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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확립

  - Cf-252 선원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SNC의 성능 시험 수행

   · Cf-252 선원 이용한 성능시험 : 성자 계수효율 20.8 %, 균질도 98.68 % 획득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성능시험 : 최 인가 압 결정  Cm-244 성자에 한 교정곡선 획

득  

  - ACPF의 감시시스템의 성능시험  IAEA/KINAC 데이터 송신 체계 구축

  - 해정련공정 핵물질 계량 리 방안 도출  능동형 성자 측정 시스템 구축

   · 해정련의 회수 우라늄  TRU 계량 방안 도출 : 능·수동 겸용 성자 측정방법

   · 동 원소 성자 선원 혹은 성자 발생기를 활용한 능동형 성자 계수 시스템 구축  성능 

평가

○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 소량의 디스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  용해시료의 핵특성 분석을 한 감마/ 성자 통합 측정

시스템 설계ㆍ제작

  - 핵물질의 공간분포  손실측정용 hold-up 상인식 시스템의 설계

  - NU 시료의 감마선  FRAM을 이용한 U 동 원소 비와 Pu 동 원소 비의 측정 가능성 분석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내부 치별 감마  성자 측정기술 개발

○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

  - 이로 안 조치 시스템의 요소별 특성  안 조치 타당성 분석

  - 이로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을 한 산코드 개발

  - 이로 공정 핵물질의 계량 리 방안 분석

  - 한-IAEA간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기술기  마련을 한 공동연구 수행

  - ACPF의 안 조치 이행  IAEA FA 취득을 한 PRIDE의 설계정보서 작성ㆍ제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피동형 성자 동시 계수기, 감마/ 성자통합시스템, 연소도, Pu/U 비, 

격납/감시, 홀드업,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

어
Passive Neutron Coincidence Counter, Gamma/Neutron Combined 

System, Burnup, Pu/U Ratio, Containment/Surveillance, Hold-up, 

Active Neutron 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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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  제 목

  핵물질 계량 안 조치 기술개발

I I .  연 구 개 발 의  목   필요성

  본 연구의 목 은 이로 공정시설에 한 안 조치성을 분석하고, 이로 공정

의 안 조치 기술 실증에 필요한 단 공정별 핵물질 계량 리  감시 기술과 핵특

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이로 공정의 핵물질 안 조치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세계 으로 이로 공정은 기술개발이 재 진행 이므로 이에 한 안 조치 

근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안 조치의 핵심인 핵물질 계량

리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 공정 시설을 구축하기 해서는 

이에 합한 새로운 계량 리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로 공정은 공정의 특성

상 공정 물질의 형태가 다양하고 공정 물질에 포함된 Pu  U-235의 조성 성분이 

공정별로 균질하지 않으며, 공정물질 속의 핵분열 생성물에서 방출되는 다량의 감

마 방사선으로 인해 습식 재처리 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핵물질 계량 리 기

술을 그 로 용하기 어렵다. 

  한, 이로 공정물질인 사용후핵연료에 한 핵물질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핵

연료를 안 하게 처리하기 하여 선행되어야 할 요한 차이다. 습식 재처리 공

정을 이용하는 부분의 국가들은 공정에 투입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핵특성을 분석

하기 하여 성자  감마선 분  분석 방법을 용하고 있으며, 연소도, 핵분열

성 물질의 농도, 잔류 농축도 등을 비 괴 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 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를 비 괴 인 방법으로 측정한 경험은 있으나 핵

분열성 물질의 농도와 잔류 농축도 등에 한 측정 경험은 없다. 따라서 이로 공

정 개발을 해서는 연소도,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 잔류 농축도 등과 같은 핵물질

의 특성 규명을 한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기술은 후행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자원 활용

성 제고를 통한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로 기

술을 실 하기 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 투명성에 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

며, 이로 공정의 핵물질 흐름  계량 리 방안, 계량 장비의 측정 불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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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  평가를 통해 이로 시설에 한 안 조치성을 입증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I I I .  연 구 개 발 의  내 용   범

  당해 단계의 주요 연구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확립

   - ACPF 핵물질 계량  감시 장비의 성능 시험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CPF 안 조치 기술 검증

   - 해환원 공정 안 조치 기술체계 확립

   - 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방안 분석 

   - 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시스템 개발

   - 사용후핵연료 표 선원을 이용한 핵물질 계량장비 성능시험  검증

2.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설계  성능 시험

   - 감마/ 성자 통합 분석시스템 설계  개발

   - 감마/ 성자 통합 분석 기술 검증

   - Hold-up 상인식 시스템 개발

3.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

   -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 요건 분석

   -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비 평가

I V.  연 구 개 발  결 과

  당해 단계의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확립

 • ACPF 핵물질 계량  감시 장비의 성능 시험

   - ASNC의 샘  cavity 내의 성자 검출효율 균질도를 Cf-252 성자 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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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성자 측정효율 20.5 %(목표치 : 20 %)  균질

도 98.68 %를 얻음

   - 복된 펄스 신호를 감지하는 회로를 개발하고 ACPF의 ASNC에서 실험을 

수행함. Cf-252 선원(～106 nps) 성능시험에서 Singles는 1.27 %, Doubles는 

4.75 %의 향상된 신호 결과를 얻음 

   - 움직임 감지  문자 송 기능 등이 포함된 ACPF 핵물질 통합 감시 로그

램 개발 

   - ACPF의 감시시스템의 성능시험  IAEA/KINAC 데이터 송신 체계 구축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CPF 안 조치 기술 검증

   - 총 8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표 시료(SFS)를 이용하여 ASNC의 성능시험

(singles, doubles, triples rate의 측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Cm-244의 측정값

의 최 오차(random error)는 2.18 %(측정 시간 1000s)로 5 % 이내 오차의 

당  목표를 달성함

   - SFS 표시료의 화학분석 연소도와 감마스캐닝 연소도를 비교한 후 SFS 

rod-cut의 연소도를 화학분석 결과에 맞게 조정하여 ASNC의 Cm-244 성

자에 한 교정곡선을 구함 (297.0[doubles rate/mg of Cm-244])

 • 해환원 공정 안 조치 기술체계 확립

   - 사용후핵연료  해환원 공정 물질에 한 성자 측정에 의한 핵물질 계량

값의 추정 데이터베이스를 ORIGEN-ARP, MCNPX 코드 등을 이용해 구축함

 • 해정련 공정의 계량방안 분석  계량 시스템 개발 

   - 이로 공정 물질의 계량 리에 용할 비 괴 분석방법  하나로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 기술의 해정련 공정물질에 한 용성을 평가함

   - 기존 피동형 성자 동시계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성자 선원으로 동

원소 는 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성자 계수 장치 구축  기  성

능 평가를 수행함

   -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기 테스트를 해 천연우라늄  2.67 wt% 농

축우라늄 산화물 분말(UO2 powder) 시료에 해 측정함

   - 성자 발생기를 사용한 경우, 천연 우라늄산화물 3.5 kg (21.7g 
235

U)에 해 

2.64 cps/g-
235

U의 동시계수율, 평균 백그라운드 표 분포 9.57 cps, 백그라운

드 보정 후 동시계수에 한 표 분포 13.8 cps 획득

   - Cf-252 선원을 용한 능동형 성자계수에서는 15 ～ 30 g-
235

U 에 해서는 

6 % ～ 10 %, 67.2 g-
235

U 샘 에 해 5.2 %, 100.8 g-
235

U 샘 에 해 3.86 

% 오차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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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의 용성 분석

   - 기본 속원소(Cu, Cr, Ni)  란탄족 원소(Nd, Sm)에 한 정량분석을 수행

하여 검정곡선에 한 측정오차(0.63 ∼ 5.82 %)를 확인함 

2.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설계  성능 시험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G23/J502) 상으로 27～60 GWD/MTU의 총 8단계의 

연소도에 한 ORIGEN-ARP 코드 시뮬 이션 결과를 생산함

   - 연소도별 성자 계수값  오차, 방사능, Cm ratio, (α,n) 성자 값 등을 분

석, 최  표 선원 설계 자료를 생산함

   - 사용후핵연료의 표  연료시편(J502-R13 시편)의 감마선 분 분석법과 화학분

석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비교ㆍ평가함(연소도 4.8 %(목표치 : 측정오차 5 % 

이내), Pu/U 비 0.8 % 차이로 일치 확인)

 • 감마/ 성자 통합 분석시스템 설계  개발

   - 디스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 측정을 한 이 원추형 감마시 기  시 집합

체를 설계함

   - 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원추형 시 기 집합체  특수 HPGe 

Detector 설계·제작하여 감마/ 성자 신호의 통합 분석 측정시스템 을 구축함

 • 감마/ 성자 통합 분석 기술 검증

   -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한 감마선 분석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의 비교ㆍ평가함

(감마선 분석 연소도, Pu/U 비 값의 정확성 검증)

 • Hold-up 상인식 시스템 개발

   - 감마/ 성자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여 데이터를 상화 할 수 있는 이동식 

He-3 감마/ 성자 검출 시스템을 설계함

 • 사용후핵연료 용감시  핵특성 통합 분석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내부 치별 감마  성자 측정기술을 개발함

 • FRAM 감마선 분석 기술

   - FRAM 분석 기술을 용하여 감마선 분 분석법을 이용한 우라늄, 루토늄 

동 원소 비 분석 기술을 도입하고, 핵물질 계량 리 용 가능성을 분석함

   - 사용후핵연료 감마선 분 분석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루토늄, 큐

륨의 핵분열로부터 발생하는 감마선 측정을 한 측정 장치 최 화를 이룸

3.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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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조치 시스템의 요소별 특성  안 조치 타당성 분석

   - 미국 LANL과 공동으로 100 MT-HM/년 규모의 KAPF에 한 안 조치성을 

분석함

   - KAPF의 상 Pu MUF(Material Unaccounted For) 불확도를 산출함

 • JD 확보를 한 기반 마련

   - 해환원 공정실험 수행을 한 JD 비보고서를 작성함 

   - 한ㆍIAEA간 안 조치이행 실무그룹회의에서 ‘ 이로 시설의 안 조치방안 개

발’지원을 한 회원국지원 로그램(IAEA MSSP)의 추진을 합의함(2007.12)

 • 핵물질 계량장비 측정 불확도 분석

   - 안 조치를 한 핵물질계량 시 고려해야 할 측정불확도를 bulk, sampling, 

analysis 세 범주로 나 어 자세히 기술하고 검토함

   - 이로 공정의 핵물질 재고 주요 측정지 에 한 각각의 계량방안  그에 

따른 bulk, sampling, analysis 불확도를 기존 연구결과를 토 로 분석하고 

측함

 • 안 조치 시스템 모사  분석

   - Pyroprocess 시설에 한 안 조치 시스템 비 개념 설계

   - 10 톤/년 규모의 ESPF에 한 U-235와 Pu MUF 불확도 분석

 • 이로 공정 핵물질 계량방안 분석

   - 이로 공정의 핵물질 계량 리를 해 핵물질 분말 균질화 공정이 필요한 것

으로 단하고, 계통 불확도  공정방해 최소화를 해 통합 NDA 장비 개발 

용을 통한  핵물질 계량 리 방안을 제안함

   - 3  주요 측정 지 을 설정하고 각 지 의 계량방안  계량 차를 도출하

고, 상 공정물질, 재고변동단 , 샘 링  측정 장비, 각각의 불확도 등을 

측·제시함

 • 이로 시설에 한 안 조치성 분석 산코드 개발

   - 이로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을 한 산코드의 기본 설계  개발

 • 한-IAEA간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기술기  마련을 한 공동연구 수행

   - 기  이로 시설의 개념 설정을 해 2회에 걸친 실무그룹 회의  1차년도 

진도보고서 제출

 • ACPF의 안 조치 이행  PRIDE의  설계정보서 작성

   - ACPF의 핵물질 계량 리  사찰 수검(총 9회) 

   - ACPF 내 IAEA 감시장비(감시카메라  성자 모니터) 설치 완료

   - IAEA 시설부록 취득을 한 PRIDE 시설의 기 설계정보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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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 구 개 발  결 과 의  활 용 계 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이다.

  ASNC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테스트 결과는 고방사선 핫셀 환경 내에서의 

ASNC의 안정 인 동작과 Cm-244 성자에 한 정 한 측정 능력을 입증하 으

며, 여기서 축 된 경험과 기술은 앞으로 건설될 공학규모 이로 공정 시설의 비

괴 성자 측정장치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능동형 성자 측정 기술은 성자 발생률이 낮아 수동형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회수우라늄 등의 핵물질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핵특성 분석 시스템은 사

용후핵연료를 취 하는 시설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SF시편 시험결과는 화학분석 연소도, 

Pu/U 비율값과 비교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연소도에서 4.5 %, Pu/U비에서 0.8 % 

이내의 오차를 보여, 측정 정확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연료형태, 농축도, 비출력 등을 갖는 SF시편에 하여 많은 

시험자료를 축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화학분석 횟수를 이면

서 사용후핵연료에 한 핵물질 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한 일부 분석 알

고리즘이 개발되면 핵물질 계량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FRAM 감마선 분석기술은 분석 정확도에 한 검증을 통하여 PRIDE의  핵물질 

계량 리에 용이 기 되며, 감마선 분 분석을 통한 Cm/Pu비 결정 기술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Pu, Cm 핵분열 감마선 검증  사용후핵연료 계량 리 용 검토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  핵물질 비 괴 분석 기술로 정립이 기 된다.

  안 조치성 분석용 산코드는 한-IAEA간 MSSP 과제인 “ 이로시설의 안 조

치방안 개발” 과제에서의 안 조치성 분석  안 조치 설계 기 자료 생산에 활용

될 것이다. 한, 이 산코드의 기능을 보완하여 PRIDE 시설의 안 조치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정이다. 



- 11 -

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Safeguards Technology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analyze the safeguardability of pyroprocess 

facility and to establish the safeguards system for pyroprocess by developing 

the technology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for unit process, surveillance 

technology and nuclear characteristic analysis technology which are needed to 

demonstrate the safeguards technology of pyroprocess.

Even though the pyroprocess technology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all over 

the world, its safeguards approach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and especially,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safeguards has not 

been established as well.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ew accountancy 

technology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construction of pyroprocess facility is 

needed. Due to the nature of the process, pyroprocess has various kinds of 

process material form, and the composition of Pu and U isotopes included in 

process material is not homogeneous. Also, the existing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technology for a wet reprocessing facility is hard to apply because 

of a large quantity of gamma-ray radiation which is emitted from the fissile 

products in process material. 

The investigation of the nuclear material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 is also 

important step needed to be preceded to handle nuclear fuel safely. Most 

countries using a wet reprocessing use neutron and gamma-rays spectroscopic 

analysis to analyze the nuclear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 and measure burnup, 

concentration of fissile material, residual enrichment in a nondestructive way. 

The burnup of spent fuel has been measured in a nondestructive way by 

KAERI, but the concentration of fissile material and residual enrichment have 

not been measured yet. For this reason, the technology for investiga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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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nuclear material such as burnup, concentration of fissile 

material, residual enrichment should be developed. 

Pyroprocess technology is focused on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by improving proliferation resistance,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resource utilization of back end nuclear fuel cyc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fidence should be secured for the realization of 

pyroprocess technology. Also, a study to demonstrate the safeguardability for 

pyroprocess facility is needed through analyzing and evaluating nuclear material 

flow, accountancy of pyroprocess, and the measurement uncertainties of 

accounting equipment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for unit 

processes of pyroprocess 

   -OPerformance test of equipments for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containment/surveillance of the ACPF

   - Verification of ACPF's safeguards technology using spent fuel

   - Establishment of safeguards-technological scheme for electroreduction    

process

   -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for electrorefining process

   - Development of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system for electrorefining 

process

   - Performance test and verification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equipment 

using standard source of spent fuel.

2. Verification of nuclear characteristic analysis technology of pyroprocess 

nuclear material

   - Design the standard source for analyzing nuclear material of pyroprocess 

and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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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 and development of Gamma/Neutron integrated analysis system  

   - Verification of Gamma/Neutron integrated analysis technology 

   - Development of hold-up image recognition system

3. Safeguardability analysis and preliminary evaluation for pyroprocessing 

facilities

   - Analysis of safeguards requirements for pyroprocess facility

   - Analysis of safeguardability for pyroprocess facility

   - Preliminary evaluation of safeguardability of pyroprocess facility

IV. Result of the Project

  The result of major R&D works in this phase is as below;

1.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for unit 

processes of pyroprocess

 

 •9Performance test of equipments for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containment/surveillance of the ACPF

    - The measurement result of neutron detection efficiency and its uniformity 

in sample cavity of ASNC using Cf-252 source is that the detection 

efficiency and uniformity are 20.5 %(original target value: 20 %) and 

98.68 %, respectively.

    - A circuit which can detect the overlapping pulse signal has been 

developed, and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using ASNC in ACPF. 

Singles and Doubles are improved to 1.27 % and 4.75%, respectively in 

the performance test of Cf-252 source(～10
6 

nps). 

    -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urveillance program for ACPF safeguards 

including functions such as movement detection and text message sending  

    - Performance test of surveillance system of ACPF and construction of 

IAEA/KINAC data trans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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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ification of ACPF's safeguards technology using spent fuel

    - As the result of ASNC's performance test (singles, doubles and triples 

rates)  using eight PWR spent fuel standards (SFS), the maximum 

random error for Cm-244 neutron measurement is 2.18 % (measurement 

time: 1000 s) and this result shows the original target value 5 % is well 

achieved.

    - The ASNC's calibration curve for Cm-244 neutrons was obtained by 

comparing the chemical analysis burnup of representative samples of SFS 

with gamma-scanning burnup and matching the burnup of SFS rod-cuts 

with chemical analysis results (calibration constant: 297.0[doubles rate/mg 

of Cm-244]).

 • Establishment of safeguards-technological scheme for electroreduction 

process

    - The expected database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values by neutron 

measurements for spent fuel and electrolytic-reduced process materials 

has been established by using the ORIGEN-ARP and MCNPX codes.

 •9Analysis of accounting method for electrorefining process and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to elcetrorefining process material of active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technology as one of the nondestructive 

analysis method which will be applied to the accountancy of pyroprocess 

material

    - Development of active neutron counter using an isotope or a neutron 

generator as an external neutron source with the passive neutron 

coincidence system and conducting its basic performance test

    - Measurement for the NU and 2.67 wt% of UO2 powder samples and 

comparison with the simulation result

    - In the case of using a neutron generator, the coincident counting rate was 

2.64 cps/g-
235

U for 3.5 kg natural uranium oxide (up to 21.7g of 
235

U). 

Average background standard deviation was 9.57 cps, and signal standard 

deviation after background subtraction was 13.8 cps.

    - In case of using active neutron counter with 
252

Cf neutron source, the 

error was 6 % to 10 % for 15 ～ 30 g-
235

U, 5.2 % for 67.2 g-
235

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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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for  100.8 g-
235

U. 

 • Analysis of applicability of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 Confirmation of measurement error (0.63 ∼ 5.82 %) for calibration curve 

by performing quantitative analysis of basic metallic elements(Cu, Cr, Ni) 

and lanthanide(Nd, Sm).   

 

2. Verification of nuclear characteristic analysis technology of pyroprocess 

nuclear material

 • Design the standard source for analyzing nuclear material of pyroprocess 

and performance test

    - ORIGEN- ARP code simulation result for total 8 stages of burnup of 27～60 

GWD/MTU on spent fuel assembly(G23/J502).

    - Analysis of neutron counting value, radioactivity, Cm ratio, (α,n) and neutron 

value as function of burnup, and producing optimal design values for a 

standard source 

    -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analysis result by gamma-rays spectroscopic 

analysis and chemical analysis for standard fuel sample(J502-R13 sample) of 

spent fuel, which results 4.8 % difference in burnup (target : less than 5 % of 

measurement error), and 0.8 % difference in Pu/U ratio 

 • Design and development of gamma/neutron integrated analysis system  

    - Design of a dual cone-type gamma-ray collimator and assembly for the 

measurement of disk-type spent fuel sample 

    - Construction of gamma/neutron integrated signal measurement and analysis 

system by developing signal analysis algorithm, designing and fabricating the 

dual cone-type  collimation assembly and special HPGe Detector      

 • Verification of gamma/neutron integrated analysis technology 

    -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he result of gamma-ray analysis and chemical 

analysis for spent fuel sample (verification of gamma-ray analysis burnup and 

the accuracy of Pu/U ratio value) 

 • Development of hold-up image recognition system

    - Design of potable He-3 gamma/neutron detection system which has 

function of imaging data by measuring gamma/neutron signal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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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Development of surveillance technology of spent fuel diversion and nuclear 

characteristic integrated analysis technology

    - Development of gamma-ray and neutron measurement technology for the inside 

measurement of spent fuel assembly

 • FRAM gamma-ray analysis technology

    - Adoption of U, Pu isotope ratio analysis technology using gamma-ray 

spectroscopic analysis by applying FRAM analysis technology, and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 Optimization of measurement device for measuring gamma-rays emitted 

from nuclear fission of Pu, Cm in spent fuel through spectroscopic 

analysis of spent fuel gamma-rays

3. Safeguardability analysis and preliminary evaluation for pyroprocessing 

facilities

 • Analysis of the elemental characteristics of safeguards system and the 

validity of safeguards

    - Analysis of safeguardability for KAPF, which has scale of 100 

MT-HM/year, in collaboration with LANL

    - Calculation of the expected Pu MUF(Material Unaccounted For) 

uncertainty of KAPF: 2.114 kg

 • Preparation for the Joint Determination(JD) between ROK and US  

    - Drawing up a JD preliminary report for performing a experiment of 

electroreduction process  

    - Agreement on carrying forward the IAEA MSSP for the 'Support for 

Development for a Safeguards Approach for a Pyroprocessing Plant' at 

the Working Group Meeting for implementing safeguards between the 

ROK and IAEA

 • Analysis of measurement uncertainty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equipment 

    - Measurement uncertainty,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accounting 

nuclear material for safeguards, are classified into bulk, sampling, analysis 

category, and examined.

    - Accounting method for nuclear material at inventory ke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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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KMPs) of pyroprocess and uncertainties of bulk, sampling, and 

analysis have been analyzed and estimated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result. 

 • Simulation and analysis of safeguards system

    -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of safeguards system for pyroprocess  

facility

    - Analysis of MUF uncertainty of U-235 and Pu for 10 ton/year-scale 

ESPF

 • Analysis for pyroprocess material accounting methods

    - It would be necessary to homogenize nuclear material powder for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of pyroprocess, and we suggests to develope and 

apply 'Unified NDA System' for the pyroprocess NDA equipment in order 

to reduce systematic uncertainties and interruptions to process operation.

    - Three Key Measurement Points were set, and the accounting method and 

procedure were proposed. Target process material, inventory change unit, 

sampling, measurement equipment, and respective uncertainty were 

defined. 

 • Development of a computer code for analyzing the safeguardability of 

pyroprocess facility  

    - A basic design and development of a computer code for analyzing the 

safeguardability of pyroprocess facility  

 • Performing a joint research between the ROK-IAEA for establishing the 

criteria of safeguards technology for pyroprocess facility 

    - Two Working Group Meeting and the 1st progress report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 reference pyroprocess facility

 • Implementing the safeguards of ACPF and drawing up a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of PRIDE 

    -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of ACPF and inspection (total 9 times)

    - Completion of installing IAEA surveillance equipment (surveillance 

cameras and neutron monitors)  in ACPF

    - Drawing up and submission of the initial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of PRIDE for obtaining IAEA facility attachment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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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tions of R&D Results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project will be utilized as follows; The hot 

test results of the ASNC using spent fuel demonstrate the ASNC's stable 

operation in the high radiation hot cell and precise measurement capability for 

Cm-244 neutrons. It is expected that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technology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neutron measurement 

equipments for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ies which are going to be 

constructed in future.

  Active neutron counting technology would be utilized in measuring nuclear 

material of recovered uranium in real time which are not measured in passive 

NDA because of the low spontaneous fission rate.

  The experimental result of SF sample using newly developed gamma/neutron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has been compared and evaluated with chemical 

analysis burnup and Pu/U ratio value. As a result, it has high measurement  

accuracy showing the difference of 4.5 % in burnup and of 0.8 % in Pu/U ratio. 

Therefore, if the experimental data on SF sample which has different form of 

fuel, enrichment, and specific power is accumulated, nuclear material 

characteristic analysis of spent fuel would be performed reducing the number of 

chemical analysis which is time and money consuming. Also, it would be used 

in nuclear accounting when a part of analysis algorithm is developed.

  It is expected that FRAM gamma-rays analysis technology would be applied 

to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of PRIDE by verifying analysis accuracy, and 

that Cm/Pu ratio determination technology through gamma-ray spectroscopic 

analysis would be established as the next generation nuclear material 

nondestructive analysis technology by performing follow-up study,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spent fuel accountancy, and verifying Pu, Cm fissile 

gamma-rays.  

  A computer code for analyzing safeguardability would be utilized in 

safeguardability analysis and production of initial information for safeguards 

design for the ROK-IAEA MSSP project titled in "Support for Development for 

a Safeguards Approach for a Pyroprocessing Plant". It would also be utiliz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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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afeguards system of PRIDE by improving the function of this 

compute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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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안 조치(Safeguards)란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

동을 의미하며, 안 조치의 주요 상은 평화  목 의 원자력활동에 수반되는 핵

물질, 장비, 시설, 기술  이들에 의하여 생되는 물질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 조치를 행하는 구체 인 주요 수단은 사찰(Inspection)이며, 해당국가가 제공

한 핵물질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증한다. 이를 하여 핵물질 계량(Accounting), 격

납(Containment)  감시(Surveillance)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해

당 국가에서 실시되며, IAEA 본부에서는 계량 데이터의 분석  확인, 인의 

손 여부 확인, 연구개발 활동정보에 한 분석 등을 하게 된다. 이들 수단들은 

체 으로 안 조치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상호 보완 으로 사용되고 있다. 

  핵물질 계량은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핵물질의 양과 일정한 기간 에 발생하

는 양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물질수지구역(MBA : 

Material Balance Area)을 지정하여 특정 MBA 내에서의 핵물질  핵 련 물자

의 수량에 한 정보를 측정, 분석, 기록, 보고, 유지 리한다. 핵물질  련 물

자의 재고가 항시 정확히 악된다면 이들이 군사  목 으로 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악된 재고의 양이 MUF(Material Unaccounted For)

를 고려하여도 원래 있어야 할 양과 차이가 난다면 일단 용을 의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설 내의 핵물질을 정확히 계량하기 해서는 신뢰성 있는 계량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용자 입장에서의 안 조치의 주요한 요소는 핵물질 

계량  격납/감시이며, 신규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안 조치성 입증도 매우 

요하다. 본 과제는 이로시설에서는 핵물질 계량에 주안 을 두면서 안 조치 

련된 주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기획되었으며, 본 과제의 목 은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 기술 실증에 필요한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과 Pyroprocess 핵특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과제의 목 을 성취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ACPF의 핵물질 계량  감시 장비를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성능 시험하

고, IAEA 안 조치 이행 차를 검증함으로써 해환원 공정의 안 조치 기술체계

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해환원 공정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핵물질이 생성되는 

해정련 공정의 경우는 핵물질 계량기술을 분석하고 합한 계량 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Pyroprocess 단 공정의 핵물질 계량 리 기술을 검증한다. 셋째, 표

선원을 설계하고 제작한 후 성능시험을 하고, 감마/ 성자 통합 시스템을 설계/개

발  검증함으로써 Pyroprocess 핵물질의 핵특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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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 요건을 분석하고 안 조치성을 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 하여, 본 과제의 목표와 연구내용이 설정되었다. 즉, 본 과제

의 최종연구목표는 Pyroprocessing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과 단 공정물질 측정장

치  감시기술 개발을 통하여 Pyroprocess 핵물질 계량 리 기술을 확립하고 핵특

성 분석기술을 개발하며, 시설의 안 조치 시스템 비 설계를 이룩하는 것이며, 

한, 미, IAEA 력을 통해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에 한 국제투명성

을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사용을 한 JD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해, 제 1 단계(2007 - 2009 )에서는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 기술 실

증에 필요한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과 Pyroprocess 핵특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를 수행한다.  

  1 단계의 세부 연구내용은 Table 1.1.1에 정리하 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Pyroprocess는 공정의 특성상 공정 물질의 형태  공정 물질에 

포함되는 루토늄  U-235의 구성이 공정 단계별로 다양하고, 공정 물질속의 

핵분열 생성물에서 방출되는 다량의 감마방사선으로 인해 습식재처리 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핵물질 계량 기술을 그 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화학분석에 의한 

DA(Destructive Analysis) 방법을 용할 수 있지만, 분석시간이 길고, 소량만 분

석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 Pyroprocess 시설에 합한 새로운 비 괴분석 방법 

개발이 불가피하다. 

  해정련 공정은 기술개발이 진행 인 계로 세계 으로 이에 한 안 조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안 조치의 핵심인 핵물질 계량에 한 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해정련 공정에 용 가능한 기술을 분석하고, 

합한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로 공정에 투입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핵물질 특성은 습식 처리 공정을 사용

하는 부분의 국가에서 성자  감마선 분  분석 방법을 용하고 있으며, 연

소도,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 잔류농축도 등을 비 괴 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지 까지 사용후핵연료에 한 비 괴 인 방법으로 연소도를 측

정한 경험은 있지만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와 잔류 농축도 등은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아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에 한 해정련 공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공정 에 연소도,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 잔류 농축도 등의 핵물질 특성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공정에서 FP(Fission Products)가 부분 제거되는 경우, 습식재처리 공

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용 할 수 있겠지만 FP가 다

량 잔존할 경우, 새로운 계량기술을 개발하든지, 는 공정 생성물의 형태를 계량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키든지, 그 지 않으면 측정 자료에 한 새로운 해석 방법

(methodology)을 개발하여야 한다. 성자  감마선 분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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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

1차년도 2007

Pyroprocess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개발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개발

 - ACPF 핵물질 계량  감시장비의 성능시험

 ㆍCf-252선원(C7-427, 2.8×106 nps)을 이용한 

ASNC의 성능시험

 ㆍSFS(사용후핵연료 표 선원)를 이용한 

ASNC의 성능 시험

 ㆍACPF 격납  감시 장비의 성능시험  

IAEA 검증

 - 해정련 공정의 계량방안 분석

 ㆍ우라늄 Cathode 석출물 측정방안 분석

 ㆍ정련잔여물(U+TRU+RE) 측정방안 분석

 ㆍ능동형 성자 측정장치 설계  모듈 제작

 ㆍPyro 핵물질 흐름분석  통합 계량 리 방

안 수립

모델정립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

◦Pyro 핵물질 핵특성 분석방안 설정

 - Pyro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설계

 - 감마/ 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

 ㆍ감마/ 성자 통합분석 방안 설정

 ㆍSF 용감시  핵특성 분석장치 개념 설계 

모델정립

Pyroprocess 

안 조치 요건 

분석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 요건 분석

 - 안 조치 시스템의 요소별 특성  안 조치 

타당성 분석

 - JD 확보를 한 기반 마련

자료수집 

 분석

2차년도 2008

Pyroprocess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검증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검증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CPF 안 조치 기

술 검증

 - 해정련 공정의 계량장치 개발

 ㆍ능동형 성자 측정 장치 모듈 성능시험 

 ㆍ우라늄 석출물  정련잔여물(U+TRU+ RE) 

측정 기술개발 

 ㆍPyro 핵물질 통합계량 리 코드의 기본 개

념 수립

시작품 

제작

Pyroprocess 

핵특성 

분석기술 개발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분석 기술 개발

 - Pyro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성능 시험

 - 감마/ 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개발

 ㆍ감마/ 성자 통합분석 알고리즘 개발

 ㆍSF 용감시  핵특성 통합 분석기술 개발

시작품 

제작

Pyroprocess 

안 조치성 

분석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 핵물질 계량장비 측정오차 분석

 - 안 조치 시스템 모사  분석

모델정립

Table 1.1.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한 평균연소도, Pu/U 비, 잔류농축도, 핵분열성 물질량 등

을 결정하는 기술과 해석방법을 Pyroprocess 공정의 핵물질 계량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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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

3차년도 2009

Pyroprocess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확립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

술 확립  JD 획득에 필요한 핵물질 계량 

오차 감연구

 - 해환원 공정 안 조치 기술체계 확립

 - 해정련 공정의 계량 리 시스템 개발

 -사용후핵연료 표 선원을 이용한 핵물질 계량

장비의 성능시험  검증 

 -LIBS 기술  성자 공명 역 흡수율 측정

기술(SINRD)의 용성 분석  

시작품제

작  

성능검증

Pyroprocess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Pyro 핵물질 핵특성 분석 기술 검증

 -Hold-up 상인식 시스템 개발

 -화학분석값을 기 한 감마/ 성자 통합 분석

기술 검증 

 -PC/FRAM을 사용한 Pu  U 측정 가능성 

분석 

시작품제

작  

성능검증

Pyroprocess 

안 조치성 

비 평가

◦Pyro 시설의 안 조치성 비 평가

 - 이로 단 공정별 핵물질 측정방안 분석 

 - 이로시설의 안 조치 개념설계   안 조

치성 비 평가

 - 이로 시설에 한 안 조치성 분석 산코

드 개발  

 -한-IAEA간 이로시설의 안 조치 기술기  

마련을 한 공동연구 수행

 -ACPF의 안 조치 이행  PRIDE의  설계정

보서 작성

모델정립 

 

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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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 외  기 술 개 발  황

  GEN-IV PR&PP(Proliferation Resistance & Physical Protection) 연구그룹에

서는 2005년부터 핵확산 평가 분야 외에 안 조치 시스템과 련하여 Pyro 시설의 

모델을 ESFR (Example Sodium-Cooled Fast Reactor)로 가정하고 이에 한 안

조치 시스템 방안 연구를 수행 에 있다.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에서 2005년부터 DOE 연구과제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의 진 여

부를 별할 수 있는 감마/ 성자 검출기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미국의 

SNL(Sandia national Lab.)에서는 2005년 상 감시 데이터를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받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앞으로 방사

선 감시 데이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송받는 기술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LANL을 필두로 Calorimetry, 성자 동시측정 장치(Neutron 

Coincidence Counter), 감마 핵종 분석 장치 등을 개발하여 미국 내의 핵무기  

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핵물질을 리해 오고 있으며, 이 기술을 IAEA 뿐만 아

니라 ORTEC, Canberra 등의 련 산업체에도 이 하여 왔다. LANL의 안 조치 

련 연구의 역사는 40년 가까이 되었으며, 재 IAEA의 핵물질 계량 리를 한 

NDA 시스템의 부분이 LANL 기술이며, IAEA의 안 조치 련 핵물질 계량 리 

교육도 LANL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국 내의 LLNL, ORNL(Oak Ridge National 

Lab.), SNL, INL 등에서도 련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각 연구소마다 각 시설의 특

성에 맞는 방사선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911 사태가 난 이

후, 최근 들어 미국 본토에서의 테러를 비한 Homeland Security 련 연구가 많

이 생겨났으며, 여기에는 핵물질 탐지에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핵물질을 계량하기 해서는 그 핵물질에 포함된 루토늄 혹은 우라늄

-235의 존재를 핵분열 생성물과 같은 다른 물질의 신호와 구분 짓는 독특한 

"signature"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는 열, 성자, 감마선 등의 세 가지가 표

이다. 루토늄  우라늄-235에서는 그들만의 독특한 에 지 역의 감마선을 방

출하지만, 핵분열 생성물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양이 상 으로 무 많아 감마

선 측정으로는 Pyroprocess 핵물질을 계량할 수 없다. Pyroprocess 핵물질에는 

항상 루토늄  우라늄-235와 함께 Np, Am, Cm 같은 MA들도 함께 따라다니

며, Cm-244 핵종에서 나오는 성자가 루토늄  우라늄에서 방출되는 성자

에 비해 지배 이다. 따라서 성자의 측정을 통해 직 으로 루토늄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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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의 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주로 Cm-244와 루토늄 혹은 우라늄

-253의 핵종비를 DA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후 Cm-244의 성자를 측정하여 

핵물질을 계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LANL 등에서 개발한 핵물질 계량기술은 

주로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clean"한 순수 루토늄, 우라늄만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하고자 하는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된 

"dirty“한 Pyroprocess 핵물질을 계량하는데 LANL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

  국의 BNFL(British Nuclear Fuels Limited)은 Sellafield 재처리  MOX 공

장에서 생산되는 루토늄 핵물질의 품질 리를 목 으로 감마 혹은 성자를 측정

하는 비 괴 핵물질 계량 장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나, 이 한 핵분열 생성물 

 다른 MA 핵종이 포함되지 않은 "clean"한 순수 루토늄을 계량 리 상으로 

하기 때문에 Pyroprocess 공정의 핵물질 계량에는 합하지 않다.

  일본의 Rokkasho Reprocessing Plant(RRP)는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에서 운

되는 세계 유일의 상용 재처리 시설로서 IAEA의 안 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해 

다양한 방법의 핵물질 계량 리 장비를 개발하여 설치·운 하고 있다. RRP 핵물질 

측정은 주로 On-Site Laboratory(OSL)와 Automatic Sampling Authentication 

System(ASAS)이라는 괴분석(DA)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 흐름을 방해하지 않

고 근 실시간으로 루토늄을 측정하고 있다. RRP에서의 NDA 시스템은 

ISVS(Integrated Spent fuel Verification System), IHVS(Integrated Head end 

Verification System), RHMS(Rokkasho Hulls Measurement System), VCAS 

(Vitrified waste Canister Assay System), HKED(Hybrid K-Edge Densitometer), 

TCVS(Temporary Canister Verification System), iPCAS(improved Plutonium 

Canister Assay System)  WCAS(Waste Crate Assay) 등으로 거의 부분 

LANL에서 개발해 오고 있으며 향후 DA 시스템과 같이 활용될 정이다. 습식 재

처리 시설의 핵물질은 균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DA 방법에 의한 핵물질 계량의 샘

링 오차가 극히 작으며, RRP 시설에서의 OSL의 용으로 측정 시간을 단축하여 

시설 이용률에 한 향을 최소화하 다. 하지만 습식 재처리 공정과는 달리 

Pyroprocess 공정 물질은 균질화 되어 있지 않고, 그 형태도 다양해서 샘 링에 의

한 DA 방법은 큰 샘 링 오차와 긴 측정시간이 요구되어 용량으로 갈 경우 시설

의 이용률을 감소시키게 되고, 실시간 계량 리를 이룩할 수 없으므로, 이런 DA 방

법으로 Pyroprocess 공정의 핵물질 계량 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LANL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한 Self-Fluorescent X-rays(XRF)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Pu/U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이 방법은 별도의 

X-ray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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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의 K X-rays를 coaxial Ge 검출기로 검출하여 X-선 역의 피이크들을 분석하

는 기술이다. 

  부분의 국가에서 감마선분 분석에 의한 핵물질 계량 방법으로 미국의 

Gunnink가 개발한 MGA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코드는 순수한 핵물질만 

존재하거나 FP량이 극미량 존재할 때에만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성자 측정에 의

한 핵물질 계량은 주로 passive neutron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

부 방사선측정 기기 생산업체에서 이미 성자/감마 동시 측정장치(JCC-15 

Glovebox Neutron/Gamma Counter, JCC-35 Neutron and Gamma Unattended 

Safeguards System 등)를 개발하여 핵물질 계량에 활용하고 있다. U과 Pu에서 방

출되는  에 지 의 감마선을 검출하기 하여 LEGe Detector를 사용하고 있으

며, 성자는 passive neutron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SF 화학처리 공정에서는 거의 모든 FP가 제거되기 때문에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 MGA 코드를 사용하여 핵물질 계량이 가능하며, 성자 측정 장치 부분

에서도 감마선 차폐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FRAM 감마선 분석기술은 감마선 분 분석을 이용하여 임의의 시료에 한 루

토늄, 우라늄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연구  하나는 1970년  LANL에서 제안되었

는데 이 제안에서는 특히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 내부의 물질 구성과 동일하게 분포

된 동 원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감마선 에 지에 따른 검출기의 상

 효율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료의 루토늄, 우라늄양을 결정하고자 하 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 후 발 되어 재 LANL에서 우라늄, 루토늄 분석을 한 

FRAM(Fixed-energy Response-function Analysis with Multiple efficiencies) 

코드로 개발되었다. 최 의 FRAM은 1988년 LANL의 Plutonium Facility에 VAX 

기반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후 1990년  반 PC 기반의 Window에서 운용되는 

PC/FRAM으로 진화하 다. 그 후 방사선 계측 기업들과 기술 력을 통하여 루

토늄, 우라늄 분석 기술로 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랑스, 국, 러시아 등 규모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이 습식재처리 공정에 의해서 순수한 U과 Pu를 추출하고 미국과 거의  같은 방

법으로 핵물질을 계량하고 있다. 그리고 국의 Thorp 시설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해서 별도의 감마  성자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연소도, 핵분열성 물질의 농

도 등을 결정하고 있다.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일본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정에

서는 미국, 유럽 등과 거의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장수

조에서 Burn-up credit 용을 하여 집합체에 한 평균연소도, Pu/U비, 잔류농

축도, 핵분열성 물질량 등을 감마선  성자를 동시 측정하여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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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토늄의 정량 측정 장치는 IAEA 장비에도 있고, 2005 년도에는 이탈리아에서 

효율 60 %인 측정 장치를 개발한 것이 발표되었다. 이 측정 장치는 MOX 핵연료에 

사용할 루토늄의 정량측정에 한 것으로 1개의 링당 He-3 튜  검출기 65 개

를 4 개의 링으로 장착한 장치로써 Pu의 측정오차가 2 % 이내로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장치는 루토늄 외에 Am-241이 불순물로 포함된 시료에 해

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을 삼는 TRU 체에 한 측정에 직  

용하지는 못한다.

제  2    국 내  기 술 개 발  황

  한국원자력연구원은 OREOX 공정과 유사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분말화 처리 공

정인 DUPIC 공정의 핵연료에 한 핵물질 계량 리  안 조치에 합한 성자 

측정 장치 개발에 한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KAERI와 LANL의 공동연구로 

DSNC (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라는 비 괴 성자 동시측정 장치를 

1999년에 개발 완료하고 IAEA로부터 공인을 받아 2000년 반부터 DFDF(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시설의 핵사찰 시 핵물질 계량 리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장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로 공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차

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설(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Demonstration Facility)의 실험실 규모의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해환원 속

환체의 핵물질계량을 한 비 괴 성자 동시측정 장치인 ASNC (ACP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독자 으로 개발하여 고방사선 핫셀 내에서 원격

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험이 있다.

  DSNC 개발과 함께 DFDF에 한 격납 감시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이

를 해 Gate 성자 모니터  감시카메라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외부기 과 VPN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하는 기능을 설치한 경험이 있다. 모든 데

이터는 IAEA가 설치한 캐비넷에 모니터링 장비와 공유되었으며, 수시로 IAEA에서 

리하 지만, 2008년부터 시설 가동의 비활성화로 인해 IAEA 캐비넷을 철수한 상

태이다. Hold-up에 한 연구는 2002년에 기술 황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후 

2005년 사용후 핵연료를 취 하는 핫셀을 상으로 성자 측정용 실험장치가 제

작되어 기본연구를 수행하 지만, 실제 핫셀을 상으로 하는 실험을 진행하지는 

못하 다.

  ACPF의 핵물질 계량용으로 LANL과 력하여 성자 측정장비 ASNC를 2005 

년에 개발한 바 있다. 장비는 He-3 검출기 24개가 삽입되어 있으며, Cf-25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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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측정한 결과 약 21 %의 측정효율을 보 다. 이번 연구단계(2007-2009)에

서 ACPF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핫테스트를 통하여 성능을 실증하 다. 이

는 사용후핵연료 상으로 피동형 성자 동시 계수기를 핫 테스트한 례가 드물

기 때문에, 이 실증결과는 국제 안 조치 문가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정련 공정에 한 안 조치 기술은 세계 으로 개발된 사례가 없으며, 일부 

유사한 측정기술 연구결과만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단계에서 해정련 

공정 물질을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새로이 개발될 계획이며, 능동형 성자 계수

기에 주안 을 둘 것이다. 재 순수한 우라늄이나 루토늄에 한 능동형 성자 

계수기는 상품화되어 있지만, 해정련공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우라늄에 미량의 불

순물(TRU, RE)이 섞인 경우에 해 계량할 수 있는 장비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능동형 계수기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

존의 상품화되어 있는 장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1 차 인 목표를 설정하

지만, 최종 으로는 불순물이 포함된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능동형 성자 계

수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1999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한 연소도 측정 목 으로 감마선 

측정방식의 장치를 개발하여 조사후시험시설(PIEF) 수조에 설치/운 하고 있다. 이 

장치는 최  1,000,000 Ci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핵연료 

에 한 연소도 측정 시 약 5 %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다. 이 장치를 Pyro 시설

에 그 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부 장치의 구성을 Pyro 시설에 맞게 배열

하고, 연소도 측정뿐만 아니라 잔류농축도, Pu/U비 등의 핵특성 분석방법을 추가하

여 활용하면 새로 개발될 장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단계에 성

자와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감마선과 성자 측정의 장

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시설의 안 조치에 한 IAEA 기술기 이 없기 때문에 안 조치 시스템 

설계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안 조치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당해 단계에서 기존의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이로 시설의 안

조치 시스템을 구상하고 이에 한 안 조치성 비평가를 수행하 다. 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미국의 LANL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상용  시설인 KAPF 

시설(용량 : 100 톤/년)에 해서 안 조치성 평가를 개념 으로 수행하여, 안 조

치성 분석에 필요한 기술과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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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P yroprocess 단 공 정  핵 물 질  계 량 리  기 술  확 립

1. ACPF 핵물질 계량  감시 장비의 성능 시험

  가. HV 동작 압 결정

     성자 방출 세기가 다른 두 개의 Cf-252 성자 소스를 이용하여 기본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 다. 두 개의 소스  하나는 본 과제에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

던 소스(S/N: CVN101)로서 2007년 3월 30일자로 8.371×10
3

 nps의 성자 방출

율을 가지며 다른 하나의 소스(S/N: C7-427)는 미국의 Los Alamos National 

Lab.(LANL)의 N-1 그룹에서 구매한 후 직  교정하여 KAERI측에 보내온 소스로

서 성자 방출율이 2007년 3월 30일자로 2.721×10
6

 nps 다. 이 두 개의 성

자 소스를 이용하여 ASNC의 성자 검출 효율, 샘  캐비티 내의 성자 검출 효

율의 공간 분포, 성자 die-away time, 성자 동시 검출을 한 계수인 fd 

(doubles gate fraction), 성자 삼  동시 검출을 한 계수인 ft (triples gate 

fraction), 고방출율의 성자에 한 동시 검출 불감 시간 보정 계수인 A, B와 삼

 동시 검출 불감 시간 보정 계수인 multiplicity deadtime 계수, 마지막으로 He-3 

기체검출기에 공 되는 고 압(High Voltage, HV)의 변화에 따른 ASNC의 성자 

검출 효율 변화 곡선을 측정하여 ASNC의 정 동작 HV 압 등을 결정하 다

[3.1.1]. 

  ASNC에는 총 24개의 PDT110A 리앰 가 장착되게 되는데, 각각의 채 은 한 

의 리앰 와 He-3 기체검출기로 구성되어 총 24개의 채 로 구성되어 있다. 

리앰 의 압 증폭값과 He-3 기체검출기의 하 증폭값이 각각의 채 별로 다

르기 때문에 ASNC의 샘 캐비티 공간내에서의 고른 효율분포를 해 각 채 의 

성자에 의한 신호크기가 동일한 값이 되도록 PDT 리앰 의 압 증폭 이득을 

조정하 다. 압 증폭 이득 조정의 최종 목 은 모든 amp가 동일한 HV의 조건에

서 동일한 이득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다. Fig. 3.1.1은 Cf-252 성자 소스를 이용

한 ASNC의 A, B, C, D 네 그룹에 한 HV Plateau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룹과 모두 연결되었을 경우의 효율이 모두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HV plateau가 1670 V 정도에서 시작되어 거의 수평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

다. ASNC는 측정 상이 사용후핵연료이기 때문에 감마 일업 향을 고려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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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HV를 보수 으로 1650 V로 결정하 다(참고로 이 값은 추후에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에서 1680 V로 다시 정하게 됨).

Fig. 3.1.1. Cf-252 성자 소스를 이용한 ASNC의 HV Plateau 측정 결과.

  

  나. Gate Length 결정

Shift register의 predelay를 4.5 µs로 고정하고  Fig. 3.1.2와 같이 gate length 

값을 32, 64, 128, 256 µs 등의 네 가지에 해서 각각 doubles rate와 그 표 편차 

값(측정시간 300 )을 측정하여 doubles rate 값의 통계  오차가 최소가 되는 64 

µs를 ASNC의 gate length로 결정하 다(참고로 predelay의 경우는 그 값을 1.5, 3, 

4.5 µs 등으로 변화시켜가며 측정한 결과 별 차이가 없어 가장 일반 인 4.5 µs를 

predelay 값으로 정함).

  다. Die-Away Time (τ)

성자가 소스에서 방출되어 폴리에틸  등의 감속재를 거쳐 성자 동시 측

정장치에서 사라지게 될 때까지는 (1) 성자 동시 측정장치에서 검출되지 않고 빠

져나가거나, (2)  He-3 검출기완 반응하여 흡수되거나, (3) 수소 혹은 카드뮴 등에 

흡수 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분의 열 성자 검출기에서는 성자가 발

생되어 사라지게 될 때까지 그 개수가 발생한 시 을 기 으로 기하 수 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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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되며 이 때 시간 상수를 die-away time (τ)이라고 정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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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Gate length 변화에 따른 ASNC의 doubles rate와 그 오차의 변화.

 

  성자 동시 측정장치의 주요 특성 라미터 의 하나인 성자 die-away time

을 측정하기 하여 shift register의 gate length를 32, 64 µs 두 가지 경우에 

해서 동일한 Cf-252 성자 소스로 doubles rate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1.1과 

같다. Doubles rate는 (1 - e
-G/τ

)에 비례하기 때문에 동일한 predelay, die-away 

time, 측정시간 등의 조건에서 gate length를 64 µs와 32 µs 두 가지 경우에 한 

doubles rate 비와 die-away time τ의 이론 인 값은 각각 다음의 두 식 (1), (2)

와 같다. 부분의 성자 검출기의 die-away time이 32 µs와 64 µs 사이에 있기 

때문에 die-away time을 결정하기 한 실험에서 보통 32 µs와 64 µs가 두 gate 

length로  선택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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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s Rate 
(GW = 32 µs)

Doubles Rate 
(GW = 64 µs) Die-Away Time (μs)

26292 42125 63.0954

Table 3.1.1. Die-Away Time 결정을 한 실험 결과

  라. 성자 검출 효율 (ε)

LANL에서 보내온 Cf-252 성자 소스(C7-427)를 이용하여 ASNC의 성자 

검출효율 (ε)을 측정하 다. Cf-252 소스의 반감기(T1/2)가 2.645년이므로 Cf-252 

성자 소스의 성자 방출율(Y)는 다음 식 (3)과 같다[3.1.2].

)/)2ln(exp(* 2/10 TTYY ∆−−= ············(3)

  여기서 ΔT는 C7-427 성자 소스에 해 LANL에서 실시한 교정 실험 날짜인 

2005년 9월 21을 기 으로 효율측정 실험하는 날까지 지나간 시간이다. C7-427 

성자 소스의 경우 2005년 9월 21일에 성자 방출율(Y0)이 4,053,073 nps 이

다. Derandominzer와 splitter를 연결한 상태에서 2008년 4월 21일에 Y = 

2,059,429 nps이고 singles rate 값이 428,389 cps 이므로 효율 ε = 

428,389/2,059,429 = 20.8 %가 된다(참고로 이때 singles rate 값은 deadtime 

correction을 한 후의 값임).  

  마. Doubles와 Triples Gate Fractions(fD, fT)

Singles, doubles, triples rate 방정식에서 Cf-252에 한 doubles 와 triples 

gate fraction을 구하면 다음의 두 식 (4), (5)와 같다. 아래 두 식으로 구한 fD, fT 

값은 각각 0.5121, 0.3044이다. 이때 S, D, T 의 값은 C7-427 Cf-252 성자 소스에 

해 ASNC로 측정된 값이다[3.1.3]. 

S
Df

s

s
D

2

12
ν
ν

ε
=

············(4)

D
Tff

s

sD
T

3

23
ν
ν

ε
=

············(5)

  바. Deadtime Coefficient

아주 높은 성자 count rate에서는 neutron pulse 의 일부는 검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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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로의 deadtime에 의해 카운트 되지 않게 된다. 만약 두 성자가 서로 아주 가

까운 시간내에서 포획될 때 이들 성자에 의한 pulse는 겹쳐지게 되고 카운  회

로에서는 하나의 펄스로 인식되게 된다. 이런 상은 He-3 tube, 리앰 , 

discriminator 회로, OR 회로, shift register 입력 회로에서 발생될 수 있다.  측정되

는 singles, doubles rate는 이런 불감시간 상 때문에 펄스의 겹침 상이 없을 때

의 값들 보다 더 작으며, 세기가 다른 두 Cf-252 소스를 이용한 측정 실험에서 다

음의 경험식 (6), (7) 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3.1.4].

⎟
⎠
⎞

⎜
⎝
⎛=

4
exp m

m
SSS δ

············(6)

)exp( mm SDD δ= ············(7)

  이 때 S, D는 실제 불감시간이 없을 때의 singles, doubles rate이고 Sm, Dm 

은 측정된 singles, doubles rate 값이고, δ는 불감시간계수(deadtime coefficient) 

인자로서 A + B·Sm 과 같다. 여기서 A와 B는 상수이다. 의 두 식의 지수부분을 

deadtime correction factor라고 한다.

  경험식에 의해 ASNC의 경우 24개의 PDT110A 리앰  회로가 각각의 He-3 

튜 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리앰 의 불감시간을 고려했을 때 B=A2/4가 된다. 

Derandomizer와 splitter를 연결한 상태에서 불감시간계수를 구하는 실험을 

CVN101과 C7-427 세기가 다른 두 Cf-252 소스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이 실험

에서 두 소스에 한 D/S 비가 불감시간이 보정 되었을 경우 동일하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두 소스에 한 각각의 D/S 비는 다음 식 (8), (9)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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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식과 두 Cf-252 소스로 측정된 S, D 값을 이용하여 A에 한 방정식을 풀

면 다음의 식 (1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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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기서 A = a·10-6이고 B=b·10-12 이다. 이 게 해서 구한 a, b의 값은 각각 

0.4043, 0.040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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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icity deadtime coefficient는 세기가 다른 두 Cf-252 소스를 이용한 측

정 실험에서 두 소스에 한 T/D 비가 동일해 지도록 INCC 로그램의 

multiplicity deadtime δm를 결정하게 된다. 2008년 4월에 실시한 실험에서 

multiplicity deadtime은 109.68×10
-9

으로 구해졌다.

  사. Sample Cavity 공간 내의 효율 분포

Fig. 3.1.3과 Fig. 3.1.4는 C7-427 성자 소스를 이용하여 측정된 ASNC 원기

둥 모양의 샘 캐비티 내의 길이방향과 지름방향의 성자 검출 효율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샘 캐비티 내의 길이방향 효율분포는 33 cm 길이에서 그 평균값이 

20.5 %, 상 표 편차가 1.32 %이고, 지름방향 효율분포는 10 cm의 반지름에서 그 

평균값이 20.9 %, 상 표 편차가 0.89 %로 측정되었다(이때 ASNC는 LANL에서 

제공한 derandominzer와 splitter가 연결된 상태에서 측정이 수행됨)[3.1.5-3.1.6].

  Fig. 3.1.5는 원통형의 샘 캐비티 내의 성자 검출의 2차원 효율분포를 보여주

고 있으며 그 효율분포의 상 표 편차(오차)는 ±1.40 % 이다. Table 3.1.2는 종합

인 ASNC의 성능 명세를 보여주고 있다[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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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ASNC의 샘  캐비티 내의 길이방향 성자 검출 효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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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ASNC의 샘 캐비티 내의 지름방향 성자 검출 효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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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ASNC 샘  캐비티 내부 공간의 이차원 효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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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Cavity diameter

(Inner diameter of basket)
20 cm

Efficiency (HV @1680 V, 

with derandomizer and 

splitter)

20.8%

Outside diameter 72 cm Flat counting zone 33 cm (σ: 1.4%)

Gamma-ray shield
Inner lead: 6 cm

Outer lead: 6 cm
Gate width 64 µs

Preamp PDT110A® (24 ea) Predelay 4.5 µs

He-3 tubes Reuter-Stokes® Die-away time 63.0954 µs

   (a) Number 24 ea Double gate fraction, fd 0.5121

   (b) Active length 20 inch Operation HV 1680 V

   (c) Diameter 1 inch Deadtime coefficient
A = 0.4043E-6

B = 0.0409E-12

   (d) Gas fill 4 atm
Multiplicity deadtime 

coefficient
109.68E-9

 Table 3.1.2. ASNC의 설계  성능 명세

  

2.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CPF 안 조치 기술 검증

  가. 사용후핵연료의 제원 

2007년 반에 ASNC의 핫테스트를 한 사용후핵연료를 물색하던 , 

DUPIC에서 사용하기로 한 사용후핵연료  일부를 ACPF에서 ASNC 핫테스트 용

으로 사용한 후 돌려주기로 하고 2007년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약 1개월간 ASNC의 

핫테스트를 수행하 다[3.1.8].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 소에서 타고나

온 J502 집합체 에서 R13, C16 두 핵연료 을 단하여 그  8개의 사용후핵연

료 rod-cuts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제원은 Table 3.1.3과 같다.

  2007년 7월 19일에 PIEF에서 ACPF로 rod-cut을 이송하 고 2007년 7월 20일

부터 8월 21일까지 ASNC의 핫테스트를 수행한 후 2007년 8월 22일 rod-cut을 

ACPF에서 DFDF로 이송하고 2007년 8월 23일부터 2007년 9월 5일까지 ACPF 

핫셀의 제염작업을 수행하 다. 총 8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rod-cut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Cm-244 성자에 한 ASNC의 성자 측정  고방사능 환경에

서의 ASNC의 동작성능을 평가하고 감마 일업을 체크하여 ASNC의 동작 HV를 

셋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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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Plant Youngkwang Unit 4
Assembly ID J502

Assembly Type 16x16
Irradiation Cycle 3

Average Burnup for Assembly (GWd/MtU) 47.789
Initial U-235 Enrichment 4.49

U/rod (kg) 1831
Discharged Date Aug. 25, 2005

Cooling Time (day) 709 (on Aug. 4, 2007)
Average Burnup for R13 rod (GWd/MtU) 48.973
Average Burnup for C16 rod (GWd/MtU) 55.362

    Table 3.1.3. J502 사용후핵연료의 제원 

  사용후핵연료 rod-cut은 J502 집합체의 C16(발 소 선언 평균 연소도 55,362 

MWD/MTU)과 R13(발 소 선언 평균 연소도 48,973 MWD/MTU) 핵연료 에서 

25 cm 길이 rod-cut 다섯 개, 1 cm 길이 rod-cut 3개의 총 8개의 rod-cuts을 

PIEF에서 단하여 SUS 재질로 만든 이  캔에 담아, PADIRAC 캐스크를 이용해 

ACPF 핫셀로 가져와 ASNC의 핫 테스트를 수행하 다. Fig. 3.1.6은 ACPF 핫셀

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표 선원을 이용한 ASNC의 성능 시험 장면이다. 이 ASNC

의 핫테스트에는 IAEA의 Dr. Bellian이 하루 동안 참 하 으며 LANL의 Dr. 

Menlove는 약 1주일간 ASNC의 핫테스트를 함께 수행하며 실험에 한 조언을 제

공하 다. Fig. 3.1.7은 Dr. Menlove와 Dr. Bellian과 함께 ACPF에서 ASNC 핫테

스트 실험과정에서 토의하는 장면이다.

Fig. 3.1.6. ACPF 핫셀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표 선원을 이용한 ASNC의 

성능 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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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ASNC 핫테스트에 참여한 LANL의 Dr. 

Menlove 와 IAEA의 Dr. Bellian.

  Table 3.1.4는 각 사용후핵연료 rod-cut의  발 소에서 보내온 연소도  이를 

바탕으로 ORIGEN 코드로 구한 source term  MCNPX 코드로 구한 감마 조사 

선량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각 rod-cut의 연소도는 발 소에서 보내온 R13, 

C16 핵연료 의 평균연소도를 기 으로 PIEF에서 수행한 gamma scanning(gross 

gamma intensity profile)을 각 핵연료 의 평균연소도에 일치시켜 구한 것이다. 

Table 3.1.4의 source term에서 체 성자 방출량 에 Cm-244의 방출량의 비율

은 모든 rod-cut에 해서 97 %로 방출되는 성자의 부분이 Cm-244의 자발핵

분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SNC의 캐비티 심에 사용후핵연료 rod-cut 8개 모두를 삽입한 후 사용후핵연

료에서 방출되는 높은 감마방사선에 의한 ASNC의 감마 일업 향을 HV를 증가

시켜 가며 찰하 으며, 그 결과 1680 V를 감마 일업 향을 받지 않는 ASNC

의 동작 HV로 결정하 다. Fig. 3.1.8은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singles와 

doubles rate의 plateau 실험결과 그래 이다. 

  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SNC의 성자 계수값 측정결과

Fig. 3.1.9～3.1.12에서는 ASNC의 Cm-244 성자 계수치의 MCNPX 계산값

과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ASNC의 singles, doubles, 

triples rate의 증가는 선형 으로 나타났으며 성자 증배에 의한 성자 계수값 증

가는 거의 무시할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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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ength 
(cm)

Burnup 
(GWD/MTU)

Cm-244 
(g)

α

Dose Rate 
(R/h) @ 

He-3 with 
6cm Lead

SF 
neutrons 

(nps)

(α,n) 
neutrons 

(nps)

Cm-244 SF 
Neutron 

Contribution 
(%)

Cm-244 
in Cm 
(wt.%)

R13-10 1cm 51.330 5.25E-04 0.016 0.054 5993 97 97% 92%
R13-9 25cm 52.984 1.51E-02 0.015 1.094 177694 2714 97% 92%
R13-13 25cm 53.055 1.56E-02 0.015 1.106 177694 2714 97% 92%
R13-7 25cm 53.277 1.59E-02 0.015 1.108 180937 2747 97% 92%
R13-4 25cm 53.465 1.62E-02 0.015 1.120 184189 2781 97% 92%
C16-12 1cm 58.787 9.74E-04 0.013 0.054 11092 146 97% 92%
C16-10 1cm 58.212 9.34E-04 0.013 0.053 10635 142 97% 92%
C16-7 25cm 59.905 2.65E-02 0.013 1.381 301683 3878 97% 92%
Total 0.092 5.971

Table 3.1.4. 사용후핵연료 rod-cut의 발 소에서 보내온 연소도  이를 바

탕으로 ORIGEN 코드로 구한 source term  MCNPX 코드

로 구한 감마 조사 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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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사용후핵연료 표 선원에 한 ASNC의 HV 증가에 따른 

성자 계수값의 변화.

 

  2007년에 수행한 ASNC의 사용후핵연료 rod-cut에 한 singles, doubles, tr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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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의 측정값과 MCNPX 코드 시뮬 이션 결과 값의 차이는 감마스캐닝에서 오는 

연소도의 불확실성과 ORIGEN-ARP 코드에서 오는 연소도 시뮬 이션 불확실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단하 다.

  하지만 이 실험과 코드 시뮬 이션 간의 차이는 S/D, D/T 비의 실험값과 

MCNPX 코드 시뮬 이션 결과값의 일치함으로 인해 체 으로 bias 된 것임을 확

인할 수 있으며 S/D, D/T 비에서 이 bias 된 것이 상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냐하면 발 소에서 보내온 평균연소도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를 바탕으로 

구한 각 rod-cut의 Cm-244 상 함유량 등의 source term도 부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의 Cm-244와 Cf-252 성자 소스의 이들 비율에 한 ASNC의 

측정결과는 Fig. 3.1.12와 같다. S/D, D/T 비의 값은 동일한 성자 동시 측정장치

에 해 성자를 방출하는 소스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그 소스의 

양의 변화에는 각각 일정한 값들을 가진다. 그림에서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에 의한 

Cm-244 성자 소스와 Cf-252 성자 소스의 S/D, D/T 비의 값이 상당한 차이

를 보이며,  각 성자 소스의 질량 변화에는 상 없이 일정한 값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S/D, D/T 비를 이용하면 ASNC로 사용후핵연료 등의 핵물질을 

계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고 있는 핵물질의 사용후핵연료 유무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S/D, D/T 비를 이용하는 기술은 향후 ACPF의 공정 모니터링 

 IAEA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 사용후핵연료에 한 ASNC의 성자 측정값의 Self-Multiplication 보정

2007년 수행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SNC의 핫테스트 실험 결과로부터 

얻은 Cm-244에 한 교정곡선은 발 소로부터 주어진 연소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ORIGEN 코드 시뮬 이션을 통해 얻은 source term을 이용하여 MCNPX 코드로 

구한 교정곡선과 큰 차이를 보 다. Fig. 3.1.9-11에서 보면 발 소로부터 주어진 연

소도 정보를 바탕으로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구한 사용후핵연료의 Cm-244 질

량이 실제 존재값보다 과 평가 되어있다는 것을 상할 수 있으며 과 평가된 

Cm-244의 질량을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SMC) 방법을 이용하여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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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Singles rate 측정값과 MCNPX 계

산값.

0 20 40 60 80 1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D
ou

bl
es

 ra
te

 [C
ou

nt
s/

s]

244Cm
eff

 [mg]

 Doubles rate (Measurement)
 Doubles rate (MCNPX)

 

Fig. 3.1.10. 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Doubles rate 측정값과 MCNPX 계

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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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Triples rate 측정값과 

MCNPX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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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동형 성자 동시 측정장치(passive neutron coincidence counter)는 측정

상에서 방출되는 자발핵분열 성자(spontaneous fission neutron)과 포함된 핵분

열성 핵물질(fissile material)에서 방출되는 유도핵분열 성자(induced fission 

neutron)가 함께 측정되게 되어 실제로 측정 상에 존재하는 핵물질의 양에 해당하

는 성자 수보다 더 큰 값이 측정되게 되는데 이것을 자체 증배

(self-multiplication)라고 한다.

  이 자체 증배 효과는 몇 개 샘 의 측정 결과로부터 수정될 수 있는데, 측정된 

샘 의 단일 성자 계수율(singles rate, S)과 동시 성자 계수율(doubles rate, D)

은 각각 이론 인 식 (1)과 (2)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F 값은 자발핵분열율

(spontaneous fission rate), 은 성자 측정 효율, M은 성자 출 증배(neutron 

leakage multiplication), α는 (α,n) 성자와 자발핵분열 성자의 방출율 비, fd는 

동시게이트 비율(doubles gate fraction), νs1 와 νs2는 각각 자발핵분열 성자 분포

의 1차, 2차 모멘트이고 νi1 와 νi2는 각각 유도핵분열 성자 분포의 1차, 2차 모멘

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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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핵분열에 의한 성자 증배가 없는 샘 들에 해서는 S/D 비율은 어느 일

정한 값을 가진다. 아주 크기가 작은 샘 을 기 샘 로 삼아 이 샘 에 해서는 

유도핵분열에 의한 성자 증배가 거의 없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샘 에 

한 측정값을 구하여 성자 증배가 없는 경우의 S/D 값을 구하게 되고 성자 

증배가 존재하는 다른 샘 의 측정값의 M 값과 r 값은 식 (3)과 (4)와 같이 주어질 

수 있다. 이때 S, D, α는 성자 증배가 존재하는 샘 에 한 값이고 S0, D0, and 

α0는 성자 증배가 없는 기 샘 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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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증배 효과가 수정된 S와 D 값 Sc, Dc는 각각 다음의 식 (5), (6)과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식 (6)을 이용하여 교정곡선을 만들면 식 (7)과 같이 주어지게 된

다. 이때 k는 수정된 교정곡선의 교정상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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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식 (1), (4), (7)로부터 교정상수 k와 성자 검출효율은 다음의 식 (8)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자발 성자 방출율 F는 이 경우 Cm-244의 질량 m244와 

4.11×106 fissions/s/g·Cm-244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사용후핵연료 

rod-cut에 포함되어 있는 Cm-244의 질량은 식 (7)의 교정상수 k와 Dc로부터 계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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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소에서 주어진 연소도 정보를 바탕으로 ORIGEN 코드로 구한 Cm-244의 질

량과 ASNC로 측정된 각각의 rod-cuts의 단일 성자 계수율, 동시 성자 계수율, 

MCNPX 코드 계산결과는 Table 3.1.5와 같이 주어진다. 사용후핵연료에서는 

Cm-244에서 방출되는 성자가 부분이지만(이 경우 약 97 %), Cm-244외에 

Pu-238, Pu-240, Pu-242 등 여러 자발핵분열 핵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핵종

들로부터 방출되는 성자를 고려하여 Cm-244의 질량을 Cm-244 유효질량, 

244Cmeff로 나타내게 된다.

