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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 귀하

이 보고서를 “원자력시설 DD&R기술 개발”과제(세부과제 “해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2.29.

주 연구기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이 근 우

연 구 원 :김 계 남,김 성 균,

서 범 경,서 용 칠,

안 도 희,이 동 규,

양 희 철,정 성,

정 운 수,정 종 헌,

조 일 제,지 용,

최 수,최 왕 규,

홍 상 범,강 애,

박 찬 희,이 보 람,

이 진 ,최 혜 민,

황 정 훈,황 호 상



-iii-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01989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0.3.1~

2012.2.29
단계 구분 2단계 /2단계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핵연료주기

연구과제명
과 제 명 원자력시설 DD&R기술개발

세부과제명 해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이 근 우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11.91명

내부 : 6.99명

외부 : 4.92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1,395,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1,395,000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34.61명

내부 :17.69명

외부 :16.92명

총연구비

정부 :3,199,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3,199,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염해체연구부 참여기업명 :해당 없음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해당 없음 상 국연구기 명 :해당 없음

탁 연 구
연구기 명 :경일 학교 연구책임자 :한명진

연구기 명 :충북 학교 연구책임자 :임 교

요약 보고서면수 :492

1.연구개발 목표 내용

원자력시설의 운 (유지·보수) 해체시 경제성과 안 성을 증 시키고 고방사능 시설에 공통

으로 용되는 해체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해체 기반기술을 구축함.

•고방사능 시설 해체 비 단계에서 필요한 해체 공정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운 해체에

공통 으로 활용이 가능한 고방사능 알 오염도 측정기술,해체 단기술 다기능 복합 해

체장비 등 해체 단 기술을 개발함.

2.연구결과

•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의 VR환경 구축 해체 공정 차,작업 비용 등 평가 방법론 개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안 성 정량 평가 방법론 개발

•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고방사능 시설의 기기 부품의 오염도 원격 측정용 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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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방사능 설비 해체기술인 극 온 단 기술 개발

-극 온 단 장비 설계 시스템 구축

-극 온 단 장비 성능 평가 극 온 단 장비 최 운 조건 도출

-극 온 단 장비의 단성능 향상을 한 노즐 치 제어 기술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해체,공정 평가,안 성 평가,극 온 단,알 /베타선 측정,고분자 섬 체

어
decommissioning,processassessment,safetyassessment,cryogeniccutting,

alpha/betadetection,fluorescent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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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해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해체 계획단계에서 상물의 합한 해체 차를 확립하고 해체공정에 한 안 성

방사능 피폭 평가는 최 해체공정 시나리오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특히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작업은 타 공정과 달리,사 에 해체공정 평가 안 성 평가를 수

행하여 최 의 해체공정을 도출함으로써 작업자 안 해체작업의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 실히 요구되는 기술이다.

해체공정 평가는 해체 작업 에 작업환경에 한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를 구 함으로

써 최 의 해체공정을 도출하며,작업자에게 해체 차 공정을 정확히 인지시켜 실제

작업에서 발생될 사고의 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해체시 보다 숙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필요한 기술이다.이와 더불어 해체 작업 공간 내에 고방

사능 오염구역을 3차원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안 한 해체작업 경로를 설정하고,작업자에

게 시각 으로 오염 부 를 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해체 단 공정시 방사화

에 따라 단 부 를 설정하여 폐기물 감량에도 도움을 수 있는 기술이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는 해체작업 환경에 한 방사능 피폭 안 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체 규제 제한치 해체 운 목표치의 합성 등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ALARA 계획수립 도구뿐만 아니라 각종 해체장비 기술

개발을 한 사 검증 기술을 하여 해체공정에 한 방사능 피폭 안 성 평가 방법

기술이 필요하다.

2.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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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 수립,방사선 안 리,폐기물 리 시에는 해체 상 시설

발생 폐기물에 해 정확한 방사선학 인 오염 특성을 측정해야 한다.그러나 사용후핵연

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은 높은 방사선량으로 인하여 알 선과 베타선의 오염

도를 직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재까지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 이다.이러한 고

방사능 시설에서 작업자의 안 성과 작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면서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까지 국내에서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직 용이 가능한 검출기 측정

기술의 개발은 시도된 바가 없으며,국내 기술 자립 향후 해외 기술에 의한 경제

산업 의존에서 벗어나기 하여 국내의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3.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해체 작업을 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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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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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요하다.따라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 보수 해체 시에 공통 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설비의 단,원격 취 등의 복합 기능을 가진 다기능 복합 해체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상물은 부분 두꺼운 부재가 부분으로 해체 기술 용 시 두

꺼운 상물도 쉽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단 시 2차 폐기

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단에 부 합한 기술들이 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합한 새로운 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가.해체공정 평가 기술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해체 VR시스템 기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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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정 시나리오 평가항목 선정

○ 고방사능 환경 가상 실 모델링

-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고방사능 VR환경 구축

○ 고방사능 환경 해체공정 가상 실 구

-해체공정 별 작업 방법 상세 차 수립

-해체 VR시뮬 이션 구축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로그램 개발

- 상물 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구축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로그래

○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로그래

○ 고방사능 공정평가 모듈 개발

-해체정보 가시화 로그램 개발

○ 고방사능 VR 환경 공정평가 모듈 통합

-해체 VR시스템 통합/ 리 GUI개발

나.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 해체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일반 안 성 평가 기술 사례 분석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수립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험성 분석

-해체공정 재해 사례 험성 분석

-해체공정 작업 수행 고려사항 분석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사례 분석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방법 개발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 원리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차 개발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기법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법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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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개념 설계 메뉴 구성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환경 설정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모듈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통합메뉴 GUI개발

2.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고 오염도 측정장비 검출소재 제조 기술 황 분석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기본소재 특성 평가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 소구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오염도 측정용 섬 층 제조조건 도출 성능 평가

-원거리 신호 송용 일체형 센서 제조 특성 평가

○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섬 검출소재 개발

-고 베타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기술 개발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이 구조 섬 검출소재 개발

-오염도 원격 측정 제어기술 개발

○ 면 오염도 측정 핵종 포집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이 구조 분사형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 면 오염도 측정용 corepolymer제조조건 도출 특성 평가

-오염 핵종 포집용 shellpolymer제조조건 도출 특성 평가

○ 고 알 /베타 오염도 원격측정장비 개발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원격 제어 방안 선정

-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면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고 오염도 원격측정장비 개발

3.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 다기능 해체장비 개념 설계

-다기능 해체장비 기능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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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장비 성능 요구사양 도출

○ 고방사능 용 단기술 분석

-고방사능 시설 해체기술 기술 황 분석

-극 온 단기술 시뮬 이션

-극 온 단 시스템 설계

- 단 실험용 가압공정장치 설계/제작

○ 액체질소 기화 방지를 한 극 온 유지 기술 개발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CFD열 달 해석

-극 온 유지 공정 장치 제작 성능 시험

-진공 유지 장치 제작

-액체질소 공 장치 제작

○ 고방사능 단 성능평가 조건 선정

-재질별 최 단 조건 선정

○ 해체장비 복합 제어 기술 개발

-극 온 단 노즐 치 제어 기술 개발

-다기능 해체장비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설계

Ⅳ.연구개발결과

1.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가.해체 공정 평가 기술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시스템 개념 설정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은 기존 해체 DMU 시스템에 가상 실 기술을

목하여 작업자가 보다 실감 있게 해체공정을 체험 할 수 있고,가상공간상에

방사능 분포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개념설계

-해체 VR시스템 기능

․ Visualization:해체 가상 실 구 ,방사능 분포 가시화,해체환경 내비게이션

․ Analysis:해체공정 시나리오 분석

․ Evaluation:해체작업 일정,해체작업 비용 작업 안 성,폐기물 발생량

○ 고방사성 제염해체 공정 시나리오 평가항목 선정

-고방사능 시설 해체 공정 VR 시스템으로 해체공정 모사 평가를 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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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에 한 해체 시나리오 구축

․ 해체 상 :가상의 고방사능 핫셀

․ 해체 시나리오 : 라즈마 단 시나리오,Wheel 단 시나리오 구축

-해체 시나리오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평가 항목 선정하고 평가 체계 구축

․ 해체 시나리오 평가항목 분류 기 :경제성과 안 성

․ 평가 항목에 한 세부항목들은 종속 계를 고려하여 선정

○ 해체공정 모델링 산모사 구

-고방사능 VR시스템 구성을 해 고방사능 해체 상물,주요해체 상물 해

체환경에 핸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 으며,해체 상물에 한 세부 해체 차

를 수립하고 해체 차에 따른 해체공정 모사를 구 함.

-고방사능 해체 상물 :Pulsedcolumn,Resolver

-주요 해체 상물 :방사화 탱크

-해체 환경 :건물,크 인 기타 내부 시설

-주요 해체 상물 해체 시나리오 : 라즈마 해체 시나리오,휠쏘 해체 시나리오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로그램 개발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를 해 방사능 오염도 자료를 장 리 하기 한

Database를 구축하고 VR 환경 내 방사능 오염도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로그램 개발

․ 해체작업 공간의 치 좌표 별 방사능 오염도 데이터 장

․ 가상 VR해체 환경 내에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 해체 상물 표면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 가상 작업자 상 피폭량 산정 시 데이터 제공

○ VR환경 내 해체 공정 정보 평가 방법론 개발

-해체정보 평가 항목 가 치 산정

․ VR시스템 내 해체 공정에 한 비용 안 성에 한 정량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해체 공정 평가 로그램 개발

나.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일반 산업시설과 운 원 의 안 성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 해체

작업에 한 험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를 수립

․ 해체 안 성 평가 상 해체공정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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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상 해체공정의 세부 차를 수립

․ 해체공정에서 방사선학 험요소와 비방사선학 험요소를 도출

․ 작업자 피폭선량을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방사선학 험요소에 한 험의

크기를 산정하여 안 성을 평가

․ 작업자 상해 피해 크기를 입력변수로 용하여 비방사선학 험요소에 한

험의 크기를 산정하여 안 성을 평가

․ 험하다고 평가되는 해체공정 세부 차에 하여 험 감화 조치 방안

을 수립

․ 최종 으로 안 성이 확보된 해체공정 세부 차를 제시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국내 연구로 변환시설 해체 수행 자료와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해체 수행 자

료를 분석

-해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문가 의견을 반 하여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방사선학 험요소와 비방사선학 험요소를 분류

-국내외 해체경험자료 일반 산업 안 요건을 반 하여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

성 있는 험요소 분류를 바탕으로 의미차분법을 이용하고 문가 의견을 반

하여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방사선학 험 평가요소와 비방사선학

험 평가요소를 선정

․ 방사선학 험성 평가 요소 (1가지):작업자 외부 피폭선량

․ 비방사선학 험성 평가 요소 (8가지):추락, 도/ 복,낙하/비래,붕괴/도

괴, 착/감김,감 ,화재/폭발,기타 유해환경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

-해체공정에 하여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도 산정 결과를 각각 수치 으

로 등 화

-해체공정 험도 산정 RiskMatrix모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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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기법 개발

·방사선학 정량 평가 :작업자 피폭선량 크기를 바탕으로 작업자 피폭 발생

가능성을 입력변수로 하고 퍼지추론 규칙을 통해 정량 으로 평가

·비방사선학 정량 평가 :작업자 피해 크기를 바탕으로 작업자 상해 가능성

을 입력변수로 하고 퍼지추론 규칙을 통해 정량 으로 평가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법의 세부기능별로 자료 입력이 쉽고,업데이트가 가능하

도록 모듈을 설계하여 메뉴방식의 로그램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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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정 입력 메뉴, 험도 산정 메뉴,안 성 평가 메뉴, 험 감 조치 메

뉴, 감조치후 비교 평가 메뉴,그리고 최종 평가 결과 조회 메뉴 등 총 7개

메뉴로 구성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환경 설정

· 로그램 운 체계 :Windows7Server

· 로그램 화면 개발 도구 :Dreamweaver

·자료 리 데이터베이스 소 트웨어 :SQL-Server

· 로그램 개발 언어 :ASL,SQL,Javascript등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자료 데이터베이스 설계

·해체공정 안 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자료항목과 자료 역별로 자료 장 형식

과 연 성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시스템 개발

·평가자의 안 성 평가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해 Matlab을 이용하여 퍼

지추론시스템을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통합 GUI개발

·‘일생성→코드 리→해체공정 입력→ 험도 산정→일차 안 성 평가→ 험

감조치→ 감조치후 비교평가→최종 평가’등 일련의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이 수행되도록 체 시스템을 통합하여 개발

2.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가.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장비 구성 개념 설정

○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표면오염 상별로 측정방

안을 선정함.

-장비 표면이나 틈새와 같은 소한 구역의 오염도 직 측정 :소형의 결정형 센

서를 이용한 오염도 측정 기술

-시설의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면 의 오염도 측정 오염 핵종 포집 :분사가

가능한 검출소재를 도포하여 고형화 시킨 후 오염도 측정하여 핵종 포집 기술

○ 표면오염 상별로 고 오염도 측정에 합한 소재를 선정함.

