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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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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26 p

○ 감마선 이용 대형 산업공정 진단

- 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 다중상 공정유동 분석기술 개발

- 산업공정 모사장치 제작

○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 하천 수리탐지 전산모델 수립 및 거동예측 모사기법 개발

- 수리 탐지 시스템을 이용한 수리축적 모형 설계 및 제작

- RI 계측 자료를 이용한 산업고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

○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기반구축

-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의 정량분석을 위한 RT-PAT 시스템 구축

- 분체시료 내 주성분 측정 RT-PAT 시스템 구축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가동중 대형공정 진단, 방사성 표지화합물, 수리탐지, 방출원

역탐색, 공정분석기술,방사선기술융합형 공정분석기술

영 어

In-service Large Process Diagnosis, RI Labeled

Compounds, Hydraulic detection, Back trajectory of source,

PAT, RT-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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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산업용 진단 및 측정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감마선 이용 영상진단기술은 다중상 산업공정 유체와 내부설비에 대한 시간 공간 해

상도를 갖는 입체적 진단기술로서, 기존기술로는 불가능한 가동 중인 거대구조 산업설

비의 공정 최적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동 중인 산업

설비의 내부 구조물과 공정유체에 대한 영상진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비파괴

검사 기술시장과는 차별된 신규 기술수요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공

정진단 신기술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된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산업 및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감마

선 계측 기술과 연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등의 수문 환경내에서 수리특성과 오염물

의 거동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수문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과

연계한 수리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RI와 연계된 종합적 산

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개발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 보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주변 수문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하는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수

자원 산업 환경내 적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주변 산업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

뢰성 확보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국가 기술이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방사선 기술 (Radiation Technology)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의 개념을 도입한 일명 “RT-PAT”라고 명명된 새로운

개념의 공정분석기술은 방사선이용기술의 저변확대와 중성자선원을 이용한 공정시료



- iv -

내 수분함량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량화학과 관련 주변 분석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감마선 이용 산업공정 내부단면 영상진단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팬빔형 섬광검출기

어레이 고정체 개발 및 팬빔 계측데이터 단면 이미지 복원기술 개발하고, 고정상 반응

공정 대상 격자 scan 기술 및 감마선 영상측정 장치 산업적용 기술 개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산업공정 다중상 유동분석 기술 개발에 필요한 액상/기상 혼합유동 모사장치

제작 및 고속 처리신호 분석기법에 의한 유속 측정기술을 확립하고, 방출감마선 계측에

의한 공정유체 분포 측정 시스템, phantom 개발 및 이미지 복원 기술을 개발하고, 고

온 유기성 공정유체 거동탐지용 NT기술 이용 RI표지화합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봉/

밀봉 감마선원의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RI 산업 진단기술 시험용 공정 모사장

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산업자원 관리를 위한 RI 응용 계측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하천 확산측정 실험을 위한 DAS 구축 및 moment법에 의한 확산계수

현장 적용 실험을 수행하였고, 해양부유물 경로탐지 RI 표지 기법 및 지하수 유동탐지

연구 RI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연구는 크게 단반감기 동위원

소를 이용한 하천현장실험, 하천 및 지하수자원 수리탐지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 수

리 모형장치 제작 및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시스템 개발의 분야로 수행되었다. 단반

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실험은 금강 및 대종천에서 Br-82 및 Tc-99m을 이용하

여 수행하였고, RI 기술과 접목된 하천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을 위하여 하천 현장

실험을 모사하여, 관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기법을 확립하였다. 지하수 수자원 거동

탐지 CFD모델 검증기법 확립을 위하여 경주 방페장 주변의 지하매질 모사 실내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동위원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업공정 역탐색 시스템은 수행된 하천

현장 계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고, 또한 예측 프로그램의 모사결과와

현장 실험자료와 비교를 통한 방출원 예측 CFD모델의 오차범위를 산정하였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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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기반구축

국외 전문학술지 검색과 도서구입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총설논문 및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작업자를 위한 맞춤형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 공정분석기술(PAT)의 가장 중요한 ‘process understanding (공정에 대한 이해)’의

기본 개념을 파악 습득한다.

-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의 정량분석을 위한 RT-PAT 시스템 구축

중성자, XRF, NIR 등의 다양한 분광분석기기를 수분 및 성분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복합계측시스템에 대한 가능성 및 공

정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한다.

- 분체시료 내 주성분 측정 RT-PAT 시스템 구축

주성분 측정자료에 대한 패턴인식 관련하여 패턴인식기법의 종류 및 특성별 분류하

여 패턴인식기법을 적용하여 원료구분 및 판별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산업공정 내부단면 영상진단 기술 개발

직경 1.4m 회전체, 24채널 NaI array 구성된 횡단면 이미지 획득용 팬빔 계측시스

템 개발하고, 산업현장 여건의 제한적인 계측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기법 확보하였다.

- 산업공정 다중상 유동분석 기술 개발

혼합유동의 감마선 검출 신호분석에 의한 유속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내부유동의

시간해상도를 고려한 분포변화 측정기술 개발하였다. 또한 몬테칼로 전산기법 이용하

여 시스템 평가 및 데이터 생성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환경에 적합한 방사성 나노표지

화합물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 RI 산업 진단기술 시험용 공정 모사장치제작

방사성동위원소의 자체 정화 및 방사선 안전 규정에 부합한 RI 응용 신기술 연구

시험장치를 개발하였다.

- 환경산업자원 관리를 위한 RI 응용 계측 시스템 개발

광역(>2km) 하천 수리변수 탐지를 위한 RI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양부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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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표지기법을 확립하였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수리탐지 시스템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현장 및 실

내실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농도 값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수리변수

및 확산계수 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시스템은 수문 환경에서 계측한

동위원소 자료를 CFD모델에 접목하여 난류항 해석, 확산계수 선정, 희석율 산정 등의

자료를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단반감기 동위원소

를 이용한 하천현장실험, 하천 및 지하수자원 수리탐지 CFD 모델 검증기술 개발, 수

리 모형장치 제작 및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시스템 개발의 연구 분야로 구성되어 연

구를 수행하였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기반구축

PAT 관련 총설을 통하여 최신 기술 및 연구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였고, 최신

서적을 입수하여 PAT 실행전략에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였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의 정량분석을 위한 RT-PAT 시스템 구축

구축한 RT-PAT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성자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변화에 의한

중성자감쇠 거동연구, 중성자의 자기차폐 효과에 대한 연구, 수분함량변화에 따른 중

성자 거동연구, 그리고 3He 검출기의 wall-effect에 대한 거동연구 등을 통해서 새로

운 방식의 데이터 해석기법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분체 내 수분함량 진단시스템의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실험적 모델을 수립하였다.

- 분체시료 내 주성분 측정 RT-PAT 시스템 구축

자체기술로 합성하여 확보한 실리카 나노구조체의 물성 DB를 활용하여 분체시료에

대하여 패턴인식기법 중 PCA를 통한 원료판별을 실시하여 90%이상의 판별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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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평행빔형 장치는 배관 스캔 등에 활용이 가능하고, 격자 스캔 기술은 기존 장치로 적

용이 어렵고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 설비의 단면 측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팬빔기술의 적용한계를 개선하여 설비의 내부구조 및 유동상태에 대한 이상현상 발

생 예후의 조기감지 기술을 확보하였다. 산업공정 다중상 유체 유동 분석 기술은

tracer visualization, CFD validation, chemical engineering, oil recovery, geochemistry

또는 hydrogeology 등에 활용가능 하며, 특히 chemical engineering의 경우 반응기 내

부의 mixing pattern을 실시간 가시화 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측할 수 없었

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RI 산업진단기술 시험용 공정모사장는 실공정 적

용을 위한 예비실험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다중상 유체 유동 분석기술 등을 위한 기반

실험 장치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환경 산업자원관리를 위한 RI 응용 계측 시스템은 환

경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산업시설 주변 수문환경을 보호하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재의 수

자원 이용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IAEA는 산업시설 주변 수자

원의 건전한 활용과 보존을 위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RI와 연계된 종합적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개발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 보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주변 수문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 수자원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본 과제는 공정분석기술(PAT)을 방사선 이용기술개발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 현장 적용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초 개발연구로서 구체적 대상 공정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체공정 내 수분분석을 기술개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방사선 기

기를 이용한 단순한 전통적 방식의 모든 공정에 신개념의 PAT 요소기술을 적용함으로

써 공정분석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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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cess Diagnosis and Measurement Technology

II. Objective and necessity

Section1. Industrial Gamma CT Technology for Process Diagnosis

The project is aimed to develop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system for 

investigation on structural and physical malfunctioning and process media distribution by 

means of sealed gamma source and radioactive materials.

- Establishment of state-of-art technology using radioisotope for in-service large process 

diagnosis

- Study on process visualiz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tomography methods available 

for plant processes

- Radioisotope application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vironment 

resources

Section2. Development of RI Hydraulic Detection Technology for Industrial Application

The objectives in this study are to develop the evaluation technology of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hydraulic detection technology using radioisotope, and to analyze the 

hydrodynamics and pollutant transport in water environment like surface and subsurface. The 

hydraulic detection system using RI can be used for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groundwater and also applie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seepage in land burial site. It 

would be an essential technology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adioisotope industry 

in Korea and could be supported a peaceful usage of nuclear technology and a guarantee of 

the safety in industrial facilities.

Section3. Development of RT-PAT System for Powder Process Diagnosi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a new radiation technology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in a powder sample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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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source through the so-called RT-PAT (Radiation Technology-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which is a new concept of converging technology betwee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III. Scope and contents

Section1. Industrial Gamma CT Technology for Process Diagnosis

- Density cross-section image reconstruction technology from fan-beam type radiation 

projection data

- Grid scan technology for industrial fixed bed reactor diagnosis

- Radiation measurement process technique for liquid/vapor mixed phase flow 

measurement

- Process media distribution measurement by industrial SPECT technique

- Preparation of radioisotope labeled compound by NT for industrial application

- Lab scale industrial process simulation system for testing of radioisotope application 

technologies and measurement systems

- Multi-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 for river investigation

- Measurement of dispersion coefficient in a field and CFD validation

- Monitoring of dynamic behavior of underground water

Section2. Development of RI Hydraulic Detection Technology for Industrial Application

The research fields of the hydraulic detec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radioisotope 

technology were overall composed of the river experiments using RI, validation techniques 

of CFD models in river and groundwater, construction of the hydraulic scale model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in industrial processes. The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Br-82 and Tc-99m having a short half-life radioisotope in 

Keum river and Daejoncheon respectively. The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develop the validation techniques of the CFD models. The validation technology was 

established by comparing with measured and computed concentrations. The experiments 

using RI were conducted i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soil and topographical 

shape near nuclear waste repository at Gyung-ju si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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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were analyzed to develop the back-ward detection techniques near industrial 

processes. The results of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were verified in comparing the 

measured data in river and the error ranges of the developed model were calculated.

Section3. Development of RT-PAT System for Powder Process Diagnosis

-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on chemometric data analysis

Review papers and technical reports introducing a basic and fundamental of PAT, or a 

customized quick manual for the field process operators is prepared through the 

information-gathering process such as access to up-to-date online resources, off-line 

consultant meeting, searching for the various kinds of documents, etc. A basic concept of 

‘process understanding’, which can be defined as the clear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each specific process, is also explored for the systematic approach to the final goal of 

PAT.

- Establishment of RT-PAT system for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in a powder sample

To simulate the field process environment, parameters in the moisture analysis should be 

understood first of al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liable and robust RT-PAT system by 

examination of many problems in relation to the moisture analysis in the field processes. 

- Establishment of RT-PAT system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powder 

samples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e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s such a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the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raw materials is investigated by the 

survey and classification of data and information regarding a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 

in PAT.

IV. Resul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ection1. Industrial Gamma CT Technology for Process Diagnosis

- Development of 24 channel NaI array fan beam tomography to image cross sectional 

view of the object of  1.4 diameter.

- Development of industrial tomographic scan method for large scal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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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flow-rate measurements of a dual-phase pipe flow by cross-correlation 

technique of transmitted radiation signals

- Real time measurement of process flow by SPECT technology

- Evaluation of multi-phase measurement system by Monte Carlo simulation. Simulation 

data generation from the Monte Carlo method.

- Synthesis and analysis of nano-based radioisotope labelled compound to trace  industrial 

system. 

- Development of flow simulator equipped with storage tank and carbon-cation-anion filter 

purifier, which is coincidence with radiation protection regulation.

- Measurement system for hydro parameters in wide range river area (>2km) 

- Development of RI labelling method to trace floating material of ocean. 

Section2. Development of RI Hydraulic Detection Technology for Industrial Application

The hydraulic detection system using radioisotope has been developed to measured the 

concentrations with real-time in the field or laboratory and to compute the more reliable 

hydraulic parameters and dispersion coefficients. Also, the system could be computed the 

turbulent, dispersion and dilution parameters adjusted in the field environment using the 

measured RI data. The research fields of this study in connection with radioisotope 

technology were overall composed of the river experiments using RI, validation techniques 

of CFD models in river and groundwater, construction of the hydraulic scale model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in industrial processes.

Section3. Development of RT-PAT System for Powder Process Diagnosis

- Build up of a basis for research on chemometric data analysis

Review papers, power point presentation files, technical reports technical report 

containing the basic principle, mathematical backgrounds, and specific examples of PAT 

applications, and so on, have been prepared for PAT beginners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the technology, which will be a  foundation for the documentation of user-friendly PAT 

manual for the field process managers and operators.

- Establishment of RT-PAT system for th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in 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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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Based on the studies on the behavior of neutron moderation depending on the distance 

between neutron source and detector, self-shielding effect of neutron, moisture content, and 

the behavior of wall-effect in the 3He gas proportional counter by using a established 

mock-up RT-PAT system, an empirical model was built up from the chemometric data 

analysis to recommend a evaluation criterion.    

- Establishment of RT-PAT system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powder 

samples 

PCA modelling as a pattern recognition method was used to identify a raw material. It 

gave a result with an accuracy of 90% for test samples. It showed this pattern recognition 

method was very effective to identify the raw materials. 

V. Plan for uti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
Section1. Industrial Gamma CT Technology for Process Diagnosis

- Parallel beam type gamma ray tomography system is planed to be used for pipe scan.

- Industrial tomographic scan method can be used for the large scale plant where the 

conventional technique can not be applied.

- Fan beam gamma ray tomography system can be used as base equipment to 

characterize the flow in pilot scale plant.

- Technology on gamma industrial tomography contribute to trouble-shooting and 

optimization of process. 

- Analysis methods for industrial multi-phase flows can be used for tracer visualization, 

CFD validation, chemical engineering, oil recovery, geochemistry and hydrogeology

- Giving a visualized information of real time mixing pattern in chemical reactor which 

the conventional technique can not give.

- Process flow simulator can be used for basis equipment for muti-phase flow regime  as 

well as preliminary experiment for field experiment.

- Process flow simulator can be used for trainees as well as base equipment

- Utilization of measurement system as basis equipment to explore and exploit the 

environment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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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zation of measurement system as basis equipment for sediment transport study

-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for modeling and managing the 

environmental resources.

Section2. Development of RI Hydraulic Detection Technology for Industrial Application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is the important factor to preserve and to 

use the hydrological environment near industrial facilities for the present and future. IAEA 

pointed out the necessities of the practical research in connection with radioisotope 

technology for conservation and usage of the water resources near industrial facilities.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water resources can be maintained by the 

development of the hydraulic detection system using RI. The developed system can be 

applied to evaluate the transport phenomenon of the pollutants released from nuclear 

facilities on normal or accident. The system will be used to evaluate the overall 

environmental effects in water resources and ecology. 

Section3. Development of RT-PAT System for Powder Process Diagnosis

This project is the first attempt in Korea to apply the PAT to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assure its field applicability by choosing a powder process for the reliabl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as a specific example for a fundamental and basic study of RT-PAT. 

Basically, new concept of PAT core technology is applicable to any processes using a 

conventional measurem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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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감마선 이용 영상진단기술은 다중상 산업공정 유체와 내부설비에 대한 시간 공간 해상

도를 갖는 입체적 진단기술로서, 기존기술로는 불가능한 가동 중인 거대구조 산업설비의

공정 최적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

용한 산업용 영상진단기술은 의료용 영상진단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감마선을 이용

하여 대규모 피검사체 특히 산업공정 설비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개발로 접근방향을 달리

한다. 감마선원을 이용한 산업적 진단응용기술은 계측데이터(ray-sum)의 수에 따라 감마

선 투과계측, column scanning, grid scanning, industrial tomography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전문적인 산업설비 검사회사에서 초보단계의 grid scanning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산업설비 진단을 위한 감마 토모그래피 기술은 2000

년대 초반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까지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학공

정의 설계 및 구조변경을 위한 동력학적 연구 분야에도 감마선 토모그래피 이용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가 원자력 연구기관인 CEA의 주관으로 석유화학 설

비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감마 CT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다중상

유체 해석을 위해 밀봉선원은 물론 개봉선원을 이용한 유동의 영상진단기술의 기초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용 CT기술의 연구개발 역사에 비하여 볼 때, 산업공정의 진단을

위한 감마 CT기술은 매우 늦게 시작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는 대단히 빠른 편이

다.

밀봉 또는 개봉형태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감마선원으로 사용하여 가동 중인 산업공정

내부의 유동물질에 대한 거동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공

정 분석능력을 고급화하여 장치산업의 설계, 건설 및 운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규

모 장치산업의 경우 가동 중 진단기술의 확보는 산업공정의 최적화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은 물론 공정 보수 및 유지 차원에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공정의

설계와 효율계산 등을 위한 전산유체역학 모델링과의 비교/검증 기술로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조물 설계 단계부터 구조물의 운전 중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부

상황을 보다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다. 감마선원을 이용한 설비진단 신기술의 확

보는 국내 산업계에 대한 원자력기술의 전파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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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수요시장의 확보 및 실용화에도 기여한다. 특히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

국내 산업구조에서는 대규모 산업설비의 가동효율을 최적화하고 대규모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확보와 가동수명의 연장 검증기술 등은 자원활용의 극대화와 아울러 국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용 수리 탐지시스템은 해양수자원, 지표수 및 지하수 이

동 역학, 수리 지질자료의 이용 등 산업환경 수리학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수자원의 개

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다. 지표, 지하수 및 연안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은 전산모델에 의하여 예측되고 있으나, 불충분한 실측자료로 인하여 그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낮고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수리탐지기술로 관

련 모델을 상호 검증함으로써 예측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량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문환경내로 방출되는 오

염물의 방출 위치 및 총량 평가를 수행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 확보, 산업시설 주변 환경 감시 및 보호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연구는 크게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

한 하천현장실험, 하천 및 지하수자원 수리탐지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 수리 모형장치

제작 및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시스템 개발의 분야로 구성되어져 있다. 단반감기 동위

원소를 이용한 현장실험은 금강 및 대종천에서 Br-82 및 Tc-99m을 이용하여 수행되었

고, 동위원소는 다수의 감마선 계측기로 측정하여 시 공간적 농도분포를 취득하여 오염물

거동 특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였다. RI 기술과 접목된 하천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을

위하여 하천 현장 실험을 모사하였고, 관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기법을 확립하였으며,

EMRAS 참가 모델과 비교 검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모델 운영의 중

요 변수인 난류항에 대한 모멘텀법/최대농도 도달시간 분석법/해석해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해 종 횡 난류항을 산정하여 이들 계수 값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민감도 계산을 수행

하여 모델의 중요 변수에 대한 불확실도를 최소화하였다.

RT-PAT는 4대 첨단 기술분야인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환경기술(ET)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들 관련 산업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하여 분석화학, 화학공학, 계량화학, 제어공학, 생명공학, 약제학 등 다학제간의 협력연구

가 필요한 기술로서 주변 산업분야에 기술이전 성격이 강한 시스템 기술이다.

PAT의 가장 큰 특징인 "process understanding" 개념에 따라 공정개발 초기단계에서

PAT가 적용될 경우, 향후 스케일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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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과 변경이 거의 필요없는 강건한 설계를 통하여 막대한 추가비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03년 12월 새로 발족한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of Materials)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과 PAT 적용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활동과 성공사례들은 주변의 정밀화학, 생명과학 등 관련 산업분

야로 확대될 것이며 결국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공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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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외 기술개발현황

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유럽의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선 이용기술 연구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프랑스에서는

주로 CEA-LIST에 의하여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학적 이용을 위하여

시작된 이래 1999년에는 석유화학 공정의 주요설비인 fixed bed와 fluidized bed

reactor의 가동 중 진단을 위하여 32개의 BGO 검출기와 ~300mCi의 Cs-137 선원이 장

착된 계측시스템을 FIP (French Institute of Petroleum)에서 연구한 바 있다. 1994년에

는 산업용 방출 감마선 토모그래피 기술 (InSPECT)는 초기에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체제시간분포 측정에 의한 진단기법의 보완기술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산업현장에의 시범적용은 1999년에 발전소의 유체 유동 최적화를 위한 실험이다. 최근

에는 실험실 규모에서 보다 정밀하게 trickle bed와 fluidized reactors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하고 있으며 유동특성의 불균형을 보이는 반응기의 속도장과 확산장을 연구하고 있

다. 근래 수행 중인 주요 연구로는 발전소에서의 열유동 층리(stratification) 현상, 우주

왕복선 초저온 펌프시스템에서의 추진체 후단 진공현상 분석, 구조물 내의 유동특성 등

에 대한 연구 등이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호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와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수리탐지 기술과 계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

며, 연안 표사를 포함하여 부유 오염물질의 확산경로 탐지, 준설토의 최적 투기장소 선

정 등에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리모델의 검증을 위한 비교자료로서의

활용은 물론 수치모델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실측변수의 획득수단으로 활용되기

도 한다. 또한 지하수자원의 거동탐지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계측시스템을 개발을 수

행함과 동시에 이의 현장 적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시설 주변 하천 오염 평가모

델 검증을 위하여 1990년 이후부터 방사성 동위원소를 실제 하천에 투입하여 농도를

관측하는 작업이 활발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수리 모델의 검증뿐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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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수의 결정, 수치해의 왜곡도 결정 등의 연구에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기술을 적용하

고 있으며, 특히 1993년 러시아의 INCT 연구소에서는 자연 하천에 82Br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하천의 종확산 계수를 추정하는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IAEA에서는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환경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2003년

EMRAS(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를 조직하였고, EMRAS 프로

젝트의 Working Group 4에서는 산업시설 주변 하천, 하구 등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의 거동 평가를 수행하였다. EMRAS Working Group 4에서 참가모델 간의 상호평가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러시아 Techa 하천에서 관측한 90Sr 관측자료를 이용하였

다. 또한 프랑스 Loire 하천 주변의 15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하천 환경내 거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을 이용하였고, 60Co, 137Cs, 131I 등

의 핵종을 관측하여 수치모델간 상호비교를 수행하였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주

변 Pripyat 하천과 Dnieper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90Sr과 137Cs 핵종 농도를 모니터링하

여 이들 방사성물질의 하천 환경에서의 거동 특성평가를 IAEA 지원하에 수행하고 있

으며, 이들 하천에서 관측된 방사성 핵종 자료를 하천 수리∙확산모델의 검증 평가용으

로 이용하고 있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세계적으로 분석화학, 공정공학, 공정화학, 다변량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의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PAT를 이용함으로써 각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바탕으로 생산품질의 향상, 폐기물 발생 최소화, 제조 효율 증대, 작업 안전성의 향

상, 제조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이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미국의 경우, PAT 관련 센터로서 Center for Process Analytical Chemistry(CPAC),

Measurement and Control Engineering Center(MCEC) 등을 운영하고 있다. CPAC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 본부를 두고 있고, 계량화학

(chemometrics), 크로마토그래피, 흐름주입식분석(flow injection analysis), 분광분석 등

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산학 콘소시움을 바탕으로 New Sampling

Sensor Initiative(NeSSI)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NeSSI는 시료채취 시스템을

소형화하여 유량제어기, 필터, 압력제어기 등의 시료채취 관련 시스템을 작은 패널 위

에 설치하고, 모듈화된 시스템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기념

으로 하고 있다. 테네시대학(University of Tennessee)의 녹스빌(Knoxville)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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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EC는 라만분광분석과 질량분석에 강하고 PAT를 화학공학의 공정제어에 응용하기

위해 몇 개 대학의 화학과와 화학공학과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 2절 국내 기술개발현황

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국내의 경우 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단순한 구조

의 평행주사형 투과 감마선 토모그래피 기술과 이를 발전시켜 공간해상도를 단축시킨

팬빔형 계측시스템, 공정 내부로 투입된 방사성표지화합물의 측정을 통한 유동의 분포

변화를 영상화하는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수

행하였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특허를 출원하였다. 계측장치에는 고에너지 감마선원인

Cs-137, Co-60 등의 밀봉선원과 Ga-68, Tc-99m, In-113m 등의 방사성표지화합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계측 대상체 보다 압도적으로 큰 대형 산업공정을 대상으

로 하는 영상진단 장치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의 개발과 아울러

이미지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대한

산업적 활용도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주관한 국

제공동연구(CRP) 과제에 참여하여 선진연구그룹의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

으며, 본 연구경험과 지식은 향후 연구개발 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2006년 “원전 액체방사성유출물 해양확산 평가기

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신고리, 신월성 해역에서 삼차원 해양확산 특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원전 건설에 대한 규제 기관의 기술기준에 다른 연구로 해수순환과

액체 방사성유출물의 거동 특성에 국한된 연구로 주로 동해안 전역에 대한 광역 및 중

간역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차 중장기 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생산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효

율진단, 석유화학 시설의 파이프 설비 진단, 증류탑의 검사 등의 산업시설 진단 평가

활용의 기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RI 연계 산업 연안 환경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수행된 바 없다. 해양의 경우 자연 동위원소의 측정 분석을 통하여 해수

순환 형태의 규명 및 해저 토사의 연대 추정 등의 연구에 동위원소 분석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인공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은 도입 단계이다. 국내에서는 산업 연안환경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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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물 확산경로 예측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전무하며, 다행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기술과 기초장비 개발 등의 연구경험을 보

유하고 있다. 방류물 경로 추적은 주변 산업시설의 오염 총량 규제 측면에서 부하총량

지도 작성을 통하여 방출원 지점을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고, 연안 산업시설 방류물

확산경로 추적 기술은 아직 수행되지 않은 초보 단계이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의약/화장품/식품/정밀유리 등의 산업공정에서 각 단위공정의 최적화 및 분석품질 향

상을 위한 진단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T와 같은 신개념

의 공정관리 기법이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수분함량 계측과

그 관리가 전체 공정의 효율적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원료의 변화와 공정환

경의 변화에 따른 진단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이고 단순한 실시간 단변

량 분석이나 off-line에서의 실험실 수준의 기기분석 외에 별다른 관리가 이루지고 있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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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감마선을 이용하여 산업설비의 횡단면에 대한 영상진단이 가능한 팬빔형 산업공정 진

단용 감마CT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진단 대상체를 투과하는 방사선원으로 투과력

이 높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높은 효율의 검출기를 사용함으

로서 X-선으로 투과가 어려운 고밀도 재질의 대형설비에 대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선 CT(industrial process gamma computed tomography)기술은 고

밀도의 대형 고정설비를 대상으로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이용하여 가동 중인 공정설비

의 단면을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영상진단의 과정은 투영데이터(projection data)의 수집

과 이를 이용하여 사전에 결정된 픽셀단위의 면적에 대응하는 물리 매개변수(감쇠계수)

의 분포를 계산하는 이미지 복원(image reconstruction)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미지 복원

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크게 변환(transform) 기반의 방법과 반복적인 계산(iterative

calculation) 방법으로 구분되며 계측시스템은 평행빔 방식과 팬빔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일선원과 단일검출기로 구성된 계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평행빔에 의한 투영

데이터 수집과정은 180° 내의 등간격의 여러 방향과 임의의 방향에서 등간격의 투영데이

터를 얻는 방법으로 비교적 이미지복원 알고리즘이 간단한 반면 계측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계측시간을 현격히 단축시킬 수 있는 팬빔 방식을 사용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성이 높은 반복적인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단면이미지를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공정내부에 주입된 방사선원으로부터 발생된 감마선을 외부에서 계측함으로써 공정유

체의 분포 및 흐름, 혼합 정도에 대한 정보들을 3차원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영상장치

의 최적화된 구조를 몬테칼로 전산모사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하고 세부 구조를 설계하였

으며, 이를 기반하여 영상장치를 제작하였다. 영상장치는 6각형 구조의 detector 배열과

10 mm 구경의 조준경을 사용하였으며 총 24 개의 방사선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측정대상

은 두개의 파이프내에 Tc-99m이 특정농도로 존재하는 팬텀과 당해 연도에서 개발한 산

업공정 모사장치를 사용한 방사성추적자 유동에 대한 단면분포를 측정하였다.

공정유체 단면분포 이미지 복원을 위해서 Monte Carlo를 이용한 vessel 단면의 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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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방사선 검출기에 검출될 확률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 단면을 pixel로

구분하고 위치별로 detector에 검출될 확률을 simulation을 통하여 구하였으며, 이 결과를

사용하여 weight matrix를 구한 후 ML-EM 방법을 통하여 단면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농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실험을 통하여 static phantom 및

유동 추적자에 대한 방사선계측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미지 복원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동위원소의 유동 내 단면분포를 측정하였다.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대형 시스템의 추적자 유동 분포 측정을 위해 2 inch 직경과 2

inch 길이를 갖는 검출기를 30 set을 이용하여 추적자 유동 분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실

규모의 배관에 적용 가능한 60 cm 직경의 팬텀을 구성하고 이에 Ba-137m (662 keV),

In-113m (40 keV), Ga-68 (511 keV) 등 적합한 에너지의 방사성 추적자를 선정하였다. 또

한 추적자에 대한 에너지 선별 검출을 위해 2 inch detector 에 대해 Ba-137m을 이용하

여 에너지 선별 측정을 위한 기법을 수립하였으며 layer 회전 실험을 통해 계측기수 증가

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방사선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나노입자를 제조 후, 이를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하여 중성

자 조사시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조하고, 방사화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조기술 확립하고, 이를 고온 반응용기 및 설비의 가동 중

효율진단 등의 실험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이용하여 산업공정 설비에서 관찰되는 유동을 lab scale로 모사할

수 있는 pilot plant 장치로서 당해 연도에는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장치는 대부분의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반응기 모델을 소규모로 모사하고 투입된 방사성표지화합물에 의

한 계측 후 분석결과의 검증 및 관련 장비의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공정

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Mo/Tc-99m, Sn/In-113m, Cs/Ba-137 등의 RI

generator로부터 인출되는 단 반감기 핵종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개봉

동위원소 사용을 위한 방사선안전인허가를 획득하였다. 공정 모사장치는 3개의 기본적인

모델을 가진 tank와 유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배관 및 밸브, 이를 제어하기 위한

control 장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밸브 개폐의 조합에 따

라 병렬, 직렬, 직병렬, 순환구조 등의 다양한 운전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tank는

반응기 모델의 변경을 고려하여 추가/제거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국내 하천을 대상으로 횡분산계수 측정실험을 실시하였다. 횡

분산계수는 대표적인 확산계수 산정법인 moment법을 이용하였으며, S-river와 H-riv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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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각 0.25와 0.24의 값이 얻어졌다. 이 값은 외국문헌에서 제공하는 횡분산계수와 상

당한 차이를 보였다. 하천 모델시 Validation없이 단순하게 외국 문헌 값을 참조값을 적

용하는 것은 강의 자정능력을 과대평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현

장측정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국내하천의 경우 정확한 오염물의 거동을 예측위해 보다

많은 실측자료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RI를 이용한 산업용 수리 탐지시스템은 해양수자원, 지표수 및 지하수 이동 역학, 수리

지질자료의 이용 등 산업 환경 수리학 전 분야에서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

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RI표지화합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한 표지기법을 확립하고, 이를 연안에서의 수중 부유물 확산경로 탐지기

술에 활용하고자 한다.

제 2절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RI 기술과 연계된 수리탐지 시스템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현장 및 실내실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농도 값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수리변수 및 확산계수

값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수문 환경에서 계측한 동위원소 자료를 CFD모델에 접목하

여 난류항 해석, 확산계수 선정, 희석율 산정 등의 자료를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

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현장실험, 하천 및 지하

수자원 수리탐지 CFD 모델 검증기술 개발, 수리 모형장치 제작 및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시스템 개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실험은 금강 및 대종천에서 Br-82 및 Tc-99m을 이

용하여 수행되었고, 현장 실험 수행전 기본적인 하천 폭, 수심, 하천 형상, 유속 등의 하

천 제원과 수리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을 위한 계측기 선정 위치를 결정하였다. 동위원

소는 다중 감마선 계측기로 측정하여 시∙공간적 농도분포를 취득하여 오염물 거동 특성

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들 현장 관측자료는 하천 수리 CFD모델에 접목하여 모델

의 검증기법 수립에 활용되었다. RI 기술과 접목된 하천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을 위하

여 단반감기 방출 감마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현장 하천 실험을 수행하였고, 계측된 동

위원소자료를 이용하여 난류항을 해석하여 이들 자료를 CFD모델에 이용하였다. CFD모

델을 이용하여 현장 실험을 모사하였고, 관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입증하였

다. 또한 EMRAS 참가 모델과 비교 검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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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중요 변수인 난류항에 대한 모멘텀 법/최대농도 도달시간 분석법/해석해 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해 종∙횡 난류항을 산정하여 이들 계수 값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모델의 중요 변수에 대한 불확실도를 최소화하였다. 자연 하천내 확산계

수 값 범위의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정확한 확산계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천에서 공식에 필요한 매개변수들을 실측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측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본 연구

에서는 확산계수의 범위 예측을 위하여 수심, 조도계수, 입자 크기 및 유속변화에 대한

실내 실험을 통하여 확산계수 결정 기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현장실험

재현을 위한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

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왜곡모형을 근거로 하천 곡률

수로에 대한 현장 재현을 위한 곡률수로를 제작하였고 이러한 조건에서 수리변수를 계측

하여 곡률의 변화에 대한 유동 특성을 해석하였다. 또한 지하수내 오염물 이동 특성분석

을 위한 지하 수리모형장치를 설계∙제작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내실험을 수행하고

이들 계측 농도자료를 분석하여 지하매질내 오염물 이동특성을 일차적으로 해석하였다.

지하수 수자원 거동탐지 CFD모델 검증기법 확립을 위하여 경주 방페장 주변의 지하매

질을 선정하여 주변 지질 현황과 지질 특성자료를 수집∙분석하여 in-situ 실험조건을 설

정하고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실내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동위원소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내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지하수 수문특성 예측을 위한 CFD 모델의 검증기법을 수

립하였다. 또한 지하수 거동탐지 모델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Model CARE 참가 모델

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참가 모델중 미국 hanford site에서 오염물 거동 평가를 수행한

CPEST 모델과 동일 조건하에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위하여 방출원 위치추적을 위한 궤적방정식의 특성을 분석하

여 시간 역산 수치기법을 분석하였고, 방출원 예측 모사를 위한 하천 수리변수 자료를 연

계하였다. 또한 금강 및 대종천 실험의 결과와 수리 변수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모델 결과와 하천 현장 실험자료와 비교를 통한 방출원 확산경로 오차범

위를 산정하였다. 자료동화기술을 이용하여 방출원의 방출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고, 현장 동위원소 계측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통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제 3절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방사선 계측기술을 접목한 공정분석기술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공정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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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방사선이용기술(radiation

technology)의 저변확대와, 중성자선원을 이용한 공정시료 내 수분함량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계량화학과 관련 주변 분석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계량화학적 공정해석기반기술 구축을 위해 최근 기술동향 PAT 관련 자료수집, 분석

및 체계화를 통해서 현장작업자를 위한 quick manual 형태의 자료확보를 위해 다변량

calibration 기법, 패턴인식기법 사례조사 및 기법검증과 관련연구를 수행결과 국내 분석

과학 관련 전문 학술지인 ‘분석과학’지에 “공정분석기술: 첨단 분석기술의 새로운 패러다

임”, “공정분석기술: 제약산업에서의 기술개발 사례 및 현황” 등의 총설을 출판하였고, 또

한 계량화학의 개념 정립과 실제 공정분석 응용사례 등을 포함한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

다.

분체의 원료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PAT의 핵심적 요소인 ‘분체공정의 이해’를 위한 첫

단계로 패턴인식 기반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성을 보유하고 있는 100여개의 신

규 실리카 나노구조체를 합성하고, 대량합성 공정개발에 성공하였다. 또한 합성 시료에

대하여 질소흡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표면 및 기공 물성에 대한 기초 DB를 확보하였고,

이 물성 DB를 패턴인식 기반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실리카 나노구조체 물성에 대해 아직

까지 유사 연구사례가 없는 주성분분석 관련 연구를 달성하였다. 실리카 나노 구조체의

물성 DB를 활용한 PCA(주성분분석)을 통해 모의시료(2종, 3종)의 측정결과에 대한 원료

물질의 판별 분석을 실시하여 판별정확도 90% 이상을 달성하였다. 주형합성법에 의해 제

조한 실리카 나노구조체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근적외선(NIR)분광기기를 이용하여 다공

성 실리카 나노구조체의 표면적에 따른 NIR의 응답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사선원인 엑스선을 이용한 원료판별 및 수분분석의 개념의 연구를 통해서 엑스선을

이용하여 신개념의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 실시간 분석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

전시켜 유기물 시료의 실시간 두께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새롭게 발굴하여, 공정분석에 활

용 가능한 신기술을 확보하였다. 엑스선 이용한 수분분석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원천기술

로서 향후 다양한 공정분석기술의 하나로서 잠재적 활용가치가 우수한 기술로서 공정분

석용 X-ray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관련 업체와의 전략적 기술 제휴를 협의하는 등 신기

술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수분함량의 정량분석을 위한 RT-PAT 시스템 개발을 위해 공정현장의 환경을 모사한

수분함량 분석 모의 RT-PAT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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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특성, 공정특성, 분석 신뢰도 확보 등 공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확보한 자료

를 근거로 주요특성인자를 분류하여 주요 특성인자 중에서 공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진

단 특성치를 선정한 후, 수분함량 분석용 모의 RT-PAT 시스템에 진단특성치를 반영하

여 실험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공정의 수분분석 시스템의 적절성을 판단하

고, 이후 공정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제시 등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였고 중성자 감쇠신호의 응답특성 규명연구, 분체시료 내 수분분포 등 균일성 해석

연구, 기존 단일채널분석기와 3He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분정량분석의

문제점 확인, 중성자 스펙트럼에 대한 계량화학적 정량모델 수립연구, 분석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조업환경에 의한 영향성 평

가를 하여 동적 시료 이송 및 중성자 감쇠 측정 시스템을 구축 및 실제 공정의 측정 정

확도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해요소 중의 하나인 시료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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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절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직경 1.4m의 회전체에 24채널 NaI 검출기 array를 arc plate에 장착하여 계측 대상체

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횡단면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팬빔형

단면측정장치 이용하여 제한된 투영데이터로부터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미지 복원 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밀

봉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가동 중인 액체/기체 혼합유체 이송배관의 유량 측정 방법으

로서의 활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배관의 물리적 특성에 맞는 세기의 감마선원, 다중 감

마에너지 활용기법 등 추가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직경 60cm 모사 반응조

를 대상으로 개봉선원을 투입하고 2inch 검출기에 의한 검출 신호로부터 매초 간격의

유동 분포 이미지 획득기술을 확보하였다. 다양한 공정 모델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

용기술의 정량적인 평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장치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시험운

전 및 RI 투입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방

사선 안전검사 및 인허가를 획득하였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수리환경에서 최소량의 표

지화합물로 정확한 수리변수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 떨어진 계측시

스템 간의 서버/클라이언트 개념의 시스템 제어방식 도입하였고, 축선별로 10개의 검출

기를 운용한 하천 확산계수 측정실험에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코어의 Au-198을 SiO2 쉘로 코팅한 형태의 방사성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

하고 이의 고온, 감마선 환경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금강 및 대종천의 하천 현장실험을 수행

하였다. 감마선 계측기에 의해 측정된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하천 수리 및 확산

CFD 모델의 검증을 수행하였고, 또한 관측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종ㆍ횡 방향의

확산계수 값을 산정하여 난류항 분석기법을 개발하였다.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실험은 금강 및 대종천에서 Br-82 및 Tc-99m을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현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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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전 기본적인 하천 폭, 수심, 하천 형상, 유속 등의 하천 제원과 수리변수를 측정함

으로써 실험을 위한 계측기 선정 위치를 결정하였다. 동위원소는 다중 감마선 계측기로

측정하여 시∙공간적 농도분포를 취득하여 오염물 거동 특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들 현장 관측자료는 하천 수리 CFD모델에 접목하여 모델의 검증기법 수립에 활용되

었다. 특히 모델 운영의 중요 변수인 난류항에 대한 모멘텀 법/최대농도 도달시간 분석

법/해석해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해 종∙횡 난류항을 산정하여 이들 계수 값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모델의 중요 변수에 대한 불확실도를 최소화하였

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RT-PAT에 대한 개념정립과 관련 기술정보 체계화를 통하여 기초이론 및 적용사례

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내 전문 학술지에 총설을 발표하는

등의 기반구축 목표를 달성하였다. 산/학/연 전문가 초청 기술미팅 및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수분계측공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 현장

의 공정조건을 모사할 수 있도록 중성자 수분측정용 시료이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

한 조건에서 수분분석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2단계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중성자 감쇠신호의

응답특성 규명연구, 분체시료 내 수분분포 등 균일성 해석연구, 기존 단일채널분석기와

3He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분정량분석의 문제점 확인, 중성자 스펙트

럼에 대한 계량화학적 정량모델 수립연구, 분석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등과

관련하여 SCI 논문,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하는 등 정성적, 정량적 연구하였다.

제 2절 관련분야의 기여도

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산업공정 진단에 필요한 감마선 영상진단 측정장치의 개발로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치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대규모 산업공정의 가동 중 진단

신기술 개발로 국내총생산의 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정유/석유화학산업의 가동

효율 최적화 및 제한된 자원활용과 설비수명 극대화 등의 분야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기술과 차별되는 신기술로 수요시장을 개척 및 활성화시키고, 미

래 환경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증기술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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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원자력기술의 저변 확대

를 통하여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은 해양수자원,

지표수 및 지하수 이동 역학, 수리 지질자료의 이용 등 산업환경 수리학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다. 지표 및 지하수, 연안 등

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은 전산모델에 의하여 예측되고 있으나, 불충분한 실측자료로

인하여 그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낮고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를 이용한 수리탐지기술로 전산모델을 상호 검증함으로써 예측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

키고 정량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문환경내로 방출되는 오염물의 방출 위치 및 총량 평가를 수행하여 신속 정

확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 확보, 산업시설 주변 환경 감시 및 보호활

동에 기여할 것이다. 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개발로 수자원

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 보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주

변 수문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산업용 수리

탐지 시스템의 수문 및 연안특성 평가 적용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신규 방사성동위

원소의 생산이 필요하여 동위원소 생산의 신기술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엑스선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신개념의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 실시간 분석기법을

개발함과 더불어 유기필름 두께측정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공정환경에서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확보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계측기 응답특성의 해석을 위하여

독자적 자체기술개발로 균일한 물성의 표준분체를 확보하고 다양한 물성의 신규 실리

카 나노구조체의 물성 DB를 확보하여 패턴인식 기반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아직까지 유

사 연구사례가 없는 연구결과를 수행함으로써 주성분분석 관련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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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절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기존의 산업설비 진단기술은 일반적인 NDT, 초음파 유도탐상, 열적외선, 압력/온도 모

니터링 등의 기술에 의존하여 왔으나, 설비의 고도 설계와 가동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공

정의 가동 중에 입체적으로 공정의 내부상황에 관한 정량적이고 높은 신뢰도의 진단기술

에 관한 산업계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이용한 영상진단기술은

개발로 기존 비파괴검사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수요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산업 등 거대 장치설비의 규모가 매우 큰 국내의 경우 공정의

원료는 물론 설비의 중요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주요 경제기반으

로서 그 기여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진단 및 설계에 외국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 거대설비의 효율향상은 물론 유지비용 절감에 감마선 이용 영상

진단기술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연구개발 기간 동안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기술협의와

연구결과물의 소개를 통하여 산업계로부터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중화학설비의 유체는 유기상으로 존재하면서 반응과 분리 공정을 위하여 고온 또는 고

압의 환경 하에서 유지된다. 이들의 거동특성을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물리적

으로 동일한 동력학적 특성을 갖는 probe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거

대설비의 가동 초기부터 유동 내에 막힘, 누설, 혼합도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고된다. 이를 조기에 정확히 탐지하여 이상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면 그 경제

적인 이익은 매우 막대하다. 그러나, 기존의 방사성표지물은 유기상 용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최고 250도 이상의 조건 하에서 화

합물의 형태를 유지시키기 어려웠다. 계측 및 신호해석의 기법 상의 제한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환경 여건 하에서 유동의 안정적 표지방법이 부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술과 융합하여, 금 나노입자를 제조하고 이의 화학적 물리적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리카 재질로 표면을 코팅시킨 후 이를 450도의 고온로에서 소결

하였다. 이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과정을 거쳐 방사성 금 나노입자로 제조되었

고 입자의 특성은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국제학회

등에서 발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반응이 매우 높아 각국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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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자원 계측시스템의 개발로 수치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리현상 예측결과

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환경자원 관리기술을 고급화할 것이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기술의 환경분야 응용기술 개발로 원자력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표수 자원의 흐름 유사 오염물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한 수자원

의 지속적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방

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개발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능하

다. 또한 자연환경 자원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전 탐지기술의 확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막대하다.

제 2절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개발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

리 및 환경 보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주변 수문 환경으

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수문 및

연안특성 평가 적용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신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이 필요하여 동

위원소 생산의 신기술 적용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위원소 생산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 가능하다. 하천 수리ㆍ확산 현상 규명을 위한 동위원소 이용 탐지 시스템의 적용

으로 하천 수리현상의 난류 성분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관련 수리탐지 전산모델의 개

선 및 RI자료와 연계한 유역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수자원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은 국내 수자원 관련

기관에서 수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개발시 본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환경자원의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신속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공적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수리유동 특성 자료

의 신뢰성를 검토하고, 관련 산업분야에 본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역탐색 기술의 전산모

델의 개발을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환경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RI이용 산업 환경 탐지시스템은 IAEA, 유럽, 호주 등과 관련 기술

의 상호 평가․운영과 IAEA/RCA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 및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IAEA/RCA 사업의 산업시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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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문학, 해양 수자원 피해예측 및 대책기술 연구 분야의 선도적 우위를 선점하여 국내

고유 기술 확보를 통하여 국제 원자력산업의 RI 활용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제 3절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공정분석기술(PAT)을 방사선 이용기술개발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 현장

적용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초 개발연구로서 기본적으로 방사선 기기를 이용한 단순한 전

통적 방식의 모든 공정에 신개념의 PAT 요소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공정분석품질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 가능하다.

공정진단에 필요한 기반기술인 계량화학적 해석기법은 전혀 화학관련 산업분야 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성격의 기술개발이다. 단순히 온

도, 압력 등의 공정변수만을 모니터링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는 공정에 적용하거나,

GMP와 같은 생산 품질에 대한 QC/QA의 요구수준이 높은 공정에 이용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다.

주성분 측정기술은 원료판별을 통한 정성적 공정진단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으

므로 ‘분체공정용 RT-PAT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복잡한 혼합 분체시료를 포함하고 있는

의약/식품/생명/화학산업 분야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의 단위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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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Ÿ TECDOC -1589 :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Ÿ Technical Meeting on Industrial Compatibility, Maintenance and Calibration of

Equipment for Industrial Radiotracer and Sealed Source Application, 7-12 December

2009, Vietnam, Dalat, 참가자 배부자료

Ÿ Annual report 08, Instituto de Pesquisas Energeticas e Nucleares - IPEN-

CNEN/SP

Ÿ 2008 Consultants Meeting on the "Use of intentionally released radioactive

tracers to study environment processes 참가자 배부자료

Ÿ IAEA/RCA "Validation of CFD Models of Multiphase Systems using Radiotracers",

India, 29 Nov 2008, 참가자 배부자료

Ÿ IAEA/RCA Technical Meeting on New Developments of Radiotracer and Sealed

Source Techniques, Sri Lanka, 20~24 Aug. 2007, 참가자 배부자료

Ÿ IAEA-TECDOC-1412, Integration of tracing wit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industrial process investigation, Report of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2001-2003,

IAEA, Nov. 2004

Ÿ IAEA EMRAS WG4의 관련 회의 자료

Ÿ ModelCARE 참가모델 특성 자료

Ÿ IAEA/RCA 산업공정 RTD 분포 산정 관련 회의자료

Ÿ 인도 Bhabha 연구소의 산업공정 프로세스의 RI technology 적용 분석결과 자료

Ÿ 스페인 남부 지블롤타 해역에서의 관측자료 및 모델링 결과 해석 자료

Ÿ 3차원 수리유동 및 확산특성 분석 EFDC 관련 자료

Ÿ ICRP Publication 103 자료

Ÿ IEAE/EBP 관련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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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감마선 이용 대형 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감마선 이용 영상진단기술은 다중상 산업공정 유체와 내부설비에 대한 시간 공간 해상도

를 갖는 입체적 진단기술로서, 기존기술로는 불가능한 가동 중인 거대구조 산업설비의 공정

최적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동 중인 산업설비의 내부 구

조물과 공정유체에 대한 영상진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비파괴검사 기술시장과는 차

별된 신규 기술수요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공정진단 신기술의 연구개발

이 활성화 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감마선 이용 산업공정 내부단면 영상진단 기술 개발

- 팬빔형 섬광검출기 어레이 고정체 개발 및 팬빔 계측데이터 단면 이미지 복원기술

개발

- 고정상 반응공정 대상 격자 scan 기술 개발

- 감마선 영상측정 장치 산업적용 기술 개발

2. 산업공정 다중상 유동분석 기술 개발

- 액상/기상 혼합유동 모사장치 제작 및 고속 처리신호 분석기법에 의한 유속 측정기술

- 방출감마선 계측에 의한 공정유체 분포 측정 시스템, phantom 개발 및 이미지 복원

기술 개발

- 고온 유기성 공정유체 거동탐지용 NT기술 이용 RI표지화합물 개발

3. RI 산업 진단기술 시험용 공정 모사장치제작

- 개봉/밀봉 감마선원의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장치의 설계 및 제작

4. 환경산업자원 관리를 위한 RI 응용 계측 시스템 개발

- 하천 확산측정 실험을 위한 DAS 구축 및 moment법에 의한 확산계수 현장 적용

실험

- 해양부유물 경로탐지 RI 표지 기법 확립

- 지하수 유동탐지 연구 RI 계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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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감마선 이용 산업공정 내부단면 영상진단 기술 개발

- 직경 1.4m 회전체, 24채널 NaI array 구성된 횡단면 이미지 획득용 팬빔 계측시스템

개발

- 산업현장 여건의 제한적인 계측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기법 확보

2. 산업공정 다중상 유동분석 기술 개발

- 혼합유동의 감마선 검출 신호분석에 의한 유속 측정기술 개발

- 내부유동의 시간해상도를 고려한 분포변화 측정기술 개발

- 몬테칼로 전산기법 이용한 시스템 평가, 데이터 생성 기술 확보

- 산업환경에 적합한 방사성 나노표지화합물 제조기술 개발

3. RI 산업 진단기술 시험용 공정 모사장치제작

- 방사성동위원소의 자체 정화 및 방사선 안전 규정에 부합한 RI 응용 신기술 연구

시험장치 개발

4. 환경산업자원 관리를 위한 RI 응용 계측 시스템 개발

- 광역(>2km) 하천 수리변수 탐지를 위한 RI 계측 시스템 개발

- 해양부유사 탐지 표지기법 확립

- 지하수 유동 전산모사 자료 제공 및 검증기법 확보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감마선 이용 산업공정 내부단면 영상진단 기술 개발

- 평행빔형 장치는 배관 스캔 등에 활용이 가능

- 격자 스캔 기술은 기존 장치로 적용이 어렵고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 설비의 단면

측정에 활용 가능

- 팬빔기술의 적용한계를 개선하여 설비의 내부구조 및 유동상태에 대한 이상현상 발생

예후의 조기감지 기술을 확보

2. 산업공정 다중상 유동분석 기술 개발

- 산업공정 다중상 유체 유동 분석 기술은 tracer visualization, CFD validation,

chemical engineering, oil recovery, geochemistry 또는 hydrogeology 등에 활용

- chemical engineering의 경우 반응기 내부의 mixing pattern을 실시간 가시화 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측할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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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 산업 진단기술 시험용 공정 모사장치제작

- RI 산업진단기술 시험용 공정모사장는 실공정 적용을 위한 예비실험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다중상 유체 유동 분석기술 등을 위한 기반 실험 장치로서 활용이 가능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용으로도 활용

4. 환경산업자원 관리를 위한 RI 응용 계측 시스템 개발

- 환경 산업자원관리를 위한 RI 응용 계측 시스템 개발은 환경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장비로 활용

- 연안환경 추적자 이용기술을 위한 기반 장비로 활용

- 수치모델에 의존하는 수리현상의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 환경자원

관리기술을 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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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Industrial Gamma CT Technology for Process Diagnosis

II. Objective and necessity

The project is aimed to develop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system for investigation 

on structural and physical malfunctioning and process media distribution by means of sealed 

gamma source and radioactive materials.

- Establishment of state-of-art technology using radioisotope for in-service large process 

diagnosis

- Study on process visualiz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tomography methods available for 

plant processes

- Radioisotope application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vironment resources

Korea has advanced process industry such as petroleum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which are 

potential beneficiary for radioisotope technology. New technology using radioisotopes for on-line 

process diagnosi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optimization of plant process and the 

maximization of operation efficiency in large plants such as refinery and petrochemical plants. 

III. Scope and contents

Section1 Development of gamma industrial tomography

- Density cross-section image reconstruction technology from fan-beam type radiation 

projection data

- Grid scan technology for industrial fixed bed reactor diagnosis

- Industrial gamma CT system for industrial application

Section2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s for industrial multi-phase flows.

- Radiation measurement process technique for liquid/vapor mixed phase flow measurement

- Process media distribution measurement by industrial SPECT technique

- Preparation of radioisotope labeled compound by NT for industrial application

Section3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cess flow simulator to be monitored by Radioisotop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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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 scale industrial process simulation system for testing of radioisotope application 

technologies and measurement systems

- Official permission for use of radioisotopes from the authority

Section4  Development of the nucleonic measurement system to manage environmental 

resources

- Multi-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 for river investigation

- Measurement of dispersion coefficient in a field and CFD validation

- Monitoring of dynamic behavior of underground water

IV. Resul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ection1 Development of gamma industrial tomography

 - Development of 24 channel NaI array fan beam tomography to image cross sectional 

view of the object of  1.4 diameter.

 - Development of industrial tomographic scan method for large scale plant

Section2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s for industrial multi-phase flows.

- Development of flow-rate measurements of a dual-phase pipe flow by cross-correlation 

technique of transmitted radiation signals

- Real time measurement of process flow by SPECT technology

- Evaluation of multi-phase measurement system by Monte Carlo simulation. Simulation data 

generation from the Monte Carlo method.

- Synthesis and analysis of nano-based radioisotope labelled compound to trace  industrial 

system. 

Section3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cess flow simulator to be monitored by Radioisotope 

technique. 

- Development of flow simulator equipped with storage tank and carbon-cation-anion filter 

purifier, which is coincidence with radiation protection regulation.

Section4 Development of the nucleonic measurement system to manage environmental 

resources. 

- Measurement system for hydro parameters in wide range river area (>2km) 

- Development of RI labelling method to trace floating material of ocean. 

- Validation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o characterize the flow pattern of under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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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by acquiring the measurement data.

V. Plan for uti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
Section1 Development of gamma industrial tomography

- Parallel beam type gamma ray tomography system is planed to be used for pipe scan.

- Industrial tomographic scan method can be used for the large scale plant where the 

conventional technique can not be applied.

- Fan beam gamma ray tomography system can be used as base equipment to characterize 

the flow in pilot scale plant.

- Technology on gamma industrial tomography contribute to trouble-shooting and optimization 

of process. 

Section2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s for industrial multi-phase flows

- Analysis methods for industrial multi-phase flows can be used for tracer visualization, CFD 

validation, chemical engineering, oil recovery, geochemistry and hydrogeology

- Giving a visualized information of real time mixing pattern in chemical reactor which the 

conventional technique can not give.

Section3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cess flow simulator to be monitored by Radioisotope 

technique.

- Process flow simulator can be used for basis equipment for muti-phase flow regime  as 

well as preliminary experiment for field experiment.

- Process flow simulator can be used for trainees as well as base equipment

Section4. Development of the nucleonic measurement system to manage environmental 

resources.

- Utilization of measurement system as basis equipment to explore and exploit the 

environmental resources.

- Utilization of measurement system as basis equipment for sediment transport study

-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for modeling and managing the 

environment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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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감마선 이용 영상진단기술은 다중상 산업공정 유체와 내부설비에 대한 시간 공간 해상도

를 갖는 입체적 진단기술로서, 기존기술로는 불가능한 가동 중인 거대구조 산업설비의 공정

최적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산

업용 영상진단기술은 의료용 영상진단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감마선을 이용하여 대규

모 피검사체 특히 산업공정 설비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개발로 접근방향을 달리한다. 감마선

원을 이용한 산업적 진단응용기술은 계측데이터(ray-sum)의 수에 따라 감마선 투과계측,

column scanning, grid scanning, industrial tomography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전문적인 산업설비 검사회사에서 초보단계의 grid scanning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수

준이다. 본격적인 산업설비 진단을 위한 감마 토모그래피 기술은 2000년대 초반 미국, 프랑

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까지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학공정의 설계 및 구조변경을 위

한 동력학적 연구 분야에도 감마선 토모그래피 이용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가 원자력 연구기관인 CEA의 주관으로 석유화학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감마 CT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다중상 유체 해석을 위해 밀봉선원은 물론 개

봉선원을 이용한 유동의 영상진단기술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용 CT기술의 연구

개발 역사에 비하여 볼 때, 산업공정의 진단을 위한 감마 CT기술은 매우 늦게 시작하였으

나,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는 대단히 빠른 편이다.

밀봉 또는 개봉형태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감마선원으로 사용하여 가동 중인 산업공정 내부

의 유동물질에 대한 거동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공정 분석

능력을 고급화하여 장치산업의 설계, 건설 및 운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규모 장치산

업의 경우 가동 중 진단기술의 확보는 산업공정의 최적화로 원가절감, 품질향상은 물론 공

정 보수 및 유지 차원에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공정의 설계와 효율

계산 등을 위한 전산유체역학 모델링과의 비교/검증 기술로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

조물 설계 단계부터 구조물의 운전 중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부 상황을 보다 정확

히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다. 감마선원을 이용한 설비진단 신기술의 확보는 국내 산업계에

대한 원자력기술의 전파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기술수요시장의

확보 및 실용화에도 기여한다. 특히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 국내 산업구조에서는

대규모 산업설비의 가동효율을 최적화하고 대규모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확보와 가

동수명의 연장 검증기술 등은 자원활용의 극대화와 아울러 국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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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공업분야에 이용되는 원자력기술의 종류는 재래의 비파괴 검사기술이나 개봉 방사성동위

원소 이용기술 이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기술에 이르기까지 실로 그 방법과 종류

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많은 기술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원자

력사업 이외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술들

을 원자력 사업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상당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분야에서의 활용되는 영상진단기술은 고해상도는 물

론 입체적인 진단결과의 가시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업

설비에 대한 진단기술은 X-선 또는 γ-선을 이용한 래디오그래피 또는 스캐닝 정도의 수준

에 머물렀으며, 가동 중에 내부유체에 대하여는 체재시간분포의 측정, 누설탐지 여부 확인

등의 기술과 관련장비의 개발 이후에 획기적인 연구가 미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설

비와 내부유체에 대한 진단결과의 영상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뒤떨어질 경우 첨단 산업진단기술의 종속으로

국가의 독자적인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도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에서도

정부의 주관 하에 “비파괴검사 기술진흥법” 등의 제정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공공의 시

설물과 다양한 산업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가동 중인 산업설비의 내부 구조물과 공정유체에 대한 영상진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

존의 비파괴검사 기술시장과는 차별된 신규 기술수요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공정진단 신기술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자원의 지속적인 확보

와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의 개발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막

대하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하여 국가 위

상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기술의 이용확대 및 국가 주요산업으로의 육성․발

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원자력기술은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각국의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산업계로부터 요구되는 신규 기술수

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기술시장의 창출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산업설비 진단 신기술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국제 경쟁사회에서의 국가 산업

기술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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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외 기술개발현황

유럽의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선 이용기술 연구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프랑스에서는

주로 CEA-LIST에 의하여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학적 이용을 위하여

시작된 이래 1999년에는 석유화학 공정의 주요설비인 fixed bed와 fluidized bed

reactor의 가동 중 진단을 위하여 32개의 BGO 검출기와 ~300mCi의 Cs-137 선원이

장착된 계측시스템을 FIP (French Institute of Petroleum)에서 연구한 바 있다. 1994

년에는 산업용 방출 감마선 토모그래피 기술 (InSPECT)는 초기에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체제시간분포 측정에 의한 진단기법의 보완기술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구되었다. 산업현장에의 시범적용은 1999년에 발전소의 유체 유동 최적화를 위한 실

험이다. 최근에는 실험실 규모에서 보다 정밀하게 trickle bed와 fluidized reactors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동특성의 불균형을 보이는 반응기의 속도장과 확산

장을 연구하고 있다. 근래 수행 중인 주요 연구로는 발전소에서의 열유동 층리

(stratification) 현상, 우주왕복선 초저온 펌프시스템에서의 추진체 후단 진공현상 분

석, 구조물 내의 유동특성 등에 대한 연구 등이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정부와 기업체의 후원하

에 computer assisted radioactive particle tracking과 감마 토모그래피 기술의 확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화학반응기 내부의 공정유체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감

마 토모그패피 기술과 함께 2차원 CFD 모델 검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결

과는 CFD 모델에 의한 예측결과와 비교하여 반응기의 일정부분으로부터 방출되는

유체의 동력학적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그 외에도 폴란드 등 유럽에

서는 밀봉 감마선원과 고속 데이터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액상 시스템 내에 존재하

는 기상 regime을 일종의 신호발생원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한 신호왜곡의 패턴을

분석하여 유속 등 유동특성에 대한 on-line 계측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최근의 주요연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감마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trickle bed reactor의 liquid distributor 구조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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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성능평가

․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 토모그래피에서 scan time 단축에 의한 현장에서의 계측

데이터 최적화

․ 3mm 촉매입자로 충진된 15cm trickle bed reactor에서의 porosity 분포연구

․ Solid-liquid 혼합 반응기내에서 solid의 수송량 변화 및 속도 연구

․ Dual modal 기법에 의한 gas-liquid-solid bubble column에서의 solid 수송량

연구

․ Bubble column에서 운전압력의 영향 평가용 감마 토모그래피 기법 이용 flow

regime 구분 연구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외에도 주변 선진국에서 최근 들어 산업공정에 대한 가동

중 영상진단 신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

히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다중 선원을 이용하여 측정 장비를 기계적으로 회전시키지

않도록 하여 시간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5개의 Am-241 선원과 85개의 CZT 검출기로 구성된 고

속 감마 토모그래피 개발을 연구하였다. 이 무렵은 유럽에서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

토모그래피 기술의 연구가 주목을 끌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후 다공성 광물에서의

유동을 이미지화하기 위하여 Cs-137 선원과 40개의 BGO로 구성된 기계식 감마 토

모그래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가장 최근에서는 회전체에 설치된 단일 선원-검출기,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다중 선원-검출기의 pan-beam 시스템의 평가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용 진단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감마선 검출

기와 신호처리 시스템에 대한 주변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감마선 이외

에도 전기신호(capacitance) 분석에 의한 공정진단 기술과의 연계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8개의 전극을 갖는 전기 capacitance 토모그래피 장치와 연계하여 연

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는 석유화학 산업설비의 배관 유동에서 gas, oil,

water 분포를 영상화하기 위한 이중 감마선 토모그래피 기법의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외에도 체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물론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형태의 산업공정 진단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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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내 기술개발현황

국내의 경우 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단순한 구

조의 평행주사형 투과 감마선 토모그래피 기술과 이를 발전시켜 공간해상도를 단축

시킨 팬빔형 계측시스템, 공정 내부로 투입된 방사성표지화합물의 측정을 통한 유동

의 분포변화를 영상화하는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특허를 출원하였다. 계측장치에는 고에너지

감마선원인 Cs-137, Co-60 등의 밀봉선원과 Ga-68, Tc-99m, In-113m 등의 방사성표

지화합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계측 대상체 보다 압도적으로 큰 대형 산

업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진단 장치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의 개발과 아울러 이미지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대한 산업적 활용도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주관한 국제공동연구(CRP) 과제에 참여하여 선진연구그룹의 기술과 경

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본 연구경험과 지식은 향후 연구개발 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표적인 대형 설비산업의 예인 정유/석유화학 산업분야에서 가동되는 많은 반응

기들은 액상과 기상의 유체가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화학반응, 분리, 정제

등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설계된다. Fixed bed reactor는 그러한 반응기들 중에 대표

적인 공정이다. 이러한 형태의 반응기를 대형화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촉매 bed 영역에서 액상유체와 기상유체의 분포를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체 분포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신개념의 감마 토모그래

피 장치를 개발하고 대형 공정 모사장치를 통하여 이상유체의 거동특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trickling flow 형태 중 fixed bed 형태인 새로운 반응기의

설계를 위해서도 이러한 다중상 유체의 흐름에 대한 계측기술의 확보는 매우 중요

하다. 감마 토모그래피를 이용하여 대형 촉매 bed의 진단과 측정에 적합하도록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BGO detector와 Cs-137 선원을 이용한 장치가 시험적으로 개발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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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감마선 이용 산업공정 내부단면 영상진단 기술 개발

1. 팬빔형 섬광검출기 어레이 고정체 개발 및 팬빔 계측데이터 단면 이미지

복원기술 개발

가. 팬빔형 섬광검출기 어레이 고정체 설계/제작

감마선을 이용하여 산업설비의 횡단면에 대한 영상진단이 가능한 팬빔형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CT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진단 대상체를 투과하는 방사선원으로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높은 효율의 검출기를 사용함으로서 X-선으

로 투과가 어려운 고밀도 재질의 대형설비에 대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1) 팬빔형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CT 장치의 구조

감마선원과 섬광검출기가 장착된 rotator의 내경은 1.4 m이고 60 도의 각으로 감마선이 방

출될 경우 약 85 cm 직경의 대상체까지 적용 가능하다.(그림 1-1) 그림 1-2 에 보인 바와 같

이 불필요한 피폭을 최소화하고 부채꼴 형태로 감마선을 방출할 수 있도록 감마선원 조준기

를 설계 제작하였다. 본 시스템은 Ir-192, Cs-137, Co-60 등과 같이 대형 설비의 진단에 적

합한 고에너지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 7 -

그림 1-1. Fan beam type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system

그림 1-2. Lead shield for collimation of Gamma radiation.

