하 다.

2) DOF 에 의한 핵물질 거동 진단

 핵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은 무작위로 방출된다. 즉 검출되는 

방사선의 수(N)는 통계적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핵물질이 정지해 

있는 경우에도, 검출되는 데이터는 통계적 fluctuation을 갖는다. 단지 5개의 

데이터로부터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핵물질이 정지해 있더라도 그 

기울기가 0에 가깝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Threshold 값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N“이 검출된 방사선 수(데이터)라면 통계적 

fluctuation은 대략 N  이므로, N 의 크기에 따라 다른 Threshold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1단계에서 개발된 핵물질 거동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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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에서는 다음과 같이 χ 2/d.o.f.  를 사용하여 Threshold를 적용한 바 

있다.

 χ 2  는 이론과 실험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가늠하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N  은 이론 식이고 Ni  는 

실험데이터, ΔNi  는 Ni의 오차이다.

χ
2
= ∑

T

i=1

(N-N i)
2

ΔN
2
i
 

χ 2/d.o.f.=χ 2/(T-1)  인데, 이 값이 1 근처이면 실험과 이론이 잘 

일치하고, 크면 클수록 일치하지 않는다.

핵물질이 정지해 있고 Ni  는 검출된 방사선의 수라고 할 때 이 값은  

Gaussian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경우 Ni  의 통계적 오차는 Ni  인데, 

오차에서 통계적 오차만 고려할 때,  ΔNi= Ni  이다. 반면,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기대되는 방사선의 수(이론적인)는 시간에 대해 일정할 것이므로,  

N을 Ni의 평균값으로 택한다.

N= N= ∑
T

i=1
N i/T

여기서는 5개의 데이터로부터 변화율을 구하므로, T=5이다.

χ
2
/d.o.f.= ∑

5

i=1

( N-N i)
2

Ni
/4,   N= ∑

5

i=1
N i/5

이렇게 구한 χ 2/d.o.f.  가 2 보다 작으면 정지해 있고 큰 경우 

이동중이라고 판단하도록 하 으며, 이동중일 때 그 기울기( dN/dt)가 "+" 

값이면 핫셀(DSNM)로의 핵물질의 접근, "-" 값이면 핫셀로부터 핵물질이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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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M 을 사용한 방사선 거동진단 모듈 개선

전술한 바와 같이, 1단계의 핵물질 거동진단 모듈에서의 방사선 거동 

진단 기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중성자 모니터의 

측정값과 기울기 및 χ 2/d.o.f.  값을 적용하 다. 이러한 기법의 적용은 

실질적인 인공 지능적 기법이 아니었으며,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은 

오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물질이 아주 서서히 이동하는 경우, χ
2
/d.o.f.(이동/정지의 

Threshold)의 값이 2 보다 작아 정지해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① 방사선 데이터 N의 통계적 fluctuation이 없다.

② 방사선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Run Number "u"에 따라 단조증가

N u=u⋅S,   u 은 "Run Number",  S > 0 인 기울기

이러한 상황은 외부로부터 핵물질이 핫셀로 접근하는 경우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Run Number "u" 일 때 u를 포함한 과거 5개의 

데이터( N u∼N u-4) 의 χ 2/d.o.f.  및 기울기로부터 핵물질의 거동을 

판단한다. 편의상 5개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자.

N ui=(u-i)⋅S    i=0,1,2,3,4

그러면 평균 및 χ 2/d.o.f.  는,

Nu= ∑
4

i=0
N ui/5= au-2a

χ
2
u/d.o.f.= ∑

4

i=0

( Nu-N ui)
2

N ui
/4=

S
4 ∑

4

i=0

(2-i)
2

u-i

χ
2
u/d.o.f.=2  이 되는 기울기 S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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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
4

i=0

(2- i)
2

u- i

N u=u⋅S  이므로, Nu  과 S 에 대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3-4-16과 

같다. 따라서 현재 방사선 데이터 N이 3000 가량 될 때, 기울기 S 가 45 

이하이도록 핵물질이 이동하면 “정지” 라고 그 거동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핵물질의 한계속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한계속력이란 그 속력이하로 이동하는 경우 거동진단이 정지라고 

판단하는 속력을 지칭). 

각 Run 은 6초에 해당하므로, u=6t 라고 할 수 있다. 이때 t 는 시간(초).

N=6St, 
dN
dt
=6S

앞에서,

N=
AM

(r+r 0 )
2 ,  r+r 0=

AM
N

여기서, v=
dr
dt  = 속력이라고 하면,

dN
dt
=
-2AMv

(r+r 0 )
3

따라서 χ 2/d.o.f.=2  이 될 때,

dN
dt
=
-2AMv

(r+r 0 )
3 =6S

|v|=
3S(r+r 0)

3

AM  = 한계속력

몇몇의 경우에 대해 한계속력을 구하면, 표 3-4-6과 같다. 여기서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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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10cm 로 자른 rod-cut 이며, 36개의 rod-cut은 SF rod 한 개에 

해당한다. 만약 10 cm SF rod-cut 5 개가 DSNM으로부터 2m 가량 떨어져 

있을 때의 속력이 0.8m/s 이하라면, 거동진단 프로그램은 SF가 정지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 계산은 대략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데이터의 

통계적 fluctuation 이 없고, 데이터의 값이 시간에 대해 단조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DSSS의 hot test를 통한 성능 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제적인 경우 

데이터의 변화는 더 크고, 따라서 χ 2/d.o.f.  이 커지며 한계속력이 위에서 

구한 값보다 작아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 다. 또한 많은 양의 핵물질이 

이동할 경우, DSNM 근처에서는 매우 느린 속도(예를 들면 36개의 SF 

rod-cut의 경우 0.1m/s)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 거동진단은 정지라고 

판단하 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크레인으로 이동하는 핵물질을 담은 

캐스크의 속력을 그런 정도 정 하게 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진단 결과의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방사선에 의한 거동 진단 모듈에 SOM 모델을 적용하도록 수정하 다.

본 2 단계 연구에 적용된 방사선 거동 진단 모듈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중성자 모니터에서 측정된 중성자 데이터의 평균값(R)과 Slope(dN/dt) 

및 χ 2/d.o.f.  의 값을 reference vector의 parameter로 사용하여 weight 

matrix를 구축하 으며, 방사선 거동 진단용 Map 파일(rad.cod)로 생성시켜 

C:\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읽도록 coding 하 다.  

 

(나) 상데이터 분석 및 캐스크의 거동진단

 DSSS 감시시스템에서의 상처리는 다른 과정에 비해 처리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며, 지능형 거동감시 기능의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상처리를 통한 CASK 거동 

진단연구를 진행하 다. 특히, 본 2단계 연구에서는 DFDF에서 실행된 hot 

test 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상처리의 문제점을 도출하 으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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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처리 루틴의 개선

 방사선 데이터는 핵물질 자체의 거동을 진단하는 반면, CCD 카메라 

로부터 캡쳐된 상은 분석되어 CASK로 추측되는 Object의 위치가 추출되고 

그로부터 Object의 이동상황을 진단한다. 

상분석의 첫 과정은 기본 상과의 비교이다. 즉, 현재 DSSS의 상 

취득은 매 5초에 한번씩 3대의 CCD 카메라에서 획득된 상을 메모리에 

저장한 후 이 것을 이전의 상과 비교하며, 상의 변화가 설정된 

수준이상인 경우에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저장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버려진다. 상의 저장 단계와 review 단계는 분리되어 있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거동진단은 review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review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들은 특정한 역에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변화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이 상에서 CASK의 위치를 추출하게 된다. 

본 연구의 1단계 실험에서 사용한 상은 640×480 픽셀의 크기이고 

8bit gray level 이며, 한 픽셀은 0-255의 값을 갖는다. 1단계에서 적용한 

상 처리 루틴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상(현재 상)은 기본 상과 픽셀별로 그 값의 

차이를 구하고, Threshold 값을 적용해 1bit 흑백 상(이진 상)으로 만든

다. 기본 상과 현재 상이 다른 부분(캐스크나 사람이 역 내에 들어왔을 

때)은 이진 상에서 1(백)로 나타나고 그 외는 0(흑)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X-축 방향 및 Y-축 방향에 대해 값이 ‘1’(백) 인 이진 상의 

픽셀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이 히스토그램은 물체가 있는 부분에서 

큰 값을 가질 것이다. 히스토그램에서 Threshold 보다 큰 부분이 연속되는 

역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에 해당된다. 이 역의 크기가 Threshold 

이상인 것을 캐스크라고 하 는데, 다음과 같이 Object Area를 추출해 낼 

수 있다(그림 3-4-17, 18 참조). 이러한 Object Area는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경우 히스토그램 상으로 Threshold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Object Area 에 대해 다시 X와 Y축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면, Object Area 내에 있는 작은 Object들을 어느 

정도 구분해 제거할 수 있다. 다음으로 Object Area 내의 대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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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면적)를 구하는데, 그것은 Object Area 내의 값이 ‘1’인 픽셀의 수를 

구한다. 이 값이 Threshold 보다 큰 역을 구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Object Area중에 그 면적이 가장 큰 것 두 개를 캐스크 후보라고 

하 다(이런 과정을 통과한 Object Area는 보통 1개 이하이다). 또한, 이들 

캐스크 후보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그 위치로 간주하 다. 

Object Area 에 대한 X 및 Y-축의 히스토그램을 XHist, YHist 라고 할 

때, XHist[i] 는 ‘i' 번째 줄의 흰 픽셀의 수이고, 이때 무게중심의 X, Y-좌표 

X CM, Y CM  은 다음과 같다.

X CM=
∑i⋅XHist[ i]
∑XHist[ i]   , 

Y CM=
∑i⋅YHist[ i]
∑YHist[ i]

이때, DSNM 의 좌표를 XM, YM  이라고 하면, DSNM으로부터 Object 

까지의 거리 r은,

r= (XCM-XM)
2
+(YCM-YM)

2  이다.

이 경우, 실제적인 거리를 구하려면, Z-축의 좌표를 고려해야 하며, 

카메라의 각도(수직 및 지표면에 대한 각) 에 따른 적절한 좌표변환을 해 

주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위와 같이 단순히 거리 r을 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1단계 초기 버전에서 채택된 상처리 루틴을 

이용하여  거동 진단 성능 시험을 시행하 으며, 때때로 제 1 Object 가 

캐스크 대신 두 사람이 잡히는 경우가(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경우 등)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3-4-19, 20 참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object의 위치가 캐스크의 평균위치로부터 벗어나 있으므로 

판단에 큰 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인 인공지능 

거동진단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2 단계 연구에서는 기존의 gray image scale에 대한 임계값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CASK 위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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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2 단계 버전의 DSSS 시스템에서, 상처리 루틴은 기본 상의 

gray scale을 설정하고 현재 상과 비교해서 object를 추출하는 대신, 현재 

취득되는 상에서 CASK를 직접 추출하기 위해 RGB 임계값을 

적용하 다(그림 3-4-21 참조). 현재 DFDF의 정상적인 조명 상태 하에서의 

CASK의 RGB 값은 그림 3-4-23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포를 가지며, 이 

값을 적용하면 획득된 상에서의 CASK object를 정확히 추출할 수 

있다(그림 3-4-24). 상 자료의 분석에서도 방사선 데이터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의 연속된 데이터(r 값)의 평균, 시간변화율(dr/dt)을 구하여 

인공신경망에 입력, 캐스크의 거동을 진단하 다.

이상과 같은 상처리 루틴의 수정․보완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으로 

분석된 부적절한 object에 대한 CASK 오인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며, 전체 시스템의 상거동진단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의 RGB 임계값 적용 기법은 DFDF에서의 정상적인 조명 

상태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조명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 대책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SOM을 이용한 캐스크의 거동진단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상 거동 진단을 위해 parameter로 

적용된 SOM 인공신경망의 입력데이터는 3개이다. 2단계에 진행된 총 20여 

회의 캐스크 이송 작업 중, 유의한 수준의 핵물질 량을 운반하는 작업은 

10회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이송 작업에 따른 무인 

감시 시스템의 성능 평가 작업을 진행하 으며, 1단계에서의 거동 진단 

성능과 2단계에서 개선된 모듈들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그림 3-4-25 및 3-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개선된 DSSS 시스템의 거동 진단 양상이 개선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상 거동 진단 단계에서 확연히 나타났으며, 그림 

3-4-27 및 28에서와 같이 현재의 시스템이 매우 안정된 진단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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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핵물질 이송 작업에 따른 무인 감시 시스템의 성능 

평가 작업과 동시에, IAEA의 탐지 목표인 Pu 기준 10g 의 사용후핵연료 

전용 탐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 다. 그림 3-4-29에서 DSNM1은 성능 

실험에서 얻은 방사선데이터의 예로서, 이 작업은 수송용기(캐스크)에 

사용후핵연료(SF) 봉을 10cm 길이로 절단한 rodcut을 넣어 핫셀로부터 

이송하는 실험이었다. 사용후핵연료의 전체적인 방사선 특성은 우라늄 4.8 

Kg 과 플루토늄 45g 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 연소도가 상이한 3개의 

batch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방사선 신호 검출 특성은 당해연도에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이송 작업 중에서 가장 적은 량이 이송된 경우(15.9g 

Pu)에도 적절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인 정상 상태에서의 BG 계수 

율이 10c/s 미만인 것에 비해 15.9g Pu 이 탐지되는 경우에는 300 c/s의 

계측특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인 감시 시스템이 IAEA 

전용감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은 각 모듈별 수정․보완에 대한 성능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2차년 도의 후반기에는 실질적인 원격무인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성능시험을 3개월에 걸쳐 최종적으로 진행하 다. 2 단계 1차 년도에 

진행된 DFDF에서의 성능 시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으며, 그림 3-4-30은 대표적인 핵물질 이송에 대한 성능 시험 

결과는 나타낸 것이다. 이 작업은 “① 1개의 rod-cut을 담은 캐스크가 

핫셀에 접근한 후, ② 캐스크가 핫셀의 Padirac door 주변에 정지해 있다. ③ 

캐스크가 Padirac door에 장착된 후, 핫셀 문이 열리고, 캐스크 안의 

rod-cut 2개가 핫셀 안으로 이송되었고 ④ 빈 캐스크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핫셀 문이 닫힌다. ⑤ 빈 캐스크가 핫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로 

진행되었다. Run Number 가 u 일 때, ru, r, dr/dt  이며, 출력은 한 개로 그 

값이 “1 = 캐스크 검출 안됨, 2 = 캐스크가 주변에 있음, 3 = 캐스크가 

접근하고 있음, 4 = 캐스크가 나가고 있음, 5 = 캐스크가 정지하고 있음” 

으로 설정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된 DSSS 시스템의 

진단결과는 실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으며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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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EA 감시장비와의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DSSS 연속 무인감시 시스템은 DUPIC 핵물질의 격납․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2대의 중성자 방사선 신호 모니터링 장치와 3대의 컬러 CCD 

감시 카메라, DAQ 카드 및 Image Grabber로 구성되어 있다. 동 시스템의 

IAEA 감시장비와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 2단계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2대의 중성자 모니터의 신호를 IAEA와 통합․공유하도록 

구축하 다. 또한, 향후 IAEA, 미국 SNL(Sandia National Laboratory), 및  

일본 JNC와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 원격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의 후행 핵주기 시설에 대한 

핵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 Hardware 구축

(1) 유무선 중성자계측기 개발

(가) 유선 중성자계측기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핫셀 주변에는 항상 핵연료의 이동 및 취급이 

일어난다. 따라서 방사선환경감시 및 선량율 측정에 감마선뿐만 아니라 

중성자의 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마선계측기는 

많이 개발되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쉽게 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성자측정용 중성자계측기는 현재까지 개발된 것으로도 감마선계측기와 

비교하여 수 십배 이상 비싼 값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에서 고효율(high efficiency)과 비교적 경제성이 

있는 중성자계측기 개발이 필요하 다.

중성자계측기의 원리는 그림 3-4-3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외부에서 

중성자가 들어오면 일단 polyethylene 감속재에서 열중성자화하여 내부에 

있는 He-3 tube에서 He-3 gas를 통과하면서 (n, p)반응으로 중성자를 

측정하게 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He-3 tube는 2개이며 모든 방향에서 

계측이 가능하도록 반원형 모양으로 설계하 다. 그림 3-4-3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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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계측본체, preamp(PDT) 그리고 유선 wire, 연결단자 그리고 고압과 

5V를 공급하고 또한 측정된 신호에서 나오는 current를 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AMSR 장비 그리고 데이터처리용 PC로서 구성된 중성자 

계측계통을 표시하 다.  

(나) 무선 중성자검출기 시스템 개발

무선 중성자 검출기는 유선 중성자계측기에서 신호전달 케이블(cable) 

대신에 무선 송수선모듈장치를 부착하여 계측하는 방법이다. 이 

무선중성자검출기의 개발에는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시스템구축, 

예비시험 그리고 시험가동 및 보완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초기에 무선 

전송방법의 타당성검토 및 분석은 향후 기술적인 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중성자 검출기 신호의 전송은 유선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유선 케이블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유선통신시스템을 RF나 레이저 등의 광통신 시스템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중성자검출기 신호의 무선전송시스템은 중성자 센싱 펄스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전송시킨 후, 다시 카운터 회로의 입력단에 적절한 

레벨의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광수신기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RF나 레이저에 의한 무선 광통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케이블링의 복잡성 및 부피문제와 펄스계수의 오차범위가 

축소되며, 설치 및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무선중성자계측 

시스템의 설계는 핵물질안전조치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내부에 남아있는 

특정물질의 잔여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중성자 검출기의 신호 전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측정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무선 계측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시스템은 중성자 

검출기에서 나온 신호를 RF나 레이저 등의 광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수신기로 전송시키는 시스템으로, 중성자 센싱 펄스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켜 전송한 후, 다시 카운터 회로의 입력단에 적절한 레벨의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광수신기 모듈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RF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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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에 의한 무선 광통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케이블링의 복잡성 및 

부피문제와 펄스계수의 오차범위가 축소되며, 설치 및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4-33은 중성자 검출기 신호의 무선전송시스템 송신 

및 수신부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무선 중성자검출기의 예비시험 결과는 

그림 3-4-34에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 censor에서는 nanosecond의 

펄스폭과 최대 4MHz의 펄스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센싱하여 RF 또는 

광송신기로 전송하게 된다. RF 또는 광송신기는 연결된 모든 센서에서 

검출된 신호를 믹싱하여 하나의 RF 또는 광신호로 변환한 후 RF 또는 

광수신기로 전송하고, RF 또는 광수신기는 수신된 RF 또는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TSR-B(Pulse Counter)의 입력으로 전송하게된다. 

그림 3-4-35에는 무선중성자검출기 계통의 측정계통을 표시하 으며, 

이러한 계통도로서 계속 무선검출기의 개발이 수행될 예정이다. 