-섬 체 선정 :결정형 센서용 무기섬 체 (ZnS(Ag)) 분사형 검출소재용 유기

섬 체 (PPO& POPOP)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의 열역학 호환성 분석 섬 체와 일치성을 평가하

여 지지체 고분자 선정 :polystyrene 에폭시



-xiii-

○ 기본 소재의 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검출소재의 제조방법 도출

- 소구역 오염도 직 측정용 결정형 센서 :에폭시 가교반응을 이용하여 bulk

type으로 제조

-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유화 합법을 이용한 에멀젼 제조

나.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섬 검출소재 개발

○ 좁은 지역의 알 선 오염도 직 측정이 가능한 결정형 센서의 제조조건 도출

-지지체 제조조건 :batch당 에폭시 수지 45g+경화제 15g

-알 선 검출용 ZnS(Ag)섬 층 면 도 :15mg/cm
2

-알 선 고유 검출 효율 :53%

-일체형 센서의 신호 송효율 :물리 합에 비하여 20% 향상

-원거리 신호 송거리 :10m 이상 (신호 손실율 5% 이하)

○ 고 베타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기술 개발

-검출소재 내에서 베타선의 응답특성을 산모사하여 최 의 기하학 조건 도출

·센서 기하학 조건별 모사 :MCNPX이용

·검출소재 크기 :두께 3mm (감마선 향 1% 이내)

-베타선 측정에 합한 검출소재 섬 체 특성을 평가하여 제조조건 도출

성능 평가

·에폭시 :PPO:POPOP=1:0.7:0.06wt%

· 학 투명도 :가시 투과율 85% 이상

·베타선 검출 효율 :50% 이상 (10mm 이내)

○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기존에 확립한 알 선과 베타선 검출용 소재 각각의 제조조건을 바탕으로 동시

측정용 일체형 센서를 설계 제조방안 도출

·섬 체 기하학 조건별 검출 특성 모사 :MCNPX

· 소구역 오염도 측정용 센서 :크기 (직경 10mm,길이 30mm),섬 층 (

면 측면 도포)

·표면 오염도 측정용 센서 :크기 (직경 50mm,길이 30mm),섬 층 ( 면 도

포)

-도출된 제조방안을 바탕으로 알 선과 베타선의 동시 검출에 합한 최 의 제

조조건에 따른 물리화학 방사선학 특성을 평가하여 최종 제조조건을 확

립함.

·알 선 검출용 ZnS(Ag)섬 층 :15mg/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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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선 검출용 유기섬 체 :3mm

다.알 /베타선 동시측정 기술 개발

○ 고 백그라운드 소거 기술 개발

-알 /베타선 측정 시에 고 감마선에 의한 향을 제거하기 한 백그라운드

소거 기술 개발

·Dummy 섬유를 이용한 체 코 소거법

·백그라운드 제거율 :90%

○ 신호분리기술 개발 성능 평가

-동시 측정용 phoswich검출기의 출력 신호로부터 알 선과 베타선의 오염도를

각각 측정하기 한 신호분리 기술을 개발

·알 선과 베타선의 신호 동시 송 형분석법을 이용한 신호 분리 :우수

한 신호분리도(95% 이상),낮은 검출 효율 (1% 미만)

·알 선과 베타선의 검출신호 개별 송 고분석법을 이용한 개별 신호 측

정 :우수한 신호분리(99% 분리 가능) 높은 검출 효율(30% 이상)

라. 면 오염도 측정 핵종 포집용 기능성 고분자 소재 개발

○ 시설 벽면 는 바닥과 같은 넓은 면 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 검출소재

인 core-shell에멀젼 제조조건을 확립함.

-방사선 검출용 core폴리머 :Styrene+유기섬 체

-오염 핵종 포집용 shellpolymer:PVA-PV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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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한 제조조건 선정 핵종 포집 성능 평가 (결과 주로 작성할 것)

-핵종 포집용 고분자 소재의 기능성 증 를 하여 합반응의 환율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조건 도출 ( 환율 95%까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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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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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계 /열 안 성 확보를 한 제조조건별 성능을 평가하여 최 조건 도출

-에멀젼 분사용 장치 제작 성능 평가

○ 고방사성 시설 내부의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지역의 오염도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신개념의 검출 소재 제조 방안 확립.

-검출소재 구성 :Poly(St-EA)+PVP+ZnS(Ag)

-오염도 시각화 소재와 CCD카메라를 이용한 오염시설 이미지화 기술 개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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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시각화 :무기섬 체 신소재 검출소재

·오염도 이미지화 :CCD카메라

·시설 오염도 시각화 :카메라 상 +오염도 시각화

바.고 오염도 원격 제어기술 측정장비 개발

○ 고방사능 환경에서 알 /베타선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한 제어기술로

소구역의 hotspot정 측정을 한 제어 기술과 면 오염도 측정을 한 제어

기술을 독자 개발함.

-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치 제어기술 개발

· 소구역 거리 측정 방식 :1D 이 거리 측정 센서

·오염도 측정장비 이송방식 :원격 매니퓰 이터 gripper

· 소구역 내 오염도 측정 장비 로토타입 제어 로그램 개발 : 소구역

내 상물과 측정센서 거리 10mm 유지,제어오차 :±0.5mm 이내

·Hotspot오염도 정 측정가능, 소구역 오염도 측정

- 면 오염도 측정 센서 치 제어기술 개발

· 면 거리 측정 방식 :2D 이 스캐닝 방식

○ 고방사능 환경에서 알 /베타선을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독자

으로 설계․제작하고 성능 시험을 통한 우수성 입증.

- 면 오염도 측정 센서 치 제어기술 수정 보완

·스테 오비젼을 이용한 면 형상 측정 방법론 개발

·스테 오비젼 오차 보정 기술 개발 :Mis-matching오차 보정,불규칙 패턴

상 투업 기법 용,스테 오비젼 스캐닝 기법 용

·스테 오비젼을 이용한 형상 측정 시험 :제어오차 :±1.5mm 이내

·오염도 측정구역 3D형상구 오염도 측정센서 경로 가시화 로그램 개발

·알 /베타 오염도 3DMapping 로그램 개발

3.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가.다기능 해체장비 개념 설계

○ 다기능 해체장비는 단,측정,제염,취 이송을 하나의 해체장비에서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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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제어 하도록 개념설계 함.

-다기능 : 단,방사능 측정,제염,취 이송

-해체장비 원격 제어 :3차원 그래픽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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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조작기 +원격제어장치 +공구탈착 장치

-매니퓰 이터 :7자유도,듀얼암,크 인 이송방식 선정

-엔드 이펙터(End-effector):다양한 단 공구 취 장비 장착

-힘/토크 센서 :엔드이펙트에 6개의 힘과 토크 측정

-그래픽 제어 :그래픽 시뮬 이터로 해체장비 TCP/IP원격제어

나.고방사능 설비 단 기술 개발

○ 산해석을 통한 극 온 단 기술 용석 분석 극 온 단실험장비 설계 요

건 도출

-순수 액체질소 분사 산해석 수행

·분사압력 400MPa일 경우 : 상물 표면만 변형. 단 실패

·분사압력 1,700MPa일 경우 : 단 성공 그러나 고압 발생장치 개발이 불가

능

·고강도 재료의 단을 해서는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 분사가 합 (분사압

력 :270MPa이상)

-극 온 단 실험장비 기술요건 도출

·분사압력 :300MPa

·이송속도 :0.7mm/s

·Stand-offdistance:1mm

·연마재 투입량 :4.6g/s

○ 극 온 단용 가압공정 장치 설계 제작

-고방사능 단장비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극 온의 액체질소를 고압으로 가압할

수 있는 가압장치를 설계 제작

-성능시험 결과 액체질소 분사 단에 충분하고 안정 인 분사압력 확인

다.고방사능 설비 단 요소기술 개발

○ 극 온 단 장비의 성능 해 요인인 액체질소 기화 방지를 해 주요 부품에

한 극 온 유지 방안을 설정하고 CFD열 달 해석을 통해 기술사양을 도출함.

-액체질소 기화 방지 방안 :감쇠기는 냉매 진공 단열 방식,이송배 은 진공

단열 방식으로 극 온 유지 방안 설정

-CFD열 달 해석을 통해 극 온 유지 방안의 용성을 악하고 극 온 공정장

치의 기술사양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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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냉매유속 1m/se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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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배 (직경 10mm):외부진공배 직경 20mm, 진공도 유지

○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인 극 온 기 용 오링, 액체질

소 공 용 챔버, 멀티진공 발생 장치 등을 자체 제작하 고, 각 구성품을 종합하

여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성능시험 수행

-이송배 감쇠기 출구 온도 :125K(액체상태 유지)

라.고방사능 설비 단 성능평가 조건 선정

○ 극 온 단 장비의 단 시험을 통해 단 성능 확인

- 속시편 :10mm 단 성능 확인

○ 분사 매질 별 단 성능 비교 평가

-분사 매질로 액체질소와 액체 CO2에 한 성능 비교

·CO2는 상온 상태에서 불안정성으로 인해 용성이 없음을 확인

마.해체장비 복합 제어 기술 개발

○ 이 거리 센서를 이용한 노즐 치 제어 장비 제작 성능시험

- 이 거리 센서와 PID제어 기법을 이용한 노즐 치 제어 장비 제작

-극 온 단 노즐이 1～2mm 사이를 유지하며 곡면을 따라 제어됨을 확인

○ 다기능 해체장비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설계

-Haptic기술과 VR기술을 원격 제어 기술과 목한 그래픽 제어 기술에 한 개

념설계 수행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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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여 으로써 해체 공정 계획에 한 추상 인 개념을 구체 인 형상으로 변환하여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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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문제 을 정확히 악하여 해체 작업의 효율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은 해체작업 환경에 한 방사능 평가를 통한

피폭 리 작업 안 성 평가 등 해체작업 조건에 하여 안 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

술로서 원자력시설에 한 해체공정에 한 ALARA 계획수립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각종 원격 자동화 측정 장비 기술개발을 한 검증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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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자력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통으로 이루어진 규모 화학 랜트,수 우

주공간 등 작업난이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정 평가 기술개발에 용할 수가 있다.

2.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장비의 확보를 통하여 일반 원자력시설의 방사선안

리용 오염도 측정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본 연구에서 최 로 제안한 고방사성 오

염도 측정 핵종 포집이 동시에 가능한 기능성 복합 검출소재 제조 기술은 향후 기획

인 규모 방사성 오염 부지의 복원기술로 활용하여 추후 기업체 기술 이 을 통하여

상용화할 정임. 한, 재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계측기 분야에서 국내 기술 자

립을 통하여 외화 감의 효과와 더불어 향후 기술 수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기술은 고방사능 지역에서 용이 가능한 검출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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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기술 트 드로 떠오르고 있는 컨버 스의 한 역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상호

이질 인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된 기술을 보다 복합 인 역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균형 인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3.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는 원자력발 소를 포함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시

방사능 측정,설비 단,방사능 물질 취 등에 활용할 수 있다.극 온 단기술은 핵연료

주기 개발시설 원자력발 소 유지․보수 시 고방사능 설비 단 기술로 활용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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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제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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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 ARY

( 문 요 약 문 )

Ⅰ.ProjectTitle

Decommissioningtechnologydevelopmentfornuclearfacilities

Ⅱ.ObjectiveandImportanceoftheProject

1.Developmentofdecommissioningprocessassessmentsystem

In the decommissioning planning stage,itis importantto selectthe optimized

decommissioningprocessconsideringthecostandsafety.Especiallytheselectionof

theoptimized decommissioning processisnecessary becauseitaffectstoimprove

worker'ssafetyanddecommissioningworkefficiency.

The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technology can provide the optimized

decommissioningprocessasconstructingvariousdecommissioningscenariosinthe3D

virtualspaceanditcanhelptopreventthepotentialaccidentsasdeliveringtheexact

workprocedurestoworkersandtohelpworkerstoperform decommissioningwork

skillfully.Moreover,As 3D visualizing a radioactive contamination level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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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theworkarea,anditcanhelptominimizewastevolumeforcuttingonly

activatedareabyusingthisprogram.

The assessmentmethodology ofdecommissioning process have to focus on its

regulatorylimitandoperationalconformityonthebasisofradioactivityexposureand

safetyassessment.Therefore,theassessmentmethodologyofdecommissioningprocess

mustbedevelopedandwillbeusedfortheALARA planningtoolofdecommissioning

processanddemonstratedfortoolsofdecommissioningequipments.

2.Developmentofthecontaminationmonitoringtechnologyof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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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minatedfacilities

It’snecessarytomeasuretheradioactivecontaminationinthehighlycontaminated

facilitiessuchashot-cellsorglove-boxestobedecommissionedfordecommissioning

planning.Thesefacilitiesareveryhighradiationlevel,soitisdifficulttoapproach.In

thiscasethedetectorsystem ispreferabletoseparatethesensorandelectronics,

whichhavetolocateinthefacilityoutsidetoavoidtheelectricnoiseandworker’s

radiationexposure.Inthatcase,thereisamethodusingascintillatorforradiation

detection and an opticalfiberforalong distancetransmission ofthescintillation

producedbyradiation.

Thereisnodevelopmentofdirectmeasurementtechnologyofthehighradioactive

alphacontaminationinKorea.Also,theforeigndevelopedcountriesaredevelopingthe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forhigh alpha radioactivity.So,itis necessary to

developtheourownmeasurementtechnologyforself-supportingfrom theeconomical

andtechnicaldependency.

3. Development of multipurpose dismantling equipment for highly

contaminated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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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facilities,itisnecessarytodeveloptheremotehandlingtooltoperform the

dismantling work remotely.Especially,sincecutting,measuring,and decontamination

worksshouldbeperformedremotelyinthehighlyactivatedarea,theremotehandling

toolforconducting these works should be developed.Therefore,the multi-purpose

dismantlingmachinethatcanmeasuringdose,facilitycutting,andremotehandlingfor

maintenanceanddecommissioningofhighlyactivatedfacilityshouldbeneeded.