부채꼴 형태의 방사선검출기 원호는 Bicron사의 1×1 inch NaI(Tl) detector 24 개로 구성

되었다. Cs-137에 대한 계측효율은 약 70%이며 에너지 선별도는 7%(FWHM)이다. 선원으

로부터 검출기 원호의 내측반경과 외측반경은 각각 135 cm과 164 cm, 원호의 각은 57.5 도이

고 인접 검출기와의 간격은 5.8 cm, 각도는 2.5 도이다. 각 검출기는 직경 1 cm, 깊이 4 cm의

납 조준기(collimator)에 장착된다. 검출기 어레이 고정체 전체가 그림 1-3 에 보인 바와 같

이 arc 에 연결된 별도의 모터구동으로 측면으로 일정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어 이로 인해 projection 당 투영데이터(raysum)의 수를 24 개, 48 개, 72 개 등으로 해상도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검출기 고정체가 상판과 하판의 이중구조로 하

여 하판은 rotator 에 고정하고 상판은 별도의 레일을 따라 구동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하

다. 이동간격은 projection 의 투영데이터의 양에 따라 0~5.8 cm 사이의 값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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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2

그림 1-3. NaI(Tl) detectors array mounted on a movable arc plate.

본 장치는 계측 횡단면의 수직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4 에서 고정체

상부의 상하 이동 리프트 제어모터로부터 웜기어로 4개의 지지대에 있는 스크류잭으로 동

력을 전달하여 계측장치를 수직방향으로 위치 제어할 수 있다.

워엄기어1 모터3- 상하 이동 리
프트 제어용

워엄기어2

모터1

어레이
디텍터

모터4

링가이드
베이스판

lift

그림 1-4. Control of vertical elevation of the detection system.

또한 검출기 어레이 고정체는 스크류잭에 연결된 고정축에 대하여 경사각을 조절할 수 있어

계측 대상체의 측정하고자 하는 횡단면의 각도를 선택할 수 있다.(그림 1-5) 이는 설비 내

부에 존재하는 액상유체에 대하여 계측 횡단면의 각을 임의로 조절함으로써 유동분포에 대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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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ontrol of a cross-section angle of the system.

(2) 계측 - 프로젝션 데이터의 생성

선원에서 방출된 감마선은 대상체를 투과한 후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이와 같은 계측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하는데 이는 그림 1-6 과 같이 표현된다. 감마선원과 검출기 고정체 원

호가 이루는 투영각 내에 대상체가 존재해야 하며 대상체를 투과하는 빔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해상도의 횡단면 이미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것이 중

요한다. 그림의 예에서는 120 도 간격의 3개 projection 및 projection 당 11 개의 투영데이터

(raysum)을 구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선원(0도)

120도240도

그림 1-6. Conceptual diagram of beam projection creation.

감마선원과 검출기 고정체 원호는 rotator 상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로 고정되어 있으며,

rotator 의 회전 간격에 따라 projection 의 수가 결정이 된다. rotator 는 서보 모터에 의한 세

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 간격을 작게 하면 많은 수의 projection 수를 얻을 수 있

다. 이에 비해 projection 당 투영데이터의 수는 고정체 원호에 설치된 검출기의 수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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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jection 의 수와 projection 당 투영데이터의 수가 동일한 경우 최적의 이미지 복원이

이루어진다. 검출기의 개수가 24개로 고정인 경우 24 projection 및 projection 당 24개의 데

이터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출기 고정 원호에 부착된 검출기 어레이를 독립적으로 이

동시킴으로써 projection 당 데이터의 수를 24의 배수로 늘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검출기

어레이를 원호에서 한 단계씩 이동할 경우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는 24×24, 48×48, 72×72,

96×96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3) 위치 제어 시스템

본 팬빔형 감마영상장치의 projection 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로 R-guide 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장치와 검출기의 데이터 수를 조절하기 위한 검출기 고정 원호의 구동장치가 필요

하다. 그림 1-7 에 보인 개략적인 시스템 구성도에서 servo motor 1의 축은 pinion 에 연결

되어 있어 Rotator 를 회전시키고 motor 2 는 검출기 고정체의 독립적인 좌우 이동을 위한

장치이다. Servo motor 는 상위 제어장치와 하위 제어장치로 나눌 수 있다. 하위 제어장치는

servo motor driver 로서 상위 제어장치에서 설정된 속도, 위치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servo

motor 에 제어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본 장치에서는 위치제어장치(position control)가

상위 제어기의 기능을 한다.

Fig. 1-7. Schematic configuration of radiation detection and position control of the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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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Flow diagram of the position control system.

위치제어장치는 24×24, 48×48, 72×72 등 검출 격자 구성을 위해서 주어진 명령에 따라 하

위 제어기를 제어한다. 72×72의 검출 격자 구성을 위한 제어 흐름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전자기어비, 감속비, 기어비를 통하면 360 도 회전당 9,885,013 개의 pulse 가 요구된다. 각

projection 당 rotator 를 360 도/72 도 간격으로 이동해야하므로 이를 위해서 137,292 개의

pulse 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위치제어장치는 PC로부터 모터 구동에 대한 펄스지령

command 를 전송받는다. 이 command 는 10 개의 ASCII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은 구성을 갖는다.

순서 1 2 3 4 5 6 7 8 9 10

데이터 S,C,E A,B L,R 0~F 0~F 0~F 0~F 0~F 0~F LF

첫 번째 ASCII code는 S,C,E 중 하나가 전송되며 모터를 처음 구동하는 경우 S를 전송

하게 되고 이때 servo motor 의 동작 모드가 설정되며 4~9 번의 ASCII 데이터로 구성된 펄

스지령만큼 모터를 회전한 후 다음 명령의 수신을 기다린다. C가 전송되는 경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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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 motor 동작모드가 유지되며 4~9 번의 ASCII 데이터로 구성된 펄스 지령만큼 모터를

회전한 후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동작을 한다. E가 전송되는 경우 servo motor의 구동을

종료하게 된다. 두 번째 ASCII code는 A 또는 B가 전송되며 A의 경우 motor 1 을 구동하

게 되며 B의 경우 motor 2 를 구동한다. 세 번째 ASCII code 는 L 또는 R이 전송되며 L

의 경우 모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고 R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모터를 회전시킨다.

4~9 번은 0~16711680 의 수를 HEXA ASCII code 로 변환한 값으로서 모터가 회전하게 될

펄스 지령 값이다. 이때 모터가 회전되는 값은 다음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 Rotator 는 모터

1 에 의해 제어되며 이때 전자기어비는 1/16, 감속비는 80, 기어비는 362/24, 엔코더 펄스 분

해능은 131,072 pulse/rev이다.

따라서 360 도 회전에 필요한 펄스 수는 9,885,013 이 되며 이때의 16 진수 문자열은

96D555 가 된다. 72☓72 로 계측하는 경우 회전단계 당 펄스의 수는 9,885,013/72 즉

137,291.85 가 된다. 그러나 펄스 지령은 정수만 가능하므로 전송 가능한 펄스지령은

137,292(16진수 문자열은 02184C)가 되는데 137,292 의 펄스지령을 72번 송신하였을 때 전체

펄스는 9,885,024 가 되어 11개의 펄스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펄스 지령 명령 시 소수

점 이하에 대하여 round up error 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의 오차는 대략 0.00011%오차로서

매우 적은 편으로서 펄스 지령에 의한 오차는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위치 제어시의 오

차발생은 주로 기어의 back lash 에 의해 발생되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어장치의 정밀

가공이 필수적이다. 제작된 rotator 의 back lash 에 의한 오차는 0.044% 정도로 측정되었다.

지령 펄스의 주파수는 52 kHz로 설정하였다. 이때 모터의 정상 회전속도는 380 rpm이며

rotator 의 회전속도는 0.315 rpm으로서 360 도 회전에 약 190 초 정도가 소요된다. 각

projection 위치이동을 위한 펄스를 보낸 후 위치이동이 완료되면 정해진 시간동안 방사선

계수를 수행한다. 방사선 계수가 완료되면 일련의 펄스열을 다시 발생하여 다음 projection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최초 0도에서 방사선 계수를 시작하여 △θ만큼 각도를 증가하면서

계측을 진행한다. 360 -△θ가 되면 마지막 계측을 한 후 최초 시작점 위치로 복귀한다.

표 1-1. Estimation of the time required for various operation conditions.

Projection

(k)

Sample per

projection(n)

Lateral

movement

(S)

N(5)초간 계수한경우 Rotator

이동시간

(R)

계측시간

(sec)

[(S+1)×N+d]×k+R
계측시간

(S+1)×N

측면이동

시간 (d)

24 24 0 5 0 190 310

48 48 1 10 2.9 190 809

72 72 2 15 3.86 190 1,548

96 96 3 20 4.35 190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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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ing time
Resolution

24×24 48×48 72×72 96×96

1sec 214 425 683 992

2sec 238 521 900 1375

3sec 262 617 1115 1760

4sec 286 713 1332 2143

(4) 다채널 방사선 계수시스템

팬빔형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CT 시스템의 방사선 검출시스템은 전단계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의 방사성추적자이용기술개발 과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24채널 방사선 계수장치를 활

용하였다. 본 계수장치는 각각의 단채널분석기(SCA)에 연결된 24개의 방사선검출기로부터

의 신호를 처리하여 계수한 값을 PC로 전송한다. 단채널분석기는 Upper Level

Discriminator 와 Lower Level Discriminator, High voltage power supply 등의 기능이 내

장되어 PM tube 와 섬광체로 구성된 방사선 검출기의 신호를 펄스모드로 계측할 수 있다.

그림 1-9. Schematic configuration of 24 ch radiation detection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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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Radiation detection data acquisition and motor control system.

(5) 팬빔형 감마 영상진단장치의 제어 프로그램

Graphic User Interface program인 LabVIEW를 사용하여 PC 제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

다. 본 프로그램은 상위 제어기인 motion control 에 펄스 지령을 ASCII code로 전송하며 동

시에 24채널 방사선 계수장치로부터 방사선 계수값을 수신하여 컴퓨터 화면에 이를 표시하

고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2개의 serial port 를 내장한

PC가 필요하며 serial port 가 없는 PC에 대해서는 USB-Serial converter 를 통하여 확장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은 투영데이터 수 증배를 위한 측면 이동값(lateral movement), 감마

선 계수시간(counting time), 프로젝션 수(projection), 회전체의 회전방향(direction) 등을 입

력 받아 모터를 통한 위치제어와 방사선 계수를 수행한다. 그림 1-11 은 프로그램의 실행화

면과 source code 에 해당하는 block diagram이다.

그림 1-11. System control program and its block diagram.

(6) 측정 및 calibration

팬빔형 계측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검출기들의 효율을 보정하지 않으면, 복원 이미

지에서 ring artifact 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검출기들 간의 계측효율 보

정이 필요하다. 그림1-12 은 각 검출기들의 계측치를 보정한 후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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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Detector arrangement for relatively even efficiency profile.

Rotator 의 회전 방향에 따라 방사선의 계수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계측장치가 설치된

실험실의 차폐벽에 의한 후방산란에 의한 영향이다. 벽과 검출기 간의 거리가 rotator 의 회

전에 따라 변하므로 선원으로부터 방출된 감마선이 차폐벽에 산란된 후 검출기의 후면을 통

하여 계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후방산란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단 채널 분석기에서 Lower Limit

Discriminator 를 조정하여 산란 방사선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후방 산란된 값

뿐 만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계측된 산란 방사선의 영향을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photon peak만 계수하기 때문에 방사선 계수값이 감소하게

된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방사선검출기의 차폐체를 후단까지 연장하는 방법, 검출기와 벽

사이에 차폐 screen 을 설치하여 후방산란에 의한 영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1-13 는 후방산란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collimator 의 구경을 5 mm에서 10 mm로

넓히고 방사선검출기의 차폐를 후단까지 연장하기 전과 후의 측정데이터 비교를 보이고 있

다. Collimator 구경을 넓힘으로서 선원으로부터 직접 도달하는 방사선의 검출 확률을 높이

고 연장된 차폐로 검출기의 후단을 통한 산란방사선의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rotator 의 방

향에 대한 방사선의 계수값이 비교적 균일해졌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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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Reduction of the influence of scattered radiation due to extended detector

shield and collimator aperture.

투영된 감마선의 계측결과로부터 복원된 횡단면 이미지에 미치는 후방산란의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그림 1-14 에 보인 polypropylene 재질의 phantom을 대상으로 계측실험과 이

미지 복원을 수행하였다. 후방산란의 영향이 제거되기 전에는 전체적인 밀도의 분포가 불균

일하고 air hole 경계면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다. 후방산란의 영향을 감소시킨 후에는 복

원 이미지가 뚜렷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그림 1-14. Influence of scattered radiation on the reconstructed image. (a) Polypropylene

phantom (Dia. 40 cm, Hole dia. 5 cm, Gap of holes 2.5cm) (b) Before and (c) After

minimization of scattered radiation detection. (137Cs 17 mCi, 72 pro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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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한 영상진단기술은 방사선의 매질에 대한 투과정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137Cs, 60Co 등의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영상진단기술은

산업설비의 높은 mass thickness 갖는 대상체에 대한 영상진단이 가능하다. 137Cs에서 발생

된 광자(662 keV)는 50 keV의 광자에 비해 물에 대해서 약 2.35배(mean free path기준),

steel 에 대해서는 25배 더 깊이 투과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방사성동위원소를 감마선원으로 하고 섬광검출기를 이용한 팬빔형 감마 CT 장

치의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감마선원과 검출기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공정의 영상진단기술의 연구 기반을 갖추었다. 향후 산업설비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non equi-distance data 를 이용한 이미지 복원기술, low resolution scan 에 대한

최적의 algorithm 개발 및 산업공정 분석을 위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가동 중인 대형 산업공정 설비를 대상으로 최적의 진단방법과 최적의 적용 알

고리즘 등을 연구하여 본 연구개발의 완료시점에는 기존의 x-선 영상장치 및 비파괴검사기

술(NDT)와는 차별된 신규 기술수요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팬빔 계측데이터에 의한 단면이미지 복원기술 개발

가동 중인 대형설비 공정의 내부를 대상으로 단면이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산업용 감마

CT 기술은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선 CT(industrial process gamma computed tomography)기술은 고밀도의 대형 고정설

비를 대상으로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이용하여 가동 중인 공정설비의 단면을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영상진단의 과정은 투영데이터(projection data)의 수집과 이를 이용하여 사전에

결정된 픽셀단위의 면적에 대응하는 물리 매개변수(감쇠계수)의 분포를 계산하는 이미지 복

원(image reconstruction)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미지 복원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크게 변

환(transform) 기반의 방법과 반복적인 계산(iterative calculation) 방법으로 구분되며 계측시

스템은 그림 1-15 과 같이 평행빔 방식과 팬빔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일선원과

단일검출기로 구성된 계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평행빔에 의한 투영데이터 수집과정은 180°

내의 등간격의 여러 방향과 임의의 방향에서 등간격의 투영데이터를 얻는 방법으로 비교적

이미지복원 알고리즘이 간단한 반면 계측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계측시

간을 현격히 단축시킬 수 있는 팬빔 방식을 사용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용성이 높은 반복적

인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단면이미지를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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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llel beam type (b) Fan beam type

그림 1-15.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Systems

(1) 반복적인 계산에 의한 단면이미지 복원 방법

일반적으로 의료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수의 계측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환기반의 계산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변환기반의 방법을 산업현장의 공정진단

에 적용할 경우, 공정설비에 부착된 파이프라인(pipe line), 플랫폼(platform), 제어장치, 인근

공정설비 등으로 인해 계측이 불가능한 사각 지역이 발생하여, 복원 이미지에 심각한

artifact 는 물론 심각하게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투영데이터(raysum)로부터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에

의한 이미지복원 방법을 사용하였다.

투과 감마선을 표현하는 선형방정식의 해를 반복적으로 추정하면서 결과를 계산하는 이미지

복원 방법의 흐름도는 그림 1-16 와 같다. 먼저, 계측 대상체에 투과된 감마선의 투영데이터

(raysum)를 기반으로 관심영역(ROI)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픽셀에 대하여 감마선의 투과경

로에 따른 가중치 함수를 구하여 선형방정식을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반복적인 이미지복원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ART(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s),

SIRT(simultaneous iterative reconstructive technique), EM(expectation maximization) 등이

있다.

Raysum 측정 관심영역설정 가중치함수생성 선형방정식계산 복원된 영상

그림 1-16. Flow diagram of iterative calculation algorithm



- 19 -

ART는 계측된 투영데이터로부터 감쇠(attenuation)계수를 표시하는 이미지맵의 픽셀을

변수로 설정한 후, 선형방정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검출기가 계측 대상체의 외부에 

개 존재하고 내부 단면을  개의 픽셀로 나누었을 경우,  는 가중치를 나타내며  는 감

쇠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를 각 검출기에서 계측된 투영데이터라고 표현했을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식 (1-1) 과 같이 된다. 식 (1-1) 에서 는 1부터  ,  는 1부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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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은 ART의 계산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초기 추정값으로 시작하여 추정값과 가

중치 함수를 곱해 투영된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계측된 투영값과 비교해 오차를 계산하여

초기 추정값을 보정한다. 보정된 값을 다시 초기값으로 하여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이미지

를 복원하는 방법이다.

초기 추정값

갱신

공간상의오차

투영

역투영

추정값으로투영

비교

투영상의오차

시작

그림 1-17. Flow diagram of ART

SIRT 는 주어진 영역을 통과하는 모든 감마선에 대한 보정값을 동시에 계산하고, 모든 영

역에 대한 보정값이 계산되면 이를 각 영역에 대해 일시에 보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

여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계측데이터가 적어도 간섭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측데

이터가 많을수록 연산 시간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EM 알고리즘은 최소대가함수

(minimum cost function)를 만족하는 파라미터들의 최대 가능성(maximum likelihood)을 추

정한다. 이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얻어지지 않고 다른 관측 가능한 변수를 통하여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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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이므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관측 가능한 변수의 공간을 통하여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감마 CT의 EM 방정식은 식 (1-2)와 같이 정의된다. 식에서  는 가중치

를 나타내며,  는 투영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감쇠계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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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치 함수(weight matrix) 생성 프로그램 개발

투영데이터로부터 이미지를 복원하는데 필수적인 가중치 함수는 감마선이 각 픽셀에 대하

여 통과여부, 통과길이, 통과면적 등을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각의 방법에 기반한 복원이미지들의 비교하여 최적의 결과를 보인 빔 통과길이 기반의 가중

치 함수를 사용하였다.

복원이미지의 해상도, 감마선의 투영각, 프로젝션 수, 프로젝션 당 샘플 수 등에 따라 물체

의 픽셀 중 그림 1-18 와 같이 빔이 통과한 길이를 계산하여 가중치 함수를 생성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에 활용하였다.

그림 1-18. Weight matrix calculation on the basis of beam path length in each pixel

인접한 두 검출기 간의 각도  와 검출기의 각도 Φ는 각각 식 (1-3) 과 (1-4) 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식 (1-4) 에서 θ는 0~2π이고,  는 검출기의 인덱스로 0~(N-1)의 값을 갖는

다. 이미지 맵에서 1개의 픽셀은 식 (1-5) 로 정의되는 네 개의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네 개의 직선을 기준으로 픽셀이 통과하는 길이를 계산하여 그림 1-19 와 같이 가중

치 함수를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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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tan (1-5)

그림 1-19. Weight matrix calculation program

(3) Phantom을 이용한 투영데이터로부터 단면이미지 복원 실험

앞서 설명된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험에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은 NI의

LabVIEW 8.0 을 사용하였다. 이미지 복원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식으로 정의된 가

상의 phantom에 대하여 예측되는 감마선 투영데이터의 시노그램(sinogram)과 제작된 프로

그램에서 복원된 이미지의 시노그램을 비교하였다.

시노그램은 라돈변환(radon transform)후의 이미지로 평행 빔의 경우, 식 (1-6)과 같이 표현

된다.

 
∞

∞

cos sin ∞∞ ≤ (1-6)

를 라돈변환 한 함수  는 각도가  일 때, 의 일차원적으로 투영한 결과이

며 식 (1-7) 과 같이 에 대한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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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sin   sincos (1-7)

거리 s, 각도  일 때, 광선의 궤적에 따른 의 합으로 표현되며  를 raysum이라

한다. 식 (1-7) 를 식 (1-6) 에 대입하면   
 ∞

∞

 에서 식 (1-8)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cossin sincos (1-8)

x,y좌표대신 r,Φ좌표를 사용하면 식 (1-9) 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cos   sin   cos (1-9)

P

x

y

x

y

s

rq
F

x

y
F

-r r
0

q

s-r r

p

s

-p

s = rcos(q-F)s = rcos(q-F)

그림 1-20. (a) Space domain (b)Sinogram  

의 부채꼴 투영(fan projection)은 그림 1-21 과 같이 광선(ray)의 진행경로(path) L 를

따라 선 적분(line integral)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회전 각도를 나타내며  은 반지름이

다.



cossin sin (1-10)

 ≤       ≤ ≤ 

x

y

a

uR

b

),( y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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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Fan geometry scanning

그림 1-22 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영상에 필요한 가상 측정체인 팬텀(phantom)과 이에 대

한 EM기법에 의하여 복원된 단면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1-22. Imaginary phantoms defined by numerical formula and their reconstructed

images by EM.

복원된 단면이미지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23 와 같이 팬텀과 복원 이미지에

대한 각각의 시노그램을 생성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구하였다.

(a) Phantom (b) Reconstructed images (c) Comparison result

그림 1-24. Comparison of sinograms for quantitative evaluation

그림 1-25 과 1-26 은 각각 시노그램 계산 프로그램과 감마선 투영데이터로부터 단면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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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5 Software of sinogram

calculation

그림 1-26. Software of Image

reconstruction from gamma projection

data

다. 팬빔형 단면측정 장치 이용 공정 분석기술개발

전년도 연구수행을 통하여 제작한 팬빔형 감마영상장치를 이용하여 당해연도에서는 산업설

비 대상체에 대한 다양한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종 공업 시료와 다른 에너지의 감마선

원을 사용한 측정실험의 분석 및 격자스캔 결과와의 상호비교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1) 팬빔형 감마선 단면 측정장치

그림 1-27 은 전년도에 제작한 팬빔형 감마영상장치로서 24채널의 감마선 검출기를 사용

하며 검출기 원호를 인접 디텍터 간격에 대해 보간 측정하여 프로젝션당 유효한 검출 지점

을 24, 48, 72, 96 등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측정에 사용된

detector 는 1×1 inch 크기의 NaI(Tl) 이며 구경 10 mm의 collimator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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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System

(2) 고밀도 대상체에 대한 측정 실험

그림 1-28 및 그림 1-29 은 3상 모터를 대상으로 Co-60 와 Cs-137 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

과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저에너지 선원(Cs-137)을 이용하는 경우 계수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되었지만, 내부 이미지 contrast 에 있어서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Co-60/Cs-137 등 에너지가 상이한 선원에 대한 비교 실험

- 72 by 72 scan

- 유효 angle은 35.5 도

- EM 방법으로 40번 반복

- 10 초간 계수

(최대값 약 10000 정도)

- 대상체: 3 상 모터

- Cs-137 17 mCi

그림 1-28. Cs-137을 이용한 측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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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조건

 - 72 by 72를 만듬

 - 유효 angle은 35.5도

 - EM 방법으로 50번 반복

 - 5초간 계수

  (최대값 약 10000 정도)

 - Co-60 20mCi

그림 1-29. Co-60을 이용한 측정 실험

그림 1-30 는 PE, Teflon, Al, Fe 등 다른 밀도값을 갖는 매질로 이루어진 팬텀에 대한 측

정결과이다. 각각의 표준밀도는 0.93, 2, 2.7, 7.8 정도이며, 각 시료의 직경은 1 cm, 2 cm, 4

cm, 6 cm로서 이에 대한 측정 결과를 통해 해상도 및 contrast 비교에 활용하였다.

PE Teflon Al Fe
0.93 2 2.7 7.8

Dia.6cm

9cm 9cm 9cm

7.5cm

6cm

5cm

Dia. 40cm

Dia.4cm

Dia.2cm

Dia.1cm

4M

 계측 조건

 - 72 by 72

 - 유효 angle은 35.5도

 - EM 방법으로 50번 반복

 - 5초간 계수

 (최대값 약 10000 정도)

 - Co-60 20mCi

그림 1-30. Co-60 20mCi를 이용한 측정 실험

그림 1-31, 1-32 은 Cs-137를 이용하여 격자스캔 측정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steel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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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72 detector × 72 projection 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두 그림에서 보면 격자스캔에

비해 팬빔형 감마선 CT를 이용한 결과가 우수한 해상도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측

정데이터 수에 있어서 팬빔 감마선 CT가 격자 스캔에 비해 약 10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빔형 감마선 CT와의 비교를 통하여 격자 스캔 수행시 디텍터 수의 증가 및 계측

조건에 따라 결과가 어느 정도 향상이 있을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

(a) 팬빔형 감마선 CT (b) Grid scan

그림 1-30. 폴리프로필렌을 균일하게 채운 steel vessel 의 측정결과 비교

(a) Co-60 (b) Cs-137 (c) Grid scan (Cs-137)

그림 1-31. Air hole이 있는 폴리프로필렌 steel vessel 측정결과

(3) 결론 및 고찰

산업용 영상장치에 있어 기존에 사용 중인 X-선 장치와 감마선 영상장치와 격자 스캔을

비교해보면 표 2-1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X-선 CT의 경우 이미 성숙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 X-선 CT의 경우 고해상도의 결과를 줄 수 있으나 고밀도 매질이나 대상체의 크기

가 커지면 활용성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특히 X-선은 측정 대상체의 크기에 따라 빔을 분

산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한 거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편차가 최대 50%까지

발생하고 산란 방사선의 차폐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많다. 아울러 큰 하중의 대형

전원공급장치의 운용은 산업설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해 팬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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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영상장치의 경우 고 에너지의 감마선을 사용함으로서 고밀도 재질에 대한 한계를 어

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T 장치가 갖는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가동

중인 산업설비에 적용하기 위한 대형화에 기술적 한계가 따른다. 격자 스캔의 경우 계측장

치의 구조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감마선 투과검출이 가능한 경우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

는다. 그러나 고 에너지 감마선은 검출을 위해 stopping power 큰 물질을 검출기 재료로 사

용해야 함으로 해상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마선 영상장치는 중대형

배관은 물론 대형 설비진단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각 장치의 특징은 비교대

상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유사 장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완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2. X-선 CT, 팬빔형 감마선 CT, 격자 스캔의 특징 비교

계측방식 X-선 CT 감마선 CT 격자 스캔

대상체 크기 小 中 大

검출 해상도 高 中 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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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상 반응공정 대상 격자 scan 기술 개발

가. 고정상 반응공정 대상 격자 scan 기술 개발

고정상 반응공정 대상 격자 scan기술은 기존의 의료용, 산업용 CT 장치로 진단이 어려운

대형 반응기에 대한 tomography기술을 적용한 진단기술이다. 기존의 방사선 단층촬영장치

의 스캔 구조를 적용하기 어려운 산업공정의 반응기를 대상으로 detector 를 반응기에 밀착

된 구조로 설치한 후, 밀봉선원을 반응기 주위로 회전시켜 단층촬영을 위한 데이터를 습득

하였으며, non-equidistance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였다. 137Cs감마선원

및 16, 22 개 등의 섬광형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본 기

술의 산업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1) 반응기 밀착형 방사선 검출기 및 선원의 설치

석유화학시설에는 증류탑, 고정상 반응기 등 방사선 투과계측을 이용하여 진단이 가능한

분야가 많이 있으며 감마선 증류탑 검사 등 일부 기술이 상용화 중에 있다. 이들 장치에 대

한 단층촬영 기술의 적용은 RI이용 진단기술의 새로운 기술시장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산업용 X-선 CT장치는 고해상도의 결과를 제공하지만 장치의 구조

적 문제점과, 고밀도 물질에 대한 X-선의 투과 효율문제로 인하여 대형공정 진단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석유화학 반응기는 직경이 수 미터에 이르는 대형장치로서 주변에는

발판, 밸브, 사다리, 배관 등 많은 부속물이 부착되어있어 기존의 산업용 CT장치의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 그림은 같은 크기의 대상체에 대해 팬빔형 CT와 격자 스캔시의 측

정공간을 비교한 그림이다.

Vess
el 

dia
mete

r

detector

Vess
el 

dia
mete

r

detector

source

< fanbeam CT > < grid scanning >

그림 1-32. 측정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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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의 격자스캔 기술은 많은 이점을 갖는다. detector 를 공업 반응기 주변의 장애

물을 피해 설치할 수가 있으며 설치간격이 균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설치공간이 부족한 경

우 특정위치의 detector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다. 이는 ART, SIRT,

ML-EM 등 algebraic 및 statistical reconstruction algorithm에 기반한 복원 방법들이 계측

된 구조가 non-equidistance data 일 때도 유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림 1-32 에서 격자스

캔의 detector 배치는 일반적으로 non-equidistance data 가 된다. 디텍터 설치는 특정

gantry 를 갖는 구조가 아닌 점대점(point-to-point)으로 위치를 지정하여 설치하게 되며 선

원을 회전시키면서 projection 을 얻게 된다. 선원은 차폐되지 않은 point source 를 vessel

주변으로 설치된 소형 pipe 형태의 guide 장치 등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별

도의 기계장치 없이 단층 촬영을 위한 데이터를 계측할 수 있게 된다. 감쇠율 측정은 디텍

터와 선원간의 각 거리에 대해 대상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intensity 측정값에 의하

여 구하게 되며 이 경우 방사선의 build up 에 의한 영향이 발생한다. build up 의 영향은 정

량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나 방사선 계측시 collimator 를 사용하거나, photon peak만 선별

하여 계수하는 방법 등으로 산란 방사선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대상체가 있는 경우 방사선 계수율:
xe

r
BsI m

p
-= 24 (1-11)

대상체가 없는 경우 방서선 계수율: 20 4 r
sI
p

=
(1-12)

build up을 고려한 감쇠율:
Bx

II
II

g
bkgi

bkgi
i lnln 0 -=

-
-

= m
(1-13)

(여기서, B는 build-up계수, S는 선원세기, μ는 선감쇄계수, r 은 선원과 디텍터간 거리, Ibkg

는 배경 방사선 계수율, x는 측정 대상체 투과 길이)

(2)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대형 산업공정의 경우, 계측 대상체의 직경은 수십 cm에서 수 m에 이른다. 팬

빔 방식을 적용할 경우, 빔 각도 내에 물체의 관심영역이 모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공정설비에 부착된 제어장치나 파이프

라인 등으로 인해 검출기를 균등하게 설치하기 어려운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격자 스캔방식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Filtered back projection 과 같은 transform based 알고

리즘은 격자 스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격자 스캔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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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정한 scan geometry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스캔 데이터의 처리에서는 반

복적 계산 알고리즘에 의한 이미지복원이 유리하다.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가중치 함수의 생성이 필요하며, 이는 C-code를 이용하여 격자 스캔 데이터 처리에 적

합한 non-equidistance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가중치 함수 생성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가) 격자 가중치 함수 및 Ray-sum 데이터 계산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은 그림1-2 와 같이 가중치 함수와 계측 값으로부터 단면 이미지에

관한 정보를 계산해내는 방법이다. 가중치 함수는 scan line과 이미지 맵의 pixel 과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중치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scan line과 pixel간의 교차 길이로 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격자 스캔의 가중치

함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설정한다. 선원과 검출기의 좌

표를 입력받아서 관심영역 내부의 각 셀(cell)에 대하여 빔(ray)의 지나간 거리를 계산한다.

그림 1-33 와 같이 격자 스캐닝으로써 원을 그리는 영역을 관심영역이라 하며, 관심영역 내

부에 있는 점선을 격자(grid)라 정의하였다.

관심영역(ROI)

소스
(source)

검출기
(detector)

격자
(grid)

셀
(cell)

D

D

D

D

D

D

D

D

D

D

D

그림 1-33. 격자 스캐닝

그림 1-34 은 격자 스캔의 가중치함수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도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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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0 51 0 0 19796 33916

47.5 0 47.11786 19.51686 0 194790 194698

47.5 0 36.06245 36.06245 0 141384 151781

47.5 0 19.51686 47.11786 0 84124 91496

47.5 0 0 51 0 60938 40420

47.5 0 -19.5169 47.11786 0 50022 37870

47.5 0 -36.0625 36.06245 0 43260 35434

47.5 0 -47.1179 19.51686 0 40138 34291

47.5 0 -51 0 0 40069 34491

47.5 0 -47.1179 -19.5169 0 39735 34148

47.5 0 -36.0625 -36.0625 0 44116 36920

47.5 0 -19.5169 -47.1179 0 49144 38140

47.5 0 0 -51 0 60741 40500

47.5 0 19.51686 -47.1179 0 82766 90060

47.5 0 36.06245 -36.0625 0 129871 137536

47.5 0 47.11786 -19.5169 0 209421 207252

47.27127 4.65581 51 0 0 112001 116326

47.27127 4.65581 47.11786 19.51686 0 177177 174001

47.27127 4.65581 36.06245 36.06245 0 164070 175900

47.27127 4.65581 19.51686 47.11786 0 93665 101175

47.27127 4.65581 0 51 0 64851 39621

47.27127 4.65581 -19.5169 47.11786 0 52219 38361

47.27127 4.65581 -36.0625 36.06245 0 44423 35582

다. non-equidistance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갖는다.

- 선원과 검출기의 좌표점 선택

특정 계측값에 대하여 scan line에 대한 선원과 검출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선원과 검출

기의 좌표점은 cm 단위로 주어지며 관심영역 중앙이 원점이 된다. detector는 고정시키고

선원을 이동시키며 projection을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다. 데이터에서 가로 순으로 선원의 x좌표, 선원의 y좌표, 디텍터의 x좌표, 디텍터의 y좌표,

배경 측정값(back-counting), 비감쇠(non-attenuation) 측정값, 감쇠 측정값을 나타내며, 세

로 순으로 각 빔 궤적에 대한 해당 값이다. 한 개의 열은 한 개의 scan line에 대한 정보를

담게된다.

선원 및 디텍터 위치는 가중치 함수 생성에 사용되며 배경값, 비감쇠 측정값, 감쇠 측정값은

ray-sum 계산에 사용된다.

ray-sum : bkgi

bkgi
i II

II
g

-
-

= 0ln
(1-14)

가중치 함수는 선원과 detector가 이루는 scan line 직선과 ROI내의 pixel과의 교차하는 길

이로 주어진다. 표시하고자 하는 pixel의 수를 N개라고 하고 scan line의 수를 M개라고 하

면, pixel 값과 가중치 함수 및 ray-sum과의 관계식은 식(1-15)와 같다.



- 33 -

ú
ú
ú
ú
ú
ú
ú
ú

û

ù

ê
ê
ê
ê
ê
ê
ê
ê

ë

é

ú
ú
ú
ú
ú
ú
ú
ú

û

ù

ê
ê
ê
ê
ê
ê
ê
ê

ë

é

=

ú
ú
ú
ú
ú
ú
ú
ú

û

ù

ê
ê
ê
ê
ê
ê
ê
ê

ë

é
-

MMNMMM

iNiji

N

N

N g

g
g

hhhh

hhh

hhhh
hhhh

f

f
f

.

.

.

..
......

...
......

..

..

.

.

.
2

1
1

321

1

2232221

1131211

2

1

(1-15)

가중치 함수는 M × N matrix형태가 되며, matrix에서 hij는 i 번째 scan line 방정식과 j

번째 pixel간의 교차점 길이를 나타낸다. 가중치 함수는 한 개의 scan line에 대하여 하나씩

계산되며, 계산될때마다 다음과 같은 N개의 element를 갖는 1 × N matrix가 생성 된다.

[ ]iNiii hhhh ..321

이러한 작업을 격자 scan line 개수(M)만큼 반복하게 되면 M × N의 H matrix가 생성되

게 된다. 선형 방정식의 특성상 열을 교체하여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display를 위한 f에 대한 index와 g에 대한 index가 일치하는 한 scan 데이터의 순서에 영

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기존 scan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측정데이터를

추가하여도 단면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 동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즉 scan line

을 좌표로만 표시할 수 있으면 임의의 geometry로 측정을 하여도 가중치 함수 생성 및

ray-sum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측정 시 N과 M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역

행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해를 구할 수 없으며 식 (1-16)과 같은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 복원이 이루어진다.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에는 ART, SIRT, ILST, ML-EM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식 (1-16)은 이중 ML-EM 알고리즘에 대한 수식이다.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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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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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sum계산

[ ]iNiii hhhh ..321

가중치함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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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방정식

ML-EM(반복알고리즘)

Nf
표시 grid 결정(N)

관심영역(ROI)

소스
(source)

검출기
(detector)

격자
(grid)

셀
(cell)

D

D

D

D

D

D

D

D

D

D

D

격자스캔

f값 표시

그림 1-34. 반복기법에 의한 격자스캔 데이터 처리 순서

그림 1-35 는 격자 스캔을 통해 얻어진 scan line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1-4 에서 그림(a)

는 16개의 detector를 사용하고 선원 위치를 360/64도 간격으로 이동시키며 측정한 격자스캔

이며 그림(b)는 78.75도에서 191.25도 사이에 추가로 배치된 6개의 detector에 대한 격자스캔

이다. 전체적인 디텍터 배열은 그림(c)와 같이 되며 이는 non-equidistance scan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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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격자 스캔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림 1-35(a)와 1-35(b)의

스캔 데이터를 정렬시킨 후 데이터를 합친 후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면 된다.

(a) (b) (c)

그림 1-35. (a) 16 detector를 사용한 격자스캔, (b) 추가 6개 detector, (c) 22개 detector

전체배열

이러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팬빔이나 평행빔과 같이 잘 알려진 geometry를 갖는 측정

데이터도 처리가 가능하다. 팬빔이나 평행빔의 경우 간단한 수식화를 통하여 선원 및 디텍

터 위치를 좌표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Lab 규모 격자스캔 데이터 생성 실험

그림1-36 와 같이 16개의 detector 및 78 cm vessel을 이용하여 격자 스캔 측정 실험을 수

행하였다. 선원과 디텍터가 이루는 원호의 투영각 내에 대상체가 존재해야 하며 대상체를

투과하는 빔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해상도의 횡단면 이미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격자스

캔에서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36 에서는 투영 각내의

detector는 약 8~10 개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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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cm

그림 1-36. 16채널 격자 스캔 데이터 생성

사용한 감마선원 및 detector 사양은 다음과 같다. 선원 및 디텍터의 선정은 대상체의 감

쇠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원은 더 높은 감쇠를 갖는 고밀도의 대상체에

대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Cs-137, 20 mCi, 실린더형 (직경: 7.5 mm, 길이 10 mm)

- Detector: NaI(Tl) (dia. 0.5 inch, length 1 inch)

일반적으로 정유/석유화학시설의 산업공정은 금속의 vessel내에 hydrocarbon 계열의 매질

이 채워진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8

mm 두께를 갖는 78 cm 직경의 철로 구성된 vessel을 이용하여 팬텀을 구성하였다. 다음 측

정결과는 빈 vessel에 대한 격자 스캔 측정결과이다. 이미지 복원 알고리즘은 ML-EM을 적

용하였으며 측정은 16 개의 detector를 360 도 내에 균등 설치한 후 선원을 360/64 도 간격으

로 이동시키며 이루어졌다.

이 경우 유효한 계측수(ROI를 통과하는 scan line수)는 약 600 개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계측수는 display를 위한 pixel수와 비슷하거나 크게 설정할 수 있다. 측정수에 비하여 pixel

수가 큰 경우, 계산상의 pixel 수 증가를 통하여 이미지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림 1-37 은 동일한 계측수(약600)에 대해 (24×24) ~ (72×72) 등의 display map 의 크

기를 변화시켜 복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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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map display 64×64 map display 48×48 map display

36×36 (pixel수>계측수) 26×26(pixel수≒계측수) 24×24 (pixel수<계측수)

그림 1-37. 직경 78 cm 금속 vessel에 대한 측정

그림 1-38은 vessel안에 폴리프로필렌 팬텀을 넣은 상태에서의 측정 결과이다. 폴리프로필

렌은 석유화학 생산물의 일반적인 물질로서 석유화학 공정을 대상으로 격자 스캔 기술을 개

발함에 있어 적합한 팬텀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8 은 격자 스캔으로 vessel 내에 위치한

원형 폴리프로필렌 팬텀의 윤곽을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에서 격자 스캔의 계측

수는 약 600 개 정도로서 유효 pixel수는 25×25 정도이며, ROI는 85 cm 정도이다. 따라서 공

간 해상도는 2×85/25 약 7 cm 정도가 된다.

계측 조건

- 16개 detector

- 64 projection

- 72*72 display

- ML-EM

- ITER=100

그림 1-38. vessel 내에 pp 팬텀이 위치한 대상체에 대한 실험결과

고정상 반응기의 경우 충진물의 유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간해상도에 대한 고려는 무시

할 수 있다. 그림 1-39 은 vessel안에 폴리프로필렌 grain을 균일하게 채운상태로서 고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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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6개 detector, 64 projection,

72*72 map, ITER=100 16개

detector, 64 projection, 64*64

map, ITER=100

그림 1-39. Vessel 안에 pp grain을 균일하게 채운 상태

가동중인 고정상 반응기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내부 충진물의 분포에 변화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그림1-40 는 이러한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vessel내에 비 균일 분포상태를 만

든 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은 현재의 계측조건에서 vessel 내부의 비 균일 분포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측 조건

- 16개 detector

- 64 projection

- 64×64 display map

- ITER=100

- 16개 detector

그림 1-40. Vessel 내부에 비균일하게 분포된 매질(pp grain)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격자 스캔은 선원과 디텍터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평행빔 또는 팬빔과 같은 특정구조의

geometry를 가질 필요가 없다. 반응기 주변에 디텍터 설치 시 배관 및 구조물을 피해서 설

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non-equidistance 또는 임의의 scanning line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림 1-41 은 vessel내의 void를 만들고 void가 있는 영역에 대해 scanning line이 많

이 지나가도록 디텍터를 배치한 경우의 결과이다. 기존의 16 개 detector에 6 개의 detector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이 경우 디텍터 분포는 그림 1-35(c) 와 같이 한쪽으로 편중 배치된

비대칭적 구조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관심영역이 반응기내의 단면 전체가 아닌 특정부분에

집중되어있는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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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PP 내부에 공기층이 있는 경우 (Iteration no. 9)

(4) 결론

격자 scan은 기존의 CT기술이 적용될 수 없는 산업설비 공정을 대상으로 tomography기술

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한된 수의 detector 사용으로 인하여 낮은 해상도의

결과를 얻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작고 가벼운 형태의 검출기를 사용함으로서 점

진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CsI array detector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드웨어적 향상과 더불어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도 저해상도 이미지 복원에 강점이 있는 MAP-EM, ML-EM 기법을 적용한 알고리

즘 개발 및 방사선 산란을 보완한 weight matrix 계산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토대로 가동 중인 대형 산업공정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최적의

진단방법과 최적의 적용 알고리즘 등을 연구하여 본 연구개발의 완료시점에는 기존의 x-선

영상장치 및 비파괴검사기술(NDT)과는 차별된 신규 기술수요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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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영상측정 장치 산업적용 기술 개발

가. 감마 영상 측정 장치의 산업적 적용기술개발

최근 감마선 전산화 단층 촬영기술을 이용하여 공업공정을 진단하는 기술이 국내외의 여

러 그룹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나 실험실 또는 파일럿 규모의 공정모사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측정사례가 주를 이루며 실 규모 공정 진단 적용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단계에서는 기존의 전산화 단층 촬영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실규모 공정에 적용하는 전

산화 단층 촬영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별 검출기설치 및 감마선 조사기 선원 유도관을

통한 단면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계측조건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검출

구조에 따른 측정 결과물의 예측하고 본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디텍터 검출 조

건 및 사용된 개수에 따른 몬테칼로 전산모사 및 실험 실규모 계측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들 결과를 토대로 실 규모 의 RFCC riser 에 대한 단면 측정 실험을 위한 계측 조건을 수립

하였으며 이를 위한 장비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1) 서론

감마선은 높은 투과력으로 인해 대형 산업 시설의 진단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밀봉 감마

선을 이용한 증류탑 진단, 배관 진단 기술,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반응기 효율진단 등이

그 활용 예이다. 또한 최근 감마선 전산화 단층 촬영기술을 이용하여 공업공정을 진단하는

기술이 국내외의 여러 그룹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공업공정 진단을 위한 감마선 전산화 단

층 촬영기술의 연구 동향은 평행빔, 팬빔 등의 구조를 갖는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실 또

는 파일럿 규모의 공정모사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측정사례가 주를 이루며 이에 비해 실제

공정에 대한 측정에 대한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최근 전산화 단층 촬영창치를 실제 공

정에 적용한 몇몇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단일 검출기와 단일 선원

을 갖는 평행빔 형 감마 영상장치를 통하여 배관 내부 퇴적층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IAEA의 기술보고서를 통하여 대형공정에 대해 개별 검출기를 설치하고 유도관

을 통한 선원회전 방법 등이 제안된 바가 있다. 이중 개별 검출기설치 및 유도관을 통한 진

단 방법은 기존의 전산화 단층 촬영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조건을 가진 대형 시스템에

대한 대안 기술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계측 구조

에서 방사선 발생 장치로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는 소형 반응기의 경우 137Cs 선원을 대형 반응기의 경우 60Co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선원을 가이드 튜브 속으로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영상장치의 회전 구조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NDT 조사기는 위치확인 및 제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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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영상장치의 방사선 검출 시스템인 병렬 검출기는 배관 주

변에 밀착된 구조로 설치된 개별 검출기들로 대체된다. 이때 검출기설치는 반응기 주변의

배관, 밸브 사다리 등과 같은 구조물을 피해 설치가 가능하며 검출기 설치 간격이 일정할

필요가 없다. 측정은 일정간격으로 선원을 진행시키며 각각의 선원위치에서 전체 디텍터에

대한 투과감마선을 측정하여 기록하며 반응기 주위로 선원이 회전을 마치면 단층촬영을 위

한 데이터의 획득을 종료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측한 데이터는 특정 형태를 갖지 않으

므로 FBP(Filtered Back Projection)와 같은 변환 기반 이미지 복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

으며 이를 위해 전용 가중치함수 생성 프로그램 및 통계적 기법에 기반 한 전용 단면 데이

터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측정은 기존 방법에 비해 훨씬 적은

공간이 필요함으로 공간이 제한적인 대형 공정 진단에 유리하다. 또한 위치 표시 및 제어장

치가 부착된 NDT 조사장치를 통한 선원 회전 방식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다수의 개별

검출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서 기존방법의 단점인 기계적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전산단층 촬영장치로 진단이 불가능한 대형 플랜트에 대

한 단면 영상진단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검출 구조에 따른 측정 결과물의

예측하고 본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디텍터 검출 조건 및 사용된 개수에 따른

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하였으며 이 들 결과를 토대로 실 규모 실험을 위한 계측 조

건을 수립하였다. 또한 Lab 규모의 실증 실험을 통하여 Monte Carlo 모사 결과를 검증하고

실규모의 현장 실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한 전산화 단층 기법의 적용 방법

그림 1-42은 IAEA 보고서에서 제안된 방법에 대한 개념도 이다. 디텍터들은 공정장치 주

변으로 위치를 지정하여 설치되며 선원은 공정장치 주변으로 설치된 선원 경로를 통하여 이

동하게 된다. 선원 및 디텍터는 차폐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된다.

Source's 
path

Detectors

Vessel wall

Vessel Vessel

Industrial tomographic 
scan

Conventional fan 
beam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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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beam CT > < IAEA TECDOC-1589 >

그림 1-42. 측정공간 비교

그림 1-43 는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한 계측구성에 대한 개념도 이다. 감마선 조사기는 선

원 위치를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비파괴 검사용으로 활용되는 감마선 방

출 방사성 동위원소는 점 선원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튜브 형태의 유도관을 통과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NDT 조사기

선원 guide tube

Industrial plant 
vessel

방사선 검출기

선
원

선원

그림 1-43. NDT 조사기를 이용한 계측구성에 대한 개념도

이와 같은 구조의 선원은 금속성 재질의 선원 캡슐에 보호되며 선원 캡슐에 의해 감마선

방출이 균등하지 않게 된다. 그림 1-44 은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계산된 선원에

대한 방위각의 선원 선속 분포이다. Monte Carlo Simulation결과에 의하면 선원 후면부에

서 캡슐의 차폐로 인하여 flux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원의

방출이 방위각에 따라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불균일한 선속을 갖는 범위내의 계

측 점을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시키거나 Monte Carlo Simulation값을 이용하여 보정한다.



- 43 -

0도180도

0.0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방위각(도)

F
lu

x

Full spectrum

Photopeak

그림 1-44. Co-60 선원에 대한 방위각에 대한 방사선 선속(photons/cm2)

전산화 단층촬영기법에 의한 단면 영상은 방사선 투과 측정 시 선 감쇄계수의 형태로 나

타나게 되며, 이를 위해 대상체가 없는 상태의 측정값과 대상체가 있는 상태의 측정 등 두

가지의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다. 단면 복원은 감쇄율 측정에 의한 다수의 lay-sum을 측정

한 후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lay-sum은 선원과 검출기가 이루는 경

로를 따라 선 감쇄계수에 대한 선적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lay-sum 측정은 디텍터와 선

원간의 각 거리에 대해 대상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intensity 측정값의 비에 대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여 구한다. 선 감쇠 계수(μ) 선적분 경로(u)에 대한 lay-sum관계는 식

(1-17) 과 같이 된다.

ò= duyxII ii ),()/ln( 0 m (1-17)

식 (1-17) 이 성립하는 경우는 선원과 검출기의 관계가 Beer-Lambert's law를 따르는 경

우로 narrow beam 조건에서 build up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와

같은 계측조건은 narrow beam조건이 아닌 broad beam이며 build up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식 (1-17) 을 따른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관계식과 실제 계측과의 차이는

단면 영상복원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build up factor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photopeak만 선별하여 계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broad beam에 대한 영향은

beam 폭을 고려한 가중치 함수 생성방법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다.

(3)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FBP와 같은 변환기법 기반의 알고리즘은 본 논문에서와 같은 불 균등 스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불 균등 스캔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한 scan

geometry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스캔 데이터의 처리에서는 통계적 기반의 반복

적 계산 알고리즘에 의한 이미지복원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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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함수의 생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의 계측 구조에

적합한 non-equidistance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가중치 함수 생성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가중치 함수는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에 사용되기 위한 측정 빔 궤적과 해당 단면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 2차원 단면 측정의 경우 가중치

함수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측정 빔 궤적과 화소를 구성하는 box의 교차 길이로 구

하는 방식 또는 빔 폭과 화소 box의 교차면적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섬광형 검출

기를 콜리메이션 없이 사용하는 경우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빔 궤적은 broad beam의 형태가

되며 이를 고려한 가중치 함수는 교차 면적에 의한 방법이 좀더 실제 계측 모델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적용할 가중치 함수로는 이러한 검출기의 볼륨을 고려하여 빔 폭과

화소 box의 교차 면적에 의한 방법과 더불어 볼륨 검출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가중치함

수를 계산하였다. 우선 선원과 검출기의 좌표를 통하여 관심영역 내부의 각 화소에 대하여

빔(ray)의 지나간 궤적을 계산한다. 그림 1-45 과 같이 격자 스캐닝으로써 원을 그리는 영역

을 관심영역이라 하며, 관심영역 내부에 있는 점선을 격자(grid)라 정의하였다. 여기 까지는

면적에 의한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관심영역(ROI)

소스
(source)

검출기
(detector)

격자
(grid)

셀
(cell)

D

D

D

D

D

D

D

D

D

D

D

선원

검출기

j번째 화소

i 번째 계측 경로

Hij

그림 1-45. 통과길이 및 교차 면적을 통한 가중치 함수

다음으로 볼륨 검출기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차면적을 구성하는 빔을 그림1-46와

같이 세분화 하였다. 세분화된 경로를 통하는 빔에 대해서 한개의 검출기는 서로 다른 검출

효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방사선 수는 각각 세부 경로로

들어온 방사선들에 대한 합이 된다.



- 45 -

),( ss yx

),( dd yx

q

5
q

Round Type Detector

1a
2a

Na

ka
Source

1/2 inch detector

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 2 4 6 8 10 12 14 16

부분 경로

부
분

경
로

별
 검

출
 효

율

그림1-46. 검출기 볼륨의 고려한 빔 경로의 세분화 및 검출효율 계산

그림1-46에서와 같이 Broad beam을 여러개의 narrow beam으로 나누어 생각하였을 때

각 경로에 대한 검출 효율은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하여 구하였다. 빔의 부분 경로를

1부터 n까지이고 index를 k라 정의하고 각 세부경로를 통한 검출기에 대한 검출확률을 ak

라 정의한 경우 가중치 함수는 식 (1-19)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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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ijk는 부분경로 k에 해당하는 빔과 화소 box와의 교차길이로 정의된다.

관심영역에서 정의된 화소수와 측정값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역행렬을 이용

한 방법으로는 해를 구할 수 없으며 식 (1-21)과 같은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

지 복원이 이루어진다.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에는 ART, SIRT, ILST, ML-EM, DSGA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는 DSGA(Diagonally Scaled Gradient Ascent) 알

고리즘에 대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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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e Carlo simulation 결과를 이용한 단면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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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상진단기법을 이용한 단면 측정에 있어서 하나의 선원위치에서 측정되는 검

출기의 개수가 결과물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검출기

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검출기 수의 증가는 비

용의 증가가 발생되므로 현장에서 요구에 대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검출기 수

및 계측 조건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물의 해상도예측이 필요하며 이는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림 1-47은 78 cm외경 철제 용기 내에 직경 40 cm의

폴리프로필렌이 포함된 구조에 대해 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 후 단면 복원을 실시한

결과이다. 선원은 137Cs을 가정하였으며 1 mCi에서 1초간의 방사선 발생 수를 가정하여

3.145×107개의 감마선을 발생 시켰다.

D1D9 78cm

8mm

D5

D13

S1
PP

Source Locations 
(Rotating)

40cm

Fe
Air

Detector Locations
(Stationary )

78cm

검출기수(D): 16 개

프로젝션수(Views) : 64 개

구성화소: 64×64 pixels

발생된 감마선수: 3.145×107

검출기 Energy 창: 0~1MeV

Simulation set up

검출기: 1/2 ×1 인치 원형 NaI(Tl)

폴리프로필렌 밀도: 0.6

철용기 밀도: 7.9

그림 1-47. Monte Carlo simulation 으로부터 단면 이미지 복원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정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용기에 탄화수소계열의 물질이 포함

된 경우가 많으며 그림 1-47 의 철제용기 및 폴리프로필렌 팬텀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48 의 팬텀은 외경 78 cm 크기의 철제 용기 내에 서로 다른 밀도 및 크기

의 원주형 물체가 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는 여러 계측 조건에 대한 해상도 및 컨트라스

트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계측 조건은 검출기수의 변화, 프로젝션 수 변화를 주었으며 각

각에 대해 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한 후 단면 이미지 복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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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Simulation set up

그림 1-49에서 보면 계측기 수 및 프로젝션수의 증가에 따라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FBP와 같은 알고리즘의 경우 프로젝션 당 검출수와 프로젝션 수에

서 어느 한쪽만 증가하는 경우 계측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향상이 특별히 증가하

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림 1-50는 109개의 662 keV의감마선 방출에 대해 Monte Carlo

simulation 결과 중 137Cs에 대해 photopeak에 대해서 이미지 복원을 한 결과(우)와 전 에너

지 에 대한 결과(좌)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51은 위의 계측조건에 대해서 S1위치에서의

각 검출기에 검출된 방사선수 및 이에 대한 상대오차이다(그림 1-48 및 1-50 참조). 그림

1-52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Photopeak 에너지만을 선별하여 계측한 경우가 전 에너지에 대

해 계측한 경우에 비해 높은 통계적 오차에도 불구하고 보다 참값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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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수: 16D×32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감마선 발생수: 3.145×107

계측 수: 32D×32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감마선 발생수: 3.145×107

계측 수: 32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감마선 발생수: 3.145×107

계측 수: 64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감마선 발생수: 3.145×107

그림 1-49. 계측기수(D) 및 프로젝션(View) 수에 대한 영향(전에너지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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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수: 64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검출 에너지: 전에너지

감마선 방출수: 10
9

계측수: 64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검출에너지: Photopeak

감마선 방출수: 10
9

그림 1-50. 검출기 에너지 윈도우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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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선원 S1 위치에서 각 검출기에서 방사선 계측수 (감마선 방출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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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2. 복원된 이미지를 가운데를 수평면으로 자른 부분 비교

(5) Lab 규모 측정 실험

그림 1-53와 같이 16 개의 detector 및 78 cm vessel을 이용하여 격자 스캔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 16 개 detector중 대상체를 통과하는 경로를 가진 detector는 한 개의 view

당 약 8~10개 정도가 된다. 사용한 감마선원 및 detector 사양은 다음과 같다. 계측조건은

view 당 5초간으로서 137Cs 20 mCi 에서 방출되는 5초간 방출되는 photon수는 약 3.145×109

개로 Monte Carlo simulation에서 사용된 개수보다 약 100배 정도이다.

78cm

R S C S TR R D TD C D
T A LK /  DA T A

T AL K

95cm

102cm

Data acquisition

Data Record

Vessel

P.P

Source circle

detector circle

Cs-137, 20 mCi, (7.5 mmΦ×10 mm length)

Detector : NaI(Tl) (0.5 inchΦ, 1 inch length)

Detector 개수: 16 개

계측시간 : 5 초

그림 1-53. Lab 규모 측정 실험 장치 구성도

그림 1-54의 결과는 그림 1-47에 도시된 Monte Carlo simulation 모형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팬텀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격자 스캔으로 vessel 내에 위치한 원형 폴리프로필렌 팬텀

의 윤곽을 성공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지 복원에 사용된 pixel수는 64×64

정도이며, ROI는 85 c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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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수: 16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검출 에너지: 전에너지

감마선 방출수: 3.145×10
9

계측수: 16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검출에너지: 전에너지

Cs감마선 방출수: 3.145×10
10

그림 1-54. vessel 내에 pp 팬텀이 위치한 대상체에 대한 simulaton(좌) 및 실험결과(우)

그림 1-55는 빈 용기의 경우, vessel안에 폴리프로필렌 grain을 균일하게 채운상태, 불균일

하게 폴리프로필렌을 채운상태에 대한 단면 측정 결과이다. 고정상 반응기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내부 충진물의 분포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림 1-55는 이러한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vessel내에 비 균일 분포상태를 만든 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55은 현재

의 계측조건에서 vessel 내부의 비 균일 분포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측수: 16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에너지 윈도우: 전에너지

Photon 방출수: 3.145×109

계측수: 16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에너지 윈도우: 전에너지

Photon 방출수: 3.145×109

계측수: 16D×64Views

구성화소: 64×64 pixels

에너지 윈도우: 전에너지

Photon 방출수: 3.145×109

그림 1-55. 빈 Vessel, 균일 충진 물, 불균일 충진 물에 대한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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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실험을 위한 계측조건 수립

지금까지 16개 검출기를 사용한 실험값과 Monte Carlo simulation 결과를 구해보았다. 16

개 검출기의 결과의 경우 서로 계측조건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Monte Carlo simulation결과 photopeak 선별 계수시 복원 단면 이미지의

해상도는 향상되기 때문에 photofraction (전에너지 면적 대비 photopeak의 면적)이 큰 검출

기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16개 보다 많은 detector에 대한 결과는 Monte Carlo

simulation 결과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다. 계측기 수에 증가에 대해 우수한 결과물을 제공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야한

다. 본 논문과 같이 주어진 계측 대상체에 대해 Monte Carlo simulation 결과를 통하여 구

성될 계측 시스템구성에 대한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공정 장치는 설계

데이터 및 공정 매질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하여 사전에 요구되는 해상도에 대하

여 필요한 계측기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56는 S 정유사의 RFCCU(Regenerated

Fluid Catalyst Catalyst Cracking Unit)의 riser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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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Regenerated Fluid Catalyst Catalyst Cracking Unit의 riser

RFCCU는 고온의 조건에서 파우더 형태의 촉매/가스/cracking을 위한 오일 등의 다상의

유체가 흐르고 있다. riser의 내부는 열손실을 막고 고온으로부터 cladding을 보호하기 위해

약 125 mm의 내화벽돌로 보호되고 있으며 cladding은 stainles steel재료로 2.5 cm의 두께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riser에서 내화벽돌의 파손여부, 내부 유체의 균일 분포여

부 등의 정보가 정상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계측조건을 수립하였다. 2 inch 직경 및 2 inch 길이의 30개 검출기, 150 mCi Co-60선

원을 사용하며, 그림 1-44과 같은 선원의 방사선 선속의 분균일 분포를 피하기 위해 선원을

riser 표면으로부터 약 10 cm 간격을 유지시키도록 한다. 또한 그림 1-57과 같이 감마선 조

사기, 선원 운반용기 및 선원 이동 제어를 위해 rotary counter가 장착된 위치 제어기를 제

작하였다.

