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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원자력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해체 시 경제성과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고방사능 시설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체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해체 기반기술을 구축함.

•고방사능 시설 해체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해체공정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운영 및 해체에 공

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고방사능 알파오염도 측정기술, 해체 절단기술 및 다기능 복합 해체

장비 등 해체 단위기술을 개발함.

2. 연구결과

•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의 VR 환경 구축 및 해체 공정절차, 작업 비용 등 평가 방법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의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방법론 개발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원천기술 개발)

- 고방사능 시설의 기기 및 부품의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 시설 내부 벽면 및 바닥의 대면적 오염도 측정 및 핵종 포집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 고방사능 설비 해체기술인 극저온 절단 기술 개발

- 극저온 절단 장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극저온 절단 장비 성능 평가 및 극저온 절단 장비 최적 운전 조건 도출

- 극저온 절단 장비의 절단성능 향상을 위한 노즐 위치 제어 기술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해체, 공정평가, 안전성 평가, 극저온 절단, 알파선 측정, 고분자 섬광체

영 어
decommissioning, Process assessment, safety assessment, cryogenic cutting,

alpha detection, fluorescent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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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해체 계획단계에서 대상물의 적합한 해체절차를 확립하고 해체공정에 대한 안전성 및

방사능 피폭 평가는 최적 해체공정 시나리오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작업은 타 공정과 달리, 사전에 해체공정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여 최적의 해체공정을 도출함으로써 작업자 안전 및 해체작업의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이다.

해체공정 평가는 해체 작업 전에 작업환경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

를 구현함으로써 최적의 해체공정을 도출하며, 작업자에게 해체절차 및 공정을 정확히 인

지시켜 실제 작업에서 발생될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해체시 보다 숙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필요한 기술이다. 이와 더불어 해체 작업공

간 내에 고방사능 오염구역을 3차원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안전한 해체작업 경로를 설정하

고, 작업자에게 시각적으로 오염 부위를 전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해체절단 공정시

방사화 준위에 따라 절단 부위를 설정하여 폐기물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평가는 해체작업 환경에 대한 방사능 피폭 및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체 규제 제한치 및 해체 운영 목표치의 적합성 등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에 대한 방사능 피폭 및 안전성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기술은 해체공정 ALARA 계획수립 도구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해체

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 검증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2.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 기술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 수립, 방사선 안전관리, 폐기물 규제해제 시에는 해체 대상 및

발생 폐기물에 대해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해야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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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방사능 오염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선 오

염도를 원격으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고방사능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검출기 및 측정기술의 개발은 시도

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해외 기술에 의한 경제적 및 산업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내의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3.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체 작업을 원격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작업에서는 절단, 측

정, 제염 등의 작업을 원거리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원격 해체장비

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 보수 및 해체 시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설비의 절단, 원격 취급 등의 복합 기능을 가진 다기능 복합 해체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대상물은 대부분 두꺼운 부재가 대부분으로 해체 기술 적용 시 두

꺼운 대상물도 쉽게 절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절단 시 2차 폐기

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절단에 부적합한 기술들이 대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적합한 새로운 절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가.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 해체 VR 시스템 기능 설계

- 해체 공정 시나리오 및 평가항목 선정

○ 고방사능 환경 가상현실 모델링

- 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 고방사능 VR 환경 구축

○ 고방사능 환경 해체공정 가상현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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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정 별 작업 방법 및 상세 절차 수립

- 해체 VR 시뮬레이션 구축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대상물 위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 구축

-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프로그래밍

○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 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프로그래밍

○ 고방사능 공정평가 모듈 개발

- 해체정보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고방사능 VR 환경 및 공정평가 모듈 통합

- 해체 VR 시스템 통합/관리 GUI 개발

나.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 해체 안전성 평가 체계 설정

- 해체 안전성 평가 절차 수립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요소 선정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델 개발

- 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복합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념 설계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듈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정량적 평가 모듈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통합메뉴 GUI 개발

2.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장비 및 검출소재 제조 기술현황 분석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기본소재 특성 평가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협소구역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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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섬광층 제조조건 도출 및 성능 평가

- 원거리 신호전송용 일체형 센서 제조 및 특성 평가

○ 대면적 오염도 측정 및 핵종 포집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 이중구조 분사형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core polymer 제조조건 도출 및 특성 평가

- 오염 핵종 포집용 shell polymer 제조조건 도출 및 특성 평가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원격측정기술 개발

- 측정용 probe 및 원격전송 기술 개발

- 일체형 sensor와 신호처리부 통합

- 오염도 원격측정장치 시작품 제작 및 현장 적용성 시험

3.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 개발

○ 다기능 해체장비 개념 설계

   - 다기능 해체장비 기능설정 및 구성

   - 해체장비 성능 요구사양 도출

○ 고방사능 적용 절단기술 분석

   - 고방사능 시설 해체기술 기술현황 분석

   - 극저온 절단기술 시뮬레이션

   - 극저온 절단 시스템 설계

   - 절단 실험용 가압공정장치 설계/제작

○ 액체질소 기화 방지를 위한 극저온 유지 기술 개발

   - 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배관 CFD 열전달 해석

   - 극저온 유지 공정 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 진공 유지 장치 제작

   - 액체질소 공급 장치 제작

○ 고방사능 절단 성능평가 및 조건 선정

   - 재질별 최적 절단 조건 선정

○ 해체장비 복합 제어 기술 개발

   - 극저온 절단 노즐 위치 제어 기술 개발

   - 다기능 해체장비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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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가. 해체 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은 기존 해체 DMU 시스템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작업자가 보다 현실감 있게 해체공정을 체험 할 수 있고, 가상공간상에

방사능 분포를 가시화함으로써 최적 작업 경로 및 작업자 예상피폭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념설계

- 해체 VR 시스템 기능

․ Visualization : 해체공정 가상현실 구현, 방사능 분포 가시화, 해체환경 네비게

이션

․ Analysis : 해체공정 분석, 해체 시나리오 분석

․ Evaluation : 공정 안전성, 방사능 피폭, 해체 일정, 해체 비용, 폐기물 발생량

평가

○ 고방사성 제염해체 공정 시나리오 및 평가항목 선정

- 고방사능 시설 해체 공정 VR 시스템으로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를 위해 해체

대상물에 대한 해체 시나리오 구축

․ 해체 대상 : 가상의 고방사능 핫셀

․ 해체 시나리오 : 플라즈마 절단 시나리오, Wheel 절단 시나리오 구축

- 해체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 선정하고 평가 체계 구축

․ 해체 시나리오 평가항목 분류 기준 : 경제성과 안전성

․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항목들은 종속관계를 고려하여 선정

○ 해체공정 모델링 및 전산모사 구현

- 고방사능 VR 시스템 구성을 위해 고방사능 해체 대상물, 주요해체대상물 및 해

체환경에 대핸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해체 대상물에 대한 세부 해체절차

를 수립하고 해체절차에 따른 해체공정 모사를 구현함.

- 고방사능 해체대상물 : Pulsed column, Resolver

- 주요 해체대상물 : 방사화 탱크

- 해체 환경 : 건물, 크레인 및 기타 내부 시설

- 주요 해체 대상물 해체 시나리오 : 플라즈마 해체 시나리오, 휠쏘 해체 시나리오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를 위해 방사능 오염도 자료를 저장관리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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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를 구축하고 VR 환경 내 방사능 오염도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 해체작업 공간의 위치 좌표 별 방사능 오염도 데이터 저장

․ 가상 VR 해체 환경 내에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 해체 대상물 표면 방사능 오염도 가사화

․ 가상 작업자 예상 피폭량 산정 시 데이터 제공

○ VR 환경 내 해체 공정 및 정보 평가 방법론 개발

- 해체정보 평가 항목 가중치 산정

․ 해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체비용 및 안전성에 대한 가중치 산정

․ VR 시스템 내 해체 공정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해체 공정 평

가 프로그램 개발

나.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 해체 안전성 평가 체계 설정

- 해체공정에 대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 수립

․ 해체공정에서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위험크기를 산정

하여 정량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원자력시설 특성상 적합하게 방사선학적 위

험요소와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를 복합적 평가

- 국내외 해체경험자료 및 일반 산업 안전요건을 반영하여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

성 있는 위험 평가요소 선정

․ 방사선학적 위험성 평가 요소 (1가지) :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

․ 비방사선학적 위험성 평가 요소 (8가지) : 추락, 전도/전복, 낙하/비래, 붕괴/도

괴, 협착/감김, 감전, 화재/폭발, 기타 유해환경

○ 해체공정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해체공정의 위험의 크기(위험도)를 산정하고 해체작업 특성상 방사선학적/비방사

선학적 위험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안전성을 정량적 평가할

수 있는 기법 개발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Risk Matrix 모델 완성

․ 위험평가요소의 피해크기×발생확률을 상호 조합하여 25점(5×5) 척도의 정량화

- 해체공정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방사선학적 정량적 평가 : 피폭선량 크기에 따라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정량화

․ 비방사선학적 정량적 평가 : 위험요소의 크기를 단일수치(최대값/평균값)로 변

환하여 정량화

․ 복합적 평가 : 방사선학적 평가 + 비방사선학적 평가 + 퍼지추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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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기법의 세부기능별로 자료 입력이 쉽고, 업데이트가 가능하

도록 모듈을 설계하여 메뉴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함.

․ 해체공정 위험요소에 대한 피폭선량,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선택하여 위험의

크기를 산정할 수 있는 Risk Matrix 모듈 개발

․ 위험도 산정 수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위험작업을 상호 비교하여 우선순

위를 결정할 수 있는 해체 안전성 복합적 평가 모듈 개발

2.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가.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표면오염 대상별로 측정방

안을 선정함.

- 장비 표면이나 틈새와 같은 협소한 구역의 오염도 직접 측정 : 소형의 결정형 센

서를 이용한 오염도 측정 기술

- 시설의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대면적의 오염도 측정 및 오염 핵종 포집 : 분사가

가능한 검출소재를 도포하여 고형화시킨 후 오염도 측정하여 핵종 포집 기술

○ 표면오염 대상별로 고준위 오염도 측정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함.

- 섬광체 선정 : 결정형 센서용 무기섬광체 (ZnS(Ag)) 및 분사형 검출소재용 유기

섬광체 (PPO & POPOP)

-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의 열역학적 호환성 분석 및 섬광체와 일치성을 평가하

여 지지체 고분자 선정 : polystyrene 및 에폭시

○ 기본 소재의 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검출소재의 제조방법 도출

- 협소구역 오염도 직접 측정용 결정형 센서 : 에폭시 가교반응을 이용하여 bulk

type으로 제조

-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 유화중합법을 이용한 에멀젼 제조

나. 고준위 알파선 측정용 섬광검출소재 개발

○ 좁은 지역의 오염도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결정형 센서의 제조조건 도출함.

- 지지체 제조조건 : batch 당 에폭시 수지 45 g + 경화제 15 g

- 알파선 검출용 ZnS(Ag) 섬광층 면밀도 : 15 mg/cm2

- 알파선 고유 검출 효율 : 53%

- 일체형 센서의 신호 전송효율 : 물리적 접합에 비하여 20% 향상

- 원거리 신호 전송거리 : 10m 이상 (신호 손실율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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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벽면 또는 바닥과 같은 넓은 면적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 검출소재

인 core-shell 에멀젼 제조조건을 확립함.

- 방사선 검출용 core 폴리머 : Styrene + 유기섬광체

- 오염 핵종 포집용 shell polymer : PVA-PVP-EA

다. 고준위 알파선 원격 측정 기술 개발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probe 제작 및 측정 시스템 구축

-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probe 사양

· Probe 재질 : 알루미늄

· 검출기 probe 입사창 : 외부광을 차단하기 위한 알루미늄 mylar film(1 ~ 2

mg/cm2)과 검출기 보호를 위한 알루미늄 메쉬 적용하여 제작

- 원거리 오염도 측정용 검출 시스템 구축

· 광계수장치 (PMT & MPPC) + 신호 처리 시스템 구축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 적용성 시험

○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에 오염 핵종을 포집할 수 있는 기능성을

부여한 제조조건 선정 및 핵종 포집 성능 평가

- 핵종 포집용 고분자 소재의 기능성 증대를 위하여 중합반응의 전환율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조건 도출 (전환율 95%까지 향상)

- 에멀젼의 크기 변화에 따른 오염 핵종의 포집 효율을 평가하여 최적의 입자 사

이즈 결정

- 분사형 소재를 벽면에 도포하여 건조시킨 후에 필름 형태로 제거하기 위한 소재

의 기계적/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조건별 성능을 평가하여 최적조건 도출

- 에멀젼 분사용 장치 제작 및 성능 평가

3.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 개발

가. 다기능 해체장비 개념 설계

○ 다기능 해체장비는 절단, 측정, 제염, 취급 및 이송을 하나의 해체장비에서 가능하

도록 개발하고, 해체장비를 원거리에서 3차원 그래픽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

격제어 하도록 개념설계 함.

- 다기능 : 절단, 방사능 측정, 제염, 취급 및 이송

- 해체장비 원격 제어 : 3차원 그래픽 제어

-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 조작기 + 원격제어장치 + 공구탈착 장치

- 메뉴플레이터 : 7자유도, 듀얼암, 크레인 이송방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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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이펙터(End-effector) : 다양한 절단 공구 및 취급장비 장착

- 힘/토크 센서 : 엔드이펙트에 6개의 힘과 토크 측정

- 그래픽 제어 : 그래픽 시뮬레이터로 해체장비 TCP/IP 원격제어

나.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 개발

○ 전산해석을 통한 극저온 절단 기술 적용석 분석 및 극저온 절단실험장비 설계 요

건 도출

- 순수 액체질소 분사 전산해석 수행

· 분사압력 400 MPa 일 경우 : 대상물 표면만 변형. 절단 실패

· 분사압력 1,700 MPa 일 경우 : 절단 성공 그러나 초고압 발생장치 개발이 불가

능

· 고강도 재료의 절단을 위해서는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 분사가 적합 (분사압

력 : 270 MPa 이상)

- 극저온 절단 실험장비 기술요건 도출

· 분사압력 : 300 MPa

· 이송속도 : 0.7 mm/s

· Stand-off distance : 1 mm

· 연마재 투입량 : 4.6 g/s

○ 극저온 절단용 가압공정 장치 설계 및 제작

- 고방사능 절단장비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극저온의 액체질소를 고압으로 가압할

수 있는 가압장치를 설계 및 제작

- 성능시험 결과 액체질소 분사 절단에 충분하고 안정적인 분사압력 확인

다. 고방사능 설비 절단 요소기술 개발

○ 극저온 절단 장비의 성능 저해 요인인 액체질소 기화 방지를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극저온 유지 방안을 설정하고 CFD 열전달 해석을 통해 기술사양을 도출함.

- 액체질소 기화 방지 방안 : 감쇠기는 냉매 및 진공 단열 방식, 이송배관은 진공

단열 방식으로 극저온 유지 방안 설정

- CFD 열전달 해석을 통해 극저온 유지 방안의 적용성을 파악하고 극저온 공정장

치의 기술사양 도출

· 감쇠기(직경 145 mm) : 1차 외부배관 직경 180 mm, 2차 외부배관 직경 220 

mm, 냉매유속 1 m/sec 이상

· 이송배관(직경 10 mm) : 외부진공배관 직경 20 mm, 중진공도 유지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인 극저온 기밀용 오링, 액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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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공급용 챔버, 멀티진공 발생 장치 등을 자체 제작하였고, 각 구성품을 종합하

여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시험 수행

- 이송배관 및 감쇠기 출구 온도 : 125K (액체상태 유지)

라. 고방사능 설비 절단 성능평가 및 조건 선정

○ 극저온 절단 장비의 절단 시험을 통해 절단 성능 확인

- 금속시편 : 10 mm 절단 성능 확인

○ 분사 매질 별 절단 성능 비교 평가

- 분사 매질로 액체질소와 액체 CO2에 대한 성능 비교

· CO2는 상온 상태에서 불안정성으로 인해 적용성이 없음을 확인

마. 해체장비 복합 제어 기술 개발

○ 레이저 거리 센서를 이용한 노즐 위치 제어 장비 제작 및 성능시험

- 레이저 거리 센서와 PID 제어 기법을 이용한 노즐 위치 제어 장비 제작

- 극저온 절단 노즐이 1～2 mm 사이를 유지하며 곡면을 따라 제어됨을 확인

○ 다기능 해체장비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설계

- Haptic 기술과 VR 기술을 원격 제어 기술과 접목한 그래픽 제어 기술에 대한 개

념설계 수행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고방사능시설 해체공정 모사 기술은 원자력 시설 해체 공정을 3차원 이미지로 영상화하

여 보여줌으로써 해체 공정 계획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변환하여 파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체 공정 상황을 용이하게 이해함으로써 해체 시 발생 가능한 잠

재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평가 기술은 해체작업 환경에 대한 방사능 평가를 통한 피폭관

리 및 작업 안전성 평가 등 해체작업 조건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공정에 대한 ALARA 계획수립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원격 및 자동화 측정 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검증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화학플랜트, 수중 및 우주공간 등

작업난이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정평가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가 있다.



- xi -

2.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및 장비의 확보를 통하여 일반 원자력시설의 방사선안전관

리 측면에서 오염도 측정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며, 고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및 핵종 포집

용 신소재 검출소재 제조를 통하여 자체 확보한 원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하고, 현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계측기 분야의 외화절감의 효과

와 더불어 향후 기술 수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기술은 고방사능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검출소재 개발

로서 방사선 측정, 고분자 소재, 그리고 신호처리 등 IT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최근의 기술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컨버전스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이질적인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된 기술을 보다 복합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3.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 개발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 시

방사능 측정, 설비 절단, 방사능 물질 취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극저온 절단기술은 핵연료

주기 개발시설 및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시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로 활용할 수 있으

며, 해체장비 제어 기술은 원자력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 고난이도 작업 시 장비의

원격제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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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Ⅰ. Project Title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for nuclear faciliti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system

In the decommissioning planning stage,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optimized

decommissioning process considering the cost and safety. Especially the selection of

the optimized decommissioning process is necessary because it affects to improve

worker's safety and decommissioning work efficiency.

The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technology can provide the optimized

decommissioning process as constructing various decommissioning scenarios in the 3D

virtual space and it can help to prevent the potential accidents as delivering the exact

work procedures to workers and to help workers to perform decommissioning work

skillfully. Moreover, As 3D visualizing a radioactive contamination level for the

contaminated area, the safe work path can be determined, workers can easily

understand the work area, and it can help to minimize waste volume for cutting only

activated area by using this program.

The evaluation of decommissioning process have to focus on its regulatory limit and

operational conformity on the basis of radioactivity exposure and safety assessment.

Therefore, the evaluation technology of decommissioning process must be developed

and will be used for the ALARA planning tool of decommissioning process and

demonstrated for tools of decommissioning equipments.

2.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technology of high radioactive alpha

contamination

It’s necessary to measure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highly conta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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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such as hot-cells or glove-boxes to be decommissioned for decommissioning

planning. These facilities are very high radiation level, so it is difficult to approach. In

this case the detector system is preferable to separate the sensor and electronics,

which have to locate in the facility outside to avoid the electric noise and worker’s

radiation exposure. In that case, there is a method using a scintillator for radiation

detection and an optical fiber for a long distance transmission of the scintillation

produced by radiation.

There is no development of direct measurement technology of the high radioactive

alpha contamination in Korea. Also,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are developing the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for high alpha radioactivity.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our own measurement technology for self-supporting from the economical

and technical dependency.

3. Development of dismantling technology for highly activated facility

In order to minimize worker's exposure when decommissioning highly activated

nuclear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emote handling tool to perform the

dismantling work remotely. Especially, since cutting, measuring, and decontamination

works should be performed remotely in the highly activated area, the remote handling

tool for conducting these works should be developed. Therefore, the multi-purpose

dismantling machine that can measuring dose, facility cutting, and remote handling for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of highly activated facility should be needed.

Since the highly activated facilities are composed of heavy and thick metallic

structur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utting technology for cutting the thick objects

easily. The common dismantling technologies has serious problems such as difficulty of

thick object, generation of secondary waste, and remote handling difficulty. Therefore the

new cutting technology satisfying the decommissioning of highly activated facilities

should be developed.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1.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system

○ Conceptual design of decommissioning VR system for highly activated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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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ation of decommissioning VR system functions

- Selection of decommissioning scenarios and evaluation items.

○ VR Modeling of highly activated environment

- Selection of virtual highly activated facility

- 3D CAD modeling of highly activated facility

- Construction of VR environment

○ Development of VR Simulation

- Setup the dismantling method and detailed scenarios

- Construction of decommissioning VR system

○ Development of 3D radioactive visualization system

- Construction of radioactive database

- Programming of 3D radioactive visualization system

○ Development of worker's exposure evaluation system

- Programming worker's exposure evaluation system

○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module

- Programming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module

○ Integration of VR system and evaluation module

- Development of integration/maintenance decommissioning VR system GUI

○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c procedure for decommissioning safety

assessment

- Establishment of procedure for decommissioning safety assessment

- Identification of factors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estimation model for decommissioning process risk

- Development of method for radiological safety quantitative assessment

- Development of method for non-radiological safety quantitative assessment

- Development of method for composite safety quantitative assessment

○ Development of program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Conceptual design of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the module for decommissioning process risk estimation

- Development of the program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GUI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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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technology of high radioactive alpha

contamination

○ Conceptual design and organization of the high radioactive contamination monitoring

system

- Analysis of the state-of-the-art for high alpha contamination monitoring units

and detectors

- Estimation of the characterization for the detection materials

- Conceptual design and organization of the monitoring system

○ Development of the bulk type counting material for the narrow area monitoring

- Determination of the preparation condition for bulk type sensor

- Preparation and ability estimation of the scintillator layer for alpha particles

detection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one-body type sensor for the remote signal

transmission

○ Development of the spray type counting material for the wide area contamination

monitoring

- Determination of the preparation method for spray type counting material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estimation of the core polymer for the radiation

detection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estimation of the shell polymer for the

radioactive contaminant capture

○ Development of the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for the high radioactive alpha

contamination

- The long distance signal transmission technology development

- Integration of the detecting sensor and signal process system

- Manufacture of the remote monitoring system and application test

3. Development of dismantling technology for highly activated facility

○ Conceptual design of multi-purpose decommissioning equipment

- Setup the functions and system layout of multi-purpose decommissioning

equipment

- Setup the technical requirements of multi-purpose decommissioning equipment

○ Technical analysis of dismantling technology for decommissioning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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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d facility

- Technical analysis of dismantling technology

- Simulation of cryogenic cutting technology

- Design of cryogenic cutting system

- Design/manufacturing of high pressure system for cryogenic cutting

○ Development of cryogenic temperature maintenance technology

- CFD thermal analysis of attenuator and LN2 transfer pipe

- Manufacturing and test of cryogenic temperature maintenance system

- Manufacturing of vacuum generation system

- Manufacturing of LN2 supply system

○ Experiment of cryogenic cutting system and selection of operation condition

- Selection of cutting condition for each material type

○ Development of cryogenic cutting control system and muti-purpose control

system

- Development of cryogenic nozzle positioning control system

- Conceptual design of graphic control system of multi-purpose dismantling

equipment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system

○ Conceptual design of decommissioning VR system for highly activated facility

- Conceptual design of decommissioning VR system having several functions

such as experiencing dismantling work virtually, producing optimized work

path, and expecting dose rate.

- Decommissioning VR system functions

․ Visualization : VR, radioactive visualization, navigation of decommission

environment

․ Analysis : Analysis of decommissioning process, analysis of

decommissioning scenarios

․ Evaluation : Safety evaluation, worker's exposure, decommissioning

schedule, decommissioning cost, waste generation evaluation

○ Selection of decommissioning scenarios and evalua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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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of decommissioning scenarios about dismantling object for

decommissioning simulation and evaluation

․ Decommissioning object : highly activated hot cell

․ Decommissioning scenarios : plasma cutting scenario, wheel saw scenario

- Construction of decommissioning evaluation system for evaluating

decommissioning scenarios quantitatively

․ Evaluation items : cost and safety

․ Evaluation method : AHP method

○ VR Modeling of highly activated environment

- Modeling highly activated objects and environment

- Highly activated objects : Pulsed column, Resolver

- Main dismantling object : activated tank

- Decommissioning environment : building, crane, and axillary facility

○ Development of 3D radioactive visualization system

- Development of radioactive data base

- Programming 3D radioactive visualization system

○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module

- Evaluation of weighting factor about cost and safety

- AHP evaluation for decommissioning process

○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c procedure for decommissioning safety

assessment

- Establishment of procedure for decommissioning safety assessment

․ Identification on radilological/non-radiological hazards of decommissioning

processes

․ Estimation of hazard's risk scale

․ A composite risk evaluation of radiological and non-radiological hazards

- Identification of factors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Radiological factor : worker exposure

․ Non-radiological factors : fall, upset/rollover, falling objects,

collapse/destruction, fire/explosion, crushing/winding, electric shock, and

the hazardous environment

○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risk matrix model for estimating decommissioning process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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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calculation can be performed by hazard's consequences and

likelihoods

- Development of method for composite safety quantitative assessment

․ Radiological assessment : Risk calculating and ranking of a radiological

hazard has a single factor of a worker radiation exposure. Overall

radiological risks can be lower during a decommissioning than during an

operation. The nature of decommissioning activities can mean that there

is an enhanced risk of an exposure for some workers. Remote handling

and robotics technologies can greatly mitigate these risks, but when these

are unavailable, a worker's exposure must be carefully managed.

․ Non-radiological assessment : A risk analysis of non-radiological hazards

are types of non-radiological hazards, levels of likelihoods and

consequences. The likelihood of non-radiological hazards is 5 different

levels and the consequence of it is 5 different levels of its severity.

○ Development of program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On the basis of menu-driven mode, the feature of program is that input

system can be updated easily by a detail function.

2.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technology of high radioactive alpha

contamination

A. Conceptual design and organization of the high radioactive contamination

monitoring system

○ Determination of the measurement methods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type

in the high radioactive contamination facilities

- Direct alpha particle measurement of the narrow area such as surface of

equipments : bulk type monitoring sensor

- Large area contamination monitoring such as wall and floor : spray type

counting material

○ Determination of the counting material for high level radioactive contamination

monitoring

- Scintillator : inorganic scintillator ZnS(Ag) for bulk type sensor and organic

scintillator PPO and POPOP for spray type sensor

- Support polymer : polystyrene and epoxy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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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the preparation method for the high alpha contamination

monitoring sensor

- Bulk type sensor for the narrow area monitoring : transparent epoxy and

inorganic scintillator

- Spray type sensor for the wide area monitoring : core-shell emulsion using

organic scintillator

B. Development of the scintillator counting materials for high radioactive alpha

monitoring

○ Preparation condition of the bulk type sensor for the direct alpha particle

measurement

- Preparation condition for support : epoxy resin 45 g + curing agent 15g

- Surface density of the ZnS(Ag) scintillator layer : 15 mg/cm2

- Alpha intrinsic detection efficiency : 53%

- Signal transmission rate : 20% improvement for the physical contact

- Signal transfer length : over 10 m (below 5% signal loss)

○ Preparation condition of the spray type sensor for the wide area contamination

monitoring

- Core polymer for radiation detection core polymer : Styrene + organic

scintillator

- Shell polymer for contaminant capture shell polymer : PVA-PVP-EA

C. Development of the remote alpha monitoring technology

○ Manufacture of the measurement and detection system for the high alpha

radioactive contamination monitoring

- Specification of the alpha monitoring sensor

· Probe : aluminum

· Sensor probe enterance : Al mylar film(1 ～ 2 mg/cm2)

- Remote measurement system

· Photon counting unit (PMT & MPPC) + signal process system

· Application test of the unit

3. Development of dismantling technology for highly activated facility

○ Conceptual design of multi-purpose decommission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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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s : dismantling, measuring, decontamination, handling

- Remote handling method : 3D graphic control

- System layout : Manipulator + Remote handling tool + Tool exchanger

- Manipulator : 7 DOF, dual arm, selection of crane moving

- End-effector : Attach various cutting tools and handling equipment

- Force/torque sensor : Measuring 6 DOF force and moment

- Graphic control : TCP/IP remote control by using graphic simulator

○ Technical analysis of dismantling technology for decommissioning highly

activated facility

- Simulation of cryogenic cutting technology

· Pure LN2 jet simulation : not appliable due to low cutting force

· LN2 + abrasive jet : appliable, necessary pressure : 270 MPa over

- Setup the technical requirements of cryogenic cutting technology

· Pressure : 300 MPa

· Feed rate : 0.7 mm/s

· Stand-off distance : 1 mm

· Abrasive feed rate : 4.6 g/s

- Design/manufacturing of high pressure system for cryogenic cutting

· Manufacturing of high pressure system based on the technical requirements

· Pressure generation test : proper pressure generation

○ Development of cryogenic temperature maintenance technology

- CFD thermal analysis of attenuator and LN2 transfer pipe

· Base on the CFD thermal analysis, setup the design values of attenuator and

LN2 transfer pipe

· Attenuator (:145mm) : inner diameter : 180 mm, outer diameter : 220 mm,

coolant velocity : 1m/sec over

· LN2 transfer pipe : outer diameter : 20mm, middle vacuum

- Manufacturing and test of cryogenic temperature maintenance system

· Manufacturing cryogenic temperature maintenance system for attenuator and

LN2 transfer pipe

· Exit temperature of attenuator and LN2 transfer pipe : 125K (liquid state)

- Manufacturing of vacuum generation system and LN2 supply system

· Manufacturing vacuum generation system a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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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ing LN2 supply system and test

○ Experiment of cryogenic cutting system and selection of operation condition

- Cutting performance : Stainless steel 10 mm cutting

- Comparison study between jet fluid (LN2 and CO2) : CO2 is not applicable

due to the easy evaporation in atmosphere pressure

○ Development of cryogenic cutting control system and muti-purpose control

system

- Development of cryogenic nozzle positioning control system

· Manufacturing nozzle control system by using laser distance measuring

sensor

· Laser control system can control the nozzle maintaining the distance(1～

2mm) between nozzle tip and target

- Conceptual design of graphic control system of multi-purpose dismantling

equipment

· Conceptual design of graphic control system by using Haptic technology and

VR technology

Ⅴ. Application Plan for the Research Results

1.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system

The decommissioning process simul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can be much

more upgrade the efficiency of decommissioning by visualizing with 3 dimensional

images.

The evaluation technology of decommissioning process must be developed and will

be used for the ALARA planning tool of decommissioning process and demonstrated

for tools of decommissioning equipments. Also, this technology can be used for tools

workplaces with high work difficulty such as large-scale chemical plant, under water

and space.

- Remote handling equipment can be used for measuring, cutting, handling in

the maintenance, handling, and decommissioning of highly activated facilities.

- Cryogenic cutting technology can be used for the cutting technology for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

- Graphic control system can be used for highly difficult handling wor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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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dustry as well as nuclear industry

2.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technology of high radioactive alpha

contamination

The monitoring system for high alpha radioactive contamination measurement will

be use in the high radioactivity decommissioning sites such as hot-cell or glove box.

Also, it will be use in the general nuclear facilities as the radiation monitoring unit. The

preparation technology of the radiation sensor for high radioactive contamination

measurement will be transferred to the company for the industrialization. The remote

monitoring system can prevent the worker's exposure using the optical fiber to separate

the sensor and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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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고방사성 설비의 해체작업은 높은 방사능 준위로 인해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고난이도의 작업이므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

어져야 한다. 해체 기술은 해체 대상 시설의 특성과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체 상황이 다르

기 때문에 자국의 여건에 적합한 site specific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원전을 포함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 시에는 다양한 해체 관련기술이 필요하

며, 해체 비용은 시설에 따라 건설비의 20 ～ 40% 정도가 소요된다. 원전의 경우 운전 정지

5년 내지 10년 전에 해체 준비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향후 예상되는 고방사능 원자력 시

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체 핵심기술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중 일부(PIEF, DFDF 등)는 대단위 개선보수가 필요하며, 상용 원전

의 경우 운전정지 5년 전에 해체 준비 작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2017년(수명 연장 1회

예상)에 운전이 정지되는 고리 1호기의 해체 준비 단계에 요구되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에 이어 추진 예상되는 해체 사업은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와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핵심기술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 대열에 합류되어 있지만,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설 해체는 각 국가에서 실정에 맞는 기술을 개발

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로 해체사업 경험과 이에 대한 적용기술 개발을 바탕

으로 고방사능시설 해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독자적인 기

술을 확보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시설의 해체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원

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

시설 해체는 시설 수명기간 누적 발생량을 상회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

하고, 많은 작업자 방사성 피폭과 방사능 환경방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제 확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방사능 취급 지역의 정확한 방사성 오염도 측

정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 작업 종사자의 피폭을 저감할 수 있으며,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1.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해체 계획단계에서 대상물의 적합한 해체절차를 확립하고 해체공정에 대한 안전성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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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 피폭 평가는 최적 해체공정 시나리오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방

사능 시설의 해체작업은 타 공정과 달리, 사전에 해체공정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의 해체공정을 도출함으로써 작업자 안전 및 해체작업의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

로 계획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이다.

해체공정 평가는 해체작업 전에 작업환경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를

구현함으로써 최적의 해체공정을 도출하며, 작업자에게 해체절차 및 공정을 정확히 인지시

켜 실제 작업에서 발생될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해체시 보다 숙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필요한 기술이다. 이와 더불어 해체 작업공간 내에

고방사능 오염구역을 3차원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안전한 해체작업 경로를 설정하고, 작업자

에게 시각적으로 오염 부위를 전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해체절단 공정시 방사화 준위

에 따라 절단 부위를 설정하여 폐기물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평가는 해체작업 환경에 대한 방사능 피폭 및 안전성 평가를 바

탕으로 해체 규제 제한치 및 해체 운영 목표치의 적합성 등에 대한 해체공정 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 따라서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에 대한 방사능 피폭 및 안전성 평가 방법론의 개

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기술은 해체공정 ALARA 계획수립 도구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각종 해체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 검증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가상현실 기술은 항공, 우주, 의료, 국방, 게임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로 실제 기술개발 이전에 VR 시스템을 이용한 해체공법 모사를 통하여 해체 기술

을 선정·평가하고, 실제 해체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대하여 개발 시 발생될 문제점 및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작업자 훈련을 통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막대한 추가 개발

비용 감축과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추가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쉽게 응용이 가능한 기술로

기술개발 완료시 많은 산업체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방사성 피폭과 방사능 환경 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작업 안전성

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방사능 시설 해체 프로젝트는 타

산업에 비해 보다 높은 안전관련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은 이

러한 높은 안전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의 안전

해체를 입증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설 및 부지의 방사선학적인 특성평가가 정확하

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준위 오염시설의 경우는 생물학

적 및 방사선학적 위해도가 큰 악티나이드 핵종의 오염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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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준위 오염구역 내부의 알파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소

면적 측정용 결정형 센서와 대면적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를 개발하고, 검출 시스템을 구

축하여 고준위 오염도 측정기술을 확립하였다. 개발한 오염도 검출소재 제조기술 및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장비는 고준위 오염시설의 방사선관리 측면 및 해체 사전 모니터링과 같

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오염도 측정

이 가능하다.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 수립, 방사선 안전관리, 폐기물 규제해제 시에는 해체

대상 및 발생 폐기물에 대해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해야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선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고방사능 시설

에 적용이 가능한 검출기 및 측정기술의 개발은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해외 기술에

의한 경제적 및 산업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내의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3.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체 작업을 원격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원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부분의 해체의 경험이 있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원격 해체장비를 개발하여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방

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 시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설비의 절단, 원격 취급 등의 복합 기능을 가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대상물은 대부분 두꺼운 부재가 대부분으로 해체 기술 적용 시 두

꺼운 대상물도 쉽게 절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절단 시 2차 폐기

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절단에 부적합한 기술들이 대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적합한 새로운 절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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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진현황 및 연구내용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가. 추진현황

○ 국내외 VR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고방사능 시설 해

체 VR 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시스템을 설계함. 또한 해체공정을 VR로 구현하기

위해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대상물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해체공법 및 해체공정을

구축함. 그리고 해체공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평가 항목을 도

출함.

○ 고방사능 환경을 VR로 구축하기 위해 해체 환경 및 해체 대상물을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고방사능 VR 환경을 구축함. 해체공

정 모사를 VR 구현 프로그램인 EON Studio를 이용하여 해체공정에 대해 VR 프로

그래밍을 수행함.

○ 해체공정 별 해체일정, 폐기물량, 해체작업 비용 등을 산정하였고 해체비용 및 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체공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해체공정을

선정함.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의 기능으로 작업자 실시간 피폭 산정 및 방사능 오

염도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작업 환경 및 해체 대상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를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하도록 프로그램함.

○ 해체 시뮬레이션 및 해체공정 평가 모듈,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등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GUI를 개발함.

○ 일반 산업분야와 원자력시설 설계/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VR 시스템에 대한 기술사

례와 안전성 평가 기법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고방사능 시설에 적합한 해체

VR 환경을 설정하고 해체 안전성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필요한 분석 기법을 독창적

으로 설계함으로써 해체공정 평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함.

○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VR 구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및 해체공정을 구현

함. 또한 해체공정 평가를 위해 각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비용으로 정량화

하기 위한 수식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여 해체공정 평가 모듈을 개발함.

○ 고방사능 시설 해체환경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분석과 안전성 평가 단위 모듈을 개

발하고 공통 연계 평가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체 VR 환경 바탕위에

단위 시스템 상호 연계 및 해체작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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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VR 환경 설정

   - 해체 VR 시스템 기능 설계

   - 해체 공정 시나리오 및 평가항목 선정

○ 고방사능 환경 가상현실 모델링

   - 가상 고방사능 환경 선정

   - 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및 VR 환경 구축

○ 고방사능 환경 해체공정 가상현실 구현

   - 해체공정 별 작업 방법 및 상세 절차 수립

   - 해체 VR 시뮬레이션 구축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대상물 위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 구축

   -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프로그래밍

○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 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프로그래밍

○ 고방사능 공정평가 모듈 개발

   - 해체정보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고방사능 VR 환경 및 공정평가 모듈 통합

   - 해체 VR 시스템 통합/관리 GUI 개발

○ 해체 안전성 평가 체계 설정

   - 해체 안전성 평가 절차 수립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요소 선정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및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델 개발

   - 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복합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념 설계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듈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정량적 평가 모듈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통합메뉴 GU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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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가. 추진현황

○ 고준위 오염도 측정기술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협소한 구역과 대면적 오염도 측정이 가능

하도록 구분하여 검출소재 제조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고방사능 시설 내부에서 원격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성함.

○ 협소한 구역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결정형 센서를 제조하기 위하여 스티렌 중합반응과

에폭시 가교반응을 이용하여 지지체를 제조함. 각각의 지지체에 대하여 물리적, 광학

적, 방사선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하여 제조방안을 도출함.

○ 대면적에 분사하여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화중합법에 의한 유기섬

광체가 함유된 고분자 에멀젼을 제조하고, 고분자 종류 및 제조 조건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과 검출특성을 평가하여 제조방안을 설정함.

○ 센서의 지지체는 에폭시 수지에 대해 경화제의 양을 변화시켜 제조한 후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조건을 선정하였으며, 검출용 섬광층은 전산모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도 변화

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함.

○ 광섬유를 지지체와 결합하여 일체형으로 제조하였으며, 광섬유의 직경, 길이, mounting

깊이, 다발형 등으로 조건을 변화시키며 센서를 제조함. 개개 센서의 원거리 신호전송 성

능을 평가하여 최적의 센서 제조방안을 확립함.

○ 유화중합법을 이용하여 고분자 단량체 St와 유기섬광체 PPO/POPOP의 함량 변화에

따라 에멀젼을 제조한 후 성능을 평가하여 조건을 선정함.

○ 고분자 종류 및 함량에 따른 core-shell 에멀젼의 구조 및 열적 특성 등을 FT-IR, DSC,

TEM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선 검출 성능을 평가함.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 장비의 방사선학적 성능평가는 관련 IEEE STD, ANSI 등

의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사용후핵연료 취급연구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활용함.

○ 향후 개발한 장비 및 기술에 대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내 산업체와 연계

하여 상용화 방안을 마련함.

나. 연구내용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장비 및 검출소재 제조 기술현황 분석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기본소재 특성 평가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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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소구역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섬광층 제조조건 도출 및 성능 평가

- 원거리 신호전송용 일체형 센서 제조 및 특성 평가

○ 대면적 오염도 측정 및 핵종 포집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 이중구조 분사형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core polymer 제조조건 도출 및 특성 평가

- 오염 핵종 포집용 shell polymer 제조조건 도출 및 특성 평가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원격측정기술 개발

- 측정용 probe 및 원격전송 기술 개발

- 일체형 sensor와 신호처리부 통합

- 오염도 원격측정장치 시작품 제작 및 현장 적용성 시험

3.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가. 추진현황

○ 해체 대상물의 물리적, 방사선학적 특성에 따른 해체공법을 선정하였고 해체공법을

대상물에 적용하여 해체할 수 있는 전체의 해체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음. 또한 가상

해체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해체 대상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

였음.

○ 해체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해체정보 평가 요소기술을 개

발하였다. 해체비용 산정은 decommissioning handbook에서 제시한 분류방법을 이용

하여 각 작업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를 산출하고 작업여건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하여 최종 비용을 산정하였음.

○ 폐기물량은 해체 대상물의 CAD의 Volume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절단될 부위의 전

체 부피를 계산하였음.

○ 해체 일정은 단위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단위공정별로 계산하고 시나리오별

로 합산하여 해체일정을 산정하였음.

○ 해체 시나리오 평가는 AHP와 MAUT 기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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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및 개념설계

○ 극저온 절단 장비 적용성 분석 및 설계사양 도출

   - 극저온 절단 기술 전산해석

   - 극저온 절단 실험장비 설계사양 도출

○ 극저온 절단용 가압공정 장치 개발

   - 극저온 절단용 가압장치 설계 및 제작

   - 극저온 절단용 가압장치 성능 시험

○ 극저온 유지 공정 장치 개발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설계를 위한 CFD 열전달 해석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 극저온 유지 공정 장치 개발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설계를 위한 CFD 열전달 해석

   - 극저온 유지를 위한 진공유지 장치 및 액체질소 공급 장치 개발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 극저온 절단 장비 성능 시험

   - 분사 매질에 따른 분사 실험

○ 극저온 절단 장비 복합제어 장비 개발

   - 극저온 절단 장비의 절단성능 향상을 위해 레이저 위치 제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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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

1. 서 문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해체하는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체공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해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측면에서 최적의 해

체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해체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규모의 물리적 목업을 제작하여 해체절차를 개발하려고 시도되었다. 그

러나 물리적 목업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해체절차를

적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다. 최근에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목업 시설을 이

용한 해체절차 개발을 컴퓨터 전산모사 기술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전산모사 기술은 다양

한 해체절차를 컴퓨터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해체절차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으

며 적은 비용으로 목업 시설을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원자력 선

진국들은 한 차원 진보된 기술로 가상현실 기술(Virtual Reality) 기술과 해체공정 평가에 필

요한 다양한 해체정보 산출 기능을 갖는 해체 지원 시스템들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은 해체공정을 해체 비용과 작업 안전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해체공정을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 완료 후

해체 엔지니어링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가. 일본

 JNC는 1999년부터 VRDose라는 방사성 작업 지역에서 해체활동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응용한 외부 피폭선량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가상현실 기

술과 3D CAD기술을 이용한 VRDose는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가상의 작업자(mannequin)가

3D CAD로 구현된 해체 공간에서 해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해체 작업일정과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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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VRDose 구성

  나. 프랑스

프랑스 CEA 연구소에서는 해체 환경을 가상으로 설계한 후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의 해체

작업 및 해체 후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최적 시나리오를 도출할 목적으로

CHAVIR(CHAntier VIRtuel-VIRTUAL SITE)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시뮬레이

션 최적화, 해체절차 유지보수, 작업자 교육, 데이터저장(DB), 프로젝트 관리뿐만 아니라 VR 

기술과 Haptic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해체작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 실시간 피폭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간별 누적 피폭량을 계산 할 수 있는 모듈도

개발하고 있다.