Since the highly activated facilities are composed ofheavy and thick metallic

structures,itisnecessarytodevelopthecuttingtechnologyforcuttingthethickobjects

easily.Thecommondismantlingtechnologieshasseriousproblemssuchasdifficultyof

thickobject,generationofsecondarywaste,andremotehandlingdifficulty.Thereforethe

new cutting technology satisfying thedecommissioning ofhighly activated facilities

shouldbe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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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ScopeandContentsoftheProjects

1.Developmentofdecommissioningprocessassessmentsystem

○ ConceptualdesignofdecommissioningVRsystem forhighlyactivatedfacility

-DeterminationofdecommissioningVRsystem functions

-Selectionofdecommissioningscenariosandevaluationitems.

○ VRModelingofhighlyactivatedenvironment

-Selectionofvirtualhighlyactivatedfacility

-3DCADmodelingofhighlyactivatedfacility

-ConstructionofVRenvironment

○ DevelopmentofVRSimulation

-Setupthedismantlingmethodanddetailedscenarios

-ConstructionofdecommissioningVRsystem

○ Developmentof3Dradioactivevisualizationsystem

-Constructionofradioactivedatabase

-Programmingof3Dradioactivevisualizationsystem

○ Developmentofworker'sexposureevaluationsystem

-Programmingworker'sexposureevaluationsystem

○ Developmentofdecommissioningprocessevaluationmodule

-Programmingdecommissioningprocessevaluationmodule

○ IntegrationofVRsystem andevaluationmodule

-Developmentofintegration/maintenancedecommissioningVRsystem GUI

○ Establishmentofthesystematicprocedurefordecommissioningsafety

assessment

-Establishmentofprocedurefordecommissioningsafetyassessment

-Identificationoffactorsfordecommissioningprocesssafetyassessment

○ Developmentofmethodologyfordecommissioningprocesssafetyassessment

-Developmentofestimationmodelfordecommissioningprocessrisk

-Developmentofmethodforradiologicalsafetyquantitativeassessment

-Developmentofmethodfornon-radiologicalsafetyquantitativeassessment

○ Developmentofprogram fordecommissioningprocesssafetyassessment

-Conceptualdesignofdecommissioningprocesssafety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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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ofthemodulefordecommissioningprocessriskestimation

-Developmentoftheprogram fordecommissioningprocesssafetyassessment

-DevelopmentoftheintegratedGUIfordecommissioningprocesssafety

assessment

2.Developmentofthecontaminationmonitoringtechnologyofhighly

contaminatedfacilities

○ Conceptualdesign and organization of the high radioactive contamination

monitoringsystem

-Analysisofthestate-of-the-artforhighalphacontaminationmonitoringunits

anddetectors

-Estimationofthecharacterizationforthedetectionmaterials

-Conceptualdesignandorganizationofthemonitoringsystem

○ Developmentofthebulktypecountingmaterialforthenarrow areamonitoring

-Determinationofthepreparationconditionforbulktypesensor

-Preparationandabilityestimationofthescintillatorlayerforalphaparticles

detection

-Preparationandcharacterizationofone-bodytypesensorfortheremotesignal

transmission

○ Developmentoftheremotemonitoringtechnologyforthehighradioactive

contamination

-Thelongdistancesignaltransmissiontechnologydevelopment

-Integrationofthedetectingsensorandsignalprocesssystem

-Manufactureoftheremotemonitoringsystem andapplicationtest

○ Developmentofthe simultaneous measurementtechnology ofthe alpha/beta

contamination

-Preparationtechnologyofthedetectionmaterialforthehigh-levelbeta

contaminationmeasurement

-Developmentofthecontroltechnologyfortheremotemeasurement

-Technologydevelopmentofthesimultaneousalpha/betameasurement

-Manufactureofthesimultaneousalpha/betameasurementsystem and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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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ofthespraytypecountingmaterialforthewideareacontamination

monitoring

-Determinationofthepreparationmethodforspraytypecountingmaterial

-Preparationandcharacterizationestimationofthecorepolymerfortheradiation

detection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estimation ofthe shellpolymer for the

radioactivecontaminantcapture

○ Developmentoftheremotecontroltechnologyandmeasurementsystem forhigh

radioactivecontaminationmonitoring

-Developmentoftheremotecontroltechnologyforthehighalpha/beta

contaminantdetectingsensor

-Developmentoftheremotecontroltechnologyfordetectingcontaminantsinthe

narrow area

-Developmentoftheremotecontroltechnologyfordetectingcontaminantsinthe

widearea

-Developmentofthehighcontaminantsremotedetectingsystem

3. Development of multipurpose dismantling equipment for highly

contaminatedfacility

○ Conceptualdesignofmulti-purposedecommissioningequipment

- Setupthefunctionsand system layoutofmulti-purposedecommissioning

equipment

-Setupthetechnicalrequirementsofmulti-purposedecommissioningequipment

○ Technicalanalysis of dismantling technology for decommissioning highly

activatedfacility

-Technicalanalysisofdismantlingtechnology

-Simulationofcryogeniccuttingtechnology

-Designofcryogeniccuttingsystem

-Design/manufacturingofhighpressuresystem forcryogeniccutting

○ Developmentofcryogenictemperaturemaintenancetechnology

-CFDthermalanalysisofattenuatorandLN2transferpipe

-Manufacturingandtestofcryogenictemperaturemaintenanc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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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ofvacuum generationsystem

-ManufacturingofLN2supplysystem

○ Experimentofcryogeniccuttingsystem andselectionofoperationcondition

-Selectionofcuttingconditionforeachmaterialtype

○ Developmentofcryogeniccutting controlsystem and muti-purposecontrol

system

-Developmentofcryogenicnozzlepositioningcontrolsystem

- Conceptualdesign ofgraphiccontrolsystem ofmulti-purposedismantling

equipment

Ⅳ.ResultsandProposalforApplication

1.Developmentofdecommissioningprocessassessmentsystem

○ ConceptualdesignofdecommissioningVRsystem forhighlyactivatedfacility

-ConceptualdesignofdecommissioningVRsystem havingseveralfunctions

suchasexperiencingdismantlingworkvirtually,producingoptimizedwork

path,andexpectingdoserate.

-DecommissioningVRsystem functions

․ Visualization:VR,radioactivevisualization,navigationofdecommission

environment

․ Analysis:Analysisofdecommissioningprocess,analysisof

decommissioningscenarios

․ Evaluation:Safetyevaluation,worker'sexposure,decommissioning

schedule,decommissioningcost,wastegenerationevaluation

○ Selectionofdecommissioningscenariosandevaluationitems.

-Constructionofdecommissioningscenariosaboutdismantlingobjectfor

decommissioningsimulationandevaluation

․ Decommissioningobject:highlyactivatedhotcell

․ Decommissioningscenarios:plasmacuttingscenario,wheelsaw scenario

-Constructionofdecommissioningevaluationsystem forevaluating

decommissioningscenariosquantitatively

․ Evaluationitems:costand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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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method:AHPmethod

○ VRModelingofhighlyactivatedenvironment

-Modelinghighlyactivatedobjectsandenvironment

-Highlyactivatedobjects:Pulsedcolumn,Resolver

-Maindismantlingobject:activatedtank

-Decommissioningenvironment:building,crane,andaxillaryfacility

○ Developmentof3Dradioactivevisualizationsystem

-Developmentofradioactivedatabase

-Programming3Dradioactivevisualizationsystem

○ Developmentofdecommissioningprocessevaluationmodule

-Evaluationofweightingfactoraboutcostandsafety

-AHPevaluationfordecommissioningprocess

○ Establishmentofthesystematicprocedurefordecommissioningsafety

assessment

-Establishmentofprocedurefordecommissioningsafetyassessment

․ Identificationonradilological/non-radiologicalhazardsofdecommissioning

processes

․ Estimationofhazard'sriskscale

-Identificationoffactorsfordecommissioningprocesssafetyassessment

․ Radiologicalfactor:workerexposure

․ Non-radiologicalfactors:fall,upset/rollover,fallingobjects,

collapse/destruction,fire/explosion,crushing/winding,electricshock,and

thehazardousenvironment

○ Developmentofmethodologyfordecommissioningprocesssafetyassessment

-Developmentofriskmatrixmodelforestimatingdecommissioningprocess

risk

․ Riskcalculationcanbeperformedbyhazard'sconsequencesand

likelihoods

-Developmentoffuzzyinferencemethodforsafetyquantitativeassessment

․ Radiologicalassessment:Riskcalculatingandrankingofaradiological

hazardhasasinglefactorofaworkerradiationexposure.Overall

radiologicalriskscanbelowerduringadecommissioningthanduringan

operation.Thenatureofdecommissioningactivitiescanmeanthatthere

isanenhancedriskofanexposureforsomeworkers.Remote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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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boticstechnologiescangreatlymitigatetheserisks,butwhenthese

areunavailable,aworker'sexposuremustbecarefullymanaged.

․ Non-radiologicalassessment:Ariskanalysisofnon-radiologicalhazards

aretypesofnon-radiologicalhazards,levelsof likelihoodsand

consequences.Thelikelihoodofnon-radiologicalhazardsis5different

levelsandtheconsequenceofitis5differentlevelsofitsseverity.

○ Developmentofprogram fordecommissioningprocesssafetyassessment

-Onthebasisofmenu-drivenmode,thefeatureofprogram isthatinput

system canbeupdatedeasilybyadetailfunction.

2.Developmentofthecontaminationmonitoringtechnologyofhighly

contaminatedfacilities

A.Conceptualdesignandorganizationofthehighradioactivecontamination

monitoringsystem

○ Determinationofthemeasurementmethodsforthesurfacecontaminationtype

inthehighradioactivecontaminationfacilities

- Directalphaparticlemeasurementofthenarrow areasuchassurfaceof

equipments:bulktypemonitoringsensor

- Largeareacontaminationmonitoring suchaswallandfloor:spray type

countingmaterial

○ Determinationofthecountingmaterialforhighlevelradioactivecontamination

monitoring

-Scintillator:inorganicscintillatorZnS(Ag)forbulktypesensorandorganic

scintillatorPPOandPOPOPforspraytypesensor

-Supportpolymer:polystyreneandepoxyresin

○ Developmentofthe preparation method forthe high alpha contamination

monitoringsensor

-Bulktypesensorforthenarrow areamonitoring:transparentepoxyand

inorganicscintillator

-Spraytypesensorforthewideareamonitoring:core-shellemulsionusing

organicscintillator

B.Developmentofthescintillatorcountingmaterialsformeasurementofthe

simultaneousalphaandbeta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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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ationconditionofthebulktypesensorforthedirectalphaparticles

measurement

-Preparationconditionforsupport:epoxyresin45g+curingagent15g

-SurfacedensityoftheZnS(Ag)scintillatorlayer:15mg/cm
2

-Alphaintrinsicdetectionefficiency:53%

-Signaltransmissionrate:20% improvementforthephysicalcontact

-Signaltransferlength:over10m (below 5% signalloss)

○ Development of the preparation method for measurement of high-level

beta-rays

-Determinationoftheoptimalconditionofthesensroformeasurementofthe

betaparticle(Epoxy:PPO:POPOP=1:0.7:0.06wt%)

-Thickness:3mm

-Opticaltransparnet:transmissionover85%

-Countingefficiency:over50%

○ Determinationofsensorpreparationmethodforthesimultanousalphaandbeta

measurement

-Sensorfornarrow areamonitoring:diameter10mm,length30mm

-Sensorforwideareamonitoring:diameter50mm,length30mm

-Scintillatorlayerforalphameasurement:15mg/cm
2

-Scintillatorthichknessforbetameasurement:3mm

C.Developmentofthesimultaneousalphaandbetaparticlemeasurement

technology

○ Substractiontechnologydevelopmentofthehighlevelbackground

-SubstractionoftheChrenkovlightusingdummyopticalfiber

-Subsractionratio:90%

○ Developmentofthealphaandbetasignalseparationtechnology

-Signalseparationusingthepulsershapemethods:highseparationratio(over

95%),low detectionefficiency(below 1%),low background

- Signalseparation using thepulserheightmethods:high separation ratio

(over99%),highdetectionefficiency(over30%),highbackground

D.Developmentoforganicpolymerforcontaminationmeasurementofthe

largesurfaceandremovalofradioactivecontaminants

○ Establishmentofcore-shelltypepolymericemulsionmanufacturingcondition

forradioactivecontaminationmeasurementofthesurfaceofawalland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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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measurementcorepolymer:styrene+organicscintillator

-Shellpolymerforremovalofradioactivecontamination:PVA-PVP-EA

○ Developmentoforganic medium for contaminantand characterization of

radioactivecontminants

- Establishmentofpreparation condition fortheconversion improvementof

polymericemulsion(polymerconversion:95% improvement)

-Estimationofcontaminantremovalwithvariousemulsionsize:decisionof

optimum particlesize

-Deduceofoptimum conditionforpysical/thermalstabilityofmaterial

-Manufactureofspray-typeemulsionequipmentandperformanceevaluation

○ Establishmentofpreparationschemeforcontaminationimagingoflargesurface

-Compositionofdetectingmaterials:poly(St-EA)+PVA+ZnS(Ag)

-Establishmentofaconceptofcontaminatedfacilitiesvisualizingtechnologyby

contaminationimagingmaterialandCCDcamera

-Contaminationvisualizing:New dectectingmaterials

-Contaminationimaging:CCDcamera

- Visualizing of facilities contamination :camera image + contamination

visualizing

E.Developmentoftheremotemonitoringtechnologyandmeasurement

system

○ Manufactureofthemeasurementanddetection system forthehigh alpha

radioactivecontaminationmonitoring

-Specificationofthealphamonitoringsensor

·Probe:aluminum

·Sensorprobeenterance:Almylarfilm(1～ 2mg/cm
2
)