  길이 1 cm인 C16-10 rod-cut을 기 샘 로 삼아 측정된 S, D 값을 수정한 결

과는 Table 3.1.6에 제시하 다. 이때 νi1 와 νi2는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

된 값이다. 식 (8)로부터 ASNC의 Cm-244에 한 교정상수 k 값은 

297.0[doubles rate/mg of Cm-244]으로 계산된다. 이때 Cm-244에 한 성자 

검출효율과 fd 값은 각각 21.73 %, 0.512로 Cf-252를 이용한 검출효율 측정실험

과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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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Cuts 

ORIGEN-ARP MCNPX Measurements 

Declared 
244Cmeff 
(mg) 

(1+α) M S D S D 
% 

Differencea
 

in D 

C16-10 1 small 0.96 1.013 1.005 2378 289 1795 216 34% 

C16-10+C16-12 2 smalls 1.97 1.013  1.006  4862  593  3483 423 40% 

C16-10+-12+R13-10 3 smalls 2.51 1.014 1.006 6203 755 4496 544 39% 

R13-07 1 long 16.35 1.015 1.009 40711 4985 26556 3227 54% 

1 long + 3 smalls 18.85 1.015  1.008  46738  5679  30917 3742 52% 

R13-07+R13-09 2 longs 31.94 1.015 1.011 79674 9834 52137 6316 56% 

R13-07+R13-09 2 longs + 3 smalls 34.45 1.015 1.010 85699 10495 56872 6927 51% 

R13-07+-09+-13 3 longs 47.98 1.015 1.013 119831 14848 77752 9461 57% 

R13-07+-09+-13+-4 4 longs 64.62 1.015 1.014 161789 20110 105317 12930 56% 

5 longs 91.96 1.015  1.016  230498  28878 153390 18809 54% 

  All rod-cuts 94.47 1.014 1.016 236092 29430 159858 19879 48% 

 

Table 3.1.5. 사용후핵연료 rod-cuts의 declared Cm-244 질량, ASNC 측

정값, MCNPX 시뮬 이션 결과 값 

   aPercentage difference = (MCNPX – Measurements)/Measurements × 100.0

  Derandomizer와 splitter를 연결하게 되면 Cm-244에 한 성자 검출효율이 

21.05 %로 감소되기 때문에 k 값은  278.6[doubles rate/mg of Cm-244]이 된

다.

  각각의 rod-cut의 수정된 Cm-244 질량은 교정상수 k와 Dc 값을 이용하여 식 

(7)로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3.1.6에 제시하 다. 수정된 

Cm-244의 질량은 Table 3.1.5의 발 소로부터 주어진 Cm-244의 질량보다 더 작

으며 32 %에서 53 %만큼 차이가 보인다. 수정된 Cm-244 질량에 한 ASNC의 

교정곡선은 Fig. 3.1.13, 3.1.14와 같다. Fig. 3.1.13, 3.1.14의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를 반 하여 수정된 교정곡선은 각각 Sc와 Dc에 해서 그려진 것

이다.

  이 그래 들에서 보면 측정결과 얻어진 S와 D에 응되는 Cm-244 질량값이 왼

쪽 방향으로 옮겨져 결국 MCNPX 결과값과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SNC의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singles rate와 doubles rate의 교정곡선의 기

울기는 Table 3.1.7과 같다. 측정과 MCNPX 계산 결과로 얻어진 교정곡선의 기울

기 차이는 singles rate와 doubles rate에 해서 측정결과가 MCNPX 결과에 비해 

각각 -33 %와 -3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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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Cuts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νi1 νi2 r M SC DC 
Corrected 

244Cmeff 
(mg) 

% 
Differenceb

 
in 244Cmeff 

C16-10 1 small 2.774 6.622 1.000 1.000 1795 216 0.73 32% 

C16-10+C16-12 2 smalls 2.767 6.605 1.007 1.003 3474 419 1.41 40% 

C16-10+-12+R13-10 3 smalls 2.762 6.551 1.004 1.001 4490 541 1.82 38% 

R13-07 1 long 2.752 6.451  1.009 1.003 26468 3187 10.73 52% 

1 long + 3 smalls 2.760 6.486 1.005 1.002 30860 3716 12.51 51% 

R13-07+R13-09 2 longs 2.760 6.474  1.006 1.002 52021 6264 21.09 51% 

R13-07+R13-09 2 longs + 3 smalls 2.762 6.473 1.012 1.004 56632 6819 22.96 50% 

R13-07+-09+-13 3 longs 2.750 6.403 1.011 1.004 77449 9325 31.40 53% 

R13-07+-09+-13+-4 4 longs 2.756 6.411  1.020 1.007 104560 12590 42.39 52% 

5 longs 2.747 6.379 1.018 1.007 152392 18362 61.83 49% 

  All rod-cuts 2.756 6.399 1.032 1.012 157992 19037 64.10 48% 

 

Table 3.1.6. 사용후핵연료 rod-cuts에 한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

      bPercentage difference = (Declared – Corrected)/Corrected × 100.0

  하지만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후의 기울기와 MCNPX 결과의 교정곡선 

기울기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singles rate와 doubles rate에 해서 각각 -1 %와 

-5 %로 었다. 교정후의 MCNPX 계산결과가 SMC로 교정된 측정결과에 비해서 

그 기울기가 더 큰 이유는  SMC 방법으로 수정된 결과에는 유도핵분열에 의한 

성자 증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Fig. 3.1.15는 Cm-244 성자에 한 ASNC의 

측정 결과, MCNPX 코드 계산 결과,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 등을 함

께 나타낸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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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ASNC의 singles rate 값의 변화: index

는 a는 측정값, a'은 MCNPX 계산값, a''은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값.

  
  Measurements MCNPX SMC 

% 
Differencec 
in Slopes 

% 
Differenced 
in Slopes 

Slope of 
Calibration Curve 
(counts/s/mg of 

244Cm) 

Singles 
Rate 1664 2503 2475 -33% -1% 

Doubles 
Rate 205 311 297 -34% -5% 

 

Table 3.1.7. Cm-244 측정값, MCNPX 계산값, SMC 계산값에 한 singles rate와 

doubles rate 교정곡선의 기울기 비교

 cPercentage difference = (Measurements – MCNPX)/MCNPX × 100.0

 dPercentage difference = (SMC – MCNPX)/MCNPX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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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ASNC의 doubles rate 값의 변화 

: index는 a는 측정값, a'은 MCNPX 계산값, a''은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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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사용후핵연료의 Cm-244 성자에 한 ASNC의 교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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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SMC 방법으로 수정된 각 rod-cut의 Cm-244 질량에 해서 

ORIGEN-ARP 코드를 이용하여 상 연소도를 구하 다. Fig. 3.1.1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45에서 60  GWd/MtU 연소도까지 1 GWd/MtU 간격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각 rod-cut의 수정된 Cm-244 질량에 해당하는 상 연소도를 구하 다. 

구해진 각 rod-cut의 상 연소도로부터 각 rod-cut에 포함된 Pu, U 양은 Table 

3.1.8과 같다.

  발 소에서 보내온 사용후핵연료 rod-cut의 연소도와 Cm-244 성자 측정에서 

얻은 연소도의 차이가 6～10 %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ASNC의 측정결과와 

MCNPX 계산결과와의 차이는 발 소에서 보내온 연소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것은 2008년에 입수된 화학분석 결과로부

터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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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각 사용후핵연료 Cm-244 질량에 따른 rod-cut의 상연소도

               시뮬 이션 결과.

 

  라.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

J50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R13과 C16 두 핵연료 에서 각각 단된 두께 

1 mm의 시편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화학분석 에 분석을 의뢰한 분석결과는 

Table 3.1.9와 같다. 화학분석 결과로 나온 시편의 연소도가 발 소에서 주어진 각 

시편의 평균연소도(각 핵연료 에 한 길이방향 감마선 총세기의 분포로부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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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비해 R13에 해서는 4,000 MWd/MtU, C16에 해서는 3,684 MWd/MtU 연

소도만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로 얻어진 연소도로 ORIGEN-ARP 코드를 이용해 

구한 시편에 한 Pu, U의 함유량과 화학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Pu, U 원소의 경

우 그 차이가  최  4 % 미만이다. R-13, C-16 두 사용후핵연료 의 발 소 연

소도를 기 으로한 감마스캐닝 결과와 그 표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연소도를 기

으로 한 연소도 로 일은 각각 Fig. 3.1.17과 Fig. 3.1.18과 같다.

      

Id Length 
(cm) 

Originally 
Declared 
Burnup 

(GWd/MtU) 

Cm Measurement 
(SMC) Expected Burnup Simulation 

Cm-244 
(mg/cm) 

Cm-244 
(mg) 

Expected 
Burnup 

(GWd/MtU) 

Cm-244 
(mg/cm) 

Pu  
(g) 

U-235 
(g) 

U  
(g) 

% 
Difference e 
for Burnup 

R13-10 1 51.330 0.384 0.38 47.963 0.384 0.054 0.05 4.506 7.02% 

R13-9 25 52.984 0.402 10.06 48.440 0.402 1.368 1.15 112.581 9.38% 

R13-13 25 53.055 0.400 10.01 48.389 0.400 1.367 1.15 112.588 9.64% 

R13-7 25 53.277 0.417 10.42 48.814 0.417 1.372 1.13 112.529 9.14% 

R13-4 25 53.465 0.427 10.68 49.072 0.427 1.375 1.12 112.493 8.95% 

C16-12 1 58.787 0.661 0.66 54.017 0.661 0.057 0.04 4.472 8.83% 

C16-10 1 58.212 0.707 0.71 54.823 0.706 0.058 0.04 4.468 6.18% 

C16-7 25 59.905 0.753 18.81 55.592 0.752 1.447 0.86 111.589 7.76% 

sum       61.73 7.10 5.53 575.2  

 

 Table 3.1.8. 각 rod-cut의 상 연소도와 ORIGEN-ARP로 구한 핵물질의 양

   ePercentage difference = (Declared – Cm_Measurement)/Cm_Measurement × 100.0

  이 연소도 로 일의 비교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발 소의 연소도와 사용후핵연

료 의 실제 연소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Cm-244의 

측정에 의한 doubles rate의 교정곡선과 발 소 연소도를 바탕으로 구한 source 

term을 이용하여 계산된 MCNPX 결과와의 차이를 설명해 다. Table 3.1.10은 사

용후핵연료 rod-cut들에 한 ASNC의 측정값과 화학분석 결과 비교 결과를 정리

한 것인데, ASNC로 측정된 Cm-244의 질량과 화학분석 결과 얻어진 연소도를 바

탕으로 ORIGEN-ARP 코드를 이용하여 구한 Cm-244의 질량에서의 차이는 최  

8% 미만이고 Pu과 U에 한 차이는 각각 최  1 %, 5 % 미만이다. 참고로 

ORIGEN-ARP 코드가 가지고 있는 Cm에 한 계산 오차는 10 %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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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9는 ASNC의 사용후핵연료 Cm-244 성자 doubles rate 측정, 

MCNPX 계산 결과,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 화학분석 결과에 의한 각

각의 교정곡선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ASNC의 Cm-244 성자 측정에 의해 

ORIGEN 코드 계산에 의해 상된 각 rod-cut의 연소도는 화학분석 시편의 연소도

를 기 으로 다시 얻어진 연소도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최  2 % 미만임을 Table 

3.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R13 Specimen C16 Specimen 

Burnup 
(GWd/MtU) 

NPP-Declared  53.300 57.684 

Chemical 
Analysis  49.300 54.000 

  ORIGEN-ARP Chemical 
Analysis % Differencea ORIGEN-ARP Chemical 

Analysis % Differencea 

Pu 
 (mg-Pu/g- 

sample) 

Pu 10.05 10.05 -0.01% 10.43 10.85 -3.85% 

Pu-238 0.32 0.33 -4.25% 0.383 0.418 -8.41% 

Pu-239 5.47 5.14 6.33% 5.49 5.32 3.16% 

Pu-240 2.00 2.512 -20.19% 2.08 2.727 -23.84% 

Pu-241 1.507 1.312 14.85% 1.587 1.461 8.62% 

Pu-242 0.756 0.756 0.02% 0.898 0.919 -2.32% 

U   
(mg-U/g- 
sample) 

U 825 799 3.27% 820 813 0.90% 

U-234 0.182 0.195 -6.56% 0.170 0.149 14.23% 

U-235 8.15 7.72 5.51% 6.76 6.78 -0.32% 

U-236 5.37 5.32 0.89% 5.48 5.62 -2.54% 

U-238 811 786 3.23% 808 800 0.99% 

 

Table 3.1.9. R13, C16 두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aPercentage difference = (ORIGEN-ARP – Chemical Analysis)/Chemical Analysis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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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R-13 사용후핵연료 의 발 소 연소도를 기 으로한 감마

스캐닝 결과와 그 표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연소도를 기

으로한 연소도 로 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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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C-16 사용후핵연료 의 발 소 연소도를 기 으로한 감마스

캐닝 결과와 그 표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연소도를 기

으로한 연소도 로 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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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 ID 
Length 

(cm) 

Burnup (GWd/MtU) (ASNC-DA)/DA 

NPP- 
Declared Cm Measurement 

Based (ASNC) Chemical 
Assay (DA) Burnup Cm Pu U-235 

R13 

4 25 53.465 49.072 49.453 -0.77% -3.48% -0.33% 1.49% 

7 25 53.277 48.814 49.278 -0.94% -4.23% -0.40% 1.82% 

9 25 52.984 48.440 49.007 -1.16% -5.16% -0.50% 2.23% 

10 1 51.330 47.963 47.478 1.02% 4.85% 0.45% -1.85% 

13 25 53.055 48.389 49.073 -1.39% -6.22% -0.60% 2.69% 

C16 

7 25 59.905 55.592 56.081 -0.87% -3.82% -0.30% 1.99% 

10 1 58.212 54.823 54.494 0.60% 2.76% 0.24% -1.33% 

12 1 58.787 54.017 55.032 -1.84% -7.91% -0.72% 4.17% 

 

Table 3.1.10. 사용후핵연료에 한 ASNC의 측정값과 화학분석 결과 비교

0 20 40 60 80 1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D
ou

bl
es

 ra
te

 [C
ou

nt
s/

s]

244Cmeff [mg]

 Measurement
 MCNPX
 Self-Multiplication Corrected
 Chemical Analysis

Fig. 3.1.19. ASNC의 사용후핵연료 Cm-244 성자 doubles rate 측정, MCNPX 

계산 결과,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 화학분석 결과에 

의한 각각의 교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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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ytic Reduced Product 

(U + Salt)

(α,n) and 

SF Neutrons
1 kg

Volume 

(cm3)
589.6 5 kg

Volume 

(cm3)
2948.2

Assem

bly

ID

Assembly 

Avg. Burnup 

(MWD/MTU)

Initial 

Enrich

-ment 

(wt.%)

Cooling 

Time 

(Days)

(α,n)

(n/s- 

cm3)

SF 

(n/s-

cm3)

α

Multi

-plici

ty

(α,n)

(n/s)

SF 

(n/s)

Doubles 

Rate 

(cps)

Multi

-plic

ity

(α,n)

(n/s)

SF 

(n/s)

Doubles 

Rate 

(cps)

A17 16977 2.12 10779 124 23 5.39 1.01 72939 13544 322 1.02 364690 67720 1664.77

A39 25419 2.12 10318 229 144 1.59 1.01 135264 84908 2132 1.02 676312 424538 11017.9

C15 33390 3.20 9876 307 223 1.38 1.01 181138 131313 3312 1.02 905681 656560 17183.5

F02 28431 3.20 8661 225 124 1.82 1.01 132492 72998 1833 1.02 662456 364985 9506.77

G23 34212 3.21 8239 327 287 1.14 1.01 192518 169286 4278 1.02 962581 846422 22154.7

J14 37840 3.20 7339 413 493 0.84 1.01 243640 290516 7357 1.02 1218188 1452568 38133.2

J44 35020 3.48 6180 169 113 1.49 1.01 99355 66629 1648 1.02 496768 333144 8516.37

K23 52327 4.20 2908 845 1739 0.49 1.01 498306 1025386 25985 1.02 2491507 5126885 134607

UO2 Rod-Cuts
(α,n) and 

SF Neutrons
1 kg

Volume 

(cm3)
107.2 5 kg

Volume 

(cm3)
549.3

Assem

bly

ID

Assembly 

Avg. Burnup 

(MWD/MTU)

Initial 

Enrich

ment 

(wt.%)

Cooling 

Time 

(Days)

(α,n)

(n/s- 

cm3)

SF 

(n/s-

cm3)

α

Multi

-plici

ty

(α,n)

(n/s)

SF 

(n/s)

Doubles 

Rate 

(cps)

Multi

-plic

ity

(α,n)

(n/s)

SF 

(n/s)

Doubles 

Rate 

(cps)

A17 16977 2.12 10779 25 127 0.20 1.02 2658 13579 371 1.06 13622 69591 2083.02

A39 25419 2.12 10318 44 798 0.06 1.02 4746 85502 2453 1.06 24321 438197 13807.5

C15 33390 3.20 9876 59 1239 0.05 1.02 6320 132786 3829 1.06 32390 680529 21704.2

F02 28431 3.20 8661 44 687 0.06 1.02 4692 73616 2118 1.06 24046 377284 12025.1

G23 34212 3.21 8239 62 1598 0.04 1.02 6635 171261 4930 1.06 34004 877712 27745

 Table 3.1.11. PIEF SF 집합체에 한 ASNC의 성자 계량 추정값 계산 결과

3. 해환원 공정 안 조치 기술체계 확립

  가. 사용후핵연료  ACP 공정물질 계량의 추정값 데이터베이스 구축

PIEF풀에 장된 SF집합체(A17, A39, C15, F02, G23, J14, J44, K23)에 한 

ORIGEN 시뮬 이션을 통한 source term 획득하 다. 획득된 source term을 바탕

으로 각 집합체 별 ACP 핵물질에 한 Singles, Doubles의 상값 데이터베이스를 

Table 3.1.11과 같이 구축하 다.

  재 ACPF 핫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환원 속 분말을 잉곳 형태로 주조해 

주는 smelter 장치는 향 후 ACP의 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해환

원 공정 물질에 해서는 용융염이 해환원 속 분말에 60 wt.%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MCNPX 코드 계산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해환원 속 분말에 해서는 (α,n) 성자에 의한 accidental 

coincidence 오차가 증가될 것으로 상되며 특히 연소도 집합체인 A17이 가장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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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4 37840 3.20 7339 76 2747 0.03 1.02 8185 294401 8510 1.06 41947 1508808 48172.2

J44 35020 3.48 6180 33 629 0.05 1.02 3560 67433 1896 1.05 18246 345592 10590.3

K23 52327 4.20 2908 146 9775 0.01 1.02 15647 1047606 30071 1.06 80191 5368982 170482

U3O8 Powder
(α,n) and 

SF Neutrons
1 kg

Volume 

(cm3)
393.1 5 kg

Volume 

(cm3)
1965.5

Assem

bly

ID

Assembly 

Avg. Burnup 

(MWD/MTU)

Initial 

Enrich

ment 

(wt.%)

Cooling 

Time 

(Days)

(α,n)

(n/s- 

cm3)

SF 

(n/s-

cm3)

α

Multi

-plici

ty

(α,n)

(n/s)

SF 

(n/s)

Doubles 

Rate 

(cps)

Multi

-plic

ity

(α,n)

(n/s)

SF 

(n/s)

Doubles 

Rate 

(cps)

A17 16977 2.12 10779 8 35 0.24 1.02 3269 13750 362 1.05 16343 68752 1992.33

A39 25419 2.12 10318 15 220 0.07 1.02 5830 86559 2397 1.05 29148 432793 13186.9

C15 33390 3.20 9876 20 342 0.06 1.02 7760 134398 3736 1.05 38798 671988 20768.1

F02 28431 3.20 8661 15 190 0.08 1.02 5763 74530 2068 1.05 28814 372650 11529.6

G23 34212 3.21 8239 21 441 0.05 1.02 8145 173314 4810 1.05 40724 866568 26532.5

J14 37840 3.20 7339 26 758 0.03 1.02 10043 297923 8277 1.05 50217 1489617 46027.5

J44 35020 3.48 6180 11 174 0.06 1.02 4371 68241 1848 1.05 21856 341203 10097.9

K23 52327 4.20 2908 49 2695 0.02 1.02 19167 1059379 29254 1.05 95835 5296895 162932

  이것은 핵연료의 연소도가 낮을 때에는 Cm-244의 함유량이 고연소도일 경우에 

비해 상 으로 낮아 Cm-244의 자발핵분열에서 나오는 성자의 수가 (α,n) 성

자 수 보다 작아져 성자 coincidence 측정 오차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smelter를 통해 해환원 분말에 포함된 용융염을 분리해내지 않을 경우 

(α,n) 성자의 향을 보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U3O8 분말과 UO2 rod-cut의 경

우 (α,n) 성자에 의한 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4. ACPF 격납  감시장비의 성능시험  IAEA 인증

  가. ACPF 핵물질 계량장비의 성능시험

     (1) ACPF에 설치된 ASNC 측정시스템에 한 성능개선을 수행

ASNC는 Fig. 3.1.20과 같이 6개씩 daisy-chain 연결 구조로 구성되고, 4채

의 그룹 신호는 OR 장치(혹은 OR Box)를 통하여 하나의 일렬화된 신호로 shift 

register와 연결된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He-3 검출에서 측정된 성자 신호는 그

로 shift register에서 펄스 신호로 카운트되어야 하지만, 4개의 그룹신호가 OR 

장치를 통과시 하나의 출력신호가 발생하면 펄스 신호의 복 상이 생긴다.

  만일 OR 장치에서 복되는 펄스 신호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신호의 손실과 함께 

측정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LANL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Derandomizer 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ASNC에는 용을 하지 못하

다[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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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He-3 검출기의 연결구조  측정시스템.

 

  따라서 ASNC의 OR 장치를 체하여 복신호를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장치를 Fig. 3.1.21과 같이 개발하고 실험을 통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복

처리 장치에 입력되는 펄스 신호는 모두 용하기 어려워서 4가지 그룹 신호  2

개의 펄스 신호가 동시에 복되는 경우만 고려하 다.

  확률 으로 3개의 입력 펄스나 4개의 입력 펄스가 동시에 복되는 경우는 매우 

어렵고, 따라서 2개의 펄스 입력신호의 복경우는 6가지 경우만 고려하 다. 

Table 3.1.12에서 보면 2개의 펄스 입력신호의 복인 경우는 3, 5, 6, 9, 10, 12 

경우가 된다.

  성능 실험에서는 Fig. 3.1.22와 같이 2개의 A,B 펄스가 10ns 이상 복을 하면 

복보상 펄스 B'가 발생되어 OR 회로에 입력된다. Fig. 3.1.22와 같은 회로를 사

용하는 ACPF의 성능시험에서는 고율 252Cf 소스(~106nps) 를 사용하 으며, 실험 

결과 Fig. 3.1.23, Fig. 3.1.24와 같이 Singles 에서는 1.27 %, Doubles에서는 

4.75 % 측정 효율의 향상을 보 다. 한 Triples 에서의 변화는 훨씬 크다.

  연구과제의 성과로 Fig. 3.1.25와 같은 회로에 해 “우물형 열 성자 동시계수

기의 펄스 신호처리 장치  방법” 의 제목으로 특허출원을 하 으며, “Processing 

Circuit of Overlap Pulse Signals for Thermal Neutron Coincidence Counter" 

제목으로 SCI 논문을 투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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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0 0 0 0 0

1 0 0 0 1

2 0 0 1 0

3 0 0 1 1 AB C D'   

4 0 1 0 0

5 0 1 0 1 AB C D'

6 0 1 1 0 AB C ' D

7 0 1 1 1 ABC'D"

8 1 0 0 0

9 1 0 0 1 AB C D'

10 1 0 1 0 AB C ' D

11 1 0 1 1 ABC'D"

12 1 1 0 0 AB ' C D

13 1 1 0 1 AB'CD"'

14 1 1 1 0 AB'C''D

15 1 1 1 1 X

Table 3.1.12. 펄스 신호 복의 경우의 수

          

Fig. 3.1.21. 복 펄스 신호의 처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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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A, B 펄스 신호의 복.

Fig. 3.1.23. Singles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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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Doubles 측정 결과.

  

Fig. 3.1.25. ASNC 사용 펄스 복처리 장치 특허 출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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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plitter 성능개선을 한 연구 수행

        ASNC의 신호는 Splitter를 거쳐서 shift register와 감시 시스템  IAEA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때 사용되는 Splitter는 손실없이 신호를 그 로 분기하여

야한다. LANL에서 제작되어 DSNC에서 사용 인 Splitter에 한 성능시험을 수행

하 는데, 실험결과 0.37 %의 신호 손실을 확인하 다.

  이에 한 개선 방안으로 Fig. 3.1.26과 같은 회로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행

한 결과 개선된 0.25 %의 신호 손실을 보 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호의 손실이 없

는 Splitter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ASNC detector system 개선을 한 LANL과의 력

        상기에서와 같이 OR box에서의 신호 복 상 개선과 Splitter에서의 신호 

손실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LANL과의 기술 력 방안을 모색하 다. 

이에 한 결과로 ASNC에 용할 수 있는 신호처리 시스템을 LANL과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 다. 

        ㆍ Derandomizer

            입력 : 4 채 , 출력 : 1채 , 원 : 5V

        ㆍ Splitter

            입력 : 1 채 , 출력 : 4채 , 원 : 5V

Fig. 3.1.26. 개선된 Splitter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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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Fig. 3.1.27는 ASNC detector system 의 블록 다이아그램으로 LANL는 

Fig. 3.1.28과 같은 Derandomizer를 KAERI 에 무상으로 제작하여 보내주었다. 이와 

함께 Fig. 3.1.29 와 같은 Splitter도 같이 제공받았다. 

Fig. 3.1.27. ASNC 검출 시스템의 블록 다이아그램. 

Fig. 3.1.28. LANL Derandom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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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LANL Splitter.

  2008년에는 LANL로부터 공 받은 Derandomizer 에 한 성능평가 실험을 하

으며, ASNC에 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 다.  실험은 
252

Cf 선원을 사용하여 

Fig. 3.1.30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ASNC에서의 기존 신호 처리 값 Singles와 

Doubles를 측정하고, Derandomizer를 연결하 을 때 값을 비교하 다. 결과값은 

Table 3.1.13에서와 같이 Derandomizer에서 신호 증가가 Singles에서는 2.28 %, 

Doubles 에서는 9.15 % 다. 이 결과값의 의미는 Derandomizer를 사용하면 펄

스 복에 의한 신호값을 더욱 보상하는 결과를 Fig. 3.1.31에서 보여 다. 따라서 

재 ASNC는 Fig. 3.1.32와 같은 시스템 연결 구조로 Derandomizer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Fig. 3.1.30. Derandomizer 성능평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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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Box System DR Box System Variation

Singles 465,513 476,109 2.28%

Doubles 87,823 95,859 9.15%

Table 3.1.13. Derandomizer 성능평가 실험 결과값

Fig. 3.1.31. ASNC 신호 처리 장치의 Singles과 Doubles 값의 비교.

Fig. 3.1.32. ASNC와 신호 검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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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CPF 핵물질 감시장비의 성능시험

     (1) ACPF 핵물질 감시 시스템 구축

ACPF 핵물질 감시 시스템은 무인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Fig. 

3.1.33과 같은 시스템 구성을 하 다.

      ㆍ 감시 카메라  상 취득 카드 : Side door 카메라 1 , Rear door 카메  

    라 1 , Isolation room 카메라 1 , ER reactor 카메라 1  

      ㆍ 8채  카운터 카드 : Side door gate neutron monitor, Rear door gate    

    neutron monitor, ASNC neutron counter 데이터 취득

      ㆍ 4채  Splitter : 1ch ASNC, 2ch 감시시스템 PC, 3ch IAEA 연결시 사    

    용 가능

      ㆍ 감시 시스템 PC : 상카드  카운터 카드 탑재 

      ㆍ 원격 모니터링 PC : 원격지에서 감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한 로

그램 설치하 으며. 한 VPN을 통하여 데이터 일을 공유함으로써 원

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 다. Fig. 3.1.34의 원격지 모

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 외부망으로부터 VPN을 통해 들어오는 

침입자를 차단하기 해 serial to ethernet converter를 사용하 다. 당  

VPN 서버를 구축하 지만, 인터넷 보안으로 인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을 운용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원격 모

니터링이 운용되는 PC는 원자력 연구원의 네트워크 망에 향을 주지 않

게 되어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3.1.10].

  재 이로 공정을 감시하기 해 핫셀 내에 설치된 내방사선 카메라는 크 인

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고정 으로 해환원 장치를 정면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이 카메라를 이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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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ACPF 핵물질 감시 시스템.

     (2) ACPF 핵물질 통합 감시 로그램 개발

ACPF 핵물질 감시 로그램은 Fig. 3.1.35과 같은 로그램 흐름도와 같

이 무인, 연속, 통합된 감시 시스템을 목 으로 다음과 같은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

을 용하 다(Fig. 3.1.36～37)[3.1.11-12]. 

      ㆍ Counter 모듈

         최  80 MHz 로 동작되는 counter 카드는 데이터 샘 링 시간을 3 로 

설정하여 성자 펄스 신호를 수신한다. 수신되는 성자 값은 크기에 따

라 스 일을 조정 할 수 있게 로그램 하 다. 한 과거의 데이터도 편

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로그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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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VPN  문자 송 시스템.

    

       

      ㆍ 상 취득 로그램

         상 취득방식은 DVR을 사용하는 하드웨어 방식과 소 트웨어 알고리즘

에 의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ACPF 에서는 유지보수가 편리한 소

트웨어 방식을 도입하 다. CCTV 카메라로 부터 연결되는 4개의 상은 

상 취득카드에 의해 인터페이스 되고, 로그램에 의해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된다. 상 모니터링  설정된 픽셀 수의 변화를 감지하여 설정

된 값보다 클때 움직임으로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로그램 하 다. Fig. 

3.1.38은 상 모션 검출이 동작되는 모습으로 상 픽셀수의 변화가 큰 

부분에 사각 색을 표시하여 다. 

      ㆍ 문자 송(SMS) 로그램

         인터페이스에 의해 취득되는 3개의 성자 카운트 값과 4개의 상정보는 

설정된 경보값 보다 클때 사용자에게 핸드폰에 문자 송을 할 수 있도록 

로그램하 다. 이러한 문자 송 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24시간 ACPF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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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AMSR 인터페이스 로그램

         AMSR 의 동작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하 다.  

RS-232C 연결방식에 의한 인터페이스 정보는 측정시간, 카운트 시간, 

Singles,  Doubles, High voltage 정보들이 감시 시스템에 입력된다. 

Fig. 3.1.35. ACPF 감시시스템 로그램 흐름도. 

Fig. 3.1.36. ACPF 감시 시스템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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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ACPF 감시 시스템 로그램 구조.

Fig. 3.1.38. ACPF 감시 시스템의 모션 검출.



- 51 -

     (3) ACPF 핵물질 통합 감시 시스템 운용

24시간 운용되는 ACPF 감시 시스템은 감시 시스템의 PC 하드 디스크에 

측정 일자별로 성자 측정값과 모션 감지에 한 상 일이 Fig. 3.1.39와 같이 

장된다. 감시 시스템 개발 후 운용 결과 로그램이 안정 으로 동작하 으며, 매

일 측정값과 상 일들이 하드 디스크에 정상 으로 장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SNC 의 사용후 핵연료에 한 성능평가 실험에서는 핵물질의 이동 상황에 따라 

rear door 에 설치된 gate radiation monitor 가 Fig. 3.1.40과 같이 잘 동작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3.1.39. ACPF 감시 시스템 데이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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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0. 핵물질 이동시 ACPF Gate 방사선 모니터 측정값.

5. 해정련공정의 계량방안 분석

  가. 회수 우라늄 계량방안 분석

회수 우라늄은 루토늄이나 큐륨과 달리 자발핵분열에 의한 성자를 거의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해환원 물질의 계량에 이용한 피동형 성자 측정방

법을 용할 수 없으며, 감마선 측정방법이나 능동형 성자 측정방법을 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 우라늄에서는 다른 공정물질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이 높고, 이들은 부분 감마선을 방출할 가능성 높아 감마선 측정방법을 용하기

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면 기존의 측정방법 에서는 능동형 

성자 측정방법이 회수 우라늄의 계량에 용할 수 있는 일차 인 근 방법이라 

단한다. 

  회수 우라늄을 계량하는 것은 우라늄 에 포함된 U-235 동 원소의 양을 측정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우라늄일지라도 U-235의 양이 다른 경우에 해 U-235 

양의 차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Fig. 3.1.41에 제시된 바와 같

은 능동형 성자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능동형 성자 계측에 한 

기본 원리는 다음 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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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능동형 성자 측정시스템의 개략도.

  나.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법

우라늄과 같은 원소는 1 g 정도의 양에서 단 시간당 방출되는 자발핵분열에 

의한 성자 수는 ～0.01 개 정도로, 시료의 양에 계없이 성자의 방출율이 무 

낮아 피동 인 방법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외부의 성자 선원을 사용하여 

시료를 조사시켜 핵분열을 유도한 후, 이 때 발생되는 성자를 검출하여 우라늄을 

분석한다. 이 게 외부의 선원을 사용하여 핵분열을 유도하여 나오는 성자 혹은 

감마선을 측정하는 비 괴 분석 방법을 능동형 비 괴분석이라 한다. 이때 사용하

는 외부 선원을 interrogation source라고 하며, 용 방법에 따라 성자 선원 혹은 

감마 선원이 될 수 있다. 유도핵분열에 의해 방출되는 방사선은 즉발 성자, 즉발 

감마, 지발 성자, 지발 감마 등이 있으며, 어떠한 방사선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

양한 능동형 비 괴분석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에서는 시간독립 인 외부 성자 선원에 의해 유도된 핵

분열로부터 나오는 시간상 인 성자를 동시계수하여, 분석 상 시료 내의 핵

분열성 물질의 양을 분석한다. 외부 성자 선원을 조사하여 상 물질 내의 핵분

열성 물질에서의 핵분열을 유도하기 해서는 한 선원을 선택하여야 한다. Fig. 



- 54 -

3.1.42는 U과 Pu의 표 동 원소에 한 성자 에 지에 따른 핵분열 단면 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 MeV 이상의 성자에 해서는 동 원소별로 

0.1 ～ 1 barn 정도의 단면 을 갖지만, 열 성자 에 지 역에서는 분석 상인 

핵분열성(fissile) 물질, 즉 U-235, 239Pu에 한 단면 이 1000 barn에 이르며 동시

에 다른 친핵연료(fertile) 동 원소에 한 단면 은 훨씬 작아진다. 따라서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에 이용하는 외부 성자 선원은 친핵연료 물질에서는 핵분열을 일

으키지 않을 만큼 낮은 에 지(수백 keV 이하)를 갖는 것이 유리하며, 낮은 에 지

로 감속시킬수록 보다 많은 신호를 얻을 수 있어 분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능동형 성자 비 괴 분석 방법  가장 표 인 것은 U-235를 포함한 물질 

분석을 해 유도핵분열에 의한 즉발 성자의 동시계수를 이용한 우물형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기(Active-Well neutron Coincidence Counter - AWCC) 이다

[3.1.13]. 일반 으로 리 쓰이는 우물형태의 피동형 성자 계수기는 한 외

부 성자원을 사용할 경우 능동형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리 사용

되는 외부 성자원은 241Am-Li 선원이다. 241Am-Li 선원은 시간독립 인 성자

를 방출하며, 평균 에 지가 0.3～0.4 MeV 정도로 낮아 U-238과 같은 친핵연료 물

질(fertile material)에 흡수되어 유도핵분열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 한 2 

MeV 이상의 자발 혹은 유도핵분열 성자 계수에 최 화된 계수기에서 우연에 의

한 동시계수를 일으킬 확률이 낮아 신호  잡음비가 우수하다. 일반 으로 선원 세

기는 1×10
5

 nps(neutrons per second) 이다. 재 AWCC는 주로 조사되지 않은 순

수 우라늄을 포함한 샘 에서의 U-235의 양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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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 성자 에 지에 따른 U과 Pu의 핵분열 단면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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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형 성자 계수의 외부 성자 선원으로 성자 발생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의 성자 발생 원리는 발생  내부의 D-D 반응 혹은 D-T 반응인데, 

D-D 반응에 의한 성자는 에 지가 약 2.5 MeV, D-T 반응에 의한 성자는 약 

14.3 MeV 이다. 반응에 의한 성자 선속은 일반 으로 D-T 반응이 D-D에 비해 

100 배 정도 높다. 성자 발생기에서의 성자는 동작모드에 따라 연속 으로 방

출되거나(연속모드) 펄스 형태로 방출(펄스모드)되기도 한다.

  고속 성자를 측정하는 성자 콜러(Neutron Collar)와 같은 능동형 계수기는 외

부선원을 감속시켜 조사 상 시료에 입사시키며,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유도핵분열 

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측정하여 에 지 선별에 의해 측정하므로, 일반 으로는 

에 지가 높지 않은 D-D반응에 의한 성자 발생기를 사용하며, 동시계수를 하지 

않으므로 펄스모드, 연속모드 모두 용 가능하다. 이 때 외부 성자의 선속 변화를 

감지해 보정해  수 있는 별도의 성자 선속 모니터가 필요하다. 동시계수법을 

이용하는 능동형 성자 계수기에서는 에 지에 상 없이 동시계수를 통해 유도핵

분열 성자를 선별하므로 D-D, D-T 모두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펄스 형태의 외

부 성자는 동시계수에 이용할 수 없어 항상 연속모드로 발생시켜야 하며, 별도의 

성자 선속 모니터는 필요 없다[3.1.14].

  다.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법에 의한 해정련 공정물 계량 가능성 측

일반 으로 능동형 성자 계수기는 사용  핵연료  순수 우라늄에서의 핵

분열성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공정

을 통해 처리할 경우 회수우라늄  TRU 등 공정물질 내의 핵분열성 물질 분석에 

용해야 할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분석 상 시료에는 다른 감마선이나 자발핵분

열에 의한 성자를 발생시키는 불순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 특수 상황

을 고려한 핵물질의 계량이 가능하도록, 공정물질의 양이나 형태 등에 따라 계수기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핫 오퍼 이션을 고려한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성자 계수 시스템의 변경, 결합, 혹은 업그 이드를 

가능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능동형 비 괴 분석 기술의 확보를 해 

련 연구를 수행하 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공정에 용할 정이다.

  이로 공정의 해정련 공정에서 회수된 우라늄에 TRU 불순물이 포함될 경우 

능동형 성자 계수방법을 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주요한 불순물은 

Cm-244이다. Cm-244는 아주 미량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발핵분열율이 높아 1 g

의 Cm-244부터 당 1.08×10
7

 개의 성자가 방출된다. 능동형 계수에서 측정하



- 57 -

는 성자는 외부 선원에 의한 유도핵분열 성자이다. Cm-244에 의한 성자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핵분열성 물질에서 나오는 유도핵분열 성자에 의한 신호의 

증가를 계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농동형 계수를 용하고자 하는 상 시

료물질 내의 Cm-244 포함량을 측해 보고, 유도핵분열에 의한 성자 측 신호

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  사용후핵연료 내 Cm의 질량은 연소도  핵연료  치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Table 3.1.14에서 나타나듯이, 우라늄 1 kg 당 약 80 ～ 160 mg 이 포함되어 

있다. 비율로는 약 1×10
-4

에 해당한다. 이로 공정에서의 회수우라늄 내 포함된 

Cm-244의 양을 측하기 해 공정물질수지 측자료를 이용하 다. 이 때 TRU의 

변화량을 바탕으로 TRU 내의 Cm-244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산출하 다. 

Table 3.1.15에 10톤의 사용후핵연료 내 물질의 양을 공정  최  시 과 해정련 

공정 후 시 에 비교하 다. 해정련공정에 의한 우라늄 회수율을 99.675 %로 가

정하고 INL의 해정련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Table 3.1.15에서 알 수 있듯

이 해정련 후 TRU 포함률은 최  TRU 포함량의 0.849 %이며 Cm-244 한 같

은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 을 때, 정련 후 회수 우라늄 1 kg 내 Cm-244 질량

은 약 0.7 ～ 1.4 mg 으로 측할 수 있다. U-235 와 U-238에서의 자발핵분열 

성자는 그 양이 미미하며, 1.4 mg의 Cm-244 으로부터 방출되는 성자 수는 약 

1.5×10
4

 개로 측할 수 있다.

  능동형 계수 용 시, 시뮬 이션을 통한 1 wt% 농축도 1 kg 우라늄 속시료에 

해 1×10
6

 nps의 외부 성자선원을 용할 때 발생하는 유도핵분열 성자 수는 

약 8,000 nps이다. 이러한 수치는 샘 의 형태  외부 성자 선원과의 거리 등에 

따라 향이 있지만, 앞서 기술한 실험을 통해 시뮬 이션에 의한 측을 용할 

수 있으며, 측한 Cm-244에 의한 성자 방출율과 등한 수 으로서 능동형 혹

은 피동/능동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시뮬 이션 결과 다른 핵분열성 물

질(Np-237, Pu-239, Am-241)의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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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 Cut measured expected burnup simulation U 1 kg 당

Id Cm-244 (mg) Pu (g) U-235 (g) U (g) BU(GWD/MTU) Cm-244 (mg)

R13-10 0.38 0.054 0.05 4.506 47.963 84 

R13-9 10.06 1.368 1.15 112.581 48.44 89 

R13-13 10.01 1.367 1.15 112.588 48.389 89 

R13-7 10.42 1.372 1.13 112.529 48.814 93 

R13-4 10.68 1.375 1.12 112.493 49.072 95 

C16-12 0.66 0.057 0.04 4.472 54.017 148 

C16-10 0.71 0.058 0.04 4.468 54.823 159 

C16-7 18.81 1.447 0.86 111.589 55.592 169 

Table 3.1.14. ORIGEN 시뮬 이션  피동형 성자계수 측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내 

Cm, Pu, U 양 제 [본 보고서 Table 3.2.8. 참조]

10MTHM, 4.5 wt%, 55,000MWD/MTU,10-yrs cooling

공정  최  사용후핵연료 해정련 공정 후

물질구분 포함 량(kg) 환산 (g/kg-U) 포함 량(kg) 환산 (g/kg-U)

U 9291.1 1000.000 9830.109 1000.000 

TRU 140.2 15.095 1.259 0.128 

NM 126.1 13.572 0.000 0.000 

Clad 2560.0 275.534 0.000 0.000 

REFP 171.7 18.482 10.595 1.078 

Cs 40.7 4.385 0.000 0.000 

Sr 12.3 1.325 0.062 0.006 

FP (I,Tc) 16.0 1.720 0.000 0.000 

Total 12358.2 1330.112 - -

Total HM 9798.2 1054.578 9842.026 1001.212 

Table 3.1.15. 이로 공정  최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물질량(참고: 이로 공정 

물질수지 측 버  Pyro.MB.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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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수 TRU 계량방안 분석  이로시설 체에 한 핵물질 계량방안 도출

해 련공정의 최종 생성물인 TRU에 포함된 Pu을 계량하는 방법으로는 능

동형‧피동형 겸용 성자 계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용될 수 있다. 피동형 성

자 계수기를 통하여 TRU 백그라운드를 측정하고, 능동형 성자 계수기를 사용하

여 핵분열성 물질(Pu-239, Pu-241)을 양을 측정하고, 추가 으로 ORIGEN 코드를 

사용하여 Pu의 양을 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수납에서부터 이로의 주요한 공정인 해환원과 해정련 공정 

체에 한 핵물질 계량 방안은 Fig. 3.1.43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사용후핵연료

의 물리 인 형태의 변경이나 수납 부문에서는 LANL과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자체표시 성자 공명 역 단면  분율 계측법”[3.1.15～3.1.18](이하 “공명분율 계

측법“ 혹은 SINRD: Self-Indication Neutron Resonance Densitometry 이라 함)의 

용을 검토 이며, 해환원은 ASNC와 같은 기존의 수동형 측정방법을 용한

다. 해정련공정의 회수 우라늄에는 능동형 성자 측정방법, 회수 TRU에서의 Pu 

계량에는 능동형‧피동형 겸용 측정방법과 산코드  SINRD를 용한다. 이들을 

종합 으로 나타낸 Fig. 3.1.43은 이로 시설의 체에 한 핵물질 계량방안의 

안이다.

Fig. 3.1.43. 이로 시설의 핵물질 계량방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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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정련공정의 계량장치 개발

  가. 성자 발생기 선원의 선정

     (1) 성자 발생기 선정

이로 공정의 핵물질에 존재하는 핵분열물질(U-235, Pu-239 등)을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세계 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과제에서는 이로 공정의 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

을 해서 "능동형 성자 측정 장치"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외부 

성자 선원으로서 성자 발생기를 선정 구매하 다. 성자 발생장치는 능동형 

성자 측정 장치에 부착되어 성자 선원으로 사용하며, 성자 계수기의 성능 평

가, 지발 성자  지발 감마선을 이용한 연구 개발에도 활용할 목 으로 선정하

다.

        (가) 성자 선원의 용도

            재 개발하고자 하는 장비는 핵물질의 정량 측정 장비로서, 성자 

발생율이 높은 핵물질의 경우에는 피동형 성자 측정을 사용하고, 우라늄과 같이 

성자 발생율이 낮은 핵물질은 성자 능동형 측정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 두 가

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피동 겸용 핵물질 측정장비( 성자계수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피동형  능동형 측정 장비 모두, 측정할 핵물질 시료에서 발생하는 

성자의 세기별로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측정할 시료에서 발생하는 성자 

발생율과 동일한 발생율을 갖는 선원이 필요하다. 한 능동형인 경우에는 핵분열

을 유도하기 한 성자 선원이 필요하다.

        (나) 능동형/피동형 성자 계수기의 성능 검증

성자 계수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는, 측정할 핵물질시료와 유

사한 성자 에 지  성자 세기(발생율)를 갖는 성자 선원이 있으면 가장 이

상 이다. Pyroprocess에서 취 하는 핵물질의 근원은 사용후핵연료이고, 형태가 변

해도 성자 발생원인 원소는 주로 Cm이며, 이 원소의 평균 성자에 지는 2 

MeV이고, 측정하는 시료의 양에 따라서 성자 발생율은 변한다. PWR 사용후핵연

료(14×14, 3.2 wt%, 35 GWd/TU) 100 kg(HM-base)에서 10 년 정도 냉각된 경우

에 성자 발생율은 략 3×10
6

 n/s 정도이다. 성자 계수기에서 한번에 최  100 

kg HM을 측정한다고 하면 이때 성자 발생율은 3×10
6

 n/s이다. 따라서 2 Me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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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를 발생하는 선원으로서, 3×10
6

 n/s 세기를 갖는 선원에서부터 매우 낮은 

성자 세기를 갖는 모든 성자 선원을 확보하면 가장 이상 이다. 이는 경제 인 

에서 보면 비 실 이며, 보통 최소한의 조건인, 낮은 발생율의 성자 선원과 

간 정도, 그리고 1×10
6

 n/s 정도 세기를 갖는 세 개 정도의 선원을 사용하여 검증

한다. 

  성자 에 지 에서 보면 Cm과 유사한 에 지 스펙트럼을 갖고 평균에 지

도 비슷한 동 원소 성자 선원, Cf-252를 구입하는 것이 최 이다. 그러나, 성

자 세기가 다른 다수의 Cf-252 선원을 구입해야 하는 불리한 이 있다. 본 연구

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성자 발생기는 D-D 타입이고, 최  2×10
6

 n/s의 세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하의 모든 성자 세기를 낼 수 있도록 조  가능하여 편

리하다. 단지 발생 성자의 에 지가 2.5 MeV로 Cm의 2.0 MeV보다 약간 높기

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단하 다.

        (다) 능동형 성자 계수기의 핵분열 유도

능동형 측정에서는 성자를 핵물질 시료에 조사하여 핵물질 내에 존

재하는 핵분열물질(U-235, Pu-235 등)의 핵분열을 유도하여 이때 발생하는 성자

를 측정함으로써, 시료 내에 존재하는 특수핵물질(Special Nuclear Material : SNM)

를 정량 측정한다. 일반 으로 사용하는 성자 동시측정(neutron coincidence)에 의

해서 정량측정을 할 경우에는, 자발  핵분열에 의해서 성자를 발생하는 Cf-252

는 사용할 수 없다. Cf-252를 사용하면 시료에서 발생한 성자와 Cf-252에서 방출

된 성자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값의 불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동 원소 

선원으로는 (alpha,n) 반응에 의해서 성자가 발생하는 AmLi이 가능하고, D-D의 

핵융합에서 성자가 발생하는 성자 발생기도 사용 가능하다. AmLi은 공간을 

게 차지하고, 에 지가 0.5 MeV으로 낮아서 유리하지만, 성자 발생기는 성자 

세기의 조 과 함께 펄스모드가 있어 보다 편리하다. 펄스모드의 편리성은 아래에

서 설명한다.

        (라) 펄스 모드의 편리성

성자 발생기는 펄스모드와 연속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다. 연속모드

를 선택하면 동 원소 선원과 유사하게 랜덤하게 지속 으로 성자가 발생하고, 

펄스모드를 선택하면, 실험자가 펄스간격까지 조 할 수 있게 된다. 펄스모드를 사

용하여 성자를 발생시키면, 성자 동시측정(Neutron Coincidence)에서 선원에 의

해 공 된 성자와 핵물질 시료에서 발생하는 성자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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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 정확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료에서 발생하는 자발

 혹은 유도 핵분열 성자와 발생기에서 공 되는 성자가 확실하게 구별됨으로 

동 원소 선원을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 즉, 선원에서 공 된 

성자를 핵물질 시료에서 발생한 성자로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도를 최

소화할 수 있다. 한 동일한 조건하여 펄스모드와 연속모드를 각각 사용하여 이와 

같은 불확도의 정도를 실험 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자발생기를 펄스

모드로 사용할 경우, 펄스의 간격을 조 함으로써, 유도핵분열로 발생하는 성자의 

세부 인 추 이 가능하다. 를 들면, 발생기를 사용하여 펄스간격을 길게 해서 

성자를 조사시키면서, 즉발 성자(prompt neutron)와 지연 성자(delayed neutron)

를 구분하여 볼 수 있어, 이들이 검출기에 검출되는 과정을 심층 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 On/Off 스 치의 효용

성자 발생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원을 끄게 되면 성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실험자의 피폭을 방지하고, 실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 상황에서 실험장치의 성능에까지도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된다. 개발단계에서는 빈번하게 실험조건과 검출기를 변경하면서 시험을 반

복해야 하기 때문에, 성자발생을 자유롭게 on/off 할 수 있어 실험시간을 몇 배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실험시간의 단축으로 간주할 정도로 미미한 것이 

아니고, 장비 개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실험횟수에 향을 미쳐 궁극

으로는 개발하는 장비의 성능에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단된다.

        (바) 최소 측정량 측

Cf-252 선원을 사용하여 성자계수기의 감도를 측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선원의 세기를 이용하여 세기별로 감도를 측정하게 되면, 이 들을 연결하여

(interpolation & extrapolation)  역에서의 감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측정 장치들은 최소로 측정할 수 있는 범 가 있다. 즉, 어느 정도 이하의 성자 

세기에는 계수기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는 최소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

의 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성자선원의 세기를 낮

추면서 측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동 원소선원을 사용해서 수행하기 해

서는, 낮은 역의 모든 세기를 갖는 성자 선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경제 인 

에서 비 실 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경험 으로 추측 혹은 타 기종과의 상

호비교 등을 통하여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자 발생기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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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세기를 감소시키면서 측정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성자발생기는 능/피동형 측정 장비의 성능검증에서는 여러 가지 세기를 갖는 

다수의 Cf-252의 역할을 하고, 능동형 측정 장비에서는 핵분열을 유도하는 성자

를 발생시키는 AmLi의 역할을 하고, 최소측정범 를 결정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동 원소 선원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완제품을 제작할 시에는 성자

발생기보다 유리하지만, 측정 장비의 개발단계에서는 성자 발생기가 훨씬 유리하

다. 특히, 재 세계 으로 그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이로 공정에서의 핵물질 정

량 측정 장비 개발에 있어서는, 수많은 시행과 착오를 거쳐 이로 공정에 합한 

측정 장비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개발단계에서는 성자 발생기가 반

드시 필요하다. 한 성자 발생기의 펄스모드는 핵물질 시료에 발생하는 성자

의 종류별 추 을 통한 성자 검출의 심층 분석을 할 수 있어 개발되는 장비의 성

능을 높일 수 있다.

     (2) 성자 발생기 사양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 과 활용 목 을 달성하기 한 

성자 발생장치를 선정, 구매하 다. Table 3.1.16과 같이 재(2007년) 국내 표

인 성자 발생장치 이용 연구 그룹들을 조사하고, 활용 분야  특성, 제조사에 

한 사용자 평가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랑스의 EADS SODERN 사의 

성자 발생기를 선정하 다. SODERN사는 다양한 종류의 성자 발생기를 제작, 

납품하여 Table 3.1.17과 같이 재 세계 으로 리 활용되고 있는 표 인 성

자 발생기 제조업체이다. 본 연구 목 에 부합하는 성자 에 지  필요 선속, 안

 리 측면을 고려하여 발생 타입은 D-D로 선정하 다. 자세한 성능 사양은 아

래와 같다[3.1.19].

   ◦모델: GENIE 16GT

- 최 선속 (에 지) : 2×10
6 

n/s (2.5 MeV) 

- 용량 : 110 kV, 80 μA

- 제작사 : EADS SODERN( ) 

- 성자 발생 메커니즘 : D-D type 

- 성자 에 지: 2.5 MeV

   ◦모듈 구성 

- a neutron emitting module (D-D sodilog neutron tube)

- modulator unit

- control unit

- remote control softwar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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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onnecting cables.

   각각의 구성 모듈에 한 세부 특성은 아래와 같다.

      ⓐ Neutron Emitting Module equipped with D-D Neutron Tube

         - SF6 연 스테인 스 스틸 성자 방출 로  

         - 성자 에 지 : 2.5 MeV

         - 연속 or 평균 성자 방출율: 1×10
6 

n/s/4πsr(±10%)

         - 최  성자 방출율: 2×10
6 

n/s/4πsr

         - 평균 수명: 4000 시간 for 1×10
6 

n/s, 8000 시간 for 5×10
5 

n/s

         - 력소모: 10 W (ventilation required from 5W)

         - 동작 온도: -20 ℃ to 70 ℃

         - 크기  량: 직경 76 mm(flange 직경 104 mm), 

                         길이 740 mm, 8 kg

      ⓑ Modulator Unit

         - 펄스모드 성자 발생을 한 모듈

         - 펄스 주기: 10 Hz ～ 10 kHz 가변  연속 방출

         - Duty factor: 5 % ～ 100 %(연속모드) 가변

         - 성자 펄스 상승/하강 시간(rise and fall time): 1.5 usec 미만

         - 크기  량: 200 mm x 100 mm x 80 mm, 1 kg 이하

         - Control Unit과 이블 연결 길이: 최  15 m

      ⓒ Control Unit

         - 운 조건 설정  데이터 표시 모듈

         - 안  루 : 2 개의 safety loops 제어  safety key 제어

         - 가속 압  빔 류 설정: 최  110 kV, 최  80 μA

         - Input : 1 modulation TTL input

         - Output : 2 synchronisation TTL outputs

         - 력 공 : 230 V/50 Hz

         - 크기  량: rack 19"/3 U/length - 715 mm, 23 kg

      ⓓ Remote Control Software Package

         - 도우 구동 Control Unit 제어 소 트웨어 

         - 통신: RS232, 10 m cable

         - 성자방출 제어 (펄스모드 조건, duty factor, 방출 시간 설정, 제어)

         - Safety loops and alarms 상태 표시 

         - 주요 라미터 측정  운 , 알람 기록

      ⓔ Interconnecting Cables

         - 성자 발생 튜 와 modulator unit 간 연결: 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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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자 발생 튜 와 Control Unit 간 연결: 15 m 고 압 이블

                                               (Very High Voltage-VHV) 

         - RS232 통신 이블: 10 m

항목 경희 K AE R I 경원㈜- K AE R I 서울 본 과제

도입처  

( 회사)
랑스, Sodern 미국, LBNL 러시아 자체 개발

랑스, 

Sodern

성자  

발생 특성
D-T type

D-D type,

RF 방식

D-D type,

alpha detector 

D-D type,

형 (1×1×1m)
D-D type

성자  

에 지
14 MeV, 2.5 MeV, 14 MeV 2.5 MeV 2.5 MeV

성자  

세기
10

8
 n/s 10

8
 n/s 10

8
 n/s 10

8
 n/s 2x10

6
 n/s

이용  

방사선
감마선 감마선 감마선 모색 성자

목
Gamma-Radio

graph 등
폭발물 탐지 폭발물 탐지  모색 성자 선원

수명 4000 시간 반 구 1000 시간 반 구 4000 시간

비고 -고에 지

-RF 방식

-Noise 방지 

차폐 요

-부피과 -->계

수기 부착 불가

-알 검출기 부착

-감마선 검출기와 

시스템 구성

-경원㈜ 자산

- 형 

발생기로서, 

계수기에 

부착하여 사용 

불가

-

Table 3.1.16. 국내 성자 발생기 이용 황(2007년 재)  



- 66 -

C ustomer Name C ountry
neutron G enerator 

Model
Q uantity

AIEA Croatia Genie16 Compact 1

ANCORE USA Genie16 GT 2

ANCORE USA Genie16 Compact 3

AWE UK Genie16 Compact 1

BNFL UK Genie26 5

CEA Cadarache France Genie16 GT 1

CEA Cadarache France Genie36 1

CEA Cadarache France Genie26 1

CEA Marcoule France Genie16 Compact 1

CEA Bruyeres France Genie16 GT 1

CEA Bruyeres France Genie16 Compact 1

Chaimers Sweden Genie16 Compact 1

COGEMA France Genie36 5

Computalog USA Genie16 GP 1

DELFT Holland Genie16 Compact 1

DSTL UK Genie16 Compact 1

ETCA France Genie16 GE 1

ENERTOPIA Korea Genie16 Compact 1

FOA Sweden Genie16 Compact 1

Fraunhofer Institute Gemany Genie16 2

Hi-Energy USA Genie16 Compact 9

HMS Sultan UK Genie16 Compact 1

INEEL USA Genie16 Compact 3

INEEL USA Genie16 RT 1

INEEL USA Genie16 GT 1

INFN Italy Genie16 GT 2

IPR India Genie35 1

JNFL Japan Genie36 3

LPC France Genie26 1

Sheffield University UK Genie16 G 1

St Lukes Hospital USA Genie16 Compact 1

Tenex Russia Genie16 GT 1

 Table 3.1.17. SODERN 사 성자발생기 보유, 이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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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 성능시험

성자 선원을 자유롭게 공 할 수 있는 성자 발생장치와 기존의 수동

형 성자 계수기를 결합하는 형태의 능동형 성자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성자 발생장치를 선정하고 구축하 다. 3장 5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정련

에서 발생하는 회수 우라늄과 TRU 시료에 성자 발생기에서 방출하는 성자를 

조사하여 유도 핵분열을 유발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성자를 측정하여 핵물질의 

양을 계량하기 한 장치이다.

  성자 발생기의 제원과 성능은 Table 3.1.18에 제시하 다 랑스의 SODERN

사 D-D 반응에 의한 성자 발생기로서, 설치  제작사와 함께 기본 인 성능을 

악하기 한 시험을 수행하 다. 타겟의 류를 20 μA로 설정하고, 검출기의 인

가 압에 따른 계수율을 Fig. 3.1.44에 제시하 으며, 발생기의 타겟 압을 75 kV

에서 90 kV까지 증가시키면서 성자 계수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3.1.45에 

제시하 다. 성자 계수기의 측정효율을 15 %로 가정하고, 성자 발생기의 작동 

조건을 20 μA, 90 kV로 설정했을 때, 성자 방출율은 약 5×10
5

 nps 이며, 타겟

의 류를 최 류인 80 μA로 올리면, Table 3.1.18에 주어진 성자 방출율 

2×10
6

 nps에 도달할 것으로 상하 다.

항목 제원 혹은 성능

제작사 SODERN ( 랑스) 

모델 GENIE 15GT

발생기 타겟 부분 직경  길이 φ76 x L525 mm

타겟 상부의 직경 φ104 x 215 mm

발생기의 총길이 704 mm

최  인가 압 110 kV

최  류 80 μA

핵반응 타입 (D,D) 반응 

성자 출력 2x10
6 

n/s

성자 에 지 2.5 MeV

최  인가 압 110 kV

최  류 80 μA

 Table 3.1.18. 성자 발생기의 제원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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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 설치 , 성자 발생기 동작시험.

Neutron Generator Performance Test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Neutron Generator High Voltage(kV)

N
e
u
tr

o
n
 C

o
u
n
t 

(n
p
s
)

 Detector High Voltage

                      1900v
                1800v
                1700v
                1600v

Target Current : 20㎂

Fig. 3.1.45. 설치 , 성자 발생기의 성자 발생 출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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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능동형 성자 계수기 개발실 구축  차폐해석

발생장치와 피동형 성자 계수기를 결합한 능동형 성자 측정시스템을 설

치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 다. 상용시설이 아니라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성

자 선원을 사용하는 실험시간은 연간 500 시간보다 훨씬 은 100 ～ 200 시간 정

도로 상되며, 최  500 시간 기 은 작업자의 피폭량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

이다. 사용시설과 작업실을 15 cm의 PE 차폐체로 분리하 고, 연간 500 시간의 

작업시간 동안에, 연간 피폭 허용한도인 20 mSv보다 훨씬 낮은 4 mSv이하가 되도

록 설계하 다. 

  실험실은 이  알루미늄 시로 된 창문이 3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창문이 흡

입구의 역할을 하며 공기 토출구에는 Pre-filter  HEPA filter를 설치하여 실험

실 내부공기의 배출에 의한 외부 환경으로의 오염이 없도록 하 다. 실험실에 설치

된 배기시설의 경우, 실험실 공간의 Volume은 L4.4 m × W4.97 m × H3.5 m로 약 

77 입방미터이고 설치된 Air ventilation fan(motor)의 유량은 50 m
3

/min 으로 실험

실 사용 에 배기 설비를 가동하여 Pre filter, HEPA filter를 통해 내부공기가 배

출되도록 설계하여 실험실 내부의 공기는 기 치 이하로 유지가 충분하다.

  사용시설 내에서 Cf-252 동 원소, 성자 발생장치  우라늄 샘  등의 핵물

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에 한 안 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이 실험실의 인허가를 취득하 다. Fig. 3.1.4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자 선원(

성자 발생장치 혹은 Cf-252)이 성자 계수기에 장 된다고 가정하 다. 이 때, 계

수기는 PE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기 자체가 차폐체 역할을 하며,  좌측과 

뒤 면의 취약지 인 창문에는 0.1 m PE 차폐체를 장착하도록 하 다. 따라서 좌측 

 뒤면의 창문부분은 바닥에서 0.98 m까지는 콘코리트 27 cm 두께의 벽이고, 

0.98 m에서 1.98 m 높이까지는 0.1 m 두께의 PE 차폐체를 설치하 다.

  

     (1) 가정  계산방법

MCNP4C 코드를 사용하여 성자발생장치 사용시설의 사방 벽 밖에서 각

각 선량율을 계산하 으며, 이 때 성자와 이차 감마선을 동시에 고려하 다. 차폐

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장치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 에서 선량율이 가

장 높을 것이 자명하지만, 이를 비계산을 통하여 확인하 다. 2×10
6

 nps 세기의 

성자 발생장치를 계수기에 장착한 경우에 해서 최 선량을 결정하 다. 그리고 

Cf-252 (5E06 nps)를 장함에 보 하는 경우에 해서 후  좌우벽면에서 최

선량을 결정하여, 발생장치에 한 계산결과에 합해서 사용시설에서의 최 선량

을 결정하 다  



- 70 -

Fig. 3.1.46. 능동형 성자계수기 개발실의 개략도.

    

 

  능동형 성자 계수기 개발실에서 사용할 성자 발생기의 경우에는, 계수기에 

삽입 시 우라늄 타겟을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경우로 나 어서 분석하 다.  

계수기의 구조는 연구과정에서 그 형태가 여러 가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상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수기를 만들어도 보수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으로 계산모델을 설정하 다. 성자 발생기를 성자 계수기에 장 하여 실험

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발생장치가 계수기의 우물 내에서 좌우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에 한 모델링과 합한 계산방법의 도출이 필요하다. 계수기의 우물 내

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보수 인 조건으로서 선원이 계산지 과 최단거리

를 이루는 지 에 놓 다고 가정하고, 발생장치가 상하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계수

기의 상단에 0.1 m 까지만 근한다는 가정 하에서 성자 발생지 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때 발생장치가 시설바닥에서 최  

1.1 m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한 계산을 수행할 때는 계수기의 상단까지의 길이를 

1.2 m로 가정하 다. 

  좌측면과 뒷면에서는 0.98 m 이하의 높이까지는 콘크리트 벽이 있고, 이 이상에

서는 0.1 m 두께의 PE 차폐체를 설치하 다. 성자 발생지 의 치가 변함에 따

라서 콘크리트 벽인 경우와 차폐체를 설치한 곳에서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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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PE 차폐체를 설치한 지 에서 훨씬 큰 방사선량이 나타났다. 따라서 좌측면

과 뒷면에서는 이 지 을 최  피폭지 으로 선정하 다. 모든 차폐계산에서, 

MCNP4C 코드로 계산한 방사선량에 표 오차의 3배를 합해 으로써 99 % 이상의 

신뢰도를 갖도록 하 다. 

     (2) 성자 발생기 혹은 Cf-252 선원의 계수기 장  시 차폐해석

성자 계수기 내에 성자 발생기 혹은 Cf-252을 장 한 상태에 한 계

산모델에서는, 계수기내에서 선원의 좌우 치에 따라 성자 발생지 에서 피폭지

까지의 거리가 변한다는 을 감안하여, 보수 인 에서 성자의 선원은 피

폭지 에서 최 로 가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후와 좌우 네 면으로 나

어 최  피폭이 상되는 지 에서의 방사선 선량을 계산하고, 각 면에서 성자 

선원에서 최단거리에 치한 지 까지의 선량을 계산하 다 좌측면과 뒷면에는 콘

크리트 벽면이 있고, 성자 발생지 에서 거리가 동일하며, 단지 각각의 벽에서 창

문까지의 거리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두 지 에서의 방사선량은 비슷한 값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 창문은 바닥에서 0.98 m 지 에서 시작하 으

며, 창문 치는 높이 1 m, 폭 1 m, 두께 0.1 m의 PE 차폐체를 설치하 으며 체 

모델링의 결과를 Table 3.1.19에 정리하 다.