나.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현재, 국제 공동 원격 감시망 구축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DSSS 서버 

시스템은 CCD 카메라 및 DSNM으로부터의 상 및 방사선 신호는 PC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취득장비에 의해 실시간으로 동시에(time-synchronized) 

취득되고, 취득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되어 핵물질의 거동을 

자동진단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데이터는 향후의 자료 분석을 위해 

저장된다. 현재 DSSS 장치는 3대의 컬러 CCD 카메라와 2대의 DSNM, 및 

데이터 취득장비 및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DSNM의 사양은 표 3-4-7과 

같다. DSNM 및 방사선 및 상신호는 시간적으로 동기되어 취득되고 

처리되어 핵물질 거동진단이 이루어진다. 이 결과는 네트웍을 통해 원격의 

PC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또한 원격의 PC에서 DSSS의 제어 

및 데이터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하드웨어의 구성에서 DSNC는 

IAEA의 핵물질계량관리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DSSS 감시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구축된 DSSS 무인 감시 

시스템의 성능 인증을 위해, DFDF 시설에 IAEA의 별도 방사선 검출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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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대신 DSNM 및 DSNC의 데이터를 DSSS와 공유하도록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하 으며, DSNM 및 DSNC의 전원과 고전압을 IAEA의 

장비(JSR)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 다.

현재의 DSSS 시스템에서의 상 자료는 JPEG 파일로 저장되고 방사선 

자료는 이진파일로 저장되며, 각 데이터 파일은 시간 및 해당되는 상 

파일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다. JPEG 파일은 640×480, 24bit 컬러로 

저장되며 이미지 비교 모듈에 의해 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저장된다. 

현재까지 약 1년 간 연속 무인 감시 시스템을 작동 시험한 결과, 정상적인 

상황에서 감시가 중단된 경우는 4회가 발생하 으며 주로 시스템에 접속된 

네트웍의 트래픽 폭주에 의한 리소스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Q 서버에 사용되는 네트웍 Protocol를 단일화하고 접속 

가능한 IP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 다. 현재, 정상적인 상태(캐스크의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감시 시스템의 월 평균 취득 데이터 량은 약 

100MB이고 최대 약 200MB 정도이며, DAQ 서버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약 

10 GB 이므로 약 3 개월의 무인 연속 감시가 가능하다. 현재, 취득된 DSSS 

감시 데이터는 분기별로 내부 LAN을 통해 실험실의 PC로 복사되며, 

DVD-RAM 매체를 이용하여 백업시켜 보관하고 있다.  

다. Software 구축

DSSS 의 소프트웨어는 Windows 98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친숙한 메뉴기반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설계하 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Borland C++ Builder의 최신버전 (Ver. 5)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면서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DSSS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로부터 

상신호 및 방사선신호를 취득하고 이를 처리한다. 처리된 데이터를 

거동진단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데이터의 저장 및 원격 서버로 결과를 송출한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데이터 측면에서 구분하면 “DAQ“와 ”Revie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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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할 수 있으며, DAQ(주 메뉴에서 New에 해당)는 새로운 데이터를 

하드웨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반면, Review(메뉴의 Open)는 저장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은 후 이를 이용하여 거동 진단을 진행하도록 

설계하 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누면 그림 3-4-25와 같이 사용자 인 

터페이스, 데이터 취득, 데이터처리, 거동진단, 원격통신, 그리고 인공 신경망 

학습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동진단은 1단계의 개별적 거동진단과 

2단계의 종합적 거동진단으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는 방사선데이터를 

사용한 핵물질 거동진단과 상데이터를 이용한 수송용기 거동진단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동진단의 결과는 ‘No Detection', ’Near', 'Fade 

In', 'Rest', 'Fade Out' 의 5가지중의 하나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핵물질 거동진단, 수송용기 거동진단의 결과 및 상과 방사선데이터를 

종합하여 총체적인 핵물질 이동 상황에 대한 거동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DSSS 소프트웨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 처리 및 거동진단 

알고리즘인데, 당해연도에는 거동진단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부분(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원격통신)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FDF에 설치된 DAQ 서버와 

원거리의 클라이언트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 는데, 

DAQ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된 

특별한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것만 허락하도록 하 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감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 으며, 

네트웍 속도 및 서버의 성능에 따라 제공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서버의 관리를 위해 원격클라이언트에서 DSSS 

프로그램을 제어(DAQ 서버의 중지 및 실행 등)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라. IAEA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VPN 분석

최근의 정보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멀티미디어 환경, 인터넷 환경이 

확산되면서 사용자의 대역폭 요구 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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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일반 기업에서는 통신비용 및 운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IAEA 에서도 핵시설의 원격감시 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난관으로, 높은 통신비용과 자료 전송의 보안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VPN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AEA와의 공동 원격 감시망 구축을 위해 

VPN 기술에 대해 분석하 으며, 향후의 DFDF 시설 적용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1) VPN 기술의 개요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Public Switched Network 상에서 

(예: 인터넷) 물리적인 Network의 구성과 무관하게 논리적으로 폐쇄된 

User Group을 구성하여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Network의 한 

형태이다. VPN 상에 소속된 User는 VPN을 물리적 개인 사설망 (Physical 

Private Network)으로 인식한다. VPN은 PSDN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Private Network의 특성과 이점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PSDN, ISDN, ATM과 같은 통신 인프라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 Private Network과 Public Network의 특징

Private Network이 갖고 있는 장점은 Network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서 Network의 운 에 유연성과 독립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Network 장비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인증되지 않은 접근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구현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사설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독자적인 지역적, 국가적, 범국가적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의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Private Network을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많은 

기업들은 운 의 유연성과 보안성을 중요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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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설비 투자비용과 운 비용이 부담되는 회사들은 통신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Public Network을 활용한 통신의 경우 Private Network과 비교하여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① 투자비용이 Terminal 장비로 한정되며 교환장비, 전송장비, 회선 

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하다. 

② 높은 수준의 가용성, 신뢰성을 제공하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인증된 접근에 대해 보안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Public Network을 활용하면서도 Private 

Network의 장점인 운 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원하고 있다. VPN 서비스는 

Public Network 상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Customer-oriented 

솔루션을 제공한다.

(3) PSDN을 통한 VPN 구현 개념

VPN은 "Network within the intelligent network"으로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3-4-36은 

PSDN 상의 VPN 구현 방법에 대한 개념도이다. 사용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PSDN 상에서 설정된 VPN을 통하여 PSDN 상의 

자원을 할당받는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관리 및 운 은 PSDN 운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측의 운  및 관리비용은 아주 적게 

소요되며 단지 임대 비용만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VPN은 표 3-4-8과 

같은 EWSP 구성 요소들로서 네트워크 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림 3-4-37은 전형적인 VPN이 기본 구성도로 "Networks within the 

intelligent network"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VPN에 많은 line과 node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 node들은 line 

용량, call 요구량, data throughput, VPN이 지원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되어 VPN에 할당된다. Line과 전송 path와 같은 Internal 

Network 자원들은 VPN과 PSDN data traffic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된다.



- 221 -

이러한 VPN의 구성은 상이한 많은 VPN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매우 

경제적이다. 또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보안도 폐쇄된 user group, 

network user 인증, 안전한 address 교환 등과 같은 보안 기능들에 의해 

보장된다. EWSP는 VPN 내에 sub-VPN의 구현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User의 조직 구조에 맞는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4-38은 VPN에 Private Switching node를 할당하므로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인증되지 않은 

접속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보장한다. 그림 3-4-28과 같은 구성은 

전용 임대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독립적인 VPN은 대형 VPN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이트에 적합한 구성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는 PSDN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병행하여 private 

VPN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운 을 가능케 한다. 반면 International 

VPNs에 비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VPN 기능은 National PSDN과 Transit PSDN, foreign PSDN을 통해서 

International한 VPN을 구성할 수 있고 transparency한 traffic 접속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3-4-39는 International한 VPN Topology이다. 현재 

VPN 서비스에 관련한 국제 표준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폐쇄적인 NMS로 

인하여 foreign PSDN의 Switching system으로부터 H/W, S/W 자원을 

VPN에 통합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ISDN의 등장은 PSDN을 대신할 새로운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과 Data 처리 대역폭에 있어서 ISDN은 

PSDN에 비해 우수하다. VPN은 각각의 ISDN 가입자를 관리하는 Packet 

Server Module(PSM)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ISDN의 D, B 채널을 통해 

PSM에 접속함으로써 수행된다.

(4) Network management functions

EWSP는 고성능 관리 시스템과 네트웍 운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telecommunications network management 기능을 제공한다. 그 기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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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fault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등이 있다.

다음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들이다.

① VPN line의 enable, disable 변경, 속성 변경 

② Line test

③ 네트워크 상태 message 

④ fault reporting 

⑤ graphical한 네트워크 구성

VPN의 이러한 관리 기능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아웃소싱과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최적의 solution을 제공한다.

경제적인 데이터 전송은 모든 회사에게 중요하며, VPN 서비스의 

경제적인 효과는 시설 투자비용과 운 , 관리 측면에서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충분히 보장된다.

마. IAEA 원격 감시 구축을 위한 방안

최근, 핵물질 안전조치에 있어서 원격감시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VPN을 적용하게 되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도 개인 사설망을 운 하는 정도의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IAEA 에서도 VPN을 이용한 원격 감시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각 국가에 대해 통합 

안전조치 체제(Integrated Safeguards)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5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PN을 이용한 DFDF 시설에서의 IAEA 통합 

원격감시 체제 개념을 제안하 으며 그림 3-4-40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원자력연구소 내부에는 TCNC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 중앙감시망(Central Monitoring Station)이 운 되고 있다. 

CMS에서는 IAEA와의 MSSP(Member State Supporting Program)연구를 

통해 현재 1개의 원자력발전소 site에서의 상자료를 PSD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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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전송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원자력발전소 site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과 IAEA와의 PSDN 통신비용 문제로 인해 

전송 자료의 량이 한정되고 있으며, 자료의 보안 체계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DFDF 시설의 원격감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CMS와 

IAEA와의 VPN 구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MSSP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DFDF 시설에 

구축된 DSSS 감시시스템에는 연구소 내부 네트웍을 이용한 원격감시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H/W VPN을 이용하면 CMS와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AEA 감시장비인 SDIS에는 PSDN을 위한 모뎀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VPN을 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DIS의 경우에는 

CMS까지는 독립적인 내부 직통선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고, CMS에서 

IAEA와 연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원격감시 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료의 

보안성 확보이며, 자료 압축, 암호 체계, 전송 자료 내용의 한계, 자료 

접근자의 제한, 해킹의 방지, 내부 관련자의 협조 등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VPN을 통한 원격감시망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신뢰성 

확보를 통해 핵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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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DSSS의 하드웨어 구성.

주요 하드웨어 사양

장비명 모델 수량 공급자

PC Pentium-III 500 1 진도

CCD 카메라 SAC-410MD 3 삼성

중성자 모니터 DSNM 2 KAERI

중성자 카운터 DSNC 1 KAERI

상보드 Marvel G200 1 Matrox

DAQ 카드 DAQ 카드 1 KAERI

그 외 하드웨어

Pan/Tilt SPT-2410 3 삼성

Pan/Tilt Controller SPC-1004 1 삼성

Multiplexer SDM-16 1 삼성

Camera Power Supply SPW-1008 1 삼성

 IAEA 장비

Shift Register JSR-12 2 Aquila Tech.

Digital Camera DCM-14 5 Aquila Tech.

Camera Server SDIS 1 Aquila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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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DAQ 보드의 DIP 스위치 설정 방법(0X310 설정).

자릿수 첫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DIP 스위치 번호  8  7  6  5  4  3  2  1

DIP 스위치 상태  1  1  0  0  0  1  0  0

WEIGHT  2  1  8  4  2  1  8  4

값   3      1    0

IO 시작 번지 0X310

표 3-4-3. DAQ 카운터 모듈 및 카운터 IC의 선택.

모듈 번호 0 1 2 3

모듈선택 0X00 0X04 0X08 0X0C

IC 번호 0 1 2 0 1 2 0 1 2 0 1 2

IC 선택 0X00 0X01 0X02 0X00 0X01 0X02 0X00 0X01 0X02 0X00 0X01 0X02

제어 값 0X00 0X01 0X02 0X04 0X05 0X06 0X08 0X09 0X0A 0X0C 0X0D 0X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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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DAQ 카운터 값 읽기.

모듈 0번의 데이터

IC 번호 0 1 2

IC 의 값 219 142 0

Weight 2^0 = 1 2^8 = 256 2^16 = 256*256

데이터 값
219*(1) + 142*(256) + 0*(256*256)

= 36571

  

표 3-4-5. DAQ 상채널의 선택 방법.

 상채널의 선택

선택 채널 번호   0  1  2  3

제어 값  0X00  0X01  0X02  0X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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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거리 및 핵물질의 양에 따른 한계속력.

SF 갯수 r(m) N(#/s) S v(m/s)

1 3 4.3 0.9 2.1

1 2 8.5 1.6 1.4

1 1 25 3.5 0.6

5 3 22 3.2 1.5

5 2 43 5 0.8

5 1 120 8.9 0.3

36 3 150 10 0.7

36 2 300 14.6 0.4

36 1 900 2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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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DSNM의 사양.

중성자 검출기(He-3 proportional tube)

 모델  RS-P4-0828-114, Reuter-Stokes, USA

 유효길이  28 inch

 지름  1 inch

 가스압력  4 atm

 혼합가스  N2 gas

 케이스  Aluminium with carbon coating

전치증폭기

Model PDT-110A, Precisiion Data Technology Inc., USA

Mounting threads 1/4-12UNF-2A

Power +5V DC

Output Signal TTL Pulse of width 50 nsec

DSNM 몸체

재질 폴리에틸렌

도 0.95 g/㎣ 이상

크기 φ  150XH1030 mm

두께  30mm

본체고정용 홀  2개

개봉방지 봉인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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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VPN의 EWSP 구성 요소.

HNN, HNN compact 

Switching node 

- small capacity: 32-112 ports, 600-2200 pps

- large capacity: 112-2000 ports, 2000-40000 pps 

HNN20 up to 20 Line, 150 pps 

HNC16 up to 16 Line, 200 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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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DUPIC 격납/감시 시스템(DSSS)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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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DSSS 구축을 위한 감시장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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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DFDF에 설치된 DAQ 서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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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DSSS의 CCD 카메라 및 DSNM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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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핫셀 Rear Door에 설치된 DS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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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각 CCD 카메라의 Field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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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Main Window of DSSS in Server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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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DSSS Server의 Parameter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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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Main Window of DSSS in Clien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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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DSSS의 상비교를 위한 Parameter 설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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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Spline의 예제. 

그림 3-4-12. BPN의 계산 및 학습방향. 



- 241 -

그림 3-4-13. Kohonen Network의 구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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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SOM Training Data Extraction Menu for D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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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핵물질 이동에 따른 DSNM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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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방사선 크기 N 과 오판 기울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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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1단계 상처리 개념 (Effective Yellow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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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EYD 기법에서의 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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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EYD 상처리기법에 의한 Object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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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EYD 기법에서의 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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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상 처리 기법 개선 흐름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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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RGB 임계값 추출을 위한 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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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CASK의 RGB 분포. 

그림 3-4-24. RGB 임계값에 의한 CASK 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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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DSSS 방사선 거동 진단 모듈의 성능 시험 결과 (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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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DSSS 방사선 거동 진단 모듈의 성능 시험 결과 (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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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DSSS 상 거동 진단 모듈의 성능 시험 결과 (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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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8. DSSS 상 거동 진단 모듈의 성능 시험 결과 (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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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인공신경망 모델에 따른 상 거동 진단 모듈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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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SOM 및 RGB 임계값 적용에 의한 핵물질 거동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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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Portable neutron detecto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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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 Portable neutron detector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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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Wireless system for neutron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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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 Sensor measured shape for wireless modu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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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5. Sensor detection system for wireless neutron dete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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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6. PSDN 상에서의 VPN 구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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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7. VPN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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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8. VPN을 통한 Private Network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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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9. International VPN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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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0. VPN을 이용한 원격감시 체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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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DUPIC 시설 안전조치 체제 개정 및 이행

1. DUPIC Bundle 제조용 사용후핵연료 사용허가

우리나라는 핵 공급국들과 체결한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핵공

급국으로부터 수입된 핵물질 또는 장비들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농축 및 

재처리 또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수입 핵물질의 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급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DUPIC 시설은 주요 원자력 공급국인 미국과 양국간 원자력 협정에 따

른 사전동의 획득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2단계 연구기간 중에는 

“DUPIC 핵연료 가공활동”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험 활동”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2001년 12월 31일(DUPIC의 경우 2002년 

3월 31일)부로 종결됨에 따라 새로운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는 것과 미국 

원산 핵물질의 제3국 이전에 대한 미국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업

무 다.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험 활동”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동의 사

항은 1994년 1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미 원자력 공동조정위

원회(JSCNEC)에서 최초 합의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PIEF, IMEF, 

HANARO 및 RIPF 시설에서의 조사후시험 계획을 작성하여 미국과 협의

를 거친 후 1996년 3월 29일 상기 시설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합의하 으며, 그 이후 1999년 4월 8일에 “DUPIC 핵연료 

가공활동”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2002년 3월 31일까지 합의하 다. 

   2000년 6월 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된 제21차 JSCNEC에서는 “사용후핵

연료의 조사후시험 활동”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2001년 12월 31일에 

종결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포괄적 사전동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새로운 

포괄적 사전동의를 위하여 당 연구소는 PIEF, DUPIC, IMEF 및 HANARO 

시설에 대한 조사후시험 활동 계획을 작성, 미국에 제출키로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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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당 연구소는 2000년 12월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험 활동

(KAERI/AR-583/2000)”과 “DUPIC 핵연료 가공활동(KAERI/AR-584/2000)” 

계획서를 미국에 제출하 다. 미국 측은 2001년 4월 19일 상기 보고서에 대

한 질의사항을 우리나라에 통보하 으며, 우리 측은 미측 질의사항을 관련 

시설과 협의하여 제22차 회의 시 미국 측에 답변자료를 제공하 으며, 그 

이후 미국 측의 보완 요청사항 및 질의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및 보완한 결과, 계획서의 최종 수정본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험 

활동(KAERI/AR-606/2001)”과 “DUPIC 핵연료 가공활동(KAERI/ AR-607/ 

2001)”을 2001년 9월 24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 다. 그러나 미국측의 내

부사정으로 인하여 포괄적 사전동의가 약간 지연되었으나 2002년 1월 31

일 Mr. Burkart가 우리나라로 방문하여 사전동의서에 서명하 다(그림 

3-5-1참조). 

   포괄적 사전동의와는 별개로 DUPIC 시설에서 DUPIC element를 제조

하여 2002년 4월경 카나다로 재이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사전동의를 신청하

다. DUPIC element의 카나다 재이전은 카나다 AECL에서 2001년 5월 30

일부터 6월1일까지 개최된 제14차 DUPIC PRM(Project Review Meeting)에

서 KAERI가 미국 원산 PWR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DUPIC 

element를 카나다 Chalk River Laboratory(CRL)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NRU : National Research Universal)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기로 한국-

미국-카나다 3국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지만 미국산 핵연료의 제3국 이전

에 해당되므로 미국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기 사전동의는 2001년 

10월에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그림 3-5-2참조).