Fig. 2.1.2 CEA CHA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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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Halden 연구소에서는 OECD/NEA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자로 해체 공정 평

가를 위해 Halden viewer라고 하는 VR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alden viewer는 가상현실, 방

사화 가시화, 작업자 피폭 평가, VR Navigation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Halden viewer는

헤드 마운트를 이용하여 작업자에게 가상현실을 전달하고 Data glove를 이용하여 가상 환경

을 컨트롤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해체 전 작업자의 해체작업 체험

및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Fig. 2.1.3 Halden viewer 시스템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KOPEC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 동안 4D CAD 개념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시공

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 적이 있으나, 이 기술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와는 특성이 다른 시스

템이다. virtual reality와 visualization 기술은 원자력을 해체한 경험이 있는 선진국들이 해

체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로써

국내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로 1, 2호기를 대상으로 주요 해체 대상물에 대하여 해체

절차 및 공법별로 비용, 작업시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디지털 목업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

체사업 수행에 적용한 바 있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기술개발 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는 해체공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시화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 해체공정 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체



- 12 -

공정 전산모사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해

체공정 전산모사를 첨단 그래픽 기술인 가상현실 기술과 접목하여 구현하였고 향후 원격 해

체장비를 가상현실과 연계한 그래픽 제어 기술로 확장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본 과제에서

는 해체공정 VR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체 환경에 대한 방사화 분포 가시화 및 작업자 예상

피폭 산정, 해체정보 산출 모듈, 해체공정 평가 모듈 등을 개발하여 최적의 해체공정을 도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여 기 개발된 다른 나라 시스템과 차별화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 

또한 해체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본 연구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술이

며, 현재 IAEA 주관 DeSa 및 FaSa 프로젝트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본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평가 기술을 독자적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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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준위 알파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1. 서 문

Hot Cell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핵종 및 오염도

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시

간의 소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염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해체 선진국에서는 Hot Cell이나 고준위폐기물

탱크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 특

히 최근에는 소형의 검출기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에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방사

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일본의 JAEA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악티나이드 용액에 직접 접촉하여 알파/베타선을 동시

에 측정할 수 있는 ZnS(Ag)/NE102A phoswich 검출기를 개발하였으며, Mitsubishi Electric에서

는 섬광체로 도포된 플라스틱 섬광 광섬유를 이용하여 방사성 이온교환수지 폐기물수송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과 신체 표면의 오염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오염 검사기를

개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중에는 장반감기와 방사선학적 및 화학적 독성이 강한 TRU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핵종의 감시가 중요한데, 미국의 Westinghouse Hanford Company에서는

Hot Cell 또는 고준위 액체 폐기물 저장용기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Hanford site)에서 방사성 핵종의 신속한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위하여 소형 CdZnTe 검출기

와 표면장벽형 실리콘 검출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원격으로 감마선과 베타선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미국의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surface 

passivated ion implanted planar silicon diode 검출기를 이용하여 용액 중에서의 알파선을 측정

하여 TRU 함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였다.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IAEA에서는 방

사선 방호 측면에서 원자로 수조수나 hotcell과 같은 현장에서 감마선 분석을 위하여 소형

CdZnTe 검출기를 이용한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소형 CdZnTe 검출기의 분해능은 조사된

핵연료 집합체에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해하는데 충분하였으며, 

hotcell과 같은 시설에서 고준위 폐기물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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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현재까지 원자력시설의 방사성 오염도 측정 기술은 연구용 원자로 수조 내부 벽면의 오염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수중 벽면 주행로봇 개발, 원자력시설의 건물 바닥의 표면 자동시

료채취 및 오염도 측정장비, 그리고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의 내부 오염도 측정장비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조의 원격검증 방법으로 광섬유 섬광체를 이용한

중성자 및 감마선 검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플라스틱 섬광광섬유를 사용하여

저에너지 베타선 측정용 센서 개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CsI(Tl) 섬광체와 광섬유를 조합하

여 센서를 개발하여 선량계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고방사능 시설의 알파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센서의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

으나, 자동으로 시설 내부의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를 원격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파선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고, 원거리로 신

호 전송이 가능한 일체형의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센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개발한

센서를 이용하여 원격 제어 기술을 적용한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예상되는 고준위 시설의 제염해체 사업에도 주도적으

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면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분사가 가능

한 고분자 소재에 오염 핵종포집 기능을 부여하여 오염도 측정과 제거가 가능한 새로운 개

념의 검출소재 제조기술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고분자 검출소재는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독창적인 검출 소재이다. 향

후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을 통하여 상용화 가능한 단계의 검출소재를 제조한다면 고준위 오

염도 측정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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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 개발

1. 서 문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체 작업을 원격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원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부분의 해체의 경험이 있는 원자력선

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원격 해체장비를 개발하여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고

방사능 지역에서 원격으로 해체를 수행할 경우 원격 해체장비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

다. 즉,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 뿐만 아니라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설비 제

염, 분진 포집 등 다양한 작업을 원격 해체장비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원격 해체장비를

절단 및 취급 작업뿐만 아니라 복합 기능을 가진 다기능 해체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대상물은 대부분 두꺼운 부재가 대부분으로 해체 기술 적용

시 두꺼운 대상물도 쉽게 절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절단 시 2차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절단에 부적합한 기술들이 대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적합한 새로운 절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 일본

일본 JAERI에서는 JPDR 해체 R&D 프로그램으로 원전해체용 원격 듀얼암 조작기를 개발

하였다. 이 조작기는 플라즈마 절단장비, 원형톱 절단장비, 직쏘 절단장비 등을 장착하여 금

속을 절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 측정 장치, 분진 회수장치, 및 제염장치 등을 추

가로 갖추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리고 제어시스템으로 조

작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원격조작

은 네트워크로 컴퓨터상의 움직임을 조작기에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플라즈

마 절단 장비는 절단 시 고열을 발생시키며 대기 중에 fume을 배출해 2차 폐기물이 발생되

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기계적 절단 장비들도 절단 두께에 한계가 있으며 절단 시 칩이 발

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2차 공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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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일본의 듀얼암 해체

메뉴플레이터

• 프랑스

프랑스 CEA에서는 핫셀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에서 원격해체를 수행하기 위해 “Maestro” 

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tele-operation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플라즈마, 

Grinder, Shear, 휠커팅 절단장비를 선택하여 해체 대상물을 절단할 수 있다. 현재 레이저 절

단 장비를 추가로 탑재하여 장비의 기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장비는 2.3 m 거리에서 70 

kg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수중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방수처리 되어 있

다. 유압시스템에는 화재방지를 위한 유체를 사용하였고 제어시스템은 10 kGray에서도 신호

의 손실이 없도록 항방사선 처리가 되어 있다. 이 시스템 역시 일본의 시스템과 같이 원격

조작기의 성능은 우수하나 해체 장비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레이저 절단 장비

역시 절단 할 수 있는 두께가 제한적이며 장비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Fig. 2.1.5. 프랑스의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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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 DOE에서는 연구로 해체를 위한 2개의 Schilling Titan III type의 원격 조작기를 개발

하였으며 여섯 방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최장 78 inch의 유선 조정 거리 접근능력과 최

고 240 lbs의 인양능력을 가지고 있다. CP-5 연구로 해체 시 원격으로 시간당 0.75 ~ 2.0 R

의 방사화 구역에서 원격으로 해체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자에 의한 해체에 비해 50%의 비

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이 조작기는 햅틱 기술을 적용하여 조작기 운전자가 원격조작기의

촉감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므로써 보다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Fig. 2.1.6. 미국의 듀얼암 워크

플레이트

• 독일

독일의 Forschungszentrum Karlsruhe에서는 MZFR(Multi-Purpose Research Reactor)내의 RPV

의 상부 Filler를 해체를 위해 원격 밴드 쏘 해체장비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수중에서 RPV의

내부 Moderator 탱크를 해체하기 위해 원격 로봇팔에 플라즈마 절단장비를 장착한 해체장비

를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중에서 파트 세절용으로 그라인더, 직쏘, 유압 shear 등의 장

비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절단 시 발생된 폐기물을 원격으로 수거하기 위한 조작기를

개발하였다. 독일에서 개발한 장비도 절단 기술이 플라즈마나 워터젯을 주로 사용하여 절단

성능은 좋으나 절단 시 발생되는 칩이나 흄의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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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독일의 MZFR 
해체용 메뉴플레이터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국내에서도 원자력 분야에 원격 조작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발

전소 노심부의 크랙이나 누수 등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형 로봇을 개발하

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이로 설비를 원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원격 메뉴플

레이터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들은 시설

특성 및 목적에만 국한되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 특히 고하중을 취급해야 하는 원자력 시설 해체작업에는 적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 들은 원전이나 연구로 해체를 위해 독창적인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를 보유 및 개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원

자력 선진국에 개발한 원격 해체장비는 대부분 전통적인 절단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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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부 몇몇 나라에서는 레이저 절단 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출력의 제약, 

고가의 비용, 절단 시 발생되는 흄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는 고하중 취급에도 용이하며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 시설 해체 뿐만 아니라 고방사능 시설,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고온, 

고압, 고독성 설비의 운전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또한 극저온 절단 기술은 기존 상용 절단

기술의 문제인 절단 시 발생되는 2차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소 할 수 있어 고방사능 시설

의 절단 기술로 매우 적합한 기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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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1. 개 요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술로 해체작업 환

경의 잠재적 위험성의 발생권인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작업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위험 저감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체공정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해체사례 및

일반 산업분야의 안전 요건을 반영하여 해체공정에 대한 위험평가 요소를 선정하였고, 피폭

선량을 계산 및 점수화하는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기법과 위험요소의 피해크기와 발생확

률을 이용하여 점수화하는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기법을 해체작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

최근에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해체 경험이 있는 원자력선진국들

에 의해 제기되어 IAEA 주관으로 해체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DeSa 및 FaSa)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본 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으로 참

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 해체 VR 시스템 기능 설계

∙ 해체 공정 시나리오 및 평가항목 선정

- 고방사능 환경 가상현실 모델링

∙ 가상 고방사능 환경 선정

∙ 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및 VR 환경 구축

- 고방사능 환경 해체공정 가상현실 구현

∙ 해체공정 별 작업 방법 및 상세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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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VR 시뮬레이션 구축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대상물 위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 구축

∙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프로그래밍

-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 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프로그래밍

- 고방사능 공정평가 모듈 개발

∙ 해체정보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고방사능 VR 환경 및 공정평가 모듈 통합

∙ 해체 VR 시스템 통합/관리 GUI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 일반 안전성 평가 기술 사례 분석

- 해체 안전성 평가 체계 설정

∙ 해체 안전성 평가 절차 수립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요소 선정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및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델 개발

∙ 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복합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념 설계

∙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듈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정량적 평가 모듈 개발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통합메뉴 GUI 개발

나. 연구방법

○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 연구로 해체 digital mock-up 시스템과 가상현실 기술현황 분석을 통해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VR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설정함.

- 해체기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에 적합한 해체공법을 선정함. 선정

된 해체공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절단 위치 및 작업순서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만들어 해체 시나리오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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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평가 항목 중 기여도가 미미한 항목

과 평가 항목간의 종속관계에 있는 평가항목은 배제하여 최종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기여도가 높고 서로 독립적인 평가항목을 선정함.

- 해외 원자력시설 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가상 해체환경의 크기, 구성요소 및 재질, 해

체장비 등의 기술적 정보를 상세하게 도출하여 3D 모델링을 제작하고 주요해체 대

상물인 방사화된 탱크와 탱크 주위의 배관의 해체작업에 대해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가상현실을 구현함.

-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모듈은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은 EON 내부에 있는 DB 모듈

을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도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며 EON 내부 Graphic 처리 프

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도 3차원 Contour 및 실시간 작업자 피폭량 계

산을 수행함.

- 해체공정 평가에서 해체비용 및 작업 안전성에 대한 가중치 산정은 설문조사를 종합

하여 각각의 정량적인 가중치를 산정함.

- 해체 VR 시스템 통합/관리 GUI의 개발은 웹페이지 제작 툴과 JAVA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제작함.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 일반 산업시설과 운전중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에 대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방안을 수립하였음.

- 국내 연구로 및 변환시설 해체 수행 자료와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해체 수행 자료를

분석하여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방사선학적 위험요소와 비방사선학적 위험

요소를 분류하고, 국내 일반 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 위험요소와 산업재해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 산업적 위험요소를 분류하여, 해체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위험요소를 선정하였음.

- 해체 대상물의 원통구조, 육면체, 면에 가까운 선원형태에 대해서 격자수 변동에 의

한 선량 값을 비교를 하고, 해체공정에 대한 작업자 피폭평가를 수행하여 작업자 외

부 피폭선량 계산을 위한 방사선원 및 공간에 대한 계산 조건을 설정하여 방사선학

적 위험도 산정 모델을 설계하였음. 해체 작업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방사선학

적 위험요소의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Risk Matrix 2차 행렬로 피해크기의 수준 5

와 발생확률 수준 5인 25점(5×5) 척도로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모델을 설계하였음.

- 해체공정에 대하여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결과를 각각 수치적으로

등급화하고, 해체작업 특성상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경

우 위험도 산정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및 등급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퍼지추

론 논리 기법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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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정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의 세부절차별로 단위모듈을 메뉴방식으로 설계하

여 자료 입력 및 처리가 쉽게 업데이트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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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고방사능 시설에 대한 해체 V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VR 구축 사례 및 관련

문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체 VR 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3.1.1은 구

축한 해체 VR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 단계에서는 연구용원자로 해체 시 해

체 엔지니어링 도구로서 해체 Digital Mock-up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체 DMU에서는 해체

시나리오에 대한 해체일정 산정, 해체 작업 비용 산정, 폐기물량 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DMU 모듈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해체 안전성 평가 모듈을 통합하

여 해체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체 VR 시스템 내에서는 새로운 기능으로 해체환경 네비게이션, 해체공정 가상현실 구현,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작업자 예상 피폭량 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3.1.1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기능

해체 VR 시스템은 향후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의 그래픽 제어에도 활용하

기 위해 하드웨어 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개념설계하였다. 해체 VR 시스템은 전 단계에서

개발한 해체 DMU 모듈을 통해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체

VR 시스템에서는 실제 해체작업을 컴퓨터 가상공간 상에 구현하고 이를 가상현실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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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하여 실제 작업자들이 몰입하여 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상현실 구현은 가상현실 구

현용 빔 프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으로 표현되고 시청자는 가상현실 시청용 안경을 착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가상현실 내에서는 조이스틱을 통해 원하는 가상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체 VR 구현 결과는 별도의 기능키를 클릭함으로 써 VR 

화면상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1.2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구성도

• 고방사성 제염해체 공정 시나리오 및 평가항목 선정

고방사능 시설 제염해체 시나리오 구축에 앞서 시나리오 개발에 필요한 해체공법을 선정

하기 위해,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기술과 국외 해체기술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체기술로는 레이저, 플라즈마, Wheel saw, Shear, Nibbler,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Crusher, 

코어보링, Rock splitter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에서 플라즈마 절단 공법과 Wheel saw 절단

공법은 두꺼운 금속재료를 빠른 속도로 절단할 수 있고 적용성이 우수하며 장비가 저렴하고

작업에 숙련도가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절단 및 해체기술로 공

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일본, 독일, 벨기에 등의 국외 해체기술 적용 사례

분석에서도 플라즈마 절단 공법과 Wheel saw 절단 공법은 원전이나 고방사능 핫셀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기술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 해체기술 중 가장 보편적이고 해외 원자력 시설 해체사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즈마 절단공법과 Wheel saw 절단공법을 해체공법으로 선정하였고

두 공법에 대해 해체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해체 시나리오는 Table 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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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 절단 해외 사례

 - 일본의 JPDR 원자로 해체 시 수중 원격 플라즈마 절단 기술 적용

 - 독일의 상업용 발전로인 KRB-A의 해체를 위해 원격 플라즈마 절단기술 적용

 - 프랑스 CEA에서는 고방사능 시설 해체를 위한 MAESTRO라고 하는 원격 해체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절단 장비로 플라즈마와 Wheel 절단장비 사용

□ Wheel saw 절단 해외 사례

 - 벨기에의 BR3 원자로 해체 시 Mechanical wheel saw 절단 기술 적용

 - 독일의 MZFR 원자로 vessel 해체를 위해 원격 건식 Wheel saw 절단 기술 적용

 - 일본의 JAERI는 고방사능 시설 해체를 위한 다기능 해체장비로 Wheel saw와 플라즈마

절단장비 개발

플라즈마 절단 시나리오 (Manual 해체) Wheel 절단 시나리오 (원격 해체)

① 방사능 계측

② 비계설치

③ 작업자 A 위치로 이동

④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 A 위치 배관

절단

⑤ 작업자 B 위치로 이동

⑥ B 위치 배관 절단

⑦ 작업자 C 위치로 이동

⑧ C 위치 배관 절단

⑨ 절단된 배관 #1 분리 및 이송

⑩ 작업자 D 위치로 이동

⑪ D 위치 배관 절단

⑫ 절단된 배관 #2 분리 및 이송

⑬ 배관 #1, 배관 #2 세절

⑭ 세절 폐기물 용기 수납

⑮ 비계 해체

① 다기능 해체장비를 이용 방사능 계측

② 다기능 해체장비 A 위치로 이송

③ Wheel 절단 공구로 A 위치 절단

④ 다기능 해체장비 B 위치로 이송

⑤ B 위치 배관 절단

⑥ 다기능 해체장비 C 위치로 이송

⑦ C 위치 배관 절단

⑧ 다기능 해체장비로 절단된 배관#1

분리 및 이송

⑨ 다기능 해체장비 D 위치로 이송

⑩ D 위치 배관 절단

⑪ 절단된 배관#2 분리 및 이송

⑫ 다기능 해체장비로 배관#1, 배관#2

세절

⑬ 세절 폐기물 용기 수납

⑭ 비계 해체

Table 3.1.1 고방사능 시설 해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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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해체 시나리오 평가 항목 및 체계

해체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항

목을 도출하였다. 해체 시나리오의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

해 다음과 같은 후보항목을 도출하였다. 

□ 해체일정

□ 해체 작업시간

□ 폐기물량

□ 해체 작업 비용

□ 작업자 피폭

□ 작업 안전성

□ 대국민 홍보

□ 대국민 이해도

위에 도출한 후보항목을 분석한 결과, 해체일정, 해체 작업시간, 폐기물량, 해체 작업비용, 

등은 해체비용 항목에 모두 종속되는 항목으로 해체비용 산정에 세부항목으로 포함되기 때

문에 해체일정, 해체 작업시간, 폐기물량의 항목은 배제하였다. 또한 작업자 피폭과 작업 안

전성도 작업 안전성 항목에 작업자 피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작업자 피폭 항

목 역시 배제하였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 및 대국민 이해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해체 시나

리오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 두 가지 항목 역시 배제하였다. 따라서 해체 시나

리오 평가 항목은 해체 비용과 작업 안전성 두 가지 평가 항목으로 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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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비용과 작업 안전성에 대한 가중치는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 방법은 계층적 분석과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법과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HP 방법을 이용

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AHP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층적 분석과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법

- AHP 개요

복수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대안들

간에 상호비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준, 요인들이 계량적인 것과 비계량적인

것들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일정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여

러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다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 즉 복수 평

가기준 의사결정문제에 놓일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정한 방법 및 체계가 없다면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수평가기준의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AHP가 등장한 것이

다. 계층적 분석과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1970년대에 Satty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 그 후 이 기법에 대한 많은 이론 및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중 요인(다속성) 의

사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다수의 기준 하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로서

AHP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

AHP에 사용되는 평가척도는 비율척도이기 때문에 AHP는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AHP에서 사용되는 척도

는 이산형과 연속형의 값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쌍별비교의 값은 실제 측정에 의해 얻을

수도 있고, 평가자의 상대적 선호도를 반영하는 척도값에 의해 얻을 수도 있다. AHP는 전문

가적 판단 또는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상황에 적합하고,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기준(criteria)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다.

AHP는 목표들 사이의 중요도(weight)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서 각 대안들의 중

요도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계층분석이 갖는 계층적 분리(decomposition)의 특징은 의사결정

과제의 유기적 관계를 계층적으로 파악하여 보는데 있어서 과제의 복잡성에 매우 큰 유연성

(flexibility)과 적응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기준․기간으로 구성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제인 경우 분리를 통하여 계층적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유용하다.

AHP의 적용은 집단적 합의(group consensus)에 의한 계층구성(design of a hierarchy)과 의사

결정자로부터의 평가(evaluation)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AHP는 다수의 목표․평가기

준․의사결정 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어진 의사결정문제를 계층화한 후, 상위계층에 있는 한 요소(또는 기준)의 관점에서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또는 가중치(weight)를 쌍별 비



- 29 -

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해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

안들의 가중치 또는 우선순위(priority)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AHP는 의사결정자의 오랜 경험이나 직관 등을 평가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양적(quantitative) 평가기준은 물론 흔히 의사결정문제에서 다루기 곤란하면

서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질적(qualitative) 평가기준들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석과정도 직관적이고 비교적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계층적 분석과정(AHP)의 특징

계층적 분석과정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중 요인 의사결정(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의 한 방법으로 다 속성(multiple 

attributes)이나 다 목표(multiple objective)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중치(importance weight)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중 요인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상식

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3) 상대적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의사결정보다 더 의미 있고 용이하다.

4) 우선도(priority)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5) 질적인 요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규모의 비율적 우선도를 추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적인 요소와 결합시킬 수 있다.

6)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정보(의견)를 이용한다.

AHP는 과제를 정의하고 그 과제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자 할 때 유용하다. 

또한, 구성요소간의 상호 작용하는 힘을 평가하고 그 성질이 어떠한가의 판단을 위한 기법

이다. 의사결정자가 각 요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선도를 부여함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선정

되거나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AHP의 장점은 과제를 계층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복잡한

과제에 대하여 매우 큰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반 구조적

내지 비구조적인 의사결정 과제에 대하여도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많은 의사결

정 과제들이 규범적(normative)이기보다는 서술적(descriptive)이며, 또한 구조적인 결정과제가

드물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HP는 비합리적(직관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다 기준과 다수대안을 결정시에 항상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떠

한 문제를 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기본이 되는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고, 각 계층에서의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서 단순한 쌍별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판단을 요구하게 된

다.

- 계층적 분석과정(AHP)의 적용절차

AHP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계층구조를

문제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과 둘째는 우선도(가중치 및 상대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 30 -

표현 또는 계량화하는 것이 AHP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계층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의 특

성과 의사결정자의 경험 등에 의해서 적합한 계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선도를 부여

하는 방법은 쌍별 비교를 통한 고유 벡타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 대상이 기준들의 가중치이

건 대안들의 상대점수이건 상관없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HP를 이용하여 의사결

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친다.

1단계 :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Hierarchy of Decision Problem)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의사결정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요소들(decision elements)로

계층화하여 문제를 분리하는 과정이다. 최상위 계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목표가 놓여지고, 최

하위 계층에는 선택의 대상인 대안들로 구성된다. 계층구조의 중간계층에는 평가기준들로

구성되는데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한편, 계층의 수를 얼마로 해야 적정한가에 대하여 Saaty는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의 성격

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밀함의 정도에 따라 계층의 수는 달라진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교대상의 수가 n개인 경우에 실제 쌍별 비교의 횟수는 n(n-1)/2 가 된

다. 왜냐하면, 쌍별 비교행렬 A는 대각 성분이 1인 역수행렬이므로 의 값은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Saaty는 계층에 포함되는 속성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쌍별 비교의

횟수도 많아지므로 가능하면 한 계층 내에 속성들의 수가 9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단계 : 평가기준의 쌍별 비교(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s)

다속성 의사결정일 때는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모두 고려하여 가중치를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AHP에서는 속성들을 두 개씩 뽑아 쌍별 비교를 한다.  어떤 계층에 있는 한

기준(속성 또는 요소)의 관점에서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기준들의 상대들의 상대적 중요도

(공헌도 또는 우월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준들 간에 쌍별 비교를 행하고 그

결과를 행렬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쌍별 비교의 과정에는 평가기준 등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선호(preference)정도를 먼저 어의

적인 표현에 의해 나타내고 이를 계량화 과정에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

가척도(scale)가 필요하며, AHP에서는 Saaty가 제안한 1-9점 척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쌍

별 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범위는 1에서 9까지의 수 또는 이의 역수들로서 Table 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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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중 요 도 정 의

1 동등(equal important) 두 요소의 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동

일하게 중요함

3 약간중요(weakly more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중요

함

5 매우 중요 (strongly more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본질적 으

로 또는 보다 강하게 중요함

7 확실히 중요 (demonstrably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확실하게

또는 매우 강하게 중요함

9 절대 중요 (absolutely more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

 으로 중요함

1) 2,4,6,8은 1과3, 3과5, 5와7, 7과9의 중간정도를 표함

2) 요소 A와 B에 대한 중요도가 1-9이면 B의 A에 대한 중요도는 1-9의 역수로

표현된다.

Table 3.1.2. 쌍별 비교에서 사용되는 1-9점 척도

예를 들어 속성 Ai 가 Aj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의 값은 1-9점 중에서 그에 상

당하는 값을 부여하고 는 그 역수를 부여한다. 한편 Saaty는 AHP에 의한 최종 계산결과

가 이들 선택되는 값에 비교적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

는 부담감을 크게 갖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단계 : 가중치의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쌍별 비교를 행한 후에는 각 계층에 대하여 비교대상 평가기준들이 갖는 상대적 가중치

를 추정한다. 즉, 쌍별 비교를 통해 얻은 를 이용하여 속성 A₁,A₂,...Aｎ 이 갖는 선호

도를 나타내 주는 수치 w₁,w₂,...wｎ을 추정하는 것이다.

 Saaty는 가중치 추정방법으로서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속성 A₁,A₂,A₃가 있을 경우 A₁: A₂= 2 : 1, A₁: A₃= 4 : 1 이라고 평가했을

때, A₁: A₂: A₃= 4 : 2 : 1 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를 판단의 일관성이 완벽하다고 말한다.

    4단계 : 가중치의 종합(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AHP의 마지막 단계는 하위계층에 있는 평가기준(속성)들의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구하

기 위해서 각 계층에서 계산된 평가기준들의 가중치를 종합하는 과정이다.  즉 상위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하위 계층에 있는 평가기준들이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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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들의 종합 가증치를 구하는 단계이다. 평가기준의 종합 가중치는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Wi  = ∑ (wj) ( u i
j) (식 3-1-1)

 여기서, Wi   : i번째 대안의 종합가중치

         wj  : 평가기준 j의 상대적 가중치

        u i
j  : 평가기준 j에 대한 i번째 대안의 가중치

- 계층적 분석과정(AHP)의 일관성 판단

 Saaty의 계층분석이론을 실제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문제의 정의 및 요구되는 해의 구체화

 ② 총합관리목적의 최고수준으로부터 관련 중간수준을 통해서 통제가 그 문제를 분리하

거나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구조화한다.

 ③ 쌍별 비교를 구성한다.

 ④ 위의 단계 ③에서 얻은 행렬요소의 수는 n(n-1)/2개가 된다.

 ⑤ A×w =λmax×w 라는 eigenvalue 문제를 풀고서 일관성을 시험한다.

 ⑥ 단계 ③, ④, ⑤는 계층의 모든 수준과 집단에서 반복된다.

 ⑦ 계층구성은 기준에 대한 가중치로 고유벡터들을 가중치화 하는데 사용되고, 어떤 한

수준에서 요소의 총합순위를 얻기 위해서 각 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가중치로 된 고유

벡터들을 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수준으로 계속 내려가서 최하위 수준까지

계산하게 된다.

 ⑧ 각 요소의 일관성 지수(C. I. :Consistency Index)를 해당기준의 우선순위로 곱하고, 그

것을 더함으로서 전체 계층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하게 된다.

 n개의 요소들 A₁.....An 에 대해 일정한 기준의 특성치(중요도, 선호도 등)  W = ( w

₁....wn ) 가 알려진 경우 쌍별 비교행렬은 식 3-2-5와 같다. 

                  A₁ A₂ ㆍ ㆍ An 

          A₁ w₁/w₁ w₁/w₂ ㆍ ㆍ w₁/wn  

          A₂ w₂/w₁ w₂/w₂ ㆍ ㆍ w₂/wn  (식 3-1-2)

     A =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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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ㆍ ㆍ ㆍ

          An    wn/w₁ wn/w₂ ㆍ ㆍ wn/wn

 두 요소를 직접 쌍별 비교하는 경우 식 3-1-3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wi / wj  =   ,    ( i, j = 1, 2, ..... n ) (식 3-1-3)

 행렬 A는 A =  

             = wi / wj

             = 1 /  

인 정방행렬(square matrix)로서 주 대각선의 값들이 모두 1인 특수한 행렬형태를 갖고 있

다.  이러한 행렬은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이라 부른다. 이 행렬에 열벡터 W를 곱하면

벡터 nW를 얻게 된다. 즉, AW = nW가 성립한다. AW = nW에서 W는 행렬이론에 의해 고

유치(eigen value) n을 갖는 A의 고유벡터(eigen vector)이다. 일반적으로 를 직접 구하는 것

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료나 실험을 통한 추정치 또는 경험적인 판단으로 구할 수 있다. 

 는 정확한 측정치가 아닌 주관적 판단치이고 이상적인 비율 wi/wj와 편차가 있으므로

AW = nW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렬이론의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한다. 

첫째, λ₁..... λn이 AW = nW를 만족하는 A의 고유치 이고, =1이면 λmax = n이 된다. 

따라서 AW = nW가 만족하면 유일하게 n을 제외한 모든 고유치들은 0 이다. 

둘째, 정(+)의 역수행렬 A의  원소가 미세하게 변하면 고유치들 또한 미세하게 변한다. 

이들 특성에 의해 행렬 A의 대각선 원소가 1(=1)이고, A가 일관성이 있으면 의 미세한

변화는 n에 가까운 최대 고유치 λmax를 보장하고 나머지 고유치들은 0 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A가 쌍별 비교행렬이면 중요도 가중치 벡터를 구하기 위해 AW=λmaxW를 만족

하는 벡터 W를 구해야 한다. 또한 λmax가 n에 가까울수록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낳는다.

 일관성에 대한 편차는 일관성지수 CI = (λmax - n)/(n-1)로 나타낸다. AHP 비교행렬에 대

해서 λmax ≥ n 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데 완벽한 일관성을 갖는 비교행렬에 대해서는 λ

max = n 이며, 일관성이 클수록 λmax가 n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관성 비율

(CR : Consistency Ratio)을 사용하여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CR = CI / RI = (λmax - n / n-1)(1 / RI) (식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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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I는 일관성 지수로써 일관성이 클수록 0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RI는 Random 

Index의 약자로서 1부터 9 사이의 난수를 사용해서 구성한 비교행렬의 CI들의 평균값이다. 

RI는 비교행렬의 크기 n에 따라 다르며 Saaty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여 Table 3.1.2에서와

같이 요약된다.

주어진 행렬의 CI와 RI를 비교한 값인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Saaty는 CR이 0.1보다 큰 경우에는 그 판단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행렬의 크기(n)  1    2   3    4   5    6    7   8   9   10   11  

RI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1.51

Table 3.1.3.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의 평균값

 일관성 계산은 비교행렬을 A, 새로운 벡터를 얻으려는 예측해 벡터를 W라고 하고, A × 

Wi = ℓi, ℓi / Wi = λ i라고 했을 때, λ i의 구성요소들의 합을 구해서 요소들의 숫자로

나누면 λ max에 근사한 값을 얻게 되는데, 이 λ max를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 또

는 principle eigenvalue라 하고, 선호균형을 나타내는 일관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λ max

가 n(matrix의 activity 수)에 가까울수록 보다 더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상 고방사능 환경 선정

고방사능 VR 해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체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방사능 핫셀의 대표적인 고방사능 대상물인 Pulsed column과 Dissolver로 선정하였고, 고방

사능 핫셀 및 재처리 시설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탱크와 배관을 해체 대상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가상의 고방사능 환경 의 장비로 폐기물 용기를 이송하기 위한 크레인과 폐기물 용기

를 적재하여 외부 이송하기 위한 대차를 선정하였다. 

•  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및 VR 환경 구축

가상의 고방사능 VR 해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링 결과로 Fig. 3.1.4는 가상

의 고방사능 환경 구축에 필요한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Fig. 3.1.5는 가상의 고방사능 환

경 내부에 있는 Pulsed column과 Dissolver의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ulsed column과

Dissolver는 고방사화된 해체 대상물이며 실제 사용되고 있는 Pulsed column과 Dissolver의 자

료를 기초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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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해체 VR 환경 모델링 구현

Fig. 3.1.5. 해체 대상물 Pulsed column과 Dissolver 모델링

고방사능 VR 해체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고방사능 환경 내에 있는 탱크와 탱

크 주변에 있는 배관을 해체 대상물로 선정하였다. Fig. 3.1.6은 탱크와 배관의 모델링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개의 해체 대상물은 일반 작업자에 의해 직접 해체방법인 플라즈마

해체 시나리오와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를 이용한 해체 방법인 휠 쏘 해체 시나리오를 이용

하여 해체 작업이 수행된다. 

Fig. 3.1.7은 휠 쏘 해체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는 듀얼 암 메뉴플레이터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암에

는 다양한 해체장비를 변경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Fig. 3.1.8은 해체공정 시뮬레이션 구축에 필요한 모델링으로 가상의 작업자, 폐기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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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비계, 대차, 그린하우스, 천장 크레인 등을 모델링하여 해체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였다.  

Fig. 3.1.6. 해체 대상물인 Tank와 배관의 모델링

Fig. 3.1.7. 다기능 해체장비의 모델링



- 37 -

Fig. 3.1.8. 기타 모델링

•  해체공정 별 작업 방법 및 상세 절차 수립

   - 플라즈마 해체 시나리오

Fig. 3.1.9는 플라즈마 해체 시나리오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플라즈마 절단 시 발생

되는 가스를 포집하기 위해 탱크 및 배관 주위에 5 m x 5 m x 5 m 크기의 그린하우스를

설치하고 환기장치를 설치하였고, 높은 위치에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3단으로 비계

를 설치한다. 배관 주위의 오염된 벽면을 제염하기 위해 CO2 분사 제염방법을 이용하여 제

염작업을 수행하였고, 플라즈마 절단 공구를 이용하여 배관을 1 m 간격으로 세절하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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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송용기에 저장한다. 저장된 용기는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대차 위에 적재

함. 탱크를 작업자가 직접 해체하기 위해서는 탱크의 방사선 준위를 낮추기 위한 제염작업

을 선행한다. 탱크의 해체를 위해 먼저 탱크 상부를 원주방향으로 절단하여 뚜껑을 제거한

후 벽면을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가로 50 cm, 세로 100 cm의 크기로 절단 한 후 폐기

물 이송용기에 저장하여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절단된 탱크 해체폐기물은 용기에 저장한 후

용기를 대차에 적재하여 작업을 종료한다. 

   - 휠쏘 해체 시나리오

Fig. 3.1.10은 휠쏘 해체공법에 의한 배관과 탱크의 해체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휠쏘 해체

절단 방법은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에 장착된 휠쏘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해체를 수행하기 때

문에 Green house와 Ventilation system의 설치가 필요 없고, 피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

염작업이 필요 없다. 배관의 절단 방식은 왼손 암에 장착된 Gripper로 배관을 고정하고 오른

손에 장착된 휠쏘를 이용하여 1 m 간격으로 절단 한 후 폐기물 이송용기로 이동하여 적재

한다. 폐기물 이송용기는 크레인에 의해 대차에 적재한다. 탱크 해체는 탱크 상부를 휠쏘로

절단하여 제거하고 Gripper로 탱크 벽면을 고정한 후 휠쏘로 폭 50 cm 높이 100 cm의 크기

로 절단한 후 Gripper로 절단된 폐기물을 용기에 이송한다. 폐기물 저장용기는 크래인에 의

해 대차에 적재하여 시뮬레이션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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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플라즈마 해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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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휠쏘 해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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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대상물 위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 구축

가상 해체공간에 방사능 오염도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대상 위

치에 따른 오염도 데이터를 저장·관리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방사능 오

염도 데이터는 해체공간을 가로 20, 세로 20 등분으로 나누어 총 4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체공간을 원하는 등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였다. 

   -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프로그래밍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모듈은 EON Studio 내에 있는 SD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래

밍 하였으며, 데이터데이터 베이스는 EON Studio 내에 내장되어 있는 DB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Fig. 3.1.11은 해체공간 상에 구현한 방사화 가시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3.1.12는 해체 대상물에 대한 방사화 가시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3.1.11. 해체공간 방사화 가시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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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해체대상물 방사화 가시화 결과

•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 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프로그래밍

앞 절에서 개발한 방사화 가시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자의 작업 경로에 따른 피

폭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Top view에서 원하는 작업 경로

를 클릭하면 화면상에 작업자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Enter키를 누르면 작업자가 작업 경

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작업자는 방사능 준위가 높은 구역에서 이동하게 되면 화면 좌측

하단에 실시간으로 작업자 피폭량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표현되며, 화면 우측 하단에는 현재

까지의 누적 피폭량이 그래프로 표현된다. Fig. 3.1.14 는 Top view에서 작업 경로를 선택하

는 창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는 작업자가 해체공간으로 이동할 때 실시간으로 피폭량을

계산하여 산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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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작업경로 피폭량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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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방사능 공정평가 모듈 개발

   - 해체정보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전 단계에서 개발한 해체정보 가시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플라즈마 해체 시나리오와 휠

쏘 해체시나리오에 대한 해체일정, 작업 비용, 작업안전성, 해체공정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해체일정은 시나리오 세부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여 전체 해체 시나리오의 소요기간을 산정하였다. 해체비용은 해체일정의 작업 기간

을 토대로 단위 작업에 대한 인건비,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 제잡비 등을 산정하여 해체 시

나리오 별 해체비용을 산정하였다. 

Fig. 3.1.15. 해체일정 평가 결과

해체공정 평가 모듈은 해체비용과 작업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결과에 가중치

를 곱한 결과를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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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해체공정에 대한 작업비용 평가 결과

Fig. 3.1.17. 해체공정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 46 -

   - 해체 VR 시스템 통합/관리 GUI 개발

해체 VR 시스템의 GUI는 방사화 가시화(Radioactive visualization module), 작업자 피폭 산

정 모듈(Expecting dose calculation module), 해체공정 VR 모듈(VR simulation module), 해체공

정 평가 모듈(Evaluation module), 안전성 분석 모듈(Safety analysis module)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데이터는 해체 VR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였다. 

Fig. 3.1.18. 해체 VR 시스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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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가. 이론적 배경

(1) 일반 안전성 평가 기법 사례 분석

일반 산업분야에서 사용하는 안전성 평가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체크리스트 (Process/System Checklist)

․예비 위험분석법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What-If 분석법 (“What-If" Analysis)

․HAZOP Study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고장형태와 영향 및 치명도 분석법 (FMECA)

․결함수(또는 고장수목) 분석법 (Fault Tree Analysis, FTA)

․사건수(또는 사건수목) 분석법 (Event Tree Analysis, ETA)

․원인-결과 분석법 (Cause-Consequence Analysis, CCA)

․인적오류 분석법 (Human Error Analysis, HEA)

(가) 체크리스트 (Process/System Checklist)

이 기법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도를 인지시키는 데 유

용한 기법이다. 특히, 미숙련 기술자가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여러 요구사항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면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능을 익히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

체크리스트는 공정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 원하는 대로 상세하

게 기술할 수 있는 데, 이때는 좀 더 주의를 요하는 문제를 확인하거나 기준절차가 잘 지켜

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체크리스트의 단점은 체크리스트 작성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

크리스트는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나) 예비 위험분석법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PHA는 공정의 설비단계에서 예비로 간단히 위험을 찾아내어 이 위험이 나중에 발견되

었을 때 드는 비용을 절약하자는 것이다. 많은 화학회사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한다.

PHA는 다른 위험분석방법에 의한 평가에 선행해서 실시한다. 이것은 공장의 초기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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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새로운 공정처럼 안전문제에 대한 경험이 거

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PHA를 행할 때는 공정이나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위험

물질과 주 공정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때로는 급작스런 에너지의 방출이 생길 수 있는 요소

를 조사하게 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PHA는 원료물질, 중간물질, 최종 제품과 그들의

반응정도, 공장설비, 시스템 요소 사이의 연결부분, 운전환경, 안전 설비 등의 위험요소를 확

인하는 데 적용된다.

(다) What-If 분석법 ("What-If" Analysis)

"What-If" 분석기법은 HAZOP이나 고장형태와 영향 및 치명도 분석법(FMECA)처럼 정

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고 사용자가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문제점을 가정한 질문 형태

로 위험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상 공정에 관한 유경험자로 된

평가 팀이 자유토론방식을 이용하여 위험성을 검토하는 기법이다. "What-If" 분석의 목적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는 것으로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전단계, 공정의 수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설계의도로부터의 일탈현상에 대한 조사가 포

함된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공정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설계의도

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일탈현상을 조합하고 합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What-If" 분석기법은 ”What-If"로 시작되는 질문을 사용하는 데 이 질문들은 보통 관심

이 있는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며 예를 들면 전기에 대한 안전, 방화설비, 인명보호 등이

다. 이 질문들은 대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수행은 2~3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운전 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관리 층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수도 있다. 공정구성요소의 이상이나 공정의 변화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 전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라)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이 기법은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Ltd. (ICI)에서 개발되어 미국화공기술자협회 화

학공정안전센터(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에서 정리된 기법으로서, 가상적인 상상을 통하여 위험성을 구명하고 문서로 증명하

는 단순하면서도 공식적인 기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지침어(guide-words)나 팀 리더의 경험에 의해 주어진 구

조를 따르면서, 여러 전문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분석 팀이 조직적으로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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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storming)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의 위험요소들(hazards)과 운용상의 문제점(operability

problems)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분석의 기본 전제는, 공정은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한 근본적인 위험성이나 운용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규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원래 시스템은 위험성을 예상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의 용량이나 기능을 늘려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전계수(safety factor) 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무엇인가의 이유로 인해 이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

이다. HAZOP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 하에 공정상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과,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내고자 개발되었다.

시스템은 운용하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크고 작은 수정이 가해지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경은 시스템의 기능변화는 물론 동시에 기능장애나 사고의 가능성도 도

입되기 때문에, 이 기법은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보정을 하는 경우 권장할 만한 도구로 알려

져 널리 활용되고 있다.

Fig. 3.2.1은 HAZOP 분석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토론에 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법론과 분석내용으로 보아서는 앞에서 살펴 본

What If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석을 연구결점(study nodes)이라고 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키며, 지침어(guide words)라고 하는 독특한 분석지침을 도입하기 때문에 좀 더 조직

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HAZOP
Review

by
Team

Documentation Follow-up

Table

ConsequencesCauses SafeguardsDeviation Action

Attitude

Meeting
Leadership

Meeting
Leadership

Team’s HAZOP
Experience

Knowledge/
Experience

Information for
Study (P&Ids, PFDs)

HAZOP
Review

by
Team

Documentation Follow-up

Table

ConsequencesCauses SafeguardsDeviation Action

Attitude

Meeting
Leadership

Meeting
Leadership

Team’s HAZOP
Experience

Knowledge/
Experience

Information for
Study (P&Ids, PFDs)

Fig. 3.2.1. HAZOP 분석기법의 흐름도

① 분석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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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OP의 분석목적은 공정상의 위험요소들(hazards)과 운용상의 문제점(operability

problems)을 규명하는 것이다.

ISO 60300-3-9는 HAZOP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의도된 설계기능이나 조건 등을 포함하여, 설비나 공정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 설계의도로부터의 일탈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설비나 공정의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이러한 일탈들이 위험성이나 운용상의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② 분석시기

HAZOP에서는 시스템의 기능특성이 공정변수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공정변수

(process parameters)란 시스템의 기능이나 운용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물리적 변수들을 말

하는데, Table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 습도, 압력, 유속, 반응속도 등이 그 예이다.

흐름

압력

온도

수준

시간

구성

산성도 (pH)

속도

빈도

점도

전압

정보

혼합

추가

분리

반응

Table 3.2.1. HAZOP 분석 시 공정변수 예

분석을 위해 이 정도의 변수들을 파악하고 있자면 적어도 공정흐름 다이어그램

(Process Flow Diagram, PFD), P&ID(Pipe and Instrument Diagram)가 결정된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HAZOP은 설계단계나 운용단계 중 어느 때에도 수행될 수 있지

만, 가장 좋은 시기는 시스템 설계가 상당히 완성되었을 때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계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고, 기존공정에 대해서는 재설계가 계획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③ 분석절차

HAZOP의 분석 순서는 Fig. 3.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What If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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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HAZOP 분석의 흐름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 목적 및 연구범위를 정한다.

• 분석 팀을 구성한다.

분석 팀은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것은 최초 ICI사에서 규정한 HAZOP의 정

의에서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즉, 여러 사람이 아닌 혼자서 수행하는 것도

HAZOP이 아니며, 난상토론이 아닌 개별적 의견개진도 HAZOP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 팀은 Table 3.2.2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아울러 관리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5～7인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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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구성원 특 기 사 항

- 팀 리더

- 공정/기계 기술자

- 플랜트 운용자 및 감독자

- 공정기술자

- 기구기술자 (instrumentation engineer)

- 전기기술자 (electrical engineer)

- 안전/소방기술자

- 독물학자

- 보전/수리공

- 팀 서기

HAZOP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P&ID를 잘 알고 있는 자

Table 3.2.2. HAZOP 분석 팀의 구성

또한 기록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작은 공정의

경우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 2～3인으로도 가능하다.

• 예비조사를 한다.

예비작업은 1) 필요한 자료의 획득, 2) 획득된 자료를 적절한 형태로 전환하거나 분석절

차를 계획하는 일, 3) 회의일정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HAZOP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공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

어야 하고, 공정이나 장치, 운용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변수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정설계도, 운용절차, 공정 흐름도 등 상세한 공정

설명과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때 확보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P&IDs

- 공정설계도

- 공정흐름도

- 선형 다이어그램

- 공정설명

- 운용설명서/절차

- 공정재료정보

- 장비 및 재료 규격

여기에 운용 지침서, 기구 연속제어도(instrument sequence control chart), 논리 다이어그

램 등이 추가될 수도 있으며, 때때로 공정 사용설명서, 설비 제조자 설명서 등도 추가된다.

• 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난상토론을 한다.

난상토론(brainstorming)의 주된 장점은 팀 구성원들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의견교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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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창조력을 북돋아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분석 및 검토대상은 보통 연구결절(study node)이라고 부르는데, 공정변수들의 일탈이

조사될 시스템 구조 및 기능상의 위치를 말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일탈(deviation)이란

지침어를 체계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발견되는, 의도된 기능으로부터의 편차를 가리킨다.

HAZOP은 한 번에 하나의 특정설계부분, 즉 하나의 연구결절(study node)에 대해서만

분석초점을 맞추는데, 이 각각의 연구결절들에서 공정변수들의 일탈을 조사하는 데에는 지

침어를 이용한다.

지침어(guide word)란 HAZOP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법으로, 난상토론을 통해 일

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의도된 기능을 정성화 또는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한 용어들

을 말한다.

원래 ICI가 개발한 방법에 따르면, 각 지침어는 적절한 공정변수들과 결합될 수 있으며

연구결절, 공정부분, 운용단계 등 어떤 대상점에 대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과 같은 결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침어 공정 변수 일탈

No + Flow = No Flow

More + Pressure = High Pressure

As well as + One Phase = Two Phase

Other than + Operation = Maintenance

Table 3.2.3. HAZOP 지침어의 결합 예

그러므로 공정변수들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많은 지침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Table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의 경우에는 적정온도

이상 혹은 이하의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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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어 운용상의 일탈

없음

(None)

흐름 없음 No Flow

역류 Reverse Flow

무반응 No Reaction

과다

(More)

과다 흐름 Increased Flow

과다 압력 Increased Pressure

과다 온도 Increased Temperature

과다 반응률 Increased Reaction Rate

과소

(Less)

과소 흐름 Reduced Flow

과소 압력 Reduced Pressure

과소 온도 Reduced Temperature

과소 반응률 Reduced Reaction Rate

부분적

(Part of)
재료 유입률의 변경 Change of ratio of materials presents

대등한

(As well as)
대체 재료 Different Materials presents

기타

(Other)

비정상 공정조건

Different Plant Conditions from normal operation

Table 3.2.4. HAZOP 지침어의 예

그러나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 지침어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 시간을 고려할 때에는 other than 대신 sooner or later

- 위치를 고려할 때에는 other than 대신 where else

- 온도나 압력을 고려할 때에는 more or less 대신 higher or lower

등과 같은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정의 공정변수들을 분석하는 경

우에는, 각각의 지침어에 대하여 모든 변수들을 한꺼번에 적용시키는 것보다, 각 공정변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침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침어를 하나

의 서술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단어 또는 문구를 찾아 개별적으로 지침어

를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분석결과를 기록한다.

난상토론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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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된 위험요소 또는 공정 운용상의 문제

-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설계 및 운용절차의 수정사항

- 미진한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후속분석

등을 들 수 있다.

HAZOP 분석에 필요한 소요시간 및 경비는 분석 대상공정의 크기와 복잡성에 좌우되는

데, 일반적으로 주요 대상에 대해서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소프트웨어로 HAZOP 분석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 CAHAZOP (NUS Corp., San Diego, California)

- HAZOP-PC (Primatech, Inc., Columbus, Ohio)

- HAZOPtimizer (A.D.Little, Cambridge, Massachusetts)

- HAZSEC (Technica, Inc., Columbus, Ohio)

- HAZTEK (Westinghouse Electric Corp., Pittusburgh, Pennsylvania)

- LEADER (JBF Associates, Inc., Knoxville, Tennessee)

- SAFEPLAN (Du Pont, Westlake Village, California)

등이 있다.

(마) 고장형태와 영향 및 치명도 분석법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FMECA는 시스템이나 공정장치를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들의 고장형태를 찾아낸

다음 고장의 형태에 대해서 그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고장이 구성품 또는 상위 레벨에

어떤 영향을 주간가를 조사한다. 그리고 나서 고장의 영향을 경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조

치사항을 검토하여 찾아내는 위험 분석기법이다.

고장형태의 결과는 장치고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템 응답이나 사고이다. FMECA는 중

대한 사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단일 고장형태를 확인한다. 운

전자의 실수는 일반적으로 FMECA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조작의 영향은 보

통 장치의 고장형태에 의해 설명된다. FMECA는 사고를 야기하는 장치 이상들의 조합을 알

아내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FMECA는 두 명의 평가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팀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바) 결함수(또는 고장수목) 분석법 (Fault Tree Analysis, FTA)

① FTA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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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하나의 특정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역적 기법으로 찾아가는 위험성 분

석 기법이다. 즉, FTA는 시스템의 고장이나 사고를 장치나 운전자의 실수 등 사고 원인들

의 관계를 논리게이트를 이용하여 도해적으로 분석하여 고장이나 사고의 기본적 원인을 찾

아내고 이 원인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때 결함수는 사고 사건을 낳을 수 있는 장치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하는

도식적 모델이며, 결함수의 해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고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장치이상의

집합 목록이다.

FTA의 장점은 사고를 기본적인 장치이상과 운전자 실수로 분석하는 능력과 FT의 논리

적 구조를 확률의 형태로 바꾸어 정량화할 수 있는 점이다.

② FTA의 분석절차

FTA의 분석절차는 분석 목적이나 분석 수준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 표 4-2와 같은 순서

에 따라 작성한다. 즉, 1) 분석범위의 정의 및 분석수준의 결정, 2) 대상 시스템의 특성파악,

3) 정상사상의 설정, 4) 결함수의 구성, 5) 결함수의 정성적 분석, 6) 결함수의 정량적 분석,

7) 분석결과의 평가 및 보고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간단하게는 1) 정상사상의 선정, 2) 사상의 재해원인의 규명, 3) FT의 작

성, 4) 개선계획의 작성 등 4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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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석 내용 구체적 분석 내용

1 분석범위의 정의 및

분석수준의 결정

- 분석의 필요성 확인

- 분석목적 및 분석대상의 설정

- 분석수준의 결정

2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파악

①분석하려는 시스템의 공정이나 작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다.

②예상되는 재해를 과거의 재해사례나 재해통계를

기초로 가급적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3 정상사상의 설정 ③재해 위험도를 검토하여 분석할 재해를 결정한다

④재해에 관계하는 기계의 불량상태나 작업자의 과

오에 대해 그 원인과 영향을 가급적 상세히 조사

한다.

⑤재해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재해발생 확률 목표값

을 정한다.

4 결함수의 구성 ⑥결함수(Fault Tree)를 구성한다.

5 결함수의 정성적 분

석

⑦작성한 결함수를 수식화하여 Boole 대수를 사용하

여 간소화한다.

6 결함수의 정량적 분

석

⑧기계불량 상태나 작업자 에러의 발생확률을 조사

나 자료에 의해 정하고 결함수에 표시한다.

⑨분석하는 재해의 발생확률을 계산한다.

⑩⑨의 결과를 과거의 재해, 또는 재해에 이르는 중

간사고의 발생률과 비교한다.

⑪그 차이가 심하면 ④에 되돌아가서 재검토한다.

7 분석결과의 평가 및

보고

⑫완성된 결함수를 분석해서 재해의 발생확률이 목

표값을 넘을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단을

검토한다.

⑬비용이나 기술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가장 유

효한 재해방지 대책을 세운다.

⑭이들 각 수순에 따라서 FTA의 규모가 클 때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Table 3.2.5. FTA의 분석절차

(사) 사건수(또는 사건수목) 분석법 (Event Tree Analysis, ETA)

ETA는 작업자를 포함한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초기 사건(Initiation Event)을 시작으

로 이로부터 발생되는 최종 결과를 연역적인 접근방법으로 평가하는 정성, 정량적 위험평가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고장(Failure)이 어떻게 발생하며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어떠한가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플랜트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스템이

작용한다. 이들 안전 시스템은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사건수 접근 방법은 초기 사건이 발생

한 다음 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즉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라는 구분을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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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관한 영향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사건수는 분석대상 시스템의 제요소 또는 그것들의 기능을 최초 고장을 상징하는 기능부

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나열하여 작성한다. ETA는 일반적으로 숙련된 개인이 수

행하고 명확히 정의된 대상에 적용이 가능하고 시간대 표현이 가능하며 인간의 실수를 포함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 원인-결과 분석법 (Cause-Consequence Analysis, CCA)

CCA는 가능한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FTA와 ETA를 혼합한 것이다. CCA의 주요 장점

은 의사전달 매개체로서의 사용이다. 즉, 원인-결과도는 사고결과와 그들의 기본 원인사이

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기법은 분석된 사고의 결함조직이 단순하여 FT와 ET

를 동일한 도면으로 결합시켜 상세히 표시할 수 있을 때 자주 이용된다. 따라서 이 기법은

단순하고 간단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결과가 예측되는 발생빈도를 정량화 하는데 사

용된다.