선원 치

항목 정상상태(실제상태) 계산모델

선원의 좌우 치  30 cm 계수기 공동의 심 각 계산지 과의 최단거리 치

선원의 상하 치 바닥에서 0.25 m 각 계산지 과의 최단거리 치

성자 

계수기

계수기의 PE 
He-3검출기 내부와 외부 각

각 5 cm
단일 100 mm PE

He-3 검출기 부분 50 cm He-3 가스와 SUS 통 무시

Isolated Panel  5 mm Isolated Panel  Air로 가정

각 벽면의 계산지 벽면과 0.1 m 이상 떨어짐 벽면 지

장함

PE 두께 0.1 m 이상 0.1 m

연간 선원 사용시간 100 - 200 시간 500 시간

성자 에 지 2-3 MeV(평균 2.5 MeV) 3 MeV

선원이동 취 보수 으로 모사

Table 3.1.19. 보수 인 계산모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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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에 별도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후  좌우 면의 피폭을 고려하 고, 후 

 좌우 각 면에서 최  피폭이 상되는 지 을 결정했다. Fig. 3.1.46에서 볼 수 

있듯이 면에는 작업실이 있으며, 작업실에서 최 피폭지 은 성자 발생지 에

서 최단거리 지 인 A1이고, 우측면에서의 최 피폭지 은 A4가 된다. 마찬가지로 

좌측면과 뒷면에서 선원과 거리가 최단거리인 A3와 A2가 최  피폭지 이 된다. 

차폐해석 결과는 Table 3.1.19에 제시하 다.

     (3) Cf-252 보 함의 차폐해석

Cf-252 장함의 모형은 원주형으로 단순하고, 심에 직경 1 cm의 홈이 

있고, 심에 Cf-252 선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Fig. 3.1.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면에서 최  방사선량이 상되는 지 에서 방사선량을 계산하도록 

모델링했다. 선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장함에 보 하며, 이 장함의 모형은 원

주형으로 단순화하고, 심에 직경 1 cm의 홈이 있으며, 심에 Cf-252 선원이 존

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각 면에서 최  방사선량이 상되는 지 에서 방사선

량을 계산하도록 모델링하 으며, 차폐해석 결과는 Table 3.1.20에 제시하 다.

Fig. 3.1.47. 동 원소 장함의 제원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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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방사선량율

(mSv/hr)

주간 방사선량(mSv)

 (20 시간 기 )

연간 방사선량(mSv)

(500 시간 기 )

성자발

생기

Cf-252

계수기 

Cf-252 

보 함

성자발

생기

Cf-252

계수기 

Cf-252 

보 함

성자발

생기

Cf-252

계수기 

Cf-252 

보 함

면

(LEU 

타겟 장착)

0.00266

(0.00411)
0.00455 0.000267

0.0532

(0.0822)
0.0910 0.00535

1.33

(2.05)
2.27 0.134

후면 0.00146 0.00299 0.00201 0.0292 0.0599 0.0402 0.729 1.50 1.05

좌측면 0.000943 0,00294 0.000161 0.0189 0.0587 0.00321 0.471 1.47 0.0804

우측면 0.00109 0.00124 0.00157 0.0218 0.0249 0.0314 0.546 0.621 0.786

Table 3.1.20. 성자발생기, Cf-252 장착  Cf-252 보 함에 한 방사선 선량 

계산결과

     (4) 우라늄 타겟에 성자 조사시 안 성 분석

성자 조사로 인하여 우라늄 타겟에서 생성되는 핵종들의 종류와 양을 

추정하여, 이들의 특성을 악하고, 규제면제 수량 여부를 평가하 다.

  핵연료 물질 타겟은 Table 3.1.21에 정리하 다. 이 에서 U-235의 농축도가 

20 wt%인 LEU 타겟에서 가장 많은 유도핵분열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타겟이 최 농축도인 U-235 20 wt%인 상태로 가정하고 질량은 10 kg로 가정하

다. 성자 선원의 세기는 최 값인 2×106 nps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MCNP 코드

에 사용할 타겟 내의 성자 선속은 약 1×105 n/cm2-s로 산출하 다.

  성자 조사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양을 결정하기 해서 ORIGEN2 코드를 사

용하 다. 실제 성자 조사실험시간은 매우 지만, 보수 인 에서 매일 10 

시간씩 성자 조사  14 시간씩 휴지시간으로 매주 5 일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런 조건 하에 ORIGEN2 코드의 입력자료를 작성하 고, 당한 핵단

면  라이 러리가 없기 때문에 가압경수로의 핵단면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이에 따른 불확도를 감안하여 MCNP 코드에서 계산된 성자 선속의 2 배인 

2×105 n/cm2-s로 가정하 다.

  에서 설정한 계산조건에 따라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타겟에 존재하는 동

원소의 양을 계산하 다. 성자를 조사하기 과 조사한 직후, 그리고 하루 지난 

후, 3 일 지난 후, 30 일 지난 후에 한 타겟에 존재하는 동 원소의 방사선 수량

을 계산하 다. 동 원소별로 규제면제 수량과 비교하여 규제면제 수량보다 큰 동

원소들만 Table 3.1.22에 제시하 다. Table 3.1.22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자 

조사 에는 U-235와 U-238만이 존재하 으며, 이들은 상했던 것과 같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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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수량보다 많은 방사선을 방출한다. 성자 조사 직후에는 크립톤을 비롯한 여

러 가지 동 원소가 규제면제 수량을 과한다. 그러나 1 일 후에는 과하는 동

원소가 어들고 있으며, 3 일을 지나면 성자 조사로 인하여 추가된 동 원소로

는 Xe와 Th만 남고, 30 일이 지나면 Th만 남는다. 

핵물질 종류 물리  상태 화학  상태 최  허용양

DU 속, 속분말, 산화물 U, UO2, U3O8 10 kg

NU 속, 속분말, 산화물 U, UO2, U3O8 10 kg

LEU

(20 %이하)
속 U 2.4 kg

LEU

(5 %이하)
산화물 UO2 10 kg

Table 3.1.21. 능동형 성자 계수기 개발실에서 사용할 핵물질 종류  양 

  

  성자 조사실험 에는 Table 3.1.22에 제시된 조사 직후에 규제면제 수량을 

과하는 동 원소에 주의해야 한다. 5 일간의 실험 후에 주말 동안 3 일간은 휴지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성자 조사실험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Table 3.1.22의 3 

일 후에 규제면제 수량을 과하는 동 원소에 주목하면 된다. 30 일이 지나면 기

체상태의 동 원소인 Xe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성자 조사 의 타겟과 별 차

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자 조사에서 발생한 동 원소들

의 연간섭취량과 공기  허용 최  농도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값이다. 따라서 가

상사고 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 성자 계수기  외부 성자 선원

     (1) 성자 계수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우물형 성자 동시계수기를 

이용하여 능동형 동시계수 시스템을 구성하 다. 본 계수기는 피동형 계수기로서 

Cd 셔터를 이용한 핵분열성 물질측정을 수행하고자 개발된 DUPIC Safeguards 

Fissile material Counter(DSFC) 로서[3.1.20], 이후 본 보고서에서는 DSFC로 기술

하겠다.  Fig. 3.1.48에 나타나듯이 계수기는 4기압의 He-3 성자 검출기 튜  16

개가 성자 감속을 한 고 도 폴리에틸 에 삽입되어 있는 우물형태이며 내부에 

감마선 차폐체를 한 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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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방사선 수량(Bq)

규제면제 수량 ORIGEN2 코드 추정 수량

성자 조사 

U-235 1.00E+04 1.60E+08

U-238 1.00E+04 9.96E+07

성자 조사 직후

Kr-83m 10 2.22E+05

Kr-85m 10 4.90E+05

Sr-91 1.00E+05 1.48E+06

Sr-92 1.00E+06 2.71E+06

Y-92 1.00E+05 1.92E+06

Y-93 1.00E+05 1.57E+06

Zr-97 1.00E+05 9.68E+05

Nb-98 1.00E+05 2.86E+06

Mo-101 1.00E+06 2.50E+06

Te-131 1.00E+05 1.25E+06

Te-133 1.00E+05 1.92E+06

Te-133m 1.00E+05 1.43E+06

Te-134 1.00E+06 3.30E+06

I-132 1.00E+05 1.33E+05

I-134 1.00E+05 3.74E+06

I-135 1.00E+06 2.00E+06

Xe-133 1.00E+04 2.58E+04

Xe-135 10 7.59E+05

Cs-138 1.00E+04 3.30E+06

Th-231 1.00E+07 3.81E+07

Th-234 1.00E+05 1.19E+06

Table 3.1.22. 성자 조사로 인해 발생한 동 원소의 방사선 수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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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5 1.00E+04 1.60E+08

U-238 1.00E+04 9.96E+07

U-239 1.00E+06 3.59E+06

성자 조사 1 일 후

Kr-83m 10 986

Kr-85m 10 1.22E+04

Sr-91 1.00E+05 2.58E+05

Y-93 1.00E+05 3.11E+05

Zr-97 1.00E+05 3.62E+05

I-132 1.00E+05 1.50E+05

Xe-133 1.00E+04 1.07E+05

Xe-135 10 5.49E+05

Th-231 1.00E+07 9.65E+07

Th-234 1.00E+05 3.97E+06

U-235 1.00E+04 1.60E+08

U-238 1.00E+04 9.96E+07

성자 조사 3 일 후

Xe-133 1.00E+04 1.33E+05

Xe-135 10 2.24E+04

Th-231 1.00E+07 1.43E+08

Th-234 1.00E+05 9.32E+06

U-235 1.00E+04 1.60E+08

U-238 1.00E+04 9.96E+07

성자 조사 30 일 후

Th-231 1.00E+07 1.60E+08

Th-234 1.00E+05 5.81E+07

U-235 1.00E+04 1.60E+08

U-238 1.00E+04 9.96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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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서 보이는 16개의 검출기 튜  밖에 있는  다른 구멍들은 추가로 검출

기 튜 를 삽입하여 계수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분석 상 시료가 치할 수 있는 시료의 공동(cavity) 사이즈

는 직경 13.6 cm, 높이 68 cm 이다. 피동형 계수에서 사용되는 폴리에틸  성자 

반사체는 성자 발생  삽입을 해 제거 되었다. 본 계수기와 함께 외부 성자 

선원으로서 성자 발생장치  Cf-252 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능동형 성자 측

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 시험을 비하 다.

Fig. 3.1.48. 본 연구에 활용된 우물형 성자 계수기( 간의 시

료 공동에 삽입된 은 성자 발생 이며, 비어있

는 구멍들은 검출기 튜 를 추가로 삽입할 수 있도

록 마련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검출기 튜 를 추

가하지 않음).

  5,200 nps Cf-252 성자 선원을 이용해 측정한 각 검출기 채 별 HV 라토

와 체 채 의 HV 라토를 Fig. 3.1.49와 Fig. 3.1.50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동작 압은 라토 역 내 어디에서 정해도 좋지만, 향후 감마선 백그라운드 향

이 있는 환경에서의 동작을 고려하여 라토가 시작되는 부근인 1680 V를 동작

압으로 결정하 다.

  DSFC의 계수 효율은 동작 압 1680 V일 때 심부에서 13 %, 심에서 25 

cm 떨어진 끝단에서 약 8 %로 나타났다. 공동 바닥에 15 cm 폴리에틸  반사체

가 있는 경우 심부와 비슷한 효율을 보 으며, 측정된 계수 값의 로 일은 Fig. 



- 78 -

3.1.51과 Fig. 3.1.5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DSFC의 원래 효율은 약 21 %로서, 측

정에서 13 %로 나온 이유는 7개의 검출기 튜 의 회로에 문제가 있어 동작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뮬 이션에 의한 계수기의 효율  종방향 로 일은 

Fig. 3.1.5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Fig. 3.1.54에서와 같이 체 로 일의 형태

는 측한 결과 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결과는 계수기 효율이 13 %

인 상황에서 측정된 결과이며, 향후 나머지 검출기 튜 를 복구하여 정상 인 효율 

22 %  튜 를 추가하여 보다 높은 효율에 한 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다.

  측정에 의해 구한 DSFC의 die-away time은 약 88 μs, 로서 4.5 μs pre-delay

와 64 μs gate-width를 용할 경우 동시계수를 한 double gate fraction 값은 

약 0.491 이다. 실험에 사용한 Cf-252 선원  성자발생기의 선속 등의 측정을 

비교 평가하기 하여, 기존에 개발된 피동형 성자계수기인 INVS 모델[3.1.2] 

한 함께 이용하 으며, 성자 계수기 DSFC  INVS에 한 세부 사양은 Table 

3.1.23에 정리하 다.

DSF C  I tem Specification I NVS I tem Specification

Cavity diameter 13.5 cm Cavity diameter 3.97 cm

Outside diameter  52.5 cm Outside diameter 25.72 cm

Gamma-ray shield Inner lead: 5 cm Gamma-ray shield
Inner lead: 2 

cm

Preamp
PDT110A® (16 

ea)
Preamp JAB-01(4 ea)

He-3 tubes Reuter-Stokes® He-3 tubes Reuter-Stokes®

(a) Number 16 ea (a) Number 16 ea

(b) Active length 20 inch (b) Active length 15.5 inch

(c) Diameter 1 inch (c) Diameter 1 inch

(d) Gas fill 4 atm (d) Gas fill 4 atm

Efficiency (HV @1680 V) 13 %
Efficiency (HV @1680 

V)
28.6%

Gate width 64 μs Gate width 64 μs

Predelay 4.5 μs Predelay 4.5 μs

Die-away time 88 μs Die-away time 44 μs

Double gate fraction, fd 0.4910 Double gate fraction, fd 0.6126

Operation HV 1680 V Operation HV 1680 V

Table 3.1.23. 성자 계수기 (DSFC, INVS) 성능 명세 (DSFC의 계수효율은 원래 21 % 

이나, 본 보고서에 기술한 측정결과는 모두 계수효율 13 %인 상황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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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검출기 채  별 HV plat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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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 5,200 nps Cf-252 선원을 이용해 측정한 공동 내 수직 

치에 따른 계수 로 일(Singles 는 총 계수율, Doubles는 

동시계수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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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 계수기 공동 바닥에 15 cm 폴리에틸  감속재가 있을 경

우 수직 치에 따른 계수 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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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4. 계수효율 로 일 비교를 해 측정치를 기 으로 표

화 한 결과 하부감속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

두 로 일이 잘 일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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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자 발생기  Cf-252 성자 선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자 발생장치는 랑스 SODERN 사의 GENIE 

16GT 모델이며[3.1.19], D-D 반응에 의한 2.5 MeV 성자가 발생된다 [3장 6  나 

항 참조]. 발생기는 7.6 cm 직경의 성자 발생 과 부수 인 발생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Fig. 3.1.55). 실제 성자가 발생되는 치인 반응표 은 발생  끝단으로

부터 15.1 cm 에 치해 있다(Fig. 3.1.56). 최  성자 강도는 2×10
6

 nps 이다. 

일반 으로 발생기 표 에서 방출되는 성자는 등방향으로 방출되지 않고, 가속 

이온의 진행 방향으로의 방출이 약간 더 크다. 하지만 본 연구의 MCNP 시뮬 이

션에서는 등방향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계수효율 28.5 %인 성자 계수기를 이용해 측정한 성자 발생장치의 선속은  

압 80 kV, 류 10 μA 일 때 약 2.11×10
5

 nps 이며, Fig. 3.1.57과 Fig. 

3.1.58에서 보이듯이 압과 류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80 kV, 40 μA 일 때 

약 8.42×10
5

 nps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선속은 80 kV, 20 μA 일 때 

4.26×10
5

 nps이다.

  계수기의 계수효율 측정  동 원소를 사용한 능동형 모드 동작 시험을 해 경

우에 따라 성자 발생기 신 252Cf 동 원소를 사용하 다. 본 보고서에 기술한 

실험에 사용된 Cf-252 동 원소는 모두 같은 선원으로서 성자 방출율은 5,200 

nps(2009년 1월 20일 기 )이다. 측정효율 13 %인 DSFC 계수기로 측정한 경우 선

원으로부터 측정된 동시 계수율은 약 53.4 ± 0.16 cps(counts per second)로 나타났

다. Cf-252에 한 세부 특성은 Table 3.1.24와 같다.

Fig. 3.1.55. 성자 발생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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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6. 성자 발생   발생모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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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7. 성자 발생기의 압에 따른 성자 계수값(계수기 INVS 효율은 28.5 

%, 발생기 류는 20 μA).



- 84 -

10 15 20 25 30 35 40
4.0x104

6.0x104

8.0x104

1.0x105

1.2x105

1.4x105

1.6x105

1.8x105

2.0x105

2.2x105

2.4x105

2.6x105

 

 
 

C
ou

nt
s

Tube Current (uA)

Tube Voltage = 80kV
Target plane at Center
INVS Efficiency = 28.5%

Fig. 3.1.58. 성자 발생기의 류에 따른 성자 계수값(계수기 INVS 효율은 

28.5 %, 발생기 압은 80 kV).

  라. 감속재 향 평가를 한 MCNP 시뮬 이션

     (1) MCNP 시뮬 이션 조건

측정 상인 우라늄 내 핵분열성 물질인 U-235 양은, 외부 성자 선원에 

의한 유도핵분열 성자의 생성량에 비례한다. 성자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성

자의 에 지는 약 2.5 MeV, Cf-252에서 방출되는 성자의 에 지는 약 2.14 MeV

로써 핵분열성 물질 내 흡수 단면 이 매우 작다. 따라서 외부 성자의 에 지를 

감속시킬 수 있는 감속재의 구조에 따라 능동형 성자 계수 성능이 크게 향을 

받게 된다. MCNPX 시뮬 이션 코드를 이용해, 성자 계수기 내 다양한 감속재 

구조에 따른 능동형 계수 성능을 모사하고, 최 의 감속재 조건을 도출하기 해 

Fig. 3.1.59과 같이 계수기 공동 내부에 다양한 감속재에 따른 유도핵분열율  동

시계수율을 비교하 다. 혼동을 피하기 해, 각 감속재의 명칭은 Fig. 3.1.59에서와 

같이 정하 다. 시뮬 이션에서 고려한 상시료는 1 kg, 직경 5 cm, 두께 2.67 cm

의 우라늄 메탈 디스크이며, 농축도를 0 ～ 20 wt% 까지 변화시켰다. U-235와 

U-238 이외의 동 원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료는 계수기 공동 내부 앙에 치

시켰으며, 성자 발생은 발생  끝단으로부터 15.1 cm 쪽에서 당 1×10
6

 개의 

2.5  MeV 성자가 등방향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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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VN 101 Cf-252 동위원소 특성

Isotope Cf-252 Total Half Life 2.646 yr

Ref. Date 2001-09-13 alpha Half Life 2.731 yr

mCi 0.008108108 SF Half Life 85.5 yr

MBq 0.3 Neut Yield 2.34E+12 n/s-g

nps 35800 Gamma Yield 1.3E+13 r/s-g

Alpha Yield 1.9E+13 a/s-g

Avr. Neut E 2.14 MeV

Avr. Gamma E 1 MeV

Avr. Alpha E 6.11 MeV

Neut. Activity 4400000000 n/s-Ci

Neut. Dose 2300 rem/h-g at 1m

Gamma Dose 140 rem/h-g at 1m

Conversion 558 Ci/g

Decay Heat 38.5 W/g

Avr. Neut. M 3.757

Avr. Gamma M 8

Table 3.1.24. 실험에 사용한 Cf-252 방사능  Cf-252 동 원소의 일반 인 특성

     (2) 계수효율  계수기 내 성자 평균수명(Die-Away Time)

계수효율  성자 평균수명은 측정하고자 하는 성자의 에 지, 발생 

치, 추가 인 감속재  반사체 등 여러 가지 인자에 향을 받는다. 능동형 계수

에서는 외부 성자와 분석 상 샘  내의 성자가 발생 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한 계수 효율 한 달라진다. 성자 발생기의 치가 시료공동의 상단에 있어, 

외부 성자에 한 계수효율은 추가 감속재에 따라 약 10 ～ 12 % 범 를 갖는 

것으로 측정 다.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신호인 핵분열성 물질에서의 유도핵분열 

성자는 약 20 ～ 23 % 정도로서, 분석 상 시료가 샘 공동 앙에 치하기 때

문에 외부 성자에 비해 높은 효율로 계수된다. MCNPX 시뮬 이션으로는 계수된 

성자들 사이의 우연에 의한 동시계수를 모사할 수는 없지만, 외부 성자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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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하고, 유도핵분열 성자는 많이 계수할수록 우연에 의한 동시계수가 어들어 

분석 오차가 어든다. 성자가 발생 시 부터 검출기에 측정되기까지 평균수명

(die-away time)은 추가 감속재가 없을 경우 약 76 μsec, 감속재가 있을 경우 85 

～ 100 μsec 범 를 가진다. 동시 계수를 한 시 트 지스터(Shift Register)의 

pre-delay를 4.5 μsec, gate width를 64 μsec로 설정할 경우 Double gate fraction이 

0.45 ～ 0.50 에 해당하는 값이다.

Fig. 3.1.59. 능동형 성자 계수기에 필요한 감속재 시뮬 이션 기

하학 구조도.

     (3) 농축도에 따른 유도핵분열율  동시계수 모사 결과[3.1.21]

1 kg의 U-238에서의 자발핵분열에 의한 성자는 당 약 13.6개 이며, 

이에 의한 유도핵분열은 당 1개 미만이다. 농축도가 높아져 우라늄 시료 내의 

U-235의 양이 증가하면 U-238의 양이 그만큼 어들고, U-235에 의한 자발핵분열

률은 U-238의 100분의 1 수 이므로 결과 으로 체 우라늄 샘  내의 자발핵분

열에 의한 성자의 수 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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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농축도 범 에서는, 외부 성자 선원이 없는 경우 

1 kg의 우라늄 시료에서 방출되는 성자 수는 농축도와 상 없이 당 15 개 미

만이며, 계수되는 성자는 당 3 개 미만, 동시계수율은 1 개 미만이다. 따라서 

피동형 성자 계수로는 우라늄 샘 에 한 비 괴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 성자선원을 사용하면 시료 내의 핵분열성 동 원소에 의해 유도핵분열이 

일어나며, 이에 따른 성자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외부 

성자원은 2.5 MeV 에 지, 1×10
6

 nps이다. Fig. 3.1.60에서 나타나듯이 1 kg, 0 ～ 

20 wt% 농축 우라늄 메탈에 한 결과, 천연 우라늄에서도 약 4,000 fissions/sec 

을 기 할 수 있었다. 평균 으로 1 회의 핵분열 당 동시에 발생하는 성자 개수

(Multiplicity)는 2.45 개로서, 당 발생하는 성자 수로 환산하면 약 9,800 개로 

나타났다. 4.5 μsec의 pre-delay와 64 μsec의 gate width 설정에서 계수되는 동시계

수율은 150 counts/sec 이다. 농축도가 증가할수록, 즉 시료 내 U-235 양이 증가할

수록 핵분열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선형성은 성자 자

기자폐효과(neutron self-shielding effect)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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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0. 1 kg 우라늄 메탈의 농축도 변화에 따른 유도핵분열률 변화 (외부 성자 선

원은 2.5 MeV, 1×106 nps, 우라늄 시료와 외부 성자원과의 거리는 18.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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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속재 변화에 따른 향평가[3.2.22]

첫 번째로, 성자 발생기에서 발생한 성자의 에 지를 감속시키기 해 

발생기와 우라늄 시료 사이의 상부감속재(top-moderator)를 고려할 수 있다. 상부감

속재는 성자 에 지를 감쇄시켜 핵물질 내에서 유도핵분열을 많이 일으킬 수 있

지만, 그만큼 시료와의 거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료에 도달하는 성자 선속이 

작아질 수 있다. Fig. 3.1.61에서 보듯이, 우라늄 시료가 샘 공동 앙에 치할 때, 

상부감속재의 두께 변화에 따른 유도핵 분열율은 약 8 cm 일 때 최 가 된다. 더 

이상 두꺼워 지면, 성자에 지 감속에 의한 핵분열율 증가보다 시료와의 거리증

가에 따른 성자선속 감소로 인한 향이 커져, 결과 으로 유도핵분열율은 다시 

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유도핵분열율이 높을수록 계수되는 동시계수율도 같은 경향으로 증가하지만, 최

값을 보이는 상부감속재의 두께는 약간 차이가 있다. 감속재의 두께가 두꺼울수

록 die-away time이 증가하고 감속재에 의해 계수효율이 낮아 질 수 있어, 실제 동

시계수율은 약 7 cm 두께의 상부감속재를 사용할 때 최 값을 기 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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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1. 상부감속재(top-moderator)의 두께 변화에 따른 상 인 유도핵분열률  동시

계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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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형 계수에서는 성자 발생기로부터 방출된 성자는 분석 상 시료에는 최

한 많이 입사하여 유도핵분열을 일으키고, He-3 검출기에는 최소한으로 검출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연 으로 성자 발생  주변에 감속재 혹은 반사체를 두어 He-3 검출

기로 향하는 성자를 감속, 시료가 치한 공동으로 반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발

생  주변을 둘러싼 측면감속재(side-moderator)가 존재할 경우에는 상부감속재의 

향이 앞서 살펴본 것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Fig. 3.1.62에서 보듯이, 측면감속재가 있는 경우 성자의 감속은 측면감속재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따라서 상부감속재 두께가 증가할수록 시료와의 거리 증

가에 따른 유도핵분열율 감소가 주된 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자 계수기의 공동 

사이즈와 발생 의 직경에 따라 측면감속재를 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부감속재

를 사용하지 않고 시료와의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 로 계수기 

 성자 발생기 구조 상 측면감속재를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두께의 

상부감속재를 용함으로서 성자의 에 지를 감속시켜 핵분열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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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of Top-Moderator (cm)

Fig. 3.1.62. 3 cm 두께의 측면감속재(side-moderator)가 있는 경우 상부감속재

(top-moderator) 두께에 따른 유도핵분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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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기술하 듯이 측면감속재는 성자의 에 지를 감속시킬 뿐만 아니라 He-3 

검출기 방향으로 방출된 성자를 산란시켜 시료공동 내부로 반사시키는 역할도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속재 역할을 하는 폴리에틸 과 더불어 성자 반사체로서 

사용되는 니 의 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높이 방향의 폴리에틸 /니  조합에 

한 시뮬 이션 결과 성자 발생 지 (발생  끝단으로부터 15.1 cm)보다 아래 

부분은 폴리에틸 을 사용하여야 하며, 쪽 부분은 폴리에틸 을 사용하든 니 을 

사용하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께 방향의 조합에 한 시뮬 이션 결과, 폴리에틸 만을 사용하는 것이 니

을 조합한 경우보다 높은 유도핵분열율을 보 다. 계수기 구조 상 사용할 수 있는 

측면감속재의 최  두께는 3 cm 임을 고려한다면, 이 범 에서는 최 한의 폴리에

틸  감속재를 사용한 에 지를 감속시키는 것이, 니 에 의한 반사효과보다 우선

함을 알 수 있다. 측면감속재 두께에 따른 유도핵분열율의 상  변화를 Fig. 

3.1.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cm 두께의 감속재를 사용할 경우, 감속재가 없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유도

핵분열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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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3. 측면감속재(side-moderator)의 두께에 따른 상 인 유도핵분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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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공동 아래쪽에 하부감속재(bottom-moderator)를 두어 감속재에 의한 감속  

반사에 의한 향은 Fig. 3.1.64에 잘 나타난다. 8 ～ 10 cm 두께의 폴리에틸  감

속재를 용할 경우 충분한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니  반사체보다는 폴리에틸

의 경우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상 시료가 커서 공동의 사이즈를 

증가시켜야 할 경우라도, 최소 2 ～ 3 cm의 하부감속재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8 ～ 10 cm 두께에 비해 손실되는 유도핵분열율은 약 10 % 정도이다.

  분석 시료의 직경이 작아 공동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시료주변

을 감싸는 시료감속재(sample-moderator)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효과가 측면감

속재  하부감속재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Fig. 3.1.65에서 보듯이 약 2.5 cm 두께

의 감속재를 용할 때 10 % 정도 성자 신호의 증가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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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4. 하부감속재(bottom-moderator)의 두께에 따른 상 인 유도핵분열율 변화.

     5) 시뮬 이션 결과 요약

1×10
6

 nps의 외부 성자선원 사용 시, LEU(～3 wt%) 1 kg 범 의 우라

늄 속 시료 상 측정 시 당 200 events 이상의 동시계수 가능성을 확인하

다. 최 의 계수신호를 해서는 성자 발생 을 감싸는 2.5 ～ 3.0 cm 두께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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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감속재(side-moderator)  시료의 아래쪽에 하단감속재(bottom-moderator)를  

10 cm 이상 두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3.1.23]. 시료의 형태에 따라 성

자 발생 과 샘  사이 상부감속재(top-moderator)  시료 측면에 시료감속재

(sample- moderator)의 향을 평가하 다.

  샘  캐비티 직경이 작은 수동형 계수기를 수정, 활용하여 구축한 재의 능동형 

계수장치에 용은 어렵지만, 향 후 성자 발생장치를 이용한 능동형 계수장치 개

발 시 성능 향상을 해 활용할 수 있는 최 의 감속재/샘 용기 모듈을 Fig. 3.1.66

과 같이 제안하고 특허출원 하 다[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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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5. 시료감속재(sample-moderator)의 두께에 따른 상 인 유도핵분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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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6. 시뮬 이션 개요도  최  감속재/샘 용기 모듈 제안(특허 출원).

7. 해정련공정의 계량 리 시스템 개발

  가. 능동형 계수시스템 구성

자발핵분열에 의한 성자 발생이 거의 없는 회수 우라늄을 계량하기 해, 

외부의 성자 선원을 이용해 핵분열성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유도핵분열 성자를 

계수하는 능동형 성자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핵물질 계량장치를 구축하 다. 측

정을 한 실험실은 방사선안 리 요건 충족  성자발생장치 사용  검사, 

성능 테스트를 한 핵물질 사용 설계서 제출, 우라늄을 이용한 측정실험과 련된 

방사선안 리를 한 배기 필터장치 설치 등이 되어 있다. 시스템은 Fig. 3.1.67에

서 보듯이 측정실에 치한 성자 계수기와 성자 발생장치의 결합과 제어실에 

치한 발생장치를 제어모듈  계수기의 동시계수를 처리하는 시 트 지스터와 

신호획득 컴퓨터로 구성하 다.

  앞서 언 하 듯이 성자 계수기는 16개의 He-3 성자 검출기와 이를 둘러싼 

폴리에틸  감속재  감마선 차폐체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검출기 튜 는 

PDT(Precision Data Technology Inc.) 앰 와 연결되고, 16개의 신호는 각 8개씩 

2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OR 신호회로에서 합쳐진다. 동시계수를 한 시 트 지

스터(shift register)는 ORTEC 사의 AMSR 150(Advanced Multiplicity Shift 

Register) 모델을 사용하 다. 검출기 튜  인가 압은 1,680 V, pre-delay와 

gate width는 각각 4.5 μsec, 64 μse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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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7. 성자발생장치를 사용한 능동형 성자계수기.

  4개의 천연우라늄(NU)  1 개의 감손우라늄(DU) 시료를 상으로 측정하 으

며, 시료의 형태는 UO2 분말로서 도는 약 2.9 g/cm3이다. 각 분말시료는 알루미

늄 용기에 담겨 있으며, 용기의 두께는 2 mm, 외경은 9.8 cm이다. 용기의 높이는 

시료 양에 따라 달라지며, 각 시료에 한 높이  우라늄 질량은 Table 3.1.25에 

정리하 다.

Sample Total Mass ( k g)

2 3 5 U

Mass ( g)

H eight ( cm)

Sample filled C ontainer

DU #1 0.494 1.08 2.454 5.7

NU #1 0.500 3.10 2.484 3.0

NU #2 1.000 6.20 4.969 5.7

NU #3 1.500 9.30 7.453 8.3

NU #4 2.000 12.40 9.938 11.0

Table 3.1.25. 실험에 사용한 우라늄산화물 분말  용기 정보(샘  직경 9.4 

cm, Al용기 두께 2 mm, 용기 외경 9.8 cm)

  시뮬 이션 결과  시료공동 사이즈와 성자 발생  직경에 따라, 측면감속재

는 삽입 한계치를 고려하여 2.4 cm 두께의 폴리에틸 , 시료를 공동 내부 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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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키기 해 15 cm 두께의 하부감속재를 실험에 사용하 다. 시료용기 사이즈

로 인해 시료감속재는 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시뮬 이션을 통해 얻

은 die away time은 약 94 μsec이며, 측정을 통해 얻은 값은 88 μsec이다.

  계수기 내부 시료 공동의 높이가 20 cm가 되도록 성자 발생기  측면감속재

를 삽입하여, 모든 시료에 해 동일하게 용시켰다. 2.5 - 3.5 kg 범 의 측정치

는 시료 2 개를 세로 방향으로 쌓은 형태로 치시켰다. 실험 시 성자 발생기 조

건은 80 kV, 20 μA 이며, 이때 발생되는 성자는 약 4.26×10
5

 nps, 측정 시간은 

1200 이다. Fig. 3.1.68에 실험도  장치 사진을 나타내었다.

  성자 발생기를 사용하는 신 Cf-252 동 원소를 이용하여 시료 내 유도핵분

열을 유도하고, 이에 의한 동시계수값을 측정하는 실험도 하 다. 이 때 시료가 없

는 경우에도 Cf-252에 의한 동시계수를 백그라운드 값으로 설정하고, 시료가 있는 

경우 측정치에서 빼 으로서 유도핵분열에 의한 동시계수율의 증가분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경우 성자 발생기는 제거하고 하부감속재에 Cf-252 선원을 부착하여 

측정하 다. 시료공동 상부에는 별도의 반사체를 두지 않고 열어두었다.

Fig. 3.1.68. UO2 시료에 한 실험도  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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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측정 결과[3.1.25]

시료 없이 성자 발생기로부터의 성자만 있을 경우 측정된 백그라운드 동

시계수율을 5.0 ± 9.6 cps(counts per second) 이다. 이후의 모든 측정값  오차는 

백그라운드 값을 차감하여 보정하 다. Fig. 3.1.6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시계수

율은 시료에 포함된 U-235 양을 기 으로 증가하며, 평균 으로 단  U-235 질량

당 약 2.64 cps/g-U-235 동시계수율을 보인다. 동일한 조건에서 MCNP 결과는 

3.01 cps/g-U-235 를 보 으며 보다 세부 인 결과는 Table 3.1.26에 정리하 다. 

시뮬 이션 결과와는 약 14 %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원인 의 한 가지는 성자

발생기에서의 발생이 등방이라 가정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한다.

  U-235 양에 따른 동시계수율 증가 경향이 비선형 인 이유는 시료의 양이 증가

할수록 시료를 수직으로 쌓아야 하므로 발생기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져, 시료 내부

의 평균 성자 선속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각 동시계수 측정값은 약 10 cps 의 측정 오차(표 편차)를 보 으며, 백그라운

드 보정 결과 표 편차는 약 13.8 cps 다. 동 원소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오차

가 큰 이유는 성자 발생기의 공 원  발생 메커니즘에 따른 것으로 상하

나, 보다 세부 인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오차 증가의  다른 원인으로는, 추가 인 감속재 사용에 따른 긴 die-away 

time으로 분석한다. 일반 으로 die-away time이 길 경우 우연에 의한 동시계수율

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26]. 당연하게도 핵분열성 물질이 게 포함

된 시료의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도핵분열 신호가 으므로 오차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3.1.27]. 시료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농축도가 높은 시료를 상으로 

할 경우 정 수 의 오차를 가진 능동형 계수가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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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9. 천연우라늄 UO2 분말의 U-235 양에 따른 동시계

수율 측정 결과  시뮬 이션 결과.

Sample Simulation Measured B ack ground Sub tracted

I D

2 3 5 U  

Mass(g)

C oin.  

R ate

( cps)

cps/ g- 2 3 5

U

C oin.  

R ate

( cps)

E rror

( cps)

C oin.  R ate

( cps)

E rror

( cps)

cps/ g- 2 3 5

U

B ack ground 0.000 - - 5.035 9.565 - - -

DU #1 1.08 3.986 3.697 8.108 10.200 3.073 13.983 2.851 

NU #1 3.10 8.734 2.818 14.456 9.887 9.421 13.757 3.039 

NU #2 6.20 17.054 2.751 22.027 9.842 16.993 13.724 2.741 

NU #3 9.30 25.470 2.739 27.027 12.433 21.992 15.687 2.365 

NU #4 12.40 35.744 2.883 35.133 10.186 30.099 13.973 2.427 

NU #3  +  NU #2 15.50 46.200 2.981 41.852 8.072 36.817 12.516 2.375 

NU #4  +  NU #2 18.60 57.974 3.117 55.037 10.806 50.002 14.431 2.688 

NU #4  +  NU #3 21.70 67.495 3.111 61.981 8.062 56.946 12.509 2.624 

average 3.012 average 2.639 

Table 3.1.26. 천연우라늄 UO2 분말에 한 동시계수율 시뮬 이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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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f-252 성자 선원을 이용한 측정 결과

성자 방출율이 5,200 nps인 Cf-252 선원을 용한 능동형 성자계수를 통

한 NU  2.67 wt%의 농축 우라늄(LEU) 분말 시료에 해 측정하 다. 측정 결

과는 Table 3.1.27에 정리하고 Fig. 3.1.70  Fig. 3.1.71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15 ～ 30 g-U-235 에 해서는 6 % ～ 10 %, 67.2 g-U-235 샘 에 해 5.2 %, 

100.8 g-U-235 샘 에 해 3.86 % 오차를 보 다. 이러한 수치는 성자 발생기

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작은 수치로서,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성자의 시간상  거

동이 완 히 독립 이지 못하고 력공  등 외부 인자에 향을 받아 오차가 큰 

반면, 동 원소를 외부 선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일정한 성자 방출로 인해 

동시계수를 함에 있어서 오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독립  성자

를 방출하는 1×10
5

 nps 의 Am-Li 선원을 사용할 경우 동시계수 신호는 약 4.4배 

증가하고, 성자의 에 지도 낮아 우연에 의한 동시계수율은 더욱 어들어 능동

형 계수의 오차는 1 % 이하가 가능할 것으로 측된다. 결과 그래 에서 보이는 3 

개의 시료를 쌓아 측정한 경우 신호의 증가폭이 어든 이유는 시료의 높이가 과도

하게 높아져 성자 선원과의 거리가 멀어져 시료 내 입사하는 외부 성자 수가 

었기 때문이다.

  측정에 사용된 NU와 LEU는 서로 직경이 다른 용기에 담겨져 있는 시료이다. 비

슷한 양의 U-235가 포함된 샘 에 해서 직경에 따른 성자 입사 면 의 차이

로 인해 동시계수 신호 차이를 보인다. 실제 측정에 있어서도 NU와 LEU에 포함된 

U-235 양이 비슷한 경우에 측정된 동시계수 값에는 차이를 보 다. 능동형 성자 

계수법에서는 수동형 성자계수를 통한 분석에 비해 샘 의 형태에 향을 많이 

받으므로, 실제 용 시에는 분석 상 샘 의 물리  형태가 동일한 기 샘 을 

사용한 교정곡선법을 이용해야 한다.

  라. 능동형 성자 계측 시스템 구축 결과

     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기를 구성하 다. 성자 발

생기에서 발생한 성자의 에 지는 2.5 MeV로서, 이러한 고에 지 역에서는 

U-238과 U-235에서의 성자 흡수단면 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열 성자 에

지 역일 때와 비교하면 약 1,000배 작다. 따라서 발생기와 샘  주변의 감속재 

구성에 따라 샘 내로 입사하는 성자의 에 지 스펙트럼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유도핵분열률  성자 동시계수 신호도 큰 향을 받게 된다. MCNPX 시뮬 이

션을 통해 이러한 감속재의 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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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발생기와 샘  사이에 한 상부감속재(top-moderator)가 성능을 높일 

수 있으나 발생기와 분석시료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므로, 발생기 주변을 감싸는 

주변감속재(side-moderator)를 두고 상부감속재는 제거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다. 

주변 감속재와 더불어 성능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이 하부감속재

(bottom-moderator)이다. 시뮬 이션 결과 10 cm 이상 두께의 폴리에틸 이 외부

성자를 충분히 감속, 반사시켜 시료 내 핵물질에 흡수된다.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필요한 감속재를 비하 고, 기 테스트를 

해 천연농축도  2.67 wt% 농축도의 우라늄산화물 분말(UO2 powder) 시료에 

해 측정하 다. 천연 우라늄산화물 3.5 kg(21.7 g of U-235)에 해 2.64 

cps/g-U-235 의 동시계수율이 측정되었다. 시료 성분  상태가 달라 직 인 비

교는 어렵지만, 일반 인 Am-Li 선원을 사용한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1 ～ 1.38 

wt% 농축 우라늄산화물 시료에 해, 10 g의 U-235 당 약 60 ～ 100 cps의 결과

를 보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3.1.13, 3.1.21].

  주된 이유는 외부 성자선원 발생 치와 시료간의 거리  높은 에 지이다. 

평균 백그라운드 표 분포는 9.57 cps, 백그라운드 보정 후 동시계수에 한 표

분포는 13.8 cps 이다. Cf-252 선원을 용한 능동형 성자계수에서는 15～30 

g-U-235 에 해서는 6 % ～ 10 %, 67.2 g-U-235 샘 에 해 5.2 %, 100.8 

g-U-235 샘 에 해 3.86 % 오차를 보 다.

  실험결과 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성자계수 방법은 동 원소를 이용할 

때보다 오차가 커, 이를 이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성자 발생

기의 원공 의 안정성 향평가, 발생기로부터 성자의 우연한 동시계수율을 

이기 한 추가 인 외부 성자 차폐, 성자 발생기와 분석시료의 거리를 최소화

하기 한 새로운 기하학  구조의 제안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

자 발생을 조 할 수 있다는 장 을 최 화 하여, 다양한 비 괴분석 방법과의 

목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의 안 조치 기술의 범 를 확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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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Measured Background Subtracted

ID

235
U 

Mass(g)

Coin. Rate

(cps)

Error

(cps)

Coin. Rate

(cps)

Error

(cps)

Relative

Error

Background 0.000 53.41 0.16

NU#3 9.30 54.64 0.36 1.23 0.39 32.2%

NU#4 12.40 55.51 0.24 2.09 0.29 13.7%

NU#3 + NU#2 15.50 56.31 0.25 2.90 0.30 10.3%

NU#4 + NU#2 18.60 57.20 0.32 3.78 0.36 9.14%

NU#4 + NU#3 21.70 57.85 0.23 4.44 0.28 6.37%

NU#4 + NU#3 + NU#2 27.90 58.65 0.29 5.24 0.33 6.32%

LEU#2 33.6 57.30 0.26 3.89 0.31 7.86%

LEU#2 + LEU#3 67.2 58.95 0.24 5.54 0.29 5.23%

LEU#1 + LEU#2 + 

LEU#3
100.8 59.71 0.19 6.30 0.24 3.86%

Table 3.1.27. Cf-252 선원 용 시 천연우라늄  2.67 wt% 농축우라늄 UO2 분말에 

한 동시계수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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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0. Cf-252 선원 용 시 천연우라늄 UO2 분말에 한 동시계수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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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1. Cf-252 선원 용 시 2.67 % 농축우라늄 UO2 분말에 한 동시계수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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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1.28에는 기존의 상용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 시스템과 비교 정리하

다. 표 인 AWCC의 성능은 Thermal 모드에서 20 g의 U-235를 포함한 LEU 

시료에 해 약 1.5 %, Active 모드에서 200 g의 U-235를 포함한 HEU 시료에 

해 약 3.8 %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UO2 분말, 

펠렛, 연료  등에 해 2 ～ 5 %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다

[3.1.28]. 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실험 결과는 100 g의 U-235에 해 약 

4 % 오차 수 으로, 단순 선형 비교를 하면 기존 기술의 약 13배 큰 오차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시스템에 사용한 외부 성자 선원의 강도가 약 20배 낮

고, 계수기 효율이 2배가량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 외부 성자의 에 지

가 높고, 1개의 선원을 사용함에 있어 하되는 요인도 2배가량 될 것으로 측한

다. 이러한 차이에 의한 동시계수 신호는 약 180배 낮은 수치이며 오차에의 향이 

약 13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부 선원의 강도를 기존 수 으로 높이고, 계수기 효

율을 증 시키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수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능동형 비 괴분석에 있어서 성자 발생기를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동

원소 선원보다 안 하고 다루기 쉽다는 특성 때문이다. 성자의 발생  강도를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형 비 괴분석 기술 개발 용에 용이하다. 이러한 

은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는 환경에서, 다른 비 괴 분석기술과 함께 사용할 때 모

드 환 시 선원 장착  탈착 과정을 없앨 수 있어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다. 하지

만 실제 용 시에는 방출하는 성자의 에 지가 높아 부가 인 감속재가 필요하

다는 과, 성자가 발생하는 치가 기하학  구조로 인해 분석 시료로부터 일정

한 거리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생기가 가지는 단 이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 으로 능동형 비 괴 분석이 용되어야 하는 목 에 따라 오차가 작은 정

한 계량 리가 필요한 곳에서는 동 원소 선원을 사용하거나, 정수 의 오차가 

허용되는 상황 는 피동형과 능동형 성자계수 혹은 감마분    성자 계수 

기술이 동시에 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성자 발생기를 사용한 능동형 성자

계수 시스템을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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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CANBERRA [3.1.29] CANBERRA [3.1.29] CANBERRA [3.1.29] KAERI

모델

Active Well Neutron

Coincidence Counter 

(AWCC)

Neutron

Coincidence Collars
Cf Shuffler 현재 달성목표

방법
active/passive 

coincidence

active/passive 

coincidence

delayed neutron 

measurement

active/passive 

coincidence

active/passive 

coincidence

대상원소

샘플형태

LEU (thermal active 

mode)

HEU (fast active mode)

Pu (passive mode)

U: PWR, BWR,

 CANDU fuel

Pu: in MOX

 fuel assemblies

U, Pu: Waste Drums

HEU (U3O8, U 

metal)

LEU (thermal 

active mode)

LEU (thermal 

active mode)

Pu (passive 

mode)

계수효율 26-31% 11.5% -13.5% 17.50% 13% 20%

민감도

(1000초)

thermal active: 

1g of U-235

fast active: 

23g of U-235

2.2 rods w/ Fe 

substitution

2.8 rods w/o 

substitution

(@ 2 sigma in 1000s)

300mg-U235 

(fast active)

20mg-U235 

(thermal active)

4mg-Pu240 

(passive)

not validated 2g of U-235

외부선원

(nps)

2 ea * AmLi

1.00E+05

AmLi

5.00E+04

Cf-252

8.00E+08

Cf-252

5.12E+03

Am-Li

1.00E+05

오차

1.5% @ 20g-U235 LEU 

[3.1.13]

3.8% @ 200g-U235 HEU 

[3.1.13]

2-5% @ UO2 [3.1.28]

5.4%@HEU 

powder(thermal) 

[3.1.30]

5.4%@LEU powder(fast) 

[3.1.30]

1.5-2.2% @up to 3 wt% 

fuel [3.1.30]

2.2-4.1 @3-5 wt% fuel 

[3.1.30]

15% for waste 

barrels

1.2-3% @ HEU 

[3.1.31]

4% @ 100g-U235

2%@20g-U235

(주요 오차 

감소원)

외부선원 강도 

증가

외부선원 

에너지 감소

계수기효율 

증가

Table 3.1.28. 상용 능동형 성자 동시계수 시스템  본 연구에서의 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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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IBS의 기본 원리  연구 황

  가. LIBS의 기본 원리

LIBS는 이  분 학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 분 학으로서, 1980년  반 

미국 뉴멕시코 학의 Leon J. Radziemski 교수와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David A. Cremers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어 발 된 원소 분석법이다. LIPS(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는 LIAS(Laser Induced Ablation Spectroscopy)

라고도 불린다. 고출력의 안정된 이  빔을 즈를 이용해 시료 표면에 조사하면, 

시료 표면에서 국소 인 라즈마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시료의 일부(∼100 μm이

하)가 증발(vaporization)되어, 원자화(atomization), 이온화(ionization)된다. 일정 시

간이 경과되면 들뜸 상태인 라즈마가 주변 기체와 상호 작용하여 다시 원래의 바

닥상태(ground state)로 돌아가면서 에 지 의 차이에 해당하는 장의 가시

선을 방출한다. 이 때, 방출되는 에 지는 원소의 종류  들뜸 상태에 따라 고유의 

장을 갖는데, 표  시료를 이용해 획득한 각 원소별 고유 특성 피크와 비교함으

로서 미지의 시료에 해 정성분석  정량분석을 하는 기술이다. Fig. 3.1.72는 

LIBS의 형 인 구조를 나타낸다[3.3.1-5]. 

         

Fig. 3.1.72. LIBS의 형 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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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S를 이용한 시료의 분석은 고체, 액체 는 기체 등 시료의 형질에 상 없이 

측정이 가능하며, 각각의 원소에 해 독립 인 특성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한 

시료 내의 여러 원소에 해서도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다. 한 실시간으로 바로 

장에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다른 계측 장비에 비해 비교

 간단한 구조를 지녀 그 구성이 용이하고 조작이 쉬우며,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상 으로 렴하다는 장 을 아울러 가져, 최근 여러 분야에서 차세  계측장비

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Fig. 3.1.73은 재까지 알려진 LIBS를 이용한 각 원

소별 검출한계를 보여 다. 거의 모든 원소에 해 측정이 가능하나, He, Ne, Ar 

등 비활성기체에서는 검출 한계가 다른 원소에 비해 상 으로 불량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분류가 되지 않은 원소는 아직 그 원소에 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이다. 

Fig. 3.1.73. 각 원소에 한 LIBS의 검출한계[3.3.6].

  이러한 LIBS는 상기의 장 에도 불구하고, 이 로 유도된 라즈마가 요동

(fluctuation)이 심하여 측정 조건을 최 화하기 어렵다. 한, 시료 표면에서 고출

력 이 의 직  조사에 따른 표면 손상이 유발되고, 사 에 표  시료를 통해 얻

은 측정 결과가 있어야만 시료에 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Table 

3.1.29는 이러한 LIBS의 장 과 단 을 정리한 것이며, Table 3.1.30은 Electron 

Probe Micro Analysis(EPMA)등과 같은 기존에 알려진 측정 장비와 LIBS를 비교

한 것이다. 분석 시간이 타 장비에 비해 빠르며, 조작이 용이하고, 시스템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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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용이 렴하나, 측정에 필요한 sample depth가 타 장비에 비해 크다는 것

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장  점 단  점

 ▪시료의 형질과 관련 없이 측정이 가능
 ▪다중의 원소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이 가능
 ▪시료의 전처리가 거의 없음
 ▪조작이 용이함
 ▪다른 계측장비에 비해 비용이 저렴

▪레이저로 유도된 플라즈마의 큰 유동성
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측정오차를 가
짐

▪표준시료를 통한 선행 측정 결과가 필요
▪고출력 레이저의 조사로 인해 시료 표면

이 손상

Table 3.1.29. LIBS를 이용한 계측의 장단

 Table 3.1.30. Advantages of LIBS over other Technologies[3.3.7]

   LIBS에서 사용하는 이 는 고출력의 이  빔을 안정 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로 고체 이   Nd:YAG Laser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라즈마 유도는 아래 식 (1)과 같은 문턱 에 지를 가지며, 이 에 지는 동일한 조

건에서도 원소에 따라, 물질의 상태  입사된 이 의 장 등에 따라 다르다. 통

상 으로 입사된 이 의 power density가 10
6

 ～ 10
9

 W/cm
2 

에서 라즈마가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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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ρ Q(a/tL)
1/2 

······························(1) 

  F : power density (W/cm2)

  ρ : sample density (kg/m
3

)

  Q : specific thermal amount (Ws/kg)

  a : thermal diffusivity (a=K/ρCp)

  K : thermal conductivity (m
2

/s)

  Cp : heat capacity

  tL : time duration for laser pulse (s)

이 의 장과 출력은 원소의 특성 신호 세기에 향을 다. 신호의 세기는 식 

(2)와 같이 이 의 장에는 반비례하며, 출력에는 비례한다[3.3.3]. 

M = 110 (Fa
1/3

)(10
14

)λ-4/3
 ······························(2) 

  M : mass ablation rate (kg/scm2)

  Fa : absorbed flux (W/cm
2

)

  L : laser wavelength

  최근에는 두 개의 이 를 사용하여, 두 이  빔 사이에 수 μs의 delay time

을 주어 동일한 측정 지 에 조사하는 Double pulse LIBS가 선호되고 있다. 이 

Double pulse LIBS는 처음 조사된 이  빔에서 유도된 라즈마가 주변 기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완 히 사그라지기 에, 다시 2차 이  빔을 조사시켜 처음 유

도된 라즈마 이상의 세기를 갖는 라즈마를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측정 원소에 

따라 다르나, 동일한 조건에서 통상 으로 1.5 ∼ 5.0 배 정도의 더 큰 신호를 획

득할 수 있다. Fig. 3.1.74는 이 로 유도된 라즈마의 시간에 따른 신호세기의 

형 인 변화를 보여주며[3.3.3], Fig. 3.1.75는 라즈마와 주변 기체사이의 상호 

작용을 나타낸다[3.3.5].

     (1) LIBS 연구 황

최근 5년간 LIBS 련 논문은 2000건 이상이 발표되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조작의 용이성과 실시간 측정 등의 장 으로 차세  계측 장

비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산업 장에서 생산 제품의 성분 분석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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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모니터링을 한 기 에어로졸 분석, 고고학 등에서 유물 등의 성분분석

을 통한 연  측정 등등에 이르기까지 범 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이며, 간

단한 장치 구조로 휴 가 용이한 Remote LIBS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이다.

Fig. 3.1.74. Typical temporal history of a laser-induced plasma 

generated by 50 mJ of 1064 nm Nd:YAG (109∼1011 

W/cm
2

), illustrating the temporal regimes where 

various spectra usually occur. The laser pulse is 

labeled L1. A second pulse (L2), with variable delay 

from the first, is also used sometimes[3.3.3].

 

Fig. 3.1.75. 유도된 라즈마와 주변기체와의 상호작용[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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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IBS 시스템의 개발과 응용

재의 LIBS에 한 연구는 크게 기  원리 분석, 측정 정확도  정

도 향상 등의 기반 연구와 속 가공, 재생 물질 등 산업 장에서의 응용을 비

롯한 LIBS 용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LIBS 기술의 기반 연구는 이 로 유

도된 라즈마의 특성 분석  주변 기체와의 상호작용 연구, 측정 조건  sample 

matrix에 한 연구, 데이터 분석법  정량 분석 모형화에 한 연구, 이   

분 기와 같은 LIBS의 구성 장비에 한 성능 비교 연구 등이 진행 이다.

  최근에는 이   분 기 등의 구성 기기들의 기술 인 발 으로 인해, 기기의 

성능 비교 연구에 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 와 련해서는 단일 

장의 이  한 로 조사하여 측정하는 single pulse LIBS와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을 delay time을 주고 조사하는 double pulse LIBS의 성능을 상호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double pulse LIBS가 single 

pulse LIBS보다 원소에 따라 1.5에서 5.0배의 신호 크기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기기의 성능 향상에 따라 이 에 많이 쓰이던 nanosecond 이 와 최근

에 상용되기 시작한 femtosecond 이 에 한 성능비교를 수행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체로 femtosecond 이

가 nanosecond 이 에 비해 신호세기가 크고, 선폭이 좋은 신호를 획득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  입사 장이 짧을수록 신호 세기가 

증가하는 사실과 일치하는 사실이다.

  분 기와 련해서는 이 에 많이 사용되던 CCD type 분 기와 최근에 상용화

된 echelle 분 기를 상호 비교함으로서, LIBS에 가장 합한 분 기의 선택에 

한 연구들이 진행 이다. 정량분석에 한 연구도 꾸 히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표  시료를 사용하여 검정 곡선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일반 속 원소를 상으로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한 연구들이 진행 이

다. Fig. 3.1.76는 LIBS 측정에 한 각 원소별 측정오차를 보여주며[3.3.2], 략 1

∼6 % 정도 범 의 정량분석에 한 측정오차를 갖는다. Fig. 3.1.77은 형 인 

LIBS의 각 원소별 측정 한계를 보여 다[3.3.2].

  LIBS의 응용에 한 연구는 환경 모니터링  철강  자동차 산업계 쪽에서 많

이 진행되고 있다. 실례로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는 토양내의 속을 탐지를 

해 휴 가 간편한 remote LIBS를 개발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 으며(Fig. 

3.1.78 참조), 철강업계에서도 제조된 철강의 탄소량을 측정하거나 불순물을 측정, 

분석하기 한 목 으로 LIBS 용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고학을 포함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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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계에서의 LIBS 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오랜 유물들이 많은 유럽 

쪽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한 지역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성

분을 LIBS로 분석하여 측정되는 성분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 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림의 도료 등을 분석하여 연  측정  진품 감정 등을 하

는데 이용되고 있다.

     (2) 악티나이드 원소 계열에 한 연구

LIBS는 섬유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시료의 분석이 가능하여 고온⋅고압 

 고방사능 환경에서도 그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악티나이드 원소와 같은 고방사

능 시료에 한 정량분석을 해 LIBS의 응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AEA 휴 용 사찰 장비로도 그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Fig. 3.1.76. Measurement Error Ranges of LIBS for Typical 

Elements[3.3.2].

      

Fig. 3.1.77. Detection Limits of LIBS for Typical Element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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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8. Backpack Mounted LIBS Prototype Instrument, from the LANL.

   

  사용후핵연료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악티나이드 계열의 원소들에 한 원자 

이선 측정 연구는 국제 으로 매우 소수의 연구 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방사

성 악티나이드 계열에 포함된 민감핵물질 시료의 비가 용이하지 않다는 과 이 

계열 원소들의 원자 이선이 매우 복잡하여 기존 분 기의 공간 해상도로는 분리 

측정이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최근, 학기술의 속한 발 에 따라 가의 고해상도 분 기가 개발되었으며 

∼0.001 nm 단 의 해상도 성능을 제공해 으로서 악티나이드 계열의 원소들에 

한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able 3.1.31은 재까지의 악티나이드 원

소에 한 연구 결과를 보여 다. 원자력 분야의 LIBS 용은 랑스 CEA에서 지

속 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Pietsch 등은 XeCl 자외선 이 를 사용하

여 pellet 형태의 U 원소에서 U-235와 U-238 동 원소에 의한 스펙트럼 이선

을 측정한 바 있다.

  한, Fichet 등은 2nd harmonic Nd/YAG 이 를 사용하여 pellet 형태의 

UO2와 PuO2에 포함된 불순물들의 함량을 방사선 환경인 glove box에서 측정하

다. 독일 FZK의 김재일 박사 이 이끄는 고 폐기물 처분연구 그룹에서는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주로 지하수에 포함된 악티나이드의 정량 측정에 한 연구를 진

행했다.

  LIBS 연구의 선두 그룹으로 활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 로스알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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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국립연구소는, glove box 내에 있는 metal  oxide 형태의 Pu 원소에서 2 m 

Czerny-Turner Type 분 기와 Nd/YAG 이 를 이용하여 Pu-239와 Pu-240의 

동 원소 편이(isotope shift)를 확인하 다. Fig. 3.1.79는 이에 한 LIBS 스펙트럼 

결과이다. 좌측 이선이 Pu-239의 594.52202 nm이고, 우측 이선이 Pu-240의 

594.53457 nm이며, 여기서 Pu-239의 594.52202 nm 이선은 -0.355 cm-1 정도 시

트 되어 측정되었다. 그 밖에도 국의 Whitehouse 등은 고 방사선 환경에서 

용 가능한 FOLIBS 기술의 장 을 응용하여 기존의 기법으로 근이 불가능한 원

자력발 소의 증기발생기 튜 에서의 Cu 함량을 원격 정량 분석한 바 있다.

Scientist Sample Laser Spec.
Spectrometer 

Spec.
Chamber Type

C.A 

Smith

(LANL)

2002

Pu-239

(594.52202 nm)

Pu-240

(594.53457 nm)

Nd:YAG (1064nm)

Pulse width: ～ 14ns

energy: ～15 mJ

density: ～1.5 

GW/cm2

Czemy-Tumer 2m

2400 gr/mm

0.095 nm/mm

delay: 1 μs

gate: 5 μs

13.3 kPa 

He

metal

Oxide

P.Fichet

(CEA)

1999

Impurities in 

UO2, PuO2

Nd:YAG(532 nm)

Pulse width: ～14ns

energy: ～15 mJ

density: ～1.5 

GW/cm2

Czemy-Tumer 1m

2400 gr/mm

0.095 nm/mm

delay: 3 μs

gate: 5 μs

glove 

box
pellet

W.Pietsch

(CEA)

1998

U-235

(424.412 nm)

U-238

(424.437 nm)

XeCl(308 nm)

Pulse width: ～28ns

energy: ～400 mJ

density: ～0.46 

GW/cm
2

Czemy-Tumer 1m

2400 gr/mm

0.095 nm/mm

delay: 0.500 ns

gate: 75 ns

2.67 Pa

(air)
pellet

Table 3.1.31.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연구 황[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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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9. LIBS spectrum of Pu oxide sample with isotope ratio 49 /51[3.3.9].   

  

  

  최근 활발한 연구 활동은 보여주는 캐나다의 NRC⋅CNRC Sabsabi 박사의 연구

은 safeguards applications 측면에서 LIBS 용을 연구하여 Yellow cake에 

한 성분분석을 수행하 다. Th, Pu에 한 정성분석 data를 획득하 으며(Fig. 

3.1.80 참조), 우라늄에 한 R
2

=0.995의 측정 선형성을 가진 검정 곡선(Fig. 

3.1.81)을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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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0. Pu(상)와 Th(하)의 spectra, F.R. Doucet, M. Sabsabi(NRC⋅

CNRC), 2008. 

Fig. 3.1.81. Pu(상)와 Th(하)의 spectra, F.R. Doucet, M. Sabsabi(NRC⋅

CNRC), 2008. Calibration Curve for Uranium F.R. Doucet, 

M. Sabsabi(NRC⋅CNR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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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까지 고방사능의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측정은 섬유를 이용하여 주로 

glove box에서 원격으로 수행되었다. 우라늄에 해서는 몇몇 연구 이 정량분석에 

필요한 검정 곡선을 획득하 으며, 루토늄을 비롯한 그 밖의 악티나이드 원소에 

해서는 정성분석까지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을 비롯한 악티나

이드 원소의 경우 실험에 필요한 제도  차  취  요건이 까다로우며, 때에 따

라서는 국가 주요 정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 만큼, 이에 한 공개 자료는 그

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3) 국내 황

국내에서의 LIBS에 한 연구는 수년 까지만 해도 몇몇 연구소  학

에서 기  수 의 연구를 진행하 으나, 최근 들어 여러 연구소  기업에서 연구

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기  연구는 물론 다양한 역의 활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 이다. 주로 환경 모니터링 분야와 물질 성분분석 분야에 이

용되고 있으며, 최근 철강제품을 장에서 성분분석하기 한 활용 연구 등과 같은 

산업 분야의 활용 연구도 진행 이다.

  환경 감시 분야에서는 주과학기술원의 환경 공학과 기입자연구실에서 

Aerosol-LIBS를 통하여 수 mirometer에서 수 micrometer 사이의 Al, Ca, Cd, 

Cr, Cu, K, Mg, Na, Ni, Zn metals 에어로졸에 한 정성분석을 수행하 다. Cd과 

Ni의 농도에 한 선형 계를 확인하 으며, 추가로 60 nm 크기의 입자에 해서

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3.3.10].

  물질 성분 분석 분야에서는 창원 학교의 이용일 교수 이 1998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Sr, Mg, Al, Cu, Cr, K, Mn, Rb, Cd, Pb등의 주로 일반 속을 상으

로 측정의 정 도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연구를 진행했다. 측정값의 우수한 

선형성(R > 0.99)과 해당 속 원소에 한 2 ∼ 10 % 범 의 측정 정 도(%, 

RSD)를 획득하 다. Table 3.1.32는 이용일 교수 의 2001년도 연구논문 발표에

서 Sr, Mg, Al등의 일반 속원소에 한 측정 검증 결과이며, Fig. 3.1.82는 획득

한 검정 곡선을 보여 다[3.3.11]. 

  한국원자력연구원 화학연구부 한 다 년간의 LIBS에 한 성능 테스트  기  

원리 연구를 통하여 일반 속을 상으로 한 성능 검사를 마치고, 532 nm, 355 

nm의 double pulse type의 Nd:YAG laser와 LLA사의 ESA 3000 Echelle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유리 고화체내의 핵물질에서 Sr  U 원소 측정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각각 수 ppm, 수천 ppm 정도의 측정 정 도를 확인하 다

[3.3.12]. 최근에는 우라늄에 한 검정곡선도 획득하 으며, Fig. 3.1.83와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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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은 이에 한 결과로, 각각 우라늄 성분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와 획득한 

우라늄의 검정곡선을 보여 다.

  

Table 3.1.32. Emission lines used in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calibration measurements by spatially resolved 

LIBS: detection limits(3σbl, n=5), precision, and 

correlated coefficient (r),[3.3.11]

Fig. 3.1.82. Calibration curve for (a) Sr; (b) Mg; (c) Al; (d) 

Cu; (e) Cr; (f) K; (g) Mn; (h) Rb; (i) Cd; and 

(j) Pb, in starch powder sample constructed from 

spatially resolved LIBS analysis[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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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3. Series of U spectra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E. C. Jung (KAERI), 

2009.

Fig. 3.1.84. Calibration curve for U (358.488 nm), E. C. Jung (KAER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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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량분석을 한 LIBS의 최 화

     (1) LIBS 시스템 구축  측정조건의 최 화

        (가) LIBS 시스템 구축

LIBS는 크게 펄스 이 와 진공 챔버, 분 기  검출기, 이를 제어

하는 컴퓨터로 구성된다. LIBS의 기본 인 원리  성능 검사, 아울러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측정 조건 도출을 해 기 인 시스템을 구축하 다. Fig. 3.1.85는 

연구를 해 구축된 실제 LIBS의 구성도와 실제 모습을 보여 다.

Fig. 3.1.85. LIBS의 구성도  실제 모습.

  먼 , 이 는 고출력의 이  빔을 보다 안정 으로 발진할 수 있는 Nd:YAG 

이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본 과제에서는 Q-switched Nd:YAG 

laser(Bigsky Inc., U.S.A)를 사용하 으며, 이 의 총 에 지는 50.0 mJ이고, 

1064 nm 장의 이  빔을 발진한다. 이 의 펄스폭은 6 ∼ 8 ns이며, 에 지 

안정도(energy stability)는 2 %이다. 반복률(Repetition rate)은 20 Hz이며, 2.8 

mm의 beam diameter를 갖는다. Table 3.1.33은 이  사양에 한 간략한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에 한 구체 인 묘사와 간략한 사용법은 부록 4의 A에

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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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Wavelength (nm) 1064 

Repetition Frequency (Hz) to 20
Pulse Energy (mJ) 50.0 mJ
Pulse Duration (ns) 6 ∼ 8

Beam Divergence (mrad) < 7
Energy stability (%) 2 (0.75 mJ)
Beam Diameter (mm) 2.8

Pointing Stability (microrad) 50
Jitter (+/-ns WRT Q-switch) < 2

Table 3.1.33. Nd:YAG 이  사양

  이 로 유도된 라즈마는 주변 기체와 짧은 시간(수십 us이내)동안 상호작용

을 일으키는데, 주변 기체의 종류나 압력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진공 챔

버는 불안정한 라즈마 신호의 재 성을 높여주며, 라즈마를 성장시켜 보다 안

정 인 측정이 가능토록 해 다. 한 독성 물질 측정 시, 이  조사에 의해 발

생할 수도 있는 시료의 비산을 격리 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SUS 

재질의 정육면체 형태 60 mm × 60 mm × 60 mm 진공 챔버를 제작하여 설치하

다. 이  빔의 챔버내로 유도되는 도입면(window-1), 라즈마 빛의 측정할 수 

있는 수 면(window-2) 그리고 라즈마 발생을 찰할 수 있는 육안 찰면

(window-3)을 고려하여 3면에 quartz window를 도입하 다. 'window-1'에서 90° 

방향에 'window-2'를 설치하 으며, chamber의 윗면에는 'window-3'을 설치하

다. Window-1 맞은편에는 회 이 가능한 시료 걸이(sample holder)를 설치하 는

데, 시료 표면에 고출력 이 에 의한 시료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10 rpm정도의 

속 모터를 연결하여 시료 걸이 자체를 회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시료 한 에만 이  빔을 조사하면 시료 표면에 손상을 주어, 결과 으로 

라즈마 생성 지 을 후퇴시키고 측정되는 신호세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시료 자체의 비균질성을 고려해서 시료의 한 을 조사하는 것보다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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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켜 여러 을 조사하는 것이 측정 정확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Fig. 3.1.86은 

진공 챔버에 한 이아웃이며, 챔버에 한 상세 도면은 부록 4의 B에서 소개한

다.