그림 1-57. 감마선 단면 영상 측정을 위한 장치들

(7) 결론

고정상 반응기와 같은 경우 충진 물의 유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간해상도에 대한 고려

는 무시할 수 있으며, 내부 유동을 갖는 공정 반응기인 경우에도 평균 적인 밀도 분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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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동 상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버블 컬럼 등에서의 기체상 분포의 차이

는 단면 밀도의 차이의 형태로 나타나 지거나 밀도가 다른 다중 상 유체분포가 있는 공정장

치에서의 단면 밀도 측정을 통하여 각 상의 존재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동

중 정보를 통하여 운전조건의 최적화와 이를 통한 설비효율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본 계

측기술은 기존의 CT기술이 적용될 수 없는 산업설비 공정을 대상으로 tomography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한된 수의 detector 사용으로 인하여 낮은 해상도의 결

과를 얻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작고 가벼운 형태의 검출기를 사용함으로서 점진

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CsI array detector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

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드웨어적 향상과 더불어 이미지 처리에 있

어서도 저해상도 이미지 복원에 강점이 있는 이미지 복원 알고리즘 개발 및 방사선 산란을

보완한 weight matrix 계산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토

대로 가동 중인 대형 산업공정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최적의 진단방법과 최적의 적용 알고

리즘 등을 연구하여 본 연구개발의 완료시점에는 기존의 X-선 영상장치 및 비파괴검사기술

(NDT)과는 차별된 신규 기술수요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산업공정 다중상 유동분석 기술 개발

1. 액상/기상 혼합유동 모사장치 제작 및 고속 처리신호 분석기법에 의한

유속 측정기술

가. Liquid-gas 혼합유체 모사장치 이용 다중상 유동분석기술 개발

석유화학 공정유체에서 이상(dual-phase)의 혼합은 대부분의 화학반응이나 정제, cracking

공정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동 중인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기술로서 뿐만 아니라 유동상(fluidized bed) 반응기와 같은 고효율의

공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다중상 유체의 유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혼합

유체의 분포를 가시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emission gamma tomography 기술의 개발에 앞

서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이송배관의 유속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중상 유체의 유량측정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은 혼합유체를 각각으로 분리한 후 단일 상

(single-phase)에 대해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의 전형적인 예가 해저 원유시추의 경

우로서 배관 내에 원유-물-가스의 혼합상태로 시추되고, 이들은 각각 상분리를 거쳐 터빈유

량계와 오리리스 판(orifice plate)을 이용하여 각 상에 대한 유량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 55 -

같은 방법은 유량측정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시추 종료 후 유량을 측정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한 단점이 있다. 또한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설비 중의 하나인 증류탑과 같은 공정은 분별 증류를 통한 끊는점 차를 이용하여 원유를 분

리하는 시설로써, 이와 연결된 유체이송 배관은 높은 온도로 인한 임의의 증기가 배관을 통

해 동시에 유출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control room에서의 모니터링 유량계는 유체를 위주

로 측정하는 초음파 유속계를 주로 사용하므로, 생산품의 유량측정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고부가가치 생산품에 대한 부정확한 계량으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면적식, 차압식, 터빈식, veturi 식, magnetic 식 그리고 질

량유량계식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타입의 유량계는 대부분 배관을 분리한 후 그

사이에 유량계를 연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한편 공정을 멈추지 않고 배관 외부에

clamp-on 타입으로 설치하고 상호상관법(cros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내부 유량을 산정하

는 방식인 초음파 유량계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 유량계

는 배관 내부에 기포가 일정량 이상 존재할 경우(multi-phase flow) 측정 정확도가 현저하

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석유산업에서의 다중상 유체의 유량측정은 1980년대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많은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재 산업적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3상(three phase) 측정

유량계의 개발에 근접하였다. 이들 개발유량계는 각 상에 대한 유량측정 오차가 ±5% 이하

의 정확도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유량계의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상업적 서비스가

가능한 3상 유량계는 현재까지는 없다. 따라서 3상 유량계의 개발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

는 대상이며, 영국의 경우에는 UK Measurement Foresight programe(DTI)을 통해 전략적

연구분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다중상 유체에 대해서 각 상의 분율(volume

fraction)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γ-ray attenuation과 electrical impedance

technology가 있다. 이 외에도 산업적 적용을 위해 개발된 microwave attenuation, phase

shift, pulsed neutron activation(PNA), nuclear magnetic resonance(NMR) 그리고 pulsed

ultrasonic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밀봉감마선원을 이용하는 γ-ray attenuation 방법은 배관

의 분리 없이 외부에서 측정가능하며, 다중상 유체에서 각 상의 측정가능 부피 분율(void

fraction)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에 비해 경제적인 장점이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다중상 유체이송 배관 내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Leszek Petryka가 밀봉감마선원과 상호상



- 56 -

관기법을 적용한 바 있다.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으며, 다만 밀봉감마선

원을 이용하여 배관 내 부식정도와 내부 침적물 유무확인을 위해 연구를 시도한 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상 유체 이송배관 내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γ-ray attenuation 방법과

cross-corre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기포와 물이 혼재된 2상 유체(two-phase flow)에 대해

유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포의 분율(void fraction)을 고려하여 측정유량을 보정해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유량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장치의 구성 및 실험방법

액상/기상 혼합유체의 배관 내 흐름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림 2-1과 같이 실험장치를 제작

하였다. 실험배관은 내부가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아크릴 재질을 사용하였고

(I.D. 8 cm, L=3.5 m, t=10 mm), 다중상 유체이송 배관을 모사하기 위해 비활성 압축 질소가

스의 연속 혹은 간헐적인 주입이 가능하도록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하였다. 또한 배관 내

유량공급을 위해 pump(pu-2300m)를 사용하였으며 상용 유량계를 통한 유량비교를 위해 전

후단 5D(D; inner diameter of pipe)의 직선구간을 확보한 후, F사의 시제품 터빈유량계

(KOT-F-B-T; ±0.8%)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유량계 후단에 In-line mixer를 설치하여 기

포와 유체의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장치의 후단에는 본 실험을 통해 계산된

유량과 비교 검증을 위해 배출수를 일정량 담아 직접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

된 PVC 탱크(5㎥)를 준비하였다.

그림 2-1. Experimental set-up of sealed gamma radioisotope application for velocity

measurement of gas/liquid mixture flow

밀봉 감마선원으로는 137Cs (E = 0.662MeV, Γ-factor = 0.326 R h-1 m2 Ci-1) 20 mCi와 17

mCi 두개의 동위원소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각각 collimation depth와 aperture가 4.5c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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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인 납 차폐체에 장착되었다. 감마선 검출기로는 Φ2〃× 2〃 NaI(Tl)(Eberline, SP-3)를 이

용하였고, 이 또한 lead shield depth와 aperture를 4.5 cm와 5 mm로 하였다. 두 선원 간의

거리와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임의로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In-line mixer

후단에 방사선검출기를 추가하여 균일 혼합유체의 투과 방사선의 세기를 계측하였다. 두개

의 감마선 검출기 앞을 지나는 기포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매우 짧은 시간간격으로 데이터의 계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MXI-4 Kit(NI

PXI-PCI8331)를 통하여 PC 제어되는 32-Bit counter/timer(NI PXI-6602, max frequency:

80MHz)를 사용하였다.

(2) Cross correlation 기법에 의한 유속측정

방사선 검출기로 계측한 신호를 푸리에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저주파통과 필터(Low-pass Filter) 적용으로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한

후, 역변환(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으로 신호를 복원하였다. N개의 이산신호

xn (n = 0, …, N-1)이 주어질 때 xn의 이산 푸리에 변환과 역 이산 푸리에 변환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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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xn은 시간영역에서의 n번째의

신호를 의미하며, Xk은 주파수 영역에서 k번째 신호를 나타낸다. 또한 N은 이산 신호의 총

개수를, 1-=j 이다. 역변환으로 복원된 신호는 두 검출기 사이의 통과시간 측정을 위해

상호상관 함수의 계산에 이용된다. 상관(correlation)은 두 신호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써, x(t)와 y(t)의 신호가 존재한다면 두 신호의 상호상관 함수는 식 (2-1)과 같이

정의되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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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x와 y가 같으면 자기상관(auto correlation)이며 다르면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에

해당한다. 또한 상호상관과 자기상관의 상대적인 크기인 ρxy는 상관계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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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두개의 서로 다른 신호에 대하여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τ 시간

만큼 한 신호에 시간지연(time delay)이 발생할 경우 서로가 가장 유사하게 되는 점을 나타

내게 된다. ρxy=0이면 신호 x(t)와 y(t)는 서로 관련이 없는 신호임을 의미한다.

상관기법을 이용한 유속측정 원리를 아래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두 개의 방사선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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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의 밀봉 감마선원의 배관을 투과한 후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배관 위에 설치

된다. 신호 x(t)와 y(t) 사이의 시간 지연(time delay)은 두 신호의 상호상관 함수(cross

correlation function)를 계산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그림 2-2. The principle of cross correlation technique for velocity measurement in

dual-phase flow

(3) 유량보정을 위한 구성성분의 분율(fraction) 측정

배관 내 유체의 구성성분들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혼합 선형 감쇠계수

는 μmix = μgαg + μlαl 로 표현된다. 여기서 μg과 μl은 기체와 액체의 선형 감쇄계수, αg과 αl

은 기체와 액체의 부피 분율(volume fraction)을 의미한다. αg+αl=1과 배관 내부가 액체와 기

체만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 각각 αg=0 αl=0인 관계를 이용하면, 액체와 기체의 투과 감마선

량, Il과 Ig 그리고 혼합유체의 투과 감마선량(Imix)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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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유체 내에 존재하는 기체의 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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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 기포의 존재유무가 유량계의 측정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배관 내부가 유체만 흐를 경우와 기포와 함께 다중상으로 흐를 경우인 두 가지 조건에 대해

각각 유량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량계는 상용 터빈유량계(측정범위: 10~100㎥/h, 측정오

차: ±0.8%)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유량과 비교측정을 하기 위해서 배관 연결부 하단부에

PVC 탱크를 설치하고 실제 배출된 유체의 체적을 실측하였다. 기포와 혼합된 유량을 측정

할 때는 배관 단면적 대비 약 10%에 해당되는 공기량을 유지하였다. 기포가 없는 배관 내

유량값과 기포가 공존하는 유량 측정값을 아래의 그림 2-3과 2-4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래

프에서 x축은 배관 하단부에서 실측한 유체의 체적이며, y축은 배관에 장착된 유량계의 값

이다.

그림 2-3. Comparison of real flow rates

measured at the end of pipeline using PVC

tank with flowmeter values installed at the

midway pipeline under the condition of

single phase flow; only water

그림 2-4. Comparison of real flow rates

measured at the end of pipeline using PVC

tank with flowmeter values installed at the

midway pipeline under the condition of

two phase flow; water plus gas

기포와 혼합된 배관흐름의 경우 유량계는 전 구간에 걸쳐 실제 유량보다 과대하게 산정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포에 해당되는 양을 유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으로, 일반유량계를 다중상 유체에 적용할 경우 배관 내 유량측정에 상당한 오차를 유발시

키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마선원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두 선원 간의 거리는 L=4D(32㎝), sampling rate는 4

msec의 최적 조건을 구하였다. 방사선검출기 X와 Y에서 각각 수집된 신호 Sx와 Sy에 대해

상호상관함수를 적용한 결과의 한 예를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두개의 방사선검출기로부터

신호 Sx와 Sy를 일정 시간 차이로 각각 얻었다(a). 이를 필터링한 후 상호상관함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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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 신호간의 시간적 위상차(τm)가 0.204 sec으로 계산되었으며(b), 이 값을 신호 Sy에

적용하여 동일 시간대에 두 신호를 겹쳐서 그림 2-5(c)에 표시하였다. 유속은 4D/τm으로

156.9㎝/sec이고 배관의 단면적으로부터 유량을 계산하였다.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6회 반복

실험을 하여 아래의 표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5. (a) Radiation detection signals from the experiment (b) Correlation coefficient

(Rxy) (c) Superposition of the two signals after shifting Sy by τm = 0.204 sec.

표 2-1. Measurement results by cross-correlation of radiation signals produced by two

137Cs with a distance of 4D(D = 8 cm) and sampling rate of 4 msec (Reynolds number:

107,100)

No. Distance
Transit time

(ms)
Velocity
(cm/sec)

Measured
flow rate

(㎥/h)

Gas
content

Corrected
flow rate

(㎥/h)

Real flow
rate(㎥/h)

Rel.
error(%)

1 4D 0.204 156.9 28.4 8.2% 26.1 26.5 -1.7

2 4D 0.200 160.0 29.0 7.8% 26.7 26.5 0.7

3 4D 0.204 160.0 29.0 9.2% 26.3 26.5 -0.8

4 4D 0.204 156.9 28.4 7.2% 26.3 26.5 -0.6

5 4D 0.208 153.8 27.8 6.1% 26.1 26.5 -1.4

6 4D 0.200 160.0 29.0 8.1% 26.6 26.5 0.4

실험결과와 실제 유량과의 상대오차는 1.7% 이하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표 2-1의 측정

유속값은 배관 내 기포의 흐름 속도를 가리키며, 유체와 기포 사이에 slip factor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배관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른 유속분포를 직선으로 가정하여

평균유속(volumetric average velocity)을 산정하였다. 이는 배관을 매끄러운 재질의 아크릴

을 사용하고, Reynolds 수가 10,000이 넘는 완전 난류(fully developed turbulent flow) 실험

조건이기 때문에 타당한 가정이다.

두 감마선원의 간격이 유량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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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측정된 유량과 공기량 그리고 실제 유량과의 상대오차를 아래의

그림 2-6에 보였다. 이때 실험과정에서의 기포량은 6.5~9.9%의 변화를 보였다. 거리 별 유

량측정 결과, 두 선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측정된 유량이 실제 유량에 보다 가까운 결

과를 얻었다. 본 실험조건에서 선원간 거리가 6D까지는 상대 측정오차가 1.8% 이하의 정확

도를 보였으며, 거리가 증가할수록 오차율은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14D의 경우에

는 최대 3.2%의 오차를 보였다.

감마선원에 의한 유량 측정에서 계측데이터의 sampling rate(Δt)는 실험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Δt가 작을수록 초당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증가하므로 보다 정

확한 transit time(τm)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Δt가 너무 작으면(τm≫Δt) 방사선 계측치가

감소하여 N/S(Noise/Signal ratio)가 커지게 된다. 또한 상호상관함수의 최대값을 갖는 포인

트 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계산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최적의 Δt에서는 (τ

m>Δt), 신호에 대한 노이즈의 영향은 줄어들고 상호상관함수의 정확한 최대값을 구하는데

유리해진다. 그러나 최대값을 보이는 데이터의 편차에 의한 유속의 오차를 증가시킬 수 있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계측조건에 맞는 최적의 Δt 설정은 유량측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본 실험조건에서는 2~4 msec가 최적의 sampling rate임을 도출하였다.

그림 2-6 Relative variations of flow rates calculated with cross correlation method by

using a sealed radioisotope as a function of the distance between two sealed gamma

sources; real flow rate measured at the end of the pipeline was 29.2 ㎥/h (Reynolds

number: 1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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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밀봉감마선원을 이용한 배관 내 혼합유체의 유량측정의 활용성을 확인

하였다. 감마선 계측신호의 상호상관기법 적용에 의한 유량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산

업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측대상 배관의 기하학적 특성에 맞는 선원의 종류와 세기,

상호상관함수 적용을 위한 효율적인 노이즈 제거방법 그리고 multiple energy gamma-ray

이용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많은 산업공정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중상 유체 이송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로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의 유지관리 측면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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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출감마선 계측에 의한 공정유체 분포 측정 시스템, phantom 개발 및

이미지 복원 기술 개발

가. 방출감마선 계측에 의한 공정유체 분포 측정용 하드웨어 제작

공정내부에 주입된 방사선원으로부터 발생된 감마선을 외부에서 계측함으로써 공정유체의

분포 및 흐름, 혼합 정도에 대한 정보들을 3차원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최적

화된 구조를 몬테칼로 전산모사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하고 세부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이

를 기반하여 영상장치를 제작하였다. 영상장치는 6각형 구조의 detector 배열과 10 mm 구

경의 조준경을 사용하였으며 총 24개의 방사선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측정대상은 두개의 파

이프내에 Tc-99m이 특정농도로 존재하는 팬텀과 당해 연도에서 개발한 산업공정 모사장치

를 사용한 방사성추적자 유동에 대한 단면분포를 측정하였다.

(1) 몬테칼로 전산모사를 이용한 공정유체 분포 측정용 영상장치 최적화 설계

산업용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영

상장치를 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장치가 최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최적화 구조를 실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적

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므로, 몬테칼로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범용 몬테칼로 전산모사 코드인 MCNPX 코드를 사용하여 영상장치를 사실적으로 모델

링하고 최적화된 구조를 결정하였다. MCNPX에서 제공하는 universe카드를 사용하여 반복

되는 조준체와 검출기 구조를 효율적으로 모델링하였으며, trcl카드를 사용하여 조준체와 검

출기를 회전시켜 줌으로써 원형, 사각형, 그리고 육각형의 검출기 배열을 구현하였다. 검출

기와 감마선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들은 F8 Tally를 사용하여 검출기에 전달된 에너지를

기록하였다.

영상장치의 성능을 결정하는 설계 변수로는 검출기 배열, 조준경 너비, 그리고 계측 거리

로 설정하였고, 이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상장치 모델링에서

조준경 너비를 제외한 조준체의 전체적인 크기와, 검출기의 크기(그림 2-7)는 모두 동일하

게 유지하였다. 조준체의 물질로는 납을 사용하였으며, 감마선 검출기는 지름 1.3 cm에 길이

2.5 cm의 NaI(Tl) 섬광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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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조준체 및 검출기의 크기

영상재구성 방법으로는 핵의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댓값 최대화

(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공정유체의 단면영상을 재구성하였

다. EM 알고리즘은 최소대가함수(minimum cost function)를 만족하는 파라미터들의 최대

가능성(maximum likelihood)을 추정하며, 식 (2-5)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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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i는 복원하고자 하는 영상의 i에 위치한 화소이고, f (n)
i 는 f i의 n번째 추정치이다.

h ij
는 (i,j) 위치에서 방출된 광자가 검출될 확률, 즉 시스템 행렬을 의미하며, gi는 i번째 검

출기에 검출된 투사값을 의미한다. 식 (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EM 알고리즘은 gi를 구

하기 위한 투사과정과 ∑
M

i=1
h ij

g i

∑
N

k=1
h ikf

(n)
k

를 계산하기 위한 역투사 과정의 반복적인 계산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가) 검출기 배열

24 개의 한정된 방사선 검출기를 사용하여 영상장치를 구성할 때 어떠한 구조가 최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몬테칼로 전산모사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2-8에 보

이는 바와 같이 사각형, 육각형, 그리고 원형으로 검출기를 배열시키고 재구성된 영상을 비

교하였다. 선원으로는 140.5 keV 감마선을 방출하는 Tc-99m 점선원을 사용하였으며, 물로

채워진 지름 30 cm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5 cm 거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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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4개의 검출기로 구성된 사각형, 육각형, 원형 검출기 배열

EM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상재구성의 결과는 그림 2-9과 같다.

그림 2-9. 검출기 배열 변화에 따른 복원 영상

그림 2-9에 보이는 결과와 같이 육각형 검출기 배열의 영상 복원 결과가 선원의 위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각형 검출기 배열의 경우에는 원래의 선원

위치 주위에 두 개의 점이 추가로 나타남으로써 정확한 선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원형 검출기 배열의 경우에는 조준경이 원통의 중심만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복원 영상에서

선원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나) 조준경 너비

납으로 구성된 조준체는 검출기가 관심 영역의 감마선만을 계측할 수 있도록 조준경을 가

지고 있으며, 그 외부로 입사되는 감마선을 차폐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조준경 너비는

영상해상도와 영상감도의 측면에서 중요한 설계 변수이다. 조준경이 좁아지면 검출기로 입

사되는 감마선의 수가 감소하여 영상감도가 저하되지만, 더욱 세밀한 영역의 감마선만이 선

별적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영상해상도는 향상되게 된다. 이러한 영상해상도와 영상감도의

상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준경 너비를 결정하였다.



- 66 -

검출기 배열은 육각형의 검출기 배열을 사용하였고, Tc-99m 점선원을 원통 중심으로부터

5 cm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 후 조준경 너비를 0.5 cm, 1.0 cm, 2.0 cm, 4.0 cm 등으로 변화시

키면서 몬테칼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영상 복원을 수행하였다

(그림 2-10).

그림 2-10. 조준경 너비 변화에 따른 복원영상

그림 2-10에서 볼 수 있듯이, 조준경의 너비가 0.5 cm이거나, 1.0 cm일 경우에는 복원 영

상에서 실제의 선원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준경 너비가 2.0 cm인 경

우의 영상에서는 주변 잡음이 증가하고 있으며, 4.0 cm의 경우에는 선원의 위치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영상해상도의 경우 0.5 cm와 1.0 cm의 조준경 너비의 경우에서 비슷

한 결과를 보이지만, 영상감도의 측면을 고려할 때 1.0 cm의 조준경 너비가 실시간 공정유

체 분포 측정용 영상장치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계측 거리

원통 중심에서부터 검출기까지의 거리인 계측 거리는 조준경의 너비와 더불어 공정유체

분포 측정용 영상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다. 계측 거리의 변화에 따른 공

정유체 분포 측정용 영상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육각형의 검출기 배열을 사용하였

고, 원통 중심에서 양쪽으로 각각 5 cm씩 떨어진 두 개의 Tc-99m 점선원을 위치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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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거리를 28 cm, 35 cm, 40 cm, 45 cm로 변화시켜 보았다. 여기서, 계측거리 28 cm는 육

각형 검출기 배열에서 조준체가 서로 겹치지 않게 되는 최소한의 거리이다. 그림 2-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측 거리가 가까울수록 선원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내는 복원 영

상을 획득할 수 있었고, 계측 거리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영상장치의 성능을 극대화 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11. 계측 거리 변화에 따른 복원영상

본 절에서는 MCNPX 코드를 이용한 몬테칼로 전산모사를 통해 공정유체 분포 측정용 영

상장치의 최적화된 구조를 결정하였다. 중요 설계변수로는 (i)검출기 배열, (ii)조준경 너비,

(iii)계측 거리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최적화된 설계를 결정하였다. 24 개로

한정된 수의 방사선 검출기를 사용한 영상장치에서 육각형의 구조가 최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준경 너비의 경우 영상해상도와 영상감도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1.0c m의 조준경 너비가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설계 변수인 계측 거리의 경

우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영상장치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2) 실험장치의 구성

이상 MCNP simulation 결과를 기반으로 실험장치에 대한 하드웨어를 제작하였다. 그림

2-12에서처럼 방사선 검출기는 13 mm 직경과 25 mm 길이를 갖는 실린더형 NaI(Tl)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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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으며, collimator는 외경 50mm의 circular type으로 방사선 검출구경은 10 mm로

설정하였다. 검출기 배열은 MCNP 전산모델 결과를 토대로 6각형 구조를 선택하였다.

50 m
m

40 mm

2.5 mm

58
mm3mm

65 mm

납(11.2g/cm3)

Stainless

30 mm

40 mm

40 mm

10 mm

41 m
m

그림 2-12. 계측에 사용된 방사선 검출기 및 시준기 구조

측정 대상은 내경 28 cm와 외경 30 cm의 아크릴 재질 vessel로 제작하였다. Vessel의 크

기는 사용할 방사성동위원소의 에너지를 감안하여 결정되며 이 경우 Tc-99m을 선택하고

MCNP를 통한 최적의 결과값을 주는 범위 내에서 vessel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반대로 측

정대상체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측정 가능한 에너지 범위를 MCNP를 통하여 구함으로써

최적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선택할 수 있다.



- 69 -

그림 2-13. 방사선 검출기의 배열

(가) Static phantom 의 구성

방사성동위원소의 공정유체 내부에서의 분포를 정량적 측정하기 위해 내경이 각각 3 cm

(0.487 L)와 5 cm (1.354 L)인 배관을 vessel 내부에 장착시키고 각 배관에 5 mCi의 Tc-99m

을 투입하여 10.25 mCi/L와 3.69 mCi/L의 농도를 갖는 팬텀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농

도 값을 갖는 팬텀에 대해 측정값을 비교하여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알 수 있다.

50L

9.6cm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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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Static phantom

(나) 유동 흐름에 대한 단면분포 측정

시간적으로 변하는 공정유체 분포 측정을 위해서 당해 연도에 본 연구과제에서 설계 제작

된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이용하였다. 실험에는 21 mCi의 Tc-99m이 사용되었다. 방사성동위

원소 사용으로 인한 배경방사선 값 증가를 피하기 위해 입출력 배관을 연장하고 차폐벽을

설치하여 주변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사용된 vessel은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구성

하고 있는 혼합기 중 체적이 50 L인 것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중 flow rate는 6 L/min로 유지

시키고 방사성동위원소는 고압질소를 이용하여 순간투입(impulse injection) 시켰다.

50L

그림 2-15.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이용한 감마선원 유동 분포의 가시화 측정실험

계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는 배경 방사선 상승과 더불어 주변장치에 의한 산란 방

사선 및 후방산란 방사선 등이 있다. 실제로 계측 실험 중 디텍터 주변에 구조물이 존재하

는 경우 산란방사선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계측데이터는

보정하기 쉽지 않으며 측정데이터 처리 시 결과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방사선 측

정 시 photon peak만 측정하거나 차폐체를 사용하여 후방산란 방사선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출기 종류와 collimator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대형 vessel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필요하다.

Tc-99m은 140 keV의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물에 대한 선감쇄 계수가 0.1505 cm-1 정도

인 반면에 Ba-137m의 경우 0.0862 cm-1로서 약 1.8배 정도 작다. Tc-99m의 경우 주로 의



- 71 -

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산업공정 진단이라는 특성상 투입 대상체의 방사선 피폭에 대

한 고려가 필요 없게 되므로 대형 배관의 경우 Ba-137m(662 keV)를 사용한 측정이 유리하

다. 이와 같이 고에너지 선원과 vessel의 크기에 따른 계측결과의 영가에 대한 평가연구 또

한 추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공정유체 단면 분포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 개발

공정유체 단면분포 이미지 복원을 위해서 Monte Carlo를 이용한 vessel 단면의 각 위치에

서 방사선 검출기에 검출될 확률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 단면을 pixel로 구분하

고 위치별로 detector에 검출될 확률을 simulation을 통하여 구하였으며, 이 결과를 사용하여

weight matrix를 구한 후 ML-EM 방법을 통하여 단면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농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실험을 통하여 static phantom 및 유동 추적자에

대한 방사선계측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

위원소의 유동 내 단면분포를 측정하였다.

(1) Point source Response Function 계산

용기 내부의 각 pixel 위치에 방사성추적자가 존재하고 외부에 detector array가 있을 경우

각 detector에 검출될 확률은 Monte Carlo 계산을 통하여 구하게 된다. 용기 외부에 다수의

디텍터가 위치하고 용기 단면을 가상의 pixel로 정한 경우 j번째 pixel에 위치한 단위 방사

능의 추적자에 의해 i번째 detector에 검출된 방사선수를 simulation을 통하여 구할 수 있

으며 이 값을 hij라 표기할 수 있다. 특히 1개의 특정 detector에 대해 각 단면에 분포한 추

적자가 검출될 확률을 표시한 것을 Point Source Response Function 이라고 한다. 그림

2-16은 그림 2-13의 배열을 갖는 1면의 4개 detector에 대한 PSRF의 분포도이다.

D1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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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D4

그림 2-16. D1~D4 위치에서의 PSRF 계산

(2) Expectation Maximization(EM)을 통한 단면 추적자 분포 계산

Detector에 대해 PSRF를 모두 구한다. detector가 용기 외부에 M개 존재하고 내부 단면

을 N개의 pixel로 나누었을 경우 hij는 M ×N의 matrix가 되며 f를 pixel에서의 추적자 농

도, g를 각 detector에서 계측된 방사선 계수값이라 하면 이들 간의 관계는 식 (2-6)와 같이

된다. 식 (2-6)에 대해 해를 구하는 방법은 Expectation Maximization(EM)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식 (2-7)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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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추적자 단면 분포 측정 결과

(가) Static phantom에 대한 측정 결과

실험장치의 구성은 그림 2-14과 같이 물로 채워진 내경 28 cm의 vessel 내부에 지름 3 cm

크기의 10.25 mCi/L와 지름 5 cm 크기의 3.69 mCi/L의 Tc-99m를 수조 중심으로 9.6 cm 간

격으로 위치시키고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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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측값 비교

Sample (1) Sample (2)

단면 크기(지름) 3 cm 5cm

추적자 농도 10.25mCi/L 3.69mCi/L

그림 2-17. 5cm 직경의 static phantom 측정결과의 2D 표현

그림 2-18. 두개 파이프에 대한 측정 결과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유동분포 단면이미지 분석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단면분포 변화를 측정하였

다. 실험 구성은 그림 2-13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19는 24 개의 방사선검출기(D1~D24)

에 기록된 측정값을 시간의 함수로 표시한 것으로 by-pass가 있는 tank에 대한 방사성동위

원소 실험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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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Vessel 시스템 내부에 투입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그림 2-20는 그림 2-19의 시간 T1, T2, T3, T4에 대한 지점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단면

분포 이미지 복원의 결과이다. By-pass가 발생하는 T1~T2 지점에서는 동위원소의 농도가

국부적으로 높게 계측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T3~T4 지점에 이르러 농도가 낮아지고

횡방향에 대한 혼합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균일한 농도를 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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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80sec) (T2=100sec)

(T3=170sec) (T4=400sec)

그림 2-20. Vessel에 투입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단면분포 이미지 복원결과

(4) 결과 및 고찰

공정의 동력학적 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로 투입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시간

에 따른 단면분포 이미지 검출기술의 산업적 응용분야는 tracer visualization, CFD

validation, chemical engineering, oil recovery, geochemistry 또는 hydrogeology 등 매우 넓

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chemical engineering의 경우 반응기 내부의 mixing

pattern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측할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미지 복원을 위한 PSRF를 Monte carlo simulation program

을 사용하여 구하였는데 복잡한 구조에 대한 PSRF 효과적인 계산 방법을 위해 PSRF를 구

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감마선

검출방법의 개선 및 최적의 collimator에 대한 연구 등 계측장치의 성능 향상을 통해 해상도

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개봉 감마선원 투입에 의한 유동분포 측정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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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대형 시스템의 추적자 유동 분포 측정을 위해 2 inch 직경과 2 inch

길이를 갖는 검출기를 30 set을 이용하여 추적자 유동 분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실규모의

배관에 적용 가능한 60 cm 직경의 팬텀을 구성하고 이에 Ba-137m (662 keV), In-113m (40

keV), Ga-68 (511 keV) 등 적합한 에너지의 방사성 추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추적자에 대

한 에너지 선별 검출을 위해 2 inch detector 에 대해 Ba-137m을 이용하여 에너지 선별 측

정을 위한 기법을 수립하였으며 layer 회전 실험을 통해 계측기수 증가에 대한 이미지 향상

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1) 서론

공정유체의 유동해석을 위한 기술은 CFD 검증, 다중상 유동 해석 등 활용분야가 다양하

다. 이중에서도 금속성 배관이나 공정반응기 등 불투명 유체에 대해 내부 유동을 실측하는

방법은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방사성 추적자 이용기술은

평균체제 시간 측정에 의한 반응기의 유효체적 진단과 같은 분야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CFD검증을 위해서는 반응기의 특정 부분의 농도 변화와 같은 보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용 SPECT와 같은 추적자 공간분포 측정기술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 전년도 연구에서 Tc-99m 및 0.5 inch 검출기 24개를 이용하여 30 cm규모의

vessel에 대해 본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한바 있다. 그러나 Tc-99m의 경우 비교적 낮은 에

너지(140 keV)의 감마선을 방출하므로 실규모의 배관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실규모의 배관에 적용 가능한 60 cm 직경의 팬텀을 구성하고 이에

Ba-137m(662 keV), In-113m(40 keV), Ga68(511 keV) 등 적합한 에너지의 방사성 추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추적자에 대한 검출을 위해 다채널의 2 inch detector와 이에 대한 계측조

건을 수립하였다.

(2) 장치의 구성

추적자 단면 분포 측정을 위한 계측 시스템은 6각형 구조의 지지대에 collimator를 장착

한 2 inch detector를 5 개를 한 면에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30 개의 검출기로 구성되며

collimator구조는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최적의 설계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industrial spect system에서 최적의 계측 조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collimator를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IAEA TECDOC-1589)

2
)det(2

1 £
´

£
ectorsofnumberR

FWHM
(2-8)

여기서 R은 vessel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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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Source displacement procedure (l.) and obtained profile from a detector located

on the x axis (r.).

이와 같은 조건을 찾기 위해 5개의 검출기에 대해 60 cm 직경의 vessel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계측면을 고려하면 검출기간의 간격이 11.2 cm 가된다. 그리고 각면에 대해 6각형 구

조로 배치를 하게되면 vessel 중심과 검출기와의 거리는 약 50 cm 정도가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식 (2-8)을 만족하는 FWHM(Full Width Half Maximum)찿기 위해 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한 결과 약 1.5 cm 구경 및 60 mm 크기의 collimator를 제작하는 것이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용된 감마선 에너지는 Ba-137을 가정하여 0.662 keV를 사용

하였다. 이를 적용한 검출기의 구조는 그림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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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한 시준기 구조 결정

그림 2-23은 상기조건을 적용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이다. 그림 2-23과 같이 시스템

의 구조가 결정되면 단면 분포 측정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pixel grid를 결정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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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 pixel에 대해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한 point source response 함수를 구한다. 구

해진 point source response 함수와 각 검출기에 계측된 결과를 이용하여 ML-EM과 같은

통계적 기반의 반복적 알고리즘을 통해 추적자 단면 분포 농도를 구하게 된다.

그림 2-23. 추적자 유동 단면 분포 측정을 위한 계측 시스템 구성

(3) 포톤 peak를 통한 에너지 선별

결과물의 정확성은 Monte Carlo simulation과 실제 계측이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전 에네지 계측의 경우 방사선 후방산란, 노이즈 제거를 위한 threshold

값 불일치 등으로 이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전에

너지 대신 photon peak만을 선별 계수하여 계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photon

peak 선별 계측은 검출기의 에너지 resolution 및 선원의 감마선 에너지 영역에 따라 제한적

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출기의 에너지 calibration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부정확

한 에너지 calibration은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한 PSRF분포와 실계측과의 차이를 가

져오고 이를 통한 단면 복원은 예측 불허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림 2-24는 이를 위

한 에너지 calibration을 위한 사용되는 검출기 중 하나에 대해 Ba-137에 대한 에너지

calibration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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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MCA측정 (우) SCA LLD값으로 변경

그림 2-24. 2 inch detector 및 Ba 137을 사용한 SCA LLD(Lower limit discriminator)설정

방사선 계측에 사용될 단 채널 분석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고전

압 발생기, LLD, 에너지 크기 창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LLD(theshold) dial 표시

범위는 0~10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제 전압 범위는 0~1, 250 mV이다. 에너지 보정 절차는 다

음과 같다. 우선 MCA의 input 신호 범위를 설정한다. 그림 2-24의 (좌)는 input 범위를

500 mV로 설정한 후 50 초간 측정한 결과이다. 0~500 mV에 해당하는 에너지 채널은 0~4096

이 된다. 이를 자체 제작한 SCA LLD표시값으로 환산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mV
mV

250,1
10

4096
n# channelMCA 500 valueLLDSCA ´´=

(2-9)

이를 통하여 환산된 LLD값 및 이때의 Count값은 그림 2-24(우)와 같다. 600 keV에너지에

해당하는 2.4 LLD 값을 사용하였을 때의 현 계측조건에서 예상되는 count rate은 1,200

C.P.S (60,000 count/ 50sec)이다.

(4) 갠트리 회전을 이용한 유효 검출기 및 view 수 증가에 대한 측정실험

실시간 계측을 위해서는 검출효율이 높은 섬광 형 검출기가 적합하나, 섬광 형 검출기의

볼륨으로 인해 view의 수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제한된 검출기로서 view수의 증가시키

는 방법 중의 하나는 scanning gantry를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다. scanning gantry의 회전

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역동적 추적자 분포측정을 할 수 는 없으나 정지 팬텀을 이용하여 검

출기 및 view수 증가가 복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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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48 개(6×4×2) 유효 검출기를 이용하여 정지 팬텀에 대해 측정한 결과

그림 2-25는 24 개(6 view ×4 detector)의 검출장치를 0도와 30 도에서 회전 시켜 48 개

(12 view×4 detector)의 유효 검출 장치를 구성하여 In-113m(400 keV)로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2-26은 가각 0도와 30 도에서 측정한 24 개의 검출 장치에 대해 각각에 단면 복원한

결과이다. 48 개의 유효 검출기를 사용한 것이 보다 실제 팬텀과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유동적 흐름 측정에 있어서 측정장치를 회전 시키는 것

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2중 검출기를 2중 구조로 배치하거나 소형 검출기를

이용하고 diverging형태의 collimation을 이용하는 것이 view수를 늘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림 2-26. 24 개(6×4) 검출기를 이용하여 0도 30 도에서 동일한 대상체에 대해 측정한

결과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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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감마선을 이용한 실규모 측정을 위해 2인치 검출기 30 개를 이용한 공업용 spect

system을 구성하였다. 또한 Ba-137m에 대한 에너지 선별 측정을 위한 기법을 수립하였으

며 layer 회전 실험을 통해 계측기수 증가에 대한 이미지 향상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시간

계측을 위해서는 검출효율이 높은 섬광형 검출기가 적합하나, 섬광형 검출기의 볼륨으로 인

해 view의 수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layer 회전 실험을 통한 결과에 의하면 view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복원 결과의 향상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CsI array detector

또는 diverging 형태의 array detector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라. 방출감마선 공정영상진단 프로그램 개발

방출 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성추적자 단면 분포 측정을 위해 EM algorithm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PSRF(Point Source Response)의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Point Source Response 값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MCMPX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계산 양을 줄이기 위해 대칭성을

이용하여 계산에 필요한 PSRF 수를 줄였으며 LaBIEW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CNP

input을 자동생성하고 MCNP output file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EM algorithm에

바로 적용가능한 상태의 system matrix가 생성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계측된 데이터와 생성

된 system matrix를 이용하여 방사성 추적자 단면 분포가 측정이 가능한 이미지 복원 프로

그램을 작성하였다.

(1) 서론

방출 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성추적자 단면 분포 측정을 위해서는 emission 기반의 감마영

상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back projection 기법, EM algorithm등을 적용할 수

있다. 소수의 복수형 검출기를 사용한 장치의 경우 ray-sum수의 제한으로 인해 back

projection 기법에 비해 통계적 기반의 EM algorithm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L-EM algorithm과 같은 반복적 알고리즘은 검출기에 측정된 방사선과 선원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PSRF) Point Source Response의 계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analytic 방법,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 등이 있다.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은 매

우 정확한 방법이나 계산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analytic 방법은 계

산 속도가 빠르나 실제 계측 geometry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 공정 진단용 방출 감마선 분포 측정 장치의 경우 의료용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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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검출기를 사용하므로 analytic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Monte Carlo Simulaton 기법

을 이용하여 Point Source Response 값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100×100

display의 설정을 위해서도 약 10,000 개의 PSRF의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MCNPX의

경우 input file 및 output file을 각각에 대해 작성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MCNP계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계산 양을 줄이기 위해 대칭성

을 이용한 선원위치 개수의 축소와 변경된 선원위치에 대해 MCNP input을 자동생성하고

MCNP output file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EM algorithm에 바로 적용가능한 상태

의 system matrix가 생성되도록 LaBIEW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및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

을 작성하였다.

(2) LaBVIEW 및 MCNPx를 이용한 자동 output file 처리 기법 개발

MCNPX 특성상 PSRF는 한개의 point 선원에 대해 각각의 input file을 작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계산을 완료하여 output file이 생성되도록 되어있다. 선원위치가 2000 번 변경되는

경우 2000 개의 input file 및 output file이 생성된다. 따라서 유사구조의 반복적 계산 처리를

위한 routine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geant4와 같은 Monte Carlo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LaBVIEW를 이용한 자동 input 생성 및 ouput 데이

터 처리 기법을 사용하였다. LaBVIEW의 string 함수를 이용하여 디텍터 배열과 같은 반복

적 사용부분과 선원의 위치와 같이 변수가 되는 부분으로 MCNP input file을 나눈 후 변수

처리 부분을 자동루프에 의해 생성한 후 이를 자동 file 생성 루프를 이용하여 다수의 input

file을 생성한다. 이와 동시에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batch file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batch file을 실행시키면 각각의 input file에 대해 계산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이때 MCNP

input file 내부에 MCT file 이 생성되도록 설정한다. 순차적으로 계산이 실행되고 나면 각

각 input file에 대해 MCT file이 생성된다. MCT file은 계산결과만 포함된 파일로서 batch

file 실행 시 file name이 순차적 index를 갖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차적 index가된

fille name을 갖는 text file은 LabVIEW의 text 함수를 이용하여 자동 파일 loading후 필요

한 데이터를 추출한 후 이를 EM algorithm에 적합한 system matrix형태로 저장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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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MCNP input file에 사용되는 기본 structure

이와 같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그림 2-27과 같은 구조를 갖는 베이스가 되는 한개의

MCNP input file작성이 필요하다. 베이스가될 input file은 오류가 없도록 세밀히 작성 및

debuging 한후 LaBIEW의 text string 함수에 loading 된다. 전체적인 절차는 그림 2-2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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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LaBVIEW 및 MCNPx를 이용한 자동 output file 처리 routine

그림 2-29. LaVIEW를 이용한 자동 input file 생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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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LaVIEW를 이용한 자동 out file 처리 프로그램

그림 2-31. ML-EM을 이용한 추적자 단면 분포 복원 프로그램

(3) 대칭성을 이용한 MCNP 계산양 줄이기

ROI내의 display map을 구성할 때 우선적으로 직각의 100 ×100 pixel을 선택하였다고 가

정하자. 이에 대해 약 10,000 개의 선원 위치에 대해 각각 검출기들에 검출되는 확률을 구해

야 한다. 그러나 vessel내에 추적자가 분포하는 면은 원형이므로 이에 대해 원형 안쪽의

pixel으로 만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약 78% 수준으로 계산 양을 낮 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텍터 배열의 모양을 보면 대칭성을 가지고 배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원점을 기준으로 -y 대칭, -x 대칭, -x,-y 대칭 등이다. 디텍터 배열이 대칭적인 경우

point source response 함수의 배열 또한 대칭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그림 2-27에 대한 계

산은 대칭성을 이용하여 1사분면에 대한 Point source response 계산을 수행한 후 대칭성을

이용하여 2, 3, 4분면에 대한 좌표변환을 한다. 이로서 100×100 matrix에 대해서 약 2000 개

의 선원 좌표에 대해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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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D1 (1,1) (4,1):(-x,y) (13,1):(-x,-y) (16,1):(x,-y)

D2 (2.1) (3,1):(-x,y) (4,1):(-x,-y) (15,1):(x,-y)

D3 (3.1) (2,1):(-x,y) (15,1):(-x,-y) (14,1):(x,-y)

D4 (4.1) (1,1):(-x,y) (24,1):(-x,-y) (13,1):(x,-y)

--- --- ... ... -

D24 (24,1) (5,1):(-x,y) (12,1):(-x,-y) (17,1):(-x,y)

그림 2-32. 대칭성을 이용한 PSRF 계산양 줄이기

(4) 결론

지금까지 LaBVIEW의 text control기능을 이용하여 MCNP input file 및 output file을 자

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는 DOS기반의

batch file이 필요하게 되며, 일부이긴 하지만 단계별 프로그램을 수작업으로 실행시켜야하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Monte Carlo 알고리즘을 근간

으로 하여 프로그램 기반 언어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나 이는 검증되지 않은 Home

made 기반의 Monte Carlo simulation 제작하는 것이 효율면에서 적합한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어 올 수 있다. MCNPX 또는 geant4 와 같은 검증된 Monte Carlo code를 사용하

여 이를 응용분야에 적합하도록 이에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검증된 Monte

Caro code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 RI 활용 가능한 공정유동 모사 phantom 제작

전년도에 개발한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이용하여 유동 팬텀에 필요한 flow를 제공하고 외

경 60 cm규모의 유동설비 모사 phantom에 대하여 내부에 유체가 흐르도록 구성하였다. 팬

텀에 유입되는 유량은 flowmeter에 의해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추적자 실험을 통하여 유량

계 표시값을 보정하였다. 유체의 유입 및 배출을 위해 3톤 규모의 storage tank를 사용하여

RI 투입 실험기간 동안 유량 공급 및 배출되는 추적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내

부 흐름 유체는 H2O를 사용하였다. 또한 배출된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를 정화시키기 위

하여 탄소, 음이온, 양이온 필터가 장착된 정화장치를 구성하였다.

(1) 서론



- 87 -

방출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성추적 단면 분포 측정을 위해 지금까지 공업용 SPECT

system, Monte Carlo 기반의 PSRF, LaBVIEW를 이용한 EM 기반의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RI활용 가능한 공정 유동 모사 팬텀의 제작이다.

일반적으로 transmission CT의 팬텀의 경우는 기존의 알려진 선 감쇠 계수를 갖는 물질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RI 투입에 의한 방출 감마선 영상장치를 위한 팬

텀의 구성은 단 반감기의 개봉선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

며 계측후에는 액체 방사성 추적자가 누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전년도에 개발한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이용하여 유동 팬텀에 필요한 flow를 제공하고 외경

60 cm규모의 유동설비 모사 phantom에 대하여 내부에 유체가 흐르도록 구성하였다. 유체의

유입 및 배출을 위해 3톤 규모의 storage tank를 사용하여 RI 투입 실험기간 동안 유량 공

급 및 배출되는 추적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내부 흐름 유체는 H2O를 사용하

였다.

(2) 추적자 유동 phantom

방사성추적자 유동 팬텀 구성을 위해 전년도에 개발한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이용하였다.

산업공정 모사장치에서 tank1의 입출력 배관을 분리하여 그림 2-33과 같이 구성하였다. 단

면 측정용 방사선 검출 장치가 팬텀 중간에 오도록 설치하고 유체의 유입 및 배출을 위하여

flexible 배관을 사용하여 산업공정 모사장치의 tank1 circuit에 연결시켰다. 유동 팬텀은 뚜

껑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있어 impeller의 장착 또는 제거가 가능하도록 구성되

어있다. 또한 입력 유량을 측정하기위한 flow meter가 설치되어있다. flow meter 지시 값을

유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flow meter 보정이 필요하며 방사성 추적자 실험을 통하여 구

하였다. 내경 1 inch 직경의 배관에 대해 112 cm 길이에 대해 peak to peak 방법으로 구하

였으며 이때 측정된 값은 6.3 L/min이고 flow meter 표시값은 8.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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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유동 팬텀 및 산업공정 모사장치

그림 2-34. 유동 팬텀내 유입 유량의 유속측정

추적자 유입 유출을 위한 저장 tank는 3개로 구성되며 밸브 조작에 따라 유입용 tank와

유출용 tank로 동작이 된다. 일반적으로 tank 하나를 유입용 tank로 정하고 다른 tank를 배

출 추적자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tank 1개당 1 ton의 용량을 가지므로 지속가능한 실험시

간은 6.3 L/min당 유량을 사용할 때 159 분의 실험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동일 유량

에 대해 150 L 용량의 팬텀의 평균체제시간 27분에 비해 충분히 긴 시간이다.

Tank1 Tank2 Tank3Tracer flow 
simulator

Ion exchanger 
filter

Hot sink
Water feed

Storage tank

V1

V2

V3

V4

그림 2-35. 유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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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 tank로 유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실험이 종료된 후 밸브 조작을 통하여 정화장치와

연결된다. 정화장치는 카본 필터, 음이온, 양이온 필터가 직렬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2-36와 같다. 필터의 효율은 대략 99.9% 정도 추정되며 방사성 추적

자의 10 mCi를 사용하였다고 했을 때 0.1%의 잔류 방사능이 약 10 uCi정도가 되며 이에 의

한 배경방사선 상승이 생겨 당일 재실험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향후 개선

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유동 팬텀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Ba-137m(반감

기 2.58 분), Ga-68m(반감기 68분), In-113m(110 분) 등 단 반감기 핵종이 사용되며 대부분

24 시간 경과후 20 반감기 이상 지난 상태로서 익일 재실험이 가능하다.

그림 2-36. 방사성 추적자 정화 장치

(3) 결론

지금까지 방사성추적자 유동 팬텀 구성을 위해 전년도에 개발한 산업공정 모사장치의 유

체 흐름 망을 이용하였고, 60 cm 규모의 팬텀을 연결 하였으며 추적자 유입 및 배출을 위한

장치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RI 유동 팬텀을 이용한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 장치의

문제점은 실험이 진행되면서 저장탱크의 동위원소농도가 증가하여 실험 장치 주변의 배경방

사선이 증가되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험진행 중 저장탱크의 유체를 정화장

치로 바로 연결시켜 저장탱크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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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현재 그림 4-3과 같은 circuit에 대한 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아울러 기존의 filter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봐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고온 유기성 공정유체 거동탐지용 NT기술 이용 RI표지화합물 개발

가. 고온 유기성 공정유체 거동탐지용 NT기술 이용 RI표지화합물 개발

방사선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나노입자를 제조 후, 이를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시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조하고, 방사화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통

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조기술 확립하고, 이를 고온 반응용기 및 설비의 가동 중 효율진단

등의 실험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함.

(1) 나노기술을 이용한 비방사능화 실리카 볼의 제조

EtOH(1 mL)와 증류수(80 mL) 그리고 암모니아수(60 mL)를 넣고 용매가 잘 섞이도록 15

분 동안 스터링한 후, TEOS(Tetraethylorthosilicate) (60 mL)를 넣고 50℃에서 300 rpm의

속도로 12 시간 스터링을 시켜준다. 이후 12 시간 실온에서 보관하여 충분히 반응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300 nm의 실리카 볼을 제조하였다.

여기에서 실리카 볼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암모니아의 양과 스터링 속도(rpm)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스터링 속도(rpm)로 크기를 조정하였다. 200 rpm에서는

주로 400 nm, 400 rpm에서는 200 nm 크기의 실리카 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nm 300nm 400nm

그림 2-37. 각 조건에서 얻은 실리카볼의 SEM이미지

(2) Au nanoparticle (0.005M)를 감마선 조사법으로 제조

HAuCl4(78 mg), Polyvinylpyrrolidone(PVP)(0.02 g), 증류수(376 mL), 2-Propanol (24 mL)

을 초자에 넣은 후 30 분 동안 sonication을 해준 다음 질소 퍼징을 약 40 분 동안 해준다.

초자 내부를 질소 분위기로 만들고 감마선(30 kGy, Co-60)로 2시간 정도 조사를 한 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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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된 Au 원소의 입자생성의 영향으로 용액이 노란색에서 진한 와인색으로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의 TEM 이미지 결과를 그림 2-38에 나타내었다.

그림 2-38. 감마선 조사로 생성된 Au 나노입자 (TEM, 100nm)

(3) 방사선 조사법에 의한 Au nano-rod의 제조 및 특성 평가

Nano-rod의 경우 방사선 조사법으로 제조가 불가능하므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2-39에 보인 것과 자체 제작한 셀에 3전극을 통하여 Au 이온을 환원시켜 나노막대를

제조하였다. 주형틀은 Whatman에서 제조한 마이크로 필터(pore size: 0.2 mm)를 이용하였

고, counter electrode는 Pt 와이어를 사용하였고, reference electrode는 Ag/AgCl을 사용하

였고, working electrode는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기계는 CV를 사용하였다.

Au 이온이 환원이 되는 전류 값은 -0.9 V이기 때문에 -0.95로 환원을 시켜 충분히 Au 이온

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노막대의 길이는 반응시간을 조절함으로서 제어가 되며, 이

를 3M NaOH에 녹여 분리시키게 된다.

그림 2-39. 나노로드 제조를 위하여 자체 제작한 셀과 나노로드 O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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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re-Au shell-silica 입자와 Au nano-rod-core Shell-silica gel 나노구조체의 제

조

제조되어진 Au nanoparticle(4 mL)을 EtOH(59 mL)과 NH4OH(1 mL)를 넣어 준 후 2시간

간격으로 6시간 동안 TEOS(10 mM) 2 mL 씩을 첨가해준 후,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도록 18

시간 추가로 shaking을 해주었다. 이때 반응기구는 shaker를 이용하였는데, shaker는 일반

magnetic bar를 이용하는 stirring 방법보다 회전력이 강하고 골고루 섞어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Au@SiO2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calcination을 400℃에서 3시간 동안 해주

었다. TEOS의 투입량에 따라 shell의 두께가 변하는 것을 그림 2-41에 보인 TEM 이미지

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림 2-40. 코어-쉘 구조의 Au@SiO2 제조개략도

그림 2-41. 제조된 Au@SiO2 TEM 이미지

(5) Au@SiO2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화 및 핵종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HANARO(중성자속:2.836E+13/cm2 sec)에서

Au@SiO2 13 mg을 30 분간 중성자 조사하여 Au를 방사화(activation) 하여 이로부터 방출되

는 감마선을 에너지에 따라 검출하여 spectrum을 구하였다.(그림 2-42) 이를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하여 핵종의 분포량을 계산하여 결과를 표 2-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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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시료의 중성자방사화분석을 위한 감마선스펙트럼 계측결과.

표 2-3. Au@SiO2 시료의 중성자방사화분석(NAA) 결과

NUCLIDE Half Life GAMMA DPS at IRR WGT in mg Conc.-PPM
DET

LIMIT
S/N ERR %

Au-198 2.700 D 411.8 2.10E+08 4.60E+00 3.54E+05 1.77E+01 93.28 0.03

Zn-65 244.100 D 1115.5 7.45E+01 1.37E-02 1.05E+03 1.18E+01 10.14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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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중성자 조사 후 Au@SiO2의 감마선 감쇠에 따른 방사선세기 변화

그림 2-43은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방사화된 시료의 시간 경과에 따른 방사선세기의 변화

를 계측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의 감쇠경향이 Au-198의 반감기에 의한 예측곡선과

매우 잘 일치함(R2=0.9996)을 확인하여, 시료 내에 Au-198 이외의 불순물 핵종이 없음을 재

확인하였다.

제조된 나노입자의 중성자 조사과정 및 방사화 후 감마선 환경에서 구조적인 변화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중성자 조사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나 Au-198 (0.412~1.088MeV)의 감

마선의 거의 전부 감쇠된 시점에 TEM 분석을 하여 이를 중성자 조사 이전의 시료와 비교

하였다. 그림 2-44에 보인 바와 같이 구조적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

하여 개발된 방사성표지입자 198Au@SiO2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2-44. Au@SiO2 시료의 중성자 조사 전(上)과 후(下)의 TEM 이미지 비교.

나. RI 표지 나노입자의 극한 산업환경에서의 적용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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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에 보인 바와 같이 Silica (size=300nm) 1g과 Silica에 대한 질량비로 1.5배인

1.567ml의 3,5-diphenylisocianate를 pyridine 20ml solvent로 하여 90도 질소 기체 하에서 24

시간 stiring 하는 반응과정을 통하여 나노입자 표면를 hydrophobic 하기 개질하여, 그 결과

를 TGA 분석하여 그림 2-46에 보인 바와 같이 무게비로 약 85%의

3,5-dimethylphenylcarbate가 silica 표면에 개질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45. Introduction of hydrophobic site on the surface of Au@SiO2 by chemical

reaction.

그림 2-46. TGA curves of (a) the base silica and (b) 3,5-dimethyphenylcarbate modifie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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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FT-IR spectrum of (a) base silica and (b) 3,5-dimethylphenylcarbate modified

silica.

그림 2-47은 IR spectrum 측정결과로서 (a)번은 -OH가 붙어있는 silica를 나타낸 것이고

(b)은 silica 표면에 3,5-dimethylphenylcarbate가 개질된 것을 확인한 data로서 위에 보인

바와 같이 표면개질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48. Introduction of ion-liquid molecule on the surface of Au@SiO2 by chemical

reaction.

1-methyl imidazole 4.56ml와 3-trimethoxysilylpropyl chloride 11.03ml를 solvent 없이 60

도 질소기체 하에서 48시간 stir 시킨 후, EA로 washing 하여 저온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그림 2-48) 그 후에 silica 1g과 무게비로 1.5배인 1.672ml toluene solvent에서 60도 질소기

체 하에서 48시간 stir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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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RI 산업 진단기술 시험용 공정모사 장치 제작

1. 개봉/밀봉 감마선원의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가. RI 이용 공정진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Lab 시험장치 개념설계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이용하여 산업공정 설비에서 관찰되는 유동을 lab scale로 모사할 수

있는 pilot plant 장치로서 당해 연도에는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장치는 대부분의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반응기 모델을 소규모로 모사하고 투입된 방사성표지화합물에 의한 계측

후 분석결과의 검증 및 관련 장비의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공정의 구성이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반응효율, 신공정 모델정립, 다중상 유체 동력학 연구,

CFD 검증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장치는 Tc-99m, In-113m, Ga-68 외에도 표 3-1에

보인 방사성동위원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핵종은 이온교환수지에서 흡착시킴으로써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있다.

표 3-1. Radionuclide for the lab scale pilot plant.

Nuclide Half-life Γ Energy Source Form

In-113 1.6h 0.39MeV Sn/In generator Open

Ga-68 68m 0.511MeV Ge/Ga generator Open

Ba-137 2.552m 0.662MeV Cs/Ba generator Open

Tc-99m 6.02h 140keV Mo/Tc generator Open

Cs-137 30y 662keV Reactor Sealed

Co-60 5.27y 1.33MeV, 1.17MeV Reactor Sealed

Au-198 2.696d 0.412MeV Reactor Open

La-140 40.27h 1.239MeV, 1.59MeV Reactor Open

Br-82 35.3h 0.551MeV, 0.619MeV Reactor Open

(1) 산업 공정과 모델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이용한 산업적 기술은 대부분 장치산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요구된다.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이용한 응용기술은 공정의 진단, 최적화, 공정설계 등의 분야

에서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설비를 정량적으로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공정 단위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한 방사성표지화합물 투

입기술, 데이터 분석기술, 모델 분석기술, 방사선 계측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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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의 다목적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구축함으로서 신규 고부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산업현장에는 가동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반응기가 존재하며 반응기 내에는

액체/기체/고체, 수용성/유기성 등 다양한 형태의 공정유체(process media)가 존재한다. 따라

서 모든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장치의 설계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반응

기들은 단위공정의 조합인 수리학적 모델로서 표현될 수 있다.

Perfect Mixer tank model

우선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서 continuous stirred tank mixer를 예로 들 수 있다. Dead

volume이 없는 산업공정 1단의 mixer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mass balance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inQ outQ

)(tCout)(tCin

)()()()()]()([ tCtQtCtQtCtV
dt
d

outoutininout -=×
(3-1)

여기서 V는 volume, Qin(t)와 Qout(t)는 입력과 출력 flow rate, Cin(t)과 Cout(t)는 입력과

출력의 tracer concentration이다. Volume과 flow rate가 일정한 정상상태에서 수식은 다음

과 같이 된다.

VtV =)( , QtQtQ outin == )()( (3-2)

)()()( tCQtCQ
dt
tdCV outin

out ×-×=
(3-3)

식 (3-3)을 1계 선형 미분방정식의 표준형으로 표시하고 일반해를 구하면 식 (3-5)와 같으

며 laplace transform에 의한 전달함수로 표시하면 식 (3-6)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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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기서 초기 상태가 0이고 laplace형태의 입력 대 출력의 비를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식 (3-7)이 one tank를 갖는 이상 반응기의 전달함수

이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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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추적자의 impulse 투입의 경우 출력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전달함수는

impulse 입력 시의 출력신호의 laplace 변환형태라고 볼 수 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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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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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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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주입에 의한 투입의 예로 1)( =tCin 인 경우를 계산하면,

s
V
QsV

QsCout
11)( ×

+
×=

또는 )1()(
t

V
Q

out e
V
QtC

-
-= 이 된다.

1에 대한 laplace 변환 값은 1/s로서 입력 신호가 1인 경우 출력신호의 Laplace 변환 값은

전달함수와 입력신호 Laplace값과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며, 이에 대한 시간영역 출력함수는

곱의 역 Laplace변환 또는 각각의 역 Laplace 변환 값의 convolution 적분값이 된다.

Tanks in series model

다단의 반응기가 직렬로 운전되는 경우는 화학공정의 다단계 반응기, 트레이가 설치된 증

류탑, 환경시설의 소화조, 금광 등의 leaching process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반응기에서는 전단의 출력이 다음단의 입력으로 연결되며 이와 같은 경우 laplace

transform 형태로 나타내지는 전달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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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 outQ

)(tCout)(tCin

이 경우 정상상태에서의 flow rate는 전체 tank에서 같은 값이 된다. 이때 다단으로 연결

된 Tank의 volume이 일정한 경우 전달함수는 식 (3-10)이 되며, 입력이 impulse신호가 아

닌 경우 식 (3-11)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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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으로 연결된 Tank volume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전달함수는 식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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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Tanks in parallel model

이러한 형태의 반응기는 환경설비의 슬러지 digester, 폭기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

태이다. 동등하거나 상이한 용량을 가진 반응기가 병렬 운전하는 경우는 각각의 출력의 합

으로 표시된다.

inQ

)(1 tC

)(2 tC

)(tCout

)(tCn

1Q

2Q

nQ

1V

2V

nV

이와 같은 형태의 반응기의 전달함수는 식 (3-13)과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tanks in series와는 달리 Q값이 각 tank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Q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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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은 Qin과 동일하다. 간단한 예로 동일한 n개의 tank가 병렬 조합된 경우는 식 (3-14)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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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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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System with recirculation

산업공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출력의 일부를 입력 단으로 되돌리는 형태의

system이다. 다중 stage의 소화조나 화학 반응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림 3-1과 같은 시

스템의 방출구에서 α 비율만큼 시스템에 재입력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α는 recirculation

fraction으로 0α1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인 신호분석에서 사용되는 feed back loop를 살

펴보면, 그림 3-1과 같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수식들을 전개할 수 있다.

C(s)
R(s)

H(S)

G(s)
+

E(s) E(s)G(s)

E(s)H(s)G(s)

그림 3-1. Signal flow in feed back system

)()()()()( sGsHsEsRsE += (3-15)

)()()( sCsGsE = (3-16)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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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식 (4-17)은 그림 3-1과 같이 recirculation의 구조를 갖는 시스템에 대한 전달함수이다.

여기서 다시 tank 형태의 반응기로 돌아와서 식 (3-17)을 적용하기 위해 상수 및 tracer

flow의 특징을 고려하여 주면 그림 3-2와 같이 된다. 여기서 각각의 전달 함수를 구하면 식

(3-17)을 이용하여 전체 전달함수를 구하면 식 (3-18)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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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ystem with re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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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Complex processes

일반적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은 여러 개 모델의 반응기가 복합

적으로 얽혀 있는 complex process이다. Complex process에는 다수의 직렬 tank와 병렬

tank들이 조합되어 있거나 다수의 recirculation을 포함할 수 있다. 밸브 조작에 의한 tank의

조합에 따라 복잡한 형태의 system 모사가 가능하다. Complex process의 전달함수는 일반

적으로 식 (3-19)와 같은 다항식의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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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process의 블록선도로부터 다항식 형태의 전달함수는 Mason의 신호흐름 공식에

의해 구할 수도 있고, 전달함수의 역 Laplace 변환에 의해 시간영역의 출력함수를 구할 수

있다. 블록선도로부터 시간영역의 출력함수를 구하는 다른 방법 중의 하나는 state space

model을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다. 그림 3-3에 대하여 complex system에 대한 출력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state space model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Complex

process에 대해서는 연립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표시되는데 이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 연

립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3-3은 세 개의 perfect mixer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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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링의 예이다. 여기서 믹서1과 2는 직렬연결이고 recirculation은 믹서3을 통하여 이루

지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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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1+k)Q)(1 tC

kQ

1V 2V

3V

)(2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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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 parallel system with three perfect mix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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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개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matrix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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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vector 및 matrix 형태 표기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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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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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공정 모사 장치의 구성

산업공정 모사장치는 전술한 다양한 반응기 모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대

하여 선택적 적용을 위하여 가변적 구성이 가능한 동시에 추후 반응기를 tank를 추가하기

용이하도록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tank에 입력 출력 제어를 위한 밸브와 인

접 tank로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배관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tank는 전단이나

후단 tank로서 동작할 수 있다. 각각의 밸브 조작에 의하여 one tank system, tank in

series system, subsystem in parallel, system with recirculation, complex system 등으로

변환될 수 있다. 각각의 밸브는 PLC 제어가 가능하도록 solenoid valve로 설계되어져 있으

며 밸브의 분기점에서 유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flowmeter 및 needle valve가 포함되도록 구

성되어 졌다. 또한 방사성표지화합물의 투입 및 측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방사성표지화

합물의 최종방류는 이온교환수지를 통하여 제거된 후 저장 tank로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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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Schema of the lab scale industrial process simulation facility.

이와 같은 구성의 공정모사장치를 개념 설계 통하여 각종 반응기 모델에 대한 추적자 실

험을 정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차기년도에는 당해 연도의 개념설계

를 기반으로 장치를 제작하고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이용한 모델의 검증실험을 수행할 예정이

다. 이밖에도 다중상 유체에 대한 industrial gamma CT, 방출 감마선에 의한 공정유동 가시

화기술, 방사성표지화합물 투입과 검출장치 등의 성능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방사성표지화합물 산업적 응용기술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이용한

장치 산업에 응용분야를 열거하면 Chemical process modeling, Chemical reactor,

Distillation Design, Environmental engineering, Fluid dynamics, Microfluidics, Mineral

Processing, Process control, Process design, Process development, Separation processes,

Crystallization processes, Distillation processes, Unit Operations of Chemical Engineerin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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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공정 진단기술은 타 기술과의 접목 없이는 단순한 수단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산업공정 모사장치의 state space model를 통한 정량적 해석과 방사성표

지화합물 이용 계측결과를 이용한 기술적 융합으로 향후 장치설비 설계분야와 유체역학 등

의 고부가 기술에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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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chematic diagram of various industrial processes (One tank model,

Subsystem in series, Subsystem in parallel, System with recirculation, Three mixers

described in fig.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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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I 이용 공정진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Lab 시험장치 제작

본 장치는 Mo/Tc-99m, Sn/In-113m, Cs/Ba-137 등의 RI generator로부터 인출되는 단 반

감기 핵종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개봉 동위원소 사용을 위한 방사선안전인

허가를 획득하였다. 공정 모사장치는 3개의 기본적인 모델을 가진 tank와 유체의 흐름을 제

어할 수 있는 배관 및 밸브, 이를 제어하기 위한 control 장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

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밸브 개폐의 조합에 따라 병렬, 직렬, 직병렬, 순환구조 등의 다양

한 운전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tank는 반응기 모델의 변경을 고려하여 추가/제거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1) 공정 모사 장치의 구성

공정 모사장치는 3개의 기본적인 모델을 가진 vessel과 유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배

관 및 밸브, 이를 제어하기 위한 control 장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등으로 구성되

어있다. 밸브 개폐의 조합에 따라 병렬, 직렬, 직병렬, 순환구조 등의 다양한 운전 모델을 선

택할 수 있다. 그림 3-6은 공정 모사장치의 구성도이다. 밸브는 밸브1에서 밸브19까지 총

1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모두 전기신호로 개폐하는 밸브이다. 또한 밸브 1, 밸브3 밸

브 5 전단에는 수동식 유량계 및 유량 조절 밸브가 부착 되어 있어서 주입펌프를 통하여 일

정 유량이 흐를 때, 수동식 유량계와 유량계 조절 밸브를 통하여 분기점에서 분배되는 유량

을 조절할 수 있다. 추적자 투입은 주입펌프 전단에서 이루어지며 배관에 부착된 detector를

통하여 추적자의 흐름을 계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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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공정 모사장치 구성도

그림 3-7는 제어장치의 구성도 이다. 크게 전자 접촉기를 제어하여 모터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장치와 전자식 유량계 압력센서 회로, 밸브제어용 디지털 I/O신호 제어장치 등이 포함

되어있다. 교반기(stirrer) 모터는 각 용기의 mixing을 위한 장치로서 배전반 판넬스위치를

통한 수동제어 또는 PC를 통한 자동 조작이 가능하다. 메인펌프 및 순환펌프는 3상 정량

펌프로서 수동제어 또는 PC를 통한 자동 개폐가 가능하지만 펌프의 유량 조절은 모터에 부

착된 수동 다이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압력센서는 메인펌프 및 순환펌프 출력단에 설치되

어있는 것으로서 비 정상적인 압력상승이 있을 경우 메인펌프 및 순환펌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유량계는 전자식 유량계로서 각 tank에 유입되는 유량을 PC에서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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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정 제어 장치 구성도

각 tank는 3개로 구성되어있으며 tank 연결배관은 flexible한 재료로 제작하여 tank 교체

및 추가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 1 tank는 one perfect mixer로서 150 L의 용량으로서

stirrer가 부착되어있다. 이론적으로 최대 flow rate인 Q=8 L/min에서 약 18.75 분의 평균체

제 시간을 갖는다.