2. 설계정보서 개정 및 사전통보

DUPIC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서는 1997년 2월 IAEA로 제출하 고 시

설부록이 1998년 12월 15일자로 발효 중에 있다. DUPIC 설계정보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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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가동전에 작성된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DUPIC 활동을 잘 반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IAEA측은 DUPIC PRM을 통하여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고 시설부록에 큰 향을 미칠만한 사항들은 없어 적극적으로 

설계정보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측에서는 적당한 시기

에 수정된 설계정보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작성된 설계정보서 초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NRU에서의 조사시험계획 반 , 핫셀내 장비배치도 변경 

및 DSNC 정보보완 등이다.

또한 DUPIC 관련활동은 조사후시험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서도 시행

되었으며, 조사후시험시설 핫셀 9405에서 시행되던 DUPIC 분말/펠렛 특

성화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정보가 삭제된 PIEF 설계정보서를 2001년 

9월 3일 IAEA에 제출하 다.

설계정보서와는 별도로 한-IAEA 안전조치협정 및 시설부록에 의거한 

사전통보사항들은 표 3-5-1과 같이 수행되었다.

3. IAEA 사찰 수검

DUPIC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체제는 핫셀 외부로 통하는 통로 감시, 사용

후핵연료 계량관리 및 반입/반출되는 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에 바탕을 두

고 있다. 따라서 IAEA는 시설에서 핵물질 반출입의 주요 통로에 대한 

IAEA 봉인(Metal seal 및 VACOSS seal) 설치 및 IAEA 감시장비(SDIS 및 

DSNM)을 통하여 통보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의 반출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DUPIC 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은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된 2000년도에는 

감시 장비 설치 및 시험을 위한 Technical Work이 많았으나 2001년도에는 

정기검사 기간중에 장비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찰은 4회/년의 

정기검사(물자재고조사 1회 포함)를 실시하고 있으며, IAEA 사찰별 주요활

동은 표 3-5-2와 같으며 자세한 사찰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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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DUPIC 관련 IAEA 사전통보 내역

일 시 내 용 비  고

2000.1.14 DUPIC 사용후핵연료 절단 및 이송계획 통보 DUPIC 시설

2000.2.10 DUPIC 시설내 핵물질 반출 일정 통보 DUPIC 시설

2000.2.18
DUPIC 소결체 시료의 화학분석 계획 IAEA 

통보
DUPIC 시설

2000.2.21
DUPIC 소결체 시료의 화학분석계획 변경에 

대한 IAEA 협의
DUPIC 시설

2000.3.30
 DUPIC 핵연료 시편 및 mini-element 반출계획 

통보
DUPIC 시설

2000.8.25 DUPIC용 핵연료절단 및 이송계획 통보 PIEF 시설

2000.9.30
PIEF 시설의 DUPIC 분말/펠렛 특성화 시험 

종결에 따른 IAEA 감시장비 철거 요청
PIEF 시설

2000.11.30
PIEF hot cell에 설치된 NDA 측정장비

(DSNM-II) 해체 통보
PIEF 시설

2001.1.6
조사된 DUPIC mini-element의 화학분석시험 

계획 통보
PIEF 시설

2001.4.13 DUPIC mini-element 이송일정 통보 DUPIC 시설

2001.6.11 DUPIC 시설의 정전일정 통보 DUPIC 시설

2001.6.15  DUPIC 핵연료 절단 및 핵물질 이송계획 통보 DUPIC 시설

2001.11.29 DUPIC 시설(KO-Y)의 핵물질 반출일정 통보 DUPIC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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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IAEA 사찰별 주요활동

구        분 주     요       사     항

핵물질 형태
○ 사용후핵연료의 Rodcuts, 분말, 펠렛, 소결체, Mini- 

element, Scrap, Sludge, 표준선원 등

IAEA  

검증활동

○ 정기검사시 : 재고변동물질(반입, 생산물질)의 검증

○ 재고조사시 : 모든 핵물질 재고의 검증

특이

사항

2/4분기

정기검사

○ 시행일 : '00. 5. 23

○ DSNC에 적합한 용기를 제작하여 핵물질 저장/관

리 요청

3/4분기

정기검사

○ 시행일 : '00. 8. 9

○ DSNC에 적합한 용기를 제작하여 핵물질 저장/관

리 요청

○ DFDF용 사용후핵연료 절단 및 운송이 9월 중순

경 실시될 예정임을 설명

재고조사

○ 시행일 : '00. 11. 17

○ 설계정보검증(DIV) 실시

   ⇒ 설계정보서를 수정키로 함

○ IAEA 감시장비(SDIS) 수리

   - 추가 보완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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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IAEA 사찰별 주요활동(계속)

구        분 주     요       사     항

핵물질 형태
○사용후핵연료의 Rodcuts, 분말, 펠렛, 소결체, Mini-element, 

Scrap, Sludge, 표준선원  등

IAEA  검증활동
○정기검사시 : 재고변동물질(반입, 생산물질)의 검증

○재고조사시 : 모든 핵물질 재고의 검증

특이

사항

1/4분기

정기검사

○시행일 : '01. 2. 23

○특이사항 없음

2/4분기

정기검사

○시행일 : '01. 5. 16

○특이사항 없음

3/4분기

정기검사

○시행일 : '01. 8. 21 - 22

○DUPIC 시설의 IAEA 감시장비 수리

  - 카메라 모듈(5대) 교체

  - 서버 Top Tray 교체

○사찰시 제공하는 Inventory Change Status와 Physical 

Inventory List 사이에 Item 수의 불일치가 발생함

   - 사찰관은 DUPIC 시설의 Data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

절하게 Rebatching 방법으로 Batch & Item 수를 일치시켜 줄 

것을 요청함

   - 핵물질보장조치실은 이러한 불일치는 DUPIC 시설이 Bulk 

Facility임에 기인하며 Rebatching으로 Batch 수는 일치시킬 

수 있지만 실제 Item 수는 의미가 없음을 강조함

   ⇒ IAEA측 사찰관은 수락함

재고조사

○시행일 : '01. 11. 12

○DUPIC 시설의 IAEA 감시장비 보완

  - 서버 케이스 교체

  - 서버 UPS 교체

○IAEA Cabinet에서 2번 Line의 Data Download 않됨

   - DSNM 연결 Line으로 추정되며, 사찰관은 IAEA장치에 셋팅

된 만큼의 고전압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언급함

1/4분기

정기검사

○시행일 : '02. 3. 7

○DSNM 2번 Channel에 고전압이 공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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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사용후핵연료 사용허가를 위한 한.미간 J. D.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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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미국산 핵물질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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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웹 기반 원격처리용 계량관리 프로그램 개발(위탁)

1. 연구 개발 개요 

가. 개발배경 

인터넷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 깊고 넓게 그리고 빠르게 흡수되었다. 

인터넷의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양한 활용분야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분야가 상 처리 분야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 기관 

등에서 한정되어 연구되었던 것이 많은 일반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하여 

휴대폰의 Mobile Multimedia 환경에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ActiveX기술의 보급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인터넷 기술은 

전통적인 상 처리 방식과 그 활용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의 항해 도구인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처리 방식은 기업에 있어선 경비절감과 관리상의 

용이성을 증대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켰으며 사용자에겐 더욱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개발에서는 Web기반 

기술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보다 효율적인 상처리 Logic을 구현하 다.

나. 목적

본 연구 개발의 목적은 TCP/IP방식의 Client/Server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다중 채널 CCD 카메라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DataBase와 연동하며 서버상의 디지털 상 데이터를 웹 서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원격 검색, 관리 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핵물질 

계량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2. 배경 지식

가. ASP, 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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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tive Server Pages(ASP)의 원리와 기능[62]

기존의 ASP는 IIS 3.0부터 지원되기 시작(1996년)해서 전 보다 쉽고 

강력한 Web Application 개발을 가능하게 하 으며 (HTML + Server Side 

Script Mixed feature), 메모장을 통한 스크립트 코딩만으로 실행하며, COM 

객체를 통한 확장성(Server Side Component, ADO)을 가지며 JavaScript, 

VBScript를 지원하는 Web API의 집합이다[59].

그림 3-6-1은 클라이언트가 Server의 HTML 페이지를 요청할 경우의 

동작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클라이언트란 어떤 정보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들을 의미한다. 즉, Web을 surffing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인 것이다. 그들이 어떤 Server로(예를 들면, 조선일보 Server) 

접속해서 show.html을 요청한다면, 조선일보 Server는 show.html을 접속한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게 건네주게 된다. 이 건네주는 html 

페이지는 태그, 스크립트 등으로 구성된, html 언어로 제작된 페이지이다. 

Server가 그 html 코드를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넘겨주면 Server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 후, 그 페이지를 해석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브라우저이다. 그렇기에 웹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반드시 html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어야 한다.

Server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html 페이지를 찾아서 

사용자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석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ASP의 경우는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페이지를 html 페이지처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그냥 보내주지는 않는다. 

사용자에게 보내주기 이전에 Server 내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태그로 만들어, html 형식으로 다 만든 뒤, 그 만들어진 페이지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HTML 페이지의 한계를 대신해 

등장한 ASP 페이지는 Server와 연동하는 작업이 가능한 별한 이지로 

존재한다. 반드시 Server를 거쳐서 1차 해석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HTML을 사용자에게 보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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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는 활동적이며,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상호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ASP는 

서버에서 실행되고 그 결과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요청한 ASP페이지는 ASP.DLL을 무조건적으로 거치며, 

ASP.DLL을 통해 해석이 되어진 뒤에 모든 ASP 코드들이 HTML 태그로 

바뀌어지고, 사용자에게 건네어지는 것이다.  (사용자는 그 HTML코드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에 의해 다시 해석된 모습으로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ASP 페이지는 반드시 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Web Server를 통과해야 한다. 즉, Web Server가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곳이 Home Directory이다.

클라이언트가 ASP페이지를 요구하면 서버는 요구하는 ASP페이지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HTML문서로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반환한다. 

ASP는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그 웹 

브라우저의 입맛에 맞는 HTML 문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ASP는 다음 웹 서버에서 실행 가능하다. 

-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er version 3.0 on Windows NT 

Server 

- Microsoft Peer Web Services Version 3.0 on Windows NT 

Workstation 

- Microsoft Personal Web Server on Windows 95

(가) 홈 Directory

MS의 Web Server가 설치된 Server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C:\inetpub\wwwroot 라는 폴더가 존재한다. 바로 이곳이 그 특별한 구역인 

것이다. 이 곳은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열고 자신의 http://ip주소 

혹은http://localhost(자신이 Web Server인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 라고 

치면 연결이 되어지는 곳이다. 바로 여러분의 Web Server의 

디폴트directory인 것이다. 이 곳은 웹 브라우저에 IP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하며,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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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Web Server로 접근하는 것이며, 동시에 asp 

페이지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 곳이 바로 홈directory라 불리는 곳이다.

이 폴더 내에 위치한 asp 페이지들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고 

http://Server의 ip주소/*.asp 라고 접근하게 되면 Server를 거쳐서 자신의 

코드를 해독하고 그 결과를 html코드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건네어주게 된

다. 바로 이곳에 있는 asp페이지들만이 Server를 거칠 수가 있는 것이다. 

웹Server에서 ASP페이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ASP.DLL이 존재한다. 그림 3-6-3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림 

3-6-3은 아주 간단하지만 위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asp 

페이지의 위치는 Server의 C:\inetpub\wwwroot\ 의 하위에 존재해야만 

한다.(일단은 그렇다) 그 곳이 바로 웹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그림 3-6-3에서는 C:\inetpub\wwwroot\ 라는 곳에 x.asp가 

위치하고 있다. 이제 사용자가 접근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용자(여기서의 

사용자에는 나 자신도 포함이 된다)는 브라우저를 열고 그 x.asp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http://Server의 IP주소/x.asp 라고 입력하여 접속을 

시도한다. 그렇게 되면 Web Server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Server의 

C:\inetpub\wwwroot\ 내에서 x.asp페이지를 찾는다. 찾아지면 그 페이지가 

asp페이지임을 인식하고 IIS Server의 ASP.DLL에게로 보낸다. 그리고, 

ASP.DLL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진 페이지를 그제서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HTML로 만들어서 말이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페이지를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된다.

 

(나) 가상 Directory

여러분이 회사에서 자그마한 Server를 관리한다고 치자. 이 Server는 

웹Server이고, 여러분의 동료들은 이 Server에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한다. 우리의 Server는 www.server.com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사원들만의 홈페이지 공간을 나누어 줄 것인가? 위의 두루넷 예처럼 말이다. 

그 방법이 바로 가상 directory이다. 가상 디렉토리는 하나의 Web Server에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으며(하드 디스크에 여유 공간만 있다면),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마치 서브 directory처럼 url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www.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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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om/taeyo, www.server.com/dragon처럼 말이다. 이것들은 마치 홈 

directory의 서브 directory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물론 홈directory의 

서브directory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서브directory이다. 홈directory의 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하나의 사이트처럼 행동하는directory인 것이다. 

그렇다면 C:\inetpub\wwwroot\ 의 하위로 폴더를 만들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가상directory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가상directory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세팅이 필요하다. 가상directory라고 해서 반드시 그 

물리적인 위치가 반드시 C:\inetpub\wwwroot 이하일 필요는 전혀 없다. 

하드 공간의 그 어디에다가도 만들 수 있다. 어디다가directory를 만들던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wwwroot의 하위로 

만드는 것이 물론 좋은 편이다.

(2) Internet Information Server(IIS)

(가) 기본 웹 사이트

그림 3-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 웹사이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등록정보를 클릭한다. 그러면 그림 3-6-5와 같은 항목이 

나온다. 첫 번째로 웹사이트 항목이다. 연결 수 제한은 윈도우2000 

프로페셔널의 경우 10연결로 제한되어 있다. Server나 Advanced Server의 

경우는 물론 이 수치를 변경할 수 있다.

▶ IP 주소   :  현재 Server에 할당된 IP를 모두를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 TCP 포트 :  80 port를 사용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포트번호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클라이언트 접속 시 

다음과 같이 접속해야 한다. (http://upgrade.co.kr: 

8888) 주의할 점은 절대로 비워두면 안 된다.

▶ 연결 : 웹의 사용자수(동시접속)를 정할 수 있고, 그냥 연결만 한 

사람 들의 접속을 끊어 버리기 위한 시간설정이 가능하다. 

기본은 900초. 

▶ 로깅 사용 : 로그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파일을 생성한다. 이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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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사용자 적발 해낼 수도 있고, 웹 튜닝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다음 3가지이다.

+Microsoft IIS 로그 파일 형식

+NCSA 공통로그 파일 형식

+W3C 확장 로그 파일 형식

기본 디폴트는 W3C 확장 로그 파일 형식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다.

고급을 눌러보면 멀티 Hosting에 사용된다.

IP는 Server의 IP이다. 이 웹 사이트에 대한 여러 ID 웹 사이트는 다음의 

3가지(IP주소, TCP포트, 호스트 헤더 이름)를 이용하여 각각의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웹 사이트에 대한 여러 SSL ID SSL(Secure Sockets 

Layer)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를 결정한다. Web Server의 기본 

웹 사이트의 경우 이 포트는 기본적으로 443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Web 

Server만 이라면 안 해도 상관없다. 

그림 3-6-7과 같은 성능 항목은 웹의 튜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다. 메모리와 대역폭 사용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설정한다. 

▶ 성능 조정

사이트에서 예상되는 일일 연결 수를 설정한다.

번호가 실제 연결 번호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면, 연결은 더 빠르고 

Server 성능을 개선하게 된다. 하지만, 번호가 실제 연결 수 보다 훨씬 크면 

Server 메모리가 낭비되고 전체 Server 성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 

조심해서 자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일일 접속자수를 통계 내서 관리하면 

된다. 

▶ 대역폭 조절 사용

웹 사이트가 사용하는 대역폭을 제한한다. 

대역폭을 제한하면 전자우편, 원격 logon과 같이 네트워크를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용하게 되며, 처음에는 대역폭을 전체대역폭의 50%로 

제한하고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면 높거나 낮게 조절하는 것이 관례이다. 

대역폭 조절은 정적 HTML 파일에서 사용하는 대역폭만을 제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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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PI 필터는 HTTP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이벤트에 응답하는 

프로그램이며, 웹 사이트의 메모리에 항상 load된다. 테이블에는 각 필터의 

상태(load됨, load되지 않음 또는 사용할 수 없음), 필터 이름 및 DLL 안에 

설정된 필터의 등록 정보 등급(높은, 중간 또는 낮음)이 나열되어 있다.

wwwroot라는 기본 홈directory는 WWW 서비스를 설치할 때 만들어져 

있다. 그것을 다음 중 하나로 바꿀 수 있다.

▶ 이 컴퓨터에 있는 directory

로컬 directory의 경우 전체 경로를 사용하게 된다.

(예: C:\Inetpub\wwwroot) 

▶ 다른 컴퓨터에 있는 공유directory

메시지가 나타나면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다. 네트워크 상의 경우 UNC(Universal Naming Convention) 

Server와 공유 이름을 사용한다. 

(예: \\다른컴퓨터이름\공유된 폴더)

▶ URL로 방향 전환

클라이언트에서 연결을 해올 때 여기서 지정한 사이트로 연결시켜 주게 

된다. 다른 웹 사이트에 요청을 Mapping하려면 전체 URL을 사용해야 

한다. (예: http://www.upgrade.co.kr) 

(나) 액세스 권한

directory가 Windows NTFS 드라이브이면 directory의 NTFS 설정이 

이 설정과 일치해야 한다. 설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장 제한적인 설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NTFS라면  최고의 보안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 

정보 시트에서directory에 쓰기 권한을 제공했지만 NTFS에서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 읽기 액세스 권한만을 제공했으면 읽기 권한이 더 제한적이므로 

사용자는 파일을 directory에 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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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 웹 클라이언트가 저장된 파일을 읽거나 down load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읽기 권한 없이directory에 있는 파일을 요청하면 Web 

Server는 오류를 반환한다. 일반적으로 게시할 내용(예: HTML 파일)을 

포함한directory에만 읽기 권한을 주어야 한다.

CGI응용 프로그램과 ISAPI(Internet Server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DLL을 포함하는directory에 대한 읽기 권한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down load하지 못하게 한다. 

쓰기 :  HTTP 1.1 프로토콜 표준의 Put 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로만 

쓰기가 가능하다. 

(다) 내용 컨트롤

로그 액세스 : 이 부분을 선택하여 directory에 대한 방문 내용을 

이directory에 기록한다. 웹 사이트에 대해 로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문 내용을 기록하게 된다. 로그를 해제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웹 사이트' 

등록 정보 시트를 선택한 다음 '로깅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디렉터리 찾아보기 허용 :  하이퍼텍스트 디렉터리 목록은 브라우저의 

요청이 특정 파일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  문서가 특정directory에 있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만들어져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디렉터리 찾아보기는 

웹 사이트의 구조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므로 일반적으로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가상directory는 directory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용자는 가상 디렉터리의 별명을 알아서 그 URL 주소를 입력하거나, 다른 

페이지에 링크를 눌러 가상directory를 액세스해야 한다. 