-Remotemeasurementsystem

·Photoncountingunit(PMT& MPPC)+signalprocesssystem

·Applicationtestoftheunit

○ Developmentofthe remote controltechnologies for detecting alpha/beta

contaminantsin narrow areaandinwidearea

-Developmentoftheremotecontroltechnologyfornarrow area

·Detectingmethodinnarrow area:1Dlaserdistancemeasuringsensor

·Transportationmethodofremotehandlingequipmentfornarrow area:

remote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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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andtestingtheremotedetectingsystem fornarrow area:

maintaining10mm distancebetweenobjectanddetectingsensor,detecting

error:lessthan±0.5mm

·Detectingcontaminantsinthehotspotandnarrow areaprecisely

-Developmentoftheremotecontroltechnologyforwidearea

·Detectingmethodinwidearea:2Dlaserscannerorstereovisioncamera

○ Designandmanufacturingofthehighcontaminantsremotedetectingsystem

-Revisingtheremotecontroltechnologyforwidearea

·Developmentofmeasurementmethodofthe3Dshapeofwideareausing

stereovisioncamera

·Developmentoferrorcalibrationtechnologiesforstereovisionmethod:

Mis-matchingerrorcalibration,applyingirregularpatternprojectionmethod,

andstereovisionscanningmethod

·3Dshapemeasuringtestingusingstereovisioncamera:error:lessthan±

1.5mm

·Developmentofmeasuringarea3Dshapevisualizationprogram and

detectingsensorworkingpathvisualizationprogram

·Alpha/betacontaminants3Dvisualizationprogram

3. Development of multipurpose dismantling equipment for highly

contaminatedfacility

○ Conceptualdesignofmulti-purposedecommissioningequipment

-Functions:dismantling,measuring,decontamination,handling

-Remotehandlingmethod:3Dgraphiccontrol

-System layout:Manipulator+Remotehandlingtool+Toolexchanger

-Manipulator:7DOF,dualarm,selectionofcranemoving

-End-effector:Attachvariouscuttingtoolsandhandlingequipment

-Force/torquesensor:Measuring6DOFforceandmoment

-Graphiccontrol:TCP/IPremotecontrolbyusinggraphicsimulator

○ Technicalanalysisofdismantlingtechnologyfordecommissioninghighly

activatedfacility

-Simulationofcryogeniccutting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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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LN2jetsimulation:notappliableduetolow cuttingforce

·LN2+abrasivejet:appliable,necessarypressure:270MPaover

-Setupthetechnicalrequirementsofcryogeniccuttingtechnology

·Pressure:300MPa

·Feedrate:0.7mm/s

·Stand-offdistance:1mm

·Abrasivefeedrate:4.6g/s

-Design/manufacturingofhighpressuresystem forcryogeniccutting

·Manufacturingofhighpressuresystem basedonthetechnicalrequirements

·Pressuregenerationtest:properpressuregeneration

○ Developmentofcryogenictemperaturemaintenancetechnology

-CFDthermalanalysisofattenuatorandLN2transferpipe

·BaseontheCFDthermalanalysis,setupthedesignvaluesofattenuatorand

LN2transferpipe

·Attenuator(:145mm):innerdiameter:180mm,outerdiameter:220mm,

coolantvelocity:1m/secover

·LN2transferpipe:outerdiameter:20mm,middlevacuum

-Manufacturingandtestofcryogenictemperaturemaintenancesystem

·Manufacturingcryogenictemperaturemaintenancesystem forattenuatorand

LN2transferpipe

·ExittemperatureofattenuatorandLN2transferpipe:125K(liquidstate)

-Manufacturingofvacuum generationsystem andLN2supplysystem

·Manufacturingvacuum generationsystem andtest

·ManufacturingLN2supplysystem andtest

○ Experimentofcryogeniccuttingsystem andselectionofoperationcondition

-Cuttingperformance:Stainlesssteel10mm cutting

-Comparisonstudybetweenjetfluid(LN2andCO2):CO2isnotapplicable

duetotheeasyevaporationinatmospherepressure

○ Developmentofcryogeniccutting controlsystem and muti-purposecontrol

system

-Developmentofcryogenicnozzlepositioningcontrolsystem

·Manufacturing nozzle controlsystem by using laserdistance measuring

sensor



-xxxi-

·Lasercontrolsystem can controlthenozzlemaintaining thedistance(1～

2mm)betweennozzletipandtarget

- Conceptualdesign ofgraphiccontrolsystem ofmulti-purposedismantling

equipment

·Conceptualdesignofgraphiccontrolsystem byusingHaptictechnologyand

VRtechnology

Ⅴ.ApplicationPlanfortheResearchResults

1.Developmentofdecommissioningprocessassessmentsystem

Thedecommissioningprocesssimulationandevaluationtechnologycanbemuch

more upgrade the efficiency ofdecommissioning by visualizing with 3 dimensional

images.Theassessmenttechnologyofdecommissioningprocessmustbedevelopedand

willbeusedfortheALARAplanningtoolofdecommissioningprocessanddemonstrated

fortoolsofdecommissioningequipments.Also,thistechnologycanbeusedfortools

workplaceswithhighworkdifficultysuchaslarge-scalechemicalplant,underwater

andspace.

2.Developmentofthecontaminationmonitoringtechnologyofhighly

contaminatedfacilities

Thecontaminationmonitoringsystem forhighlycontaminatedareawillbeusein

thehighradioactivitydecommissioningsitessuchashot-cellorglovebox.Also,itwill

beuseinthegeneralnuclearfacilitiesastheradiationmonitoringunit.Thepreparation

technologyoftheradiationsensorforhighradioactivecontaminationmeasurementwill

betransferredtothecompanyfortheindustrialization.Theremotemonitoringsystem

canpreventtheworker'sexposureusingtheopticalfibertoseparatethesensorand

electronics.

3.Developmentofmultipurposedismantlingequipmentforhighly

contaminated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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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nnovativedismantlingtechnologyforhighlyactivatedfacilitycanbeusedfor

the cutting technology for maintenance ofnuclear power plant,Remote handling

equipmentcanbeusedformeasuring,cutting,handlinginthemaintenance,handling,

anddecommissioningofhighlyactivatedfacilities,andGraphiccontrolsystem canbe

usedforhighlydifficulthandlingworkingeneralindustryaswellasnuclear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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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배경

고방사성 설비의 해체작업은 높은 방사능 로 인해 작업자의 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고난이도의 작업이므로, 안 성과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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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자국의 여건에 합한 site specific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원 을 포함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시에는 다양한 해체 련기술이 필요하

며, 해체 비용은 시설에 따라 건설비의 20 ～ 40% 정도가 소요된다. 원 의 경우 운 정지

5년 내지 10년 에 해체 비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향후 상되는 고방사능 원자력 시

설에서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해체 핵심기술 개발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 일부(PIEF, DFDF 등)는 단 개선보수가 필요하며, 상용 원

의 경우 운 정지 5년 에 해체 비 작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2017년(수명 연장 1회

상)에 운 이 정지되는 고리 1호기의 해체 비 단계에 요구되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에 이어 추진 상되는 해체 사업은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와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서 주도 인 역할을 하기 해

서는 핵심기술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 열에 합류되어 있지만,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수 은 아직

보 인 단계이다. 세계 으로 원자력 시설 해체는 각 국가에서 실정에 맞는 기술을 개발

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로 해체사업 경험과 이에 한 용기술 개발을 바탕

으로 고방사능시설 해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에 한 독자 인 기

술을 확보하여 련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시설의 해체 안 성 확보를 통하여 원

자력에 한 일반 국민의 사회 수용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한, 원자력

시설 해체는 시설 수명기간 발생량을 상회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일시에 규모로 발생

하고, 많은 작업자 방사성 피폭과 방사능 환경방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 한 방사능

안 리 체제 확립이 필수 이다. 따라서, 고방사능 취 지역의 정확한 방사성 오염도 측

정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 작업 종사자의 피폭을 감할 수 있으며, 환경의 안 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1.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해체 계획단계에서 상물의 합한 해체 차를 확립하고 해체공정에 한 안 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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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 피폭 평가는 최 해체공정 시나리오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특히 고방

사능 시설의 해체작업은 타 공정과 달리, 사 에 해체공정 평가 안 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 의 해체공정을 도출함으로써 작업자 안 해체작업의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

로 계획단계에서 실히 요구되는 기술이다.

해체공정 평가는 해체작업 에 작업환경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를

구 함으로써 최 의 해체공정을 도출하며, 작업자에게 해체 차 공정을 정확히 인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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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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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방사능 오염구역을 3차원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안 한 해체작업 경로를 설정하고, 작업자

에게 시각 으로 오염 부 를 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해체 단 공정시 방사화

에 따라 단 부 를 설정하여 폐기물 감량에도 도움을 수 있는 기술이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평가는 해체작업 환경에 한 방사능 피폭 안 성 평가를 바

탕으로 해체 규제 제한치 해체 운 목표치의 합성 등에 한 해체공정 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 따라서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에 한 방사능 피폭 안 성 평가 방법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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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각종 해체장비 기술개발을 한 사 검증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가상 실 기술은 항공, 우주, 의료, 국방, 게임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각 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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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선정·평가하고, 실제 해체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하여 개발 시 발생될 문제

오류를 사 에 방지하고 작업자 훈련을 통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막 한 추가 개발

비용 감축과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추가 이익을 기 할 수 있다. 한 이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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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완료시 많은 산업체에서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최근 사회 으로 방사성 피폭과 방사능 환경 출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작업 안 성

에 한 요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고방사능 시설 해체 로젝트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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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높은 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의 안

해체를 입증함으로써 원자력에 한 국민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 수립, 방사선 안 리 폐기물 규제해제 시에는 해체 상

발생 폐기물에 해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직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재까지 확립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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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방사성 오염을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재까지 국내에

서 고방사능 시설에 용이 가능한 검출기 측정기술의 개발은 시도된 바가 없으며, 해외

에서도 아직까지 연구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염도 측정 기술의 자립 향후 상되는

해외 형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장에 진출하기 해서는 국내 고유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

다.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해서는 사 에 시설 부지의 방사선학 인 특성평가가 정확하

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시설의 경우는 생물

학 방사선학 해도가 큰 악티나이드 핵종과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베타선 방출핵종

에 의한 오염 여부와 정도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 오염구역 내부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소구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와 면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를 개발하고,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 오염도 측정기술을 확립하 다. 개발한 오염도 검출소재 제조기술 고방

사성 오염도 측정장비는 고 오염시설의 방사선 리 측면 해체 사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 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3.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해체 작업을 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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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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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원격 해체장비를 개발하여 실증 시험을 수행하 다. 고방

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시에 공통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설비의 단, 원격 취 등의 복합 기능을 가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상물은 부분 두꺼운 부재가 부분으로 해체 기술 용 시 두

꺼운 상물도 쉽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단 시 2차 폐기

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단에 부 합한 기술들이 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합한 새로운 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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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추진 황 연구내용

1.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가.추진 황

○ 국내외 VR시스템에 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 고 이를 기반으로 고방사능 시설 해

체 VR 시스템에 한 기능 시스템을 설계함. 한 해체공정을 VR로 구 하기

해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상물을 선정하 고 이에 한 해체공법 해체공정을

구축함.그리고 해체공정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평가 방법과 평가 항목을 도

출함.

○ 해체공정 별 해체일정,폐기물량,해체작업 비용 등을 산정하 고 해체비용 작업

안 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체공정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최 의 해체공정을

선정함.

○ 해체 시뮬 이션 해체공정 평가 모듈,방사능 오염도 가시화,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등을 하나의 로그램으로 통합 리 할 수 있도록 GUI를 개발함.

○ 일반 산업분야와 원자력시설 설계/운 에 사용되고 있는 VR시스템에 한 기술사

례와 안 성 평가 기법에 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고방사능 시설에 합한 해체

VR환경을 설정하고 해체 안 성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필요한 분석 기법을 독창

으로 설계함으로써 해체공정 평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함.

○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VR구 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실 해체공정을 구

함. 한 해체공정 평가를 해 각 평가요소의 가 치를 산정하고 비용으로 정량화

하기 한 수식을 개발하고 로그래 을 하여 해체공정 평가 모듈을 개발함.

○ 고방사능 시설 해체환경에 한 방사능 오염도 분석과 안 성 평가 단 모듈을 개

발하고 공통 연계 평가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최종 으로 해체 VR 환경 바탕 에

단 시스템 상호 연계 해체작업에 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함.

○ 일반 산업시설과 운 원 의 안 성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에 한 험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를 수립

함.

○ 일반 산업 안 성 평가 기술 사례 분석과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체 경험 사례 분석

을 바탕으로 해체공정의 험 요소를 분석하 음.

○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체 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의미차분법을 용하여 해체공정의

험 평가 요소를 선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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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의 해체공정의 험요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문가 경험을 반 하여

정량 으로 험요소의 크기를 산정할 수 있는 퍼지추론시스템을 개발함.

○ 해체공정의 세부 차별로 험요소를 도출하고 방사선학 안 성 평가와 비방사선

학 안 성 평가를 통하여 해체공정의 험 감 조치를 취하여 최종 으로 안 성

을 확보할 수 있는 해체공정을 제시할 수 있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

함.

○ 개발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

가자의 편의성과 안 성 평가 수행의 신속성을 높이기 하여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 음.