1 tank의 시스템 모델: 1
1

1 +st

시정수: V
Q

=1t

평균체제 시간: Q
VtMRT =

추적자의 시간응답 함수:
1)( t
t

e
V
QtQ

-

=

제 2 tank는 교반기가 없는 one tank without 50L stirrer로서 9.375 분이하의 평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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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갖는다. 제 3 tank는 two mixer series with internal stirrer로서 다음 수식의 시스

템 모델을 갖는다.

제3 tank의 시스템 모델: 2
3 )1(

1
+st

시정수: V
Q2

3 =t

평균체제 시간: Q
VtMRT ==

2

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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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각 vessel의 구성

이들 반응기는 기본적인 모델들로서 필요시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모델을 갖는 vessel

로 교체가 가능하다. 공정 모사장치의 흐름을 방사성추적자를 통하여 계측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배관에 탈부착이 용이한 collimator를 제작하였다. 직경과 길이가 0.5 inchφ × 1 inch

length 인 detecto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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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detector and collimator의 구조

(2) feed 및 순환 펌프 및 구동장치

feed 펌프는 시스템에 일정유량을 보내기 위한 장치이며 순환펌프는 운전 모델 선택시 순

환 모델을 선택한 경우 순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이다. 피드펌프 및 순환 펌프는 실

험실, 화학공장 등에서 사용가능한 정량펌프로서 다음의 사양을 갖는다.

- model : PRJ8000

- 최대 토출량: 8 L/min

- 최대 토출 압력 : 3 kg/cm2

- stroke 수: 111 spm

- AC 220/3상 0.37kW

정량펌프의 유량 조절은 펌프에 부착된 dial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정량펌프의 on/off는

메인판넬의 수동 조작 버튼이나 PC를 통하여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림 3-10는 전자

접촉기를 통한 정량펌프 제어 회로이다. 메인 판넬의 주전원 on-switch를 누르면 제어장치

의 수동 또는 자동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on-switch는 normal off 상태의 자동 복귀

push button으로서 수동 또는 자동 모드에서 feed 펌프의 on-switch가 눌려지면 전자접촉

기에 전원이 가해져 feed 펌프에 3상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on-switch를 복귀시키더라도

보조접점 43-44가 동작되어 전자접촉기 전원이 유지되게 된다. Off-switch는 normal on

상태의 자동 복귀 버튼으로서 off-switch가 눌려진 경우는 전자접촉기 전원이 해제되어

feed 펌프 전원이 차단되게 된다. 보조접점 95~97은 과부하 계전기(R2) 연동 접점으로서 정

상시에는 95-96 접점은 on상태 97-98 접점은 off상태로 있다가 과부하 발생시 95-96 접점은

off상태 97-98접점은 on 상태로 된다. 95-96 접점은 전자접촉기 단자A1-A2와 직렬로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과부하 발생시 feed 펌프를 차단하게 된다. 순환펌프의 동작도 feed펌프의

동작과 유사하게 동작된다. 그림 3-10에서 보면 주 펌프쪽 계전기(R2)와 순환펌프쪽 계전기

(R3)의 보조 접점을 직렬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과부하가 발생하더라도 순환

펌프 및 feed펌프 둘다 차단시키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는 한쪽 펌프가 멈추고 다른 한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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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 경우로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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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Feed 펌프 및 recirculation pump 구동회로

(3) 교반기 및 구동장치

산업공정의 혼합 흐름 반응기를 모사하는 장치 중 일부 모델에는 교반기가 요구되며 제작

된 산업공정 모사장치에서는 3개의 반응기에 대하여 교반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모터 및

구동장치를 구비하였다. 교반용 모터는 감속기어가 달린 단상 형 모터를 사용하며 과부하계

전기 부착형 3상 교류 개폐형 전자접촉기의 2상을 이용하여 전원의 개폐를 하도록 되어있

다. 전원 개폐신호는 메인판넬의 수동 조작 버튼이나 PC를 통한 신호를 통하여 동작이 가

능하다. 전자접촉기 회로는 feed/순환펌프와 유사하며 다만 계전기의 동작은 각각 개별적으

로 동작되도록 구성하였다.

- 전자개폐기 : GMC-9

- 과부하계전기 : GTH-22

- 모터 : 220 V 60 Hz (S9160G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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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교반기 구동 전원 회로

(4) 기계식 유량계 및 유량제어 밸브

기계식 유량계 및 유량제어 밸브는 한 개의 feed pump를 통하여 3개의 분기 배관에 유량

을 분배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정량펌프를 통하여 일정한 feed가 오면 각각의 분기회로에

부착된 유량계를 확인하면서 needle valve를 조절하여 원하는 유량을 분기하도록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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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유량 제어 밸브

(5)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수동/선택 모드, 유량 측정회로 및 데이터 전송장치, 압력측정 장치 및 펌프

비상정지 회로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의 제어는 micro-controller를 통하여 동작된다.

그림 3-13. 제어장치 회로

표 3-2 제어장치 판넬스위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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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넬 스위치 비고

Main 스위치 제어판넬 전원 스위치 자동 수동 관계없이 수동동작

Auto/Manual 스위치 PC 제어/ 판넬 수동제어 선택 수동/자동모드 선택

Switch 1~24 해당 밸브 on-off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1 Feed 펌프 동작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2 Feed 펌프 중지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3 순환펌프 동작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4 순환펌프 차단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5 제 1 tank 교반기 동작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6 제 1 tank 교반기 중지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7 제 2 tank 교반기 동작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8 제 2 tank 교반기 중지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9 제 3 tank 교반기 동작 수동 모드 동작

Push button 10 제 3 tank 교반기 중지 수동 모드 동작

정확한 tracer 실험을 위해서는 tank로 입력되는 유량을 실시간 측정 및 기록할 필요가 있

다. 유량계는 프로펠러식 펄스 발생기로서 유량에 비례하는 프로펠러의 회전을 발생시킨 후

이를 통하여 펄스를 발생시킨다. 유량의 측정을 위해서는 펄스계수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제어회로의 펄스계수기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유량계의 동작을 위해서는 12V 직

류전압이 필요하며 유량 측정을 위해서는 계수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어장치에서는 펄

스 계수와 더불어 유량계에 12V의 전압을 인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유량계

그림 3-14. 유량계

(6) 컴퓨터 기반 제어 및 데이터 측정 프로그램

컴퓨터 기반의 제에 프로그램은 각 운전모델에 따라 밸브 및 펌프를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동작한다. 제어프로그램은 NI-LabViEW를 통하여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제어판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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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자동 선택 스위치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 프로그램 구동시 vessel 내

에 유입되는 유량은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밸브의 열림/닫힘 상태가 프로그램 상에서 표시되

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3-15. 컴퓨터 기반 제어 프로그램

(7) 결과 및 고찰

동위원소를 이용한 Tracer 실험을 대비하여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simulation은 먼저

각 tank의 수학적 모델을 구하고 가상의 동위원소 투입량에 대하여 농도 커브를 구한 후 이

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의 분포를 계산한다. 그후 사용할 방사선 검출기 모델을 적용하여

계수 율을 구한 뒤 푸아송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추적자 실험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얻

을 수 있다. simulation에 사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동일 조건으로 실제 추적자 실험을

실시하여 비교함으로써 simulation 모델을 보다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다.

- 사용동위원소: In-113m(10mCi)

- 방사선 계측기 : NaI(Tl)13mmΦ×25mmL

- statistical model: 푸아송

- flow rate : 6.28 L/min

- Tank 1 model : 150 L perfect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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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k 3 model : 25 L two perfect mixer in series

- Injection time : 200 sec

다음 그림 3-16은 tank1, 그림 3-17는 Tank3에 대한 실험 구성도 및 simulation 결과이다.

tank1은 perfect mixer로 모델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exponential decay 형태가 나타나지고

tank3의 경우 tank 2개가 직렬 연결된 모델의 전형적인 curve를 보이고 있다. 두 모델 모두

dead volume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Tank 1의 평균 체제 시간은 1,433 sec tank3의 경우

는 478 sec를 보이고 있다.

150L

tank1

유량조절 밸브
Flow meterFlow meter

V1 V12 V18

detector

그림 3-16. Tank 1 model

그림 3-17. simulation result

유량조절 밸브

Flow meterFlow meter V5

V14 V18

detector

50L

tan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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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Tank 3 model

그림 3-19. Simulation model

그림 3-20. 산업공정 모사장치

실제 산업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성추적자 실험의 경우 여건상 반복실험이 어렵고 가

동 조건을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계측조건을 변경시키거나 가동

조건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또한 현장에서의 방사

성 추적자의 변경이나 투입방법의 변경 등은 방사선 안전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

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 공정에서의 추적자 실험은 계측조건, 추적자 선정 및 투입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이루어져야 한다. 제작된 공정 모사장치를 통해

tracer injection 시험, 방사성 추적자 선정 및 simulation 모델과 계측 데이터를 통한 예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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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Lab 규모의 추적자 단면 측정을 위한 유동 모사장치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반응기 추가로 다양한 모델에 대한 추적자 유체 거동 측정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반응효율, 신 공정 모델정립, 다중상 유체 동력학 연구,

CFD 검증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4절 환경산업자원 관리를 위한 RI 응용 계측 시스템 개발

1. 하천 확산측정 실험을 위한 DAS 구축 및 moment법에 의한 확산계수

현장 적용 실험

가. 대형 사행하천 확산측정을 위한 다채널 무선DAS 구축 및 활용

방사성 표지화합물을 이용한 하천 확산계수 측정 실험은 별도의 전원공급으로 운용되는

데이터수집 시스템 간의 거리가 최대 100m 이상에 이른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

환경 실험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축선들 간의 계측

시스템 시간 동기화(synchronize)는 계측결과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수리학적 상태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회의 표지화합물 투입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점에서의 농도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계측조건의 변화에 따른 계측결과 분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를 위하여 축선별로 설치된 다채널 방사선 검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간에 무선통신을 구축하고 전용 소프트웨어로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원격 무선동기 데이터수집장치의 구성과 사양

본 연구과제에서 하천 확산계수 측정 등을 위하여 구축한 원격 무선동기 데이터수집장치

는 그림 4-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축선에 고정된 방사선검출기(NaI, Eberline)들로부터 전

송된 데이터를 다채널 데이터수집시스템에 수집하고 이를 컴퓨터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델

과 지향성 안테나(MS-YA15; 100W, >1km)를 통하여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측으로 전

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4-1. Wireless controlling data acquisition system for long-rang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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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현장 실험 및 결과

실험 대상 현장은 금강의 상류부로서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의 폭이 약 70m, 수심은 최대 1.5~2.0 m 그리고 유속이 0.5~1.0 m/sec에 해당한다. 그림

4-2에 보인 바와 같이 하천을 가로질러 145m와 400m 간격으로 설치한 3개의 축선에 대해

각각 10개씩의 방사선검출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키고 이들을 방사선 계수기에 연결하

였다. 상류지점에서 표지화합물(NH4
82Br, T1/2=35.3hr)을 투입하여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

를 계측한 결과를 투입지점 기준으로 축선 순서대로 그림 4-2(a～c)에 나타내었다.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물질 확산거동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데이터를 취득 실

험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부유 오염물 확산예측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안이나 원

격지 등에서 장기간 계측과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거나 유선망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실험데

이터의 손실을 대비한 on-line 원격제어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2. Field experiment setup in a river and Responses of detectors after NH4
82
Br

injection

나. 하천 축선 설치용 감마선 검출시스템 제작

하천 축선 설치용 감마선 검출 시스템개발을 위하여 36채널 방사성 추적자 계측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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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치 및 방수형 디텍터를 제작하였다. 본 과제에서 제작된 방사선 계수장치는 방사선 신

호에 대한 36개의 TTL pulse계수기와, 36개의 ADC채널을 가지며 PC 및 방사선 계수장치

에 부착된 버튼을 통하여 제어된다. 본 장치는 자체 데이터 저장 기능 및 PC에 대한 데이

터 전송기능을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검출기는 stainless steel을 이용하여 방수형으로

제작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환경 실험에서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하

천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축선들 간의 데이터 기록이 중요하며 보다 많은 축선에서 계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습득장치는 방사선 계측기와 DAQ 및 컴퓨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어서 많은 축선을 설치할 경우 많은 컴퓨터와 DAQ 및 방사선 계측기

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된 시간내에 여러 계측점을 설정하는 것은 실험현장

여건상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본 단계에서 개발한 계측시스템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

여 측정데이터를 계측 시스템 내부 메모리에 기록하였다가 추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축선 설치시 PC 없이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측정

지점을 효과적으로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장치의 개요

당해 연도 연구과제에서 제작한 방사선 데이터 기록 장치는 소형 경량화, 저 전력화를 지

향 하였다. 내부메모리 저장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실험 데이터의 자동백업을 통해 측정데이

터를 보호하였으며 휴대성 과 간편성을 갖도록 PC 없이도 동작가능하게 설계하였다. 또한

PC를 통해 연결할 경우 IP를 통한 access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

을 구비 하였다.

그림 4-3. 36채널 데이터 습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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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36채널 데이터 습득장치 기능 요약

Counter 채널

Counter 36채널 비동기식 event count
Input Level TTL (+5V)
최대 Count Rate 16bit 이내 (6,55,36)
최대 Count 수 32bit (4,294,967,296)
가장 빠른 Sampling Rate 1 ms
가장 느린 Sampling Rate 600 초
저장 메모리 64Mbyte

ADC 채널

채널수 36채널
Input Range 0～2.5V
Sampling 간격 1초
Resolution 8 비트 (0.01V 간격)

통신 통신포트 USB, RS232C

PC로부터 전

송받는 주요

parameter

Active 채널 수
Counter Sampling 간격
DAQ 메모리 데이터 지움
명령
DAQ 메모리 데이터
다운로드 명령
데이터 전송 시작
데이터 전송 끝

기타 사용전원 9V DC
25 pin interface counter/ analog 채널 입력
데이터 backup 기능

(2) 36채널 데이터 습득장치의 구성

36개의 방사선 단채널 검출기에서 발생된 TTL신호 및 고전압 신호는 FPGA로 구성된

계수기와 ADC채널로 입력된다. 계수 값 및 고전압 측정값은 설정된 sampling time동안 36

채널 계측기에 기록된 후 PC 데이터 전송용 format으로 변경되어 PC로 전송 및 저장된다.

또한, PC없이 실험이 수행될 경우 처리된 모든 데이터는 36채널 계측기의 내부 메모리에

기록되며 데이터 control program의 데이터 내려받기 명령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를 PC로

회수할 수 있다. 내부메모리 용량은 66 Mbyte이다. 이러한 일련의 기능은 processor에 의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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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계수장치 블록선도

방사선 계수채널은 3개의 group으로 나누어지며 1 개의 group은 12채널로 구성된다. 또

한, 12 개 채널은 25 pin parallel port로 연결된다. 따라서 한 개의 데이터 기록 장치에 최대

3개의 parallel port가 접속된다. 통신방법은 선택에 따라 USB, 또는 serial 로 PC와 연결

가능하다.

(3) 외장 및 외부 interface

36채널 계수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계측기는 TTL 출력을 갖는 Single Channel

Analyzer(SCA)이다. NIMS 장착 범용 방사선 계측기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제작

한 추적자 전용 방사선 계측기인 KTG-R1을 사용할 수 있다. KTG-R1은 SCA 12채널로

구성된 portable 방사선 계측기로서 25 pin parallel port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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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KTG-R1 SCA module

36채널 데이터 기록장치의 전면에는 상태 표시창 및 데이터 기록장치의 수동 설정을 위한

버튼 및 통신 단자가 부착되어 있다. Mode 변경 버튼에서는 idle mode 및 scaler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 - 버튼을 이용하면 display용 기준시간 및 scaler 기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4-6. 데이터 기록장치의 전면부

데이터 기록장치 후면은 외부 인터페이스를 위한 단자가 부착되어있다. 각 단자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KTG-R1 System과 연결 : 26핀 3열 DSUB(F) 커넥터3개 (12핀- 펄스 카운터 채널, 12핀

-Voltage ADC 채널, 1핀- GND, 1핀-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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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와 연결 : B 타입 USB 커넥터 1개

- 테스트용 하이퍼터미널 연결 : RS232C용 커넥터 1개 (case 내부)

- Push Botton 단자 연결 : 5핀 Molex 커넥터 1개 (case 내부)

- 테스트 펄스 입력용 : 25핀 2열 DSUB(F) 커넥터 1개 (case내부)

그림 4-7. 데이터 기록장치 후면부

(4) PC 제어 및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PC 제어 프로그램은 데이터 수집장치의 활성화된 채널 수, sampling time, 데이터 포맷

등 주요 parameter들을 설정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장치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PC로

download하거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실행 시 그림 4-8과 같은

menu가 보이게 된다. The number of channel은 표시하고자 하는 채널의 수이다.

그림 4-8. 초기 설정 화면

선택된 채널의 방사선 계수데이터 디스플레이 화면은 그림 4-9과 같으며 가로축은 시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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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세로축은 방사선 계수데이터를 표시한다. 데이터 update 방식은 buffered view 및 real

time view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속 sampling의 경우 buffered view, 저속 데이터인 경우

real time view가 유리하다.

그림 4-9. 데이터 수신 활성화된 채널

(5) 방수형 방사선 검출기 제작

36채널 데이터 수집장치와 더불어 하천에서의 추적자 실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완전방수가 요구되는 방사선 검출기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stainless steel을 이용

한 방수형 검출기를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섬광형 검출기를 사용한 감마선 검출장치의 하

우징은 알루미늄이 사용되나, 이러한 장치를 하천에서 사용할 경우 알루미늄의 부식으로 인

하여 표면이 거칠어지고 심한 경우 분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내부 부품교체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부식으로 인해 검출기의 내부표면이 거칠어지면 검출기와 방수링

간의 접착이 어려워져 방수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성추적자의 산업 및 하천

실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4-10과 같은 구조의

detector housing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하천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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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방수형 디텍터

(6) 결론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통신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기존의

방사성 추적자 시스템은 최신 통신기술을 장착한 컴퓨터에 비해 기술 발전이 다소 늦은 감

이 있었다. 심지어 기존 추적자 시스템을 사용하기위해 컴퓨터를 down-grade를 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였다. 당해 연도 RI 응용계측 시스템 개발은 이러한 기존의 기술 차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정보통신 수준에 알맞은 기능을 갖도록 방사선 계수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36채널 방사선 계수시스템은 하천 축선에 설치하여 방사선 계측을 하는

목적외에도 다양한 방사성 추적자 검출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방출감마선을 이용한 추

적자 단면 분포 측정기술, RFCC진단 등 연구개발 및 추적자 기술의 사용화에도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 RI 이용 momentum법 실험에 의한 횡분산계수 분석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국내 하천을 대상으로 횡분산계수 측정실험을 실시하였다. 횡분

산계수는 대표적인 확산계수 산정법인 moment법을 이용하였으며, S-river와 H-river에 대

해 각각 0.25와 0.24의 값이 얻어졌다. 이 값은 외국문헌에서 제공하는 횡분산계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하천 모델시 Validation없이 단순하게 외국 문헌 값을 참조값을 적용하는

것은 강의 자정능력을 과대평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현장측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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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인하였으며 국내하천의 경우 정확한 오염물의 거동을 예측위해 보다 많은 실측자료

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지난 수세기간의 산업발전은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 시켜왔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은 그러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오염물질이 적절하게 처리되어지지 않은 방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갈 때, 그것은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런 점에서 수역학적 혼합거동에

대한 이해는 오염물질들의 환경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강들을 위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오염물질들은 주로 강물의 속도차이로 인하여 조류와 강바닥을 따라 입자들을 퍼뜨리는

분산에 의해 강에서 희석된다. 그런 분산특성에 대한 평가는 수질의 유지 및 정비와 관련하

여 필수적이다. 특히, 횡분산특성은 점오염원의 강을 가로지르는 혼합정도를 결정한다.

많은 굴곡을 갖는 자연 발생적인 강에서의 분산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의 분산

계수들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그러한 분산계수 평

가를 위한 실험들이 좀처럼 수행되어진 적이 없었다. 많은 경우에서, 한국의 강들에 대한 동

역학적인 행동을 모사하기위해 사용된 분산계수들은 외국연구논문들에서 그들의 강들과 그

들 자신의 수역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온 것들로 인용되어왔다. 이것은 강의 자기정

화능력이 과대평가되어 질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다.

추적자 이용법들은 저류조나 침전조와 같은 water receiver에서 유출하는 유출수의 분산과

희석과정에 대한 관찰과 시험에 있어 매우 편리한 방법들을 만들어낸다. 특히 방사성동위원

소 추적자들은 샘플링 절차 없이 in-situ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샘플링 측정법에 비해 보

다 높은 정확성을 갖는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자연발생적인 강들의 혼합특성들은

횡분산계수들에 대한 그들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곡선을 분석함으로써 조사되어진다.

(2) 방사성추적자의 측정범위

방사선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결정하기위하여 방사성추적자를 검출하기위한 센서들을 물아

래에 설치한 후 센서들 주위로 흘러가는 방사성추적자의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방사선 센서

의 측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졌다. 실험적인 선형감쇠계수(μ)를 계산하기 위하여 우

선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 21.8cm 거리(x)에 2인치 NaI 검출기를 놓고 방사선 강도(Io)를 측

정하였다. 이후 거리(x)에 대응하는 공간은 물로 채우고 감쇠된 방사선(I)을 다시 한 번 측

정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실험적인 선형감쇠계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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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Beer-Lambert 방정식과 실험적으로 얻어진 선형감쇠계수를 이용하여 센서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함수로 측정된 강도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그림 4-11에 도표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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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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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실험은 5~10m의 횡축에 센서들을 장착하여 이루어진다. 이 센서들 사이의 간격

과 그림 4-11의 도표화 결과를 비교해보면 측정은 점계측으로 가정되어질 수 있고 방사선

세기의 90%이상은 반경 50cm로 둘러싸인 체적으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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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Calculation of radiation detection measurement in the water

(3) 방사성추적자의 주입과 측정

반감기와 최대 감마에너지가 각각 8.04 일, 0.723MeV인 약 20 mCi의 I-131 방사성동위원

소가 방사성추적자 전용injector에 의해 강으로 순간 주입되었다. 추적자측정은 10 개의 2인

치 NaI(Tl) 섬광계측기가 설치된 횡축선 L1에서 L6까지 하류로 6개의 횡축선에 의해 60 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계측기는 강물의 대표적인 농도 profile을 얻기 위하여 수심 중간의

가능한 한 낮은 깊이에 위치시켰다. 자체개발한 multi-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은

계측신호들을 수집 및 처리하여 그 정보들을 휴대용 컴퓨터로 보낸다. 그림 4-12은 S-river

와 H-river사이로부터 획득된 방사성추적자 측정결과들을 보여준다. 횡축선에 대한 유체의

flow rate와 depth profile과 같은 기본적인 수역학적 parameter들은 방사성추적자의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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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측정되어졌다.

(4) 계측값의 추적자 농도로의 변환

측정된 방사선 데이터는 counts/sec로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된 데이터에 대응하

는 방사성추적자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 희석실험으로부터 평가된 conversion factor에 의

하여 변환되어졌다.

그림 4-12. Radiotracer Measurement Results: (a) S-river, (b) H-river

(5) 간단한 momentum법에 의한 횡분산계수

대부분의 강은 강폭이 그 깊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은 짧은 시간 안에 횡적인

방향보다는 수직방향으로 비교적 쉽사리 혼합된다. 따라서, 수직방향에 대한 농도구배들은

무시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관심은 오염물질에 대한 depth-average된 횡방향

과 downstream방향의 농도변화들에 집중되어 있다. 2차원 이류분산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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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depth-average된 농도; t=시간; x=추적자 주입점으로부터 측정된 하류방향 거

리; y=왼쪽 제방으로부터 측정된 횡방향 거리; u,v=depth-average된 하류방향과 횡방향 속

도; h=깊이; 그리고 DL,DT=하류방향과 횡방향의 분산계수이다.

Beltaos(1975)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식(4-3)을 t=0에서 t=∞까지 시간에 대해 적분함

으로써, 횡분산계수의 계산은 방사성추적자가 물에 주입된 unsteady-state로 확장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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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y flow에 대해 u, v, h, DL, DT의 값들은 시간에 의존한다. 게다가, 순간주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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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dt 을 고려하면 방정식은 (4-5)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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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ò
¥

º
0

),,( dttyxCq 로 추적자의 주입량이다.

steady-state 농도 조건에선 시간변화는 사라지고 하류방향의 분산은 무시되어 질 수 있

다. 속도와 깊이가 모두 상수이고 횡방향속도가 무시될 수 있게 작다고 가정한다면, 식(4-5)

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간략화 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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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횡분산계수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식(4-6)에 y
2
을 곱하고 그것을 적분함으로써 다음

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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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2y은 depth-average 된 농도의 횡 방향 분포의 변화이다. DT는 x에 대한 σ2y의

plot에서 데이터로 fitting된 직선의 경사면으로부터 획득되어 질 수 있다.

(6) 결론

자생적으로 굽어진 강에 대한 연구로부터, Glover(1964)는 횡분산계수(DT/HU*)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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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력설비로부터 나오는 가열된 물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그것들을 분석하여 0.72

의 값을 계산하였다. 이는 방사성추적자 측정값인 0.25(S-river)와 0.24(H-river)보다 명확하

게 더 큰 값이었다. validation없이 단순하게 참조값을 적용하는 것은 강의 자정능력을 과대

평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현장측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방사성추

적자 기술은 샘플링 기술에 의해 측정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대한 시스템과 같은 자연현장의

수역학적 parameter들을 획득하는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수역학적 연

구를 위한 이 방사성추적자 기술은 자연자원의 파괴 없이 지속적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양부유물 경로탐지 RI 표지 기법 확립

가. 해양 부유물질 탐지용 RI 표지 기법 확립

RI를 이용한 산업용 수리 탐지시스템은 해양수자원, 지표수 및 지하수 이동 역학, 수리 지

질자료의 이용 등 산업 환경 수리학 전 분야에서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

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RI표지화합물을 효율적이

고 안전한 표지기법을 확립하고, 이를 연안에서의 수중 부유물 확산경로 탐지기술에 활용하

고자 한다.

(1) 서론

수자원환경에서는 중금속과 수많은 유기화합물이 미세부유사와 결합되어 움직인다. 이러

한 오염물의 거동은 오염된 수환경의 부유 또는 미세한 침전물의 동력학적 특성과 연루되어

있다. 부유사의 거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환경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연구 중의 하나

이다. 198Au, 46Sc, 51Cr 와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미세한 침전물을 표지하는데 사용되어 왔

으며, 부유 침전물의 동력학적 거동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미세 부유 토양의 연구수행에 있

어서 방사성 추적자에 대응할만한 다른 추적자는 없다. 표지법에서는 사용될 방사성 동위원

소의 화학적 형태를 조절하여 추적대상 물질에 확실히 흡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표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Thin

Layer Chromatography) 로 확인하였고, 표지된 부유사가 실제 부유사와 수력학적으로 동일

하게 거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상태의 부유사와 표지된 부유사에 대하여

적산분포 (integration distribution) 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 RI 표지화합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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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채취한 흙을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후 표준망체 (sieve no. ...)를 이용하여 입경

이 75 um 이하의 시료를 준비하였다. 핵의학적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99mTc는

99Mo/99mTc 발생장치 (삼영유니텍, 그림 4-13) 로부터 TcO4
-의 형태로 추출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음성(-)인 미세 부유사에 표지하기 위해서 TcO4
-는 전기적으로 양성 (+)인 화합

물 형태로 환원시켜야한다. 이러한 환원과정을 위하여 HCl 용액에 녹인 SnCl2를 환원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높은 HCl 의 농도 (~ 10%) 에서 Tc을 표지할 때 응집현상 (flocculation)

이 보고된 바가 있어 1%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농도를 표 4-2 에

나타내었다.

표 4-2. Tc 의 환원을 위해 사용된 HCl 과 SnCl2의 농도

Test SnCl2 의 농도 (mg/ml) HCl의 농도 (%)
S1 10 0.3
S2 5 0.1
S3 1 0.03

그림 4-13. 99Mo/99mTc 발생장치와 99Mo/99mTc의 붕괴도(decay scheme)

증류수와 환원용액 (S1, S2, S3) 0.5 ml 에 99mTc 0.7 mCi 를 넣어 환원시키고, 0.5 ml 의 증

류수에 100 mg 의 미세부유사를 혼합시켜 놓은 vial에 넣어 5분간 흔들어 반응시켰다. 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Thin Layer Chromatography) 방법을 이

용하였다. 실리카겔이 도포된 TLC plate 의 3 cm 지점에 시료 10 ul 씩 떨어뜨린 후 생리식

염수와 유기용매인 MEK (methylethylketone) 를 전개용액으로 사용하여 전개시켰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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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Radioisotope scanner (TRACERMATSTER20, Berthold) 로 위치에 따른 방사선을 계

측하였다. (그림 4-14)

그림 4-14. TLC-Radioisotope scanner 와 TLC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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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류수 + 생리식염수(전개용액) (b) 증류수 + MEK

(c) S1 + 생리식염수 (d) S1 + MEK

(e) S2 + 생리식염수 (f) S2 + MEK

(g) S3 + 생리식염수 (h) S3 + MEK

그림 4-15. 위치에 따른 방사선 검출량

그림 4-15 에서 알 수 있듯이 환원제를 넣지 않은 실험 ((a), (b)) 에서는 미량 (약 3%) 의

99mTc만이 처음 위치에 남아있을 뿐 대부분의 99mTc이 용매에 딸려 올라간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대부분의 99mTc이 시료에 흡착되지 않고 용액 내에서 이온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원제를 넣은 실험((c) ~ (h))에서는 거의 모든 99mTc이 처음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아 시료에 잘 흡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환원제 SnCl2 함량

에 따른 표지 효율을 표 4-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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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SnCl2 함량에 따른 표지 효율

Test SnCl2 함량(mg) 표지 효율(%)
환원제 없음 0 3

S1 5 99 이상
S2 2.5 99 이상
S3 0.5 99 이상

(3) RI 표지화합물의 침강거동 특성

표지된 부유사가 실제 부유사와 수력학적으로 동일하게 거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자연상태의 부유사와 표지된 부유사에 대하여 입도분포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

다. 입도분포 측정방법으로는 체 분석법, 침강분석법, 광 산란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

나, 방사선 차폐가 비교적 간단한 침강분석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침강분석법은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 속에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의 종말 침강속도가 입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는 Stokes 법칙의 원리에 근거한다.

 


 

 


(4-8)

(Us : 침강속도, g : 중력가속도, Dp : 분체의 직경, ρs : 분체의 밀도,

ρ : 액체의 밀도, μ : 액체의 점도, l : 액면의 높이)

식 (4-8)에 의하여 한 입자가 일정한 거리를 침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종말 침

강속도를 구하고 Dp를 계산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입도 Dp는 침강하는 입자의 형상이

고려되지 않고 구형인 것처럼 계산된 값으로 Stokes 상당입도라고 한다. 또한 Andreasen

pipette 방법을 이용하여 미립체의 입도분포를 알고자 할 때, 경과한 시간 t와 10 ml 를 빨아

올릴 때의 액면의 높이 l 의 값으로부터 Stokes 법칙에 의해 Dp를 다음 식을 이용해 계산

한다.

 

 


(4-9)

채취액 중 입자의 농도 Ci는 식 (4-9) 에 의해 계산된 입경 Dp 이하 입자들의 농도일 것

이며, 이로부터 입경 Dp 이하인 입자의 적산분포 S는 다음 식과 같이 결정된다.

  





(4-10)

시료의 양은 현탁액의 농도가 5 g/L 가 되도록하며, 시료는 소량의 증류수와 잘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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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en pipette(그림 4-16) 에 넣고, 침강액을 추가하여 표선 l (500ml)까지 채운다.

Andreasen pipette을 서서히 흔들어 균일한 현탁액이 되면 이때의 시간을 기점으로 적당한

시간간격(30, 90, 180, 300, 480, 720, 1020, 1380 sec)에 피펫으로 10 ml씩 추출해 vial 에 옮

기고 건조시킨 후 그 질량을 측정하여 입도분포를 계산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침강실험

을 앞서 제조한 환원제와 99mTc로 표지된 부유사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2.5 g 의 부유사를

표지하는데 5 mCi 의 99mTc을 사용하였으며, 환원용액(S1, S2, S3)을 각각 2.5 ml씩 사용하였

다. 그림 4-17 는 비표지 부유사(X)와 표지된 부유사(S1, S2, S3)의 입도분포를 보여준다. 실

제 부유사와 표지된 시료의 입도분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

하여 표지된 부유사는 수력학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16. Andreasen pipette 과 채취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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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Stokes 상당입도에 따른 적산분포

3. 지하수 유동탐지 연구 RI 계측 시스템 구축

가. 지하수 RI 유동탐지 시스템 개발

방폐장 주변의 수문환경 연구를 위하여 채취한 토양시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

로 제작한 상사모형(D×W×L: 0.5×0.5×2.0m)에 토양환경을 모사한 장치를 준비하였다. 본 장

치에 지하수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한 암반, 모래, 실트 등으로 채우고, 수압에 의한 흐름을

유지시켰다.(그림 4-18) 방사성동위원소의 투입에 따른 계측지점 7곳을 미리 정하고, 0.5×1

inch NaI 검출기를 토양 깊이의 중간지점까지 매립시켰다. 모형장치의 규모에 비하여 검출

기의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검출기 설치가 지하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다.

모형으로부터 최종 유출되는 방사성추적자는 별도의 저수조에 동위원소가 완전히 붕괴될 때

까지 보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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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실험에 사용된 모형 및 검출기

실험에 사용된 방사성동위원소는 Mo/Tc 동위원소 발생장치로부터 필요량(~1.1 mCi/0.7

mL)을 용출시켜 납차폐된 주사기를 이용하여 순간투입하였다. 감마선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 검출기에서의 신호는 각각 연결되어 있는 ratemeter에서 TTL 신호로 변환된 후, 다채널

데이터수집장치로 전송되고 counter에서 펄스를 계수하여 데이터를 디지털 값으로 컴퓨터로

전송토록 하였다.(그림 4-19)

그림 4-19. 데이터 수집장치 및 ratemeter

모사장치에 투입한 방사성추적자에 의한 각 검출기들의 계측신호를 보정한 결과를 그림

4-20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투입된 방사성추적자는 각 검출지점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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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상했던 바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최종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도달하였다. 이를 다시

그림 4-21 과 같이 작성한 MCNPX 코드의 계산수치에 0.5inch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고려하

여 계산된 27 cps/Bq cm-3 값을 적용시켜 계측신호를 농도값으로 환산하여 획득한 실험자

료는 토양 내 지하수의 거동특성 예측을 위한 전산수치모델과의 비교 검증을 위하여 활용되

었다.

그림 4-20. 시간에 따른 계측신호

그림 4-21. 계측값을 농도값으로 환산하기 위한 MCNPCX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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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절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1. 감마선 영상측정장치의 산업적용기술개발

가. 직경 1.4m의 회전체에 24채널 NaI 검출기 array를 arc plate에 장착하여 계측 대상체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횡단면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나. 검출기 어레이 arc 고정체의 독립적 수평이송을 위한 모터의 장착으로 최대 해상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정축의 회전기능으로 직각 횡단면은 물론 사선 횡단면 이미지 진단이 가능토록

하였다.

다. 1/2inch NaI 검출기들을 직경 1m 수준의 steel 구조물에 불균일한 간격으로 밀착하여

배치시키고 137Cs 선원의 투과 감마선을 측정한 결과로부터 내부 phantom에 대한 공간이미지를

구하였다.

2. 팬빔형 단면측정장치 이용 공정분석기술개발

가. 제한된 투영데이터로부터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반복적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미지 복원 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 투과 감마선 계측데이터로부터 단면 밀도분포 이미지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구현과 상호비교,

감마선 에너지와 공정유체 밀도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보하였고, 향후 수행될 감마선

영상진단기술 개발과 관련된 계측시스템의 상호평가와 설계에 필요한 인자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3. 개봉감마선원 투입에 의한 유체단면분포측정기술개발

가.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가동 중인 액체/기체 혼합유체 이송배관의 유량 측정

방법으로서의 활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배관의 물리적 특성에 맞는 세기의 감마선원, 다중

감마에너지 활용기법 등 추가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나. 계측시스템의 설계 및 계측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복원에 몬테칼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Photo-peak 검출에 의한 에너지 선별계측 기법에 의한 이미지

복원결과 정확성 향상 및 MCNPX 입출력 자료 처리코드 개발하였다.

다. 직경 60cm 모사 반응조를 대상으로 개봉선원을 투입하고 2inch 검출기에 의한 검출

신호로부터 매초 간격의 유동 분포 이미지 획득기술을 확보하였다.

4. RI이용 진단기술의 Lab 실험을 위한 공정모사 장치 제작 및 인허가

가. 다양한 공정 모델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정량적인 평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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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장치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시험운전 및 RI 투입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방사선 안전검사 및 인허가를 획득하였다.

5. 해양 부유물질 경로탐지용 RI표지 화합물 제조 및 검출기술 개발

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수리환경에서 최소량의 표지화합물로 정확한 수리변수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 떨어진 계측시스템 간의 서버/클라이언트 개념의 시스템 제어방식

도입하였고, 축선별로 10개의 검출기를 운용한 하천 확산계수 측정실험에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나. 하천 축선으로부터 구하는 감마선 검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메모리

내장형 초소형 36ADC채널의 장치를 제작하였다.

다. 검출전용 프로그램은 데이터통신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IP access를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하게 하여 향후 산업적 활용범위가 매우 넓게 제작하였다.

6. 나노기술을 이용한 고온 공정유체 거동탐지를 위한 RI 표지화합물 개발

가. 코어의 Au-198을 SiO2 쉘로 코팅한 형태의 방사성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의 고온, 감마선 환경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제 2절 관련분야의 기여도

산업공정 진단에 필요한 감마선 영상진단 측정장치의 개발로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치

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대규모 산업공정의 가동 중 진단 신기술

개발로 국내총생산의 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정유/석유화학산업의 가동효율 최적화

및 제한된 자원활용과 설비수명 극대화 등의 분야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기존기술과 차별되는 신기술로 수요시장을 개척 및 활성화시키고, 미래 환경자원의 지속적

인 개발과 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증기술을 확보하였다.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원자력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경제․산업적 측면에

서 다음 과 같은 활용성이 있다.

- 감마선 영상측정장치 개발을 통하여 격자 스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관련기술의

개발과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존의 비파괴 검사기술과는 차별된 신규 기술수요

시장을 창출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팬빔형 단면측정장치 이용 공정분석기술개발을 통하여 정유/석유화학 산업에서 밀도 7

이상인 설비 내부 다중상 공정유체를 모사한 팬텀을 대상으로 우수한 이미지 복원결과를

얻어 향후 높은 산업적 활용성이 예상된다.

- 개봉감마선원 투입에 의한 유체단면분포측정기술은 산업공정의 다양한 다중상 유체 배

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유용한 기술로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정유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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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치산업의 유지관리측면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I이용 진단기술의 Lab 실험을 위한 공정모사 장치는 유동의 체재시간분포, 혼합패턴 등

은 물론 산업공정 진단용 감마 토모그래피, 방출 감마선에 의한 유동분포의 가시화기술

등 첨단 산업진단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방사성표지화합물의 투입과 검출시스템 개발 및

성능 점검 테스트 등에도 활용 가능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적 응용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천 축선실험용 감마선 검출시스템 제작으로 국내 하천에 대한 횡분산계수의 실측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환경영향 평가의 자정능력 과대평가로 인한 오류 방지에 기여한다.

- 고온 유기성 공정유체 거동탐지에 활용 가능한 방사성 표지화합물의 제조기술로 약 400

℃의 고온의 환경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적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관련분야

의 연구의 증대에 많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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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절 산업공정 내부단면 영상진단 및 방사성표지물에 의한 공정

유체 분포 측정기술

기존의 산업설비 진단기술은 일반적인 NDT, 초음파 유도탐상, 열적외선, 압력/온도 모니

터링 등의 기술에 의존하여 왔으나, 설비의 고도 설계와 가동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공정의

가동 중에 입체적으로 공정의 내부상황에 관한 정량적이고 높은 신뢰도의 진단기술에 관한

산업계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이용한 영상진단기술은 개발로 기존

비파괴검사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수요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유/

석유화학 산업 등 거대 장치설비의 규모가 매우 큰 국내의 경우 공정의 원료는 물론 설비의

중요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주요 경제기반으로서 그 기여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진단 및 설계에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 거

대설비의 효율향상은 물론 유지비용 절감에 감마선 이용 영상진단기술이 큰 기여를 할 것이

다. 연구개발 기간 동안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기술협의와 연구결과물의 소개를 통하여 산업

계로부터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중화학설비의 중요공정은 촉매/유체 등 다중 상의 복합적인 유동으로 구성

되어 있어 공정의 가동 중 이상현상이 예측될 경우 실질적으로 그 유동의 특성을 정확히 진

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의 가동을 멈추는 경우에는 유동의 흐름이 정지되어 그 동력

학적 정보를 구할 수 없으므로 가동 중의 적용기술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공정의 효율이

상이한 유동의 혼합과 분리 등에 기인하므로 각 유체를 선택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예상되는 이익은 기존의 기술로 대체될 수 없다.

대형 산업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가동중 안전성 검사 및 가동효율의 극대화, 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향후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응용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자국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원자력기술의 산업응

용 분야로의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료용 영상진단기술과 근간을 같이 하고 있으나,

기술의 적용 조건이 매우 달라 별도의 계측시스템과 데이터 처리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동 중에 있는 다양한 규모와 매질의 밀도를 포함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해상도를 갖는 영상진단 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반핵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산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토모그래픽 측정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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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검출기의 배열 방법도 불균일한 조건을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최

소의 검출데이터기 기반하여 가동 공정의 내부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신기술의 연구에 지속적으로 응용될 것이다.

고효율의 반응기 또는 공정을 설계함에 있어 전산수치모델 해석에 의존하는 추세에 있으

나, 전산모델의 경우 그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검증이 매우 중요

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전산유체해석의 결과물 검증은 물론 최적의 공정설계를 위한 연

구에도 활용 가능하다.

제 2절 산업환경에 적용가능한 방사성 나노표지화합물 제조기술

중화학설비의 유체는 유기상으로 존재하면서 반응과 분리 공정을 위하여 고온 또는 고압

의 환경 하에서 유지된다. 이들의 거동특성을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동력학적 특성을 갖는 probe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거대설비

의 가동 초기부터 유동 내에 막힘, 누설, 혼합도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

로 보고된다. 이를 조기에 정확히 탐지하여 이상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면 그 경제적인 이익

은 매우 막대하다. 그러나, 기존의 방사성표지물은 유기상 용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

의 화합물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최고 250도 이상의 조건 하에서 화합물의 형태를

유지시키기 어려웠다. 계측 및 신호해석의 기법 상의 제한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환

경 여건 하에서 유동의 안정적 표지방법이 부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술과 융합하여, 금 나노입자를 제조하고 이의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리카 재질로 표면을 코팅시킨 후 이를 450도의 고온로에서 소결하였

다. 이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과정을 거쳐 방사성 금 나노입자로 제조되었고 입

자의 특성은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국제학회 등에서

발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반응이 매우 높아 각국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방사성나노입자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와 관련연구 장려를 위하여 본 연구팀에 개별연구계약(individual research contract)를 승인

하였다. 향후 본 연구과정에서 구축한 산업공정 모사장치를 대상으로 나노입자의 활용도 검

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사성나노입자의 표면을 소수성 또는 친수성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질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유동의 동력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 설비 규모에

서 화학적 반응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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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환경자원 탐사를 위한 방사성표지화합물 제조 및 검출기술

환경산업자원 계측시스템의 개발로 수치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리현상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환경자원 관리기술을 고급화할 것이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

선 이용기술의 환경분야 응용기술 개발로 원자력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표수 자원의 흐름 유사 오염물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동

위원소 이용기술의 개발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연환경 자원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전 탐지기술의 확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막대하다.

최근들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유기체를 단순 매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지속적인 지하 식수원의 오염에 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기

적인 수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물을 기반으로 향

후 안정 동위원소 기반의 친환경 자원탐사용 표지화합물 이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48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IAEA TECDOC -1589 :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In-situ Analysis of Coal Quality“ 28 October-01 December 2007, Bangladesh, Dhaka,

참가자 배부자료"

․IAEA/RCA Technical Meeting on Industrial Compatibility, Maintenance and

Calibration of Equipment for Industrial Radiotracer and Sealed Source Application,

7-12 December 2009, Vietnam, Dalat, 참가자 배부자료

․FORSCHUNGSZENTRUM ROSSENDORF,desden, Germany, annual report 0~08

․Annual report 08, Instituto de Pesquisas Energeticas e Nucleares - IPEN- CNEN/SP

․2009 IAEA/RCA사업 RAS/8/108 최종점검회의 및 RAS/8/111 계획회의 참가자 배부자

료

․2008 Consultants Meeting on the "Use of intentionally released radioactive tracers

to study environment processes 참가자 배부자료

․2009 IAEA CRP on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Radioisotope Generator based

Radiotracer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참가자 배부자료

․IAEA/RCA "Validation of CFD Models of Multiphase Systems using Radiotracers",

India, 29 Nov 2008, 참가자 배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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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RCA Regional executive management seminar on benefis of industrial

applications of NAS in exploration and mine develpment in mineral industry,

Vietnam, 7~10 April 2008, 참가자 배부자료

․IAEA/RCA Technical Meeting on New Developments of Radiotracer and Sealed

Source Techniques, Sri Lanka, 20~24 Aug. 2007, 참가자 배부자료

․Consultants Meeting on "Prepare a Technical Report on Radiotracer Technology for

Efficient Management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25-29 June 2007, Vienna,

Austria, 참가자 배부자료

․IAEA-TECDOC-1412, Integration of tracing wit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industrial process investigation, Report of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2001-2003,

IAEA, Nov. 2004

․Revision of status and trends of R&D in radiometric methods for measuring and

modeling multiphase systems, Report of the CM, IAEA, De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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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 및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감마선 계

측 기술과 연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등의 수문 환경내에서 수리특성과 오염물의 거동 특

성을 해석할 수 있는 수문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과 연계한 수리탐

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RI와 연계된 종합적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개발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 보

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주변 수문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

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RI를 이용한 산업용 수리 탐지시스템은 해양수자원,

지표수 및 지하수 이동 역학, 수리 지질자료의 이용 등 산업 환경 수리학 전 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연구해야할 분야이다. 지하 수문환경에 수리탐지 시

스템을 활용하여 지하수원의 개발 및 보존에 활용이 가능하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의

정량적 평가 및 위생적 처리를 통한 주변 사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

이다.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수자원 산업 환경내 적

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주변 산업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는 필수

적인 국가 기술이다.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문환경내로 방출되는 오염물의 방출 위치

및 총량 평가를 수행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 확보, 산업시

설 주변 환경 감시 및 보호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 분야는 IAEA의 산업 해양 환경

보존 및 동위원소 수문학 분야에 선진적 우위 기술을 선점할 수 있고, 타 국가로의 기술수

출이 가능함으로써 국내 외적으로 대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시설 주변 수자원의 환경 보전 및 복원 기술에 기여하여 기술 평가를 통

한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산업계 및 수문 환경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하여 원자력기술의 환경분야 연계를 통하여 원자력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

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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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광역 수리현상의 전산유체역학 모사와 연계한 방사성동위원소 활용기술 연구는 해양산업

과 수자원산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다. 하천수리, 지하수 수리유

동 평가 및 방출물 이동 특성 평가를 위한 전산유체역학모델의 이용과 RI 측정자료와 연계

하여 관련 모델내 현장 특성이 반영된 성분을 모수화하여 신뢰성 있는 수문특성을 평가하도

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산업시설로부터 수문환경내로 방출된 방출물의 기원을 역탐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수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다.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연구는 크게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현장실험, 하천 및 지하수자원 수리탐지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 수리 모형장

치 제작 및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시스템 개발의 분야로 수행되었다. 단반감기 동위원소

를 이용한 현장실험은 금강 및 대종천에서 Br-82 및 Tc-99m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동위

원소는 다수의 감마선 계측기로 측정하여 시 공간적 농도분포를 취득하여 오염물 거동 특성

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였다. RI 기술과 접목된 하천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을 위하여 하천

현장 실험을 모사하였고, 관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기법을 확립하였다. 현장실험 재현을

위한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지하수내 오염물 이동 특성분석을 위한 지

하 수리모형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내실험을 수행하고 이들 계측 농도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매질 내 오염물 이동특성을 일차적으로 해석하였다. 지하수 수자원 거

동탐지 CFD모델 검증기법 확립을 위하여 경주 방페장 주변의 지하매질 모사 실내실험 장

치를 제작하여 동위원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위하여

방출원 위치추적을 위한 궤적방정식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간 역산 수치기법을 개발하였고,

방출원 예측 모사를 위한 하천 수리변수 자료를 연계하였다. 산업공정 역탐색 시스템은 수

행된 하천 현장 계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고, 또한 예측 프로그램의 모사결

과와 현장 실험자료와 비교를 통한 방출원 예측 CFD모델의 오차범위를 산정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수리탐지 시스템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현장 및 실내실험

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농도 값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수리변수 및 확산계

수 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시스템은 수문 환경에서 계측한 동위원소 자료

를 CFD모델에 접목하여 난류항 해석, 확산계수 선정, 희석율 산정 등의 자료를 현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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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현장실

험, 하천 및 지하수자원 수리탐지 CFD 모델 검증기술 개발, 수리 모형장치 제작 및 산업

공정 방출원 역탐색 시스템 개발의 연구 분야로 구성되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실험은 금강 및 대종천에서 Br-82 및 Tc-99m을 이용하

여 수행되었고, 현장 실험 수행전 기본적인 하천 폭, 수심, 하천 형상, 유속 등의 하천 제원

과 수리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을 위한 계측기 선정 위치를 결정하였다. 동위원소는 다중

감마선 계측기로 측정하여 시∙공간적 농도분포를 취득하여 오염물 거동 특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들 현장 관측자료는 하천 수리 CFD모델에 접목하여 모델의 검증기법 수립에

활용되었다. 하천 수리 및 확산 CFD모델을 이용하여 현장 실험을 모사하였고, 관측된 자료

와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EMRAS 참가 모델과 비교 검증을 통하여 그 유

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모델 운영의 중요 변수인 난류항에 대한 모멘텀 법/최대농도 도달

시간 분석법/해석해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해 종∙횡 난류항을 산정하여 이들 계수 값의 변화

에 따른 모델의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모델의 중요 변수에 대한 불확실도를 최소화하였

다.

현장실험 재현을 위한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왜곡모형을 근거로 하천

곡률수로에 대한 현장 재현을 위한 곡률수로를 제작하였고 이러한 조건에서 수리변수를 계

측하여 곡률의 변화에 대한 유동 특성을 해석하였다. 또한 지하수내 오염물 이동 특성분석

을 위한 지하 수리모형장치를 설계∙제작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내실험을 수행하고 이들

계측 농도자료를 분석하여 지하매질내 오염물 이동특성을 일차적으로 해석하였다. 지하수

수자원 거동탐지 CFD모델 검증기법 확립을 위하여 경주 방페장 주변의 지하매질을 선정

하여 주변 지질 현황과 지질 특성자료를 수집∙분석하여 in-situ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실내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동위원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하수

거동탐지 모델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Model CARE 참가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참가

모델중 미국 Hanford site에서 오염물 거동 평가를 수행한 CPEST 모델과 동일 조건하에

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위하여 방출원 위치추적을 위한 궤적방정식의 특성

을 분석하여 시간 역산 수치기법을 분석하였고, 방출원 예측 모사를 위한 하천 수리변수 자

료를 연계하였다. 또한 금강 및 대종천 실험의 결과와 수리 변수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산업

공정 방출원 역탐색 모델 결과와 하천 현장 실험자료와 비교를 통한 방출원 확산경로 오차

범위를 산정하였다. 자료동화기술을 이용하여 방출원의 방출량을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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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장 동위원소 계측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통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산업시설 주변 수문환경을 보호하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재의 수자원

이용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IAEA는 산업시설 주변 수자원의 건전한

활용과 보존을 위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RI와 연계된 종합적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

템의 개발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 보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 산업시설의 정상

시 및 사고시 주변 수문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자원분야에 활

용될 예정이다.

연안, 지표 및 지하수 등 미래 환경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더불어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술의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모델링

의 검증과 신뢰도 향상 부문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자원

탐사기술은 자연현장에서의 시범실험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모델의 검증 등을 통하여

가능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연구결과물을 축적한 후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함께 산업체 참여

를 유도하여 대형 국가주도 환경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

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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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RI Hydraulic Detection Technology for Industrial Application

Ⅱ. Objectives and Necessities

The objectives in this study are to develop the evaluation technology of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hydraulic detection technology using radioisotope, and

to analyze the hydrodynamics and pollutant transport in water environment like surface

and subsurface.

The systematic management in water environment could be conducted by the overall

industrial hydraulic detection system using radioisotope. The system could be utiliz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water resources by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transport against the normal or accident near nuclear facilities. Also the system

could be applied to investigate and to preserve the water resources such as ocean,

surface and subsurface environment. The hydraulic detection system using RI can be

used for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groundwater and also applie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seepage in land burial site. It would be an essential technology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adioisotope industry in Korea and could be supported a

peaceful usage of nuclear technology and a guarantee of the safety in industrial

facilities.

The development of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in industrial processes can be

used to track the source location of the pollutants and to evaluate total amounts of the

released materials. The social security, environmental observation and protectional

activities can be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fast preparedness using

the developed detection system. The developed technology in this study has been a

priority in the filed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industrial oceanic part and isotope

hydrology of IAEA and can be exported in another countries to be necessary it. The

technology in this study would be contribute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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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 of water resources. Also, it would be an essential technology to extend the

nuclear industry in connection with the environmental field.

III. Scopes and Contents

The researches for applicable technology of radioisotope in connection with the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f far-filed hydraulics are necessary techniques to

develop and conserve the water industry continuously. The CFD models and RI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evaluate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ollutant

transport in river and groundwater. Especially,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has been

a important technique to track the source location of pollutant released in water

environment.

The research fields of the hydraulic detec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radioisotope

technology were overall composed of the river experiments using RI, validation

techniques of CFD models in river and groundwater, construction of the hydraulic scale

model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in industrial processes.

The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Br-82 and Tc-99m having a short half-life

radioisotope in Keum river and Daejoncheon respectively. The CPS(Count per Second) of

isotope was measured by using gamma ray detectors and the analyzed concentrations

were us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transport. The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develop the validation techniques of the CFD models. The

validation technology was established by comparing with measured and computed

concentrations. The basic parameters for distortion model and hydraulic similarity were

analyzed to reproduce the field experiment in laboratory using the hydraulic scale model.

Also, the hydraulic scale model of groundwater was manufactur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movement of groundwater and pollutant transport in subsurface soil.

The experiments using RI were conducted i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soil

and topographical shape near nuclear waste repository at Gyung-ju si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jectory equation were analyzed to develop the back-ward

detection techniques near industrial processes. The results of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were verified in comparing the measured data in river and the error ranges of

the developed model wer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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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The hydraulic detection system using radioisotope has been developed to measured the

concentrations with real-time in the field or laboratory and to compute the more reliable

hydraulic parameters and dispersion coefficients. Also, the system could be computed the

turbulent, dispersion and dilution parameters adjusted in the field environment using the

measured RI data. The research fields of this study in connection with radioisotope

technology were overall composed of the river experiments using RI, validation

techniques of CFD models in river and groundwater, construction of the hydraulic scale

model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in industrial processes.

The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Br-82 and Tc-99m having a short

half-life radioisotope in Keum river and Daejoncheon respectively. The deployed

positions of the detector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hydraulic parameters such as

width, depth, shape and velocities in river. The CPS(Count per Second) of isotope varied

in time and space was measured by using gamma ray detectors and the analyzed

concentrations were us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transport. The field

experiments were reproduced by CFD models for hydrodynamics and diffusion in river.

The calculat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measured data. Also, the comparative study

in the participated models of EMRAS project was conducted in the same scenario for

the efficient validation of the models. The analysis of turbulent terms as important

parameters of the diffusion model was performed by using moment, maximum

concentration travelling time and analytical methods. The sensitivity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ariations of the results in model.

The basic parameters of distortion model and hydraulic similarity were analyzed to

reproduce the field experiment in laboratory using the hydraulic scale model. The

S-curve channel based on the distortion model was manufactured to reproduce the real

field in river. Also, the hydraulic scale model of groundwater was manufactur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ndwater movement and pollutant transport in

subsurface soil. The experiments using RI were conducted i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soil and topographical shape near nuclear waste repository at

Gyung-ju site, and the results based on the measured RI data were analyze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models participated in ModelCARE were analyzed to get a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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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valuation technology in groundwater. The CPEST model used in Hanford site

was selected to compare with the calculated results in the same scenari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jectory equation were analyzed to develop the back-ward

detection techniques near industrial processes. The hydraulic parameters in river were

used to verify the developed back-ward detec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back-ward

detection system were verified in comparing with the measured data in river and the

error ranges of the developed model were calculated.

The model for calculating the released rate on the source position was developed by

using the data assimilation technique. The developed model was verified using the

measured RI data in river.

V. Plan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is the important factor to preserve

and to use the hydrological environment near industrial facilities for the present and

future. IAEA pointed out the necessities of the practical research in connection with

radioisotope technology for conservation and usage of the water resources near industrial

facilities.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water resources can be

maintained by the development of the hydraulic detection system using RI. The

developed system can be applied to evaluate the transport phenomenon of the pollutants

released from nuclear facilities on normal or accident. The system will be used to

evaluate the overall environmental effects in water resources and ecology.

The systematic study is now being progressed to develop and preserve the water

resources including coastal, surface and subsurface areas. A lots of research results are

now being produced for the validation and improvements of the models in connection

with radioisotope technology. Therefore, the detection technology of water resources will

be applied and utilized to perform the environmental assessments after accumulation the

various research results and experiences. Also the research project under the charge of

the government must be performed continuousl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relativ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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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용 수리 탐지시스템은 해양수자원, 지표수 및 지하수 이동 역

학, 수리 지질자료의 이용 등 산업환경 수리학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

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다. 지표, 지하수 및 연안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은 전산모델에

의하여 예측되고 있으나, 불충분한 실측자료로 인하여 그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낮고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수리탐지기술로 관련 모델을 상호 검증함으

로써 예측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량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공정 방

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문환경내로 방출되는 오염물의 방출 위치 및 총량 평가를

수행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 확보, 산업시설 주변 환경 감시

및 보호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연구는 크게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

천현장실험, 하천 및 지하수자원 수리탐지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 수리 모형장치 제작 및 산

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시스템 개발의 분야로 구성되어져 있다.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

장실험은 금강 및 대종천에서 Br-82 및 Tc-99m을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동위원소는 다수의

감마선 계측기로 측정하여 시 공간적 농도분포를 취득하여 오염물 거동 특성을 일차적으로 평

가하였다. RI 기술과 접목된 하천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을 위하여 하천 현장 실험을 모사하

였고, 관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기법을 확립하였으며, EMRAS 참가 모델과 비교 검증을 통

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모델 운영의 중요 변수인 난류항에 대한 모멘텀법/최대농

도 도달시간 분석법/해석해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해 종 횡 난류항을 산정하여 이들 계수 값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모델의 중요 변수에 대한 불확실도를 최소화하였

다.

하천의 흐름이나 오염물의 거동 특성 등의 자연현상은 복잡하여 해석적 방법만으로는 자연

하천의 불규칙한 단면형상과 수로의 만곡 때문에 신빙성 있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여야한다. 수리모형 실험은 수리 시설물 설치시 해석적

방법으로 분석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것으로, 원형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형을

축소 또는 확대시켜 만든 모형에 실험을 실시하여 원형에서의 각종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현장실험 재현을 위한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수

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지하수내 오염물 이동 특성분

석을 위한 지하 수리모형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내실험을 수행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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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농도자료를 분석하여 지하매질 내 오염물 이동특성을 일차적으로 해석하였다. 지하수 수

자원 거동탐지 CFD모델 검증기법 확립을 위하여 경주 방페장 주변의 지하매질 모사 실내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동위원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내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지하수 수문특성 예

측을 위한 CFD모델의 검증기법을 수립하였다.

산업시설이 위치한 주변의 하천 환경에서는 환경학적 안전성 측면에서 주변 하천 환경내 일

부 지점에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자료의 모니터링 중 관측

지점에서 정상 범위보다 높은 오염물의 농도 값이 관측되었다면 주변 산업시설에서 허용치 이

상의 과다한 오염물이 주변 하천으로 방출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오염물

이 주변 산업시설의 어느 시설과 어느 위치로부터 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환경 안전성 측면

과 오염물 규제 및 하천의 방재 복구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염 방출원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은 하천 수자원 보호 및 오염원 총량 평가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위하여 방출원 위치추적을 위한 궤적방정식의 특

성을 분석하여 시간 역산 수치기법을 개발하였고, 방출원 예측 모사를 위한 하천 수리변수 자

료를 연계하였다. 산업공정 역탐색 시스템은 수행된 하천 현장 계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스

템을 검증하고, 또한 예측 프로그램의 모사결과와 현장 실험자료와 비교를 통한 방출원 예측

CFD모델의 오차범위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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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호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와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

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수리탐지 기술과 계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안 표사를

포함하여 부유 오염물질의 확산경로 탐지, 준설토의 최적 투기장소 선정 등에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리모델의 검증을 위한 비교자료로서의 활용은 물론 수치모델 결과의 신

뢰도 향상을 위한 실측변수의 획득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지하수자원의 거동탐지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계측시스템을 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의 현장 적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시설 주변 하천 오염 평가모델 검증을 위하여 1990년 이후부터 방사성 동위원소를

실제 하천에 투입하여 농도를 관측하는 작업이 활발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수리 모

델의 검증뿐 아니라 확산계수의 결정, 수치해의 왜곡도 결정 등의 연구에 방사성 동위원소 활

용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1993년 러시아의 INCT 연구소에서는 자연 하천에 82Br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하천의 종확산 계수를 추정하는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2-1].