   

Fig. 3.1.86. Vacuum chamber layout. 

  분 기는 라즈마 신호를 직 으로 분석하여 측정하는 장치로, 이  유도 

라즈마를 즈를 이용하여 수 한 다음, multimode 섬유를 이용하여 분 기로 

신호를 달한다. 최근에는 물질 성분 분석용으로 가격은 고가이지만, 좋은 분해능

과 안정된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echelle 분 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휴 용 

LIBS 개발에는 가격이 렴하고 소비 력이 낮은 소형 CCD type 분 기가 사용되

는 추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 인 LIBS의 원리 분석을 해 Ocean Optics사

(미국)의 HR 2000+ 분 기를 사용하 다. CCD type의 검출기가 내장되어 있다. 한 

개의 분 기는 2048 pixels로 이루어져 있으며, 0.1 nm (FWHM)의 분해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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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integration time은 2.1 ms 이다. 원래는 총 7개의 HR 2000+ 분 기를 병

렬로 연결하여 측정하게끔 제작되어 있는 제품이나, 본 연구목 에 맞추어 4개의 

분 기만을 사용하여 300 ∼ 600 nm의 범 를 측하도록 조립하 다.

  Table 3.1.34는 분 기 사양에 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측정은 

매 측정 시마다 background noise를 측정한 다음, 이 background noise를 다시 

새로운 ground로 장하고 0  조정을 실시한 다음, 시료에 한 측정을 실시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되어있다.

 

Spectrometer
Spectrometer range 300 ~ 600 nm

Resolution 0.1 nm (FWHM)
Detection CCDs with a combined 2048 * 4 pixels 

Frame rate 10 Hz capability, computer-controlled
Integration time 2.1 ms; variable in free-run mode
Trigger delay -121 ㎲ to +135 ㎲ in 500 ns steps
Trigger jitter +/- 250 ns

Software OOILIBS and OOICOR
Input optical fiber 2 meter, multimode sampling probe with 

SMA connector and collimating lens
Size 130 mm * 483 mm * 350 mm

Table 3.1.34. 분 기 사양 

  본 과제에서 구성한 LIBS 시스템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자동으로 제어가 되며, 제

어  측정 결과의 획득은 Ocean Optics®의 OOILIBS 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 데이터에 한 분석은 OriginPro7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OOILIBS 로그램

에 한 자세한 사용 설명과 calibration 방법은 부록 4의 C에서 소개한다.

     (2) 측정조건의 최 화

        (가) 측정신호의 재 성

유도된 라즈마는 주로 이온과 성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국소 으로 발생한다. 주변 기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수십 μs 안에 사라지는데,  

라즈마 자체의 요동(fluctuation)이 심해, 신호 자체의 재 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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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실험을 통해 재 성이 높은 측정 조건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 신호 자체의 재 성을 높이기 해서는 안정 인 라즈마의 생성이 선행되어

야 하며, 이는 이 의 빔 에 지 조   주변 기체의 조 을 통해 어느 정도 해

소시킬 수가 있다.

           ① 이  빔 에 지의 조

이  빔 에 지와 신호 세기는 비례하나, 이  빔 에 지가 커

지면 시료 표면의 손상도 증가하게 되며, 시료 표면에서 반사되는 입사된 이  

빔과 라즈마 발생으로 유발되는 shock wave등도 동시에 증가하여 신호 자체의 

재 성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재 성 측면에서 우수한 이  출력 범 를 실험

으로 찾는 과정이 실제 시료 분석이 에 선행되어야 한다.

  사용한 이 의 총 출력에 지는 50 mJ이나, 최근 power meter를 이용하여 총 

출력에 지를 측정한 결과 37.5 mJ로 측정되었다. 라즈마 형성에는 이상이 없으

므로, 재 상태 그 로 사용하기로 하 다. 이  빔 에 지는 총 20 단계로 조

이 가능하며, 최  1단계에서부터 시료에 조사하여 단계 으로 에 지를 높여가

면 신호세기를 측정한 다음, 여러 번 반복 측정하여 신호의 재 성을 분석하 다. 

시료는 300 ∼ 600 nm 에서 3 ∼ 5개 정도의 이선이 찰되는 Cu(순도 99.9 

%) 시료를 사용했으며, 비된 시료가 무 작거나 측정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타의 문제 을 고려하여, 고정시켰을 때와 회 시켰을 때로 조건을 나 어 두 조

건 모두에 해 측정을 실시하 다. 측정된 신호세기에 해 표  편차를 구한 다

음, 이를 다시 신호세기 값으로 나 어 주는 방법으로 ‘신호  잡음비(S/N ratio)’

를 구하여 각 조건에 한 신호의 재 성(reproducibility)을 평가하 다.

  시료를 고정하여 측정한 결과, 이  빔 에 지는 8 ∼ 11 mJ 사이에서 상

으로 우수한 ‘신호  잡음비’를 획득하 다. Fig. 3.1.87은 이에 한 결과를 나타

낸다.

  반면에 시료를 회 하여 측정한 결과, 이  빔 에 지가 15 ∼ 25 mJ 사이에

서 상 으로 우수한 ‘신호  잡음비’가 획득하 다. 이  빔 에 지는 상

으로 재 성이 높은 범 가 고정형 시료에 비해 넓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 

Fig. 3.1.88은 회 형 시료에 한 결과를 나타내며, Fig. 3.1.89는 고정형 시료와 

회 형 시료와의 결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결과 으로, 신호 세기의 재 성 측면에서 시료의 비균질성  고에 지 이

의 조사에 의한 시료 손상 등을 고려하여 시료를 회 시켜서 측정하는 것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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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때 이  빔 에 지의 운  범 는 15 ∼ 25 mJ 사이가 당하다. 실제 

실험에서는 이 범 에 간에 해당하는 18.75 mJ으로 조 하여 LIBS의 측정을 수

행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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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7. 이  빔 에 지의 변화에 따른 고정형 시료의 

S/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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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8. 이  빔 에 지 변화에 따른 회 형 시료의 

S/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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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9. 고정형 시료와 회 형 시료의 S/N ratio 비교.

           ② 주변 기체의 종류  압력 조

이 빔에 의해 시료 표면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유도 라즈

마가 형성되어 빠르게 확장되고, 충격 를 동반하여 주  기체와 상호 작용하며 주

변 기체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확장된다. 이  유도 라즈마 주변의 기체는 

라즈마의 완충가스(buffer gas)의 역할 뿐 아니라 입자의 원자화를 돕는 것이 확

인되었으며[3.3.13], Piepmeier와 Olsten은 라즈마의 형성에 주변 기체에서의 라

즈마에 의한 이 빔 흡수가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다[3.3.14]. 한, 라즈

마 내부에서 분해되어 반응성이 좋은 라디칼이나 원자를 생성한다면, 측정 결과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호작용이 은 불활성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이다. 주변 기체의 종류와 압력에 따라 신호 세기  재 성에 향을 주므로, 측정

의 정확도 향상을 해 주변 기체에 해 최  조건을 실험 으로 찾는 과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연구에 사용한 기체는 불활성 기체 에서 He과 Ar을 사용하 으며, 더불어 진

공 상태에 해서도 분석을 수행하 다. 이  출력  조사 횟수 등 동일한 조건

에서, 주변 기체의 압력을 760 torr ∼ 0.5 torr 범 에서 차 낮추어가며 신호 

세기의 변화를 측정하 다. 결과 으로, 신호의 세기는 Ar; 250 torr에서 가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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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측정이 되었으며, Ar > He > vacuum 순으로 신호 크기가 크게 측정되었다. 하

지만, 신호에 한 재 성은 He; 760 torr에서 가장 크게 분석이 되었으며, He > 

Ar = vacuum 순으로 재 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1.90 ∼ Fig. 

3.1.92은 각 주변 기체의 압력에 따른 신호세기의 변화를 보여주며, Fig. 3.1.93은 

주변 기체 조 에 따른 신호의 재 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아울러, He과 Ar의 경우

에서는 라즈마의 불꽃은 국소 인 섬  형태로 발생하며, vacuum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라즈마가 팽창하는 상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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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0. Vacuum 정도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 

           ③ 신호 재 성 측면에서의 최  측정 조건 산출

실험을 통해 얻은 측정에 한 최 조건을 정리하면 Table 3.1.35와 

같다. 여기서, 이 에서 시료까지의 거리는 이  면에 놓이는 즈의 거

리와 계있으며, 실험에서는 30.00 mm의 거리를 갖는 볼록 즈를 사용하 다. 

한, 라즈마의 심에서 즈까지의 거리는 진공 챔버의 크기와 계가 있다. 한 

변의 길이가 60.00 mm의 챔버이지만, 진공을 유지하기 한 shield까지 감안하 을 

경우 73.40 mm가 되어, 결국 라즈마 심에서 수  즈까지의 거리는 이 값의 

반인 36.70 mm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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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1. Ar gas의 압력 변화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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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2. He gas의 압력 변화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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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3. 주변기체의 종류와 압력에 따른 신호 세기의 재 성 비교.

  주변 기체로는 측정에 한 재 성이 가장 높은 He gas에, 기압은 760 tor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Fig. 3.1.94는 측정조건에 한 묘사를 도식화 한 것으로, 좌

측은 이 에서 시료까지의 거리와 라즈마 심에서 collecting lens까지의 거리

를 도식화 한 것이며, 우측은 시료 표면에 이 로 1회 조사하여 생긴 한 에 

한 diameter와 50회의 이  조사 후 생성되는 측정 의 집합에 한 diameter를 

도식화 한 것이다. 

  이 측정 조건을 통하여 일반 속을 상 로 측정한 결과, 평균 3.75 %(상 표

편차)의 신호에 한 재 성을 획득하 다.

        (나) 정량분석을 한 측정  선정

앞 에서 구한 측정 조건으로 평균 3.75 %(R.S.D)의 재 성을 획득

하 으나, 원래의 원소 신호보다 큰 white noise의 발생으로 신호 왜곡 등의 문제

이 발생하 다. 이에 측정 오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의 정량 분석 계산 값(약 35 %

이상의 측정오차)이 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해, 유도된 

라즈마의 특성을 악하고, 측정 을 수정하여 높은 정확도의 정량 분석을 한 측

정 조건을 최 화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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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ablation

조건

 레이저 빔 에너지 18.75 mJ
 레이저 조사 횟수 50회

 레이저 출력부~ 시료 사이의 거리 30.00 mm
 플라즈마 중심 ~ collecting lens 사이의 거리 36.70 mm

 레이저 빔의 입사 및 플라즈마 빛의 수집에 대한 각 90°
 Ablation point diameter 0.5 mm
 Ablation region diameter 3.07 mm

주변 기체의 
조절

 기체 종류 He
 기체 압력 760 torr

시료 상태  회전형 시료 10 rpm

Table 3.1.35. 신호의 높은 재 성을 한 측정 조건의 최 화

  

 

       

Fig. 3.1.94. 측정 조건에 한 묘사.

           ① White noise에 의한 신호 왜곡

White noise는 주로 Emission wavelengths, surfaces and matrices 

of sample, formation conditions of plasma등에 의해서 발생한다[3.3.15]. 보통 원소 

본래의 신호보다 큰 세기의 신호로 측정되어, white noise의 미세 요동(fluctuation)

으로도 신호의 재 성  정확도에 한 불확도는 크게 증가한다. 보통은 delay 

time generator를 사용하여, 이  출력과 분 기 수  사이에 1 us정도의 delay 

time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 하나, white noise가 약해질 뿐 완 히 사라지지는 않는

다. 여기서 delay time은 원소마다 최 값이 존재하며, 1 us는 그에 한 평균값으

로, 미지의 시료에 해 측정을 하거나 측정 시료의 최  delay time을 알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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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 1 us를 기  값으로 선택한다. 

  기에서 LIBS측정 시 white noise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기로 측정 되

며, spectrum 자체를 왜곡시킨다. Fig. 3.1.95는 동일한 Cu 시료에 해 각각 기 

상태와 진공 분 기에서 동일한 측정 조건으로 측정한 spectrum 결과로, 좌측의 

기 상태 결과에서 white noise에 의한 spectrum 왜곡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진

공 500 mtorr에서는 white noise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Fig. 3.1.95. White noise에 의한 spectrum 왜곡, Cu 시료에 해 기에서 측

정한 결과(좌)와 진공상태에서 측정한 정상신호(우). 

  라즈마 불꽃의 측정지 에 따라 white noise가 spectrum에 동반하여 측정되기

도 하는데, 라즈마 형성 시 시료의 반사도에 향을 받아 라즈마 불꽃이 시료 

표면에서 반사를 일으켜 나타나는 상으로 이에 한 확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한 개의 Pb 조각을 한 쪽은 원래 상태 그 로 놓고, 한 쪽은 

polishing 처리를 한 다음, 각각 시료 표면으로부터 이  빔이 입사되는 방향으로 

0.50 mm(시료표면)와 5.81 mm 지 에서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반복 측정을 수

행하여 각각의 신호 세기를 비교하여 보았다. 

  Fig. 3.1.96은 같은 동일한 거리에서 측정한 polishing한 면과 polishing하지 않

은 면에 한 LIBS 스펙트럼이며, Table 3.1.36과 Fig. 3.1.97은 이에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측  5.81 mm에서는 polishing을 한 면이나, 하지 않은 면 모두 

신호 세기  신호 세기에 한 상 표 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가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나, 시료 표면에서는 polishing 하지 않은 면에 

비해 polishing 한 면이 반 정도의 신호 세기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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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6. Pb 시료 표면에서 white noise에 의해 유발된 신호

의 왜곡(上; polishing, 下; non-polishing). 

  

   

  Table 3.1.36. White noise에 의한 신호왜곡 실험 결과 비교

  

  결과 으로, 시료 표면에서 white noise에 의한 신호 왜곡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

며, 신호의 재 성에는 향을 주지는 않지만, 시료 세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신호의 왜곡 상을 최소화하기 해서 기 상태보다는 진공 상태에서 측정

하고, 라즈마 신호의 측정 을 시료 표면으로부터 이  빔 입사방향으로 6.00 

mm 지 으로 선택하여 측정하는 것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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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97. Pb 시료 표면에서 white noise에 의해 유발된 신호의 왜곡(上;    

polishing, 下; non-polishing).  Pb 시료(좌)  white noise에 의

한 신호세기 왜곡 결과(우).

           ② 라즈마의 분리  측정  선정

LIBS를 이용한 시료의 정량분석은 높은 재 성의 라즈마 유도와 

더불어 라즈마의 측정 치를 조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LIBS에서 유도된 

라즈마는 기 에서는 국소 인 섬 형태를 취하나, 주변 공기의 압력이 낮아질

수록 유도되는 라즈마의 크기는 증가하게 된다. 실험  결과로서, 15 torr에서 섬

 형태의 라즈마가 입사 길이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900 mtorr이하의 

진공상태에서는 라즈마 불꽃 자체가 inner sphere와 outer sphere로 분리되기 시

작하고, 600 mtorr에서 확연하게 분리가 가능하 다. 여기서 inner sphere는 outer 

sphere보다 그 자체의 밝기가 더 밝으며, 주로 성원자보다는 이온의 원자로 구성

되어져 있고, outer sphere의 경우 상 으로 이온원자보다는 성의 원자가 우세

하게 구성되어져 있다[3.3.1-3, 3.3.16].

  정량분석을 해서는 상 으로 안정 인 성원자가 우세한 outer sphere를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실험을 분석한 결과, 600 mtorr 진공 상태에서 라

즈마의 크기는 성장 방향으로 최  20 mm까지 성장 시킬 수 있었으며, inner 

sphere와 outer sphere의 경계는 략 5.0 mm 인근에서 형성되었다. Fig. 3.1.98

은 라즈마의 성장과 측정  선정을 보여주며, Fig. 3.1.99는 시료 표면에서 라

즈마 성장 방향으로 collecting lens를 이동시키면서 신호 세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Inner sphere의 역인 A ∼ B구간에서는 신호 세기가 거의 일정하다가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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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ere와 outer sphere의 경계면인 B 에서 가장 큰 신호 세기가 획득되었다. 하지

만, outer sphere 구간인 B∼F 구간에서는 신호 세기가 속하게 감소하 다.

    

Fig. 3.1.98. 라즈마의 성장과 측정  선정.

  이에 측정 지 은 outer sphere 역이면서 신호 세기도 상 으로 크게 측정

되는 C (6.0 mm)을 측정 으로 선정하는 것이 측정에 유리하다. Fig. 3.1.100은 

Cu와 Nd 혼합시료에 한 거리별 신호 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소별 변

화추이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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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9. 측정지 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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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00. 측정지 에 따른 원소별 신호 세기의 변화.

           ③ 측정 조건의 수정

높은 재 성을 해 최 화한 측정조건(Table 3.1.35)을 정량 분석을 

해 Table 3.1.37과 같이 수정하 다. 부분의 조건 인자는 변화가 없으나, 다만 

ambient gas를 He에서 vacuum 상태로 변경되었고, 라즈마 측정  조 이 추가

되었다. 측정 조건의 변경으로 신호의 재 성은 평균 3.75 %(R.S.D)에서 원소에 따

라 0.35 ∼ 6.83 %(R.S,D)으로 되었으며, 진공 상태에서 정량분석을 한 라즈마

의 안정 인 분리가 가능  되었다.

  다. 정량분석을 한 검정곡선 획득

이 로 유도된 라즈마가 주변 기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수 십 μs 사이에 

바닥상태(ground state)로 돌아가는데, 이 때 에 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방

출하게 되며, 이 검출되는 신호는 시료에 포함된 원소와 아래 식 (3)과 같은 계가 

성립한다[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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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 N0 gi /g0 exp (-ΔE/KT)······························(3) 

     N0 : number of atom in the lower state

     Nj : number of atom in the excited or upper left

     gi , g0 : statistical weights of the ‘j’th upper state and ‘o’

     ΔE : energy difference in Joules between these two states

     K : Boltzmann constant (1.38066 * 10 
-23 

J/K)

     T : absolute temperature

여기서, 만약 self-absorption이 무시된다면, 이선의 세기는 식 (4)에서

Iem = AjihνijNj ······························(4) 

        Iem : intensity of emission

        Aji : transition probabilities

        h: Planck’s constant (6.624*10
-34

 Js)

        ν: frequency of the transition (ΔΔE = hν)

(No = N), 

Nj = N gi /g0 exp (-ΔE/KT)

그러므로 spontaneous emission의 이선 세기는 식 (5)에서

Iem = Ajihνij N gi /g0 exp (-ΔE/KT) ······························(5) 

이므로, 신호의 세기와 시료의 원자 개수는 비례하며[3.3.3], 이와 같은 계로 LIBS

를 이용한 시료의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Table 3.1.37. 진공에서 정량분석을 한 측정의 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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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정 신호 선정 

LIBS를 비롯한 원소분 학을 통한 시료 분석 시, 가시 선 역 내에서 

각 원소별로 측정되는 신호( 이선)는 원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으로 200 ∼ 400개 

정도의 신호가 측정된다. LIBS의 경우 원소마다의 반응도와 분해능  분 기 감도

에 따라 30 ∼ 200 개 정도의 신호가 측정된다. 측정 되는 신호 모두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도 기  연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측정 역에서 측정 되

는 신호가 체 신호  일부의 신호인 을 감안하면, 보다 분석에 유리한 신호를 

선정하는 과정이 분석 에 선행되어야겠다. 각 원소별 측정 신호의 선정은 Table 

3.1.38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  표  시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spectrum data를 기 으로, 측정 원소 별로 

신호의 세기와 신호 자체의 재 성이 우수한  3 ∼ 5개 정도의 측정 신호를 1차

으로 선별한다. 몇 개의 원소가 동일 시료에 존재할 경우 신호의 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선별 후에도 원소 spectrum data의 값을 기 으로 신호의 장을 확

인해야만 한다. 같은 원소에서 측정된 신호일지라도, 각각의 신호별로 측정 오차  

신호의 재 성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복 측정을 통하여 1차에서 선별된 신호 

에서 상 으로 정확도(linear regression R
2

와 검정곡선의 slope오차 등을 고려)

가 우수한 2 ∼3개의 측정 신호로 2차선별을 한다. 선별한 신호 , 선별 조건이 

가장 우수한 신호를 기  신호로 선정하고, 차선의 신호를 보조 신호로 선정한다. 

기  신호는 검정곡선 분석에 사용하며, 보조 신호는 측정의 건 성 평가  기  

신호 사용 불가시 사용한다. 측정 조건에 따라 처음에 정한 신호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각 구성비가 다른 시료를 이용하여, 선택한 기  신호

의 세기 변화를 통해 각각의 원소에 한 검정곡선을 획득할 수가 있다.

   측정 신호의 분석은 피크 자체의 면 을 구하여, 신호의 세기 값으로서 사용하

는 것이 상 으로 정확한 분석 값을 도출할 수가 있다. 하지만, 피크 면 을 구하

기 해서는 분 기의 분해능  분 기 분석을 지원하는 로그램의 성능이 우수

해야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 기의 분해능 제약  로그램 제약으로 피크

의 intensity만을 측정하여 분석하 다.

     (2)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의 획득

‘시료 내 함량’  ‘신호 세기’를 이용한 검정곡선의 획득은 가장 일반 으

로 쓰이는 방법으로 LIBS이외도 많은 계측 장비에서 정량분석을 해 사용하는 방

법이다. 먼  측정하고자 하는 원소에 해 구성비가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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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측정을 수행하고, 각 시료의 원소비에 해당하는 각 원소의 신호세기로 검정 

곡선을 계산하여 획득하는 방법이다. 분석법에 한 신뢰성이 높으며 측정오차도 

타 분석법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순 번 내     용

1

 원소(특히, 심 상인 원소)에 한 spectrum library를 획득

  a. 표  시료를 측정함으로써 획득할 수도 있음.

  b. 원소 피크의 치를 확인.

2

 측정으로 얻은 체 신호 에서 강한 신호를 심으로 1차로 선택

   a. 보통 3 ∼ 5개 정도 신호를 1차로 선별함.

   b. 여러 원소가 섞여 있는 상황에는 반드시 spectrum library와 조

하여 다시 한 번 그 원소의 신호인지 확인함.

3

 반복 측정을 실시, 신호 별 측정오차를 분석 / 2차로 측정 신호 선택

   a. 동일 원소에서 얻은 신호라 해도, 신호마다 상이한 측정 오차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 측정을 통해 정확도면에서 상 으로 우

수한 신호를 선별함.

   b. 보통 1 ∼ 2개의 정도로 선별(기  신호/보조 신호)

   c. 기  신호를 주로 정량분석에 사용함. 보조 신호는 주로 측정 환경

의 변화에 따른 신호의 모니터링용으로 사용(측정의 건 성 모니터

링) 하거나, 기  신호가 주변 조건에 따라 사라져 사용하기 힘들 

경우에 사용함.

   d. 신호의 재 성도 신호 선별의  다른 선택 요건일 수 있으나, 어

느 정도 이상(5% 이하)일 때는 요한 요소는 아님. 측정조건의 최

화로 만족할 수 으로 달성할 수 있음.

4

 측정 상 원소의 기  신호 세기의 변화량으로 분석을 실시

    a. 각 측정 시료 별로 반복 측정을 실시, 이  과정에서 선택된 기  

신호의 변화량을 찰.

    b. 각기 함량이 다른 표  시료를 상으로 측정하여, 각 원소 별

calibration curve를 획득할 수 있음.

Table 3.1.38. 측정 신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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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인 속원소인 Cu, Ni, Cr, Fe 시료를 상으로 LIBS로 측정한 다음, 검정 

곡선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측정오차를 계산해 보았다. Cu와 Ni의 경우는 Nilaco 

Inc.의 Cu alloy sheet 3종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Fe와 Cr은 Nilaco Inc.의 

SUS 300 series sheet(SUS 301, 302, 304, 316L)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의 결과, Cu와 Ni, Cr은 략 3 ∼ 4 % 정도의 측정오차를 보 다. 하지만, Fe의 

경우는 시료에 알려진 Fe의 구성비 오차가 LIBS의 상 측정오차보다 커서 검정 

곡선 획득에 실패했다. 실례로 SUS 316L의 경우, 알려진 Fe의 구성비는 64 ∼ 71  

%로 략 6 %정도의 범 로 주어져 있어, 표  시료로 사용하기에는 합하지 않

다. 이에 해 Fe에 한 표  시료를 확보한 후 추가실험을 수행하려 계획 이다. 

Table 3.1.39와 Fig. 3.1.101, Fig. 3.1.102는 기본 인 속 시료에 해 획득한 검정 

곡선과, 그 측정오차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Element Sample Signals line Calibration curve R2 Error (%)

Cu Cu alloy sheet 510.6 nm Y=-88.4457+2.5988X 0.9988 3.41

Cu Cu alloy sheet 515.3 nm Y=-22.4262+1.7314X 0.9883 10.86

Cu Cu alloy sheet 521.8 nm Y=-59.4223+3.1347X 0.9840 12.76

Ni Cu alloy sheet 498.2 nm Y=2.1468+0.1956X 0.9980 4.44

Ni Cu alloy sheet 503.5 nm Y=4.4303+0.3034X 0.9941 7.72

Ni Cu alloy sheet 508.1 nm Y=7.6606+0.3165X 0.9805 14.12

Cr SUS 300 series 520.8 nm Y=-16.8591+2.8710X 0.9981 4.40

Fe SUS 300 series 495.8 nm O.B O.B O.B

Table 3.1.39. The Calibration curve of a fundamental sample

  검정 곡선을 획득한 결과, 기본 속 시료에 해 평균 4.08 %의 측정오차(원소

별, 기  신호 세기 변화 기 )를 보 다. 이 들 원소에 한 알려진 LIBS의 측정

오차는 1 ∼ 5 % 수 이다(Fig. 3.1.76 참조). Fig. 3.1.9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Cu의 신호(510.6 nm, 515.3 nm, 521.8 nm)라도 신호에 따라 측정오차가 다

소 차이를 보이며, 분석을 한 측정 신호는 연속 인 반복 측정을 통해 상 으

로 우수한 신호로 선택 으로 정할 수가 있다. 실제로 Cu의 경우는 510.6 nm 피크

는 3.41 %, 515.3 nm 피크는 10.86 %, 521.8 nm 피크는 12.76 %로 분석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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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510.6 nm 이선이 상 으로 좋은 측정오차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란탄족 원소의 측정  시료 제작

     (1) 측정 시료의 선정

본 과제에서 LIBS를 개발하는 가장 근본 인 목 은 사용후핵연료 이로 

공정 과정에서 민감핵물질(U, Pu)에 한 실시간 정량분석에 있다. 성자 검출기

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의 성자 계수율로 핵물질을 계량하는 방법은 Cm ratio에 

의해 U, Pu 양이 계산되며, 미량으로 함유된 Cm의 양이 항상 일정하다는 제 조

건하에서 용이 가능하므로,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Cm 변화량에 의해 큰 오차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LIBS로 미량으로 함유된 Cm을 정량 분석하여 Cm ratio를 

이용한 핵물질 계량기술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U, Pu에 한 직  측정으로 장

에서 실시간으로 계량하는 차세  분석법으로서 LIBS를 개발하는 데 이 연구의 목

이 있다. 하지만, 우라늄에 한 이  조사 실험은 허가받은 실험실에서만 가능

하므로, 민감핵물질인 U, Pu에 해 측정 에 비 단계로 주기율표상에 각각 U 

과 Pu의 바로 에 해당하는 Nd, Sm에 해 LIBS로 측정하고, 그 측정오차를 분

석하여 U  Pu에 한 측정 가능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Nd은 주기율표상 U의 바로 에 치한 원소로, 원소 스펙트럼 상 우라늄과 유

사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상되며, 알려진 원소 스펙트럼 데이터도 유사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의 핵분열 생성물(fission product) 원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소로 사용후핵연료 측정 에 비 단계로 측정할 필요가 있

어 측정 시료로 선정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Sm 역시 주기율표상 Pu의 바로 

에 치한 원소로, 사용후핵연료에 미량으로 함유된 핵분열생성물 원소  하나이

며, 산화도가 높아 이에 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원소이다. Table 3.1.40은 

PWR spent fuel의 물질 구성비를 나타내며, 이  Nd은 20 kg HM/batch basis에 

1.041×10
2

 g 함유되어 있으며, Sm은 20 kg HM/batch basis에 2.190×10
1

 g이 

함유되어 있다.

     (2) 측정 시료의 제작

앞 에서 다룬, 일반 속시료에 한 검정 곡선 획득에서 Fe에 한 분

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같이, 표  시료의 확보는 정량분석에 있어 

매우 요한 문제이다. 시료의 정보 자체에 한 오차가 클수록 정량분석에 필요한 

검정곡선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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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1. The Calibration curve of a Cu(510.6 nm, 515.3 nm, 521.8 nm) and 

Cr(520.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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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2. The Calibration curve of a Ni(498.2 nm, 503.5 nm, 508.1 nm) and 

Fe(495.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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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Nd  Sm 검정곡선을 얻기 해,  다양한 구성비를 갖는 Nd, Sm 표 시

료의 제조를 계획하고, 일본의 고순도 사에서 제작한 Nd, Sm  Cu powder를 사

용하여 본 과제 내에서 리 운 하는 Arc melting furnace로 실험 계획에 맞는 

시료를 자체 제조하 다. Fig. 3.1.103은 혼합시료를 제조하기 해 사용한 Arc 

melting furnace와 Nd 혼합시료의 제조를 보여주며, Fig. 3.1.104는 Nd 혼합시료

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Sm 혼합시료  2번째와 4번째 시료를 보여 다.

Elements Weight (g) Fraction Elements Weight (g) Fraction

actinides

U 1.887E+04 9.436E-01 Pu 2.136E+02 1.068E-02

Np 1.245E+01 6.226E-04 Am 1.789E+01 8.946E-04

Cm 1.177E+00 5.886E-05

VFP
I 5.867E+00 2.934E-04 Br 5.071E-01 2.536E-05

Xe 1.389E+02 6.946E-03 Kr 8.879E+00 4.440E-04

FP

Se 1.379E+00 6.896E-05 Sb 2.365E-01 1.183E-05

Rb 8.639E+00 4.320E-04 Te 1.215E+01 6.076E-04

Sr 1.915E+01 9.576E-04 Cs 6.347E+01 3.174E-03

Y 1.150E+01 5.751E-04 Ba 4.635E+01 2.318E-03

Zr 8.696E+01 4.348E-03 La 3.121E+01 1.561E-03

mo 8.582E+01 4.291E-03 Ce 6.282E+01 3.141E-03

Tc 1.981E+01 9.906E-04 Pr 2.874E+01 1.437E-03

Ru 5.864E+01 2.932E-03 Nd 1.041E+02 5.206E-03

Rh 1.182E+01 5.911E-04 Pm 2.840E-01 1.420E-05

Pd 3.954E+01 1.977E-03 Sm 2.190E+01 1.095E-03

Ag 2.340E+00 1.170E-04 Eu 3.646E+00 1.823E-04

Cd 2.867E+00 1.434E-04 Gd 3.769E+00 1.885E-04

In 3.133E-02 1.567E-06 Tb 6.812E-02 3.406E-06

Sn 1.396E+00 6.981E-05 Dy 3.456E-02 1.728E-06

Table 3.1.40. Material Composition of Reference PWR Spent Fuel(20 kg 

HM/batch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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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3. Arc melting furnace와 Nd 혼합시료의 제조.

Fig. 3.1.104. Sm 혼합시료(Sm-02, Sm-04). 

  Arc melting furnace는 약 3000 ℃의 기  아크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시료를 

녹여 ingot으로 만들어 내는 장치로, 시료에 한 높은 균질도를 보장해 주는 장치

로 알려져 있다. Table 3.1.41과 같이 powder 형태의 Nd(순도 99.9 %)을 각각 서

로 다른 양을 넣고, 여기에 기  원소로 사용할 일정량의 Cu(순도 99.9 %, 75∼

150 μm)를 각각의 시료에 첨가하여 바둑알 형태의 측정시료를 제조하 다. N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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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가 낮은 순서로 MS 01 ∼ 04번으로 명명하고, 이후 측정을 해 시료의 두

께를 4.61 mm로 동일하게 삭했으며, 표면을 polishing하여 시료에 한 비를 

마쳤다. Sm 혼합시료의 제조도 Nd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동일한 조건에

서 Nd 혼합시료 제조에 사용한 Cu powder를 base로 하고, Sm powder의 첨가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하여 바둑알 형태의 시료 4개를 제조한 다음, 추가 으로 Sm 

비율을 낮춘 시료 1개를 제조하 다. Sm의 혼합비가 낮은 순서로 Sm 01 ∼ 05번

으로 명명하고, Nd 시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두께로 polishing한 다음 시료에 

한 측정 비를 마쳤다. Table 3.1.41은 이번 연구를 해 제작한 Nd  Sm 혼합시

료에 한 구성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1.41. 제조한 Nd  Sm 혼합시료 구성비

   

     (3) 측정 결과  고찰

        (가) Nd 정량분석

먼  측정의 신호는 재 성  신호세기(intensity)를 고려하여 Cu의 

경우 510.6 nm을, Nd의 경우 430.4 nm 피크를 분석에 한 기  신호로 선정하고, 

이를 심으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 다(신호 선정은 2장 (1)  참조). Fig. 3.1.105

는 Nd 시료에 해 LIBS 측정한 스펙트럼 결과이다. (上)는 Nd이 11.76 %, C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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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 %로 구성된 MS-01 혼합시료이며, (下)는 Nd이 28.41 %, Cu가 71.59 %로 구

성된 MS-03 혼합시료이다. Table 3.1.42는 각각 Nd 혼합시료마다 10회 씩 반복 측

정한 후, 획득된 기  신호의 세기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기  신호의 재 성은 

Cu; 510.6 nm의 경우 0.96 ∼ 1.82 %(R.S.D) 으며, Nd; 430.3 nm의 경우 2.09 ∼ 

6.83 %(R.S.D)로 나타났다.

  Cu와 Nd의 신호세기의 비를 구한 다음, 그 값을 Cu와 Nd의 원소비로 나 어서 

식(1)과 같이 Relative ratio를 계산하 다. 이 Relative ratio을 이용하여 LIBS 기

기 자체의 측정에 한 건 성을 확인해 보았다. 각각의 시료에 해 동일한 방법

과 조건으로 10회씩 측정하여 얻은 결과값을 Relative Ratio으로 계산한 다음, 통

계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측정의 건 성

을 분석하 다. Table 3.1.43은 통계 분석 로그램을 이용한 결과값이다. 여기서 

p-value가 모두 0.05이상이므로 신뢰수  95 %에서 측정의 결과는 모두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기의 측정 건 성을 확인하 다. 

     
Fig. 3.1.105. Nd 혼합시료의 LIBS 스펙트럼, (上) 

MS-01(Nd;11.76 %, Cu;88.24 %), (下) 

MS-03(Nd;28.41 %, Cu;7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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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01

Cu Nd
MS
-02

Cu Nd
MS
-03

Cu Nd
MS
-04

Cu Nd
510.6 
nm

430.4 
nm

510.6 
nm

430.4 
nm

510.6 
nm

430.4 
nm

510.6 
nm

430.4 
nm

1 122.40 22.52 1 83.66 26.52 1 63.14 26.10 1 51.18 28.62

2 124.94 19.34 2 83.26 26.42 2 65.30 27.72 2 51.18 29.28

3 125.04 18.78 3 82.96 25.70 3 63.92 27.70 3 50.60 28.84

4 120.84 20.14 4 82.46 25.74 4 63.36 26.54 4 50.12 28.50

5 119.30 20.44 5 81.78 24.24 5 64.14 27.56 5 48.40 28.88

6 122.86 20.36 6 82.48 25.22 6 64.08 27.44 6 50.78 29.16

7 126.16 18.98 7 80.22 21.74 7 64.22 26.98 7 48.88 27.84

8 125.92 18.18 8 79.56 23.20 8 63.36 27.10 8 49.88 28.82

9 124.74 18.92 9 80.42 25.24 9 64.14 25.84 9 50.14 28.72

10 123.20 18.90 10 80.86 22.38 10 63.68 25.52 10 49.46 27.32

Means 123.54 19.66 Means 81.77 24.64 Means 63.93 26.85 Means 50.06 28.60

SD 2.24 1.25 SD 1.42 1.68 SD 0.62 0.81 SD 0.94 0.60
RSD
(%) 1.82 6.38 RSD

(%) 1.74 6.83 RSD
(%) 0.96 3.00 RSD

(%) 1.87 2.09

Table 3.1.42. Nd 혼합시료에 한 측정한 신호세기 결과

Relative Ratio = Signal Rate(Nd/Cu) / Atomic Rate(Nd/Cu)  ············(6)

  Table 3.1.43. 측정 결과에 한 정규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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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  Sm 혼합시료에 한 측정값 분석은 신호  함량의 검정곡선이 아닌 신

호비  원소비 방법으로 계산하 다. 각각의 시료에 해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반복 측정을 한 후, 획득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Nd  Cu의 신호 비를 구한 다

음, Nd  Cu의 원소비와 응시켜 검정 곡선을 획득하 다. Nd, Sm과 동시에 측

정되는 Cu 측정값으로 측정값을 나 어 으로서, 임의로 제작한 Nd  Sm 시료

의 sample matrix에 의한 오차를 상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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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6. Nd(430.4 nm)에 한 검정 곡선. 

  검정 곡선의 분석은 OriginPro7 program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Fig. 3.1.106

은 이를 통해 획득된 검정 곡선을 보여 다. 결과 으로 curve slope에 한 오차

는 3.45 %로 분석되었으며, linear regression 분석결과 R
2

 값이 0.9976으로 만족

할 수 으로 획득하 다. Nd의 알려진 LIBS 측정오차는 ∼4 %이다(Fig. 3.1.76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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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m 정량분석

Nd과 마찬가지로, 측정의 기  신호는 재 성  신호세기를 고려하

여 Cu의 경우 510.6 nm을, Sm의 경우 488.3 nm 이선을 분석에 한 기  신호

로 선정하고, 이를 기 으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 다. 

   

Fig. 3.1.107. Sm 혼합시료의 LIBS 스펙트럼, (上) Sm-01(Sm;5.02 %, 

Cu;94.98 %), (下) Sm-04 (Sm; 25.271 %, Cu; 74.73 %). 

  Fig. 3.1.107은 Sm 시료에 해 LIBS 측정한 스펙트럼 결과이다. (上)은 Sm이 

5.02 %, Cu가 94.98 %로 구성된 Sm-01 혼합시료이며, (下)는 Sm이 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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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 74.73 %로 구성된 Sm-04 혼합시료이다. 

  Nd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Sm에 한 정량분석도 Sm  Cu의 신호 비를 구

한 다음, Sm  Cu의 원소비와 응시켜 검정 곡선을 획득하 다. Fig. 3.1.108은 

이를 통해 획득된 검정 곡선을 보여 다. 결과 으로 Sm에 한 linear regression 

분석결과, R
2

 값이 0.9602로 획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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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8. Sm(488.3 nm)에 한 검정 곡선.

        (다) 란탄족원소(Nd, Sm) 측정결과  악티나이드원소 측정가능성 분석

란탄족 원소인 Nd과 Sm에 한 검정곡선을 정리하면, Table 3.1.44와 

같다. 란탄족 원소의 경우에도 일반 속과 유사한 측정오차를 획득하 다. 다만 

Nd과 Sm 측정의 경우, Cu나 Fe와 같은 일반 속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신호가 

검출되었다. 재 측정 범 인 400 ∼ 600 nm 역에서 각 원소별로 약 100여개 

정도의 신호가 측되었다. 두 개 이상의 다  원소로 이루어진 시료의 경우 신호 

간에 첩이 될 개연성이 크며, 악티나이드 원소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수많은 

신호들이 측된다(Fig. 3.1.80). 한, 악티나이드 신호들은 측정 구간 역 내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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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 있어, 신호가 드문 역을 찾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신호의 첩을 해소시킬 

수 없다. 발생 가능한 신호간의 첩을 해결하기 해 측정에 사용되는 분 기의 

분해능이 가장 요한 요소이며, 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분 기의 분해능이 10 pm 

이하일 때, 악티나이드 원소의 정량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lement Sample Signals Calibration curve R2 Error

Nd (Nd, Cu) 
mixed samples 430.4 nm Y = 0.0228 + 1.0304 X 0.9976 ~ 3%

Sm (Sm, Cu) 
mixed samples 488.3 nm Y = -0.2759 + 3.6338 X 0.9602 ~ 4%

Table 3.1.44. The linear regression of the Nd and Sm calibration curve

        (라) 산화에 의한 구성비의 변화

처음 제조하여 측정한 결과와는 달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

시 측정을 수행해 본 결과, 측정 결과값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는 란탄

족 원소인 Nd  Sm의 산화력이 커서 기 에 보 한 결과로, 시료 표면에서 산

화가 발생하여 시료 내 구성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LIBS 측정은 시료 체에 

한 분석이 아니라, 시료 표면에 한 부분 분석이므로, 성분  일부 성분의 산화로 

인한 원소 구성비 변화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측정오차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실례로 Nd 혼합시료(MS 01 ∼ 04)의 경우, Cu(510.6 nm)의 신호 세기는 종 과 거

의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Nd(430.4 nm)의 신호세기는 십여 일만에 반 정도로 감

소하 다. 시료 표면을 polishing 하여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수행해 보았

지만, 최  시료 제작 후의 신호세기 값보다는 작은 신호 값으로 획득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LIBS는 sample matrix 향을 많이 받으며, 표  시료의 

제조나 리도 측정의 정확도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우라늄의 산화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우라늄에 한 LIBS 측정 

시 표  시료의 확보와 리가 요할 것이다. Fig. 3.1.109와 Table 3.1.45는 Nd 시

료에 한 측정 날짜별 측정결과에 한 차이를 나타낸다. Nd 신호의 세기 감소로 

검정 곡선의 기울기 값이 감소하 으며, 체 인 측정오차도 3.84 %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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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언

     본 연구에서 기술한 이 열분 분석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은 고열, 고압, 고방사능 등의 임계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시

료에 한 정성  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정곡선 정보 8월 11일 측정결과 8월 21일 측정결과
slope 1.0880 0.7576

slope error 0.0188 0.0291
오차(%) 1.7279 3.8411

R2 0.9976 0.9824
SD 0.0136 0.0210

 Table 3.1.45. 동일한 Nd 시료에 한 날짜별 LIBS 측정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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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9. 동일한 Nd 시료에 한 날짜별 LIBS 측정결과 비교.

  

   

  한, 다른 분석 장비에 비해 상 으로 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소형화  원격화가 가능하다는 장 으로 최근 IAEA 핵사찰 장비로의 활



- 153 -

용이 검토되고 있는 장비이다. 본 과제에서는 LIBS를 이용한 핵물질의 계량 리 이

 비 단계로, 이런 LIBS의 기본 원리  성능 테스트를 해 기 인 LIBS 장

비를 설계하여 운용  실험을 하 다. 

  이  출력 에 지  조사 횟수, 주변 기체의 종류  압력을 조 하여 요동

(fluctuation)이 심한 라즈마 신호의 재 성을 상 표 편차 3.75 %로 획득하

다. 한, 시료 표면에서 입사된 이  빔의 반사로 유발되는 white noise를 최소

화하고, 상 으로 안정 인 라즈마 역을 구별하여 측정한 결과, 기본 속 원

소  란탄족 원소에 한 검정곡선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원소에 따라 0.63 ∼ 

5.82 %의 측정오차를 획득할 수가 있었다. 기존에 알려진 LIBS의 원소별 측정 오

차와 비교했을 때, 일부 원소에서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측정 정확도의 sample matrix에 한 의존성이 높아, 공정 장에서의 

용 측면에서는 해당 원소에 한 표  시료의 획득과 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Hot-cell 내에서 운 하기 해 기기의 설계 변경  다변 인 보강과 구

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용량의 핵물질을 계량하기 해서는 진공 상태가 아닌 

기 상태에서 측정 조건의 최 화 과정이 보강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측정 에 U, Pu, Cm에 한 충분한 측정 경험  데이터 

축 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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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P yroprocess 핵 물 질  핵 특 성  분 석 기 술  검 증

1.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방안 설정

  가.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설계

고리 1호기 G2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인 G23 집합체의 경우 27～40 

GWD/MTU 사이의 연소도를 6단계로 나 고, 울진1호기의 J502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는 50~60 GWD/MTU의 연소도를 8 단계로 나 어, 각 연소도에 해 

ORIGEN-ARP 코드를 사용하여 연소과정의 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Fig. 

3.2.1에서는 사용후핵연료 표 선원(SFS)의 상 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3.2.1에서는 연소도 변화에 따른 상되는 성자 계수값  오차, 방사능, Cm 

ratio, (α,n) 성자 값 등을 제시하 다.

Fig. 3.2.1. 사용후핵연료 표 선원(SFS) 상 치.

  산 시뮬 이션 결과로 얻은 성자 계수값  오차, 방사능, Cm ratio, (α,n) 

성자 값을 기 으로 성자 계수기 교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사용후핵연

료 표 선원의 최  연소조건을 결정하 다. 그 결과 연소도가 높을수록 성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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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값이 증가하고 (α,n) 성자 값이 감소하여 성자 계수에는 유리하나 감마방사

능의 증가에 의한 감마 일업 향은 더 커지게 되었다(Fig. 3.2.2- Fig. 3.2.3 참

조). 따라서 충분한 감마 차폐체를 장착한 ASNC에 해서는 연소도가 높을수록 

성자 계수에 유리하다 할 수 있다.

0.025 1.98334.0 6.6 0.93 0.66 973840.674540

0.028 1.9406.4 8.3 0.91 0.65 973080.603638

0.035 1.76567.2 12.3 0.88 0.64 972120.502535

0.040 1.68697.9 15.8 0.86 0.64 961680.452033

0.049 1.56976.7 23.6 0.83 0.63 961150.361330

0.070 1.381656.5 44.3 0.77 0.61 94640.26727

α
Activity 

(Ci)
Pu/Cm 
Ratio

U-235 
/Cm 
Ratio

U-235 + Pu 
Content 
(w/o)

Total 
Fissile 
Content 
(w/o)

Cm-244’s 
SF Neutron 
Contribut-
ion (%)

Singles 
Rate 

(counts
/s)

Uncertainty 
of D (σD) 
for 100 sec 
Counting 

Time

Expected 
Doubles 

Rate  
(counts/s)

Burnup
(GWd/MtU)

0.025 1.98334.0 6.6 0.93 0.66 973840.674540

0.028 1.9406.4 8.3 0.91 0.65 973080.603638

0.035 1.76567.2 12.3 0.88 0.64 972120.502535

0.040 1.68697.9 15.8 0.86 0.64 961680.452033

0.049 1.56976.7 23.6 0.83 0.63 961150.361330

0.070 1.381656.5 44.3 0.77 0.61 94640.26727

α
Activity 

(Ci)
Pu/Cm 
Ratio

U-235 
/Cm 
Ratio

U-235 + Pu 
Content 
(w/o)

Total 
Fissile 
Content 
(w/o)

Cm-244’s 
SF Neutron 
Contribut-
ion (%)

Singles 
Rate 

(counts
/s)

Uncertainty 
of D (σD) 
for 100 sec 
Counting 

Time

Expected 
Doubles 

Rate  
(counts/s)

Burnup
(GWd/MtU)

Table 3.2.1. 연소도 변화에 따른 상되는 성자 계수값  오차, 방사능, Cm ratio, 

(α,n) 성자 값 

2. 감마/ 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

  가. 감마/ 성자 통합분석 방안설정

재 SF 습식처리 공정 생성물에 한 핵물질 분석에 리 사용되고 있는 감마선

분 분석 방식의 MGA 코드 는 PC/FRAM 코드의 Pyroprocess 생성물 분석가능성을 

검토하 으며,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에 반 하 다. SF에 한 성자동시측정법과 성

자방출율 측정법의 가능성을 검토하 고 이를 통합분석시스템 설계에 반 하 다.

      

  나. 감마시 기  시 집합체 설계

지 까지 감마선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디스크 형태의 고체 사용후 핵연료  시편

에 한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분포  연소도를 결정할 때, 4각형 슬릿(slit)의 감마선 시

기를 사용하 다.

  연소도는 시편의 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 을 측정한 후, 평균 연소도를 계

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문제 을 보완

하기 해서 감마선 차폐도 되고, 입체각도 크게 할 수 있는 시 기를 고안하게 되었다. 

Fig. 3.2.4에서는 이  원추형 시 기의 개요도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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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연소도 변화에 따른 TRU 핵종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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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연소도에 따른 (α,n)와 자발 성자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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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기를 2  원추형 슬릿(double cone-shaped slit)으로 할 경우, 감마선 차폐능은 

다소 떨어지나 반면에 입체각이 훨씬 커지게 되고, 시편의 모든 치에서 방출되는 감마

자가 검출기 쪽으로 입사하는 도  부분 시 기 구조물에서 흡수되지만, 나머지가 검

출기에 입사하게 된다. 따라서 차폐기능도 발휘하며, 1회 측정으로 평균 연소도 결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상당한 측정시간을 약하게 되었다.

  시  슬릿의 크기는 시편의 크기와 방사능의 세기를 고려하여 결정하 다. 원추형 슬릿

의 넓은 부분은 디스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직경(∼10 mm)과 측정 장치내에 시편을 

안착시킬 때, 시편이 시 슬릿 구멍 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15 mm로 결

정하 다. 시 기 길이는 시편의 방사능 세기를 1 Ci로 가정하고, 여기서 방출되는 감마

자가 맹시 기(슬릿이 없는 시 기)를 통과하여 검출기에 도달하는 양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길이, 즉 구조물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한 자연방사능(background)도 최소한 낮

게 유지할 수 있는 두께를 계산하여 120 mm로 결정하 다.

  왜냐하면 자연방사능이 높을 경우,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획득하는 감마선 스펙트

럼에서 특정 핵종(연소도 모니터 핵종)의 피이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추형 시 기의 슬릿 구멍을 가공하는 일은 단순한 4각 슬릿이나 원형 슬릿을 

가공하는 것과는 다르다. 4각  원형 슬릿인 경우, 길이 방향에 하여 모든 치

에서 동일한 거리 는 직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공법을 이용할 수 있지

만 원추형 슬릿인 경우, 양단 사이에 특정 각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진성을 갖

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한 슬릿 구멍이 워낙 작기 때문에 기계 인 

가공법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특수 주형틀을 이용하여 원추형 슬릿의 시 기를 제작하게 되며, 심 부

분의 직경이 작고, 양단의 직경이 큰 이  원추형의 시 기는 각각의 단일 원추형 

시 기 2개를 만들어 직경이 작은 부분이 서로 하게 배열시켰다. 아무리 시 기

를 정 하게 가공해도 슬릿 구멍이 정학하게 정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

래서 2개의 원추형 시 기를 결합시킬 때, 시 기와 시 기 틀 사이에 틈이 발생하

게 되면, 슬릿 구멍의 정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슬릿 구멍의 심선이 서로 일치

하도록 하기 하여 원통형의 시 기 틀(collimator frame)을 별도로 사용하 다.

  2  원추형 슬릿 시 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4각 슬릿 시 기에 비해 감마선 차폐

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큰 입체각을 형성함으로서 시편 체 면 을 단 1회 측정하여 평

균 연소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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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이  원추형 시 기 개요도.

  따라서 4각 슬릿 시 기를 사용할 때 보다 측정시간이 훨씬 어들므로 많은 시간을 

약할 수 있다. Fig. 3.2.5에 감마 시 집합체의 개요도를 제시하 다.

Fig. 3.2.5. 감마 시 집합체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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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자 카운터 기 모델 선정/평가

pyro공정 핵물질 계량을 한 단계로서, 소량의 디스크형 조사후 핵연료시

편에 한 핵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설계하게 되

었다. 본 감마/ 성자 통합 측정장치는 방사선 가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기 때

문에 차폐형 로 박스내에 설치하 다. 기존의 로 박스에 측정장치를 설치해야만 하

는 입장이므로 통합 측정장치의 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편 인입/배출 작업이 용이하게 되지만 측정효율이 떨어지는 단 도 상

존한다.

  성자 측정장치 부분의 구성은 성자 감속재, 감마선 차폐체, He-3 검출기, 외부 덮

게 등으로 구성된다. 제한된 공간내에서 최 의 측정효율을 얻기 해서 Fig. 3.2.6과 같

은 기본 모델을 설정하 는데, 이는 최 의 감속재 두께, 감마선 차폐 등을 고려하여 설

정하게 되었다. 이 기본 모델에서 검출기 길이는 재 보유하고 있는 검출기 (직경 1인

치, 길이 30.3 cm) 길이를 근거로 하여 구조물의 모델을 결정하 는데, 이 높이로 하 을 

때 차폐형 로 박스 내부에서 측정 장치의 높이가 핵연료 시편을 원격으로 취 하기에

는 상 으로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검출기 길이가 반 정도 되는 

검출기 구입을 상하여 측정 장치의 높이를 반으로 낮추는 경우도 고려하 다.

  성자 카운터에 한 검출효율 평가는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의 두 가지 모델에 

하여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2.2와 같다. Table 3.2.2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

출기 길이를 30.3 cm 로 한 성자 카운터의 구조물에 해서는 16.6 %, 그리고 15.4 

cm 길이의 검출기를 갖는 구조물에서는 10.7 %의 검출효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He-3검출기 크기
He-3기체압력 성자 감속재 검출기 홀 반경 효율, %

길이,cm 직경,cm

30.3 2.54 4기압 HDPE 1.45cm 16.5

15.4 2.54 4기압 HDPE 1.45cm 10.7

Table 3.2.2. He-3 검출기 길이/구조물 칫수 변화에 따른 효율평가 결과(MCNPX 코

드 계산) 

  성자 카운터가 제한된 공간의 차폐형 로 박스 내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어느 모델

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러한 성자 검출효율과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원격조정 용이성 등

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Fig.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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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He-3 검출기 길이를 30.3 cm로 선정한 경우의 성자 카운터 구조물

의 기본 모델.

Fig. 3.2.7. 감마/ 성자 통합시스템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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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 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개발

감마/ 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개발을 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의 핵물질 

분석에 기 사용된 코드를 활용하여 Pyro 공정의 핵물질 분석방법으로 개발될 통합

시스템에서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재 SF 습식처리 공정 생성물에 한 핵

물질 분석에 리 사용되고 있는 감마선분 분석 방식의 MGA 코드와 PC/FRAM 

코드의 Pyroprocess 생성물 분석가능성을 검토하 으며,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에 

반 하 다.

  SF에 한 성자 동시측정법과 성자 방출율 측정법의 가능성을 검토하 으며, 

이를 통합분석시스템 설계에 반 하 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기존의 차폐 로

박스에 하여 내/외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 허용기 치 이하가 될 때까지 여

러 차례 제염작업을 수행하 다(Fig. 3.2.8).

  
Fig. 3.2.8. 차폐 로 박스 내부 제염.

  가. 차폐 로 박스 수정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이 설치될 차폐 로 박스의 본래 사용 목 은 

핫셀 시험 장비  고  방사능 오염물질들의 원격수리이다. 이 로 박스는 납

과 SS-구조물로 제작되어 있으며, 3개의 납차폐창(lead window), 3 의 고무장갑/

차폐도어, 방사능 오염물질 인입/인출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쪽의 SS-덮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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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닫기 한 크 인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로 박스와 환기시스템 덕트

(ventilation duct)를 연결시켜 방사능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로 박스의 크기는 1,000 mm(width) × 1,500 mm(length) × 1,000 mm(height)이며, 

이를 지지하는 지지 의 높이는 1,000 mm, 그리고 차폐벽의 두께는 60 mm (납 : 

50 mm, SUS : 5 mm × 2)로 되어 있다. Fig. 3.2.9은 차폐 로 박스의 평면도를 

보여 다.

Fig. 3.2.9. 차폐형 로  박스의 평면도.

     (1) 차폐 로 박스의 특성  

        크기 : 1.0 m (L) × 1.5 m (W) × 1.0 m (H)

        차폐재료 : Pb+SS

        차폐두께 : 60 mm (Pb 50 mm + SS 10 mm)

        지지  높이 : 1.0 m

        차폐창 : Lead window (3개 : 정면  좌/우측 앙)

        Glove : 6개 (정면  좌/우측 각각 2개씩)

        sample inlet/outlet door, 부압유지 vent line, door 개폐용 hoist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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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디스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 반입/반출, 로 박스 지지 의 기하학  구

조, HPGe 검출기 치 등을 고려하여 차폐 로 박스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살펴

보았고 차폐 로 박스내 감마 시 집합체 설치를 한 천공작업을 해 로 박

스 좌측으로부터 350 mm( 체 폭의 1/4 지 ), 길이의 앙인 450 mm 치에 직

경 100 mm의 크기로 천공하 다.

  이곳에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설치하기 해서는 일부 구조물을 수정하

여야만 한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이 HPGe검출기로 정량 입

사하기 해서는 시 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SF 시편은 로 박스 내부에 놓이게 

되고, HPGe 검출기는 로 박스 밖에 놓이게 되므로 시편에서 방출하는 감마빔이  

차폐 로 박스를 통과하려면 한 치에 슬릿이 있어야만 한다. 한 성자 

측정장치는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를 고정시키기 한 구조물이 

필요하게 된다.

  나. 감마시 기 설치를 한 천공

     (1) 천공 치선정 배경

감마선 검출기와 성자 계수기를 어떠한 형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 차폐

로 박스 구조물내 천공 치는 달라지게 된다. 감마선 검출기를 수평방향으로 배

열할 경우, 로 박스의 측면에 천공을 하여야만 하는데, Fig.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면과 양 면은 로 와 납차폐창이 설치되어 있어 불가능하며, 한 뒷면

도 로 박스 덮개를 여닫는데 사용하는 크 인이 고정 설치되어 있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감마선 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차폐그로 박스 아래쪽으로 국한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로 박스내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이 로 박스 밖 HPGe 검출기로 입사하기 해서는 로 박스 바닥면에 

시 집합체 설치용 구멍을 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 박스 천공 

면은 결정되었지만 바닥면 어느 치에 천공하여야 최  배열인가를 고려하게 되었

다. 우선 성자 계수기가 어느 치에 놓여야 원격으로 SF시편을 시편홀더

(sample holder)에 손쉽게 안착시킬 수 있으며, 한 시편취  툴로 로 박스 오

른쪽 뒤편 모퉁이에 있는 SF시편을 취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를 고려하 다. 이

러한 을 감안하여 천공 치를 Fig. 3.2.10과 같이 원활한 시료 반입/반출  로

박스 지지 의 기하학  구조를 고려하여 좌측으로부터 350 mm ( 체폭의 ¼ 지

), 길이의 앙인 450 mm 치에 지름 100 mm의 크기로 천공하기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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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차폐 로 박스내 감마시 집합체 설치용 구멍 천공 치. 

   

     (2) 천공 

차폐 로 박스 벽은 안쪽에 납(Pb)이 있고 바깥 양쪽에 SS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체 차폐 벽의 두께가 60 mm이고, 두 가지 서로 다른 물질이 겹

쳐있기 때문에 보통 천공 툴로는 작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 취 시설 작업 경험이 풍부한 문업체에 의뢰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도록 조

치하 다. 천공작업  칼날이 있는 회  툴이 차 구조물 속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멈추는 사태가 계속되었으며, 상당량의 삭유가 소모되었다. Fig. 3.2.11은 천

공작업을 마친 후의 차폐 로 박스 모습이며, Fig. 3.2.12는 천공된 부산물을 보여

다.

     (3) 성자 계수기 본체 고정 랜지

차폐 로 박스 바닥의 천공작업을 마친 후, 나 에 성자 계수기 설치시 

감마선 시 기와 성자 계수기의 시편 홀(sample hole)의 심이 정확하게 일직선

상에 치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고정 랜지(flange)를 로 박스 바닥 천공부

분 에 Fig. 3.2.13과 같이 설치하 다. Fig. 3.2.13의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랜지를 로 박스 바닥에 고정시키기 하여 6개의 볼트구멍을 낸 후, 왼쪽과 

같이 체결하여 고정시켰다. 이 랜지는 성자 계수기와 시 기의 심선 정렬뿐

만 아니라 시 집합체의 윗덮개 역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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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감마선 시 기집합체 설치를 한 차폐 로 박스 구멍 천공후 모습. 

  

   

Fig. 3.2.12. 차폐 로 박스 바닥 천공 후, 납과 SS 부산물. 

 

Fig. 3.2.13. 차폐 로 박스내 감마선 시 집합체  고정 랜지. 

  



- 166 -

     (4) 차폐 로 박스에 한 조사후시험시설 DIQ 수정

차폐 로 박스에 설치되는 감마- 성자 측정시스템의 측정 상 시편이 비록 

소량일지라도 사용후핵연료이기 때문에 IAEA에 핵물질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조사후시험시설의 DIQ(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를 수정하게 되었다. 다

음은 일부 추가 내용을 기입한 것이다.

<차폐 로 박스내 감마/ 성자 통합측정장치 DIQ 수정내용>

ⓐ Purpose : To study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examine nuclear 

              characteristics for small spent fuel samples

ⓑ Place : PIEF decontamination room 8403 (refer to the Attachment)

ⓒ Nuclear material

  ○ Enrichment : UO2 spent fuel less than 5w/o

  ○ Type : UO2, UO2 solution

  ○ Burnup : 10,000 ∼ 100,000 MWD/MTU

  ○ Annual throughput : About 10g irradiated fuel

  ○ Characteristics : PWR type spent fuel materials with various burnup/

                     enrichment

Attachment.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실내 차폐 로 박스의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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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 측정 시스템

감마선 측정시스템은 시 기가 차폐 로 박스 아래쪽 바닥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하

고 부분의 구성요소들이 차폐 로 박스 밖 아래  측면 부분에 설치된다.

  가. HPGe 검출기

     (1) 검출기 선정

본 시스템에 사용될 감마선 검출기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 자를 검출하게 되므로 수백 keV에서 거의 3,000 keV 까지 비교  높은 에

지에 민감한 HPGe 검출기이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하게 분리된 U과 Pu에서 방출

되는 감마선을 측정하기 해 수십 keV에서 500 keV 미만의 에 지 에도 측정 

가능한 감도를 가진다면, 검출기를 경제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Fig. 

3.2.14에서와 같이 성자 손상 항성이 상 으로 높고, 어느 정도 /고 에 지

에서 활용할 수 있는 Reverse-Electrode HPGe detector(REGe)를 선정하게 되었

다.

Fig. 3.2.14. HPGe 검출기 구조  에 지 범 .

     (2) 검출기 특수 주문제작

HPGe 검출기는 크리스탈의 냉각을 하여 LN2 Dewar와 냉각 을 통하

여 직  연결되어 있다. 보통 HPGe 검출기는 LN2 Dewar에 하여 수직 는 수

평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사용할 장소와 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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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된다. 우리의 경우, 검출기를 차폐 로 박스 지지  구조물 안쪽에 설

치하여야만 하는 제약 때문에 기존 상품화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래서 기존 모델의 크기와 다른 크기를 갖는 검출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설치공간

의 크기를 확인한 후, 검출기 문생산 업체인 Canberra에 Fig. 3.2.15와 같은 크기

로 특수주문제작을 의뢰하게 되었다.

Fig. 3.2.15. 특수 주문제작 HPGe 검출기 도면(Canberra 제공). 

  나. 시 기  검출기 차폐체

감마선 시 기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일부 통과시

키는 슬릿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차폐기능도 갖게 된다. 그리고 검출기 차폐체는 

시 기 슬릿 방향 이외의 방향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마선을 차단하고, 한 감마선

이 슬릿을 통해 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X-선도 차단하기 해서 사용하게 된

다.

     (1) 시 기

시 기는 시편으로부터 HPGe 검출기로 입사되는 감마 자를 시편과 검출기 사이

에서 차폐  통과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자수의 통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본 감마선 

측정시스템에서는 우선 이  원추형 시 기(double cone-shaped collimator)를 고안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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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디스크형 시편의 단면 모든 치에서 방출되는 감마 자의 검

출기 방향으로의 입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제안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하여 십

자형 시 기(cross-shaped collimator)를 고안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가) “＋”자형 시 기

            슬릿 구멍이 작은 사각형 시 기(rectangular-typed collimator)를 사용

하여 사용후핵연료 시편 단면에 하여 직경방향(diametral direction) 는 반경방

향(radial direction) 감마스캐닝을 수행하여 평균연소도를 결정할 경우, 여러 지 을 

측정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슬릿 폭은 

작으면서 길이가 긴 “＋”자형 시 기(cross-typed collimator)를 고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시 기를 사용하여 SF시편의 단면을 측정할 경우, 사각형 시 기를 

가지고 SF시편 단면을 0｡(360｡), 90｡, 180｡, 270｡ 에서 여러 지 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측정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한 SF시편의 반

경방향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 도에 상 없이 일부 표 인 치에서 핵분열 생

성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 자가 균일하게 검출기로 입사한다는 장 도 갖게 된다. 

그러나 SF시편의 모든 단면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이지만 연료에 

큰 결함이 없는 한 반경방향 핵분열 생성물 분포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오

차요인은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각형 슬릿을 갖는 시 기의 크기는 보통 0.2×0.2 mm, 0.5×0.5 mm, 1.0×1.0 mm 

등이며, SF시편의 방사능 세기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자형 

슬릿은 SF시편의 단면을 모두 커버하기 해서 PWR 핵연료  직경(～10 mm) 보

다 커야하고, 한 시편 장진시 시편홀더 앙에서 시편이 조  벗어날 경우를 고

려하여 그 길이를 15 mm로 정하 다. 그리고 슬릿 폭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최소

(0.2 mm)로 하여 방사능이 큰 시편에 비하고자 하 다. 슬릿 폭을 0.2 mm 이하

로 할 경우, 가공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시 기 체길이는 

가공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  같은 제원을 갖는 시 기 두개를 직렬로 연결

한 형태로 120 mm로 정하 다. 이 두께의 납(lead)에 한 선량율은 Table 3.2.3과 

같은 VisualShield 코드(Computer code for point kernel gamma ray shielding 

analysis in graphical interfaces) 계산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하 다.

  Table 3.2.3에서 10 cm 두께의 납인 경우, 선량율은 4.5 mR/hr이며, 15 cm에서는 

0.017 mR/hr이므로 12 cm인 경우는 이들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형 시

기 길이를 12 cm로 할 경우, HPGe 검출기 쪽에서는 거의 자연방사능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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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1.0 MeV 감마선원 1 Ci의 선량율 결과(VisualShield  Hand calculation) 

  이러한 값들을 근거로 하여 시 기와 시 기집합체를 Fig. 3.2.16과 같이 설계/제

작하 으며, 제작 후 시 집합체를 차폐 로 박스에 연결시키기 한 틀(frame)을 

Fig. 3.2.17과 같이 설계/제작하 다. 시 집합체 틀의 하부 끝은 차폐 로 박스내

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라스틱 폐창을 

부착하도록 하 다.

  

Fig. 3.2.16. "＋" 자형 시 기  시 집합체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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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차폐 로 박스내 감마선 시 집합체 설치도면. 

  이 원추형 시 기에서는 SF시편 체 단면의 모든 치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을 

통과시키기는 하지만 슬릿 앙부분이 완  원추형이 아닌 아주 작은 원통형과 같

기 때문에 SF시편의 앙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통과량이 많아진다는 의견을 반

하여 Fig. 3.2.18  Fig. 3.2.19와 같은 “＋”자형 시 기로 체하게 되었다.

Fig. 3.2.18. 감마선 시 기집합체 임내 십자형 감마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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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감마 시 기집합체와 시 기집합 임. 

     (2) 검출기 차폐체

본 감마선 측정시스템의 HPGe 검출기는 배경방사능(background)이 상 으로 

높은 방사선 리구역에 설치된다. 따라서 검출기의 크리스탈 부분이 배경방사능의 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해서 차폐구조물로 주변을 감싸주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입사하는 감마

선은 납(lead)으로 차폐할 수 있지만 시험 상 SF시편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이 검출기로 입

사하면서 시 기/차폐체 내벽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x-선은 동(copper)으로 차단하게 된

다. Fig. 3.2.20과 Fig. 3.2.21은 본 감마선 측정시스템의 HPGe 검출기 크리스탈 부분의 직경

과 길이를 고려하여 설계/제작한 검출기 차폐체(detector shield)를 보여 다.