(자) 인적오류 분석법 (Human Error Analysis, HEA)

HEA는 공장의 운전자, 보수반원, 기술자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여기에는 여러 형태의 업무분석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어떤 분석형태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술, 지식, 능력 등에 따른 그 업무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도 기술된다.

HEA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오류의 기능 상황을 알아내거나 인적오류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분석은 인간공학적 분석(Ergonomics Analysis), 인

적 신뢰성 분석(Human Reliability Analysis) 또는 여러 형태의 시스템 분석과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운영 분야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지금까지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설계 및 운영에 중점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

져 왔다. 이 원자력시설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법 중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

행 되어오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기법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ty Safety

Assessment, PSA) 기법이다. 이절에서는 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기법에 대하여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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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SA 수행 배경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는 국민 대중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원자력법 등 법률로 명시하고 각 사업자들의 의무적 규정 준수를 명

시하고 있다. 우주 및 항공 산업 분야 등에서 사용되던 확률론적 평가 기법을 원자력발전소

의 안전성 평가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1975년 WASH-1400이라는 원자력발전소에

PSA가 처음 적용이 되었다.

Fig. 3.2.3. PSA 수행 체계

(나) PSA 수행 현황

PSA는 국내외 적으로 많은 원자력시설에 적용을 하고 있다.

① 국내

국내에서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11기에 수행을 하고 있고 1기에 진행 중에 있다.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에는 4기에 수행 중에 있으며 건설 이전 단계 설계 원자력발전소 시

설은 4기에 수행 중에 있다. 또한 규제 업무에도 PS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② 국외

국외의 경우 대표적인 미국에서는 NRC GL 88-20에 의거 모든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

하여 수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 업무에도 PS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③ PSA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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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PSA 내부사건 수행 절차

(다) 내부사건 분석

① 내부사건 정의

발전소 정상 출력 운전 중 발전소 계통 및 기기의 이상 또는 운전원/보수 요원의 오류로

인한 발전소 불시 정지 시 원자로의 잔열제거실패로 노심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노심손상의 정량적 수치 도출

② 분석 대상 사고

• 원자로냉각재상실 (대형/중형/소형)

•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고

• 주증기배관파단사고

• 주급수배관파단사고

• 원자로정지불능사고

• 발전소 정전사고 외 다수

③ 내부사건 분석 - 발전소 친숙화

내부사건분석에 필요한 발전소 정보 수집 및 파악하고 모든 분석의 기본적 정보 제공한

다.

•설계 문서 수집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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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혹은 참조 원전의 방문 조사

•운전, 시험 및 보수 정보 수집 조사

•사고시 발전소 거동 파악

•계통 운전 절차 및 운전원 면담을 통한 계통 숙지

④ 내부사건 분석 - 초기사건 선정

원전의 노심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원인 선정하고 계통 및 기기의 이상, 운전원

오류등 환경 요인들은 외부사건분석 대상이다.

•Master Logic Diagram 작성을 통한 사고 기인자 도출

•선행 경험에 의한 사고 기인자 도출

- PSA 수행보고서

- FSAR 등 사고해석 보고서

•유사한 사고 기인자들을 그룹화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평가 (경험 데이터, FT모델링 등)

⑤ 내부사건 분석 - 사고경위 모델링

선정된 초기사건에 대한 사건수목 구성하고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경위 파악한다.

•초기사건별로 노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 기능 파악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통 및 운전원 조치를 사건수목의 표제로 정의

•각 표제의 성공, 실패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 전개

•사고 진행 시간, 기기 작동 시점 및 운전 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

•사고의 종결 시점에 대한 정의 필요

⑥ 내부사건 분석 - 고장수목 분석

사건수목에서 표제로 정의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한다.

•기기의 기계적 고장, 공통원인고장, 인간 오류, 보수 및 시험 이용불능도등으로 구

성한다.

•사건수목의 표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정점사건으로 정의하고, 이 정점사

건이 발생하기 위한 계통내 기기들의 운전 실패를 AND, OR 논리로 모델링 한다.

•계통 설계, 운전 절차서, 시험 및 보수, 타 계통과의 연계성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

•계통의 성공기준을 요구되는 안전 기능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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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내부사건 분석 - 기기신뢰도 분석

구성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의 정량화를 위한 기기 데이터 제공으로써 기기고장율/ 공통

원인고장율/보수 및 시험이용불능도 및 발전소 Specific Data 와 일반(Generic) 데이터를 제

공한다.

•기기의 물리적 경계 및 고장 모드 정의

•해당 데이터의 수집 또는 적용 근거

•해당 데이터의 산출에 적용한 통계적 모델, 절차 및 가정 사항

•불확실성분석

⑧ 내부사건 분석 - 인적신뢰도 분석

사고경위 전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운전원 오류를 파악, 모델 및 정량화 한다.

•대표적 방법론

- THERP (Technique of Human Error Rate Prediction)

- SHARP (Systematic Human Action Reliability Procedure)

•수행절차

- 인간오류 파악 : 발생가능한 운전원 오류 파악

- 선별분석/작업분석 : 상세분석 대상 선정 및 정보 수집

- 모델링 : 다각도의 오류 발생 모델 작성

- 정량화 : 진단오류 및 수행 오류로 구분, 각 단위 작업 평가

- 문서화 :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분석 내용을 기술

⑨ 내부사건 분석 - 정량화

사건수목, 고장수목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조합을 도출한다.

•정량화 항목

- 노심손상빈도 도출

- 노심손상 최소단절집합

- 불확실성 분석

•정량화 코드

- SAREX (Safety And Reliability Evaluation eXpert)

- 정량화 엔진 (FORTE)과 사건수목모듈(ETA), 고장수목 모듈(FTA)등으로 구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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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화 절단값 / Non-Sense Cutset의 제거

⑩ 내부사건 분석 - 결과해석 및 문서화

•수행 결과를 해석

•중요도/민감도분석 수행 및 결과 해석

•설계 취약점 도출 및 개선안 제시

•모든 수행 결과의 문서화 작업

•설계 취약점 및 설계 개선안 도출을 위한 필수 요소

•분석 방법

- F-V 중요도 : 총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기본사건의 기여도

- RRW(Risk Reduction Worth) : 기본사건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감소정도

- RAW(Risk Achievement Worth) : 해당 기본사건이 실패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증가정도

(라) 외부사건 분석

발전소 계통 내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정의하고 초기

사건 발생과 동시에 사고 완화계통들도 기능상실에 대한 분석을 한다.

① 외부사건 분석대상

•지진사건

•내부화재사건

•내부침수사건

•기타 외부사건

- 화재/홍수/해일/태풍/극대풍

- 항공사고/운송사고/폭발물사고

- 화산/우주비산물/한파(눈 태풍)

② 외부사건 분석 수행 절차

•재해도 분석 : 특정 외부사건 크기별 발생 빈도계산

•취약도 분석 : 외부사건 크기에 기기/구조물의 고장 가능성 평가

•사고경위 분석 : 기기/구조물 고장에 따른 사고 Scenario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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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량화 : 사고 추이를 정량화하여 종합

④ 외부사건 - 지진분석

Fig. 3.2.5. PSA 외부사건 분석(1)

⑤ 외부사건 - 화재분석

•화재분석 정보

- 구역내 기기/전기배선/점화원/가연성 물질 양

- 구역간 화재 격리(방호체)

- 구역내 화재방호설비

- 발전소 화재방호 대책 및 인력

Fig. 3.2.6. PSA 외부사건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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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부사건 - 침수사건

•침수사건 분석 정보

- 구역내 위치 기기

- 구역내 배관 정보

- 유체 탱크 등의 침수원 및 용량

- 구역내 배수설비

- 구역간 전파 가능성

- 구역내 침수 방호체

- 수위 경보 등 사고 경보체계

Fig. 3.2.7. PSA 외부사건 분석(3)

(마) LEVEL 2 분석

노심손상 등의 이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 환경으로 방출될 가능성, 방

출량 및 방출 시기를 분석한다.

Fig. 3.2.8. PSA LEVEL 2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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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LEVEL 3 분석

소외로 방출된 방사능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비상 대응에는 주민 비상 소개,

이주 등이 있다.

Fig. 3.2.9. PSA LEVEL 3 분석 절차

(3) IAEA DeSa 프로젝트 사례

지금까지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관련 기술개발은 주로 해체 방법, 공사일정, 방사성 물

질 제거 방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법,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및 대책, 풀질보증 등에 중

점을 두고 수행해 왔다. 즉, 주로 안전성 평가 철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수

행되고 있고,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

지 않다.

최근에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원자력선진국들에 의해 제기되어

IAEA 주관으로 해체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DeSa & FaSa)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DeSa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해체 안

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해체공정 방사능 피폭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도 조사하여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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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원자력시설 해체 조직의 안전성 평가 역할

DeSa란 Demonstration of Safety during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의 약어

이다. DeSa project 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0개 회원국으로 구성하여 IAEA의 주관 하

에 국제협력활동으로 해체 안전성 평가 기본 접근 방법론을 위한 프로젝트가 Fig. 3.2.1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 DeSa Project의 목적은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평가 결

과에 대한 상호 비교를 위한 기준 및 평가 방법을 도출하고 해체 계획 및 절차 측면에서 안

전성 관련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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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IAEA DeSa Project 구조

(가) IAEA DeSa 프로젝트 활동

IAEA DeSa project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Phase 1 - Application of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 Phase 2 - Application of methodology to test cases

* Phase 3 - Evaluation of the lessons learned and development of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또한, IAEA DeSa project는 크게 3개의 working group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Assessment Framework Working Group

․ 안전성 평가에 대한 범위(시작 및 끝) 정의

․ 평가를 수행 기본틀 (범위, 목적, 기준, 평가 접근 방법, 평가 결과물 등) 확인

․ 평가 접근 방법(결정론적/확률론적) 정의

․ 선택된 평가 방법론에 적합한 시설 입력 요소 정의

○ Hazard Analysis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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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관련 위험성이 확인 및 평가가 되었는지 결정

․ 가장 적절한 시나리오가 설정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결정

․ 시나리오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분석 또는 전산 도구 선정

․ 해체운영 동안 정상 및 사고 상황의 잠재된 결과의 규모 결정

○ Analysis and Results and Confidence Building Working Group

․ 적절한 안전성 기준에 따른 결과 평가 및 분석결과 비교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불확실성 형태 및 취급

․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체 기간 동안의 변화요소

․ 안전성 평가의 부족분 확인

․ 해체과정 동안의 안전성 평가 검토 및 업데이트

․ 안전성 평가 신뢰성 확인

(나) IAEA DeSa 안전성 평가 절차

IAEA DeSa 프로젝트에서 추구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는 그림 3.2.3과 같다. IAEA DeSa

의 해체 안전성 평가는 해체 계획 단계에서 평가의 범위 및 목적 같은 모든 선행조건이 해

당 시설 및 해체활동의 특징에 맞게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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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IAEA DeSa 안전성 평가 절차

① Safety Assessment Framework

해체 안전성 평가의 틀은 해체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평가의 범위(시스템/시설; 부지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과 같은 주변시설과의 경계

및 해체 계획 관계

- 평가의 목적

- 안전성 요건 및 기준(작업자 및 일반 대중 피폭; 사후 결과의 가능성; 유효 선량; 제한

치; 제약사항; 위험, 면제 및 부지 방출 기준; 폐기물 수용 기준,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평가 산출물(유효선량 또는 위험). 이러한 것들은 시간, 임계 그룹 및 해체단계별 종점

정의와 같은 안전성 가정을 고려하여 규제 안전 요건에 상응해야 한다.

- 안전성 평가 접근법을 사용. 이것은 평가되어야 할 위험성 및 시간틀을 바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설정할 가정, 자료의 가용성 및 형태(일반적 또는 부지특성) 그리고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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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시나리오, 모델 및 자료)의 다양한 출처를 취급하기 위한 접근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 Timeframes;이것은 해체활동과 각 단계, 규제 및 계산에 대한 시간틀을 포함한다.

- 물리적, 화학적 및 방사선학적 종료 상태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해체 단계 및

종료 단계의 명확한 정의

- 해당 시설의 최종 종료 상태(무제한 또는 제한적 사용;시설 건물 유지 사용)

- 관련 가용 자료, 안전성 평가 및 경험 자료의 사용(시설 운영 또는 이전 해체활동의

경험 자료)

- 이해 당사자의 개입(규제 기관, 다른 기관 등)

② 시설 및 해체활동의 대한 현황

안전성 평가는 시설과 관련하여 부지, SSCs 및 건물 및 해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

보를 활용해야 한다.

- 시설 및 존재하는 위험성

- 수행해야할 해체활동. 이러한 정보는 일반 대중 및 작업자 그리고 정상 및 사고 상태

에서 계획된 해체활동으로 발생되는 잠재적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상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해체 후 시설의 종점 및 최종 상태(무구속 또는 구속사용을 위한 부지의 잔존 건물).

안전성 평가가 단지 해체 단계에만 응용한다면, 각 단계에 대한 종점에 대하여 정의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 해체가 완료된 후 시설의 최종 상태는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기존 및 계획된 안전 규제 및 조치들

- 안전성 평가의 요구에 상응하는 상세한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부지 기반구조 : 이 자료는 피폭 및 위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시설 : 이 자료는 모든 안전성 기능, 관련 SSCs 그리고 이전 및 현재 사용 문서(물리

적/방사선학적 상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위험성 및 관련 항목)를 포함해야 한다. 시설에 대

한 설명은 시스템, 대규모 컴포넌트 및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해야 한다.

- 방사능 재고량 : 관련된 방사능 핵종, 계산 및 측정 activity(오염 및 방사화 컴포넌트,

걸물 구조의 방사능핵종 및 조사량 분포 등)를 포함해야 한다. 방사선학적 조사, 계산을 바

탕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 운영 이력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운전 기록, 운전 후 부지내외 조사, 해체활동 시작 후

정보는 정보의 출처로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시설 설계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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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건물 구조의 추가 오염 확인).

해체활동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해체활동 및 기술 : 해체작업의 절차와 시간, 자원 및 공통 전제 활용 측면의 연계. 부

지 내의 방사성 및 비방사성 위험 및 다른 물질 관리에 대하여 발생 물질 재고량을 포함한

자료를 기술해야 한다.

- 지원 시설 :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것(전력 공급), 저장 또는 안정화 시설, 실험

실, 부피 축소 시설과 같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것

- 공통 계통 및 부대시설 : 다른 시설이 위치해 있는 대규모 부지위의 시설에 대한 해체

를 위한 시설. 해체해야 할 시설에 대한 설명은 또한 공통 계통 및 용역, 해체를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 그리고 다른 시설위의 해체활동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체 후 시설의 종점 상태가 정의 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는 규제 관리 또는 제한적

방출로부터 부지의 무구속 방출 상태일 것이다.

시설의 기존 안전 규제 및 조치(작업 관리 절차, 개인 보호 장비, 교육 및 검증 프로그램,

방사선 보호 프로그램)가 설명되어야 하고 위험성 확인 과정을 위한 입력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Hazard Identification and Screening (위험성 확인 및 선별)

해체 안전성 평가는 해체활동,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존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

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위험성 확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평가 틀, 시설에 대한 설명 및 해체활동을 바탕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작업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피폭을 일으키는 관련 초기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 이것은 해체활동 또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위험성과 함께 시설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사람 및 환경에 해가 잠재적으로 있는

곳을 확인을 해야 한다.

- 위험성 적격심사(Hazard Screening) : 안전성 노력을 시설에 대한 중요하고 관련된 모

든 위험성에 직접 수행하기 위해 확인된 위험성을 정량화하고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

- 시나리오 확인(Identification of scenarios) : 안전성 분석은 모든 관련된 시나리오를 확

인해야 하며, 관련 시나리오는 적격 심사된 위험성이 실제 발생하는 해체활동 또는 사고 상

황으로 발생한다.

위험성 확인 및 적격심사 과정은 해체가 진행됨에 다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진화 및

저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잡도 및 해체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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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azard Identification (위험성 확인)

위험성 확인 과정은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시설내의 모든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의도

적으로 부주의한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 누적물, 표면 오염, 오염 바닥, 원항, 방사화 컴포넌

트 및 환풍 계통 필터 등).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계획된 해체활동으로 인해 작업자 피폭

의 새로운 원항을 구성하는 방사성 물질이다.

부지내의 물질이 앞으로 쌓이게 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activitiy를 기준으로

평가. 특히, 재처리 시설에 대한 해체 시 폐기물 저장지역에서 부주의한 위험한 상태를 모면

하기 위해 고려를 해야 한다.

위험성 확인 과정은 해로운 것이 실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초기 사건을 확인하

는 것부터 시작된다. 특히,

- 외부 초기 사건;(i)자연적 조건(눈, 바람, 비, 기온, 홍수, 번개 등), 지진 또는 생태학적

개입과 같은 자연적 사건;(ii) 비행기 충돌, 전기공급 실패 등과 같은 사람에 의한 사건

- 내부 초기 사건 : 시설 또는 부지, 즉, 화재, 폭발, 구조 붕괴, 누수, 환기계통 고장, 고

하중 낙하, 차폐 및 개인보호장비와 같은 보호수단 고장

- 인적 요소 초기 사건 : 시설운영자 오류 및 조작 위반, 잘못 인지, 고피폭을 받을 수

있는 부주의한 장소 출입 등

내부 및 인적 개입의 초기 사건은 경험에 의하면 해체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초기 사건 및 전개에 대한 확인은 확인목록, 시설의 피폭지도, 방사성폐기물 인벤토리 그

리고 이전 해체 경험 자료와 같은 적절한 기법 및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확인된 위험성은 시설의 모든 중요하고 관련된 위험성에 대하여 직접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위해 정량화되어야 하고 선별되어야 한다.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로 사람 및 환

경에 해가 되는 . 또는 평가 되어야 할 해체활동의 범위 후속 위험성 분석을 통하여 선별적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안전성 가이드가 방사선학적 안전성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비방사선학적

위험성(화학적 노출, 석면 또는 PCBs 성질을 내포한 것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성 있는 비

방사선학적 물질의 환경적 영향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비방사선학적 위험성(화학독성이

있는, 산업적)는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방사선학적 위험성의 분석과 함께 모델링

될 수 있다.

⑥ Hazard Screening (위험성 선별)

해체 기간 동안 관련 위험성은 시설에 활용되는 보호 수단 및 규제와 같은 것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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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득도 없다는 것을 정량화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의 본질적인(수동적인) 특징(차폐

벽, 한층 안전 강화 특징적인 것)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해체 과정동안에 적절한 곳에 있

는 동안에는 이득을 구할 수 있다. 다른 기준과 비교해볼 때, 확인된 경로를 통한 상당한 위

험을 일으키거나 고위험의 위험성은 더 고려를 해야 한다. 배제된 위험성은 그에 따른 이유

를 입증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의 범위 및 목적 밖 또는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위험

성은 선별해야 한다. 이것은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직접 노력이 필요한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저위험성 및 복잡성을 갖는 시설 또는 해체작업이 매우 제한적이다.

위험성 선별 과정은 시설내의 계획된 해체활동을 수행하는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 관련된

피폭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과정 측면은 정상적인 해체 운영 및 사고로 발생되는 방

사성 방출 및 피폭을 고려해야 한다.

선별과정은 확인된 위험성이 작업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피폭 경로를 고

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 감마 방출 핵종에 대한 직접 방사화

- 오염, 구조물(컴포넌트, 건물, 표면 등)의 방사화 또는 다른 방사성 물질(즉, 봉합 방사

선원항, 방사성 폐기물 패키지)으로 부터 외부 피폭

- 절단 기술(열적 및 기계적), 제염기술 및 화재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방출(특히,

가스, 에어로졸 및 분자). 화학적 제염으로 발생하는 에어로졸 또는 기계적 제염 기술의 응

용 및 다른 출처로 인한 호흡 및 섭취

- 방사선학적 오염 및 기계적 상해의 조합(즉, 상처로 인한 오염)

작업자에 관해서 첫 3개 경로 외에, 물을 통한 부지 외에 피폭경로의 잠재성, 공기 경로

및 음식 연결고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피폭경로 및 환경에 대한 방출은 응용 가능한 어느 곳(오염의 정도가

낮거나 화재로 인하여 부지를 벗어난 방사성 풀질의 부주의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음)이나

고려되어야 한다.

⑦ Identification of scenarios (시나리오 확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사건, 위험성 및 피폭경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시나리오는 확인된 위험성이 정상적 운전 중일 경우 기대 운영 결과 또는

사고로서 확인된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가를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

은 관련 시나리오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관련 기준

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위험성은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상 및 사고 시나리오는

초기에 확인된 것 보다 더 많은 방출 경로 및 초기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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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초기사건 확인, 경로 및 시나리오에 대한 반복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제거 측면의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확인은 규제면제 또는 처리 및 처분을 의도한 부지 내 물질

관리를 방사성 폐기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장비의 오류, 포장의 균열과 같은 방사능이 방출

되거나 차폐가 감소되는 사고 상황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평가 시 부지내의 단

편, 특성, 제염, 부피감용, 포장, 수송 및 저장, 측정과 같은 활동에 대하여 적용을 해야 한

다.

⑧ Hazard Analysis (위험성 분석)

위험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정상 및 사고 시나리오로 인해 발생한 작업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방사선학적 결과를

정량화

- 계획된 해체 수행 동안 수락 레벨까지 피폭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한, 규제 및 조건

에 대한 확인

-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작업자와 일반대중을 예방 및 보호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저감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제한 및 조치를 확인

이러한 목적들은 결정론적/확률론적 분석 기법과 적절하게 부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달

성을 할 수 있다. 결정론적인 방법은 실제 가능성을 선정된 관련 시나리오에 할당하기 어려

울 경우에 적용한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복잡성 또는 위험 기준에 따른 요건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위험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확인하고 역점을 두고 문서화를 해야 한다.

- 방사선학적 위험성의 출처 및 규모(측, 재고량 특성 및 방사선원항-위치, 치수, 공간

분포, 구성, 양)

- 이러한 위험성이 현실화(즉, 발생 빈도, 피폭 경로, 정상 및 사고 상황 하에서 빈도 및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들)될 수 있는 시나리오

- 결과(흡수율 및 작업자 피폭-보호 조치가 있거나 없을 경우 등)

- 불확실성

- 예방 조치

- 보호 조치

- 저감 조치

중요하지 않는 위험성 및 시나리오는 선별과정을 통해 제거되고, 시나리오와 위험성을

분석을 위해 등급화 접근법을 사용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피폭이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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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 경우에, 작업자 또는 일반대중에 가장 높은 피폭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평가되고 다른 시나리오가 계산 시 배제되는 그런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간

다한 시설의 경우, 정상 및 사고 경계 시나리오는 비교적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더

복잡한 시설의 경우, 피폭이 관련 기준에 근접할 경우 추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경계 시나리오 접근은 해체활동으로 발생되는 가장 극단적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되고, 해체 기간 동안에 작업자 또는 일반대중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관련 및 적절한 시

나리오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계 시나리오가 화재에 대한 것이어서 이럴 경우 다량

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에 방출되고 이에 따른 사고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면, 작업자가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을 흡입한 결과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지 특성 또는 일반적인 부지 방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성 평가는 종점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정상 및 사고 경우에 대한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부지내외 방출을 일으키는 그런 잠재성이 있다고 확인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더 자세한

평가 작업을 적용을 해야 한다. 시설의 운전 단계에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사용한 확

률 방법과 같이 그러한 평가는 시나리오 확인 절차에 유사하게 수행했을 수도 있다.

사고 시나리오 측면에서, 결정론적 접근법은 평가 시 더 선호하는 접근방법이다. 위험 기

준이 적용이 가능하면,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한 확률론적인 방법은 기준에 대한 결

과를 평가 시 사용된다.

일반대중 및 작업자에 대한 국가 규제가 피폭 기준에 대한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를

요할 경우, 결정론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관련된 정상 및 사고 시나리오의 결과는 적절한 수학적 모델을 해체활동 또는 방사능 농

도 및 흡수량간의 연계로 사용함으로써 유효 선량 또는 위험을 계산함으로써 평가되어야 함

(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흡수량은 기준과 비교할 수 있다. 대신, 모델 결과를 비교해야 할

관계당국은 방사능 농도를 규정할 수 있다.

계산의 복잡성 및 내용의 정도는 시설과 분석해야할 해체활동의 잠재적 위험성과 일치해

야 한다.

모델링 및 계산 방법은 이용 가능한 기존 모델과 평가를 잘할 수 있는 전산 코드를 고려

해야 한다. 새로운 모델 또는 전산 코드는 응용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확인 및 검

증을 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계산은 보호 조치(고흡수선량에 대한 차폐 또는 호흡 방독면, 추가 환풍기

또는 오염 관리를 위한 다른 수단 등)를 고려해서 시설에 대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계산을 위한 가정이 정당화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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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ngineering Analysis (공학 분석)

안전성 기능 및 관련 SSCs 준비는 적절한 공학적 코드와 제공되어야 할 안전성 기능의

중요도가 일치하는 것을 채택하여 수행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는 기존 SSCs가 피폭 및 위험 저감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지를 확인

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는 기존 SSCs가 해체계획이 요구되는 기간까지 노후화, 다른 감손 구성 및

해체활동(즉, 지지벽 파쇄, 먼지 발생 등)을 고려해서 안전성 기능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

는지를 정당화를 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안전성 기능과 안전성 요건 및 기준에 준수하는 해체활동

수행 성능에 필요한 새로운 공학 SSCs를 확인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⑩ Evaluation of results and Identification of controls (결과 평가 및 통제 확인)

안전성 평가의 결과는 유효선량(정상적 해체운영 시 년간 각 개인 유효선량, 각 단위 사

건 또는 사고로 인한 개인 유효 선량) 또는 위험 측면에서 규제 요건 및 기준에 준수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실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과는 관련 안전성 기준과 동일한 단위로 표현

되어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평가 결과 측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수준에서 매개변수 및 값을

확인 및 평가를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입력 매개변수 또는 가정에 대

해 민감하다면, 시설운영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성 평가를 되풀이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는 발생가능성 및 방사선학적 결과와 일치하면서 안전성 조치가 적절히 이루

어지고 안전성 기준에 일치하는 지를 실증해야 한다. 안전성 조치에는 공학적 조치와 절차

적 조치가 있다.

- 공학적 조치 : 해체작업 동안 적재적소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인 조치(추가 차폐, 새로

운 필터 및 환기계통 설치, 절단 도구 및 보호 장비 사용 등)

- 절차적 조치 : 특정 작업에 대한 행정적/관리적 조치(특정 작업에 적합한 작업 절차 작

성)

관련 모든 가정 및 평가 결과는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지 특성에 맞는 자료가 사

용가능하지 않는 곳에 취해지는 불확실성 및 가정이 내포되어야 한다. 특히, 통제 장치를 계

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것을 설치한다는 가정이라면 문서화가 더더욱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기존 해체전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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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또는 작업활동, 공학 및 보호 조치, 통제에 대한 필요한 수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

성 평가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취급 또는 저감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 필요시 수정을 해야 한다. 만약 해체계획이 수정된다면 새로운 안전성 평가가 수정된

해체계획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⑪ Independent Review (독립 검토)

안전성 평가는 해체를 위한 안전성을 실증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설운영자는

입력자료 및 가정이 타당한지, 평가가 시설의 실제 상태 및 해체활동을 반영하는지, 안전성

평가에서 도출된 제한 및 조건이 해체 활동에 적절한지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시설 및 지

식, 이해도의 진화를 잘 반영했는지를 실증을 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한, 통제 및 조건을

결정하고, 안전성 평가 및 기준이만족하는 지를 검토 및 확인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평가 결

과를 제출하기 전에 시설운영자가 직접 또는 대신해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독립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체활동과 조직적으로 독립된 유자격 및 유경험 인력이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독

립된 검토 팀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고 안전성 평가 팀과는 별

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검토는 구조적이며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착수되어야 하며 안전성 평가 팀과의 접근 및

권고 및 협력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가 되고 필요시 규제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4) 방사능 피폭 평가 프로그램 사례 분석

해체공정 피폭평가와 관련하여 개발되어 사용되는 있는 프로그램은 1995년 SCK·CEN에

서 제작된 VISIPLAN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VISIPLAN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

였다.

(가) VISIPLAN 개요

작업에 대한 ALARA 계획의 적용과 원자력시설 환경의 제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러한 환경에서의 수행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평가 계획 수립 과 작업분석에 있어

서 어려운 일이다. VISIPLAN 3D ALARA 계획은 3차원적 구조와 물질조성 및 방사선학적

정보를 기초로 시설작업의 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계산법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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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평가와 최소선량 최적화에 필요한 입력 정보

․ 작업 형태 및 사용기술

․ 작업시간

․ 작업자의 수

․ 작업장 내 방사선 분포

․ 요구되는 차폐와 적용된 방법

․ 선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의 평가 → 제염

(나) VISIPLAN의 도구

○ VISIMODELLER : CAD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설계에 이용된다.

○ VISIRAD : 작업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기하학적 모델과 방사선 측정을 동시 처

리한다. 3차원 카메라, 선량률 검침, 분석 및 도식

○ VISIGENERATOR : ALARA 기본 분석법의 일종으로 웹상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공

유의 기능을 가진다.

Fig. 3.2.13. VISIPLAN 구조 및 기능

(다) VISIPLAN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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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 구축단계

기술적인 구조설계, 측량기술, 레이저스캐닝으로 시설의 구조 파악, 물질에 대한 정보수

집으로 지역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 물질에 대한 정보가 기반이 되고, 방사선학적 정보들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으로 모델링을 구축한다.

• Geometrical information : 기하학적 모델은 레이저 스캐너 혹은 사진측정으로 변환된

기술적 자료와 설계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입력할 수 있는 정보는 Box, Tilted box,

Cylinder, Hollow cylinder, Tube, Sphere, Hollow sphere, cond, bend, triangular shapes 등

이 있다.

• Material information : 물질 정보는 기술도면, 기술보고서,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자로

부터 얻을 수 있다. 입력 물질은 concrete, Iron, Lead, Water, Zirconium, Aluminum,

Uranium, Tungsten, Tin 이 있다.

• Radiological information : 방사선학적 정보는 선량 측정 혹은 해당시설에서 사용되어

진 선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방사선의 측정은 VISIRAD 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VISIRAD 선량 지도프로그램은 VISIPLAN

프로그램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선원예측 기술과 함께

방사선 세기 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선원의 형태는 Single isotopes, Mixed

isotope sets, Photon spectrum at standard energies, Point, Line Box, Cylinder, spherical

source로 지정할 수 있다.

○ 기본 분석 단계

첫 번째 평가에 기본이 되는 사항은 선량도를 계산하며 또한 차폐에 대한 계산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각각의 방사선지역 환경에 대한 분포도들은 서로 다른 작업위치에서

생성된다. 문제에 대한 첫번째 분석은 이러한 분포도에 의해서 수행된다. 서로 다른 차폐구

조들은 모델링내 에서 소개되며, 그 효용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VISIPLAN 에서의 기하학

적 요소는 수행구조에 위치되어 있다. 단계는 고정된 환경의 기하학, 물질 조성, 선원 등에

의해 정의된다. 기본적인 기하학적 요소의 변경은 순차적 단계에 저장된다. 이 방법에 의해

서 프로젝트 내에서의 기하학적 변경이 허용된다.

• 선택된 지역 내에서의 선량 정보 생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 단위 과정별 피폭량 계산

• 단위 과정별 작업자 예상 피폭량 도시

○ 세부적 계획단계

위치, 임무설정, 임무기간, 임무기간의 불확실성 등의 작업자의 궤적을 정의한다. 그에 따

른 결과는 누적선량과 시간, 임무위치에서의 선량, 작업별 선량과 선율, 임무선량에서 다른

선원으로부터의 기여, 불확정적인 관점에서 시간과 최소 및 최대의 선량, 선원 민감도분석

셋의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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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진행상의 선량계산 및 선량률 계산

• 시나리오 생성 및 시험모사

• 시나리오 비교를 통한 최적화 시행

○ 보완단계

• 선량계산과 시나리오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그래프와 각 단계의 순차적 배열이 detailed planning 단계에서 수립되며 이

를 통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량의 계산을 통해 추적단계가 수행된다. 여기서 선량에

대한 예측과 얻어진 결과 값의 비교로서 얻을 수 있다.

Stage Displayed Program

Modeling

Building

General

Analysis

Detailed

Analysis

The Follow-Up

(Reporting)

Table 3.2.6. VISIPLAN 단계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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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현황 분석에 대한 고찰

지금까지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관련 기술개발은 주로 해체 방법, 공사일정, 방사성 물

질 제거 방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법,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및 대책, 풀질보증 등에 중

점을 두고 수행해 왔다. 즉, 주로 안전성 평가 철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수

행되고 있고,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

지 않다.

참고로, 원자력시설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IAEA를 주관으로

PSA 단계별 절차 및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상세한 방법 ,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

그램 개발은 각 나라별로 자체적으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기술현황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시설 해체 작업자 측면에서 안전성 평가에 대

한 기술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체계를 설정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최종적으로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체계를 확립

나. 해체 공정 안전성 평가 방법

해체공정에서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각 위험요소별로 위험의 크

기(위험도)를 산정하고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해체 안전성 평가 대상 해체공정을 선정

•해체공정에서 방사선학적 위험요소와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를 도출

•방사선학적 위험요소에 대하여 위험의 크기(위험도)를 산정하여 등급을 평가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에 대하여 위험의 크기(위험도)를 산정하여 등급을 평가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안전성에 대한 복합적 평가를 수행

•위험 등급이 높은 해체공정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험 저감화 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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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정 위험요소(hazards) 도출

위험 저감화 민감 요인 선정

안전성 평가 대상 해체공정 선정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작업자 외부피폭선량 계산

위험요소 피해크기 위험요소 발생확률

Risk Matrix 계산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복합적 안전성 평가

외부 피폭선량 등급화 최대값 변환 평균값 변환 퍼지추론논리 적용

해체공정 위험요소(hazards) 도출

위험 저감화 민감 요인 선정

안전성 평가 대상 해체공정 선정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작업자 외부피폭선량 계산

위험요소 피해크기 위험요소 발생확률

Risk Matrix 계산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복합적 안전성 평가

외부 피폭선량 등급화 최대값 변환 평균값 변환 퍼지추론논리 적용

Fig. 3.2.14.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평가 체계도

다. 해체공정 위험성 평가요소 선정

(1) 해체공정 평가요소 사례분석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에서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학적 위험요소 선정을 위하여 국내외 해

체사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 국내 연구로 2호기 및 변환시설의 해체사업에서는 방사선학적 위험요소로 작업자 피폭

(외부 피폭, 내부 피폭-흡입/섭취)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 원자력선진국의 해체완료

및 수행 보고서에는 criticality, loss of containment, 작업자 피폭, 핵종 흡입/섭취 등

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에 비방사선학적 평가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

체사례 및 국내 산업안전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 국내 연구로 2호기 해체사업에서 일반 산업안전 관련하여 고려한 해체작업 종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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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업, 수작업, 전기안전, 기계장비, 양중기, 화재/폭발, 소음, 미끄럼사고, 밀폐공간, 분

진 등 10가지 분야이다.

+ 해외 원자력선진국 해체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시설 해체 수행 중 비방사선학적 위

험 예방 관련 고려사항은 화재 및 폭발, 유해 물질 취급, 물리적/전기적 위험성 등이

며, 미국 DOE 보고서에 의하면 해체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는 일반 산업의 건설 분야와

비슷하다고 보고되어 있다[3.1.26].

+ 국내 산업안전 및 보건법규(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에서 규정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업재해 관련 위험 평가요소는 15가지 종류이다. (재해 위험요소 : 감

김/끼임, 감전, 낙하/비래, 불안전한 행동, 붕괴/도괴, 빠짐/익사, 산소결핍, 유해화학, 이

상온도/기압, 전도, 절단/베임/찔림, 추락, 충돌, 폭발, 화재 등 15가지)

+ 국내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재해사고 중 추락, 전도, 낙하비래, 붕괴

도괴, 협착, 감전, 화재폭발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2) 해체공정 평가요소 선정 방법

국내 연구로 및 변환시설 해체 수행 자료와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해체수행 자료를 분석

하여 해체공정에 발생가능성 있는 위험요소를 분류하고, 국내 일반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 위험요소와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를 분류하고, 의미차

분법(SD법, 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이용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해체공

정 위험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선정하였다.

+ SD법은 1957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C.E.Osgood에 의해 제안된 방법이며 특정 개념

에 대하여 ‘measurement of meaning' 하기 위한 것이었고, 1980년대 후반 일본 나가

찌마에 의해 제품 평가에 적용된 후 널리 사용되어왔다.

+ SD법은 Fig. 3.2.15과 같이 위험과 관련된 상반된 형용사 한 쌍을 기본으로 측정하여

Fig. 3.2.16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여 평가요소를 선정하는 방법이며, 위험과 관련

된 상반된 형용사는 ‘known', 'unknown'쌍과 ’dread'와 ‘not dread’쌍 이상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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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Factor

‘Dread’ Factor‘Not Dread’ Factor

‘Known’ Factor

Controllable
Not dread
Not global catastrophic
Consequences not fatal
Equitable
Individual
Low risk to future generations
Easily reduced
Risk Decreasing
Voluntary

Uncontrollable
Dread
Global Catastrophic
Consequences fatal
Not equitable
Catastrophic
High risk to future generations
Not Easily reduced
Risk Increasing
Involuntary

Not observable
Unknown to those exposed
Effect delayed
New risk
Risk unknown to science

Observable
Known to those exposed
Effect immediate
Old risk
Risk known to science

Fig. 3.2.15. 해체 위험요소 선정을 위한 SD법의 형용사 척도

5.6.2 SD법의 조사용지의 설계

(1) SD표현용어의 수집

표현용어란, 대상으로 하는 물질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림5.7과 그림5.8등에서

세로로 나열한 "꼬불꼬불하다", "처박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 SD법을 실시하는 시작

은. 이 표현용어를 수집하는 작업이다. 통상20～30쌍 정도 수집한다. 그 방법은, 연상에 의한

것과 사전 등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연상에 의한 방법은, 전문가와 초보자, 입장이 다

른 사람 등을 모이게 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의한 방법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

는지 들어본 적은 없다.

(2)평가척도의 결정

평가척도란, 특성의 정도를 보이는 "상당히", "꽤"라고 하는 평가용어를 이용한 척도이

다. 통상 이 예에 있을법한 7점법, 또는 일부 생략한 5점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상으로 조사용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예비조사를 행하여, 용어의 과부족

등의 체크도 필요하다.

+ SD법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위험과 관련된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다. 기존의 해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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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자료를 살펴보면 해체공정에서 존재한 위험요소가 어느 것은 추정적이고, 어느 것

은 구체적이어서 기준이 명확하기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험요소를 선별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여 SD법을 적용하였다.

• 구분인자 I

: Abstract - concrete

• 구분인자 II

: Observable - not observable

: Controllable - not controllable

: Easily reduced - not easily reduced

: Consequence not fatal - consequence fatal

+ SD법의 평가 척도는 7점 척도로 하여 결정하였다. 형용사 및 평가 척도를 결정하여

SD 조사용지를 아래 그림과 같이 작성하였다.

ConcreteAbstract

+1 +2 +3-3 -2 -1

slightlyquiteextremely slightly quite extremely

0

neutral

Observable Not observable

Controllable Uncontrollable

+1 +2 +3-3 -2 -1

Easily
reduced

Not easily
reduced

Consequence
Not fatal

slightlyquiteextremely slightly quite extremely

0

neutral

Consequence
fatal

Fig. 3.2.16. 해체 위험요소 선정을 위한 SD법 7점 척도

+ 작성된 SD 조사용지를 국내 해체 전문가 약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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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척도 점수 결과

a. criticality

b. loss of containment

c. external exposure

d. ingestion and inhalation of radionuclides

e. fire/explosion

f. fall from elevation

g. upset/rollover

h. falling objects

i. collapse/destruction

j. crushing/winding

k. electrical shock

l. confined space

m.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n. toxic substance

o. dust

p. collision

q. noise

r. slippery place

s. hand handling

t. machinery

u. electrical hazards

v. physical hazards

w. unsafe act

+1.5

+1.6

+2.6

+2.1

+2.8

+2.1

+1.3

+1.6

+1.2

+1.3

+1.9

-1.1

-1.2

-1.9

+2.2

+2.2

+2.1

-0.5

-1.2

-0.9

-1.7

-1.7

-2.3

Table 3.2.7. 위험인자 SD 조사 결과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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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Abstract

Observable Not observable

Controllable Uncontrollable

+1 +2 +3-3 -2 -1

Easily
reduced

Not easily
reduced

Consequence
Not fatal

Consequence
fatal

slightlyquiteextremely slightly quite extremely

a

a : criticality, b : loss of containment, c : external exposure,
d : ingestion and inhalation of nuclides, e : fire/explosion, f : fall from elevation

b

a b c

c

d e

d e

f

f

0

neutral

Fig. 3.2.17. SD법에 의한 위험요소 조사 결과 분석 (1)

ConcreteAbstract

Observable Not observable

Controllable Uncontrollable

Easily
reduced

Not easily
reduced

Consequence
Not fatal

Consequence
fatal

g : upset/rollover, h : falling objects, i : collapse/destruction,
j : crushing/winding, k : electrical shock, l : confined space

0 +1 +2 +3-3 -2 -1

neutralslightlyquiteextremely slightly quite extremely

g

g

h

h

i

i

j

j

k

k

Fig. 3.2.18. SD법에 의한 위험요소 조사 결과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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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Abstract

Observable Not observable

Controllable Uncontrollable

Easily
reduced

Not easily
reduced

Consequence
Not fatal

Consequence
fatal

m : high temp. & pressure, n : toxic substance, o : dust, p : collision, q : noise, r : slippery place
s : hand handling, t : machinery, u : electrical hazards, v : physical hazards, w : unsafe act

+1 +2 +3-3 -2 -1

slightlyquiteextremely slightly quite extremely

0

neutral

mn o

o

p

p

q

q

rs tuvw l

Fig. 3.2.19. SD법에 의한 위험요소 조사 결과 분석 (3)

‘Concrete’ Factor

+1

+2

+3

0

-3

-2

-1

b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ig. 3.2.20. SD법에 의한 위험요소 조사 결과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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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unknown' 'dread'

a. criticality

b. loss of containment

c. external exposure

d. ingestion and inhalation of radionuclides

e. fire/explosion

f. fall from elevation

g. upset/rollover

h. falling objects

i. collapse/destruction

j. crushing/winding

k. electrical shock

o. dust

p. collision

q. noise

+0.5

+0.7

+2.9

+2.3

+2.3

+1.9

+1.3

+2.7

+2.6

+1.4

+1.6

+0.5

+0.2

+0.2

+2.1

+2.6

+2.8

+1.2

+2.4

+2.2

+1.3

+1.2

+2.3

+2.1

+2.1

+0.4

+0.2

+0.5

Table 3.2.8. 위험인자 SD 조사 결과표 (2)

Unknown Factor

Dread Factor
+3+2+1

+1

+2

+3

-1-2-3 0

-2

-1

criticality

Loss of containment

External Exposure

Ingestion and inhalation 
of radionuclides Fire/Explosion

Fall from elevation

Upset/Rollover

Falling objects
Collapse/Destruction

Crushing/Winding

Electric shock

CollisionNoise

Dust

Fig. 3.2.21. SD법에 의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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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학적 평가요소 선정

국내외 해체사례를 방사선학적 위험평가 요소로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을 선정하였다

[3.1.27][3.1.28].

+ 선정 기준 : criticality와 loss of containment 위험요소는 원자력시설 가동 중지 후

핵연료 처리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해체 수행 중에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으며, 흡

입 및 섭취로 인한 작업자 내부 피폭은 측정 및 계산 과정이 어렵다.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은 피폭계산코드를 이용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해체작업 수행 중 작업자의

방사선학적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4) 비방사선학적 평가요소 선정

해체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비방사선학적 위험 평가요소를 8가지로 선정하였

다. [Table 3.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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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 명

추락 작업자가 구조물, 가설물,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전복
작업자가 평면/경사면, 층계 등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경우,

물체가 전도/전복되는 경우

낙하/비래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작

업자에게 가해하는 경우

붕괴/도괴
구조물, 가설물, 적재물, 토사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

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협착/감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협착,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

에 물리거나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기거나 찔린 경우

감전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 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 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접촉, 합선/혼촉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한 경우

화재/폭발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

구조물, 용기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

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기타 유해환경
분진, 소음, 이상온도/기압, 산소결핍 등을 유발하는 유해환경 및 물

질에 노출되는 경우

Table 3.2.9. 원자력시설 해체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 종류

국내 산업재해 통계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김/끼임, 감전, 낙하/비래, 불안전한 행동, 붕괴/도괴

빠짐/익사, 산소결핍, 유해화학, 이상온도/기압, 전도,

절단/베임/찔림, 추락, 충돌, 폭발, 화재

국내 해체사례

작업자피폭

고소작업

수작업

전기안전

기계장비

양중기

화재, 폭발

소음

미끄럼 사고

밀폐공간

분진

해외 해체사례

Criticality

Loss of containment

External exposure

Ingestion and inhalation

of radionuclides

Fire

Explosion

Toxic and hazardous materials

Electrical hazards

Physical hazards

작업자 외부피폭

추락

전도/전복

낙하/비래

붕괴/도괴

협착/감김

감전

화재/폭발

기타 유해환경

원자력

시설

해체

분야

일반

산업

분야

Fig. 3.2.22.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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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델 개발

(1)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모델 개발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방법은 방사선학적 위험 평가요소인 작업자 피폭선량을 산정하

며, 작업자 피폭선량은 해체공정 대상 위치를 선정하여 작업경로 및 시간에 따라 피폭선량

을 산정하였다. 피폭선량 계산을 위하여 방사선원은 점선원으로 하고, 감마선에 대한 외부

피폭만을 고려하며, 공간내에 존재하는 방사선원 위치를 파악하고 공간을 격자화하여 각 교

차점의 거리에 대한 방사선량을 계산한다.

+ 방사선원 및 공간에 대한 계산 조건 설정

: 방사선원 계산 조건 : 면선원화를 위해 1m × 1m 크기에 대해 16개 지점으로 구분하

여 점선원으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공간의 계산 조건 : 해체공정의 공간을 1m × 1m 지역을 25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각

지점에서의 선량을 계산한다.

(2)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모델 개발

비방사선학적 위험도는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의 크기를 Table현하는 것으로 해체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미치는 위험의 크기를 산정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위험도는 빈도

(frequence), 강도(severity) 등을 상호 조합하여 위험의 크기(위험도, risk)를 계산한다.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모델은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의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2차

원 두개 축으로 사용하는 Risk Matrix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Risk Matrix는 산정 항

목을 행렬형태로 배치하여 산정하는 기법으로 국제Table준 기법(ISO, MIL-STD-882D)으로

도 사용되고 있다[3.1.29]. 국제Table준(ISO 14971)에서는 Risk Matrix에 대한 정량적인 분

석을 하기 위해서는 5×5 척도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 피해크기는 일반 산업분야의 일반재해와 중대재해(3개월 요양 또

는 사망)의 세부구분 기준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의 발생

확률은 위험요소의 발생가능성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에

대하여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조합하여 25점 척도로 산정할 수 있는 해체공정 Risk

Matrix를 완성하였다. [Fig. 3.2.23 참조]

+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방법 = 위험요소 피해크기 × 위험요소 발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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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해체공정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모델 (25점 척도)

(가) 위험요소 발생확률 정량화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위험요소의 크기는 위험요소의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이용하여 점

수화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발생확률은 과거 경험자료를 이용하는 게 가장 불확실성이 작아

진다. 일반적으로 확률 값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발생가능한 사건을 알고 있는 경우,

실험 및 경험 데이터를 통하여 추측하는 경우, 그리고 사건에 대해 실험이 불가능하거나 과

거에 그런 사건이 반복 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없는 경우 전문가 의견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시설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체공정에 있어서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 분석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해체

및 안전 전문가의 경험이나 판단을 확률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

성적인 확률 표현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듣는 사람

의 입장에게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정량적인 확률 표현을

정성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었지만, 정성적인 확률 표현의

해석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0]. 국내에서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사례가 있었다[3.1.31].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 분야 전문가와 원자력시설 설계 및 운영 분야

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전문가를 피실험자로 확률에 대한 정성적 표현을 조사하여 정량화

로 변환하였다.

2.1 실험방법

본 실험은 원자력안전성 분석 및 평가에서 확률적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설문에서는 5개의 정성적 확률 표현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응답하

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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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실험자

피실험자로는 국내 원자력 해체 전문가 20명과 원자력 설계 및 운영의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경력으로는 평균 10년 이상이다.