IAEA에서는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환경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2003년

EMRAS(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를 조직하였고, EMRAS 프로젝트의

Working Group 4에서는 산업시설 주변 하천, 하구 등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하였다[2-2]. EMRAS Working Group 4에서 참가모델 간의 상호평가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러시아 Techa 하천에서 관측한 90Sr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프랑스 Loire 하천

주변의 15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하천 환경내 거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을 이용하였고, 60Co, 137Cs, 131I 등의 핵종을 관측하여 수치모델간 상호비교를

수행하였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주변 Pripyat 하천과 Dnieper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90Sr과 137Cs 핵종 농도를 모니터링하여 이들 방사성물질의 하천 환경에서의 거동 특성평가를

IAEA 지원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하천에서 관측된 방사성 핵종 자료를 하천 수리∙확산

모델의 검증 평가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해저 지층내 처분 및 재처리 시설로부터의 방사성

핵종의 환경내 유출 평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 연구의 측면에서 방사성 핵종의 확산모사를 위

한 수치모델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졌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IAEA 주관하의 해양오염의 과

학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연합(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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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이 결성되어 산업시설 주변 해양 환경내 핵종거동 평가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

하였다[2-3]. 최근에는 영국의 농림수산부 및 스페인의 Sevilla대학을 중심으로 영국의

Windscale 재처리 발전소 부근 해역인 Irish Sea 와 North Sea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해양으로

방출된 유출물속에 일부 함유된 137Cs의 농도를 이 해역에서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monitoring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시설 주변 해양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확산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산 모델링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면서 관측된 핵종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검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호주는 IAEA/RCA의 회원국으로 1995년 이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로 해양 오염 평가분야

에 적용해 오면서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여 시드만에 적용한 바 있고, 이후 모델을 수

정/보완/확대하여 해양 생태계 모델을 개발하여 여러 해역에 적용∙검증하는 연구를 수행 중

에 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해양확산 모델링을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조류변화

에 따른 확산형태를 평가하였고, 격자별 확산농도를 계산하여 관측치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1999년 IAEA에서는 IAEA-Technical Cooperation 사업의 일환으로 Suez운하에서의

방사능 핵종의 확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2-4]. 이는 수중의 방사능 물질이 Suez운하의 조류변

화에 따라 유속장에 의해 어떻게 이류, 확산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속장의 생성 모듈, 산

업 방출물의 거동 모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류에 의해 침적된 방사능 물질의 재부유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모듈 및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한 반응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Suez운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고, 관측 결과는 수치모델과

연계되어 모델의 검증 및 모델내 확산계수를 구하는데 적용되었다.

스웨덴, 프랑스, 일본, 미국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하 건설을 위한 안전성 평가 측

면에서 지하수 수치모델링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이고, 미국의 경우 Nevada 사막 Yucca 산

주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시 234U/238U 핵종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지화학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폐기물 저장소 건설시 시설위치 안정성 평가에 활용하였다. 미국은 중부

Nebraska에서 Wood river- Groundwater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7개의 시추공을 지하에 뚫고

이곳을 통하여 Radon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대규모 동위원소 이용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

을 통하여 지하수 흐름, 지하수량, 지표면에서의 지하 침투량 및 지하수 연대기를 추정하고 이

들 관측자료를 수치모델에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럽, 미국 등에서 자료동화(data assimilation)기술은 산업시설 주변 수문 환경내 방출물의

거동 특성 평가를 위한 수치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주로 적용되어 왔다. 덴마크 DHI에

서 개발되어 하천, 하구, 연안 등의 산업시설 주변 방출물의 거동 특성 평가시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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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되고 있는 MIKE3 모델 내에서도 수치해와 관측자료와의 차를 최소화하는 기법을

이용한 자료동화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유럽 공동체에서 개발한 RODOS 시스템내에도 하천,

하구, 연안 등의 수문 환경내에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모델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자료

동화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절 국내 현황

국내의 경우 발전소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89년 "

고리주변 환경 종합평가 및 관련모델 개발"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시 처음으로 수행

되었다[2-5]. 이 연구에서는 고리 해역에 우세히 작용하는 해양 물리현상에 적합한 모델을 정

립하여 해수유동과 이에 의한 오염물의 해양 확산특성 평가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02

년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기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황해의 3차원 해수 순환모델과 해양 확

산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2-6]. 그러나 개발된 확산 모델은 3차원 유한차분모델로 원전 사고

시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 계산을 위한 경우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약점

을 갖고 있고, 또한 입자추적 모델은 이론식의 제시와 이상화된 해역에 대해 시험 계산만을

수행하였고, 실제 해역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2006년 “원전 액체방사성유출물 해양확산 평가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

로 신고리, 신월성 해역에서 삼차원 해양확산 특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2-7]. 이는 원전 건설

에 대한 규제 기관의 기술기준에 다른 연구로 해수순환과 액체 방사성유출물의 거동 특성에 국한

된 연구로 주로 동해안 전역에 대한 광역 및 중간역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는 2차 중장기 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생산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

여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효율진단, 석유화학 시설의 파이프 설비 진단, 증류탑의 검사 등의 산업

시설 진단 평가 활용의 기술을 적용하였다[2-8]. 그러나 RI 연계 산업 연안 환경탐지 시스템에 관

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수행된 바 없다. 해양의 경우 자연 동위원소의 측정 분석을 통하여 해

수 순환 형태의 규명 및 해저 토사의 연대 추정 등의 연구에 동위원소 분석법이 이용되고 있으

나, 인공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은 도입 단계이다. 국내에서는 산업 연안환경 방류물 확산경로

예측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전무하며, 다행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기술과 기초장비 개발 등의 연구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방류물 경로 추적은 주

변 산업시설의 오염 총량 규제 측면에서 부하총량 지도 작성을 통하여 방출원 지점을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고, 연안 산업시설 방류물 확산경로 추적 기술은 아직 수행되지 않은 초보 단계이다.



- 6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RI 이용 하천수리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

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은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 보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주변 수문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

술이다. 특히 한번 오염된 하천은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오염된 하

천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하천 환경의 체계적 평가 및 오염된 하천에 대한 신속한 대

응책이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오염물이 하천에 유입된 경우 오염물의 확산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금강 하천 현장 실험

단반감기 감마선 방출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 환경내 오염물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2007년 6월 25일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의 금강 상류 부근에서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구간은 용담댐 하류의 남대천 합류지점으로부터 약 3 km 구간으

로 하천의 평균 폭은 60 ~ 80 m, 수심은 0.4 ~ 1.5 m, 평균 하상경사는 1/650 ~ 1/1,000 이다

[3-1]. 실험 전 하천의 수심 및 유속을 측정하여 실험 구간과 측선 지점을 선정하였다. 실험구

간의 지형도와 측선의 위치도를 그림 1-1-1과 1-1-2에 나타내었다. 유속은 2차원 유속계인

Compact-EM과 1차원 유속계인 AEM-1D를 이용하여 측선별로 계측하였고, 방출점과 측선의

양단은 GPS를 이용하여 좌표 측량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동위원소는 반감기 35.5시간

의 Br-82로 방출점에서 40 mCi를 순간 방출하였고, NaI 계측기로 감마선을 측정하였다. 각 측

선별로 10개의 계측기를 달아 3개 측선에서 총 30개의 동위원소 농도 값을 시간의 항으로 계

측하였다. 계측은 각 측선별로 동위원소의 최대농도가 통과한 후 기저농도까지 감소될 때까지

측정하였는데, 실험 수행 전 2일 동안 실험지역에 우천으로 인하여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유

속이 빨라 투입된 동위원소는 1시간 이내에 모든 측선을 통과하였다. 실험당일 각 측선의 중심

부에서 수위는 1.5 m, 유속은 0.8 ~ 1.0 m/s로 측정되었다. 실험당일 측선 1에서 Compact-EM

을 이용하여 관측한 유속분포도를 그림 1-1-3 및 그림 1-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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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실험구간 지형도 그림 1-1-2. 방출점 및 측선 위치도

그림 1-1-3. 측선 1의 유속 분포

그림 1-1-4. 측선 1의 유속 분석도

측선 1의 양 끝단에서 측정한 유속은 0.3 ~ 0.5 m/s의 분포를 측선의 중심에서 측정은 유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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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1.0 m/s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하천의 중심에서 유속이 빨라 동위원소가 강의 중심으

로 빠르게 종 확산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실험구간에서는 강의 중심에서 왼쪽 방향의 횡

방향 흐름이 관측되어 동위원소가 강의 중심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측되었

다. 3개의 측선에서 계측한 동위원소 분포를 측선 1, 2, 3에 대해 각각 그림 1-1-5에서 그림

1-1-7에 나타내었다. 측선 1에서 관측된 동위원소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그림 1-1-5에서 하천

의 왼쪽방향부터 측점 1(No. 1)으로 지정하여 오른쪽으로 1개 씩 총 10개 지점에서의 농도분포

를 제시하였다. 그림 1-1-5에서와 같이 강의 중심에서 최대 농도가 나타났고, 흐름이 강의 중

심에서 왼쪽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측점 4, 측점 3 방향으로 농도 분포가 나타나고 있음이

잘 제시되었다.

그림 1-1-5. 측선 1에서 관측된 동위원소 농도분포

그림 1-1-6. 측선 2에서 관측된 동위원소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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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측선 3에서 관측된 동위원소 농도분포

1-2. 대종천 하천 현장 실험

단반감기 감마선 방출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 환경내 오염물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2008년 7월 16일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지방 2급의 소하천인 대종천에서 동

위원소를 이용한 하천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2-1과 같이 이 구간의 근교 지역에는

봉길 해수욕장과 대왕암과 같은 관광지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인 경주방폐장 및 월성원전등

그림 1-2-1. 대종천 지형도 그림 1-2-2. 대종천 실험구간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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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성되어 있어 오염물질의 주변 하천으로의 유입시 그 거동특성 평가가 중요하다. 그림

1-2-2는 실험구간의 위성사진과 지형도의 합성사진이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모델

링에 사용된 하천형상도이다. 실험구간은 상류지역의 양북면 구길리에 위치한 구길교에서부터

하류지점의 대종대교 근교까지 약 2 km구간으로 하천의 평균 폭은 18 ~ 30 m, 수심은 0.2 ~

2.0 m, 평균 하상경사는 1/650 ~ 1/1,000 이다(하천정비기본계획서, 1994)[3-2]. 이 추적자인 방

사성 동위원소를 계측하기 위해 감마선(gamma ray) 검출기를 이용하였다. 감마선 검출기는 방

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검출하기 위해 NaI 섬광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검출

된 데이터는 방사선 검출기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서 방사선을 계수(counting)하는 계측기와 계

수기로 전해진다. 이 검출기의 설치는 추적자 실험을 위해서 먼저 대상 구간 내에 7개의 횡측

선을 설치하고 하천의 흐름방향과 직각으로 양안에 말뚝을 타설하여 로프를 이용한 측선을 설

치하였다. 추적자를 하천의 중앙에 주입한 경우 추적자가 하천의 하폭 방향으로의 횡혼합을 완

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종방향 거리는 다음 식 (1-2-1)과 같다.

 



(1-2-1)

여기서 는 횡혼합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종방향거리, U는 평균유속 W는 하폭, 

는 횡분산계수이다. Fischer는 자연하천에서 무차원 횡분산계수는 대략 식 (1-2-2)의 범위 안

에 있다고 제시하였다[3-3].

  ∼  (1-2-2)

여기서 H는 평균수심,  는 전단유속이다. 식 (1-2-2)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측선간의 간격

은 하폭의 4~8배 정도가 적당하다. 종방향 거리의 산정결과를 토대로 실험구간 총 2km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2번의 injection과 구간별 2개씩 4개 측선에서 각각 15개의 1초간격의 계측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2-3은 측선별 계측에 사용된 감마선계측기와 실제 현장에 설치한

계측기의 설치사진이다.

CFD모델의 적용을 위해서 실험 하루 전에 수심 및 유속의 수리량을, 실험 당일에 각 측선에

서 유속을 측정하였다. 현장 실험시의 방출점과 각 측선의 위치 표시를 그림 1-2-4에 나타내

었으며, 측선별 유속관측을 위한 유속계는 그림 1-2-5와 같이 1차원 유속계인 AEM-1D와 2차

원 유속계인 Compact-EM 그리고 2차원 음파유속계인 FlowTracker(그림 1-2-6)를 이용하여

각 측선별로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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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Gamma ray 검출기 및 하천현장 배치도

AEM-1D

그림 1-2-4. 실험구간 방출점 및 측선 위치도 그림 1-2-5. 하천실험에 사용된 1차원 유속계

FlowTracker Compact-EM

그림 1-2-6. 하천실험에 사용된 2차원 유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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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compact-EM AEM-1D FlowTracker

Expt-2 측선 1 0.24 0.25 0.25

Expt-2 측선 2 0.19 0.20 0.20

Expt-1 측선 1 0.46 0.46 0.46

Expt-1 측선 2 0.13 0.14 0.13

그림 1-2-5와 같이 1차원 유속계인 AEM-1D와 그림 1-2-6의 2차원 유속계인 Compact-EM

그리고 2차원 음파유속계인 FlowTracker를 각 측선별로 설치하여 계측하였으며 측정한 평균

유속은 표 1-2-1과 같다. 그리고 측선별 하천의 흐름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2차원 유속계

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선에서 관측된 유속분포를 그림 1-2-7에 나타내었다. 그림

1-2-7에서 하천의 흐름은 강의 중심에서 종 방향 흐름의 왼쪽방향으로의 유속 형태를 보이고

있어 추적자가 강의 중심과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2-1. 측선별 평균유속 (단위 : m/sec)

그림 1-2-7. Expt-2 측선 1의 중심에서의 유속분포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필요한 지형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방출점 및 각 측선의 측정 위치

는 GPS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다. 방출점과 수심 측량지점의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

여 한 점에서 5분간 GPS를 이용한 좌표측량을 수행하였으며, 하천형상의 지형데이터는 GPS의

연속측량을 이용하여 실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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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하천의 유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적자

투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동위원소는 Tc-99m으로 오전과 오후

에 두 번에 걸쳐 실험하였다. 오전 실험에서는(Expt-1) 방출점에서 207 mCi를 오후 실험에서

는 방출점에서는(Expt-2) 22 mCi 순간 방출하였고, 감마선 계측기로 측정하였다. 각 측선별로

하폭이 넓어짐에 따라 측선 1번에서 7개 측선 2번에서 8개로 총 15개씩 2회의 실험으로 30개

지점에서의 농도값을 계측하여 동위원소의 최대농도가 통과한 후 기저농도까지 감소될 때까지

측정하였다. 계측된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추적자 농도의 변화량으로 계수값이 Count Per

Second로 나타난다. 이를 실험결과의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도와의 환산인자를 구한다.

1ℓ에 희석된 10mCi의 Tc-99m에 대하여 2×2 inch Nal(TI) 섬광계수기(Eberline, SPA-3)에

서 × cps(counts/second)가 계측되어, 이로부터 ×   · 의 환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 각 방사성동위원소 핵종은 고유한 특정값을 갖는 속도로 붕괴하여 소멸하며 안

정원소가 되고 이 과정에서 감마선을 방출한다. 이를 최초 방사능의 양(activity)이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반감기라 하며, Tc-99m의 반감기는 6시간이다. 실험에서 방사성

추적자를 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방사선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계측결과는 투입 이후 경과

된 시간만큼 매순간 감쇠된 결과이므로 보존성 오염물을 가정한다면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방사선원은 대기, 하천은 물론 모든 자연환경에 존재하므로 이를 방사선의 감쇠영향을 보

정하기 이전에 자연농도를 계측결과로부터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1-2-3)과 같다.

  exp ln

  (1-2-3)

여기서 는 자연방사선과 방사선 감쇠의 영향을 보정한 결과, 은 추적자 실험에서 얻은 계

측결과, 는 자연방사선의 세기, t는 추적자 투입시점을 원점으로 하여 경과한 시간, 는

추적자로 사용된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를 나타낸다. 식 (1-2-3)을 이용하여 환산한 농도값을

그림 1-2-8에서 그림 1-2-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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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Expt-1실험의 측선 1에서 계측농도 값

그림 1-2-9. Expt-1실험의 측선 2에서 계측농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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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 Expt-2실험의 측선 1에서 계측농도 값

그림 1-2-11. Expt-2실험의 측선 2에서 계측농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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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천 CFD 모델 특성 해석

하천 수리유동 및 오염물 확산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현장관측, 물리적 모형, 수학적 모

형 등이 있는데, 현장관측을 통한 하천 수리 특성들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

이기는 하나, 시․공간적인 폭넓은 관측의 한계와 경제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

다. 물리적 모형은 실제 자연현상을 실험실내에서 재현하여 변수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현상의 축적 및 경제성에 제약점을 갖고 있다. 수학적 모형은 편미분방정식의 형태로 제시되는

지배방정식을 적절한 초기 및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직접 해석하는 방법으로 방정식 복잡성 때

문에 제한된 조건에서만 그 해석해를 구할 수 있다. 근래에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오염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지배 방정식을 적절한 초기 및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편미분방정식을 수치기

법에 의해 그 근사해를 구하는 수치모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천 수리유동 및 오염물 확산

을 해석하는 수치기법으로는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기법

은 하천의 불규칙한 형상과 복잡한 경계를 모형에 좀 더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하천의 수리유동 및 오염물 확산을 해석하는 많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 모델이 개발되었고, 각 CFD 모델의 특성을 표 1-3-1에 나타

내었다. 표 1-3-1에서 P(Proprietary)는 상업용, PD(Public domain)와 O(Open)는 공개된 모델

이다. 하천 및 연안에서 수리유동 및 오염물 확산에 대한 CFD 모델 중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적으로 하천 수리특성 규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RMA2 및 RMA4 모델을 이용하였다.

RMA2 모델은 2차원 수심 평균한 유한요소 수치모형으로서 정류 및 부정류 모의가 가능하고

전후처리가 편리한 모델로 2차원 흐름영역에서 자유표면, 상류흐름의 수평방향 유속성분과 수

위를 계산하며, Navier-Stokes 방정식에 난류의 흐름을 고려한 Reynolds 방정식으로 유한 요

소법에 의해 그 해를 계산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마찰력은 Manning의 조도계수나 Chezy

의 평균 유속계수로 계산되며, 와 점성계수(eddy viscosity coefficient)는 난류의 특성을 정의하

는데 사용되며, 정상류뿐만 아니라 부정류에서도 모의가 가능한 모형이다. 그러나 수심 평균한

2차원 모형이므로 수심방향으로 층을 형성하는 흐름은 모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연

직방향 유속 등의 흐름특성이 변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3차원 모형인 RMA10모형을 사용하여

야 한다[3-4]. RMA4 모델은 2차원 이류․확산 방정식을 유한요소법에 의해 해석하여 시간에

따른 오염물의 농도분포를 계산하는 모델이다. RMA2에서 계산한 유속분포를 기본 입력자료로

하여 확산계수, 소멸/생성항 등을 고려하여 농도분포를 계산한다. RMA2 및 RMA4 모델은 전

처리과정에서 지형자료를 만드는 GFGEN 모듈과 유한 요소망을 생성시키는 모듈을 통하여 함

께 운영된다. 결과자료는 텍스트 파일과 binary파일로 저장되어 자체결과 출력은 binary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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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러들여 분석할 수 있다. GFGEN은 지형 파일을 RMA2 및 RMA4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2진 파일의 형태로 변환시켜 주며 유한 요소망을 구성하는 격자(node)와 요소(element)에

관한 정보를 읽어 들인다. 또한 이미 작성된 망에서의 오류여부 검토가 가능하며, 계산 소요시

간 단축 및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요소 간 번호를 다시 매겨주는 기능

(renumbering)이 있다[3-5].

하천 및 연안에서 수리유동 및 오염물 확산에 대한 CFD 모델 중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

으로 하천 수리특성 규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RMA2 및 RMA4 모델을 이용하였다. RMA2

모델은 2차원 수심 평균한 유한요소 수치모형으로서 정류 및 부정류 모의가 가능하고 전후처

리가 편리한 모델로 2차원 흐름영역에서 자유표면, 상류흐름의 수평방향 유속성분과 수위를 계

산하며, Navier-Stokes 방정식에 난류의 흐름을 고려한 Reynolds 방정식으로 유한 요소법에

의해 그 해를 계산하는 모형이다[3-6]. 이 모형에서 마찰력은 Manning의 조도계수나 Chezy의

평균 유속계수로 계산되며, 와 점성계수(eddy viscosity coefficient)는 난류의 특성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며, 정상류뿐만 아니라 부정류에서도 모의가 가능한 모형이다. RMA2는 연속방정식

과 Navier-stoke 방정식을 2개의 수평방향에 대하여 수심 적분한 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며,

이는 다음 식 (1-3-1) ～ (1-3-3)과 같다[3-7].

(1-3-1)

(1-3-2)

(1-3-3)

여기서, u, v는 직교좌표계에서의 수심 적분한 수평흐름속도, x, y, t는 직교좌표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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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체의 밀도, 는 와점성계수, a는 하상고, h는 수심, g는 중력가속도, n은 Manning 조도계

수, 는 바람에 의한 전단계수, 는 풍속, 는 풍향, ∅는 국지위도, 는 지구의 회전 각속도

를 나타낸다. RMA2는 지배방정식에서 나타나듯이 하상에 의한 마찰, 바람, 난류, 지구자전력

등의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마찰은 Manning 식이나 Chezy의 식에 의해 계산되고, 와점성계

수는 난류 특성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정상류 상태는 물론 유입유량곡선, 조류, 해

일 등으로 인한 부정류의 동적 상태도 모의 가능하다. RMA2 모형은 수치기법으로 가중잔차

Galerkin 법을 사용하여 해를 구하는 유한요소모형이다. 형상함수는 유속에 대해서는 2차 함수

이며, 수위에 대해서는 1차 함수로 혼합보간기법이 적용된다. 공간에 대한 적분은 가우시안 적

분법을 사용하며, 시간에 대한 미분은 비선형 유한차분 근사법을 사용한다. 해를 구하기 위하

여 완전 음해법을 사용하며, 반복 계산법으로는 각 시간 단계에서의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Newton-Raphson 수렴 방법을 사용한다. RMA4 모델은 2차원 이류․확산 방정식을 유한요소

법에 의해 해석하여 시간에 따른 오염물의 농도분포를 계산하는 모델이다. RMA2에서 계산한

유속분포를 기본 입력자료로 하여 확산계수, 소멸/생성항 등을 고려하여 농도분포를 계산한다.

RMA4는 2차원 수심 평균된 유한요소 모델이며, 이는 대상 영역에서 보존성 또는 비보존성 물

질이 유입되었을 때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RMA4는 Norton과 King에 의해 개발된 이후, 수

체에서의 오염물질 거동 해석에 적용되어왔다. RMA4 모형은 비압축성 유체에서 보존성 물질

의 3차원 이송-확산 방정식을 수평의 두 방향에 대하여 수심적분한 2차원 이송-확산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며 이는 다음 식 (1-3-4)과 같다.

(1-3-4)

여기서, C는 물질의 농도,  와  는 각각 종분산계수(longitudinal dispersion coefficient)와

횡분산계수(transverse disperson coefficient)이며, 는 물질의 질량 공급원, k는 생․화학적 반

응에 의한 물질의 소멸율을 나타낸다. RMA4는 주어진 격자의 유속장을 정의하기 위하여

RMA2의 유체 동역학의 해를 사용하며, 수치기법은 RMA2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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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CFD 모델 특성

1-4. 종∙횡 난류항 산정 기법

하천 내 오염물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유속에 의한 이류와 난류확산에 의한 확

산이다. 이중 오염물의 퍼짐은 주로 확산에 의해 지배되는데,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의 거동

은 연직 혼합 작용과 횡방향 및 종방향의 퍼짐 현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오염물 확산은 확산

계수에 의해 평가되는데, 하천은 규모면에서 하폭(횡방향)에 비해 길이방향(종방향)이 더 커 종

방향 확산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종 확산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일

반적으로 모멘트 방법(moment method), 회선적분방법(convolution integration method),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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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최대농도 도달시간 방법이 있다. 모멘트 방법은 1차원 확산모형의 통계학적 특성에 기초

하여 종확산계수와 농도분포의 분산관계식으로부터 종확산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회선적분

방법은 상류지점의 농도분포를 초기조건으로 입력하고 이를 1차원 선형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회선적분하면 하류지점의 농도분포를 구할 수 있다[3-8]. 이렇게 산정된 계산값을 관측된 농도

분포와 비교하여 두 값이 일치하도록 종확산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최대농도-도달시간 방

법은 추적자가 순간적으로 투입된 경우의 최대농도 관계식으로부터 도달시간을 산정하여 이들

의 관계식을 도식화하여 종확산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하천에서의 오염물의 거동을

예측할 때는 종방향, 횡방향 및 연직방향의 확산계수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확산계수를 산정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확산계수 값의 선정은

기존의 이론식이나 외국에서 개발된 경험공식에 의존하고 있다. 종 확산계수를 추정하는 경험

식을 표 1-4-1에 나타내었다.

표 1-4-1. 종확산계수 산정을 위한 경험식

연구자 경험식 수로조건

Taylor(1954)     실험수로

Elder(1959) E x=5.93hU * 실험수로

Parker(1961) Ex=14.28R 3/2 2gS 실험수로

Glover(1964) Ex=500-80 0RU * 자연하천

McQuivey and Keefer(1974) Ex=0.058hU/S 자연하천

Magazine(1988) Ex/RU =75.86P -1.632 자연하천

Iwasa and Aya(1991) Ex/hU *=2.0(B/h) 1.5
실험수로

자연하천

Seo and Jeong(1998) Ex/hU *=5.915(B/h) 0.62(U/U *) 1.428 자연하천

Zhi-Qiang, Deng등(2001) Ex/hU *=(0.15/8ε t0)(B/h)(U/U
*) 2 자연하천

Seyed and

Kashefipour(2002)
Ex=7.428+1.775(B/h) 0.620

(U */U) 0.572hU(U/U *)
자연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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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에 나타난 식과 실제 하천에서 관측한 수리량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하천에서 산정한

종확산 및 횡확산 계수의 값을 표 1-4-2에 나타내었다. 표 1-4-2에서 H는 수심, U는 평균유

속, U*는 마찰속도 Dx는 종방향 확산계수, Dy는 횡방향 확산계수이다.

표 1-4-2. 자연하천에서의 수리량 및 확산계수

No. River H(m) U(m/s) U*(m/s) Dx (m
2/s) Dy (m

2/s)

1 Grand river 0.57 0.29 0.074 0.25 0.015

2 Waal river 4.7 0.82 0.0568 0.077

3 Missouri river 5.54 1.5 0.1070 0.17

4 Lesser slave river 2.8 0.65 0.05 0.047

5 Athabasca river 1.9 0.49 0.052 0.042

6 Clinch river 0.58 0.30 0.049 8.1

7 Monocacy river 0.32 0.21 0.043 4.65

8 Dfficult river, VA 0.31 0.25 0.062 1.9

9 Chillan river 0.13 0.52

10 Danube river 0.034

11 Vistula river 0.76 0.81 0.023

12 Calder river 0.21 0.37

가. 모멘트 방법

모멘트 방법은 1차원 확산모형의 통계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종 확산계수와 농도분포곡선의

분산과의 관계를 식 (1-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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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에서 자연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된 후 경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의 분산정도

는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연하천에서 확산 실험시 측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거리-

농도 분포 곡선 대신 대부분 시간-농도 분포 곡선을 구한다. 만약 난류확산이 유속에 비해 충

분히 작다면 식 (1-4-2)를 이용하여 시간-농도 분포의 분산 
을 거리 농도 분포의 분산 

으

로 변환시킬 수 있다.


 

 (1-4-2)

여기서 는 오염물질이 대상구간을 이동하는 평균 이동유속이다. 식 (1-4-2)를 식 (1-4-1)에

대입하면 식 (1-4-3)와 같은 식을 유도하여 종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3-9].

  


 





(1-4-3)

나. 최대농도-최대농도 도달시간 방법

추적자가 순간적으로 투입돤 경우에 초대농도는 식 (1-4-4)와 같다[3-10].

  


(1-4-4)

여기서   이다. 와 관측된 최고 농도를 도식화하여 종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

한편 횡 확산계수는 일정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직선수로에서의 등류흐름은 흐름과 난류구

조가 흐름방향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흐름성분 v와 w즉, y방향과 z방향의 유속은 2차

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3차원 난류 이송-확산방정식을 수심에 대하여 적분하면 다음

식과 같다.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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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종 방향의 분자확산과 난류분산으로 구성된다.

순간점원의 초기조건인 x=0, y=0에서의 식 (1-4-5)의 해는 식 (1-4-6)와 같다.

   


    (1-4-6)

여기서,  




 


  





이다. 연속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식

(1-4-6)의 정상상태의 해는 시간에 대해 중첩하여 얻을 수 있다.

 

 












 



 



　　　 　 (1-4-7)

여기서, 는 투여물질의 체적 유량비이고, 는 투여물질이 농도, d는 수심은 나타내며,   

는 수정 영차 제 2종 bessel의 함수이다. 그리고 식 (1-4-8)과 같은 조건 때문에 식(1-4-7)은

식(1-4-9)과 같이 수렴한다.


 


⋘ , ⋙


(1-4-8)

 


 


 (1-4-9)

여기서,  
 는 식 (1-4-9)에서 주어졌고, t는 로 대치된다. 식 (1-4-7)과 식 (1-4-9)에

대한 분산은 각각 식 (1-4-10)과 식 (1-4-11)과 같다.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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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각각의 경우 식 (1-4-10)과 식 (1-4-11)의 유도를 통해서 식 (1-4-12)와 같은 횡 확산계수를

얻을 수 있다.

 







(1-4-12)

여기서, 는 평균유속을, 는 하류지점까지의 거리를, 는 횡확산계수를, 
는 농도분포의

분산을 나타낸다.

다. 2차원 이류∙확산방정식의 해석해

하천 현장실험을 통해 계측한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확산계수를 산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2차원 이류․확산방정식의 해석해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고려된 수

심 평균된 2차원 이류․확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4-13)

식 (1-4-13)의 이류․확산 방정식은 확률론적 측면에서 볼 때 오염물 입자의 운동은 무작위

성분으로 볼 수 있으며 오염물 입자의 운동경로는 입자 변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들

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3-11]. 만약 오염물이 어떤 지역에 유입된다면 오염물의 각각의 입

자들은 유속과 함께 이류되면서 어떤 확률분포를 따라 확산할 것이며, 이러한 유속과 확률분포

로부터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대해 농도가 결정될 수 있다. 오염물의 거동을 나타내는 이류․

확산 방정식은 하천내 오염물 입자가 특정 시간에 어떤 위치에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하는 확률밀도함수를 해로 갖는 결정론적 편미분 방정식이다. 비정상 상태의 이류․확산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는 정규 확률밀도함수의 형태를 가지며, 그 평균과 분산은 각각 유속 및

확산계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질량 M의 크기를 갖는 동위원소의 주입을 하폭의 중앙에 순간 주입한 경우로 고려하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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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시간 t=0에서 농도 c=0로, 경계조건은 하천의 양 끝단은 불투수성으로 고려하면 식

(1-4-13)의 해석해는 다음과 같다.

 

 exp 

 
 

 
  (1-4-14)

식 (1-4-14)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해 해석하여

종방향 확산계수(Dx) 및 횡방향 확산계수(Dy)를 구할 수 있다.

제 2 절 CFD모델을 이용한 하천 현장 실험 모사

2007년 6월의 금강 및 2008년 7월 대종천에서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 현장 실험결과를 수

립된 하천 CFD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하여 그 결과를 상호비교하고, 계측된 동위원소 농도자

료를 이용하여 종∙횡 난류 확산계수를 구하여 CFD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2-1. 금강 하천 현장 실험 모사

금강 하천 현장실험을 모사하고, 하천 흐름 및 오염물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RMA2와

RMA4의 CFD 모델을 이용하였다. RMA2는 2차원 수심 평균한 유한요소 수리 동력학적 모델

이다. 이는 상류 및 자유수면 흐름의 수위와 수평방향의 2차원 유속성분을 계산한다. RMA2는

수직방향에 대해 수심 적분한 2차원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한다.

RMA4는 수심 평균된 오염물 예측 유한요소 모델로 보존성 및 비보전성 물질이 하천내로 유

입되었을 때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RMA4는 비압축성 유체에서 보존성 및 비보전성 물질에

대해 수심 적분한 2차원 이류․확산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한다.

금강 상류지역의 용담댐 부근 남대천 합류지점으로부터 하류로 약 2 ㎞구간에서 실험을 하

였으며 하천 현장 실험모사를 위하여 모델링은 합류점부터 하류로 20 ㎞구간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RMA2 및 RMA4에 이용되는 유한요소망은 절점과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유

한요소망은 여러 개의 삼각형 또는 사각형 요소로 대표되는 대상지역의 평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절점들은 망의 지형학적 형태를 정의하는 x, y, z 좌표 값을 가지며 요소는 이러

한 절점들을 연결함으로써 망의 평면적인 형태를 정의하게 된다. 실제로 망의 구성은 수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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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있어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구성된 요소망은 계산결과의 수렴문제

또는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번 실험구간

의 모델에 적용한 입력 자료는 용담댐 하류 남대천 합류지점으로부터 3 ㎞구간으로 구간의 평

균 폭은 60 ～ 80m 내외이며 평균하상 경사는 1/650～1/1,000 정도이고 단면자료는 1/25,000의

수치지도를 이용 하였다. 수치모델의 적용을 위한 유한 요소망은 1,077개의 요소와 3,540개의

절점을 구성하였다. 그림 2-1-1과 그림 2-1-2에 입력한 수심과 절점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실

험 기간 중의 오염물의 이류․확산 해석을 위해 하상자료 구축과 경계조건을 선정하였다. 적용

하천 구간의 경계조건은 용담 유량관측소의 유량과 수통 유량관측소의 수위 값을 2007년 6월

25일 0시부터 6월 26일 0시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2-1-1. 수심 분포도 그림 2-1-2. 절점 구성도

오염물 확산 특성에 중요한 변수인 확산계수는 실험 기간중 측정한 시간에 다른 동위원소의

농도 값을 사용하여 식 (1-4-14)로부터 종확산 및 횡확산계수 값을 계산하여 모델에 입력하였

다. 실험구간내 수리변수 값과 산정한 확산계수 값을 표 2-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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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동위원소 계측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확산계수 값

수심(m) 평균유속(m/s) 마찰속도(m/s)
종방향 확산계수

(m2/s)

횡방향 확산계수

(m2/s)

1.2 0.83 0.078 0.27 0.042

실험 구간내 하천 흐름의 모사 결과인 유속 분포도를 그림 2-1-3에 나타내었고, 표 2-1-1에서

산정한 Dx 및 Dy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농도 분포도를 그림 2-1-4에 나타내었다. 또한 확산

계수 값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농도의 변화 분포를 평가하였다. 표 2-1-2에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확산계수 값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표 2-1-2의 민감도 분석에 의해 계

산된 측선 1과 측선 2의 중심에서의 계산 값과 관측 농도 값의 분포를 그림 2-1-5에서 그림

2-1-7에 나타내었다. 그림 2-1-5와 그림 2-1-6을 비교하여 보면 종확산계수의 값이 100배 정

도 증가하였을 경우 동위원소의 최대도달 시간은 큰 변화가 없고 농도 값만이 크게 증가하는

데, 이는 동위원소의 종방향 확산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5와 그림 2-1-7을

비교하여 보면 횡방향 확산계수의 값이 약 10배 정도 작은 경우에는 측선 1과 측선 2의 중심

에서 농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하천에서 오염물 확산은 횡방향 확산에 비해 종

방향 확산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2.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확산계수 값

run number
종방향 확산계수

(m2/s)

횡방향 확산계수

(m2/s)

run 1 0.27 0.042

run 2 2.7 0.042

run 3 27 0.042

run 4 0.27 0.42

run 5 0.27 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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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계산된 유속 분포도 그림 2-1-4. 계산된 농도 분포도

Line 1-5 (ru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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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run 1의 경우 관측 농도와 계산된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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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5 (ru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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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5 (ru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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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run 3의 경우 관측 농도와 계산된 농도분포

Line 1-5 (ru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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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5 (ru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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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run 5의 경우 관측 농도와 계산된 농도분포

2-2. 대종천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한 난류항 모수화

2008년 7월 16일 대종천에서 수행한 현장실험에서 관측한 동위원소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종

∙횡 확산계수를 산정하였다. 확산계수의 산정을 위하여 모멘트법, 최대농도 도달시간법 및 해

석해를 이용하였는데, 모멘트법은 현장실험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시간-농도 분포곡선을 작성하

여 시간-농도 분포의 분산을 계산한 후 식 (1-4-3)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두 개 이상의 농도

를 관측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최대농도의 도달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본 실험

에서 계측된 4개 측선의 4개 지점에서의 최대농도 데이터를 식 (1-4-4)와 같이 관측된 최고

농도를 도식화하여 확산계수를 산정하였다. 2차원 해석해의 의한 방법은 식 (1-4-14)를 이용하

여 관측된 동위원소 농도 값으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종․횡확산계수를 산정하였고, 이들의

산정 결과를 표 2-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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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확산계수 산정값 (단위:sec)

구간
moment method

Time of max

concentration method
2D Analysis method

     

Expt-1 0.6 0.012 0.2 0.068 0.165 0.017

Expt-2 0.06 0.014 0.068 0.014 0.071 0.01

2-3. 대종천 하천 현장 실험 모사

하천 현장실험을 모사하고, 하천 흐름 및 오염물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RMA2와

RMA4의 CFD 모델을 이용하였다. RMA2는 2차원 수심 평균한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는 수리

동력학적 모델이다. 이는 상류 및 자유수면 흐름의 수위와 수평방향의 2차원 유속성분을 계산

한다. RMA2는 수직방향에 대해 수심 적분한 2차원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지배방정식

으로 한다. RMA4는 수심 평균된 오염물 예측 유한요소 모델로 보존성 및 비보전성 물질이 하

천내로 유입되었을 때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RMA4는 비압축성 유체에서 보존성 및 비보전

성 물질에 대해 수심 적분한 2차원 이류․확산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한다. 2008년 7

월 16일 대종천 실험구간 내 수리변수 값과 수리량 측정값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수리량 측정표

구간 하 폭(m) 수 심(m)
평균 유속

(m/s) AEM1D

2차원 유속(m/s) :FT

U V

Expt-1 측선 1 16 0.5 0.25 0.25 0.0948

Expt-1 측선 2 24 0.55 0.20 0.18 0.043

Expt-2 측선 1 20 0.35 0.46 0.5 0.037

Expt-2 측선 2 22 0.2 0.13 0.13 0.001

대종천 모사에 적용하는 CFD모델인 RMA2 및 RMA4는 유한요소망의 절점과 요소로 구성되

는데 하나의 유한요소망은 여러 개의 삼각형 또는 사각형 요소로 대표되는 대상지역의 평면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절점들은 망의 지형학적 형태를 정의하는 x, y, z 좌표 값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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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요소는 이러한 절점들을 연결함으로써 망의 평면적인 형태를 정의하게 된다. 실제로 망의

구성은 수리계산 전체에 있어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지만, 구성된 요소망은 계산

결과의 수렴문제 또는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

다. 이번 실험구간의 모델에 적용한 입력 자료는 대종천 상류지역의 입천교부터 대종대교 까지

총 3.5㎞구간으로 구간의 평균 폭은 15 ～ 30m 내외이며 평균하상 경사는 1/650 ～ 1/1,000 정

도이고 단면자료는 1/25,000의 수치지도와 GPS의 연속측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치모델의 적

용을 위한 유한 요소망은 1,235개의 요소와 4,020개의 절점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계조건인 상류

단의 유량은 상류단 지역을 선정하여 유속 및 수심분포를 바탕으로 유량을 산정하는 유속면적

법을 이용하여 유량을 산정하였으며, 하류단의 수위는 대종대교 밑에서 직접 실측하였다. 또한

조도계수는 Manning에 의해 제안된 0.035값을 이용하였다[3-12]. 그림 2-3-1과 그림 2-3-2는

경계조건을 바탕으로 모사한 RMA2의 수심 분포도와 유속 분포도이다. 오염물 확산 특성에 중

요한 변수인 확산계수는 실험 구간별 하상과 유속분포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타남으로 각

측선별 그리고 표 2-3-1에서와 같이 확산계수 산정법별로 RMA4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확산

계수 산정법별로 적용하여 RMA4에서 산정된 농도값을 실측한 농도데이터를 그림 2-3-3에서

그림 2-3-10에 나타내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2-3-1. 수심 분포도 그림 2-3-2. 유속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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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Expt-1의 모멘트법을 이용한 관측농도와 계산 농도분포

그림 2-3-4. Expt-1의 최대농도-최대농도 도달시간을 이용한 관측농도와 계산 농도분포

그림 2-3-5. Expt-1의 2차원 해석해를 이용한 관측농도와 계산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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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Expt-2의 모멘트법을 이용한 관측농도와 계산 농도분포

그림 2-3-7. Expt-2의 최대농도-최대농도 도달시간을 이용한 관측농도와 계산 농도분포

그림 2-3-8. Expt-2의 2차원 해석해를 이용한 관측농도와 계산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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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Expt-1의 확산계수 산정법별 농도비교

그림 2-3-10. Expt-2의 확산계수 산정법별 농도비교

Expt-1구간에서 그림 2-3-3, 그림 2-3-4, 그림 2-3-5의 측선-1의 관측농도와 계산농도 분포를

비교한 결과 농도의 도달시간은 계산된 농도가 관측된 농도보다 약 90초 정도 늦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농도값은 관측농도의 약 1/2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천의 지형

특성을 100% 적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방출점에서의 유속이 빨라 충분한 횡

혼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나오는 오차이다. 그림 2-3-6과 같이 Expt-2의 관측농도와 계

산농도 분포의 비교결과 측선 1번에서는 관측농도 값과 계산 농도값의 차가 약 1.8배정도 나타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측선 2번에서는 농도의 도달시간은 관측값과 거의 일치하며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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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동위원소의 방출점 위치와

측선 1번의 거리가 짧고 유속이 대체로 빨라 충분한 횡혼합이 이루어 지지 못해서 나타는 결

과로 충분한 횡혼합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측선간의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야 함을 알 수 있

다. 확산계수의 산정법별 비교결과를 분석해보면 그림 2-3-9의 측선 1번 그래프는 농도의 도

달시간은 3방법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최대농도의 도달시간에서는 최대농도-최대농도 도

달시간법이 두 결과 보다 더 정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3-10 경우는

확산계수값이 큰 차이가 없어 3가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도의 관측에

있어서 농도의 계산값도 중요하지만 최대농도의 도달시간이 농도값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2-4. EMRAS 시나리오 분석

가. EMRAS WG4 시나리오

EMRAS(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는 방사선 생태모델링의 국제간

비교 연구를 위해 IAEA에서 주관하는 국제 공동연구이다. 7개의 working group(WG)중

working group 4(WG4)는 수문 환경내 방사성 핵종의 거동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그룹이다

[3-13]. 본 연구에서 수립된 하천 수리 CFD 시스템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EMRAS WG4에서

선정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참가 모델과의 동일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

고자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입력자료를 분석하였다.

WG4에서 선정된 시나리오는 총 3개로 시나리오 1은 우크라이나 Chernobyl 사고지역의 홍수

로 인한 범람으로 Pripyat 하천 환경으로 유입된 Cs-137의 수문거동 평가를, 시나리오 2는 러

시아 Tech river내로 유입된 Pu의 수중 거동 특성 평가를 시나리오 3은 프랑스 Loire 하천 내

로 유입된 H-3의 거동 특성 평가를 위해 선정되었다.

(1) 시나리오 1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후 주변 토양으로 침투한 Sr-90 및 Cs-137 핵종이 홍수로

인해 주변으로 범람하여 주변 Pripyat 하천내로 유입되는 경우 하천 환경내 방사성 물질의 거

동 특성을 계산하여 참가 모델간 상호․비교하는 연구이다. 체르노빌 원전 근처의 홍수로 인해

범람하는 유역과 Pripyat 하천 유역도를 그림 2-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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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홍수로 범람한 Pripyat 하천 유역도

Pripyat 하천 유역의 지형 입력자료 파일은 X좌표, Y좌표, 높이의 형태를 갖고, 하천의 형상은

유한요소법에 의해 구성된 binary 파일이다. 상류와 하류단의 경계는 유량과 수위 자료의 형태

로 정의되고, 상류단에서 방사성 핵종의 수중 농도를 측정하여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수문자료를 표 2-4-1에 나타내었다.

표 2-4-1. Pripyat 하천의 상류단에서 관측한 수문자료 및 농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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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2

러시아 우랄 지역에 위치한 Techa 하천은 주변에 Mayak 핵연료 생산시설이 가동되어,

1949~1952년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Techa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수중과 토사를 오염시켰

다. 이 시나리오는 하천내 유입된 Sr-90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Techa 하천의 지류

는 Muslyumovo에서부터 Dalmatovo까지 이어져 있으며 크게 3개 지류의 합류로 이루어져 있

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내 오염물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하천은 총길이가

243km, 면적은 76000 ㎢, 평균수심은 0.2 ~ 0.5 m, 연간 하천내 유입량은 1 ~ 4 ㎥/s, 연평균

강우량은 420 mm/yr 이다. 이 시나리오는 하천의 제원과 집중호우가 내리는 점에서 국내하천

과 비슷하나 하천에서의 수중 핵종거동의 모델링보다는 하천 생태 환경내 동식물의 선량 계산

에 주안점을 두고있어 본 연구의 하천 수리 CFD 검증 연구와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

된다.

(3) 시나리오 3

Loire 하천은 프랑스의 중부를 통과하는 하천으로 주변에 5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다.

이 시나리오은 Loire 하천내 위치한 원전으로부터 하천내 유입된 H-3의 농도를 계산하는 것

이다. 이 하천에 위치한 발전소 위치를 그림 2-4-2에 나타내었다.

그림 2-4-2. Loire하천 주변의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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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에는 프랑스의 CASTEAUR, MASCARET, 이태리의 MOIRA, 러시아의 RIVTOX

모델이 참가하여 blind test를 수행하여 계산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17]. 입력자료로는 하천

본류 및 지류 제원, 지형파일, 상류 및 하류의 수위와 유량 그리고 H-3의 방출량 등이 제공된

다. 이 지역은 12월에 강수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시

킬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중 하나이다. 이 중 CASTEAUR의 계산결과

를 그림 2-4-3에 나타내었다. CASTEAUR모델은 1차원 수리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입력자료는

지형파일, 상류단 수위, 하류단 유량, 유속 및 1시간 간격의 H-3 방출량이고, 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총 4회 계산을 수행해 결과 값을 산출하였다. 4회 실행중 3회는 정상상태 조건으로 1

회는 비정상상태 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2-4-3과 같이 총 4회를 실시하여 본래의

트리튬 방출농도와 비교해본 결과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6~9월의 경우 트리튬의 농도가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0월 이후 강수량이 많아지자 모델이 측정값과 상당이 다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급격히 많아지는 강수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3. CASTEAUR의 모델계산 결과

나. EMRAS WG4 시나리오1의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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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1의 우크라이나 Chernobyl 사고지역의 Pripyat 하천에서의 농도관

측 데이터와 본 CFD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EMRAS WG4의 시나리오 1은 우크라이나 체

르노빌 원전 사고후 주변 토양으로 침투한 Sr-90 및 Cs-137 핵종이 홍수로 인해 주변으로 범

람하여 주변 Pripyat 하천내로 유입되는 경우 하천 환경내 방사성 물질의 거동 특성을 계산하

여 참가 모델간 상호․비교하는 연구이다. 하천의 제원은 길이 12.5 km, 평균하폭 80 m인 하

천으로 총 5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완만한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하천이다. 하류로 내

려갈수록 큰 지류와 합류하여 유량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으로 3월

16일을 기점으로 4월 30일까지 유량곡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기간에 우기로

인한 집중호우 및 장마가 지속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유량의 증가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유량으로 인해 하천 주변의 제방의 높이가 낮은 지역에서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일

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EMRAS의 시나리오 1에서는 1999년 3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Cs-137(수중내), Cs-137(토양

내), Sr-90(토양내)의 3가지로 분류하여 동위원소 관측이 수행되었다. 관측방법으로는 그림

2-4-4와 같이 상류지역의 Input cross section지점과 하류지역의 Output section지점에서 농도

를 측정하였다. 또한 hydro post#3 지역은 제방이 낮은 지역으로 빈번한 범람이 이루어지는 지

역이다. 이 지점에서 관측한 농도데이터는 표 2-4-2와 같다. 표 2-4-2의 Cs-137 sol은 유량이

증가하는 3월 16일을 기점으로 농도값이 증가하나 Cs-137 part는 유량이 증가하면서 하천의

희석작용으로 인해 농도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4. Pripyat 하천의 동위원소 관측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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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지형 입력자료로 파일은 X좌표, Y좌표, 높이의 형태를 갖고, 하천의 형상은 유한요소법

에 의해 구성된 binary 파일이다. 상류와 하류단의 경계는 유량과 수위 자료의 형태로 정의되

고, 상류단에서 방사성 핵종의 수중 농도를 측정하여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수

문자료를 표 2-4-3에 나타내었다. 표 2-4-3과 같은 경계조건과 범람원의 주요지역들이 배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질 조사결과 갈색토층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manning의 조도계수를 적용하였다.

표 2-4-2. 농도 관측데이터

Date

Input data

Date

Output data

Cs-137

sol,

Bq/㎥

Cs-137

part,

Bq/㎥

Sr-90

sol,

Bq/㎥

Cs-137

sol,

Bq/㎥

Cs-137

part,

Bq/㎥

Sr-90

sol,

Bq/㎥

1999/03/01 70 21 180 1999/03/03 74 11 410

1999/03/16 83 15 110 1999/03/17 58 22 260

1999/03/20 73 8 220 1999/03/23 50 35 1100

1999/03/23 72 26 350 1999/0325 100 61 1560

1999/03/25 210 60 430 1999/03/28 110 100 1480

1999/03/27 310 85 490 1999/03/30 92 71 1222

1999/04/03 97 11 180 1999/04/05 120 74 690

1999/04/06 26 26 270 1999/04/08 87 82 540

1999/04/07 110 20 120 1999/04/09 82 59 560

1999/04/09 180 28 190 1999/04/11 67 47 542

1999/04/10 230 29 250 1999/04/14 110 39 642

1999/04/12 180 110 330 1999/01/15 111 35 743

1999/04/15 83 16 130 1999/04/17 128 82 847

1999/04/16 68 11 251 1999/04/18 150 38 843

1999/04/20 140 21 260 1999/04/22 480 63 650

1999/04/23 110 17 130 1999/04/24 154 82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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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Pripyat 하천의 상류단에서 관측한 수문자료 및 농도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한 CFD모델을 Pripyat 하천에 적용하여 모델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입력

조건은 지형도, 유량자료, 온도, 조도계수 등 경계조건은 EMRAS 수리량 측정 자료를 이용하

여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하천의 흐름특성과 농도분석 수행을 RMA2, RMA4를 이용하여

모델을 적용하였다. 단 RMA2 모델의 특성상 지형에 의해 유입되는 농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모델 수행결과 하천의 흐름 특성은 표 2-4-4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유속분포 및 수심분포는

그림 2-4-5와 같다. CFD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한 유속과 수심을 바탕으로 RMA4에 적용하여

Cs-137 sol의 거동과 농도값을 계산하여 그림 2-4-6에 나타내었다.

표 2-4-4. 적용모델의 흐름특성

평균유속

(m/s)

최대유속

(m/s)

평균수심

(m)

최대수심

(m)

Pripyat river 0.8 1.9 8 14

그림 2-4-5와 같이 산정된 유속분포와 분석된 수심 분포를 적용하여 RMA4에 적용하여

Cs-137의 농도 분포를 계산하였고, output section에서 관측농도 값과 계사 농도 값을 비교하

여 그림 2-4-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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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속 분포도 (b)수심 분포도

그림 2-4-5. 유속 분포도 및 수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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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관측농도와 CFD계산 농도 비교 분포도

그림 2-4-6에서 농도의 분포비교 결과 초기 농도값은 비슷한 추이로 나타났으나 3월 20일을

기점으로 CFD모델은 관측값이 증가하였고 관측값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3월 25

일 Input data가 72에서 320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입 유량 역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정양의 Cs-137가 토양으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유량이 다시 줄어드는 3월 31일은 관측값에서는 범람시 유출되었던 Cs-137가 토양으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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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농도가 다시 커지는 반면 CFD 모델에서는 토양의 유입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농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4월 10일을 기점으로 유량이 일정해지면서

CFD모델 결과와 관측농도의 추의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측농

도와 하천수리 CFD 모델간의 농도변화의 추이값은 유사하며, 최대농도 값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림 2-4-7에서와 같이 EMRAS WG4에 참가한 이태리의

ENEA, 우크라이나 COASTOX 및 스페인의 Sevilla 등의 코드의 계산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

타나고 있어, 모델간 비교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7. EMRAS WG4 참가 모델의 농도비교 분포도

제 3 절 수리모형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3-1. 수리모형 실험 설계

가. 수리학적 상사

하천의 흐름이나 오염물의 거동 특성 등의 자연현상은 복잡하여 해석적 방법만으로는 자연

하천의 불규칙한 단면형상과 수로의 만곡 때문에 신빙성 있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여야한다[3-14]. 수리모형 실험은 수리 시설물 설치시 해

석적 방법으로 분석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것으로, 원형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

형을 축소 또는 확대시켜 만든 모형에 실험을 실시하여 원형에서의 각종 현상을 관찰하는 것

이다. 모형에 각종 변화를 가하여 각종 상황에 대한 실험을 하여 실물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리학적 현상을 분석하고 재현시켜 수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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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의 구조와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기본 개념은 수리학적 상사의 원칙에 의해 행한다.

모형과 원형은 수리학적 거동의 유사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형실험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야

만 올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원형과 모형 간에 수리학적 상사가 이루어져야 모형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원형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수리학적 상사를 얻기 위해서는 원형과

모형 간에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동력학적 상사가 성립하여야 한다.

모형과 원형은 수리학적 거동의 유사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형실험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야

만 올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원형과 모형 간에 수리학적 상사가 이루어져야 모형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원형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수리학적 상사를 얻기 위해서는 원형과

모형 간에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동력학적 상사가 성립하여야 한다.

(1) 기하학적 상사

기하학적 상사는 원형과 모형의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것을 뜻한다. 즉, 서로 대응하

는 모든 길이의 비가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X, Y, Z를 일정한 비율의 크기로 축

소한 것이다[3-15].

길이비율: 


  , 면적비율: 


  




  , 체적비율: 


 







 

(2) 운동학적 상사

원형과 모형에 있어서 운동의 유사성을 운동학적 상사라 한다. 원형과 모형에서 유체의 흐름

이 기하학적으로 상사인 경로를 따라 같은 속도비 및 가속도 비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운동학적 상사성을 갖게 된다.

속도비 :  


 


, 가속도 비 :  


 





, 유량 비 :  


 




(3) 동력학적 상사

기하학적 및 운동학적 상사가 성립된 흐름에서 원형과 모형의 흐름관계에 있어서 원형과 모

형에서 유체의 질량에 작용하는 힘(관성력, 압력, 중력, 점성력, 표면장력, 탄성력)의 비가 동일

하고 작용방향이 같으며 물질의 질량비가 같아야 한다[3-16].

 ⋅ ⋅
⋅





  


 

나. 개수로 흐름의 연직방향 왜곡

여수로나 웨어 같은 수공구조물은 수평축척과 연직축척을 같게 하여 실험하는데 이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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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관계식 정상축척 왜곡축척(   )

길 이 L=길이        

경 사 S=수평길이/연직길이        

속 도 U=길이/시간  
  



모형이라 하고, 하천이나 항만 같은 모형은 수평 길이에 비해 연직길이가 대단히 작아 모형의

수심이 부족하여 점성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연직축척과 수평축척을 다르게 제작하여 기하학적

으로 왜곡되게 만드는 것을 왜곡 모형이라 한다. 하천은 개수로 흐름으로 개수로 모형의 경우

에는 모형에서 수심이 작아져 층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축척의 최대한계치와 최소한

계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모형의 수평축척 비   보다 연직축

척 비   가 큰 왜곡모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왜곡도 G는 G=Xr/Yr로 정의된

다. 하천과 같은 개수로 모형에서는 축척의 한계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왜곡도가 커지게 되는데

하구부근에서는 왜곡도가 10이상이 되기도 한다. 왜곡모형은 수심과 에너지 경사를 증가시켜

모형에서의 흐름을 난류 상태로 유지시켜서 운동학적 상사를 보장한다.

다. Froude 상사법칙

흐름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주된 물리량을 만족하는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모형실험을 설계한다. 만약 1개 이상의 힘이 흐름에 지배적이라면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배적인 힘에 대한 상사법칙을 적용하고,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경험적인 물리법칙을 사용하

는 모형실험을 해야 한다. 중력과 관성력이 주요 작용으로 되고 점성력 등의 다른 힘들의 영향

은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경우 Froude 상사법칙이 적용된다. 자유수면을 갖는 흐름 중에서

수심이 비교적 깊은 개수로의 흐름이나 댐의 여수로 등에 적용된다. 표 3-1-1은 Froude 상사

법칙에 의한 변수들의 축적비를 나타내고 있다[3-17].

라. 현장 실험에 대한 모형 설계 및 수리량 환산

2007년 6월 25일에 수행한 현장 실험을 수리모형 장치를 이용하여 재현하고자 Froude 상사

법칙에 의해 그 제원을 축척하고 수리량 값을 수리모형에 적합한 값으로 환산하였다. 실험 구

간의 제원을 표 3-1-2에 나타내었다.

표 3-1-1. Froude 상사법칙에 의한 정상 및 왜곡 축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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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T=길이/속도    
   



′  
 



가속도 a=속도/시간    


 
    

   

유 량 Q=속도*면적   
   



  


힘 F=질량*가속도   
 

  
 



 
 



압 력 p=힘/면적   
   

 
  

 
 

 

Reynolds 수    
 



총 구간 (m) 실험구간 (m) 평균 폭 (m) 평균 수심 (m) 평균 유속 (m/s)

3500 660 70 1.2 0.8

표 3-1-2. 무주 실험구간의 제원

표 3-1-2의 실험구간의 제원을 이용하여 수리모형 장치의 수리 환산량을 여러 조건에 대해 계

산하여 나타내었다.

• 실험구간 길이 700 m 모형폭 0.7 m 기준 (왜곡도 10)

수리량 환산비 환산식 축 척

수평길이 축척   100

연직길이 축척   10

면적비   1000

속도비  
 3.16

유량비  
 3162.28

경사비    0.1

조도계수비  
 

 0.46

원 형 모 형

길 이 700 7

폭 70 0.7

수 심 1.2 0.12

유 속 0.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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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간의 길이 700 m를 기준으로 모형 폭이 0.7 m가 되도록 제작할 경우에는 수평길이 축

척 이 1/100 이 된다. 왜곡도가 10 이 되려면 연직길이 축척 이 1/10 이 되어야한다. 따라

서 모형의 길이는 7 m, 수심은 0.12 m가 된다.

• 실제 수심 1.2 m 모형수심 0.3 m 기준 (왜곡도 10)

수리량 환산비 환산식 축 척

수평길이 축척   40

연직길이 축척   4

면적비   160

속도비  
 2

유량비  
 320

경사비    0.1

조도계수비  
 

 0.4

원 형 모 형

길 이 700 17.5

폭 70 1.75

수 심 1.2 0.3

유 속 0.8 0.4

원형수심 1.2 m를 기준으로 모형수심이 0.3 m가 되도록 제작하려면 연직길이 축척 이 1/4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왜곡도가 10이 되려면, 수평길이 축척 은 1/40 이 된다. 그러므로 실

험구간 길이 700 m를 모형으로 만들 경우, 모형길이 17.5 m, 모형폭 1.75 m가 된다.

• 모형수심 0.3 m 모형폭 1 m 기준 (왜곡도 17.5)

수리량 환산비 환산식 축 척

수평길이 축척   70

연직길이 축척   4

면적비   280

속도비  
 2

유량비  
 560

경사비    0.06

조도계수비  
 

 0.3

원 형 모 형

길 이 700 10

폭 70 1

수 심 1.2 0.3

유 속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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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폭 70 m, 원형수심 1.2 m의 자연하천을 모형 폭 1 m, 모형수심 0.3 m가 되도록 제작

한다면, 수평길이 축척 은 1/70 이 되고 연직길이 축척 은 1/4 이 된다. 따라서 모형의

길이는 10 m가 되고 왜곡도는 17.5로 계산된다.

• 모형수심 0.3 m 모형폭 0.7 m 기준 (왜곡도 25)

수리량 환산비 환산식 축 척

수평길이 축척   100

연직길이 축척   4

면적비   400

속도비  
 2

유량비  
 800

경사비    0.04

조도계수비  
 

 0.25

원 형 모 형

길 이 700 7

폭 70 0.7

수 심 1.2 0.3

유 속 0.8 0.4

원형 폭 70 m, 원형수심 1.2 m의 자연하천을 모형 폭 0.7 m, 모형수심 0.3 m가 되도록

제작한다면, 수평길이 축척 은 1/100 이 되고 연직길이 축척 은 1/4 이 된다. 따라서

모형의 길이는 7 m가 되고 왜곡도는 25로 계산된다.

3-2. 하천 개수로 수리모형 장치 제작

일반적으로 자연하천의 폭은 수심에 비해 상당히 크므로, 수심을 확보하게 되면 모형이 너무

커져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자연하천의 폭을 확보하게 되면 수심이 지나치게 작아져

수심차이의 측정이 어렵게 되며, 층류가 흐르고 표면장력이 흐름의 주요 지배요인이 된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왜곡모형을 적용하였는데, 비교적 긴 하천구간에 걸친 수위․유

량관계의 예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축척은 실험의 목적, 실험대상의

지형 및 수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형과 원형간의 상사성을 만족시키고, 수리모형의 제작

및 경제적 여건, 실험장의 부지와 측정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설계한

하천 개수로 실험장치는 활용 가능한 실험실의 면적을 감안하여 실험 대상 하천에서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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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수평방향 축적은 1/100로 하였으며, 연직방향 축척은 1/4로 왜곡도 25인

모형으로 길이 7 m, 폭 0.7 m, 수심 0.3 m로 설계하였다.

저수조에서 펌핑된 유량은 파이프를 통해 지상 2 m 높이에 설치된 유량유입부로 유입되며, 유

입된 유량은 폭 70 cm의 삼각웨어를 통해 수로 내부로 흐르게 하였다. 또한 정류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유량유입부에 정류판을 설치하였다. 개략적인 도면을 그림 3-2-1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 하천 개수로 수리모형도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개수로 모형장치는 저수조, 펌프, 유량 유입조, 유량 안정화구간, 하

천구간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도면을 그림 3-2-2에서 그림 3-2-5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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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저수조 그림 3-2-3. 유량 유입부

그림 3-2-4. 수로

지지부

그림 3-2-5. 수로

저수조는 × × 의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약 의 유량을 저장 할 수 있다. 펌

프는 저수조와 평행하게 위치시켜 유량 유입부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였다. 펌프를 통해 유량

유입조로 펌핑되는 유량은 파이프를 통해 공급된다. 유량 유입부는 × × 의 크기

로 설계하였으며, 흐름을 안정화 시켜주기 위하여 수로로 유량이 유입되는 부분에 정류판이 설

치된다. 유량 유입부에서 모형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삼각웨어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수로 하류부분의 수로지지대에 기어를 장착하여 수로의 경사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수로 경사변화에 따른 유량의 흐름도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로는 × × 의 크기이며, 각 구조물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철판으로 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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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수로의 옆면은 강화유리로 제작하여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유량의 흐름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량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각 구조물 연결부위

사이에 고무판을 삽입하고 실리콘 처리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3-3. 곡률수로 수리모형 장치 설계 및 제작

가. Froude 상사법칙에 의한 정상축척비 및 왜곡축척비

모형과 실물간의 수리량을 정량적으로 환산하는 데는 상사법칙이 적용된다. 상사법칙에는 대

상유체가 받는 외부력(중력, 점성력, 압력, 표면장력, 탄성력)을 고려한 Froude, Reynolds,

Euler, Weber, Cauchy 이론이 있으나, 하천의 흐름은 자유표면을 갖는 흐름이므로 중력의 영

향이 가장 지배적이므로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하였다. 원형이 갖는 물리량을 모형의 값으로

환산하고자 할 때, 원형의 값에 해당하는 축척비를 적용함으로서 모형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모형에서 축척된 원형의 값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역의 방법으로 원형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나. 실험축척 및 수리량 환산비

2007년 6월 25일에 무주에서 수행한 하천 현장실험의 곡률 수로 제작을 위해 하천의 총 실

험구간 660 m 그리고 하천의 평균 폭은 55 m를 선정하였다. 실험 구간의 제원과 측정했던 측

선의 거리를 표 3-3-1과 표 3-3-2에 나타내었고, 이를 기준으로 수리모형장치 제작을 위한 수

리량 환산비를 표 3-3-3와 표 3-3-4에 나타내었다.