Fig. 3.2.20. 검출기 차폐체내 HPGe 검출기 삽입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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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HPGe 검출기 차폐체 입구 마개  상부의 감마선 빔 통로.

  

 

  Fig. 3.2.20에서 보는바와 같이 SS 구조물 내부에는 납을 주조하여 굳힌 상태이

며, 구멍 안쪽에 동 으로 라이닝한 모습이다. 납차폐체의 두께는 50 mm이며, 동

의 두께는 3 mm이다. 감마선 시 기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에서 방출되는 1 MeV 

이상의 높은 감마선 에 지를 고려하여 차폐두께를 120 mm로 하 지만, 검출기 차

폐체는 주변에 높은 에 지를 갖는 방사능 물질이 없는 상태이며, 단지 공기 의 

방사능 농도가 비방사능 구역보다 약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폐두께를 50 mm

로 얇게 하 다. 그리고 Fig. 3.2.21의 검출기 차폐체 쪽에 보이는 작은 구멍은 

SF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빔이 통과되는 홀이며, 이 치 안쪽에 HPGe 검

출기의 크리스탈 부분이 치하게 된다. Fig. 3.2.21의 왼쪽은 검출기 크리스탈 부분

이 삽입된 후, 차폐체 삽입구쪽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를 납 마개를 제작하

여 부착한 모습을 보여 다. 이 게 함으로서 검출기 크리스탈 부분은 모두 차폐되

도록 하여 주변의 배경방사능의 향을 최소화시켰다.

  다. 자장비

감마선 측정시스템의 주요 자장비로는 다 고분석기(MCA)와 고 압 공

장치(HV supply) 역할을 담당하는 디지털스펙트럼분석기(DSA-1000)가 사용되며,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PC)에 탑재된 감마선 피이크 분석용 소 트웨어 

GENIE-2000 에 의해서 작동된다. HPGe 검출기의 HV도 GENIE-2000에 의해서 인

가된다. Fig. 3.2.22는 측정시스템의 개요도를 보여주며, Fig. 3.2.23은 실제 모습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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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사용후핵연료 시편 측정을 한 감마선 측정시스템 개요도.

Fig. 3.2.23. 감마선 검출시스템(왼쪽)  DSA-1000(오른쪽).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시편이 본 성자 계수기 본체 높이의 앙에 치하도록 하기 

해서 Fig. 3.2.24와 같은 시편 홀더(sample holder)  지지체(sample holder supporter)를 설

계/제작하 다. 시편홀더의 재질은 성자 감속능을 고려하여 폴리머재료와 감마선 차폐증

가 측면에서 납재료로 각각 1개씩을 제작하 다. 그 크기는 SF시편 마운  재료의 직경과 

성자 계수기 본체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하 으며, 시편홀더 지지체는 SF시편이  He-3 검

출기 높이의 앙에 치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Fig. 3.2.24에서와 같이 그 길이를 결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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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사용후핵연료 시편홀더  시편홀더 지지체 도면. 

5. SF 시료 이송을 한 수송용기 어 터 제작

사용후핵연료(SF) 시료 이송용기 어 터(transfer cask adapter)는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기존의 이송용기를 이용하여 조사후시험시설(PIEF) 핫셀로부터 제염실의 차

폐 로 박스로 이송할 때, 차폐 로 박스(shielded glove-box)의 시료인입구에 

속시켜 이송용기내의 SF시료를 안 하게 로 박스 내부로 이송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차폐 로 박스내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에서 SF시료를 측정하기 해

서는 SF시료의 이송은 필수 이며, 시료 이송과정에서 작업종사자가 방사선에 피폭

되지 않도록 차폐가 완벽하여야 한다. 이 어 터는 기존의 SF시료 이송용기와 정확

하게 속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정 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감마/ 성

자 통합 측정시스템의 측정 상 시료로 쓰이는 사용후핵연료는 고방사성물질로서 

원자력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  이상의 방사선 차폐가 되어 안 성이 확보된 

용 이송용기로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 미경용 차폐

형 사용후핵연료 이송 캐스크를 그 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 다. 따라서 이 캐스크

의 활용방안으로 이송 캐스크의 속장치 어 터 부분에 맞는 조사후시험시설

(PIEF) 9409셀 리어도어(rear door)에 부착되어 있는 캐스크 어 터(Fig. 3.2.25)와 

동일한 형태의 어 터를 차폐형 로 박스에 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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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키로 하 다. SF이송용기 어 터에 한 설계조건, 사양, 제작요건 등은 부록 1

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Fig. 3.2.25. PIEF 9409셀 리어도어의 캐스크 어 터.

6. 화학분석값을 기 한 감마/ 성자 통합 분석기술 검증

  가. 비방사능 구역 성능 시험

     (1) 감마선 측정시스템

본 감마/ 성자 통합 측정 장치는 방사선 가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

기 때문에 Fig. 3.2.26과 같은 차폐형 로 박스내/외에 설치된다. 신규 제작이 아닌 기존

의 로 박스에 측정 장치를 설치해야만 하는 입장이므로 감마선 검출 센서인 HPGe 검

출기의 기하학  구조에 제한을 받는다. 측정 상 사용후핵연료 시편은 로 박스 내부

의 성자 계수기내에 인입되며,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은 로 박스의 주변 장

치 특성상 바닥에 설치된 감마선 시 기를 통하여 HPGe 검출기로 입사한다.

  따라서 HPGe 검출기는 이러한 로 박스의 구조 인 특성을 고려하여 로 박스 바

깥 아래쪽에 설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상용화된 검출기를 그 로 사용할 

경우, 검출기와 합체된 냉각용기 부분의 돌출부로 인해서 검출기의 크리스탈 부분이 SF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빔 통로(gamma-ray beam path) 까지 미치지 못하게 된

다.

  그래서 감마선 검출기 문 제작사에 Fig. 3.2.27과 같이 우리의 용도에 맞는 크기로 

주문제작을 의뢰하게 되었다. 검출기 제작과정에서 제원 변경  원래 모델에서와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LN2 dewar와 검출기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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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냉각  길이 연장으로 인한 검출기 크리스탈의 냉각도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 크

리스탈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Fig. 3.2.26. 차폐 로 박스내/외 감마/ 성자 통합 측정장치.

        (가) 검출기 성능확인 시험

LN2 dewar에 액체질소를 채운 후, 본 HPGe 검출기와 Multi-Channel 

Analyzer가 장착된 digital spectrum analyzer DSA-1000, 그리고 Genie-2000 소 트웨어가 

내장된 PC를 연결하고, 감마선 첵킹 선원을 이용하여 감마선 스펙트럼을 획득하 다. 

Co-57, Co-60, Am-241에 해당하는 피이크를 분석한 결과 Table 3.2.4와 같은 결과를 얻

었다. Table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작사의 명세서 값과 비교해 볼 때, 성능에

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Fig. 3.2.27. 특수 주문제작 HPGe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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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FWHM(FWTM) 

at 1.33MeV

FWHM(FWTM) 

at 122 keV

FWHM(FWTH) 

at 59.5 keV

Specification 2.1 (4.2) keV 1.1 ( - ) keV -

Test 1.9 (3.7) keV 1.15 (2.31) keV

Table 3.2.4. 특수주문제작 HPGe검출기의 명세서상의 성능  시험에 의한 성능비교 

     (2) 성자 측정시스템

        (가) 1차 성능시험

성자 계수기 본체를 설계/제작한 후, He-3 검출기, PDT 치증폭기

/증폭기, LED 넬 등을 비하고, 한 사용후핵연료 시편이 이 장치의 앙에 

치하도록 하기 해서 시편 홀더/지지체를 설계/제작하 다. 그런 다음 이러한 모든 

구성품을 연결하고, 1차 성능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선 Cf-252 성자선원을 이

용하여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한 결과, Fig. 3.2.28과 같이 라토 구간이 1,400 V～

1,600 V로 넓은 역에 걸쳐 정상 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라토의 간

지 인 1,500 V를 작동 압으로 설정하여, 본 성자 계수기의 검출효율 결정을 한 성

자 측정시험을 이 압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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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모든 구성품을 연결한 후, 성자 계수기 HV Plateau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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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결정을 한 성자 측정시, 우선 background 에서의 계수율을 측정하고, 그 후 

성자 표 선원인 Cf-252에서 방출하는 성자를 측정하여 singles rate를 획득하 다. 

이 성자 표 선원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측정시 에서의 성자 방출율을 계산하고, 다

음 식에 의해서 성자 계수기의 효율을 결정하 다.


    
    

  Table 3.2.4는 성자 측정자료와 표 선원의 세기로부터 결정한 검출효율과 성

자 계수기 본체 설계시 MCNPX 코드로 측한 효율 값을 보여 다. Table 3.2.5에

서 보는바와 같이 코드 측값과 실제 실험값과의 차이는 3.7 %로 큰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Cf-252 intensity
Half life

Elapsed 

time

Neutron count rate Efficiency

1999.2. 2008.9 total backgrd MCNPX Experiment

20,240n/s 816 n/s 2.646 yr 8.5 yr 92.0 c/s 0.39 c/s 10.7 % 11.1 %

Table 3.2.5. 성자 계수기 설계시 측한 효율과 성자 직  측정에 의한 효율 

        (나) 2차 성능시험

1차 비방사능 구역 성능시험 결과, 고 압 라토(HV plateau)가 정상

으로 형성되어 작동 압(operating voltage)을 라토 구간의 앙인 1,500 V로 

정하여 차폐 로 박스가 설치된 방사능 구역에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상으로 성자를 측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라토 구간이 형성되지 않고 

고 압 증가에 따라 계속 성자 계수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러 번 

시험을 시도하 지만  같은 경향이 계속되어 결국 그 원인을 찾기 하여 비방사

능 구역으로 인출하여 2차 성능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① 감마선 향 

              우선 성자 계수기를 차폐 로  밖으로 인출한 후, Cf-252 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성자 계수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해서 각각의 He-3/PDT 

셋트에 해서 고 압 라토 시험을 수행하 다. 이 게 6개 셋트 모두를 시험한 

결과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6개 PDT 유니트의 HV, LV  Signal 선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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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 고 압 라토 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Fig. 3.2.29와 같이 라토 구

간이 1차 성능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유사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자 계수기를 차폐 로 박스에 다시 인입시켜 Cf-252선원과 사용후핵

연료 용해시료(spent fuel dissolved sample)를 상으로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

다. Cf-252 선원에 한 시험에서는 로 박스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라토 구

간이 형성되었지만, 감마선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시료에 한 시험에서는 

Fig. 3.2.30와 같이 라토 구간이 1,260 V에서 1,380 V로 높은 고 압 측에서 거의 

200 V 정도로 크게 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SF 용해 시료는 소량의 고체시편을 질산용액에 녹인 시료로써 주요 성자 방출 

원소인 Cm-244의 양이 매우 은 반면 상 으로 감마 방출원인 핵분열 생성물의 

양이 많아 이러한 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해서 SF 용해시료에 성자 방출량이 비교  높은 Cf-252선원을 함께 측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Fig. 3.2.31에서 보는바와 같이 HV plateau 구간이 SF 용해시료만 

있을 때 보다 조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 으로 성자 방출수가 많

아지면 감마의 향을 게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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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HV plateau measured with Cf-252 neutron source in a case of all 

the He-3/PDT set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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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HV plateau measured with SF dissolved sample in a case of all the 

He-3/PDT set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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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HV plateau measured with SF dissolved sample and Cf-252 source in 

a case of all the He-3/PDT set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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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치증폭기/증폭기 유니트의 문턱값 조

              ACPF에 설치된 ASNC의 경우, 감마선에 의한 향을 이기 해

서 미국의 LANL에서 제안한 증폭기의 문턱값(threshold gain) 조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감마- 성자 통합시스템의 성자 계수기에 

용하게 되었다. 이 방법이 추구하는 목 은 각각의 He-3검출기/PDT 셋트의 HV 

plateau 시작 을 일치시켜 가능한 한 라토 구간의 기울기를 최소화시켜 평탄화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차는 Table 3.2.7과  같으며, 이러한 차를 이용하여 

성자 계수기에 사용하는 6개 He-3/PDT 셋트에서 각 증폭기의 문턱값을 조 하여 

Table 3.2.6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들 6개 셋트의 증폭기 문턱값을 조 하

는 과정에서 한개의 증폭기 문턱값이 다른 5개에 비해 월등히 낮아 조 이 불가능

하여 다른 증폭기로 교체하여 해결하게 되었다. Fig. 3.2.32는 각각의 증폭기 문턱값 

조  후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3.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V plateau 시작 지 이 문턱값 조  (Fig. 3.2.33 참

조)에 일치하지 않은 것에 반해 모든 He-3/PDT 셋트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한 라토 구간에서의 계수율 차이도 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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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HV plateau after adjusting the threshold gain of pre-amp/amp on the 

each He-3 tube/PD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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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HV plateau before adjusting the threshold gain of pre-amp/amp on 

the each He-3 tube/PDT set. 

He-3검출기/PDT 

셋트 번호

계수율 CA 계수율 CB

CB/CA=R Ri/R 비고
HV(A), 

라토구간
HV(B), CA/2 지

2 215.53 109.07 0.5061 1.0 기

1 214.33 107.77 0.5028 0.9935

3 214.47 108.08 0.5039 0.9956

4 212.38 107.53 0.5063 1.0004

5 212.59 106.52 0.5011 0.9901

6 217.85 108.62 0.4986 0.9852

Table 3.2.6. He-3검출기/PDT 셋트에 한 threshold gain 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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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PDT 치증폭기/증폭기에 한 threshold gain 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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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He-3 tube/PDT 셋트에 한 문턱값 조 을 마친 후, 6개 셋트를 모두 연

결하여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 다. Fig. 3.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토 구

간이 1,220 V에서 1,580 V 까지 넓은 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선량 감마선에 의한 향평가 시험

             1차 사용후핵연료 시료 상 방사능구역 성능시험에서 감마선에 의한 

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경험하 기 때문에 비방사능 구역에서 μCi 단 의 낮은 

방사능을 가진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감마선 향평가를 수행하 다.

  SF 용해시료에 비하면 상 으로 매우 낮은 선량이지만 Fig. 3.2.35와같이 감마

선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 압 측에서 미

약하나마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Cf-252 성자 선원과 폴리

에틸  감속재 사이에 5 mm 정도의 납 으로 차폐하여 감마선 향이 얼마나 

어드는 가를 시험하 다.

  그 결과 Fig. 3.2.36과 같이 약간의 차폐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He-3 

검출기 유효길이(active length)에 따라 어떻게 감마선 향을 받는가가 궁 하여 4

배 정도 긴 He-3 검출기에 하여  같은 조건하에서 감마선 향 시험을 수행하

게 되었다. 시험결과, Fig. 3.2.37과 같이 짧은 검출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압 측에서 감마선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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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HV plateau of n-counter connected with the 6 He-3 

tube/PDT sets after adjusting the threshold gain of 

pre-amp/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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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시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낮은 감마선량에서도 He-3검출기의 

크기와는 상 없이 감마선의 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

용후핵연료 시료를 측정하는 성자 계수기의 경우 선량 시료를 측정할지라도 감

마선 차폐는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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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감마선에 의한 HV plateau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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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감마선 차폐 /후 HV plateau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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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He-3 검출기 유효길이 변화에 따른 감마선 향.

  나. 방사능 구역 성능시험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의 방사능 구역 성능시험은 모든 측정시스템을 

차폐 로 박스에 설치한 후, 사용후핵연료 시료/시편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1) 감마선 측정시스템

         HPGe 검출기, 감마선 시 기, DSA-1000 등 하드웨어와 GENIE-2000 소

트웨어를 조립/연결/탑재한 후, 비방사능구역 성능시험에서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SF 시료를 상으로 방사능 구역 성능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가) 표  SF 선원 화학분석 의뢰

표 선원 상 SF 디스크형 시편을 선정하고, 인  시편에 한 화학

분석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 다. J502-R13  J502-C16 시편의 각 연료  상의 

치, 크기, 일련번호 등은 Table 3.2.8과 Table 3.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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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의뢰 개수: 2개 (J502-R13, J502-C16 각 1개)

      -연소도 분포: 50,000～80,000 MWd/tU

      -분석요구 핵종: U-235, U-238, Pu-239, Pu-240, Pu-242, Cm, Cs-137,      

                       Cs-134, Eu-154, Am, Ru-106

번호
치

( 하단에서 mm)
길이 
(mm)

편(시편) 
번호

운반
장소

운반 정
일자 비 고

11 2880 - 2883 1 BUP-R1
PIEF

(Chem. Lab.)
2007.07.11

 연소도/핵종 
분석    

 (화학분석시설)

Table 3.2.8. J502-R13 연료  시편 단 치

번호
치

( 하단에서 mm)
길이 
(mm)

편(시편) 
번호

운반
장소

운반 정
일자 비 고

11 2880 - 2883 1 BUP-C1
PIEF

(Chem. Lab.) 2007.07.11
 연소도/핵종 

분석    
 (화학분석시설)

Table 3.2.9. J502-C16 연료  시편 단 치   

        (나) 사용후핵연료 시편 화학분석 결과

            J502-R13  J502-C16 시편에 한 화학분석 결과는 Table 3.2.1

0～Table 3.2.13과 같다.

           

Sample GWD/MT

J502-R13 49.3 ± 1.6

J502-C16 54.0 ± 1.6

Table 3.2.10. 연소도 측정 결과 (148Nd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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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u-mg/g-sample(S/F)

total-Pu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

J502-R13
10.05

±0.29

0.330

±0.010

5.14

±0.15

2.512

±0.072

1.312

±0.038

0.756

±0.022

J502-C16
10.85

±0.31

0.418

±0.013

5.32

±0.15

2.727

±0.078

1.461

±0.041

0.919

±0.027

Table 3.2.11. Pu 정량(mg-Pu/g-sample, S/F)

Sample
U-mg/g-sample(S/F)

total-U
234

U
235

U
236

U
238

U

J502-R13
799

±23
0.195

±0.014
7.72

±0.22
5.32

±0.16
786

±22

J502-C16
813

±23
0.149

±0.018
6.78

±0.23
5.62

±0.19
800

±23

Table 3.2.12. U 정량 결과 (mg-U/g-sample, S/F)

*  Uncertainty: 2σ

정량분석결과

시 료 명
방  사  능

계 측 일
핵 종 Bq/g ± 2σ

J502-R13

   Cs-134 2.98E+09 ± 1.14E+08

2008-06-10
   Cs-137 4.82E+09 ± 1.84E+08

   Eu-154 2.93E+08 ± 1.69E+07

   Ru/Rh106 2.56E+09 ± 1.94E+08

J502-C16

   Cs-134 4.24E+09 ± 1.62E+08

2008-06-10
   Cs-137 5.85E+09 ± 2.23E+08

   Eu-154 3.39E+08 ± 1.72E+07

   Ru/Rh106 3.42E+09 ± 2.48E+08

Table 3.2.13. Cs-134, Cs-137, Eu-154  Ru-106 정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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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F 시편에 한 감마 측정자료 획득

        J502-R13 시료에 하여 감마/ 성자 통합측정 시스템에서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

정하여 Fig. 3.2.38과 같은 스펙트럼을 획득하 으며, 일부 연소도 지표핵종에 한 피이크를 

분석하여 Table 3.2.14와 같은 자료를 획득하 다.

     (3) 화학분석  감마선 분석법으로 얻은 연소도  Pu/U비 상호비교평가

J502-R13-2 SF시료에 하여 감마선 검출 시스템으로 얻은 자료를 획득

하고, 상 검출효율을 구한 후, 동 원소비(
134

Cs/
137

Cs비)를 결정하 다. 그리고 컴퓨

터 코드계산에 의해 연소도와 동 원소비 그리고 Pu/U비와 동 원소비 사이의 상

계식을 도출하고, 실험 으로 구한 동 원소비를 입하여 SF시료의 연소도와 

Pu/U비를 결정하 다. 이러한 값들을 동일한 SF시료에 하여 화학분석한 값과 비

교하여 평가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2.15와 Table 3.2.16에서와 같다.

Fig. 3.2.38. J502-R13-2 시료의 감마선 스펙트럼. 

     (4) 시편의 표 화

사용후핵연료 의 특정 치에서 잘라낸 시료에 하여 감마선분 분석 

 화학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평가한 결과, 연소도에서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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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U비에서는 0.8 % 정도의 오차 범 내에서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다

른 치의 시편/시료에 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화학분석 횟수를 이

는 신 감마선분 분석법으로도 어느 정도 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

이다. 핵연료 의 특정 치에서  값을 알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로스감마스

캐닝에서 얻은 상 분포로부터  값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의 다른 

부분도 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료  시편들은 성자 측정시스

템에서 표 연료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감마/ 성자 통합 분석 알고리즘 개발 

        (가) 측정에 의한 핵종비 결정

일반 으로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 방사능은 다음 식 

(6-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sotopes Energy, keV Net Peak Area Net Area Uncert.

134Cs

563.38

569.40

604.78

795.72

801.78

2.07x104

3.84x104

2.80x105

3.87x105

4.05x104

226.39

265.50

556.38

634.43

229.95

137Cs 661.63 5.57x105 853.02

154Eu

723.19

873.07

1004.43

1274.07

7.86x103

7.48x103

1.09x104

2.49x104

269.40

88.17

121.06

193.39

106Ru
511.99

622.06

2.94x104

2.01x104

650.54

197.36

144Ce 2185.19 2.52x103 51.21

Table 3.2.14. J502-R13-2시료로부터 획득한 감마스펙트럼의 피이크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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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xial

Position

Isotope Ratio

(
134

Cs/
137

Cs)

Burnup, MWD/MTU
Diff.

γ Spectr. Chemical 

J502-R13-2
2889mm

from bot.
0.0377 51.5 49.3 4.5%

Table 3.2.15. 감마선분 분석과 화학분석에 의해 결정된 연소도 비교

Sample
Axial

Position

Isotope Ratio

(134Cs/137Cs)

Pu/U Ratio
Diff.

γ Spectr. Chemical 

J502-R13-2
2889mm

from bot.
0.0377 12.50x10

-3
12.6x10

-3
0.8%

Table 3.2.16. 감마선분 분석과 화학분석에 의해 결정된 Pu/U비 비교 

)( ii

i
ii EBr

AN
ε

λ =
·········································· 6-1

  여기서 λi (=ln2/T1/2) 동 원소 i의 붕괴상수, T1/2은 동 원소 i의 반감기, Ni는 

동 원소 i의 원자수, Ai는 동 원소 i의 피이크 면 , Bri는 동 원소 i의 감마선 

분지비(branching ratio), ε(Ei)는 감마에 지 Ei의 검출효율이다. 식 (6-1)을 다시 

풀어 쓰면, 식 (6-2)가 된다.

)()2ln(
2/1

ii

i
i EBrT

AN
ε

=
································· 6-2

핵종 A와 B 사이의 비로 나타내면 다음 식 (6-3)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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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종비를 구할 때는  검출효율 항도 비로 표 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결정

하기 편리한 상 검출효율로 체할 수 있다.

     (6) 핵종비, 연소도  Pu/U비 결정

        (가) 핵종비 결정

             측정 상 사용후핵연료 J502의 냉각시간을 고려하고, 연소도 모니터 

핵종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Cs-134 와 Cs-137을 선택하 다. 새로 개발된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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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통합측정 시스템에서 J502-R13-2 시료에 한 감마선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Table 3.2.17과 같이 련 핵종의 피이크를 분석하 다. 

  Table 3.2.18과 같이 Cs-134 핵종의 5개 감마 에 지에 한 피이크 면 과 분

지비(branching ratio)를 이용하여 상 검출 효율을 식(6-4)와 같이 결정하 다.

iR E00193.054409.0 +−=ε  ·························· 6-4

Fig. 3.2.39는 상 효율곡선을 보여 다. 련 핵종의 피이크 면 과 상 검출효율을 결정한 

후, 식(6-3)을 이용하여 Cs-134/Cs-137의 비를 Table 3.2.19과 같이 결정하 다. 그런 

다음 연소도-핵종비 계식과 Pu/U비-핵종비 계식에 입하여 J502-R13-2 시료의 연소

도와 Pu/U비를 결정하 다.

Isotopes Energy, keV Net Peak Area Net Area Uncert.

134
Cs

563.38

569.40

604.78

795.72

801.78

2.07x104

3.84x104

2.80x10
5

3.87x105

4.05x104

226.39

265.50

556.38

634.43

229.95

137
Cs 661.63 5.57x10

5
853.02

154Eu

723.19

873.07

1004.43

1274.07

7.86x103

7.48x103

1.09x10
4

2.49x104

269.40

88.17

121.06

193.39

106Ru
511.99

622.06

2.94x104

2.01x10
4

650.54

197.36

144Ce 2185.19 2.52x103 51.21

Table 3.2.17. Gamma Measurement Data of the J502-R13-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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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Energy, keV Net peak area Branching ratio

134
Cs

563.38

569.40

604.78

795.72

801.78

2.07x104

3.84x104

2.80x10
5

3.87x105

4.05x104

8.40 %

15.00 %

97.54 %

85.13 %

8.80 %

Table 3.2.18. Data for Relative Efficiency Curve Determination 

Isotope
E

(keV)

Peak

area

Half-life

(year)

Br

(%)
Rε

137

134

N
N

134
Cs 604.78 2.80x10

5
2.062 97.54 0.623

0.037

137Cs 661.63 5.57x105 30 89.93 0.733

Table 3.2.19. Input Data for Isotope Ratio Calculation and 134Cs/137Cs Ratio 

        (나) 연소도-핵종비 상 계식 도출

연소도를 감마선 분 분석법에 의해서 직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

서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연소도와 련 핵종비 사이의 상 계식을 유도하여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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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HPGe 감마선 검출시스템의 상 효율 곡선. 

  본 연구에서는 Table 3.2.20에서와 같이 10,000 MWD/MTU에서 70,000 

MWD/MTU 까지 5,000 MWD/MTU 간격으로 연소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련 핵

종의 량을  ORIGEN-ARP 코드로 계산하고, 그로부터 연소도-
134

Cs/
137

Cs 핵종비 

사이의 상 계식을 자료 철(curve fitting)을 통하여 식(6-5)와 같이 유도하 다. 

Fig. 3.2.40은 연소도-
134

Cs/
137

Cs 핵종비에 한 상 곡선을 보여 다.

27 )(1048.2)(99.29511882.5169 IRIRBurnup ×++= ······ 6-5

  여기서 IR은 동 원소 핵종비, 즉 Cs-134/Cs-137 는 Eu-154/Cs-137 비를 나

타낸다.

        (다) Pu/U비-핵종비 상 계식 도출

Pu-239  이것의 동 원소는 원자로 가동  U-238의 성자 포획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며, 동시에 핵분열에 기여하며 축 되어 진다. 한 Cs-134도 

Cs-133의 성자 포획반응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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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up, MWD/MTU 134Cs, g 137Cs, g 154Eu, g 106Ru, g

10,000 3.588 356.0 - 3.704

15,000 7.758 530.9 - 5.874

20,000 13.17 703.5 - 8.066

25,000 19.68 876.2 - 10.28

30,000 27.07 1046 13.41 12.42

35,000 35.27 1213 17.88 14.50

40,000 44.10 1378 22.62 16.51

45,000 53.43 1541 27.42 18.47

50,000 63.20 1703 32.21 20.35

55,000 73.67 1862 36.93 22.12

60,000 84.01 2019 41.46 23.82

65,000 94.38 2174 45.69 25.42

70,000 104.6 2326 49.53 26.89

Table 3.2.20. 연소도 변화에 따른 주요 모니터 핵종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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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Correlation Curve for the Burnup-134Cs/137Cs Ratio of 

J502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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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두 원소는 이와 같이 모두 성자 포획반응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량에 

있어서 상 계가 있게 된다. Pu/U비-핵종비 계식도 연소도-핵종비 계식 도

출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출하 다(Table 3.2.21 참조). 일반 으로 Pu/U비는 

비출력(specific power)에 따라 변하지만 기 농축도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

다. 본 연구에서는 비출력과 기 농축도를 각각 33.56 MWD/MTU  4.4912 

wt%로 고정시켜 계산하 다. 

Burnup, MWD/MTU 134Cs, g 137Cs, g Pu, g U, g

10,000 3.588 356.0 3.477x103 9.849x105

15,000 7.758 530.9 5.237x103 9.781x105

20,000 13.17 703.5 6.799x103 9.715x105

25,000 19.68 876.2 7.811x103 9.650x105

30,000 27.07 1046 8.656x103 9.588x105

35,000 35.27 1213 9.343x103 9.526x105

40,000 44.10 1378 1.042x104 9.465x105

45,000 53.43 1541 1.102x104 9.406x105

50,000 63.20 1703 1.153x104 9.347x105

55,000 73.67 1862 1.196x104 9.288x105

60,000 84.01 2019 1.235x104 9.231x105

65,000 94.38 2174 1.330x104 9.174x105

70,000 104.6 2326 1.367x103 9.118x105

Table 3.2.21. Pu/U Ratio 결정을 한 핵분열 생성물  악티나이드 원소량 

  계산 자료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Cs-134/Cs-137비와 Pu/U 비 사이의 계식을 

자료 철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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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0)/(26646.003348.0 UPuUPuIR ++−= ············ 6-6

  여기서 IR은 Cs-134/Cs-137 핵종비를 나타내며, 한 Pu/U는 Pu/U비를 나타낸

다. Fig. 3.2.41은 Cs-134/Cs-137 핵종비와 Pu/U비와의 상 곡선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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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Correlation Curve for the 
134

Cs/
137

Cs and Pu/U Ratio. 

     (2) 성자 측정시스템

본 성자 계수기의 비방사능 구역 성능시험 결과, HV plateau 구간이 

1,220 V에서부터 시작하여 1,580 V 까지 넓은 구간에 걸쳐 정상 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한 후, 성자 계수기를 방사능 구역인 PIEF 제염실내 차폐 로 박스에 다시 

설치하여 Cf-252 성자선원을 이용하여 HV plateau 확인시험을 수행하여 Fig. 

3.2.42와 같이 차폐 로 박스에 설치하기 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런 다음 

SF 용해시료를 이용하여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Fig. 3.2.43과 

같이 라토 구간이 1,220 V ～ 1,340 V 로 고 압 측에서 하게 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 방사능구역 성능시험에서 HV plateau 구간이  형성되지 않았

던 것에 비하면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0.45 R/hr 정

도밖에 되지 않는 SF 용해시료에 하여 이 게 크게 라토 구간이 어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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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은 Fig. 3.2.43에서 보는바와 같이 SF 고체시료 용해시 희석으로 Cm

량이 무 어 성자 방출수가 은 반면 감마 방출수가 상 으로 많아 감마선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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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차폐 로 박스에 설치한 후 HV plateau 시험결과. 

  그러나 성자 계수율이 라토 구간에서 5 cps 미만으로 나타나 낮은 계수율로 

인한 측정 오차가 크게 된다. 따라서 희석용액 시료를 상으로 한 성자 측정 시

험에 의한 핵물질 추 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해서 고

체 SF 시편을 상으로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고체시편은 희석시킨 

용해시료에 비해 감마 방출수가 많아 감마선에 의한 향을 더 받아 HV plateau 

구간이 더 어들 것으로 상하 지만, Fig. 3.2.44에서 보는바와 같이 1,240 V ～ 

1,340 V 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것은 고체시편이 희석된 용해시료 보다 성자 방출원인 Cm의 량이 많아

져 감마선에 의한 향이 상 으로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즉, 고체

시편에는 성자 방출 수와 감마방출 수가 둘 다 용해시료에서보다 증가하지만, 이

러한 증가가 라토 구간 변화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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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SF 용해시료 상 HV plateau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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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SF 고체시편 상 HV plateau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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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이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양을 증가시켜도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

기 해서 고체 SF 시편 2개를 함께 시편홀더(sample holder)에 인입시켜 HV 

plateau 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Fig. 3.2.45는 시험결과를 보여 주는데, Fig. 

3.2.45에서 보는바와 같이 라토 구간에서 계수율은 SF시편 1개를 측정하 을 때 

보다 높아 졌지만 라토 구간은 1,220 V～1,340 V에서 1,220 V～1,320 V로 20 V

정도만 어들었다.

  그러나 라토 구간이 100V 정도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이 구

간에서 작동 압(operating voltage)을 정하여 사용하면 성자를 측정하여 핵물질 

추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의 시험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사용후

핵연료 시편 측정 성자 계수기의 HV plateau 형성에 있어서 감마선에 의한 향

은 주로 고 압 측에 미친다. 따라서 작동 압의 선택은 라토가 시작되는 인근 

지 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안정 인 성자 측정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래서 본 성자 계수기의 작동 압을 1,240 V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성자 검출효율 뿐만아니라 모든 SF시편에 한 성자 측정시, 이 작동

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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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SF 고체시편 2개에 한 HV plateau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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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의 활용방안

     (1) Cm 농도 결정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자발 성자(spontaneous fission neutron)의 

부분은 Cm에서 방출된다. 따라서 성자 측정시스템에서 검출되는 성자의 수는 

Cm의 수에 비례하게 되며, Cm 량에 한 Pu 량의 계를 설정하면, 이로부터 Pu 

계량이 가능해 진다. 감마선분 분석법에 의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와 Pu/U

비를 결정할 수 있으나, Cm농도는 결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수동형 성자 측정

법(passive neutron measurement)으로는 사용후핵연료내의 Cm의 농도는 결정할 

수 있지만, 연소도와 Pu/U비는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두 방법을 동시에 사

용하게 되면 상호보완 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핵 인 특성을 규명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2) 감마/ 성자 통합방법의 장

사용후핵연료의 핵특성 규명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용될 수 있다. 

크게 분류하여 괴 인 방법과 비 괴 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

괴 분석방법에는 감마선측정, 성자측정, calorimetry, densitometry, 

K-Edge/K-XRF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측정하는 여건

에 따라 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활용성

을 고려하여 감마선측정법과 성자측정법을 용하게 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측정

에 있어서, 성자 측정시간은 1시간 미만이며, 감마선은 핵연료의 방사능 세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에 반해 화학분석법은 정확도가 높지만 분석결과를 얻으려면 빠르면 3개월에

서 6개월 정도 소요되나, J502-R13-2 시료의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후, 분석결과

를 수령하 다. 따라서 감마/ 성자 측정방법을 사용하면, 화학분석방법에 비해 시

간  경제 으로 훨씬 유리하다. 한 화학분석법은 사용후핵연료 의 특정 치

에서의 핵  특성만을 규명할 수 있지만, 감마선측정법의 경우, 체 연료  길이

를 스캐닝함으로서 모든 치에서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이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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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후핵연료 용감시  핵특성 통합 분석기술 개발

  가. 개요

   미국 로 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LLNL)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부분 용

(partial defect)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DOE에서 산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부분 용 검사 방법을 실

증하기 해서, 2008 년 6 월  2009 년 10 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장시험을 의뢰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비를 

개선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제어  가이드 튜 에 소형 성자 검출기를 삽입

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축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성자의 신호를 자동으로 취득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 다(Fig. 3.2.46). 이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후시험시설의 풀에 보  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성자  감마

선 측정 시험을 수행하 다. 

Fig. 3.2.46. Gamma and Neutron Measurement System for 

Spent Fuel Assembly.

  나. 측정실험 내용 

   이 측정실험은 미국의 로 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LLNL)와 1차 용역계약

(2008년)완료에 이어 2차 용역계약(2009년)에 따라, 조사후시험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집합체의 제어  가이드 튜 에 감마선 검출기(ion chamb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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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검출기(fission chamber)를 각각 삽입하여 집합체 내부의 치별 감마선  

성자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장치에 한 체 구성도는 Fig. 

3.2.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자 측정 장치는 크게 검출기 축, 선원 축, 모터 구동

장치  감마/ 성자 계수장치로 구성된다. 이 측정실험을 LLNL의 문가 1 인의 

참  하에 조사후시험시설의 풀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감마와 성

자 측정시험을 2 주간에 걸쳐 수행하 다. 실제 유효한 실험결과로, Fig. 3.2.47에 

제시된 장 풀(9402)의 5 개 집합체에 한 감마  성자 측정실험 결과를 얻었

으며, 계약에 명시된 2 주간의 실험이 끝났으므로 실질 인 용역수행은 완료되었다.

   

   Fig. 3.2.47. Spent Fuel Assemblies Stored in the PIEF Pool 9402. 

  다. 실험방법  결과

   조사후시험시설의 풀에는 8 개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가 장되어 있다. 주로 

고리 1 호기의 사용후핵연료인 14×14 타입 집합체 C15, G23, J14, A39,  A17 에 

한 16개의 제어 , 고리 2 호기 16×16 타입 집합체 J44 에 한 20개의 제어   

울진 2 호기 17×17 타입 집합체 K23 에 한 24개의 제어 을 상으로 제어  가

이드 튜  각각에, 상부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감마선 검출기와 성자 검출기를 삽

입하여 감마선  성자 세기를 측정하 다. 

집합체의 축방향 특정 지  단면에서의 치별 감마선  성자 세기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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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가짜 연료  유무를 정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목 에 따라, 

14×14 타입 집합체  여러 개의 핵연료 이 제거된 C15  G23 집합체와, 연료

이 모두 채워진 J14 집합체를 선정하 다. 특히 C15 집합체는 핵연료 이 한 

치에 집 으로 제거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용을 감시하는 기술개발이 목 이므로, C15와 같이 특

정부 의 핵연료 이 집 으로 제거 된 집합체를 상으로 한 실험은 본 연구의 

출발 으로 삼을 수 있다. 즉, 핵연료 이 집 된 지 에서의 감마  성자 측정

결과와 핵연료 이 많이 뽑힌 곳에서의 감마  성자 측정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

가 나는지를 실험 으로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집합체에서 사용후핵연료 이 몇 

개가 제거 된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다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용감시 장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제어  가이드 튜 를 통해 축방향으로 검출기를 삽입하

여 감마선  성자의 세기를 측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집합체 내 다른 가이드 튜

를 통해 치별로의 감마선과 성자 세기의 변화를 측정하 다. Ion Chamber 

감마선 검출기와 Fission Chamber 성자 검출기를 이용하 으며, 집합체 상부에

서부터 1.5 m 아래에서 5 분간 측정하 다. 측정 상 집합체에 한 측정 결과는 

Fig. 3.2.4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합체 내부 여러 지 에서 측정된 감마선  

성자 측정신호는 주변의 연료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측정치를 보이고 있다. Fig. 

3.2.49의 J14 집합체와 같이 주변 연료 이 모두 있는 경우 치에 따라 비슷한 경

향을 보이지만, Fig. 3.2.50에서 볼 수 있듯이  C15 집합체는 핵연료 이 한 치

에 집 으로 뽑힌 실험 결과와 같이 연료 의 손실이 많은 지 (C15 집합체의 

C12와 E10 치)에서는 그 측정치가 하게 어들어 이를 통해 가짜 연료  유

무를 정할 수가 있다.

 이제까지의 실험과 분석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용감시 기술개발에 필

요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상 감마  성자 측정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 다. 앞으로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을 상으로 많은 실험을 수행하여 측정 데

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측정기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궁극 으로 정

한 감마  성자측정을 하여 많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용감

시 측정기술의 기술  안 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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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Experiments

0.00

0.20

0.40

0.60

0.80

1.00

1.20
J5 I3 L3 L6 J1

0 L9 L1
2

I1
2 E5 C
6

C
3 F3 E1
0

F1
2

C
12 C

9

Guide tube posiition

C
ou

nt
 R

at
es

Ratio: C15

Ratio: G23

Ratio: J14

Ratio A39

Ratio A17

Gamma / Neutron
Ratio

Fig. 3.2.48. Gamma/Neutron Count Ratio for Five Spent Fuel Assemb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A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F ● ● ◈ ● ● ● ● ● ● ● ● ◈ ● ●
G ● ● ● ● ● ● ◈ ● ● ● ● ● ● ●
H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J ● ● ● ● ◈ ● ● ● ● ◈ ● ● ● ●
K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M ● ● ● ● ● ● ● ● ● ● ● ● ● ●
N ● ● ● ● ● ● ● ● ● ● ● ● ● ●

◈  Control Rod(17) ●  Filled by Rod(178)

○  Empty(1)

J14   ASSEMBLY

Fig. 3.2.49. Control Rod Guide Tubes are located 

in the J14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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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A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F ● ● ◈ ● ● ● ● ● ○ ○ ○ ◈ ● ●
G ○ ● ● ● ● ● ◈ ● ● ● ● ● ● ●
H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J ● ● ● ● ◈ ● ● ● ● ◈ ● ● ● ●
K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M ● ● ● ● ● ● ● ● ● ● ● ● ● ●
N ● ● ● ● ● ○ ● ● ● ● ● ● ● ●

◈  Control Rod(17) ●  Filled by Rod(157)

○  Empty(22)

C15   ASSEMBLY

Fig. 3.2.50. Control Rod Guide Tubes are 

located in the J15 Assembly.

        

8. Hold-up 상인식 시스템 

  가. Hold-up 측정원리

     감마선의 Hold-up 측정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 인 원리로 GGH 

(Generalized Geometry Hold-up) 방법이 리 사용된다. GGH 방법은 모든 

Hold-up 상을 (point), 선(line), 역(area) 소스로 모델링한다. Fig. 3.2.51는 

일반 인 가된다. GGH 측정 방법은 NaI 검출기를 사용하여 Hold-up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검출기는 다른것을 사용하여도 상 이 없다. GGH 방

법을 사용하여 Hold-up 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있다.

   ㆍ 방사선 차폐가 센서의 측면과 뒷면에 사용되어야 한다.

   ㆍ 심에 작은 의 형태 혹은 면 에 해 균일한 분포를 갖는 원추형 콜     

   리메이터가 센서 면에 사용된다.

   ㆍ 측정은 검출기와 소스 사이의 거리 r 을 알고 있는 조건에서 수행된다.



- 208 -

 

Fig. 3.2.51. Hold-up 측정 상.

  GGH 방법의 교정은 측정된 감마선의 카운트율과 ROI(Region of Interest)의 무

게 사이의 계식을 구하는 것이다.  과 선  역에 한 교정은  기  소스

에 해서 수행된다. 각 감마선 피크선에 한 응답은 알 고 있는 거리에서 검출기

의 축 방향에서 치된 소스에 해 측정되어 진다. 한 측정은 센서 축에서부터 

정해진 간격으로 치된 소스를 측정한다. 이들 데이터는 , 선 혹은 역으로 정

해진 동 원소 질량 계산을 해 사용된다. Fig. 3.2.52는 검출기의 2차원 반경 방향

의 응답을 구하기 한 9 축 치 를 보여 다. 정해진 거리에 해 원에 있는 

어떤 의 소스에 한 검출기의 응답은 원 칭으로 인해 같다.

  Fig. 3.2.53은 2.54 cm 직경과 두께 5 cm NaI(TI) 검출기를 사용하여 239Pu의 

414 keV 감마선을 측정한 방사 응답을 보여 다.  콜리메이터의 길이와 직경은 양

쪽 2.54 cm 이다. 교정 거리와 센서사이의 거리 r0는 40 cm 이다. Fig. 3.2.54에

서의 데이터는 , 선  역 소스에 한 규정된 동 원소 양을 평가하기 한 

교정을 해 사용된다. 은 한정된 폭이 없기 때문에 에 한 교정은 단지 축방

향 응답 C0(s
-1

)을 사용한다.   교정 상수는 다음 식 (1)과 같다.

Kp (g.s.cm
-2

) = m0 / (C0 * r0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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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리 r에서( C는 백그라운드를 뺀 값) 측정된 규정된 동 원소 양은 식 (2)

와 같다.

mp (g) = Kp * C * r2 ‧‧‧‧‧‧‧‧‧‧‧‧‧‧‧‧‧‧‧‧‧‧(2)

Fig. 3.2.52. 축방향으로  소스의 치.

Fig. 3.2.53. 
239

Pu  소스에 한 정규화된 카운트 율.

  선 교정은 정규화 되지 않는 축 방향 응답 C0(s
-1

) 과 측정 치 사이 거리로 정

규화된 방사 응답 Ci 의 합으로 평가된 L을 사용한다. 선 교정 식은 다음 식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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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KL (g.s.cm-2) = m0 / (L * C0 * r0) ‧‧‧‧‧‧‧‧‧‧‧‧‧‧‧‧‧‧‧‧‧‧(3)

선으로부터 거리 r에서 측정된 규정 동 원소의 양은 식 (4)와 같다.

mL (g/cm) = KL * C * r ‧‧‧‧‧‧‧‧‧‧‧‧‧‧‧‧‧‧‧‧‧‧(4)

이 값을 선형 도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역 교정은 정규화 되지 않는 축 응답 C0(s
-1

)과 측정 을 가르는 

축 방향 심 원사이의 면 으로 정규 방사 응답의 합으로 평가된 역 A를 사용

한다.  역 교정 상수는 다음 식 (5)와 같다.

KA (g.s.cm-2) = m0 / (A * C0) ‧‧‧‧‧‧‧‧‧‧‧‧‧‧‧‧‧‧‧‧‧‧(5)

역에 있는 측정된 규정 동 원소 양은 식 (6)과 같다. 

 mA (g/cm
2

) = KA * C ‧‧‧‧‧‧‧‧‧‧‧‧‧‧‧‧‧‧‧‧‧‧(6) 

이 값을 역 도라고 한다. 

  나. Hold-up 측정을 한 Calibration 사용

    ㆍ 검출기 : Collimated NaI(sodium iodide) 

    ㆍ 계측기 : MCA(portable multichannel analyzer)

    ㆍ 단순 one-point 에 지 교정은 186 KeV 피크의 
235

U를 사용하여 계산된     

    다.

  따라서 50 keV ROI 는 186 keV 피크로 설정된다. Point 방사선 소스는 

(point), 선(line) 그리고 역(area) 소스를 교정하기 해 사용된다.

  실제 교정을 한 측정 값이 Table 3.2.22와 같을 때 를 들어보자.  소스의 

무게는 10.449 g, 거리 60 cm에서부터 500  동안 백그라운드 값을 제외한 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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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트 값 C0 는 76.981 이다. 한 이들의 값은 간격 s 를 5 cm 만큼 좌우로 4번

씩 움직여서 측정을 하 다. Table 3.2.22의 7항목의 A0 와 A1 유효 면 을 계산하

면 다음 식 (7), (8)과 같다.

 

A0 = 2.5
2 

*
 

Pi ‧‧‧‧‧‧‧‧‧‧‧‧‧‧‧‧‧‧‧‧‧‧(7)

   = 62.25 Pi

A1 = 7.25
2 

* Pi - A0 ‧‧‧‧‧‧‧‧‧‧‧‧‧‧‧‧‧‧‧‧‧‧(8)

   = 100 Pi

1 2 3 4 5 6 7 8

-4 -20 4.835 0.2933 4.517 0.0578 200Pi 36.317

-3 -15 23.078 0.2933 22.785 0.2698 150Pi 136.565

-2 -10 42.072 0.2933 41.778 0.5314 100Pi 166.944

-1 -5 68.748 0.2933 68.455 0.8708 50Pi 136.785

0 0 78.981 0.2933 78.615 1.0 6.25Pi 19.635

1 5 59.493 0.2933 59.200 0.75 50Pi 118.281

2 10 35.277 0.2933 34.983 0.445 100Pi 139.801

3 15 14.225 0.2933 13.972 0.1772 150Pi 83.504

4 20 1.058 0.2933 0.765 0.0097 200Pi 6.095

Table 3.2.22. 교정을 한 Hold-up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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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측정 수

2 : 검출기의 축 방향 거리

3 : 측정값 (C.r), S-1

4 : 백그라운드 (B), S
-1

5 : Ci = C.r - B, S
-1

6 : Ci / C0

7 : Ai, cm
2

8 : Ai * Ci /C0

Fig. 3.2.54. Point Source Calibration. 

  따라서 Table 3.2.22의 값으로 부터  소스 교정 계수 (Point Source 

Calibration Constant) Kp와 선 소스 교정 계수 (Line Source Calibration 

Constant) KL  면  소스 교정 계수 (Area Source Calibration Constant) KA를 

구하여 보자. 

먼  유효 소스 길이(Effective Source Length) L 은 다음 식 (9)와 같다. 

L = summation of Ci / C0 * S ‧‧‧‧‧‧‧‧‧‧‧‧‧‧‧‧‧‧‧‧‧‧(9)

  = 4.1347 * 5

  = 20.67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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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KL 은 식 (10)과 같다.

KL = m0 / (L * C0 * r0) ‧‧‧‧‧‧‧‧‧‧‧‧‧‧‧‧‧‧‧‧‧‧(10)

   = 10.449 / (20.674 * 76.981 * 60)

   = 1.0942 x 10
-4

한 유효 소스 면 (Effective Source Area) A 는 식 (11)과 같다.

A = A0 + A1 * C1/C0 + A2 * C2/C0 +A3 * C3/C0 + A4 * C4/C0 ‧‧‧‧‧‧(11)

  = 9.635 + (136.785 +118.281) / 2 + (166.944 +139.801) / 2 + (136.565 

+ 83.504) / 2 

    + (36.317 + 6.095) / 2

  = 431.781 cm
2

이 값으로 부터 KA 는 식 (12)와 같다.

KA = m0 / (A * C0) ‧‧‧‧‧‧‧‧‧‧‧‧‧‧‧‧‧‧‧‧‧‧(12)

   = 10.449 / (431.781 * 76.981)

   = 3.1436 x 10
-4

그리고  소스 교정 계수 Kp 는 식 (13)과 같다.

Kp = m0 / (C0 * r0
2

) ‧‧‧‧‧‧‧‧‧‧‧‧‧‧‧‧‧‧‧‧‧‧(13)

   = 10.449 / (76.981 * 602)

   = 3.7704 x 10
-5

     (1) Hold-up 검증 실험 

        (가) 역 소스에 한 Hold-up 실험

             45x 31 cm 실험 구간에 186 keV 감마선을 갖는 
235

U 를 0.0403 

g/cm2 사용하 다. 소스는 검출기로 부터 r=30cm 에서 1000  동안 측정된다. 실

험은 3회 수행되었으며 Hold-up의 양이 계산되었다. 1회 측정값으로 Hold-up의 양

을 계산하면 다음 식(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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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up의 양 = KA * Cr ‧‧‧‧‧‧‧‧‧‧‧‧‧‧‧‧‧‧‧‧‧‧(14)

             = 3.1436x10-4  * 131.537

             = 0.04135

  측정값과 계산된 Hold-up의 결과는 Table 3.2.23과 같다.

Count Count rate Mass of Hold-up (g/cm
2

)

1 131.537 0.04168

2 134.523 0.04264

3 132.697 0.04205

Table 3.2.23. 역 소스 Hold-up 측정(I)

  Table 3.2.23의 Hold-up 결과로부터 평균값은 0.04212 g/cm2 이며, 실험구간

내의 총량은 다음 식 (15)와 같다.

Mass of Hold-up = 45cm x 31cm x 0.04212 g/cm2 ‧‧‧‧‧‧‧‧‧‧(15)

                                = 58.757 g

  실험에 사용된 235U 의 양은 56.2185 g 이며 Hold-up 실험값과 비교하면 4.5 

%의 +오차를 보 다. 거리 r=15 cm, 측정 시간 300 로 하 을 때 결과 값은 

Table 3.2.24와 같다.

Count Count rate Mass of Hold-up (g/cm
2

)

1 132.062 0.04185

2 131.421 0.04165

3 135.915 0.04307

4 135.373 0.04237

Table 3.2.24. 역 소스의 Hold-up 측정(II)

  Hold-up 의 양은 59.0998 g 이므로, 실제 사용된 
235

U 의 양은 56.2185 g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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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거리 15 cm 에서의 오차는 +5.1 % 다. 

        (나) 선 소스에 한 Hold-up 실험

선 소스로 길이 122 cm 되는 연료 에 단  길이당 0.1192 g/cm 의 

235
U 이 사용되었다. 검출기로 부터의 거리 r=90 cm 이고 측정시간은 1000 이다. 2

번의 측정 실험을 수행하 으며 결과 값은 Table 3.2.25와 같다.

Count Count rate Mass of Hold-up (g/cm)

1 1.777 0.01755

2 1.778 0.01757

Table 3.2.25. 선 소스의 Hold-up 측정 (r=90 cm) 

  Table 3.2.25의 Mass of Hold-up 의 양은  KL * Cr 이며, 총 Hold-up의 양을 구하면 다

음 식 (16)과 같다.

Mass of holdup = 122 cm * 0.01756 g/cm ‧‧‧‧‧‧‧‧‧‧‧‧‧‧(16)

                = 2.1423 g

  따라서 실제 기 값 2.3424 g 과 비교하면 -8.6 % 의 오차값의 결과를 얻는다.

 한편 측정시간은 같고 검출기와의 거리 r=60 cm 에서의 Hold-up 실험값은 Table 

3.2.26과 같다.

Count Count rate Mass of Hold-up (g/cm)

1 2.949 0.01943

2 3.016 0.01986

Table 3.2.26. 선 소스의 Hold-up 측정 (r=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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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mass of Hold-up 을 계산하면 다음 식 (17)과 같다.

Mass of Hold-up = 122 cm * 0.01964 g/cm ‧‧‧‧‧‧‧‧‧‧(17)

                = 2.3424 g

 결과 으로 r=60 cm 에서는 2.3 % 의 + 오차를 보여주었다.

  다. Hold-up 측정 장비

     (1) 감마 Hold-up 측정

감마선에 의한 Hold-up 측정 장비는 NaI 섬  검출기와 MCA  

Hold-up 측정 시스템 소 트웨어로 구성된다. ORTEC 에서는 Fig. 3.2.55와 같은 

HMS4 모델이 개발되어 매되고 있으며, Canberra 에서는 정확도를 향상하기 

해 NaI 검출기 신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가 사용된 Fig. 3.2.55의 ISOCS 모델이 

매되고 있다. 

Fig. 3.2.55. ORTEC HM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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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Canberra ISOCS.

  한편 Hold-up 측정에 사용되는 NaI 검출기와 사용되는 portable MCA 는 최근 

upgrade 되었으며, ORTEC에서는 Fig. 3.2.57과 같이 digiBASE-E 모델로 Canberra 

에서는 Fig. 3.2.58과 같이 Osprey 모델로 개발되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리고 정확도를 높이기 해 종래의 NaI 검출기 신 LaBr3(Ce) 검출기를 같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Fig. 3.2.57. ORTEC 의 Digital Gamma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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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8. Canberra 의 Universal Digital MCA.

     (2) 성자 Hold-up 측정

핵물질 처리 장비는 규모가 크고 범 하다. High-throughput 시설은 수 

킬로그램의 양을 포함할 수 있다. 장비내의 감쇄와 축 은 감마선 Hold-up 측정 능

력의 도 을 받는다. 이런 경우 성자의 높은 투과성은 더 신뢰할 만한 선택이 된

다. 성자 검출기를 백그라운드로부터 차폐하기 어렵지만 자발 방출로 부터의 동

시 카운트는 효과 으로 백그라운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 큰 폴리에틸  moderator

를 사용한 
3

He slab 검출기가 로  박스내의 루토늄을 측정하기 해 성공 으

로 사용되었다.

  우라늄으로부터의 자발 방출 성자가 동시 계수를 해서는 작지만, 높은 (α,n) 

값을 측정하여 계량할 수 있다. 가볍고 이동이 가능한 성자 계수기는 
3

He 튜  

주변을 폴리에틸  moderator 로 감싸야 하기 때문에 제작이 어렵다. 하지만 

Hold-up 측정을 해 여러 이동식 검출기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최 의 이동

식 카운터 SNAP-II는 1975년에 제작되었다. SNAP-II 는 12.7 cm 직경의 폴리에틸

 실린더에 2개의 20 cm 길이 3He 튜 가 사용되었다. 이 검출기의 효율은 약 17 

%이며 무게는 약 10 kg이다. Fig. 3.2.59의 SNAP-II는 운 인 우라늄  농축시

설  루토늄 Hold-up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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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9. SNAP-II. 

  이 후 4개의 3He 튜 가 장착된 Fig. 3.2.60과 같은 PHNC(Portable Handheld 

Neutron Counter)가 개발되었다. PHNC는 방향성이 없지만 SNAP-II 보다 효율이 

높고 가볍다. PHNC는 Pu의 작은 양을 상으로 2개의 PHNC slab를 사용하여 넓

은 역의 Hold-up 소스를 한 singles 계수 혹은 동시 계수를 해 설계되었다. 

Fig. 3.2.60. PHNC.

  커다란 성자 slab 검출기는 로  박스 내의 Hold-up 측정을 해 일본 도카

이무라에 있는 루토늄 연료 생산 시설에 사용되었다(Fig. 3.2.61). Glove Box 

Assay Sysyem(GBAS)는 높이 160 cm, 길이 100 cm와 7.6 cm 폭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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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lab 는 20개 152 cm 
3

He를 포함한다. 몬테칼로 계산이 검출기를 설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설치 에 응답에 해 조사하 다. 6개 slab가 로 박스 한쪽 측

면에 으로 설치된다. 이 slab는 로 박스의 다른 치로 움직여 사용되었다. 

PFPF 실험에서는 성자양에서 약 5 %의 측정 불확신도, 감마선량 측정에서는 2

0～30 % 불확신도를 보여주었다.

  라. Hotcell 용을 한 Hold-up 상인식 개념 설계

     (1) 성자 스캐 에 의한 핵물질 공간 분포 측정

사용후 핵연료를 취 하는 핫셀을 상으로 핵물질의 분포도를 측정하기 

한 연구가 KAERI 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해 2002년도에 비 괴 핵물질 Hold-up 평가 기술 황분

석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성자 측정용 실험장치가 제작되어 타

당성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측정 목 은 
3

He 기체 검출기를 사용하여 공간 분

포에 존재하는 Cm-244의 성자 값을 측정하고 U, U-235  Pu의 양을 비율로

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 다(Fig. 3.2.62). 공간 치에 따른 성자 값

은 스텝 모터로 
3

He 기체 검출기를 이동시켜서 성자 분포를 얻는다.

  그리고 이 값은 공간 분포로 상화 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핵물질의 분

포가 균일하게 조성되었고, 이에 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Hold-up 양을 계산 할 

수 있으나 실제 으로는 그 지 않다. 즉 핫셀에서 취 되는 핵물질의 종류는 상황

에 따라 매우 여러 가지가 있게 된다. 따라서 성자만을 측정하여 Hold-up 양을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 실험은 그림에서와 같이 성자 소스를 252Cf를 사용

하여 공간 치에 따른 측정값을 상화 시키는 실험만을 수행하 다.

Fig. 3.2.61. Glove Box Ass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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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자  감마선 측정에 의한 핵물질 공간 분포 악

        사용후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성자는 238Pu, 240Pu  244Cm이지만 방출

되는 성자의 97 %는 
244

Cm에 의한 값이다. 따라서 
3

He 검출기로 
244

Cm 성자

를 측정하고 Cm 비로 루토늄과 우랴늄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값은 

감마선 스펙트로메터에 의한 핵종 분석값과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핵물질의 공간 분

포된 양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Fig. 3.2.62. 성자원 
252

Cf를 측정한 자료와 방사선 상화.

  Fig. 3.2.63은 핫셀내 분포된 핵물질에 해 Hold-up 개념을 사용하여 공간분포

를 확인하기 한 개념도이다. 공간분포에 따른 치별 성자 측정값은 미리 구해

진 Cm에 한 교정 계수 곡선에 의한 Pu과 U 값을 구하고 감마선 측정값과 비교

되어 계산된다.

  Fig. 3.2.64는 성자  감마 검출기를 핫셀 크 인에 치시키고 일정 간격으

로 이동시키면서 방사선 값을 측정하는 설치 개념도이다. 핫셀 바닥에는 여러 장치

가 설치되었으므로 검출기와의 거리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검출기에 치센서를 

설치하여 x,y,z 방향으로 항상 거리를 측정하여야한다. 그리고 치에 따라 측정된 

방사선값은 2차원 혹은 3차원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상화하면 핫셀의 핵물질 공

간 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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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3. 성자  감마선 측정에 의한 핵

물질 공간분포 악 개념도.

   

Fig. 3.2.64. 핫셀 핵물질 공간분포 악을 한 장치

설치 개념도.

  마. 외국의 Hold-up 황

     (1) 일본의 재처리시설에서의 Hold-up

        도까이에 있는 재처리시설은 LANL과의 로젝트로 Hold-up 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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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RM 시스템을 설치하여 30년 동안 운용하 다. 이후 로까쇼에 설립한 재처리

시설은 재 막바지 시험운  에 있다. Fig. 3.2.65는 로까쇼 재처리시설의 공정

도를 보여 다. 이 공정도에서 보면 상당량의 Hold-up이 긴 공정 이 와 복잡한 

처리과정에서 발생된다. 한 분말 처리공정에서의 Hold-up이 용액처리 공정에서

보다 훨씬 크게 발생된다. 그러나 Hold-up을 이기 해 U/Pu 탈질산 공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도입되었다.

   ㆍ Blender의 표면을 특별하게 처리

   ㆍ Blender를 포함하여 powder blower lines 도입

   ㆍ 분말 이송 장비로 powder feeder 신 rotary valve 사용

   ㆍ 이  라인과 blender에 knocker 도입

   ㆍ 분말의 비산을 막기 한 분말 처리장비의 향상 

  로까쇼 재처리 시설은 국의 BIL solutions에서 개발된 PIMS(Plutonium 

Inventory Measurement System)을 Glove Box의 Hold-up 측정을 해 사용하

다(Fig. 3.2.66). Fig. 3.2.67에서와 같이 142개의 He-3 검출기가 사용된 PIMS의 

신호는 HUB Box를 통하여 IAEA 캐비넷  운용 컴퓨터와 연결된다. 

   

Fig. 3.2.65. 일본 로카쇼 재처리 시설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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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6. PIMS (Plutonium Inventory Measurement System).

     (2) 국의 Hold-up 기술

        국의 Hold-up 측정 장비로 BNFL의 자회사인 BIL Solution에서 개발된 

DISPIM 이 있다. DISPIM은 루토늄과 MOX 에 한 치 악과 계량을 해 

개발되었다. DISPIM은 1988년 처음으로 국 Sellafield의 MOX 시설에 사용되었

으며, 이후 1995-2000에는 독일 Siemens 과 Hanau의 MOX 시설에 사용되었다. 

최근 2006년에는 국의 루토늄시설에 성공 으로 사용되었다. Fig. 3.2.68, Fig. 

3.2.69에서와 같이 단  DISPIM 부품은 2개의 He-3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모듈로 구성된 Assembly는 백그라운드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Fig. 3.2.67. 로카쇼에 설치된 Hold-up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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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8. DISPIM Components.

     (3) IAEA Hold-up 기

        IAEA 입장에서 보면 Hold-up은 Inventory 라고 할 수 있다. 한 단계별

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Fig. 3.2.69. DISPIM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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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In-process hold-up

   ㆍ Static hold-up

   ㆍ Flowing hold-up

   ㆍ Residual hold-up

   ㆍ Operating hold-up

   ㆍ Cleaned-out hold-up

   ㆍ Un-measurable hold-up

그리고 다음과 같이 Hold-up 에 한 수명 주기별로 구분하 다.

   ㆍ 건설 (설계  계획) 단계

   ㆍ 건설 단계

   ㆍ 시험 운  단계

   ㆍ 운  단계

   ㆍ 유지보수 단계

   ㆍ Shut-down 단계

   ㆍ 폐쇄 단계 (보존 상태  제염 상태)

   ㆍ 안 조치 목 을 한 해체  

운  단계까지의 Hold-up 결정에 해 언 하면 다음과 같다.

   ㆍ 건설 (설계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 

        * 정상 운  평가될 Hold-up

        * Shut-down 동안 평가될 Hold-up  

        * Hold-up을 측정할 방법

        * Un-Measureable Inventories(UMI)의 치

   ㆍ 건설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 도면 검토

        * 삼차원 측정을 통한 용기, 이 , 펌 , 샘 링 지 , 송 시스템에서의 

Hold-up 계산  평가

        * UMI 주요 지역의 치화

   ㆍ 시험 운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 용기와 측정 시스템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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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운 에서의 손실  차이

        * 계통  흐름/ 달 시험

        * 비방사성과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여 실제 공정 Hold-up의 결정

        * UMI 지역의 확인

   ㆍ 운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 운  정지시간에 flowing과 static hold-up을 결정/검증

  이를 해 랜덤 샘 링과 분석을 하고 In-line/On-line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Near-real-time accountancy(NRTA) 도입, UMI의 확인과 검증을 하여야 한다.

9. FRAM 분석 기술 개발

  가. FRAM 련 자료 수집  분석

     (1) 개요

         FRAM 분석을 하여 기본 자료를 수집 분석하 다. FRAM은 LANL에서 

개발된 감마선 분  기술을 이용하여 루토늄, 우라늄 분석을 하여 쓰인다. 

FRAM은 분석시 사용자가 분석 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결과의 정 도에 향을  

수 있으므로 용  각 분석 변수의 향에 한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한다.

  FRAM　 분석을 한 기  자료를 수집하 으며 FRAM에서 주로 쓰이는 감마선 

검출기로는 Ge 검출기를 들 수 있다. Ge 검출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를 Planar HPGe 검출기, Coaxial HPGe 검출기, Hybrid HPGe 검출기 등으로 나

 수 있다. Planar HPGe 검출기는 낮은 에 지 감마선에 하여 합한 검출기이

다. 따라서 우라늄이나 루토늄에서 발생하는 X-선 측정시 Planar 검출기를 용

하는 것이 합하다. Coaxial 검출기는 높은 에 지 감마선에 하여 에 지 분해

능과 검출 효율이 합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 으로 리 쓰이는 검출기이다. 따라

서 500 keV 이상의 감마선을 분석할 경우에는 Coaxial HPGe 검출기를 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HPGe 검출기는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Shielding 물질 

 구조 선정, 측정 조건 등에 따라서 검출기의 분해능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측정시 실험조건을 수립하지 않으며 동일한 검출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분해능을 얻

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HPGe 검출기 선정시 검출기의 크기도 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일반 으로 감

마선 측정을 하여 쓰이는 검출기는 크게 감마선 에 지에 따라서 낮은 에 지 감

마선 측정용 검출기(3 ～ 100 keV), 역 감마선 측정용 검출기(3 keV ～ 3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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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oaxial 검출기(30 keV ～ 10 MeV) 검출기로 나  수 있다.

  즉 검출기의 종류에 따라서 합하게 측정되는 감마선의 에 지 역이 결정된

다. 일반 으로 HPGe 검출기는 5 keV 이상의 감마선을 측정하기에 합하다고 알

려져 있으나, 최근의 기술 발 에 따라서 그 아래 역의 낮은 에 지 감마선도 정

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지고 있다.

  일반 으로 HPGe  검출기는 동작을 하여 냉각이 필요한데, 일반  냉각 방식

은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방식과 mechanical cooler를 이용하여 냉각하

는 방식이 용되고 있다. 재 기술 발 에 따라서 mechanical cooler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방식이 용 범 가 커지고 있으나, 일반 으로 액체 냉각 방식이 검출기

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수 있고, 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노이즈 문제 등

에서 보다 안정 이라고 알려져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감마선의 에 지에 따라서 동일한 부피를 가진 검출기에서 직경

과 길이가 달라지게 된다. 즉 감마선의 에 지가 낮다면 검출기의 직경이 큰 검출

기를 선택하여 검출 solid angle을 높여서 검출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

약 감마선의 에 지가 높아서 검출기 내에 충분히 에 지를 잃지 못한다면 측정되

는 스펙트럼 상에 Compton background가 크게 된다.

  Ge 검출기로 감마선을 측정할 경우 peak 모양은 Gaussian 형태를 가지지 못하

며, Gaussian 형태의 tail이 형성된다. 보다 정확한 fitting을 해서는 Gaussian 형

태와 낮은 에 지 역의 tail을 정확히 묘사할 필요가 있다. FRAM에서는 tail에 

한 모양을 보정할 수 있는 algorism을 자체 포함하고 있다.

  낮은 에 지의 감마선 측정을 하여 개발된 검출기로 표 인 것으로는 Ortec

의 LoAX, Canberra의 BEGe 등을 들 수 있다.