2.3 정성적 확률 표현 수집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5점 척도의 확률에 대한 정성적 표현

은 almost certain(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 likely(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possible(발생

할 수 있는), unlikely(발생 가망 없는), 그리고 rare(거의 발생하지 않는)으로 조사되었다.

2.4 실험 결과

정성적 확률 표현에 대하여 원자력 전문가의 정량적 표현 조사 결과는 아래 Table

3.2.10와 같다. 정성적 확률 표현의 5가지 구분 중에서 ‘Almost certain (거의 확실하게 발생

하는)’과 ‘Rare (거의 발생하지 않는)’에 대해서는 피실험자들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

고 있는데, 나머지 ‘Likely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Possible (발생할 수 있는)’,

‘Unlikely (발생 가망 없는)’ 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정성적 확률 표현
정량적 변환

최고 최소 평균 표준편차

Almost certain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
100 80 95.04 4.09

Likely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90 50 73.98 9.96

Possible

(발생할 수 있는)
70 5 52.18 13.3

Unlikely

(발생 가망 없는)
31 0 14.94 9.56

Rare

(거의 발생하지 않는)
10 0 2.9 3.04

Table 3.2.10. 정성적 확률표현에 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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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정성적 확률표현에 대한 정량적 평균 및 표준편차

마. 해체공정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1) 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의 단일척도인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 크기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국내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사업 방사선안전관

리 기준, 하나로 및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기준,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기준을 조사․분석하였다.

+ 국내 해체 사업(연구로 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에서는 방사선 위험 분석 기준

으로 작업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에 대하여 2 mSv 이하, 2 mSv～20 mSv, 20 mSv

이상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1일 개인피폭선량이 0.4 mSv 이

상되는 작업에 대하여 방사선작업허가서 작성을 하고 있으며, 연간개인피폭선량의 관

리 목표치는 15 mSv로 설정하고 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안전관리는 단위 작업기간 동안 개인 피폭선량이 1

mSv(100 mrem) 이상 되는 작업에 대하여 방사선작업허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

며, 방사선 작업허가서에 명시되지 않는 작업의 피폭선량이 0.1 mSv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 내용을 작성하고 있음. 또한, 방사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크게 백

색비상, 청색비상 그리고 적색비상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백색비상은 방사성물질

의 방출로 인해 예상피폭선량이 0.1 mSv～0.5 mSv일 경우, 청색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해 예상피폭선량이 0.5 mSv～10 mSv일 경우, 그리고 적색비상은 10 mSv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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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에서는 방사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250 mSv 이하, 500 mSv, 1000 mSv, 1500 mSv, 2000 mSv, 4000 mSv,

6000 mSv, 7000 mSv로 구분하고 있다.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는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 크기를 단일척도로 하며, 방사선학적

위험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위하여 해체 작업자의 해체공정의 작업 경로 및 시

간에 따라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의 크기를 10 등급으로 분류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Table 3.2.11 참조]

등급 피폭선량 (단위: mSv)

R1 < 0.1

R2 0.1 ~ 0.5

R3 0.5 ~ 1.0

R4 1 ~ 2

R5 2 ~ 10

R6 10 ~ 20

R7 20 ~ 50

R8 50 ~ 250

R9 250 ~ 500

R10 > 500

Table 3.2.11. 작업자 외부피폭선량 등급 척도

(2)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는 8가지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결과를

정량적으로 등급화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데, 해체공정의 작업환경에는 비방사선

학적 위험요소 수가 작업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비방사선학적 안

전성 평가는 해체공정의 여러 가지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결과를 단일 대표수치로 변환

하여야 각각의 해체공정을 정량적으로 비교․평가 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위험도를 단일

점수화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결과를 단일 대표 수치로 변환하기 위하여 최대값으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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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과 평균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 8가지 위험요소 각각에 대한 Risk Matrix(25점 척도) 산정 결과의 점수 분포 범위는

1～25 사이이다.

+ 해체공정 A와 해체공정 B를 비교할 경우, 해체공정 A는 1가지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

도가 25점(사망)이고, 해체공정 B는 6가지의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도가 각각 5점(경미

한 사고 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일 경우 낮은 점수 여러 개의 위험요소를 갖는 해체

공정 B가 전체 합산방법으로는 위험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해체공정에는 하나의 위험 대표 수치(등급)

을 정하여 상호 비교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Table 3.2.12 참조][Fig. 3.2.25 참조]

(가) 위험도 계산결과를 최대값 단일 대표 수치로 변환하는 방법

Risk Matrix 위험도 산정 결과가 1～5점 일 경우와 12～25점일 경우에 적용하며, 각 위

험도 점수 중 최대값을 대표 점수로 산정한다.

+ 최대값 산출 계산식 : Max{Risk Matrixij}, i번째 해체공정, j번째 비방사선학적 위험요

소의 위험도 중 최대값

(나) 위험도 계산결과를 평균값 단일 대표 수치로 변환하는 방법

Risk Matrix 위험도 산정 결과가 6～10점일 경우에 적용하며, 각 위험도 점수의 평균값

을 대표 점수로 산정한다.

+ 평균값 산출 계산식 : ∑{Risk Matrixij}/n, i번째 해체공정에 대하여 n개의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들의 합을 위험요소 수(n)로 나눈 평균값

Risk Matrix 산정 결과 단일 수치 변환 방법

1 ～ 5 최대값 산출 계산식 이용

6 ～ 10 평균값 산출 계산식 이용

12 ～ 25 최대값 산출 계산식 이용

Table 3.2.12. 해체공정 Risk Matrix 수치 변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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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단일 대표 등급 방법

If (xij is VERY HIGH) or (xij is HIGH) or (xij is LOW)

then MAX(xij) → Ri

else (xij is MODERATE)

then {∑(xij)/n} → Ri;

Table 3.2.13. 해체공정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퍼지추론 논리

(3)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안전성 복합적 평가 기법 개발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특성 상 단일 해체공정에 방사선학적 위험요소와 비방사선학적 위

험요소 동시에 존재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방사선학적 위험도 등급과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등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와 비방사선학적 평가 결과를 단순히 합산

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Fig. 3.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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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해체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의 어려움

복합적 안전성 평가 방법은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방법과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방법에 퍼지추론 논리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 복합적 안전성 평가 방법 :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 퍼

지 추론 논리

+ 퍼지추론 논리 : 위험요소 종류별로 등급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어 프로그램

복합적(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작업자피폭선량 크기 등급으로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의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항목으로 구성되는 Risk Matrix를 이

용하여 평가한다.

+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등급에 따라 퍼지추론 논리를 이용하여 위험 우

선순위(priority)를 정한다.

+ 최종 방사선학적 위험 등급과 비방사선학적 위험 등급을 정한다. [Table 3.1.14 참조]

[Table 3.1.15 참조]

․방사선학적 위험 등급 : 작업자 피폭선량 크기 수치 자체를 이용하여 등급을 정한다.

․비방사선학적 위험 등급 : 단일 대표 수치(최대값, 평균값)로 변환하여 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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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x is RRMH then ( x is Priority 1) and (y is RRMH)

else x is NRMVH then ( x is Priority 2) and {y is Max(NRMVH)}

else x is RRMM then ( x is Priority 3) and {y is RRMM}

else x is NRMH then ( x is Priority 4) and {y is Max(NRMH)}

else x is RRML then ( x is Priority 5) and {y is RRML}

else x is NRMM then ( x is Priority 6) and {y is ∑(NRMM)/n}

else x is NRML then ( x is Priority 7) and {y is Max(NRML)};

X Inference

If Radiological Risk x ∈ (R6, R10), then [x is RRMH] → Priority 1

If Non-radiological Risk Matrix ∈ (12, 25), then [x is NRMVH] → Priority 2

If Radiological Risk x ∈ (R4, R5), then [x is RRMM] → Priority 3

If Non-radiological Risk Matrix ∈ (13, 15), then [x is NRMH] → Priority 4

If Radiological Risk x ∈ (R2, R3), then [x is RRML] → Priority 5

If Non-radiological Risk Matrix ∈ (6, 10), then [x is NRMM] → Priority 6

If Radiological Risk x ∈ (R1), then [x is RRML] → Priority 7

If Non-radiological Risk Matrix ∈ (1, 5), then [x is NRML] → Priority 8

Table 3.2.14. 해체공정 복합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퍼지추론 논리

위험요소 종류 등급 우선순위

Radiological

R10

Priority 1

R9

R8

R7

R6

Non-Radiological

25

Priority 220

16

Radiological
R5

Priority 3
R4

Non-Radiological
15

Priority 4
13

Radiological R3, R2 Priority 5

Non-Radiological 6, 8, 9, 10 Priority 6

Radiological R1 Priority 7

Non-Radiological 1, 2, 3, 4, 5 Priority 8

Table 3.2.15. 해체공정 복합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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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체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1) 해체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구성

해체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은 Fig. 3.2.27과 같이 위험도 산정 모듈, 안전성 평가 모듈,

그리고 복합적 평가 모듈로 크게 구성되며, 전체를 메뉴방식으로 개발하여 해체 대상 시설

에 대한 세부 작업절차를 입력하고 위험도를 산정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순차적 접근

방식으로 개발하여 안전성 평가를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메뉴 실행

위험도 산정
메뉴 실행

안전성 평가
메뉴 실행

복합적 평가
메뉴 실행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실행

평가 결과
조회 메뉴 실행

해체시설 관련
자료 입력

위험평가 요소 입력

안전성 평가 프로젝트
파일 생성

피폭선량 자료 입력

피해크기 자료 입력

발생확률 자료 입력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실행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실행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설정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생성

프로그램 실행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복합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해체 세부작업
평가 결과 조회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방사선학적
등급 설정 실행

최대 단일치
변환 실행

평균 단일치
변환 실행

비방사선학적
등급 설정 실행

퍼지추론 기능
실행

복합적 평가
우선순위/등급 실행

위험 평가
요소별 조회

우선순위/등급별
조회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메뉴 실행

위험도 산정
메뉴 실행

안전성 평가
메뉴 실행

복합적 평가
메뉴 실행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실행

평가 결과
조회 메뉴 실행

해체시설 관련
자료 입력

위험평가 요소 입력

안전성 평가 프로젝트
파일 생성

피폭선량 자료 입력

피해크기 자료 입력

발생확률 자료 입력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실행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실행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설정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생성

프로그램 실행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복합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해체 세부작업
평가 결과 조회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방사선학적
등급 설정 실행

최대 단일치
변환 실행

평균 단일치
변환 실행

비방사선학적
등급 설정 실행

퍼지추론 기능
실행

복합적 평가
우선순위/등급 실행

위험 평가
요소별 조회

우선순위/등급별
조회

Fig. 3.2.27. 해체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구성

○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실행 절차

∙안전성 평가 프로젝트 파일 생성

+ 안전성 평가 대상인 원자력시설 작업내용 입력과 평가 최종 결과에 대한 자료를

묶어서 집계하고 조회할 수 있는 파일을 생성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생성

+ 피폭선량에 대한 계산 결과 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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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생성

+ 위험평가요소에 대한 피해크기 및 발생확률 자료 입력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 위험도 산정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결정

∙복합적 평가 실행

+ 퍼지추론을 적용하여 복합적(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평가를 통한 등급, 우선순

위 결정

평가 대상 해체시설 관련 자료 입력

위험평가 요소 입력

피폭선량 자료 입력 피해크기 자료 입력 발생확률 자료 입력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설정

안전성 평가 프로젝트 파일 생성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설정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방사선학적 등급 산정 비방사선학적 등급 산정

최대치 변환 평균치 변환방사선학적 등급 산정

복합적 평가 실행

평가 결과 조회

평가 대상 해체시설 관련 자료 입력

위험평가 요소 입력

피폭선량 자료 입력 피해크기 자료 입력 발생확률 자료 입력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설정

안전성 평가 프로젝트 파일 생성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파일 설정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파일 생성

방사선학적 등급 산정 비방사선학적 등급 산정

최대치 변환 평균치 변환방사선학적 등급 산정

복합적 평가 실행

평가 결과 조회

Fig. 3.2.28.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실행 절차

(2) 해체 안전성 평가 자료 구조

해체 안전성 평가는 Fig. 3.2.29과 같이 안전성 평가 대상인 원자력시설(facility)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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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절차에 따라 해체단계(phases), 단계별 해체 작업패키지(work packages), 작업(work),

그리고 작업의 세부 절차(tasks) 등 계층구조로 구성된다.

최하위 계층구조인 세부절차(tasks)에 대하여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를 도출

하여 각 위험요소별로 위험의 크기(위험도)를 수치적으로 산정한 후 각 위험도를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단일 점수화함으로써 해체공정의 안전성을 정량화한다.

Nuclear Facility

Phase I
(Reactor building)

Phase II
(Hot cells and labs)

Phase III
(ancillary building)

Facility

Work
Phases

Remove core components

Work
Packages

Remove pool liner

Remove ventilation system

Dismantle structure

Tasks

Set up equipment

Support core using spreader

Release the core

Remove core from the reactor tank

…

…

Phase IV
(…)

Work

Nuclear Facility

Phase I
(Reactor building)

Phase II
(Hot cells and labs)

Phase III
(ancillary building)

Facility

Work
Phases

Remove core components

Work
Packages

Remove pool liner

Remove ventilation system

Dismantle structure

Tasks

Set up equipment

Support core using spreader

Release the core

Remove core from the reactor tank

…

…

Phase IV
(…)

Work

Fig. 3.2.29.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구조

(가) 해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코드화

입력/자료처리/자료저장/조회 및 출력 등으로 자료영역을 분류하고 각 자료영역별로 기준

이 되는 기본항목과 프로그램 처리 최적화를 위해 코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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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험코드

방사선학적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

비방사선학적
추락, 전도/전복, 낙하/비래, 붕괴/도괴, 협착/감김,

감전, 화재/폭발, 기타 유해환경

Table 3.2.16. 위험요소 코드

구분 위험코드

피해크기
(1)해당없음, (2)1주～1개월, (3)1개월～3개월

(4)3개월～1년, (5)1년이상 또는 사망

발생확률
(1)<10%, (2)10%～25%, (3)25%～50%

(4)50%～75%, (5)>75%

Table 3.2.17. 위험도 산정 피해크기 및 발생확률 코드

구분 위험코드

facility 안전성 평가 대상 원자력시설

phase 원자력시설의 해체 단계

work package 원자력시설 해체단계별 작업내용

work 원자력시설 해체단계별 단위 작업

task 원자력시설 해체단계별 단위 작업의 세부절차

Table 3.2.18. 해체 안전성 평가 자료 계층 구조 코드

(3)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구성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세부 절차에 따라 단위모듈이 연계되어 메뉴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도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개발 도구 : ASP, Visual Basic Script, WebChartPro

+ 자료 관리 도구 : SQL-Server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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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듈

위험평가 요소에 대한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Fig. 3.2.30과 같이 Risk Matrix 2차 행렬

로 구성하여 피해크기 수준 5와 발생확률 수준 5인 25점(5×5) 척도로 자동으로 산출된다.

Fig. 3.2.30. 해체공정 위험도 산정 모듈

(5) 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모듈

작업경로와 작업시간에 따른 작업자 피폭선량 수치 결과에 대하여 Fig. 3.2.31와 같이 해

당되는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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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모듈

(6)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모듈

Risk Matrix를 이용하여 Fig. 3.2.32과 같이 위험도를 산정한 결과 수치에 따라 단일 대

표수치(최대값, 평균값)로 변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Fig. 3.2.32.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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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합적 안전성 정량적 평가 모듈

해체작업 특성상 방사선학적 위험요소와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

우 Fig. 3.2.33와 같이 종합적인 위험도 산정하고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과 우선순위

를 자동으로 결정한다.

Fig. 3.2.33. 해체 안전성 복합적 평가 모듈

4. 결과 요약

일반 산업시설과 운전중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작업에 대

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방안을 수립하였다.

국내 연구로 및 변환시설 해체 수행 자료와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해체 수행 자료를 분

석하여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방사선학적 위험요소와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를 분

류하고, 국내 일반 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 위험요소와 산업재해 통계 자료를 분

석하여 일반 산업적 위험요소를 분류하여, 해체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방사선학적

/비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 위험요소를 선정하였다.

해체 대상물의 원통구조, 육면체, 면에 가까운 선원형태에 대해서 격자수 변동에 의한 선

량 값을 비교를 하고, 해체공정에 대한 작업자 피폭평가를 수행하여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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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위한 방사선원 및 공간에 대한 계산 조건을 설정하여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모델

을 설계하였다. 해체 작업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의 피해크기와 발

생확률을 Risk Matrix 2차 행렬로 피해크기의 수준 5와 발생확률 수준 5인 25점(5×5) 척도

로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모델을 설계하였다.

해체공정에 대하여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결과를 각각 수치적으로 등급

화하고, 해체작업 특성상 방사선학적/비방사선학적 위험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위험도

산정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및 등급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퍼지추론 논리 기법을 개

발하였다.

해체공정 안전성 정량적 평가 기법의 세부절차별로 단위모듈을 메뉴방식으로 설계하여

자료 입력 및 처리가 쉽게 업데이트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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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1. 개 요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잔류방

사능 및 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고방사능 지역의 오염도 측

정은 사람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오염도 측정방법인 표면 오염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는 것은 작업자의 피폭 위험뿐만 아니라 오염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체 선진국에서는 hot-cell이나 고준위 폐기물 탱크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의 검출기와 섬

광체 광섬유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에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방사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

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 시에는 작업에 대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위해도가 가장 큰 악티나이드 핵종과 같은 알파선 방출

핵종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에서 알파선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섬광의 감쇄시간이 빠른 섬광체를 이용하여 알파선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

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얇은 섬광검출소재가 요구된다. 이러한 검출소재를 고방사능 환

경에서 적용하여 알파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방사성, 섬광투과매질로서의 투명성 그리

고 섬광체의 균일한 함침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노후한 고방사능 시설의 시설 유지 및 보수, 북한 원

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방사능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검출기 및 측정기술의 개발은 시도

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해외 기술에 의한 경제적 및 산업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내의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이전 단계에서 보유한 고분자 검출소재 제조기술을 활용하

여 고방사능 시설에 적합한 소형의 검출기를 개발하고, 검출 신호를 원거리 전송할 수 있

는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고방사능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함으로

써 원자력 산업 분야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방사선 계측용 소재 개발의 원

천기술을 확보하여 기초 소재기술 분야의 기술적 기술 자립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

므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시설 해체는 시설 수명기간 누적 발생량을 상회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일시에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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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오염도 측정 대상별 측정 방법 및 개념

모로 발생하고, 많은 작업자 방사성 피폭과 방사능 환경방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

저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제 확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들은 해체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된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해체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대국민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국내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시키기 위하여, 고방사능 취급 지역의 정확한 방사성 오염도 측정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

작업종사자의 피폭을 저감할 수 있으며, 작업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

요하다.



- 112 -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장비 및 검출소재 제조 기술현황 분석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기본소재 특성 평가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협소구역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섬광층 제조조건 도출 및 성능 평가

- 원거리 신호전송용 일체형 센서 제조 및 특성 평가

○ 대면적 오염도 측정 및 핵종 포집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 이중구조 분사형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core polymer 제조조건 도출 및 특성 평가

- 오염 핵종 포집용 shell polymer 제조조건 도출 및 특성 평가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원격측정기술 개발

- 측정용 probe 및 원격전송 기술 개발

- 일체형 sensor와 신호처리부 통합

- 오염도 원격측정장치 시작품 제작 및 적용성 시험

나. 연구방법

○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및 검출기 특성 평가

∙ 사용후핵연료취급시설과 같은 고방사성 오염시설에서 알파선 오염도 측정이 가능

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 특성을 평가하고,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고방사능 측정용 검출기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개

선․보수 및 해체 등에 적합한 장치의 개념을 설정함. 고방사성 오염도 측정은 검

출소재 및 적용 시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협소한 구역과 대면적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

도록 구분하여 검출소재 제조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고방사능 시설 내부에서 원격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성함.

∙ 도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협소구역의 고방사능 알파선과 시설 벽면 및 바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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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의 오염도 측정에 적합한 검출소재 제조조건을 도출하여 물리적, 광학적,

방사선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하여 특성을 평가함.

○ 알파선 측정용 섬광 검출소재 개발

∙ 오염도 측정용 센서의 지지체는 광도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신호 전송용 광섬유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체로서의 기계적 강도가 요구됨. 특히, 방사선과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이 광섬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체 내부의 기포에 의

한 산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 시에 기포의 발생이 최소화되어야함.

∙ 이러한 지지체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광섬유 및 섬광층의 지지체는 투

명 에폭시 수지와 경화촉진제의 양을 변화시키며 지지체를 제조함. 하였다. 지지

체로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계적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광도관으로서의

투명도는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도를 측정함. 또한, 방사성 오염도 측정 시에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에폭시 지지체 자체에서의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발광

특성을 평가함.

∙ 고방사능 시설에서의 알파선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알파선에 대한 섬

광 효율이 우수하고 투명한 에폭시와 혼합하여 얇게 도포하여 제조가 가능한 분

말형의 ZnS(Ag) 섬광체를 선정함. 무기섬광체 중에서 ZnS(Ag) 섬광체는 미세한 백

색분말로서 큰 단결정을 얻을 수 없고 조해성이 없으므로, 분말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하면 알파선 측정에 가장 적합함.

∙ 알파선 검출이 가능한 섬광층은 알파선 계측용 무기섬광체 ZnS(Ag)와 접착용 에

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제조함. 분말형태의 ZnS(Ag)를 에폭시 수지 혼합물에 용이

하게 도포하기 위하여, 1차로 ZnS(Ag)에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소량 혼합하여

고형시킨 후, 2차로 고형화된 1차 소재 위에 에폭시 수지 혼합물을 그대로 붓고,

경화시켜 제조함.

∙ ZnS(Ag) 섬광체는 분말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투명한 섬광체와 달리 알파선

의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고, 섬광을 광섬유로 전송하기 위하여 섬광층의 두께

조절이 중요함. 섬광층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MCNPX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두께별로 모델링하여 알파선의 에너지를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두께를 결정하여, 

섬광층 제조 실험 조건을 선정함. 선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섬광층의 면밀도를 10 

～ 25 mg/cm2로 변화시켜 제조한 후에 알파선 검출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면밀

도를 결정함.

∙ 섬광층의 제조조건에 따른 검출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알파선 표준선원인

Am-241을 이용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섬광층 전면에 알파선원을 배치한 후에 검

출 효율을 측정함. 본 연구에서는 고유검출효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는 섬광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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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들어온 알파선 중에서 실제로 검출된 양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검

출 효율은 측정의 기하학적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섬광층 자체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고유검출효율을 평가함.

∙ 고방사능 구역에서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위한 검출 센서는 원거리 신호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와 지지체 역할의 에폭시 수지를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제

작함. 에폭시 수지 등으로 제조된 혼합물이 고형화되기 전에 광섬유를 삽입하여

24 시간동안 상온에서 경화시켜 일체형으로 제조하였으며, 광섬유의 기하학적인

조건 변화(직경, 길이, 삽입 깊이, 다발형 등)에 따른 신호 전송 특성을 평가함.

○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을 위하여 유화중합법에 의한

core-shell 구조의 에멀젼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고분자 에멀젼을 제조함. 또한 이

를 이용하여 방사능으로 오염된 표면에 제조한 고분자를 분사시켜 오염물질에 도

포하고 고형화시킨 후에 오염 핵종에서 방출된 방사선과 고분자 에멀젼내 성분간

의 반응에 의하여 오염도를 검출함.

∙ 물을 분산매로 고분자 에멸전을 제조하는 유화중합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

에 환경문제가 없으며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높은 분자량과 빠른 중합속도

와 반응물의 점도가 낮아 혼합이 용이하고 반응물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한 입자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고분

자 조성이 다른 core-shell 고분자는 두 종류의 중합체가 서로 분리되어 입자내부

(core)와 외부 (shell)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소재임.

∙ 고분자중합에 사용된 소재는 다음과 같다. 단량체 styrene (St)와 ethyl acrylate

(EA)를 10 wt% NaOH에 3번 세척하고 감압증류하여 사용하였고, 개시제는 친수

성인 ammonium persulfate (APS)를 사용하였으며, 음이온계 유화제는 sodium

dodecyl sulfate (SDS)를 정제없이 사용함. 유기섬광체는 입사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 및 발광, 짧은 광 파장으로 용매 내에서 흡수하는 특성을 지닌

2,5-diphenyloxazole (PPO)를 제 1용질로 사용하였고, 파장 이동체인 제 2용질은

1,4-bis[5-phenyl-2-oxazol]benzene (POPOP)를 사용함.

∙ Fig. 3.2.2는 실험에 사용한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4구 유리 반응기 및 온도

조절기, 단량체 에멀젼을 연속적으로 적하하기 위해 사용한 적하 용기 (dropping

funnel), 반응도중 증발에 의한 단량체나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환류

시킬 수 있는 응축관 (condenser), 반응온도 조절을 위해 0-100℃ 까지 조절되는

항온조로 구성함.

∙ 유화중합법에 의한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의 제조는 2단계로 구성되며,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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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첫 번째 단계는 반응용기에 탈이온수를 넣고 질소 가스를 퍼징시켜 반응기내의

용존산소를 완전히 제거한 후 85℃로 승온시킨 후에 St에 유기섬광체를 용해시켜

넣고 개시제를 소량씩 첨가하여 core 폴리머를 제조함. 두 번째 중합 단계로는 제

조된 core 폴리머를 일정량 반응기에 주입한 다음 질소가스로 퍼징하고 85℃에서

EA와 개시제를 일정시간에 걸쳐 주입하여 중합반응을 진행시켰으며 실험절차를

Fig. 3.2.3에 나타냄.

Fig. 3.2.2. Experimental apparatus for emulsion

polymerization.

1. Four neck flask (1000 ml), 2. Dropping funnel (250 ml), 3. Mechanical stirrer,

4. Condenser, 5. Temperature Controller, 6. Thermocouple, 7. Nitrogen bottle,

8. Water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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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Poly(St-EA) 고분자 에멀젼 제조 방법

∙ 유화중합으로 제조한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의 특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 Polystyrne (PS)와 poly(styrene-ethyl acrylate) [poly(St-EA)]의 시료를 KBr 펠

렛으로 만들어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분광분석기를

통하여 구조를 분석함.

- Poly(St-EA의 열적 특성 및 core-shell 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를 이용한 유리전이온도(Tg), Thermogravimetric

Aanlyzer (TGA)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이미지를 측정함.

- Poly(St-EA) 오염도 측정용 고분자 필름의 투과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리 페트리

디쉬에 도포하고 실온에서 24h 건조시켜 Hewlett packard사의 HP8483 UV/VIS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300~800 nm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측정함.

- 방사능 검출 성능 평가는 비방사성 핵종인 Sr-90를 도포하고 오븐에서 2-3h 건

조시킨 후에 제조한 고분자 에멀젼을 도포하여 시편을 제조함. 제조한 시편은 방

사선과 에멀젼에 함침된 섬광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을 광전자증배

관으로 측정하였으며, 선원은 Sr-90, 용량 5 ㎕, 측정시간 1000 sec로 고분자에멀

젼의 검츨 특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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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seed latex
Poly(St-EA)

composite particles
St (g) 2-15
EA (g) 2.5

Seed latex emulsion (g) 5
DI water (g) 200 250
APS (g) 0.1 0.025

SDS (g) 0.004
PPO (g)

POPOP (g)

0.05-0.35

0.0025-0.0175

Table 3.2.1. Poly(St-EA) 고분자 에멀젼의 조성

○ 핵종포집용 분사형 고분자소재 개발

∙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에 기계적 강도 및 점착성과 탈착성이 우수

한 친수성 고분자를 혼합하여 여러 표면에 대한 핵종을 포집함.

∙ 핵종 포집용 고분자소재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Fig. 3.2.4와 같이 대면적 오염도 검출용 poly(St-EA)에 필름형성 및 점착성이

좋은 PVA와 PVP를 90℃에서 3h 이상 교반하여 핵종 포집용 고분자 소재를 제

조함.

∙ 핵종포집에 대한 성능 평가

- Fig. 3.2.5와 같이 오염된 표면에 핵종 포집용 고분자소재를 도포하여 건조시킨

후 탈착하여 도포 전․후의 핵종 농도를 분석하여 decontamination factor (DF)

를 구함.

Decontamination Factors = β1 / β2

where, β1 : β count before decontamination

β2 : β count after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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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Experimental method of emulsion polymerization.

Fig. 3.2.5. Deconta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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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설 및 부지의 방사선학적인 특성평가가 정확

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준위 오염시설의 경우는 생

물학적 및 방사선학적 위해도가 큰 악티나이드 핵종의 오염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악티나이드 계열의 핵종들은 대부분 알파선을 방출하며, 알파선은 비정이 짧

기 때문에 측정 대상 표면과 검출기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밀착시켜 계측해야 하며, 방

사선량이 높기 때문에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알파선 오염도 측정은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준위 오염구역 내부의 알파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소면적 측정용 결정형 센서와 대면적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를 개발하고,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준위 오염도 측정기술을 확립하였다. 좁은 구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는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섬광체와 원거리 신호 전송이 가능한 플라스틱 광섬유를 일체형으

로 결합한 검출 센서로서 소면적의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원격측정에 적합하다. 또한, 고

준위 오염 시설 내부의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대면적의 적용이 가능한 분사형 검출소재를

개발하였다. 분사형 검출소재는 방사선 측정의 core polymer와 핵종 포집의 shell polymer

의 이중구조 core-shell emulsion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대면적의 오염도 측정 및 핵종 포

집을 통한 오염물 제거가 가능한 기능성의 검출소재이다.

개발한 오염도 검출소재 제조기술 및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 장비는 고준위 오염시

설의 방사선관리 측면 및 해체 사전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가. 이론적 배경

(1) 섬광체

방사선은 섬광체 내의 원자나 분자를 들뜨게 하는데, 이 들뜸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것을 섬광(scintillation)이라고 한다. 섬광은 할로겐화 알칼리나 황화아연 등의 무기결정에

서는 전도띠(conduction band)로 들뜨게 된 전자가 발광중심인 격자결함이나 불순물 원자

에 포착되어 발광하는 것이며, 발광세기나 스펙트럼 및 감쇠시간은 발광중심의 종류나 농

도 및 발광중심과 모체결정의 조합에 크게 좌우된다. 발광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가시광

선영역 및 자외선영역에 있으며 감쇠시간은 10-9 ～ 10-3s 정도가 된다.

방사선이 NaI나 ZnS 등의 섬광체에 부딪치면, 많은 여기분자를 생성시키는데, 이 들뜬

분자는 바닥상태로 되돌아갈 때 섬광을 방출한다. 1개의 방사선에는 1개의 섬광이 대응한

다. 섬광검출기는 이 섬광을 광전자증배관을 통해 전류펄스로 변환, 증폭시켜 그 계수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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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사방사선의 수를 구한다. 또한 얻은 전류펄스의 파고는 입사방사선의 에너지에 비례

하기 때문에 펄스파고로부터 입사방사선의 에너지를 분석할 수 있다.

섬광검출기는 대체로 섬광체와 광전자증배관(photo multiplier tube, PMT)이 합쳐진 일

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광체에서 발생한 빛을 효율적으로 PMT에 전달하기 위해서이

다. 섬광체는 방사선을 섬광으로 변환하는 작용을 하고, 광전자증배관은 광전효과를 이용

하여 그 빛을 전류로 변환,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섬광을 방출하는 물질의 종류는 꽤 많은데 방사선 검출기에 적합한 섬광체는 다음의 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방사선 에너지의 섬광효율이 높은 것

∙섬광에 대한 투명도가 높을 것

∙섬광의 감쇠시간이 짧을 것

∙섬광의 파장 분포가 광전자증배관(PMT)의 분광감도 특성에 적합할 것

먼저, 섬광효율(발광효율)이 높으면 섬광체의 발광강도(발광량)가 높아진다. 다음으로, 투

명도가 높으면 PMT로의 섬광 도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광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섬

광의 감쇠시간이 짧으면 시간적 분해시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선량률의 방사선을 계수할

수 있다. 또한 섬광의 파장분포와 PMT의 분광감도 특성이 적합하면 광자는 효율적으로

광전자로 변환하기 때문에 높은 광전자 방출효율(양자효율)을 얻을 수 있다.

섬광체에는 고체, 액체, 기체 섬광체가 있으며, 화학 조성에 따라 무기, 유기 섬광체로

분류된다. 섬광체의 종류에 따라 동작 이론, 측정 대상 방사선, 섬광체의 반응 등이 달라

진다.

무기섬광체는 발광량을 증강하기 위하여 0.1%정도의 Tl이나 Eu등을 첨가한다. 이런 첨

가물을 불순물(activator)라 한다. 유기섬광체에는 유기결정, 플라스틱 및 액체섬광체의 3

종류가 있으며, 어느 것이나 벤젠환(benzene ring)을 가지고 있다. 액체섬광체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POPOP는 파장이 짧은 빛을 흡수하여 그것보다 긴 파장의 빛을 방사하기 때문

에 발광스펙트럼 전체가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여 PMT의 분광감도특성과 맞게 된다. 이런

첨가제를 파장 시프터(shifter)라 한다.

섬광체의 발광효율은, 방사선이 섬광체내에서 잃은 에너지와 섬광으로 변환된 에너지와

의 비로 나타내며, 이것을 절대섬광효율이라 한다. 안트라센과 NaI의 절대섬광효율은 각각

약 3 ～ 5%, 13%이며 나머지는 모두 열에너지로 변환된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1MeV의

전자는 NaI(Tl) 결정 속에서 에너지 3eV(=파장 414nm)의 광자를 4.3 × 104개를 만든다.

섬광체의 발광강도는 섬광체의 종류 및 방사선의 선질에 따라 다르다. 발광강도는 전자

선에 대하여 가장 높고 LET가 클수록 낮아진다. 예를 들면 알파선의 발광강도는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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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1/10이다. 그리고 발광강도와 에너지와의 비례성도 LET가 높을수록 나빠진다. 섬광

체의 발광효율은 실용적으로는 전자선에 대한 안트라센의 발광강도를 기준으로 한 상대치

로서 나타낸다. 안트라센의 발광강도는 매우 높지만, NaI(Tl)의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섬광체의 감쇠시간은 무기섬광체는 수 s, 유기섬광체는 수 ns이다. 발광강도는 무기섬광

체 쪽이 우수하지만, 감쇠시간은 유기섬광체 쪽이 우수하다. 기체섬광체는 밀도가 작기 때

문에, 발광강도는 고체섬광체보다 약하지만, 감쇠시간은 여러 섬광체 중에서 가장 짧다.

또 발광효율은 감마선, 전자선, 중성자선에 대해서는 매우 작지만, 알파선이나 핵분열조각

에 대해서는 비교적 크다.

알파선이나 핵분열조각 등의 중하전입자 검출에는 무기섬광체인 ZnS(Ag)나 CsI(Tl), 기

체섬광체를 사용한다. ZnS(Ag)는 Ag를 불순물(activator)로 갖고 있으며, 분말형태의 고밀

도를 유지한다. ZnS(Ag)는 베타나 감마 비정보다는 얇고, 알파 비정보다는 두꺼운 필름이

나 도포형태로 만들어져 베타나 감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알파의 측정효율을 최대

화하여 사용된다.

베타선의 검출에는 안트라센이나 스틸벤 등의 유기결정, 플라스틱 섬광체, 액체 섬광체

를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주로 탄소와 수소로 되어있고 평균원자번호가 낮으므로 베타선

의 검출에 적합하다.

안트라센은 낮은 밀도(1.25 g/cm3)로 인해 감마와의 상호작용이 많지 않으며 충분한 크

기의 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베타와 감마가 섞인 혼합장에서도 안트라센은 베

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섬광체의 원자번호가 높으면, 베타선의 후방산란이 증대하여

발광량이 적어진다. 유기결정 섬광체는 대형의 단결정을 얻기 어려우므로, 지름이 큰 것은

만들기 어렵지만, 플라스틱 섬광체는 가공성이 매우 좋아서 지름이 크고,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액체섬광체는 저에너지의 베타선을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3H나 14C

등의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액체섬광체의 특징은 저에너지 베타선에 대한 높은 검

출효율에 있다. 액체섬광계수기에서는, 3H나 14C를 함유한 시료를 액체섬광체속에 직접 녹

인 상태로 측정하기 때문에, 입사 창에 의한 베타선의 흡수, 감쇠는 없다. 액체섬광체 및

용제의 혼합물을 칵테일(cocktail)이라 하며, 여러 종류가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액체섬

광체의 발광효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액체섬광체와 액침형GM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감마선이나 X선의 검출에는 무기섬광체를 사용한다. 섬광체는 하전입자에 의해서는 직

접적으로 들뜨게 되지만, 전자기방사선에 대해서는 2차전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여기작

용을 한다. 감마선 검출용으로는 감마선에 대한 에너지 흡수계수가 크고, 발광효율이 높은

NaI를 사용한다. NaI는 밀도가 높고 또 지름이 20cm 이상 되는 큰 부피의 섬광체로 가공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선에 대해서는 검출효율이 크고 높은 발광강도를 얻을 수 있다.

NaI는 조해성(소금처럼 녹는 성질)이 강하므로 유리창이 붙은 알루미늄 케이스 속에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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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한다. 기체나 유기섬광체는 원자번호가 낮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감마선의 검출

에는 부적합하다.

최근에 개발된 섬광체인 CdWO4는 밀도가 BGO보다도 크고, 유효원자번호도 크므로 검

출효율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섬광의 decay constant가 20s 로 매우 길어 펄스모드의

계수장치에는 사용하기 어려우나 전류모드에서는 적합한 섬광체로 사용할 수 있다. GSO

는 감마선의 측정 시 분해능(resolution)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지니므로 감마선 분광학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BGO는 PET장치의 섬광체로 사용하는 등 소형의 array detector에 사용하기 적합하지만

분해능은 NaI(Tl)에 비하여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용량의 결정(crystal)을 성장

하기가 용이하고 고에너지의 감마선 검출효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Radiation length는

CdWO4가 가장 짧고, 에너지분해능은 CsI(Tl)이 가장 우수하다.

최근에는 원자번호와 밀도가 높아서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높고 에너지 및 시간 분

해능이 좋은 섬광체를 신재료로서 개발하고 있으며 column 구조를 가진 섬광체를 이용하

여 고분해능 방사선 영상장비의 센서로 접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섬광검출기를 이용한 중성자의 측정은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다. 일반적인 섬광검

출기의 장점은 빠른 시간분해능, 높은 반응효율, 그리고 효과적인 감마선 백그라운드 구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 유화중합

유화중합은 합성고무, 도료, 접착제 및 coating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colloid상의 고

분자(Latex)를 합성 할 수 있는 중합방법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유화중합이란 중합하

고자 하는 단량체와 사용성이 없는 액체를 분산매로 하여 유화시켜서 행해지는 중합법으

로 2차 대전 중 천연 Latex의 부족으로 인해 합성고무를 제조하기 위한 합성 Latex의 개

발 기술로서 시작되었다.

유화중합에서는 분산매를 주로 물을 사용하고, 단량체와 개시제 외에 유화제를 사용하는

데 유화제는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이상에서 “micelle”이라는 지름 약 0.01

㎛ 정도의 colloidal cluster를 형성하여 단량체 분자가 이 micelle에서 반응할 수 있는 장

소를 제공하고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입자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화중합 반응에 관한 최초의 이론은 “Smith-Ewart theory"인데 이 이론은 유화제가

수용액상에서 micelle을 형성하고 단량체 분자가 micelle의 친 유성 부분 안에 들어가

monomer-swollen micelle 입자를 형성하고 이 입자가 물속에 분산되어 개시제에 의해서

중합을 시작하게 된다는 Harkins(3.2.1)의 이론을 Smith와 Ewart 등이 정량적으로 정립시킨

것이다. 이 이론은 styrene과 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비교적 낮은 단량체의 반응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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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단량체의 대부분은 유화제로 안정화되어 있는 지름 1～10 ㎛ 정도의 monomer droplet

보다 크므로 물에서 개시제가 분해하여 형성된 라디칼이 monomer-swollen micelle로 흡

수되어 반응이 시작됨으로서 입자가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1은 유화중합의 개략적

인 모형을 나타내었다. 그 후 Smith의 연구가 계속되었고 Stockmayer가 이론식의 일반해

를 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특히 Vanderhoff 등에 의해 유화중합의 이론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있었다. 또한 Medvedev는 반응개시가 유화 층에서 일어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고,

Ugelstad(3.2.2)는 monomer droplet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론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화

중합은 Alexander와 Napper, Nomura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물에서 개시제가 분해되어

생성된 라디칼이 보통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직접 micelle로 흡수되지 못하며, 물에 녹아있

는 단량체와 반응하여 oil-soluble한 oligomer를 형성함으로서 micelle내부로 흡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근래에는 이들의 설명대로 수용 상에서 oligomer가 형성되는 과정이 핵생

성의 첫 번째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험적으로도 oligomer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

다.

1952년 Jacobi는 vinyl chloride 유화중합시 중합개시가 micelle내부와 수용 상에서 동시

에 발생한다고 제안하였고, Priest는 vinyl acetate에 대해서도 중합개시제가 micelle 내부

와 수용액 상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French는 ethylene oxide block

copolymers를 사용하여 , 또 O' Donnel 등은 부분검화 polyvinyl alcohol을 사용하여 중합

시켰는데 이들은 Smith-Ewart 이론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Smith-Ewart theory에 따르면 형성된 라디칼이 모두 micelle 안으로 흡수되어 고분자

입자로 성장하므로 라디칼 흡수 속도는 촉매의 분해 속도와 같게 된다. 즉, 중합도는 성장

속도에 비례하고 개시속도에는 반비례하며, 입자수(N)와 입자의 라티칼 개수(n)에 관계함

을 알 수 있다.그런데 Smith-Ewart theory는 유화제 micelle이 없을 경우에도 입자가 형

성된다는 점, 이론에 의한 입자의 수가 실험치보다 크다는 점, 무에 대한 용해도가 큰 단

량체의 반응에는 이론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입자형성에 관한 몇 가

지 다른 이론이 제안되었다.

Medvedev는 micelle내에서의 개시반응 대신 micelle이나 고분자 입자, monomer droplet

등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흡착된 유화제 층에서의 모든 개시반응을 고려하였다. 즉, 개시된

고분자 입자수보다 흡착된 유화제에 의한 안정화된 총 표면적을 중시하였다.

분산 매체 내에서의 개시반응(homogeneous nucleation)은 vinyl acetate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단량체의 유화중합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어 Roe, Fitch와 Tsai(3.2.3)

등에 의해 연구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물속에서 형성된 라디칼이 물에 녹아있는

소량의 단량체와 반응하여 oligomeric, polymeric trapped radical을 형성한다. 이들이 이미

존재하던 고분자 입자와 flocculation되어 성장하든지, 침전하여 임계크기 이상이 되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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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입자 성장의 핵으로 작용한다.

이 mechanism은 CMC이하의 유화제농도에서나 surfactant-free system에서 입자 형성

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 즉, monomer droplet은 크기가 커서 전체적인 표면적이 작으

므로 monomer droplet에서의 개시반응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droplet의 크기가 충

분히 작을 경우에는 monomer droplet에서의 개시 반응도 micelle이나 수용액 내에서의 개

시반응에 필적할 만한 정도가 된다. 이에 관한 연구는 Ugelstad 등에 의해 행해졌다.

실제 유화중합 공정은 여러 mechanism이 병행해서 일어나게 된다. 또한 Okamura 등

에 의하면 각종 단량체에 대한 Smith-Ewart의 이론에 따르지 않는 순서는 vinyl acetate

> methyl acrylate > methyl methacrylate > styrene 임을 밝혔다.

이 순서는 물에 대한 용해도 순이기도 하므로 vinyl acetate 의 유화중합의 특징은 앞

의 두 요인에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styrene 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

은 경우는 micelle 내에서 거의 반응이 개시되나 ethylene 이나 vinyl acetate같이 비교적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단량체들은 수용액에서 반응이 더 쉽게 제시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micelle 형성은 확실치 않으나 유화제를 액상에 넣게 되면, 용질들은 공기-물의 계

면에서 친수성 부분은 액상으로, 친유성 부분은 공기 중으로 배향하는데 용질의 양을 많

이 넣게 되면 표면에너지가 감소하다가 충분한 양의 용질이 공급되면 표면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표면 자유에너지는 일정하게 되고 이 때 밀려난 용질의 친유성 부분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 micelle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micelle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화제의 농도가 일정한 농도 이상이어야 되는

데 보통 CMC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잉의 용질을 투입하여 micelle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물에 거의 불용인 styrene 의 경우, 유화제의 농도가 CMC 이상 되어야 micelle 내에서 반

응이 개시되나, 비교적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ethylene 이나 vinyl acetate는 micelle 형

성과 관계없이 중합이 개시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가) 장점

① 높은 분자량과 빠른 중합속도

∙ 반응속도가 입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응속도와 분자량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중합 방법이다.

∙ 괴상이나 용액중합의 경우 반응속도와 분자량은 서로 반비례한다.

② 높은 전환율

∙ 대부분의 유화주합은 수 시간 내에 종결이 되고 전환율도 거의 100%에 가깝다.

∙ 타 중합 방법은 100% 전환이 어려울 때가 많아 반응 후 미반은 단량체의 처리가 문

제되기도 하지만 유화중합에서는 후 처리 공정이 필요 없다.

③ 쉬운 혼합과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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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연속적인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물의 점도가 낮아 혼합이 쉽다.

∙ 쉬운 혼합은 반응물을 균일하게 분포시켜 일정한 반응이 진행되도록 해주고 또한 반

응열의 제고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제품의 질적 균일성도 양호하다.

∙ 괴상이나 용액중합 같은 균일계 중합방법은 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자량이 증가

하고 점도가 높아져서 교반이 힘들어 반응열의 제거가 어렵다.

방 법 장 점 단 점

벌크 중합
간단하고 순도가 높은 고분자를 얻을

수 있음
중합 반응열 조절이 어려움; 고점도

현탁 중합

반응열 분산이 쉽고 중합 용액의 점

도가 높지 않음. 과립상 고분자가 형

성되고, 용도에 따라서는 그 상태로

도 사용 가능함

세척과 건조가 필요하고, 고분자의

응집 발생 가능하고, 첨가제에 의한

오염으로 순도가 낮아짐.

용액 중합
반응열 분산이 쉽고, 중합 용액의 점

도가 낮음, 용액상태로 직접사용가능

용매의 값이 비싸고, 용매의 완전 제

거가 어렵고, 용매와의 사슬이동반응

가능성이 있음

유화 중합

반응열 분산이 쉽고, 중합 용액의 점

도가 낮음, 고분자량; 에멀젼 상태로

직접 사용가능; 점착성 고분자에 효

과적

유화제 및 기타 첨가 성분 때문에 고

분자의 순도가 낮아짐

Table 3.2.2. 중합방법의 비교

(나) 단점

① 첨가제에 의한 오염

∙ 주합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첨가제에 의한 오염이 비교적 심하다.

∙ 유화제(안정에), 개시제, 완충제, 환원제, 활성제 등이 공정상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종 제품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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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염제거를 위한 추가공정

∙ 만일 이들 첨가제의 오염이 심각하여 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 첨가제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제거, 세탁, 건조등과 같은 추가공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 유화중합 메커니즘

① 1단계

유화중합은 보통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단계가 “nucleation stage"로 물에서 개시

제가 분해되어 형성된 라디칼이 단량체와 반응하여 입자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반응초기

에 비활성 미셀이 활성미셀로 전이되면서 활성미셀의 수가 증가하여 중합속도가 증가하는

단계이다. 수용액상에는 개시제와 물에 용해된 약간의 단량체, 그리고 유화제가 용해되어

있다. 유화제는 대부분 미셀의 형태로 존재하며, 물에 용해되어 개별적으로 떠다니는 것들

도 약간 있다. 대부분의 단량체는 단량체 방울 내에 존재하고, 일부는 미셀 내에 용해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는 물에 용해되어 개별적으로 운동한다. 수용액상에서 생성된 라디칼은

물속을 떠다니다가 단량체를 만나면 바로 중합반응을 개시시킨다. 그런데, 미셀의 표면적

이 단량체 방울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라디칼은 미셀에 있는 단량체와 반응하게 된다.

중합반응이 시작됨에 다라 팽윤된 활성미셀 내의 단량체가 고분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

량체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활성미셀과 비활성 미세 또는 단량체 방울에 있

는 단량체가 수용액상을 통해 활성 미셀 쪽으로 확산되어 이동한 후 중합에 참여하게 됨

으로써 반응하여 종결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합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활성 고분

자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으나 크기가 커지므로 유화제가 그들 표면에 흡착하게 된다. 또

한 공기-수용액의 계면에 위치하는 유화제가 활성미셀의 표면으로 이동하여 흡착되기 때

문에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때의 단량체 전환율은 5% 미만이며, 이

단계에서 생성된 활성 고분자 입자의 수는 단량체 방울에 비해 100,000배 정도 많다.