나.연구내용

○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VR환경 설정

-해체 VR시스템 기능 설계

-해체 공정 시나리오 평가항목 선정

○ 고방사능 환경 가상 실 모델링

-가상 고방사능 환경 선정

-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VR환경 구축

○ 고방사능 환경 해체공정 가상 실 구

-해체공정 별 작업 방법 상세 차 수립

-해체 VR시뮬 이션 구축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로그램 개발

- 상물 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구축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로그래

○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로그래

○ 고방사능 공정평가 모듈 개발

-해체정보 가시화 로그램 개발

○ 고방사능 VR환경 공정평가 모듈 통합

-해체 VR시스템 통합/ 리 GUI개발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안 성 평가 기술 사례 분석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수립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험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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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정 재해 사례 험성 분석

-해체공정 작업 수행 고려사항 분석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사례 분석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방법 개발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 원리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차 개발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기법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법 타당성 검증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개념 설계 메뉴 구성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환경 설정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모듈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통합메뉴 GUI개발

2.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가.추진 황

○ 고 오염도 측정기술의 장단 을 평가하여 소한 구역과 면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검출소재 제조를 한 방안을 도출하고,고방사능 시설 내부에

서 원격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성함.

○ 소한 구역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결정형 센서를 제조하기 하여 스티 합반

응과 에폭시 가교반응을 이용하여 지지체를 제조함.각각의 지지체에 하여 물리 ,

학 ,방사선학 특성을 비교․평가하여 제조방안을 도출함.

○ 면 에 분사하여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기 한 목 으로 유화 합법에 의한 유

기섬 체가 함유된 고분자 에멀젼을 제조하고,고분자 종류 제조 조건에 따른 물

리화학 특성과 검출특성을 평가하여 제조방안을 설정함.

○ 센서의 지지체는 에폭시 수지에 해 경화제의 양을 변화시켜 제조한 후 학 특

성을 평가하여 조건을 선정하 으며,검출용 섬 층은 산모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

도 변화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여 최 의 조건을 도출함.

○ 섬유를 지지체와 결합하여 일체형으로 제조하 으며, 섬유의 직경,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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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ing깊이,다발형 등으로 조건을 변화시키며 센서를 제조함.개개 센서의 원거

리 신호 송 성능을 평가하여 최 의 센서 제조방안을 확립함.

○ 유화 합법을 이용하여 고분자 단량체 St와 유기섬 체 PPO/POPOP의 함량 변화에

따라 에멀젼을 제조한 후 성능을 평가하여 조건을 선정하 으며,고분자 종류 함

량에 따른 core-shell에멀젼의 구조 열 특성 등을 FT-IR,DSC,TEM 등을 이

용하여 평가하고,방사선 검출 성능을 평가함.

○ 소구역 면 부 에 해 오염도 측정센서를 정 하게 치제어를 한 방안

설정을 해 식 비 식 거리측정 방식에 해 정 도,측정거리,방사능 환

경 용성,내구성,가격 등의 다양한 항목에 해 비교분석하여 고방사능 환경 내

소구역 면 부 에 합한 거리측정 방안을 결정하 음.

○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 로토타입을 제작하기 해 오염도 측정센서와 상물

사이의 거리를 제어능 ±0.5mm 이하로 측정이 가능하고,측정결과를 RS232디지털

신호로 송이 가능한 이 거리측정 센서를 조사하여 가장 합한 이 거리측

정 센서를 선정함.

○ VisualC++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센서에서 측정한 거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고,오염도 측정 센서 이송용 모터의 회 속도를 제어하여 오염도 측정 센서와 상

물간의 간격을 2mm로 유지할 수 있는 제어 로그램을 제작함.

○ 제작한 소구역 오염도 측정용 제어시스템을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 매니

이터에 장착하여 용성을 악함.

○ 2D 이 스캐 를 이용하여 측정 시 발생되는 오차의 원인분석을 해 2D 이

스캐 와 상물 간의 거리,스캔 각도,측정 형상,색상,반사도,밝기 등의 변화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 각 항목 별로 오차에 미치는 향도를 악함.

○ 2D 이 스캐 로 측정한 데이터의 랜덤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Movingaverage

기법을 용하 으며 Movingaveraging시 필요한 window내에 정 데이터 개수를

악하기 해 데이터 수를 5,10,20,30개로 나 어 평균값을 산출함. 한 평균값

에서 공간 역에서 이웃한 몇 개의 값들을 마스크하여 국부 평균값을 산출하여 오차

를 임. 이 스캐 와 상물간의 거리를 변화시킨 후 다항보간법을 용하여 거

리에 따른 캘리 이션 함수를 도출함.2D 스캐 의 회 각도에 따른 오차보정을

해 각도별 데이터를 공간 평균화함.

○ 면 에 해 스캐닝한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가시화하기 해 Origin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닝 데이터를 3D그래픽으로 가시화함.

○ 면 오염도 치 제어 기술로 선정한 2D 이 스캐 를 이용한 제어 기술이 다

양한 조건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이를 체할 새로운 제어 기술로 스테 오비젼을 이

용한 제어 기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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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 오비젼을 이용한 형상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분석을 해 측정 높이별,각도

별 오차 발생 분석 최 스테 오비젼 설치 치 선정

○ 스테 오비젼 오차 제거를 한 스테 오비젼 스캐닝을 통한 오차 감을 한 새로

운 스테 오비젼 측정 알고리즘 개발

○ 스테 오비젼 형상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센서 거리 제

어를 한 로그램을 VisualC++를 이용하여 개발

○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센서 이동 경로 표기 기능을 VisualC++로 로그래

○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결과 DB 장 3D Mapping 로그램을 VisualC++를

이용하여 개발

○ 고 알 선 오염도 측정 장비의 방사선학 성능평가는 련 IEEESTD,ANSI

등의 국제기 에 따라 수행하며,사용후핵연료 취 연구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활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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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상용화 방안을 마련함.

나.연구내용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고 알 선 오염도 측정장비 검출소재 제조 기술 황 분석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기본소재 특성 평가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 소구역 알 선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알 선 오염도 측정용 섬 층 제조조건 도출 성능 평가

-원거리 신호 송용 일체형 센서 제조 특성 평가

○ 면 오염도 측정 핵종 포집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이 구조 분사형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 면 오염도 측정용 corepolymer제조조건 도출 특성 평가

-오염 핵종 포집용 shellpolymer제조조건 도출 특성 평가

○ 고 알 선 오염도 원격측정기술 시스템 개발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원격 제어 방안 선정

-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면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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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 제작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 성능 시험

3.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가.추진 황

○ 해체 상물의 물리 ,방사선학 특성에 따른 해체공법을 선정하 고 해체공법을

상물에 용하여 해체할 수 있는 체의 해체 시나리오를 개발하 음. 한 가상

해체공정을 구 하기 해 필요한 해체 상물 주변 환경에 한 모델링을 수행

하 음.

○ 해체 시나리오에 한 정량 데이터를 확보하기 해 해체정보 평가 요소기술을 개

발하 다.해체비용 산정은 Decommissioninghandbook에서 제시한 분류방법을 이용

하여 각 작업에 한 인건비,재료비,운 비를 산출하고 작업여건에 따른 가 치를

산정하여 최종 비용을 산정하 음.

○ 폐기물량은 해체 상물의 CAD의 Volume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단될 부 의

체 부피를 계산하 음.

○ 해체 일정은 단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단 공정별로 계산하고 시나리오별

로 합산하여 해체일정을 산정하 음.

○ 해체 시나리오 평가는 AHP와 MAUT 기법을 이용하여 정량 인 자료와 정성 인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 음.

나.연구내용

○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구성 개념설정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개념설계

○ 극 온 단 장비 용성 분석 설계사양 도출

-극 온 단 기술 산해석

-극 온 단 실험장비 설계사양 도출

○ 극 온 단용 가압공정 장치 개발

-극 온 단용 가압장치 설계 제작

-극 온 단용 가압장치 성능 시험

○ 극 온 유지 공정 장치 개발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설계를 한 CFD열 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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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성능 시험

○ 극 온 단 장비 성능 시험

-분사 매질에 따른 분사 실험

○ 극 온 단 장비 복합제어 장비 개발

-극 온 단 장비의 단성능 향상을 해 이 치 제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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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황

제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1.서 문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안 하게 해체하는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인

해체공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해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측면에서 최 의 해

체공정을 개발하기 한 노력을 수행하 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해체 차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실제 규모의 물리 목업을 제작하여 해체 차를 개발하려고 시도되었다. 그

러나 물리 목업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 한 비용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해체 차를

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 다. 최근에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물리 목업 시설을 이

용한 해체 차 개발을 컴퓨터 산모사 기술이 이를 체하고 있다. 산모사 기술은 다양

한 해체 차를 컴퓨터 가상공간에 구 하여 해체 차를 악하고 문제 을 분석할 수 있으

며 은 비용으로 목업 시설을 구 할 수 있다는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원자력 선

진국들은 한 차원 진보된 기술로 가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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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성에 해

정량 으로 비교 평가하여 최 의 해체공정을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 완료 후

해체 엔지니어링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해외의 연구개발 황

  

가. 일본

 JNC는 1999년부터 VRDose라는 방사성 작업 지역에서 해체활동 계획을 합리 으로 수행

하기 하여 가상 실 기술을 응용한 외부 피폭선량 평가시스템을 Fig. 2.1.2.1을 개발하

다. 가상 실 기술과 3D CAD기술을 이용한 VRDose는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가상의 작업자

(mannequin)가 3D CAD로 구 된 해체 공간에서 해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해체 작업일정

과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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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1. VRDose 구성.

  나. 랑스

랑스 CEA 연구소에서는 해체 환경을 가상으로 설계한 후 방사선 리 구역에서의 해체

작업 해체 후 유지 보수 작업에 한 최 시나리오를 도출할 목 으로

CHAVIR(CHAntier VIRtuel-VIRTUAL SITE)라는 시스템을 Fig. 2.1.2.2을 개발하 다. 이 시스

템은 시뮬 이션 최 화, 해체 차 유지보수, 작업자 교육, 데이터 장(DB), 로젝트 리

뿐만 아니라 VR 기술과 Haptic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해체작업을 직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 실시간 피폭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간별 피폭량을 계산

할 수 있는 모듈도 개발하고 있다.

Fig. 2.1.2.2 CEA CHA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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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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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해 Halden viewer라고 하는 VR 시스템을 개발하 다. Halden viewer는 Fig. 2.1.2.3 가

상 실, 방사화 가시화, 작업자 피폭 평가, VR Navigation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Halden viewer는 헤드 마운트를 이용하여 작업자에게 가상 실을 달하고 Data glove를 이

용하여 가상 환경을 컨트롤하도록 설계하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해체 작업자

의 해체작업 체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Fig. 2.1.2.3. Halden viewer 시스템.

   

3.국내의 연구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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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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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이다.virtualreality와 visualization기술은 원자력을 해체한 경험이 있는 선진국들이 해

체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막 한 산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로써

국내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로 1,2호기를 상으로 주요 해체 상물에 하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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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사업 수행에 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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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술개발 조사사례에 한 평가

기술개발 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해외에서는 해체공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시화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 해체공정 평가에 련된 연구는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한 해체

공정 산모사도 3차원 그래픽으로 구 하는 것이 부분이었다.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해

체공정 산모사를 첨단 그래픽 기술인 가상 실 기술과 목하여 구 하 고 향후 원격 해

체장비를 가상 실과 연계한 그래픽 제어 기술로 확장 개발할 정이다. 한 본 과제에서

는 해체공정 VR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체 환경에 한 방사화 분포 가시화 작업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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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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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추었다.

한 해체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본 연구가 세계 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술이

며, 재 IAEA 주 FaSa 로젝트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본 연구개발 결과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평가 기술을 독자 확보하 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이 분야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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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1.서 문

Hot Cell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방사성핵종 오염도

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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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폐기물

탱크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한 장비를 개발 에 있다. 특

히 최근에는 소형의 검출기와 섬유를 이용하여 측정 상에 하지 않고 원격으로 방사

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해외의 연구개발 황

일본의 JAEA에서는 장에서 직 악티나이드 용액에 직 하여 알 /베타선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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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섬 체로 도포된 라스틱 섬 섬유를 이용하여 방사성 이온교환수지 폐기물수송을

감시하기 한 시스템과 신체 표면의 오염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한 휴 용 오염 검사기를

개발하 다.

사용후핵연료 에는 장반감기와 방사선학 화학 독성이 강한 TRU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핵종의 감시가 요한데, 미국의 Westinghouse Hanford Company에서는

Hot Cell 는 고 액체 폐기물 장용기와 같은 고 방사성 물질을 취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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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표면장벽형 실리콘 검출기를 사용하여 장에서 원격으로 감마선과 베타선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미국의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surface 

passivated ion implanted planar silicon diode 검출기를 이용하여 용액 에서의 알 선을 측정

하여 TRU 함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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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방호 측면에서 원자로 수조수나 hotcell과 같은 장에서 감마선 분석을 하여 소형

CdZnTe 검출기를 이용한 측정시스템을 개발하 다. 소형 CdZnTe 검출기의 분해능은 조사된

핵연료 집합체에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해하는데 충분하 으며, 

hotcell과 같은 시설에서 고 폐기물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합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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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의 연구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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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를 검사하기 하여 수 벽면 주행로 개발, 원자력시설의 건물 바닥의 표면 자동시

료채취 오염도 측정장비, 그리고 해체 시 발생되는 배 의 내부 오염도 측정장비 등이

개발되었다. 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조의 원격검증 방법으로 섬유 섬 체를 이용한

성자 감마선 검출 방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라스틱 섬 섬유를 사용하여

에 지 베타선 측정용 센서 개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CsI(Tl) 섬 체와 섬유를 조합하

여 센서를 개발하여 선량계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 다.