     (2) 루토늄 분석방법

  루토늄 측정을 해서 쓰이는 감마선은 크게 4개의 역으로 나  수 있다. 즉, 

40 ～ 60 keV 역, 90 ～ 105 keV 역, 120 ～ 450 keV 역, 450 ～ 800 keV 

역이다. 루토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표 인 특징  하나는 낮은 에 지

로 갈수록 발생하는 감마선 flux가 높아진다는 을 들 수 있다. 즉 부분의 루

토늄 동 원소에서 각 에 지 역에 하여 에 지 높은 역으로 갈수록 발생 감

마선 flux가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루토늄 측정을 해서는 낮

은 에 지 역의 루토늄 감마선 측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Table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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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238Pu 239Pu 240Pu 241Pu 241Am

keV γ/s/g keV γ/s/g keV γ/s/g keV γ/s/g keV γ/s/g

Low Energy 

Region

43.5 2.5(8) 51.6 6.2(5) 45.2 3.8(6) 59.5 4.5(10)

99.9 4.6(7) 98.8 2.8(4) 104.2 5.9(5) 103.7 3.9(6) 98.9 2.6(7)

103.0 2.5(7)

Intermediate 

Energy 

Region

152.7 6.1(6) 129.3 1.4(5) 160.3 3.4(4) 148.6 7.2(6) 125.3 5.2(6)

375.0 3.6(4) 208.0 2.0(7) 335.4 6.3(5)

413.7 3.4(4)

High Energy 

Region

766.4 1.4(5) 646.0 3.4(2) 642.5 1.0(3) 662.4 4.6(5)

722.0 2.5(5)

Table 3.2.27. 루토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에 지 

  그러나, 낮은 에 지 역의 감마선은 높은 에 지 감마선에서 오는 Compton 백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루토늄에서 발생하는 40 keV 역의 감마선은 루토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flux가 가장 높은 역으로, 측정이 용이하지만, 체 감마선과 비교하면  에

지가 가장 낮은 역이므로 주변 백그라운드가 은 샘 인 경우에 용이 가능하

다는 한계가 있다.

  루토늄에서 발생하는 100 keV 역의 감마선은 감마선의 flux가 40 keV 역

에 비하여 낮지만 비교  강하여 측정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마선

의 에 지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샘 이 0.5 mm 이상의 납에 싸여 있는 경우

에는 분석이 어려우며, 검출기의 분해능이 좋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쓰일 수 

있는 HPGe 검출기로는 Planar 검출기를 추천할 수 있다.

  120 keV 이상의 감마선 측정을 통하여 루토늄을 분석할 경우에는 루토늄에

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에 지 간격이 떨어져 있으므로 측정이 용이하며, 샘 이 차

폐체에 쌓여 있어도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을 지니나, 단 은 루토늄에서 발생

하는 감마선 flux가 상 으로 낮다는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으로 루토늄이 1.6 mm 정도의 차폐체에 싸여져 있는 경우에는 

200 keV 이상의 감마선을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3) 우라늄 분석방법

         우라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은 루토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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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낮은 에 지의 감마선 flux가 높은 에 지의 

감마선 flux에 루토늄에 비하여 감소율은 작다. 일반 으로 우라늄 발생 감마선은 

120 keV 이하 감마선과 120 keV 이상 감마선 두 역으로 나  수 있다(Table 

3.2.28).

  120 keV 이하 감마선 스펙트럼을 이용할 경우 장 은 분석하는 에 지 역이 

작아서 오차를 작게 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단 으로는 에 지 peak에 가

까이 붙어 있어서 복잡하며, 0.5 mm 이상의 납 차폐체에 쌓인 우라늄 샘 의 경우 

측정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120 keV 이상 감마선 스펙트럼을 이용할 경우 장 은 에 지가 상 으로 높

기 때문에 감마선 감소 등에 의한 향이 작다는 을 들 수 있으나, 단 은 에

지 역이 넓어서 오차가 커진다는 을 들 수 있다.

  FRAM은 MCA 로그램과 연동하여 동작하여 온라인에서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측정 시간을 정해 으로써 

측정을 조 할 수 있다. FRAM 분석을 해서는 측정된 에 지 스펙트럼  에

지 peak을 지정하여 분석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peak 지정은 energy 

calibration, Resolution test, Peak shape test와 동 원소비를 구하기 하여 쓰

인다.

Region
234U 235U 238U

keV γ/s/g keV γ/s/g keV γ/s/g

Low Energy 

Region

84.2 5.1(3) 63.3 5.7(2)

90.0 7.7(2) 92.4 3.3(2)

92.8 3.3(2)

High Energy 

Region

120.9 7.9(4) 143.8 7.8(3) 258.4 8.6

163.4 3.7(3) 742.8 1.2(1)

185.7 4.3(4) 766.4 4.0(1)

195.0 4.7(2) 786.3 6.6

202.1 8.0(2) 945.9 4.0

205.3 4.0(3) 1001.0 1.0(2)

Table 3.2.28. 우라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에 지

 

     (4) 검출효율 결정방법

         Peak fitting을 해서 백그라운드 모양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 모양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지정에는 Flat, 

Linear, Quadratic, Exponential, Flat step, Linear step, Bilinear step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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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출기의 에 지에 따른 검출효율을 계산하기 하여 두가지 방식이 쓰이고 있는

데 사용자는 어떤 방식을 분석에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두가지 방식에는 

Empirical model, Physical model이 있다. Empirical model은 단순한 polynomial 

형태를 이용하여 검출효율을 구한다. 장 은 간단하게 검출효율을 구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으나, 단 은 데이터가 부정확할 경우 오차가 커지며 검출효율 결정

에 이용된 peak 밖에 있는 역의 peak에 검출효율 결과를 이용할 경우 오차가 커

진다는 단 이 있다.

  Physical model은 검출기 효율, 샘 내에서 attenuation, 검출기와 샘  사이에 

있는 물질에 의한 attenuation을 고려한다. 단 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을 들 수 

있으나, 장 은 계산 결과의 오차를 일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Physical 

model을 이용할 경우 검출기의 종류, 감마선 흡수체의 종류와 두께 등을 지정할 수 

있다. FRAM은 분석이 끝난 후 energy calibration, peak resolution 한계값을 지

정하여 분석의 결과가 정확한지를 악할 수 있다.

  나. FRAM 분석 기술 도입 

     2009년 9월 LANL의 감마선 분석 문가를 빙하여 국내 감마선 NDA 분석 

문가를 상으로 FRAM 련 기술에 한 교육을 실시하 다(Fig. 3.2.70).

  

Fig. 3.2.70. 감마선 분석 문가 상 FRAM 사용 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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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내의 국내 문가를 상으로 FRAM 련 개  소개, 분석시 

고려할 , 기본 제를 이용한 분석법 용 등에 한 세미나를 실시하 다.

  한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NU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이를 이

용한 FRAM 분석법을 용하 다.

  다. FRAM 분석 기술 용

     FRAM 분석 기술 용을 하여 우라늄  루토늄 감마선을 측정하고 분석

을 수행하 다. 감마선 측정은 NaI(Tl), HPGe 검출기을 이용하여 우라늄 시료를 

상으로 감마선을 측정하 다. 검출기에서 발생한 신호는 치증폭기, 증폭기를 거

쳐서 MCA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꾼 후 PC에 장하 다(Fig. 3.2.71).

Fig. 3.2.71. 감마선 측정을 한 검출기  신호처리 회로 구성.

  FRAM 분석을 한 감마선 측정을 하여 LANL의 감마선 문가와 2009년 3

월 실험장치에 한 의를 진행하 다(Fig. 3.2.72). 우라늄 시료는 농축도가 

0.31, 0.71, 1.94, 2.95, 4.46 %인 표  시료를 이용하여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

하 다(Fig. 3.2.73, Fig. 3.2.74). 스펙트럼상에는 235U에서 발생하는 185.7 keV 

감마선과 238U에서 발생하는 776.4 keV, 1001 keV 감마선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에 지 분해능이 낮아서 낮은 에 지 역의 peak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우라늄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우선, 

NU 1 kg, 2 kg 시료를 이용하여 감마선을 측정하고 FRAM 분석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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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keV 이하의 감마선이 분리되며, 776.4 keV 감마선과 1001 keV 감마선 역시  

주변의 peak들과 분리되어 측정되었다(Fig. 3.2.75).

Fig. 3.2.72. FRAM 감마선 분석을 한 감마선 분석 장치 의. 

 

Fig. 3.2.73. 감마선 측정에 쓰인 우라늄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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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4. NaI(Tl) 검출기로 측정된 우라늄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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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5.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NU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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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은 1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Amplifier의 Pole zero, DC level, Shaping 

Time 등을 조 하고 에 지 스펙트럼  오실로스코  상의 peak 모양을 비교하

여 에 지 분해능 최 화를 이루었다. 에 지 분해능은 
60

Co에서 발생하는 1.332 

MeV 감마선에 하여 1.8 keV 분해능(FWHM)을 보 다. 측정된 에 지 스펙트럼

을 이용하여 FRAM 감마선 우라늄 농축도 분석을 수행하 다.

  FRAM에서 Peak fitting 결과에서 얻은 effciency 계산 결과에서 선은 계산에 의

한 결과이며, 은 실험에 의하여 얻은 결과이다. 부분의 우라늄 peak에 하여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 다. 다만, 일부 계산 결과에서 벗어난 측

정 데이터는 Th에서 발생한 감마선으로써 감마선의 peak 크기가 크지 않아서 발생

한 경우로 해석된다(Fig. 3.2.76).

   

Fig. 3.2.76. NU FRAM 분석에 의한 Peak fitting 결과와 Efficiency 계산. 

 - 

  FRAM 분석을 통하여 NU 1, 2 kg 인 경우 농축도 분석값을 비교하 다(Table 

3.2.29). 알려진 NU 농축도와 비교하여 각각 5 의 차이를 보이는 분석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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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Nu (known) Nu, 1kg Nu, 2 kg

Mass 

Ratio
0.711 0.6717 0.7451

Table 3.2.29. FRAM 분석을 통하여 얻은 NU 농축도

  

  농축도를 달리하는 우라늄 선원에 한 HPGe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에 지 스

펙트럼을 측정하고 측정된 에 지 스펙트럼을 FRAM을 이용하여 농축도를 구하

다(Fig. 3.2.77).

Fig. 3.2.77. 우라늄 시료 농축도 분석을 한 HPGe 검출기  실험 장치. 

  우라늄 감마선 측정은 노이즈를 이기 하여 Lead와 Copper 차폐체에 시료를 

놓고 감마선 분  분석을 할 수 있는 노이즈 감마선 분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감

마선 분 분석을 진행하 다. 실험은 각 시료에 하여 30 분, 1시간 측정을 진행

하여 측정 시간에 따른 분석 정확성에 하여 평가하 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라늄 농축도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 으며, 분석 결과 

측정 시간을 길게 한 경우(1시간)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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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우라늄 선원의 알려진 농축도에 하여 4 % 내외의 정확성을 가지고 우

라늄 농축도 분석이 진행되었다. FRAM 분석은 검출기와 샘 사이 거리, 사이의 흡

수체, 백그라운드 shielding, count rate 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Fig. 3.2.78, 

Fig. 3.2.79).

Fig. 3.2.78. HPGe 검출기로 측정한 우라늄 감마선 스펙트럼.

  루토늄 선원에 하여 FRAM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선원은 Pu 1 mg 

선원으로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분석을 진

행하 다(Table 3.2.30). 분석방식은 우라늄 선원 분석에 쓰 던 방식과 동일한 방

식의 실험이 진행되었다(Fig. 3.2.80).

239
Pu

241
Pu

242
Pu

241
Am

99.581 0.0195 0.4 367.1

Table 3.2.30. FRAM 분석을 통하여 얻은 Pu 성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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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9. FRAM으로 분석한 우라늄 시료에 한 농축도. 

Fig. 3.2.80. HPGe 검출기로 측정한 Pu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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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은 루토늄과 우라늄 분석을 하여 감마선 측정법이 용될 수 있는 분

석방식이다. 재 감마선 NDA 분석이 필요한 시설에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CdTe 검출기 에 지 감마선 측정을 이용한 핵물질 분석이나, Microcalorimeter를 

이용한 성분비 분석 등 통 으로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 측정을 하여 쓰이는 

HpGe 검출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분해능 감마선 검출기를 상으로 용을 확

하고 있다. 

  라. 감마선 분석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Cm/Pu비 결정 연구

     감마선 분 분석 기술의 장 은 각 핵종에서 발생하는 특정 감마선 에 지를 

측정함으로써 상 시료의 핵종을 별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사용후핵연

료 감마선 분  분석의 경우에는 Fissible material의 핵분열에 의하여 발생한 물질

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이나 루토

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을 직 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우라늄이나 루토늄에 의한 핵분열이 발생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표 인 감마

선 핵종으로는 
95

Zr, 
95

Nb, 
103

Ru, 
106

Ru-Rh, 
134

Cs, 
137

Cs, 
144

Ce-Pr, 
154

Eu 등이 있

다. 한 핵연료를 지지하는 구조체 물질의 성자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54

Mn, 

58
Co, 

60
Co 등이 표 인 사용후핵연료에서 감마선 방출핵종이다. 이러한 핵종에

서 발생되는 감마선 flux는 강하기 때문에 우라늄이나 루토늄에서 발생하는 감마

선 역에서는 의 핵종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마선에 의한 Compton event에 의

하여 직  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안  리를 하여 요한 계량 리 물질로는 Pu 측정을 

들 수 있다. Pu는 직 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하여 일반 으로 이용되는 방식은 Cm/Pu의 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Cm에서 발

생하는 성자를 측정하여 Pu의 양을 간 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용

후핵연료를 다루는 공정상에서 Cm/Pu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의 방

식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각 공정 상에서 Cm/Pu의 비를 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핵물질 계량 방식에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  하나

로 Cm과 Pu Fission에서 발생하는 높은 에 지의 감마선을 측정하여 Cm/Pu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Cm이나 Pu는 핵분열을 일

으키며 이 때 핵분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핵종에 의한 감마선을 직  계측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Cm/Pu의 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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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핵종에서 밸생하는 감마선 flux가 높을 것이 상되므로 측정을 해서

는 측정 조건에 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측정 실험은 조사후실험시설에서 진행되었다. 조사후실험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 감마선 분 분석을 할 수 있는 HPGe 검출기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실험 장치는 시료 이송용 장치, 이동식 collimator, 고정식 collimator로 구성

되어 있다(Fig. 3.2.81).

 

Fig. 3.2.81. PIEF 설치된 감마선 분  장치. 

  측정 장치에서 일반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Fig. 3.2.82). 일반

으로 사용후핵연료 측정시 시료가 치하는 지 은 시료 이송용 장치이나 효과

인 측정을 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이동식 collimator 에 치시켜 감마선 측정을 

수행하 다. 주요한 측정 상이 되는 감마선은 2 MeV 이상의 높은 에 지의 감마선

이다. 한 루토늄, 큐륨 Fission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마선의 세기가 상 으로 크

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감마선에 한 검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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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2. PIEF에서 측정된 사용후핵연료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 

  즉 체 인 실험 setting은 낮은 에 지의 감마선 검출 효율을 낮게하고, 높은 

에 지 감마선 검출효율을 높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한 실험 장치 설

계로는 사용후핵연료 시료와 감마선 검출기 사이에 흡수체를 두는 방식이 있다. 

합한 두께의 흡수체를 둠으로써 낮은 에 지 감마선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검출 효

율은 이고, 이에 비하여 높은 에 지의 감마선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검출 효율을 

상 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즉, 이동형 collimator의 상단에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치하고 시료와 검출기 사

이에 흡수체를 달리하여 원하는 감마선 peak을 측정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흡수체의 두께를 6 cm 이상으로 한 경우 1 MeV 이하의 낮은 에 지 역의 감마

선 event가 체 스펙트럼 상에서 차지하는 비 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Fig. 

3.2.83).

  LANL 측에서 측정한 농축 Pu  Cm 시료에서 측정한 감마선 스펙트럼과 본 연

구에서 측정된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Pu  Cm Fission에 의한 감

마선의 가능성을 분석하 다(Fig.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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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3. 감마선 분 분석을 이용한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Cm/Pu비 결정을 한 다

양한 실험 구조. 

Fig. 3.2.84. 사용후핵연료 시료-검출기 사이 흡수체를 두고 측정한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

과 Pu, Cm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 비교. 

  낮은 에 지의 감마선을 보다 효율 으로 차폐하기 하여 원통형의 납 차폐체를 

제작하고 그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측정을 수행하 다. 납 차폐체의 두께를 결

정하기 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하 다. 계산은 EGSnrc (Electron 

Gamma Shower)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납의 두께에 따른 감마선 투과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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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 다(Fig.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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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5. EGSnrc로 계산된 납 차폐체 두께에 따른 감마선 투과율 변화. 

  

  EGSnrc는 미국의 SLAC (Stanford Linear Accelerator Center)와 일본의 KEK

에서 개발된 감마선과 자의 물질 내 거동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는 코드로써 5 

keV 감마선에서 수십 MeV 역의 감마선에 한 산모사가 가능하다. 기 개발 

당시에는 EGS로 알려져 있었으나, 캐나다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코드를 

업데이트하며 EGSnrc로 명명되었다. 

  EGSnrc는 기본 으로 Fortran으로 로그램이 작성되지만 사용에 편리성을 하

여 Macro 로그래  언어인 MORTRAN으로 작성되었다. 사용자는 Main, 

HOWFAR, AUSGAB 등을 작성하여 체 로그램 구동, 시뮬 이션이 일어나는 

기하학  구조, 시뮬 이션을 통하여 계산되어지는 값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계산

결과 30 cm 이상의 납에 하여 1 MeV 이상 감마선의 투과율은 어느 정도 유지

되지만, 500 keV 감마선은 상당히 어듦을 알 수 있다.  

  측정 시간은 48 ～ 120 시간까지 변화하며 데이터를 얻었으며, 흡수체 60 mm 

이하에서는 dead time이 10 % 이상 되어 에 지 분해능이 떨어져서 원하는 감마

선 peak을 측정하기 어려웠다. 흡수체 두께 100 mm에서 dead time이 0.6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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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Fission 감마선을 측정하기 한 에 지 분해능을 얻을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하

여 244-Cm Fission에서 발생하는 2789 keV, 3186 keV peak의 측정 가능성을 

확인하 다(Fig. 3.2.86).

Fig. 3.2.86. 사용후핵연료 측정 장치 조건에 따른 감마선 스펙트럼.

  기  실험 결과  시뮬 이션, 그리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Hot Cell 내의 실험 

조건 등을 바탕으로 총 6 가지 실험 조건을 달리하며 실험을 진행하 다. 즉, 사용

후핵연료 시료와 검출기 사이에 60 mm 두께 흡수체를 둔 경우(case 1), 사용후핵

연료와 검출기사이에 100 mm 두께 흡수체를 둔 경우(case 2), 100 mm 두께 흡

수체와 주변 30 mm 두께의 원통형 차폐체를 둔 경우(case3), 100 mm 두께 흡수

체와 주변 30 mm 원통형 흡수체를 둔 경우(case 4), 50 mm 두게 흡수체와 3개

의 원통형 흡수체, 3 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case 5, case 6) 

이다(Fig.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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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7. 사용후핵연료 Pu, Cm Fission 감마선 측정 장치 조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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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P yroprocess 시 설 의  안 조 치 성  분 석   

비 평 가

1. 안 조치 시스템의 요소별 특성  안 조치 타당성 분석

  가. 개요 

     재 과제의 최종목표는 100 kg/ batch(10 Mt-HM/ year)의 사용후핵연료

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학 규모의 실증시설(ESPF :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1 단계 3 년간은 이에 한 

mock-up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ESPF 다음 단계는 100 Mt-HM/year을 처리할 

수 있는 이롯 규모의 KAPF(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이다. 본 연

구에서는 KAPF를 심으로 비 인 안 조치성 분석을 통하여 일반 인 이로 

시설에서의 안 조치성 분석에 필요한 요소별 특성을 분석하 다. 

100 Mt-HM/year 규모의 KAPF에 한 가상의 모델을 세우고, 이에 한 안

조치성 분석을 미국의 LANL과 공동연구(KAERI-10 과제의 일부)로 수행하 다. 

즉, 2006 년 8월, LANL과 “Safeguards study for the KAPF" 력연구 약을 

체결하고 KAPF에서의 핵물질 흐름도 분석, 최 의 안 조치 근방법 제시  

MUF(Measurement Uncertainty For)불확도  안 조치성 분석을 수행하 다. 

본 과제의 참여 연구원에 참여하여 이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 이 연구의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로 시설에 한 안 조치성 분석을 한 요건 도출과 

련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연구의 결과는 우리 과제와 한 련이 있다. 

 

  나. 년 100 tHM 규모의 KAP 시설에 한 물질 흐름 분석

      연간 100 tHM 규모의 KAPF에 해서 사용후핵연료 수납시설에서 출발하여 

집합체 해체, 사용후핵연료  단, 피복  개/분말화, 해환원  해정련까지

의 공정과 염폐기물 등의 처리공정들에서의 핵물질의 흐름도를 정리하 다. 사용후

핵연료가 100 톤 반입되는 상태에서 각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나 HM의 양을 수치

화하여 제시하 다. 제시된 이로 단 공정별 물질 수지는 Fig. 3.3.1과 같다.

1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입력되었을 때, 최종 으로 해정련을 거쳐서 회수되

는 우라늄의 양은 약 98 톤이었으며, TRU는 약 1.3 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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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이로 단 공정별 물질 수지.

  다. KAPF의 물질수지구역(MBA)  주요측정지 (KMP) 설계  분석

      PWR 사용후핵연료가 이로 공정을 거쳐서 SFR(Sodium cooled Fast 

Reactor)의 핵연료로 제조되는 일련의 공정에 한 MBA(Material Balanced 

Area)를 설정하 다. Fig. 3.3.2에서는 설정된 이로 시설의 MBA를 제시하 다.  

  사용후핵연료가 입력되어 집합체가 해체되는 시설을 MBA-1으로 정하고, 피폭  

개/분말화, 해환원  해정련까지의 공정을 MBA-2로 정하 으며, 회수된 우

라늄 속을 생산하는 곳을 MBA-3로 정하고, 핵연료 까지 제조하는 곳을 

MBA-4로 설정하 으며, 핵연료집합체를 만드는 곳을 MBA-5로 설정하 다. 피복

 등의 Hull  폐기물을 취 하는 곳을 MBA-6로 정하고, 카드뮴 증류에서 

Injection Casting에 의해서 속을 만드는 곳을 MBA-7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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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이로 시설의 MBA 설정.

앞에서 정한 각 MBA에서의 KMP(Key Measuring Point)를 설정하 다. 체 

KMP는 4곳의 물질흐름(Flow) KMP와 12곳의 재고 리(Inventory) KMP로써 총 

16개의 측정지 을 설정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역인 MBA-1에서 

이로 공정 역인 MBA-2로 이동하는 지 에 KMP-1을 설정하 고, MBA-2 역

에서 시설 외부로 나가는 지 에 각각 KMP-2, KMP-3  KMP-4를 설정하 다. 

우라늄 속을 생산하는 시설인 MBA-3로 이동하는 지 에서는 KMP-2를 설정하

고, TRU 속의 처리시설인 MBA-4로 이동하는 지 에서는 KMP-3을 설정하

고, 폐기물 처리시설인 MBA-6로 가는 통로에는 KMP-4를 설치하 다. 

MBA-2인 이로 공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내의 각 단 공정에 해서 각

각 재고 리 KMP가 설정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장고가 KMP-A이고, 핵연료  

단/탈피복  장치에는 KMP-B가 설정되었으며, 분말화 장치로부터 시작해서 카드

뮴 캐소드 폐기물 처리장치까지 KMP-C에서 KMP-L까지 설정되었다. Fig. 3.3.3에 

MBA별 KMP 설정을 제시하 다.



- 249 -

Fig. 3.3.3. MBA별 KMP 설정.

  

  라. KAPF의 핵물질 계량 리 방법  측정 불확실도 평가

     이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물질들의 불확도를 랜덤오차, 계통오차  

샘 링 오차로 분류하여, 가상 인 조건하에서 각 핵물질에 한 불확도를 결정하

여 수치화하 다. Table 3.3.1에는 Sample Matrix 별 불확실도 설정을 표시하

다.

이 불확실도를 종합하여 100 tHM/year 규모의 KAPF 공정에서 Pu의 미계량물

질(MUF, Measurement Uncertainty For)의 불확도를 계산하 다. KAPF 시설을 

가동했을 때 상되는 Pu의 MUF 불확도를 결정하여 IAEA 허용 가동조건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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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확률과 5 %의 경고 오작동율 가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안 조치성 여부를 평

가하는 방법을 취하 다. 

Pu의 MUF 값은 2.114 kg으로 나타났다. 이는 IAEA의 허용조건인 2.414 kg보

다 은 값으로, KAPF가 IAEA의 허용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제안된 규모와 단 공정으로 시설이 운 되고 측정 장치와 시스템의 신뢰도를 

만족시켜 IAEA 안 조치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ample Matrix & 

Measurement Method

Uncertainty Component (% Rel. Std. Dev.)

Random System Sampling

 DA : U-oxide Spent Fuel

 NDA-3 : Dirty U Powder

 NDA-1 : Dirty U/TRU 

Metal

 NDA-2 : Clean U Metal

 NDA-1 : Clean TRU Metal

 NDA-1 : Dirty U/TRU 

Waste

 NDA-1 : Dirty U Waste

 NDA-1 : Dirty TRU Waste

 NDA-2 : Clean U Waste

 NDA-1 : Clean TRU Waste

 Weighing

0.2

2.0

2.0

8.0

4.0

10.0

10.0

10.0

10.0

8.0

0.05

0.2

1.0

1.0

4.0

1.5

5.0

5.0

5.0

5.0

4.0

0.05

 0.4

- U & Pu in U-oxide powder by IDMS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MOX fuel rod

- Pu mass by HLNC for MOX fuel rod

- U-235 mass by AWCC for HEU Metal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FBR MOX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MOX Scrap at hot cell

- U-235 mass by AWCC for HEU Metal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MOX Scrap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MOX Scrap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FBR MOX at hot cell

- Electronic Balance

Table 3.3.1. Sample Matrix 별 불확실도 설정

2. JD 확보를 한 기반 마련

  가. 한미 력 추진을 통한 JD 확보 기반 마련

     ACPF(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의 JD(Joint 

Determination) 획득을 해서 JSCNEC(the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PCG(Permanent Coordinating Group) meeting 

 핵연료주기 한미포럼에서 그 필요성에 해서 미국 측에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

하 으며, 2007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3차 한.미 포럼에서는 ACP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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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JD 보고서를 미국측에 제출하는 것에 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Table 3.3.2

에서 JSCNEC  이로 한.미 포럼에서 JD 련 회의록을 제시하 다. 

ACPF에서 44 kg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해환원의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

는 것에 한 JD 보고서 작성하여, 국내 검토를 완료한 후, 2008 년 7 월에 미국

의 DOS(Department Of State)에 제출하 다.

 

☞ The U.S. side noted that activities at the ACPF would not need to be 

covered under a Joint Determination at this time. However it agreed to 

review, if necessary, the need for research requiring a Joint Determination 

at subsequent JSCNEC meeting prior to 2012. (제27차 JSCNEC 회의록)

☞ The U.S. side recognized Korean interest in pursuing hot operations in the 

ACPF. Both sides recognize that significant additional discussions on 

activities to be undertaken and safeguards arrangements will be necessary 

to fully evaluate the required Joint Determination of Safeguardability for 

the ACPF. Both sides agreed to have further discussions at the upcoming 

Advanced Fuel Cycle R&D Forum in Daejeon in October 2007. (28th 

JSCNEC, F-1)

☞ Dr. Burkart noted that a strong justification about why hot test in the 

ACPF is needed would be the first step. He noted that the reason to do hot 

test in the ACPF should be well articulated and the impact of the hot test 

in ACPF to other fuel cycle facilities such as the PIEF and IMEF should be 

reviewed. (3rd Meeting of the ROK-U.S. Advanced Fuel Cycle R&D 

Forum)

Table 3.3.2. JSCNEC  이로 한.미 포럼에서 JD 련 회의록 

 

  나. IAEA 력 추진을 통한 JD 확보 기반 마련

     2007년 3월 23일 한민국 정부와 IAEA 간에 체결된 ACPF의 시설부록에 

근거하여 ACPF의 IAEA 안 조치 검증이 원활히 수행되었다ACPF의 JD 보고서에 

포함될 IAEA 시설부록을 미국 측에 달함으로써 ACPF의 핵물질 사용에 한 투

명성이 증진되었다

  2007년 12월 IAEA에서 열린 한-IAEA간 안 조치이행 실무그룹회의에서 IAEA

와 한국은 Pyroprocess의 안 조치 기술에 한 회원국 지원 로그램(MSSP,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추진에 합의하 다. Table 3.3.3에 합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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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 다.

  이는 핵연료주기기술과 련된 KAERI의 안 조치 기술개발 능력을 인정함과 동

시에, 한국의 Pyroprocess 개발 련 일정에 IAEA도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Pyroprocess 련 연구의 국가 신뢰도와 국제  연구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어 JD 확보에 유리한 치를 하게 되었다.

Presentation on pyroprocessing in ROK was given by KAERI (see Attachment 

8) and was followed by discussion on ROK proposal for MSSP for 

pyroprocessing.  It was agreed that MSSP will cover Development of IAEA 

Safeguards for Pyroprocessing Plant. Second MSSP was considered, after 

completion of the first one, to cover Development of Safeguards Techniques 

and Instruments for ROK Pyroprocessing Plant. In order to formulate SP-1, it 

was agreed that a meeting of working group (IAEA, KINAC, KAERI) will be 

scheduled in March 2008 in ROK to finalize draft proposal prepared in 

advance.

Table 3.3.3. 한-IAEA 간 안 조치이행 실무그룹회의 이로 련 회의록

3. 핵물질 계량장비 측정 불확도 분석

  가. 핵물질 계량의 불확도

      일반 으로 어떠한 측정 가능한 양(quantity)에 한 값(value)을 측정하기 

해 한 측정 방법을 통해 측정한 결과인 측정결과는 측정량의 참값과 다를 수 

있다. 이때 측정 결과에서 측정량의 참값을 뺀 값을 오차라 정의한다. 하지만 참값

을 모르는 실제 상황에서는 오차를 결정할 수 없으며, 다만 측정결과가 측정량의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 하는지에 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측정 결과는 

우연히 측정량의 값에 매우 가까울 수 도 있으며 따라서 오차는 매우 작을 수 있

다. 하지만 오차가 작은 경우에도 불확도는 매우 클 수도 있으며 우연히 작은 오차

를 매 측정마다 보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측정의 결과는 오차와는 구분되는 불확

도 개념으로 기술하고 평가해야 한다. 불확도는 측정결과에 련하여, 측정량을 합

리 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라미터로 정의한다. 일반 으로 여

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는 반복성 조건 유지시 무한 측정하여 얻은 모평

균의 분산을 반 하는 random 불확도와 반복성 조건 유지 시 무한 측정하여 얻은 

모평균의 참값으로 부터의 차이를 반 하는 systematic 불확도로 구분할 수 있다

[3.3.17]. 다시 말해서, Random 불확도 성분은 측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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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기인하며, 단기간 동일조건 아래(반복성 조건 유지)에서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확률  우연이 그 원인 의 하나이다. Random 불확도는 반복 측정의 횟수를 증가

시킴으로서 일 수는 있지만 완 한 보정은 불가능하다. systematic 불확도는 측

정이 이루어지는 체 시스템의 각 요소들, 즉 측정기, 측정 장소  시각, 교정인

자, 백그라운드 신호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요소에 의한 불확도는 반복측정을 통해 

이거나 없앨 수 없으며,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수도 있으며 알수 없을 수 도 있

다. 원인  양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는 있지만, 여 히 보

정과 련한 systematic 불확도는 존재한다[3.3.18]. 핵물질 계량 리와 련한 측

정 시 고려해야 하는 불확도는 bulk, sampling, analysis 불확도로서([3.3.19]), 다

음 각 에 소개한다.

     (1) Bulk 불확도

       핵물질의 계량 리는 기본 으로 Bulk 측정, 물질의 sampling, 그리고 측정

분석(analysis)의 3 가지 측정 차에 기반하고 있다. Bulk 측정은 item의 총 무게

나 부피를 결정하는 측정이며, 이 때 고려해야 하는 오차의 특성을 bulk 불확도로 

표 할 수 있다. NDA 측정일 경우 별도의 도보정이 필요 없거나 item sampling 

하지 않고 체를 측정 할 경우bulk 측정은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확도 고

려가 필요 없다. Bulk 불확도는 용하는 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IAEA 안

조치에 사용되는 경우 부분 약 0.05%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 

     (2) Sampling 불확도

        Item 체를 측정분석 하지 않고 일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경우, 샘

이 체 item 혹은 batch를 표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sampling 불확도는 상물질의 종류(물리  화학  형태  불순물 

포함 등)  측정(분석) 하고자 하는 양(동  원소 간 비율 혹은 함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bulk측정과 마찬가지로 item 체를 측정 할 경우 sampling 과정을 거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sampling 불확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Analysis 불확도

        괴분석(DA) 혹은 비 괴분석(NDA)을 통해 측정 상물질의 원소 혹은 

동 원소 함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불확도로써, 상물질의 종

류(물리  화학  형태  불순물 포함 등), 측정(분석) 하고자 하는 양(동  원소 

간 비율 혹은 함량 등), 용하는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으로 D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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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form 측정방법(장비)

불확도

Bulk Sampling Analytic

b
rσ b

sσ s
rσ s

sσ a
rσ a

sσ

SF assemblies Item Count 0.05 0.05 - - - -

SF rods Item Count 0.05 0.05 - - - -

SF UO2 powder 

(Homogeneous)
통합 NDA 0.05 0.05 1.0 0.5 6.6 5.7

SF U3O8 or UO2granules PNCC + Cm ratio 0.05 0.05 1.0 0.5 8.9 7.6

U metal ingot 통합 NDA - - - - 8.9 7.6

Table 3.3.4. 공정 물질 별 핵물질 계량측정기술  불확도 측

에 한 불확도는 1 % 이하이고, NDA에 한 불확도는 그보다 크며, scrap 물질 

등에 해서는 10 %까지 커지기도 한다. Anaylsis  불확도는 물질 item 체에 

한 불확도가 아니라, 채취된 샘 에 한 결과의 불확도이므로, 최종 인 체 item 

혹은 batch에 한 분석결과 해석 시에는 sampling 불확도와 analysis 불확도의 

효과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나. 이로 공정의 핵물질 계량측정기술 선정  불확도 설정

     이로 공정의 각 물질별 핵물질 계량 방안과 련하여 계량 시 발생할 수 있

는 불확도에 한 분석  측을 수행하 다. 각 물질에 한 계량 방안은 3.5

에 자세히 기술하 다. 측정 불확도는 차후 미계량핵물질 측에 사용해 한 핵

물질 계량 리를 통한 안 조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샘 링, 계량 분석 

방안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이로 공정의 안 조치성 확보의 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측정불확도  Sampling 불확도는 공정물의 균질화 정도(핵물질, or Scrap)를 

측하여 International Target Values(ITV) 에서 정의하는 물질  유사하다고 단

한 값을 기 으로 추정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한 성자  감마를 이용한 NDA 

방법의 불확도는 재 IAEA의 ITV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ITV 근거는 상 

물질의 차이에 따른 불확도 차이 경향만을 참고하여 용하 다. 아래의 Table 

3.3.4은 상 핵물질 계량 측정기술  불확도 설정기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에

서 기술하는 모든 불확도 수치는 상 불확도로서 단 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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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U metal ingot 통합 NDA - - - - 8.9 7.6

Hull  기타 폐기물
Waste PNC + Cm 

ratio
0.05 0.05 10 5.0 8.9 7.6

Reducer Salt Waste 

(SF salt) Waste PNC + Cm 

ratio
0.05 0.05 10 5.0 10 8.0

ER/EW Salt Waste 

(TRU salt)

Reducer Cathode Waste 

(SF Metal)

Waste PNC + Cm 

ratio

0.05 0.05 10 5.0 10 8.0
Refiner Cathode Waste 

(U Metal)
Waste ANC

Cadmium Cathode Waste 

(TRU Metal)

Waste PNC + Cm 

ratio

     (1) Bulk 불확도

        ITV에 근거하여 무게 측정에 한 불확도는 자식, 기계식 울을 이용하

는 경우 동일하게 random 불확도 0.05, systematic 불확도 0.05 로 측할 수 있

다. 모든 산출물 item에 해 계량을 실시하는 U 잉곳  TRU 잉곳일 경우, bulk 

측정에 의한 불확도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Sampling 불확도

        ITV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Sampling 불확도는 부분 순수한 형태의 

특수핵물질 혹은 이에 불순물이 포함된 형태의 clean scrap 혹은 dirty scrap 형태

의 물질에 해서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일지라도 균질화 공정을 거친 이

후에는 ITV에서 정의한 Scrap 보다는 불확도가 작은 수 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으로 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균질화된 사용후핵연료 분말  산화공정 후 불말의 

sampling 불확도는 ITV의 Reprocessing Input Solution에 한 random  

systematic 불확도(각각 0.30, 0.20) 보다는 크고 Clean MOX Scrap에 한 불확

도(각각 1, 미결정) 보다 작다고 가정하여 보수 으로 각각 1.0  0.5로 가정하

다.

  U 잉곳  TRU 잉곳의 경우, 공정 산출물 모든 item에 해 NDA 측정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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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sampling에 의한 불확도 기여도는 없을 것으로 단한다. 각종 공정 폐기물에 

한 sampling 불확도는 ITV의 Dirty U 혹은 MOX Scrap에 한 불확도 (각각 

10, 미결정)  다른 물질에 한 random 불확도 비 systematic 불확도 상

계 경향성에 근거하여, random 불확도는 10, systematic 불확도는 그 반인 5로 

추정하 다.

     (3) Analysis 불확도

       측정 분석 방법별 불확도를 추청하고, 동일한 측정 상물질에 해 여러 

단계의 분석 방법의 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개별 불확도의 조합으로 표 

analysis 불확도를 정의할 수 있다. 균질한 사용후핵연료 혼합분말에 피동형 성

자계수로 Cm 양, 감마분 에 의한 burn-up 결정, ORIGEN 모사에 의한 Pu, 

U-235  최종 으로 Cm ratio를 결정한다. 피동형 성자계수 모드 측정의 불확

도는 ASNC Cm 오차((SF rod cuts 상 DA 결과 비교) 약 8 %(측정오차 ～2%, 

burn-up 오차 ～2 %, ORIGEN 오차 ～7 %)로부터 random  systematic 불확도

는 각각 6.0, 5.0로 추정하 다. 감마분  모드 측정 불확도는 일반 인 오차 수

에 근거하여 각각 2.0, 2.0으로 추정하고, Burn up에 한 ORIGEN 모사 결과 Pu 

 U 양에 한 불확도도 일반 인 오차 수 에 근거하여 각각 2.0, 2.0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종합 으로 Pu, U, Cm ratio 결정에 한 Analysis 불확도 조합 

(sqrt(6.0
2

+2.0
2

+2.0
2

), sqrt(5.0
2

+2.0
2

+2.0
2

))에 의해 각각 6.6  5.7로 최종 추

정할 수 있다.

  산화공정 이후 U3O8 분말에 해서는 피동형 성자계수 모드 측정에 의한 Cm 

양 결정 (불확도: 6.0 / 5.0)  Cm ratio (불확도 6.6 / 5.7)의 조합을 통해 Pu 양 

결정에 한 Analysis 불확도(sqrt(6.6
2

+6.0
2

), sqrt(5.7
2

+5.0
2

))를 각각 8.9  7.6

로 측하 다.

  능동형 성자계수로 측정한 U-235 양 결정에 한 Analysis 불확도는  앞 

의 능동형 성자계수 실험 결과 (측정 오차 약 4 %)  교정 시 발생하는 불확도

(약 7 %)를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U 잉곳 내 포함된 TRU 불순물 측정

에 해 산화공정 분말과 마찬가지로 피동형 성자계수 모드 측정에 의한 Cm 양 

결정 (불확도: 6.0 / 5.0)  Cm ratio (불확도 6.6 / 5.7)의 조합을 통해 Pu 양 분

석에 한 Analysis 불확도(8.9 / 7.6) 측 (sqrt(6.6
2

+6.0
2

), sqrt(5.7
2

+5.0
2

))할 

수 있다. 표에 제시된 수치는 보수 으로 상기 두 불확도  큰 경우를 표 불확

도로 가정하 으며, 참고로 능동형 성자계수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증하기 해, 

감마분  모드 측정을 통한 농축도 확인(불확도: 6.0 /5.0)  체 무게, Cm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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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ratio 이용 TRU 양, 농축도 이용하여 U-235 양을 산출할 경우 이에 한 불확

도 조합을 통해 (sqrt(6.0
2

+6.6
2

+6.0
2

), sqrt(5.0
2

+5.7
2

+5.0
2

)) 측되는 Analysis 불확도

는 각각 10.7   9.1로 볼 수 있다.

  TRU 잉곳에 한 불확도는 산화공정 분말과 같은 피동형 성자 계측  Cm 

ratio 방법으로 결정되므로 동일한 불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Hull 등 기타 

깨끗한 속 폐기물에 해서는 피동형 성자계수  Cm ratio 이용 방법을 용

하여 같은 불확도를 가질 것으로 추정하고, 염 폐기물  음극 폐기물은 폐기물 내 

염, 속 등의 불순물의 향으로 불확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각각 10과 8.0으로 

가정한다.

4. 안 조치 시스템 모사  분석

  가. 개요 

각국에서 개발된 이로의 개념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 다. Mockup의 

개념설계를 ESPF의 비설계로 간주하고, 이 설계도를 기 으로 개략 으로 MBA

와 KMP를 설정하고, 안 조치용 장치(계량장비와 감시 장비)의 성능을 기존의 기

술 순으로 설정하 다.

재처리와 이로 시설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재처리시설에서의 Input 

Accountability Tank에 응되는 것이 이로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하 다. Input Accountability Tank에 응되는 장치가 사용후핵연료의 분말을 혼

합하여 균질화하는 장치이다. 

  나. 기  사용후핵연료

기  사용후핵연료는 앞으로 국내의 발 소에서 사용할 핵연료에 한 추세

를 감안하여 고연소도 핵연료의 사용후핵연료를 기 핵연료로 선정하 다. 농축도 

4.5 wt%, 연소도 5.5 Gwd/tU, 냉각기간 10년의 사용후핵연료를 기  사용후핵연

료로 선정하 다. 

  다. 분말 균질화 

      분말 균질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연소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혼합

하여 균질화 시키므로 부분 샘 을 통해서 화학분석(DA) 혹은 성자 측정방법

(NDA)을 이용하여 쉽게 성분비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분말 균질화 장치를 기 으로 Shipper-Receiver Difference(SRD)를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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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로공정에서의 핵물질 계량의 기 을 잡을 수 있다.

  라. 안 조치 개념설정  

     10 t/yr로 SF를 ESPF에서 처리한다는 가정 하에, 핵물질 흐름도를 분석, 핵

물질 계량장비를 배치하고 Fig. 3.3.4와 같이 MBA와 KMP를 설정하 다.  

  근실시간 계량 리(NRTA), 공정모니터링, 처리 셀에서 특수 핵물질 정  측정 

 SRD 결정을 통하여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 조

치시스템의 비개념 설계를 수행하 다.

Fig. 3.3.4.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 비개념 설계.

  이로시설의 안 조치기술기  마련을 한 한-IAEA간의 회원국 지원 로그램

(MSSP)를 통해서 우리의 안 조치 설계개념이 IAEA의 검증을 받고, 보다 효율

이고 안 한 설계로 최 화될 것이다. 

  마. 안 조치성 분석

     (1) 개요  

         안 조치성 분석에서는 다양한 인자가 있지만, 그 에서 특수핵물질인 

U-235와 Pu의 IAEA Detection Goal 인 1 SQ( U-235 : 75 kg, Pu : 8 kg) 보

다 다는 것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분석에 주안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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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물질 종류별 오차 설정 

        이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물질들의 불확도를 랜덤오차, 계통오차

로 분류하여, 가상 인 조건하에서 각 핵물질에 한 불확도를 결정하여 수치화하

다. Table 3.3.5에서는 Method별 불확실도 설정을 보여 다.

DA or 

NDA

Method

Random(%) System(%)

weigh sampling analytic weigh sampling analytic

1 0.05 0.40 0.20 0.05 0.40 0.20

2 0.05 0.40 2.00 0.05 0.40 1.00

3 0.05 0.40 2.00 0.05 0.40 1.00

4 0.05 0.40 4.00 0.05 0.40 1.50

5 0.05 0.40 10.00 0.05 0.40 5.00

6 0.05 0.40 10.00 0.05 0.40 5.00

7 0.05 0.40 10.00 0.05 0.40 5.00

8 0.05 0.40 10.00 0.05 0.40 5.00

9 0.05 0.40 8.00 0.05 0.40 4.00

10 0.05 0.40 8.00 0.05 0.40 4.00

11 0.05 0.40 8.00 0.05 0.40 4.00

Table 3.3.5. Method별 불확도 설정 

     (3) MUF 불확도 계산방법

        Table 3.3.5에 주어진 불확도를 사용하여 KAPF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MUF의 불확도 계산식은  식. 3.3.1～3이며, 각각 랜덤 불확도, 시스템 불확도  

총 불확도를 계산하는 식이다. 불확도 계산에 필요한 공정별 라메터값은 Table 

3.3.6에 제시하 다. 불확도 계산식의 한 라메터인 r(k)는 58 %로 계산하 고, 

c(k)는 3로 가정하 으며, 공정의 가동기간은 6개월간 연속가동한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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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공정 과정을 거쳐 가는 핵물질의 순서

* x(k) : k번째 공정 과정을 거쳐 가는 Element의 weight

* A(k) : k번째 공정 과정을 거쳐 가는 Total Element의 weight

* r(k) : k번째 공정 과정의 sampling rate

* c(k) : k번째 공정 과정의 analysises per sample 수

* n(k) : k번째 공정 과정의 batch size(kg) / item container size(kg)

* m(k) : k번째 공정 과정의 total element weight(kg) / batch size(kg)

* q : 핵물질의 bulk를 측정하는 method

* p : 핵물질의 sampling for material type

* t  : 핵물질의 analytic을 측정하는 method

     (4) Pu  U-235의 MUF 불확도 계산

        루토늄의 MUF 불확도 에서 랜덤분산, 시스템분산  총분산은 식. 

3.3.1-3을 이용하여 구하 다. Pu의 랜덤분산과 시스템 분산은 각각 Table 3.3.7

과 Table 3.3.8에 제시되었고, 이들을 종합하여 얻은 Pu의 총 불확도는 Table 

3.3.9에 제시하 다. U-235의 MUF 불확도도 루토늄과 같은 방법으로 랜덤분산, 

시스템분산  총불확도를 계산하 다.  최종 인 U-235의 MUF 불확도는 Table 

3.3.9에 제시하 다.

     (5) MUF 불확도 분석

        LANL과 공동연구로 수행한 KAPF에 한 안 조치성 분석 기법을 활용하

여 ESPF에 한 비개념 설계에 한 안 조치성을 분석해 본 결과, U-235와 

Pu의 MUF 불확도가 각각 12.75 kg, 1.36 kg로 나타났다. 이는 U-235와 Pu 각각

의 IAEA Detection Goal 인 1 SQ( U-235 : 75 kg, Pu : 8 kg)보다 매우 은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ESPF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 조치설계를 하면 안 조

치성이 확보됨으로 확인한 것이다.



- 261 -

process

(k)

batch size 

(kg)

item 

container size 

(kg)

#of 

item/ 

batch

#of batch/ 

stratum

bulk 

measure. 

method

sampling for 

material type 

analytic 

measure. 

method

total element 

weight (kg)

    n(k) m(k) q p t x

1 100.00 2.00 50 72 1 1 1  7,142.857 

2 100.00 20.00 5 70 10 10 10  6,982.645 

3 100.00 2.00 50 1 4 4 4   93.029 

4 100.00 20.00 5 0.07  5 5 5 7.143 

5 100.00 21.00 5 0.14  6 6 6 14.271 

6 100.00 22.00 5 0.21  7 7 7 21.407

7 100.00 23.00 4 0.07  11 11 11 7.143

8 100.00 24.00 4 0.10  8 8 8 10.076

9 100.00 25.00 4 0.07  9 9 9 7.143

10 100.00 2.00 50 1 2 2 2 100.000

11 99.90 20.00 5 1 1 1 1 99.900

12 99.90 20.00 5 1 2 2 2 99.900

13 99.40 20.00 5 1 3 3 3 99.401

14 97.76 20.00 5 1 10 10 10 97.757

15 1.30 2.00 1 1 4 4 4 1.302

16 513.88 100.00 5 1 5 5 5 7.143

17 29.27 10.00 3 1 6 6 6 14.271

18 6021.41 100.00 60 1 7 7 7 21.407

19 11.14 3.00 4 1 11 11 11 7.143

20 1210.08 100.00 12 1 8 8 8 10.076

21 11.14 3.00 4 1 9 9 9 7.143

22 100.00 2.00 50 1 2 2 2 100.000

23 99.90 20.00 5 1 1 1 1 99.900

24 99.90 20.00 5 1 2 2 2 99.900

25 99.40 20.00 5 1 3 3 3 99.401

26 97.76 20.00 5 1 10 10 10 97.757

27 1.30 2.00 1 1 4 4 4 1.302

28 513.88 100.00 5 1 5 5 5 7.143

29 29.27 10.00 3 1 6 6 6 14.271

30 6021.41 100.00 60 1 7 7 7 21.407

31 11.14 3.00 4 1 11 11 11 7.143

32 1210.08 100.00 12 1 8 8 8 10.076

33 11.14 3.00 4 1 9 9 9 7.143

Table 3.3.6. MUF 불확도 계산에 필요한 공정별 라메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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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k)

  random error standard deviation MUF

Pu weight 

(kg)
bulk material analytic

random 

variance

1  83.033 0.0005 0.0040 0.0020 0.000052 

2  0.0 0.0005 0.0040 0.0800 0.0

3  -81.145 0.0005 0.0040 0.0400 0.111329 

4  -0.083 0.0005 0.0040 0.1000 0.000023 

5  -0.166 0.0005 0.0040 0.1000 0.000092 

6  -0.249 0.0005 0.0040 0.1000 0.000207 

7  0.0 0.0005 0.0040 0.0800 0.000000 

8  -0.117 0.0005 0.0040 0.1000 0.000046 

9  -1.273 0.0005 0.0040 0.0800 0.003485 

1 0  1.162 0.0005 0.0040 0.0200 0.000006 

1 1  1.161 0.0005 0.0040 0.0020 0.000007 

1 2  1.161 0.0005 0.0040 0.0200 0.000062 

1 3  1.155 0.0005 0.0040 0.0200 0.000062 

1 4  0.0 0.0005 0.0040 0.0800 0.000000 

1 5  1.136 0.0005 0.0040 0.0400 0.000709 

1 6  0.083 0.0005 0.0040 0.1000 0.000007 

1 7  0.166 0.0005 0.0040 0.1000 0.000048 

1 8  0.249 0.0005 0.0040 0.1000 0.000005 

1 9  0.0 0.0005 0.0040 0.0800 0.0 

2 0  0.117 0.0005 0.0040 0.1000 0.000006 

21 1.273 0.0005 0.0040 0.0800 0.001443 

22 -1.162 0.0005 0.0040 0.0200 0.000006 

23 -1.161 0.0005 0.0040 0.0020 0.000007 

24 -1.161 0.0005 0.0040 0.0200 0.000062 

25 -1.155 0.0005 0.0040 0.0200 0.000062 

26 0.0 0.0005 0.0040 0.0800 0.0

27 -1.136 0.0005 0.0040 0.0400 0.000709 

28 -0.083 0.0005 0.0040 0.1000 0.000007 

29 -0.166 0.0005 0.0040 0.1000 0.000048 

30 -0.249 0.0005 0.0040 0.1000 0.000005 

31 0.000 0.0005 0.0040 0.0800 0.000000 

32 -0.117 0.0005 0.0040 0.1000 0.000006 

33 -1.273 0.0005 0.0040 0.0800 0.001443 

  total random variance 0.1199

Table 3.3.7. Pu의 MUF 랜덤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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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element weight for the 

measurement method(i) kgU

long term systematic error variance of 

MUF

method bulk sampling analytic bulk sampling analytic

1  6894.45 6894.45 6894.45 0.001724 0.110311 0.027578 

2  0.0 0.0 0.0 0.0 0.0 0.0

3  0.0 0.0 0.0 0.0 0.0 0.0

4  6584.46 6584.46 6584.46 0.001646 0.105351 1.481502 

5  0.01 0.01 0.01 0.000000 0.000000 0.000017 

6 0.03 0.03 0.03 0.000000 0.000000 0.000069 

7  0.06 0.06 0.06 0.000000 0.000001 0.000155 

8  0.01 0.01 0.01 0.000000 0.000000 0.000034 

9  1.62 1.62 1.62 0.000000 0.000026 0.002594 

1 0  0.0 0.0 0.0 0.0 0.0 0.0

1 1  0.0 0.0 0.0 0.0 0.0 0.0

  total system variance 1.7310

Table 3.3.8. Pu의 MUF 시스템 분산 

Item Pu U-235

random error variance of MUF (Pu) 0.120 0.965

systematic error variance of MUF (Pu) 1.731 161.615

variance of MUF (Pu) 1.851 162.580

1 sigma MUF (Pu) : 


1.36 12.75

Table 3.3.9. Pu, U-235의 총 MUF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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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로 공정 핵물질 계량방안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에서 주요 계량 상물질은 우라늄(U)과 루토늄

(Pu)이며, 이 주요 상 물질의 계량 리를 해 가장 요한 표 인 주요측정지

(KMP: Key Measurement Point)은 이로 공정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균질

화 작업 후 지 과 이로 공정의 최종 생산물로써 우라늄 잉곳과 우라늄/TRU 잉

곳이 있는 지 이다. 아래 Fig. 3.3.5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서 언 한 3

 KMP의 측정 상 물질이며, 이에 해 용할 수 있는 계량시스템  그에 따

른 최종 계량 상을 빨간색으로 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개의 KMP 지 에서 통합 NDA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우라늄과 루토늄의 정량 측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측한다.

  이와 함께, 정확한 핵물질의 계량 리와 해정련  제련의 공정 리, 최종 생

산물인 TRU 잉곳의 품질 리를 해, 최  공정 시작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혼

합하여 균질화 하는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하고, 4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분

말 균질화 공정을 제안하 다.

Fig. 3.3.5. 이로 주요 공정  3  주요측정지 의 계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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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통합 NDA 장비

     통합 NDA장비 (Unified NDA System)를 활용한 계량은 Fig. 3.3.6과 같이, 

우물형 성자계수기에 외부 성자선원(AmLi)  소형 감마검출기  울을 통

합하여, 피동형/능동형 모드의 성자계수  감마분  NDA가 가능한 일체형 

NDA 장비이다. 측정모드는 피동형 성자계수(PNC: Passive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능동형 성자계수(ANC: Active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감마분 (PGS: Passive Gamma Spectroscopy)로서, 이후 언  시에는 

단순화를 해 각 모드별로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하 다. 통합 NDA 장비는 핫셀 

내 원격조작 환경에서 계량 상 물질의 이동조작을 최소화하고, 계량측정 별로 발

생할 수 있는 systematic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을 기 할 수 있다. 그림

에서 나타낸 He-3 검출기는 상 샘 의 양에 따라서는 방출하는 성자가 무 

많을 경우 Fission Chamber 등으로 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감마선에 한 

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져 추가 인 감마선 차폐가 필요 없을 수도 있

다. KMP별 동일한 통합NDA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설정한 측정방안에 따라 통합

NDA의 일부 측정모드만 활용이 가능하며 3  주요 KMP에 한 측정 모드는 아래 

Table 3.3.10에 정리하 고 Bulk, Sampling, Analysis 불확도는 IAEA의 핵물질 

안 조치의 측정 불확도 목표치인 International Target Value[3.3.18]  앞서 3

장 1 에서 기술한 ASNC  능동형 성자계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상치를 추

정하 다.

Fig. 3.3.6. 통합NDA 장비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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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  KMP 계량측정시스템 방안

     각 KMP에 해서 통합 NDA를 이용한 자세한 계량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아

래 Table 3.3.10에 정리하 다. 계량 차 방안 수립 시 고려한 공정의 처리량은, 

차기 단계 개발 계획인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Experiment facility)  ESPF(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tiy)의 연간 

처리용량 10톤  조업일수 200일을 가정하여, 평균 으로 50 kgHM/day이다. 사

용후핵연료 1 다발의 평균 무게가 약 450 kg 이지만, 계량 리 방안의 개념의 설명

을 단순화 하기 해 1 다발을 500 kg으로 가정하고 10일 간 1 개의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분말 균질화 공정 등은 10일에 1회, U 잉곳 제조는 10일에 약 23개, 혹

은 하루 잉곳 제조량이 2.3 개에 해당한다. TRU 잉곳의 제조는 산출물의 양과 공

정 특성을 고려할 때 20 일에 1 개의 잉곳을 제조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러한 

공정 처리량은 향후 공정 연구개발의 진행 결과를 반 하여 수정 보완할 것이나, 

재 가정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상한다.

     (1) 균질화 SF 분말에 한 계량 방안 

        공정에 입고된 사용후핵연료 1 다발은 탈피복  온 산화공정을 통해 약 

500 kg의 작은 입자로 변환되며, 균질화를 한 혼합 장치에서 미리 설정된 균질

도에 이를 때 까지 균질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은 약 10일에 1회 시행되며, 

이 때 500 kg의 사용후핵연료를 1 개의 배치로 설정할 경우 연간 20 배치를 처리

하게 된다. 균질화 공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 혼합 분말 체에 한 무게(bulk 

weight)를 측정하고 체 사용후핵연료 혼합 분말로부터 샘  당 약 5 g 씩, 5 개

의 샘 을 채취하여 각 샘 을 통합 NDA 장치에 장착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샘  채취의 갯수  치는 체 균질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 들 ( 를 들어 

사  균질도 평가 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지  2 곳과 평균값을 잘 반 하는 지

 1곳, 그 간 지  2 곳 등) 로서, 균질화 장치의 균질도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사 에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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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 KMP-A KMP-B KMP-C

공정물질 균질화 SF 분말 U ingot TRU ingot

item/batch 500 kg x 1 ea 20 kg x 23 ea 20 kg x 0.5 ea

batch/yr 500 kg x 20 ea 460 kg x 20 ea 20 kg x 10 ea

재고변동단 500 kg / 10일 20 kg x 23 ea / 10일 20 kg x 1 ea / 20일

샘 링 5 g x 5 ea 수검사 수검사

측정장비 통합 NDA 통합 NDA 통합 NDA

분석방법 PNC ANC PGS PNC ANC PGS PNC ANC PGS

측정 상 Cm -
Burn

up
Cm 235U

235U/238U

ratio 
Cm -

235
U/

238

U/Pu 

ratio 

계량 상
RPu/Cm,

RU235/Cm

- Pu, 235U Pu 235U
235

U 

검증
Pu - 235U

계량환산

Pu=Weight x 

Pu(ORIGEN)

235U=Weight x 
235U(ORIGEN)

RPu/Cm=Pu/Cm

RU235/Cm=235U/Cm

-
Pu=Cm x RPu/Cm

235U=Pu x 235U/Pu

bulk

불확도

Random 0.05 0  0

System 0.05 0 0

sampling 

불확도

Random  1.0 0 0

System 0.5 0 0

analysis 

불확도

Random  6.6 8.9 8.9

System  5.7 7.6 7.6

 Table 3.3.10. 3  주요 KMP 측정방안

  Pu  U-235, 그리고 Cm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DA 방법과 NDA 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으로 DA 방법은 정확도 측면에서 NDA보다 우수하지

만 분석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공정 시설의 처리 용량에 맞추기 해서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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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분석실(On-site Lab)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함량이 낮은 Cm 분석의 경우 재 

가용한 DA 장비  인력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가 더 이루어 져야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재 가용한 NDA 기술 수 을 바탕으로 계량 리 체계를 수립

하여 우선 제안하고, 향후에 각 측정 별로 선진 NDA 기술 혹은 DA 방안을 체, 

개선하여 체 계량 리 시스템의 정확도  효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 다.

  본 KMP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상은 U-235의 양, Pu의 양, 그리고 Cm의 양이

다. 첫 번째로 피동형 성자계수 모드를 이용하여 큐륨(Cm)의 양을 측정하고, 

체 혼합 분말의 무게  샘 의 무게를 고려하여 제 Cm 양을 결정한다. 두 번째

로 동일한 샘 에 해 감마분  모드를 통해 Burn-up을 결정한다. 결정된 

Burn-up을 입력 값으로 ORIGEN 모사를 통해 Pu, U-235의 양을 결정한다. 

ORIGEN을 통해 결정된 원소의 양은 ORIGEN 모사에 입력한 핵연료의 양에 근거

한 값이므로, 혼합 분말 체의 무게를 고려한 Pu, U-235 양을 환산하여 결정한

다. 마지막으로 에서 얻어진 Cm, Pu, U-235의 양을 이용해, 이후의 KMP에서 계

량에 이용할 큐륨 비 우라늄, 큐륨 비 루토늄 비(Cm ratio: U/Cm 

ratio=U-235/Cm, Pu/Cm ratio = Pu/Cm)를 계산한다. 이후의 KMP에서는 상 공

정 물질 내 가장 많은 방사선 신호인 Cm의 자발 핵분열 성자를 측정하여 Cm 양

을 계량하고, 여기에서 결정한 Cm ratio를 이용하여 Pu  U-235의 양을 결정한다. 

단, 해 정련 공정의 산출물인 U 수지상 결정(dendrite)  U 잉곳의 경우 Cm 

ratio가 변하여 용할 수 없으므로, 능동형 성자계수  감마 분 을 통해 U-235 

양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결정한 핵물질의 양을 기 으로, 선  물질수지 구역

( 이로 공정에 공 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 하고 있던 이로 공정 시설  단계

의 물질수지 구역)과 인수 물질 수지 구역 ( 이로 공정 시설에서 최 로 사용후핵

연료 다발을 입고해 보 하고 있는 물질수지 구역) 사이의 인수 인도 차이(SRD: 

Shiper Receiver Difference)를 결정하고, 이 후의 계량 리 기 으로 삼는다.

     (2) U 잉곳에 한 계량 방안

        해 정련 공정을 거쳐 음극에 형성된 U 수지상 결정은 염증류 장치  

잉곳 제조 장치를 거쳐 약 20 kg의 U 잉곳 형태로 산출된다. 공정 처리 용량에 근

거하면 10 일에 최  23 개의 잉곳이 생산되며, 잉곳은 샘 링 과정 없이 모두 통

합 NDA 장치를 이용해 측정한다. U 잉곳을 통합 NDA 장치에 장착하고, 능동형 

성자계수 모드로 측정하여 교정곡선을 통해 U-235 양을 결정한다.

  이로 공정 연구에 따르면 최종 U 잉곳 내 TRU가 불순물로서 포함되는 양은 

약 질량 비 0.01 %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순물로서 포함된 TRU 내 Pu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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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지만 리 상 수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수 g) 측정을 통해 계량할 필요가 

있다. 피동형 성자계수 모드를 이용해서 측정한 자발 핵분열 성자를 측정해 

Cm의 양을 결정한다. 공정 원리 상 이때의 Pu/Cm ratio는 불변이므로 ratio를 이용

해 Pu 양  TRU 양을 결정한다.

  통합 NDA 시스템에서는 U 농축도를 결정하기 해 감마분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앞서 구한 TRU 양을 제외한 체 U 잉곳에 해 농축도를 용

하면 U-235 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직  측정한 U-235 양과의 비교

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통합NDA 장치의 개발  성능 평가, 교정 과정에서 결정

된 불확도에 따라, 반 로 감마분  모드를 이용하고 능동형 모드를 이용해 검증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 한다.

     (3) TRU 잉곳에 한 계량 방안

        20 kg TRU 잉곳을 통합NDA 장치에 장착하고, 피동형 성자계수 모드로 

Cm 양을 측정하여, 최 에 결정한 Cm ratio를 이용해 Pu 양을 결정한다. 해정련 

공정을 통해 부분의 U가 회수되었기 때문에 U-235/Cm ratio는 유지되지 않으므

로  U-235의 양은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재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감마

분  모드를 통한 U-235와 Pu의 비를 측정하는 방안이다. 많은 핵분열생성물 가

운데 주요 감마 방출 원소인 Cs은 산화공정에서, Sr은 환원공정에서, 그리고 Eu은 

제련공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최종 TRU 잉곳의 경우 U, Pu 등 특수핵물질에 

한 감마 분 의 용성이 이  단계의 공정물질에 비해 높을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따라서 감마분 을 통해 결정한 U-235/Pu 비와, 앞서 결정한 Pu 양을 통해 

U-235 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제련 공정의 특성 상 매 해정련 공정마다 1 

회씩의 제련 공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재 공정 설계 상 약 20 회의 정련 공정마

다 1 회의 제련 공정을 상 할 수 있는데, 이는 2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당 1 

개의 TRU 잉곳 생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균질화 공정 이후 결정된 Cm ratio가 서

로 다른 2 배치가 혼합되어 TRU 잉곳 1 개를 이루기 때문에 단순히 Cm ratio의 

산술 평균값을 사용할 경우 오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차에 한 분석 혹

은 다른 계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재 가정하고 있는 20회 정련공정마다 한 

번씩의 제련공정을 통해 20 kg TRU 잉곳 생산 신, 10 회 정련 공정마다 10 kg 

TRU 잉곳을 생산, 계량 리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향후 공정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의해야 할 사안이다.



- 270 -

     (4) 기타 공정  KMP에 한 계량

        앞 에서 기술한 3개 주요 지 에서 체 이로 공정에 공 되는 사용후

핵연료의 양과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주요 산출물에 한 계량 리가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다른 주요 측정 지 은 사용후핵연료가 최 로 반입되는 균

질화 이 의 단계와 공정에 연계된 폐기물이 산출되는 지 이다.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입고하여 단하기까지의 공정에서는 샘 링에 의한 괴 

혹은 비 괴 분석을 수행하여 핵물질을 정량화하기가 실 으로 불가능하며 불확

도가 큰 추정치는 측정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다발  연료 의 

item counting  무게 측정을 하고, 격납감시(C/S)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주된 안

조치 기법으로 용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검증은 기존의 IAEA 안 조

치 검증에 활용하는 감마 혹은 성자 검출기([3.3.20])를 활용하여 부 혹은 부

분 용을 검증할 수 있다.

  폐기물 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의 핵물질 포함 여부, 포함한다면 그 양을 결정 

할 수 있어야 안 조치 이행 시 조사해야 하는 미계량핵물질(MUF: Material 

Unaccounted for)을 이고 공정 폐기물 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본 으

로 폐기물은 핵연료 피복 , 속 음극 등 속폐기물과 해환원, 정련  제련에 

이용된 염 폐기물로 나  수 있다. 해정련 속음극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들은 

TRU 잉곳에 한 측정과 마찬가지로, 포함된 핵물질의 성자 방출원의 부분을 

차지하는 Cm을 측정하고 Cm ratio를 이용해 핵물질을 계량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다. 회수 우라늄이 부분인 해정련 속 음극에 해서는 U 잉곳에 한 측정 

방법과 같이 능동형 모드  피동형 성자 측정 모드를 통해 U-235와 Pu에 한 

계량을 수행한다.

6. 이로 시설에 한 안 조치성 분석 산코드 개발

  가. 핵물질 통합 계량 리 산코드의 기본틀 수립

     (1) 개요

        ESPF의 비설계도를 기 으로, SF가 ESPF 시설 내에 설치된 단 공정 

장치를 거쳐 가는 동안 핵물질이 흘러가는 과정과 핵물질 계량장비로 측정하는 과

정을 모사하는 방법으로 산코드의 기본틀을 설정하 다. 일차 으로 사용후핵연

료가 ESPF 시설의 단 공정 장치를 거쳐 가는 핵물질의 흐름도 자료를 근간으로 

시간 개념을 도입한 간단한 산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각 KMP에서의 핵물질의 종류  특성을 바탕으로 핵물질  계량에 합한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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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선택하고, 이들의 측정오차를 고려해 핵물질 흐름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로그램으로 설계하 다. 계량장비별 측정오차는 국내외의 실험결과를 확보하여 이

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활용하 다.