② 2단계

2단계는 1단계에서 생성된 입자가 성장하는 단계인데 monomer droplet이 소멸될 때 까

지 계속된다. 활성 고분자 입자, 단량체 방울, 그리고 연속상인 수용액으로 구성된다. 활성

고분자 입자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들 내의 단량체 노도와 단량체 방울의 농도차

이에 의해 방울 중의 단량체가 수용액상을 통해 확산하여 활성 고분자 입자 내로 공급되

면서 중합이 일어난다. 1, 2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팽윤된 미셀은 하나의 개시제 라

디칼에 의해 공격을 받아 중합반응을 시작하게 되며, 두 번째 라디칼이 활성 고분자 입자

에 포획된 후 곧 종결반응을 하게 되나, 그렇게 되면 이 고분자 사슬은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그 비활성 고분자 입자는 또 다른 사슬의 성장을 개시시킬 수 있는

세 번째 개시제 라디칼이 포획될 때까지 휴지기로 남아 있게 되며, 계속 이런 식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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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일어난다.

③ 3단계

대부분의 단량체는 40 ～ 50%의 전환율에 2단계로부터 3단계로 전이된다. 이 단계에서

는 단량체 방울로부터 활성 고분자 입자에게 공급되는 단량체가 없기 때문에 활성 고분자

입자내의 단량체 농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중합 속도의 감소가 초래된다. 제 2단

계에서 제 3단계로 전이될 때 monomer 방울이 완전이 소멸되기 보다는 하나의 latex 입

자로 남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Fig. 3.2.6. 전형적인 유화중합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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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ore-shell 정의

Core-shell이란 중합이 일어나는 위치와 중합된 입자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합 입

자 제조기술에서 같은 입자 내의 내부와 외부의 고분자 조성이 다른 core-shell 폴리머는

core와 shell이 폴리머로 구성된 organic-organic계와 core는 무기물 shell은 폴리머로 된

inorganic-organic계로 나누어진다. core-shell polymer입자의 개략적인 구조는 Fig. 3.2.7

과 같다.

Core-shell은 균일중합의 경우에는 중합반응의 위치를 나타내며 상용성이 없는 폴리머

쌍에서는 중합반응 도중 상 분리가 일어나게 되므로 중합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core-shell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Paxton은 유화제 흡착을 이용하여 PS위에 methyl

methacrylate(MMA)를 합성한 PS/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latex composite

particle의 표면을 연구하여 PS-core와 PMMA-shell로 이루어진 core-shell 형태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Styrene을 이용한 유화중합의 연구에서는 styrene이 모든 조성에서 polystyrene과 상용

성이 있기 때문에 입자내의 단량체 농도 차이가 없어 중합반응이 입자전체에서 대해서

고르게 일어남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Williams(3.2.4)등은 polymer-rich core가

monomer-rich shell에 둘러싸여 입자 내에 단량체 농도의 차이가 생기므로 입자의 표면

근처에서 중합반응이 진행된다는 core-shell model을 제안하였다. Fig. 3.2.7에는

core-shell입자의 구조를, Fig. 3.2.8은 core-shell 입자의 형성과정을 나타내었다.

Fig. 3.2.7. Schematic diagram of

core-shell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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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Typical growth sequence using sequential seeded

polymerization.

(마) Core-shell의 이론적 배경

① Organic/organic Polymer

한 입자내의 내부와 외부의 고분자 조성이 다른 core-shell 폴리머는 폴리머 조성이 다

른 고분자 입자의 블랜딩과 공중합 폴리머입자의 물성과는 달리 한 입자 내에서도 상반된

물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하여 페인트, 접착제, 부직포 등의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Styrene(St)을 이용한 유화중합 연구 에서는 모든 조성에서 polystyrene (PS)과 상용성

이 있기 때문에 입자내의 단량체 농도 차이가 없어 중합 반응이 입자 전체에서 균일하게

일어남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Williams 등은 대부분 polymer로 구성되어 있는 core가 단

량체가 대부분인 shell에 둘러싸여 입자 내에 단량체 농도의 차이가 생기므로 입자의 표면

근처에서 중합반응이 진행된다는 core-shell 모델을 제안하였다.

Core-shell이란 중합이 일어나는 위치와 중합된 입자의 형태를 가르키는 것으로 균일중

합의 경우에는 중합반응의 위치를 나타내며 상용성이 없는 폴리머 쌍에서는 중합반응 도

중 상 분리가 일어나므로 중합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core-shell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Paxton은 유화제 흡착을 이용하여 PS위에 methyl methacrylate(MMA)를 합성한 PS/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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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methacrylate) (PMMA) latex composite particle의 표면을 연구하여 PS-core와

PMMA-shell로 이루어진 core-shell 형태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Organic/organic core-shell Polymer의 연구에 있어서 Dickie 등은 butyl acrylate (BA),

MMA, St 등을 선택하여 단계 에멀젼 중합에 의해 hard-core/soft-shell과

soft-core/hard-shell 형태의 두 latex 복합체를 합성하여 core-shell형태를 관찰하였으며,

이들의 점탄성을 측정하고 latex blending과 비교하였다. 또한 Morgan(3.2.5)은 연질-경질,

친수-소수성 폴리머 쌍을 이용하여 단량체 부가순서, 유화제화 개시제, seed level에 따른

최저조만형성온도(minimum film forming temperature, MFT)와 밀도를 측정함으로서,

Core폴리머와 단량체 비율에 따라 입자의 형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Core-shell 폴리머는 소수성-친수성이 다른 또는 유리전이온도(Tg)가 다른 두 종류의

단량체를 각각 두 단계로 중합하여 입자 내에 두 종류의 폴리머가 서로 분리되어 입자내

부(core) 와 외부(shell)의 폴리머 조성이 다른 유기-유기형과, 무기물 입자를 core로 하여

그 core입자위에 단량체를 shell 중합한 무기-유기 복합 latex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대

부분의 고분자들은 서로 상용성이 없어 반응 중에 상 분리가 일어나므로 구성 단량체의

성분이나 중합조건 중합방법에 따라 상전환 core-shell, polymeric oil-in-oil 딸기모양,

confetti-like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3.2.6-3.2.9). Core-shell latex의 응용

분야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물의학과 극소전자공학 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무유화제 중합법에 의해 마이크로 크기의 monodisperse된 core-shell latex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C.F. Lee는 PMMA/PS core-shell latex와 폴리머 블랜드의 morphology

와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② 단계 중합법으로 중합안정성과 전환율의 높은 core-shell 폴리머를 중합

단계 에멀젼 중합법에 의해 무유화제 core-shell 중합시의 입자 성장 과정에서 옹집물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유화제를 이용하여 중합할 때 shell 중합 시에 새로운 입자가 생성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계미셀농도 이하의 유화제를 이용하여, 중합에 사용될 소량

의 이온수교환수만으로 단량체가 가용화 될 수 있게 pre-emulsion화 하고 나머지 이온교

환수를 희석하여 단계 중합법으로 중합안정성과 전환율의 높은 core-shell 폴리머를 중합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Core 폴리머제조의 경우, 플라스크에 이온 교환수를 주입하고 용존 산소를 제거한다. 이

온 교환수에 SDBS를 녹이고 이 유화제 용액에 단량체를 소량씩 첨가하여 pre-emulsion

을 제조하고 이온교환수를 소량씩 첨가하여 희석된 Pre-emulsion중 일정량을 반응기에 주

입하고, ASP 수용액을 첨가하여 수십 분간 유지하여 seed를 만든 후 나머지 monomer

emulsion과 ASP 수용액을 주입하면서 중합을 진행시키고 같은 온도에서 일정시간 숙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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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폴리머를 제조한다.

Core-shell 폴리머의 제조의 경우, shell 폴리머 제조는 폴리머를 희석하여 승온시킨 후

St과 ASP 수용액을 일정시간에 걸쳐 주입하여 중합반응을 진행시킨다. 주입이 끝난 후

가량 잔류 단량체를 제거하기 위해 숙성반응 한 후 여과망으로 여과시켜 shell 폴리머를

제조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위에서 제조한 core 폴리머의 종류와 shell 중합 할 단량체 종류를 바

꿔 여러 가지의 core-shell 폴리머를 제조한다. 유화제가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기 위해 APS를 개시제로 하여 St과 MMA을 SDBS의 양을 달리하여 seed 중합법으로

중합한 경우의 시간에 따른 전환율을 나타낸다.

St 중합시 SDBS의 양이 단량체에 대해 중합할 때는 장시간 경과 후에도 전환율이 중

합하였을 경우보다 감소하는 것은 SDBS 양이 증가 할수록 단량체 pre-emulsion시에 유

화제의 농도가 높아져서 미셀이 많이 생성되고 미셀 속으로 단량체가 들어가서

monomer-swollen 미셀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수상에서 분해 된 라디칼이 보다 많이 형성

되어 있는 monomer-swollen 미셀 속으로 흡수되어 동시에 반응하므로 중합속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된다. MMA의 경우는 SDBS의 양을 단량체에 대해 중합하였을 때에도 같은

시간에서 전환율이 St 중합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MMA는 친수성 단량체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St 보다 높아서 물속에서 형성된

라디칼이 물에 녹아있는 MMA와 수상에서 일부분이 반응하므로 동량의 SDBS를 사용한

St 경우보다도 전환율이 높다. Core 제조시 유화제 농도를 달리하여 core와 shell 중합한

후의 각각의 전환율과 평균입자경을 측정해서 분석해보면, 유화제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반

응계의 안정성은 증가하나 shell 중합 시에 2세대 입자가 생성되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

다.

PMMA core 폴리머와 PS core 폴리머의 입자 모양을 TEM 촬영한 사진과 PMMA/PS

(2/1) core-shell 폴리머와 PS / PMMA (2/1) core-shell 폴리머의 입자모양을 TEM 촬

영한 사진을 확인하면, PMMA core폴리머는 입자의 표면이 일그러진 모양을 나타내고 있

으나 PS core 폴리머인 경우는 입자 표면이 매끈한 둥근 모양을 보이고 있다.

PMMA/PS core-shell 폴리머에서는 입자표면의 모양이 PS core 폴리머의 경우와 같이

매끈하고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입자의 core 부분은 PMMA가 입자의 shell

부분을 PS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PS/PMMA core-shell 폴리머의 경우에도 입

자 표면 모양이 PMMA core 폴리머 경우와 같이 일그러진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입자의

core 부분에는 PMMA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입자내의 내부(core)와 외부(shell)의 폴리머 성분이 다른 core-shell 폴리머의 유화중

합반응을 core와 shell 부분의 조성 분포를 확인 검토하면 PMMA/PS (2/1)와 PS/PMMA

계에서는 SDBS로 균일하게 단량체 pre-emulsion을 만들어 seed emulsion을 중합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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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pre-emulsion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면서 중합하는 방법이 shell 중합 시에 새로운 입

자의 생성이 적고 전환율(%)이 우수한 core-shell 폴리머의 제조가 가능하다.

PMMA/PS계, PS/PMMA계 및 PEA/PS계 등의 core-shell 폴리머를 알칼리 가수분해

정도, 평균 입자경 측정, 필름 조막성 비교, DSC에 의한 Tg 측정, TEM 촬영에 의한 입

자모양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core와 shell의 폴리머 구성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Inorganic/organic Polymer

유화중합은 합성고무, 도료, 접착제 및 coating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colloid 상태의

고분자라텍스(latex)를 합성할 수 있는 중합방법 중의 하나이다. 유화중합에 의한

composite particle의 제조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Patsiga 등

은 poly(vinyl acetate)/styrene 계의 유화중합 반응속도를 연구 하였으며, Hughes와

Brown(3.2.10)은 몇 가지 latex composite를 합성하여 온도에 대한 torsional modulus를 실험

하고 copolymers나 mechanical blending 등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유화중합 결과 얻어지

는 latex는 접착제, 카펫 배면 코팅, 종이 코팅, 그리고 부직포나 프린트용, 페인트 및 각종

건축용 바인더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료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물성의 다양화, 자원의 고도이용, 재료의 고부가 가

치화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복합재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무기계 분체 - 유기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분산계 복합재료도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복합재료 중의 하나이지만 무기분체

는 유기 고분자와 그 성질을 현저히 달리하기 때문에 소재간의 친화성, 복합체에서 무기

분체의 분산 상태 등이 복합재료의 물성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복합재료

재조시 여러 가지 coupling agent를 사용하여 무기 분체의 표면을 처리하거나 유기 고분

자에 극성기를 도입하는 matrix 개질 등을 통해 소재간의 친화성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무기화합물의 존재하에 단량체를 중합하여 무기화합물 분체가 유기 고분자에

의하여 균일하게 capsulation된 복합체를 얻는다면 공정의 단축뿐만이 아니라 새롭고 유용

한 재료가 되며 matrix 내에서 무기 분체의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Yamaguchi
(3.2.11-3.2.12)

는 calcium sulfate,흑연, slag, 금속분말, Fe2O3,금속유화물,barium

sulfate의 존재 하에 반응 조건을 적절히 조절하여 methyl methacrylate (MMA)의 무유화

제 유화중합을 시행하였다. 이 때 무기 분체의 표면은 그 모양이나 크기, 종류에 관계없이

생성되는 유기 고분자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가 capsulation 되었으며 중합속도와

분자량은 사용한 무기 분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Wartewing은 석영 분체 존재 하에서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CMC) 이하의 유화

제를 사용하여 vinyl acetate를 유화 중합시켜 초음파 속도 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 석영

분체 입자의 근처에서 vinyl acetate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Tagawa(3.2.13)은 수

용성 고분자인 hydroxy propyl cellulose (HPC)를 silica 입자 표면에 흡착시킨 후 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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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화중합 시킬 때 HPC를 흡착시키지 않은 경우보다 양호하게 capsule화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서 이 때 HPC가 silica와 성장 고분자 입자 사이에서 binder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였다.

Saito는 여러 가지 분체 존재 하에서 MMA의 무유화제 유화중합의 동력학적 연구를 하

였는데 capsule화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CMC 이하의 유화제를 사용하였고 무기 분체와 유

화제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이온성 유화제를 선택할 경우 중합 이전에 충분한

유화제의 흡착을 얻을 수 있어 균일한 capsule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Mosquet(3.2.14)

는 poly(oxyethylene)를 CaCO3 입자에 흡착시켜 CaCO3 농축 슬러지의 점도와 분산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분자들은 서로 상용성이 없어 반응 중 상분리가 일어나므로 구

성 단량체의 성분이나 중합조건 중합방법에 따라 inverted core-shell, polymeric

oil-in-oil, raspberry, confetti-like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morphology를 나타내게 된다.

(바) Core-shell Polymer의 종류와 특징

① Core-shell Polymer의 종류

Core-shell 폴리머는 소수성-친수성이 다른 또는 유리전이온도(Tg)가 다른 두 종류의

단량체를 각각 두 단계로 중합하여 입자 내에 두 종류의 폴리머가 서로 분리되어 입자내

부(core)와 외부(shell)의 폴리머 조성이 다른 Organic-Organic Type과, 무기물 입자를

core로 하여 그 core입자 위에 단량체를 shell 중합한 Inorganic-organic Type으로 대별된

다. Organic-Organic Type에서 core polymer는 유화제에 단량체를 소량씩 첨가하여

pre-emulsion을 제조한 후 이온 교환수를 첨가하여 희석한 뒤 개시제와 함께 일정시간 동

안 반응기에서 반응시킨다. 그렇게 Seed 제조한 뒤 남은 monomer emulsion과 개시제의

반응을 시키면서 중합을 진행한 뒤 일정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면 만들 수가 있다. shell

polymer의 경우는 core polymer을 희석시킨 뒤 다시 개시제와 숙성 반응시키면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잔류 단량체는 여과망을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한다. Inorganic-organic Type

의 경우 shell polymer의 경우는 유기/유기 형태와 큰 차이가 없지만 core polymer에 사

용될 무기물의 표면에서 중합이 잘 일어나게 하고 무기물을 encapsulation하지 않은 독립

된 shell입자의 형성을 줄이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첨가해 주는 점이 특이하다.

② Core-shell Polymer의 특징

Core-shell Polymer는 폴리머 조성이 다른 고분자 입자의 블랜딩과 공중합 폴리머입자

의 물성과는 달리 한 입자 내에서도 상반된 물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하여 페

인트, 접착제, 부직포 등의 학문적, 공업적 응용가치가 크다. Organic-organic계는 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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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로부터 필름의 형성온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여 도료, 접착제, 나염, 부직포,

점착제, 그리고 피혁 등에 응용하여 이들의 가공온도범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가공된

제품의 사용온도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 또 동일 입자내의 상반된 물성 즉, 내한성과 내

열성 또는 강도와 탄성 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제품의 물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화제를 소량 사용하므로 라텍스로부터 필름이 형성될 때 유화제이동

이 없어 전단 응력이 좋아진다. 이러한 core-shell 복합 입자는 폴리머의 순도가 높고, 입

자경 분포가 단순하여 전자현미경, 광산란 장치 등의 표준 입자 물질, 필터의 다공성입자

측정 물질, 각종 칼럼의 충진물, 진단용 시약 및 콜로이드연구의 표준물질로 사용할 수 있

다. Inorganic-organic계의 core-shell 입자는 무기 화합물 분체에 단량체를 중합하여 무기

화합물 분체가 유기 폴리머에 의해 균일하게 캡슐화가 되므로 매트릭스 내에서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도료, 플라스틱, 그리고 접착제 등의 충진제로 응용이 가능하다.

(2) 안정된 에멀젼입자 생성에 관한 여러 변수와의 관계

(가) 유화제의 영향

유화제 (SDBS, SDS) 양이 증가 증가할수록 전환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량체

pre-emulsion시에 유화제의 농도가 높아져서 미셀이 많이 생성되고 미셀속으로 단량체가

들어가서 monomer-swollen 미셀을 형성한 후 수상에서 분해된 라디칼이 보다 많이 형성

되어 있는 monomer-swollen 미셀속으로 흡수되어 동시에 반응하므로 중합속도가 빠르게

된다.

(나) 개시제의 농도와 종류에 의한 영향

․ Styrene과 methyl methacrylate 중합 시 APS의 농도를 달리하여 중합한 경우의 시

간에 따른 전환율을 측정한 결과 과량의 개시제인 경우는 열분해에 의한 라디칼을 쉽게

생성하는 반면 소량의 유화제를 사용하였을 때 과량의 개시제는 유화제의 이온 반발력을

감소시켜 불안하게 되어 응집이 일어난 것 같고 개시제의 양이 적은 경우는 생성되는 라

디칼이 적어 전환율이 낮아진다.

․ 개시제 선정을 위해 동량의 KPS와 APS를 사용하여 polymethyl methacrylate 중합

시의 전환율을 비교한 결과 APS를 사용한 경우가 KPS 경우보다 전환율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PS의 경우 라디칼 분해 속도가 빨라 전환율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

만 개시제량이 과량일 경우 열분해에 의한 라디칼을 쉽게 생성시켜 동일한 시간에 많은

입자내에서 중합반응이 진행되므로 전환율은 높지만 중합열로 인해 입자의 표면에 흡착

되어 있던 유화제 보호층이 파괴되어 응집이 일어난다.

(다) 반응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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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중합 반응 온도는 라텍스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SBR을 저온에서

중합하면 SBR의 branching 정도가 작으며 가교화도가 낮은 라텍스가 생산된다. 저온 중

합에서는 레독스계의 개시제가 사용되며 반응 온도가 높을 때는 persulphate와 같은 분해

형 개시제가 사용된다. 중합온도가 실온보다 낮을 경우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냉매를

영하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에는 물이 아닌 유체를 냉매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냉동설비가 필요해지므로 제조 원가가 높아진다.

Radical의 생존 시간과 개시제가 소멸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저온 중합일수록 길기 때문

에 반응이 완료된 후 반응 정지제 (short stopper)를 투입하여 유화 중합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량체를 중합물로부터

분리하는 monomer flashing 공정과 같은 후처리 과정에서 중합물의 물성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반응정지제로는 hydroquinone 및 p-amino phenol 등이 사용된다. Branching

과 가교화 반응은 단량체가 부족하에 공급될 경우 라텍스 내 중합체의 농도가 상대적을

높으므로 더 많이 일어난다. 고무의 인장특성은 저온 중합일수록 더 양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trans 1,4기가 cis 1,4기에 비하여 낮은 중합 온도에서 더 많이 생성되며 branching과

가교화 반응도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 교반속도

유화 중합 반응기는 단량체 방울과 라텍스 입자의 분산과 수용액이 단량체로 포화되게

하기 위하여 교반을 행한다. 교반속도가 빠를수록 입자 상호간의 뭉침현상이 줄어들고 반

응기의 온도 조절이 용이해질 수 있으나 너무 높은 속도로 교반을 하면 오히려 뭉침 현상

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shear coagulation).

반응기의 열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jacket 뿐만 아니라 교반기의 축

및 baffle 판 속으로도 순환시킨다. Baffle 판은 교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로 사용

되지만 냉각수의 순환과 단량체, 계면활성제 혹은 개시제를 공급하는 통로도로 사용되며

반응온도 혹은 압력등을 측정하기 위한 sensor가 부착되기도 한다(3.2.15).

(3) 에폭시 수지

합성 수지의 한 종류로써 소위 산소를 사이에 둔 화합물을 말하며, (-C-O-C-)라는 구

조를 갖는 화합물의 총칭이다. 에피클로로히드린(ECH)과 비스페놀 A(BPA)를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며.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으며, 경화제를 다시 쳠가하여 열경화성

(Thermoset)의 물질로 변화시켜 사용되므로 보통 수지의 중간체라 할 수 있다.

수지는 경화에 있어 반응수축이 매우 작고 또한 휘발물을 발생하지 않는다. 경화 수지의

기계적, 전기적 성질이 매우 우수하고, 치수 안정성이 매우 좋다. 기계 가공성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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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 수 있다. 내수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가소성이 우수하다.

각종의 충진재( 예. 무기, 유기, 금속분말, 모래 등)을 다량 첨가 할 수 있다. 금속, 목재,

시멘트, 유리, 플라스틱 등 거의 모든 것에 접착시킬 수가 있고, 금속과 시멘트 등 이종 물

질 간의 접착에 사용 할 수 있다. 저장 안정성이 높고 경화제를 혼합하지 않으면 기후, 온

도에 관계없이 장기간의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황변현상(Yellowing)이 일어난다. 경화

시간이 길다(단축은 가능하나 작업성이 문제). 결정성 Polymer나 극성이 없는 Polymer

(PE,PP,Silicon,Acryl)에는 접착이 불량하다. 주제 및 경화제를 혼용하여야만 한다.

￭ 에폭시 수지의 경화반응

- 에폭시기 끼리의 결합반응

- 에폭시기의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의 수산기(-OH)를 지닌 화합물에 의한 결합반응

- 에폭시기의 경화제에 의한 가교 결합반응

￭ 배합용 부자재

에폭시 수지는 경화제를 배합하면 경화는 되지만, 사용목적, 용도, 조건 등에 부합되지는

않음으로 이를 위해 부자재가 필요하다. 크게 경화 전 사용조건 및 작업조건에 적합하도

록 변성시키는 것과 경화된 수지에 특성을 부여할 목적의 것이 있다.

1. 경화촉진제

사용목적 : 에폭시 수지의 상온경화는 보통 15℃이상의 온도를 요하고 경화시간은 24시

간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속경화 및 저온 경화 시 사용된다.

￭ 분류 : 촉진 효과, 지연효과

￭ 촉진 효과 : 경화촉진제로써 아민 및 산 경화에 유용한 화합물이 있다.

→ D-230 : (주)국도화학. Jeffamine계열의 촉진제 및 아민경화제임.

2. 희석제

￭ 사용목적 : 에폭시 수지나 경화제에 첨가하여 점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용 시 흐

름성, 탈포성의 개선, 부품 세부 침투의 개선 등 충진제를 효과적으로 첨가할 수 있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분류 : 일반적인 용제와는 달리 휘발하지 않고, 수지 경화시에 경화물에 잔존하는 것

으로 반응성과 비반응성의 희석제로 나뉜다.

￭ 반응성 희석제 : 에폭시기를 한개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고, 반응에 참여하여 경

화물에 가교구조로 들어감. 경화물의 기계적, 열적,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키

므로 점도저하의 목적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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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207P : (주)국도화학. Aliphatic glycidyl ether형태의 2관능성 반응성 희석제로

에폭시 수지의 점도 감소 및 가소성 부여

￭ 비반응성 희석제 : 경화물속에 물리적으로 혼합 및 분산만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에폭시 수지나 경화제와 상용성이 좋고 저점도로 불휘발성이어야 하며, 경화물 중에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사용하게 되면 표면에 석출될 수 있으므로 사

용량의 결정은 충분히 실험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충진제

￭ 사용목적 : 주제나 경화제에 배합하여 경화주지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첨가량이 증가하면 기계적 특성은 향상된다.

￭ 장점 : 원가 절감, 열팽창률, 경화수축률의 감소, 경화시의 발열을 제어, 열전도성, 내

마모성의 향상 등이 있다.

4. 기타 첨가제

￭ 조색제 : 수지에 색깔을 넣기 위해서는 안료 또는 염료가 사용된다. 액상 에폭시 수

지는 일반적으로 안료에 대한 습윤성이 좋지만, 기계적인 혼합이나, 볼밀, 로울러 등

으로 잘 그라인드하여 혼합하면 된다.

￭ 첨가제 : 극미량을 사용하여 수지의 특성을 개량하며, 경화시에 물성을 개량하고, 기

포 및 광택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

(4) 광섬유

플라스틱 광섬유는 유리광섬유보다 광학적 특성과 가공성이 우수하므로 새로운 빛의 세

계를 창조한다. 특히, 건축조명 분야에서 광원과 광섬유 끝단 까지의 거리가 10 ～ 50 미

터 정도가 되므로 설치의 용이성이 요구되어 진다. 플라스틱 광섬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장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과거에 유리 광섬유가 많이 쓰였던 교통표지판, 박물관 조

명도 최근에 플라스틱 광섬유로 바뀌어 가고 있다. 플라스틱 광섬유는 조명분야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적, 시각적 사례에 의거 21세기를 위한 다용도의 조명 재료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플라스틱 광섬유는 고순도 아크릴 레진(PMMA : Polymethyl methacrylate)으로 된

Core와 특수 불소 폴리머 (F-PMMA : Fluorine Polymethyl methacrylate)로 만들어진 얇

은 Clad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Clad의 굴절율(refractive index)이 Core보다 낮으므로 광섬

유의 한쪽 끝단으로부터 들어온 빛은 Core와 Clad의 접속면에서 전반사(Total-Reflection)

를 일으켜 Core를 통하여 다른 광섬유 끝단으로 나간다. 플라스틱 광섬유의 구조는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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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Step index profile)형태이다. Core의 굴절율은 1.495, Clad의 굴절율은 1.402이다. 수광

각도(Numerical Aperture) - 광섬유가 끝단에서 빛을 수용할 수 있는 각도는 0.5 즉 60˚ 

(lightacceptance : 2θ)이다.

플라스틱 광섬유 장점중의 하나는 광섬유 단 면적 대비 Core의 비율이 매우크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1mm Out-dia규격의 광섬유 Core dia는 0.98mm, Clad dia는 0.02mm이므로

광섬유 단면적 대비 Core 비율은98%이다. 이는 플라스틱 광섬유의 빛 전달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광각도(Numerical Aperture) 60。에서 빛을 받을 수 있고 광섬유

단면의 거의 100%를 빛의 선로로 쓸 수 있는 광섬유... 이것이 플라스틱 광섬유이다.

Fig. 3.2.9. 플라스틱 광섬유의 빛 전달량.

Fig. 3.2.9의 왼쪽 그래프는 표준형 유리광섬유와 플라스틱 광섬유의 가시광선 대역에서

의 빛전달 손실곡선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플라스틱 광섬유가 가시광선(visible ray)의

빛전달이 가장 이상적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3.2.9의 오른쪽 그래프

는 100% 백색빛(White light)이 광섬유의 한쪽 끝단에 들어 갔을때 일정거리를 통과한 후

다른 끝단으로 부터 나온 빛의 잔여량의 %를 표시한 것이다. 플라스틱 광섬유는 30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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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지점에서 들어온 광량의 40%가 남아있다. 광원과 광섬유 끝단 까지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플라스틱 광섬유로 대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플라스틱 광섬유의 물성은 Core재료인 PMMA에 달려 있다. PMMA의 열 변형 온도는

약 110℃이므로, 플라스틱 광섬유는 110℃를 초과하는 대기온도에서 쉽게 수축되거나 짧

은 시간 동안 빛 전달이 현저히 떨어 질수 있다.반면, 적용 대상에 따라 10℃에 플라스틱

광섬유를 짧은 시간동안 남겨두므로 보빈에 감겨있어 발생한 굴곡현상(Spool memory)을

제거 할 수 있다.플라스틱 광섬유가 오랜시간 동안 빛전달율을 유지 할 수 있는 온도는

-40℃에서 70℃ 까지이다. PMMA는 긴 수명을 가진 플라스틱 소재이다. 더구나, 플라스틱

광섬유는 순도가 가장 높게 정제된 PMMA로 부터 만들어진다. 우리의 신뢰성 시험 자료

(Aging test yielded data)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온도범위에서플라스틱 광섬유를 사용

하면 빛 전달량이 절반까지 줄게 되자면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유리 광섬유와 플라스틱 광섬유는 광선의 투과 파장대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열을 동반

하는 적외선(Infrared ray), 자외선을 동반하는 자외선(Ultraviolet ray)을 투과시키지 않는

다. 특히 플라스틱 광섬유는 가시광선 대역에서의 빛을 충분히 전달시켜 준다. 그러므로

예술작품,  신선한 음식물과 섬유 등 열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대상물의 진열 조명등

에는 매우 이상적이다. 광섬유는 램프의 원 색깔을 대상물에 전달해 줄 수 있는 환상적인

조명 매개체인 것이다.

￭ 광섬유 내의 산란(scattering)

광섬유 안에서 빛의 산란은 광신호를 감쇠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산란에는 선

형적인 메카니즘에 의한 것과 비선형적인 것의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 선형적인 베카니즘

은 산란에 의해서 빛의 파장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광섬유를 진행하는 기본 모드로부

터 광섬유밖으로 나가는 모드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며, 여기에는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이

있다. 또한 둘째로, 비선형 메카니즘에 의한 산란은 빛의 세기가 큰 값일 때 발생한다. 여

기에는 유도(stimulated) Brillouin 산란과 유도 Raman 산란이 있다.

① 레일리 산란(Rayleigh scattering)

레일리 산란은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원자구조사이의 국부적인 밀도변동 때문에 발생

하는 산란으로 광섬유 제조시 형성되어 손실을 일으킨다. 유리에 있어서의 레일리 산란은

전파하는 평면하의 파장에 비하여 매우 작은 부분적인 밀도의 흔들림에 의한 산란으로서

Si02 유리에서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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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레일리 산란 (Rayleigh scattering).

 





단 n은 굴절율, C p는 광탄성 상수, kB는 볼츠만 상수, T F는 고화온도, β는 등온상계

율을 나타낸다. 위의 식으로부터 레일리 산란손실은 파장의 4승에 역비례함 알 수 있다.

석영 유리에 있어서 TF=1400K, β=7×10-12cm 2dyn -1, C p=0.286이라고 하면 레일리

산란손실은 λ=1μm이서 약 0.8dB/km가 된다. 즉, 그 양이 λ- 4에 비례하므로 파장이 길

수록 레일리 산란에 의한 손실이 작다. 그러나 파장이 1.6μm를 넘어가면 적외선흡수에

의한 손실이 커지므로 전체 손실이 다시 증가한다.

② 미산란(Mie scattering)

미(Mie)산란은 전파하는 광의 파장과 같은 정도로 이상의 산란체에 의한 산란으로서 공

진 상태의 산란을 일으키므로 공진 산란이라고 불리운다. 즉, 광섬유의 불완전한 원통형

구조와 코어-클래딩 경계면의 구조, 굴절률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다. 광섬유에 있어서는 불순물이나 거품 등이 산란체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겠으나 저손실



- 141 -

광섬유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미산란은 레일리 산란과 달리 제작과정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③ 유도 라만 산란(Stimulated Raman scattering)

SRS(stimulated Raman scattering)는 광의 비선형 효과에 의해 파장에 어긋남이 생겨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석영 유리중에 어느 임계치 이상의 강도를 가진 광전계가 가해짐

에 따라 매질의 회전 (rotational) 또는 진동(vibrational)모드에 해당되는 만큼의 주파수 변

이가 생기게 되는데 입사된 단색광의 주파수 ωc보다 큰 주파수(즉 ω c+ ωM)의 산란은 반

스토크스광(anti-Stokes band)라 하며, ωc보다 작은 주파수(즉 ω c- ωM)의 산란을 스토크

스광(Stokes band)라고 한다. 여기서 ωM은 매질의 회전 또는 진동모드에 해당되는 주파수

이다. Rayleigh 산란과 Raman 산란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 자연 라만산란(spontaneonse

Raman scattering)의 세기는 매질의 종류, 편광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나 강한 라만 산란

일 경우 레일리 산란의 10- 3정도이다. 자연 라만 산란은 양자역학적으로 광파성 포논

(optical phonon)과 광자(phonon) 사이의 산란으로 볼 수 있다.

맥스웰 방정식에서 입사된 빛에 의하여 유도된 전류 밀도 J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P는 유도 전기 쌍극자 모멘트이고, M은 유도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Q는 유도 전

기 사중극자 모멘트이다. 일반적으로 M과 Q에 의한 전자기파의 발생은 P에 의한 것보다

적으므 P에 의한 것만 고려하면, microscopic하게 P는 전기장 E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

다.

       ⋯

  
  

 ⋯

α̃, β̃, γ̃ 는 각각 2차 3차 4차 polalizability tensor로 일반적인 크기는 α̃∼10-40CV-1m 2;

β̃∼10-50CV-2m 3; γ̃∼10- 61CV-3m 4으로 차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작은 값을 갖는다. 여

기서 α̃는 Rayleigh, Raman 산란에 관계되며 전기장 E에 일차적으로 비례한다. β̃, γ̃는

비선형 현상으로 비선형Rayleigh, Raman 산란에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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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된 빛의 전기장 세기가 10 9Vm- 1이상으로 커지면 비선형 레일리, 라만 산란이 일

어나기 시작한다. ωc인 주파수의 단색광을 입사시켰을 때 2ω c, 2ω c±ωM의 주파수를 갖는

산란광이 검출되는데, 2ω c에 해당하는 산란을 hyper Rayleigh 산란이라고 하고, 2ω c±ωM

에 해당하는 산란을 hyper Raman 산란이라 한다. 따라서 hyper Raman 산란은 주파수 관

점으로 보면 overtone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carbon tetrachrolide, 물, 메탄 등의 액체에

서도 hyper Rayleigh, Raman 산란을 볼 수 있으나, 산란세기가 자연 라만산란보다 수백배

작으므로 산란광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SRS는 다음의 그림 2(b)와 같이 two-phonon process로 레이저 펌핑빛( ν i)이 매질에 의

하여 흡수되면, 매질은 virture excited state로 천이된 후 다시 기저상태로 돌아올 때

(hν i-hνs)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SRS는 그림2(a)의 자연 라만 산란과 달리 가간섭

성을 갖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만 산란광이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감광 필름을 입사광 방향과 수직하게 놓으면 여러개의 동심원이 생긴다.

SRS에서 라만 산란광의 주파수 분포는 ω c±nωM에 위치하는데, 여기서 n은 자연수로

SRS의 차수라 한다. 다음식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SRS의 세기가 충분히 커지면 2차

SRS의 펌핑 파우어로 작용하여 2차 SRS가 발생된다.

Fig. 3.2.11 라만 산란의 에너지 준위, 

a)자연 라만 산란: b)유도 라만

산란(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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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높은 차수의 SRS는 1차 SRS의 overtone이 아니다. 이와같이 SRS는 산란광의

주파수 분포, 방향의존성에서 자연 라만 산란과 다르면 또한 산란광의 세기도 자연 라만

산란과 다르다. 예를 들면 벤젠에서 입사광 에너지의 50%정도가 SRS에 의하여 1차

Stokes 산란(n=1)으로 변환되며, n이 증가할수록 그에 해당되는 차수의 SRS 산란광의 세

기는 감소하나, n=3일 때 까지도 자연 라만 산란의 세기보다 크다.

silica glass에서 SRS는 매질내의 진동모드에 의해서 빛이 가간섭하게 산란되어 일어난

다. fused silica에 대한 Raman gain spectrum은 다음의 그림 3에 있으며, peak gain

coefficient gesms 1.0μm파장에서 9.4×10-14mW- 1이다. fused silica는 비정질성 때문에

molecular vibrational mode의 주파수가, 결정에서는 어느 특정 주파수에 sharp하게 peak

를 갖는 것과는 달리 넓은 대역에 분포하므로 중첩되어 연속적인 넓은 이득 밴드폭을 갖

게 된다. 이는 10THz정도이므로 여러 채널을 동시에 증폭할 수 있어 다중 채널 통신 시

스템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ν) peak을 Raman shift라고 부르며 13.2THz(440cm-1)값을 갖는다.

Raman shift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펌프 파워가 문턱값을 넘을 때 이 주파수 성

분의 빛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Raman gain은 자연 라만 산란의 cross section에 의존되며,

실험적으로 silica fiber에서는 core dopant의 종류(SI, Ge, P등)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크

게 변한다. 이러한 dopant들을 달리하여 실리카 광섬유의 라만 산란 단면적이나 라만 이

득계수들을 변경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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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Depant의 종류에 따른 Raman 이득의

변화

Fig. 3.2.13. Fused silica에 대한 Raman 

이득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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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가 다른 비선형 처리와 다른 점은 self phase matching process로 위상 맞춤 조건

(phase matching condition)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Stokes산란에서 비선형

분극 Ps는 |E p|
2⋅E p로 표현됨으로 Raman interaction length는 식 유효 광섬유 길이와 거

의 같게 된다. 단일 모드 광섬유의 유효코아직경(dffective core dianeter)이 5∼10 μm정도

이고 저손실 광섬유의 α가 0.2dB/km이면 E p값이 매우크고 Raman interaction legth도

20km정도로 길어짐으로, 비록 실리카 광섬유의 ge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Raman

gain을 얻을 수 있게 된다.

④ 유도 브릴루앙 산란(stimurated Brillouin scattering)

유도 브릴루앙 산란(SBS) 광섬유 안에서의 분자의 열진동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빛이 산

란되는 것으로서 산란된 광자 외에도 음향 phonon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산란된 빛의

주파수는 원래의 빛의 주파수에서 음향 포논의 주파수만큼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주파수

천이는 산란각도에 따라 다른데, 유도 브릴루앙 산란은 주로 원래의 빛의 진행방향과 반

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도 브릴루앙 산란은 광파워 밀도가 문턱값 이상이

되어야 나타나는데, 이 때 SBS는 SRS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입력 전력 레

벨에서 광섬유에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 과정이다. 광섬유내에서 전달되는 빛의 편광상태

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그 문턱값 PB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여기에서 PB의 단위는 W(watt)이며, d와 λ는 각각 광섬유 코어의 지름과 빛의 파장

으로서 μm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또한 α dB는 식으로 주어지는 광섬유 손실로서 dB/km단

위로 나타낸 것이며 ν는 GHz 단위로 나타낸 광원의 대역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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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유도 브릴루앙 생성(포논에 의해)

1964년 처음 관측된 SBS는 널리 연구되고 있다. 이것은 비선형 매질에 의해 결정되는

입사 펌프파 주파수로부터 아래로 천이된 Stokes 파 생성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SRS와

유사하다. 그러나 SBS와 SRS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Stokes파는 SBS

가 광섬유에서 발생할 때 후방으로 전파되는데 반해 SRS는 양방향에서 발생한다. SBS의

Stokes 천이(～10㎓)는 SRS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 3배정도 작다. SBS에 대한 임

계 펌프 강도는 펌프 파로 인한 스펙트럼 폭에 의존한다. 이것은 cw 펌프나 상대적으로

넓은 펌프 펄스(폭>1㎲)에 대해 ～1㎽만큼 낮다. 반대로 SBS는 거의 폭이 <10㎱인 짧은

펌프 펄스에 대해 발생을 그친다. 이러한 모든 차는 다음과 같은 단일 기본 변화로부터

일어난다. SBS는 음향 포논이 발생시키는 반면에 SRS는 광 포논이 발생시킨다.

SBS 과정은 펌프파, Stokes파, 음향 파 사이의 파라메타 상호 작용에 의해 전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펌프 파는 차례로 굴절률의 주기 계수를 야기하는 전기 변형 과정을 통

해 음향 파를 생성한다. 펌프로 인한 인덱스 회절 격자는 Bragg 회절을 통해 펌프 광을

산란한다. 산란된 광은 음속 νA로 움직이는 회절 격자로 인한 Doppler 천이 때문에 주파

수에서 아래로 천이된다. 동일한 산란 과정은 마치 펌프 포논 소멸이 Stokes 포논과 음향

포논을 동시에 창조하는 것처럼 양자 역학적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와 모멘트가 각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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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동안 보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세 파의 주파수와 파 벡터는 다음의 관계로 주어진

다.

 

 

여기서 ωp와 ωs는 주파수이고 kp와 ks는 각각 펌프와 Stokes 파의 파 벡터이다. 음향

파의 주파수 ωA와 파 벡터 kA는 분산 관계를 만족한다.

   sin

여기서 θ는 펌프와 Stokes 파 사이의 각이고 벡터 관계는 |kp|≃|ks|로 사용된다. 위 식

은 Stokes 파의 주파수 천이가 산란 각에 의존함을 보인다. 특히, 뒤로 진행하는 방향(θ=

π)에서 소멸된다. 후방 방향에서 주파수 천이 νB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kp|= 2π n/λ p로 주어졌고 n은 굴절률, λ p는 펌프 파장이다. 단일 모드 광섬유에

서 적절한 방향은 단지 전방과 후방 방향이다. 위 식이 브릴루앙 산란이 전방(θ=0)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예상할지라도 전방에서 임의나 온도 브릴루앙 산란이 광섬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음파의 도파 형태가 파 벡터 선택 규칙의 완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한

다. 결과적으로 작은 양의 Stokes 광은 전방에서 생성된다. 이 현상은 도파 음파 브릴루앙

산란으로 언급된다. Stokes 스펙트럼은 ～10 - 1000 ㎒ 범위의 주파수 천이를 가진 다양

한 선을 보인다. 이 극도로 약한 특성 때문에 이 현상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광섬유

에서 SBS는 식 의해 주어진 브릴루앙 천이를 가지고 후방 방향에서만 발생한다. νA=5.95

㎞/s와 n=1.45를 사용한다면 실리카 광섬유에 적합한 값은 λ p=1.55㎛일 때 νB≃11.1㎓이

다.

SRS 경우와 유사하게 Stokes 파의 성장은 그 최고값이 ν=ν B일 때 발생하는 브릴루앙

이득 계수 gB(ν)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SRS 경우와 반대로 브릴루앙 이득 스펙트

럼의 스펙트럼 폭 ΔνB는 매우 작다(～5㎔ 대신에 ～10㎒). 스펙트럼 폭은 음파의 제동 시

간이나 포논의 생존 기간 TB에 관계된다. 사실, 음파가 exp (-t/T B)로 감쇠한다고 가정하

면 브릴루앙 이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Lorentz 스펙트럼형을 가진다.



- 148 -











여기서 ΔνB는 최대 값의 반에서 전체 폭이고 ΔνB=(πTB)
-1에 의한 포논 생존 기간과

관련된다. ν=ν B일 때 발생하는 브릴루앙 이득 계수의 최고 값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p12는 횡 탄성 광 계수이고 ρ 0는 물질 밀도, λ p는 펌프의 파장이다. 브릴루앙

이득 계수 gB는 펌프 파장에 거의 독립적이다. 퓨즈된 실리카의 전형적인 파라메타 값이

위 식에 사용된다면 ≃×
  이다. 이 값은 λ p=1.55㎛에서 라만 이득 계수와 비

교하면 거의 3배가 더 크다.

실리카 광섬유의 브릴루앙 이득 스펙트럼은 광섬유 코어에서 광모드의 도파 형태와 소

량의 불순물의 존재 때문에 벌크 실리카에서 관측된 것과는 매우 다르다.

브릴루앙 이득에 대한 방정식은 안정 상태 조건하에서 얻어지고 그 스펙트럼 폭 가

브릴루앙 이득 선폭 보다 훨씬 작은 cw나 준 cw 펌프(펄스 폭 T 0≫TB)에서 유용하다.

펌프 펄스 폭 T 0<TB에서 일시적인 SBS 이론은 브릴루앙 이득이 식으로부터 얻어진 것과

비교할 때 실제로 감소함을 보인다. 사실, 펄스 폭이 포논 생존 기간( T 0<1㎱)보다 훨씬

더 작다면 브릴루앙 이득은 라만 이득 아래로 감소된다. 그러한 펌프 펄스는 SBS를 통해

앞으로 전파하는 라만 펄스를 발생시킨다.

cw나 준 cw 펌프에 대해서조차도 브릴루앙 이득은 스펙트럼 폭 가 를 초과한다

면 실제로 감소된다. 이것은 다중 모드 펌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 위상이 시간

단위로 포논 생존 기간보다 더 짧게 급속적으로 변하는 단일 모드 펌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상세한 측정은 넓은 폭 펌핑 조건하에서 브릴루앙 이득이  로 정의

된 펌프가 간섭 길이의 상대적인 크기와 Stokes 진폭이 다소 변하는 거리로 정의된 SBS

상호 작용 길이 에 의존한다. 만약  ≫ 라면, SBS 과정은 모드 간격이 를

초과하는 펌프 레이저의 모드 구조에 독립적이고 브릴루앙 이득은 몇몇 상호 작용 길이18

후에 단일 모드 레이저에 대해 거의 동일하다. 반대로, 브릴루앙 이득은  ≪라면 중

요하게 감소된다. 후자의 상황은 상호 작용 길이가 광섬유 길이 L이 비교되는 광섬유에 일

반적으로 적용된다. Lorentz 스펙트럼형의 폭(FWHM) Δνp를 가지는 펌프의 특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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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브릴루앙 이득 스펙트럼은 여전히 식에 의해 주어지지만 최고 이득을 가지고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식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브릴루앙 이득은  ≫에 대해인

자 에 의해 감소된다.

결합 강도 방정식의 해석이 펌프 소멸을 포함한 SBS의 완전한 표현에 유용할 지라도

중요한 물리적 식견은 펌프 소멸이 브릴루앙 임계값을 측정하기 위해 무시된다면 얻어진

다.그 때 Stokes 강도는 다음 관계에 따라 후방 방향에서 지수적으로 증가되어진다.

   exp

여기서   , 는 유효 코어 면적이고 유효 상호 길이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exp

이 방정식은 z=L에서 입사된 Stokes 신호가 SBS 결과로 발생하는 브릴루앙 증폭 때

문에 후방 방향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그러한 어떤 신호도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고(광섬유가 브릴루앙 증폭기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Stokes 파는 광섬유를 통해

발생하는 임의의 브릴루앙 산란이나 잡음을 생기게 한다. SRS 경우와 유사하게 이것은

이득이 광섬유 손실과 정확히 일치하는7 거리에서 모드 당 가공 포논을 주입함으로써 동

일해 진다. 브릴루앙 임계값은 다음 관계에 의해 얻어진 중요한 펌프 강도 
에서 발생

된다.


≃

여기서 gB는 식(9.1.6)에 의해 주어진 브릴루앙 이득의 최고 값이다. 이 방정식은 SRS의

경우에 얻어진 식와 비교할 수 있다. 21이라는 수는 브릴루앙 이득 선폭의 정확한 값에

의존해서만 단지 추측된다. 이것은 또한 펌프와 Stokes 파가 광섬유를 따라 편극을 유지

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의존하여 1과 2 사이의 인자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Brillo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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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에서 1.5배 증가에 의해 편극이 완전히 제거될 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 방정식은 브릴루앙 임계값 측정에 매우 유용하다. 만약 1.55㎛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된 광섬유에 대해 전형적인 값을 사용하면,  
, ≃, ≃5×

 

이고 위의 식은 중요한 펌프 강도 Pcr
0 ≃1mW 를 예상한다. 매우 낮은 브릴루앙 이득이 광

섬유에서 SBS를 우세한 비선형 과정으로 만든다.

나. 고방사능 알파선 오염도 측정기술 분석 및 검출기 선정

Hot Cell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핵종 및 오염

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시간의 소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염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해체 선진국에서는 Hot

Cell이나 고준위폐기물 탱크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의 검출기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에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방사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일본의 JAEA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에서 방출되는 악티나이드 핵종의 알파선을 감시하

기 위하여 응답속도가 빠른 YAP 섬광체를 이용하여 검출기를 개발하였으며, 베타선을 계

수하기 위하여 YAG 섬광체을 사용하여 phoswich 검출기 형태로 제조하였다. 또한, 원자

로심 외부(JRR-4)에서 섬광체를 장착한 내방사성 광섬유를 이용하여 in-situ 방사선 모니

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미국의 University of Michigan에서는 해체 전, 과정, 그리고 후의 부지 오염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한 검출기를 개발하였다. 검출기는 현장에서 알파선과 베타선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ZnS(Ag)와 플라스틱 섬광체를 이용하였으며, 각 섬광체들은 광섬유

에 부착하여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시에 요구되는 다양한 검출 기술의 분석을 통하여 오염도

측정에 요구되는 검출기의 적용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검출 소재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검출소재 특성 평가 시 연구 내용에 반영하였다.