그림 3-6-10에서와 같은 기본 문서 항목은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뜨는 

문서 속성 정해주는 것이다.

▶ 기본 문서 사용

Web Server는 이름이 목록에 나타난 순서대로 Directory에서 기본 

문서를 찾고, 발견한 첫 문서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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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바닥  사용

Web Server를 구성하여 HTML 형식의 파일을 Web Server에서 보낸 

모든 웹 문서의 바닥에 자동으로 삽입하게 한다. 다만, 바닥  파일은 

완전한 HTML 문서가 아니고 바닥  내용의 외관과 기능의 형식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HTML 태그만을 포함해야 하며, 바닥  파일의 전체 

경로와 파일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

(라) 익명 액세스 및 인증 제어 컨트롤

그림 3-6-11의 화면은 Web Server 인증의 익명 액세스 기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제한된 내용에 대한 웹(HTTP) 연결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면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인증'하도록 Web Server를 

구성하는 것이다. 인증 절차는 사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 디렉터리 또는 

파일에 대해 적절한 Windows NTFS(NT File System) 사용 권한이 있는 

Windows NT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있는지 판정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또한 이것만이 가능하다. 

익명 액세스허용 :  일반적으로 Web Server에 대해 웹(HTTP) 연결을 

시도하는 모든 사용자는 익명 사용자로서 logon 해야만 한다. 이 경우 

Server는 유효한 Windows NT 사용자 계정인 익명 또는 게스트 계정으로 

logon하게 만들어 버린다.  안 그러면 웹에 접속을 못한다.

기본적으로 Web Server는 계정 IUSR_Server이름을 만들어 사용한다. 

Web Server를 설치하면 Windows domain 사용자 관리자와 인터넷 서비스 

관리자에 IUSR_Server이름 계정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로컬 logon' 사용자 

권한을   허용해버린다. 이 계정에는 익명의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웹 내용의 

형식을 제한하는  보안제한이 있다.

기본 인증(암호는 빈 문자열로 전송) : 산업 표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며, 아래 조건에 따라 기본 인증만을 한다. 기본 인증 프로세스 동안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는 유효한 Windows 계정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게 된다. 

기본 인증은 암호화하지 않은 형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를 

보내므로,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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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증을 통해 연결하려는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이외에 logon domain을 

제공해야만 한다. 

Windows 통합인증 : 웹 Server의 Windows 통합인증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버전 2.0 이상은 현재 이 인증 

방법을 지원하는 유일한 웹 브라우저이다. 넷스케이프는 지원이 안 된다.  

이 확인란을 사용하는 경우 Web Server는 아래 조건에 따라 Windows 

통합인증 인증만을 사용한다. 

- 익명 액세스를 사용할 수 없다. 

- 제한된 내용에 연결하기 전에 Windows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Windows 권한이 설정되었으므로 익명 액세스는 

거부되었다.

Windows 통합인증 인증 프로세스 동안 Web Server는 사용자의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와 암호 정보 교환을 수행한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Windows 계정 암호 내용을 보내지는 

않는다. 

IP 주소 및 domain 이름 제한 : Windows 설치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사용자, 컴퓨터 또는 domain이 이 웹 사이트, directory 또는 

파일을 액세스하지 못하게 한다.

그림 3-6-12의 화면은 HTML 페이지의 헤더에서 브라우저에 반환되는 

값을 설정한다. 

내용 만료 사용 : 이 확인란을 사용하여 만료 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준

다. 특정제공자나 이벤트 공고와 같이 시간에 민감한 자료에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브라우저는 현재 데이터를 만료 데이터에 비교하여 캐시 

페이지를 나타낼지 또는 Server에서 새로 고친 페이지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 정의 HTTP 헤더 : Web Server에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사용자 정의 HTTP 헤더를 보내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HTTP 헤더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캐시할 수 있게 하지만 페이지 캐시에서 proxy Server는 그 

페이지를 캐시하지 못하게 한다. 사용자 정의 헤더는 메타베이스(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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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모음)에  표시된다. Web Server가 헤더를 전송하게 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다음 '사용자 정의 HTTP 헤더 추가' 대화 상자에서 헤더의 이름과 

값을 입력한다. 

내용 등급 : 자체 Web Server의 내용 등급을 구성하여 웹 페이지의 

HTTP 헤더에 설명 레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버전 3.0 이상과 같은 일부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웹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이들 내용 

레이블을 검색할 수 있다. 역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MIME 맵 :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Mapping을 

구성할수 있지만 이들 Mapping은 웹 서비스가 브라우저에 반환하는 여러 

파일 형식을 설정할 수도 있다. 

'컴퓨터 MIME 맵'에서 MIME Mapping을 설정하면 컴퓨터의 웹 

사이트와 directory는 같은 Mapping을 사용한다. 웹 사이트나 directory의 

MIME Mapping을 수정할 경우, 변경한 값만 표시되며 MIME Mapping값은 

모두 표시되지 않는다. 

마스터 등록 정보(컴퓨터 MIME 맵)를 다시 적용하면 마스터 등록 

정보가 웹 사이트나 디렉터리에 대해 수정된 등록 정보를 완전히 바꾼다. 

즉, 등록 정보들은 병합되지 않는다. 이 항목의 내용(html 파일)을 수정하면 

에러 메시지를 운 자 임의로 바꾸어놓을 수도 있다.  HTTP 오류가 발생할 

때 브라우저에 반환되는 것을 나열한다.

나. OLE DB

ODBC는 Network 환경상 Database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DAO는 Local Computer 상에 Database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Database에 접근하여 쓰기를 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쓰게 되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Internet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Network를 통한 Data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 

되었으며, 특히 Internet에서는 특별한 Software가 없이도 Web Brows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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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Data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UDA, ADO, OLE-DB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개발에서 사용한 기술은 OLE-DB이므로 특별히 다른 

기술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1) OLE-DB의 개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Database만 아니라 Word, 한  등을 이용해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문서화하여 저장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특별한 

인식이 없이 매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ODBC를 이용해 문서화된 

형태의 Data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이러한 것들을 Database처럼 접근해 사용하기를 더욱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Program을 만드는 경우에는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UDA(Universal Data Access) - Database화가 

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모두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 이고, 

이것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OLE-DB이다. ADO(ActiveX Data 

Access)는 상위 Layer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Visual Basic과 같이 

OLE-DB를 직접 Control 할 수 없는 언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67].

그림 3-6-14와 같이 UDA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기술인 ODBC, DAO와 

새로 추가된 OLE-DB와 ADO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LE-DB와 ADO는 기본적으로 Microsoft사의 핵심 기술인 COM을 

이용하여 구성된 Interface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언어 독립적인 COM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에도 OLE-DB와 ADO를 

사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ODBC는 OLE-DB로 대체될 것이다. 왜냐하면, DAO나 

ODBC의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Data Source가 SQL과 관련된 형태를 

띠고 있어야만 하는데, OLE-DB는 그것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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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LE-DB의 장점

(가) 유연성

그림에서와 같이 ODBC 등과 같은 기존의 기술들 보다 더 많은 Data 

Source에 접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수행능력

ODBC보다 Internet을 통한 데이터 접근 능력이 훨씬 탁월하다.

(다) 신뢰성

System Component로서 작동하므로 문제 발견이 용이하며,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OLE-DB는 윈도우 NT4.0, Win 98, IE4.0등의 이상 

버전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OS와 완벽하게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므로 ODBC를 사용할 때처럼 따로 환경 설정을 해 주거나,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없다.

(3) Consumer, Provider, Service[68]

OLE-DB는 OLE-DB Provider와 Service, OLE-DB Consumer를 

제공한다. OLE-DB Provider는 특정 Data Source를 위한 OLE-DB 

Interface를 구현하고 있는 Component로서 이 Interface를 통해서 Data를 

노출하게 된다. OLE-DB Consumer는 Data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생성된 

객체로서, COM 객체를 통해서 Method를 호출하게 된다. 이러한 COM 

객체는 OLE-DB를 구성하기 위해 수십 가지의 Interface를 제공한다.

Service Component는 Provider혹은 Consumer 와 상호 작용하면서 

Data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3-6-15와 같다. Programmer는 어느 것 보다 OLE-DB Consumer에 

관해 잘 알아야 하므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상세히 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다. Codes와 연관된 설명은 이 후 있을 

code분석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가) OLE-DB Consumer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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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B Provider로부터 제공되는 Data를 사용하는 Applica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OLE-DB Interface에 대한 Method 호출을 통해 Data에 

접근하는 모든 Client는 Consumer가 될 수 있다. 따라서, Programmer의 

입장에서는 이 Consumer를 잘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OLE-DB 

Consumer를 직접 구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Microsoft사는 OLE-DB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Consumer 

Template이라는 wrapper class를 제공한다. Wrapper class에는 다음과 

같은 6개의 class가 있다.

CDataSource : OLE-DB의 Datasource에 해당하는 class이며, OLE-DB 

Provider를 통해 Database에 접속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CSession : 이 class의 객체는 하나의 Database 접근 session을 

표현한다. 하나 혹은 다수의 session들은 각각의 Provider와 연결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CDataSource객체에 의해 표현된다. 이 객체를 위해서는 

CSession::Open()을 호출하면 된다.

CTable : Row Set을 open하고 Command를 실행하며, 또한 binding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이 class의 객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CTable은 

Command Interfase가 없이도 Datasource로 접근이 가능하며, 간단한 Row 

Set을 만들 경우 유용하다.

CCommand : 역시 Row Set을 open하고 Command를 실행하며, 또한 

binding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이 class의 객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CCommand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DB에 접근하여, 이 Database를 

조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CTable과 CCommand class는 

CAccessRowset class로부터 파생된다.

Access Class : 이 class는 CCommand 혹은 CTable에 binding되어 

Client의 Application에서의 Data출력을 결정해 주는 객체이다. 이 cla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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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class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CAccessor class이다. 따라서 설명도 이 class를 중심으로 설명하려 한다.

CAccessor - 이 class는 <atldbcli.h>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 

class는 record가 Datasource에 정적으로 연결되었을 경우에 사용되며, 특정 

Rowset에 대한 여러 개의 Accessor를 관리하거나, column과 parameter의 

binding을 처리해 준다. 중요한 것은 CAccessor class는 Datasource에 

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Database의 table구조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table구조는 BEGIN_COLUMN_MAP() / 

END_COLUMN_MAP() Macro를 통해서 정의된다.

CDynamicAccessor

CDynamicParameterAccessor

CManualAccessor 

CRowSet : Data를 가져오거나 설정하는데 사용하는 객체로서 

Database내에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Method와 행의 추가와 삭제 및 

갱신하는 method를 제공한다. 특별히 OLE-DB template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Rowset을 지원한다. 

Single rowset - MoveNext()함수의 호출이 있을 때 한 줄의 행을 

가져온다.

Bulk rowset - MoveNext()함수의 호출이 있을 때 여러 개의 행을 한 

다발로 하여 가져온다.

Array rowset - 배열 문법을 사용하여 행에 접근할 수 있다.

(나) OLE-DB Provider

OLE-DB Provider는 ODBC의 Driver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Data Source로부터 Consumer에게 Data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COM객체의 집합이다. 이때 Provider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OLE-DB Provider는 Database에 접근하고자 할 때, DBMS 

Program 개발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다. 즉, 일반 Driver와 마찬가지로 

Database 개발 업체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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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SQL Server를 위한 OLE-DB Provider는 SQL Server 7.0이상 

버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만약 이전 버전의 사용일 경우는 ODBC를 

위한 OLE-DB Provider를 사용해야 한다.

(다) OLE-DB Service

몇 가지의 OLE-DB Component는 Data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까지 Service를 Capsule화시키고 있는데, 이들을 Service 

Component라고 부른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Query Processor

일반 Consumer와 같이 Query를 전달받아 Row Set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Provider처럼 Client에 Row Set을 return해 줄 수도 있다.

￭ Cursor Engine

Data Set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Synchronization Component

다른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었을지도 모르는 변경 사항을 염두에 두고 

Row Set의 Data를 갱신해 주는 기능을 한다.

￭ Shape Component

계층 구조의 Data를 위한 것으로 ADO Client Cursor에서 사용하고 

있는 SHAPE언어를 통해 계층적인 Row Set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외에도 MFC를 이용하면 OLE-DB를 RecordSet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RecordSet은 template을 기반으로 생성된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ODBC Driver를 이용하여 RecordSet를 이용하는 Rootine과 같다. 이는 

비교적 쉬운 편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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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cket Programming[65]

(1) Protocol

통신규약으로서 제조업체가 다른 Computer들간에 통신을 하더라도 

HardWare가 호환이 된다면 서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표준화시킨 규약이 Protocol이다. 즉, 전송되는 Data의 전기적 신호 형식을 

통일시킴으로써 이 기종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Protocol이 서로 

맞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통신요청이 왔는지 감지할 수 없고, Data를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신 확인 Message를 보내지 않는다.

정의하면 Protocol이란 서로 다른 기종의 Computer나 장치 사이에의 

Data 교환을 위해 사전에 결정해야 할 여러 물리적, Software적인 조건들을 

표준화시킨 규칙 또는 규약의 집합이다. 이러한 규약에는 상대방의 요청 및 

응답, 통신의 연결 및 해제, Message의 Block화 형식, 오류 발생시의 

처리방법 각종 Code 변환 등이 포함된다. Protocol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Software나 Hardware가 아니고 단지 약속일 뿐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가 정한 표준 Protocol로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Model이 있다.

Protocol의 종류로는 Internet에 사용되는 TCP, UDP, IP 외에 PPP, 

SLIP, SMTP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Socket Programming을 위해서는 

TCP/I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TCP/IP[60]

OSI 7 Layer와 달리 크게 네 계층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째, 물리계층(Physical Layer)은 IEEE가 정의한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OSI모델의 물리계층과 Data Link 계층에 해당된다.

둘째, 인터넷 계층(Internet Layer)은 Datagram(IP protocol에서 다루는 

Packet Data)을 정의하고 Routing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atagram은 보낸 

주소(Source address), 받을 주소(Destination address), data, 그 외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는 Datagram이 가지고 있는 주소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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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d를 찾아가서 해당 host가 받을 수 있도록 Datagram을 전송한다. 

OSI Model의 Network Layer에 해당한다.

셋째, 트랜스포트계층(Transport Layer)은 Internet 계층이 Computer와 

Computer 사이를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면 Transport Layer는 도착해야 할 

Computer로 Data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어플리케이션계층(Application Layer)는 이미 알고있는 FTP, 

Telnet Program등이 속하며, OSI Model의 Session, Presentation, 

Application 계층에 해당한다.

(3) Windows Socket

Windows Socket(이하 Winsock)은 Window 환경에서 TCP/IP응용 

Program을 만들 때 사용하는 API이다. Internet과 응용 Program 사이에 

위치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Winsock은 Unix기반으로 고안된 

Berkeley socket을 Window 환경에 맞게 확장한 것으로 Window환경에서 

TCP/IP응용 Program을 만들도록 해준다. Berkeley socket과는 다르게 

Winsock은 통신할 때 발생하는 Blocking(대기상태)을 Message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를 위해 Winsock에는 Berkeley socket에 없는 WSA확장 

함수들이 있다. Winsock사양은 표준화되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체들이 만든 TCP/IP spec을 잘 몰라도 Protocol에 상관없이 동일한 

Interface로 응용 Program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Winsock은 다음 두 가지 Service를 제공한다.

(가) Stream Service

TCP Protocol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Stream Data를 전송하고, 

Data송수신에 필요한 접속 절차와 송수신 완료에 따른 해제 절차가 있다.

(나) Datagram Service

UDP Protocol을 사용하며 비 연결형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비연속적인 Data를 전송한다. Header가 작고 송수신에 따른 사전/사후 

절차가 없어 통신상의 Overhead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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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cket Programming 절차

Server의 경우 Socket을 생성하고, 그 Socket에 IP 주소와 Port를 

할당한 후 Client의 연결요청을 기다리게 된다. 이 때 Client가 연결요청을 

시도하여 연결이 허용되면 Server는 자신의 Socket을 생성하고, 1:n 의 다중 

접속인 경우 기존의 Socket은 다시 대기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성된 

자신의 Socket을 통하여 Data 송수신을 할 수 있고, 통신이 끝나면 

Socket을 해제한다.

Client의 경우 IP 주소와 Port를 배정하고 기다리는 과정 없이 Socket을 

생성한 후 곧 바로 Server에게 연결 요청을 하고 이에 성공하면 Socket을 

통하여 Data를 송수신하게 된다.

(5) MFC의 Winsock 관련 Class

MFC가 제공하는 Winsock관련 Class에는 CAsyncSocket, CSocket, 

CSocketFile이 있다. 계층도는 그림 3-6-16과 같다.

CAsyncSocket Class는 기존 Winsock API를 Capsule화 하 으며, 기존 

Winsock Programming의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간편하게 해주고 

비동기적으로 작동한다. CAsyncSocket은 Socket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가 발생하는 Message를 처리해주는 가상함수를 제공하여, 기존의 

동기식보다 Programming이 쉬운 장점이 있다.

3. System 구축 및 구현내용 

가. 주요 기능

(1) Server 기능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서버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Capture된 상 Viewer 기능

- Capture된 상 및 정보 NetWork 송수신 기능

- 계수기 정보 Viewer 기능

- Motion Detectio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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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의 현재 접속정보 Viewer 기능

- MJPEG저장 파일 Viewer기능

- Motion Detection기능에 대하여 On/Off 기능

- Capture된 상을 JPEG 및 MJPEG 저장 기능

- User 설정창을 이용한 Detection, Compress Ratio, Resolution 조정 

기능

- Detect Image 및 JPEG 파일 저장 및 DataBase 저장

(2) Client 기능

본 연구에서 개발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Server와의 상 및 정보 NetWork 송수신 기능

- Active X Control을 사용한 Web을 이용한 Server로부터 받은 정보 

표시

- Web을 이용한 Server System에 대한 제어가능

- Viewer Windows에서의 Channel 변경 기능.

(3) DataBase 기능

Server의 저장 파일 Table정보

(4) Web Application 기능

Web Application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도록 개발하 다.

- Server로부터 저장된 Image DataBase를 검색하여 Viewer

- Server로부터 실시간 상을 전송받아 각각의 Channel별로 Viewer

나. System 설계

(1) Server Sequence Flow

서버 시스템의 sequence flow는 그림 3-6-17에 도시된 바와 같다.

(2) Client  Sequence Flow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equence flow는 그림 3-6-18에 도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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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Base System 구성도

(가) Detec_image Table

Database 구축에 적용되는 Detec_image 테이블의 구성은 표 3-6-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나) HICAP50_Image Table

Database 구축에 적용되는 HICAP50_Image 테이블의 구성은 표 

3-6-2에 제시된 바와 같다.