실험구간 평균폭 평균수심 평균유속

660 m 55 m 2 m 0.8 m/s

표 3-3-1. 무주 실험구간의 제원

방출점 측선 1 측선 2 측선 3

0 120 m 267 m 660 m

표 3-3-2. 무주 실험구간의 측선 거리



- 52 -

수리량 환산비 환산식 축 척

수평길이 축척



 137.5

연직길이 축척



 16

면적비   2200

속도비  
 4

유량비  
 8800

경사비    0.116

조도계수비  
 

 0.54

표 3-3-3. 수리량 환산비

원 형 모 형

길 이 660 4.8

폭 55 0.4

수 심 2 0.125

유 속 0.8 0.2

표 3-3-4. 왜곡도 8.59

수리모형장치를 설치한 실험실의 보유 공간은 길이 11.7 m 이며, 폭은 3.6 m 이다. 하지만 계

측시스템과 배수로 시설을 등을 위한 다른 장치들의 공간차지로 인하여 실제 수리모형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길이 10 m, 폭 2.7 m 이다. 이번에 제작하게 될 수리모형장치는

무주에서 실험한 구간이 수평 길이에 비하여 연직 길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정상축척을 하게

될 경우 제작하게 될 수리모형장치의 수심이 너무 작아 점성효과가 생기게 되고 유속 측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리학적 특성의 정확한 재현이 어렵게 되므로, 수평축척과 연직축

척의 비가 다르게 왜곡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리모형장치의 최소 폭을

0.4 m 로 하여 설계하였다. 수리모형장치의 최소 폭을 0.4 m 로 하였고 실제 하천에서의 평균

폭이 55 m 이므로, 수평 길이 방향의 축척 은 1/137.5 이 된다. 따라서 실험구간의 실험 구

간의 거리가 660 m 이므로, 수리모형장치의 최소 길이는 4.8 m 이상이 되어야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실제 하천에서의 평균 수심이 2 m이고 연직길이 방향의 축척 은 1/16 이므로, 수

리모형장치에서의 평균 수심은 0.125 m 가 된다. 수평길이 방향 축척 이 1/137.5이고 연직길

이 방향 축척이 1/16이므로 왜곡도는 8.5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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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설계된 수리모형장치

설계한 수리모형장치는 유량 유입부, 하천구간 수로, 저수조, 물받침 부분, 경사조절장치, 펌프,

물탱크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수로의 곡률중심 부분의 길이는 3.1 m, 2.7 m, 2.3 m이고, 마

지막 부분인 직선수로의 길이는 1 m로 길이를 각각 다르게 설계하였다. 조립된 수로의 총 길

이는 9.1 m 이며, 모든 수로의 폭은 0.4 m, 높이는 0.6 m로 동일하다. 각 수로부분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1.6 mm의 강철판으로 제작하였으며, 수로의 폭에 비하여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처짐 현상을 고려하여 수로 밑 부분을 ㄷ자 형태의 보강제로 보강하였다. 또한

수로의 각 연결부분에 유량의 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얇은 고무판을 삽입하고

고무판 삽입부위를 실리콘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수로의 최하류 끝부분은 수로로부터 빠져나

가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웨어를 설치하였다. 웨어에는 각산볼트

와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핸들을 장착함으로서 웨어의 높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고정 나사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웨어의 높이에

따라서 배출되는 유량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피치간격이 좁은 각산볼트를 사용

하여 웨어의 높이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량 유입부는 길이 0.5 m, 폭 0.4 m, 높이 0.6 m 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펌프로부터 펌핑되는

유량이 수로로 유입될 때, 수압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흐름을 정류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 안정

화 시켜주기 위해 수로로 유량이 유입되는 부분에 정류판을 설치하였다. 유량 유입부는 수리모

형수로의 최상류 부분에 있으며, 유량 유입부에서 수로로 유입되는 유량은 삼각위어를 통해 측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입되는 유량은 물탱크에서 펌핑되어 유량 유입부로 유입된다. 펌프

는 하천구간 수로에 일정한 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분당 회전수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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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er inverter pump를 장착하였다. 수로의 경사변화에 따른 유량의 흐름을 실험하기 위해

수로의 상류 부분에 경사조절장치를 설치하였다. 이 경사조절장치는 각산볼트와 수로지지부,

베벨기어, 수로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핸들로 구성되어 있다. 베벨기어와 연결되어있는 높이

조절 핸들을 돌리면 각산볼트가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여 수로의 경사를 조절하게 된다. 베벨

기어는 적은 힘으로도 경사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각산볼트와 연결된 수로지지부

에 눈금자를 부착하여 수로의 경사도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수로에서

배출되는 유량은 위어를 통해 저수조로 유입되게 된다. 실험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저수조를 기

존의 다른 저수조들과 다르게 수로와 같은 곡률을 갖는 모양으로 제작되어 수로의 아래 부분

에 설치하였다. 이 저수조는 수로의 실험 유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총

2.08  의 유량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저수조의 유량 저장 능력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수조의 끝부분에 설치되어있는 펌프를 이용하여 또 다른 물탱크로 1.8 의 유량을 펌핑 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서 저수조의 유량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였다. 저수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리모형장치의 가장 아래 부분에 수리모형장치를 모두 물받침 부분을 설치하였다. 이

러한 설계 기준을 기초로 하여 하천 수리현상 규명 및 농도 모사를 위한 곡률 수리모형 장치

를 제작하였으며 실제 제작 장치를 그림 3-3-2에서 그림 3-3-3에 나타내었다.

그림 3-3-2. 제작된 곡률 수리모형 장치



- 55 -

그림 3-3-3. 제작된 곡률 수리모형 장치

다. 모형 조건에 따른 수위 및 유속 변화 환산

무주에서의 평균 유속은 0.8 m/s 이며, 표 3-3-3에서와 같이 Froude 상사법칙에 따라 수평

길이 축척()이 1/137.5 이고 연직길이 축척( )이 1/16 이므로, 속도비( )이 1/4이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형에서의 평균유속은 원형에서의 평균유속 0.8 m/s 에 속도비( )

1/4 을 곱함으로서 0.2 m/s 가 된다. 또한 유량은 폭×수심×유속이므로, 무주 실험구간의 평균

유량은 55 m × 2 m × 0.8 m/s 로 88/s 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유량비( )가

1/8800 이므로, 원형에서의 평균유량과 유량비를 곱한 모형에서의 평균 유량은 0.01/s 이다.

하지만 위에서 구한 실험 유속 0.2 m/s는 수리모형실험을 하기에 너무 빠른 유속이므로 수리

모형실험 조건에 맞도록 유속과 수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유량에 관한 연속방정식은 아래

식 (3-3-1)과 같다.

Q = A ∙ V = B ∙ H ∙ V (3-3-1)

식 (3-3-1)에서 수리모형장치의 폭(B)는 0.4 m로 제한되어있으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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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심(H)를 4배로 늘리고 유속(V)를 4배로 줄이면 유량(Q)는 일정한 원리를 이용하여

수리모형실험에 맞도록 유속과 수심을 환산하였다. 수리모형실험 조건에 맞도록 환산된 경계조

건을 아래 표 3-3-5에 나타내었다. 수리모형 실험조건을 원형으로 환산하여 경계조건을 검토

하여 아래 표 3-3-6에 나타내었다. 또한 유량이 45 ㎥/s 일 경우의 실험 경계조건을 아래 표

3-3-7에 나타내었다.

원형 모형 실험조건

길이 660m 4.8m 4.8m

폭 55m 0.4m 0.4m

수심 2m 0.125m 0.5m(h*4)

유속 0.8m/s 0.2m/s 0.05m/s(v/4)

유량 88㎥/s 0.01㎥/s 0.01㎥/s

표 3-3-5. 수리모형 실험 경계조건

유량  ×  0.01㎥/s × 8800 = 88㎥/s

유속  ××  (0.05m/s×4)×4 = 0.8m/s

수심  ××   (0.5m×1/4)×16 = 2m

표 3-3-6. 실험조건의 경계조건 검토

원형 모형 실험조건

길이 660m 4.8m 4.8m

폭 55m 0.4m 0.4m

수심 1.02m 0.06375m 0.45m(h*7)

유속 0.8m/s 0.2m/s 0.029m/s(v/7)

유량 45㎥/s 0.0051㎥/s 0.0051㎥/s

표 3-3-7. 유량이 45㎥/s 일 경우의 실험 경계조건



- 57 -

표 3-3-7에서 실험 경계조건은 수심(h)를 7배로 늘리고 유속(V)를 7배로 줄이면 유량(Q)는 일

정한 원리를 이용하여 수리모형실험에 맞도록 유속과 수심을 환산한 것이다.

제 4 절 국지 종 확산계수 결정 기법 수립

자연 하천의 경우 상하수도 관거 내의 규칙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하천의 수심, 하폭, 유속,

하상 구성물 등에 불규칙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 비교적 복잡한 흐름 특성을 가진다. 자연 하천

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 경우 오염물질의 거동은 자연 하천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

므로 주입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연 하천의 흐름에 대한 특성 및 확산정도를 추

정하여 오염 물질의 거동 특성을 예측하여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

치해석에 적용하는 확산계수의 경우 대부분 외국의 자료를 분석하여 개발되어진 경험식에 의

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연 하천에 적용하여 사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정확한 확산계

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천에서 공식에 필요한 매개변수들을 실측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측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확산계수의 범위 예측을 위한 실내 실험을 통하여 확산계수 결정 기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4-1. 경험 공식의 이론적 배경

종 확산계수를 이론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1954년 Taylor[3-18]의 관 수로에서 종방향 확

산계수가 처음 제안되었으며 Taylor의 해석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1959년 Elder[3-19]는

폭이 넓은 직사각형 개수로에서 종방향 확산계수 DL을 수심 방향의 유속 분포를 대수법칙으로

가정하여 유도하였다.

   (4-1-1)

그러나 Elder의 해석적 방법은 단면의 형상이 불규칙한 자연 하천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으므

로 1975년 Fischer등은 자연 하천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하였다[3-20].

  

  

(4-1-2)

한편 1974년 Mcquivey와 Keefer는 홍수파의 분산 현상과 추적물의 분산 현상을 유사하다고

보고 유량 Q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방향 확산계수를 제시하였다[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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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최근에 1998년 Seo와 Cheong[3-22]은 자연 하천에서 종방향 확산계수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새로운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주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수집된 26개 하천에서 59개 자

료점들을 이용하여 Elder, Mcquivey와 Keefer, Fischer 등 6개위 기존 식들을 비교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4-1-4)

기존의 종방향 확산계수 추정식들이 50~70%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는 반면에, 위 식은 80%가

까운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식의 개발과 검증에 이용된 자료의 범위를 보면

극단적으로 큰 값 하나를 제외하고, 하폭은 10~500m, 수심은 0.2~9m,유속은 0.13~1.7㎧, 경사는

0.00007~0.027, 마찰 속도는 0.02~0.055㎧, 확산계수는 2~1,500㎧ 정도이다.

4-2. 국외ㆍ내 종 확산계수 분석 자료

자연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 경우 오염물질의 거동은 자연 하천의 흐름에 크게 영

향을 받게 되므로 주입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연 하천의 흐름에 대한 특성 및 확

산 정도를 추정하여 오염 물질의 거동 특성을 예측하여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

재 수치해석에 적용하는 확산계수의 경우 대부분 외국의 자료를 분석하여 개발되어진 경험식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국외의 확산계수 분석

수치해석에 적용되는 확산계수의 경험식을 Seyed M. Kashefipoura, Roger A. Falconerb의

Longitudinal dispersion coefficients in natural channels에서 인용하여 아래 표 4-2-1에 제시

하였다[3-23]. 또한 수리학적 요인에 기초하여 USA의 30개의 강에서 측정되어진 81개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Fischer, McQuivey and Keefer, Seo and Cheong의 경험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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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확산계수 측정치 제안자 경험식

수리모

형

실측치

(㎡/sec)

환산치

(㎡/sec)

표 4-2-2. 경험식들과 수리모형에서 측정된 종 확산계수 비교

표 4-2-1. 종확산계수 산정을 위한 경험식

연구자 경험식 수로조건

Taylor(1954)     실험수로

Elder(1959) E x=5.93hU * 실험수로

Parker(1961) Ex=14.28R 3/2 2gS 실험수로

Glover(1964) Ex=500-80 0RU * 자연하천

McQuivey and Keefer(1974) Ex=0.058hU/S 자연하천

Magazine(1988) Ex/RU =75.86P -1.632 자연하천

Iwasa and Aya(1991) Ex/hU *=2.0(B/h) 1.5
실험수로

자연하천

Seo and Jeong(1998) Ex/hU *=5.915(B/h) 0.62(U/U *) 1.428 자연하천

Zhi-Qiang, Deng등(2001) Ex/hU *=(0.15/8ε t0)(B/h)(U/U
*) 2 자연하천

Seyed and

Kashefipour(2002)
Ex=7.428+1.775(B/h) 0.620

(U */U) 0.572hU(U/U *)
자연하천

나. 국내의 확산계수 분석

우리나라 자연 하천(중랑천 월릉교 부근)의 수리모형을 이용한 종 확산계수의 내용을 아래의

표 4-2-2에 나타내었다. 표 4-2-2의 자료는 김정수의 수리모형을 이용한 종 확산계수 측정에

서 인용하였으며 경험식들과 수리모형에서 특정된 종 확산계수를 비교하고, 수리모형이 비왜곡

모형이므로 실제 자연하천에서 현장 실측치와 비교하기 위하여 수리모형에서 계산된 확산계수

값을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실제 자연하천의 조건으로 환산하여 Frederick, McQuivey와 Keefer

의 측정치와 비교하였다[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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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 실측치

(Ex)m = 0.114 ㎡

/sec

자연하천 환산치

(Ex)p = 10.2 ㎡

/sec

Elder(1959) (Ex)m = 5.93 d U
* 0.012 1.07

Parker(1961) (Ex)m = 14.28 R
3/2 0.041 3.67

McQuivey and

Keefer(1974)
(Ex)m = 0.058 d U/S 0.441 39.45

Fisher(1975) (Ex)m = 0.011 U
2B2/ (d U*) 0.725 64.85

Lui(1977)
(Ex)m = 0.18(U/U

*
)
1.5
( U

2
B
2
)/ (d

U*)
100.8 9016.1

Magazine(1988) (Ex)m = 75.86 (0.4U/ U
*)-1.632 RU 0.275 24.6

Iwasa&Aya(1991) (Ex)m = 2.0(B/d)
1.5
d U

*
1.15 102.86

(김정수 외, 1999)

4-3. 국지 종 확산계수 결정 기법을 위한 실내 실험

본 연구에서는 종 확산계수 측정을 위하여 가로 220(cm) × 세로 30(cm) × 높이 60(cm)의

수리 실험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 매질 입자 크기별 종 종확산 계수

VALEPORT MODEL 801(Glindrical) EM FLOW METER를 사용하여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

고, 입자 크기별 종 확산계수 실내 실험을 진행하였다. 확산계수 측정을 위한 추적자로는 NaCl

10,000㎎/ℓ 200㎖를 주입하여 이를 시간별로 YSI 556 MPS(Multiprove system)을 이용하여

두 지점에서 전도도를 측정하여 각 지점에서 시간별 측정된 전도도를 농도로 환산하였다. 측정

된 수치들을 이용하여 아래에 기술한 모멘트법으로 확산계수를 산정하였다.

나. 모멘트법

난류 확산과 분산 현상에서 1차원 Fick의 법칙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추적물의 확산계수

나 분산 계수와 plume의 통계적 분산(variance)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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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매질 범위 [mm] 혼합 평균 [mm]

큰 자갈 10 ~ 80 34.11

작은 자갈 10 ~ 35 15.70

모래 0.05 ~ 2 0.5875

진흙 0.002 ~ 0.005 0.0035

표 4-3-2. 종 확산계수 실험 적용 입자 크기

유속 [㎧]

하상 매질

매질없이 실험

0.026 0.051
큰자갈
작은 자갈
모래

진흙

표 4-3-1. 종 확산계수 실험 적용 유속

다. 난류 및 수심의 변화

난류에 의한 확산계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속에 변화를 주어 하상 매질별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연직 수심별 확산계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질이 없을 경우의 흐름 수심을

15cm와 30cm로 변화를 주었다.

라. 입자별 크기

수조 하부에 자갈, 모래, 진흙을 매질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사용한 매질의 입자별 크

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

마. 조도계수

재료의 거칠기나 윤변 또는 입자의 표면 상태를 조도계수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매질의 입

자별 크기에 따라 Kutter의 조도계수 n을 이용하여 표 4-3-3과 같이 구분하였다. 본 실험에

적용된 매질의 입자크기에 해당하는 조도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큰 자갈의 경우 입자 크

기의 범위가 8cm 이하로 다양하게 측정되어 큰 자갈에 해당하는 조도계수 n을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0.026으로 나타냈고, 작은 자갈의 경우 또한 입자 크기 범위가 3.5cm 이하로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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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윤변의 상태 n의 값
평균값

n 1/n

인

공

수

로

양안(兩岸) 돌붙이기, 저면 평활한 토사 0.025 40.0

점토지반(세굴이 없을 정도의 유속) 0.016~0.022 0.020 50.0

점토지반, 침니(沈泥)로 저면이 매끈하고 풀이 없는 곳 0.017 58.8

사질롬, 점토질롬 지반 0.020 50.0

사질토, 또는 경질롬의 대수로, 양안 규격이 바르고 저면은 침니로

매끈한 곳
0.025 44.4

사질토 소구(小溝), 또는 대수로에서 상태가 나쁘게 된곳 0.025 40.0

토사지반, 직선상(直線狀), 단면이 고른 신수로 0.017~0.025 0.022 45.5

단면이 고르고 직선수로 저면 : 자갈 지름 1~2㎝ 0.022 45.5

단면이 고르고 직선수로 저면 : 자갈 지름 2~6㎝ 0.025 40.0

단면이 고르고 직선수로 저면 : 자갈 지름 5~15㎝ 0.030 33.3

암반, 복공(覆工)없는 터널 0.030~0.040 0.035 28.6

자

연

수

로

수심이 큰 규칙적인 자연하천 0.025~0.030 0.030 33.3

수심이 큰 직선하천으로 잡초나 호박돌이 있는 곳 0.030~0.040 0.036 27.8

사행 하천으로 다소 돌이나 잡초가 있는 곳 0.035~0.050 0.040 25.0

사행 하천으로 하천수심이 적은 곳 0.040~0.055 0.050 20.0

사행 하천으로 수심의 변화가 심하고 수초가 무성한 곳 0.050~0.080 0.070 14.3

표 4-3-3. Kutter의 조도계수 n

게 측정되어 작은 자갈에 해당하는 조도계수 n을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0.024로 나타내었다

[3-25].

바. 실험 결과

실내 실험을 통하여 유속ㆍ입자크기ㆍ조도계수ㆍ연직 수심에 따른 확산계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3-4에서 표 4-3-6과 그림 4-3-1에서 그림 4-3-4에 나타냈다. 유속을

0.026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때 확산계수는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약 0.041 ㎡/s로 나타

나 유속이 비교적 작을 때의 확산계수는 매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속을 0.051㎧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때의 확산계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매질이 큰 자갈일 경우 확산계수는 0.1128㎡/s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매질이 진흙일 경우

0.0427㎡/s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즉 확산계수는 유속이 비교적 클 때 높게 나타나므로 유속

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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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 0.026 0.051

확산계수 DL

[㎡/s]

매질 없는 경우 0.0417 0.0496

큰 자갈 0.0413 0.1128

작은 자갈 0.0411 0.0767

모래 0.0410 0.0499

진흙 0.0407 0.0427

표 4-3-4. 유속별 확산계수

유속을 0.026 ㎧의 낮은 속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때 매질 입자의 크기나 조도계수에 따른

확산계수는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 확산계수는 매질 입자 크기에 의

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속을 비교적 빠른 0.051㎧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경

우, 확산계수는 매질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질 입자가 가

장 큰 큰 자갈일 때 확산계수는 0.1128㎡/s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작은 자갈일 때 0.0767㎡

/s, 모래일 때 0.0499㎡/s, 매질 입자가 가장 작은 진흙일 경우 0.0427㎡/s로 가장 작게 나타났

다. 또한 모래나 진흙과 같이 입자가 작은 경우에는 매질이 없는 수중에서의 확산계수와 거의

동일한 계수를 나타내어 자갈과 같은 입자가 비교적 큰 매질이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그림 4-3-1. 유속 변화에 따른 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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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 입자 범위 [mm] 조도계수 n
유속 0.026 [㎧] 유속 0.051 [㎧]

확산계수 DL [㎡/s]

큰 자갈 10 ~ 80 0.026 0.0413 0.1128

작은 자갈 10 ~ 35 0.024 0.0411 0.0767

모래 0.05 ~ 2 0.022 0.0410 0.0499

진흙 0.002 ~ 0.005 0.017 0.0407 0.0427

표 4-3-5. 입자 크기 및 조도계수별 확산계수

입자 크기예 따른 분산계수

0

0.02

0.04

0.06

0.08

0.1

0.12

0.002 ~ 0.005 0.05 ~ 2 10 ~ 35 10 ~ 80

입자크기

분
산

계
수

 D
L
 [

m
2
/s

]

유속 0.026 [㎧]

유속 0.051 [㎧]

그림 4-3-2. 입자 크기에 따른 확산계수

조도계수에 따른 분산계수

0

0.02

0.04

0.06

0.08

0.1

0.12

0.017 0.022 0.024 0.026

조도계수

분
산

계
수

 D
L
 [

m
2
/s

]

유속 0.026 [㎧]

유속 0.051 [㎧]

그림 4-3-3. 조도계수에 따른 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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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 수심에 따른 확산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질이 없는 조건에서 유속을 0.026 ㎧로 일정

하게 유지하고 수심 변화에 따른 확산계수를 비교하였다. 수심이 낮은 15cm의 경우 확산계수

는 0.0417㎡/s로 나타났고, 수심이 30cm인 경우 확산계수는 0.0402㎡/s로 나타나 이는 수심이

낮았을 때의 확산계수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확산계수는 수심과 반비례하여 수심

이 깊어질수록 확산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수심 [cm] 15 30

확산계수 DL [㎡/s] 0.0417 0.0402

표 4-3-6. 수심별 확산계수

수심에 따른 분산계수

0.039

0.0395

0.04

0.0405

0.041

0.0415

0.042

15 30

수심 [cm]

분
산

계
수

 D
L
 [

m
2
/s

]

그림 4-3. 수심에 따른 확산계수

제 5 절 RI 연계에 의한 지하수자원 거동탐지 CFD모델 검증기술 개발

RI 연계 지하수 수리탐지 CFD모델 검증을 위하여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선정하여 방

폐장 주변의 지형과 지하 매질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왜곡모형에 의해 축적 설계하여 실내

수리모형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현장 in-situ 실험을 위해 현장에서 간이용 시추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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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하매질의 흙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험을 위한 흙 시료를 제작하였다.

5-1. RI이용 in-situ 실험설계

가. 설계대상 지역 및 현황

하천 및 호수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체 상수원으로 지하수의 이용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지하수 자원의 보존은 전체 물순환계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하

수는 대부분 하나의 대수층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염물질의 유입시 전체 지하수계의 오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이 지하수의 오염물질 유입과 거동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주 방폐장 건설에 맞추어 방폐장내 원자력시설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지표에 침적되거나 토양내로 침투할시 오염물질의 토양내 거동 및 지하수의 오염을 연

계하여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방폐장시설 부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의 해안 산록지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학적으로는 한반도의 남동해안에 위치한다. WGRS80을 기준으로 한 처분시설의 좌표(부지

의 장축과 단축의 교차점)는 동경 129° 28' 30", 북위 35° 43' 55"로서 이를 한국 평면직각(TM

; Transverse Mercator) 좌표로 환산하면 242,714m E, 248,429m N이다. 부지 동쪽은 동해와

인접해 있고, 서쪽은 토함산(745m), 형제산(530m), 삼태봉(629m)으로 이어지는 준령들이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태백산맥 남단의 준산악지이며, 지형도를 그림 5-1-1과 같이 나타내었다. 처

분시설 주변은 농경지를 포함하는 평탄지가 있으며 북쪽의 대종천, 남쪽의 나아천과 해안선을

따라 일부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서고동저의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부지는 해안가 구

릉지로서 표고는 해발 90m이하, 경사는 5°미만의 저지대이며,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 부분적

으로 만형의 해안에 자갈과 바위가 섞인 소형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부지반경 8㎞이내의

지질은 하부로부터 기반암인 백악기의 퇴적암류와 관입암류, 제 3기의 화산암류와 퇴적암류 및

제 4기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지주변의 주요 인공 지형물로는 그림 5-1-2와 같이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신월성 원자력발

전소 1,2호기 부지가 부지 남쪽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2호기 부

지 남쪽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가 위치하고 있다. 주요 자연지형물은 표 5-1-1과 같이

대부분 야산과 하천이다. 또한 그림 5-1-3과 같이 부지반경 10㎞이내의 자연지형물 중 주요

산지는 부지 북서쪽 6.5㎞에 삿갓봉(189.9m), 서북쪽 8.3㎞ 및 9.0㎞ 지점에 형제산(530.5m) 및

조항산(596.5m)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서북쪽 5.9㎞에 우산(384.5m)이, 부지로부터 북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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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에 연태산(217.3m)과 남서 방향 4.5㎞에 오발산(160.2m)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부지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주요 하천 중 북쪽으로 약 1.5㎞에 위치하는 대종천은 부지에

인접한 하천 중 가장 규모가 큰 하천으로 전체 길이가 18.0㎞이며 유역면적은 116.4㎢이다. 그

리고 부지 남쪽 2.5㎞ 및 남남서쪽 5.8㎞ 지점에 나아천(연장 7.6㎞, 유역면적 13.7㎢)과 하서천

(연장 14.1㎞)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들 하천은 대개 북서쪽의 계곡으로부터 발원하여 남동

방향으로 거의 평행하게 동해로 유입되며, 수계는 수지상을 보이고 있으나 유역면적이 좁고 수

로연장이 짧은 편이다[3-26].

그림 5-1-1. 경주 방폐장 부지 전경

표 5-1-1 부지반경 10㎞ 이내의 자연지형물

지 형 지 물 유하거리(㎞) 높이(m)
부지중심으로

부터의 거리(㎞)

부지로부터의

방 향

삿갓봉 - 189.9 6.5 NNW

연태산 - 217.3 4.9 NNW

형제산 - 530.5 8.3 WNW

조항산 - 596.5 9.0 WNW

우 산 - 384.5 5.9 WNW

오발산 - 160.2 4.5 SSW

대종천 18.0 - 1.5 N

나아천 7.6 - 2.5 S

하서천 14.1 - 5.8 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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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적용지역내 주요 인공 지형물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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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적용지역의 반경 10km내 지형도

나. 적용지역의 수리지질구조

국지규모의 지하수유동체계는 특히 투수성구조의 분포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처분시설부

지 주변은 심한 구조적 운동은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제 3기 이후의 지구조 운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취성 단열군들과 이에 따른 파쇄대의 발달이 보고되고 있다. 국지규모의 부

지에 발달하는 단층대의 폭이나 연장이 지표조사에서 가장 크게 확인되고 있는 단층은 북쪽과

남쪽경계부에 위치하는 동-서향의 주향을 가지는 단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추공과 지표물

리탐사에서 추정되는 큰 규모의 단층대는 2～3개조가 발달하고 있다. 또한 부지 내에 발달하

고 있는 소규모 단열대는 지표 뿐만 아니라 시추공에서도 인지되고 있다. 지하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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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대와 파쇄대는 결정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모와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열대

의 규모로 분류하였고 처분시설에서 구분될 수 있는 수리지형조건(hydrogeologic setting)은 서

부지역이 잔구성산지의 산릉선과 동쪽으로 발달하는 소규모 계곡으로, 동부지역이 소규모 산체

와 해안과 접하는 저지대로 구분 하였다. 처분부지의 반경 1km 지역에 분포하는 암반매질은

서쪽 지역에 백악기의 퇴적암을 장석반암이 관입해 있고 부지 내에는 제 3기의 화강암류가 관

입하여 결정질암으로 구성된다. 본 지역의 지표층은 계곡을 따라 발달한 하상퇴적물과 풍화대

구성물이 대부분이며 단구퇴적층은 사질 및 사력질(수 mm ～ 수 cm 내외) 퇴적층으로서 소규

모로 분포하고, 충적층은 작은 하천을 따라서 미약하게 발달하며 해변을 따라서는 현생의 사

질, 사력질, 역질의 퇴적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부지에 분포하는 지하매질들은 수리적으로 화

강암류와 퇴적암, 그리고 지표층으로 구분하였다.

다. 지질조사

수리지질조사의 목적은 처분부지를 통하는 지하수 유동특성을 3차원적인 수리영역의 기하학

적 골격에 정량적인 수리파라미터를 부여하고 수치 모사를 수행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우선적

으로 처분부지의 수리지질조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리구조의 개념모델을 확립하고, 현장수리

시험자료에 근거한 수리인자를 도출하여 지하수체계특성을 제시하게 된다. 처분부지는 화강암

류인 결정질암반을 모암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대수층은 큰 규모의 단열대와 이와 수리적으로

연결된 단열체계로 구성되고 있다. 처분부지 지역에서의 지질 특성은 그림 5-1-4와 같이 간이

용 시추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5-1-4. 단면특성을 위한 간이 시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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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골격은 지질조사에서 나타나는 큰 규모의 단열대나 파쇄대로 구성된 투수성구조영

역으로 수리지질해석에 중요한 기본 틀이 되고 있으며, 암반영역은 큰 규모 단열대 간의 암반

매질로 구성된다. 작은 규모의 단열대나 파쇄대는 조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암반영역의 수리특성으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리영역은 같은 지질

학적 영역에서도 다른 수리특성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분리하거나, 다른 지질영역이라도 같은

수리특성을 나타내면 이를 통합 할 수도 있다. 지하수의 수위자료는 지형학적 자료와 함께 상

부수리경계특성 및 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처분부지의 지하수체계는 투수성구조영역

(Hydraulic Conductor Domain : HCD)과 이들 사이에 분포하는 암반영역(Hydraulic Rock

Domain : HRD)으로 분류하였고, HRD와 HCD의 기하학적 분포는 지질-구조 자료에 근거하였

다. 지표부근에 분포하는 토질과 상부구간의 수리특성은 수리토양영역(Hydraulic Soil Domain

: HSD)으로 대표하였다.

(1) 투수성구조 영역 (HCD)

투수성구조영역(Hydraulic Conductor Domain : HCD)은 결정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큰 규

모 단열대(Deterministic Fracture Zone : DFZ)들로 구성되며, 지하수유동체계의 경계를 형성

하고 있는 지질구조를 포함하게 된다. HCD의 수리학적 폭(hydraulic thickness)은 일반적으로

시추공에서 인지되는 특정구간의 암반특성으로 결정하였다. 단열대에 대한 평균적인 수리인자

는 수리시험결과에서 산출하였으며, 수리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주변 단열대의 수리특성이

나 일반적인 수리인자를 사용하였다.

(2) 수리 암반영역 (HRD)

수리 암반영역(Hydraulic Rock Domains : HRD)은 단열대간에 분포하는 투수성이 낮은 암반

매질을 말하며, 통계학적으로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소규모 단열대(Stochastic Fracture Zones

: SFZ)와 암반에 발달된 단열체계(Background Fractures : BF)를 포함하게 된다. HRD의 수리

지질특성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시한 자료인 시추공에서 도출되는 BHTV의 암반자료에 의

거하였으며, 정압주입수리시험에서 계측된 수리자료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리간섭시험

자료는 HCD의 수리특성을 도출하였으나, HRD와의 수리적 연결성도 제공한다. HRD와 다른

HRD간의 수리적 불균질성은 수리투수성을 Kriging의 통계학적 분석으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수리변화특성은 투수량계수와 저유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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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토양영역 (HSD)

수리토양영역(Hydraulic Soil Domain)은 유사한 수리적 특성을 갖는 토양층을 대변하며 또한

지표상부의 암반파쇄대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부지의 상부지하수대를 형성하는 것이 일

반적인 특성이다. 또한 저유계수와 공극률은 일반적인 토양특성에 따른 수리인자를 문헌이나

자료에서 도출하였다.

(가) 수리토양영역(HSD)의 특성

처분부지의 처분시설 모암인 제 3기 화강암류를 덮고 있는 지표층은 주로 화강암의 풍화대를

포함하고 일부지역은 4기층과 일부 저지대의 인공적인 매립토로 구성되어 있다. 4기층은 하상

퇴적층, 산록층과 해안을 따라 고기 해안단구층이 확인되며, 기반암의 풍화에 의한 풍화토로

구성된다. 이들의 수리특성은 암반보다 투수성이 높으며, 주로 불포화대 영역으로 해석하였다.

조사지역에서 확인되는 해안단구층은 대략 EL. 8～18 m과 EL. 30～45 m 표고의 단구층이 대

부분이 침식되어 상부 표면에 얇은 사력층을 잔존시키는 정도로 분포한다. 해안단구퇴적층의

일반적인 특성은 사질 및 사력질(수 mm ～ 수 cm 내외) 퇴적층이 대부분이나 잔자갈 크기의

역질 퇴적층도 일부 발견되며, 또한 국부적으로 연장성이 비교적 불량한 이토(mud)층을 포함

하기도 한다. 충적층의 발달은 부지반경 1km 지역에는 큰 하천이 존재하지 않아서 미흡한 편

이다. 작은 하천을 따라서 미약하게 발달한 충적층이 분포하며, 나아교 일대에서 해안에 이르

는 구간에 국부적으로 하천에 의한 충적층이 발달하고 있다. 해변을 따라서는 현생의 사질,

사력질, 역질의 퇴적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토양층의 분포는 지하수의 배수보다는 지하

수충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HSD의 분포특성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시한 시추 조사공에서 관찰되는 지표 부근의 지질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추공에서 인지되는 지표층의 특성은 토양층과 지표부근에 발달하는 파쇄대로 구성

되며, 각층의 두께는 지형적인 특성보다 시추공 위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토양층

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3～5 m의 두께를 갖으며, 낮은 곳은 8 m, 깊은 곳은 10 m의 두께를 갖

는다. 상부파쇄대는 일반적으로 5～20 m의 두께로 발달하며, 깊은 곳은 24～28 m의 두께를 갖

는다. 상부 암반파쇄대는 개념상으로 투수성구조(HCD)에 속하나, 발달되는 과정은 지표지질형

성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또한 상부지하수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HSD에 포함시

켰다. 지하수위는 상기 지표층의 특성과 뚜렷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시추공과 관통하는 파



- 73 -

Zone
Depth

(GL. -m)
K (m/sec)

#1 90 ～ 104 1.86 × 10-7

#2 72 ～ 88.5 2.54 × 10
-6

#3 64.5 ～ 70.5 1.23 × 10-5

#4 43.5 ～ 63 4.96 × 10-6

#5 0 ～ 42 1.29 × 10
-6

쇄대와 밀접한 관계로 해석된다.

(4) 토양특성 및 수리경사

(가)투수량계수

두께가 일정한 대수층을 통하는 수평 지하수 흐름특성은 수리전도도와 대수층 두께의 곱으로

산출되는 투수량계수(transmissivity)로 정의되며, 이는 단위수리경사 하에서 대수층의 단위폭

당 유동하는 지하수양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특히 대수층두께가 일정한 경우, 2차원의 수평유

동분석에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단열대의 투수성은 투수량계수로 나타내며 이는 단열 틈 전체

에 대한 수리전도도 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결정질암반에 분포하는 단열과 단열대의 투수

성은 투수량계수로 제시된다. 투수성구조영역(HCD)의 투수성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조사한 자

료를 기초로 조사공과 교차하는 큰 규모 단열대(Deterministic Fracture Zone)에 근거하여 해

석하였다. 또한 수리 암반영역의 투수성은 주로 소규모 단열대(Stochastic Fracture Zone)의

수리특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구분하여 표 5-1-2와 같이 투수

량계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5-1-2 심도별 투수량계수

(나) 수리전도도

수리전도도(hydraulic conductivity)는 지하매질의 파쇄대나 공극을 통하여 유체를 통과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수리전도도는 매질과 유체특성에 따라서 변화하는 반면

투수계수(intrinsic permeability)는 매질특성만을 대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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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Depth

(GL. -m)
T (m

2
/sec)

#1 90 ～ 104 2.59 × 10-6

#2 72 ～ 88.5 4.19 × 10-5

#3 64.5 ～ 70.5 7.38 × 10-5

#4 43.5 ～ 63 9.67 × 10-5

#5 0 ～ 42 4.82 × 10-5

K=
kρg
μ

K : 수리전도도

k : 투수계수 (intrinsic permeability)

μ : 동력학적 점성도

ρ : 유체밀도

g : 중력가속도

암반의 가장 일반적인 투수인자는 암반체적의 크기와 이에 해당하는 수리전도도로 나타낸다.

수 십m 규모의 암반블럭의 수리전도도 값은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계측되나, 수리전도도

의 평균값은 암반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처분부지의 수리전도도는 조사공

에서 실시된 정압주입시험결과에 근거하였으며, 분포하는 지하수가 일반적인 음용수수질이므로

지하수의 밀도와 점성도에 따른 보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함수층의 수리전도도가 계측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면 이를 등방성 매질이라 하며 수리전도도가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 이방성 매질이라 한다. 이방성 매질에서의 지하수유동은 수리경사에 따르기보다는 높

은 수리전도도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퇴적암의 경우 층리에 따른 수리전도도 값

이 수직방향보다 크기 때문에 층리를 따라 유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방성 수리전도도의

비는 2:1에서 10:1이 전형적이나, 심한 경우는 100:1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처분부지의 모암은 주로 결정질암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학적 이방성은 분석하지 않았

다. 수리전도도 값은 결정질암반을 감안하여 기하평균값(geometric means)을 사용하여 표

5-1-3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5-1-3 심도별 수리전도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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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극률

공극률은 지하매질에 분포하는 공간과 틈의 양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목적에 따라 다르

게 산출된다.

․ 총 공극률 (Bulk porosity);

n=
Vv

Vs

Vv : 공간체적 (void space)

Vs : 총 체적 (Bulk volume)

․ 유동공극률 (Flow porosity);

n w=
Volume of flowing water
Total volume of r ockmass

=
Qto

πr 2L

L : 대수층 두께 (Thickness of the aquifer)

Q : 양수량 (Withdrawal rate)

to : 체재기간 (Residence time)

r : 양수정에서 거리 (Distance from pumping hole)

․ 단열공극률 (Fracture porosity);

n f=
e

D+e

D : 단열의 평균 단열간격 (Average fracture spacing)

e : 단열의 평균 유효폭 (Average effective width of fractures)

지하수유동해석에서 사용되는 유효공극률은 격리된 공간을 제외한 유동로를 형성하는 부분만

을 대표하며, 공극율과 유효공극률 차이는 공극구조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다. 유효공극률은 유

동공극률이나 단열공극률로 나타내기도 한다. 단열공극률은 암반체적과 단열대의 체적의 비로

표시되고, 연속적인 유동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수리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비 흡착

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처분시설부지의 공극률의 공학적 특성을 알기위하여 그림 5-1-5

와 같이 경주 방폐장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공극률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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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umber

심도
Gs

Atterberg Limits(%)
USCS e n(%)

(GL. -m) LL PI

1
1.0 2.685 40.4 12.3 SC 0.53163 34.7

2.0 2.692 26.5 13.9 SC 0.59224 37.2

2
1.0 2.773 NP - SM 0.768121 43.4

2.0 2.74 NP - SM 0.6439 39.2

3
1.0 2.669 NP - SM 0.501772 33.4

2.0 2.665 NP - SM 0.49036 32.9

4
1.0 2.651 NP - SM 0.429462 30.0

2.0 2.652 NP - SM 0.670956 40.2

5
1.0 2.743 NP - SM 0.320931 24.3

2.0 2.74 38 12.6 SC 0.35072 26.0

그림 5-1-5. 경주방폐장 적용지역 시료채취

표 5-1-4. 토질의 공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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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구 간 거리(m) 수위 차(m) 수리경사

북

부

Z31 creek 하천∼해안 533 18.7 0.035 하류 : 0.04

EW creek

KB15∼해안 1300 104.71 0.081

상류 : 0.09

하류 : 0.08

KB15∼KB3 422 36.43 0.086

KB15∼KB1 1000 73.99 0.073

KB3∼해안 877 68.28 0.079

KB1∼해안 277 30.72 0.11

북부 능선

KB14∼하천 255 26.0 0.102

동쪽 : 0.10

북쪽 : 0.15

남쪽 : 0.04

KB13∼DB1-1 528 62.25 0.18

KB13∼DB1-2 522 59.3 0.11

KB13∼하천 277 46.1 0.166

KB13∼DB1-3 344 25.11 0.073

DB1-3∼해안 277 34.65 0.125

KB13∼KB2 122 4.72 0.039

남

부

중부 능선

KB10∼KB1 355 29.04 0.082

북쪽 : 0.08

동쪽 : 0.12

KB10∼DB1-4 488 55.96 0.115

KB10∼DB1-5 133 10.91 0.082

DB1-5∼DB1-4 378 45.05 0.119

NW creek

(Z32)

KB16-2∼해안 1022 100.7 0.098

상류 : 0.13

하류 : 0.07

KB16-2∼DB2-4 366 54.95 0.15

KB16-2∼DB2-3 722 82.18 0.11

DB2-4∼DB2-3 377 27.23 0.072

DB2-4∼해안 655 45.75 0.070

DB2-3∼해안 56 18.52 0.331

남부 능선

DB1-7∼해안 544 83.69 0.154
북쪽 : 0.15

동쪽 : 0.15
DB1-7∼DB2-4 355 37.94 0.107

DB1-7∼ DB2-3 344 65.17 0.189

표 5-1-4와 같이 지표 1～2 m에 위치하는 토양층의 총 공극률(bulk porosity)은 0.2～0.4의

분포를 보이며, 시료위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평균값인 0.34로 산정하였다.

(라)수리경사

수리경사의 산출은 같은 유동로에서 계측되는 지하수위의 차이로 계산되어야 하나, 수리경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조사공으로 계측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수위와 지형적인 위치를 고려

하여 산정한하였다. 수리경사값과 지형도는 표 5-1-5과 그림 5-1-6에 나타내었다.

표 5-1-5. 조사지역의 수리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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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적용지역의 수리경사 산정을 위한 평면도

적용지역의 수리경사는 0.08에서 0.19의 범위를 보이며, 부지의 남측 산릉지역은 0.15이며, 북부

능선은 0.1～0.15, 중앙부의 능선지대는 0.08～0.12로 나타난다. 북부의 EW 저지대는 상류와 하

류구배가 대체적으로 일정한 0.08～0.09이며 남부의 Z32 저지대는 상류구배는 0.13, 하류는

0.07의 경사를 보인다. 이러한 수리경사는 유동로 길이가 아닌 직선거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리경사와 차이가 예상된다. 실제적인 수리경사는 지하매질의 수리전도도와 유동로

의 특성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염도가 높은 경우 밀도 차에 의한 지하수

유동력 증가가 발생하므로 수리경사와 밀도에 의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 지역에

서 해수침투는 해안가의 일부 공에서만 인지되고 있으므로 밀도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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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장치 제작 및 수리량 환산

지하수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용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할 수 있는 지하수 유

동 모사장치를 제작하였다. 실제 경주처분장의 길이 1 km 폭 200 m이며 설계에 적용된 단면

을 그림 5-2-1에 나타내었다.

그림 5-2-1. 적용구간 단면도

그림 5-2-1의 A-A'단면을 적용하여 지하수 유동 모사장치를 설계하였다. 적용구간에 대한

제원과 수리량 환산비를 표 5-2-1과 표 5-2-2에 왜곡도를 표 5-2-3에 나타내었다.

실험구간 평균폭 평균수심

1 km 200 m 200 m

표 5-2-1. 경주방폐장 site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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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량 환산비 환산식 축 척

수평길이 축척



 333

연직길이 축척



 400

면적비   133200

속도비  
 20

경사비    1.2

표 5-2-2. 수리량 환산비

원 형 모 형

길 이 1000 3

폭 200 0.5

수 심 200 0.6

왜곡도 1.2

표 5-2-3. 왜곡도

수리량 환산비와 왜곡도를 이용하여 산출할 지하수모형 장치의 폭을 0.5 m로 정하고 실제 부

지의 폭은 200 m를 적용함으로서 수평 길이 방향의 축척 은 1/333 이 된다. 따라서 적용부

지 구간의 길이가 1 km 이므로, 지하수 유동모사 장치의 길이는 3 m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실제 부지에서의 평균 깊이를 200 m까지 모사하고자 한다면 연직길이 방향의 축척

은 1/400 이므로, 지하수 유동모사 장치에서의 평균 수심은 0.6 m 가 된다. 수평길이 방향

축척 이 1/333이고 연직길이 방향 축척이 1/400이므로 왜곡도는 1.2가 된다.

왜곡도를 기초로하여 설계한 지하수 유동 모사장치는 지하수 유입부, 적용 부지를 모사 할 수

있는 중심부와 통과된 토양을 통해 배수되는 물을 받을 수 있는 저수조부분, 실제 경사를 모사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사조절장치 부분, 저수조에 담겨있는 물을 배수 시킬 수 있는 펌프로

구성되어있다. 지하수 유입부에는 흙의 붕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5-2-2와 같은 필터

를 설치하였으며, 중심부 끝단은 그림 5-2-3과 같이 원만한 배수를 위하여 균일한 크기의 구

멍을 사용한 필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하수 유동을 색소나 시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중앙

부의 양면은 유리로 제작되었으며 토압과 하중에 의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는 강철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설계 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하수 유동현상 규명 및 오염물질 모사를 위한

지하수 유동모형 장치의 전체적 모형은 그림 5-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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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지하수 유동 모사장치 유입부

그림 5-2-3. 지하수 유동 모사 장치 배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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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제작된 지하수 유동 모사 장치

적용구간의 지질조사와 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 모사장치를 제작하였고, 이를 기

초로 RI를 이용한 지하수의 유동을 산정하기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토질은 현

장에서 채취한 샘플과 유사한 공극률과 입도분포를 갖는 토질을 제작하여 그림 5-2-5와 같이

설치하였다.

그림 5-2-5. 적용구간 모사를 위한 흙채움

또한 실제 적용구간과 같은 단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림 5-2-6과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조사한 구간의 단면도와 유사하도록 비교하여 단면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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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구간의 실제 단면도

(b) 실험에 사용된 단면도

그림 5-2-6. 실측단면과 실험단면 비교

5-3. 동위원소 이용 지하수 수문특성 평가 실내실험

본 연구는 지하수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Tc-99m 이용한 지하수 추적자 실험을 2009년

9월 23일과 28일 2번에 걸쳐 실험했으며 실험에 사용한 Tc-99m의 농도는 각각 13m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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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Ci이다. 두 번의 실험에서 Tc-99m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 1/2“ gamma ray 검출기를 사

용하였으며 검출기의 위치 및 실험 조건은 그림 5-3-1과 그림 5-3-2와 같다.

그림 5-3-1. 추적자 실험을 위한 gamma ray 검출기 위치도 및 조건표

그림 5-3-2. 추적자 실험을 위한 Gamma ray 검출기 위치도 및 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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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점별로 injection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인 7번 지점에는 1개의 검출기를 설치하였고

이후 지점에는 2개의 Line에 3개씩 총 7개 지점에서 관측값을 계측하였다. 실제 설치한 검출기

를 그림 5-3-3에 나타내었다.

그림 5-3-3 gamma ray 검출기 설치모습

관측값의 계측 시간은 동위원소의 최대농도가 통과한 후 기저농도까지 감소될 때까지 측정하

였으며 실험시 동위원소의 주입은 그림 5-3-4와 같이 순간주입장치를 이용하여 순간 방출하였

다.

그림 5-3-4. 순간주입장치를 이용한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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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위원소 이용 지하수 실험결과 분석

지하수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자 실험을 실시한 관측값을 그림

5-4-1에 나타내었다. 관측결과 injction 이후 추적자가 7번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이후 최고CPS(Count Per Second)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6시간으로 약

32,000cps이다. 이후 5번 지점에 도달한 시간은 22시간 36분이며 약 450,000cps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끝 지점의 중심에 위치한 2번 지점에 도달한 시간은 41시간으로 약 460,000cps가

측정되었다. 이는 지점 7번에서 지점 5번 까지 흐르는데 6 시간이 걸렸으나 지점 5번에서 2번

까지 추적자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9시간으로 지하수의 유속이 너무 작아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측값은 지점 5번을 통과하면서 낮아지던 단면의 높이가

지점2번에서 단면의 높이가 높아져 추적자의 관측값이 정체되어 흐르는 현상을 보임으로서 지

점 2번의 관측값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5-4-1. 9월 23일에 수행된 Tc-99m 농도 계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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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에 나타난 관측값을 분석결과 유속의 흐름이 너무 작아 추적자가 정체되는 현상

을 보이고 있어 2009년 9월 28일 유량을 조절하여 유속의 흐름을 조절하고 동일 조건에서 추

적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그림 5-4-2과 같이 유속의 흐름이 빨라져 지점 7번에 추

적자가 최대값에 도달된 시간은 5시간 이며, 지점 7번에서 지점 5번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

간은 약 5시간 30분이다. 또한 단면의 높이와 작은 유속으로 정체현상을 보였던 지점 5번～

지점 2번의 관측값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정체현상이 없어져 지점 2번에 추적자가 도달한

도달시간은 6시간이 소요되었다. 관측값 역시 지점 7번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지점 5번

지점 2번 순이다. 또한 지점 7번을 통과하면서 추적자가 확산되어 지점 4번과 지점 6번에서

도 작은 관측값을 보이고 있다. 실험 결과 지하수의 흐름이 유속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번 실험에서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시간으로 유속이 변화하는 실제 지하수의 거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4-2. 9월 28일에 수행된 Tc-99m 농도 계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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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ModelCARE 참가 모델간 비교 평가

지하수 모델링은 현장 또는 실제 상황의 지하수 유동, 수문 및 오염물질의 거동특성 등을 이

론적 모델을 이용하여 재현, 분석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대수층

구조와 지하수 유동현상을 가능한 여러 가지 수학적 수식으로 단순화시켜 묘사하고 이를 컴퓨

터 프로그램화 한 것으로서 대수층의 경계조건, 수리상수, 지하수 유출입 조건 등을 코드로 입

력하여 대수층의 반응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컴퓨터 분야의 기술 발전, 고급언어 개발

과 그래픽 기능 같은 후처리 기법도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지하수 모델링 분석결과의 신뢰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델링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기관의 기술자에 의해 개발되었고, 각기

현장의 특수 여건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석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 모

델링 시스템들의 보정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첨단방법론과 기술을 소개하고, 선진 사례 연

구를 통하여 현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앞으로 나아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해 1990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국제적인 모임이 ICGW(International Commission for

Groundwater)에 의해 조직화된 ModelCARE(Conference on Calibration and Reliability in

Groundwater Modelling)이다. ICGW의 목표는 크게 “Advance the science of groundwater

hydrology”와 “ Bridge the gap between science and practice”로 이를 바탕으로 ModelCARE

는 각각의 모임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적절한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ModelCARE는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지하수 모델의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

을 증명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 모인 국제 모임이다. 식수의 근원이기도 한 지하

수의 모델링은 어려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지하수 모델

에 의해 예측․예상된 모의실험의 utility는 종종 모델 결과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측정하기 위

해서다. 모델 예측의 불확실성은 주로 모델 formulation과 관련되는 수많은 오류에서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ModelCARE는 지하수 모델링에서 교정과 불확실성 평가의 적절한

방법론과 기술의 최신 기술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국제적 포럼이며, 그리고 향후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한다. 컨퍼런스는 발전된 이론과 진보적인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3-27].

가. 지하수 및 오염물 거동 모델링

지하수의 흐름상태나 지하수 내의 오염물질의 거동현상을 재현, 분석 그리고 예측하는 지하

수 모델링은 대수층 내의 시공간적인 수리수두의 변화나 오염물질의 농도분포와 같은 미지수

의 변수를 예측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현재 3차원 지하수 유동 모델로는 GMS, MODFLOW,

FEFOLW 등과 같이 여러 모델이 있으며, 이 모델들의 개념적, 수학적인 표현방식, 차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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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 기본인자와 수학적인 처리방식 등에 따라 분류된다. 지하수 수치 모델에 관한 연구

로서 Hubbert(1940)[3-28]가 지하수 유동이론을 모델적으로 해석한 것이 시초이며, Freeze와

Witherspoon(1966)[3-29]은 수학적 모델에 의한 3차원적, 비균질적, 이방성 유역에 있어서의 정

상 지하수 흐름에 대해 설명하였다. Pinder와 Bredehoeft(1970)[3-30]는 유한차분 모델을 이용

하여 빙하퇴적물로 이루어진 대수층을 해석하였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Galerkin 유한

요소 모형을 사용하여 대수층을 해석하였다. Kuiper와 Fisher(1975)[3-31], Gupta 등

(1984)[3-32]은 이질층들로 구성된 지하수체제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모델을 개발

하였으며 정상류에서 3차원 모델의 응용성을 개선시켰다. 이후에 Narasimhan과

Witherspoon(1976)[3-33]은 3차원 지하수 흐름체계에 대한 유한차분방정식의 적용을 발전시켰

고, Wang과 Anderson(1982)[3-34]도 유한차분 및 유한요소법에 의한 지하수 모델링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5-5-1은 지하수 모델링의 Flow chart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

적인 관심과 연구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지하수 유동 해석 모델 중

ModelCARE 2009에 참석한 모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5-1. 지하수 모델링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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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FLOW

USGS(미국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McDonald와 Harbough에 1983

년에 개발된 MODFLOW(A Modular Three-Dimensional Finite-Difference Groundwater

Flow Model)는 주 프로그램과 서로 독립적인 많은 수의 모듈들이 모여 만들어져 있다[3-35].

1983년에 개발된 이후 1988년 최종적으로 문서화되었고, 그 후 여러 사람들이 수직차수벽, 하천,

BCF2, 저투수성 세립 협재 지층의 저유 및 PCG2와 같은 여러 종류의 패키지가 새로이 개발되

어 개선되었으며 현재 가장 범용되는 프로그램이며, 새로운 버전(MODFLOW-2005, Visual

MODFLOW 등)으로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 MODFLOW는 다공질포화매체 내에서 지하수 유동

을 모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개발되었다.

- 모의영역은 포화대이며 대수층은 다공질 매질로 변형되지 않는다.

- 유체는 비압축적이다.

- 시스템은 등온 조건 상태이다.

따라서 밀도류해석과 DNAPL에 의해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다상유동체, 불연속이 큰 파쇄매

체 및 이방성의 방향성이 일정치 않는 지하수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MODFLOW는 Darcy`s 법칙에 근거한 충적층이나 퇴적암류 대수층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개발

되었고, 모델 구축시 선구조도,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등을 이용하여 제반 대수층 상수를 입

력할 수 있는 CAD 또는 GIS 프로그램들과 같은 연계 프로그램들이 다수 개발되어 지형도 상

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며 대수층 경계조건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토양으로 유입된 강

우는 공극을 통해서 거동하며 이러한 거동을 지배하는 일반 이론은 Darcy 법칙이며, 다공질포

화매체 내에서 밀도가 일정한 지하수의 3차원 흐름지배식은 다음과 같다.



 

 
 

 
 

 ± 


(5-5-1)

여기서 Kx, Ky 및 Kz는 직교좌표계의 주축과 수리전도도의 주 텐서 방향이 동일한 경우에 x,

y, z 방향에서 수리전도도(LT-1), h는 지하수의 수두(L), t는 시간(T), W는 대수층의 단위체적

당 유동량(LT-1), Ss는 대수층의 비저류계수(L-1)이다. 식(1)은 비균질, 이방성 매질에서 비평형

조건 하에서의 지하수 유동방정식으로, 포화대수층의 경계에서의 유동, 수두 및 초기수두 조건

과 함께 지하수 유동체계를 나타낸다. 또한 시간에 따라 수두분포가 변하는 지하수흐름의 특성

을 나타내며, 포화 대수층내에 초기에 저류되어 있던 지하수량과 유동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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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유동 방향과 유동율도 계산할 수 있다. 수리전도도가 등방성 및 균질성으로 가정

되면 지하수 유동 방정식은 식 (5-5-2)와 같다.




 



 



 




 






(5-5-2)

아주 간단한 지하수유동계가 아니더라도 식 (5-5-1)의 해석적인 해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다수의 수치방법은 근사해법을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법으

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 유한차분으로서 식 (5-5-1)으로 표현되는 연속계를 시공간의 관점에

서 유한개의 이산된 점으로 변환시킨 후 이들 각 지점에서 수두값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해 낸

항으로 편미분 도함수를 처리한다. 이러한 연산방법은 해당 계를 동시적인 선형 대수차분식으

로 변환시킨 후 특정지점과 시간의 수두값을 계산한다. 유한차분형식의 지하수유동지배식은 연

속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즉 1개 셀 내로 유입․유출되는 양은 셀 내에 저유되어

있던 초기 지하수의 변화량과 동일하다. 만일 지하수의 밀도가 일정한 경우에 1개 셀을 통해

유입․출입되는 지하수 유동량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식 (5-5-3)과 같다.

  


 (5-5-3)

윗 식에서 : 셀을 통한 유동률(L
3T-1), : 유한차분식에서 비저유계수(L-1),  : 셀의 체

적(L3),  : 시간간격의 길이가 인 동안의 수두변화(L-1)이다.

MODFLOW 프로그램은 주프로그램과 모듈이라고 부르는 독립된 부속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5-2는 전반적인 MODFLOW의 전반적인 골격 진행 절차를 나타내는 flowchart이

다. MODFLOW의 입력구조는 unit number라고 하는 포트란어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unit수는 입력자료를 읽거나 출력자료를 쓰는 파일을 지정해 준다. 입력 목적상 프로그램은 주

선택 사항이 있다. 주선택 사항이란 사용자가 요구할 때만 이용되는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으로

서 일반적으로 이들은 개개 패키지에 해당된다. 입력자료를 구성할 때의 제일 첫 단계 중의 하

나는 어떤 선택사항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다. 이는 basic 패키지의 절차단계 정의

에서 읽어 들이는 IUNIT 배열을 사용해서 옵션을 지정한다. 출력구조는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프린트할 정보의 양, 형태, 빈도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basic 패키지 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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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의 주옵션으로 modeler가 지시한 출력할 자료의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지지사항을

수행한다. Modeler는 출력조절옵션에 따른 입력자료를 일을 파일의 unit number를 지정해 주

어야한다. MODFLOW의 이용분야로는 우선 물관리 및 이수분야로 우물 상호간의 간섭현상을

규명하거나, 최적지하수 관리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댐의 누수나 사면배수, 개착시 굴토공사

의 배수등을 예측할 때 이용하는 지반공학 분야, 오염지하수의 정화시스템 설계 등에 이용하는

환경오염 및 정화설계 분야가 있는데, 표 5-5-1과 같다.

표 5-5-1. MODFLOW의 이용 분야

분야 내용

물관리 및

이수분야

〮〮▸우물 상호간의 간섭현상 규명

▸우물장의 설계

▸강변여과수 개발시 인근 지표수체와 지하수체에서 물수지와 수위

변화 예측

환경오염 및

정화설계 분야

▸지하수의 이동시간

▸취수정보호지역 규명과 포획구간 분석

▸오염지하수의 정화시스템설계 및 대안, 매립지의 침출수 거동과 정화설계,

유류에 의해 오염된 지하수 환경의 정화방안, 자연저감에 의한 정화방법

▸지하수관측계획 수립

▸각종 오염저감시스템 설계/분석

-오염지하수 채수/처리(pump and treatment)법

-동역학적인 제어(hydrodynamic control)

-생물학적인 정화(biological remediation)

▸환경영향평가 등

지반공학 분야

▸Dam의 누수와 침윤선 분석

▸사면의 안정과 배수

▸굴토공사의 배수

▸터널의 유입수와 압력변화

▸지하수배수시의 지반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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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MODFLOW의 흐름도.

(2) MT3D

MT3D(A Modular 3-Dimensional Transport Model)는 MODFLOW와 유사한 모듈식으로,

1990년 Chunmaio Zheng에 의해 고안되고 개발되었다. MT3D는 복잡한 수리지질학적 구조에

서의 용질이동에 대해 널리 이용되는 3차원 유한차분 수리모형이다[3-36]. 정류(stead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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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와 부정류(transient flow), 이방성의 분산(anisotropic dispersion), 일차 감쇄(first-order

decay), 용질간의 화학반응, 선형과 비선형의 흡착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송에 의한 용질 이

동을 모의할 수 있다. 초기에는 입자추적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Eulerian방식에 의해 효과적이

고 빠르게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계산과정에서 상당한 수치적 분산이 발생하여 후에 입자

추적방식을 적용하였다. MT3D의 입력구조는 모사에 필요한 많은 파일로부터 입력자료를 모

아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논리적인 TRNOP(Turn on and off Option) 배열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림 5-5-3에 나타내었다.

그림 5-5-3. TRNOP 배열.

지하수내의 각종 오염물질의 3차원 거동을 모사한 MT3D 모델의 지배방정식은 식(5-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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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여기서 
  



는 화학 반응항 (ML-3T-1)으로 식 (5-5-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5-5)







 








(5-5-6)

식 (5-5-5)와 식 (5-5-6)을 식 (5-5-4)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5-7)

여기서,  : 지연계수 (retardation factor),  : 지하수 내에 용해되어 있는 오염 물질의 농도

(ML-3),  : 경과시간(T),  : 해당 좌표의 거리 (L), : 수리 분산계수(L
2T-1), : 평균 선

형 유속(LT-1),  : 대수층의 단위 체적당 유량 (T-1),  : 다공질 매체의 건조단위중량

(ML-3),  : 다공질 매체에 흡착된 오염물질 농도 (MM-1),  : 제 1차 반응률의 반응계수

(T-1)이다.

식 (5-5-7)은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유속과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는 이류항 농

도차 등에 의한 거동을 나타내는 분산항, 우물, 배수로, 강 및 하천과 함양, 증발산을 나타내는

공급 배출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반응이 포함된다. 위의 지배방정식에서의  


은

이류를 의미하며, 오염물질의 거동에서 이류가 지배적이긴 하나, 확산현상에 의해 또는 이류현

상에 의해 지배되는지는 무차원 Peclet수 를 이용한다.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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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지하수 선형유속의 절대치 (LT-1),  : 특성길이로 격자 간격과 동일,  : 분산계

수 (L2T-1)이다.  

   

 은 지하수 내에 유입된 오염물질이 이류에 의해 흐를 것이라고 예

상되는 이동경로를 이탈하여 오염물질이 퍼져나가는 것을 뜻하는 분산을 의미하며, 


은 유

입과 유출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하수내 각종 오염물질의 3차원 거동을 모사한 작업과정을 그

림 5-5-4에 나타내었다.

그림 5-5-4. 오염물질거동 모사의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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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REEQC

PHREEQC는 물의 화학 반응을 포함하여, 폭 넓게 다양한 지구화학적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C언어 프로그램으로 Fortran 프로그램인 PHREEQE(Parkhurst and others, 1999)[3-37]

를 근본으로 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써, 전반적인 PHREEQC의 Flow Chart는 그림 5-5-5에

표시하였다. PHREEQE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구화학적 반응을 모델링 할 수 있다.

◦ Mixing of waters

◦ Addition of net irreversible reactions to solution

◦ Dissolving and precipitating phases to achieve equilibrium with the aqueous phase

◦ Effects of changing temperature

PHREEQC는 속도방정식을 가진 운동학적 반작용을 모델링 기능과 ion-association aqueous 모

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종 형성과 포화 지수 계산

◦ 특정불역반응, 용액의혼합, 광물및기체평형, 표면화합물화(surface-complexation) 반응그리고이온

교환반응을포함하는반응-경로및이류-수송(advective-transport) 계산

◦ 특정 성분 불확실도 내에서 여러 물 사이의 성분차이를 설명하는 광물 및 기체 몰 전달의 집

합을 찾는 역 모형화

또한 시간의 경과에 반응속도를 통합하고, 변환된 미네랄 화합물의 몰을 결정하기 위해

Runge-Kutta algorithm을 사용한다. Transition state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 반응속도

는 미네랄과 수용액 사이의 모델링하는데 사용된다.

  

 

 


(5-5-9)

식 (5-5-9)에서 반응속도상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5-5-10)

여기서,  : 전체 반응속도,  : 반응속도상수,  : 포화도, : 초기표면적,  : 용액 부피,

: 초기 몰,  : 일정시간 경과에 따른 몰,  : 선 지수 인자,  : 활성에너지,  : 기체

상수,  : 절대 온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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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ST 와 UCODE

PEST(Parameters Estimation Procedure) 와 UCODE(Universal inverse CODE)는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변화 해석에 관계된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하여 실측된 지하수 수위, 유속,

농도 등을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모형방법으로써,

Flow chart는 그림 5-5-6에 나타내었다. PEST는 비선형 파라미터를 추정 패키지로 어떤 파라

미터를 포함하는 문제를 위한 예측 분석을 실행 할 수 있다. 두 모델은 많은 특징과 가능성을

공통으로 가지는 이유로, PEST의 프로그래머인 John Doherty(1994)[3-38]는 JUPITER API의

소속이며, UCODE-2005의 개발 연구원이다. PEST는 비선형추정이론 패키지와는 차이가 있으

며, PEST는 모델의 “take control”을 할 수 있고, 선택된 모델은 출력 및 필드 또는 실험실 측

정의 집합 사이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전까지 매개 변수를 조정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최소 제곱법에 가중치를 두어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다. PEST의 Input file과 지배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5-5-11)

UCODE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비선형 회귀(nonlinear

regression)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둔 최소 제곱법 목적 함수를 극소화하는 매개변수 값을 산출

해서 추정이론(parameter-estimation; estimation theory)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극소화는

Gauss–Newton method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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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PHREEQC의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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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6. PEST 및 UCODE의 Flow Chart.

(5) GW-CHART

GW-CHART는 지하수 관련하여 전문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써,

MODFLOW, ZONEBDGT, MOC3D, SUTRA와 MT3D로부터 출력 파일을 읽기 위한 단순 프

로그램인 Budgeteer와 Hydrograph Extractor의 결과를 표시하고, 쉽게 스프레드시트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반입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과 추가적 새로운 특징이 추가되어

있다.