(1) 알파선 검출용 무기섬광체 분석

무기섬광체는 X-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의약 진단 영상 방식과 모든 산

업적 측정 시스템에서 기초 연구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2.16-17). 다른

응용 분야에서 검출기 요구조건은 상당히 다르고 결과적으로 섬광체 요구조건도 또한 다

르다. 여전히 많은 응용에서 요구조건은 빠른 응답(10-100ns), 높은 광량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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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s per MeV), 높은 밀고 ρ, 그리고 높은 원자번호 Z(광전 흡수 ∝ ρZ3-4)이다. 게다

가 많은 다른 요구조건이 있으며, 큰 결정(>1 dm3)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능성과 cm3 당

적당한 가격이 중요하다.

좀 더 전통적인 상업적으로 유용한 무기섬광체의 내역을 연구하는데 있어, 대략적으로

두 개의 섬광체 그룹이 있다 : MeV 당 광출력이 ≥104 광자이지만 붕괴 시간이 >200 ns

인 NaI(Tl), CsI(Tl), CsI(Na), BGO, 그리고 CdWO가 있다. 반면에 붕괴 시간은 1-30 ns

이고지만 광출력은 MeV당 ≤2000 광자인 BaF2, CsF, CeF3, 그리고 CsI가 있다. 중간 경

우로 붕괴 시간 60 ns, MeV 당 8000 광자인 GSO(Ce)도 있다. 빠른 응답과 높은 광출력

둘 다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섬광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밀도와 높은 Z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그룹들이 섬광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빠른 섬광체에 대해 흥미있는 본질적으로 네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a) 빠른 응답은

CsI와 같은 결정에서 얻을 수 있다. 섬광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몇 가지

모델이 있다(3.2.18-19). 광출력은 낮고 이러한 경우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b) 란

탄족 이온에서 허용된 5d-4f 전이(3.2.20-21). 이는 가장 유망한 메커니즘이다. (c) cross

luminescence 또한 core-valence luminescence라고 부르며(3.2.22-23), 이는 광출력은 낮으나,

가장 빠른 응답을 준다. (d) quenched luminescence 또한 짧은 붕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만, 어째든 광출력의 비용에서 매우 낮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예는 PbWO2이고 매우 낮

은 광출력에도 불구하고, CERN의 CMS 실험에서 전자기적 칼로리미터의 응용으로 선택

되었다(3.2.24-25).

무기결정은 주로 할로겐원소(I)인 무기염과 발광중심 역할을 하는 소량의 불순물로 구성

되며 대표적인 무기결정 섬광검출기는 Tl을 불순물로 첨가한 NaI(Tl) 검출기이다.

NaI(Tl) 검출기는 밀도가 3.67g/cm3으로 상당히 높고 원자번호가 높은 I(Z=53)를 함유하

고 있으므로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높다. 그러나 기계적․열적 충격에 약하고 조해성

이 있으므로 알루미늄 등으로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밀폐로 인해 투과력이

약한 알파, 베타 또는 연질 X선 측정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통상 감마선이나 중 경질 X선

측정에 이용된다.

CsI는 섬광물질로써 유용한 또 하나의 할로겐화 알카리이고 섬광체 중에서 단위 길이당

감마선의 흡수가 최대가 된다. 이 특성은 크기나 중량 등이 문제가 되는 우주에서의 계측

장치와 같은 응용분야에 중요하다. CsI(Tl) 밀도가 4.51g/cm3으로 상당히 높고 원자번호가

높은 I(Z=53)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높다. 방출 스펙트럼은

NaI(Tl) 보다 훨씬 더 파장이 길게 정점화되는데 이는 빛의 출력이 CsI(Tl)에서 실제적으

로 더 낮을 때임이 인용된다.

CsI(Na)의 밀도는 CsI(Tl)와 같고, 단위에너지 당 광출력이 상당히 높아 NaI(Tl)의 값에

근접한다. CsI(Na)도 흡습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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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Eu)는 6Li을 농축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열중성자 측정에 이용된다. 중성자의 검출에

는 LiI(Eu)나 유기섬광체를 사용한다. LiI(Eu)는 중성자와 6Li원자핵과(n,α)반응으로 생긴

알파입자의 발광작용을 이용하며, 유기섬광체는 그 주요 구성원소인 수소원자와 중성자와

의 탄성산란으로 생긴 되튐양성자의 발광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1970년대의 후반에 BGO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물질의 결정은 급속

도로 증가되어 왔다. BGO의 중요한 장점은 고밀도(7.13 g/cm3)와 Bi의 큰 원자번호(83)이

다. 이들 성질은 감마선의 광전흡수에 관한 어느 일반적인 이용이 가능한 섬광물질의 단

위 체적당 최대의 확률로 나타난다. 그러나 BGO는 광수율(light yield)은 비교적 낮아

NaI(Tl)의 10～20% 정도이다.

다른 순수 무기물질, BaF2는 최근에 고속 타이밍 측정에서 그 자체의 퍼텐셜 적용 때문

에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BaF2는 1 nsec보다 짧은 감쇠시간을 갖는다. 이런 특성의 결합

은 단위 체적당 높은 검출효율과 고속반응이 요구되는 섬광검출기에 사용된다.

ZnS(Ag)는 큰 단결정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검출용기 내에 무기분말을 얇게 도포하여 사

용한다. 따라서 ZnS(Ag) 검출기는 알파선 측정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베타 또는 감마선에

는 반응하지 않는다. 밀도는 4.1g/cm3이다.

현재 일부 분야에서는 검출기에 대해 106 rad 이상의 방사선 준위에 적용이 가능한

radiation hardness를 요구한다. 짧은 감쇄 시간은 높은 bunch crossing (즉, event) rate

때문에 요구되지만, 포함된 높은 광자 에너지는 낮은 섬광 효율을 가진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초기에 CeF3를 개발하였다 : CeF3

는 4000 광자/MeV의 광출력과 27 ns의 감쇄 시간, 그리고 1.7 cm의 radiation length를

가지지만, CeF3는 광출력 250 광자/MeV, 감쇄 시간 5-15 ns, radiation length 0.9 cm를

가지는 lead tungstate(PbWO4)의 우세한 성능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Lead

tungstate의 짧은 radiation length에 의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핵의학 imaging, well logging, 그리고 treaty verification과 같은 많은 다른 응용에서 높

은 비율로 감마선 분광학을 요구한다.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많은 Ce3+를 첨가한 물질들

이 있었고, Lutetium-based 물질은 특히 좋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잘 알려

진 예는 lutetium orthodilicate (일반적으로 LSO 또는 Lu2SiO5:Ce로 알려진)이고, 25,000

광자/MeV 광출력, 40 ns 감쇄시간, 7.4 g/cc의 밀도를 가진다. 이 물질은 짧은 감쇠 길이,

짧은 감쇄 시간, 그리고 높은 섬광 효율을 가지는 물질로 검출될 수 있는 511 keV 감마선

을 요구하는 핵의학 영상 기술인 PET에 아주 적합하다. CTI PET 시스템은 일정한 광출

력을 유지하고, 믿을 수 있고 경제적인 성장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물질의 개발 단계는

lead tungstate와 유사하다 - 대규모 생산은 최근에 시작되었고 LSO를 포함한 상용 PET

카메라가 최근에 시장에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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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파선 검출용 무기섬광체 특성 비교

Fig. 3.2.15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YAP와 ZnS(Ag) 분말로 측정한 알파와 베타(감마)선

의 전형적인 펄스 파고 분포를 보여준다. 알파 입자들은 ZnS(Ag) 분말뿐만 아니라 YAP

분말로 성공적으로 측정되었다. 순수 알파선은 최적의 펄서 파고 선별준위가 선정되면 베

타(감마)선과 구분될 수 있다. 알파선은 YAP 분말에서 233 채널에서 관측되었고, 베타(감

마)선은 76 채널 이하에서 관측되었다. 반면에 ZnS(Ag) 분말로 관측한 알파선은 481 채널

이었고, 베타(감마)선은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Fig. 3.2.15. YAP와 ZnS(Ag) 분말로 관측된 알파와

베타(감마)선의 펄스 파고 분포

최근에 YAP 분말의 두께에 관한 알파와 베타(감마)선의 펄스 파고 분포의 의존성을

YAP 분말의 두께(직경 25mm, 3～11 mg/cm2)를 달리하면서 분포를 측정하여 시험한 결

과, YAP 분말의 최적 두께는 5～7 mg/cm2이었고, ZnS(Ag) 분말에 대해서는 10 mg/cm2

의 두께가 알파선을 계수하는데 최적이었다(3.2.26).

Fig. 3.2.16은 동일한 펄스파형판별 조건으로 YAP와 ZnS(Ag) 분말로 측정한 알파와 베

타(감마)선의 오름시간 분포를 보여준다. 알파선에 대한 YAP 분말의 오름시간은 Zn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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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빠르고, YAP 분말에 대한 FWHM(반폭치)는 ZnS(Ag)에 비하여 작다. Table

3.2.3은 YAP와 ZnS(Ag)의 출력 펄스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YAP 분말의 상대적 분해

능은 ZnS(Ag) 분말에 비하여 우수하다. 즉, YAP 분말은 phoswich 검출기의 빠른 성분으

로서 ZnS(Ag) 분말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알았다. YAP와 ZnS(Ag) 분말에 대하여

초당 105 알파선 계수치에서 불감시간은 각각 2와 5%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알파와 베타(감마)선을 동시에 계수하기 위한 phoswich 검출기의 예로서, YAP 분말을

YAP 분말과 다른 섬광 붕괴시간(70 ns)을 가지는 YAG 결정과 결합하였다. Fig. 3.2.17은

YAP/YAG phoswich 검출기로 관측한 알파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분포를 보여주고,

알파와 베타(감마)선의 성공적인 동시 계수를 보여준다. 알파와 베타(감마)선 사이의 펄스

파형판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figure of Merit(FOM)는 약 4였다. Phoswich 검출기는

ZnS(Ag) 섬광체와 결합한 다른 phoswich보다 알파선에서 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YAG

결정 또한 강한(robust)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oswich 검출기는 극한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2.16. YAP와 ZnS(Ag) 분말에서 알파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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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 ZnS(Ag)

Rise time (ns) 211 476

FWHM (ns) 3.1 22

Resolution (%) 1.5 4.6

Table 3.2.3. YAP 및 ZnS(Ag) 분말로 관측한 알파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특성

Fig. 3.2.17. YAP/YAG phoswich로 측정한 알파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분포

(3) 섬광체 물질과 광학적 결합 방법의 고려

섬광은 광학적 결합에 의하여 영상 장치로 전송되고 초점이 맞추어진다. Rausch는 lens

coupling을 가진 FOP coupling을 비교했고, tapered FOP가 작은 스크린 크기를 imaging

할 때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제안했다. 동일한 제안이 Zanella 등에 의하여 CCD-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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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area detector 용으로서 주어졌다. FOP coupling과 lens coupling의 도식을 Fig.

3.2.18과 3.2.19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3.2.18 1a는 동일한 크기의 끝을 가지는 직선 FOP

을 보여준다. 수집될 수 있는 섬광의 비율이 중요하고 주로 projection ratio에 의존하며,

imaged 섬광 스크린에 대한 CCD chip의 폭으로 정의된다. 섬광체 표면에서 빛이 등방적

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면, 통상적인 lens coupling은 빛의 투과율이 1% 미만인 것을 보

인다. 단지 큰 magnification factors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10의 차수에서 lens coupling은

tapered FOP coupling보다 효과적이다. 통상적인 CCD chip은 약 10㎛ square 또는

rectangular 영상 픽셀을 가지고, FOP coupling은 100 ㎛ 이사의 공간 분해능을 가지는

capturing NR 영상에 대하여 보다 우수하다.

Fig. 3.2.18. CCD camera와 섬광체 사이의

광섬유를 이용한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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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섬광체와 CCD camera 사이의 렌즈를

이용한 coupling.

(4) 알파선 오염도 원격측정

원자로, 핵연료 실험 장치, 가속기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사선 분포 모니터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원거리 측정 가능, 지속적인 감지, 실시간 작동과 같이 세 가지 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 광섬유를 활용한 방사선 분포 감지 센서의 몇몇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방

법들은 섬광 광섬유나 wavelength-shifting을 가진 섬광광섬유를 사용한다. 전형적인 방법

에서 섬광광섬유에서 발생되는 광자의 감쇠 길이는 짧기 때문에 센서의 작동 길이는 제한

되어진다. 그러므로 센서로부터 지속적인 방사선 분포를 획득할 수 없고 불연속이 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polymethylmethacrylate(PMMA)로 제조된 플라스틱 광섬유

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방사선 감지 모니터는 앞서 말한 원거리 측

정 가능, 지속적인 감지, 실시간 작동, 전기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최소화, 간단한 측정 시

스템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방사선은 광섬유로부터 형광 현상을 일으키고 이 형광은 400 ～ 450 nm 부근에서 peak

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광섬유로부터의 형광의 사용은 방사선세기를 모니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형광세기는 광섬유의 발광 길이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섬유의 끝에서 섬광체를 사용하였다. Yamane과 Mori는 광섬유의 끝에

서 섬광체활용의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섬광체로써 ZnS:Ag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ZnS:Ag

는 450nm주위에서 peak를 가지고, 섬광체와 광섬유의 형광 출력을 구별하기 어렵고, 특히

원자로 노심과 같은 고에너지 방사선 영역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Sakasai와 Katagiri(3.2.27)는 방사선 검출용 섬광체로서 YAG:Ce(Y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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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A15O12) 섬광체를 적용하였다. YAG:Ce의 발광스펙트럼은 530 ～ 550nm이고 섬광체로

부터의 발광이 광섬유의 발광과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YAG:Ce 섬광체를 가진

pure silica 섬유와 중성자 변환자로써 LiF(fiber-A)는 irradiation rig에 설치되었고, rig는

JAERI의 연구용 원자로 JRR-4의 노심 옆면에 설치하여 적용성을 시험하였다.

Fig. 3.2.20 (a)는 241Am에 의해 조사된 YAG:Ce 섬광체로부터 관찰된 형광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발광은 530~550nm에서 peak를 가졌다. Fig. 3.2.20 3(b)는 YAG:Ce섬광체와 LiF

를 가진 광섬유로부터의 발광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하나는 YAG:Ce 섬광체의 발광이 명

백히 관찰되었고, 광섬유 자체의 발광도 관찰되었는데, 400 ～ 450nm의 peak를 가졌다.

550nm 파장의 interference filter를 사용함으로써 섬광체로부터 발광방출은 얻어지게 되었

다. Fig. 3.2.20 (a)(b)에서, 섬광체로부터 광학적인 신호에 있는 섬유(400 ～ 450nm)로부터

발광의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2.20. YAG:Ce 섬광체를 이용하여

측정한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발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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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준위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전․후 및 과정에서 오염도를 직

접 측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

하고, 검출기 특성을 평가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측정용 검출소재는 기저 고분자와

섬광체의 특성을 평가하고, 대상 시설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형과 분사형의 두 가지 형

태로 제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측정 시스템은 원거리 측정이 가능하도록 신호전송용 소

재를 채택하여 구성함으로써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기본요소 정립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 환경은 주로 후행핵연료주기시설이 대상이며, 이들 시설은

대부분이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및 처리에 사용되어 오염도가 가장 높은 시설 중의 하나이

다. 이러한 시설에서 방사능이 3.63 x 105 Ci/rod인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할 경우, 작업 후

약 0.1% 정도가 오염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오염 방사능은 3.63 x 102 Ci 정도이다. 약

100 Ci 정도의 오염물질에 의하여 받게되는 선량(Co-60 기준)을 계산하면, 1 m 거리에서

약 1 Gy/hr, 0.1 m 거리에서 약 100 Gy/hr, 그리고 0.01 m 거리에서 약 10,000 Gy/hr 정

도의 선량을 받게 된다.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검출소재는 약 10,000 Gy 정도의 내방사

선성을 가져야한다.

▪ 기본 고분자 소재의 열역학적 및 유동학적 특성 평가

Table 3.2.4와 같이 검출소재의 기본 고분자 소재로서 폴리스티렌과 폴리비닐톨루엔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용융됨으로써 열적 안정성은 다른 수지에 비교하여 가장 낮다 (열에

의한 작업의 용이성). 폴리스티렌의 경우 다양한 유기용매에 녹는 특성을 소지(용매를 이

용한 형상제어의 용이성 확보)하고 있으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의 경우 우수

한 투명도에도 불구하고 내용매성 및 내열성이 높아 실험실 형상제어가 불가능하다. 다양

한 고분자 소재들 중에서 내방사선성 및 제조 용이성에 있어 가장 우수한 폴리스티렌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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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매

용해도상수

비점 (℃)
증기압

(mmHg at 25 ℃)(MPa)1/2   ∂h

메틸렌클로라이드 20.3 6.1 39.8 430

아세톤 20.5 7.0 56.1 230

테트라하이드로퓨란 20.3 8.0 66.0 155

메틸에틸케톤 (MEK) 19.0 5.1 79.6 100

톨루엔 18.2 2.0 110.6 27

폴리스티렌 16.6-20.2 - - -

폴리비닐톨루엔 19.4 - - -

폴리에틸렌   15.7-17.1 - - -

폴리에스터 19-21.6 - - -

Table 3.2.4. 용매와 지지체용 수지의 열역학적 호환성

(a) (b) (c)

Fig. 3.2.21. 기저 고분자 소재의 열역학적 특성 분석

(a) 폴리스티렌의 DSC 분석, (b) 폴리비닐톨루엔의 DSC 분석, (c) PET의 D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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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검출용 섬광체 선정

섬광체는 table 3.2.5와 같이 입자 형태로 존재하여 고분자 소재에 쉽게 함침시킬 수 있

으며, 비흡습성을 지니고 있어 함침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성 유지할 수 있는 무기섬광체

인 ZnS(Ag)와 빠른 응답특성과 베타/감마선 측정에 적합하면서, 고분자막 제조 시 우수한

투명도 및 기계적 강도 확보가 가능한 유기섬광체인 PPO(제1용질)과 POPOP(제2용질)를

선정하였다.

구 분
YAP 섬광체

(YAlO3:Ce)

YAG 섬광체

(Y2Al5O12:Ce)

ZnS(Ag)

섬광체

유기섬광체

(PPO&POPOP)

밀도 (g/cm3) 5.37 4.57 4.09 1.32

상대적 광출력 (%) 30 11 100 64*

섬광의 감쇄시간 (ns) 25 70 200 2.1

피크 파장 (nm) 370 550 450 425

녹는점 (℃) 1875 1970 1850 -

Anticorrosive Yes Yes No -

Table 3.2.5. 고준위 오염도 측정용 섬광체 선정을 위한 특성 비교

* Anthracene에 대한 상대적 광출력

▪ 원거리 신호전송 개념 설정

고방사능 오염도 원격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된 검출소재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상용화되어있는 플라스틱 섬광체(BC-408, Bicron)에 유리광섬유를 연결하여 원거리

측정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유리광섬유의 직경을 1200, 1500 μm 그리고 길이 2, 5 m로 변

화시키며, 알파선 방사선원인 Am-241(반감기 : 432년, 알파선 에너지 : 5.44, 5.48 MeV)과

베타선 방출핵종인 Sr-90/Y-90(반감기 : 28.78년, 베타선 최대에너지 : 2.28 MeV)을 방사

선원으로 이용하여 검출 신호를 전송시켜 측정하였다.

그림 2-2-3(a), (c)는 광섬유 직경에 따른 섬광체의 알파, 베타선에 대한 펄스 파고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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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이다. 직경을 1200 μm에서 1500 μm로 변화시켰을 때, 파고 스펙트럼의 모양은 거의

동일하나 검출효율을 비교하면 베타선은 약 10%, 알파선은 약 40%의 증가를 보였다. (b),

(d)는 광섬유 길이에 따른 펄스 파고 스펙트럼이다. 길이를 2 m에서 5 m로 변화시켰을

때, 파고스펙트럼의 모양은 거의 동일하고 각각의 방사선원에 대한 총계수치도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측정 결과 광섬유 직경에 변화는 뚜렷이 나타났으나, 길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걸로 보아 거리에 따른 감쇠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시에 작업자의 접근 피폭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거

리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오염도 측정용 소재로 이용되는 섬광검출에서 생성

된 빛을 광섬유를 이용하여 원거리 전송하여 측정함으로서 작업자의 피폭 가능성을 줄 일

수 있도록 측정 개념을 확립하였다.

Fig. 3.2.22. 유리광섬유를 이용한 검출신호 전송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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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고방사능 시설 오염도 측정 개념도

• 대상별 오염도 측정 개념설정

고방사능 시설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설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검

출소재의 제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측정

장비를 구성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개념을 설정하였다. 오염도 측정용 검출

소재는 협소한 구역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결정형 센서와 바닥이나 벽면과 같은 넓은

지역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 검출소재로 구분하여 제조하였다.

- 시설 내부의 기기 및 장비 표면 오염도 측정용 : 알파선 검출이 가능한 무기섬광체를

투명한 에폭시 지지체에 도포하고 원거리 신호 전송이 가능한 광섬유를 결합하여 협소구

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제조

- 시설 내부 벽면 또는 바닥의 오염도 측정용 :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유기섬광체를 이

용한 오염도 측정용 core polymer와 핵종 포집용 shell polymer 형태의 이중구조로 분사

가 가능한 액상의 에멀젼 제조

- 시설 내부의 공간감마선량율 측정용 : 고방사능 시설 내부에서의 감마선량 측정이 가

능하도록 유기섬광체를 에폭시 지지체에 함침시켜 제조하고 광섬유를 결합하여 공간감마

선량율 측정용 결정형 센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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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준위 알파선 측정용 센서 개발

(1) 알파선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Fig. 3.2.24. 결정형 센서 측정 및 제조 개념

고방사능 시설 내부의 기기나 장비 틈새와 같은 좁은 구역의 알파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출한 측정용 센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투명한 에폭시 지지체에 알파선 검출이 가

능한 섬광층을 얇게 도포하여 검출용 센서를 제조하였다. 알파선 검출용 소재는 이전 단

계(2004. 03 ～ 2007. 02,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기술 개발)에서 개발한 고분자 필름 형태

의 소재로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검출된 신호를 원거리 전송하기 위한 광섬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광도관 역할의 투명한 에폭

시 지지체 위에 알파선 검출용 섬광층을 얇게 도포하는 방법으로 센서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센서는 원거리 신호전송이 가능하도록 광섬유와 결합한 일체형으로 제조하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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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빛을 광전자증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광섬유를 이용

하였다. 광전자증배관에서 전기신호로 변환된 검출신호는 신호처리 계통을 통하여 알파선

만을 분리하여 측정하여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오염도 측정용 센서의 지지체는 광도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신호 전송용 광섬유를 지지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가 요구된다. 특히,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이 광

섬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체 내부의 기포에 의한 산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 시

에 기포의 발생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에폭시 수지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Fig. 3.2.25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Fig. 3.2.25.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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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의 가교반응을 이용한 결정형 센서의 지지체를 제조 : Bisphenol A type(국도화

학 YD-128)의 투명한 에폭시 수지에 도료 및 일반 몰딩용으로 쓰이는 경화촉진제 D-230

과 점도 감소 및 가소성을 부여하는 반응성 희석제인 PG-207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지

지체를 제조하였다.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을 광계수기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도관으로서의 지지체의 투명도가 중요한 인자이며, 에폭시 수지 경화제의 함

량 변화에 따른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를 평가하였다. 제조한 지지체의 투과도는 Fig.

3.2.26과 같으며, 에폭시 경화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투과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

림에서 함량 증가에 따른 투과도의 편차는 제작한 센서의 표면 처리 정도의 차이로 판단

되며, 전체적인 경향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에폭시 경화제의 양이 증가할수

록 자체 발광에 의한 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오염도 측정 시에 백그라운

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을 원거리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광섬유를 사용하

였으며, 에폭시 지지체는 광섬유를 고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요구된다. 기계

적 강도는 경화제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지지체를 로크웰 경도계를 이용하여 상

대적 경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희석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체의 경도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2.26. 지지체의 경화제의 함량 변화에 따른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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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xing ratio (unit : g)

에폭시 수지

(YD-128)

경화제

(D-230)

희석제

(PG-207P)
경 도

50 15 0 강함

47.5 14 2.5

↑45 14 5.0

42.5 13.5 7.5

40 13 10 약함

Table 3.2.5. 에폭시 함량별 기계적 강도 비교

섬광층 광도관 및 광섬유 지지체로서 에폭시 수지를 고형화하여 제조한 센서의 최종 제

조조건은 광학적 및 기계적 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batch 당 최대 직경 20 mm 및 높

이 20 mm의 원통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batch 당 제조조건(에폭시 수지 : 경화제 : 희

석제 = 50 : 15 : 0 g)을 선정하였다.

▪ 알파선 검출용 섬광층 제조조건 도출

알파선 검출용 섬광층을 제조하기 위하여 무기섬광체 ZnS(Ag)와 에폭시 수지를 이용함.

분말형태의 ZnS(Ag)를 에폭시 수지 혼합물에 용이하게 도포하기 위하여, 1차로 ZnS(Ag)

에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5:1로 소량 혼합하여 고형시킨 후, 2차로 고형화된 1차 소재

위에 에폭시 수지 혼합물을 그대로 붓고, 경화시켰다.

섬광층의 최적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ZnS(Ag) 무기섬광체 분말 내에서의 알파선 에

너지 흡수 과정을 MCNPX를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알파선의 에너지는 평균 에너지인 5

MeV로 정하였고, 섬광층의 기하학적 조건은 실제 제조한 모양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ZnS(Ag) 섬광층의 면밀도를 5에서 30 mg/cm2로 변화시키면서 알파선의 에너지 정도를

모사하였다.

Fig. 3.2.27과 같이 섬광층의 면밀도가 25 mg/cm2 일 때, 알파선의 에너지가 완전히 섬

광층 내부에서 흡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섬광층 내부에 흡수된 알파선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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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으로 전환된 후에 섬광층 외부에 위치한 광계수 장치에 도달하여 계수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선의 최대 검출 효율은 전체의 에너지가 흡수된 섬광층 두께보다는 작을 것으

로 예상되며, 실제 섬광층에서의 알파선 검출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면밀도를 각 10,

15, 20, 25 mg/cm2로 변화시키면서 센서를 제조하였다.

섬광층의 제조조건에 따른 검출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알파선 표준선원인 Am-241을

이용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섬광층 전면에 알파선원을 배치한 후에 검출 효율을 평가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검출효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는 섬광층 내부로 들어온 알파선 중에

서 실제로 검출된 양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검출 효율은 측정의 기하학적 조건

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섬광층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유검출효율을 평가하였

다.

Fig. 3.2.27. 섬광층의 최적 두께 결정을 위한 알파선 에너지 흡수 모사

배치도 및 결과

Fig. 3.2.28과 같이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의 ZnS(Ag) 면밀도 15 mg/cm
2
일 때

가장 우수한 알파선 검출 성능을 나타냈으며, 이는 실제 섬광층 내부에서 변환된 섬광들

이 불투명한 섬광층을 투과하여 광계수장치에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에너지

가 흡수되는 섬광층 두께인 25 mg/cm2보다는 작은 면밀도에서 최대 검출 효율을 보인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위의 제조조건(면밀도 15 mg/cm2)에 의하여 도출된 센서를 이용하

여 측정한 알파선의 고유검출효율은 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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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알파선 검출용 검출소재의 면밀도별 스펙트럼과 계수율 비교

나. 대면적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고분자소재 개발

(1)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고분자소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방사능 검출 성능 분석

(가) PS과 poly(St-EA) 고분자의 FT-IR 분석

FT-IR은 물질과 적외선간의 에너지 교환 현상을 이용한 측정법이다. 특정 물질의 적외

선 흡수 스펙트럼은 그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들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분광법은 유기화합물의 분석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원자 무

기 화합물과 유기 금속 화합물의 분석에도 매우 유용하다.

FT-IR은 michelson interferometer를 이용하여 시간지배 스펙트럼인 interferometer을

얻은 뒤 이를 Fourier 변환시켜 주파수 지배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으로 기존의 dspersive

IR에 비해 스펙트럼을 얻는 시간과 감도 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MR

등 다른 분광법과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분산형 IR로 수행하기 여려운

표면 연구, 미량분석, GC/IR, diffuse reflectance IR 및 microscope의 부착이 가능하므로,

IR은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FT-IR은 광원에서 나온 복사선의 빛살은 beam splitter를 통과하면서 절반은 투과되고

나머지 반은 반사된다. 이렇게 나누어진 두 개의 빛살은 하나의 고정된 거울에,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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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이동성인 거울에 도달하게 된다. 거울에 반사된 각 빛살은 다시 빛살 분리계에서

만나 시료를 통과한 후 detector에서 검출된다. 이와 같이 FT-IR은 단색화 장치가 없는

대신 beam splitter와 두 개의 거울을 포함하는 Michelson Interferometer라는 새로운 구성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 (visible)과 극초단파 (microwave) 사이의 빛으로 피부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열선이라고도 부른다. 분자는 다양한 화학결합의 진동에너지와 일치하는

파장에서 빛을 흡수한다. 빛의 흡수 정도는 검출기에 의해 측정되는데 결과적으로

spectrum은 분자가 빛을 흡수하는 파장에 일치하는 peak를 나타낸다. 흡과도의 크기는 시

료 중 분자의 농도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또한 spectrum pattern은 고유의 뒤틀림, band,

회전 및 각 원자들의 화학결합의 회전 및 진동 등 분자의 실제 구조를 반영한다.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외부 자극에 의해 움직이며, 적외선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처럼 전자전이를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므로 작은 에너지차가

존재하는 분자에 흡수되어 분자진동과 회전운동을 일으킨다. 진동운동의 방식은 원자들

사이의 결합길이가 변하는 신축운동 (stretching vibration)과 원자들 사이의 결합 각이 변

하는 굽힘 (banding) 또 는 변형 (deformation) 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한 진동운

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합의 종류와 세기,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고유

한 진동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적외선을 물질에 주사하면 이들이 진동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주파수의 빛을 흡수하여

이 에너지에 대응하는 특성적인 적외선 spectrum을 나타내게 된다. 쌍극자 모멘트가 변화

하는 분자 골격의 진동, 회전에 대응하는 에너지의 흡수를 측정한다.

그러므로 이를 분자구조와 관련 지어 해석하면 분자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외선 분광법은 분자의 진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료에 적외선을 비추어서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group은 각각 거의 고유의 진동 스펙트럼을 제공하므로 흡수 파수

로부터 시료의 정성 분석과 흡수 강도에서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 적외선 파장의 분류

적외선은 파장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에 가까운 짦은 파장의 근적외선 (near IR), 중간적

외선 (mid-IR), 원적외선 영역 (far IR)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영역을

이용한 분광분석기는 모두 적외선을 사용하지만 각 영역마다 특성이 명확해 용도나 응용

범위가 달라진다.

흔히 IR이라고 하면 중간 적외선 (mid-IR, 400-4000 cm-1)을 의미한다. 중간 적외선은

X 선이나 UV-Vis보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여 분자는 다양한 진동운동을 하게

되고 화합물은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신축 진동 및 굽힘 진동을 하며, 분자를 구성하는

성분의 구조와 결합상태에 따라 독특한 흡수 피크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질의 적외선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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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은 대단히 복잡하다.

근적외선에서는 mid-IR (4000-12500 cm-1) 영역의 기본 band들이 배음 (overtone)되고

결합 (combination)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spectrum이 넓어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근적외선 분광법은 과거에는 한계가 많았으나 계량분석화학 (chemometric)이라

는 복잡한 다변량 분석법과 PC의 발달로 인해 정량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정밀도/정확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FT-NIR 장비의 응용이 급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FT-NIR은 빠른 분석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원하는 산업현장에서

기존의 크로마토그래피나 습식법을 대신할 수 있는 정량분석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on-line monitoring 장비를 이용하여 소극적인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공정을 직접 제어하고

있다.

Far IR (400-40 cm-1) 영역에서는 금속원자와 무기, 유기 ligand의 진동에 의해 적외선

을 흡수하며, 주로 결정의 격자 에너지와 반도체 물질의 전이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원적외선에서는 beam spliter로 Mylar 필름을 사용하며, 물이나 공기

의 방해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기 전체를 고순도 (99% 이상) 질소나 공기로 purge하

거나 진공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IR spectrum에서 흡수대의 위치는 흡수광의 파장 (wavelength)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유용한 흡수대는 λ=2.5-15 ㎛ 영역에 높여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외선 단위로 파

장과 역관계를 갖는 파수 (wave number)를 사용한다. 파수의 단위는 cm-1로 주로 FT

instrument에 사용된다.

유기분자의 많은 작용기는 IR 영역에서 spectrum의 일정한 부위에 상응하는 특징적인

진동을 나타내며 이 분자진동은 그 작용기에 국한되며 분자의 다른 부분과는 상관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용기는 그들의 흡수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 FT-IR 특성

모든 상태의 물질을 신속히 측정할 수 있다. 유기 화합물을 구성하는 group의 특성 흡

수대를 이용하여 미지 시료의 동정, 정량, 구조 해석에 흔히 이용된다. 그러나 IR

spectrum에서 모든 피크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때문에 다른 물질과 구

별할 수 있는 그 화합물만의 특성적인 몇 가지 피크만을 선택하여 해석함으로써 미 화합

물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각 작용기들이 특성적으로 흡수하는 흡수 피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실험자료

가 축적되어 있는데, 1500 ～ 900 cm-1 영역은 신축진동 및 굽힘진동에 의한 피크가 겹쳐

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스펙트럼이 대단히 복잡하며, 이를 지문 영역

(fingerpoint region)이라 한다. 미지 화합물을 정성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원자단이나 골

격 구조를 가진 화합물의 기준 스펙트럼을 측정한 뒤 미지 시료의 스펙트럼을 동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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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해 비교함으로써 성분을 예측할 수 있다.

∙ FT-IR에서의 sampling

IR에서의 sampling 기법은 크게 투과법과 반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투과법은 빛이 시

료를 직접 통과한 후 검출기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흡광도가 높고 스펙트럼의 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료 전처리가 복잡하여 시료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다. 반사법은 빛이

시료를 직접 투과하지 않고 매개체를 통해 시료에 전달된 빛이 반사되어 검출기에 도달하

는 방식으로 흡광도가 투과법에 비해 10 배 이상 낮고 스펙트럼의 질은 떨어지지만

sampling이 편리하고 시료 교체가 용이하다. 특히, 투고가 되지 않는 powder나 pellet 시

료에 대해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ATR 이나 DR 또는 SR 등 다양한

반사기법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료의 형태와 양에 따라 이 두 가지 기법을 혼용하

여 사용한다면 보다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투과법 (transmission)

-액상시료

액체시료는 두 개의 window 사이에 시료를 넣고 밀착시킨 다음 분석하거나 액체 cell을

이용할 수 있다. 액체 cell은 시료의 농도와 특성에 따라 path length (0.02-2 mm)와

window 재질을 선택할 수 있으며 KBr 이나 KCl 같은 수용성 window를 사용할 경우에

는 특히 세척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불용성인 ZnSe나 KRS-5 등의 optic이 선호되고

있다. 액체 셀을 이용할 때에는 시료 주입 시 공기방울이 생기거나 시료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때에도 background는 window가 된다. 하지만 path length가 너무 작아

fringe 현상 (window 내에서 굴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스펙트럼 전체적으로 일정 간

격의 파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cell이 장착되지 않는 상태를 background로 빼주

어야 한다.

- 고체시료

고체시료는 대부분 빛을 투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액체보다 많은 전처리가 필요하다. 먼

저, 녹는점이 낮거나 적당한 용매에 잘 녹는 고체의 경우 열이나 용매에 녹여 윈도우에

바르거나 얇은 필름을 만들어 투과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빛을 투과시키지 못하는 파

우더의 경우 KBr과 섞어 (시료량 1-3 %) 곱게 분쇄한 다음 펠렛 용기 (pellet die, 0.5-13

mm, 13 mm이 일반적임)에 넣고 press로 압력을 가해 펠렛을 만들어 분석한다. 이 경우

open beam을 background로 사용한다. 그 이외도 시료에 mull이나 nujol을 섞은 후 윈도

우에 발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mull이나 nujol 자체가 noise로 작용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 가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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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셀은 시료의 농도가 희박하므로 광로 길이가 길어지도록 만들어 순수한 농축시료

의 경우 보통 5-10 cm의 짧은 path length를 사용하는 반면 농도가 낮은 시료의 경우

10-100 cm 범위의 path length를 사용한다. 윈도우로는 KBr이 주로 사용되며 시료에 포

함된 수분의 양에 따라 다양한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체용기를 사용할 때 한쪽 마개쪽은 배기하고 다른 족 마개를 통하여 시료를 넣는 것

이 편리하다 기체 시료는 스펙트럼을 고분해능으로 측정하여 미세한 구조를 자세하게 분

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료 압력은 수십 mmHg 정도가 적당하다. 기체 중

의 미량 성분의 스펙트럼을 얻으려면 다중 광로의 기체 용기를 사용한다. 이것은 2-3 개

의 거울을 마주보게 배치시켜 빛을 시료 중에서 여러 번 왕복시켜서 광로의 길이를 길게

하여 감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반사법 (reflection)

반사법은 크게 내부 반사 (internal reflection)와 외부반사 (external reflec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 반사란 굴절율이 큰 재질로 만들어진 crystal 내부에서 여러 번 반사를 일

으키며 시료의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결국 굴절율이 큰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으로

서 ATR (Attenuate Total Reflectance)이 이에 해당된다. 외부반사는 시료에 직접 적외선

을 조사하여 시료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이용하여 시료의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diffusion reflectance와 specular reflectance가 있다.

- ATR

ATR은 크리스탈과 외부환경의 굴절율 차이가 크면 투과가 아닌 반사가 일어나는 원리

를 이용한 장치로 ZnSe, KRS-5 길이 굴절율이 큰 크리스탈을 주로 이용한다. 많은 굴절

이 일어나면 강한 signal을 얻을 수 있으며 각도로 굴절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각으로는 24,

90, 100°를 이용하며 45°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ATR은 물질의 표면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시료량이 적을 경우에도 액체, 고체, 파우더, 필름 등의 시료를 매우 간단하

게 분석할 수 있다. 이 분석법은 특히 불투명하거나 표준 투과법으로 분석하기에 너무 두

꺼운 시료를 분석하는데 아주 좋다. 크리스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액체시료와 파우더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오목형 (through)과 필름이나 면적이 큰 시료를 분석하는데 적합

한 flat type cell 이다.

액체-sampling plate에 액체를 부으면 됨. 시료량은 40 ㎕-2 ㎖ 정도이다.

분말, 필름-크리스탈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빛은 시료를 수 ㎛ 정도까지만 투고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료는 불필요하며 분말을

분석할 경우에는 시료와 크리스탈의 밀착을 위해 장착용 press를 이용해야 한다.

-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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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이 큰 시료에 적외선을 조사하면 빛이 사방으로 반사되는데, 이 빛을 모아 시료의

정보를 얻는 장치이다. 이 분석법은 주로 파우더 시료나 산란이 많이 일어나는 시료에 사

용되며 아주 소량의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시료는 KBr에 소량 (0.5-1%) 섞어 곱게

분쇄한 다음 샘플링 컵 (직경 2-6 mm)에 장착해 분석하며 여러 컵 중 하나에는 KBr만을

넣어 background로 사용한다. 흡광도는 농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농도와 직선상

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Kubelka-Munk 형식으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 Specular Reflectance

Specular reflectance는 빛의 입사각에 따라 투과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 시료를 층

별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주로 박막 필름이나 코팅 연구에 사용되며 코팅 두께별 특성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 측정결과

원자나 분자간의 결합에 의한 고유 흡수파장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화합물의 결합 형태

를 보고 유기물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측정은 KBr (브롬화칼륨)에 시료를 넣고

agate motar를 이용해 곱게 분쇄한 다음 press로 고압에서 납작한 형태의 pellet으로 만들

어 빛을 통과시키는 건식법으로 측정하였다.

Fig. 3.2.29와 3.2.30은 PS과 poly(St-EA)의 FT-IR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S과

poly(St-EA) 고분자의 구조 분석 결과 PS의 전형적인 흡수띠인 약 3060 ㎝-1에서 -CH-

신축진동과 약 1610 ㎝-1 부근에서 벤젠링의 C=C 신축진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1493, 1448 ㎝-1에서 C-H 비대칭 흡수띠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Poly(St-EA)의 IR 스펙

트럼 측정 결과 약 1638, 1490 그리고 1450 ㎝-1에서 PS과 유사한 벤젠링의 신축진동이

나타났다. 이로써 St과 EA의 고분자 중합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Fig. 3.2.31와 3.2.32은 유기섬광체 PPO와 POPOP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poly(St-EA) 중합 시 유기섬광체가 고분자와 화학적 결합에 의한 분자구조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St 단량체에 분산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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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PS과 poly(St-EA) 고분자의 FT-IR 스펙트럼;

(a) PS, (b) poly(St-EA)

(나) DSC 및 TEM 분석

열분석이란 일정 조건하에서 온도에 따른 시료의 무게 변화, 엔탈피나 열용량의 변화와

같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으로 이 변화를 온도 또는 시간의

함수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DSC는 sample과 reference furnace에 공급된 보상 에너지

로부터 얻은 온도, 열량 변화 data로부터 시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알 수 있다. 이때

피크의 위치, 모양,

개수 등으로부터 정량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피크의 면적으로부터 열량 변화의

정량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시료가 고분자 물질인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

을 얻기에 유용하다. 이와 같은 DSC thermogram으로부터 유리전이 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 Tg), 냉결정화 온도 (cold crystallization temperature : Tcc), 녹

는 온도 (melting temperature : Tm), 결정화 온도 (crystallization temperature : Tc) 등

의 것들 외에도 결정화 시간, 순도, 산화, 분해 등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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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고자 하는 고분자의 열적 특성을 알 수 있다. 고분자는 분자사슬중의 어느 길이

(segment)를 단위로 보며 이러한 semgment의 회전에 의한 열운동을 micro-Brownian

motion이라 한다. 이러한 열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유리전이 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로 2차 전이 온도 (second order transition temperature)라고도 불

리며 고분자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pan은 흡열을 하는데 어느 온

도에서 heat flow가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 이 때의 온도를 유리전이 온도라 한다. 이 온

도는 heat flow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와 변화가 끝나는 온도의 중간값으로 결정을 한

다. 복합구조의 고분자에 대한 유리전이온도 (Tg)는 열적 특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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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PEA 고분자의 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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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PPO 유기섬광체의 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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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POPOP 유기섬광체의 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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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원리로 DSC는 power compensation 형태로서 Fig. 3.2.33에 보인 것처럼 같은 규격

인 시료 (sample)용과 표준 (reference)용의 독립된 furnace 를 가지고 있다. 각 furnace는

히터와 백금 저항체로 된 센서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시료에 온도변화가 있을 때

이를 표준물질의 온도와 같이지도록 공급되는 열을 온도 또는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어 준

다.

Fig. 3.2.33. Sample and reference of DSC

전자현미경은 수 pm 정도의 매우 짧은 파장의 전자선이 투과할 수 있도록 수

micrometer 정도의 두께로 얇게 만든 재료 (metal, ceramic, semiconductor 등의 bulk,

thin film, powder 형태의 시편)에 투과시킨 후 자계렌즈를 이용하여 수백만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미세형상, 두께, 결정립, 전위, 쌍정, 석출물, 적층 결함, 계면 등의 각종 결정들의

크기와 형태를 수 Å 단위로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전자현미경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육안으로 보는 아주 미소한 영역의 전자회절상 (x-ray의 회절상과 근본적으로 같

음)을 얻을 수 있어 결정성, 격자상수 및 결정 간격 측정, 대칭성 분석을 하여 결정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다.

Fig. 3.2.34는 PS과 poly(St-EA) 고분자의 Tg를 나타낸 것으로 PS과 달리 poly(St-EA)

에서 두 개의 Tg가 측정되었는데 낮은 온도에서 shell 부분인 PEA (-24℃)가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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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온도에서 core의 PS (100℃)을 확인하였다. 한 입자 내에 공중합 형태가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core와 shell 부분이 상분리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Tg 통하여 두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core-shell 구조의 고분자 에멀젼임을 확인하였다.

Fig. 3.2.34의 TEM 이미지에서 보듯이 poly(St-EA) 고분자 에멀젼 입자는 core-shell

구조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입자 크기는 평균 350 nm 임을 확인하였다. Core는 소수성

의 PS으로 구성되며 에멀젼 입자의 shell에는 친수성의 PEA로 구성되어 있다.

Fig. 3.2.34. Poly(St-EA) 고분자에멀젼의 DSC curve와 TEM image

다) TGA 분석

열중량분석기 (TGA)는 시료에 온도프로그램을 가하여 시료의 질량변화를 시간이나 온

도의 함수로써 측정한다. 재료의 질량 손실은 증발 (vaporation)이나 가스상 산물을 생성

하는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된다. 특히 TGA 실험 시 재료는 가스상 분위기에 민감하여 사

용된 purge gas가 불활성 (N2, He, Ar)이 아닌 경우 시료는 가스 (O2, air)와 반응하여 분

해거동을 연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질량변화는 매우 감도있는 전자저울에 의해 연속적

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열중량분석시는 전자저울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물질의 조성에 의한 특성은 각각의 weight loss step의 온도와 구간의 높이 (%, ㎍, ㎎)

로 결정된다. 물이나 잔류용매, 첨가유왁 kx은 휘발성 물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방출된다. 이러한 물질의 제거는 기체압에 따라 다르다. 낮은 압력에서는 증발이 가속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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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질량손실이 낮은 온도쪽으로 이동된다. TGA curve 중 weight loss step은 DTG

(deriviative TG) curve의 peak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DTG curve의 slope은 질량손실이

나 질량증가의 속도를 나타낸다. 분해단계의 온도영역은 gas 상 산물이 시료로부터 확산

방출 되기 쉬운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즉 반응성 환경하에서 시료 표면의 기체교환이 중

요하다.

Fig. 3.2.35는 (a) PS와 (b) poly(St-EA)의 온도 증가에 따른 시료의 중량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오염도 측정용 고분자소재의 열적안정성에 관한 EA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GA 분석을 하였다. Fig. 13에서 보듯이 PS는 400℃ 부근에서 첫 번째 무게 감소를 보이

며 440℃이상에서 시료의 잔류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무게 감소는 고분자 구성

물 중 개시제의 분해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무게 감소는 전체 분자의 분해에 의한 무게

감소로 판단된다. 반면 PS에 EA를 중합한 poly(St-EA)는 500℃에서 약 12%의 잔류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EA는 복합소재의 무게 감소 과정을 늦추거나 방지하여 순

수한 PS 보다는 poly(St-EA)의 열적안정성이 우수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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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Poly(St-EA) 고분자의 TGA curves; (a) PS, (b)

poly(S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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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oly(St-EA) 고분자 필름의 투과도 분석

분광분석기 (spectrometer)는 빛의 파장에 따른 분포도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파장별로

빛이 흡수, 투과 및 반사하는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빛과 반응하는 모든 물질의 물리, 화

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분석기기이다. 그 중에서도 UV/VIS spectrometer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본 분석기기이며, 또한 센서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빛이라

고 부르는 전자기 복사선 중에서 파장 범위가 약 100-1000 nm에 이르는 자외-가시광선의

에너지는 원자나 분자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들을 전이시키는데 충분한 에너지이다. 즉 바

닥상태에 있는 원자나 분자는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정한 파장의 자외선이나 가시

광선을 흡수하여 전자 전이를 일으키면서 흡수 spectrum을 나타낸다. 따라서 흡수하는 빛

의 세기 (흡광도)를 알면 원자나 분자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UV/VIS

spectrometer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시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한다. 고분자 유기물

및 천연물 분자구조 결정 분석과 단백질, DNA 고차원 구조 결정 분석 및 합성 고분자 물

질의 구조 결정 분석이 주요 용도이다.