(4) Web Application System 설계

LOGIN : Web Server 에 접속하면 처음 나오는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로 기본적인 System 설명을 볼 수 있고 원격감시와 원격검색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원격감시 : ActiveX Component와 연결되어 원격감시 시스템 상황을 

카메라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원격검색 : 원격검색은 저장 이미지 검색과 움직임 이미지 검색의 두 

가지 선택적 검색을 할 수 있으며 DB로부터 저장된 이미지 자료를 

추출하여 Client에게 Data를 전송한다.

위의 모든 동작은 Web Server(IIS)에 접속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 Server 구현부

(1) 사용된 주요 Class

Server 구현부에 적용된 주요 Class와 그 기능은 표 3-6-3에 설명된 

바와 같다.

(2) Camera Board 구현부

HICAP50_dw_CArTBDSearch함수에 의해 보드의 개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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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의 정보를 알아온다..   
#define MAX_PROCESS_BOARD_NUMB  4 
static BYTE g_bMDLCnt,g_baMDLInx[MAX_PROCESS_BOARD_NUMB];  

void CHCapCtrl::ArtBoardSearch() 
{  

BYTE        bi;   
DWORD       dwReturnV;   

ZeroMemory(&m_tCArTList, sizeof(tCArTBDList));  
dwReturnV = HICAP50_dw_CArTBDSearch(&m_tCArTList);  
if (dwReturnV != NOTBOOL_FUNCTION_SUCCESS) {   
       switch(dwReturnV) {    
               case           CARTBDSRCH_RET_NOTFOUND          

       :         AfxMessageBox("HICAP50 BOARD NOT FOUND", 
MB_ICONINFORMATION);                 

break;    
              case CARTBDSRCH_RET_KERNEL_OPN_FAIL :            

             
AfxMessageBox("DEVICE DRIVER OPEN FAIL", 

MB_ICONINFORMATION);               
 
break;         case CARTBDSRCH_RET_KERNEL_VERSION_INVALID:    

                 
AfxMessageBox("DRIVER, DLL VERSION INVALID , NOT SAME", 

MB_ICONINFORMATION);  
 
break;    

                     default :      
      ALARM_DLLCode_MB(dwReturnV);            
      
      break;   
             }     
             return;  
     
      } 

g_bMDLCnt = 0;  
// dwTNumB ; 보드 갯수.. 현재 1개 잡힘.   
for (bi = 0; bi < (BYTE)(m_tCArTList.dwTNumB); bi++) {   

            if (m_tCArTList.dwaModel[bi] != MDL_ID_HICAP50/* == 2 */)       
                     m_tCArTList.dwaModel[bi] = 0;    
            else {    
                  g_baMDLInx[g_bMDLCnt++] = bi;      
            }   
            if (g_bMDLCnt >= MAX_PROCESS_BOARD_NUMB) break;   

}   

if (g_bMDLCnt == 0) {   
            AfxMessageBox("HICAP50 BOARD NOT FOUND", 
MB_ICONINFORMATION);                 
            return;  

}  
m_bMDLCnt = g_bMDLC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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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age 출력 구현부[63,64]

아래의 구현부는 실제 보드가 정상적으로 Open되었을 경우 Video 

Image를 화면에 출력시키는 부분이다.

 

void CHCapCtrl::MonCVSTART() 

{  
DWORD  dwReturnV;      

if (!m_bHW_OpenFlag) return;  
if (m_bCAPVideoStartFlag == 1) return;   

//if (m_bDrawWndFlag == 1) OnRa_CapYC1draw();  
if (m_bDrawWndFlag == 2) MonCapRGBDraw();   
dwReturnV =  HICAP50_dw_CaptureVideoTransferON();  
if (dwReturnV != NOTBOOL_FUNCTION_SUCCESS) {  

           switch(dwReturnV) {    
                   case CAPVON_RET_BDINITFUNC       :         
AfxMessageBox("Board Initialize Function Not Called..BUG?", 
MB_ICONINFORMATION);             

break;    
                        default                                         : 
ALARM_DLLCode_MB(dwReturnV);             

break;   
                }    

                return;  
}   
if (Mon_bl_CV_ThreadRun() == FALSE) {
         HICAP50_no_CaptureVideoTransferOFF();   
         return;  
}   

m_bCAPVideoStartFlag= 1;   

}

다음의 Code는 Camera의 개수대로 Thread를 생성시켜 화면의 각 

역에 Video Image를 출력해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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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Code는 Camera로부터 실제 Image Data를 Capturing하는 

부분이다. While Loop를 돌려 지속적으로 Image를 Capturing하며, 

Capture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압축 전송 및 MJPEG 형태의 상으로 

저장하게 된다.

static UINT CaptureThread(LPVOID lpvParam) 
{ CCaptureThreadComm *pcCTC;

LPBYTE  lpbImage;
DWORD  dwAddr;
DWORD dwReturnV;
DWORD  dwStartTick,dwImageCnt;

pcCTC = (CCaptureThreadComm *)lpvParam;
TRACE("BEGIN CAPTURE THREAD %02d ====== －ｗr－ｗn", pcCTC->m_bID);

dwStartTick = GetTickCount();
dwImageCnt  = 0;
pcCTC->m_dwCaptureImageCnt = 0;

pcCTC->m_bSTATUS = THREAD_READY_STATUS;

Sleep(0);
while(1) {

if (pcCTC->m_bCMD == CMD_ESC) break;
     dwReturnV = dw_LockWait4GetImageAddress((DWORD)
(pcCTC->m_bID),&dwAddr, pcCTC->m_dwExT4CC, pcCTC->m_dwExTBlocking, 40, 
pcCTC->m_blExTFuncFlag);

if (dwReturnV != NOTBOOL_FUNCTION_SUCCESS) continue;
lpbImage = (LPBYTE)dwAddr;
if (pcCTC->m_pcRGBCDDW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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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TC->DrawImage(lpbImage);
//

pcCTC->m_pcRGBCDDW->DrawImage(lpbImage,pcCTC->m_dwChannel, 
pcCTC->m_dwExT4CC);

if(pcCTC->m_bRECFlag) {
pcCTC->RealFileSave();

}
//DrawImage(LPBYTE lpbYC422,CRect *pRect, DWORD dw4CC)

}
no_UnLockWait4GetImageAddr((DWORD)(pcCTC->m_bID));
}
TRACE("END CAPTURE THREAD %02d ====== \r\n", pcCTC->m_bID);
pcCTC->m_bSTATUS = THREAD_END_STATUS;
AfxEndThread(1);
return 1;

(4) Socket 구현부

Server 의 Socket은 Client부분을 담당하는 CDataSocket과 Server 

역할을 담당하는 CServerSocket으로 구현된다. CPtrList를 이용하여 접속된 

Client의 Socket객체인 CDataSocket 객체를 관리하며, Client의 Camera 

Channel변경 요청시에 System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각 Channel별로 

Linked List를 구성하여 Client를 관리하고 있다. Server측의 Socket 구현 

Code의 기능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다음의 Code는 Client의 접속을 받아 들이는 부분이다.

LRESULT CMainFrame::OnAccept(WPARAM wParam, LPARAM lParam)
{

//IPAddress를 구하기
SOCKADDR saAddr;
sockaddr_in dd;

int saLen = sizeof(saAddr);
CString szIPAddress;

// 연결을 받이들이고 클라이언트와 m_DataSocket을 연결시켜줌
m_DataSocket = new CDataSocket;

      if(!m_ServerSocket->Accept(*m_DataSocket,(LPSOCKADDR)&saAddr,&saLen))
AfxMessageBox("Fail to accept");

CopyMemory(&dd,&saAddr,sizeof(SOCKADDR));

szIPAddress = inet_ntoa(dd.sin_addr);



- 302 -

// 데이터 소켓 초기화

m_DataSocket->Init(this);

g_nConnection++;

g_ClientCount[0]++;

CString str;

// str.Format("IN : %d",(int)m_DataSocket->m_hSocket);

str.Format("IN : %s",szIPAddress);

LogRequest(str);

CString strConn;

strConn.Format("%05d",g_nConnection);

((CStatic         *)m_pView->m_pEventDlg->GetDlgItem(IDC_CONNECTION))-

>SetWindowText(strConn);

criticAccept.Lock();

if(g_ClientInfo[0].IsEmpty()){

g_ClientInfo[0].AddHead(m_DataSocket);

}

else{

g_ClientInfo[0].AddTail(m_DataSocket);

}

criticAccept.Unlock();

TRACE("Post - Add in g_ClientInfo  Socket == %02d －ｗｒ－ｗn",m_DataSocket-

>m_hSocket);

IPADDRESS_INFO *ipAddress;

ipAddress = new IPADDRESS_INFO;

ipAddress->ClinetSocket = m_DataSocket->m_hSocket;

ipAddress->IPAddress = szIPAddress;

if(g_IPAddressInfo.IsEmpty()) {

g_IPAddressInfo.AddHead(ipAddress);

}

else {

g_IPAddressInfo.AddTail(ipAddress);

}

return 0L;

  }

Server의 Thread로부터 SendMessage의 호출에 의해 실행되며, 실제의 

압축된 JPG Image를 Client에게 전송하는 부분이다. 

SendPacket4096ToAllClient함수는 압축된 Image를 4096BYTE씩 

잘라서 Client에게 전송하고, Client에서는 Data의 안정적인 전송률을 

높이기 위하여 512BYTE씩 끊어 지속적으로 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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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ESULT CMainFrame::OnSendData(WPARAM wParam,LPARAM lParam)

{

// wParam : 파일명 , lParam : nChannel번호

criticFile.Lock();

SendPacket4096ToAllClient((LPSTR)wParam,0,(BYTE)lParam);

criticFile.Unlock();

return 0L;

}

void CMainFrame::SendPacket4096ToAllClient(LPSTR lpszFileName, DWORD 

dwDataSz, BYTE bChannel)

{

CFile sendFile;

int nSection = (int)bChannel;

char TempConv[80];

CString strSendFile,strConv;

strSendFile = (LPCTSTR)lpszFileName;

// ASSERT( sendFile = new CFile(strSendFile,CFile::modeRead ) );

sendFile.Open(lpszFileName,CFile::modeRead,NULL);

int NameLength = sendFile.GetLength();

strConv.Format("%d", NameLength);

lstrcpy((LPSTR)TempConv, (LPSTR)strConv.operator const char*());

//=============== 파일 사이즈 전송  ========================

CDataSocket* pTmp;

for(int i=0;i<g_ClientInfo[nSection].GetCount();i++){

pTmp = 

(CDataSocket*)g_ClientInfo[nSection].GetAt(g_ClientInfo[nSection].FindIndex(i));

pTmp->Send(TempConv,80);

}

//=============== 파일 전송 4096 ===============================

unsigned long FileLen=NameLength;

f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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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igned long read;

char buf[PACKET_SIZE];

read = sendFile.Read(buf, PACKET_SIZE);

if (!read) break;

for(int i=0;i<g_ClientInfo[nSection].GetCount();i++){ //접속된 

클라이언트 Linked list...

pTmp = 

(CDataSocket*)g_ClientInfo[nSection].GetAt(g_ClientInfo[nSection].FindIndex(i));

pTmp->Send(buf, read); 

}

if (WSAGetLastError()) break;

else

{

FileLen -= read;

}

if (FileLen <= 0)

{

break;

}

}

sendFile.Close();

strSendFile.ReleaseBuffer(-1); 

}

라. Client(Socket 및 ActiveX Control) 구현부

(1) Socket 및 Image 출력 구현부

Client의 구현에 사용된 주요 클래스는 표 3-6-4에 요약된 바와 같다. 

다음의 코드 리스트는 Server로부터 받게 되는 Image Data를 PACK_SIZE

(512BYTE)만큼 읽어 가며 ActiveX Control Draw 역에 실시간 Image를 

Display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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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PACKET_SIZE 4096 

static int m_nDataSize=0;  

void CEduTec21Ctrl::RecvPacket4096() 

{  

int recvd;  

char buf[PACKET_SIZE]; // char type의4096Byte의 배열 할당       

// m_nFlag == 0 이면 Server로부터 Data의 Size를 받는다.  

if(m_nFlag == 0) {   

             recvd = m_pSocket.Receive(buf, 80);   

            ｉf (WSAGetLastError())  { //Socket Error밸생시 return 시킨다.    

                     return;   

}               

// buf를 long형 값으로 변환하여 File의 Size를 구한다.   

FileLen = atol(buf);    

m_DataSize = FileLen;   

if(m_lpcData == NULL) {               

//Image를 Memory에 등록하기 위하여 char Type로 Server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크기만큼 Memory를 할당한다.    

                     m_lpcData = new char[FileLen];    

                     m_lpcTemp = m_lpcData; // do save pointer   

}               

//실제 Image Data를 받기 위하여 m_nFlag를 1을 대입한다.   

m_nFlag = 1;   

}  

else if(m_nFlag == 1) {    

int nRsize=0;   

// Server로부터 받은 Data가 PACKET_SIZE보다 크면 PACKET_SIZE로 Memory를 

할당하고, PACKET_SIZE보다 작으면 Server로부터 받은 Data의 크기로 Memory를 

할당한다.  

if(FileLen >= PACKET_SIZE) {

              nRsize = PACKET_SIZE;   

}    

else {    

              nRsize = FileLen;   

}               

// Memory 할당 부분   

char *buf = new char[nRsize];     

recvd = m_pSocket.Receive(buf, nRsize);   

if (WSAGetLastError()) { //Socket 통신으로부터 Error발생시.   

             ResetVal(); // m_nFlag를 0으로 초기화한다.    

             delete buf; // Server로부터 받은 Data Size를 지운다.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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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FileLen > 100000 || FileLen <= 0) { //Server로부터 받은 Data Size가 

100KByte가 넘거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m_nFlag를 0으로 초기화한다.    

             ResetVal();    

             delete buf;//Server로부터 받은 Data Size를 지운다.    

             return;   

}             

FileLen -= recvd; // Server로부터 받은 Data Size - 실제 받은 상 Size  

m_nDataSize += recvd;//m_nDataSize에 recvd받은 Data의 Size를 더한다.  

처음에는 4096의 Data Size가 들어가나, 한번더 for문을 돌게 되면        

m_nDataSize에 처음 Server로부터 받은 Data Size가 들어가게 된다.       

//m_lpcTemp에 buf의 크기만큼 recvd를 Copy한다.   

CopyMemory(m_lpcTemp,buf,recvd);    

m_lpcTemp+=recvd;    

if (FileLen <= 0)   

{    

               CBaseImage Image;                       

             //JPEG Type로 변환하기 위하여 m_lpcData를 LPBYTE로 변환하여 

대입하며 m_nDataSize는 m_lpcData의 Size를 나타낸다.    

             Image.LoadJpg((BYTE *)m_lpcData,m_nDataSize);    

             RECT rect;    

             CDC *pcDC;    

             pcDC = this->GetDC();    

             GetClientRect(&rect);          

//변환된 Jpeg를 Display해주기 위하여 Display 역과 DC의 객체를넘겨준다.

    

        Image.PaintImage(rect,pcDC->m_hDC);    

             this->ReleaseDC(pcDC);    

             ResetVal();    

             delete buf; 

           // 다음 Image를 받기 위하여 0으로 초기화한다.    

             m_nDataSize = 0 ;    

             return;   

  }   

  delete bu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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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iveX Control(Method,Property)

다음의 구현부는 ActiveX Control에서 Server에 접속하고 해제하는 기능과 

Server Program을 재 기동시키도록 구현된 Method와 Property부분이다.

typedef struct tagPacket  
{  

int nMode;  
int nChannel;  
int nContrlMode; 

}PACKET_DATA; // Server에 보낼 Message를 구조체로 정의 
#define UM_SERVERSYSTEMON   4; 
#define UM_SERVERSYSTEMOFF  5; 
#define PACKET_SIZE 4096  

//Server에 Connect하는 함수부분  
short CEduTec21Ctrl::Connect()  
{  

CString szIP;  
int nPort;  
szIP = "203.253.36.91"; // Connect할 Server IP 주소  
nPort = 2000; // Server Port번호  
if(m_bIsConnected) return -1 ; // 접속중이면 return  
InitSocketAndConnect(); // Socket 초기화  
if(!m_pSocket.Connect(szIP,nPort)) { //Server의 Port로 Connect   

             return -1 ;  
}  
m_pSocket.InitSocket(this);  
m_bIsConnected = TRUE;  
return 0; 

}  

//Server에 DisConnect하는 함수부분 
void CEduTec21Ctrl::DisConnect()  
{  

if(!m_bIsConnected) return;  
m_pSocket.Close(); //Client의 Socket을 Close한다.  
m_bIsConnected = FALSE;  
Invalidate(); 

}  

//ServerSystemOn : NetWork상에서 Server On 제어하기 위한 함수 
void CEduTec21Ctrl::ServerSystemOn()  
{ 

PACKET_DATA data;  
data.nMode = 3; // nMode로 3을 대입, 3은 제어권 모드  
data.nContrlMode = UM_SERVERSYSTEMON; // Server SystemMode On  
 m_pSocket.Send(&data,sizeof(PACKET_DATA)); // Messgae Send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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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SystemOff :  NetWork상에서 Server Off 제어하기 위한 함수 

void CEduTec21Ctrl::ServerSystemOff()  

{  

PACKET_DATA data;  

data.nMode = 3; // nMode로 3을 대입, 3은 제어권 모드  

data.nContrlMode = UM_SERVERSYSTEMOFF; // Server SystemMode Off  

m_pSocket.Send(&data,sizeof(PACKET_DATA)); // Messgae Send부분 

}  

//Channel 변경 Mode 

int g_nChannel = 0; void CEduTec21Ctrl::ViewMode(short nViewMode)  

{  

PACKET_DATA data;  

switch(nViewMode)   

{   

             case 0:    

if(g_nChannel == 0 ) return ;    

data.nMode = 2; // nMode에 2를대입 , 2는 Channel변경    

data.nChannel = 0; //변경 Channel    

m_pSocket.Send(&data,sizeof(PACKET_DATA));    

g_nChannel = 0 ;    

break;   

case 1:    

if(g_nChannel == 1 ) return ;    

data.nMode = 2;    

data.nChannel = 1; // 변경 Channel    

m_pSocket.Send(&data,sizeof(PACKET_DATA));    

g_nChannel = 1 ;    

break;   

case 2:    

if(g_nChannel == 2 ) return ;    

data.nMode = 2;    

data.nChannel = 2; // 변경 Channel    

m_pSocket.Send(&data,sizeof(PACKET_DATA));    

g_nChannel = 2 ;    

break;   

defau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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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atabase Access

(1) ADO 객체 선언

ADO DB Control객체를 사용하기 위하여 DLL File을 Load한다.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하기 위하여 

Connection객체를 Document Header부에 선언한다.