      2) 단 공정 장치를 거쳐 가는 핵물질의 흐름도

         주요 공정을 기 으로 설계하 으며, 공정 장치를 거쳐 가는 핵물질의 질

량을 Fig. 3.3.7와 같이 표시하 다. 

Fig. 3.3.7. 주요 공정을 거쳐 가는 핵물질의 흐름도.

     (3) 핵물질의 흐름에 한 시뮬 이션 실행 결과

        우라늄에 한 각 공정별 우라늄의 양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출력한 결과

를 Fig. 3.3.8에서 볼 수 있다. 높은 값을 보이는 부분이 핵연료의 단, 분말화, 

해환원  해정련 부분에 해당되고 간에 양이 게 나타나는 부분은 반응에 완

료되지 않은 공정물질들의 흐름 혹은 폐기물로 연결된 공정들이다. 

배치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값과 단공정( 단, 분말화)은 동일하고, 후반공정 

해환원  해정련은 feedback되는 물량 때문에 조 씩 증가를 보인다. 10 배치

에는 최종결과를 제시하 다. 이와 같은 기본틀을 바탕으로 2009 년에는 이로 

시설의 핵물질 흐름  MUF 불확도 등을 종합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코드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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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batch의 진행에 따른 핵물질의 흐름에 한 시뮬 이션.

  나. Pyro 핵물질 통합계량 리 코드의 기본 개념 수립

     ESPF 시설의 단 공정 장치를 기 으로 공정에 입력된 사용후핵연료가 각 

단 공정을 거칠 때 핵물질의 형태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구 할 수 있는 기

능을 갖도록 이로 핵물질 통합계량 리 코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각 KMP

에서의 핵물질 종류  특성을 바탕으로 핵물질 계량에 합한 계량장비를 선택하

고, 이들의 측정오차를 고려해 핵물질 흐름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고, U과 

Pu 등의 특수핵물질이 존재하는 공정에 주안 을 두고 Cs/Sr 등의 폐기물의 최종

공정에 을 맞추어 로그램을 설계하 다. 

이로 핵물질 통합계량 리 코드의 개념설계 시, 핵물질 종류  용 계량장비

별 측정오차는 미국 LANL에서 2007 년도에 수행한 KAPF의 안 조치성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와 사용후핵연료에 한 ASNC의 실험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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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IAEA간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기술기  마련을 한 공동연구 수행

  안 조치의 기본 모델을 설정하기 하여, 한-IAEA간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기술기  마련을 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 인 IAEA MSSP 과제(과제명: 

이로시설의 안 조치 근방안 개발 지원)와 련한 제 1차 실무그룹회의(`09. 

5. 18 - 5. 19, KAERI, )를 개최하여 "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근방안 개발

"을 한 기  이로 시설의 개념 설정  향후 추진계획을 의한 바 있으며, 

2009 년 8 월에는 1차년도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다. 2009. 9 월에 제 

2차 실무그룹회의(IAEA, 비엔나)를 개최하여, 기존 이로시설의 개념을 설정하

다.

  가. 서 언

     재의 이로 로세스 기술개발과 련한 활동과 이로 로세스 시설 건

설계획을 감안할 때, IAEA는 이로 로세스 기술에 한 기술  지식을 향상시

켜야 하고 이로 로세스 시설에 한 안 조치 근 방안의 개발을 한 비를 

해야 한다.

  이와 련하여, IAEA는 이로 로세스 시설에 한 안 조치 근 방안을 개

발하기 하여, 2008년 7 월에 “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근방안 개발지원 

(Support for Development of a Safeguards Approach for a Pyroprocessing 

Plant)” 을 한 회원국지원 로그램 (MSSP :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을 추진하기로 한국과 계약(수행 기간 : 3년)을 체결하 다. 

이 MSSP 과제의 연구내용에는 세계의 이로 로세스 개념에 한 기술정보

(공정특성, 물질 특성, 물질흐름)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안 조치 근방안의 모

델이 되는 기 이로시설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1 차년의 주요 업무다. 2～3 차

년도에는 기 시설에 한 안 조치 설계  안 조치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MSSP 로젝트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은 Table 3.3.11와 같으며, 추진일정은 

Fig. 3.3.9와 같다. 

  1 차년도의 요한 내용은 기 이로시설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본 보고

서에서는 이 목 에 련된 내용 주로 기술하 다 (2)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개발

한 이로시설 개념의 황에 해 기술하 고, (3)에서는 기  이로시설의 개념

(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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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Work Scope

1st Year

(2008.8～2009. 7)

 (1) Information collection and basic analysis

   (1.1)6Collection of information (design and characteristics) 

on pyroprocessing facilities

   (1.2)6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1.3)6Analysis of nuclear material characteristics

   (1.4)6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sheet

(1.5)6Determination of a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concept

   (1.6)6Determination of safeguards relevant design 

information

2nd & 3rd Years

(2009. 8～2011. 7)

(2)6Nuclear material accountancy and DIQ for the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2.1)6Analysis of possible MBAs and KMPs

   (2.2)6Identification of possible operator measurement 

systems

   (2.3)6Verification methods of operator declaration and role 

of SSAC

   (2.4)6Simulation of operation and MUF Determination

   (2.5)6Development of a model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for the reference facility

(3)6Assessment of safeguardability of the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3.1)6Analysis of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roposals 

for design features supporting safeguards 

implementation

   (3.2)rAssessment of available safeguards measures and 

technologies

   (3.3)rIdentification of elements and structure which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afeguards approach

Table 3.3.11. IAEA Proposed Work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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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MSSP Plan and Schedule.

  나. 이로시설 개념 황

     (1) INL의 Fuel Conditioning Facility(FCF)

        INL의 FCF는 1960 부터 EBR‐II의 속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목 으

로 활용되었으며, 공학규모 이로시설로 유일하게 운 되고 있는 시설이다. 기는 

단순히 속사용후핵연료를 용융시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1980 년 부

터 용융염을 이용한 이로공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INL에서는 2002 년 이후에는 

PWR 사용후핵연료을 속으로 환하여 처리하는 공정에 한 연구도 수행하게 

되었지만, 이는 가상 인 공정개념을 확립한 것에 불과하다. Table 3.3.12에는 

FCF를 심으로 한 INL에서의 이로시설에 한 연구이력을 요약하 다. 각국의  

이로공정 에서 특히 해정련공정은 FCF에서 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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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lt Refining Deployed in the 1960s

2. Present generation of technology for recycling or treating spent fuel 

started in the 1980s

3. Until 1994, focus was on demonstration of closed fuel cycle with a fast 

reactor

  •Recycle of fast reactor fuel 

  •Limited work on production of fast reactor feed material from LWRs

4. In 1994, activities were redirected to treatment for disposal

  With the formation of the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in 2002 

and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in 2006, recycle focus 

was renewed and stressed.

Table 3.3.12. Historical Description of INL Pyroprocess Studies Based on the FCF

        (가) 시설의 설계  특성

           Fig. 3.3.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FCF는 견고한 두 개의 차폐된 셀로 

구성되었다. FCF는 500,000 Ci까지의 방사능을 갖는 노심 subassembly를 취 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공정 셀은 1,000,000 R/h의 감마선이 차폐되도록 하 다. 

FCF내 주요 구역은 원자로 건물로부터 공기 셀로 통하는 통로, 공기 셀, 장비를 

한 보조 셀이 달린 알곤 셀, 사무실과 앙제어실  부속 실험실을 포함하는 작업

구역, 작업구역 아래에 있는 서비스구역, 환기 시스템  연료 배기체 완충 탱크

(holdup tank)를 포함하는 연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CF는 실존하는 시설로 속사용후핵연료에 한 많은 운 경험을 가지고 있지

만, 시설 자체로는 속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해서 개발된 시설이다. LWR 사용

후핵연료를 처리하기 한 개념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이는 가상 인 공정개념이다.

        (나) 공정 특성 분석

            EBR‐II의 사용후핵연료 에서 운 핵연료는 Mk‐IV electrorefiner

에서 처리하고 블랭키의 핵연료는 Mk‐V electrorefiner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으며, 이들의 공정흐름도는 Fig. 3.3.11에 제시되었다.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라, Fig. 3.3.12와 같이 PWR 사용후핵연료

와 속사용후핵연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공정흐름도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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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Layout of INL Fuel Cycle Facility – Main Floor.

Fig. 3.3.11. Mk-IV and –V Electroref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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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Process flowsheet.

 

     (2) ANL의 Advanced Recycle Treatment Facility(ARTF)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은 2000년 에 이로 로

세스 공정을 실증하기 한 Advanced Pyroprocess Recycle Facility(APRF)를 개

념 설계 하 고[3.3.24], 이를 Advanced Recycle Treatment Facility(ARTF)로 

update 했다[3.3.25]. 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Pyroprocess로 처리하는 시설로

서 처리용량은 100tHM/년 이며, 연간 가동일은 정비기간을 포함하여 200일/년로 

가정하 다. 이러한 규모의 시설은 체 공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매년 2,000톤까

지 처리할 것으로 상되는 상용시설의 설계를 지원할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ANL은 이로 로세스 분야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필요한 단 조업 

(operations)을 개발하여 왔고, 지 까지 일반 인 공정 흐름도(process 

flowsheets)와 실증실험(viability demonstrations)의 부분을 완료하 다.

        (가) 시설의 설계  특성

            이 시설의 핫셀 부분의 주 운 층의 배치도는 Fig. 3.3.13과 같다. 핫셀

은 공기셀(air cell)과 공정셀(process cell)로 나뉜다. 공기셀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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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수받아 자르고 찢은 후 바스켓에 비된 사용후핵연료를 넣는 작업을 하는데 

이용된다. 불활성 아르곤 가스가 차있는 공정셀에서는 주요 공정작업들을 수행한다.

  공정 시간  배치 크기는 시설 용량에 일치시켰다. 를 들어 직  해환원장

치가 1개 있을 때는 두  조업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공정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2개

의 해정련장치를 둔다.

  해정련장치는 직  해환원 장치 보다 낮은 류 도(current density)로 작

동하기 때문에 해정련장치는 하나의 배치(batch)를 처리하는데 이틀이 소요되는 

반면, 직 해환원장치는 동일한 배치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다. 공정시설의 상부

는 핫셀장비의 유지보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공 원료물질을 공정장치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는 데 이용할 유지보수 구역을 가지고 있다. 하부는 기선로와 공정 배

, 그리고 핵연료 집합체, 생성물, 폐기물  형 장비를 핫셀간에 이동시키기 

한 이송 터 을 가지고 있다. 공기셀과 알곤셀의 3D 모형은 Fig. 3.3.14에 제시하

다.

Fig. 3.3.13. Plane Figure of Advanced Recycle Treatment Facility – Main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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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3D Model for ARTF Air and Argon Cells.

        (나) 공정 특성 분석

            이 시설의 세부 공정 흐름은 Fig. 3.3.15와 같으며, 공정은 다음 15개 

단  작업으로 구성된다.  

ⓐ 핵연료집합체 자르기(chopping), 찢기(shredding), 바스켓에 주입

ⓑ 작업 ⓐ로부터 발생하는 분열가스(크립톤  제논 등)을 처리. 작업 ⓓ에서 발생

하는 산소와 작업 ⓛ와 ⓜ에서 발생하는 염소를 처리

ⓒ 분열가스의 장기 장

ⓓ 핵연료 산화물을 속으로 직  해환원(electrolytic reduction)

ⓔ 작업 ⓓ결과물로부터 carry‐over 해염 회수  재순환

ⓕ 작업 ⓓ의 속 결과물을 해정련(electrolytic refining)하여 우라늄 회수

ⓖ 해정련 작업에 필요한 oxidant(우라늄 트리클로라이드) 생산

ⓗ 작업 ⓕ의 우라늄 결과물을 처리하여 해물(electrolyte)에 붙어있는 우라늄을 

분리하고 우라늄 dentrite를 잉곳으로 고형화(consolidate)

ⓘ 작업 ⓗ로부터 우라늄 잉곳을 처리하고 routing

ⓙ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피복과 귀 속(Noble metal) 분열 생성물을 안정화하고 잔

류 악티나이드를 회수하기 하여 속 폐기물 형태를 생산 

ⓚ 작업 ⓙ 동안 최종 처분을 해 속폐기물 형태 제품의 처리  routing

ⓛ 해정련 동안 생산된 염화물(chloride salt)으로부터 우라늄 원소와 잔류 우

라늄 속을 해환원. 이 작업을 통해 우라늄과 잔류 우라늄의 98%를 회수함

ⓜ Electrolysis drawdown 작업을 통해 남아있는 우라늄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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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분열생성물과 잔류 악티나이드를 포함한 염화물 염(chloride salt)을 고정화 

하기 하여 세라믹 폐기물 형태를 생산  

ⓞ 최종 처분을 해 작업 ⓝ 동안 생성된 세라믹형태 결과물을 처리  routing작

업 ⓛ로부터 해염에 고착된 우라늄과 우라늄들을 분리하기 하여 우라늄과 

우라늄 결과물을 처리 작업으로부터 우라늄과 우라늄 생성물을 처리  routine

        (다) 핵물질 특성 분석

           이 시설에서 재순환하기 해 선정된 기 핵연료(reference fuel)는 17 

× 17 Westinghouse PWR 산화물핵연료이다. 이 핵연료의 세부특성은 Table 3.3.13

과 같다.

Characteristic Values 

Overall assembly length, m 4.059

Cross section, cm x cm 21.4 x 21.4

Fuel rod length, m 3.851

Active fuel height, m 3.658

Fuel rod outer diameter, cm 0.950

Fuel rod array 17 x 17

Fuel rods per assembly 264

Assembly total weight, kg 657.9

Uranium oxde (UO2) per assembly, kg 523.4

Zircaloy per assembly, kg 108.4

Hardware per assembly, kg 26.1

Total metal per assembly, kg 134.5

Nominal volume per assembly, m
3

0.186

Table 3.3.13. PWR Fue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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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핵물질 흐름 분석 

             ARTF에서의 핵물질 흐름은 공정특성 분석표인 Fig. 3.3.15에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 인 이로공정에서의 핵물질 흐름과 유사하며, Fig. 3.3.16에

서는 핵물질 종류별로 이로공정에서의 흐름도를 색깔이 다른 선으로 표시하 다.

Fig. 3.3.15. Flowsheet Showing the Principal Operations of the ARTF.

     (3) GE‐Hitachi의 Spent Fuel Recycle Facility (SFRF) 

        SFRF(Spent Fuel Recycle Facility)은 용량 1866 MWe의 

ALMR(Advanced Liquid Metal Reactor)을 한 핵연료 주기 서비스 제공을 한 

핵연료 주기 시설이며, ALMR의 속 핵연료의 재활용을 해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 에서 개발해 온 이로 공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Fig. 3.3.16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시설에서는 경수로(L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TRU( 루

토늄과 마이  액티나이드원소)를 분리하여 ALMR의 신핵연료 다발을 제조하고, 

ALMR 사용후핵연료도 재순환한다. 이 시설은 미국의 DOE와 GE‐H 사(General 



- 283 -

Electric Hitachi Company)의 계약 하에 Burns & Roe 사의 용역으로 설계되었다

[3.3.26-7].

Fig. 3.3.16. Nuclear Fuel Cycle Related to the SFRF.

        (가) 시설의 설계  특성

            이 시설에서는 경수로(L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TRU( 루토늄과 마

이  액티나이드 원소)를 분리하여 ALMR에 사용할 새 핵연료 다발을 제조하고, 

ALMR 사용후핵연료도 재순환한다. 한 폐기물 처리  패키징, 그리고 외부의 폐

기물 장소 혹은 매립시설로 가기 의 간 장소의 역할도 겸한다. Fig. 3.3.17

와 Fig. 3.3.18은 SFRF 시설의 각 층 도면이다. 

  2층의 핵연료해체 셀(Fuel Disassembly Cell) 에서는 LWR  ALMR의 사용후

핵연료 다발을 들여와 해체하고 단한다. 1층의(공정 셀(Process Cell)에는 환원

장치(reduction vessels), LWR  ALMR 사용후핵연료를 한 각각의 해정련장

치(electrorefiners), 음극처리장치(cathode processors), 그리고 핵연료 속을 만

들 속주조로(slug casting furnac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 셀 내부의 자세한 도면  장치들은 Fig. 3.3.19와 같다. 핵연료제조 셀

(Fuel Fabrication Cell)에서는 ALMR 핵연료 다발을 제조하고, 폐기물처리 셀



- 284 -

(Waste Processing Cell)에는 공정에 사용된 염 회수장치(salt recovery system)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생성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치들이 포함된다.

 Fig. 3.3.17. Layout of 1st floor of the SFRF.

  SFRF는 세 단계로 운 되도록 설계되었다. 첫 단계 2년간은, LWR 사용후핵연료 

에서 처리한 핵물질을 이용해 ALMR에 사용할 최  노심(initial cores)을 제작한

다. 다음 단계 3년간은, 역시 LWR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재장  핵연료(partial 

cores)를 생산하고, 마지막 단계인 평상 운  기간 55년간은, LWR과 ALMR 사용

후핵연료로부터 얻은 핵분열성 물질을 섞어 ALMR 핵연료를 제작한다. 각 단계별 

SFRF의 핵연료 처리용량을 Table 3.3.14에 정리하 고, 그에 따른 각 공정 장치의 

개수는 Table 3.3.15와 같다.

        (나) 공정 특성 분석

             SFRF는 속 해공정( 이로공정)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LWR  

ALMR 사용후핵연료를 새 ALMR 핵연료로 만든다. 주요 공정 형태  기능은 

Fig. 3.3.20과 같다. 핵연료 해체공정(fuel disassembly process)에서는 LWR  

ALMR 사용후핵연료를 해체하고 작은 조각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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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Layout of 2nd floor of the SFRF.

Fig. 3.3.19. Layout of Process Cell of the SF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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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nput Output

MTHM/y Type MTHM/y Type

Startup 915 LWR SF 44
ALMR New 

Fuel

Transition 317 LWR SF 15
ALMR New 

Fuel

Equilibrium
48 LWR SF 16

ALMR New 

Fuel

15 ALMR SF - -

Table 3.3.14. Process Throughputs for Each Phase of the SFRF Operation

Equipment
Number of Components

Startup Transition Equilibrium

Reduction Vessel 5 3 3

Electrorefiner (LWR) 7 4 3

Electrorefiner (LMR) 0 0 3

Cathode Processor 3 3 3

Slug Casting Furnace 2 2 2

Table 3.3.15. Pyroprocess Equipments in the SFRF 

  음극처리공정 이 에는 LWR 사용후핵연료와 ALMR 사용후핵연료에 한 별도

의 공정이 필요하다. LWR 사용후핵연료를 처리를 해서, 먼  단된 핵연료들을 

환원장치(reduction vessel)로 옮겨와 산화물 형태의 핵연료를 루토늄, 마이 악

티나이드, 우라늄,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 속 염의 형태로 환원시킨다. 산소  

핵분열생성물은 염 회수장치를 통해 제거되고, 환원된 속 핵연료는 LWR 해정

련장치의 고온의 염 수조에서 우라늄과 우란물질(TRU, 루토늄  마이 악티

나이드 포함)로 분리된다. 단된 ALMR 사용후핵연료는 환원공정 없이 바로 

ALMR 해환원장치로 옮겨, LWR 해정련 공정과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의 염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우란물질로 분리된다. 마찬가지로 핵분열생성물은 염 회수장

치를 통해 제거된다.

  해정련장치의 한쪽 음극 에 모인 우란물질은 고온의 음극처리장치에서 제련

되어 잉곳 형태로 만들어 진다.  다른 음극 에 모인 우라늄 역시 별도의 음극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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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치에서 정제하여 오염을 최소화 한 후 새로운 LWR 핵연료 제작에 이용하기 

해 외부로 이송한다. 속주조공정에서는 도가니에서 우란물질과 우라늄 잉곳 

등 속 핵연료 혼합물을 통해 핵연료 속덩어리를 만든다. 이 속덩어리를 핵연

료제조 셀로 이동해 와 새로운 ALMR 핵연료 다발을 제작한다.

 

Fig. 3.3.20. Main features and functions of the process in the SFRF.

     (4) CRIEPI의 Spent MOX Fuel Recycling Facility 

        일본의 CRIEPI는 1980년  부터 속핵연료주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

행하여 왔다. 일본의 로카쇼무라에 있는 상용 재처리공장에서 재처리될 수 없는 

MOX 연료의 재처리를 해 CRIEPI는 해정련 (electrorefining) 뿐만 아니라 부

분  우라늄산화물 해회수 공정(partial uranium‐oxide‐recovery electrolysis)과 

해환원(electroreduction)을 채택한 새롭고 경제 인 이로 로세싱 개념을 제안

하 다. 2010년에 착수할 계획인 일본의 16～18 LWR에서 연소될 MOX 연료의 

상 양은 약 130 tHM/yr 이다. CRIEPI는 2005년도에 3개의 처리용량 즉 32, 48, 

192 톤/년에 한 시설설계 내용을 GLOBAL 2005[3.3.28]을 통해 발표한 바 있

으며, 2008년도에는 시설용량 38 톤/년에 한 시설설계 내용을 국제학술 회

[3.3.29-30]를 통해 발표하기도 하 다. 

        (가) 시설의 설계  특성

             CRIEPI는 먼  32 톤/년, 48톤/년  192 톤/년 시설을 차례로 개념

설계하 고, 2008년도에는 38 톤/년 규모의 시설을 개념설계하 다. 가장 최근 설계

된 38톤/년 시설의 배치도(layout)는 Fig. 3.3.21과 같으며, 그 규모는 길이가 약 53 

m, 비 104 m, 높이 37 m 이다. 이 시설의 지하 1층은 폐기물 처리  고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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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주요 공정은 1층, 유지보수는 2층, 그리고 3층에는 배기체 처리시설로 구

성되어 있다. 

  알곤 셀 과 공기 셀에 주요 장비와 보조 장비의 배치가 수행되었고, 그 다음 공

학  단을 바탕으로 주 건물의 배치도(layout)가 설계되었다. 이들 시설은 유지보

수에 소요되는 비 조업일수(non‐operational days)를 포함하여 연간 200일간 가동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Fig. 3.3.21. Plane Figure of the First Floor of the Conceptual 38-ton/year 

Pyroprocessing Facility for Spent LWR-MOX Fuel.

        (나) 공정 특성 분석

            LWR MOX 사용후핵연료에 한 이로 로세싱 시설의 공정은 (a) 

연료집합체의 해체, fuel‐element의 단  탈피복, (b) 부분 인 우라늄 산화물 

해 회수, (c) 직  해환원(direct electroreduction), (d) 해정련(electrorefining) 

(e) 해정련(카드뮴 처리)의 음극 생성물로부터 카드뮴 증류 조업을 포함한다. 

기화학 기술(electrochemical technologies)의 개략도는 Fig. 3.3.22와 같다. 

  부분  우라늄 산화물 해 회수(partial uranium‐oxide‐recovery electrolysis)는 

건조공기 분 기 하에서 수행하며, 해환원과 해정련 작업 에 사용후핵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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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약 70 %의 우라늄 산화물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른 국가의  이로 

로세싱 시설과 차별화되며, 이는 이로건설  운 비를 감시킬 수 있다고 

CRIEPI는 주장한다.

Fig. 3.3.22.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the Electrochemical Reprocessing 

for Spent LWR-MOX Fuel.

              ① 부분  우라늄 산화물 해 회수

                 부분의 우라늄 산화물은 약 773 K에서 LiCl‐KCl 공융염 해

조(eutectic salt bath)와 같은 용융염 해조(molten salt bath)에서 해반응

(electrolytic reactions)에 의해 양극(anode)에 붙여서 L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선택 으로 회수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서 루테늄(Ru), 로듐(Rh) 팔라듐(Pd)과 

같은 일부 핵분열 생성물들 (fission products)은 우라늄 산화물 의 양극 용해율

(anodic dissolution ratio)에 따라 회수된 우라늄 산화물과 함께 회수될 수 있다. 

알칼리 속과 알칼리 토류 원소들과 같은 염용해 핵분열 생성물들(Salt‐soluble 

fission products)은 염화물들(chlorides)을 형성하고 염 해조(salt bath)에서 용

해된다. 우라늄 산화물(Transuranic oxides), 희토류 산화물(rare earth oxides) 

 기타 귀 속(nobler metals)들은 양극에서 일부 우라늄 산화물 과 함께 남으며, 

이들은 해환원 공정(electroreduction operation)으로 보내진다.  회수된 우라늄 

산화물은 우라늄 산화물의 최종 생성물로 증류된다.

              ② 직  해환원

                 부분 인 우라늄 산화물 해 회수공정에서 잔류한 산화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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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argon 분 기 하의 약 873 K에서 LiCl 해조와 약 1073 K에서 CaCl 해

조(eutectic salt bath)와 같은 용융염 해조(molten salt bath)에서 다음의 해반

응(electrolytic reactions)에 의해 음극(cathode)에 붙여서 속상태로 변환된다. 

이 공정(operation)에서 산소는 이온화되고 염 해조에서 용해되어 탄소양극 

(carbon anode)으로 electro‐transported 되고, 양극에서 탄소산화물(carbon 

oxide) 기체로 화된다(deionized). 우라늄 산화물, 우라늄 산화물(Transuranic 

oxides), 희토류 산화물(rare earth oxides)  기타 귀 속(nobler metals)들은 

속상태로 변환되어 음극에 남으며, 이들은 해정련 공정(electrorefining 

operation)으로 보내진다.

              ③ 해정련

                 해정련기술은 ANL에서 미국 에 지성(DOE)의 IFR 로그램 

하에 사용후 속핵연료의 이로 로세싱을 해 개발되었다. 순수 알곤 분 기 

하에서 우라늄, 우라늄 원소  희토류 원소들은 723 K에서 용융 LiCl‐KCl 염 

해조로 양극에서 용해된다.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들은 액체 카드뮴 음극으로 

보내져(electrotransported), 희토류 원소의 일부와 함께 침 되어

(electrodeposited) 음극에서 카드뮴 합 (cadmium alloy)을 형성한다. 속 연료 

FBR(metal‐fueled FBRs)을 한 속연료의 원료 물질인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

들의 잉곳은 순수 알곤 분 기 하에서 합 으로부터 카드뮴의 증류에 의해 얻어진

다.

              ④ 주요 공정  주요 장치 수

                 CRIEPI에서 제시한 이로 공정은 11 가지 주요 조업을 포함하

고 있으며,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합체 해체기  연료  단기를 이용한 연료집합체 해체, 연료 (fuel‐

element)의 단

ⓑ voloxidizers를 이용한 탈피복  양극 바스켓에 탈피복된 연료 장

ⓒ UO2 electrolyzers를 이용한 탈피복 연료의 부분  우라늄 산화물 해 회수

ⓓ UO2 processors를 이용, UO2에 부착된 해물(adhered electrolyte)로부터 

UO2를 분리하기 해 회수된 UO2의 증류. 증류된 UO2는 장소에 보

ⓔ zeolite columns을 이용, 알칼리 속과 알칼리 토류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는 

염화물 염을 zeolite로 흡장(吸藏)

ⓕ ceramic waste furnace을 이용한 세라믹 형태 폐기물(염이 흡장된 zeoli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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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bonded sodalite로 변환,  conversion of salt‐occluded zeolite into glass 

bonded sodalite)의 생성

ⓖ ⓒ 조업에서 생긴 잔류 연료 산화물을 electroreducers에서 속으로 직  해

환원

ⓗ electrorefiners에서 액체 카드뮴 음극(liquid cadmium‐cathode)에서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를 회수하기 해 ⓖ 번 조업에서 생긴 속을 해정련

ⓘ 음극처리기(cathode processor)를 이용하여, 카드뮴과 부착된 해물(adhered 

electrolyte)로부터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들을 분리하고 이들 원소들이 잉곳으로 

굳어지도록 8) 번 조업에서 액체 카드뮴 음극 생성물을 처리

ⓙ TRU 추출기(TRU extractor)에서 리튬(Li)과 칼륨(K) 속을 이용하여 폐 염화

물 염 해조로부터 우라늄  잔류 우라늄 속들을의 환원 추출(Reductive 

extraction)  회수. 회수된 속들은 ⓘ 번 조업으로 되돌려 보냄

ⓚ RE 침 기(RE precipitator)를 이용하여 ⓙ 번 조업에서 염화물 염을 정체. 침

된 RE 핵분열 생성물들(RE fission products)은 고체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져 

고체 폐기물로 처리(consolidated)

  

조업 ⓐ ~ ⓑ 번은 건조 공기 분 기 하에서 수행되는 반면, 조업 ⓖ ~ ⓚ 번은 

순수 알곤 분 기에서 수행된다. 이들 조업은 Table 3.3.16에 열거된 주요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장비들의 수는 32, 48, 192  38 톤/년 시설 각각에 해 물

질수지 계산과 공학  단에 근거하여 계산된 결과를 기재하 다.

        (다) 핵물질 특성 분석

             2010년에 착수할 계획인 일본의 16‐ 18 LWR에서 연소될 MOX 연

료의 상 양은 약 130 tHM/yr 이지만, 사용후 LWR MOX 핵연료를 한 재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throughput capacity)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에서 설계한 시

설에서 재처리를 하기 해 선정된 기  MOX 사용후핵연료(reference spent MOX 

fuel)는 평균연소도 48 GWd/t와 5년 냉각된 PWR형 MOX 핵연료이다. 사용후핵연

료의 조성(composition)은 Table 3.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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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quipment

Throughput Capacity of the

Facility (ton per year)

32 48 192 38

Disassembler 1 1 1

Element Chopper 1 1 1

Decladding Machine 4 6 24

UO2 Electrolyzer 4 6 24

UO2 Processor 1 1 4

Zeolite Column 1 1 4

Ceramic Waste Furnace 1 1 1

Eletroreducer 1 2 8

Eletrorefiner 2 3 12 5

Cathode Processor 1 1 4

TRU Recovery Equipments

‐TRU Extractor 

‐Precipitator

1

1

1

1

4

4

Table 3.3.16. Numbers of Main Equipments 

Values (wat.%)

U/Pu/MAs/FPs 88.1/7.2/0.7/4.0

Detailed Specifications

234U/235U/236U/238U

238Pu/239Pu/240Pu/241Pu/242Pu

237Np/241Am/242mAm/243Am

242Cm/243Cm/244Cm/245Cm

0.0/0.1/0.0/99.8

3.8/44.2/29.6/13.1/9.3

2.6/62.0/0.8/23.8

0.0/0.2/9.3/1.3

Table 3.3.17. Calculated composition of spent PWR MOX fuel 

        (라) 핵물질 흐름 분석

            공정 흐름도(process flow-sheet)와 물질수지(mass balance)는 Fig. 

3.3.23과 같고, 이로 공정에서의 상 product purity는 Fig. 3.3.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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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Process Flow Diagram for the Conceptual Pyroreprocessing 

Facilities for Spent LWR-MOX Fuel. 

     (5) Example Sodium Fast Reactor(ESFR)의 핵주기 시설

        ESFR은 가상 인 제 4세  원자력 시스템으로서 원자력발 소와 핵주기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PR&PP(Proliferation Residence & Physical Protection)를 

연구하기 한 모델이다. 원자로 배치도와 개념은 Gen‐IV 로드맵에 포함된 노형 

 하나인 고속로 AFR‐300를 차용했고, 핵연료 주기 시설은 재의 INL의 건식 

재활용 기술( 이로 로세싱)을 택했다. Fig. 3.3.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ESFR 원

자력 시스템에는 핵연료주기 시설과 4개의 발 소(각각 300 MWe)가 함께 치하

는 것으로 가정하 다[3.3.31-32].

ESFR의 시스템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LWR 사용후핵연료 장고 

•  핵주기 시설 

•  ESFR 사용후핵연료  신 핵연료 장 셀 

• 핵연료서비스 시설 건물 

•  네 개의 동일한 소듐 냉각 고속로 

•  폐기물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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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24. Expected Product Purity from Pyroprocessing.

•  LWR 사용후핵연료 캐스크 수납  킹 구역 

•  잉여 우라늄 장고 

•  우라늄 컨테이  킹 구역

  ESFR 시스템에서 원자로는 순수 악티나이드 연소 모드(net actinide burning  

mode)로 운 하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원자로들은 자 자족형(self‐

sufficient mode)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외부 공 원으로부터 악티나이드를 공 한

다. 외부 공 원으로부터 L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형태로 제공받아 동일 부지

내의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처리되며, 해정련에서 처리되기 에 산화물 핵연료를 

속으로 환원시키기 한 front end 단계가 추가되었다.

        (가) 시설의 설계  특성

             ESFR의 핵연료주기 시설은 두 개의 차폐된 핫셀과 주요 셀 아래에 

치하게 되는 하나의 차폐된 수리 구역을 포함한다. 안  등  배기시스템이 제공

된다. 비상 디젤 시스템은 연결 건물에 치하게 된다. 손상되지 않은 핵연료 요소

들이 포함되는 운 들은 공기 셀에서 수행된다. 속 혹은 반응성 속의 노출을 

포함하는 공정들은 알곤 셀에서 수행된다. 

  공기 셀은 두꺼운 차폐벽과 원격조작기로 된 콘크리트 셀이다. 이곳에서는 캡슐

에 싸여진 핵연료 물질만이 다루어진다. 아르곤 셀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용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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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으로 되어 있다. 모든 운 은 원격으로 된다. 이 셀은 폐루  냉각과 정화 시스

템을 갖고 있는 불활성 기체로 되어 있다. 캡슐이 제거된 핵연료 물질은 오직 이 

셀에서만 다루어진다. 두 핫셀은 모두 다루어지는 시스템의 모든 활동 요소들에 

한 원격 유지/회복 능력을 갖고 있다. 

  차폐된 수리 구역은 주요 셀 아래에 치하며 습식과 건식의 제염 장치, 차폐와 

차폐가 되지 않은 로  작업 , 크 인을 갖추고 있다.  제염 제어와 환기는 공기 

셀의 배기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다. 핫셀들과 수리 구역은 공기 분 기의 이송터  

시스템에 의해 연결된다.  비록 원격운 을 해서 설계되어서 심각한 수 의 오염

이 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핵연료 혹은 고방사선 폐기물들도 수리 구역에

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나) 공정 특성 분석

             2006 년에 발표된 자료[3.3.31]에는 AFR 속핵연료의 재순환 공정에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 발표된 자료[3.3.32-33]에서는 LWR 

사용후핵연료와 AFR 속핵연료의 재순환에 한 공정을 제시하면서, 세부공정에 

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는 FCF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참고

문헌[3.3.32-33]에서 제시한 공정 다이어그램은 Fig. 3.3.25와 같다. 앞에서 언 한 

바와 이는 INL의 FCF(Fuel Condition Facility)와 동일하다.

  Fig. 3.3.25. Diagram of the Fuel Cycle Facility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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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핵물질 특성 분석

             Fig. 3.3.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LWR 사용후핵연료와 AFR 사용후핵

연료를 모두 ESPR 시설에서 처리하여 TRU와 U을 공 받는다. 즉, 산화물 사용후

핵연료와 속사용후핵연료가 ESPF의 핵주기 시설에 취 하는 핵물질이다. 

        (라) 핵물질 흐름 분석

            1년 동안 ESFR 시설 내에서 LWR 사용후핵연료의 공 과 ESFR에서 

방출된  속사용후핵연료와 핵주기 시설에서 제조하여 공 된 신연료의 연간 물량

은 Fig. 3.3.26에 제시하 다. 1 년에 34개의 집합체들이 방출된다. ESFR에 해서 

바스켓의 최  용량은 34개의 신연료를 장 할 수 있고 6 개를 추가로 장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 다. 핵주기시설을 한 PWR 사용후핵연료의 

공 에 련해서, 일년에 약 3번의 운송을 가정하 으며, 각각은 21개의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를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3개월의 장 능력까지 가정하 으며, PWR 

캐스크는 부지에 도착하고 핵주기 시설 에 치한 LWR 장 건물에 임시 보

되었다가, 시설에서 처리된다. 

Fig. 3.3.26. Annual Material Flows in the Baseline ESFR site. 

  Fig. 3.3.27에는 LWR  ESFR 사용후핵연료가 입력되어 이로공정을 거쳐서 

ESFR 신핵연료 제조  폐기물 발생까지의 상세한 물질 흐름도를 제시하 다. 

LWR 사용후핵연료는 약 26 톤/년으로 공 되고, ESFR 사용후핵연료는 약 11 톤 

공 되어 4 의 ESFR 원자로와 물질 균형을 이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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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Annual Material Flows in the Fuel Cycle Facility for the 

Baseline ESFR System.  

     (6) KAERI의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ESPF)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5 년 실험실 규모의 이로 단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종합공정실증시설(ACPF :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를 건설하 으며, 2007 년부터는 공학규모 이로 

시설(ESPF :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을 건설하기 한 Mock‐

Up 시설인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시설을 개발

하고 있다. PRIDE는 ESPF와 동일한 규모와 구조를 갖는 시설이므로 PRIDE의 설

계정보는 재 상황으로는 ESPF의 설계로 간주할 있다. Fig. 3.3.28에는 KAERI의 

이로 시설의 일반 인 공정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 시설의 설계  특성

            PRIDE 시설에서 한 Batch의 처리용량은 50 kg‐U/batch이고, 1일 처

리용량은 50 kg‐U/day이며, 연간 처리용량은 10 MT‐U/yr이다. 이 시설에서는 

공정물질로서 천연우라늄(NU: Natural Uranium)을 취 하며, 공정의 feed material

은 NU로 제조한 모의 Rodcut을 사용하고, 최종 products로 U ingot을 제조하는 것

을 기 으로 하여 PRIDE 시설 내에 설치되는 공정은 Fig. 3.3.29에서 선 안에 표

기된 공정으로 제한하기로 하 다.

  PRIDE 시설의 설계에 착수하기에 앞서 시설의 효율 인 운   리 측면에서 

기존 시설의 여건과 시설장비  공정장치의 반입  반출을 한 통로를 고려하

고, 방사선 리구역과 일반 리구역으로 구분하여 3층으로 구성된 시설 체의 

배치개념을 층별로 구체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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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Basic Pyroprocessing Concept Studied in KAERI.  

Fig. 3.3.29. Flowsheet in the E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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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r 분 기 셀의 길이를 30.05 m, 공기 분

기 모의셀의 길이는 9.3 m로 설계하고, 셀 내 공정장치의 배치는 공정의 work 

flow를 기 으로 주 공정장치를 심으로 모의 창을 통한 시야 확보와 원격조작기

의 coverage 등을 고려하여 공정장치와 모의창  원격취  장비의 배치도를 설계

하 다. 셀 내로의 장비 반입  반출은 Ar 분 기 모의셀의 경우 셀 하부에 설치

되는 Transfer lock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모의셀 내부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하도

록 설계하 다. 공기 분 기 셀은 하부를 통하여 Transfer basket을 이용하며, 

Transfer lock과 Transfer basket이 속되는 지역에 격리벽을 설치하도록 설계하

다.

           ① 해환원 시스템

              해환원 시스템은 Fig. 3.3.3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산화물 상태

인 PWR 사용후핵연료를 해정련하기에 합한 상태인 속으로 환원시키면서, 고

방열 핵종인 Cs, Sr 등을 용융염으로 녹여낸다. 산화물이 담긴 음극 바스켓을 LiCl‐

Li2O 용융염 (650 ℃)에 넣어 기화학 인 방법으로 속으로 환시키는 해환

원 (Electrolytic Reduction) 공정, 속 환체가 담긴 음극 배스킷에서 잔류염을 

제거하는 공정(Cathode Consolidation)으로 구성된다.

Fig. 3.3.30.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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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cess Equipment No. Process Equipment

1 Melting furnace 3 Waste form fabrication equipment

2 UCl3  fabricator 4 Voloxidizer

No. Process Equipment No. Process Equipment

1 Electrolytic reducer 7 Cd distillator

2 Cathode consolidation 8 Residual actinide recovery vessel

3 Electro refiner 9 Melt crystallizer

4 Cathode processor 10 Oxidative precipitator

5 Chopper & screw conveyor 11 Salt distillator 

6 Electro winner

 Fig. 3.3.31. Pyroprocessing Apparatus in the PRIDE(1st and 2n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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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환원 반응은 고체 산화물 상태의 원료를 고체 속 상태로 환원시키는 열역

학 /반응속도  측면에서 쉽게 일어나기 힘든 반응을 진시키기 하여, 고온의 

반응매질을 이용하고 강한 기에 지를 공 한다. 재까지 알려진 가장 우수한 

반응매질은 650 ℃로 일반 으로 유지되는 LiCl‐Li2O 용융염이다. 해환원 공정의 

반응/생성물인 U/TRU는 본 용융염에 한 용해도가 거의 없는 반면에, PWR 사용

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고방열 핵분열 생성물인 Cs, Sr 등은 염화물 형태로 용

융염에 녹아나가서, 결과 으로 해환원 속 환체의 열  방사능을 감시키게 

된다. 

  해환원공정에 의해 회수한 속 환체에는 반응매질로 사용한 LiCl‐Li2O 용융

염이 약 30% 내외로 포함되게 되는데, 해정련 공정으로 이송하기 에 이를 

속 환체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특히 잔류염 에는 Li2O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데, 840 ℃ 이상의 고온에서는  Li2O가우라늄 속을 재산화시키므로, 본 공정은 

800 ℃ 이하의 온도에서 진공분 기를 이용하여, CsCl, SrCl2, LiCl 등의 잔류염을 

휘발시켜 속 환체로부터 분리하게 된다. 본 공정에서는 고온 조업에서의 속재

산화를 막기 한 엄격한 반응분 기 제어가 요구된다.

           ② 해정련 시스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해환원공정을 거친 속 환체에는 우라늄을 

비롯하여 TRU, rare earth, noble metal 핵분열 생성물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순

수한 우라늄을 회수하기 해서 해정련 공정을 거친다. 건식 해정련 공정에서

는 얻고자 하는 물질의 효율 인 분리를 하여 용융염으로 구성된 해액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해액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도성과 원료물질에 

한 용해도가 우수해야 하고, 효과 인 정련을 해 원료물질의 분해 압이 용융

염의 분해 압보다 낮아야 할 뿐 아니라 해에 의해 석출된 속생산물이 해욕

과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욕은 염화물계 용융염 

해욕(KCl‐LiCl, BaCl2‐KCl‐LiCl)이며, 이 가운데 석출물의 성질과 회수율에 향을 

주지 않고 융 이 낮으며 안정하다는 장 을 지닌 LiCl‐KCl의 염화물계 용융염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연속식 High‐throughput 해정련 시스템의 공정 흐름도는 Fig. 3.3.32와 같다.

  단  공정별 물질 흐름  공정조건 연속식 해정련공정(Continuous 

electrorefiner) 해정련기에는 LiCl‐KCl공융염이 장입되며, 기 해정련반응 

initiator 로서 UCl3가 9wt%정도 혼합된다. UCl3는 우라늄 염화물 제조장치에서 펠

릿 형태로 가공되어 장입되고, 반응기는 500 ℃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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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환원 장치에서 속 환체가 음극 바스켓에 담겨 해정련 장치로 이송된다. 

이때, 해환원공정의 음극 바스켓은 해정련 장치의 양극에 장착되어 연료물질의 

양극산화에 의해 용융염 내로 용해되고 음극에 순수 우라늄이 착되며, 자발 탈리

공정에 의해 정련기 하부의 착물 회수조에 모이며, screw conveyer에 의해 용융

염은 외부로 인출된다.

  Screw conveyer는 인출과정  용융염의 응고를 방지하기 하여  구간을 

500 ℃로 가열한다.

 Fig. 3.3.32.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Continuous Electrorefining System.

‐ ⓐ 염증류장치(Kiln type salt distiller)

      해정련기에서 회수된 우라늄 착물에는 약 30 wt%정도의 용융염이 포함

되며, screw conveyer를 이용 회수된 착물은 간 buffer tank에 장된 후 염 

증류장치로 이송된다. 염 증류장치는 SUS로 제작되므로 우라늄과의 반응을 방지하

기 해 700 ℃ 이내에서 조업되며, 염 증발 속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내부 압력

은 50 mTorr로 유지되고 Ar가스 flow에 의해 염 증기를 염 회수조로 이송한다. 

회수된 염은 해정련 장치로 재순환되어 사용된다. 우라늄 착물은 Ar가스  flow

와 반 방향으로 Kiln의 회 운동에 의해 착물 회수조로 이송시켜 회수한다.

  염증류장치에서 회수된 착물은 dendrite형태로 표면 이 커, 기 에 노출시 

발화 험이 있다. 따라서 기와 차단된 상태에서 잉곳 제조장치로 이송시킨다.

‐ ⓑ 우라늄 잉곳 제조장치(Melting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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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류장치에서 회수된 우라늄 착물은 잉곳 제조장치에서 일정 형태의 잉

곳 형태로 주조공정을 통해 제조한다. 우라늄의 융 은 132℃로서 유도로에 의한 

가열이 효율 이며, 흑연 도가니를 사용하여 반응성 억제를 해 Zirconia계 코 재

를 흑연도가니 표면에 도포하여 사용한다.

  용해가 완료된 우라늄은 도가니를 틸 시켜, 하부의 속재 주형에 장입 한다. 

응고가 완료된 우라늄 잉곳은 외부로 인출하여 보 한다.

‐ ⓒ 염화우라늄 제조장치(U chlorinator)

      염화우라늄제조를 해 LiCl‐KCl용융염에 속 우라늄과 Cd를 장입한다.    

속 우라늄은 바스켓에 담아 용융염 에 치시키며, Cd은 도가 커 용융염 하

부에 가라앉는다. 

  Cd에 염소 가스를 취입하면 CdCl2가 생성이 되고, 상 으로 가벼운 CdCl2는 

상부로 이동하여 바스켓 내의 속 우라늄과 반응하여 UCl3를 형성하고 Cd는 다시 

하부로 가라앉는다. 따라서 염소가스만 공 을 하면 UCl3를 제조할 수 있다.

  제조된 LiCl‐KCl‐UCl3 혼합물은 해정련기에 용이하게 장입하기 하여 잉곳 형

태로 가공해야 한다. 잉곳 제조를 하여 이송 을 반응기에 장입하고 감압시켜 잉

곳 제조기로 염을 이송하며 주형에 용융염을 장입하여 잉곳을 제조한다.

           ③ 해제련 시스템

              Fig. 3.3.33과 같이 해제련 시스템은 해정련 후 용융염에 남아

있는 우라늄(TRU) 원소 등의 악티늄족 원소들을 미래 원자력시스템에서 연료로 

재사용하기 해 악티늄족 원소를 공회수한다. 용융염(LiCl‐KCl)에 녹아있는 TRU

를 액체 음극을 사용하여 회수하는 액체음극 해제련(LCC Electrowinning) 공정, 

회수된 액체 속 TRU 석출물로부터 액체 속을 재사용하기 한 Cd‐TRU 증류

(Distillation) 공정, 폐용융염 잔류 농도의 악티늄족을 회수하기 한 잔류 악티늄

족원소 회수(Residual Actinide Recovery) 공정으로 구성된다.

  액체음극 해제련 공정은 해정련공정에서 순수한 우라늄을 회수한 후 용융염 

내의 TRU 원소를 회수하기 한 공정으로써 순수 루토늄이 아닌 TRU 원소들이 

동시에 착 회수할 수 있으므로 핵확산 항성의 측면에서 요한 공정으로서 생

각되고 있다. 이를 해 해제련 장치에서는 액체카드뮴음극(LCC, Liquid 

Cadmium Cathode)을 사용한다. TRU는 액체음극에 착되어 회수되며, 잔류 용융

염은 순도에 따라 해정련조로 순환되거나 는 정제를 해 잔류 악티늄족원소 

회수(Residual Actinide Recovery) 장치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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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 Electrowinning Process. 

  Cd‐TRU 증류공정은 액체음극 해제련장치의 액체음극에 착회수된 U와 TRU 

원소들은 카드뮴과 합 상태로 회수된다. 이러한 Cd‐TRU 착물로부터 TRU를 분

리하기 하여 진공증류장치를 사용한다. 잔류 악티늄족원소 회수(Residual 

Actinide Recovery) 공정은 액체음극 해제련 조업 후 용융염에 되어 있는 

란탄족 속을 제거하는 폐용융염 재생공정 이 에 폐용융염 내 남아있는 미량의 

악티늄족 원소를 회수한다. 먼  폐용융염으로부터 악티늄족 원소를 제거하기 해 

LCC에 착시킨 뒤 LCC에 과량으로 동반 석출된 란탄족 속의 일부를 다시 용해

시키기 해 용융염 속에 CdCl2 산화제를 첨가하여 란탄족 속을 산화추출 시킨

다. 이와 같이 RAR공정 용 후 란탄족 속 염화물만을 함유한 용융염은 폐용융

염 처리공정으로 보낸다. 

           ④ 염폐기물 재생∙고화 시스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건식처리하면 해환원 공정으로부터

는 Cs/Sr 등의 I/II족 핵분열생성물(FPs : fission products)을 포함하는 LiCl 염폐

기물이, 해제련 공정으로부터는 희토류(RE : rare‐earth) 핵분열생성물 핵종을 포

함하는 LiCl‐KCl 공융염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염폐기물 재생·고화 시스템에

서는 이들 염폐기물을 상으로 염 내에 포함된 FPs 핵종을 제거함으로써 염을 재

생하여 해환원  해정련(제련) 공정에서 재활용할 수 잇도록 하는 기술  공

정장치와 이들 재생공정에서 발생되는 처분 상 잔류 폐기물을 안정한 고화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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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기술  공정장치를 포함한다.

  염폐기물 재생·고화 기술을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iCl염 재생

의 경우에는 경막 결정화법을 이용하여 부분의 핵종을 소량의 염 내에 농축시켜

서 고화 처리하고 상 으로 정제된 다량의 염은 재활용하는 기술  개념을 갖고 

있다. 공융염 재생의 경우에는 산소와의 반응을 통해 희토류 염화물 핵종을 산화물

로 환시킨 후에 침 시키면 상부의 순수염층과 하부의 침 물 층(희토류 산화물

과 소량의 공융염이 포함된 상태)로 층 분리가 일어난다. 이때 상부 층은 바로 재활

용 가능하며, 하부 층은 감압증류공정을 통해 희토류 산화물과 순수염으로 분리한 

후에 회수된 염은 재활용하고 희토류 산화물은 최종 처분을 해 고화 처리하는 개

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까지 개발된 상기 공정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PRIDE(공학규모 이로 일 공

정 Cold 시험시설)용 염폐기물 재생·고화 공정장치를 분류하여 각 공정장치의 개요 

 제원, 운 특성 등을 다음에 기술하 다.

        (나) 핵물질 특성 분석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PWR 사용후핵연료의 제원은 12종류이며, 기농

축도의 분포는 1.6 ~ 4.5 wt%, 방출연소도의 분포는 10,000 ~ 60,000 MWd/tU, 냉각

기간은 1~30년의 분포를 가지므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사용후핵연료가 존재한다. 

이로 건식처리시설은 이처럼 다양한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될  계획이다. 2010년 ․후반부터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는 기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 GWd/tU에 상응할 것으로 상되며, 2008년말 재까지 발생한 사용

후핵연료는 기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45 GWd/tU 이하 역에 99 % 정도

가 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기 발생  향후 발생될 사

용후핵연료를 상으로 발생물량, 설계제원, 장 핵연료 농축도, 방출연소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 이로 시설(ESPF, KAPF)의 기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

다.

  기존 발생핵연료는 원자력발 소에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 으며, 향후 추이는 제

3차 력수 기본계획을 근거로 분석하 다. 1,400 MWt  원자로는 원 수명 60

년을 가정하 으며, 그 외의 호기는 40년 운 수명을 가정하 다. 선정된 기 핵연

료는 기농축도 4.5 wt.%에 상응하는 시 의 방출연소도 값인 ～45 GWd/tU에 

10 GWd/tU의 보수성을 추가하여 방출연소도가 55 GWd/tU인 16 X 16 핵연료(냉

각기간 10년)를 일차 으로 기 핵연료로 선정하 으며, 향후 추이에 따라 보정해 

나갈 계획이다. 



- 306 -

        (다) 핵물질 흐름 분석

            KAERI에서 ESPF를 상으로 10 톤/년 처리용량을 갖는 ESPF에서의 

물질수지를 Fig. 3.3.34에 종합 으로 제시하 다. 외국의 실험결과와 이론 인  추

정을 통하여 수행하 다.

 

Fuel Loss 1.960
U 1.858 U 339.833 ⑪ U 31.292

NM 39.0232 R1 TRU 0.028 TRU 0.000 TRU 0.028
Clad 2560.0000 6 NM 0.025 NM 0.000 NM 0.000
SS added 512.0000 Clad 2560.000 REFP 0.000 REFP 0.0340
U 0.331500 Total 339.833 Cs 0.0000
TRU 0.000280 REFP 0.034 Sr 0.0000
REFP 0.000343 Cs 0.008 416.323 0 0.0000
Cs 0.000081 Sr 0.002 Total 31.354
Sr 0.000025 1-1 FP (I,Tc) 0.003 1-2 2-1
FP (I,Tc) 0.000032
Total 3111.3555

U 9291.060 U 9289.202 U 9628.234
TRU 140.244 Temp 1200 oC TRU 140.216 TRU 140.136
NM 126.098 NM 38.998 NM 38.998

U 9291.060 Clad 2560.000 U 0.000 REFP 171.679 U 0.800 REFP 171.679
TRU 140.244 REFP 171.714 TRU 0.000 Cs 0.815 TRU 0.080 Cs 0.075
NM 126.098 Cs 40.740 NM 87.075 Sr 12.307 NM 0.000 Sr 1.130

Clad 2560.000 Sr 12.310 REFP 0.000 FP (I,Tc) 0.000 REFP 0.000 FP (I,Tc) 0.000
REFP 171.714 FP (I,Tc) 15.985 Cs 39.918 Total 9653.217 Cs 0.822 Total 9980.252

Cs 40.740 Total 12358.150 Sr 0.000 Sr 12.420
Sr 12.310 FP (I,Tc) 15.981 FP (I,Tc) 0.000

FP (I,Tc) 15.985 Total 142.974 Total 14.121
Total 12358.150 Total HM 9798.150

others
(Xe, Zr, Ba, Te,

Kr, Rb, Cd, Sn,

Se, Sb, H, C, Br)

2435.752 LiCl 720 kg/batch
Selective trapping ⓑ-2 Cs 0.082 <-- 0.082

7 5-1 Sr 1.242 <-- 1.242

ⓑ-1 Total 1.324
142.974 LiCl 800 kg-total

402.74 142.974 Cs 0.740
Sr 11.178

Total 811.917

648.694 Cl2 487.150

224.070

Cl2 83.923 CWF 2760.519
147.141

1294.320

Total 1921.130
U 31.292

TRU 0.000
U 40.639 ⑤ NM 38.998

TRU 140.164 ⑩           ③ REFP 0.0000
Cl2 16.410 NM 0.000 U 327.507 Cs 0.0000

REFP 171.713 ⑩ Cl 147.141 Sr 0.0000
Cl2 61.211 Cs 0.075 FP (I,Tc) 0.0000

531.018 Sr 1.130 Total 70.290
FP (I,Tc) 0.000

5-2 4-2 4-1 Total 353.721 3-1

ⓓ
U 0.000 U 8.509 ⑮

TRU2O3 0.154 TRU 0.140 TRU 41.661
RE2O3 132.601 REFP 113.685 NM 0.000
Total 132.755 Cs 0.075 REFP 147.701 ⑮

Sr 1.130 Cs 0.075 U 32.130 ⑬ U 9830.109 ⑦
18.902 FP (I,Tc) 0.000 Sr 1.130 TRU 98.503 ⑬ TRU 1.259 ⑧

Total 115.029 ⑭ FP (I,Tc) 0.000 NM 0.000 ⑨ NM 0.000
Total 199.075 REFP 24.013 ⑬            U 254.839 REFP 10.595 ⑧

Cs 0.000 TRU 1.259 Cs 0.000
CWF 663.773 Sr 0.000 NM 0.000 Sr 0.062

FP (I,Tc) 0.000 REFP 10.595 FP (I,Tc) 0.000
U 8.509 Total 154.645 Cs 0.000 Total 9842.026

TRU 41.521 Sr 0.062
NM 0.000 FP (I,Tc) 0.000

REFP 34.016 Total 266.756
Total 84.046 LiCl 8.736 ⑫

KCl 10.764
Total salt 19.500 per batch

LiCl 8.736
KCl 10.764

U 414.437 Total salt 19.500
Zr 70.012 per batch

8 4-3 3-2

Cd

U 455.076 U 40.639 U 9575.270 9247.762
TRU 140.023 TRU 140.023

REFP 58.029 NM 0.000
Zr 70.012 REFP 58.029

Cs 0.000
Sr 0.000

Total 238.691
Total 723.140

Flowsheet and Mass Balance for Treatment of 10MTHM of Oxide Fuel with 4.5wt% U-235. 55,000 MWD/MTU, 10-yrs cooling

Final waste (10MTHM/yr)

Off-gas
treatment

Fuel assembly U3O8 powder
Decladding/Voloxidation

ⓞ

Other FPs

Metal
waste

Cs+Fly ash

(I, Tc)+AgX, Ca based

filter

Cathode
forming

TOTAL 8456.777

  - Ceramic 3424.292
       - Vitrified 1921.130

U dendrite

500

Reduced metal powder

(Melt Crystallization)

LiCl purification        ⓑ

Electrorefining

LiCl-KCl ④

Oxide reduction ②

LiCl  ①ⓐ

Cd distillation

U oxide

Cd/(LiCl-KCl)

800 kg/batch

Chopping

U/TRU/Cd

Electrowinning

Cd/(LiCl-KCl) 108 kg/batch

Salt purification ⓒ

 (oxide precipitation)

Residual Actinide
Recovery

2. waste form
3111.356
5345.422

1. Metal waste

65U-20TRU-5RE-10Zr (wt.%)

Fuel
Fabrication

waste form

fabrication

Waste form

fabrication

(using SAP)

I, Cs, Tc, Ru, Rh, Te, Mo

U productTRU product

Anode 

O2 O2

LiCl

Recycle

O2

final waste 

form

Depleted U, Zr

Cl2

Metal Waste Fabrication

Initial U 
loading

Cl2

glass frit & 

chemical agent

matrix(SAP) & 

glass frit

UO, 
UO2

LiCl+KCl

Recycle

Hull

final waste 

form

Metal  fuel

Fig. 3.3.34. Flowsheet and Mass Balance in the ESPF.

  다. 기  이로시설 개념 설정

     Fig. 3.3.35에 제시된 과정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서 제시한 이로시설의 설

계개념을 시설특성, 공정특성, 공정물질특성  공정물질 흐름도 분야별로 분리하여 

각각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3.3.18에서는 이들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안 조치 에서의 기 이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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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Diagram for the Determination of a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Concept.

     (1) 이로시설 개념의 상호비교

        미국, 일본  한국에서 제시한 이로시설 개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Table 3.3.18에서 비교하 다. 역사 으로 볼 때, INL의 FCF가 EBR‐II의 속사용

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시설로 건설되면서 이로공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3.18에 제시된 여러가지 개념들은 속사용후핵연료에서 TRU를 추출하는 

공정인 해정련공정에서부터 고속로의 신핵연료를 제작하는 공정까지는 FCF에서 

개발한 공정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한 형태의 공정을 택하고 있다. 

  각 개념별로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 최근에 발표된 내용 에 시설개념에 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Table 3.3.19와 같다. 부분 개념설계 단계에 있으며, 단지 

FCF만 속핵연료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ESPF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비방사선 시설은 PRIDE의 상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다. 공정장치의 개념설계

는 이제까지 변천되어 온 것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update해 

나갈 것이므로, 재의 공정장치 개념에 큰 비 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변천과

정의 추세를 악하고, 앞으로 발 될 이로 공정에 용할 수 있는 안 조치 장

비를 개발하고, 이에 맞는 안 조치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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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Name Institute

Published 

Material

(Year)

Status
Capacity

(tHM/yr)

MOX Fuel Recycle 

Facility
 CRIEPI 2008

Conceptual

Design
38

SFRF GE-Hitachi 2003
Conceptual

Design

Startup : 915

Transition: 317

Equilibrium: 48/15

ESFR

GEN-IV 

PR&PP 

Forum

2008 Hypothetical Design
LWR : 26

ESPR : 11

ARTF ANL 2006 Conceptual Design 100

 FCF INL 2006
Operating & 

Conceptual Design
-

PRIDE Facility

 (Inactive SPF) KAERI 2009 

Detailed Design 

10

ESPF Conceptual Design

KAPF KAERI 2005
Conceptual Process 

Design
100

Table 3.3.18. Comparison of Pyroprocess Facility Concepts Suggested by US,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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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Name
Operating Days

(days/yr)

Input material 

(Spent Fuel)

Output 

Material
Remarks

MOX Fuel 

Recycle 

Facility

200 LWR MOX U-TRU-RE UO2 Recovery

SFRF -
LWR

ALMR
ALMR Fuel Three Step Operation

ESFR 240
PWR

AFR
ESFR Fuel

One LWR + four 

ESPRs

ARTF 200 PWR U-TRU-RE -

FCF - EBR-II SFR Fuel Constructed Facility

ESPF 200 PWR SFR Fuel
Continuous 

Electrorefining Process

KAPF 200 PWR SFR Fuel -

Table 3.3.19. Material Characteristics in the Six Pyroprocessing Facility 

Concepts

  Table 3.3.20에는 각 이로시설의 공정개념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 다. 주요

한 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단, 분말화, 환원, 정련  제련 공정까지 일련의 공정

으로 각 개념별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Table 3.3.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입력

물질도 출력물질도 동소이하다. 이와 같은 동일한 단 공정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이로 공정들이 모두 INL이나 ANL에서 제시한 개념을 차용하거나 이를 변형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단지 비고란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각 개념마다 용도에 따라 개

별 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의 공통 을 찾는다면, LWR 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공정을 거쳐서 고속로의 신연료를 만드는 것이 모든 개념에서 공통 이다. 이 공통

을 포함하는 시설을 기 이로시설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 6 개의 개념들은 지  당장 실  가능한 개념인가 하는 을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로의 주요한 단 공정에서 용량증 가 힘든 공정이 해환원공정

이다. 해정련이나 해환원은 INL의 FCF에서 공학규모 용량의 핵물질을 취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해환원은 실험실 규모에서만 실험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큰 용량에 해서 기술 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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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재 기술로는 배치 크기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를 극복하

기 해서 해환원장치를 여러 로 나열하는 것도 경제 으로 효율 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에서 본다면 단기 으로 연간 수십톤 이상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

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2) 기 이로시설의 의미  설정원칙

        앞으로 IAEA와 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기  이로시설은 Table 

3.3.20에 제시한 바와 같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깝게는 2～3 년내에 MSSP에

서 계획되는 안 조치설계와 안 조치성 분석을 수행할 상이며, 타국가에서 이

로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때, 안 조치 설계의 기 시설이 된다. 앞으로 기  이로

시설이 건설되면, 이 시설은 IAEA가 이로시설에서의 안 조치 기술을 검증하는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NO Purpose Remarks

1
  MSSP 2‐3차년도에 수행할 안 조치설계  안 조치성 분

석의 상시설

2
  앞으로 IAEA가 핵물질 계량장비  감시장비를 개발하는 

기 이 되는 시설

3
  타국가에서 이로시설을 설계할 때, 본 기 시설의 안 조

치 설계를 용할 것임

4
  본 시설이 건설  가동되면 IAEA의 안 조치기술을 실증

하는 시설이 될 수 있음

Tokai-mura 

Reprocessin

g Plant

Table 3.3.20. Purpose of the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기  이로시설을 설정하기 해서는 Table 3.3.21에 

제시한 바와 같은 원칙을 정했다. Table 3.3.21에 제시된 조건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도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개념을 포용하는 시설과 단순한 시설은 서로 반 되

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런 을 서로 조화시켜 기술시설을 정해야 할 것이다.

  안 조치 에서 본다면 가능한 한 큰 용량의 시설을 상으로 안 조치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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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수 있으면, 이 보다 용량이 은 시설은 쉽게 안 조치 근이 가능할 것이므

로, 용량 시설을 기 시설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당분간(10 년 내)은 

실 이 불가능한 시설을 기 으로 안 조치 설계를 해 놓고, 세월 지나서 새로운 

공정개념으로 개선되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 큰 문제다. 따라서 큰 

용량 못지 않게 실 가능한 시설로서 기 시설을 정하는 것이 요하고 실제로 건

설할 시설을 기 시설로 정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모든 개념을 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기 시설을 정하는 것도 요하다. 즉, 

기 시설에 해서 안 조치 설계  근 방안을 개발하면 다른 모든 시설에서 활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 Requirement Remarks

1
A facility concept including most pyroprocessing facilities 

designed in the world
Generic

2 A facility concept including most essential processes Common

3 A facility concept to be constructed within 10 years Practical

4
A facility concept to cover the improvement of the 

pyroprocess apparatus and techniques 
Common

5
A concept of a facility in which processes are specified and 

a nuclear material flowsheet is setup
Practical

6

A concept of a small facility in which the Limit of Error on 

Material Unaccounted For (LEMUF) might be more than the 

IAEA Detection Goal

Practical

Table 3.3.21. Requirement of a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Concept 

     (3) 기  이로시설의 설정안

        앞에서 제시한 기 시설 결정원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안을 제

시하 다. 1 안은 앞에서 분석한 6 개의 시설 내용을 부분 포용할 수 있는 시설

이고, 2 안은 기본 인 공정을 구비한 단순한 형태의 시설이고, 3 안은 실제 건설

하고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정하 다. 부분의 공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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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공정에 비 을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단된

다. 실 가능성이나 취  핵물질량 등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 포 인 시설(1 안)

               앞에서  분석한 시설 에서 GEN‐IV PR&PP가 기존의 여러가지 

시설의 특성을 조합하여 만들어졌고, 특히 고속로와 연계해서 물질 수지를 잘 맞춰

놓은 시설이다. 따라서 Fig. 3.3.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GEN‐IV PRR&PP의 모델

을 근간으로 해서 일본의 UO2 회수 공정과 한국에 제시한 연속공정을 추가한 시설

을 기 이로시설의 제 1 안으로 선택하 다. 1 안은 앞에서 제시한 설정원칙 

에서 세계의 각국에서 제시한 개념설계를 가능한 모두 포용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

다.  

Fig. 3.3.36. 1st Candidate for the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Based 

on the GEN-IV PR&PP Model.

           (나) 단순한 형태의 시설 (2 안)

                INL과 ANL에 제시한 기본 인 이로공정을 구비한 단순한 형태

를 취하고 있는 Fig. 3.3.37과 같은 형태를 2 안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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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기구축 시설(3 안)

                Table 3.3.21에 제시된 기 시설 설정원칙에서 실 가능하는 시설

에 비 을 두어, 2016 년에 건설 완공할 정인 ESPF를 3 안으로 선택했다. Fig. 

3.3.38에는 ESPF의 공정 흐름도를 제시하 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 공

학규모 이로 비방사선 실증(PRIDE)시설의 상세설계를 완료하 으며, 여기서 설계

하는 공정들은 부분 ESPF에 설치될 정이다. 

     (4) 기 이로시설의 설정 

         2009 년 9 월에 IAEA 본부에서 개최한 제 3 차 실무그룹회의에서 앞에

서 제시한 3 개의 기 이로시설안에 해서 IAEA, KAERI  KINAC이 모여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 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MSSP 과제는 수행하는데 있어서

는 3 안을 기 이로시설로 정하 다.  

Fig. 3.3.37. 2nd Candidate for the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Based 

on the INL and ANL.