측정은 물질에 입사하는 주광의 광속에 비하여 투과 또는 반사광속의 입사 광속에 대한

비를 측정하였으며 300-900 nm 영역의 분광 분포를 측정하였다. Fig. 3.2.36는 UV/VIS

spectrometer 측정 결과로 가시광선 300-900 nm 영역에서 빛을 투과시켜 poly(St-EA) 고

분자 필름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Poly(St-EA) 고분자에서 St 함량이 5 wt% 일때 PMT

의 응답파장인 400-450 nm에서 약 75%의 투과도를 보였다. 이는 core 부분에는 PSt가 존

재하고 shell 부분에는 soft한 PEA가 존재하므로 필름 형성시 입자들간의 융착이 충분히

일어났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St 함량이 증가할 수록 hard한 PSt이 필름 형성시에 입자들

간의 융착이 불충분하게 일어나 단순히 뿌옇한 상태의 필름이 형성되고 투명도가 감소하

였고 St 10 wt%에서는 투명도가 0 %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St 10 wt% 이상에서의 투과

도 결과는 의미가 없으며 유기섬광체가 함치된 poly(St-EA) 고분자의 방사능 검출 성능

에 대한 St의 함량을 5 wt%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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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St 함량 증가에 따른 poly(St-EA) 고분자 필름의 투과도

(마) 전환율

① 개시제의 영향

전환율은 개시제, 유화제, 반응온도 및 교반 속도 등 반응조건에 따른 단량체의 고분자

전환율을 말한다. Fig. 3.2.37은 개시제가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85℃

에서 개시제인 APS의 양을 달리하여 시간에 따른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Fig. 3.2.37에 나

타낸 바와 같이 APS 농도 1.5 × 10
-3
mol/L에서 97%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APS

농도 1 × 10-3 mol/L에서는 90% 이하의 전환율 보였으며 3 × 10-3 mol/L에서는 반응도중

응집물 생성이 보였다. 그 이유는 과량의 개시제인 경우는 열분해에 의한 라디칼을 쉽게

생성하는 반면 소량의 유화제를 사용할 때 과량의 개시제는 유화제의 이온 반발력을 감소

시켜 불안하게 되어 응집이 일어나며 개시제의 양이 적은 경우는 생성되는 라디칼이 적어

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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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화제의 영향

Fig. 3.2.38은 새로운 입자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core 반응 중 유화제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화제 양을 변화시켜 그에 따른 전환율을 나타낸 것이다. Poly(St-EA) 중합 시 4.9

× 10-4 mol/L의 SDS 농도로 중합할 때는 전환율이 80% 이하로 6.2 × 10-4 mol/L와 7.8 ×

10-4 mol/L로 중합하였을 경우보다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SDS 양이 증가할수록

단량체 pre-emulsion시에 유화제의 농도가 높아져서 미셀이 많이 생성되고 미셀속으로 단

량체가 들어가서 monomer-swollen 미셀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수상에서 분해된 라디칼이

보다 많이 형성되어 있는 monomer-swollen 미셀속으로 흡수되어 동시에 반응하므로 중

합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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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APS 농도 변화에 따른 poly(St-EA)의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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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SDS 농도 변화에 따른 poly(St-EA)의 전환율

③ 교반속도의 영향

Fig. 3.2.39는 교반속도 변화에 따른 poly(St-EA) 고분자의 전환율을 나타낸 것이다. 고

분자 중합 조건을 일정하게 하고 교반속도를 100 ～ 400 rpm까지 변화시켰을 때 반응시

간에 따른 전환율 측정 결과 반응초기의 전환율은 교반속도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중합

이 진행됨에 따라 교반속도에 따른 전환율의 차이를 보였다. 100 rpm의 느린 교반속도에

서는 중합 속도가 느리고 300, 400 rpm의 빠른 교반속도에서는 고분자 용액의 응집현상이

일어나 낮은 전환율을 보였다. 최적의 중합 반응 조건은 개시제와 유화제 농도가 각각 1.5

× 10-3 mol/L, 6.2 × 10-4 mol/L이며 교반속도는 200 rpm 부근으로 나타났다.

(바) 고분자 에멀젼 입자 사이즈 분석

Fig. 3.2.40과 3.2.41은 85℃에서 입자사이즈에 관한 St과 EA 농도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

로 단량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사이즈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St의 경우 10

wt% 이상에서 급격한 입자사이즈 증가를 보였으며 EA는 5 wt% 이상에서 입자사이즈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EA의 경우 St과 비교하여 큰 입자사이즈를 보였는데 이는 친수성의

E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량체 분자의 확산을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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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교반속도에 따른 poly(St-EA) 고분자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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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입자사이즈에 관한 St 단량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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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입자사이즈에 관한 EA 단량체의 영향

(사) 방사능 검출 성능 평가

Fig. 3.2.42는 유기섬광체 함량 변화에 따른 poly(St-EA) 고분자 에멀젼의 방사능 검출

성능을 측정한 것이다. 유기섬광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수효율이 증가하다가 다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적정량의 섬광체 농도는 방사능에 대한 검출효율이 증가하

지만 과량의 섬광체 함량에서는 방사능을 받아 빛을 발하는 것과 그 빛을 다시 흡수하여

효율이 감소하는 섬광체의 고유의 특성이다. 즉, PPO와 POPOP는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흡수하여 광전자증배관이 검출 할 수 있는 420 nm의 푸른빛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으로

바꾸어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첨가물의 발광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약간 겹

쳐 있기 때문에 양이 과다하면 오히려 흡수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빛의 양이 줄어

드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poly(St-EA) 고분자 에멀젼의 방사능 검출을 위한 최적의

유기섬광체 함량은 각각 PPO 0.15 wt%, POPOP 0.0075 wt% 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오염도 검출에 관한 방사능 성능은 고분자 에멀젼에 함유된 유기

섬광체의 함량에 매우 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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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PPO (g) 0.05 0.15 0.25 0.35

POPOP (g) 0.0025 0.0075 0.0125 0.0175

Table 3.2.6. Contents of PPO and POPOP scintillators relative the samples to 5 g St

monomer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Co
un

ts 
pe

r C
ha

nn
el

Channel No.

 a  525778
 b  648943
 c  605930
 d  614532

Total counts

Fig. 3.2.42. 유기섬광체 함량 변화에 따른 poly(St-EA)의 Sr-60 검출 성능

(아) 인장강도 분석

인장강도는 수지강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항목이다. 재료가 인장 하중에 의해 파단할

때의 최대 응력을 말한다. 최대 하중을 시험편 원래의 단면적에서 나눈 갑을 kg/㎠의 단

위로 나타낸다. 인장특성은 재료의 인장 (시편을 양쪽에서 잡아당김)시 재료가 받는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시험항목으로서 플라스틱의 기계적물성 시험중 가장 일반적인 항목

이다. 이 시험법은 시편을 반대방향으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는 데에 필요한 힘과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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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까지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Fig. 3.2.43은 CALIBRE polycarbonate 수지의 전형적인 인장 특성 거동을 보여준다. 인

장강도는 스트레스-스트레인 곡선 (S-S curve, stress-strain curve)으로부터 계산되어진

다. 인장강도는 크게 항복점에서의 인장강도와 파단점에서의 인장강도로 나뉘며 항목점

(yield point)은 재료가 받는 최고점에서의 힘을 의미하며, 파단점 (break point)는 재료가

끊어지는 시점에서의 힘이다. 즉 파단 인장강도는 시편이 파단점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스트레스이며, 항복 인장강도는 비탄성 변형이 시작되는 점에서의 스트레스 또는 항복점

에서의 스트레스의 증가 없이도 변형의 증가가 있는 점에서의 힘을 말한다.

Table 3.2.7은 St 단량체의 함량 증가에 따른 인장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하드한 성질을

가진 아크릴계 단량체인 St의 함량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를 측정 결과 core-shell 에멀젼

입자 조성에서 St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내부 응집력이 세져 인장강도 값이 증가하였다.

Fig. 3.2.43. CALIBRE polycarbonate의 인장 특성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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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content (wt%) EA content (wt%) Tensile strength (kg/cm2)

Blank 0.2

10

8

1.67

15 2.56

20 4.0

25 4.23

Table 3.2.7. Poly(St-EA) 고분자의 St 함량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

(2) 핵종포집용 고분자소재 개발

(가) 핵종포집 효율

① 방사능 검출 성능 측정

Fig. 3.2.44는 poly(St-EA)와 poly(St-EA)-PVA-PVP의 FT-IR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poly(St-EA) 고분자에 PVA와 PVP를 혼합하여 반응시켜도 화학적 상호작용이 없음을 확

인하였다. 즉 유기섬광체가 함침되어 방사능 검출을 위한 poly(St-EA) 고분자의 방사능

검출 성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Fig. 3.2.45는 poly(St-EA)-PVA-PVP 고분자의 Sr-90에 대한 검출 성능을 나타낸 것이

다. Poly(St-EA) 고분자에 함침된 유기섬광체의 함량은 St 단량체 5g에 대하여 PPO와

POPOP가 각각 0.15g과 0.0075g으로 하였다. 측정 결과 대체적으로 모든 조성에서 Sr-90

의 검출이 잘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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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Poly(St-EA)와 poly(St-EA)-PVA-PVP 고분자의

FT-I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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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Poly(St-EA)-PVA-PVP의 pulse height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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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핵종포집용 고분자의 Decontamination Factor (DF)

Strippable coating은 저비용으로 고정화 되지 않은 방사화된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물을 기반으로 한 유기고분자와 같은 고분자 혼합

물을 페인팅, 롤러 및 분사 등에 의해 표면에 적용 가능하다. 고분자가 오염된 표면에 반

응함에 따라 오염물을 끌어당기고 흡수시켜 화학적 결합을 한 후 curing 과정을 거쳐 고

분자 메트릭스내에 고정화한다. 즉, 코팅 용액을 오염된 표면에 분사하고 건조시킴으로써

오염물이 고분자 메트릭스에 끌려 고정화되고 이 건조된 필름을 제거하여 제염한다. 이는

주로 수용액 상태의 고분자 용액을 도포함으로써 오염 입자들이 확산되어 수용액 상태의

고분자 물질로 들어오고 고형화되면 탈착시켜 오염물이 제거 가능하며 Van der Waals

force에 의하여 접착되어 탈착되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이다.

현대의 strippable coating은 높은 제염 효과와 초기 코팅의 많은 결점에 대한 많은 보완

을 보여준다. 이런 코팅 기술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은 고른 표면이나 투과성이 없는

표면에 thin top coat (예, polyvinyl alcohol)를 적용시켜 개선이 가능해진다. 코팅 후 건조

과정을 거치므로 저비용으로 적용이 쉽다는 장점과 공기중으로 확산되는 폐기물 발생 없

이 고정화 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Polymeric Composition (wt%) Total Counts

Poly(St-EA)

PVA 5 + PVP 3 42661 (a)

PVA 7 + PVP 5 35255 (b)

PVA 8 + PVP 6 35153 (c)

PVA 9 + PVP 7 38825 (d)

PVA 10 + PVP 8 39587 (e)

PVA 15

(without PVP)
39514 (f)

PVP 15

(withour PVA)
69135 (g)

Table 3.2.8 Strippable coating 고분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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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조한 핵종포집용 고분자 코팅은 표면에 분사하고 건조 후 강한 필름을

형성하고 표면으로부터 쉽게 박리시킬 수 있다. 아크릴계 점착성을 가지며 방사능 검출

성능을 보인 poly(St-EA) 고분자에 poly(vinyl alcohol) (PVA)과 polyvinylpyrrolidone

(PVP)를 혼합하여 핵종포집용 strippable coating 용액을 제조하였다.

PVA는 무독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수분 증발에 의해 쉽게 필름이 형성된다. 별도의

curing 과정이 필요 없으며 가소화제나 다른 고분자 첨가에 의해 화학적 개질이 가능하다.

PVP 또한 무독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PVA에 첨가하여 PVA 본래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PVA를 기반으로 한 조성에 PVP를 첨가함으로써 수직 표면 점착력을 증대시키고 건조

과정 시 필름의 비틀림과 박리시 코팅 필름이 찢어지는 경향을 감소시켜 박리성을 향상시

킨다.

핵종포집을 위한 고분자는 대면적 오염도 검출용 고분자 소재인 poly(St-EA) 고분자 에

멀젼에 점착성과 함께 좋은 필름 형성제인 PVA (Mw. 89,000-98,000, Aldrich)와 PVP

(Mw. 40,000, Adrich)를 85-90℃의 반응기에서 3h 이상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Decontamination factor (제염계수, DF)는 오염의 원인이 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이 제염

처리에 의해 제거되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통상 제염처리 전의 방사능 농도를 처

리 후의 방사능 농도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재처리공정에서 정제된 우라늄 또는 플루

토늄 제품의 제염계수는 [사용후 연료의 방사능 농도]/[제품중의 방사능 농도]로 구해진다.

제염계수가 클수록 핵분열생성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된 것을 뜻한다.

핵종포집 성능에 대한 DF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Fig. 3.2.46과 같이 여러 개의

stainless steel 디스크 (직경 50 mm, 높이 6 mm)에 비방사성 Sr-90 용액을 도포하고 2h

이상 완전히 건조시켰다. 건조 후 핵종포집용 고분자를 도포하기 전에 각 디스크들은 알

파-베타 계수기를 이용하여 counting 하였다. 고분자를 도포하고 24h 동안 충분히 건조시

킨 후 PMT를 이용하여 방사능 검출 성능을 측정하고 건조된 필름을 디스크로부터 제거

하였다. 필름이 제거된 디스크를 다시 한번 알파-베타 계수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Table 3.2.9에서 보듯이 PVA와 PVP 조성이 poly(St-EA) 기준으로 각각 8-9

wt%, 6-7 wt%에서 12.8의 DF를 보여 제조된 고분자에 핵종이 잘 포집됨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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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Poly(St-EA)-PVA-PVP를 이용한 핵종포집과 DF 측정

Polymeric Composition

(wt%)

Initial

(Bq/sample)

Final

(Bq/sample)
DF Strippability

Poly(St-EA)

PVA 5

PVP 3
1138 111 10.3 Bad

PVA 7

PVP 5
1042 107 9.7 Good

PVA 8

PVP 6
1039 81 12.8 Good

PVA 9

PVP 7
1187 92.4 12.8 Good

PVA 10

PVP 8
1169 124 9.4 Good

PVA 15

(without

PVP)

1155 129 8.9 Good

PVP 15

(without

PVA)

1965 211.7 9.3
Bad

(brittle)

Table 3.2.9. Decontamination factors of Sr-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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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면에 대한 박리성

Strippable coating을 이용한 핵종포집용 분사형 소재는 박리 시 찢어지거나 부서짐 없

이 표면으로부터 탈착이 잘되어야 한다. 박리성에 대한 실험은 Fig. 3.2.47과 같이 별도의

챔버를 만들어 stainless still plate와 arylate plate 표면에 대한 박리성을 수행하였다. 챔

버는 가로, 세로 각각 600 mm의 정사각형으로 챔버안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다. 챔버 뒤쪽은 가로, 세로 각각 300 mm의 stainless steel plate와 arylate

plate 시편을 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제조한 고분자 용액을 sprary gun을 이용하여 40

cm 정도의 거리에서 각 시편에 분사하고 상온에서 24h 건조시킨 다음 박리성을 확인하였

다.

대면적 오염도 검출용 소재인 poly(St-EA)에 PVA와 PVP를 혼합함으로써 핵종포집용

고분자 필름의 박리성 확인 결과 첨가한 친수성 고분자의 특성으로 인해 Fig. 3.2.48과

Fig. 3.2.49와 같이 stainless steel과 arylate 표면으로부터 필름의 찢어짐과 부서짐 없이

박리가 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2.47. 핵종포집과 박리성 측정을 위한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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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8. Stainless steel plate에서의 박리성

Fig. 3.2.49. Acrylate plate에 대한 박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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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사법을 이용한 알파선 오염도 측정용 섬광층 도포

알파 오염도 측정용 도포형 검출소재는 알파 방사선 측정 성능이 좋아야 하며 제작이

쉽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기섬광체인 ZnS(Ag)는 분말의 형태이기 때문에

검출기 센서 제작시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도포의 방법을 선택하면 공정이 간단하고 비용

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알파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센서 제작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알파 방사선 측정용 검출기 센서 제작을 위하여 에어브러싱 도포방법을 이용한 알파 방

사선 반응도 연구를 실시하였다. 유기용매 (아세트알킬산)로 이루어진 시너와 클리어 컬러

의 에나멜 페인트를 2:8의 비율로 혼합하고 거기에 무기섬광체 ZnS(Ag) 분말을 첨가하여

광섬유가 고정(된 에폭시 지지체에 Fig. 3.2.50과 같이 분사였다. 사용된 에어브러쉬는 이

와타사 (Revolution CR)의 0.3 mm 노즐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센서는 Fig. 3.2.51과 3.2.52과 같이 표면의 알파오염도 측정을 위해 제작

된 압착식 챔버 중앙에 고정시켜 오염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표면 압착식 챔버는 최대

200 kg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압착판이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 수평․수직 표면에 부착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면 압착식 챔버 밑면 중앙은 빛을 차단시키기 위한 고무링으로

되어 있고 직경 30 mm의 원통형 구멍을 뚫어 검출기 센서를 고정시켰다.

Fig. 3.2.50. 에어브러싱 방법을 이용한 섬광체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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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표면 오염도 측정용으로

제작된 압착식 챔버의 도식도

Fig. 3.2.52. 표면 오염도 검출 센서 고정용 압착식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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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선량율 측정용 유기섬광체 센서 제조

고방사능 시설 내부의 감마선 공간선량율 측정이 가능한 센서를 제조함. 선량율 측정용

유기섬광체 센서는 에폭시 지지체에 유기섬광체(PPO & POPOP)를 함침시켜 결정형으로

제조하였으며,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와 동일하게 광섬유를 이용하여 원거리 신호를 전

송함으로써 시설 내부의 감마선 공간선량율 측정이 가능하다. 실제 적용 시에는 오염도

측정용 센서와 동일하게 배치함으로써 알파선의 오염도 측정과 동시에 감마선의 선량율

측정도 가능하다.

유기섬광체 PPO(제 1용질)와 POPOP(제 2용질, 0.01 ~ 0.2wt%)의 함량비에 따른 유기섬

광체 센서의 광학적 특성을 평가여 제조조건을 비교하였다. 먼저 제 1 용질인 PPO의 함

량을 변화시켜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도와 발광량을 평가하였다. 센서 내에서 PPO의

역할은 방사선에 의하여 기저 고분자 소재로 전달된 에너지 중의 일부를 광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광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함량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PPO의 양을 0.1 ～ 2.0wt%로 변화시키면서 발광량을 평가한 결

과, 0.7 wt%인 경우 최대 광량을 얻었다.

또한 제 2 용질인 POPOP의 경우는 제 1 용질에서 발생한 광을 흡수하여 측정용 광계

수 장치에 부합하는 파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용질의 함량 변화에

따라 발광량을 평가하여 최대의 광량이 발생되는 유기섬광체 함량을 결정함. 그림 3-10은

제1용질인 PPO의 양을 0.7 wt%로 고정시킨 후에 POPOP의 양을 0.01 ～ 0.1 wt%로 변

화시키면서 측정한 발광 스펙트럼이다. 제 2용질인 POPOP의 양이 Fig. 3.2.53과 같이 0.05

wt%일 때 발생되는 광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기섬

광체 함량인 PPO : POPOP = 0.7 : 0.05 wt/%로 최종 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조건

에서의 유기섬광체 센서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과도는 7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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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유기섬광체 POPOP 함량 변화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

결정된 유기섬광체 최적 함량을 바탕으로 방사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였다. 검출 성능은

감마선 표준선원인 Co-60을 이용하였으며, 기존의 상용 제품인 플라스틱 섬광체인

BC-408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Fig. 3.2.54와 같이 방사선 검출 효율은 거

의 유사한 값을 얻었으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하나의 방사선에 의하여 생

성된 섬광의 양은 기존의 상용 제품에 비하여 에폭시 지지체인 경우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방사선에 의한 광전환 효율이 에폭시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폭시의 경

우는 기존의 열중합 반응을 이용한 플라스틱 섬광체에 비하여 제작 공정이 획기적으로 간

단하며,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신호 전송용 광섬유와 일체형으로 제작

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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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4. 유기섬광체 함량 변화 및 선량측정용 센서 성능

비교

○ 고준위 알파선 원격 측정 시스템 구축

알파선 측정용 센서를 이용하여 고준위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되어야할 것은 검출 신호의 원거리 신호전송이다. 섬광

검출소재의 경우는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빛이 발생되며, 이 빛은 광섬유를 이용

하여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검출 신호 전송은 에폭시 지지체에 전송용 플라스틱 광섬유를 고형화하는 과정에서 삽

입하여 일체형으로 제조하였다. 일체형 센서를 통하여 전송된 광 신호는 광전자증배기에

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며, 전기신호로 변환된 방사선 검출 신호는 고준위 감마선에 의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여 순수 알파선에 의한 오염도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Fig. 3.2.55와

같이 검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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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 알파선 오염도 원격측정 시스템 개요

• 원거리 검출신호 전송용 소재 개발

에폭시를 이용한 섬광검출소재의 제조방법을 응용하여 원거리 측정이 가능한 섬광체-지

지체의 일체형 센서를 Fig. 3.2.55와 같이 제작하였다. 비교적 다루기 쉽고, 경제성이 좋은

플라스틱 광섬유를 신호 전송용으로 이용하여 에폭시와 결합하였는데, 에폭시 수지와 경

화제의 혼합물이 고형화되기 전에 플라스틱 광섬유를 혼합물 내에 삽입하여 함께 경화시

켰다. 이는 광섬유와 센서 간에 생기는 접속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조 방안으로 광섬유와

센서를 분리하여 커넥터 등을 연결하여 측정한 것과 비교하여 일체형 센서가 검출효율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광섬유의 기하학적 조건에 따른 측정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광섬유의 길이(1, 2, 3, 10

m), 직경(1000, 2000, 3000 μm), 광섬유의 삽입 깊이(10, 20, 30 mm) 등에 따른 검출효율

을 비교하였다. 특히 광섬유의 광손실 중 구부림 손실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하여 광섬유

의 길이의 각 bending 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측정하였으며, 여러 가지 광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차폐체와 열수축 튜브를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광섬유 길이에 따른 파고 스펙트럼의 형상 및 총계수치는 길이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측

정되었다. 3 m 길이의 광섬유 센서의 검출효율은 나머지 길이의 센서와 비교하여 35 ～

55%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측정 환경에서 광섬유의 일정하지 않은 구부림 손실이나 광

손실 등으로 인한 편차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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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광섬유-지지체 일체형 센서 및 전송 시험용 장치

Fig. 3.2.57과 같이 다양한 기하학적인 조건에 따른 검출 신호 전송 성능을 평가한 결과,

광섬유 직경이 넓어질수록, 삽입 깊이가 짧을수록 검출 효율이 우수함을 보였다. 이는 방

사선이 검출소재로 흡수된 후, polishing된 광섬유 밑단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방사선

과 검출소재 내의 반응하는 체적이 넓어질수록 검출효율이 더 높게 측정된 것이다. 35

mm의 길이를 가진 에폭시 검출소재의 밑단으로부터 10, 20, 30 mm의 거리로 위치된 광

섬유의 반응단면적과 총계수치는 밑단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 5배 높게 계측되었다.

4 mm 직경을 가지는 pipe에 각각 3 mm 단일 광섬유와 1 mm 광섬유 10개를 다발형태

로 메워 넣고 에폭시에 삽입한 센서의 검출성능을 비교하면, 두 형태의 총계수치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센서의 제작 시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광섬유 센서가 오염

도 측정용 센서로써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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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광섬유의 기하학적 조건에 따른 센서 성능평가

4. 결과 요약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설 및 부지의 방사선학적인 특성평가가 정확

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준위 오염시설의 경우는 생

물학적 및 방사선학적 위해도가 큰 악티나이드 핵종의 오염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 과정에서 알파

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알파선 검출과 동시에 원거리로 신호 전송이 가능한 일체형

의 알파선 측정용 센서 제조방안을 최초로 제안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일체형 센서

는 시스템 구성 시에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없으며, 기존의 물리적 결합형 센서에 비하여

신호전송 효율이 우수하여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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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면적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의 에멀젼 검출소재를

개발하였다. 분사형 검출소재는 방사선 검출과 동시에 오염 핵종을 포집하여 제거가 가능

한 기능성의 검출소재로서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기술로서,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을 통

하여 산업화한다면 해체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출소재 및 측정기술 개발을 통하

여 오염도 측정분야의 국내 기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고준위 오염시설의 방사선관리 측

면 및 해체 사전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원격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예상되

는 고준위 시설의 제염해체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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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 개발

1. 개 요

연구용 원자로와 같이 방사능 준위가 비교적 낮은 시설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대

부분 해체 작업자에 의해 해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방사능 핫셀, 재처리

시설, 원전 등과 같은 시설의 해체작업은 고방사능 환경에서 해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에 의한 해체작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방사능 지역에서의 해체작업은 작업자를

대신하여 해체를 수행할 수 있는 원격 해체장비가 필수적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해

체의 경험이 있는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원격 해체장비를 개발하여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원격 해체장비는 단순히 절단이나 제염 및 측정과 같은 특정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원격 해체장비에서 절단, 취급, 측정, 제염,

포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또한 원격 해체장비의 제어 방식

도 기존에는 원격 해체장비에 장착된 감시 카메라에 의존하여 조작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VR 기술, 햅틱 기술을 이용하여 감시카메라 없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원격 해체장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장비의 엔드이펙트에 작용하는

힘을 피드백으로 받아 운전자의 마스터 암에 전달하여 해체장비에 장착된 툴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하다.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대상물은 대부분 두꺼운 부재가 대부분으로 원격 해체장비에 장착

될 절단 기술은 두꺼운 대상물도 쉽게 절단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해

체기술들은 대부분 절단 시 2차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절단에 부적합한 기

술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절단 기술로 레이저 절단 기술을 해체 절단

기술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 기술은 두꺼운 재료를 절단하

기 위해서는 고출력 장치가 필요하며 장비의 비용도 매우 고가이다. 따라서 고방사능 시설

의 해체에 적합한 새로운 절단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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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및 개념설계

○ 극저온 절단 장비 적용성 분석 및 설계사양 도출

   - 극저온 절단 기술 전산해석

   - 극저온 절단 실험장비 설계사양 도출

○ 극저온 절단용 가압공정 장치 개발

   - 극저온 절단용 가압장치 설계 및 제작

   - 극저온 절단용 가압장치 성능 시험

○ 극저온 유지 공정 장치 개발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설계를 위한 CFD 열전달 해석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 극저온 유지 공정 장치 개발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설계를 위한 CFD 열전달 해석

   - 극저온 유지를 위한 진공유지 장치 및 액체질소 공급 장치 개발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 극저온 절단 장비 성능 시험

   - 분사 매질에 따른 분사 실험

○ 극저온 절단 장비 복합제어 장비 개발

   - 극저온 절단 장비의 절단성능 향상을 위해 레이저 위치 제어 기술 개발

나. 연구방법

- 원격 해체 기술현황 분석을 통해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필요한 다기능 해체장비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도출함. 원격 해체작업에 적합한 조작기의 유형과 고하중 이송에 적

합한 이송방식을 선정하는 등 개념설계를 수행함.

- 원자력시설 해체 절단기술들의 장단점 및 적용성을 평가하여 고방사능 시설 절단에 적합

한 절단기술을 선정함.

- 유한요소법과 SPH 기법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으로 절단 대상물 및 분사 매질을 모

델링하고 Autody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절단깊이 10 mm에 대한

압력, 노즐 이송속도, 연마재 투입량, 노즐과 대상물 거리 등의 설계변수에 대한 설계요

건을 설정함.

- 극저온 절단 장비의 설계요건을 기반으로 액체질소를 고압으로 가압할 수 있는 공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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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계 및 제작함.

- 극저온 절단 장비 부품인 감쇠기와 배관 내부에 흐르는 액체질소의 기화방지를 위한 액

체질소의 온도/압력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액체질소 기화방지에 대한 방안을 설정함.

- 선정된 기화방지 방안의 적용성을 평가하고 설계변수 결정 및 운전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CFD 열전달 해석을 수행함.

- 도출한 기술사양과 운전조건을 기반으로 감쇠기 및 배관에 대한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를 설계․제작하고 두 공정장치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적용성을 시험함.

- 감쇠기 및 배관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를 극저온 절단 실험 장비에 장착하고 Nozzle 출구

에서 액체질소 분사됨을 확인함.

- 분사노즐에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 분사하여 금속시편에 대해 절단 적용성을 평가함.

- 분사노즐에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 분사하여 금속시편에 대해 절단 적용성을 평

가함. 분사노즐에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 분사하여 금속 시편에 대해 절단 성능

시험 수행함.

- 액체 CO2 분사 절단 성능 시험을 위해 CO2 액상조건 유지를 위한 장치 개선. 액체

CO2와 연마재 혼합 분사하여 금속 시편에 대한 절단 성능 시험을 수행함.

- 국내외 그래픽 제어 기술 관련 문헌 조사 및 기술분석을 통해 그래픽 제어 기술 개

념설계 수행함. 극저온 절단 장비의 노즐 팁이 대상물의 표면 형상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제어기술 방안을 도출하고 노즐 간격 유지를 위한 거리

센서에 대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여 적합한 센서를 선정함.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

한 노즐 위치 제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노즐 위치 제어 장비 제작한 후 성능 시험

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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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1) 다기능 해체장비 개념설계

고방사능 설비 해체 시 작업자를 대신하여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해체장비의 개발을 위해 원격 Manipulator에 대한 국내외 기술 분석을 통해 Fig. 3.3.1은

같은 원격 해체장비에 대한 기능 및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장비

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 절단뿐만 아니라 방사능 측정, 제염, 취급 및 이송 등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기능 해체장비의 제어방식은 3차원 그래픽 상에서

해체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해체장비의 엔드 이펙터에 작용하는 힘을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Haptic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도록 개념설계하였다. 

방사능 측정

방사성 물질 수집 및 포장

해체 대상물 절단 및 분해

제염

원격 취급 및 조작

고준위 알파 오염도 측정

(시설 오염도 평가)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

(안전성, 경제성 향상)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에 공동 활용 가능

Tools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첨단 절단 기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기술

주

요
기
능

활

용

다기능 해체장비

방사능 측정

방사성 물질 수집 및 포장

해체 대상물 절단 및 분해

제염

원격 취급 및 조작

고준위 알파 오염도 측정

(시설 오염도 평가)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

(안전성, 경제성 향상)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에 공동 활용 가능

Tools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첨단 절단 기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기술

Tools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첨단 절단 기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기술

주

요
기
능

활

용

다기능 해체장비

Fig. 3.3.1. 다기능 해체장비 설계 개념

• 다기능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다기능 해체장비의 구성은 Fig. 3.3.2와 같이 메뉴플레이터, 원격제어장치, 공구탈착장치로

구성하였다. 메뉴플레이터는 대상물의 고정 및 절단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으로 단일

암 메뉴플레이터는 대상물을 고정하지 못해 정확한 위치를 절단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

라서 정확한 절단작업을 수행하고, 고중량 물체의 이동 시 높은 힘을 발생하기 위해 듀얼

암 메뉴플레이터를 채택하였다. 또한 해체작업과 같이 복잡한 작업 환경에도 작업을 용이하

게 수행하기 위해 고자유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메뉴플레이터는 7자유도로 설정하였고, 

메뉴플레이터의 이송방식은 해체작업 특성 상 고하중을 취급해야 함으로 크레인 이송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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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다기능 해체장비는 해체 대상물의 특성(재질, 두께, 방사능정도)에 따라 적합한

절단공구를 선택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양한 절단공구 필요함. 따라서 휠쏘, 플

라즈마, Shear 등과 같은 다양한 절단공구를 다기능 해체장비의 엔드이펙트)에 장탈착 할 수

있도록 개념설계하였다. 절단공구 장탈착 방법은 절단공구와 절단장비와 결합을 위한 인터

페이스 사용하고,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엔드이펙트와 공구를 고정하며 인터페이

스 표면에 고강도 볼베어링이 장착되어 정확한 위치에 결합이 가능함. 또한 인터페이스끼리

15pin 컨넥터가 연결되어 절단장비의 전기신호 제어가 가능하다. 다기능 해체장비의 엔드이

펙터에는 절단 공구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Force-Torque sensor가

필요하다. Force-Torque sensor는 절단공구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절삭

깊이와 이송속도 조절에 사용되며 또한 그리퍼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에 따라 물체를

고정하는 힘이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다기능 해체장비를 3D 그래픽 환경에

서 제어하기 위해 실제 메뉴플레이터의 모든 기능을 3D Simulator로 제작함. 3D Simulator은

메뉴플레이터의 Forward/Inverse Kinematic 모듈, 충돌회피 모듈, 원격제어를 위한 TCP/IP 통

신 모듈로 구성하였다. 

Fig. 3.3.2. 다기능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도

나. 고방사능 적용 절단기술 분석

1) 워터젯 절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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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젯 절단 기술은 초고압의 물과 연마재를 작은 구멍의 오리피스에 통과시켜 연마재가

재료에 충격을 가해 마모 및 크랙을 유발시켜 절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고 에너지 밀

도 가공법이므로 재료에 대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없으며 대기 중 분진의 비산이 적고 작업

환경이 양호하다. 그리고 가공물에 노즐이 접촉하지 않고 자유롭게 곡선 및 곡면의 절단이

가능하며 절단 반력이 작아 노즐의 이동이 용이하여 로봇에 의한 원격 제어가 쉽다. 그러나

이 기술 역시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 시 다량의 물을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Fig. 3.3.3. 워터젯 절단 장비

2)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 기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 기술은 다이아몬트 팁을 붙인 와이어를 회전시켜 콘크리트나

대형 철재 구조물을 절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대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발생이 적어

공해없이 절단이 가능하고 절단깊이나 대상물의 재질에 제한이 없이 절단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 시 와이어의 쿨링을 위해 사용하는 다량의

물이 2차 폐기물이 되어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이 장비는 장비 특성

상 원격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정밀한 절단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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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 장비

3) 레이저 절단 기술

레이저 절단 기술은 원격에 의한 자동화가 용이하고 절단 시 절단속도와 절단 품질이 좋

아 최근 산업체에서 첨단 절단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레이저 절단 기술은 절단 폭(Kerf)

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 시 2차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원자력 시설 절단을 위해서는 약 10 kW 이상의 Nd-YGA 레이저

또는 30 kW이상의 CO 레이저가 필요하나 이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

로 이 기술을 원자력 시설 해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레이저가 상용화 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또한 레이저 절단 시 강한 빛과 열이 동반되므로 화재에 민감한 재료는 절

단에 적합하지 않으며 반사율이 높은 재료는 절단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Fig. 3.3.5. 레이저 절단 장비

4) 플라즈마 절단 기술

Plasma arc 절단 기술은 텅스텐 전극봉과 전도성을 띤 절단 대상물 사이에 직류 플라즈마

arc를 발생시켜 절단하는 기술로,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plasma는 거의

20,000℉의 온도를 발생시킨다. 높은 전압으로 고온의 플라즈마 arc를 노즐 torch를 통해 대

상 금속을 녹이고 불어내면서 절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plasma arc 시스템에는 절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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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최고 1000 Amps의 직류 공급 장치가 필요하며, 자동 plasma arc 장치에는 torch 위치

고정 및 이동 장치, 가스 토출 장치, 가스/물 차폐장치, plasma 가스 공급 장치, 고주파 공급

장치, plasma arc 공급 장치 및 보조가스 공급과 arc 및 기계적인 이동 제어 장치가 필요하

다. 플라즈마 아크 절단 기술은 수중에서도 절단이 가능하나 절단할 수 있는 대상물의 두께

의 제약을 받는다. 오염된 대상물의 절단 시 다량의 가스가 분출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을 위해 방독면 착용 및 HEPA 필터가 첨부된 환기시스템이 필요하다. 

Fig. 3.3.6. 플라즈마 절단 장비

5) 극저온 절단 기술

극저온 절단의 원리는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하여 초고압으로 노즐을 통과 시켜 고속

으로 대상물의 표면에 분사하면 연마재가 표면에 강한 충격을 주어 표면에 마모와 변형을

일으켜 절단이 이루어진다. 고방사능 환경내의 새로운 절단 기술인 극저온 절단기술은 암모

니아, CO2, 액체질소 등과 같은 극저온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절단하는 기술을 말한다. 

극저온 절단 기술이 일반 해체기술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분사 매질이 대기압 및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단 후 액체

잔유물이 존재하지 않아 절단 대상물이 유독성이거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경

우 작업 환경을 매우 깨끗이 유지하고, 2차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분

야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 액체가 고압으로 분사하여 절단되기 때문에 취성이 강한 재료의 절단 시 파손이 생기지

않고 절단이 가능하다. 

- 분사매질에 연마재로 Solid CO2와 같이 상온에서 고체에서 기체상태로 변화하는 매질을

첨가함으로써 절단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잔유 물질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대상물의 인성 특성이 취성 특성으로 변하는 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대상

물질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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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은 극저온 절단 장비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액체질소를 가압하

기 위하여 액체질소를 저압(약 500 kPa)의 압력으로 증압기로 이송한다. 증압기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약 20배 증압시키는 장치이며 증압비율은 증압기 내 피스톤의

직경, 액체질소의 배출관의 직경 및 피스톤이 미는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증압기에서 나온

액체질소의 압력은 약 400 MPa까지 증압되나 이 압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맥동파를 형성

한다. 이러한 맥동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압기에서 분사된 액체질소를 감쇠기(Attenuator)

를 통과하여 시간에 대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 채 노즐로 이송된다. 노즐 내부의 오리피스

를 통과한 액체질소는 연마재와 혼합되고 노즐 관(관경 0.8 mm)을 통해 대상물의 표면에 분

사된다. 

Fig. 3.3.7. 극저온 절단 장비 시스템 구성도

6) 절단 기술 분석 및 선정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합한 해체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절단 기술을 기술분석

하였고 Table 3.3.1과 같이 다양한 항목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인 절단

기술들은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적용 시 다량의 2차 폐기물 발생, 원격 조작이 불가능, 기술

개발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반면 극저온 절단기술은 고방사능 시설에

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 2차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으며 원격조작도 매우 용이하여 고

방사능 해체기술로 매우 적합한 기술로 판단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극저온 절단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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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전무한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극저온 절단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해체공법

비교항목
워터젯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레이저 플라즈마 극저온 절단

절단속도(6t) 76 mm/분 300 mm/분 1000 mm/분 6000 mm/분 60 mm/분

최대 절단

두께

(연강)

100mm 제한 없음 <12mm 50mm 10 mm

2차 폐기물 발생 발생 발생안함 발생
거의

발생안함

대상 재질 상관없음 상관없음 금속제 금속제 상관없음

절단면 품질 좋음 거침 좋음 거침 좋음

원격제어

가능 유무
O X O O O

수중 절단

가능 유무
X O X O X

절단 시

열발생 유무
저온 저온 고온 고온 저온

Table 3.3.1. 각 절단 기술 별 성능 비교

나. 극저온 절단 기술 분석

1. 다양한 분사 기법

1) WJ 및 AWJ 프로세스 개발

WJ은 1800년대 구 소련과 뉴질랜드의 석탄 채굴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WJ는 암

석 표면에서 붙어 있는 석탄을 쉽게 떼어내기 위해 강이나 하천의 물을 언덕 정상의 저장고

로 이송한 후 파이프를 통해 채굴장에 있는 암석 표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분사하

여 사용되었다. 그 후 단단한 암석을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절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채

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압 WJ 절단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당시 현재의 시스템에 사용

하는 만큼의 높은 압력을 발생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압력이 매우 불안정하여 절단을 수행

할 수 없었다. 그러나 WJ는 1970년대 4000 bar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압력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됨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초 산업 분야에서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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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방법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WJ 장비도 압력 시스템과 분사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WJ 장비는 물에 의한 에너지 전달률이

매우 낮아 절단 성능이 타 기술에 비해 낮은 단점을 갖고 있어 주로 나무, 플라스틱, 복합소

재, 종이, 옷 등과 같은 비금속 물질을 절단하는데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WJ의 절단 성능과 절단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1980년대 초 연마재 입자를

WJ에 도입하였다. 연마재를 이용한 실험과 특허 출원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나 실

제적으로 AWJ 장비가 정밀가공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연마재를 워터젯에 투입함으로써 물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대상 재료

의 제거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가공하기 힘든 경화재질의 가공도 타 절단 기

술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AWJ은 단기간에 가공기술을 선

도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다. AWJ 과정에서 연마재 입자들은 혼합 챔버 내부에 물의

제트에 의해 형성된 진음압(negative pressure)으로 인해 대기압 상태에 있는 연마재가 혼합

챔버로 빨려 들어가 연마재와 물의 혼합되어 일정 유체의 형태로 분사된다. 

2) Cryogenic jet

WJ과 AWJ은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즉

습도에 대해 화학적으로 반응성을 갖고 있는 물질의 가공, 고전압 부근에서의 가공, 독성 물

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가공 등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WJ과 AWJ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

지 않다. 특히 독성 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가공에 사용된 물은 오염되므로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절단을 수행하기 위해 고압 액체질소 분

사, 고압 CO2 분사, 극저온 연마재 분사와 같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고압

의 분사 유체로 극저온 제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유체는 극저온 온도 상태에서 화학적으

로 불활성 상태이고 폭발의 위험이 없고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위에서 언급한 특수상황에 사용이 가능하다. 예로 액체질소 분사는 식품산업에서 응용이 가

능하며 또한 클리닝이나 도장 제거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암모니아 분사는 암모니

아의 화학적 용해특성으로 인해 화학무기의 해체에 사용된다. 

3) CO2 jet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유체 중에서 CO2는 응용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CO2는 25도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되며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 67 bar에서 등가를 이루며 이 조건에서 CO2는 포화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CO2를

고압으로 분사하면, 노즐 출구에서는 CO2의 압력이 대기압인 0.1 MPa로 떨어지고 이 압력

상태에서 CO2의 온도는 -78도로 떨어져 액체 CO2는 기체와 고체가 혼합된 상태로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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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은 드라이아이스 분사의 응용 사례에 대한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

은 표면위의 오염물이나 코딩을 제거하기 위해 극저온 CO2 분사를 이용한 기계가공 및 재

료 제거(material removal)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료의 제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체 CO2 팰렛을 함께 분사하는 가공 방법도 시도되었다. 여기서 CO2 팰렛은 연마

재의 역할로 열적충격(thermal shock)을 수반함으로써 재료를 제거하게 된다. 이와 같은 타당

성 연구를 통해 극저온 분사방법이 표면 위의 오염물이나 코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4]는 표면의 흙이나 페인트를 클리닝하기 위해 드라이아이스 분사 방법을 이용

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실험에서 CO2를 -80도의 온도에서 1 bar의 압력으로

유지하여 드라이아이스 스노우를 생성하였으며 생성한 팰렛의 강도는 석고의 강도와 유사한

2~3 Moh's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참고문헌[15]에서는 35~350 MPa의 압력범위에서 액체

CO2를 분사하여 드릴링과 절단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물과 노

즐간의 거리에 따라 절단력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CO2가 고

속으로 이동함에 따라 액체에서 기체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 노즐에서 분사되는 CO2의 분

사력이 재료를 제거하는데 불충분히 형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절단을 위해서는

CO2 대신 액체질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액체 CO2의 열역학적 불안정 특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절단 및 표면처리

장비의 개발을 위해 액체질소 분사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Fig. 3.3.8. CO2의 상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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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Dry ice blasting

4)  Liquid Ammonia jet

암모니아는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냉각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암모니아는 대기온도에

서 0.78 MPa의 압력을 주면 액화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에서 액체 암모니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액체 암모니아는 생화학 로켓을 해체하는데 매우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이유는 로켓용 추진제인 AP, HMX 및 RDX들

이 암모니아에서 쉽게 용해되므로 이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젤이나 고체 형태의 추진제

도 무수 암모니아와 같은 액체 또는 기체 시약을 이용하여 모터로부터 물리적 또는 화학적

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압 암모니아와 연마재의 분사를 통해 스틸이나 알루

미늄 재질의 로켓 케이싱을 절단도 가능하다. 극저온 분사의 단점으로는 낮은 투과율, high 

volumetric flow, 표면상의 낮은 충격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극저

온 분사에 연마재를 투입한 ACJ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g. 3.3.10. High-pressure ammonia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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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e jet 

Ice jet은 금속의 표면을 클리닝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과거에는 화학적 클리닝 기법이

금속의 표면처리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적 클리닝 기법의 사용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화학적 클리닝 기법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체기술로 물 분사(Water blasting) 방법이 제안되었

으며 표면처리에 매우 효과적이였다. 그러나 이 기술은 표면에 가하는 충격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표면처리 시 많은 물이 필요하였다. 또한 사용된 물이 환경적으로 많은 폐해

를 초래하였고 사용된 물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물

분사 방법의 문제점인 표면의 충격력을 높이기 위해 물 속에 연마재를 첨가한 방법이 제안

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 표면처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연마재가 환경오염의 잠재적

인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과 얼음을 혼합한

Water Ice jet이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환경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면처리

능력도 물 분사 방법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다. 이 기법은 식품가공, 전자부품, 의료, 항공우

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6)  Liquid nitrogen jet

CO2 분사와 더불어 액체질소 분사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Fig. 3.3.11은 액체질소 분

사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액체질소 분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액체질소

분사의 집속성(coherence)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파악하였다. 액체질소의 온도

를 낮추면 낮출수록 분사의 집속성이 증가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되었으며 액체질소 분사

의 절단성능은 WJ과 마찬가지로 매우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액체질소를

극저온 냉각 매체로 사용하여 공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으며 또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액체금속을 분말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액체질소 분사를 활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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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액체질소 분사 다이어그램

2. 극저온 절단 성능 평가

1)  AWJ와 ACJ 절단 성능 비교

1996년 Hashish는 극저온 절단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극저온 절단

실험으로 Abrasive cryogenic 절단기술을 나무, 유리, 철판, 티타늄, 니켈 등과 같은 다양한

재질의 대상물에 적용하여 절단성능을 파악하였다. 절단 실험을 위해 Fig. 3.3.12과 같은 실

험 장치를 구축하였고 절단에 사용한 노즐은 Flow사의 Paser AWJ 노즐을 사용하였다. 극저

온 절단에 사용한 절단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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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Sketch of setup for 

abrasive-cryogenic jet tests

  - 압력 : 90~103 MPa

  - 오리피스 직경 : 0.38 mm

  - 혼합 튜브 직경 : 2.29 mm

  - 연마재 : 120 mesh garnet

  - 연마재 투입률 : 0.2 kg/min

Table 3.3.2는 Abrasive 극저온 절단 기술을 이용하여 재질 별 절단 두께와 이송속도를 실

험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절단 성능을 AWJ와 ACJ를 성능 비교 결과, 연강

을 기준으로 AWJ는 38 mm/min의 속도로 9 mm를 절단한 반면, ACJ는 동일 속도에서 7.9 

mm 절단하여 AWJ가 ACJ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 이유는 물의 비중이 극저온 물질

인 액체질소의 비중 보다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마재에 가해지는

힘이 AWJ가 ACJ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Material
Nozzle speed

(mm/min)

Max. Thickness

(mm)
Lexan 76-381 11.1

Titanium 38 5.6

Mild steel 23-38 7.9

Hastalloy Ni-based alloy 23 1.6

Plate glass 76 5.6

Table 3.3.2. 재질별 절단 두께 및 이송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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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사매질에 따른 특성

  (a) CO2 jet

CO2 분사와 Nitrogen 분사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분사 매질의 열역학적 특징을 분석하였

다. Fig. 3.3.13은 CO2의 T-S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CO2의 임계온도와 압력이 각

각 304.2 K, 7.39 MPa으로 CO2는 실내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수 MPa의 압력만 유

지한다면 액체상태로 쉽게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3.13. Temperature-entropy chart for CO2

액체 CO2의 분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3.14는 CO2 분사

를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오른쪽 노즐 부위에서 액체 CO2가 실린더로 투

입되어 최대로 채워지면 체크벨브에 의해 입구가 닫힌다. 실린더 내부에 있는 피스톤 로드

는 높은 수압에 의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지면 오른쪽 실린더에 있는 액체 CO2는 파

스칼의 원리에 의해 초고압으로 노즐로 이송하여 분사하게 된다.

Fig. 3.3.14. Experimental setup used to generate CO2 j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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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액체 CO2의 분사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

출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5-10 MPa) 상태에서 액체 CO2를 오리피스에 통과하여 대기

압 상태로 분사한 결과, 증기와 고체입자(드라이아이스)가 함께 분사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액체 CO2가 노즐을 통과하는 순간 액체와 고체/기체 사이의 상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반

해 압력을 70~350 MPa의 범위로 분사한 결과, CO2가 액체에서 고체/기체로 상변화에 걸리

는 시간이 CO2가 노즐에서 대상물까지 도달하는 시간보다 더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액체

CO2 분사는 완벽히 이루어졌으며 CO2 분사의 집속도도 매우 좋게 관찰되었다[Fig. 3.3.15 

참조]. 하지만 CO2 분사에 연마재를 혼합하여 분사한 결과 CO2의 열역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혼합 챔버 내에 CO2가 액체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여 연마재가 가속되지 못하는 문제

점이 발생되었다. 