(6) MNA

MNA(Monitored Natural Attenuation)는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를 통한 토양 및 지하수

의 오염물 제거 과정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다. 그 과정은 호기성 및 혐기성내 오염물질을 분

해, 분산, 휘발, 흡착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5-5-7은 MNA 프로그램에 필요한 data quality

objectives의 설립 과정으로 7단계로 나뉘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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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7. Data quality의 설립과정.

(7) OPR-PPR

OPR-PPR은 지하수 유동 예측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Observation-Prediction (OPR)과 Parameter-Prediction (PPR)의 통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다. OPR-PPR는 UCODE-2005 교정과 예측 시뮬레이션에 의해 출력된 여러 입력파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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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설계된다. UCODE-2005 출력 데이터가 OPR-PPR에 사용할 수 있게 용이하여,

OPR-PPR에 교정과 예측이 필요한 입력 데이터들은 그림 5-5-8에 예를 들어 나타내었으며,

UCODE-2005를 이용하였다.

그림 5-5-8. OPR-PPR의 Input file의 예.

OPR-PPR 통계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예측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한 linear statistical

inference equation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은 OPR과 PPR의 지배 방정식이다.

    ′ ± ′  ×  (5-5-12)

   ′ ′ ×  (5-5-13)

′   





  


(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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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5-5-16)







 













(5-5-17)

여기서, 
′ : 시뮬레이션 예측, ′의 표준편차이며,


 : 각 모델의 파라미터와 함께 예측

감도를 포함하는 행렬,

 : NPAR에 의한 NPAR(number of defined parameters)차원으로, 정

방대칭형 파라미터 variance-covariance matrix, : 모델 눈금 측정으로부터 계산되는 오차분

산,

 : V는 동등하게 관측 및 사전확률로 시뮬레이션된 민감도 행렬,


 : NOBS(number

of observations)에 의한 NPAR차원의 모든 한정된 모델 파라미터에 관하여 관측 시뮬레이션

된 민감도 행렬,

 : NPRIOR(number of prior information items) 에 의한 차원 NPAR로

모든 정의된 매개 변수에 관하여 사전확률의 민감도 행렬,

 : 교정에 사용된 관측과 사전확

률의 가중치 행렬,

 교정에 사용된 관측의 가중치 행렬,


 : 사전확률의 가중치 행렬, 

: 전치행렬을 나타낸다.

(8) Model Viewer

Model Viewer는 3차원 지하수 모델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USGS(미국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개발되었다(Paul Hsieh, Richard Winston). 그림 5-5-9

는 Solid 및 isosurfaces set의 scalar data는 스펙트럼 범위 내에서 빨강에서 파랑색 스펙트럼

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나타낸다. 또한 그림 5-5-10은 유적선(pathlines)을 stream 또는 well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모델과 같이 cell 및 node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5-5-11에서 Model

Viewer는 복합적 3차원적 모델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한 우수한 방법이고, 사용자가 많은 원근

법으로부터 모델 보기를 회전시키고 고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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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9. Model Viewer의 scalar data 표시.

그림 5-5-10. Model Viewer의 유적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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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1. Model Viewer.

(9) PHT3D

PHT3D는 MODFLOW와 MT3D를 기반으로 하고 PHREEQC-2의 일반적 성질을 통하여

PHT3D는 수성 복합, 무기물 침전․용해와 이온 교환을 포함하여, 평형과 활동적 반응 처리의

폭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다. PHT3D는 다중성분 NAPL-phase로부터 간기 물질 이동, 다중성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 3차원적 이류-분산 흐름, 생분해 모듈 그리고 지구화학 평형 모듈을

통해 연결한다. 이류-분산 흐름은 각각 유기 화합물을 위해 개별적으로 실행된다. 적절한 지배

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다.






 

 







 (5-5-18)

여기서,  : 

성분의 전체 물의 성분 농도, 


: source나 sink flux의 농도,  : 방향의

간극속도, : 수리 분산계수, : fluid source와 sink를 나타내는 대수층의 단위부피당 체적

의 유동율, : 지하 매체의 공극률, : 화학반응에 의한 source와 sink의 비율이다.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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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에서  : 

물의 성분의 몰농도,  : 물의 성분과 복합되어 있는 용해된 종류의 수,



: 복합 종류의 물 성분의 화학량론 계수, : 


복합 종류의 몰농도이다.

기존 MT3DMS model input dada-file의 format은 수정이 따로 필요치 않다. 다음과 같이

PHT3D에서 변경되지 않은 MT3DMS 패키지에 대한 데이터 또한 입력파일에서 읽을 수 있으

며, PHT3D 시뮬레이션의 data에 사용되는 단위는 그림 5-5-12와 같다.

그림 5-5-12. PHT3D 시뮬레이션의 data input에 사용되는 단위.

그림 5-5-13에서 알 수 있듯이, PHT3D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에 결과를 포함한

PHT3DMCOMP, UCN, UCN-file, PHT3D001.UCN...이다.

그림 5-5-13. PHT3D의 Flow Chart.



- 107 -

(10) CFEST

지하수 흐름은 보통 토양 유체의 균형 방정식의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5-5-20)

여기에서,   공극률[dim],   수면 포화율 [dim],   유체 밀도 [M/L3],   평균유속

[L/T],   유량 [M/L3․T] 이다. 식 (5-5-20)의 왼쪽 항 조건은 유체가 있는 토양의 빈 공간

안에서의 최종시간 변화에 나타난다.




 


 





 





(5-5-21)

식 (5-5-21)의 오른쪽 항의 첫 번째 조건은 유체 밀도의 의존성과 압력에 의한 공극변화에 의

해 표현된다. Storativity는 다음에 의해 정리된다.

≡ 




    (5-5-22)

여기에서, α = 토양의 압축성 [M/L․T2]-1 β = 유체의 압축성 [M/L․T2]-1 이다.

식 (5-5-22)의 오른쪽 항의 두 번째 조건은 유체에서 이온 농도를 용해한 밀도에 관해 나타내

고 세 번째 조건은 유체온도에 의한 밀도에 대해 나타낸다. 식 (5-5-20)의 유속은 일반적으로

토양에 관한 Darcy's의 법칙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  (5-5-23)

여기에서,   토양의 투수계수 [L2],   중력가속도 [L/T2],  점성도 [M/L․T],   압

력 [M/L․T2] 이다. 식 (5-5-20)을 치환한 식 (5-5-21), (5-5-22)과 식 (5-5-23)을 산출한 밀

도의존 흐름에 관한 편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나태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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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24)

식 (5-5-24)에 근거한 Bear(1972)의 6개 가정은 다음과 같다[3-39].

1) 고상 혼합물은 유체로부터 관련된 동질성, 비변형성과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는다;

2) 유체는 단상과 뉴턴의 발견;

3) 유체는 2차원 시스템의 분자 확산률 Dd;

4) 흐름은 층류 안에서;

5) 유체의 종 사이에서 무화학반응이 발생하고;

6) 유체에서는 잠재력과 지하수가 존재한다.

비 흡착에 관한 질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5-5-25)

여기에서, C = 용질의 농도 [Ms/M], Dm = 분자확산계수 [L2/T], I = 동일계수, D = 분산계수

[L2/T], c* = 흐름해석에 의한 용질의 농도 [Ms/M] 이다.

나. ModelCARE 모델과 비교 평가

ModelCARE 참가 모델중 미국에서 개발된 CFEST모델의 산정 결과를 GMS 시스템내 포함

된 MODFLOW 및 MT3D를 이용하여 동일 시나리오에서 모사하였다. 상호 비교를 위한 부지

로 미국의 Hanford 처분장의 618-11 폐기물 매립장을 선정하였다. 618-11폐기물 처분장은

1962～1967년 까지 약 5년 동안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이후 1972년 Pacific Northwest

Laboratory에서 이 지역의 지질조사를 위해 core를 채취한 결과 깊이 8.8m, 9.4m에서 소량의

방사성 핵종이 관측되었다. 이후 처분장 주변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여러 지역에 시추공

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였고 기존에 매립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H3, Uranium 및 Cs-137

등의 농도가 관측정에서 관측됨에 따라 주변 지하매질을 통한 방사성폐기물의 거동 특성 평가

가 CFEST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동일 조건에서 모델간 비교 평가를 위해 618-11 매립

장으로부터 누출된 방사성폐기물 중 H3의 장기 거동 영향을 선정하였다. Hanford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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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1 처분 매립장의 위치 및 시추공 위치도를 그림 5-5-14에 나타내었으며, 처분 매립장 주

변의 지형도는 그림 5-5-15에 나타내었다. 618-11 매립장에서 시추공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유출된 H3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립장에서 콜롬비아 강이 위치한 동

쪽 방향으로 지하매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이 조사되었다. 618-11 매립장 주변의 지질은 상부

에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층이, 하부에 점토질 성분이 있고 평균해수면에서 상부 40 m 위치에

서는 모래성분이 함유된 실트질 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5-5-14. Groundwater well l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618-11 burial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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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5. Digital terrain map of the hanford site and surrounding area.

618-11 매립장에서 시추공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유출된 트리튬이 시간

에 따라 매립장에서 콜롬비아 강이 위치한 동쪽 방향으로 지하매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5-16은 1979년과 1981년의 매립장의 주변의 트리튬 농도분포 변화도이

다.

그림 5-5-16. Hanford site 1979, 1981년 트리튬 농도분포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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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1 매립장 주변의 지질은 상부에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층이, 하부에 점토질 성분이 있고

평균해수면 상부 40 m 위치에서는 모래성분이 함유된 실트질 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681-11

매립장 주변 지질도를 그림 5-5-17과 그림 5-5-18에 나타내었다.

그림 5-5-17. West-to-East cross section through the model showing hydrogeologic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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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m/d) Ky(m/d) Kz(m/d) Porosity AL(m) AT(m) Dm(m2/d)

Unit 1 363.0 363.0 36.3 0.25 7.0 1.40 1.73E-4

Unit 2 1.0E-4 1.0E-4 1.0E-5 0.15 7.0 1.40 1.73E-4

Unit 3 297.0 297.0 29.7 0.30 7.0 1.40 1.73E-4

Unit 4 5.0E-4 5.0E-4 5.0E-5 0.40 7.0 1.40 1.73E-4

Unit 5 10.6 10.6 1.06 0.20 4.5 0.70 1.73E-4

Unit 6 1.0E-2 1.0E-2 1.0E-3 0.40 4.5 0.70 1.73E-4

Unit 7 1.0 1.0 0.1 0.15 4.5 0.70 1.73E-4

Unit 8 1.0E-5 1.0E-5 1.0E-6 0.15 4.5 0.70 1.73E-4

Unit 9 1.0 1.0 0.1 0.15 4.5 0.70 1.73E-4

표 5-5-2 . Flow and transport properties for hydrostratigraphic units that make

up the local scale model

그림 5-5-18. North-to-South cross section through the model showing hydrogeologic units.

Hanford site의 618-11 매립장 주변 지하 매질내 트리튬 거동 상호비교를 위하여 동서방향으

로 8 km, 남북방향으로 7 km 의 영역을 계산영역으로 선정하여 ∆x=72 m, ∆y=88 m 로 분할

하여 110 X 80개의 수평 격자망을 형성하였고, 수직방향으로는 평군 해수면위의 3개의 수직층

을 고려하였다. 계산에 이용된 수리 변수 값은 표 5-5-2와 같다. x, y 방향의 계산영역은 그림

5-5-19에 나타내었고, 계산영역의 등고선과 초기 지하수위도를 그림 5-5-20과 그림 5-5-21에

나타내었다. 지하수 유동모델운영을 위한 경계조건은 남북방향에서는 불투수성 조건, 동서 방

향에서는 수두 값을 입력하였다. 618-11 매립장에서 트리튬 농도는 2.0e7 pci를 선원항으로 입

력하여 30년간 계산을 수행하여 CPEST 모델과 본 연구에서 이용한 GMS 모델계산결과를 상

호 비교하여 그림 5-5-22에서 그림 5-5-27에 나타내었다. 2001년에 618-11 처분 매립장 주변

에서 산정된 H3의 농도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CFEST 결과가 GMS 결과보다 약간 북쪽방향

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3-40]에서 CFEST모델

을 이용한 평가에서는 618-11 매립장 주변의 영역을 좀더 세분화한 nested grid 수치기법을 사

용하여 매립장 가까운 곳의 지하수 유동 체계를 분석하여 이 근방에서 북동방향의 흐름이 산

정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H3 농도는 동쪽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2001년부터

2027년 까지의 CFEST결과와 본 연구에서 이용한 GMS의 결과는 서로 유사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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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9. 618-11 Burial ground model grid.

그림 5-5-20. 618-11 Burial ground contou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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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1. Calculated hydraulic head.

그림 5-5-22.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2001.



- 115 -

그림 5-5-23.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2007.

그림 5-5-24.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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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5.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GMS model 2001.

그림 5-5-26.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GMS mode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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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7.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GMS model 2027.

제 6절 산업공정 오염 방출원 역탐색 기술

산업시설이 위치한 주변의 하천 환경에서는 환경학적 안전성 측면에서 주변 하천 환경내 일

부 지점에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자료의 모니터링 중 관측

지점에서 정상 범위보다 높은 오염물의 농도 값이 관측되었다면 주변 산업시설에서 허용치 이

상의 과다한 오염물이 주변 하천으로 방출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오염물

이 주변 산업시설의 어느 시설과 어느 위치로부터 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환경 안전성 측면

과 오염물 규제 및 하천의 방재 복구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염 방출원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은 하천 수자원 보호 및 오염원 총량 평가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6-1. 궤적모델

산업공정 주변의 수문 환경내에서 오염 방출원을 추적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하천 흐름을

모사하는 유동장 자료를 근간으로 한 궤적 모델(trajectory model)을 이용하는데, 궤적 모델은

오염물을 한 개의 단일 입자의 움직임으로 가정하고 유동장을 이용하여 입자의 궤적을 추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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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입자의 궤적을 추적하는 궤적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1-1)

윗 식에서 X는 위치 벡터, t는 시간, V는 유속 벡터이다. 식(6-1-1)을 시간 t=to 및 t1=to +Δt에

대해 Taylor 급수전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6-1-2)

식 (6-1-1)을 시간 to=t1-Δt 에 대해 Taylor 급수전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3-41].

     


  






   (6-1-3)

식 (6-1-2)와 식 (6-1-3)을 더하면 임의 시간 t1 및 t0에 대한 궤적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는 식 (6-1-1)에 대한 constant acceleration solution으로 다음과 같다.

 ≈  


    (6-1-4)

식 (6-1-4)에서 t=t1에 대한 입자의 궤적을 구하면 전진방향의 입자 궤적을 추정하는 것이고,

t=t0에 대한 입자의 궤적은 후진방향 (역방향)의 궤적을 추정하는 식이 된다. 식 (6-1-4)에서

V(t1)에 대한 값은 미지이므로 임의 시간에서의 입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복계산에 의해 그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   

  ≈  

     

·
·

  ≈  

     

(6-1-5)



- 119 -

위에서 제시한 궤적 모델에 의해 하천의 임의 지점에서 관측한 오염물의 농도 자료로부터 방

출원을 추적하기 위해 2007년 6월에 금강 상류부와 2008년 7월 대종천에서 수행한 동위원소

현장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7년 6월 25일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의 금강 상류 부근에서 수

행한 하천 현장실험과 2008년 7월 16일 대종천에서 수행한 하천 현장 실험의 측선 위치를 그

림 6-1-1과 그림 6-1-2에 나타내었다.

그림 6-1-1. 금강실험 방출점 및 측선위치. 그림 6-1-2. 대종천실험 방출점 및 측선위치.

하천 현장실험을 모사하고, 하천 흐름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RMA2의 CFD 모델을 이용하였다.

금강의 경우 하천수리 CFD모델인 RMA2에 의해 계산된 흐름특성 값들을 기본 입력자료로 하

여 측선 1 및 측선 2 및 측선 3의 중심점에서 오염물이 관측되었다고 가정하고 방출원 위치를

궤적 모델에 의해 추정하였다. 궤적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중요한 입력자료중 하나인 오염물

관측 지점은 X, Y 좌표로 우리나라 수치지도에서 이용하는 TM(Transverse Mercator)좌표 값

을 이용하였다. 금강 실험의 측선 1, 측선 2 및 측선 3과 하천 실험에서 동위원소를 방출한 방

출점의 좌표 값을 표 6-1-1에 나타내었다. 궤적모델의 계산은 동위원소를 방출한 2007년 6월

25일 오후 5시 10분부터 동위원소가 측선 3을 통과한 오후 5시 30분까지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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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 1 중심 측선 2 중심 측선 3 중심
동위원소

방출점

X 좌표 255388.01 255281.85 254961.42 255456.67

Y 좌표 280501.17 280599.50 280820.54 280430.05

표 6-1-1. 금강 실험시 각 측선의 중심점 및 동위원소 방출점의 TM 좌표 값

산업공정 방출원 위치를 추적하는 궤적모델에 의해 측선 1, 측선 2 및 측선 3의 관측 중심점에

서 방출원을 역으로 추적한 계산 결과를 그림 6-1-3에서 그림 6-1-5에 나타내었다.

그림 6-1-3. 측선 1의 중심에서 추적한 그림 6-1-4. 측선 2의 중심에서 추적한

동위원소 방출점 위치. 동위원소 방출점 위치.

그림 6-1-5. 측선 3의 중심에서 추적한 동위원소 방출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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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위원소

방출점

측선 1 중심으로

부터 계산한 방출점

측선 2 중심으로

부터 계산한 방출점

측선 3 중심으로

부터 계산한 방출점

X 255456.67 255455.72 255454.75 255450.44

Y 280430.05 280429.19 280428.97 280430.05

Error

(오차:

meter)

0.0 1.25 2.18 6.7

Expt-1 실험 (오전) Expt-2실험 (오후)

측선 1 중심 측선 2 중심 측선 1 중심 측선 2 중심

X 좌표 242224.2 242336.0 241902.6 242117.7

Y 좌표 250312.2 250182.8 250733.5 250470.7

측선 1, 측선 2 및 측선 3의 중심점에서 하천 흐름 유속장을 이용하여 계산한 방출원 위치 및

오차를 표 6-1-2에 나타내었다. 표 6-1-2에서 오차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6-1-6)

식(6-1-6)에서 Xc 및 Yc는 궤적 모델에 의해 계산한 방출점 좌표이고, Xr 및 Yr은 실제 동위

원소를 방출한 방출점 좌표이다.

표 6-1-2. 금강 실험시 각 측선의 중심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방출점 좌표 및 실제 방출점

TM 좌표 값

표 6-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측선의 중심으로부터 추정한 좌표 값은 실제 동위원소의 방

출점 좌표 값에 근사히 접근하고 있다.

대종천 실험의 경우 Expt-1(오전) 및 Expt-2(오후) 실험시 측선 1 및 측선 2의 중심점에서

좌표 값을 표 6-1-2에 나타내었다. 궤적모델의 계산은 동위원소를 방출한 2008년 7월 16일 오

전과 오후 2번에 나누어 계산을 수행하였다.

표 6-1-2. 대종천 실험시 Expt-1과 Expt-2의 각 측선의 중심점의 TM 좌표 값



- 122 -

산업공정 방출원 위치를 추적하는 궤적모델에 의해 Expt-1 및 Expt-2 실험의 측선 1 및 측

선 2의 관측 중심점에서 방출원을 역으로 추적한 계산 결과를 그림 6-1-6에서 그림 6-1-9에

나타내었다.

그림 6-1-6. 측선 1의 중심에서 추적한 그림 6-1-7. 측선 2의 중심에서 추적한

동위원소 방출점 위치(Expt-1). 동위원소 방출점 위치(Expt-1).

그림 6-1-8. 측선 1의 중심에서 추적한 그림 6-1-9. 측선 2의 중심에서 추적한

동위원소 방출점 위치(Expt-2). 동위원소 방출점 위치(Exp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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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천 실험시 Expt-1 및 Expt-2 경우 측선 1 및 측선 2의 중심점에서 하천 흐름 유속장을

이용하여 식 (6-1-6)으로 계산한 방출원 위치 및 오차를 표 6-1-3에 나타내었다.

표 6-1-3. 대종천 실험시 Expt-1 및 Expt-2 실험의 각 측선의 중심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방출점 좌표 및 실제 방출점 TM 좌표 값

Exp-1 실험 (오전)

(방출점 : 242190.62, 250409.86)

Exp-2 실험 (오후)

(방출점 : 241788.43, 250849.28)

측선 1로부터

계산한 방출점

측선 2로부터

계산한 방출점

측선 1로부터

계산한 방출점

측선 2로부터

계산한 방출점

x 242189.0 242191.1 241788.19 241788.05

y 250409.67 250411.58 250847.81 250847.64

Error 1.63m 1.8m 1.4m 1.5m

6-2. 자료동화 기술을 이용한 산업 방출원 예측모델

하천 환경내 일부 지점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방출원 위치를 추적하는 산업공정 궤적

추적 기술이 개발되었다. 궤적모델을 이용한 방출원 위치 추적 기술은 단지 방출점의 위치만

추정할 뿐 방출 지점의 방출량을 산정하지는 못한다. 자료동화 기법(data assimilation

technique)에 의한 방출점의 방출량을 산정하는 기술과 방출점 위치를 추정하는 궤적 모델과

연계되어 체계적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을 개발하였다. 방출점의 방출량은 하천 수문 환

경내 오염물의 확산 특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오염물 확산 CFD 모델의 입력

자료로 제공되어 수문 환경내로 유입된 오염물의 시∙공간적 농도분포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수문 환경내 일부 모니터링 지점에서 관측한 오염물 농도는 일정 시간 간격의 시계열 자료이

다. 관측된 농도자료는 수문 환경주변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시설로부터 방출된 시간에

따른 방출량 정보 뿐 아니라 방출점에서 관측 지점까지의 수리 특성 및 확산특성 등의 복합현

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점에서의 관측 값을 이용하여 방출량 산정 및 CFD모델의

계산결과까지 자동보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자료동화기술이라 한다.

자료동화 기술은 관측벡터를 이용하여 시스템 방정식을 설정한 후 관측값과 계산값의 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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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시스템 방정식을 쇄신하는 순환 알고리즘인 칼만필터링(Kalman filtering)방법을 비롯

하여 단순히 관측값과 계산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모델의 입력 값을 수정하는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method), 복합인공신경망(Hybrid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 등의 방

법이 있다.

가.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

최소자승 추정법은 최소 분산추정법의 일종으로 통계적인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동화 기법에 비해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관측된 자료들과 모형이 계산

한 계산값의 차를 최소화하도록 모형의 입력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시스템 방정식은 식

(6-2-1)이나 식 (6-2-2)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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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6-2-2)

여기서 H는 관측연산 행렬, x는 상태벡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시스템 방정식에서 상태벡터

x의 추정치를 라고 하면 관측오차의 추정치는  이다. 이러한 관측오차를 Euclidean

vector norm의 형태인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오차의 제곱항은 식(6-2-3)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6-2-3)

여기서 상태벡터의 추정벡터인 

 ⋯ 은 미분가능 형태이다. 오차의 제곱항을 상태벡

터항으로 미분한 값이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오차를 최소로 하는 상태벡터의 추

정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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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위의 식 (6-2-4)에서 k = 1, 2, 3, …, n일 때 식 (6-2-4)의 후반부는 식 (6-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식 (6-2-4)를 수정하면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6-2-5)

      

    

(6-2-6)

여기서,  는 H의 전치행렬을 나타내며 식 (6-2-6)로부터 식 (6-2-7)을 얻게 된다.

    (6-2-7)

여기서  는 그래미 행렬(Gramian matrix)을 나타내며 추정상태벡터 의 해는 식 (6-2-8)

과 같이 표현된다.

   
  (6-2-8)

나. 칼만 필터링(Kalman filtering)

동적 시스템의 모르는 정보를 측정치를 이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로, 통계평가 이

론 중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알려진 방법이다. 측정값으로부터 실체를 유추하여 실체에

대한 정보를 확률분포로 표현한다. 구하고자 하는 변수 x의 평가값 은 아래의 식들을 순환하

여 얻을 수 있다.

측정값 반영 전 x의 estimate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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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of the earror in  :     (6-2-10)

측정값 반영 후 x의 estimate :          (6-2-11)

Variance of the earror in  :      (6-2-12)

   
 

(6-2-13)

여기서 U는 random number, 와 M은 상수 그리고 K는 Kalman gain이다.

다. 인공신경 퍼지법(Artificial neural fuzzy method)

인공신경 퍼지법은 신경망과 퍼지논리가 결합된 것으로 훈련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퍼지 시스템내 논리변수의 항으로 신경망을 정확하게 초기화시키는데 용이한 자료동화기

법중 하나이다. 주어진 입력과 출력자료를 이용하여 ANFIS(Adaptive Neuro Fuzzy Interface

System)은 단일 후방 전파법이나 최소자승법과 결합된 후방 전파기법을 이용한 membership

함수의 변수를 조정하기위한 FIS(Fuzzy interface System)을 생성한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

는 5단계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에서의 입력과 출력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Layer 1에서는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한다.

    for    or
      for   

(6-2-14)

윗 식에서 x(or y)는 절점에 대한 입력이고,   or  는 노드에 연결된 퍼지 set이다.

membership 함수 Ai를 Gaussian 함수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p   
   (6-2-15)

Layer 2에서는 구성된 각 절점에서 입력신호와 출력결과를 곱하게 된다.

     ×     (6-2-16)

Layer 3에서 이용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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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7)

Layer 4에서는 각 노드에서 모델 결과를 구하기 위해 각 노드의 기여도를 계산한다.

  
  

    (6-2-18)

윗 식에서  는 layer 3의 출력이고,  는 변수 set이다.

Layer 5에서는 단일 노드에서 구성된 절점 함수를 합산하여 구성된 시스템의 전체 출력을 산

정한다.

  


 









 (6-2-19)

식(6-2-19)에 제시된 ANFIS의 계산값과 관측값 사이의 음의 평균제곱오차는 훈련상태

(training state)동안 지속적으로 계산되고, membership 함수와 신경망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후방 전파되며 이러한 과정은 계산값과 관측값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 계산된다.

라. 복합인공신경망(Hybrid artificial neural network)

복합 인공신경망 기법은 생물학적 신경 시스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정보 처리

대상파악 방법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훈련 상태(training phase)와 작동 상태(operation phase)

의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훈련 상태 동안은 입력자료(관측값)와 기지의 출력자료(계산값)는 인

공 신경망시스템내로 공급된다. 내부 가중치는 입력자요와 출력자료가 특정 수렴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이때 가중치는 고정되며 입력자료의 일부 변수를 조정하는데 사

용된다. 인공신경망법에서는 많은 과학분야에서 이용되는 후방 전파 알고리즘이 적용되는데,

표준 후방 전파 기법은 신경망내 가중치가 수행함수에 대한 음의 구배방향을 따라 변화하는

구배 하향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평균 제곱오차(Mean Square Error)는 후방 전파 알고리즘에

서 인공 신경망의 계산자료와 관측자료의 차로써 정의된다.

  
 

  



  
 

  



  (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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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에서 m(k)는 관측값, c(k)는 인공신경망에 의해 산정된 계산값이다. 음의 평균제곱오차가

훈련 상태동안 지속적으로 계산되어지고, 이후 가중 행렬을 조정하기 위해 후방 전파된다.

마. 복합구배법(Conjugated gradient method)

복합구배법은 미지의 시∙공간 오염 방출량을 구하기 위해 지배방정식에 inverse 기겁을 연

결하는 자료동화 기술이다. 주어진 방정식내에서 오염 방출량만을 모르고 다른 변수들을 알고

있고, 일부 지점에서 관측한 농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시∙공간적으로 어느 지

점에서 관측한 농도 자료를 Y(xm,ym,t)로 정의하고 실제 구하려는 방출량을 q(t)로 정의하면

다음의 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방출량을 결정할 수 있다.

    
  




  



         



  




  




  




  



            (6-2-21)

윗 식에서 C(xm,ym,,t;q)는 계산 농도 값이다.

복합구배법은 다음의 반복 계산 과정을 통해 (6-2-21)의 함수를 최소함으로서 방출량 q를 결

정하는 방법이다.

              ⋯ (6-2-22)

윗 식에서 는 n에서 n+1까지 반복 계산하는 크기이고,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하강

방향 함수이다.

    ′       (6-2-23)

식(6-2-23)에서 복합 계수는 다음과 같다.

 


  




  


 ′    





  




  


 ′   

    (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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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소자승법에 현장 실험의 동위원소 방출량 산정

동위원소를 이용한 하천 현장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한 동위원소 방출량을

산정하였다. 2007년 6월 25일 금강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측선 1과 측선 2의 중심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동위원소 농도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하천수리 CFD모델인 RMA2

및 RMA4를 이용하여 하천 흐름 및 동위원소 농도 값을 산정하였다. RMA2에 의해 산정된 하

천 흐름 자료를 이용하여 측선 1 및 측선 2의 중심으로부터 궤적 모델에 의해 동위원소 방출

위치를 추적하였고, 이 추적 위치에서 방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측선 1 및 측선 2의 관측 동위

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해 방출량을 계산하였다. 방출량 결정을 위한 초기 값은

0으로 가정하고 RMA4에 의해 계산을 수행하여 측선 1 및 측선 2의 중심에서 관측한 동위원

소 농도 값과 비교하여 관측값과 계산값의 오차를 역전파를 통하여 방출항의 상태벡터와 관측

행렬이 조정되도록 반복 계산하였다. 반복 계산에 대한 흐름도를 그림 6-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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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on for tuning of transfer matrix

그림 6-2-1. 최소자승법에 의한 방출량 결정 흐름도.

그림 6-2-1에서 x행렬은 순간 방출하였으므로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으로 모델에 입력된

다. 열벡터(column vector)인 z는 모델의 계산값이고, y의 열벡터는 측선 1 및 측선 2의 중심

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동위원소 농도값이다. 하천 확산 CFD 모델 RMA4와 관측한 동위원

소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해 산정한 방출점에서의 방출량은 42.5 mCi로 실제

방출량 40.0 mCi와 비교하면 실제 방출량의 1.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값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소자승법에 의해 산정한 방출위치에서의 동위원소 방출량 42.5 mCi를 이용

하여 하천 확산 CFD모델 RMA4로부터 계산한 측선 1과 측선 2의 중심에서의 계산 농도값을

관측 동위원소 농도값과 비교하여 그림 6-2-2와 그림 6-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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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측선 1의 중심에서 관측 그림 6-2-3. 측선 2의 중심에서 관측

농도값과 계산 농도값. 농도값과 계산 농도값.

2008년 7월 16일에 대종천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Expt-1(오전) 및 Expt-2(오후)의 측선 1과

측선 2의 중심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동위원소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방출량을 계산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하천수리 CFD모델인 RMA2 및 RMA4를 이용하여 하천 흐름 및 동위원소 농

도 값을 산정하였다. RMA2에 의해 산정된 하천 흐름 자료를 이용하여 측선 1 및 측선 2의 중

심으로부터 궤적 모델에 의해 동위원소 방출위치를 추적하였고, 이 추적 위치에서 방출량을 산

정하기 위해 측선 1 및 측선 2의 관측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해 방출량을

계산하였다. 방출량 결정을 위한 초기 값은 0으로 가정하고 RMA4에 의해 계산을 수행하여 측

선 1 및 측선 2의 중심에서 관측한 동위원소 농도 값과 비교하여 관측값과 계산값의 오차를

역전파를 통하여 방출항의 상태벡터와 관측행렬이 조정되도록 반복 계산하였다. 그림 6-2-1에

서 x행렬은 순간 방출하였으므로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으로 모델에 입력된다. 열벡터

(column vector)인 z는 모델의 계산값이고, y의 열벡터는 측선 1 및 측선 2의 중심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동위원소 농도값이다. 하천 확산 CFD 모델 RMA4와 관측한 동위원소 농도 자료

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해 Expt-1(오전) 실험에서 산정한 방출점에서의 방출량은 226.54

mCi로 실제 방출량 207.8 mCi와 비교하면 실제 방출량의 1.09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값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xpt-2(오후) 실험에서 산정한 방출점에서의 방출량은

26.98 mCi로 실제 방출량 22.1 mCi와 비교하면 실제 방출량의 1.22에 해당하는 양이다. 최소자

승법에 의해 산정한 Expt-1 실험의 방출위치에서의 동위원소 방출량 226.54 mCi 및 Expt-2

실험의 방출위치에서의 동위원소 방출량 26.98 mCi를 이용하여 하천 확산 CFD모델 RMA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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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계산한 측선 2의 중심에서의 계산 농도값을 관측 동위원소 농도값과 비교하여 그림

6-2-4와 그림 6-2-5에 나타내었다.

그림 6-2-4. 측선 2의 중심에서 관측 그림 6-2-5. 측선 2의 중심에서 관측

농도값과 계산 농도값 (Expt-1). 농도값과 계산 농도값 (Exp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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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금강 및 대종천의 하천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감마선 계측기에 의해 측정된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하천 수리 및 확산 CFD 모델의 검증

을 수행하였고, 또한 관측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종ㆍ횡 방향의 확산계수 값을 산정하여

난류항 분석기법을 개발하였다. 단반감기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실험은 금강 및 대종천에서

Br-82 및 Tc-99m을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현장 실험 수행전 기본적인 하천 폭, 수심, 하천 형

상, 유속 등의 하천 제원과 수리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을 위한 계측기 선정 위치를 결정하

였다. 동위원소는 다중 감마선 계측기로 측정하여 시∙공간적 농도분포를 취득하여 오염물 거

동 특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들 현장 관측자료는 하천 수리 CFD모델에 접목하여 모

델의 검증기법 수립에 활용되었다. 특히 모델 운영의 중요 변수인 난류항에 대한 모멘텀 법/최

대농도 도달시간 분석법/해석해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해 종∙횡 난류항을 산정하여 이들 계수

값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모델의 중요 변수에 대한 불확실도를 최소

화하였다.

현장실험 재현을 위한 왜곡모형의 특성 및 수리학적 상사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수리 모형장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리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 왜곡모형을 근거로 하천 곡

률수로에 대한 현장 재현을 위한 곡률수로를 제작하였고 이러한 조건에서 수리변수를 계측하

여 곡률의 변화에 대한 유동 특성을 해석하였다. 하천내 수심, 조도계수, 입자별 특성 및 난류

의 변화에 대한 실내 실험을 수행하여 이들의 특성에 따른 종방향 확산계수 값을 측정하였다.

수립된 하천 CFD모델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EMRAS WG4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동일 조건

에서 계산을 수행하여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였다.

지하수 수자원 거동탐지 CFD모델 검증기법 확립을 위하여 경주 방페장 주변의 지하매질을

선정하여 주변 지질 현황과 지질 특성자료를 수집∙분석하여 in-situ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현

장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실내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동위원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립된 지하

수 CFD 모델을 이용하여 실내 실험을 모사한 결과 계측된 동위원소 자료가 잘 재현되었고, 이

를 근거로 수리된 지하수 CFD이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립된 지하수 CFD 모델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ModelCARE 참가 모델과

동일 조건에서 계산을 수행하여 비교한 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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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이 위치한 주변의 하천 환경에서는 환경학적 안전성 측면에서 주변 하천 환경내 일

부 지점에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자료의 모니터링 중 관측

지점에서 정상 범위보다 높은 오염물의 농도 값이 관측되었다면 주변 산업시설에서 허용치 이

상의 과다한 오염물이 주변 하천으로 방출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오염물

이 주변 산업시설의 어느 시설과 어느 위치로부터 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환경 안전성 측면

과 오염물 규제 및 하천의 방재 복구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자원 환경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 예측을 위하여 산업시설 주변내 오염물의 발생위치를 찾아내는

오염원 역탐색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금강 및 대종천의 현장 실험결과를 이용하

여 비교한 바 관측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었다. 궤적모델을 이용한 방출원 위치 추적 기

술은 단지 방출점의 위치만 추정할 뿐 방출 지점의 방출량을 산정하지는 못한다. 자료동화 기

법에 의한 방출점의 방출량을 산정하는 기술과 방출점 위치를 추정하는 궤적 모델과 연계되어

체계적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을 개발하였다. 방출점의 방출량은 하천 수문 환경내 오염

물의 확산 특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오염물 확산 CFD 모델의 입력자료로 제

공되어 수문 환경내로 유입된 오염물의 시∙공간적 농도분포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수문 환

경내 일부 모니터링 지점에서 관측한 오염물 농도는 일정 시간 간격의 시계열 자료이다. 관측

된 농도자료는 수문 환경주변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시설로부터 방출된 시간에 따른

방출량 정보 뿐 아니라 방출점에서 관측 지점까지의 수리 특성 및 확산특성 등의 복합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점에서의 관측 값을 이용하여 방출량 산정 및 CFD모델의 계산

결과까지 자동보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자료동화기술이라 한다. 개발된

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시스템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수자원 환경내 오염사고시 오염원의

발생위치 및 방출량을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여 수자원 오염 저감화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제 2 절 관련 분야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은 해양수자원, 지표수

및 지하수 이동 역학, 수리 지질자료의 이용 등 산업환경 수리학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수자

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다. 지표 및 지하수, 연안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

향은 전산모델에 의하여 예측되고 있으나, 불충분한 실측자료로 인하여 그 결과의 정확도가 매

우 낮고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수리탐지기술로 전산모델을

상호 검증함으로써 예측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량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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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정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문환경내로 방출되는 오염물의 방출 위치 및

총량 평가를 수행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 확보, 산업시설 주변

환경 감시 및 보호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개발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 보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

고시 주변 수문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산업용 수리탐지 시

스템의 수문 및 연안특성 평가 적용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신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이

필요하여 동위원소 생산의 신기술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표수 자원의 흐름 유사 오염물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한 수자원의 지

속적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

소 이용기술의 개발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연환

경 자원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전 탐지기술의 확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막대하다. 동위원소 이용 산

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은 국내 수자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이 가능하고, IAEA,

유럽, 호주 등과 관련 기술의 상호 평가․운영과 IAEA/RCA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인도네시

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적 우위를 선점함으로

써 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시

설 주변 해양/수문 수자원의 환경 보전 및 복원 기술에 크게 기여하여 기술 평가를 통한 경제

적 이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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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과 연계된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개발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 보존을 이룰 수 있고, 원자력 산업시설의 정상시 및 사고시 주변 수문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의 수문 및 연안특성 평가 적용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신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이 필요하여 동위원소 생산의 신기술 적용

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위원소 생산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가능하다. 하천 수리ㆍ확

산 현상 규명을 위한 동위원소 이용 탐지 시스템의 적용으로 하천 수리현상의 난류 성분을 정

확히 평가할 수 있고, 관련 수리탐지 전산모델의 개선 및 RI자료와 연계한 유역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수자원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은 국내 수자원 관련 기관에서 수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개발시 본 기술을 활

용하여 관련 환경자원의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신속 정확

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공적 방출원 역탐색 기술 개발을 통해 관

련 수리유동 특성 자료의 신뢰성를 검토하고, 관련 산업분야에 본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역탐

색 기술의 전산모델의 개발을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환경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RI이용 산업 환경 탐지시스템은 IAEA, 유럽, 호주 등과 관련 기술의

상호 평가․운영과 IAEA/RCA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

에게 기술 이전 및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IAEA/RCA 사업의 산업시설 주변 수문학,

해양 수자원 피해예측 및 대책기술 연구 분야의 선도적 우위를 선점하여 국내 고유 기술 확보

를 통하여 국제 원자력산업의 RI 활용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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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IAEA EMRAS WG4의 관련 회의 자료

∎ IAEA EMRAS WG4의 모델간 비교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및 자료

∎ ModelCARE 참가모델 특성 자료

∎ 미국 Hanford site Land Burial 자료

∎ IAEA/RCA 산업공정 RTD 분포 산정 관련 회의자료

∎ IAEA/RCA 회의 Radiotracer를 이용한 multiphase 현상 규명 실험 결과 자료

∎ 인도 Bhabha 연구소의 산업공정 프로세스의 RI technology 적용 분석결과 자료

∎ 3차원 수리특성 분석 GISPART 모델

∎ 스페인 남부 지블롤타 해역에서의 관측자료 및 모델링 결과 해석 자료

∎ 수리특성 분석 GISPART 모델 결과 가시화 GUI 도구

∎ 3차원 수리유동 및 확산특성 분석 EFDC 관련 자료

∎ 장기 유속계측장비 관련 자료

∎ ICRP Publication 103 자료

∎ LOWRAD 관련 회의 자료

∎ IEAE/EBP 관련 회의 자료

∎ IAEA/EBP 시나리오 해석 자료 및 관련 모델

∎ NOAA Floods Hazard Prediction Model 및 관련 자료



- 137 -

제 7 장 참고문헌

2-1. ICNT, "Effluent Dispersion in Natural Water Receivers", ICNT-2156, Institute of

Nuclear Chemistry and Technology, 1993.

2-2. IAEA, "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 Working Group4 -Model

Validation for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aquatic System "Watershed-River" and in

Estuary", 4th meeting, IAEA, 2005.

2-3. IAEA,"The Ocenographic and radiaological Basis for the Definition of High-leve

Wastes Unsuitable for Dumping at Sea", IAEA, 1984.

2-4. J.M. Abril and M.M. Abdel-Aal, "Marine Radioactivity Studies in the Suez Canal : A

Modelling Study on Radionuclide Dispersion",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48 , 2000.

2-5. 한국에너지연구소, “고리주변환경 종합평가 및 관련모델개발”, KAERI/NSC- 307/88, 한국

에너지연구소, 1988.

2-6.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기술개발”, BSPN 42800-1414-4, 한국해양연구원,

2002.

2-7. 한국전력연구원, “원전 액체 방사성 유출물 해양확산 평가기술개발”, R-2004-A-064, 한

국전력연구원, 2006.

2-8.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 공업적 이용기술 개발”, KAERI/RR-2353/2002, 한국원자력

연구소, 2002.

3-1. 건설교통부, “2006하천정비기본계획서”, 2006.

3-2. 건설교통부, “1996하천정비기본계획서”, 1996.

3-3. 서일원, 정성진, 백경오, “사행수로에서 순간주입된 오염물질의 2차원 혼합”,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5권 6B호. pp.463-471, 2005.

3-4. King, I. P., "Program Documentation RMA-2V a Two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for Flow in Estuaries and Streams", Ver. 4.3. Resources Management

Associates, Lafayette, CA, 1990.

3-5. King, I. P. and Rachiele RR, "Program Documentation RMA-4V a Two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for Flow in Estuaries and Streams", Ver. 3.0. Resources



- 138 -

Management Associates, Lafayette, CA, 1989.

3-6. ECGL, “Surface-Water Modeling System”, Reference Manual Ver. 5.0 Brigham Young

University, 1995.

3-7. King, I. P. and Norton WR, "Recent application of RMA is Finite Element Model for

Tow Dimensional Hydrodynamics Model and Water Quality“, Pentech Press, pp.

281-299. 1978.

3-8. Fischer H. B, "Dispersion predictions in natural streams", J. of Sanitary Geol. Sur. pp.

267-272, 1968.

3-9. Fischer H. B and Imberger J, "Mixing in Inland and Coastal Water", Academic Press,

New York. pp. 483, 1979.

3-10. Robert V. T and John A. M, "Principles of Surface Water Quality Modeling and

Control", Harper Collins Publishers, pp. 75-76, 1987.

3-11. Smedt F. De, Brevis W, Debels P, "Analytical Solution of Solute Transport Resulting

from Instantaneous in Streams with Transient Storage", J. Hydrol, vol. 315, pp. 25-39,

2005.

3-12. Crowder DW and Diplas P., "Using Two Dimensional Hydrodynamic Model at Scales

of Ecological Importance" J. of Hydrology, vol. 230 pp. 172-191, 2000.

3-13 IAEA, "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 2004.

3-14. Vidal JP. Moisan S, Faure JB and Dartus D., "River model calibration from guidelines

to operational support tools", Environmental Modeling & software, vol. 22 pp.

1628-1640, 2007.

3-15. Chanson H. "The hydraulics of open channel flow", Butterworth-Heinemann, London,

pp. 585, 1999.

3-16. Subhash JC. "Open-channel flow", John Wiley & Sons, New York, pp. 325, 2000.

3-17. Saul AJ,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aulic modeling", Mechanical

Engineering Publications Limited, London, pp. 559, 1994.

3-18. Taylor GI, "Dispersion of matter in turbulent flow through a pipe" Journal of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Series A. vol. 223 pp. 446-468, 1954.

3-19. Elder, J.W., "The dispersion of a marked fluid in turbulent shear flow", Journal of

Fluid Mechanics, Vol. 5, pp. 544-560, 1959.



- 139 -

3-20. 백경오, 서일원, “전단류에 의한 횡분산계수 산정”, 대한토목학회 vol. 27 pp. 21-28,

2007.

3-21. McQUIVEY, R. S. and Keefer, T. N, "Dispersion-Mississppi river below rouge",

Journal of the Hydraulics Division, ASCE, vol. 102, no. HY10, pp. 1425-1437, 1976.

3-22. Seo, I. W. and Cheong, T. S., "Predicting longitudinal dispersion coefficient in natural

stream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SCE, vol. 124, No. 1, pp. 25-32, 1998.

3-23. Seyed M. Kashefipour and Roger A. F, " Longitudinal Dispersion Coefficients in

Natural Channel" Water Research, vol. 36 pp. 1596-1608, 2002.

3-24. 윤세의, “수리모형을 이용한 자연하천에서 종확산계수 추정”, 한국수자원학회, vol. 33

pp. 407-417, 2000.

3-25. 강주복, “수리학”, 구미서관, 1998.

3-26. 한국수력원자력, “환경영향평가보고서”, 2008.

3-27. Wang Y., “Calibration and Reliability in Ground-Water Modeling : Managing

Groundwater and The Environment”,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 Press, pp. 586,

2009.

3-28. Hubbert MK., "The Theory of Ground-Water Motion", J. of Gelology, vol. 48 pp.

785-993, 1940.

3-29. Freeze RA and Witherspoon PA, "Theoretical Analysis of Regional Ground-Water

flow : Analytical and numerical solutions to the mathematical model",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2 HY4 pp. 641-656, 1996.

3-30. Pinder GF and Bredehoeft JD, "Digital Analysis of Areal Flow in Multiaquifer

Ground-Water System: A Quasi Three-Dimensional Model",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26 pp 883-888, 1970.

3-31. Kuiper FK and Fisher L, "A Monte Carlo Comparison of Six Clustering Procedures"

Biometrics, vol. 31 pp. 777-783, 1975.

3-32. Gupta RC. "Relationships between order Statistics and Record Values and some

Characterization Results", J. Appl. Prob, vol. 21 pp. 425-430, 1984.

3-33. Narasimhan TN and Witherspoon PA. "An Integrated Finite Difference Method for

Analyzing Fluid Flow in Porous Media",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12 pp.

57-64, 1976.



- 140 -

3-34. Wang HF and Anderson MP "Introduction to Ground-water Modeling: Finite

Difference and Finite Element Methods", Academic. San Diego, pp. 237, 1982.

3-35. McDonald MG and Harbaugh AW, "A Modular Three-Dimensional Finite-Difference

Ground-Water Flow Model", U.S. Geological Survey Open-File Report, pp. 528, 1984.

3-36. Zheng C, "MT3D: A Modular Three-Dimensional Trans-port Model for Simulation of

Advection, Dispersion and Chemical Reaction of Contaminants in Groundwater

Systems", U.S. EPA, pp. 480, 1990.

3-37. Parkhurst DL and Appelo CAJ, "User's Guide to PHREEQC(ver.2) - A Computer

Program for Speciation, Batch-Reaction, One-Dimensional Transport, and Inverse

Geochemical Calculation", Water-Resources Investigations Report, pp. 580, 1999.

3-38. Doherty J, "PEST:Model-Independent Parameter Estimation User Manual", US EPA,

pp. 504, 1994

3-39. Williams MD, Cole CR, Foley MG, Zinina GA, Zinin A, Vasil-kova NA and

Samsonova LM, "Model Intercomparison Study to Investigate a Dense Contaminant

Plume in a Complex Hydrogeologic System", Environmental Geology, vol. 42 pp.

199-213, 2002.

3-40. Vermeul VR, Bergeron MP, Dresel PE, Freeman EJ, Peterson RE and Thorne PD.

"Evaluation of The Fate and Trans-Port of Tritium Contaminated Ground-Water

from The 618-11 Burial Ground", Pacific Northwest Nat. Lab. Richland, WA, 2005.

3-41. Walmsley JL and Mailhot J, "On The Numerical Accuracy of Trajectory Models

for Long-Range Transport of Atmospheric Pollutants", Atmos.-Ocean, vol. 21,

pp.14-39. 1983.



- 141 -



보안과제(  ), 일반과제(○)

                                                                    
산업용 진단 및 측정기술 개발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cess Diagnosis and 

Measurement Technololgy)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RT-PAT System for Powder Process 

Diagnosis)

한국원자력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1 -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산업용 진단 및 측정기술 개발"과제 (세부과제 "분체공정 진
단용 RT-PAT 시스템개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4. 20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김종윤
                                        연 구 원 : 박용준
                                        연 구 원 : 서무열
                                        연 구 원 : 송규석
                                        연 구 원 : 연제원
                                        연 구 원 : 정성희
                                        연 구 원 : 표형렬



- 2 -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09-

0062195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7.03.1~

2010.2.28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산업용 진단 및 측정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김종윤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10명

내부: 7명

외부: 3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630,000천원

계 : 630,000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10명

내부: 7명

외부: 3명

총연구비
정부: 630,000천원

계 : 630,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 약 보고서면수

∙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기반구축

- 계량화학의 다변량 공정 실험설계와 공정특성화

- 성분원소의 정성적 판별을 위한 계량화학적 기반기술 확보

- 진단 평가시스템의 계량화학적 평가 기준 설정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의 정량분석을 위한 RT-PAT 시스템 구축

- 분체시료 채취 및 분석기술 개발

- 분체내 수분함량의 off-line에서의 계량화학적 정량해석기술 개발

- 중성자선원 이용 실시간 분석시스템 개발

- 모의 진단 시스템의 공정환경 적응성 연구개발

- 표준물을 이용한 진단 시스템 성능평가 및 판별기준설정

∙분체시료 내 주성분 측정 RT-PAT 시스템 구축

- 분체내 주성분 측정자료에 대한 계량화학적 정성해석 기반기술 개발

- 모의 분체시료 내 주성분 분석 연구

- 주성분 분석 모의 진단시스템의 공정환경 적응성 연구개발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공정분석기술, 분체공정, 방사선기술융합형 공정분석기술,

계량화학, 수분함량분석, 다변량공정, 공정실험설계,

실시간분석, 패턴인식

영어

PAT, Powder process, RT-PAT, Chemometrics, Moisture

content analysis, Multivariate process, Design of experiment,

Real-time monitoring, Pattern recognition



- 1 -

요 약 문

Ⅰ. 제 목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 기술 (Radiation Technology)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공정분석기술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의 개념을 도입한 일명 “RT-PAT”라고 명

명된 새로운 개념의 공정분석기술은 방사선이용기술의 저변확대와 중성자선원을

이용한 공정시료 내 수분함량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량화학과 관련

주변 분석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공정뿐만 아니라 생물공정과 최첨단 나노화학공정에 활

용가능한 원천기술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내 공정진단기술 수준향

상과 계량화학기술 적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외국 기술도입에 따른 해외로의 국

내 기간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품질관리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공정분석분야에 첨단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생

산전과정에 걸쳐 막대한 유무형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제약산업

에서는 미국의 PAT 도입추진에 따라 고가의 공정진단시스템 수입을 서두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위해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생산품질의 향상’

은 제조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며, 대국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굴뚝 산업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제조

공정관리에 RT-PAT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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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기반구축

국외 전문학술지 검색과 도서구입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총설논문

및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작업자를 위한 맞춤형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정분석기술(PAT)의 가장 중요한 ‘process understanding (공정에 대

한 이해)’의 기본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상 분체공정의 특성을 명확히 파

악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방식을 습득한다.

체계화된 지식을 활용하여 공정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술 설명회를 실시함

과 동시에 공정현장의 애로사항 및 운영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업체와의 기술미

팅 및 협의를 거쳐 수분분석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다.

PAT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현장의 분석품질관리 평가기준을 설

정하고 지속적으로 공정현장을 방문하여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중성자 수분분석

기기의 특성과 현장의 공정 분체시료의 특성, 공정환경 현황과 분석방법, 품질관

리자료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공정으로서의 선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델

분체공정에 대한 분석품질관리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의 정량분석을 위한 RT-PAT 시스템 구축

중성자, XRF, NIR 등의 다양한 분광분석기기를 수분 및 성분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복합계측시스템에 대한 가

능성 및 공정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한다.

공정현장의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산업분야에서 수분분석 시 발생하는 문제

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분석품질의 강건성을 유지하는 RT-PAT의 구현을 위한

개념 확립하고 수분함량 분석 모의 RT-PAT 시스템을 구축한다.

파악된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진단시스템 평가기

준을 선정하고 RT-PAT 시스템에 반영하여 표준물에 의한 진단성능평가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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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체시료 내 주성분 측정 RT-PAT 시스템 구축

주성분 측정자료에 대한 패턴인식 관련하여 패턴인식기법의 종류 및 특성별

분류하여 패턴인식기법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식을 조사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패턴인식기법 현황조사패턴인식기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분석분야 자료 수집을 통해서 분체원료 특성분석 및 판별을 위한

패턴인식기법의 적용성을 탐색한다.

분체의 원료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PAT의 핵심적 요소인 ‘분체공정의 이해’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분체 시료에 대하여 패턴인식기법을 적용하여 원료구분 및

판별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기반구축

PAT 관련 총설을 통하여 최신 기술 및 연구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였고,

최신 서적을 입수하여 PAT 실행전략에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였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초보자를 위하여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기술보고서, 총설 논문 등 기술 체계

화를통해서 공정분석기술인 PAT의 체계적 기술기반을 구축하였고, user-friendly

한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를 계량화학의 수학적 기본 개념 정립과 실제 공정분

석 응용사례 등을 포함하는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산업현장 연계를 통하여 공정분석현황과 품질관리자료 및 분석품질 관리기준

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공정진단 특성인자를 분류하고 모의 RT-PAT 시스템에

의한 수분분석결과를 기초로 공정영향인자를 분류하였다.

중성자감쇠법을 이용한 중성자 스펙트럼 해석 및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early fault detection(공정오류의 조기탐지)에 의한 수분함량 모니터링과 공정제

어의 방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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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의 정량분석을 위한 RT-PAT 시스템 구축

다양한 공정조건을 모사할 수 있도록 중성자 수분측정용 시료이송 및 측정 시

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였다. 수분분석 측정 시스템 구성과 관련한 기초연구로

polyethylene (PE) block의 두께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응답특성 연구하여 선

원-검출기-시료 사이의 기하학적 구성, 두께, 계측시간 의존성 등을 조사하였으

며, 중성자 스펙트럼의 정량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구축한 모의 RT-PAT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성자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변

화에 의한 중성자감쇠 거동연구, 중성자의 자기차폐 효과에 대한 연구, 수분함량

변화에 따른 중성자 거동연구, 그리고 3He 검출기의 wall-effect에 대한 거동연구

등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해석기법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분체 내 수

분함량 진단시스템의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실험적 모델을 수립하였다.

방사선원인 X-ray를 이용한 원료판별 및 수분분석의 개념의 연구를 통해서 콤

프턴선의 세기가 분체 내에 존재하는 수분의 영향을 받는 것에 착안한 수분분석

기법과 유기물 시료의 실시간 두께측정의 신개념 발굴하여 공정분석에 활용 가

능한 신기술을 도출하였다.

■ 분체시료 내 주성분 측정 RT-PAT 시스템 구축

자체기술로 합성하여 확보한 실리카 나노구조체의 물성 DB를 활용하여

MSC(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S-G(Savitzky-Glay) 등의 자료전처리 방법

을 동시에 수행하고, full cross-validation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3개의 계급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PCA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분체시료에 대하여 패턴인식기법

중 PCA를 통한 원료판별을 실시하여 90%이상의 판별정확도를 달성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는 공정분석기술(PAT)을 방사선 이용기술개발 분야에 접목하기 위

한 최초의 시도로 현장 적용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초 개발연구로서 구체적 대상

공정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체공정 내 수분분석을 기술개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방사선 기기를 이용한 단순한 전통적 방식의 모든 공정에 신개념의

PAT 요소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공정분석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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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T-PAT System for Powder Process Diagnosis”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a new radiation

technology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in a powder sample by using radiation source through the so-called RT-PAT

(Radiation Technology-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which is a new concept

of converging technology betwee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prevent the drain of the core technologies

from Korea's major industries to any other competitive countries due to the

outsourcing of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Hence, we should increase the

capability of process diagnosis and promote the domestic dissemin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and chemometrics by the development of original

technologies applicable to biological process or cutting-edge nano-chemical

processes as well as fine chemical processes.

RT-PAT system aimed in the current project should be urgently established

since the quality management by applying the cutting-edge techniques to

process analytics is quite important, and especially in response to U.S. FDA's

PAT initiative in pharmaceutical industries, introduction of very expensive

process diagnosis system from abroad is now seriously under consideration.

Besides, the enormous tangible and intangible effects on the whole production

processes also can be expected.

In keeping abreast of the societal trends toward 21st century in Korea,

RT-PA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 image-building of the conven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by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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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ean, safe, and efficient process management.

Ⅲ.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on chemometric data analysis

Review papers and technical reports introducing a basic and fundamental

of PAT, or a customized quick manual for the field process operators is

prepared through the information-gathering process such as access to

up-to-date online resources, off-line consultant meeting, searching for the

various kinds of documents, etc. A basic concept of ‘process understanding’,

which can be defined as the clear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each

specific process, is also explored for the systematic approach to the final goal

of PAT.

Informations on potential technical problems and current status of moisture

analysis in the field process under operation is acquired by way of

information share such as technical meeting targeted for process managers

and operators and field trip to a real large-scale powder process.

Conceptual design of the model process and a evaluation criterion for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moisture analysis in the field process is

established strategically through the investiga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cess powder samples, neutron moisture gauges installed in the field

process, analytical methods and process environment, quality management

data, etc., and the frequent visits to the field process.

■ Establishment of RT-PAT system for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in a powder sample

Since every analytical instrument has its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various types of spectroscopic tools such as neutron, X-ray

fluorescence, near infrared with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re

used to examine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a multiplex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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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customized design depending on the process characteristics.

To simulate the field process environment, parameters in the moisture

analysis should be understood first of al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liable

and robust RT-PAT system by examination of many problems in relation to

the moisture analysis in the field processes.

Basic research on performance of the process diagnosis system and a

evaluation criterion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source of the trouble by using

in-house reference materials.

■ Establishment of RT-PAT system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powder 

samples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e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s such a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the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raw

materials is investigated by the survey and classification of data and

information regarding a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 in PAT.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raw materials for the powder samples by

using a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 are investigated as a first step for

"powder process understanding" in PAT

Ⅳ. Result of the Project

■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the research on chemometrics

Technological aspect and current status of PAT for a practicable strategy

have been monitored by the up-to-date review papers and textbooks by the

systematic rearrangement of raw informations.

Review papers, power point presentation files, technical reports technical

report containing the basic principle, mathematical backgrounds, and specific

examples of PAT applications, and so on, have been prepared for PAT

beginners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the technology, which will be a

foundation for the documentation of user-friendly PAT manual for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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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nagers and operators.

Experimental parameters for the process diagnosis were classified by using

the mock-up RT-PAT system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quality

management, analysis and real-time on-line monitoring of the powder process

for th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the

industries

By using a mock-up system, the qualitative neutron spectrum analysis in a

neutron moderation method and concept of early fault detection were found

to be more appropriate for the monitoring of moisture content in a powder

sample.

■ Establishment of RT-PAT system for th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in a 

powder sample

Neutron analysis system equipped with a conveyer belt has been

established to simulate various process conditions.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by the analysis of neutron spectrum was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the polyethylene block, geometric configuration

of source-detector-sample, counting time, etc.

Based on the studies on the behavior of neutron moderation depending on

the distance between neutron source and detector, self-shielding effect of

neutron, moisture content, and the behavior of wall-effect in the 3He gas

proportional counter by using a established mock-up RT-PAT system, an

empirical model was built up from the chemometric data analysis to

recommend a evaluation criterion.

Studies on the raw material identification and moisture analysis by using

X-ray source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Compton line scattering intensity,

which is dependent on the moisture in a powder sample. In addition, a new

method to measure the organic film thickness by using X-ray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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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new concept of the real-time measurement of organic thin films.

■ Establishment of RT-PAT system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powder 

samples 

Spectral library for a in-house prepared silica nano-structured material was

established and the spectral features was enhanced by using the data

pretreatment methods such as MSC(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and

S-G(Savitzky-Glay), and full cross-validation.

PCA modelling as a pattern recognition method was used to identify a raw

material. It gave a result with an accuracy of 90% for test samples. It showed

this pattern recognition method was very effective to identify the raw

materials.

Ⅴ.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This project is the first attempt in Korea to apply the PAT to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assure its field applicability by choosing a powder process for

the reliable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as a specific example for a

fundamental and basic study of RT-PAT. Basically, new concept of PAT core

technology is applicable to any processes using a conventional measurem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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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RT-PAT는 4대 첨단 기술분야인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

기술(IT), 환경기술(ET)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들 관련 산업공정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분석화학, 화학공학, 계량화학, 제어공학, 생명공학, 약제

학 등 다학제간의 협력연구가 필요한 기술로서 주변 산업분야에 기술이전 성격

이 강한 시스템 기술이다.

일반 PAT(공정분석기술)의 핵심요소기술인 계량화학적 해석기법과 방사선 응

용기술의 결합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RT-PAT 융합기술은 고부가가치의 정밀화

학공정뿐만 아니라 생물공정과 나노화학공정에도 이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다양한 공정환경변수들에 의해 최종 생산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

치는 다변량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도, 압력

등 단순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T-PAT는 각 단위공정에 대한 실시간 화학계측기술과 공정자료 해석 및

진단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초 화학분석, 계측기기, 원격통신, 통계, 소프트웨어,

생산공정 등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사이의 기술융합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식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로서 매우 중요하다.

PAT 관련 기술들은 기업의 기밀사항으로 관리되고 있어, 쉽게 기술을 습득하

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므로 시급히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과제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공정 중 특히 분체 산업공정은 다른 유체시료에 비해서

화학분석 및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국내 계량화학

기술 응용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최첨단 공정진단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선점에

의한 국내 공정기술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현재 분체공정 내 공정시료에 대한 수분함량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직

간접적인 방법들은 각기 계측설비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시료

채취방법 개선, 오프라인 분석에서 초래되는 분석시간 지연문제, 분석결과의 신

뢰성 확보, 비파괴적인 분석방법 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정운전자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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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응하는 분석품질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공

정분석기술로서 RT-PAT 시스템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분체공정에서 중성자를 이용한 수분분석은 현재 분석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져

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유리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다른 공정분석기

술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점차로 현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동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성자 이용 수분분석의 문제점은 수분 내 존재하

는 수소에 의하여 생성되는 열중성자를 검출하여 분석할 때 단순한 데이터 처리

에 의해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열중성자 검출기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검출신호를 스펙트럼 특성에 따라 각각 분류하고 각 공정의 상황

과 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안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결과값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가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성자 이용 수분분석에서는 분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 추가적으로 감마선 발생장치와 검출기를 단위공정설비에 설치함으로써 밀도

에 의한 오차를 보정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분석신

뢰성을 높이기 어렵고, 분석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성분과 구성비를 가지는 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세심하게 계측

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 가동중인 계측설비에서는 이와 같은 원료의

특성에 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시료내 구성성분에 대

한 정성적 측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수분함량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복합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복합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공정분석기술(PAT) 분야에서 향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는 유력한 기술 분야 중 하나이다.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과제는

현재 분체산업에서의 수분분석에서 중성자의 활용빈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중성자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분야이다.

PAT의 가장 큰 특징인 "process understanding" 개념에 따라 공정개발 초기

단계에서 PAT가 적용될 경우, 향후 스케일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개선과 변경이 거의 필요없는 강건한 설계를 통하여 막

대한 추가비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품질이란 제품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성질 또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하여 갖

추어야할 성질로 정의된다. 따라서 최상의 품질이 아닌 최적의 품질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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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체 공정제어의 핵심이다. 최종 생산품의 품질 최적화를 위하여 시기적절

한 단위공정 내 실시간 분석에 의한 각 중간생성물 관리를 통하여 총매출의 25

~ 35%까지도 차지하는 불량품 생산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건조공정은 보통 전체 공정 중 초기단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후속공정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수분 분석 및 관

리는 전공정 중 속도결정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리산업, 시멘트, 제약, 화장품, 식품 등 분체시료가 사용되고 있는 산업분야

에서 수분함량 분석이 중요한 공정은 대부분 전체 공정 중에서 원료저장, 건조

등 초기공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분함량 분석 오류에 의해 초래되

는 초기 중간 생산품의 문제는 최종 생산품 품질에도 직결되며, 전체 공정일정에

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에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유리제조 공정의 경우, 각 기업의 공정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료물질인 모래는 1 ~ 15%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상대표준

편자가 수 % 근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성자이용 수분분석 시스

템의 경우 실제로 수십 % 이상의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원료물질이 자

동화 공정에 의해 저장탱크에서 콘베이어벨트를 통해 용광로에 도입되면, 용융공

정 조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막대한 에너지 손실과 결국 생산품 품질 최

적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2년도 미국 에너지성 로드맵 자료에 따르

면, 환경오염 측면에서 2020년까지 1톤의 유리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증기의 양

을 1995년 발생수준 대비 20%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와 같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수분함량 분석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 중량법에 의한 오프라인 수분분석을 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

장에서는 공정최적화 및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

한 해결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민 생활과 복지에 직접 관계되는 제약업

계에 대해서 특별히 생산품질에 대한 효율적 공정관리의 일환으로 ‘GMPs for

the 21st Centry’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

구로서 PAT를 제안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

고 있다.