  라. 결언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 제시한 6 개의 이로시설의 개념

을 분석하고, 기 이로시설의 결정원칙으로 정한 후, 이를 근거로 3 개의 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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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정안을 정했다. 즉, 제 1 안은 포 인 안으로 GEN‐IV PR&PP 모델을 근간

으로 일본의 UO2 회수와 한국의 해정련 연속공정을 가미한 개념의 시설로 정했

다. 제 2 안은 단순한 형태로 기본 인 이로공정을 구비한 시설로 정했다. 제 3 

안에서는 조기에 실 가능하고 2～3 년내에 안 조치설계와 안 조치성 분석이 가

능한 KAERI의 ESPF로 정했다.  보고서의 분석내용과 제시한 기 이로시설안을 

심으로 IAEA와 논의하는 끝에 최종 으로 3 안을 기 이로시설로 설정하 다. 

MSSP 과제의 2 - 3 차년도 수행에 있어서는 이 기 이로시설을 상으로 안

조치 시스템 설계  안 조치성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으로 이로시설에 한 

안 조치 근방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Fig. 3.3.38. 3
rd

 Candidate for the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Based 

on the KAERI E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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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CPF의 안 조치 이행  PRIDE의 설계정보서 작성

  가. ACPF의 안 조치 이행

     (1) 핵물질 계량 리  사찰 수검

        2009년말 재, ACPF 시설의 핵물질 재고 황은 Table 3.3.22와 같으며,  

ACPF 내 핵물질 재고량은 30,480 kg-U이다. 당해 단계 연구기간 동안 ACPF와 

연구소 내 시설 간 총 9회의 핵물질 이동이 있었으며, 특히 2007년 7월에는 

DUPIC 시설로 이동 이던 사용후핵연료와 DUPIC 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표

시료를 이용하여 ASNC의 측정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IAEA 사찰 수검  사찰  방문 황은 

Table 3.3.23과 같으며, 사찰 이외에 감시 장비 설치를 한 IAEA의 기술 방문이 

추가로 3회에 걸쳐 있었다. ACPF의 사찰결과에 한 상세 내용은 부록 5에 수록

하 다. 

일련 

번호

Serial 
No.

배치명

Batch
Name

용기번호

Container 
No.

품목 수

No. of 
Items

물질형태

Material Type

총무게 

(g)
Gross Wt.

포장무게

(g)
Tare Wt.

순무게 

(g)
Net Wt.

Weight (g) of 
KMP

Element U-235 Pu

1 AF-N1 AF-N1 1
UO2 Pellet 

(JQOB)
6,500 820 5,680 5,007 B

2 AF-N2 AF-N2 1
U+LiCl salt

+Carbon 
(TVOB)

16,620 2,264 14,356 8,012 E

3 AF-N4 AF-N4 1
U+LiCl salt 

(VROB)
3,620 1,980 1,640 1,012 E

4 AF-N5 AF-N5 1
U+LiCl salt 

(VROB)
10,000 560 9,440 5,827 E

5 AF-N6 AF-N6 1
U+LiCl salt+

Magnesia Filter 
(TROB)

9,040 7,060 1,980 1,222 E

6 AF-N7 AF-N7 1
U Ingot 
(VROB)

739 97 642 642 D

7 AF-N8 AF-N8 1
UO2 Pellet 

(JQOB)
1,603 803 800 705 B

8 AF-N9 AF-N9 1
U3O8 Powder 

(GUOB)
1,780 880 900 763 C

9 AF-N10 AF-N10 1
U+LiCl salt+

Magnesia Filter 
(TROB)

15,140 1,140 14,000 7,290 E

합계 9 30,480

Table 3.3.22. Inventory Lists of ACPF

(2009년 11월 9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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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일 사찰 활동 내용 사찰 (국 )

‘07.07.31
-물자재고검증(PIV) 

-설계정보검증(DIV)

Mrs. P. Rodriguez(필리핀),

Mr. Anthony.P. Belian(미국)

‘07.08.22 - 간사찰
Mr. R. Hajdusek(슬로바키아),

Mr. B. Scott(미국)

‘08.03.25 -국가 물자재고검증(PIV) 여진균, 신장수, 심혜원, 종규(한국)

‘08.08.06 -물자재고조사/설계정보검증 Mr. Starovich(세르비아)

‘09.11.10
-국가물자재고검증(PIV)

-설계정보검증(DIV)
심혜원, 김정수(한국)

Table 3.3.23. The Status of IAEA/KINAC Inspection for ACPF

     (2) IAEA 감시장비 설치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IAEA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안 조치 이

행 실무그룹 회의에서 ACPF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테스트에 비하여 IAEA의 감

시 장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회의 이후 2008년 11월부터 감시 장비 설치를 

한 세부사항에 해 IAEA와 의를 진행하고, 2009년 4월에 감시 장비를 수령하여 

2009년 5월부터 사  비작업  장비설치 작업을 수행하 으며,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IAEA 감시 장비의 설치도와 설치된 감시 장비의 모습은 Fig. 3.3.39와 같다. 

  ○ ACPF 내 IAEA의 감시장비 설치  이를 한 원 분 함, 신호 이블 배선,장

비 고정 라켓 설치 등 사  작업 수행.

-작업자: 해동 기공사

-소요 기간: 3일 (2009. 5. 4 - 6)

  ○ 감시카메라 설치

-작업자 : IAEA 직원 1 명 + KAERI  해동 기공사 지원

-설치 내용: 감시카메라 3   서버, 인터넷 회선(ADSL) 설치

-소요기간: 5일 (2009. 5. 13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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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자 모니터 장비 설치

-작업자: IAEA 직원 3명 + KAERI  해동 기공사

-설치 내용: 성자 모니터(핫셀  격리실 출입구 상단에 설치) 3   SLAB 

검출기(Maintenance Cell 내부) 1  , IAEA Cabinet 1  설치.

-소요기간: 5일 (2009. 6. 1 - 6. 5)

  한, ACPF의 핵물질 계량 리를 목 으로 본 과제에서 개발한 ASNC를 IAEA의 안

조치에 활용하기 하여, ACPF의 감시장비 설치 차 방문한 IAEA 사찰 과2009년 5

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던 한-IAEA 회원국지원 로그램 회의에 참

석한 IAEA 측 참석자들에게 ASNC에 한 기술 인 설명과 향후 력 방안에 해 

의하 다. 그 결과, IAEA는 기존 IAEA cabinet에 ASNC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조사와 련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하 다. 그러나 2009년 8월 

IAEA 측에서는 ASNC의 측정자료를 별도의 장매체(Compact Disk, CD)에 장하여 

IAEA 측에 달해  것을 요청하 으며, 본 과제에서는 이를 우선 수용하고 ASNC의 

IAEA cabinet에 연결하는 문제는 향후 IAEA 측과 지속 인 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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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감시장비 설치 치(맨 )  설치된 감시장비  모습 ( 쪽부터 카메라 서버 

 IAEA cabinet, 카메라#1, 카메라#2, 카메라#3, 성자검출기#1, 성자검출

기#2, 성자검출기#3, SLAB검출기, SLAB검출기 신호 이블 penetration 

hole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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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RIDE의 설계정보서 작성

     (1) 기 설계정보의 제출

        한·IAEA 면 안 조치 정(INFCIRC/236)  원자력법 시행령 제 324조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 

156호)에 의거하여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이 장·사용·생산되는 원자력 

계시설 등에 한 설계정보  설계정보서를 Table 3.3.24와 같이 설계정보서의 

종류  보고 기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 에 보고하여야 한다[3.3.34]1).

  동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과제의 1단계 연구(2007-2009)에서는 공학규모 이로 

일 공정 cold 시험시설(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PRIDE)에 한 설계정보((Design Information, DI)  기 설계정보서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DIQ)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경유, 

IAEA에 제출하 다. 

  PRIDE 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변환시설(DUF4 Conversion Plant, 

시설코드 : KOI)을 재활용하여 구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인 변환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하고, PRIDE 시설의 구축 계획이 수립된 직후인 2008년 8월

에 PRIDE 시설의 건설계획을 반 한 변경된 변환시설의 설계정보서를 IAEA에 제

출하 다. 이후, 2009년 3월 에 열렸던 한-IAEA 안 조치이행 실무그룹회의에 

PRIDE 시설의 설계정보서(DIQ) 제출 련 의제를 상정하여 ‘시설 구분’  설계정

보서 제출 일정에 하여 IAEA와 논의하 다. 그 결과, PRIDE 시설의 구분을 ‘기

존시설’이 아닌 ‘신규 시설’로 구분하기로 하고 신규 시설에 하는 보고 종류  

기한에 의거하여 설계정보서를 제출하기로 하 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PRIDE 구

축 일정을 감안하여, 기 설계정보는 기 제출한 변환시설의 변경된 설계정보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계정보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곧바로 기 설계정보서를 제

출하기로 IAEA와 합의하 다. 

     (2) 기 설계정보서의 제출

        2009년 3월에 PRIDE 시설에 한 설계정보서 제출 일정을 의한 이후, 

IAEA는 2009년 5월에 PRIDE 시설을 변환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물질 수지코

드(KOV2)를 부여하 다. 본 과제에서는 2009년 7월에 PRIDE 시설에 한 기 

설계정보서를 IAEA에 제출하 으며, 설계정보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3.3.25와 같으며, 시설 내 핵물질 흐름도  주요측정지 (KMP) 구성도는 Fig. 

3.3.40  Fig. 3.3.41과 같다.

1) 원자력통제 련 법령집-안 조치분야 규범(제1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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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에는 IAEA 사찰 이 방문하여 PRIDE 시설에 한 장 조사

(Preliminary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를 실시하 다. 그러나 변환시설의 

제염작업이 당  상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고, PRIDE 시설의 건설 련 산의 확

보가 지연되어 PRIDE 시설의 최  핵물질 반입 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최종 설계정보서의 제출도 당  계획 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정이다. 

  PRIDE 시설에 한 설계정보서 제출, 시설부록 취득 등과 같은 안 조치 이행 

황  계획을 요약하면 Fig. 3.3.42와 같다. 

시설

구분
보고 종류 보고 내용 보고 기한

신규

시설

기 설계정보

기사업계획, 비설계, 건

설  운 개시일 등에 한 

기 설계정보

건설계획 는 건설허가 결

정 후 1 개월 이내

상세 설계정보
기 설계정보 보다 상세한 

단계별 설계정보

기 설계정보 변경 는 

기 설계정보 보다 상세한 

건설계획의 확정 후 1개월 

이내

기 

설계정보서

건설계획에 근거한 개  

설계정보서로서 국제원자력

기구가 정한 서식

건설시작 7개월 이 까지

최종 

설계정보서

건설된 설계내용에 따른 상

세한 설계정보서로서 국제원

자력기구가 정한 서식

최  특정핵물질 반입 7개

월 이 까지

기존

시설

설계정보서의 

주요사항 변경

설계정보서의 변경 는 시

설부록에서 사  통보사항으

로 명시된 주요사항의 변경 

내용

설계정보서의 변경 1개월 

과 변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제출

설계정보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설부록에서 사  통보사항

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내용

설계정보 변경 후 최  재

고변동보고서와 함께 제출

Table 3.3.24. The Class of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 321 -

주요 항목 기술 내용 추가 제공 자료

일반 정보

- 시설명, 치, 운 자, 시설

개요, 목 , 황, 건설일정, 

운 형태, 시설책임자, 시설

용량, 사용핵물질 등  

- 시설 건설 일정표, 설계도면, 시

설의 치도(지도), 연구원 건물

배치도  목록, 핵물질안 조치 

련 조직도, 핵물질 흐름  공

정도, 설치될 장치목록 등  

핵물질  

핵물질 흐름 

- 핵물질 취 장비, 계량단 , 

핵물질의 물리 /화학  형

태, 농축도/Pu함량, 취  핵

물질량, 폐기물발생량/형태, 

기타 핵물질, 핵물질 확인방

법, 시설 외부의 방사선  

등

- 핵물질 흐름도, 작업, 장, 

기타 구역의 핵물질 형태  

취 량(물질수지) 등

- 발생되는 폐기물 정보 

- 주요 측정지 (KMP) 구성도, 

물질수지표 등

계량 리 

리구역의

핵물질 취  

정보 등 

- KMP별 핵물질 양/종류, 핵

물질 총 취 량, 핵물질의 형

태 변경, 수송(이동)경로, 반

출입 빈도, 이송장비,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차폐, 

물리  방호, 안 리, 계량

리 방법, 각종 보고서식, 

격납/감시 수단, KMP 별 질

의내용(재고변동형태, 용기, 

측정수단, 오차, 장비교정 

등), 기타 정보(시설의 안

조치 련)

- 재고변동보고서, 물자재고목록, 

물질수지보고서, 핵물질 이동기

록부 등의 서식, 주요측정지 별 

재고변동형태, 용기, 측정수단, 

오차, 장비 교정 등에 한 상세 

정보

Table 3.3.25. The Main Contents of PRIDE D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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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2. Safeguards Implementation of the PRIDE.



- 325 -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 구 개 발  목표  달 성 도

  본 과제는 이로 공정의 핵물질 계량 리 기술 확립  안 조치성 평가 등을 

통해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에 한 국제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한 연

구 과제로서, 당해단계 연구에서 이로 공정 시설의 안 조치 기술실증에 필요한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핵특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로 공정 시

설의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 등에 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연

구목표를 달성하 다. 이를 요약하면 Table 4.1.1과 같으며,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8개의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상으로 미국 LANL  IAEA 문가와 국제공동으

로 ASNC의 성능검증을 실시, Cm-244의 측정오차가 1.42 %로 결정되어 당  목

표치(> 5 %)를 과 달성하 다. 한, 미국과 IAEA의 문가로부터 세계 최 로 

사용후핵연료 상의 Triples를 측정한 핵물질 비 괴 계량장치라는 평가를 받았으

며, 이는 IAEA로부터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기술기  마련을 한 회원국 지원 

로그램(MSSP)을 요청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해정련 공정에서 회수우라늄의 U-235 함량 측정을 하여 피동형 성자 계

수기와 성자 선원( 성자 발생장치  Cf-252)을 결합한 능동형 성자 계측시

스템을 구축하 으며, 성자 선원에 의한 유도 핵분열이 최 가 되도록 성자 감

속재의 치와 두께를 최 화하 다. 한, 농축도 0.7  2.67 wt%의 산화우라늄 

분말시료(0 - 4 kg)를 상으로 U-235 함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 오차가 3.86 %

로 나타났으며(목표 측정 오차 5 %), 산 시뮬 이션(MCNPX/ ORIGEN-ARP)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해정련공정의 회수우라늄에서 TRU 잔여물이 0.01 % 정

도 혼합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측정오차로 측정 가능함을 입증하 다.

  이로 공정의 핵물질 특성 분석 기술을 검증하기 하여 십자형 시 기를 장착

한 감마선 측정 장치와 고효율 소형 성자 계수기를 차폐 로 박스에 설치, 감마

/ 성자 신호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Checking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감마선 측정장치의 성능시험을 완료하 다. 한,  4호기의 

J502-R13 사용후핵연료 을 상으로 감마선 분 분석법에 의한 연소도와 Pu/U 

비율 측정한 결과, 화학분석값 비 측정오차가 각각 4.5 %  0.8 %로 나타났으

며, 이는 기존 감마선 분 법의 측정오차 5 % 보다 낮은 값으로, 당 의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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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비고
4)

1.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확립 55 90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개발 20 100

ACPF 
핵물질 계량 

 감시 

장비의 성능 

시험

 ASNC의 Cf-252 상 성능평가

 - Cf-252 (2.8×106 n/s)를 이용, 성능시험 

수행(측정효율: 20.8 %, sample cavity내 

효율 균질도 : 98.68 %)
 ASNC의 사용후핵연료 상 성능평가

 - 사용후핵연료 표 선원을 이용, LANL/ 
IAEA 문가와 공동으로 Cm-244의 

성자 측정 시험수행(측정오차: 2.18 
%)

 ACPF의 감시시스템의 성능시험 수행 
 - VPN을 이용하여 IAEA, JAEA  KINAC

에 1회/일 감시데이터를 송신. 

ASNC 성능평가 

보고서

ASNC 성자 

측정효율 : 20.8 %,  
sample cavity내 효율 

균질도 : 98.68 % 
달성

ACPF 감시시스템 

성능시험 보고서

ACPF 감시자료 의 

IAEA/JAEA /KINAC 
간  송신 체계 구축  

 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기술 

분석

 해정련공정 핵물질 계량 방안 도출

 - 회수우라늄은 능동형 성자 측정방법

을, 회수 TRU는 능ㆍ수동 겸용 성자 

측정 방법을 계량 방안으로 도출.
 능동형 성자 측정 시스템 구축 완료 

 - 비 성능시험 수행(90 kV에서 성자 

발생률: 약 5x105
 n/sec).

도출된 계량방안 에 

한 LANL  문가 

타당성 확인

 성자 발생기의

 성능시험 결과

 (90 kV에서 성자 

발생률: 약 5x105
 

n/sec)

를 달성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내부 치별 감마  성자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고리 1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C15를 비롯, 4 개의 집합체를 상으로 감마/ 성자 

세기를 측정하고, 이 실험데이터를 미국 LLNL에 수출하 다. LLNL에서는 동 데이

터를 근거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용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IAEA 사찰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우리의 측정기술을 세계에 

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를 하여 미국 LANL과 공동으로 

100 MT-HM/년 규모의 KAPF 시설에 한 안 조치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 으

며, PRIDE 시설에 한 IAEA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을 취득하기 한 

기 설계정보서(DIQ)를 IAEA에 제출하 다. 한, 한-IAEA간 이로시설의 안 조

치 기술기  마련을 한 공동연구(MSSP)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안 조치 기술을 

국제 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Table 4.1.1. 당해 단계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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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비고
4)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검증 20 100

사용후핵연

료를 이용한 

ACPF 
안 조치 

기술 검증

 사용후핵연료 Rod-cuts을 이용, ASNC의 

기술 검증 완료. 
 ASNC의 Cm-244 측정오차 0.25 %와 샘

 공간 상 오차 1.40 %를 용 시, 20 
kg의 UO2(SNM 400 g) 시료의 특수 핵물

질 8 g(<목표치 10 g) 탐지 가능.
 ACP 실증시험에 사용할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핵물질계량 리용 데이터베이

스 구축 완료.

ASNC의 Hot test 
검증 결과 분석 자료

사용후핵연료  

ACP 공정물질 

계량의 추정값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장치 

개발

 능동형 계측 시스템 구축. 
 - 성자계수를 통한 계량 결과, 화학분석 

결과와 95 % 이상 일치함.
 - Cf-252 선원 용 시 100.8 g - 235U 

샘 에 해 3.86 % 오차 획득

능동형 성자 

계수장치  (국내 특허 

출원)
능동형 성자 

계수기 개발 보고서

◦Pyroprocess 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기술 확립 15 70

 해환원 

공정 

안 조치 

기술체계 

확립

 SF집합체(A17, A39, C15, F02, G23, J14, 
J44, K23)에 한 ORIGEN-ARP 코드 시

뮬 이션  집합체 별 ACP 공정물질의 

Singles, Doubles 상값 DB 구축.

ACP 공정물질의 

Singles/Doubles 
상값 DB 구축

 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 리 

시스템 개발

 능동형 성자 시스템 개선  검출효율

향상(13.2 % → 23 %). 
 외부 성자 선원(Cf-252, Am-Li)을 이용

한 성능시험  측정오차 감 계획. 

 성자시스템의 

검출효율 향상 (13.2 
% → 23 %)

사용후핵연

료 표 선원

을 이용한 

핵물질 계량

장비 성능시

험  검증

 다양한 형태(분말/펠릿/ )의 사용후핵연

료에 한 Cm-244 측정을 통하여 계량장

비의 성능시험  검증(2009.12 정).
 LIBS 기술  성자 공명 역 흡수율 

측정기술(SINRD) 용성 분석

 - Nd  Sm의 검정곡선과 이에 한 5%
이내의 측정오차 획득

표 선원을 이용한 

계량장비 성능시험 

보고서

LIBS 기술 용성 

분석보고서

2.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25 90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 방안 설정 9 100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설계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설계

 - SF 집합체(G23/J502) 상으로 27~60 
GWD/MTU의 총 8단계의 연소도에 

한 산코드 시뮬 이션 수행 

 - 연소도별 성자 계수값  오차, 방사

능, Cm ratio, (α,n) 성자 값 등을 분

석, 성능 검에 최 인 표 선원 설계

SF 연소도별 코드 

시뮬 이션 결과

 성자 계수기 성능 

검용 표  선원 

설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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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비고
4)

감마/ 성자 

통합 분석 

시스템 설계

 감마/ 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

 - 디스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 측정을 

한 이 원추형 감마시 기  시 집합

체 설계(MCNPX 코드를 이용하여 효율 

평가 : 10.7 %)
 - 감마/ 성자 동시 측정 정확도 : 98 %

감마시 기  

시 집합체 설계 

자료(효율:10.7 %)
 
감마선 측정장치 

설계 자료(측정 

정확도 : 98 %)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기술 개발 9 100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성능 시험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 선원 성능 

시험

 - 사용후핵연료의 표  연료시편(J502-R13 
시편)의 감마선 분 분석법과 화학분석

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비교ㆍ평가

감마선 측정장치의 

성능시험 결과 자료

감마/ 성자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감마/ 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개발

 - 감마/ 성자 신호의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감마/ 성자 신호를 취득, 상호연계 분석 
알고리즘 개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내부 치별 감마 

 성자 측정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감마/ 성자 

세기 측정 데이터 미국 LLNL에 수출.

감마/ 성자 신호분

석 알고리즘 개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감마/ 
성자 세기 측 정 

실험 데이터

◦Pyro 핵물질 핵특성 분석 기술 검증 7 70

Hold-up 
상인식 

시스템 개발

 Hold-up 상인식 시스템 개발

 - 핫셀 내 핵물질의 공간분포  손실  

측정용 hold-up 상인식 시스템의 설계 

 개발(수행 )

hold-up 상 인식 

시스템 설계 자료

감마/ 성자 

통합 분석 

기술 검증

 화학분석 값을 기 한 감마/ 성자 통합 

분석기술 검증(수행 )
 PC/FRAM을 사용한 Pu/U 측정 가능성 

분석(수행 )

감마/ 성자 통합 
분석 시스템 성능 

평가 보고서

Pu/U 동 원소 비 

분석 데이터

3.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 20 90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 요건 분석 7 100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 

요건 분석

 안 조치 시스템의 요소별 특성  안

조치 타당성 분석

 - LANL과 공동으로 100 MT-HM/년 규모의 

KAPF시설에 한 안 조치성 분석

 JD 확보를 한 기반 마련 
 - 해환원 공정실험 수행을 한 JD 비

보고서 작성 완료  
 - 이로 안 조치기술에 한 IAEA 회원 

국 지원 로그램(MSSP) 추진 합의

KAPF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보고서

ACPF JD 
비보고서

IAEA MSSP 추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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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비고
4)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7 100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핵물질 계량장비 측정오차 분석

 - 사용후핵연료(rod-cut)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ASNC의 Cm-244 성자에 

한 측정오차(정 도)는 ±1.42 %로 분석

 안 조치성 분석

 - 연간 10 톤 규모의 ESPF 시설의 U-235와 

Pu의 MUF 불확도 계산(U-235: 12.75 kg, 
Pu: 1.36 kg)

 Mockup에 한 설계정보(DI) 작성

 - PRIDE 시설의 설계정보 IAEA 제출 

ASNC 측정오차 

분석 자료

 이로 공정의 

핵물질 흐름분석 

자료

ESPF 시설의  MUF 

불확도 계산 자료

PRIDE 시설의 DI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비 평가 6 70

Pyroprocess 
시설의 

안 조치성 

비 평가

 이로 단 공정별 핵물질 측정방안 분석

 이로시설의 안 조치 개념설계  안

조치성 비 평가(수행 ) 
 - PRIDE, ESPF시설의 안 조치 시스템의 

개념설계 완료

 이로 시설에 한 안 조치성 분석 

산코드 개발(수행 ) 
 한-IAEA간 이로시설의 안 조치 기술

기  마련을 한 공동연구 수행(MSSP)
 ACPF의 안 조치 이행  PRIDE의  

설계정보서 작성 제출

PRIDE/ESPF의 

안 조치시스템 

개념설계 자료

 이로 시설의 

안 조치성 분석 

산코드

MSSP 1차년도 

진도보고서

PRIDE시설의  

기설계정보서

총계 100

제  2    외  기 여 도

  이로 공정의 핵물질 계량 안 조치 기술개발을 목 으로 수행된 본 과제의 1 

단계 연구에서는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기술 실증에 필요한 이로 단 공정 핵

물질 계량 리 기술과 핵특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로 시설의 안 조치성 분

석  비 평가를 한 연구를 수행하 다. 

  ACPF의 핵물질 계량 리 장비인 ASNC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테스트 결

과는, 고방사선 핫셀 환경 내에서의 ASNC의 안정 인 동작과 Cm-244 성자에 

한 정 한 측정 능력을 LANL  IAEA 문가의 참  하에 입증함으로써, 외

으로 사용후핵연료나 이로 공정 핵물질의 계량 리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능동형 성자 측정 기술은 성자 발생률이 낮아 수동형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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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우라늄  염 폐기물 등의 핵물질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므로, 해정

련에서 회수되는 우라늄 정량분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SF시편 시험결과는 화학분석 연소도, 

Pu/U 비율값과 비교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연소도에서 4.5 %, Pu/U비에서 0.8 % 

차이로 측정 정확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에 한 핵물질 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의 Pu 함량 측정기술 

개발에 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FRAM 감마선 분석기술은 미국 LANL과의 PCG 공동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은 분석 정확도에 한 검증을 통하여 PRIDE의 핵물질 계량 리에 용이 

기 된다. 미국 LANL과의 긴 한 력 하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Pu, Cm 핵분열 

감마선 검증  사용후핵연료 계량 리 용 검토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  핵물질 비 괴 분석 기술로 정립될 것이다.

  안 조치성 분석용 산코드와 안 조치 분석기술은 IAEA회원국지원 로그램

(MSSP : Member State Support Program)을 통해 IAEA에 제공되어, IAEA의 

이로시설의 안 조치 근 방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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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로 기술을 실 하기 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 투명성에 한 신뢰를 확

보하여야 하며, 이로 공정의 핵물질 흐름  계량 리 방안, 계량 장비의 측정 

불확도 등에 한 분석  평가를 통해 이로 시설에 한 안 조치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으로 이로 공정은 기술개발이 재 진행 이므로 이에 한 

안 조치 근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안 조치의 핵심인 핵물

질 계량 리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의 당해 단계에 개발된 기술들은 차기 단계에 수행

되는 이로 시설(PRIDE  ESPF)의 계량 리  안 조치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계획이다.  

1. 기술  측면

 •ASNC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테스트 결과는 고방사선 핫셀 환경 내에서

의 ASNC의 안정 인 동작과 Cm-244 성자에 한 정 한 측정 능력을 입

증하 으며, 여기서 축 된 경험과 기술은 앞으로 건설될 공학규모 이로공정 

시설의 비 괴 성자 측정장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능동형 성자 측정 기술은 성자 발생률이 낮아 수동형으로 측정하지 못하

는 회수 우라늄이나 염 폐기물 등의 실시간 핵물질 측정에 활용될 것이며, 핵

특성 분석 시스템은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는 시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새로 개발된 감마/ 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SF시편 시험결과는 화학

분석 연소도, Pu/U 비율값과 비교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연소도에서 4.5 %, 

Pu/U비에서 0.8 %이 내의 오차를 보여, 측정 정확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연료형태, 농축도, 비출력 등을 갖

는 SF시편에 하여 많은 시험자료를 축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되는 화학분석 횟수를 이면서 사용후핵연료에 한 핵물질 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한 일부 분석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핵물질 계량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FRAM 감마선 분석기술은 분석 정확도에 한 검증을 통하여 PRIDE의  핵물

질 계량 리에 용이 기 된다. 감마선 분 분석을 통한 Cm/Pu비 결정 기술

은 Pu과 Cm의 핵분열 감마선을 검증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계량 리를 한 

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차세  핵물질 비 괴 분석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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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조치성 분석용 산코드는 한-IAEA간 MSSP 과제인 “ 이로 시설의 안

조치방안 개발” 과제의 안 조치성 분석  안 조치 설계 기 자료 생산에 

활용될 것이다. 한, 이 산코드의 기능을 보완하여 PRIDE 시설의 안 조치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2. 경제․사회  측면

 • 이로공정 핵물질을 상으로 개발한  비 괴 핵물질 계량기술은 우리가 선

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은 이로시설의 안 조치용 IAEA 표 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핵물질 계량을 한 표 기술로 공인받으며, 

궁극 으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공학규모 Pyro 시설의 국제  인증과 건설 인.

허가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이로 시설의 안 조치 분석기술은 IAEA회원국지원 로그램(MSSP : 

Member State Support Program)을 통해 IAEA에 제공함으로써, IAEA의 이

로 시설의 안 조치 근 방안 개발에 기여하고, 유사시설의 안 조치 시스템 

구축의 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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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본 과제의 당해 단계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과 IAEA 

 OECD/NEA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국외 원자력 련 학술단체로부터 과제 수행기간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한 해외 과학기술정보는 다음과 같다.

 • 비 괴 성자 측정장치 련 : 핵물질 계량 리 시스템 개발에 활용

- The Epithermal Neutron Multiplicity Counter Design and Performance Manual: 

More Rapid Plutonium and Uranium Inventory Verification by Factors of 

5-20, LA-13743-M (2000)

-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Plutonium by Passive 

Neutron Multiplicity Counting, LA-UR-00-4788 (2000)

- Applications of Curium Measurements for Safeguarding at Large-Scale 

Reprocessing Plants, LA-UR-97-1449 (1997)

- The Use of Curium Neutrons to Verify Plutonium in Spent Fuel and 

Reprocessing Waste, LA-12774-MS (1994)

- W.D. Ruhter, R.S.Lee, H. Ottmar and S. Guardini, "Nondestructive assay 

measurements applied to reprocessing plants," Proceedings of the tripartite 

eminar on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at Radiochemical Plants, 

Obninsk, Russia, 135~155(1988).

 • 격납 감시  측정장치 련 : 핵물질 모니터링 개발에 활용

- James K.Halbig, "Overview of an Unattended Monitoring System", LA-UR- 

01-4547 (2001)

- D.G.Pelowitz, "An International Standardized Utility to Collect Data,   MIC", 

LA-UR-04-4360 (2004)

- K.Alvar, "UNARM(Unattended and Remote Monitoring) an Overview of Los 

Alamos Activities", LA-UR-01-3609 (2001)

- A.L.Tornton, J.K.Halbig, "BN-350 Mirror System", LA-UR-04-4402(2004)

 • 안 조치성 평가 련 : 안 조치성 분석  비 평가 연구에 활용

- Safeguardability o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LA-UR-04- 

4187, LANL, US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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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Safeguards Glossary, IAEA (2001)

- IAEA Guidelines Reference Report for the IAEA SSAC Advisory Service, 

IAEA (2005)

- Status and Trends in Spent fuel Reprocessing, IAEA TECDOC No. 1467, 

IAEA (2005)

- Safeguards Techniques and Equipment, International Nuclear Verification 

Series No. 1, IAEA (2003)

- Guidelines and Format for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Declarations 

Pursuant to Articles 2 and 3 of the Model Protocol Additional to Safeguards 

Agreements Details, IAEA Services Series No. 11 (2003)

- Passive Neutron Reactivity Measurement Techniques, LA-UR-99-878, LANL, 

USA

- Safeguardability of DUPIC, LA-12432-MS, LANL, USA

- International Safeguards for Pyroprocesssing: Options for Evaluation, LA-UR- 

03-0986, LANL, USA

- Safeguards Evaluation for a Proposed Pyroprocessing Facility, LA-UR-05- 

4364, LANL, USA

- The Epithermal Neutron Multiplicity Counter Design and Performance Manual: 

More Rapid Plutonium and Uranium Inventory Verification by Factors of 

5-20, LA-13743-M (2000)

-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Plutonium by Passive 

Neutron Multiplicity Counting, LA-UR-00-4788 (2000)

- Applications of Curium Measurements for Safeguarding at Large-Scale 

Reprocessing Plants, LA-UR-97-1449 (1997)

- The Use of Curium Neutrons to Verify Plutonium in Spent Fuel and 

Reprocessing Waste, LA-12774-M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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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SF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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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 터 설계 조건  사양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조사후시험

시설(PIEF)의 핫셀에서 차폐 로  박스로 이송하거나 는 로 박스에서 

핫셀로 안 하게 인입/인출하기 한 장치이다. 이 장치를 이용한 시편의 이

송 목 은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한 감마선  성자를 측정하는 것으로

서 기존 차폐 로  박스의 시편 인입/인출구 도어에 설치될 정이며, 장

치의 제작에 필요한 기본 조건  설계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가. 장치 조건

       본 장치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는 가장 단순하게 제작되어야 한

다.

   - 어 터의 자체하 을 최소화하면서 방사선 차폐기능을 유지하도록 

사용 구조재의 두께를 설정하여야 한다.( 로 박스의 두께로 별도

의 차폐 불필요)

   - 공기 에서 사용될 때 부식을 방지하고, 제염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구조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와 로 박스 도어의 크기를 비

교하여 기존의 도어를 그 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와 어 터 사이의  상태가 매끄럽게 

이루어 져야 한다.

   

  나. 설계 조건

      본 장치는 공 자에 의해 독립 인 장치로 설계/공 되어야 한다.

   - 기존의 SSEM(shield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용 사용후핵연

료 시편 이송용기를 그 로 활용하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

후시험시설(PIEF) 9409셀 리어도어(rear door)의 시편 이송용기 어

터와 동일한 형태이어야 한다.

   - 시편 이송용기 어 터(그림 1)의 제원은 기존 PIEF 9409셀의 어 터

와 동일하게 하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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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 어 터 재료는 일부 감마선을 차단하여야 하므로 도가 높을수록 

효과 이나 가공성, 경제성  구조물 무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편 이송용기와 어 터 사이의 연결 속시, 속 구조재간 마찰을 

최소로 일 수 있도록 특수표면처리를 하거나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야 한다.

   - 시편 이송용기 어 터는 핵연료 시편 인입시, 차폐 로 박스 인입

/인출도어를 일시 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속시키는 방법을 사

용한다.

   - 어 터를 차폐 로  박스에 속시키기 하여 별도의 어 터 캐

리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설계도면.

  다. 주요 사양

     - 시편 이송용기 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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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터의 외경은 500mm로 한다.

   * slid shield lid 의 끝단은 반경 60mm, 폭 120mm, 길이 230mm로 

한다.

      * 어 터 두께는 80mm 미만으로 하여 무게를 이도록 한다.  

     - 어 터 캐리어(그림 2)

  * 어 터를 차폐 로 박스 시편 인입/인출구에 속시키기 하여 

이동가능 캐리어 에 안치시킨다. 이를 하여 높이를 조 할 수 

있는 캐리어를 별도로 제작한다.

그림 2.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캐리어 설계도면.

2. 제작 요건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의 모든 부품의 제작은 한국공업규격 

 국제규격에 기 한 공 자의 제작방법  품질보증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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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질

     어 터의 재질은 공기와 하는 모든 부분을 부식방지와 제염을 용

이하게 하기 하여 표면처리된 SUS(그림 3)를 사용하고, 그 외의 모든 부

품은 각각의 기능과 용도에 합한 재질로 한다.

       

그림 3. SUS 표면 처리된 어 터.

         

  나. 용   열처리

      한국공업규격  국제규격에 기 한 공 자의 편람에 따른다.

  다. 도색

      공기 에 설치되는 부품  녹방지가 필요한 부 에 페인트를 도색

하며, SUS, 기/계장라인, 본 장치 내부 부품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부 는 

도색하지 않는다(그림 4).

  라. 제작 도면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제작 련하여 사 에 제작 도면

을 완성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 으며, 한 제작된 장

치를 차폐형 로 박스에 설치하기 에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출토록 한다(그림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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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장된 어 터 캐리어 모습.

  마. 표면처리

      기존 사용후핵연료 시편 이송용기와 본 어 터 사이의 원활한 속을 

해서 어 터 표면에 특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시험  검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 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제작  시험

에 한 검사는 한국공업규격, 제작구매시방  제작 도면등을 참조하여 제

작업체와 같이 아래 내용에 해 검사에 용해 본 결과 표 1과 같이 만족

하 다.

      - 사용자재는 용규격과 일치되는지 확인한다.

- 치수검사는 구매시방서  제작도면에 의거 측정하며 치수검사 성

서에 기록 유지한다.

- 치수검사 시 용공차는 해당 도면에 표시된 공차를 용하고 도면

에 표시되지 않은 공차에 하여는 KS에 따른다.

- 용 부 검사에 하여는 ASME Sec.Ⅴ의 비 괴검사  육안검사를 

한다.

  사. 구동 시험

구동시험은 사용후 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 터의 안정성, 주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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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한 것으로 치수  SKID 에 어 터를 안착한 후 후

로의 조정 기능을 아래의 항목에 해 제작업체와 같이 확인해 본 결

과 모든 항목에서 표 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 SLIDER 구동부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그림 5).

     - SKID와 어 터의 연결 등을 확인한다.

     - SKID 이송바퀴 구동부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그림 6).

     - 어 터를 확인하고, SKID를 움직여 확인된 치까지 이동한다.

        - GLOVE BOX와의 치를 확인 후 SKID를 고정한다.

- CASK를 이동, 어 터와 연결한 후에 SLIDER의 SUPPORT BAR

를 수평으로 한 후 SLIDER를 작동 시켜 확인한다(그림 7).

             

그림 5. 어 터 SLIDER 구동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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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KID 이송 바퀴 구동부 모습.

         

그림 7. 캐스크 이동후 어 터와 연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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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IMENSIONAL INSPECTION REPORT REPORT NO. KMDR-0820-01

CLI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 원자력 연구원
DWG NO. KM8-001

ITEM NAME 사용후 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댑터 DATE 2008.07.16

번호 칫수 검사 항목(단위:mm)
검사결과

비  고
측정결과(mm) 판정

1   COVER PLATE 외경 - 500 500 Y

2   FRAME 외경 - 400 400 Y

3   FRAME 두께 - 60  60 Y

4   COVER PLATE 두께 - 80  80 Y

5   FRAME 내경 - 130  130 Y

6   SLIDER 두께 - 60  60 Y

7   SKID 높이 - 792 792 Y

8   SKID 폭 x 길이 - 600 x 1254 600 x 1253 Y

PREPARED BY REVIEWED APPROVED BY WITNESSED & 

REVIEWED BY

표 1. 캐스크 어 터 치수검사 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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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FUNCTIONAL TEST REPORT REPORT NO. KMFT-8020-01

CLI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 원자력 연구원
DWG NO. K8-001

ITEM NAME 사용후 핵연료 시편 이송용기 어댑터 DATE 2008.07.17

번호 검 사 항 목
검사결과

비  고
합격 불합격

1   장치의 전체적인 외관 및 도색 상태 V

2   프레임의 용접 및 연결 상태 V

3   어댑터와 SKID 연결 상태 V

4   SLIDER의 SLIDING상태 V

5   SLIDER를 OPEN시 안전하게 정지하는지 V

6   GLOVE BOX와의 접근 상태 V

7   CASK와의 접촉 상태 V

   

   

   

   

   

검사결과 종합 판정 V

PREPARED BY REVIEWED APPROVED BY  WITNESSED & 

REVIEWED BY

표 2. 캐스크 어 터 기능시험 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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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Nd: Y AG  이  세부 묘사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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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AG 이  세부 묘사  사용법

A- 1 .  이  세 부  묘 사

Fiber coupled adapter

즈 

fiber연결부

이  본체

레이저 발진부를 측면에서 본 모습

Purge tool 연결부

레이저 발진부를 정면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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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controller 전면부

레이저 controllor 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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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  Nd: Y AG  이  사 용 법

1. 원선을 연결한다.

2. 이  power switch 키를 돌려 원을 공 한다.

3. 이  컨트롤러에 원을 공 하면 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    

가 들리면서 면 패 에 불이 들어온다.

4. 이 의 출력 에 지를 설정한다( 이 의 최  출력은 50 mJ이므로 최       

설정치인 10에 설정을 하면 최  출력의 이 가 발진된다.).

5. 이 의 발진 횟수를 선택한다. (0, 1, 2, 5...로 조 이 가능하며, 조 한 만큼    

연속 발진한다. 0으로 조 하면, 컴퓨터로 원격으로 조 이 가능하다.)

6. Q-switch를 활성화 시킨다. 

7. 이 의 발진(run) switch를 작동시키면 이 가 발진한다.

8. 이 를 끌 때에는 1∼7번까지의 차를 역으로 수행한다.

A- 3 .  이 를  이 용 한  실 험  시  주 의 사 항

1. 이  실험을 할 때에는 이  보안경을 꼭 착용해야 한다. 

2. 학계를 설치하거나 시료를 교환할 때 등 이 를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발진 switch의 불이 stop에 있는지 확인하고 q-switch에 불이 꺼져있는

지 확인한다. 더욱 안 하게는 발진횟수 조  switch를 0으로 설정하면 이 의 

발진 주 수가 0이기 때문에 발진하지 않는다.

3. 이  실험을 하면서 이 의 각도 조정을 하여 이  빔의 방향 등을 확

인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  보안경을 착용하고  이 를 직  보

지 말아야 한다. 직  으로 이  빔을 볼 경우에는 실명의 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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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을 수행하다보면 시료에서가 아닌 이 의 헤드 부분에서 탁탁 무엇인가 

튀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 의 fiber coupled adapter 내부에

서 air breakdown이 일어나는 상이므로 빨리 실험을 지하고 fiber coupled 

adapter 내부에 질소 가스를 공 하도록 한다.

5. 이 를 이용한 실험을 하면서 1주일에 1∼2번 정도는 이  출력부인 fiber 

coupled adapter에 질소 가스를 공 해 다. 특히 fiber를 이용한 실험은 더 자

주 공 해  것을 권장한다. 

6. LIBS 실험은 이 를 물질의 표면에 focusing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화성이 

있거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은 피해야 하며, 일반 공기 에서 lead 등 

속을 실험할 경우에는 실험 장치와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권한다(이유는 

이 가 물질의 표면에 입사될 때 물질의 표면에 순간 인 고온이 발생하면서 

이  빔이 조사된 부분의 물질들을 순간 으로 기화시키기 때문이다).

7. 이 의 냉각수는 3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3개월 정도마다 교환해 다. 3차 증

류수를 권하는 이유는 2차 증류수까지는 약간의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물질이 이  시스템에 들어갈 경우 이 의 출력 하나 고장 

등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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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진공 챔버 상세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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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 .  Vacuum chamb er 주 요 사 양

1) Chamber

         - 재질: STS304

         - 기본 규격: 60 * 60 * 60 mm

         - 3 VIEW PORT

         - 1 VACUUM LINE

         - 1 GAS INLET LINE

         - 1 VACUUM GAUGE PORT

         

2) Substrate rotation 모터

         - DC 24V

         - 속 RPM (100RPM 이하)

3) 진공게이지

         - Standard 2-set point relay card

         - Standard linear and log analog outout

         - 24V DC input power, torr & pa display

         - NW25KF FITTING

         - MEASUREMENT RANGE : 1,000 - 1.0E-03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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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O O I L I B S 로그램 사용법  calib ra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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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I L I B S 로 그 램  사 용 법   calib ration 방 법  

C - 1 .  O O I L I B S 로 그 램  설 치  차

1) 설치 로그램을 설치하기 이 에 spectrometer와 PC가 연결되는 USB cable을 

먼  분리하고 로그램을 설치한다.

2) 로그램의 설치 순서

   CD의 OOIBASE32 폴더에 있는 SetupOOIBASE32 실행 ⇒ OOILIBS 폴더에 있

는 SetupLIBS를 실행 ⇒ Tools 폴더에 있는 SetupUSBProg 실행

3) PC를 잠시 끄고 spectrometer와 PC 사이의 연결선인 USB cable을 연결하고서 

PC를 켠다.

4) 로그램이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해서는 spectrometer가 제 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는 순서는 제어  ⇒ 시스템 ⇒ 하드웨어 

⇒ 장치 리자 순으로 클릭한다. 

5) 장치 리자가 실행되면 맨 아래쪽 부분에 Ocean Optics Devices 라는 항목이 생

성되어 있을 것이다. 로그램이 정확하게 설치되고 spectrometer가 정상 으로 

동작한다면 그 Ocean Optics Devices를 클릭하여 확장시켰을 때 4개의 Ocean 

Optics HR2000이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6) 만약 4개의 Ocean Optics HR2000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면 spectrometer의 원

상태를 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로그램을 삭제한 후 의 1~5번까지의 차를 

반복한다.

C - 2 .  Spectrometer의  확 인   calib ration 방 법

1) 로그램이 설치되었다면 시작 ⇒ 모든 로그램 ⇒ Ocean Otics ⇒ OOIBase32

항목으로 들어가 OOIBase32를 실행시킨다.

2) OOIBase32가 실행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검은 바탕화면을 가진 로그램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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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IBase32를 실행시킨 화면

3) 메뉴에서 spectrometer를 클릭하면 3개의 소 메뉴가 나오는데 그 에 configure

를 클릭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창이 뜬다.

         

메뉴의 spectrometer ⇒ configure를 선택하고 난 후의 화면
4) 의 그림과 같은 창에서 A/D Interface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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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 그림은 spectrometer를 이미 설치하여 운  인 상태에서 창을 활성화 시

킨 것이기 때문에 spectrometer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로그램을 처음 설치하

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spectrometer type과 A/D converter type을 의 

그림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6) 의 로그램 설치 차에서 5번 항목에 언 된 바와 같이 제어 의 장치 리자

에 4개의 Ocean Optics HR2000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면 USB serial 

number를 클릭하면 4개의 HR 시리즈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7) 의 그림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 다면 각각의 channel 별로 선택하고, 수

은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치에서 peak가 솟는지 확인하는 calibration작업을 수

행한다. 다음의 그림은 HR2A0793 channel을 선택하고 수은등을 켰을 때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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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은등을 이용하여 calibration하는 작업 에 peak가 측정범 를 넘어갈 경우에

는 Integ.Tine 항목의 숫자를 조 하면 peak의 크기를 조 할 수 있다( 의 그림

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 그리고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은 맨 왼쪽

부터 의 그림과 같이 연두색 표시선이 보이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버튼, 

A<와 >A는 연두색 표시 선에서 <, >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peak로 이동시키

는 버튼, <<와 >>은 워드에서 tab와 비슷한 기능으로 연두색 표시 선을 일정한 

범 로 이동시키는 버튼이고 나머지 < 와 >은 연두색 표시 선을 미세하게 이동

시킬 때 사용하는 버튼이다. 

8) 수은등의 calibration은 spectrometer에서 측정되는 값에 연두색 표시 선을 peak

의 앙에 치시킨 뒤 측정값과 수은등의 바닥에 제시된 장 값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의 그림에서 왼쪽 하단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연두색 표

시선의 치를 나타내고 있다. 왼쪽에 표시된 것이 λ( 장)값이고 오른쪽에 표시

된 것이 channel 값이다. 참고로 본인이 calibration을 수행하 을 때에는 수정 

값으로 변경되어 장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peak의 shift 정도만을 악하여

(calibration을 수행한 결과 약 ±1.5 n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 음 그러므로 측

정할 때에 특정 원소의 peak가 특정 범  후로 1.5 nm 범 에 측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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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값으로 인정하 음) 실제 측정할 때에 오차의 범 를 감안하여 peak를 식별

하 다.

9)  7번과 8번의 차를 반복하여 각 channel 별로 수은등을 이용하여 calibration 

과정을 수행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calibration 수정값을 입력하여도 수정이 되

지 않았었기 때문에 입력하기 의 값과 수정하여 입력하는 값을 입력하기 과 

후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음의 그림은 calibration의 값을 확인하거

나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다.

 

         

C - 3 .  O O I L I B S 로 그 램 의  기 본  설 정

1) 의 OOIBase32 로그램을 사용하여 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 다면 OOILIBS 

로그램을 실행하고 메뉴의 tool ⇒ select spectrometer modules를 선택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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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출력되면 OOIBase32 로그램에서 확인된 

spectrometer의 모듈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는다면 각 channel 별로 선택을 다

시 해 주게 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선택된 channel 별로 장 역이 표시된

다. 작업이 끝났으면 OK를 러 장한다.

 

             

3) 다음은 메뉴에서 Tool ⇒ setup options를 선택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화면이 출력되면 매뉴얼을 참조하여 원하는 항목을 수정하거나 체크 

표시를 하고 OK를 러 장한다.

 

             

C - 4 .  O O I L I B S 로 그 램  사 용 방 법

1) 기본 으로 OOILIBS를 실행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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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출력되었다면 메뉴에서 scan type ⇒ spectrometer를 

선택한다. 그러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출력될 것이다.

2) 기본 으로 회로에 의한 암 류나 잡 에 의한 background가 항상 존재하기 때

문에 측정을 시작하거나 시료 는 이 의 치가 바뀔 때에는 항상 

background를 측정하여야 한다. Background의 측정 순서는 에서 언 한 로 

메뉴에서 scan type ⇒ spectrometer를 선택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계단 모양

의 신호가 측정된다(이것이 background 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되면 ① 메

뉴에서 background ⇒ mode ⇒ none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치에 있

다면 none을 클릭하여 none 치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게 한다. ② 메뉴의 file 

⇒ save background를 선택하고 장할 치를 선택하여 장한다. ③ 메뉴의 

background ⇒ mode ⇒ sampled background를 선택하여 체크표시가 되게 한

다.



- 372 -

 ④ 메뉴의 background ⇒ load sampled background를 선택하고 의 ②에서 장

된 일을 선택하여 불러온다. ⑤ 의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변화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의 그림과 확인하면 요철모양으

로 측되었던 background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메뉴의 scan type ⇒ spectrometer를 single shot로 변경하고 시료를 설치한 다

음 『LIBS 실험장치 운 차』에 따라서 이 를 작동시킨다. 이 를 작동

할 때에 이 의 head 부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  내부에서 

air-breakdown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실험을 지하고 이  head에 질소가

스를 충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air breakdown은 

fiber coupled adapter 내부에 fiber에 이 를 모아주기 한 즈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즈에서 air breakdown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내부에서 

air-breakdown이 일어날 경우 이 즈가 손상될 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4) 이 의 Q-switch delay를 조 하기 하여 메뉴의 tool ⇒ set Q switch 

delay를 선택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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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와 같은 화면이 뜨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움직여 가면서 noise가 

pickup되지 않는 치를 찾는다. 빨간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화살표 방향으로 0.5 

㎲씩 이동이 가능하고 네모로 표시된 것이 재 설정된 치를 표시해 다. 

치가 이동함에 따라 왼쪽 에 표시된 Q-switch delay의 값이 변하게 된다. 이

동하는 거리가 길 때에는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한 채로 원하는 치로 드

래그 해서 가져다 놓으면 원하는 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만약 noise가 게 

pickup되는 최 의 치를 찾았다면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이 가 shot을 하면서 다시 체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q-switch delay를 결정하고 ok를 클릭하면 변경된 값

이 장된다.

6) Q-switch delay의 설정이 끝났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화면으로 돌아오게 된

다. 그러면 이 를 가동시킨 후에 아래의 그림에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가 된 

부분을 설정한다. Average는 스펙트럼을 수집하기 해서 쏘아지는 이 의 횟

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shot counts는 average의 반복되는 횟수를 의미한다. 

를 들어 average를 5로 shot counts를 3으로 설정하 다면 이 가 5번 쏘아

지고 한번 스펙트럼을 수집하고 이 과정을 3번 반복한다는 이야기 이다.이러한 

방법으로 이 의 거리를 조 할 때와 실제 측정할 때 등 상황에 따라 조

하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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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료를 설치하고 이 의 거리를 조 할 때에는 메뉴에서 scan type ⇒ 

continue shot으로 설정하여 조 하면 편하다. 이때에 이 가 빠르게 shot을 

한다면 의 그림에서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속도를 조

하면 된다( 을 조 할 때에는 average:1, shot counts:1로 설정하면 이 가 

연속발진을 할 경우 1 에 1번의 shot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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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AC P F 의 사찰 수검 결과( 2 0 0 7 - 2 0 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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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ACPF의 사찰 수검 결과(2007-2009)

I AE A Technical Visit 결 과  보 고

        일        시  :  2 0 0 7 .  7 .  1 3

         상  시  설  :  AC P F  ( K O V1 )

        I AE A 사 찰  :  Ms.  Staneva 

        

                     2 0 0 7 .  7 .  1 3 .

원 자 력 안 리 부

핵 물 질 통 제



- 377 -

AC P F  Technical Visit 결 과  보 고

1 .  방 문 목  : 2007년도 Technical Visit on ACPF

2 .  방 문 일 시  : 2007. 7. 13 (1일간)

3 .  사 찰  인 사 항

   IAEA 사찰  : Ms. Staneva (Bulgari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박승식

   원자력통제 리  : 유재권

   ACPF 시설 : 정정환

4 .  Technical Visit 활 동  내 용

  가. ALIP(All in one Surveillance, Portable, Battery Operated) 장비설치○ 

Isolation Room의 Cabinet 에 설치

○ Hotcell Rear Door를 Monitoring 하도록 카메라 화면  Focus 조정

  나. IAEA 인

치 Seal No.

ALIP (Isolation Room) 447033

Maintenance Door 447034

 

5 .  결 과  :  AL I P  시 스 템  정 상 작 동

○ ALIP 장비가 Cabinet 에 놓여 있으므로 흔들리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ALIP 장비 즈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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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ll- in- one System ( AL I S) is a single camera digital surveillance unit developed 

to replace ageing film and videotape surveillance systems for easy to access locations. 

Currently, the programme to replace the older surveillance units with ALIS units is well 

advanced with 88 units installed. Replacement of the remaining 81 obsolete film or 

videotape surveillance units will take place in 2003.

 

 The All- in- one P ortab le System ( AL I P )  is a single camera portab le digital 

surveillance unit developed to replace ageing film and videotape portab le 

surveillance systems for applications w here temporary surveillance is req uired 

during specific facility activities.  The AL I P  implementation programme has j ust 

started,  w ith three systems in use to date b ut approx imately 5 0  req uired to 

provide the needed operation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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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P F 시 설 에  한  

I AE A 사 찰 결 과 보 고 서

      일        시  :  2 0 0 7 .  7 . 3 1

       상  시  설  :  AC P F  ( K O V1 )

      I AE A 사 찰  :  Mrs.  P .  R odriguez ( 필리 핀 )

      

                     2 0 0 7 .  8 .  2 .

원 자 력 안 리 부

핵 물 질 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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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P F ( 사 용 후 핵 연 료 차 세 리 종 합 공 정 실 증 시 설 ) 시 설 에  한   

I AE A 사 찰 결 과  보 고 서

1 .  사 찰 목  :  물 자 재 고 검 사   설 계 정 보 검 증

2 .  일 시  : 2007. 7. 31(1일간)

3 .  사 찰    수 검 자  인 사 항  

    ○ 사찰

      - IAEA 사찰  : Mrs. Perpetua Rodriguez(필리핀), 

    Mr. Anthony.P. Belian(미국; 오후 참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 신장수, 이나 (참 )

    ○ 피 수검자

      - 원자력통제 리  : 소동섭

      - 사용후핵연료차세 리공정 : 허진목, 정정환, 강 승

4 .  사 찰 활 동  내 용

    ○ ACPF 시설의 물자재고 장부검사

       - 물자재고 검증 기간: 2006.08.02-2007.07.31

    ○ ACPF 물자재고검증(표 1 참조)

       - 100% Item counting

- HM-5를 이용한 NU 검증; #3, #9, #7, #8, #10 (5개 items)

    ○ Service Area  인(metal seal) 교체  설계정보검증

       - IAEA 카메라 in isolation room 

  Seal No. 447033 → 449686, PC card 교체

       - Side door of hot cell 

  Seal No. 447034 → 449687, KINAC seal(No. 1939) 확인       

    ○ Window 별(#1 - #9) 기기 배치도  주요장비 검증

    ○ IMEF 폐수 처리계통 Room #9102 & #9103 장방문 

       - 직경 1.45 m, 높이 2.05 m 실린더형 탱크 2개(처리용량 12.0 m3/hr)

       - 탱크 수  설정치  이에 따른 펌 작동 logic 설명

  (Low:0.35m, High:1.55m)

    ○ 물자재고자료제공, ACPF 장비 배치도, ACPF 주요활동 내역 자료제공

    ○ 설계정보검증에 따른 사진 제공(유인물)

       - Service Area  IAEA seal 설치 화면: 3장면

       - Isolation Room 화면: 1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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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om No. 9102  Tank 화면 : 3장면

    

5 .  의  사 항   특 이 사 항

    ○ IAEA 는 ACPF와 같은 층에 치하는 IMEF 폐수탱크에 한 실사를 

통하여 ACPF와 폐수탱크와의 연 성, IMEF의 반  방사성폐기물에 한 

질의

      - IMEF 측(주용선)은 IMEF의 고체  액체의 방사선폐기물 발생원  이의 

처리 에 한 설명을 하 음

    ○ 설계정보검증과 련하여 Visual observation에 포함되는 사진을 연구기기를 

포함하지 않도록 촬 하여 사진을 제공하 음 

6 .  사 찰 결 과  :  이 상  없 음

7 .  향 후  개 선  필요사 항

    ○ 설계정보검증과 련하여 Visual observation에 련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향후 이를 분명히 하여 사찰도 에 

시설측과 IAEA측이 이에 한 시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8 .  참 고 자 료  :  

    ○ General ledger(KOV1, 2006.08.02 - 2007.07.31)

    ○ KOV1 ICR No. 7 - 12

    ○ 핵물질 이동 리 기록부 

    ○ 물질수지구역별 물자재고, Batch 별 물자재고목록, Widow #3 재고목록

    ○ ACPF main activities (August 2, 2006 - July 27,2007)

사 진  1  I AE A 감 시  C AME 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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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2 .  I AE A I nspection in  I solation R oom

사 진  3 .  AC P F  Sid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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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4 .  AC P F  R ear Door

사 진  5 .  R oom No.  9 1 0 2  E ntranc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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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6 .  R oom No.  9 1 0 2  E ntrance Tank  입 구

사 진  7 .  R oom No.  9 1 0 2   Tank 의  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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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P F 시 설 에  한  

       I AE A 간 사 찰 결 과 보 고 서

      

         일        시  :  2 0 0 7 .  8 . 2 2

          상  시  설  :  AC P F  ( K O V1 )

         I AE A 사 찰  :  Mr.  R .  H aj dusek  ( Slovak ia)

  Mr.  B .  Scott( 미 국 )

      

                        2 0 0 7 .  8 .  2 3

원 자 력 안 리 부

핵 물 질 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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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P F ( 사 용 후 핵 연 료 차 세 리 종 합 공 정 실 증 시 설 ) 에  

한   I AE A 간 사 찰 결 과  보 고 서

1 .  사 찰 목  :  AC P F  간 사 찰

2 .  일 시  : 2007. 8. 22(1일간)

3 .  사 찰    수 검 자  인 사 항  

    ○ 사찰

      - IAEA 사찰  : Mr. R. Hajdusek (Slovakia) 

     Mr. B. Scott(미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 종규

    ○ 피 수검자

      - 원자력통제 리  : 소동섭

      - 사용후핵연료차세 리공정 : 이태훈, 정정환

4 .  사 찰 활 동  내 용

    ○ ACPF 시설의 rodcut핵물질을 DFDF시설로 반출 확인

       - J502-R13B(5 items) 423.470 g

       - J502-C16B(3 items) 112.910 g

    ○ ACPF Storage box 내  NU핵물질 확인  

       - 10 items, 100% Item counting

   ○ Service Area의 IAEA 카메라 철거(11:03 AM)  인 제거

       - Seal No. 449686 제거  PC card 제거

       - Side door of hot cell의 Seal No. 449687제거

       - KINAC seal(No. 1939) 제거       

    ○ Hot cell 내부의 swipe sampling 실시

       - ASNC( ACPF SG neutron counter) 주변, Storage Caskwnqus, Rear 

door 주변에 한 composite swipe sample 4 개 생산하여 1개 

방사서 리 에 제공, 3개 IAEA측이 포장 반출 

    ○ 사찰 련 자료제공(as of date 2007.8.22)

       - General Ledger, ICR No.13, 물질 이동 리기록,Inventoty status

       - ACPF 주요활동 내역 자료제공

    ○ 사찰진행에 따른 사진 국가검사기 (KINAC)에 제공(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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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  사 항   특 이 사 항

    ○ Rod cut 반출, IAEA측의 카메라 철거  인제거 작업  swipe sample 

이 주된 사찰활동으로 특이사항 없음

6 .  사 찰 결 과  :  이 상  없 음

7 .  향 후  개 선  필요사 항

    ○ swipe 환경시료채취에 manipulator의 고장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설측의 배려로 무사히 사찰 수검을 완료하 으나 향후 ACPF에 한 

환경 sampling이 잦을 것으로 상되는 바 이에 비하여야 할 것임

8 .  참 고 자 료  :  

    ○ General ledger(KOV1, 2006.08.01 - 2007.08.22)

    ○ KOV1 ICR No. 13

    ○ 핵물질 이동 리 기록부 (2007.8.22)

    ○ Inventory status(2007.8.22)

    ○ ACPF main activities (August 2, 2006 - August 22, 2007)

    ○ Collection of Swipe Samples in hot Cells(첨부자료)

    ○ Smear Sample Activity Analysis(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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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P F 시 설 에  한  

국 가  물 자 재 고 검 사 결 과 보 고 서

      일        시  :  2 0 0 8 .  3 . 2 5

       상  시  설  :  AC P F  ( K O V1 )

      국 가  사 찰  :  여 진 균 ,  신 장 수 ,  심 혜 원 ,  종 규

      

                   2 0 0 8 .  3 .  2 5

원 자 력 안 리 부

핵 물 질 통 제



- 391 -

AC P F ( 사 용 후 핵 연 료 차 세 리 종 합 공 정 실 증 시 설 ) 에  

한   국 가  물 지 재 고 검 사 결 과  보 고 서

1 .  사 찰 목  :  국 가  AC P F  물 자 재 고 검 사

2 .  일 시  : 2008. 3. 25(1일간)

3 .  사 찰    수 검 자  인 사 항  

    ○ 사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 , 신장수, 여진균, 심혜원, 종규

    ○ 피 수검자

      - 원자력통제 리  : 소동섭, 이병두

      - 사용후핵연료차세 리공정 : 정정환

4 .  사 찰 활 동  내 용

   ○ ACPF Storage box 내  NU핵물질 확인  

       - 14 items, 100% Item counting  HM-5로 5개 items 진 여부확인

      

   ○ 사찰 련 자료제공(as of date 2008.3.25)

       - General Ledger, ICR No.13, 14, 15, 물질 이동 리기록, Inventoty 

status

       

   ○  원자력연구원 계량 리규정, ACPF의 계량 리 련 자료열람  주요활동 

내역 자료열람

      

    

5 .  의  사 항   특 이 사 항

   ○ 출입 차상 애로 ; 통제구역출입에 결재라인상 어려움으로 11:30분에 

장출입

   ○ 수검 자료상 IAEA와 국가검사간의 자료의 일 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정의 자료를 제출하여 것을 요청

      - 향후 차에 하여 목 달성을 한 것은 좋으나 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토록 정부측에 건의 정

6 .  사 찰 결 과  :  이 상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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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향 후  개 선  필요사 항

    ○ 국가사찰과 IAEA사찰간의 차이 으로 국가사찰에 무 형식 인 면을 

지양하고 실재의 재고 검사가 이 질 수 있다면 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 실험을 단하고 물자재고검사의 수검을 받지 않도록 

8 .  참 고 자 료  :  

    ○ General ledger(KOV1, 2006.08.01 - 2008.03.25)

    ○ KOV1 ICR No. 13, 14, 15

    ○ 핵물질 이동 리 기록부 (2007.8.22, 2007.11.13, 2007.12.4, 2007.2.26)

    ○ Inventory status(2008.3.25)

    ○ 2007년 방사성물질 반출입 황

    ○ Physical Inventory List(2008.03.25)

    ○ Materail Balance Report(2007.8.1 - 2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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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P F 시 설 에  한  

I AE A 물 자 재 고 검 사 결 과 보 고 서

      일        시  :  2 0 0 8 . 8 . 6

       상  시  설  :  AC P F  ( K O V1 )

      I AE A사 찰  :  Mr.  Starovich( 세 르 비 아 )

      국 가  사 찰  :  종 규 , 이 욱

      

                     2 0 0 8 . 8 . 6

원 자 력 안 리 부

핵 물 질 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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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P F ( 사 용 후 핵 연 료 차 세 리 종 합 공 정 실 증 시 설 ) 에  

한   I AE A 물 지 재 고 검 사 결 과  보 고 서

1 .  사 찰 목  :  AC P F  물 자 재 고 검 사   설 계 정 보 서  검 증

2 .  일 시  : 2008. 8. 6 (1일간)

3 .  사 찰    수 검 자  인 사 항  

    ○ 사찰

      - IAEA 사찰 : Mr. Starovich(세르비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 종규, 이 욱

    ○ 피 수검자

      - 핵물질통제  : 소동섭, 이병두

      - 핵주기개발 략연구부 : 정정환

4 .  사 찰 활 동  내 용

   ○ ACPF Storage box 내  NU핵물질 확인  

       - 14 items, 100% Item counting  HM-5로 3개 items 진 여부확인

      

   ○ 사찰 련 자료제공(as of date 2008.08.06)

       - General Ledger, ICR No.13 -18, 물질 이동 리기록, Inventory status

       - ACPF DIQ 변경 내용(2006.6.20)

   ○  ACPF의 DIQ 에 기술된 장비리스트에 따른 변경여부 검증

          

5 .  의  사 항   특 이 사 항

   ○ 수검 자료상 IAEA 사찰 은 설계변경내용 악을 하여 사진첩을 

마련하도록 제안을 하여왔으며 시설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달함

      - 작업구역  hot cell 내부의 장비 배열에 한 설명 용이

      - 향후 DIQ 변경에 따른 장비 배열이 바 거나 신규 장비설치시 확인 용이

6 .  사 찰 결 과  :  이 상  없 음

7 .  참 고 자 료  :  

    ○ General ledger(KOV1, 2006.08.01 - 2008.08.06)

    ○ KOV1 ICR No. 13, 14, 15,16, 17

    ○ 핵물질 이동 리 기록부 (2007.8.22, 2007.11.13, 2007.12.4, 20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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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ysical Inventory List(2008.08.06)

    ○ Material Balance Report(2007.8.1 - 2008.8.06) KOV1 ICR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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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계 량 리 검 사  수 검 결 과  보 고

        일        시  :  2 0 0 9 .  1 1 .  1 0

         상  시  설  :  AC P F  ( K O V1 )

        국 가  검 사 원  :  심 혜 원 ,  김 정 수

2 0 0 9 .  1 1 .  1 0

원 자 력 안 리 부

핵 물 질 통 제



- 397 -

AC P F  ( K O V1 ) 에  한  국 가 계 량 리 검 사  결 과  보 고

1 .  사 찰 목  :  2009년도 국가 물자재고조사  설계정보검증

2 .  일 시  : 2009. 11. 10(화)

3 .  검 사 원   수 검 자  인 사 항

    ○ 국가 검사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 심혜원, 김정수

    ○ 피 수검자

- 핵물질통제  : 김 조, 이병두

- ACPF : 정정환

4 .  물 질 수 지 기 간  :  ’09. 10. 07 ～ ’09. 11. 10

5 .  사 찰 활 동  내 용

    ○ 사찰 련 자료 제공  장부 검증

- Inventory list, General Ledger, ICR No. 23, PIL No. 24, MBR No. 

25, 핵물질이동기록부

    ○ 품목확인  품목계수 : 시설내의 모든 핵물질

    ○ 핵물질 검증 : HM-5 (AF-N1, AF-N7, AF-N9, AF-N10)

         

6 .  특 기 사 항

    ○ 2009년도 연간 안 조치 계획서에 ACPF에 한 PIV date를 12월 1일로 

제출하 으나, ACPF 시설부록에는 PIT 사이의 기간이 14개월을 넘지 않

아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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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IAEA/KINAC과 의 후 2008년 PIV 이후 14개월을 넘지 않는 

10월 6일을 기 으로 PIL  MBR을 제출하 음.

    ○  ACPF 핫셀 내의 장비 교체시 사 에 설계정보서에 반 하여야 함.

       

7 .  사 찰 결 과  :  이 상 없 음 .

KOV1 핵물질을 검증하는 KINAC 국가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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