Fig. 3.3.15. Photographs of CO2 jets expelled through 0.38 mm 

orifice

  (b)  LN2

Fig. 3.3.16은 질소의 T-S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N2의 열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임계온도

와 압력이 126.2 K, 3.39 MPa로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발생되므로 질소가 액체상태로 존재하

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액체질소 분사의 절단력과

coherency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액체질소의 온도 제어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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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Temperature-entropy chart for nitrogen

Fig. 3.3.17은 액체질소 분사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배

관 내부에서 질소의 상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 제어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온도 제어 방

법은 Fig. 3.3.18과 같은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사용한다. 이 장비는 극저온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설정된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Feedback controller가 cryogenic metering valve를 조절

하여 저압 LN2 냉매의 흐름을 조절하여 온도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 224 -

Fig. 3.3.17. Schematic of UHP LN2 jet experiment

Fig. 3.3.18. Schematic of downstream temperature 

control

Fig. 3.3.19는 LN2의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액체질소 분사의 coherence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왼쪽 그림은 압력 55 MPa로 유지한 후 온도를 161K에서 85K로 낮출 때 분사의

coherence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jet의 coherence는 좋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온도를 90에서 91 K로 유지하고 압력을 13 MPa에서 119 

MPa로 변화할 때의 분사 coherence를 나타내고 있다. 분사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jet의

coherence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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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Coherence of LN2 stream as 

to pressure and temperature

 

다. 극저온 절단 기술 시뮬레이션

극저온 절단 기술의 적용성 가능성을 파악하고, 극저온 절단 장비의 설계 시 장치의 설계

사양을 결정하기 위해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극저온 절단 기술의 적용성 및 설계사양을

결정하였다. 

몇몇 연구자들은 유한요소법 (FEA)을 이용하여 대상물과 분사 유체의 거동(변위)을 수치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극저온 절단 시뮬레이션도 유체와 고체의 충동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유한요소의 격자가 대변형이 일어나는 문제이다. 연구의 한 예로 Mabrouki

는 arbitrary Lagrangian/Eulerian(ALE) 기법을 개발하여 워터젯과 대상물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저자는 변위량을 impact center와 다른 부위의

격자 사이의 상대변위를 계산하여 변형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ALE 기법

은 유체와 고체가 교차하는 부분에 Largrangian point와 Eulerian node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

문에 추가적인 연산시간이 소요되며 프로그램을 자동화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많은 연

산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프레임을 Lagrangian 관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SPH) and FEA의 혼합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쉽게

자동화 할 수 있으며 연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기법은 두 가

지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첫 번째로 SPH와 FEM 모델을 혼합한 Coupled 모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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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유체와 고체사이의 상호작용을 “nodes to surface” 접촉 알고리즘을

통해 정의하였으며 이 알고리즘은 상용 프로그램인 Autodyn에 탑재되어 있다. SPH는 최근

개발된 무-요소 법 중 하나로 연속적인 물질을 질량과 속도를 갖는 여러 개의 입자로 정의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자 사이의 격자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격자의

변형에서 생기는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 Johnson과 Beissel은 SPH 기법을 고속 충돌 문제에

적용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 절단 시뮬레이션을 해석하기 위해 SPH와 FEA를 혼합한 기법을 적

용하였다. 분사매질인 액체질소는 SPH particle로 모델링하였고, 대상물은 유한요소로 모델링

하였고 Explicit 코드인 ANSYS Autody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PH와 FEA가 혼합된 하이브

리드 코드를 사용하여 고속 유체에 대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1) SPH 기법

앞에서 언급한 SPH 기법은 유체를 입자로 모델링하는 기법이다. 각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의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 유체의 지배방정식은 SPH 입자에 대해 표현되며 각

입자는 질량, 속도 및 주어진 문제에 필요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포함한다. 지배방정식은 식

3.3.1과 같이 smoothing length h를 갖는 kernel function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 )vdiv
dt
d rr

-=
                           (식 3.3.1)

 

위식을 유한요소로 근사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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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의 모멘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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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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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식 3.3.4)

위의 수식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Autodyn이며 고속 충돌 해석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

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Autodyn으로 극저온 절단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액체

질소와 대상물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액체질소는 직경 1 x 길이 40 mm의

실린더 형상으로 모델링하였고, 대상물은 10 mm x 10 mm x 10 mm의 사각 블록으로 모델

링하였다. Fig. 3.3.20의 왼쪽 부분은 SPH의 연산 과정을 나타내고 오른쪽 부분은 FEA 연산

과정을 나타낸다. 두 부분은 contact 알고리즘에 의해 상호 연계되어 있다. SPH로 모델링된

고속의 유체 입자가 유한요소로 모델링된 대상물과 접촉하게 되면 AUTODYN의

“CONTACT_ERODING_NODES_TO_SURFACE” 알고리즘에 의해 이를 감지하여 Contact force

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SPH 및 FEM 모델의 변위, 변형량, 가속도를 계산하게 되며, 다

시 이 값을 초기 값으로 하여 각 노드의 새로운 속도 및 위치 값을 재계산하게 된다. 이러

한 과정을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대상물의 절단 깊이를 예측할 수 있다. 

 

renewed
velocity/position 

of SPH particles

Density
strain rate

Pressure
stress

Particle force

acceleration

renewed
position of Finite 
elements nodes

Displacement

Strain
stress

Contact force

Nodes-to-surface
Contact check

SPH FEA

YES

Fig. 3.3.20. Coupling SPH and FEA

2) 유체 및 해체 대상물 3D 모델링

Fig. 3.3.21은 대상물 및 유체에 대한 모델링 결과를 나타낸다. 분사 매질인 액체질소는

SPH 기법을 이용하여 직경 1 mm의 원통형으로 총 5771개의 입자로 구성하였으며 분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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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 ~300 m/sec로 설정하였다. 대상물은 30(L) x 15(W) x 10(H) mm 크기의 사각 블록형

태로 41,600개의 유한요소로 모델링하였다. 

 

Fig. 3.3.21. FEA and (SPH)

 

 

3) Material property

대상물의 재질은 Steel 4340로 선정하였고 Table 3.3.3은 물성치를 나타낸다. 실제로 분사

유체는 액체질소와 연마재가 혼합되어 분사된다. 따라서 유체의 밀도를 액체질소와 연마재

를 혼합한 등가 밀도(equivalent density)를 적용해야 한다. 워터젯 관련 문헌에 의하면 분사

유체에 포함된 연마재는 전체 유체에 16 %를 차지하고 유체는 84 %를 차지한다. 따라서 등

가 밀도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식 3.3.5)

 

여기서 는 유체의 등가 밀도를 나타내고, 는 액체질소의 밀도(604 kg/m3)를 나타내

며, 는 연마재의 밀도(3,400 kg/m3)를 나타낸다. 또한 와 는 각각 액체질소와 연마

재의 함유량을 나타낸다. 

Numerical erosion 값은 노드가 외력에 의해 크게 변형된 경우 이를 erosion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기 위해 설정된 값이다. 일반적으로 관통 문제의 경우 미리 effective strain 값을 설정

한 후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격자값을 제거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Autodyn 코드에서도 여러

가지 erosion strain model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모델 중 고속 유체 해석에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instantaneous geometric strain 모델을 사용하였다. Steel 

4340의 경우 instantaneous geometric stain 값은 3.0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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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 Value

Density of the target g/cm3 7.83e+06

Equivalent density g/cm3 1.23232e+06

Bulk modulus kPa 1.59e+08

Shear modulus kPa 7.700002e+07

Yield stress kPa 7.920002e+05

Specific heat kJ/g K 4.770001e-04

Strength model - Johnson Cook strength model

Failure model - Johnson Cook failure model

Erosion - 300   % 
(Geometric strain, instantaneous)

Table 3.3.3. Material property of the target (Steel 4340) and fluid

(liquid nitrogen and abrasive) 

 

4) Simulation results

극저온 절단 시뮬레이션은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한 유체를 300 m/s의 속도로 target에

분사하는 충돌해석이다. AUTODYN 프로그램으로 해석한 시간은 1 ms이며 0.001 ms 간격

으로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Fig. 3 (a)~(f)는 시간에 따른 liquid nitrogen jet 절단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3 (d)의 그림에서 약 0.1 ms에 10 mm 두께의 steel이 관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사 유체의 속도를 이용하여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식(3.3.6)의 equation 

of Bernoulli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식 3.3.6)

 

액체질소에 작용하는 압력은 다음의 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 

                                               (식 3.3.7)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내며, h는 수두, 는 유체의 밀도, 는 정압, 는 유체의

속도를 나타낸다. 파라메타 와 는 각각 노즐벽이나 호스에서의 마찰에 의한 손실을 고려

한 감소계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는 0.9로 설정한다. 수식(3)을 기반으로 300 MP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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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압력을 대해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3.22(a)는 연마재 없이 순수 액체질소를 400 MPa의 압력으로 분사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액체질소의 경우 400 MPa의 압력에서 대상물의 절

단이 불가능하며 단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을 일으키는 정도이다. 순수 액체질소로 대상물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Fig. 3.3.23(b)와 같이 17,000 MPa의 압력을 부여해야 절단이 가능하나, 

이런 초고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 따라

서 순수 액체질소를 이용한 절단은 적용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 3.3.22. 순수 액체질소 분사 전산해석 결과

(a) 분사압력 400 MPa (b) 분사압력 17,000 MPa

두 번째로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하여 분사하는 경우에 대해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마재를 혼합할 경우 300 MPa의 낮은 압력에서도 절단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극저온 절단 기술에서는 절단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마재를 혼합 분사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적정 분사압력 범위가

250~ 350 MPa 임을 전산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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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Liquid nitrogen jet cutting simulation results with time

  

(a)t=0 ms, (b)t=0.04 ms, (c)t=0.075 ms, (d)t=0.1 ms, (e)t=0.125 ms, (f)t=0.14 ms

5) 극저온 절단 시스템 설계

앞 절에서 전산해석을 통해 극저온 절단 기술에 대한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사속도에

따른 절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인 steel 10 mm 두께를 절단하

는데 필요한 극저온 절단 시스템의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극저온 절

단 시스템의 성능변수는 유체의 압력, 연마재 투입량, stand-off 거리, 노즐 이송 속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재료의 물성치, 연마재 물성치 등이 절단 깊이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

다. 따라서 극저온 절단 시스템의 성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성능변수들로 구성된 절단

깊이 예측식을 도출하고 각 성능변수의 변화에 대한 절단 깊이를 계산하여 steel 10 mm 절

단에 적합한 성능변수를 결정한 후 이에 맞게 극저온 절단 시스템의 사양을 결정해야 한다. 

 (1) 극저온 절단 깊이 예측식

극저온 절단 기술은 워터젯 절단 기술과 거의 같은 기술로 분사매질만 물에서 액체질소로

변경한 기술이다. 현재까지 워터젯의 경우 워터젯 분사에 따른 성능변수들을 이용한 절단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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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측식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절단 깊

이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Hashishi는 워터젯 절단 깊이 예측식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그

후 Zeng and Kim, Momber 등이 새로운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식들은 물

분사에만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액체질소와 같이 분사 매질이 target 재료의 온도

를 변화 시킴으로써 절단 깊이에 영향을 주는 측면은 고려되지 않은 식들이다. 최근 J. 

Wang은 abrasive waterjet의 절단 깊이 예측식을 dimensional analysis를 이용하여 절단 깊이

예측에 영향을 주는 성능변수들 몇 개의 무차원 변수의 곱으로 정의하고 무차원 변수들의

지수와 상수값들을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변수 값들은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재료의 물성치 즉 재료의 경도와 분사 유체에 의한 재

료의 온도 감소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flow stress를 성능 변수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J. Wang이 개발한 waterjet 절단 깊이 예측식을 이용하여 liquid nitrogen jet에 맞게 변형

하였으며 이 수식을 이용하여 극저온 절단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사양 결정 및 운전조건을

도출하였다. 

J. Wang이 제시한 waterjet 절단 깊이 예측식을 식 (3.3.8)과 같이 liquid nitrogen jet의 절단

깊이 예측식으로 변경하였다. 

  ×

 
 




 




 



        (식 3.3.8)

 

여기서 는 연마재 이송속도 (g/s), P는 유압 (MPa), 는 재료의 flow stress (MPa), 은

액체질소 밀도 (g/mm2), 는 노즐 직경(mm), D는 평균 연마재 직경 (mm), H는 stand-off 거

리, 는 재료의 dynamic hardness(MPa), E는 탄성계수(MPa) 이다. 

2) 성능 변수 및 운전조건 도출

Table 3.3.4는 식(4)에 대입하기 위해 설정한 성능변수 값들로 Target 재질은 SUS 304이고, 

연마재는 #60 크기의 연마재를 사용하였다. Table 3.3.4에 있는 설계 변수 중 fluid pressure는

극저온 절단 시스템 중 고압 발생장치 설계 시 중요한 설계 변수이고, traverse speed, stand 

off distance, and abrasive feed rate은 극저온 절단 시스템의 운전조건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factor들이다. 따라서 Fig. 3.3.24의 각 그래프에 사용한 초기값은 Table 3.3.4의 값을 대입하고

도출하고자 하는 변수값들의 변화에 따른 절단깊이의 그래프를 그렸다. Fig. 3.3.24의 그림에

서 fluid pressure의 경우 10 mm 두께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 MPa의 압력이 필요하

며, 노즐의 이송속도는 최대 0.7 mm/s의 속도로 이동해야 하고, stand-off distance는 4 mm 이

내에서 절단을 수행해야 하며, 연마재 이송속도는 최소 4.7 g/s의 속도로 유입되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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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Parameter Unit Value

abrasive mass flow rate,  g/s 4.7

fluid pressure,  MPa 300

material flow stress,  MPa 1,800

liquid nitrogen density,  g/mm2 0.604

nozzle diameter,  mm 1.02

average particle diameter,  mm 30

stand-off distance,  mm 4

material dynamic hardness,  MPa 2,459

modulus of elasticity,  MPa 159,000

traverse speed,  mm/s 0.7

Table 3.3.4. Property of material and desig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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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pressureMinimum pressure Maximum traverse speedMaximum traverse speed

Maximum standoff distanceMaximum standoff distance

Minimum abrasive feed rateMinimum abrasive feed rate

Fig. 3.3.24.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절단 깊이

3. 극저온 절단 장비 제작

앞에서 도출한 극저온 절단 장비의 설계 사양을 토대로 극저온 절단 장비의 가압 시스템

을 제작하였다. 극저온 절단 장비에서 압력을 발생시키는 증압 시스템은 액화질소와 연마재

에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최대 3,400 bar, 운전압력 3,000 bar를 발생시킬 수 있도

록 제작하였으며, 외부 재질은 Ni-Cr-Mo 강으로 제작하여 초고압에도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

하였다. 가압 방식은 22kW의 유압 모터를 사용하여 피스톤 내부에 있는 피스톤을 가압하면

액체질소는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고압으로 분사하게 된다. 또한 감쇠기는 유압 펌프에서

발생되는 맥동파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내부재질은 STS630으로 제작하였고 외부는

Ni-Cr-Mo 강으로 제작하여 압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한다. 분사노즐의 오리피스 부위는

초경합금을 이용하여 연마재에 의한 마모를 방지하도록 하며 노즐의 액화질소 분사량은 2.3 

ℓ/min, 연마재 분사량은 280 g/min이 되도록 제작하였으며 또한 연마재 호퍼의 용량은 2 ℓ

로 제작하였다. 컨트롤 판넬은 전원, 압력, 연마재 투입량 등을 조절하고 긴급 상황 시 전원

을 차단하는 Emergency Stop 버튼을 부착하였다. Table 3.3.5는 극저온 절단 장비의 세부 사

양을 나타내고 있다. Fig. 3.3.25는 제작한 극저온 절단 장비의 가압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

다. 분사 실험 결과 노즐 출구에서 절단에 충분한 압력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235 -

장 치 부 사 양

압력 발생장치

• 최대 압력 : 340 MPa

• 운전 압력 : 300 MPa

• 압력 발생 방식 : 피스톤 식

• 구동 모터 : 22 kW, 3상

감쇠기 • 재질 : 내부(SUS630), 외부(Ni-Cr-Mo 강)

노즐
• 오리피스 재질 : 초경합금(0.1～0.3 mm)

• 액체질소 분사량 : 2.3 ℓ/min

연마재(Garnet) • 연마재 투입량 : 280 g/min

Table 3.3.5. 고방사능 절단 실험장비 세부사양

Fig. 3.3.25. 극저온 절단 가압공정장치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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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방사능 설비 절단 요소기술 개발

고방사능 설비 절단 시 2차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새로운 절단 기술로 초고압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절단기술을 선정하였고 극저

온 절단 장비에 대한 설계 사양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장비를 제작하였다. 극저온

절단 장비를 실험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즉,  절단 매질로 사용하는 액체질소가

주변의 온도 영향으로 기화되어 절단에 필요한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저온 절단장치 내부에서 발생되는 액체질소 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극저온 유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액체질소의 물리․화학적 분석 및 전산 열전달 해석

을 통하여 극저온 절단장치의 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배관에 대한 극저온 유지방법으로 이

중단열(냉매 + 진공)방식을 창의적으로 고안하였으며, 극저온 유지장치의 기술사양과 냉매의

유속 등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기술사양과 냉매의 유속 등을 바탕으로 감쇠기와 이송배관에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극저온 절단 핵심 요소기

술인 극저온 유지기술을 확보하였다. 

1) 액체질소 기화 방지를 위한 극저온 유지 기술개발

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용 배관의 내부에 흐르는 분사매질(액체질소)의 기화방지의 방안

설정에 앞서 분사압력인 300 MPa의 압력 상태에서 액체질소가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온도조건을 파악하였다. 액체질소의 압력에 대한 온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① 유체가 노즐을 통과할 때 단열상태로 이동한다. 

   ② 유체는 안정(Steady)한 상태이며 노즐 통과 시 점성효과는 무시한다. 

   ③ 유체는 모든 곳에서 열역학적 평형상태로 존재한다. 

   ④ 유체가 이동 시 중력의 변화는 없다. 

노즐 내부를 상태 1, 노즐 출구를 상태 2라 하고, 위 가정을 토대로 상태 1, 2에 대해

Bernoulli 방정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식 3.3.9)

여기서    는 압력, 밀도, 유속을 의미한다. 또한 ≫   ≪ ≈ 라고 가

정하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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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3.10)

여기서  는 유체의 엔탈피를 의미한다. 상태 1의 유체의 운동에너지는 매우 작으므로 무

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식(3.3.10)을 식(3.3.1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식 3.3.11)

만약 상태 2의 열역학적 상수( )를 정의하면  를 알 수 있고, 식 (3.3.11)을 통해

임의의 압력 에 대해 상태 1의 엔탈피 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은 온도와 비례하므로

온도 을 구할 수 있다. 

Fig. 3.3.26. 액체질소 온도-압력 그래프

Fig. 3.3.26은 액체질소의 온도와 압력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극저온 절단 장비

에서 작용하는 압력인 300 MPa에서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존재하기 위한 온도 범위는 약

116 K ~ 148 K(32도)임을 확인하였다. 즉 액체질소의 온도가 148 K 이상 올라가면 액체질

소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게 되므로 148 K 이하로 온도를 유지해야 됨을 의미한다. 

극저온 절단 시스템 내부에서 고속으로 이송하는 액체질소를 148 K 이하의 온도로 유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극저온 절단 시스템의 주요 부품(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배관)을 극저

온 냉각(Cryogenic cooling)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극저온 절단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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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배관의 주위에 극저온 냉매를 공급하고 다시 그 주위에 진공을 발

생시켜 외부와의 열전달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냉매는 감쇠기와 배관 내부를 116 K ~ 148 

K 사이의 온도범위로 냉각하기에 충분한 매질이어야 하므로 극저온 매질인 헬륨, CO2, 암

모니아, 액체질소 중 가장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한 액체질소를 냉매로 선정하였다. 

  - 극저온 유지 장치 CFD 열전달 해석

과거에는 고안한 제품의 적용성을 파악하고 설계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목업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나 이 방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전산유체역학기술(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echnique)의 발달로 컴퓨터상에

서 구조 및 유체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저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의 적용성 및 최

적의 설계변수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 유지 장치의 CFD 열전달 해석을 수

행하여 설정한 극저온 유지 장치의 적용성을 파악하고 기술사양을 도출하였다. 

CFD 열전달 해석과정은 Fig. 3.3.27과 같이 전처리과정에서 Gamb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에 대한 모델링 및 격자를 생성하고 하고, CFD 전문 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한 Solver는 Pressure 기반의 Implicit Solver를 이용하였고, 점성모델은

k-epsilon 모델을 사용하였다. 해석결과는 후처리 과정에서 유동장의 온도 분포를 도출하였

다. 

Fig. 3.3.27. CFD 열전달 해석 프로세스

 - 감쇠기 극저온 유지 장치 CFD 열전달 해석 (선정방안 : 냉매공급+진공단열)

     ① 냉각장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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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유지 장치가 없는 감쇠기의 내부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CFD 열전달 해석

수행하였다. CFD 열전달 해석 초기조건으로 액체질소의 온도를 77 K, 감쇠기 내부로 유입

되는 액체질소의 양을 0.15 kg/s로 설정하였고, 감쇠기 외부의 온도는 300 K로 설정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감쇠기의 제원과 물성치는 각각 Table 3.3.6과 Table 3.3.7과 같다. Fig. 3.3.28

은 감쇠기 내부가 정적 평형상태인 정상상태(Steady-State)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도상태

(Transient State)에 대한 열전달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감쇠기 출구뿐만 아니

라 감쇠기 내부 대부분에서 액체질소가 기화되는 온도까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감

쇠기 내부의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외부에서 냉각할 수 있는 장치

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항목 단위 제원 재질

감쇠기 길이 mm 1,000

Ni-Cr-Mo 강
감쇠기 입구 직경 mm 10

감쇠기 내경 mm 100

감쇠기 외경 mm 145

Table 3.3.6. 감쇠기 제원

Material
Density

(kg/m3)

Thermal

conductivity

(W/m-K)

Cp

(J/kg-K)

Viscosity

(kg/m-s)

Ni-Cr-Mo 강 7750 29 460

Liquid nitrogen 604.2 0.0776 79.95 4.97E-5

Air 1.225 0.0242 1006.43 1.789E-5

Table 3.3.7. 감쇠기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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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냉각장치가 없는 경우

감쇠기 내부 온도 분포

 

(a) Steady-State 상태, 출구온도 : 150 K, (b) Transient 상태, 출구온도 : 153 K

     ② 진공 단열 방식

감쇠기 외부에 진공 단열만 한 경우에 대해 CFD 열전달 해석 수행하였다. 해석 초기조건

은 액체질소 온도는 77 K, 감쇠기 내부로 유입되는 액체질소의 양은 0.15 kg/s, 진공도는 중

진공도인 10-2 torr를 적용하였으며, 감쇠기 외부의 온도는 300 K로 설정하였다. Fig. 3.3.29

는 감쇠기를 진공 단열한 경우의 재원을 나타내고 있다. Fig. 3.3.30은 정상상태와 과도상태

시 감쇠기 내부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상상태의 경우 감쇠기 내부의 대부분이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과도해석을 수행한 결과, 감쇠기

내부의 대부분이 기화될 수 있는 온도임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진공 단열만 한 경우 감쇠기

전체가 액상의 온도조건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진공 단열만으

로는 감쇠기 내부의 기화방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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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29. 진공 단열인 경우

감쇠기 및 진공배관 재원

Fig. 3.3.30. 진공 단열인 경우 감쇠기

내부 온도 분포

 

(a) Steady-State 상태, 출구온도 : 77 K, (b) Transient 상태, 출구온도 : 144 K

      ③ 냉매공급 + 진공 단열 방식

감쇠기 외부에 냉매공급 및 진공 단열만 한 경우에 대해 CFD 열전달 해석 수행하였다. 

해석 조건은 액체질소의 온도는 77 K, 감쇠기 내부로 유입되는 액체질소의 양은 0.15 kg/s로

투입하고, 냉매의 온도 77 K, 냉매 유속 1 m/s, 진공도는 10-2 torr, 외부온도는 300 K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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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Fig. 3.3.31은 냉매공급 및 진공 단열한 감쇠기 극저온 유지 장치의 단면도를 나타

내고 있으며 Table 3.3.8은 각 치수의 재원을 나타내고 있다. Fig. 3.3.32는 정상상태와 과도

상태에 대한 감쇠기 내부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두 상태 모두 감쇠기 내부 전 영역에

서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감쇠기 극저온 유지

방식은 외부 냉각제 공급 및 진공단열의 이중 단열 방식이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항목 단위 제원 재질

감쇠기 길이 mm 1,000

Ni-Cr-Mo 강
감쇠기 입구 직경 (D1) mm 10

감쇠기 내경 mm 100

감쇠기 외경 (D2) mm 145

1차 배관 외경 (D3) mm 180

SUS 304
2차 배관 외경 (D4) mm 250

1차 배관 두께 mm 2

2차 배관 두께 mm 2

Table 3.3.8. 냉매 공급 + 진공단열 감쇠기 극저온 유지 장치 제원

Fig. 3.3.31. 냉매공급 + 진공 단열인 경우

감쇠기 및 이중배관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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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냉각제 냉각 + 진공 단열인

경우 감쇠기 내부 온도 분포

(a) Steady-State 상태, 출구온도 : 77 K, (b) Transient 상태, 출구온도 : 127 K

 -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 CFD 열전달 해석 (선정방안: 진공단열)

     ① 냉각장치 없는 경우

극저온 유지 장치가 없는 액체질소 이송배관의 내부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CFD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초기조건으로 액체질소의 온도는 77 K, 배관 내부로 유

입되는 액체질소의 양은 0.15 kg/s로 투입, 배관 외부온도는 300 K로 설정하였다. 배관의 제

원과 물성치는 각각 Table 3.3.9와 Table 3.3.10과 같다. Fig. 3.3.33은 CFD 열전달 해석 후 배

관 내부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배관의 출구부 온도가 243 K로 매우 높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온도는 액체질소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이므로 배

관 외부에 열교환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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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제원 재질

배관 길이 mm 1,500

Ni-Cr-Mo 강배관 내경 mm 3

배관 외경 mm 10

Table 3.3.9. 액체질소 이송배관 제원

Material
Density

(kg/m3)

Thermal

conductivity

(W/m-K)

Cp

(J/kg-K)

Viscosity

(kg/m-s)

Stainless steel

(SUS 304)
7750 15.1 480

Liquid nitrogen 604.2 0.0776 79.95 4.97E-5

Air 1.225 0.0242 1006.43 1.789E-5

Table 3.3.10. 이송배관의 물성치

 

Fig. 3.3.33. 냉각장치가 없는 경우

배관 내부 온도 분포

(a) 입구, 입구온도 : 77 K, (b) 출구, 출구온도 : 24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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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진공 단열 방식

액체질소 이송배관 외부에 진공 단열만 한 경우에 대해 CFD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초기조건은 액체질소의 온도는 77 K, 배관 내부로 유입되는 액체질소의 양은 0.15 

kg/s, 배관 외부의 진공층의 진공도는 10-2 torr 적용, 외부온도는 300 K로 가정하였다. 표

4-6은 진공단열 액체질소 이송배관의 제원을 나타낸다. Fig. 3.3.34는 배관 주위에 진공 단열

한 경우에 대해 CFD 열전달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 모두

에서 배관 출구부의 온도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액체질소

이송용 배관의 냉각 방식은 배관 외부를 진공 단열만으로도 액체질소가 액체 상태로 유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항목 단위 제원 재질

배관 길이 mm 1,500

SUS 304

배관 내경 mm 10

배관 외경 mm 100

1차 배관 직경 (D3) mm 20

1차 배관 두께 mm 2

Table. 3.3.11. 진공단열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 제원

Fig. 3.3.34. 진공단열인 경우 배관

내부 온도 분포

 

(a) Steady-State 상태, 출구온도 : 77 K, (b) Transient 상태, 출구온도 : 105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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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기술사양 도출

CFD 열전달 해석을 통해 감쇠기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의 기술사양을 도출하였다. 냉각제

공급 및 진공단열 시 설계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설계 변수 변화에 대한 감쇠기 출구의 온도

분포를 산출하였다. Fig. 3.3.35(a)는 냉매공급 배관 직경의 변화에 대한 감쇠기 출구 온도 그

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냉매 공급 배관의 직경이 커질수록 감쇠기 출구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장 온도가 낮은 180 mm를 냉매 공급 배관의 직경으로

선정하였다. 

냉매의 유속 변화에 따른 감쇠기 출구 온도 분포의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Fig. 3.3.35 (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냉매의 유속이 빠를수록 감쇠기 출구의 온도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보수적인 측면에서 감쇠기 출구의 온도가 액상으로 있기 위한 냉매의 유속은 1 m/s 이상이

어야 됨을 확인하였다. Fig. 3.3.35 (c)는 진공단열 배관 직경(D3) 크기에 따른 감쇠기 출구의

온도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진공단열 배관(D3) 크기가 증가해도 감쇠기 출구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공단열 배관(D3)의 직경은 제작의 편의성을 고려

하여 250 mm로 설정하였다. 최종 감쇠기 극저온 유지공정장치의 설계사양은 Table 3.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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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감쇠기 출구 온도 그래프

(a) 냉매 공급 배관 직경에 따른 출구 온도, (b) 냉매 유속에 따른 출구 온도, (c) 진공단열

배관 직경에 따른 출구 온도

항목 단위 제원 재질

1차 배관 외경 (D3) mm 180

SUS 304
2차 배관 외경 (D4) mm 250

1차 배관 두께 mm 2

2차 배관 두께 mm 2

냉각제 유속 m/s 1 이상
LN2

액체질소 유량 kg/s 0.15

Table 3.3.12. 냉매 공급 + 진공단열 감쇠기 극저온 유지 장치

기술사양

  -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기술사양

CFD 열전달 해석을 통해 진공단열 방식의 액체질소 이송배관의 극저온 유지 장치의 설계

값을 도출하기 위해 Fig. 3.3.35(a)와 같이 냉매공급 배관의 직경 변화에 따른 배관 출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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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매 공급 배관의 직경이 커질

수록 배관 출구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냉매 공급 배관의 직경은 그래

프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20 mm로 설정하였다. 최종 선정한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

지 장치의 설계사양을 Table 3.3.13에 정리하였다. 

Fig. 3.3.36. 진공배관 직경 변화의

배관 출구 온도 그래프

    

항목 단위 제원 재질

배관 길이 mm 1,500

SUS 304

배관 내경 mm 10

배관 외경 mm 100

1차 배관 직경 (D3) mm 20

1차 배관 두께 mm 2

액체질소 유량 kg/s 0.15 LN2

Table 3.3.13. 진공단열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

기술사양

3)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 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 배관의 누설방지용 밀봉재료 선정

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배관의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시 냉매가 공급되는 부분에는

냉매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Sealing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Seal 재질은 실리콘

O-ring을 사용이나 이 재료는 액체질소와 접촉 시 경화되어 밀봉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액체질소와 접촉해도 경화되지 않고 밀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질을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재료로 스티로폼과 PE 재료를 선정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스티로폼은 극저온 상태에서 경화되지는 않으나 압축력을 받을 경우 복원력이 낮아 밀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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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PE 재료는 극저온에서도 경화되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

였으며 복원력이 좋아 밀봉재료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여 PE 재료를 누설방지용 밀

봉재료로 선정하였다. 

 - 진공 유지 장치 제작

진공 유지 장치는 극저온 절단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감쇠기, 이중배관, 액체질소 공급 장

치 등에 진공을 발생시켜 외부와의 열교환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극저온 절단 시

스템은 단열을 필요로 하는 부품이 많으므로 진공 유지 장치는 하나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3개 이상의 부품을 동시에 진공을 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진공 유지 장치에 사용되는 진공펌프는 한 번에 다수의 부품에 진공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0.5 마력의 큰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였고, 1.3×10-2 torr의 진공도를 발생 할 수 있는 진공

펌프를 사용하였다. 또한 진공 펌프에는 특수 상황 발생 시 진공 펌프 및 시스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장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진공 유지 장치에는 5개의 분배라인을 장착하여 동시에 여러 부품에 진공을 가할 수 있는

버퍼(Buffer) 탱크를 제작하고(Fig. 3.3.37 참조), 각 분배라인에는 On-Off 밸브를 장착하여 사

용하지 않는 라인은 Off 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진공 펌프와 버퍼탱크의 연결은 진

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벨로우즈 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였고 버퍼탱크와 감쇠기, 이중배

관, 액체질소 공급 장치는 진공 배관용 라인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 액체질소 공급 장치 제작

극저온 절단 장비의 분사 매질인 액체질소는 180리터의 액체질소 용기에서 공급되며 이

때 액체질소 용기에서 액체질소가 순수 액체 상태로만 공급되지 않고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

어 공급되어 극저온 절단 장비 내부에 질소 가스로 인해 충분한 압력을 형성할 수 없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순수 액체 상태의 액체질소만 극저온 절단 장비 내부에 공급

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액체질소 공급 장치는 액체질소 공급 장치 내부에서 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차용

기와 2차용기의 이중으로 제작하였고 용기 사이에는 진공을 걸어 외부와의 열교환을 차단하

도록 제작하였다. 

액체질소 공급 방법은 먼저 액체질소 용기에서 액체질소 공급 장치 상부로 액체질소를 공

급하면 액체질소는 중력에 의해 액체질소 공급 장치 용기 하부에 채워지고 질소 가스는 비

중 차이로 인해 용기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극저온 절단장비의 피스톤에 공급되는

액체질소는 액체질소 공급 장치의 하부에 채워진 순수 액체질소만 공급하게 되므로 질소가

스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질소 가스는 액체질소 공급 장치 내부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

상이 되면 외부로 배출하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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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7. 액체질소 공급 장치 및 진공 유지 장치 시스템 구성도

 

 - 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 제작

감쇠기 및 배관의 극저온 유지 장치의 기술사양을 바탕으로 Fig. 3.3.38과 같이 제작하였

다. 액체질소 이송배관의 기술사양에서 진공단열만으로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유지됨을 확인

하였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다 확실한 냉각을 위해 감쇠기와 마찬가지로 냉매공급 + 진

공단열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감쇠기와 액체질소 이송 배관 외부의 1차관에는 냉매가 유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2

차관에는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1차 배관과 2차 배관의 재질은 냉매의

압력 및 진공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SUS 304로 제작하고 배관의 두께는 약 2 mm 두께

로 제작하였다. 또한 냉매의 누설 방지 및 진공상태(10-3 torr)를 유지하기 위해 플랜지 타입

으로 고정하고 PE 오링을 이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였다.

1차 배관에는 냉매가 유입 및 유출 할 수 있도록 3/8인치 포트를 제작하였고 2차 배관에

는 배관 내부의 공기를 빼낼 수 있는 vent port를 제작하였다. 감쇠기 출구부에는 출구부 온

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Thermocouple을 장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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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8. 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 도면

  

(a) 감쇠기 극저온 유지 장치, (b)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

4)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시험

 - 감쇠기 극저온 유지 장치

감쇠기 극저온 유지 장치를 제작 완료 후 극저온 유지 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

다. Fig. 3.3.39(a)는 냉매만 공급하였을 경우 감쇠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3.3.39(b)는 냉매 공급 및 진공 단열했을 경우 감쇠기 출구에서 액체질

소가 분사하는 모습이다. 냉매만 공급했을 경우 감쇠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는데 약

20분이 소요되었으나 냉매 공급과 진공단열 시 감쇠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는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기존 냉각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쇠기의 경우 2시간이 지나도 감쇠기

출구에 액체질소가 분사되지 않았으나 개발된 감쇠기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감쇠기 내부의 액체질소를 극저온 상태로 유지하여 기화되지 않고 분사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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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감쇠기 극저온 유지 장치 성능 시험

     

(a) 냉각제 공급     (b) 냉각제 공급 및 진공 단열

 -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는 Fig.3.3.38과 같이 진공단열 및 냉매를 이용한 냉각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후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3.40(a)는 액체질소 이송용 배관 외

부에 진공 단열 만 했을 경우 배관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관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잘 분사됨을 확인하였다. Fig. 3.3.40(b)

는 냉매공급과 진공단열 시 배관 출구에서 액체 질소가 분사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두

실험 모두 배관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잘 분사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극저온 절단 장

비에는 액체질소 이송배관의 보다 확실한 액체상태 유지를 위해 냉매 공급 및 진공단열 방

식으로 장착하였다. 

Fig. 3.3.40.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 성능 시험

  

(a) 진공 단열 (b) 냉매 공급 및 진공단열

다. 고방사능 설비 절단 성능평가 및 조건 선정

1) 극저온 절단 장비 절단 시험

 - 액체질소 노즐 분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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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기 및 액체질소 이송배관 극저온 유지 장치를 극저온 절단 장비에 장착하고 분사노즐

에서의 액체질소 분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액체질소 분사 후 약 10분경과 후 노즐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기 시작하였으며 액체질소 Jet이 일관성 있게 분사됨을 확인하

였다. 극저온 절단 장비의 테스트를 위해 두께 5 mm 알루미늄 시편에 대한 절단 시험을 수

행하였다. 절단에 사용한 분사 노즐의 사양과 연마재 특성은 Table 3.3.14와 같다. 

분사노즐

Orifice size 0.5 mm

Nozzle diameter 1.5 mm

Nozzle length 50 mm

연마재

Material type garnet

Particle size 80 mesh

Grain shape angular (random)

Table 3.3.14. 분사 노즐 및 연마재 사양

시험 결과, 액체질소와 연마재 혼합분사를 통해 알루미늄 시편이 관통됨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차기년도에 절단 두께의 향상을 위해 최적의 연마재 크기 및 투입량, Stand-off 거리, 

분사압력, 노즐이송속도 등의 운전조건을 선정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표인 두께 10 mm Steel 

판의 절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 액체 CO2 분사 성능 평가

일반적으로 액체 CO2 용기에서 나오는 최대 압력은 약 50 bar이므로 압력 레귤레이터를

이용하여 5.2 bar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CO2의 온도를 216 K 이상으로

유지해야 CO2를 액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장용기에서 나온 액화질소의 온도를 높여

줘야 한다. 따라서 그림 2-3-22와 같이 저장용기에서 챔버로 이송하는 배관에 히팅밴드로 감

아 고온으로 높여주고 챔버 주위에는 워터배스를 이용하여 챔버 주위를 따듯한 물을 순환시

켜 챔버 주위의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CO2가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액체 CO2에 대한 분사 실험을 수행한 결과 Heating band로 온도 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CO2 vessel에서 CO2 chamber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액상에서 고체(스노우) + 기체 상

태로 상변화가 발생하였다. 스노우 상태의 CO2는 분사 노즐의 출구를 막아 압력 형성을 방

해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CO2가 대기압과 대기 온도에서 unstable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즐 출구에서 액체 상태로 분사되어도 충분한 압력의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액체 CO2 분사는 액체질소와 달리 적용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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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0. CO2 액상 유지 장치

• 해체장비 복합 제어 기술 개발

- 노즐 위치 제어 기술 개발

극저온 절단장비는 대상물 표면을 1~5 mm 간격을 유지해야 절단 성능이 최대로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노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해체 대상물의 표면을 따라 위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기술을 적용하였다. 

레이저 거리 센서를 이용한 위치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사 노즐에 정밀 거리

탐지용 레이저 센서를 장착하고 레이저에서 나온 실시간 거리 신호를 PID 제어보드를 통해

제어하여 노즐의 Tip이 일정거리 이상 벌어지면 모터를 회전시켜 노즐을 수직방향으로 이동

하며 반대로 일정거리 보다 가까워지면 모터를 역회전시켜 노즐과 대상물과의 거리를 유지

시키는 방법이다. Fig. 3.3.41은 액체질소 노즐 위치 제어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리측정 센서가 개발되어 있다. 노즐 위치 제어 장비에 사

용할 레이저 센서는 측정 정밀도와 측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에 적합한 센서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레이저 거리 센서는 측정범위가 1 mm~ 1.5 mm 이어야 하며 측

정 오차도 1 mm 내외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장비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야 한다. Table 3.3.15는 선정한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의 스펙을 나타내고 있다. 

측정 범위, 정밀도,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등이 노즐 위치 제어장치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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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액체질소 노즐

위치 제어 장비

항 목 스 펙

측정거리 범위 1 mm ∼ 40 m

거리정밀도 ± 1.5 mm

응답시간
단발 측정 시 0.5 sec

연속 측정 시 0.3 sec

레이저 Spot 지름 Φ 6 mm

인터페이스 RS-232 C

사용온도 범위 -10° C ∼ 50° C

외형치수 (W)75 X (H)43.5 X (D)139.5 mm

전원 DC8V ∼ 36V Max. 300mA

중량 500 g

Table 3.3.15.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상세 스펙

그림 3.3.42는 개발한 노즐 위치 제어 장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서보모터는 노즐을

z축으로 백래위 없이 이송하기 위해 장착하였으며 컨트롤러는 레이저 거리 센서에 측정된

결과를 컨트롤러로 받아 서버모터의 회전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였다. 

제작한 노즐 위치 제어 장비의 성능 시험을 위해 다양한 굴곡이 있는 면을 테이블 위로

일정한 속도로 이송하였을 때 노즐의 굴곡면을 따라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시험 결

과 굴곡면을 따라 1~5 mm 간격을 유지하며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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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2. 노즐 위치 제어 장비

-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설계

고방사능 설비 해체용 다기능 해체장비는 원거리에서 원격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제어 방식은 운전자가 원근감을 느낄 수 없어 원격 해체장비의 암이

충돌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가상공간에 있

는 원격 해체장비의 그래픽 목업과 실제 원격 해체장비를 상호 연계하여 그래픽 화면을 보

면서 작업자가 실제 해체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어 방식을 개념설계하였다. 

그림 3.3.43은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해체장비 그래픽 제어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메뉴플레이터의 엔드이펙터에는 엔드이펙터에 작용하는 Force와 Torque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이 신호를 HAPTIC 장비와 연결하여 엔드이펙터에 작용한

힘과 토크를 작업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엔드이펙터에 너

무 과도함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암이 주변 환경과 간섭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다. 이러한 HAPTIC 장비는 다시 그래픽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 그래픽 제어 시스템의 암

을 HAPTIC 장비로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픽 제어 시스템은 각 관절의 각도, 각속

도, 각가속도, 위치 정보를 실제 원격 해체장비 제어 시스템에 전송하면 제어 시스템은 그래

픽 제어 시스템의 정보와 동일한 위치에 장비를 포지셔닝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실시

간으로 이루어짐으로 써 장비 운전자는 원격 해체장비를 매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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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3. 그래픽 제어 시스템

4. 결과 요약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대상물은 대부분 두꺼운 부재가 대부분으로 해체 기술 적용 시

두꺼운 대상물도 쉽게 절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절단 시 2차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절단에 부적합한 기술들이 대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적합한 새로운 절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방사능 설비 절단에 적합한 획기적인 해체 신기술로 액체질소를 초고압(300 MPa)으

로 분사하여 2차 폐기물 발생이 거의 없는 극저온 절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극저온 절단 기술의 핵심기술로 극저온 절단 장비 내 분사매질의 기화방지를 위해 진공

및 냉매를 이용하여 극저온 절단장비 주요부품의 내부온도를 극저온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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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1. 목표 달성도

기존 단계 해체 DMU와 연계하여 해체 VR 시스템을 구현하여 해체공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원자력시설 해체 작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였다.

2. 대외기여도

고방사능시설 해체공정에 대한 상세한 해체절차 분석,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대상물의 작

업지역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통한 피폭평가 등 해체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은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작업 난이도가 높

은 지역에서의 기술 개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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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1. 목표달성도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 과정에서 알파

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알파선 검출과 동시에 원거리로 신호 전송이 가능한 일체형

의 알파선 측정용 센서 제조방안을 최초로 제안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일체형 센서

는 시스템 구성 시에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없으며, 기존의 물리적 결합형 센서에 비하여

신호전송 효율이 우수하여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외기여도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면적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의 에멀젼 검출소재를

개발하였다. 분사형 검출소재는 방사선 검출과 동시에 오염 핵종을 포집하여 제거가 가능

한 기능성의 검출소재로서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기술로서,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을 통

하여 산업화한다면 해체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출소재 및 측정기술 개발을 통하

여 오염도 측정분야의 국내 기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고준위 오염시설의 방사선관리 측

면 및 해체 사전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원격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예상되

는 고준위 시설의 제염해체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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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1. 목표달성도

고방사능 핫셀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및 유지 보수 시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고방사능 시설에 적합한 해체절단 기술

로 극저온 절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극저온 절단 기술은 고방사능 시설의 적

용 시 문제가 되었던 2차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절단 기술로 고

방사능 환경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외기여도

본 과제에서 개발한 극저온 절단 기술은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절단

하는 기술로 고방사능과 같은 특수 환경에 적용 가능한 해체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

로 시도된 기술이다. 따라서 본 기술은 절단 시 2차 폐기물이 발생을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절단 시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

에 절단 후 재료의 변형이 거의 적어 고정밀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절단 환경이 화재에 민감한 장소에서 절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극저온 절단 기술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극저온 절단 기술은 식품의 가공이나

수술 시 대상물에 크게 손상을 주지 않고 절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이나 의료 산업

에 응용이 가능하다. 본 기술을 산업화를 수행한다면 원자력 해체 분야에 국제적인 경쟁

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력 발전소 해체나 재처리 시설의 해체 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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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공정 평가, 오염도 측정 기술, 고방사능 설비 절단 기술들은 국

내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PIEF, DFDF 등)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시설의 대단위 개선보수

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2017년(1회 수명 연장 가정) 해체가 예상되는 고리원전과 같은

상용 원전과 더불어 북한 핵시설의 해체 준비 및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제 1 절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 개발

1. 기술적 측면

- 고방사능시설 해체공정 모사 기술은 원자력 시설 해체 공정을 3차원 이미지로 영상화

하여 보여줌으로써 해체 공정 계획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변환

하여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체 공정 상황을 용이하게 이해함으로써 해체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평가 기술은 해체작업 환경에 대한 방사능 평가를 통한 피폭

관리 및 작업 안전성 평가 등 해체작업 조건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공정에 대한 ALARA 계획수립 도구로 활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각종 원격 및 자동화 측정 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검증 기술로 활용

할 수 있음. 또한, 원자력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화

학플랜트, 수중 및 우주공간 등 작업난이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정평가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가 있음.

2. 경제․사회적 측면

- 다양한 원자력시설의 해체대상에 대한 사용용도, 사용시간, 사고이력 및 시설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시설 고유 특성에 맞는 장비 및 기법

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장비 및 기법은 단기적인 사용에 그칠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비록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해체 기반

기술 확보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해체작업 및 장비에 대한 사

전 공정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원자력시설 해체장비 특성상 단기적 사용에 대한 실패확

률을 줄임으로써 해체 장비 기술개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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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공정에 대한 최적의 장비 선택과 운영 계획을 통하여 해체 운영비를 크게 점감

시킬 수 있으며, 해체 운영 사전에 절차를 확인 및 검증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해체 운영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가 있음.

- 작업자가 접근하기 힘든 극한 환경과 작업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산업

현장에서 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 특히 이 기술은 우주항공이나 선박제조 및 자

동차 산업에서 응용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됨.

3. 활용방안 및 용도

- 고방사능 시설의 개보수시 사전 계획 수립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 계획 작성에 필요한

방사능 피폭 및 해체작업 안전성 확보를 통한 최적의 해체 공정 선정 도구로 활용

- 고방사능 시설 해체 공정에 대한 ALARA 계획 수립 도구로 활용

- 고방사능 시설 해체 계획수립 및 작업자의 사전 훈련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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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방사능 알파 오염도 측정 기술 개발

1. 기술적 측면

- 국내 자체기술을 이용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알파선 오염도 직접 측정 원천기술 확보

- 방사선 검출소재 제조기술의 국산화 기반 기술 확립

2. 경제․사회적 측면

- 원자력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오염도 측정 장비의 국내 기술 확보를 통한 외화 절감

효과

- 국내 해체 산업 기반의 부재로 해외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나, 장비 및 기

반 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습득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의

연구로 해체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활용 가능

3. 활용방안 및 용도

-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의 개선․보수 및 해체 시에 고준위 알파선 오염도 측정장비로

활용

-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원전이외의 원자력시설의 오염측정장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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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1. 기술적 측면

- 다기능 해체 조작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하여 일반 산업에서의 원격 조작기 개

발에 응용이 가능하며, 또한 원격 조작기 제어 기술, TCP/IP와 Web 통신 제어기술, 첨

단 Haptic 장치를 이용한 3D 그래픽제어 등의 기술을 통해 원거리 정밀 작업을 요하

는 모든 산업 분야에 널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극한환경 절단 기술은 고방사능 또는 수중과 같이 작업난이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절단에 의한 분진이나 가스 등 이차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열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 신기술 개발로서 초고압 설비 설계 기술, 극저온 노즐 설계 기

술 등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서응용이 가능하므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2. 경제․사회적 측면

-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고, 이차폐기물의 발생이 없으므

로 고방사성 설비 해체 시 해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북한 핵시설 해체 시 개발된 국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외화를 절감할 수 있음.

- 극한환경 절단 기술은 항공우주 산업과 같은 극한환경에서의 절단뿐만 아니라 청정

음식물 절단 기술, 표면 코팅제 제거 등 일반 산업에서도 환경친화적 기술로 널리 활

용이 가능함.

- 다기능 해체 조작기는 심해, 우주와 같은 고온, 극저온, 고압의 극한환경에서 작업을

요하는 산업현장에 적극 활용 가능함. 또한 첨단 원격 자동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3. 활용방안 및 용도

-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 시 방사능 측정, 설비

절단, 방사능 물질 취급 등에 활용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및 장비의 확보를 통하여 일반 원자력시설의 오염도 측정

장비로 활용

- 첨단 절단기술은 핵연료주기 개발시설 및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시 고방사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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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기술로 활용

- 해체장비 제어 기술은 원자력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 고난이도 작업 시 장비

의 원격제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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