(2) Object 생성 및 제어

OnNewDocument함수에서 Instance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BOOL CQServerDoc::OnNewDocument() 

{  

HRESULT hr;  

try  

{   

hr = m_pConnection.CreateInstance(__uuidof(Connection));   

if (SUCCEEDED(hr))   

{                   

//odbc드라이버에서 설정항 이름을 입력한다.    

hr = m_pConnection->Open(     

_bstr_t(L"intercooler"),                         

_bstr_t(L"CS86"),     

_bstr_t(L"dnscyh"),     

adModeUnknown);    

if(SUCCEEDED(hr))    

{

     m_IsConnectionOpen =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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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_com_error &e)  
{
   // _com_error에서 정보를 가져옴   
_bstr_t bstrSource(e.Source());   
_bstr_t bstrDescription(e.Description());   
TRACE("Exception thrown for classes generated by #import");   
TRACE("\tCode = %08lx\n",e.Error());   
TRACE("\tCode meaning = %s\n",e.ErrorMessage());   
TRACE("\tSource = %s\n",(LPCTSTR)bstrSource);   
TRACE("\tDescription = %s\n",(LPCTSTR) bstrDescription);  
}  
catch(...)  
{   
TRACE("*** Unhandled Exception ***");  
} 
}

다음은 Database에 구성된 Procedure를 호출하여 Query문을 호출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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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pRecordSet->GetadoEOF())    
{     

                              Insert_Time             =               
pRecordSet-
>GetCollect(L"Image_Insert_Time");      

FilePath1 = 
pRecordSet->GetCollect(L"Image1_Path");          
FilePath2 = 
pRecordSet->GetCollect(L"Image2_Path");          
FilePath3 = 
pRecordSet->GetCollect(L"Image3_Path");           
   
pRecordSet->MoveNext();    

}   
}   
pRecordSet->MoveNext();  

}  
catch(_com_error &e)  
{   

//com_error에서 정보를 가져옴     
_bstr_t bstrSource(e.Source());   
_bstr_t bstrDescription(e.Description());   
TRACE("Exception thrown for class generated by #import");   
TRACE("\tCode = %08lx\n",e.Error());   
TRACE("\tCode meaning = %s\n",e.ErrorMessage());   
TRACE("\tSource = %s\n",(LPCTSTR)bstrSource);   
TRACE("\tDescription = %s\n",(LPCTSTR) bstrDescription);  

}  
catch(...)  
{   

TRACE(" *** Unhandled Exception ***" );  
} 

}

바. Counter

Counter를 구동하기 위한 모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Board를 초기화 한다.

BOOL CComidasInterface::LoadComidasHW() 

{

if(!COMI_LoadDll()){ //Load DLL   

AfxMessageBox("Comidas.Dll Load Fail");   

retur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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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_hDevice = COMI_LoadDevice(DEV_ID, 0); //Load Device  

if(m_hDevice == INVALID_HANDLE_VALUE){   

AfxMessageBox("Can't Load Specified Device!");   

COMI_UnloadDll();   

return FALSE  

}  

return TRUE; 

}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Board의 Channel값과 CountMode를 

Setting한다.

void CComidasInterface::GetBoardSetting(int InputChannel, int CountMode, int 

SourceClock) 

{  

COMI_SD502_SetCounter(m_hDevice, InputChannel , CountMode , 

SourceClock); 

//Set Counter Channel  

COMI_SD502_Clear(m_hDevice , InputChannel); //해당 Channel을 

Clean해준다.  m_nChannel  = InputChannel; // Channel 설정  

m_nMode  = CountMode;  // Count Mode  

m_nSourceClock  = SourceClock; // Source Clock 설정 

} 

계수기 Board로부터의 값은 Image를 저장하고 DB에 Query를 날리기 

전에 GetCountValue()와 GetClockFreq() 함수를 호출하여 값을 얻어낸다.

DWORD* CComidasInterface::GetCountValue() 

{  

// Read New,Old Count Value   

DWORD *Count;  

Count = new DWORD[2];  

// New Count값과 Old Count값을 Board로부터 값을 얻어온다.  

m_dwNew_Count = COMI_SD502_ReadNowCount(m_hDevice,m_nChannel); 

m_dwOld_Count = COMI_SD502_ReadOldCount(m_hDevice , m_nChannel);  

Count[0] = m_dwNew_Count;  

Count[1] = m_dwOld_Count;   

return 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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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CComidasInterface::GetClockFreq() 

{  

if(m_nMode == 0 && m_nSourceClock >= 0){   

//Board로부터 Clock Freq값을 얻어온다.   

m_dClk_freq = COMI_SD502_GetClkFreq(m_nSourceClock);   

if(m_dwOld_Count ==0)    

m_dFreq = 0.;   

else    

m_dFreq = 0.5 * m_dClk_freq/m_dwOld_Count;  

}  

return m_dFreq; 

}

사. Web Application 구현

(1) 연결되는 DB 구조

가져 올 data는 detec_Image와 HICAP50_Image 이다. Detec_Image는 

움직인 상을 저장하며, HICAP50_Image는 각 카메라별로 모든 이미지를 

저장한다(그림 3-6-20 참조).

DATABASE(MSSQL) 와 ASP페이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ODBC 

연결 설정을 해야 한다. ODBC연결과 관련된 설정 방법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2) ODBC 설정하기

윈도우98/NT 는 제어판의 ODBC , 윈도우2000 은 관리도구의 ODBC 

를 선택한 후 그림 3-6-21과 같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6-22와 

같은 창이 뜬다. 세팅 할 ODBC 드라이버를 선택한다. 그림 3-6-22에서는 

SQL Server를 선택한 그림이다. 드라이버를 선택한 후에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6-23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DB와 ASP 연결에 사용될 

이름을 입력하고, 해당 서버를 입력한다. Database Server가 현재 local에 

있으므로 local을 선택한다.

그림 3-6-24에서와 같이, 해당 SQL Server의 로그인 ID와 password 를 

입력한다. 그림 3-6-25에서와 같이 연결할 Database 를 선택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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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과 같이 선택한 Database와 연결이 완료되면 ODBC 연결을 종료한다.

이상과 같은 작업이 완료된 후, ASP 페이지에서 DB 연결부분과 현재 

설정한 ODBC 와 연결시키면 된다.  ASP 페이지에서 연결 부분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Set cn = 

Server.CreateObject("ADODB.Connection")  

    cn.Open "DUPIC","sa","8274edu"  

    

    Set rs = 

Server.CreateObject("ADODB.RecordSet") 

%> 

위에서 음 으로 된 부분이 현재 ODBC 설정에서 이름지은 DUPIC 

부분과 SQL 서버의 로그인 ID(SA), PASSWORD(8274edu)으로 연결시켜 

준다.

(3) ASP Page source Analysis

ASP 페이지는 로그인 페이지와 상 검색 페이지로 나뉠 수 있다. 

Home Directory folder 바로 밑에 index.htm 페이지로 웹 페이지의 

기본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다. 

(가) Index.asp Page

처음 load 되는 페이지로 관리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자 

인증이 되어야 원격 상감시와 원격 상검색을 할 수 있다.  관리자 인증이 

되었으면, Session정보를 페이지마다 확인하여 logout 하기 전까지 그 

정보로 관리자 login 상태를 유지한다.Logout 페이지에서는 관리자의 

Session정보를 해제 시켜서 원래의 login 전 상태 즉, 원격감시와 

원격검색을 비활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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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ystem.asp Page

전반적인 System 소개 페이지로 웹과 응용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조를 

설명한다.

(다) Guard.asp Page

상 감시 페이지로 관리자 login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상 정보만 Object로 불러오기 때문에 DB 연결 접속은 하지 

않는다.

function OnConnect() {   
  

if(nIsConnected==0) { 
     

var nn = EduTec.Connect();     
 
if(nn == -1) return;    
  
nIsConnected = 1;   
 
ChgConnImage();    

toggle(0);   

}   

else {    

EduTec.DisConnect();    

nIsConnected = 0;    

ChgImage(-1);    

ChgConnImage();    

nCurChannel = -1;   

}  

}

OnConnect() Method는 Server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Method 로써 

접속의 OnButton이 눌렸을 때 Server의 상을 보여준다.

Server와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Server에 있는 Object를 load 해야 한

다. 다음은 이 페이지에서 Object와 연결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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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active.macromedia.com/flash4/cabs/swflash. 

cab#version=4,0,0,0" width="694" height="102"> 

<param name="movie" value="imgs/pr-imgs.swf"> 

<param name="play" value="true"> 

<param name="loop" value="true">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src="imgs/pr-imgs.swf" play="true" loop="true"  

quality="hig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 

shockwave/download/index.cgi?P1_Prod_Version=ShockwaveFlash"  

width="694" height="102"></embed> 

</object>

(라) Search.asp Page

카메라의 모든 이미지를 출력 또는 검색한다. 여기서 움직임 상만 

추출한 검색페이지를  따로 두어 검색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움직인 

이미지는 카메라 별로 날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여기에서는 

DB에서 가져온 DATA 를 이용하여 해당 검색 결과를 추출하여 이미지를 

뿌려준다. 해당 이미지를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intPageSize = 10  // 한 페이지에 보일 Record 수(보여질 이미지 개수를           

                     // 조절할 수 있다.   

intBlockPage   = 10 // 한번에 보일 Page 수       

// ODBC 연결과 관계된 부분 으로 DB를 OPEN 한다.   

If Len(intNowPage) = 0 Then   

intNowPage = 1  

End If 

Set objDBConn = Server.CreateObject("ADODB.Connection")  

Set objRs = Server.CreateObject("ADODB.RecordSet")  

et dateRs = Server.CreateObject("ADODB.RecordSet")  

objDBConn.Open "DUPIC", "sa", "8274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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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 조건이 없을 때 페이지 나눌 부분으로 전체 Record 수를 반환 

If request("schDate1") = "" or request("schDate2") = "" then   

strSQL = "Select Count(*)" 

strSQL = strSQL & ",CEILING(CAST(Count(*) AS FLOAT)/" &intPageSize & ")"  

strSQL = strSQL & " FROM HICAP50_Image"  

objRs.Open strSQL, objDBConn  

intTotalCount = objRs(0)  

intTotalPage = objRs(1)  

objRs.Close          

        // Data를 가져온다. 가져올 Data는 페이지를 나눠서 필요한 레코드만   

strSQL = "Select Top " & intNowPage * intPageSize & " num"  

strSQL = strSQL &    ",CONVERT(varchar(30), 

Image_Insert_Time,120)"                                            

strSQL = strSQL & ",Image1_path"                                    

strSQL = strSQL & ",Image2_path"                                     

strSQL = strSQL & ",Image3_path"                                     

strSQL = strSQL & ",newCount"                                        

strSQL = strSQL & ",oldCount"  

strSQL = strSQL & ",clockFreq"  

strSQL = strSQL & " FROM HICAP50_Image"  

strSQL = strSQL & " ORDER BY num desc"   

Else // 검색 조건이 있을 때 조건에 맞는 Data추출   

          strSQL = "If '"& schDate1 &"' < '"& schDate2 &"'"          

          strSQL = strSQL & "Select Count(*)" 

strSQL = strSQL & ",CEILING(CAST(Count(*) AS FLOAT)/" & intPageSize & ")" 

strSQL = strSQL & " FROM HICAP50_Image WHERE  Image_Insert_Time BETWEEN 

'"& schDate1 &"' AND '"& schDate2 & "'"   

          strSQL = strSQL & " ELSE "    

          strSQL = strSQL & "Select Count(*)"  

strSQL = strSQL & ",CEILING(CAST(Count(*) AS FLOAT)/" & intPageSize & ")"  

strSQL = strSQL & " FROM HICAP50_Image WHERE  Image_Insert_Time 

BETWEEN '"& 

schDate2 &"' AND '"& schDate1 & "'"                

          // Query 를 수행하고 그 연결 객체를 닫는다.   

          objRs.Open strSQL, objDBConn   

          intTotalCount = objRs(0)   

          intTotalPage = objRs(1)   

          objRs.Close    

          // 날짜 검색시 날짜는 DB에 저장된 이미지의 날짜로 검색한다.   

          strSQL = "If '"& schDate1 &"' < '"& schDate2 &"'"   

          strSQL = strSQL & " SELECT  T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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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owPage * intPageSize & " 
Num,CONVERT(varchar(30),Image_Insert_Time,120),Image1_path"  

strSQL = strSQL & ",Image2_path,Image3_path, newCount,oldCount,clockFreq  "  
strSQL = strSQL & " FROM  HICAP50_Image WHERE  Image_Insert_Time 
BETWEEN '"& 

schDate1 &"'   
AND '"& schDate2 & "'"  

strSQL = strSQL & " Else "  
strSQL = strSQL & " SELECT  Top " & intNowPage * intPageSize & " 

Num,CONVERT(varchar(30),Image_Insert_Time,120),Image1_path"  
strSQL = strSQL & ",Image2_path,Image3_path, newCount,oldCount,clockFreq  "  
strSQL = strSQL & " FROM  HICAP50_Image WHERE  Image_Insert_Time 
BETWEEN '"& 

schDate2 &"' AND '"& schDate1 &"'"  
End if    
objRs.Open strSQL, objDBConn

위의 리스트는 DB 연결과 이미지 검색 , 날짜별 검색하는 부분이며, 

다음의 리스트는 날짜를 DB에 저장된 날짜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SELECT NAME="schDate1"> 
<%  

strSQL = "Select  num"     
strSQL = strSQL & ",CONVERT(varchar(30),Image_Insert_Time,120)"            
  strSQL = strSQL & " FROM HICAP50_Image"  
strSQL = strSQL & " ORDER BY num desc"  
dateRs.Open strSQL, objDBConn     

   // DB 에서 가져온 이미지 날짜를 나열한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Do While Not dateRs.Eof    

response.write "<OPTION value='"& dateRs(1) &"'>"& dateRs(1)      
&"</OPTION>"  dateRs.MoveNext  
Loop  
dateRs.MoveFirst  

%> 
</SELECT> 
<font size=2> ~ </font> 
<SELECT NAME="schDate2">  

<%   
Do While Not dateRs.Eof   
response.write "<OPTION value='"& dateRs(1) &"'>"& dateRs(1) &"</OPTION>"  

             dateRs.MoveNext   
             Loop  

dateRs.Close  
Set dateRs = nothing   
%> 

</SELECT> 
<INPUT TYPE=submit NAME=submit value="날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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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MoveCapture.asp Page

움직임이 있는 상만 검색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DB와 page를 

구성하 다. 앞 페이지의 이미지 검색과 차이점은 움직임만 감지한 Table을 

따로 두어  카메라별 날짜별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조건 검색은 

카메라 선택과 날짜 선택을 동시 검색하거나 별도로 검색하는 등의 여러 

검색을 선택할 수 있다. 위의 Search Page와 다른 것은 같고 카메라 선택 

부분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strSQL = "If '"& schDate1 &"' < '"& schDate2 &"'" 
strSQL = strSQL & " SELECT  Top " & intNowPage * intPageSize &      " 

Num,CONVERT(varchar(30),curTime,120)" 
strSQL = strSQL & ",Image1,newCount,oldCount,clockFreq" 
strSQL = strSQL & " FROM  detec_image WHERE  curTime BETWEEN '"& schDate1 &"'    
  

AND '"& schDate2 & "'" 
strSQL = strSQL & " AND Image1 LIKE '%"& cameraNum &"%'" 
strSQL = strSQL & " Else " 
strSQL = strSQL & " SELECT  Top " & intNowPage * intPageSize &      

" Num,CONVERT(varchar(30),curTime,120)" 
strSQL = strSQL & ",Image1,newCount,oldCount,clockFreq" 
strSQL = strSQL & " FROM  detec_image WHERE  curTime BETWEEN '"& schDate2 &"' 

AND  '"& schDate1 &"'" 
strSQL = strSQL & " AND Image1 LIKE '%"& cameraNum &"%'"

추출된 Data Image를 뿌려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objRs.Move (intNowPage - 1) * intPageSize  //요청페이지 첫레코드로 커서이동   
k = 0      

response.write "<tr><td width=615>"  
response.write "<table width=10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Loop Start    
Do Until k = 5 '<tr> * 5_line   
k = k + 1 

response.write "<tr>"    
                       for i = 1 to 3      
                              response.write "<td width=201 style='border-width:1; 
border-color:rgb(0,51,153); border-style:solid;'>"      
                          if objRs.eof = false then        
                                  url                                            = 
"Moveviewer.asp?CamNum=Image1_path&ImgNum=" & replace(objRs(2),"\", "\\")      
                          %>                                        
                            // Image 확대 새창으로 띄워 보여주는 부분      
                          <a href="javascript:na_open_window('win', 
'<%=url%>', 0, 0, 450, 43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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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를 보여 주는        

                                               response.write     "<img      src='"& 

Mid(objRs(2),10) &"' width=180 height=145 border=0></a><br>"      

                                               response.write     "<font      size=2 

color=#333333 face=굴림체>[<b>"& objRs(1) &"</b>]</font><br>"       

                                               response.write     "<font      size=2 

color=#333333 face=굴림체>[<b>"& objRs(3) &"</b>]</font><br>"       

                                               response.write     "<font      size=2 

color=#333333 face=굴림체>[<b>"& objRs(4) &"</b>]</font><br>"       

                                               response.write     "<font      size=2 

color=#333333 face=굴림체>[<b>"& objRs(5)&"</b>]</font>&nbsp;&nbsp;&nbsp;&nbsp;"        

 

                                         objRs.MoveNext      

                                       end if     

                               response.write "</td>"    

                      next    

                      response.write "</tr>"     

               Loop   

               '--------------------------------------------- Loop End    

               response.write "</table>"   

               response.write "</td></tr>"   

End If   

objRs.Close  

Set objRs = nothing  

objDBConn.Close  

Set objDBConn = nothing

이상과 같이, 본 프로그램에서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주요 검색 

기능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여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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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Detec_image Table의 구성. 

Column 

Name
Column Desc Data Type Data Langth NN PK FK NOTE

Num 번호 int 4 ◎ ◎

Cur_time 저장시간 Varchar 50

Image1 Image경로 Varchar 50

newCount 계수기newCount Varchar 50

oldCount 계수기OldCount Varchar 50

ClockFreq 계수기 Freq varchar 50

표 3-6-2. HICAP50_Image Table의 구성. 

Column Name Column Desc
Data 

Type

Data 

Langth
NN PK FK NOTE

numn 번호 int 4 ◎ ◎

Image_insert_time 저장시간 Varchar 50

Image1_path Image1경로 Varchar 50

Image2_path Image2경로 Varchar 50

Image3_path Image3경로 varchar 50

newcount 계수기newCount Varchar 50

Oldcount 계수기OldCount Varchar 50

clockfreq 계수기 Freq varchar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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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Server 구현부에 적용된 주요 Class. 

Class 명 설명

CCaptureThreadComm
Camera별로 Thread를 생성하여 Image를 화면에 

Display하며 파일저장을 동시에 실행한다

CComidasInterface 계수기로부터 값을 얻어 DB 및 화면에 Display한다.

CDataSocket
CSocket Class를 상속받은 접속 Client를 관리하게 되는 

Class이다

CDirListCtrl

시스템 Directory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Server 

Program과 연동하여 Directory정보를 Display해주는 

기능의 class이다

CHCapCtrl
Camera Board와 Video의 모든 제어를 담당하는 

Class이다.

CJpeg JPG 형태로 압축 및 File 저장 기능의 class이다.