4.기술개발 조사사례에 한 평가

고방사능 시설의 알 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센서의 개발은 세계 으로 연구되고 있

으나, 자동으로 시설 내부의 고 알 선 오염도를 원격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 선의 오염도를 직 측정할 수 있고, 원거리로 신

호 송이 가능한 일체형의 알 선 오염도 측정용 센서를 독자 으로 개발하 다. 개발한

센서를 이용하여 원격 제어 기술을 용한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국제 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상되는 고 시설의 제염해체 사업에도 주도 으

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시설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면 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분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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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념의 검출소재 제조기술을 확보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고분자 검출소재는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세계 으로도 선례가 없는 독창 인 검출 소재이다. 향

후 추가 인 기술을 개발을 통하여 상용화 가능한 단계의 검출소재를 제조한다면 고 오

염도 측정 분야의 선도 인 기술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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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1.서 문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해체 작업을 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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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원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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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뿐만 아니라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설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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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취 작업뿐만 아니라 복합 기능을 가진 다기능 해체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상물은 부분 두꺼운 부재가 부분으로 해체 기술 용

시 두꺼운 상물도 쉽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단 시 2차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단에 부 합한 기술들이 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합한 새로운 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2.해외의 연구개발 황

• 일본

일본 JAERI에서는 JPDR 해체 R&D 로그램으로 원 해체용 원격 듀얼암 조작기를 개발

하 다. 이 조작기는 라즈마 단장비, 원형톱 단장비, 직쏘 단장비 등을 장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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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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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기를 컴퓨터 시뮬 이션과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원격조작

은 네트워크로 컴퓨터상의 움직임을 조작기에 송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그러나 라즈

마 단 장비는 단 시 고열을 발생시키며 기 에 fume을 배출해 2차 폐기물이 발생되

는 단 이 있다. 그리고 기계 단 장비들도 단 두께에 한계가 있으며 단 시 칩이 발

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한 2차 공정이 필요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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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2.4.일본의 듀얼암 해체 매니퓰 이터.

• 랑스

랑스 CEA에서는 핫셀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에서 원격해체를 수행하기 해 “Maestro” 

라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은 tele-operation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라즈마, 

Grinder, Shear, 휠커 단장비를 선택하여 해체 상물을 단할 수 있다. 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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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의 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수 에서도 사용하기 해 방수처리 되어 있

다. 유압시스템에는 화재방지를 한 유체를 사용하 고 제어시스템은 10 kGray에서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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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의 성능은 우수하나 해체 장비는 통 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단 장비

역시 단 할 수 있는 두께가 제한 이며 장비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Fig.2.3.2.5 랑스의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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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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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며 여섯 방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최장 78 inch의 유선 조정 거리 근능력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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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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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감하 다. 한 이 조작기는 햅틱 기술을 용하여 조작기 운 자가 원격조작기의

감을 실시간으로 달함으로써 보다 세 한 제어가 가능하다. 

Fig.2.3.2.6미국의 듀얼암 워크 이트.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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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부 Filler를 해체를 해 원격 밴드 쏘 해체장비를 개발하 으며 한, 수 에서 RPV의

내부 Moderator 탱크를 해체하기 해 원격 로 팔에 라즈마 단장비를 장착한 해체장비

를 개발하 다. 이와 더불어 수 에서 트 세 용으로 그라인더, 직쏘, 유압 shear 등의 장

비도 개발하 다. 마지막으로 단 시 발생된 폐기물을 원격으로 수거하기 한 조작기를

개발하 다. 독일에서 개발한 장비도 단 기술이 라즈마나 워터젯을 주로 사용하여 단

성능은 좋으나 단 시 발생되는 칩이나 흄의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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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2.7독일의 MZFR해체용 매니퓰 이터.

3.국내의 연구개발 황

국내에서도 원자력 분야에 원격 조작기술을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발 소 노심

부의 크랙이나 수 등을 탐지하기 한 목 으로 이동형 로 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로 설비를 원격으로 조작하기 해 원격 매니퓰 이터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 개발된 연구들은 시설 특성 목 에만 국한되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목 으로 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 특히 고하 을 취 해야 하는

원자력 시설 해체작업에는 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4.기술개발 조사사례에 한 평가

미국, 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 들은 원 이나 연구로 해체를 해 독창 인 다기능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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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선진국에 개발한 원격 해체장비는 부분 통 인 단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며, 일부 몇몇 나라에서는 이 단 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출력의 제약, 

고가의 비용, 단 시 발생되는 흄 등과 같은 문제 을 해결해야 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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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는 고하 취 에도 용이하며 다양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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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 고독성 설비의 운 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한 극 온 단 기술은 기존 상용 단

기술의 문제인 단 시 발생되는 2차 폐기물을 획기 으로 감소 할 수 있어 고방사능 시설

의 단 기술로 매우 합한 기술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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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1.개 요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은 해체환경 공정을 가상 실로 표 함으로써 기존에

개발한 산모사 시스템보다 한층 실감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일보하 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에 해 해체 비용과 해체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안 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최 해체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

는 기술을 세계 최 로 개발하 다.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술로 해

체작업 환경의 잠재 험성의 발생원인과 특징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작업자의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잠재 험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 험 감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

술이다. 해체공정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기 하여 국내외 해

체사례 일반 산업분야의 안 요건을 반 하여 해체공정에 한 험평가 요소를 선정하

고, 피폭선량을 계산 수화하는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기법과 험요소의 피해크기

와 발생확률을 이용하여 수화하는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기법을 해체작업 환경에

합하도록 개발하 다. 최근에 원자력시설 해체 안 성 평가에 한 필요성이 해체 경험이

있는 원자력선진국들에 의해 제기되어 IAEA 주 으로 해체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을

한 국제 로젝트(FaSa)가 진행 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본 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

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연구내용 방법

가.연구내용

○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해체 VR 시스템 기능 설계

  ∙해체 공정 시나리오 평가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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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방사능 환경 가상 실 모델링

  ∙가상 고방사능 환경 선정

  ∙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VR 환경 구축

- 고방사능 환경 해체공정 가상 실 구

  ∙해체공정 별 작업 방법 상세 차 수립

  ∙해체 VR 시뮬 이션 구축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로그램 개발

  ∙ 상물 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 구축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로그래

-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로그래

- 고방사능 공정평가 모듈 개발

  ∙해체정보 가시화 로그램 개발

- 고방사능 VR 환경 공정평가 모듈 통합

  ∙해체 VR 시스템 통합/ 리 GUI 개발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일반 안 성 평가 기술 사례 분석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수립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험성 분석

  ∙해체공정 험성 분석

  ∙해체공정 작업 수행 고려사항 분석

- 해체공정 험 평가 요소 선정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사례 분석

  ∙해체공정 평가요소 선정 방법

  ∙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 원리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차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법 개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법 용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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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환경 설정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모듈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통합 메뉴 GUI 개발

나.연구방법

○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시스템

  - 연구로 해체 digital mock-up 시스템과 가상 실 기술 황 분석을 통해 원자력시설 해

체공정을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VR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설정함.

  - 해체기술에 한 장단 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에 합한 해체공법을 선정함. 선정된

해체공법에 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해 단 치 작업순서에 한 세부 차

를 만들어 해체 시나리오를 구축함.

  -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평가 항목 기여도가 미미한 항목과

평가 항목간의 종속 계에 있는 평가항목은 배제하여 최종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기

여도가 높고 서로 독립 인 평가항목을 선정함.

  - 해외 원자력시설 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가상 해체환경의 크기, 구성요소 재질, 해체

장비 등의 기술 정보를 상세하게 도출하여 3D 모델링을 제작하고 주요해체 상물

인 방사화된 탱크와 탱크 주 의 배 의 해체작업에 해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가상

실을 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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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도 데이터를 장 리하며 EON 내부 Graphic 처리 로그

램 언어를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도 3차원 Contour 실시간 작업자 피폭량 계산을

수행함. 

  - 해체공정 평가에서 해체비용 작업 안 성에 한 가 치 산정은 설문조사를 종합

하여 각각의 정량 인 가 치를 산정함. 

  - 해체 VR 시스템 통합/ 리 GUI의 개발은 웹페이지 제작 툴과 JAVA 로그램을 이용

하여 제작함.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 일반 산업시설과 운 원 의 안 성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에 한 험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안을 수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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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여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방사선학 험요소와 비방사선학 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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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분류하고, 국내 일반 산업분야에서 용하고 있는 평가 험요소와 산업재해 통

계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 산업 험요소를 분류하여, 해체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

성 있는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험요소를 선정하 음.

  - 원자력 설비의 해체 분야는 자료의 축 과 경험이 거의 없어 정량 인 평가를 기 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유사 경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안 성 평가를 한 입력변

수인 강도와 빈도에 한 추정을 퍼지 소속 함수로 정량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

의 일 된 함수로 구 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안 성 평가의 결론을 객 으로 추

론할 수 는 기법을 제시하 음.

  -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기법의 세부 차별로 단 모듈을 메뉴방식으로 설계하

여 자료 입력 처리가 쉽게 업데이트 되도록 로그램을 개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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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결과

가. 고 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  

(1)고방사능 시설 해체 VR시스템 개념 설정

고방사능 시설에 한 해체 VR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국내외 VR구축 사례 련

문헌을 토 로 다음과 같은 해체 VR시스템에 한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Fig.3.1.3.1은

구축한 해체 VR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에서는 연구용원자로 해체 시

해체 엔지니어링 도구로서 해체 DigitalMock-up시스템을 개발하 다.해체 DMU에서는

해체 시나리오에 한 해체일정 산정,해체 작업 비용 산정,폐기물량 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다.이러한 기존의 DMU 모듈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해체 안 성 평가 모듈을

통합하여 해체 시나리오를 정량 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한 해체 VR시스템 내에서는 새로운 기능으로 해체환경 내비게이션,해체공정 가상 실

구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작업자 상 피폭량 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3.1.3.1.고방사능 시설 해체 VR시스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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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VR시스템은 향후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의 그래픽 제어에도 활용하

기 해 하드웨어 시스템을 Fig.3.1.3.2와 같이 개념에 하여 설계하 다.해체 VR시스

템은 단계에서 개발한 해체 DMU 모듈을 통해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필요한 기 데이

터를 확보하고 해체 VR시스템에서는 실제 해체작업을 컴퓨터 가상공간 상에 구 하고 이

를 가상 실로 로그래 을 하여 실제 작업자들이 몰입하여 시청 할 수 있도록 하 다.가

상 실 구 은 가상 실 구 용 빔 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으로 표 되고 시청자는 가상

실 시청용 안경을 착용하여 가상 실을 체험하게 된다. 한 가상 실 내에서는 조이스틱을

통해 원하는 가상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리고 해체 VR구 결과는 별도의

기능키를 클릭함으로써 VR화면상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 다.

Fig.3.1.3.2.고방사능 시설 해체 VR시스템 구성도.

(2)고방사성 제염해체 공정 시나리오 평가항목 선정

고방사능 시설 제염해체 시나리오 구축에 앞서 시나리오 개발에 필요한 해체공법을 선정

하기 해,고방사능 시설의 해체기술과 국외 해체기술 용사례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해체기술로는 이 , 라즈마,Wheelsaw,Shear,Nibbler,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Crusher,코어보링,Rock splitter등을 조사하 으며 그 에서 라즈마 단 공법과

Wheelsaw 단 공법은 두꺼운 속재료를 빠른 속도로 단할 수 있고 용성이 우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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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장비가 렴하고 작업에 숙련도가 필요가 없는 등의 장 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단 해체기술로 공통 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리고 랑스,일본,독일,벨기에 등의 국외

해체기술 용 사례 분석에서도 라즈마 단 공법과 Wheelsaw 단 공법은 원 이나

고방사능 핫셀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기술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시나리오 구축을 해 해체기술 가장 보편 이고 해외 원자

력 시설 해체사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즈마 단공법과 Wheelsaw 단공법을

해체공법으로 선정하 고 두 공법에 해 해체 시나리오를 구축하 다.구축한 해체 시나리

오는 Table3.1.3.1과 같다.

□ 라즈마 단 해외 사례

-일본의 JPDR원자로 해체 시 수 원격 라즈마 단 기술 용

-독일의 상업용 발 로인 KRB-A의 해체를 해 원격 라즈마 단기술 용

- 랑스 CEA에서는 고방사능 시설 해체를 한 MAESTRO라고 하는 원격 해체장비

를 개발하 으며 단 장비로 라즈마와 Wheel 단장비 사용

□ Wheelsaw 단 해외 사례

-벨기에의 BR3원자로 해체 시 Mechanicalwheelsaw 단 기술 용

-독일의 MZFR원자로 vessel해체를 해 원격 건식 Wheelsaw 단 기술 용

-일본의 JAEA는 고방사능 시설 해체를 한 다기능 해체장비로 Wheelsaw와 라즈

마 단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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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단 시나리오 (Manual해체) Wheel 단 시나리오 (원격 해체)

① 방사능 계측

② 비계설치

③ 작업자 A 치로 이동

④ 라즈마 토치를 이용 A 치 배 단

⑤ 작업자 B 치로 이동

⑥ B 치 배 단

⑦ 작업자 C 치로 이동

⑧ C 치 배 단

⑨ 단된 배 #1분리 이송

⑩ 작업자 D 치로 이동

⑪ D 치 배 단

⑫ 단된 배 #2분리 이송

⑬ 배 #1,배 #2세

⑭ 세 폐기물 용기 수납

⑮ 비계 해체

① 다기능 해체장비를 이용 방사능 계측

② 다기능 해체장비 A 치로 이송

③ Wheel 단 공구로 A 치 단

④ 다기능 해체장비 B 치로 이송

⑤ B 치 배 단

⑥ 다기능 해체장비 C 치로 이송

⑦ C 치 배 단

⑧ 다기능 해체장비로 단된 배 #1분리

이송

⑨ 다기능 해체장비 D 치로 이송

⑩ D 치 배 단

⑪ 단된 배 #2분리 이송

⑫ 다기능 해체장비로 배 #1,배 #2세

⑬ 세 폐기물 용기 수납

⑭ 비계 해체

Table3.1.3.2.고방사능 시설 해체 시나리오

Fig.3.1.3.3.해체 시나리오 평가 항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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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나리오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향을 미치는 평가

항목을 Fig.3.1.3.3도출하 다.해체 시나리오의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해 련 문헌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후보항목을 도출하 다.