실제로 2003년 12월 새로 발족한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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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과 PAT 적용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활동과 성공사례들은 주변의 정밀화학, 생명과학 등 관련

산업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결국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공정관리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창출해 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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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2002년 8월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주도

하에 ‘GMPs for the 21st Centr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PAT - A Framework for Innovative Pharmaceutical Manufacture and Quality

Assurance'라는 지침을 세우고 제약업계에 이를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 나섰

고, 이에 따라 제약관련 산업분야에서의 공정품질 향상을 위해 PAT에 대한 산

업적 응용 개발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산업공정 진단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분석화학, 공정공학, 공정화학, 다변량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의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PAT를 이용함으로써 각 공정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품질의 향상, 폐기물 발생 최소화, 제조 효율 증대, 작업

안전성의 향상, 제조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이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오프라인(off-line) 분석, 앳라인(at-line) 분석의 시대로 부터 간헐적 온라인

(intermittent on-line) 분석과 연속적 온라인(continuous on-line) 분석의 시대를

거쳐, 현재 인라인(in-line) 분석과 비파괴 분석의 시대가 열리면서 거대기업을

주체로 학계와 연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험실에서의 오프라인 분석에서

는 일정 온도, 일정 습도 등 잘 갖추어져 있는 환경이지만, 실제 공정은 야외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고온, 고압 조건과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프라인 분석에서는 숙련된 시험자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지는 반면, 실제 공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 운전자는 공정에 대해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용되는 분석기기는 시

시각각 변하는 공정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적절한 지능형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분체산업분야의 성격상 온라인 분석의 어려움과 측정기기

자체의 특성때문에 오프라인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PAT 관련 센터로서 Center for Process Analytical

Chemistry(CPAC), Measurement and Control Engineering Center(MCEC)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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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다. CPAC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에 본부를 두고 있고, 계량화학(chemometrics), 크로마토그래피, 흐름주입식분석

(flow injection analysis), 분광분석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산학 콘소시움을 바탕으로 New Sampling Sensor Initiative(NeSSI)라고 하는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NeSSI는 시료채취 시스템을 소형화하여 유량제어기, 필터,

압력제어기 등의 시료채취 관련 시스템을 작은 패널 위에 설치하고, 모듈화된 시

스템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기념으로 하고 있다. 테

네시대학(University of Tennessee)의 녹스빌(Knoxville)에 위치하는 MCEC는

라만분광분석과 질량분석에 강하고 PAT를 화학공학의 공정제어에 응용하기위해

몇 개 대학의 화학과와 화학공학과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PAT 관련 최초의 연구센터로서 Center for Process

Analytics and Control(CPACT)가 1997년 스코트랜드의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

(University of Strathclyde)에 설치되어 뉴캐슬대학(University Newcastle), 헐대

학(Hull University)과 수많은 기업체들과 연합으로 계량화학, 음향분광분석, 핵

자기공명분광분석, 근적외선분광분석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CPACT는 기업회원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제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미국 FDA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움짐임에 따라 국내 몇몇 제약회사에서

PAT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한양대에서는 석유화학산업분야에서 산업체와 공

동연구의 경험이 많고, 동덕여대에서는 주로 생명 및 제약, 생활건강 분야에서,

동덕여대에서는 계량화학해석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

고, 특히 동덕여자대학교 약대에서는 PAT 관련 학제와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한

바 있으며, 한국약제학회에서는 2005년 PAT관련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는 있으나, 국내의 열악한 PAT관련 의식수준에 의해 많은 관심

을 모으고 있지는 못한 편이다.

의약/화장품/식품/정밀유리 등의 산업공정에서 각 단위공정의 최적화 및 분석

품질 향상을 위한 진단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T와

같은 신개념의 공정관리 기법이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수분함량 계측과 그 관리가 전체 공정의 효율적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

고, 원료의 변화와 공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진단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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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이고 단순한 실시간 단변량 분석이나 off-line에서의 실험실 수준의 기기

분석 외에 별다른 관리가 이루지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 분체산업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한 편이며, 대기업에서도 PAT에 대

한 인식이 낮아 기술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최신 기술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절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계량화학을 적용한 공정분석기술 분야는 여전히 적절한 기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산업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제 공정현장 적용에 어

려움이 많음. 다만,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계량화학을 접목한 공정분석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국내의 대형 기간산업의 하나로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

부제철 등 국내 4대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2009년에 수 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계

획을 진행시키고 있음. 현대제철의 경우, 2009년에 사상 최대인 2조5000억 원 정

도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연간 150만 톤 규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여기에 중성자를 이용한

수분분석법을 채택하여 저장탱크 내부에 중성자 선원을 삽입하고 접촉식으로 측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철강산업공정에서 소결광을 생산하기 위해서 코

크스 파쇄광, 무연탄 등이 일정 비율로 혼합되면 이들의 혼합비율이 무게에 의해

정해짐. 이때 온라인 수분함유량 측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정을 운영하는 경

우에는 낙하강도(shatter index: SI)의 저하에 따라 소결광의 회수율이 낮아지고,

결국 고로의 노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콘베이어 밸트 위에 설치하여

비접촉식으로 측정하는 방식 등을 개발하고, 마이크로웨이브파나 적외선을 이용

한 측정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모두 신뢰성에 있어서 만족

할 만한 수준이 못됨. 따라서, 현 공정의 운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와 같

은 현장의 현황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공정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

의 공정분석기술을 적용해야만 기존 공정수분분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공정분석기술에서는 분석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멀티센서

혹은 복합 계측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적인 공정분석 시스템에서

는 대부분 단일 계측 시스템만을 사용하고 있어 분석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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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산업공정 모니터링에서는 유속, 유량 등의 물리적 특성치에 의한 공정진단기

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화학성분의 실시간 계측에 의한 온라

인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생물공정, 나노공정, 환경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산업공정에 적합한 온라인/인라인의 실시간 분석의 필요성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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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 기술격차 분석

기술항목 국내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 기술격차 분석
기술수준

(%)

○수분함량

분석기술

- 일부 분체산업공정에서는 공정환경이 열악하고, 시료의 양이 많

아 측정범위가 넓고 투과력이 좋은 중성자 감쇄속도 측정에 의

한 단변량 수분분석에 그치고 있음

- 현재 중성자,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우

원료와 작업조건 등의 공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석결과가 민감

하게 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함

- 국내의 석유화학산업에서는 NIR을 이용한 공정분석기술(PAT)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국내 분체산업계에서는 아직 도입초기

단계에 있음

- 국내의 경우 외국의 계측기기 및 분석 시스템을 개선없이 그대

로 도입 하여 사용 중

60

○주성분

분석기술

- 주성분의 온라인 측정에 NIR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으

며, 시료의 원료 판별에도 활용한 예가 많음

- XRF의 경우는 주로 오프라인 분석에 이용하고 온라인 분석에

대한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제 분체공정에 NIR을 활용하고 있는 공정은 국내에 거의 전

무함

60

○시료채취

기술

- 1999년 이후로 NeSSI와 같은 시료채취기법에 관하여 산/학/연

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활발한 연구 및 개발활동을 통하여 산

업현장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Microanalytical system에 관한 첨단연구가 시작되고 있어 국내

에서는 학/연/산 모두 전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10

○계량

화학적

해석기술

- NIR을 이용한 공정분석의 경우 계량화학적 기술과 실시간 분석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려는 활동이 활발한 반면 다른 계측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계측 및 분석의 경우 이와 같은 해석기술개발은

외국의 경우도 미진함

- 국내의 경우 계량화학적해석기술을 공정분석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전무할 정도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해석기술은 전적으로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 근적외선 분광학 분야에서 학계 중심의 연구가 시작되어 걸음마

수준의 연구개발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임

- 제약 산업분야의 거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개발

및 실제 공정 적용

30

○진단

시스템

평가기술

- 계량화학적 해석기술을 바탕으로 진단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

구 도입 중

- 계량화학 연구개발이 미진하여 단순한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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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기반구축

1. 공정분석기술 관련 자료 수집, 정리 및 문서화

가. PAT 관련 정보 및 국내외 현황 파악

공정분석기술, 즉 PAT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고[1-2], 대부분의 세부기술 내용이 각 기업의 기밀을 포함하는 블랙박스형

기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국내의 PAT 관련 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져 있고, 선진국의 경우도 비

교적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외 전문학술지 검색과 도서구입을

통하여 관련 최신기술 동향 정보를 입수하여 계량화학적(chemometric) 자료해석

기법 현황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전문 학술지인 Analytical Chemistry에 Thermo Electron

사의 Workman 박사와 CPAC의 Koch 박사 등이 1993년에서 2009년까지 격년으

로 출판되고 있는 PAT 관련 총설을 통하여 최신 기술 및 연구동향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분석기술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최신서적으로서 2005년에 Blackwell Publishing사에서 출간된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등을 입수하여 PAT 실행전략에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였

으며,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소개기사 및 최신 논문자료 총 100여편 이상 확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분석기기회사 등에서 발표한 PAT 관련 기술

현황 및 운영기술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수십 건 확보하였다.

특히 미국 식의약품안전청(FDA) 및 유럽의 EMEA의 웹페이지 내 보유자료

총 30여건의 온라인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PAT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정부

의 규제 움직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ASTM의 PAT 표준시행규

칙․해외 정부기구 내 활동현황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CPAC 등 총 3개 기관, AAPS내 PAT 분과현황, 그 밖의 IFPAC, 국제

포럼 웹자료 등과 같은 해외 PAT 연구 및 교육센터, 국제학회 현황을 조사함으

로써 아직 국내에 생소한 개념의 ‘공정분석기술’ 및 ‘공정분석화학’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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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전 경험에 관한 정보기반을 구축하였다.

PAT 관련 국내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계량화학적 해석기술을 이용한 응용연

구에 많은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김효진 교수팀과 같은 관

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정분석기술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

고, 계량화학적 해석기법을 이용한 분체의 물성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공정분석기술(PAT)의 가장 핵심적인 ‘process understanding(공정에 대한

이해)’의 기본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상 분체공정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

기 위한 체계적 접근방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은 향후 현장작업자를 위한 맞춤형 매

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현장 적용성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계량화학적 기반구축에 이용하였다.

나. 공정관리책임자용 소개자료 및 기술보고서 작성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매뉴얼 확보: 계량화학(Chemometrics) 초보자용 프리젠

테이션 자료 및 기술보고서, 총설 논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기술정보

입수가 어려운 블랙박스형 공정분석기술인 PAT의 체계적 기술기반을 구축하였

고, 현장의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

다.

공정분석기술에서의 실험계획법: PAT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 계량화학

(chemometrics)적 모델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험계획법

을 공정분석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기본 개념 정립과 실제 공정분석

응용사례 등을 포함하는 기술동향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3-1.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관련 전문서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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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미국 ASTM 발행의 PAT 표준시행규칙

그림 3-3. PAT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FDA와 유럽 EMEA 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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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AT관련 해외 연구센터, 교육프로그램, 유관 학회 현황.

그림 3-5. PAT기초와 계량화학 관련 공정관리책임자 설명용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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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분석기술 적용 체계화

가. 계량화학기법 적용관련 절차서 작성

최근 기술동향 PAT 관련 자료수집, 분석 및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최근 국내

외 기술동향, 미래 유망기술 및 활용분야 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한 관련 지식을

수집/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3년에 걸쳐 “공정분석기

술(PAT)”에 대한 기본개념, 최근 국내외 기술동향, 미래 유망기술 및 활용분야

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한 관련 지식의 체계화: 관련 기술 소개 프리젠테이션 자

료를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공정분석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process understanding”에 대한 개념을 명

확히 이해함으로써 현장 공정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지식을 확보하고, 공정분

석기술의 현장적용 단계를 실험계획, 원시자료 검토, 자료 전처리, 계량화학적 검

량모델 수립, 검량모델 검증, 예측 수행, 예측 결과 검증 등 7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다변량 calibration 기법, 패턴인식기법 사례조사[3-8] 및 기법검증과 관련하여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걸쳐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결과 국내 분석과학 관련 전문

학술지인 ‘분석과학’지에 2편의 총설[9-10]을 출판하였다.

그림 3-6. 계량화학기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7 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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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정분석기술, 계량화학 등과 관련한 소개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업

데이트.

그림 3-8. "공정분석기술(PAT): 첨단 분석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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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량화학 계산 및 해석전문 프로그램 도입

계량화학 계산 및 해석전문 프로그램 중 메뉴방식의 user-friendly한 계량화학

계산 및 해석전문 프로그램인 UNSCRAMBLER (ver. 9.2)을 선정·도입하여 계량

화학(chemometrics) 관련 최신 응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적용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계량화학을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

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메뉴방식의 user-friendly한 계량화학 해석용 소프트웨어 도입에 의한 계량화

학적 해석기반 구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MATLAB, OPUS/QUANT 등 현

재 총 3종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보와 동시에 DoE, PLS, PCA,

SIMCA, KNN 등의 계량화학기법에 활용할 수 있고, 패턴인식에 의한 원료물질

판별/분류 수행에 활용하였다.

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술정보의 입수

“PAT (V. 2.8, 62페이지)”, “Chemometrics (V. 2.2, 36페이지)”, “패턴인식기법

(V. 2.5, 40 페이지)” 등 소개용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완하고 계량화학기법 적

용관련 절차서 작성하였고 "공정분석기술(PAT): 첨단 분석기술의 새로운 패러다

임" review paper를 분석전문학술지에 게재를 통해서 그동안 수집한 PAT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공정분석화학 및 공정분석기술의 신개념 첨단 분석기술로서의

태동배경을 설명하고,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정최적화를 위한 PAT의 기본개념, PAT 핵심기술요소, PAT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공정분석기기의 종류와 현황에 대하여 다룸으로서 국내외 산/학/

연의 기술 및 활동 현황, 원자력을 포함한 활용분야, 그리고 미래 유망기술 등에

걸쳐 폭넓게 다룬 국내 유일의 PAT 총설로서 향후 전문분야 연구원, 현장의 관

리책임자나 공정운영자 등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체계화된 고부가가치 지식을 활용하여 공정관리책임자를 대상

으로 기술 설명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정현장의 애로사항 및 운영정보를 입수

하고, 중성자분석기기, 엑스선형광분석 관련 업체와의 기술미팅 및 협의를 거쳐

SCA(단일채널분석기)를 이용한 중성자 감쇠법에 의한 공적 수분분석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엑스선 이용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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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분함량 분석용 내부 표준시료 제조기술 개발

신소재 NEO-Silica의 합성은 상온, 상압에서 실리카 전구체로 사용되는

TEOS(Tetra ethyl orthosilicate)가 산촉매하에서 가수분해 되고 이 과정에서 첨

가된 계면활성제 Dodecylamine과 마이셀을 형성하여 나노구조체의 모폴로지를

가지는 구형의 입자를 형성하고 일정시간 교반 후에 여과하여 구형입자를 분리

하여 100도 정도에서 건조 후에 550도의 고온에서 소성을 하면 나노구조체의 실

리카를 얻을 수 있다.

나노구조체 실리카의 기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면활성제와 함께 알킬사슬

이 2개인 bis(2-ethylhexyl)phosphate(BEHP)을 함께 첨가하여 합성하면 그림

3-9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표면의 기공이 확장된 실리카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반 속도와 산촉매, 물, 그리고 온도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합성과

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표면 및 기공 특성을 가지는 소재를 보유할 수 있었

다. 또한 표면개질을 통해서 그림 3-10과 같이 수용액 중에서의 거동의 차이를

확인하여 용매의 극성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 하였다.

그림 3-9. 다공성 실리카의 Pop-corn process에 의한 기공의 확대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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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실리카 입자의 표면개질에 따른 수용액 중에서의 거동의 차이.

더불어 1차년도에 적용하였던 알킬사슬 두 개의 BEHP 대신에 알킬사슬이 세

개인 tris(2-ethylhexyl)phosphate(TEHP)를 사용하여 엠보싱 구조의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그림 3-11)를 합성하였고, 보조계면활성제로서 고분자 계면활성제인

Pluronic F108를 사용함으로써 이중기공분포를 갖는 실리카 입자(그림 3-12)를

제조하여 표준분체로서의 물성 다변화를 통해서 10nm < D(평균입도) < 2mm,

2nm < d(기공크기) < 50nm의 폭넓은 범위의 표면 및 기공 물성을 보유하는 실

리카 나노구조체 입자합성에 성공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실리

카 모의 분체시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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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골프공 구조의 메조다공성 실리카 마이크로 입자의 SEM 사진.

그림 3-12. 이중기공크기분포를 갖는 실리카 마이크로 입자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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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주형합성법에 의해 제조된 실리카 구형입자의 사진. (a) 주사전자현미경

(SEM) 사진, (b) 투과전자현미경 (TEM) 사진.

그림 3-14. 영국 왕립화학회 발간의 J. Mater. Chem.지의 표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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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균일한 물성을 가지는 여러 형태의 실리카 구형입자의 TEM 사진.

(a) C12-, (b) C14-, (c) C16-, and (d) C18-S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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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합성법에 의한 실리카 나노구조체 대량합성공정 개발하여 1차년도의 주형

합성법에 활용된 시험조건에 따라 20L 규모의 반응기에서 실리카 나노구조체의

대량합성 공정개발에 성공하였다.

주형합성법을 이용한 다공성 실리카 마이크로 입자의 합성은 교반기의 형태,

교반속도 등 합성 조건의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3-16. 대량생산에 의한 구형의 실리카 입자의 형상

(40배 확대의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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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량화학 적용을 위한 분체시료 및 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년도 연구수행을 통하여 확보한 신소재 NEO-Silica의 개발과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선연구를 통하여 이들 나노구조체의 모폴로지를 제어할 수 있는 기

술[11-14]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표면 및 기공 특성을 가지는 소재를 보

유할 수 있었고, 이를 분석기기 응답특성연구에 활용하였다.

환경(ET), 생명(BT), 나노(NT), 정보(IT) 등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산업공정에

서는 대부분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기존의 공정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정분석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실리카 모의

분체시료을 이용하여 나노물질에 대한 기존 분석기기의 응답특성을 연구하는데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수분분석용 상용 검량시료(Calibration)의 확보

수분분석용 상용 검량시료로 20～30, 30～50 mesh Chemical Pure급의 silica

sand (Junsei Chemical Co. LTD., Japan)를 입수하였다.

그림 3-17. 입도별 상용 분체시료의 형상 (근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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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리카 분체의 물성 DB 구축

패턴인식 기반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성을 보유하고 있는 100여개의

신규 실리카 나노구조체를 합성하고, 일부 시료에 대하여 질소흡착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표면 및 기공 물성에 대한 기초 DB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실리카 나

노구조체 물성에 대한 계량화학적 해석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유사 연구사

례가 없는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그림 3-18. 다양한 구조와 물성의 실리카 나노구조체의 물성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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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성분분석 관련 기초 기반 연구

가 주성분 측정자료에 대한 패턴인식관련 정보입수 및 체계화

대상시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물리적 혹은 화학적 “주성분“을 찾아내어

원료 사이의 원천적 차이를 계량화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구별해 냄으로써, 정량

분석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에 활용하였다.

주성분 측정자료에 대한 패턴인식관련하여 패턴인식기법의 종류 및 특성별 분

류하여 패턴인식기법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식 조사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패턴인식기법 현황조사패턴인식기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공정분석분야 자료 수집을 통해서 분체원료 특성분석 및 판별을 위한 패턴인

식기법의 적용성을 탐색하였다.

현재 상용화하여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계량화학 계산 및 해석전문 프로그램

중 UNSCRAMBLER, MATLAB, OPUS/QUANT, PIROUETTE, SIMCA-P+,

SIRIUS 등에 대해 trial version의 소프트웨어를 입수하여 계량화학 계산 및 해

석전문 프로그램들을 검토한 결과, UNSCRAMBLER는 쉬운 메뉴방식으로 구성

되어 있어 실험실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MATLAB은 초보

자가 활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고가의 프로그램이지만, 향후 2단계에서 현장

작업자 운영용 user-friendly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패턴인식기법은 화학적 성분측정 기술의 적용사례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XRF, 질량분석, 적외선 및 근적외선분광분석, 감마선분강분석, 기체크로마토그래

피 등의 방법 등에 패턴인식기법을 도입한 사례를 문헌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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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패턴인식기법의 기술적 분류와 분석화학에서 흔히 활용되는 기법.

그림 3-20. 패턴인식기법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 수목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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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턴인식 소개자료 및 기술현황보고서 작성

패턴인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한 소개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다양한 경로로 입

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활용사례 중심의 기술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3-21. 패턴인식기법관련 기초이론 및 적용사례 소개자료

다. 분체 시료에 대한 패턴인식기법의 적용

분체의 원료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PAT의 핵심적 요소인 ‘분체공정의 이해’를

위한 첫 단계로써 분체 시료에 대하여 패턴인식기법을 적용하여 원료구분 및 판

별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약분야에서 특히 활용도가 매우 높은

NIR 분광분석기기를 활용하였다.

(1) 분체시료에 대한 근적외선(NIR) 분광 측정자료 생산

액상, 고상, 분체, 태블릿 등의 다양한 시료형태에 대하여 측정이 용이한 근적

외선(NIR) 분광분석을 활용하여 자체합성한 실리카 분체시료의 반사스펙트럼을

구하고, 1차년도에 확보한 물성 DB를 활용하여 대표적 2종, 3종시료에 대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인 Unscrambler(V. 9.7)를 사용하여 PCA(주성분분석)에 의한 패

턴인식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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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분체시료 측정을 위한 반사형 근적외선분광분석기기 및 스펙트럼 측정.

(2) 물성 DB를 활용한 패턴인식기법 적용 (2종)

실리카 나노구조체의 물성 DB를 활용하여 다공성 실리카의 표면적에 따른 분

류 방법과 관련하여 계량화학 적용의 7단계 가운데 자료전처리 등의 5단계를 적

용하였다.

패턴인식기법 중 PCA를 통한 원료판별을 실시하여 90%이상의 판별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과제에서 자체기술로 합성하여 확보한 분체시

료에 대해서 자료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행한 PCA 모델의 경우에는 분석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MSC (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S-G

Savitzky-Glay) 등의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델간 거리가 29.8의 값

을 가지는 2개의 계급으로 명확히 분리되었다.

주성분분석기술은 향후 2단계에서 XRF(X-ray fluorescence), PGNAA(prompt

gamma-ra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등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2단계에서 XRF 혹은 PGNAA 관련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비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업용 진단 및 측정과제에

서 화학측정 및 진단 시스템의 전체 체계를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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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다공성 실리카 분체시료의 근적외선 스펙트럼 측정결과.

그림 3-24. MSC자료전처리를 거치지 않고, PCA에 의한 패턴인식을 시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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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자료전처리(MSC, S-G)를 수행한 후 PCA에 의한 패턴인식을 시행한

결과.

그림 3-26. 패턴인식모델의 품질을 반영하는 다양한 특성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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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성 DB를 활용한 패턴인식기법 적용 (3종)

실험에 사용된 실리카 분체는 메조다공성 실리카 및 매크로다공성 나노구조체

와 이들 2종의 다공성 실리카 나노구조체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실리카 복

합체를 사용하였다.

주성분분석연구를 위하여 1차년도에서 활용한 다목적 NIR 측정시스템과 측정

조건의 변경없이 사용하였고, 실리카 분체는 다공성 실리카 2종과 다공성 실리카

내부에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실리카 복합체 1종을 사용하여 NIR 반사스펙

트럼을 측정하였다.

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원료분체를 판별할 수 있는 주성분분석기

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자체기술로 합성한 다양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을 보유하고 있는 실리카와 이들의 물성 DB를 활용하였다.

본 과제에서 자체기술로 합성하여 확보한 분체시료 3종에 대해서 2차년도에서

와 같이 MSC(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S-G(Savitzky-Glay) 등의 자료

전처리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고, full cross-validation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아래

의 그림과 같이 3개의 계급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PCA 모델을 수립할 수 있었

음. 분체시료에 대하여 패턴인식기법 중 PCA를 통한 원료판별을 실시하여 90%

이상의 판별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형합성법에 의해 제조한 실리카 분체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근적외선(NIR)

분광기기를 이용하여 메조다공성 실리카와 매크로다공성 실리카의 표면적에 따

른 NIR의 응답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

라 I.D. (identification)를 판별할 수 있는 계량화학적 주성분분석기술을 확보하였

고, 국내외 특허출원 준비를 완료하였다.

향후, 독자적 기술로 확보한 실리카 나노구조체 물성 DB를 보완하고, 실제 공

정시료에 대한 모델링 수립과 예측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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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구형의 다공성 실리카 및 실리카 복합체의 NIR 스펙트럼 측정결과.

그림 3-28. NIR 스펙트럼에 대하여 MSC, S-G 자료전처리 후 PCA를 수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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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정진단 시스템 평가기준 연구

1. 분석품질관리 평가기준 선정

가. 개념의 정립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계량화학적 해석기술 기반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3차년

도에는 PAT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현장의 분석품질관리 평가기준

을 설정하였다. 1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공정현장을 방문하여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중성자 수분분석 기기의 특성과 현장의 공정 분체시료의 특성, 공정환경 현

황과 분석방법, 품질관리자료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공정으로서의 선정 타당

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모델 분체공정에 대한 분석품질관리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1단계 연구수행 중 수 차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관리자 및 공정운영자

를 대상으로 RT-PAT 개념소개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

정분석현황과 분석품질수준을 파악하였음. 또한 향후 분체공정 RT-PAT 적용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교류를 실시하였다.

공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석품질 관리기준이 과연 적절한가, 또한 공정에 적

용하고 있는 수분분석 시스템이 최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계측 및 분석방법

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하여 공정환경을 관

찰하고, 공정현장 품질관리 자료확보 및 적절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공정환경의

특성, 원료의 특성, 분석 신뢰도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

다.

분석품질관리의 기준은 공정의 특성에 따라 크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으로 분리하고, 정성적인 분석품질관리의 대표적인 기법인 calibration-free 방법

[15-18]과 유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공정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료특성, 공정특성, 분석 신뢰도 확보 등

공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주요특성인자를 분류하

여 주요 특성인자 중 공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진단 특성치를 선정한 후, 수분

분석용 모의 RT-PAT 시스템에 진단특성치를 반영하여 실험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공정의 수분분석 시스템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이후 공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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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제시 등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였

다.

그림 3-29. 분체공정현장에서의 시료이송과 중성자 이용 수분분석기 설치 현황.



- 49 -

나. 수분측정시스템의 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료 확보

2차년도에는 분체공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분분석용 계측기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성자, 마이크로파, 적외선, 근적외선, LOD ,XRF 등

계측기기들의 특성과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

석한 결과를 분석품질관리 평가기준 설정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공정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물리·화학적 수분분석방법에 대한 자료수집과 수집

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2단계에 계획 중인 공정현장의 시스템 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공정의 분석품질관리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30. 다양한 종류의 물리·화학적 수분분석방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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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 시스템 평가를 위한 모델공정 선정

실제 현장방문, 계측기기업체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모델공정을 검토한

결과, 분체 저장고 내에 중성자 수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검출기의 수분함

량 표시값이 0.8% ± 0.1%이었으나, 일부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현장의 실험실

에서 오프라인에 의한 LOD(Loss-on-Drying) 분석을 수행한 결과, 4.3 ± 0.1%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결과의 오류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중성자 수분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SCA를 사용하여

수집한 계측신호를 미리 준비한 검량곡선을 사용하여 분체 내 수분함량을 0.1%

의 정밀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질적인 측면에

서 유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정성적 공정분석관리가 실

제 공정분석의 목적에 적절해 부합하는 공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품질 관리기준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공정진단 특성인자를 분류하고 2차

년도에 수행한 모의 RT-PAT 시스템에 의한 수분분석결과를 기초로 공정영향인

자를 분류하였고 또한, 품질관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료 투입 장치에 설

치된 중성자 수분분석기에 표시되는 수분함량값과 현장조업자에 의한 주기적 검

증결과의 차이가 심하고, 지속적인 보정과 기기자체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료 내 수분분포의 불균일성

이 진단평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수분을 관리하는 많은 공정의 경우, 실제로 정량적 분석품질 관리기준보다는

정성적 기준이 매우 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다. 3차년도에서 보완된 중성자감쇠법

을 이용한 중성자 스펙트럼 해석 및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early fault

detection(공정오류의 조기탐지)에 의한 수분함량 모니터링과 공정제어의 방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공정 영향인자들을 고려하여 가상모델에 대한 진단평가 수행하기 위해 공정현

장의 주요 진단특성치를 반영하여 1단계 2년차에 확립한 분체 내 수분함량에 대

한 검량모델을 근거로 모의 RT-PAT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표준물에 의한 진단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51 -

표 2. 공정현장에서 실시한 건조 질량 비교법에 의한 공정현장의 수분분석결과

담당자 ***

측정시간 2009년 03월 24일

측정방법 건조 질량 비교법

Sample 석회석 176 CPS

분석방법
Sample 채취 후 일정 용기에 분산, 무게 측정후 160℃ OVEN 에서

2시간 30분 가열한후, 질량 측정

번호

PLANC

HET

무게

건조전

총무게

건조 전

순수무게

건조 후

총무게

건조 후

순수무게

순수무게

차
수분량

1-1 156.0 304 148.0 298.5 142.5 5.5 3.716

1-3 145.0 386 241.0 376 231.0 10.0 4.149

2-1 146.0 321 175.0 314 168.0 7.0 4.000

2-2 147.0 303.5 156.5 297 150.0 6.5 4.153

2-3 146.0 328 182.0 321 175.0 7.0 3.846

3-2 156.0 290 134.0 285 129.0 5.0 3.731

3-3 146.0 268.5 122.5 263 117.0 5.5 4.490

FULL

SIZE
2193.0 5177 2984.0 5069 2876.0 108.0 3.619

수분함량평균값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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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분함량 분석시스템 구축

1. 분체공정용 수분분석 시스템 개념설계

가. 수분함량 분석결과의 계량화학적 모델정립을 위한 개념설계

수분함량 분석결과의 계량화학적 모델정립을 하기 위한 기본 설계 방향으로

분석품질의 향상을 위해 산업분야에서 수분분석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품질 향상을 위한 RT-PAT 개념을 확립하였다.

중성자, XRF, NIR 등의 다양한 분광분석기기를 수분 및 성분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복합계측시스템에 대한 가

능성 및 공정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그림 3-31. 분체 내 수분함량분석에 대한 공정분석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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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선원 이용 수분분석의 개념설계

3He 검출기 내에서 중성자는 3He + n → p + T + 764 keV 반응에 의해 3He

스펙트럼 자료를 생산하는데, 열중성자와 속중성자 피크 및 중성자와의 탄성충돌

에 의한 3He의 recoil 등에 의해 에너지 분포가 중첩되어 나타나며, 또한 여기에

검출기 내에서 wall effect 등 예측할 수 없는 외부 교란에 의해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량화학적 해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전략을 수립하였

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분체공정용 중성자선원 이용 수분분석기기의 경우 SCA

(Single Channel Analyser)를 사용한 단변량적인 신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시

료의 변화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32. 3He(n, p)3H 반응의 이상적인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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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선 형광분석을 이용한 원료판별 및 수분분석의 개념

XRF (X-ray Fluorescence) 분광분석은 주로 고체원료물질의 성분분석을 통하

여 원료의 원산지 혹은 특성별 분류에 활용되고 있고, 아래 그림 3-19와 같이 전

통적으로 콤프턴(Compton) 산란에 의한 신호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료 내에 존재

하는 가벼운 원소들의 매트릭스 보정에 활용되어 왔다.

그림 3-33. XRF에서 표적물질의 X--ray에 의한 콤프턴 산란과 레일리 산란 신호.

그림 3-34. Matrix 보정에 의한 수분분석정량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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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림 3-34에 나타낸 바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 의거하여 매트릭스 보

정에 활용되고 있는 콤프턴선을 분체 내 수분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XRF의 표적물질로 사용되는 Rh의 Compton scattering을 이용함으로

써 분체시료 중 존재하는 수분함량 측정기술의 개념을 설계하였다.

2. 중성자선원을 이용한 수분분석 시스템 개발

가. 중성자 이용 수분 분석기술 기반 확보

중성자 이용 수분분석용 계측시스템은 그림 3-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3He 가

스비례계수관, MCA(multichannel analyser) 등으로 구성하였고, 중성자선원으로

서252Cf를 사용하였으며, PE 재질의 드럼을 중성자차폐체로 사용하여 중성자 보

관함의 중심으로부터 중성자 선원이 자동장치의 조절에 의해 on/off 방식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다.

3He 검출기 시스템은 전원공급을 위한 preamp에 고전압용 power supply을

장착시키고, 중성자 검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 amplifier를 장착하였고, 통신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와 연결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원

격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PAT의 최근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공정분석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는 가능한 한 작업자

의 피폭을 줄이는 것이 현장 적용성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무선

통신에 의한 원격 화학계측 및 운영기술은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분야이다.

   

그림 3-35. 중성자선원 이용 수분분석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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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 이용 수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중성자 이용 수분분석 측정시스템 구성과 관련한 기초연구로 물을 포함한 분

체를 모사하기 위해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polyethylene (PE) 블록의 스펙

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성자 이용 수분함량 측정시스템 최적화 및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분체를 모

사하기 위하여 PE (밀도 약 0.98 cc/g, 면적크기 25×20)를 사용하여 두께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응답특성을 분석하였고, 선원-검출기-시료 사이의 기하학적 구

성, 두께, 계측시간 등의 의존성을 실험하였다.

계측시간을 각각 100초, 1000초로 하였을 때 스펙트럼 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

었으나, PE의 두께 의존성 실험결과, PE의 두께 증가에 따라 중성자 스펙트럼에

서 속중성자 영역의 신호가 감소하고 열중성자 신호의 세기가 증가하며, wall

effect에 의한 신호가 감지되었다.

그림 3-36에서와 같이 PE의 두께가 10cm 이상으로 더욱 증가하게 되면, 자기

차폐(self-shielding)효과에 의하여 열중성자 영역의 신호가 오히려 두께에 따라

감소하였고, dynamic range는 10cm 이하로 좁은 영역에서만 직선성을 나타내었

다.

그림 3-36. PE의 두께의 변화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결과.



- 57 -

2 4 6 8 10 12 14 16 18 20

0

2,000

4,000

6,000

8,000

 

  No 740
  No 1300

Thickness (cm)

0

20

40

60

Counts

2 4 6 8 10 12 14 16 18 20
0

200

400

600

800

1,000

 

C
ou

nt
s

Thickness (cm)

 X Intercept

그림 3-37. 단변량 분석에 의한 PE 두께에 따른 신호세기의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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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량화학적 해석기법 중에서 최근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Partial-Least

Squares (PLS) 방법으로 중성자 스펙트럼자료를 해석한 결과, PLS 모델의 성능

지표의 하나인 결정계수 (R2=0.99)와 오차에 대한 결과가 본 과제가 목표로 하는

성능수준보다 훨씬 우수했고, dynamic range도 훨씬 우수한 결과를 그림 3-38과

같이 얻었으며 이는 구축된 중성자 이용 수분함량 측정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PE의 두께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의 다변량 정량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3-38. PE의 중성자 스펙트럼에 대한 PLS 모델적용 결과.

ValidationCalibration
LV

0.4820.9970.3550.9985

RMSECVR2RMSECR2

ValidationCalibration
LV

0.4820.9970.3550.9985

RMSECVR2RMSECR2

표 3. Full cross-validation에 의한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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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를 이용한 수분분석에서는 분체시료의 양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Junsei사로부터 시약급의 실리카 모래시료를 구입하여 중

성자 스펙트럼 분석에 활용하였다.

PE를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모래시료에 대하여 PLS 방법을

적용하여 중성자 스펙트럼자료를 해석한 결과, 그림 3-39와 같이 회귀모델의 결

정계수가 평균 0.95 수준으로 감소하지만, 본 과제가 목표로 하는 성능수준을 달

성하였다.

PE 혹은 균일한 수분분포를 가지는 시약급 모래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수분함

량 정량분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성자 이용 수분분석 시스템 기반을 확립하

였고, 향후 분체자체의 불균일성을 극복하고 분석품질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

의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림 3-39. 실리카 모래에 대한 중성자 스펙트럼 자료의 계량화학적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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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스선을 이용한 수분분석 시스템 개발

가. X선 수분분석기술 개발

X-ray 발생장치 내 표적물질의 특성 X-ray에 대한 콤프턴선 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분체 내 수분함량 분석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으며, XRF 장치를 이

용함으로써 분체 내 정성적 무기원소분석에 의한 원료판별뿐만 아니라 분체 내

수분의 정량분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X-ray 기기의 하드웨어 구

성 최적화와 on-line/in-line 공정분석 적합성을 위한 개념설계 및 현장 적용성

검토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X-ray를 얻기 위하여 Siemens사의 SRS303 파장분산형 엑스선형광분석기

(WD-XRF)를 이용하였고, X-ray 발생장치 내 표적물질로 Rh을 사용하여 발생

한 특성 X-ray가 대상시료로 입사되는 incident angle은 67°로 설정하였고,

X-ray가 대상 시료와 충돌하여 산란되어 나오는 콤프턴 산란 X-ray를 측정하기

위한 take-off angle은 45o의 조건에서 검출하였다.

분체 내 수분함량에 따른 X-ray의 응답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 분체시

료로서 독자적 나노실리카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자체 합성한 NEO-silica를

furnace에서 250 ℃에서 1시간 가열하여 기공 내, 혹은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피펫으로 0 ～ 60%의 범위에서 물을 첨가하여 균일하

게 혼합한 시료를 준비하였고, 수분함량 측정의 기준방법으로서

LOD(Loss-on-Drying) 방법에 의한 무게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3-40은 XRF의 실리카 입자 내 수분함량에 따라 Si Kα 라인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실리카 분체의 구성 원소인 Si에 대한 X선 형광의 세기는 분체

내 수분함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1은 표적물질인 Rh의 콤프턴선의 세기는 실리카 입자 내 수분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표적물질의 컴프턴 세기가 증가하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42와 그림 3-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분함량의 변화에 따른 실리콘

세기기와 표적물질의 콤프턴 세기가 모두 직선성이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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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XRF의 실리카 입자 내 수분함량 의존성 (Si Kα)

그림 3-41. XRF의 실리카 입자 내 수분함량 의존성 (Rh K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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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XRF의 Si peak의 세기 변화에 따른 직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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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XRF의 Rh의 콤프턴 peak의 세기 변화에 따른 직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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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 3-43에서 5% 미만의 경우에는 선형적 관계를 벗어나 많이 흔들리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비다공성 실리카

와 다공질 실리카에 수분을 10% 미만으로 담지한 후에 80도 오븐에서 1시간이

상 가열한 후에 shaking을 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시료내의 수분의 균일성을 높

여 Rh 컴프턴 산란과 Rayleigh 피크를 측정하였다.

그림 3-44에서 비다공성 실리카의 경우에는 수분의 함량은 0, 2.5, 5.0, 7.5wt%

로 담지 한 후에 측정한 결과이고 다공성 실리카의 경우에는 0, 2.5, 5.0, 7.5, 10,

12.5 wt% 담지 한 후에 Rh 컴프턴 K라인을 측정한 결과이다. 수분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서 컴프턴 피크가 증가함 나타냄으로써 분석시료의 함습량이 균일해진

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실험결과에서 수분담지량이 0에서 7.5% 범위 내

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비다공성 실리카의 경우에 다공성 실리카의 경우보다 컴

프턴 피크의 강도가 3000에서 4300으로 1300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다공성 실

리카의 경우는 이보다 더 작은 300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를 Rh 컴프턴 K라인의 최대 counts 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형적 관계를 그림

3-45과 같이 나타냈다.

X-ray 발생장치 내에서 표적물질인 Rh의 특성 X-ray가 대상물질에 의해 비

탄성 산란되어 나타나는 콤프턴 산란의 신호강도를 측정한 결과, 분체에 무수한

메조기공이 존재하는 경우 콤프턴 산란신호의 강도가 비다공성 실리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측정감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통해 실리카의 세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ay를 이용한 수분분석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원천기술로서 향후 다양한 공

정분석기술의 하나로서 잠재적 활용가치가 우수한 기술로서 공정분석용 X-ray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관련 업체와의 전략적 기술 제휴를 협의하는 등 신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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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다공성 실리카 (위) 의 비다공성 실리카(아래) 의 XRF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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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XRF의 수분함량 의존성 (Rh 콤프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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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선을 이용한 유기필름의 두께측정기술

1차년도 연구성과였던 X-ray를 이용한 분체 내 수분함량분석기술을 더욱 발

전시켜 C, H, O 등 경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물 시료의 실시간 두께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새롭게 발굴하여, 공정분석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을 추가로 확보

하였다.

그림 3-46은 XRF를 이용한 유기필름의 두께 측정을 위한 장치의 개념도을 나

타낸것이다. 그림 3-47은 실험에 사용된 유기물 필름과 이를 부착한 적층단면

SEM 으로 측정한 사진이다. 그림과 같이 금속표면 위에 50㎛ 두께의 유기 고분

자 필름을 5개의 층까지 누적 시켜가면서 X-ray 산란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결

과 필름두께에 따라 표적물질에 의한 콤프턴 산란신호의 피크세기가 유기필름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불어 증가하는 결과를 그림 3-48 같이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유기필름의 두께에 따른 XRF 계수율의

상관관계 결과를 그림 3-49처럼 도식화 한 결과 R2 = 0.998의 높은 정량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46. 유기필름의 두께에 따른 XRF 장치구성 및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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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XRF 실험에 사용된 유기물 필름 및 적층단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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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유기필름의 두께에 따른 XRF 스펙트럼 측정 결과

그림 3-49. 유기필름의 두께에 따른 XRF 계수율의 상관관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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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ear-Infrared Spectroscopy(NIR) 이용 수분분석 기술기반 확보

NIR분광분석은 원료의 판별을 위하여 XRF와 유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분석기법이며, 제약산업의 경우에는 공정수분분석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분석

기기로 알려져 있다.

표준분체로서 구형의 비다공성 알루미나 분체에 대하여 수분함량에 따른

diffuse reflectance NIR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을 아래에 나타내었으

며, 대표적 계량화학적 정량해석기법인 Partial Least-Squares(PLS) 방법을 활용

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R2, RMSEC, REMSECV와 같

은 성능 특성치들이 아래의 표와 같이 우수하였다.

그림 3-50. 알루미나 분체의 NIR 스펙트럼과 PLS에 의한 계량화학적 해석결과.

ValidationCalibration

0.230.99800.190.9992GENERAL B

0.230.99800.160.9994GENERAL A

0.250.99770.110.9997NIR

RMSECVR2RMSECR2

ValidationCalibration

0.230.99800.190.9992GENERAL B

0.230.99800.160.9994GENERAL A

0.250.99770.110.9997NIR

RMSECVR2RMSECR2

표 4. 알루미나 분체의 NIR 스펙트럼에 대한 PLS 모델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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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분함량 분석 모의 RT-PAT 시스템 개발

1. 모의 RT-PAT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가. 수분 분석용 모의 RT-PAT 설계

분체산업의 현장의 다양한 공정조건을 모사할 수 있도록 콘베이어의 이송거리

는 최대 70 cm까지 조절할 수 있고, 콘베이어 벨트 속도를 50 cm/min에서 225

cm/min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powder-flow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중성자선

원과 검출기 특성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헬륨검출기와 중성자 선원의

거리를 변화시키며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현재 1회 실험에 최대 15,

50Kg의 분체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중성자 수분측정용 시료이송 및 측정 시스

템을 그림 3-51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51. 시료이송장비가 장착된 동적 중성자 수분분석 모의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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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선원/검출기/분체이송 시스템의 구성

그림 3-52. 시료이송장비가 장착된 동적 중성자 수분분석 모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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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 RT-PAT 시스템 이용 중성자 감쇠에 의한 수분분석

가.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및 감쇠 거동 해석

1차년도의 중성자 감쇠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3He 검출기(충진기체압력:

4-atm, 길이: 30 cm)와 프리앰프, NIM pulse counting modules를 서로 연결하

고, GAMMA-VISION 32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중성자 선원으로서

Cf-252을 이용하여 각 시료 당 신호 계수시간은 100s로 설정하였다.

Source-detector(S-D)거리 변화에 의한 중성자 감쇠 거동 연구와 감쇠재 두께

에 따른 중성자 자기차폐 효과를 연구하였다. 3He 검출기의 중성자 스펙트럼에

서의 wall-effect에 대한 거동을 연구하였고, 이들 거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

로운 방식의 데이터 해석기법에 대한 기초 아이디어를 발견하였다.

그림 3-35에서 중성자 선원과 사각형의 PE 블록으로 moderation 된 헬륨검출

기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속중성자의 리코일이 감소하고 열중성자에

의한 thermal 피크가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중성자가 거

리에 따라서 속중성자에서 열중성자의 변화는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53에서는 중성자 선원과 헬륨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20 cm로 유지하고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 사이에 PE 블록을 세워가며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초기 PE 블록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열중성자에 의한 thermal 피크와

wall-effect를 나타내고 있지만 블록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열중성자에

의한 피크들이 사라지고 속중성자에 의한 리코일만이 보였다. 여기에 추가로 블

록의 개수를 더욱 증가시기면 다시 열중성자에 의한 피크들이 생성되는 흥미로

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초기에는 중성자 선원에서 나온 열중성자에 의한 피

크가 검출되어지고 PE 블록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열중성자는 차폐가 되고

속중성자에 의한 리코일만 생성되고, PE 블록의 개수의 더 증가에 따른 속중성

자의 감쇠에 의한 열중성자의 생성으로 다시 피크가 생성됨을 볼 수 있었다.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보완하여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자료에 대한 계량화학적

정량해석 PLS 모델수립과 관련한 SCI 논문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1

건을 투고하여 3차년도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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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중성자 선원과 헬륨 검출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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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감쇠재의 두께에 따른 스펙트럼 측정 결과 (S-D 거리: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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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체 내 수분함량에 대한 검량모델 수립

공정현장의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수분함량 분석 모의 RT-PAT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체 내 수분함량에 대한 환경영향성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체혼합기를 사용함으로써 시료 내 수분분포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분체 내 수

분 분포가 불균일한 시료에 대한 실험결과와의 상호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분체는 검량용 시료로 구입한 20-30 mesh의 입도를 갖는 모래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수분함량의 범위는 0에서 22.5%의 범위 수분을 함유하도

록 하였다. 수분함량에 따른 중성자 감쇠 스펙트럼은 수분분석용 모의 RT-PAT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었다.

(1) 분체 내 수분 분포가 균일한 시료

분체 내 수분함량 분포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합기를 이용하여 분체

시료 내 모든 부분에 수분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처리한 시료에 대하여 수

분 분석용 모의 RT-PAT 시스템을 이용 중성자 감쇠 스펙트럼을 그림 3-55와

같이 얻었다. 수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가 증가함을 볼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수분함량에 따른 피크의 카운트 수를 그림

3-56으로 도식화 하였다. 0에서 22.5%의 범위의 수분을 고룬 분포로 함유하도록

처리한 상용 모래시료에 수분함량 분석 모의 RT-PAT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체

내 수분함량에 대한 수립한 검량모델에 대하여 결정계수 R2 = 0.96의 값을 얻었

다.

(2) 분체 내 수분 분포가 불균일한 시료

분체 내 수분 분포의 불균일성을 주기 위해서 혼합기를 이용하지 않고, 분체

시료 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분을 투입한 시료에 대하여 수분 분석용 모의

RT-PAT 시스템을 이용 중성자 감쇠 스펙트럼을 그림 3-57과 같이 얻고 이를

다시 검량모델에 대한 결정계수를 구하여 R2 = 0.91의 값임을 확인하였다.

중성자 감쇠법을 이용한 수분분석에 있어서 측정 대상 부피는 다른 분광분석

방법에 비하여 상당히 큰 편에 속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체시료 내 수

분분포의 공간적, 시간적 불균일성에 의하여 검량모델의 결정계수(R2)가 0.96에

서 0.91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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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수분분석용 모의 RT-PAT 시스템 평가 기술개발

1. 공정현장의 수분분석 시스템 현황 파악

분석기기업체, 현장 작업책임자, 문헌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분

석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분체공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중성자, 마이크로파,

적외선, 근적외선, LOD 등의 현장 적용현황 및 특성을 조사[19]하였고, 새로운

XRF 방법과 비교하였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성자, 마이크로파, 적외선, 근적외선, LOD 등의 5가

지 수분분석법과 새로운 XRF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분석 가능성, 측정영역의 범

위, 분체시료의 투과성, 측정의 정밀도, 외부 환경의 영향성, 계량화학적 분석기

법 적용사례, 그리고 콘베이어 통한 이동분체에 대한 적용성 등의 7가지의 비교

대상 특성을 설정하고 과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RT-PAT 시스템의 현장 적용

성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상기 7가지 비교대상 특성이 실제 공정현

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이를 만족하는 수분분석 시스템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자료 분석을 수행하여 상호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표 5. 수분함량측정 공정분석기술 사례 및 특성

不可可可可不콘베이어 적용성

-有有有無無계량화학 적용사례

低低高高低低외란 영향성

下中上下中上측정 정밀도

-低低低高高분체시료 투과성

廣狹狹狹狹廣측정영역

XOOOOO온라인 분석

LODXRFNIRIRMicro파중성자구 분

不可可可可不콘베이어 적용성

-有有有無無계량화학 적용사례

低低高高低低외란 영향성

下中上下中上측정 정밀도

-低低低高高분체시료 투과성

廣狹狹狹狹廣측정영역

XOOOOO온라인 분석

LODXRFNIRIRMicro파중성자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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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 RT-PAT 시스템 이용 공정진단 기술 개발

가. 진단특성치 및 진단성능평가 기준 선정

진단시스템 평가기준이 되는 물리적 화학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진

단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모델공정을 검토 및 분석한 결과, 현재의 수

분분석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측오차의 원인이 원료 및 공정특성에 의한

분체 내 수분함량의 ‘공간적’ 혹은 ‘시간적’ 불균일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모의 RT-PAT 시스템에 반영하여 표준물에 의

한 진단성능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년도의 선행연구결과를 면밀히 해석함으로써 분체시료의 ‘불균일성’과 관련

하여 표준시료의 형태와 모의 RT-PAT 시스템의 구성요소 등 반영한 실험모델

을 계획하고, 중성자감쇠법과 3He 검출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중성자 스펙트럼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시료의 ‘공간적’ 혹은 ‘시간적’ 불균일성이 분석결과의 신

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저장고 내 분체시료의 이동 및 시료의 불균일성에 대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

장고 상부에 물을 담은 PE통을 설치하고, 저장고 내에는 수분의 함량이 0%인

건조한 모래로 채운 후에 모래가 컨베이어밸트를 타고 아래 쪽으로 이동하도록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단일채널 분석법과 다중채널분석법에 의한 측정결과를 비

교하였다.

나. 진단 평가를 위한 모델공정: 저장고 내에 원료 수분함량 측정

실제공정은 4-5미터가 넘는 거대한 저장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30여기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곳에 비슷한 유형의 공정들이 있다. 저장 이송 분체의 종

류는 Coal, 코크, 석회석, 등의 다양한 종류이며, 여러 대상 원료 중에서 석회석

을 저장 이송 하는 공정을 진단모델로 선정하였다.

공정의 분체 원료는 특별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이 야적장 장기간동안 보관

상태로 있다가 분체 원료의 이송이 필요하게 되면 저장고 내로 자동 이송되고,

저장고 내의 원료는 항상 일정한 부피를 유지한 상태임 현장 실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다른 원료들과의 배합을 위해 원료가 투입되기 전에 중성자수분측정기에 의해

분체 원료의 수분함량관리가 처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공정에 설치된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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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분석기는 중성자선원으로 Am-Be (300mCi)를 사용하고 3He 검출기와 한 모

듈에 장착되어 저장고의 하단에 장착되어 수분분석기 반경 60cm 범위 내의 원

료가 함습하고 있는 수분과 속중성자간의 (n, p)반응 후에 후방산란되어 들어오

는 열중성자의 정보를 단일채널분석방식 (SCA)으로 받아들여서 수분의 함량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공정현장 관리 운영팀은 원격조정실에서 수분의 함량을 모니터링 하여, 공정

의 수분함량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매뉴얼로 수분함량을 분석하여 계측

기의 정보와 비교 관리하고, 수분함량의 모니터링 결과에 이상 경보가 발생하면

매뉴얼에 의한 수분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59. 공정 현장에 설치된 중성자 수분분석기 운영현황.

다. 공정모델을 반영한 모의 RT-PAT 시스템의 구성 및 평가

현장의 모델공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구축한 모의

RT-PAT 시스템을 개선하여 극단적인 불균일(heterogeneous) 환경을 구성하였

고,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및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분체 내 수분함량 진단시스템

의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실험적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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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수분함량 불균일성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실험을 위하여 모래 +

물, 혹은 물 +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극단적 표준물 시료를 준비하고, 이들 표준

물 시료가 콘베이어벨트를 따라 시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시료이송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모의 RT-PAT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3-60. 수분분석용 모의 RT-PAT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실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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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료의 수분함량 불균일성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 공기 + 물

기존의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단일채널 분석법(SCA)과 다중채널분석법(MCA)

을 비교한 결과를 “공정의 이해” 측면에서 재해석하였다. 공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극단적인 불균일 상태의 표준시료에 대하여 이송장치를 활용하여 저장고

내부에 물을 채운 후에 물이 점점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장고의 내부는 빈공간

으로 채워지는 상황이 연출되도록 실험을 수행하여 중성자 스펙트럼을 그림

3-61과 같이 얻었다.

공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극단적인 불균일 시료가 시료이송장치를 통하여

이동할 때, 이를 중성자 이용 수분분석기를 이용하여 계측하게 되면, SCA와

MCA를 사용한 경우 모두 시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다가 물이 모두 이송장치를

통해 배출되면 계측기의 지시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그림 3-63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마. 시료의 수분함량 불균일성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 모래 + 물

공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극단적 표준시료와 마찬가지로 저장고 상부에 물을

담은 PE통이 존재하고, 저장고 내에는 건조 모래로 채운 후에 건조 모래가 컨베

이어 밸트를 타고 이동함에 따라 물이 담긴 PE통이 저장고내로 진입하여 나중에

는 저장고 내에 물이 담긴 PE 통만이 존재하도록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

하여 그림 3-62와 같은 중성자 감쇠 스펙트럼을 얻었다.

물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극단적인 불균일 시료가 시료이송장치를 통하여

이동할 때, 이를 중성자 이용 수분분석기를 이용하여 계측하게 되면, SCA의 경

우에는 시간에 따라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SCA 계측기의 지시치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MCA를 이용하게 되면, 그림 3-6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총계수

율에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MCA를 이용한 스펙트럼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공정 혹은 원료의 이상(fault)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특

성치로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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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시료의 불균일성(공기+물)에 대한 중성자 감쇠 스펙트럼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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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시료의 불균일성(모래+물)에 대한 중성자 감쇠 스펙트럼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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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SCA &MCA를 사용한 불균일 시료에 대한 총계수율 측정결과

(공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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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SCA & MCA를 사용한 불균일 시료에 대한 총계수율 측정결과

(물+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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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분분석용 모의 RT-PAT 시스템 평가에 의한 공정의 진단

공정현장에 장착된 중성자 수분계측 장비는 단일채널분석법을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넓은 대상부피 영역 내에서의 평균적인 결과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료의 불균일성에서 오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시료를 분석하

는 단계뿐만 아니라 검량선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SCA는 중성자감쇠 스펙트럼의 총계수로 표현하므로 중성자감쇠 스펙트럼의

모든 채널에 대한 계수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표준물을 이용한 진단성능 평가결

과에 의하면, SCA에서의 총계수의 변화는 시료이송과 관계없이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MCA를 활용한 중성자감쇠 스펙트럼에서는 3He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wall-effect의 거동이 시료의 이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 현상

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분체공정 내 수분함량분석에 대한 정성적 진단 평가기

준을 만족하는 새로운 중성자 수분분석법 개발기반을 확보하였다.

사. Multi-Sensor 시스템의 RT-PAT 적용을 위한 기반연구

본 과제의 공정모델의 진단평가결과에 의해 단일채널검출(SCA) 방식보다 다

중채널검출(MCA)에 의한 분석이 분체 내 수분함량을 관리하는 공정에 대하여

효율적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공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process

understanding'의 개념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분체공정의 수분분석에 적용하

기 위해서 MCA에 의한 분석방식과 더불어 multi-sensor을 장착한 RT-PAT 시

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Multi-Sensor 시스템의 RT-PAT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는 2단계에서 진

행될 분체공정에 대한 RT-PAT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평가의 기초 연구에 활용

할 계획으로 현장 적용을 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RT-PAT 시스템이 하나의 센서를 이용한 다중채널분석 방식이었다면

2단계에는 8개의 센서의 다중채널분석방식으로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받

아들여서 수분분석공정의 신뢰성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차적인 진

행된 단계로 2개의 센서의 다중채널분석방식을 이용한 기초실험을 진행하기 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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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Multi-Sensor 시스템의 RT-PAT 적용을 위한 장치 구성.



- 88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RT-PAT에 대한 개념정립과 관련 기술정보 체계화를 통하여 기초이론 및 적

용사례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내 전문 학술지에 총

설을 발표하는 등의 기반구축 목표를 달성하였다.

산/학/연 전문가 초청 기술미팅 및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수분

계측공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 현장의 공정조건을 모사

할 수 있도록 중성자 수분측정용 시료이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수분분석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다각도

로 검토함으로써 2단계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중성자 감쇠신호의 응답특성 규명연구, 분체시료 내 수분분포 등 균일성 해석

연구, 기존 단일채널분석기와 3He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분정량

분석의 문제점 확인, 중성자 스펙트럼에 대한 계량화학적 정량모델 수립연구, 분

석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등과 관련하여 SCI 논문, 국제학술회의에 발

표하는 등 정성적, 정량적 연구하였다.

또한 엑스선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신개념의 분체시료 내 수분함량 실시간

분석기법을 개발함과 더불어 유기필름 두께측정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다양

한 공정환경에서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확보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계측기 응답특성의 해석을 위하여 독자적 자체기술개발로 균일한 물성의 표준

분체를 확보하고 다양한 물성의 신규 실리카 나노구조체의 물성 DB를 확보하여

패턴인식 기반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아직까지 유사 연구사례가 없는 연구결과를

수행함으로써 주성분분석 관련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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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는 공정분석기술(PAT)을 방사선 이용기술개발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 현장 적용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초 개발연구로서 구체적 대상 공

정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체공정 내 수분분석을 기술개발 목표로 설정하였음. 기

본적으로 방사선 기기를 이용한 단순한 전통적 방식의 모든 공정에 신개념의

PAT 요소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공정분석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가능하다.

PAT는 모든 공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핵심요소로서 생산

품질 관리에 관한 원천적 성격의 체계적 기법을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분

야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현장 기술지도의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정에 대한 합

리적인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례를 상당 부분 발견하였고, 1단

계의 연구결과로 분석품질 관리 평가기준 설정을 통하여 선정된 인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여 향후 2단계 현장 적용성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공정진단에 필요한 기반기술인 계량화학적 해석기법은 전혀 화학관련 산업분

야 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성격의 기술개

발이다. 단순히 온도, 압력 등의 공정변수만을 모니터링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

하는 공정에 적용하거나, GMP와 같은 생산 품질에 대한 QC/QA의 요구수준이

높은 공정에 이용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분야에 활용될 것

이다.

계량화학(chemometrics), 실험계획법 등 수집한 기술정보 및 소개용 프리젠테

이션 자료 등은 현장작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현장 작업 매뉴얼 작성에

활용할 계획이며, 국내의 RT-PAT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현장 전문가 교육프

로그램 및 학회 강연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1단계 연구에서 사용한 Unscrambler, OPUS, Matlab 등의 계량화학 응용 소

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현장 작업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user-friendly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세계 정밀화학분야 산업수요규모는 2005년 약 7,800억 달러이며, 지난 10년간

공정 분석장비 활용의 경우 매년 약 5% 가량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

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방사선 이용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공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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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분야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들 방

사선 기술 융합형 공정분석기술을 선점함으로써 틈새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경쟁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공정분석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분석신뢰도의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퇴

출되고 있다. 따라서, 중성자선원/엑스선을 사용한 신개념의 RT-PAT 시스템 적

용을 추진함으로써 방사선 이용 공정분석기술의 성공적 적용사례를 확보하였다.

분광측정기기의 응답특성 해석을 위해 확보한 실리카 나노구조체 분체시료는

분광특성 연구 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원천소재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

표지화합물 carrier 및 해양부유물질 이동경로 탐지용 입자, 극미량 핵물질 분석

용 표준물질활용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생명과학, 나노 등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산업공정에서는 대부분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기존의 공정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신

개념의 공정분석기술이 요구되며, 나노물질에 대한 기존 분석기기의 응답특성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1단계에서 구축하여 동적 시료분석이 가능한 수분분석용 모의 RT-PAT 시스

템은 향후 검출기, 신호처리 시스템, 시료운송장치 등 설비 보완을 거쳐 2단계의

현장 조업환경 분체공정 모의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엑스선을 이용한 분체 내 수분분석 기술개발 결과, 0.1초 수준의 짧은 시간 내

에 0 ~ 60wt%의 넓은 범위에 대하여 분체 내 수분분석 가능하여 콘베이어벨트

등의 이동상 분체 측정에 매우 유리한 분석기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제약, 화장품, 식품 등의 분야는 방사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방사선

사용에 문제가 없는 일부 원료물질에 활용가능하다.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축

적하기 위하여 현재 방사선원을 이용하고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주변 분야를 탐색하였다.

주성분 측정기술은 원료판별을 통한 정성적 공정진단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분체공정용 RT-PAT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복잡한 혼합 분체시료를

포함하고 있는 의약/식품/생명/화학산업 분야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의 단위공정

에 적용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 중성자선원, 엑스선, 근적외선 등 다양한 화학분석 장비 활용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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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향후 2종 이상의 복합 계측기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였다.

1단계에서 자체 기술로 확보한 실리카 나노구조체의 물성 DB를 활용한 정성

적 주성분분석 수행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물성 DB를 보완하고, 다양한 표준분체

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신개념의 표면물성분석 모델링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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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공정분석기술 분야에서는 주로 물리적 특성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고, 기업

에서의 요구도 많았으나, 계량화학(chemometrics)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복잡한

화학적 스페트럼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해석하는 PAT 연구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정보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의 방사선 산업계는 방사선 이용 공정분석과 관련한 RT-PAT에 있어서

는 볼모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본 과제의 RFP 중 하나가 해외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체계화 하였다..

중성자감쇠 현상을 이용한 분석기술과 관련하여 세계적 전문가인 University

of New Brunswick의 E.M.A. Hussein 교수를 전문가 초청하였고, 관련 서적

(Handbook on Radiation, Probing, Gauging, Imaging and Analysis) 및 논문을

다수 입수하였다. 이들 자료를 통하여 두 개 이상의 중성자 검출기를 사용함으로

써 중성자 계측효율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

다.

또한 본 과제의 중성자선원 이용 수분 분석용 장비 중 하나인 3He 중성자검

출기의 열중성자에 대한 pulse-height 스펙트럼 응답특성에 대해서 정밀분석한

연구가 매우 적은데, 튜브형 3He 중성자검출기의 sensitive region 관련 연구 등

최신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현재 무선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효율적인 공정분석 및 운영과 유선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형태의 반응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무선(wireless)

통신에 의한 원격 계측 및 데이터 송수신 기술의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효율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 응용분야를 확

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정보를 입수하였다.

또한, 분석 신뢰성 향상과 공정에 대한 이해를 통한 품질관리를 위해 화학적

이미징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으로 판별하기 힘들었던 공정의 불균일

성과 같은 문제를 시각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연구사례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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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마선 이용 대형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 개발

감마선 이용 영상진단기술은 다중상 산업공정 유체와 내부설비에 대한 시간

공간 해상도를 갖는 입체적 진단기술로서, 기존기술로는 불가능한 가동 중인

거대구조 산업설비의 공정 최적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RI 이용 산업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산업 및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과 감마선 계측 기술과 연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등의 수문 환경내에서 수

리특성과 오염물의 거동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수문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

고,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과 연계한 수리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분체공정 진단용 RT-PAT 시스템 개발

방사선 기술 (Radiation Technology)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공정분석기술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의 개념을 도입한 일명 “RT-PAT”라고

명명된 새로운 개념의 공정분석기술은 방사선이용기술의 저변확대와 중성자선

원을 이용한 공정시료 내 수분함량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량화학과

관련 주변 분석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가동중 대형공정 진단, 방사성 표지화합물, 수리탐지, 방출

원역탐색, 공정분석기술,방사선기술융합형 공정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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