CMpegPlayer
MJPEG방식으로 압축 저장된 File을 Play해주는 기능의 

class이다.

CServerSocker Client Socket을 관리하는 Main Server Socket Class이다.

표 3-6-4. Client 구현에 사용된 주요 Class. 

CJpeg JPG 형태로 압축 및 File 저장 기능의 class이다.

CEduTec21Ctrl
Client가 Web과 연동되는 함수 및 Server로부터 Data를 

받아 Image를 Display 기능의 Class이다

CDataSocket
CSocket Class를 상속받은 접속 Server와의 Data를 

관리하게 되는 Cla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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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의 ASP 동작.

그림 3-6-2. ASP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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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ASP.DLL의 운  개념. 

그림 3-6-4. 인터넷정보서비스의 기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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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기본 웹사이트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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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고급 복수 웹사이트 구성. 

그림 3-6-7. 성능항목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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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ISAPI Filter 설정 화면.

그림 3-6-9. 홈디렉토리 항목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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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 기본문서 항목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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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디렉토리 보안 항목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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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 HTTP 헤더 항목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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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3. HTTP 오류의 오류 메시지 설정.

Applications

ＯＤＢＣ

Ｄｉｒｖｅｒ

ＡＤＯ

ＯＬＥ－ＤＢ

ＯＤＢＣ

Ｐｒｏｖｉｄｅｒ

ＳＱＬ 서버

Ｐｒｏｖｉｄｅｒ

 ＳＱＬ 서버/오라클

 액세스/기타

ＳＱＬ

메일/비디오

텍스트/기타파일

Ｎｏｎ－ＳＱＬ

Ｍａｉｎ Ｆｒａｍｅ

Ｌｅｇａｃｙ Ｄａｔａ

그림 3-6-14. UDA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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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5. OLE-DB의 구성.

그림 3-6-16. MFC 계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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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7. Server Sequenc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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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8. Client Sequenc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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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9. Web Application System의 구성.



- 336 -

그림 3-6-20. Web Application의 DB 구조. 

그림 3-6-21. ODBC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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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ODBC 드라이버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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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 ODBC 데이터 원본 설정 화면. 

그림 3-6-24. ODBC SQL 서버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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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5. ODBC 연결 DB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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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6. SQL Server 설정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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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1. 최종 목표

 ◦ 안전조치 시스템 IAEA 공인 획득 및 사용후핵연료 사용허가

 ◦ DUPIC 시설 IAEA 안전조치 체제 확립 

2.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핵물질 측정 시스템 검증

DUPIC 핵물질 측정장치(DSNC)의 Cm ratio(Cm/Pu, Cm/U, Cm/U-235)

에 의한 핵물질 함량 측정이 수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DSNC를 이용한 핵

물질 함량 측정은 개발된 DSNC 시스템 검증을 위한 실험용으로 수행되

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 핵물질 안전조치 및 IAEA 핵물질 안전조

치의 이행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4개의 사용후핵연료 batch가 

DUPIC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DUPIC 시험시설(DFDF)에 들어가 있

으며, DFDF 시설로의 이송 및 반출시 DSNC를 이용하여 핵물질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2000년 1월 말에 이송된 한 개의 batch(batch 

name: G23-G2A)에 대해서 사용후핵연료 분말 혼합 공정후 샘플을 채취

하여 화학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 결과를 DSNC 측정결과와 비교하 다. 

DSNC와는 별도로 1단계 연구에서 설계되었던 DUPIC 핵연료의 핵분열

성 물질 측정장치(DSFC, DUPIC Safeguard Fissile Counter)를 개발.완료하

기 위하여 DUPIC 핵연료의 핵물질 함유량 전산코드 향해석, 신호처리계

통의 성능시험, UO2 분말에 대한 핵 분열성 물질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또한, NDA 측정치 실시간 검증을 위한 DA 방법 개념도 설정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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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물질 측정 장치 계장기술 개발

DSNC와 관련 구동 소프트웨어인 MIC(Multi-Instrument Collect), 

Radiation Review, INCC(IAEA Neutron Coincidence Counter)간의 인터

페이스가 구축하고, 안전조치장비와 공정장치 중 계량관리 데이터를 생산

하는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 구축함으로써 향후 개발하게 될 NRTA 시스

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 다. 

(3) 실시간 계량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

DUPIC 공정에서 공정의 측정 불확실도 및 MUF 평가를 위하여 

IAEA 자료를 조사하여 이론적인 방법론을 정리하 으며, 분석된 MUF 이

론을 DUPIC 시설의 통계적 MUF 평가를 위하여 MS Excel version의 프

로그램을 개발하 다. 

또한, DUPIC 시설의 계량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접속에 의한 

실시간 물질수지 관리를 위해서 1단계에서 개발한 계량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인트라넷(intranet) 상에서 운 할 수 있도록 Web 기반의 프로

그램으로 개선하 으며, IAEA 계량관리 보고체계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

이스도 개발하 다.

(4) 연속 무인감시 시스템 개발

1단계에서 개발된 DUPIC 시설 격납 및 감시 시스템(DSSS, DUPIC 

Safeguards Surveillance System)의 실제적인 성능시험을 위해, 당해 단계

에는 총 6회에 걸쳐 DFDF 시설 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이동 감시 Hot 

Test를 실시하 다. 무인감시 시스템의 성능 평가 착안점으로, 개발된 장

비의 최대 연속 무인 감시 가능 기간 및 전용 핵물질의 최저 탐지 한계 

질량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또한, 성능 시험결과에 따라 시스템

의 감시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 신경망 거동 진단 알고리즘을 개선

하 으며, DSSS 시스템과 IAEA 감시장비가 통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감시 시스템의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5) DUPIC시설의 안전조치 체제 개정 및 이행

DUPIC Bundle 및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 개발을 위해 사용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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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의 사용허가를 위해 DFDF 시설 내에서 200 Kg의 사용후핵연료 

사용 타당성에 대한 기술성 보고서를 미국에 제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추

가 사용에 대한 한.미간 공동 결의(Joint Determination)를 체결하 으며, 

DUPIC 시설의 IAEA 설계정보서 개정을 추진하 다.

또한, DUPIC 핵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해 카나다의 연구용 원자로인 NRU

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예정인 핵물질에 대해 핵물질의 원산지인 미국으

로부터의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와 카나다의 CNSC로부터 핵물질 수출 

승인을 획득하 다. DFDF 시설 운 과 관련된 IAEA 협력 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3회, 2001년도에 5회의 운 보고와 2년간 총 12회의 물자재고

조사를 포함한 IAEA 사찰을 수행하 으며, IAEA 감시 장비 설치 및 보

수와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서 제출 등 핵 투명성을 증진하는데 많은 노력

을 기울여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중량 취급 시

설의 안전조치 운  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나.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본 연구의 연구 개발목표는 개발된 시스템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신뢰

성을 인정받아서 IAEA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국내 안전조치 활동에 실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DSNC는 IAEA와 공동으로 성능평가를 마치고 실제 

IAEA의 계량관리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측정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나 IAEA 탐지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FDF의 안전조치를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통합하는 인

터페이스 작업이 수행되어 실시간 계량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되었으며, 인공지능 방법을 이용한 감시시스템 기술은 IAEA가 

support program으로 기술 개발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서 IAEA도 탐내는 

첨단 기술임을 반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따른 신뢰

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해 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는 당초 목

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고 판단된다(표 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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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DUPIC 연구시험시설에 대한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수

행된 2단계에서 시설 안전조치 시스템의 효율성이 IAEA로부터 인정됨에 따

라 미국으로부터의 자국 원산지 사용후핵연료 사용 허가를 2차례에 걸쳐 획

득할 수 있었으며, 핵물질 계량관리의 핵심장비인 핵물질 측정장치(DSNC)

의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었다. 특히, 독창적 아이디어로 세계 최초의 비

파괴 방법인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핵물질 량을 측정하는 중성자 측

정장치를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핵물질 안전조치 관련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본 연구의 2단계 연구개발 성과로 선진화된 기본기술을 습득하 으

며, 대내외적으로도 원자력 연구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DUPIC 핵연료 제조활동을 위해 

우리나라가 이행하여야 하는 IAEA 안전조치 의무사항들을 신속하게 처

리하고 IAEA와 미국, 카나다 등과 긴 한 협조 체제 하에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따른 핵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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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당해단계 목표 및 달성도

◦핵물질 측정시스템 

검증

- DUPIC 핵물질 측정 
장치의 Cm ratio에 
의한 핵물질 측정 
정 도 검증,보완 및 
교정
- NDA방법에 의한 
핵물질 측정 데이터와 
화학 분석 결과와의 
비교 검증
- DUPIC연료 핵물질 
측정 평가

- DSNC를 이용한 Cm ratio 및 
핵물질 함량을 측정
-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분석 및 
오차평가 
- 핵물질 측정 시스템 calibration 및 
오차 평가에 의한 측정장치 보완 
및 교정
- DSNC를 상용 시설용으로 개량을 
위한 시스템 설계

- He-3 기체 중성자 측정장치간 
거리에 따른 중성자 개수 변화 
측정

-핵물질 측정장치 (DSNC)의 
검증 및 측정 오차 평가
-PWR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측정 실험및 Curium ratio 평가
-조사시험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에 대한 화 학분석 결과와의 비
교분석 및 오차평가 실시
-사용후 핵연료 중성자에 의한 
중성자 감속능률 평가 시스템 
설계 및 제작

◦핵물질 측정 장치 

계장기술 개발

- 데이터 모니터링 
Server와 핵물질 측정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확립
- NDA 측정장치와 계량 
관리 장비 통합

- 안전조치 장비와 공정장치중 
계량관리 데이터를 생산하는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 구축
- DSNC와 구동 소프트웨어 MIC, 
Radiation Review, INCC간 
인터페이스 구축
- 핵물질 측정장비와 감시 시스템의 
통합 운
- DUPIC 시설 핵물질 측정장치 
계장체제 수립

-방사선 센서 신호 측정장치 
개발
-시리얼 통신기반 방사선 센
서와 중량계수기 통합 계장 
프로그램 개발
-TCP/IP 기반 방사선 센서와 
중량계수기 통합 계장 시스
템 개발

◦실시간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

- DUPIC 공정의 
MUF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DUPIC 시설의 
계량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접속에 
의한 실시간 물질수지 
관리 검증
- IAEA 계량보고 
체제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 DUPIC 공정 MUF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DUPIC 시설의 계량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접속에 
의한 실시간 물질수지관리 검증 
- IAEA 계량보고체제 지원을 위한 
DB 구축
- IAEA 계량관리 보고 자료(ICR, PIL, 
MBR) 및 사찰관련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 
체제와의 통합 계량관리 시스템 
수립

DUPIC 공정 MUF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정립 및  Excell 프로그

램 개발

-DMA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실시간계량관리 

저감방안 수립

-IAEA 계량관리 체제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고체제의 통합을 위한 시스

템 및 DB 설계 완료

◦연속 무인감시 

시스템 개발

-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연속무인감시 시스템 
개발
- IAEA 감시 장비와의 
통합 감시시스템 개발
- 감시 시스템용 Data 
Reviw 소프트웨어 
개발

- 방사선 및 상신호 처리용 DAQ 
보드 개발
- He-3 중성자 모니터 개발
- 연속무인 격납/감시 프로그램 개발
-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지능형 
전용감시 프로그램 개발
- IAEA 공동 감시 체제 구축 및 운

-중성자검출기 2대  및 3대의 

CCD 카메라로 이루어진 통합 

감시장비 설치 운

-원격 통신 기능을 갖춘 지능형 

실시간 통합감시프로그램으로 

IAEA 감시장비와 공동 운

◦DUPIC시설 안전조치 

체제 개정

- DUPIC Bundle 제조용 
사용후핵연료사용허가 
- DUPIC 시설 IAEA 
DIQ 및 FA 승인 획득 

- 미국산 사용후핵연료 사용허가
- 카나다 NRU 조사시험을 위한 미국
산 핵물질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
서 제출(MOST→DOE)

- DUPIC 시설 설계정보서 개정
- DUPIC IAEA시설부록 취득(DFDF, 
PIEF)
- 사용후핵연료 이동관리 및 IAEA 
보고계통 확립
- DUPIC 시설 핵물질 계량관리 및 
재고관리   

-한.미간 J.D. 체결(‘01.1.29) : 사용
후핵연료 사용 허가 획득(2007년
까지 200 Kg 
-DFDF 설계정보서 수정
-DFDF 시설부록 체결
-중성자 검출장치 실증 및 IAEA 
공인획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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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〇 핵물질 측정시스템 검증

핵 비확산 측면과 방사성폐기물의 저감화 관점에서 DUPIC 핵연료주

기 기술과 같은 건식 재활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

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 기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NDA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핵물

질의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DSNC를 개발함으로써, 시설운

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관련 생산시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IAEA

의 핵물질 안전조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은 DUPIC 

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련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〇 핵물질 측정장치 계장기술 개발

DUPIC 공정의 안전조치용으로 개발된 측정장비들을 통합하고 비파

괴 측정장비의 구동 소프트웨어간의 인터페이스가 구축됨으로써 시설 

내에서 발생된 미 신고 활동들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된 

핵물질 양을 향후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시설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증

진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외 유사시설의 안전조치 업무에 동 연구결

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〇 실시간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실시간 개념으로 핵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핵물질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나라 핵연료주기의 핵 투명성을 증진시키는데

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외 유사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〇 연속 무인감시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의 개발은 IAEA에서도 탐내는 기술로

서 핵물질 안전조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동 기술은 우리

나라 핵연료주기의 핵 투명성을 증진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향후 국내외 유사시설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며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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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DUPIC 시설 안전조치 체제 개정 및 이행

안전조치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대 IAEA 의무사항 이행 

등 많은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DUPIC 핵연료 기술개발 일정에 차

질이 없도록 하 고, 대외적으로도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핵 투명성을 높

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국내 유사 연구시설에서

의 안전조치 이행 및 국제협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지금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핵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화학분석 방법에 의존하 으며,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

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 에 많은 제약이 되어 왔다. 

Curium ratio 기법을 채용한 새로운 NDA 핵물질 측정 방법은 거의 실

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카메라 및 봉인(seal)을 이용한 기존의 격납/감시시스템은 사람이 직

접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왔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을 이용

한 감시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상 유.무를 직접 판단하고 실시간

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IAEA 및 국내 핵물질 안전조치 분야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향후 계량관리기술 방향

최근에는 핵 비확산 측면과 방사성폐기물의 저감화 관점에서 DUPIC 

핵연료주기기술과 같은 건식 재활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

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은 DUPIC 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련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 특히, DUPIC 

시설은 bulk counting 시설로서 holdup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는 계량관

리 측면에서 많은 MUF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MUF를 줄이

기 위한 holdup 측정장치 개발,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측정장치 개

발, 소규모 시료용 측정장치 개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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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UPIC 시설의 사찰수검 결과(2000-2001)

       IAEA 사찰결과 보고

대 상 시 설 : DUPIC 시설

          일       시 : 2000. 5. 23

          IAEA 사찰관 : Mr. L. Lopez(칠레)

                    2000. 6. 3

   연구지원부

               핵물질 보장조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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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IC 시설 사찰결과 보고

1. 사찰목적 : 2000년도 2/4분기 정기검사

2. 일시 : 2000. 5. 23

3. 사찰관 인적사항

   IAEA : Mr. L. Lopez(칠레)

   안전조치운 실 (TCNC) : 나 원우

   핵물질 보장조치실 : 소 동섭, 홍 종숙, 이 병두, 이 성호, 박 호준

   DUPIC 시설 : 김 호동, 차 홍렬, 고 원일

4. 사찰활동 주요내용

   가. 장부검사 (2000년 5월 현재 핵물질 현황 파악)

      ○ 핵물질 장부, IAEA 보고서(Ledger, ICRs), MBA간 이동전표 검증

      ○ 사찰대상 핵물질의 재고목록 확인

   나. 핵물질 검증

      ○ 핵물질 재고량

        

Batch Name Item U 무게(g) U-235 무게(g) Pu 무게(g)

펠   렛 33 1945.24 11.10 19.22

분   말 9  1128.744   8.521  10.566

펠   렛 3   420.737   3.176   3.939

Hold up -    24.167   0.182   0.226

전체 45  3518.888  22.979  33.951

      ○ 품목 확인

      ○ 사용후핵연료물질검증 : DSNC(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

로 측정



- 357 -

         -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 : A8, B8, C8(3 Items)

         - 사용후핵연료 분말 및 펠렛 측정(3 회)

           

종   류 용기무게(g) 전체무게(g) 핵물질무게(g)

분   말 25.73 31.954 6.224

펠   렛 59.005 73.874 14.869

펠   렛 25.92 42.789 16.869
  

   다. DUPIC 시설(서비스 구역 및 작업구역)에 설치된 IAEA 감시장비의 Data 

Download 및 봉인 교체

      ○ SDIS Server 및 IAEA Cabinet으로부터 Data Download

      ○ IAEA 봉인교체 : Metal Seal 교체 및 VACOSS Seal 검사

        

위    치 SDIS 서버 IAEA Cabinet M6a Rear Door

신규 봉인번호 307779 307777 307778

5. 사찰결과

  ○ 모든 자료는 핵물질보장조치실을 통하여 사찰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함(예를들면 Hotcell내 작업보고서)

6. 결론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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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사찰결과 보고

대 상 시 설 : DUPIC 시설

          일       시 : 2000. 8. 9

          IAEA 사찰관 : Mr. L. Lopez(칠레)

                    2000. 8. 14

    연구지원부

                핵물질 보장조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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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시설 사찰결과 보고

1. 사찰목적 : 2000년도 3/4분기 정기검사

2. 일시 : 2000. 8. 9

3. 사찰관 인적사항

   IAEA : Mr. L. Lopez(칠레)

   안전조치운 실 (TCNC) : 윤 여창

   핵물질 보장조치실 : 소 동섭, 이 병두, 이 성호, 박 호준

   DUPIC 시설 : 차 홍렬, 고 원일

4. 사찰활동 주요내용

   가. 장부검사 (2000년 8월 현재 핵물질 현황 파악)

      ○ 사찰대상 핵물질의 재고목록 및 General Ledger 검사

   

   나. 핵물질 검증

      ○ 핵물질 재고량

        

      ○ 품목 확인

      ○ 사용후핵연료물질검증 : DSNC(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

로 측정

Batch Name Item U 무게(g) U-235 무게(g) Pu 무게(g)

Standard Rods 33 1945.24 11.10 19.22

분   말 9  1128.744   8.521  10.566

펠   렛 3   420.737   3.176   3.939

Hold up -    24.167   0.182   0.226

전체 45  3518.888  22.979  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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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 : B2, C3, D2(3 Items)

         - 사용후핵연료 분말 측정 : 10.2g(1 회)

             

   다. DUPIC 시설(서비스 구역 및 작업구역)에 설치된 IAEA 감시장비의 Data 

Download 및 봉인 교체

      ○ SDIS Server 및 IAEA Cabinet으로부터 Data Download

      ○ IAEA 봉인교체 : Metal Seal 교체 및 VACOSS Seal 검사

        