□ 해체일정

□ 해체 작업시간

□ 폐기물량

□ 해체 작업 비용

□ 작업자 피폭

□ 작업 안 성

□ 국민 홍보

□ 국민 이해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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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하 다. 한 작업자 피폭과 작업 안

성도 작업 안 성 항목에 작업자 피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작업자 피폭 항

목 역시 배제하 다.그리고 국민 홍보 국민 이해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해체 시나

리오 평가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여 이 두 가지 항목 역시 배제하 다.따라서 해체 시나

리오 평가 항목은 해체 비용과 작업 안 성 두 가지 평가 항목으로 함축하 다.

해체 비용과 작업 안 성에 한 가 치는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

평가항목에 한 가 치 산정 방법은 계층 분석과정(AHP:AnalyticHierarchyProcess)법

[3.1.3.1]∼[3.1.3.5]과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UtilityTheory)[3.1.3.6]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HP방법을 이용하여 가 치를 산정하 다.AHP에 한 상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계층 분석과정(AHP:AnalyticHierarchyProcess)법

∙ AHP개요

복수 안들 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안들

간에 상호비교 평가가 이 져야 한다.그러나 평가기 ,요인들이 계량 인 것과 비계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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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안들 에서 최선의 안을 다수의 평가기 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즉 복수 평

가기 의사결정문제에 놓일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정한 방법 체계가 없다면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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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그래서 복수평가기 의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해 평가기 들의 상 요성을 결정하기 한 방법으로 AHP가 등장한 것이

다.계층 분석과정(AHP:AnalyticHierarchyProcess)은 1970년 에 Satty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그 후 이 기법에 한 많은 이론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다 요인(다속

성)의사결정 문제는 기본 으로 상충되는 다수의 기 하에서 최 의 안을 선택하는 문

제로서 AHP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다.

AHP에 사용되는 평가척도는 비율척도이기 때문에 AHP는 안의 우선순 결정에 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 한 문제에도 용될 수 있다. 한,AHP에서 사용되는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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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고,평가자의 상 선호도를 반 하는 척도값에 의해 얻을 수도 있다.AHP는

문가 단 는 주 단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상황에 합하고,질 인 요소와 양

인 요소를 포함하는 기 (criteria)상황에 용시킬 수 있다.

AHP는 목표들 사이의 요도(weight)를 계층 으로 나 어 악함으로서 각 안들의

요도를 산출하는 기법이다.계층분석이 갖는 계층 분리(decomposition)의 특징은 의사결

정과제의 유기 계를 계층 으로 악하여 보는데 있어서 과제의 복잡성에 매우 큰 유연

성(flexibility)과 응성을 갖는다는 것이다.따라서 많은 사람․기 ․기간으로 구성된 복잡

한 의사결정 과제인 경우 분리를 통하여 계층 근이 가능해지므로 유용하다.

AHP의 용은 집단 합의(groupconsensus)에 의한 계층구성(designofahierarch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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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의사결정 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

다.주어진 의사결정문제를 계층화한 후,상 계층에 있는 한 요소( 는 기 )의 에서

직계 하 계층에 있는 요소들의 상 요도(relativeimportance) 는 가 치(weight)를

별 비교(pairwisecomparison)에 의해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궁극 으로는 최하 계층에

있는 안들의 가 치 는 우선순 (priority)를 구할 수 있도록 해 다.

AHP는 의사결정자의 오랜 경험이나 직 등을 평가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

로 표 할 수 있는 양 (quantitative)평가기 은 물론 흔히 의사결정문제에서 다루기 곤란

하면서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질 (qualitative)평가기 들도 비교 쉽게 처리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분석과정도 직 이고 비교 쉽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 계층 분석과정(AHP)의 특징

계층 분석과정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다 요인 의사결정(MultipleCriteria Decision Making)의 한 방법으로 다 속성

(multipleattributes)이나 다 목표(multipleobjective)의 경우를 포함한다.

2)가 치(importanceweight)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 요인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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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3)상 인 의사결정은 일반 으로 추상 인 의사결정보다 더 의미 있고 용이하다.

4)우선도(priority)를 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다.

5)질 인 요소를 비교하기 해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규모의 비율 우선도를 추론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 인 요소와 결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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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는 과제를 정의하고 그 과제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자 할 때 유용하

다. 한,구성요소간의 상호 작용하는 힘을 평가하고 그 성질이 어떠한가의 단을 한 기

법이다.의사결정자가 각 요소의 요성에 비추어 우선순 를 부여함에 따라서 단기 이

선정되거나 가 치를 부여받게 된다.AHP의 장 은 과제를 계층 으로 악함에 있어서 복

잡한 과제에 하여 매우 큰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있다는 이다.이러한 특징은 반 구

조 내지 비구조 인 의사결정 과제에 하여도 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이것은 많은

의사결정 과제들이 규범 (normative)이기보다는 서술 (descriptive)이며, 한 구조 인 결

정과제가 드물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AHP는 비합리 (직

)인 것과 합리 인 것을 다 기 과 다수 안을 결정시에 항상 동시에 취 할 수 있게 해

다.어떠한 문제를 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 어 기본이 되는 합리 인 구조로 만들고,각

계층에서의 우선순 를 얻기 해서 단순한 별비교(pairwisecomparison)를 통하여 단

을 요구하게 된다.

∙ 계층 분석과정(AHP)의 용 차

AHP를 용하는데 있어서 요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는 계층구조

를 문제에 합하도록 만드는 것과 둘째는 우선도(가 치 상 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의사결정자의 주 단에 의해서 결정되며,이러한 주 단을 합리

으로 표 는 계량화하는 것이 AHP의 용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

계층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주어진 의사결정 문제의

특성과 의사결정자의 경험 등에 의해서 합한 계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우선도를 부

여하는 방법은 별 비교를 통한 고유 벡타 방법이 사용되는데,그 상이 기 들의 가 치

이건 안들의 상 수이건 상 없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AHP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친다.

-1단계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HierarchyofDecisionProblem)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의사결정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 요소들(decisionelements)

로 계층화하여 문제를 분리하는 과정이다.최상 계층에는 가장 포 인 목표가 놓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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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 계층에는 선택의 상인 안들로 구성된다.계층구조의 간계층에는 평가기 들로

구성되는데 하 계층으로 갈수록 보다 상세하고 구체 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한편,계층의 수를 얼마로 해야 정한가에 하여 Saaty는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의 성

격에 따라,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 함의 정도에 따라 계층의 수는 달라진

다고 주장한다.그리고 비교 상의 수가 n개인 경우에 실제 별 비교의 횟수는 n(n-1)/2

가 된다.왜냐하면, 별 비교행렬 A는 각 성분이 1인 역수행렬이므로 의 값은 자동

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Saaty는 계층에 포함되는 속성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별 비

교의 횟수도 많아지므로 가능하면 한 계층 내에 속성들의 수가 9개를 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지만,이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단계 :평가기 의 별 비교(PairwiseComparisonofDecisionElements)

다속성 의사결정일 때는 각 속성의 상 인 요도를 모두 고려하여 가 치를 정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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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 (속성 는 요소)의 에서 직계 하 계층에 있는 기 들의 상 들의 상 요

도(공헌도 는 우월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평가 상 기 들 간에 별 비교를 행하고 그

결과를 행렬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별 비교의 과정에는 평가기 등에 한 의사결정자의 선호(preference)정도를 먼 어

의 인 표 에 의해 나타내고 이를 계량화 과정에 포함시킨다.이를 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척도(scale)가 필요하며,AHP에서는 Saaty가 제안한 1∼9 척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

다. 별 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범 는 1에서 9까지의 수 는 이의 역수들로서 Table

3.1.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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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요 도 정 의

1 동등(equalimportant)
두 요소의 목표에 한 기여도가 동일하게

요함

3
약간 요(weaklymore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요함

5
매우 요 (stronglymore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본질 으로 는 보

다 강하게 요함

7
확실히 요 (demonstrably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확실하게 는 매우

강하게 요함

9
요 (absolutelymore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으로 요함

1)2,4,6,8은 1과3,3과5,5와7,7과9의 간정도를 표함

2)요소 A와 B에 한 요도가 1-9이면 B의 A에 한 요도는 1-9의 역수로 표

된다.

Table3.1.3.3. 별 비교에서 사용되는 1∼9 척도

를 들어 속성 Ai가 Aj보다 더 요하다고 단되면 의 값은 1∼9 에서 그에

상당하는 값을 부여하고 는 그 역수를 부여한다.한편 Saaty는 AHP에 의한 최종 계산결

과가 이들 선택되는 값에 비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값을 선택해야 한

다는 부담감을 크게 갖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단계 :가 치의 추정(EstimationofRelativeWeights)

별 비교를 행한 후에는 각 계층에 하여 비교 상 평가기 들이 갖는 상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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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나타내 주는 수치 w₁,w₂,...wｎ을 추정하는 것이다.

Saaty는 가 치 추정방법으로서 고유치 방법(EigenvalueMethod)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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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때,A₁:A₂:A₃=4:2:1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를 단의 일 성이 완벽하다고 말

한다.

-4단계 :가 치의 종합(AggregationofRelativeWeights)

AHP의 마지막 단계는 하 계층에 있는 평가기 (속성)들의 요도 는 가 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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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 각 계층에서 계산된 평가기 들의 가 치를 종합하는 과정이다.즉 상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문제의 궁극 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하 계층에 있는 평가기 들이 어

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는 어느 정도의 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평가기

들의 종합 가증치를 구하는 단계이다.평가기 의 종합 가 치는 아래의 식 3-1-1을 통

해 구할 수 있다.

Wi=∑ (wj)(ui
j
) (식 3-1-1)

여기서,Wi :i번째 안의 종합가 치

wj :평가기 j의 상 가 치

u
i
j
:평가기 j에 한 i번째 안의 가 치

-계층 분석과정(AHP)의 일 성 단

Saaty의 계층분석이론을 실제문제에 용하기 한 일반 인 용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문제의 정의 요구되는 해의 구체화

② 총합 리목 의 최고수 으로부터 련 간수 을 통해서 통제가 그 문제를 분리하

거나 풀 수 있는 수 까지 구조화한다.

③ 별 비교를 구성한다.

④ 의 단계 ③에서 얻은 행렬요소의 수는 n(n-1)/2개가 된다.

⑤ A×w =λmax×w 라는 eigenvalue문제를 풀고서 일 성을 시험한다.

⑥ 단계 ③,④,⑤는 계층의 모든 수 과 집단에서 반복된다.

⑦ 계층구성은 기 에 한 가 치로 고유벡터들을 가 치화 하는데 사용되고,어떤 한

수 에서 요소의 총합순 를 얻기 해서 각 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가 치로 된 고유벡터들

을 더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다음 수 으로 계속 내려가서 최하 수 까지 계산하게 된

다.

⑧ 각 요소의 일 성 지수(C.I.:ConsistencyIndex)를 해당기 의 우선순 로 곱하고,

그것을 더함으로서 체 계층에 한 일 성을 평가하게 된다.

n개의 요소들 A₁.....An에 해 일정한 기 의 특성치( 요도,선호도 등) W =(w

₁....wn)가 알려진 경우 별 비교행렬은 식 3-2-2와 같다.

A₁ A₂ ㆍ ㆍ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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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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ㆍ ㆍ ㆍ

An wn/w₁ wn/w₂ ㆍ ㆍ wn/wn

두 요소를 직 별 비교하는 경우 식 3-1-3과 같은 계를 갖는다.

wi/wj =  , (i,j=1,2,.....n) (식 3-1-3)

행렬 A는 A=

 =wi/wj

 =1/

인 정방행렬(squarematrix)로서 주 각선의 값들이 모두 1인 특수한 행렬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행렬은 역수행렬(reciprocalmatrix)이라 부른다.이 행렬에 열벡터 W를 곱하

면 벡터 nW를 얻게 된다.즉,AW =nW가 성립한다.AW =nW에서 W는 행렬이론에 의

해 고유치(eigenvalue)n을 갖는 A의 고유벡터(eigenvector)이다.일반 으로 를 직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료나 실험을 통한 추정치 는 경험 인 단으로 구할 수

있다.

는 정확한 측정치가 아닌 주 단치이고 이상 인 비율 wi/wj와 편차가 있으므

로 AW =nW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이와 같은 문제 들을 해소하기 해 다음과

같은 행렬이론의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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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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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정(+)의 역수행렬 A의  원소가 미세하게 변하면 고유치들 한 미세하게 변한

다.이들 특성에 의해 행렬 A의 각선 원소가 1(=1)이고,A가 일 성이 있으면 의 미

세한 변화는 n에 가까운 최 고유치 λmax를 보장하고 나머지 고유치들은 0에 가깝게 된

다.