위    치 SDIS 서버 IAEA Cabinet

구 봉인번호 307779 307777

신 봉인번호 314975 314978

5. 사찰결과

  ○ 사찰시 핵물질을 쉽게 계량할 수 있도록 DSNC에 적합한 용기를 제작하

여 핵물질을 저장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지난번 사찰결과에도 

언급된 사항임)

  ※ PIEF 사찰기간중 DUPIC Powder/Pellet Characterization Study가 수행

되고 있는 9405 Hotcell에 대한 Dismantling 계획을 설명하고 차후 설

계정보서를 수정할 예정임을 설명함

  ※ DFDF용 사용후핵연료 절단 및 운송이 9월 중순경 있음을 설명하고 계

획이 확정되면 IAEA 본부로 공식문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설명함

6. 결론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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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사찰결과 보고

       대 상 시 설 : DUPIC 시설

        일       시 : 2000. 11. 17 

        IAEA 사찰관 : Mr. Abou-Zahra(이집트)

                       Mr. Al-Hani(이라크)

                       Mr. L. Lopez(칠레)

                       Mr. Zendel

                       Mr. Hollstein

                    2000. 11. 18

    연구지원부

                핵물질 보장조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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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IC 시설 사찰결과 보고

1. 사찰목적 : 2000년도 물자재고조사

2. 일시 : 2000. 11. 17

3. 사찰관 인적사항

   IAEA : Mr. Abou-Zahra(Unit Head), Al-Hani, Lopez, Zendel, Hollstein

   안전조치운 실 (TCNC) : 정 상태

   핵물질 보장조치실 : 소 동섭, 이 병두, 이 성호, 박 호준

   DUPIC 시설 : 차 홍렬, 김 동

4. 사찰활동 주요내용

   가. 장부검사 (2000년 8월 현재 핵물질 현황 파악)

      ○ 사찰대상 핵물질의 재고목록 및 핵물질 이동관련 장부 검사

   

   나. 핵물질 검증

      ○ 핵물질 재고량

        

      ○ 품목 확인

      ○ 사용후핵연료물질검증 : DSNC(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

로 측정

Batch Name Batch U 무게(g) U-235 무게(g) Pu 무게(g)

Standard Rods 33 1945.24 11.10 19.22

분   말 4  375.88   2.834  3.514

펠   렛 5   1123.274 8.467 10.474

Rodcuts 3    4824.76  37.47 44.78

전체 45  8269.154  59.871  7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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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 : A4, C2, D5(3 Items)

         - 사용후핵연료 분말 및 Rodcuts 측정 : 각 1회

             

   다. DUPIC 시설(서비스 구역 및 작업구역)에 설치된 IAEA 감시장비의 Data 

Download 및 봉인 교체

      ○ SDIS Server 및 IAEA Cabinet으로부터 Data Download

      ○ IAEA 봉인교체 : Metal Seal 교체 및 VACOSS Seal 검사

- Cabinet 및 Door -

  

위    치 SDIS 서버 Cabinet Rear Door Roof Door

구 봉인번호 317971 314978 307778 302164

신 봉인번호 319619 319620 319622 319623

- Camera - 

   라. 설계정보 검증 : 설계정보서상의 Layout 및 Material Flow Route 등

에 대한 질문 및 현장조사

   마. SDIS 시스템 보완 : 미완결 상태임

      ○ 5대의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함

      ○ 카메라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서버부분(보드)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추가 보완작업이 필요함

5. 사찰결과

위치 카메라 1 카메라 2 카메라 3 카메라 4 카메라 5

구번호 302173 302171 302172 299576 299577

신번호 319624 319625 319616 319617 3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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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관은 Cold Test시 사용된 NU에 대하여 언급

     ⇒ 핵물질보장조치실은 KO-Q로 전량 이관하 음을 설명

  ○ 설계정보검증시 사찰관은 변경된 정보에 대한 설계정보서 수정을 요청

     ⇒ 후속조치 필요

  ○ IAEA측 장비 전문가는 감시장비(SDIS)에 대한 추가 보완작업이 필요함

을 설명

  ○ IAEA 사찰관은 조사후시험시설의 DUPIC 분말/펠렛 특성화시험과제 종

료에 따른 장비 철거 및 이송과정에 참관

       - 철거 및 이송일 : ‘00. 11. 16

       - 참관 사찰관 : Mr. Abou-Zahra(Unit Head)

       - 철거장비 : Press, OREOX Furnace, Sintering Furnace, Off-gas 

처리장치, Fission-gas 처리장치, Dial gage, Tray, 

Pipe, 고압호스 등

       ※ Ball Mill은 9406 핫셀에 대기 상태이며 12월 중순경 철거예정

6. 결론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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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사찰결과 보고

       대 상 시 설 : DUPIC 시설

        일        시 : 2001. 2. 23 

        IAEA 사찰관 : Mr. Lopez(칠레)

2001. 2. 26

연구지원부

핵물질 보장조치실

          DUPIC 시설 사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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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찰목적 : 2001년도 1/4분기 정기검사

2. 일시 : 2001. 2. 23

3. 사찰관 인적사항

   IAEA : Mr. Lopez(칠레)

   안전조치운 실 (TCNC) : 박 승기

   핵물질 보장조치실 : 소 동섭, 이 성호, 박 호준

   DUPIC 시설 : 차 홍렬, 고 원일

4. 사찰활동 주요내용

   가. 장부검사 (2001년 2월 현재 핵물질 현황 파악)

      ○ 사찰대상 핵물질의 재고목록 및 핵물질 이동관련 장부 검사

      ○ 핵물질 재고량

        

   나. 핵물질 검증

      ○ 품목 확인

      ○ 사용후핵연료물질검증 : DSNC(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

로 측정

         -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 : A7, C3, D2(3 Items)

Batch Name Items U 무게(g) U-235 무게(g) Pu 무게(g)

Standard Rods 33 1,945.240 11.100 19.220

G23-G2A 8 1,494.046 11.262 13.940

G23-L2A 6 1,428.937  8.006 14.827

G23-C13A 7 1,325.547 13.921 10.468

Rodcuts 4 2,057.630 15.440 19.370

전    체 58 8,251.400 59.729 77.825



- 367 -

         - 사용후핵연료 분말 및 펠렛 측정 : 각 1회

             

   다. DUPIC 시설(서비스 구역 및 작업구역)에 설치된 IAEA 감시장비의 Data 

Download 및 봉인 교체

      ○ SDIS Server 및 IAEA Cabinet으로부터 Data Download

      ○ IAEA 봉인교체 : Metal Seal 교체 및 VACOSS Seal 검사

- 봉인검사 내역 -

  

위    치 SDIS 서버 Cabinet VACOSS 1 VACOSS 2

구 봉인번호 319619 319620
Check Check

신 봉인번호 293060 -

5. 사찰결과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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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사찰결과 보고

       대 상 시 설 : DUPIC 시설

        일        시 : 2001. 5. 16 

        IAEA 사찰관 : Mr. Shigeto(일본)

2001. 5. 17

연구지원부

핵물질 보장조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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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IC 시설 사찰결과 보고

1. 사찰목적 : 2001년도 2/4분기 정기검사

2. 일시 : 2001. 5. 16

3. 사찰관 인적사항

   IAEA : Mr. Shigeto(일본)

   안전조치운 실 (TCNC) : 박 수진

   핵물질 보장조치실 : 소 동섭, 이 병두, 이 성호, 박 호준

   DUPIC 시설 : 고 원일, 송대용

4. 사찰활동 주요내용

   가. 장부검사 (2001년 5월 현재 핵물질 현황 파악)

      ○ 사찰대상 핵물질의 재고목록 및 핵물질 이동관련 장부 검사

      ○ 핵물질 재고량

        

   나. 핵물질 검증

      ○ 품목 확인

Batch Name Items U 무게(g) U235 무게(g) Pu 무게(g)

Standard Rods 33 1,945.240 11.100 19.220

G23-G2A 8 1,365.046 10.262 12.740

G23-L2A 8 1,428.937  8.006 14.827

G23-C13A 9 1,325.547 13.921 10.468

Rodcuts 4 2,057.630 15.440 19.370

전    체 62 8,122.400 58.729 7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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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물질검증 : 없음

             

   다. DUPIC 시설(서비스 구역 및 작업구역)에 설치된 IAEA 감시장비의 

Data Download 및 봉인 교체

      ○ SDIS Server 및 IAEA Cabinet으로부터 Data Download

      ○ IAEA 봉인교체 : Metal Seal 교체 및 VACOSS Seal 검사

- 봉인검사 내역 -

  

위    치 SDIS 서버 Cabinet VACOSS 1 VACOSS 2

구 봉인번호 293060 319620
Check Check

신 봉인번호 300651 320975

5. 사찰결과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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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사찰결과 보고

      대 상 시 설 : DUPIC 시설

       일        시 : 2001. 8. 21 - 22 

       IAEA 사찰관 : Mr. Andreev(불가리아)

              기술자 : Mr. Corrain(이탈리아)

2001. 8. 23

연구지원부

핵물질보장조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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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IC 시설 사찰결과 보고

1. 사찰목적 : 2001년도 3/4분기 정기검사

2. 일시 : 2001. 8. 21 - 22

3. 사찰관 인적사항

   IAEA 사찰관 : Mr. Andreev(불가리아)

          기술자 : Mr. Corrain(이탈리아)

   안전조치운 실 (TCNC) : 박 수진

   핵물질 보장조치실 : 소 동섭, 이 병두, 이 성호, 박 호준

   DUPIC 시설 : 고 원일, 송대용

4. 사찰활동 주요내용

   가. 장부검사 (2001년 8월 현재 핵물질 현황 파악)

      ○ 사찰대상 핵물질의 재고목록 및 핵물질 이동관련 장부 검사

      ○ 핵물질 재고량

Batch Name Items U 무게(g) U235 무게(g) Pu 무게(g)

J14-E11A 33 1,945.240 11.100 19.220

G23-G2A 5 1,365.046 10.262 12.740

G23-L2A 4 1,428.937  8.006 14.827

G23-C13A 4 1,325.547 13.921 10.468

G23B5 11 8,865.550 92.117 73.340

RBU15(LEU) 1 42.000 1.000

BNFL(DU) 3 127.000 0.300

G23-K10A 4 2,057.630 15.440 19.370

전    체 (65)
17,156.950

(holdup포함)

152.146

(holdup포함)

149.965

(holdup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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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핵물질 검증

      ○ 품목 확인

      ○ 사용후핵연료물질검증 : 6 Items(DSNC)

         - Powder : G23L2A, G23B5

         - Pellet : G23G2A

         - Rodcut : K10A

         - S/F Standard : 2개

             

   다. DUPIC 시설에 설치된 IAEA 감시장비 수리 완료

      ○ 카메라(5대) : Camera module 교체

      ○ SDIS Server : Server Top Tray 교체

   라. DUPIC 시설(서비스 구역 및 작업구역)에 설치된 IAEA 감시장비의 

Data Download 및 봉인 교체

      ○ SDIS Server 및 IAEA Cabinet으로부터 Data Download

      ○ IAEA 봉인교체 : Metal Seal 교체 및 VACOSS Seal 검사

- 봉인검사 내역 1 -

  

- 봉인검사 내역 2 -

위치 서버 Cabinet
카메라

1 2 3 4 5

구 번호 300651 320975 319624 319625 319616 319617 319618

신 번호 330008 330011 330080 330009 330010 330013 330012

위치
M6B Roof 

Door

M6A Rear 

Door
Cf Source

DFDF-IMEF 

Door

구 번호 319623 319622 VACOSS

Check

VACOSS

Check신 번호 330079 3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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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사항

  ○ 사찰시 제공하는 Inventory Change Status와 Physical Inventory 

List 사이에 Item 수의 불일치가 발생함

     - 사찰관은 DUPIC 시설의 Data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Rebatching 방법으로 Batch & Item 수를 일치시켜 줄 것을 요청

함

     - 핵물질보장조치실은 이러한 불일치는 DUPIC 시설이 Bulk Facility

임에 기인하며 Rebatching으로 Batch 수는 일치시킬 수 있지만 실

제 Item 수는 의미가 없음을 강조함

     - IAEA측 사찰관은 수락함

  ○ IAEA측은 중간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검증 핵물질이 많은 이유는 감시

장비의 고장으로 재고검사 수준에 해당하는 검증이 필요함을 설명함

6. 사찰결과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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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사찰결과 보고

      대 상   시 설 : DUPIC 시설

      일         시 : 2001. 11. 12 

      IAEA 사찰관 : Mr. Chimedbazaryn(몽고)

             기술자 : Mr. Corrain(이탈리아)

2001. 11. 13

연구지원부

핵물질보장조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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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IC 시설 사찰결과 보고

1. 사찰목적 : 2001년도 물자재고조사 및 설계정보검증

2. 일시 : 2001. 11. 12(1일간)

3. 사찰관 인적사항

   IAEA 사찰관 : Mr. Chimedbazaryn(몽고)

          기술자 : Mr. Corrain(이탈리아)

   안전조치운 실 (TCNC) : 박 수진

   핵물질 보장조치실 : 소 동섭, 이 병두, 이 성호, 박 호준

   DUPIC 시설 : 고 원일, 송대용

4. 사찰활동 주요내용

   가. 장부검사 (2001년 11월 현재 핵물질 현황 파악)

      ○ 사찰대상 핵물질의 재고목록 및 핵물질 이동관련 장부 검사

      ○ 핵물질 재고량

 

Batch Name Items U 무게(g) U235 무게(g) Pu 무게(g)

J14-E11A 33 1,945.240 11.100 19.220

G23-G2A 6 1,365.046 10.262 12.740

G23-L2A 4 1,428.937  8.006 14.827

G23-C13A 4 1,325.547 13.921 10.468

G23B5 18 8,865.550 92.117 73.340

RBU15(LEU) 1 42.000  1.000

BNFL(DU) 2 127.000

G23-K10A 4 2,057.630 15.440 19.370

전    체 72
17,156.95

(MUF 포함)

151.846

(MUF 포함)

149.965

(MUF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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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핵물질 검증

      ○ 품목 확인

      ○ 사용후핵연료물질검증 : DSNC(괄호안은 Container 번호임)

         - Powder : G23-C13A(3), G23B5(6), G23-L2A(1)

         - Pellet : G23-G2A(L-1), G23B5(T3)

         - S/F Standard : 1개

             

   다. IAEA 감시장비(SDIS Server) 보완

      ○ SDIS Server Case 교체

      ○ SDIS Server내 UPS(Battery 2개 포함) 교체

   라. DUPIC 시설(서비스 구역 및 작업구역)에 설치된 IAEA 감시장비의 

Data Download 및 봉인 교체

      ○ SDIS Server의 Image Data Download

      ○ IAEA Cabinet으로부터 Data Download(2번 Line의 Data 

Downlaod 않됨)

      ○ IAEA 봉인교체 : Metal Seal 교체 및 VACOSS Seal 검사

- Metal Seal 교체 -

위치 서버 Cabinet
Door

Rear Roof

구 번호 330008 330011 330078 330079

신 번호 334766 334769 334767 334768

  

   마. 설계정보검증 : 주요시설변경은 없었으며 수정 DIQ는 제출되지 않았

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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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이사항

  ○ IAEA측은 지난번 사찰(‘01.8.21 - 22)과 이번 사찰기간 중에 SDIS 

H/W를 대폭 교체함

     - 지난 사찰시 : 카메라 모듈(5대) 및 서버 Tray 교체

     - 이번 사찰시 : 서버 Case 및 UPS(Battery 2개 포함) 교체

  ○ IAEA Cabinet에서 2번 Line의 Data Download 않됨

     - DSNM 연결 Line으로 추정되며, 사찰관은 IAEA장치에 셋팅된 만

큼의 고전압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언급함

  ○ IAEA로 반환될 장비(Server Case 및 Battery)는 표면오염 검사를 실

시한 후 작업준비 구역에 저장중이며, 향후 TCNC가 IAEA로 반송할 

예정임

6. 사찰결과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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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사찰결과 보고

      대 상   시 설 : DUPIC 시설

      일         시 : 2002. 3. 7. 

      IAEA 사찰관 : Mr. Andreev(불가리아)

2002. 3. 11.

연구지원부

핵물질보장조치실



- 380 -

          DUPIC 시설 사찰결과 보고

1. 사찰목적 : 2002년도 1/4분기 정기검사

2. 일시 : 2002. 3. 7(1일간)

3. 사찰관 인적사항

   IAEA 사찰관 : Mr. Andreev(불가리아)

   안전조치운 실 (TCNC) : 정 상태

   핵물질 보장조치실 : 소 동섭, 이 병두, 이 성호, 박 호준

   DUPIC 시설 : 고 원일, 송 대용

4. 사찰활동 주요내용

   가. 장부검사 (2002년 3월 현재 핵물질 현황 파악)

      ○ 사찰대상 핵물질의 재고목록 및 핵물질 이동관련 장부 검사

      ○ 핵물질 재고량

 

Batch Name Items U 무게(g) U235 무게(g) Pu 무게(g)

J14-E11A 33 1,945.240 11.100 19.220

G23-G2A 6 1,299.932 9.772 12.214

G23-L2A 4 1,408.692  7.952 14.667

G23-C13A 4 1,293.588 13.546 10.159

G23B5 20 8,683.475 90.159 71.685

G23-K10A 4 2,057.630 15.440 19.370

RBU15(LEU) 1 42.000  1.000

합     계 72 16,730.557 148.969 147.315

BNFL(DU) 2 127.000 - -

합    계 12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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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핵물질 검증

      ○ 품목 확인

      ○ 사용후핵연료물질 검증

         - 분말(1 Item) : G23-C13A(3-B)

         - 펠렛(3 Items) : G23-G2A(T-A-2), G23-B5(T-B-3),

                            G23-L2A(T-A-3)

         - S/F Standard(1 Item) : J14-E11A

             

   다. IAEA Data Download

      ○ SDIS Server : Jaz disk 교환

      ○ IAEA Cabinet : Data Download 완료

   라. IAEA 감시장비의 봉인 교체

      ○ Metal Seal 교체

위   치 SDIS 서버 Cabinet Rear Door

구 번호 334766 334769 334767

신 번호 345371 327916 327917

      ○ VACOSS Seal 점검 및 교체

위   치 IAEA Source Inner Door 비   고

구 번호 830 844 Inner door의 

Seal 교체신 번호 - 11460

   마. 저울에 대한 Calibration

Calibation 분동 무게별 측정 결과 비   고

분동 무게 50.00 g 100.00 g
-

측정 무게 50.86 g 101.7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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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이사항

  ○ 지난 사찰에서 보완된 SDIS는 정상 작동상태임

  ○ DSNC Cabinet의 2개 Channel에서 Data download는 정상적으로 이

루어 졌으나 2번 Channel의 셋팅상태는 약간 불안정한 상태임

  ○ IAEA 사찰관은 DSNC Cabinet내에 IAEA VACOSS 장비(본체, 

Cable 및 Reader)를 비상용으로 남겨둠

6. 사찰결과 :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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