따라서 A가 별 비교행렬이면 요도 가 치 벡터를 구하기 해 AW=λmaxW를 만

족하는 벡터 W를 구해야 한다. 한 λmax가 n에 가까울수록 일 성 있는 결과를 낳는다.

일 성에 한 편차는 일 성지수 CI=(λmax-n)/(n-1)로 나타낸다.AHP비교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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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λmax≥ n의 계가 항상 성립하는데 완벽한 일 성을 갖는 비교행렬에 해

서는 λmax=n이며,일 성이 클수록 λmax가 n에 가까워진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

3-1-4와 같은 일 성 비율(CR:ConsistencyRatio)을 사용하여 일 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CR=CI/RI=(λmax-n/n-1)(1/RI) (식 3-1-4)

여기서 CI는 일 성 지수로써 일 성이 클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RI는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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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는 비교행렬의 크기 n에 따라 다르며 Saaty의 시뮬 이션 결과에 의하여 Table3.1.3.3에

서와 같이 요약된다.

주어진 행렬의 CI와 RI를 비교한 값인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단의 일 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Saaty는 CR이 0.1보다 큰 경우에는 그 단이 일 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

하 다.

행렬의 크기(n) 1 2 3 4 5 6 7 8 9 10 11

RI 0.000.000.580.901.121.241.321.411.451.491.51

Table3.1.3.4.일 성 지수(ConsistencyIndex)의 평균값

일 성 계산은 비교행렬을 A,새로운 벡터를 얻으려는 측해 벡터를 W라고 하고,A

×Wi=ℓi,ℓi/Wi= λ
i
라고 했을 때, λ

i
의 구성요소들의 합을 구해서 요소들의 숫자

로 나 면 λ
max
에 근사한 값을 얻게 되는데,이 λ

max
를 최 고유치(maximum

eigenvalue) 는 principleeigenvalue라 하고,선호균형을 나타내는 일 성을 측하는데

사용된다. λ
max
가 n(matrix의 activity수)에 가까울수록 보다 더 일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가상 고방사능 환경 선정

고방사능 VR해체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해체 상을 선정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고방사능 핫셀의 표 인 고방사능 상물인 Pulsedcolumn과 Dissolver로 선정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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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핫셀 재처리 시설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탱크와 배 을 해체 상물로 선정하

다. 한 가상의 고방사능 환경 의 장비로 폐기물 용기를 이송하기 한 크 인과 폐기물

용기를 재하여 외부 이송하기 한 차를 선정하 다.

(4)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VR환경 구축

가상의 고방사능 VR해체 환경을 구축하기 해 필요한 모델링 결과로 Fig.3.1.3.4는

가상의 고방사능 환경 구축에 필요한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Fig.3.1.3.5는 가상의 고방

사능 환경 내부에 있는 Pulsedcolumn과 Dissolver의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Pulsed

column과 Dissolver는 고방사화된 해체 상물이며 실제 사용되고 있는 Pulsedcolumn과

Dissolver의 자료를 기 로 모델링을 수행하 다.

Fig.3.1.3.4.해체 VR환경 모델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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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해체 상물 Pulsedcolumn과 Dissolver모델링.

고방사능 VR 해체 공정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 고방사능 환경 내에 있는 탱크와

탱크 주변에 있는 배 을 해체 상물로 선정하 다.Fig.3.1.3.6은 탱크와 배 의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개의 해체 상물은 일반 작업자에 의해 직 해체방법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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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해체 작업이 수행된다.

Fig.3.1.3.7은 휠 쏘 해체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 모델링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다기능 원격 해체장비는 듀얼 암 매니퓰 이터를 참고하여 제작하 으며 각

암에는 다양한 해체장비를 변경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Fig.3.1.3.8은 해체공정 시뮬 이션 구축에 필요한 모델링으로 가상의 작업자,폐기물

이송용기,비계, 차,그린하우스,천장 크 인 등을 모델링하여 해체 시뮬 이션에 활용하

다.

Fig.3.1.3.6.해체 상물인 Tank와 배 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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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다기능 해체장비의 모델링

Fig.3.1.3.8.기타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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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체공정 별 작업 방법 상세 차 수립

(가) 라즈마 해체 시나리오

Fig.3.1.3.9는 라즈마 해체 시나리오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먼 , 라즈마 단 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기 해 탱크 배 주 에 5m ×5m ×5m 크기의 그린하우

스를 설치하고 환기장치를 설치하 고,높은 치에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3단으로

비계를 설치한다.배 주 의 오염된 벽면을 제염하기 해 CO2분사 제염방법을 이용하여

제염작업을 수행하 고, 라즈마 단 공구를 이용하여 배 을 1m 간격으로 세 하고 폐

기물 이송용기에 장한다. 장된 용기는 천장에 설치된 크 인을 이용하여 차 에

재한다.탱크를 작업자가 직 해체하기 해서는 탱크의 방사선 를 낮추기 한 제염

작업을 선행한다.탱크의 해체를 해 먼 탱크 상부를 원주방향으로 단하여 뚜껑을 제

거한 후 벽면을 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가로 50cm,세로 100cm의 크기로 단 한 후

폐기물 이송용기에 장하여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단된 탱크 해체폐기물은 용기에 장

한 후 용기를 차에 재하여 작업을 종료한다.

(나)휠쏘 해체 시나리오

Fig.3.1.3.10은 휠쏘 해체공법에 의한 배 과 탱크의 해체과정을 나타내고 있다.휠쏘

해체 단 방법은 다기능 원격 해체장비에 장착된 휠쏘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해체를 수행하

기 때문에 Greenhouse와 Ventilationsystem의 설치가 필요 없고,피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염작업이 필요 없다.배 의 단 방식은 왼손 암에 장착된 Gripper로 배 을 고

정하고 오른손에 장착된 휠쏘를 이용하여 1m 간격으로 단 한 후 폐기물 이송용기로 이

동하여 재한다.폐기물 이송용기는 크 인에 의해 차에 재한다.탱크 해체는 탱크 상

부를 휠쏘로 단하여 제거하고 Gripper로 탱크 벽면을 고정한 후 휠쏘로 폭 50cm 높이

100cm의 크기로 단한 후 Gripper로 단된 폐기물을 용기에 이송한다.폐기물 장용기

는 크 인에 의해 차에 재하여 시뮬 이션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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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9. 라즈마 해체 시나리오 시뮬 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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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0.휠쏘 해체 시나리오 시뮬 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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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로그램 개발

(가) 상물 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구축

가상 해체공간에 방사능 오염도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기 해 먼 상

치에 따른 오염도 데이터를 장· 리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방사능

오염도 데이터는 해체공간을 가로 20,세로 20등분으로 나 어 총 400개의 데이터를 장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체공간을 원하는 등분으로 나 수 있도록 로그램 하 다.

(나)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로그래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모듈은 EON Studio내에 있는 SDK 로그램을 이용하여 로그

래 하 으며,데이터베이스는 EON Studio내에 내장되어 있는 DB 로그램을 활용하

다.Fig.3.1.3.11은 해체 공간상에 구 한 방사화 가시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Fig.

3.1.3.12는 해체 상물에 한 방사화 가시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3.1.3.11.해체공간 방사화 가시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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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2.해체 상물 방사화 가시화 결과.

(7)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가)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로그래

앞 에서 개발한 방사화 가시화 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자의 작업 경로에 따른

피폭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다.본 로그램은 Topview에서 원하는 작업 경

로를 클릭하면 화면상에 작업자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Enter키를 르면 작업자가 작업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작업자는 방사능 가 높은 구역에서 이동하게 되면 화면 좌

측 하단에 실시간으로 작업자 피폭량이 증가하는 그래 가 표 되며,화면 우측 하단에는

재까지의 피폭량이 그래 로 표 된다.Fig.3.1.3.13은 Topview에서 작업 경로를

선택하는 창을 나타내고 있으며,그림 Fig.3.1.3.14는 작업자가 해체공간으로 이동할 때 실

시간으로 피폭량을 계산하여 산정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6-

Fig.3.1.3.13.작업경로 topview 피폭량 가시화.

Fig.3.1.3.14.작업경로 실시간 피폭량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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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방사능 해체 공정평가 모듈 개발

(가)해체정보 가시화 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개발한 해체정보 가시화 로그램을 기반으로 라즈마 해체 시나리오와 휠

쏘 해체시나리오에 한 해체일정,작업 비용,작업안 성,해체공정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다.해체일정은 그림 Fig.3.1.3.15와 같이 시나리오 세부 단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여 체 해체 시나리오의 소요기간을 산정하 다.해체비

용은 해체일정의 작업 기간을 토 로 단 작업에 한 인건비용,장비비용,폐기물 처리비

용,제잡비용 등을 산정하여 해체 시나리오 별 해체비용을 산정하 다.

Fig.3.1.3.15.해체일정 평가 결과.

해체공정 평가 모듈은 그림 Fig.3.1.3.16와 같은 해체비용과 그림 Fig.3.1.3.17과 같은

작업 안 성 평가에 한 정량 인 평가결과에 가 치를 곱한 결과를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 할 수 있도록 로그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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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6.해체공정에 한 작업비용 평가 결과.

Fig.3.1.3.17.해체공정에 한 안 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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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체 VR시스템 통합/ 리 GUI개발

해체 VR 시스템의 GUI는 그림 Fig.3.1.3.18 와 같이 방사화 가시화(Radioactive

visualizationmodule),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Expectingdosecalculationmodule),해체공

정 VR모듈(VRsimulationmodule),해체공정 평가 모듈(Evaluationmodule),안 성 분석

모듈(Safetyanalysismodule)로 구성하 으며 각각의 데이터는 해체 VR시스템 내부의 데

이터베이스에 장/ 리 될 수 있도록 로그래 하 다.

Fig.3.1.3.18.해체 VR시스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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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1)안 성 평가 기술 사례 분석

(가)일반 산업분야 안 성 평가 기법 사례 분석

일반 산업분야에서 사용하는 안 성 평가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체크리스트 (Process/System Checklist)

․ 비 험분석법 (PreliminaryHazardAnalysis,PHA)

․What-If분석법 (“What-If"Analysis)

․HAZOPStudy(HazardandOperabilityStudy)

․고장형태와 향 치명도 분석법 (FMECA)

․결함수( 는 고장수목)분석법 (FaultTreeAnalysis,FTA)

․사건수( 는 사건수목)분석법 (EventTreeAnalysis,ETA)

․원인-결과 분석법 (Cause-ConsequenceAnalysis,CCA)

․인 오류 분석법 (HumanErrorAnalysis,HEA)

① 체크리스트 (Process/System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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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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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하면 안 성 확보는 물론 기능을 익히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

체크리스트는 공정 험성을 평가하는 기 을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 원하는 로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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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 이용된다.

체크리스트의 단 은 체크리스트 작성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체

크리스트는 주기 으로 검사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② 비 험분석법 (PreliminaryHazardAnalysis,PHA)

PHA는 공정의 설비단계에서 비로 간단히 험을 찾아내어 이 험이 나 에 발견되

었을 때 드는 비용을 약하자는 것이다.많은 화학회사에서 조 씩 다른 이름으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한다.

PHA는 다른 험분석방법에 의한 평가에 선행해서 실시한다.이것은 공장의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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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확인하기 한 효과 인 방법을 제공하며 새로운 공정처럼 안 문제에 한 경험이 거

의 없는 경우에 해서도 용할 수 있다.

PHA를 행할 때는 공정이나 차에 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험

물질과 주 공정요소에 을 맞춘다.때로는 작스런 에 지의 방출이 생길 수 있는 요소

를 조사하게 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한 PHA는 원료물질, 간물질,최종 제품과 그들의

반응정도,공장설비,시스템 요소 사이의 연결부분,운 환경,안 설비 등의 험요소를 확

인하는 데 용된다.

③ What-If분석법 ("What-If"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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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고 사용자가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문제 을 가정한 질문 형태

로 험성과 문제 을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 을 심으로 상 공정에 한 유경험자로 된

평가 이 자유토론방식을 이용하여 험성을 검토하는 기법이다."What-If"분석의 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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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단계,공정의 수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설계의도로부터의 일탈 상에 한 조사가 포

함된다.

이 분석을 해서는 공정의 목 을 이해해야 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래하는 설계의도

를 악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일탈 상을 조합하고 합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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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는 몇 가지 분야로 나 어지며 를 들면 기에 한 안 ,방화설비,인명보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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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문가로 구성된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운 인 공장에 해서는 공장 리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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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공정 체에 해서도 가능하다.

④ HAZOP(HazardandOperabilityStudy)

이 기법은 ImperialChemicalIndustriesLtd.(ICI)에서 개발되어 미국화공기술자 회 화

학공정안 센터(AmericanInstituteofChemicalEngineers CenterforChemicalProcess

Safety)에서 정리된 기법으로서,가상 인 상상을 통하여 험성을 구명하고 문서로 증명하

는 단순하면서도 공식 인 기법이다.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 지침어(guide-words)나 리더의 경험에 의해 주어진 구

조를 따르면서,여러 문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분석 이 조직 으로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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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storming)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의 험요소들(hazards)과 운용상의 문제 (operability

problems)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분석의 기본 제는,공정은 설계된 로 작동하는 한 근본 인 험성이나 운용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규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안 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원래 시스템은 험성을 상하여,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충분히 처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의 용량이나 기능을 늘려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안 계수(safetyfactor)라고 하는

것이 그 표 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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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해하는 결과가 래된다는 것

이다.HAZOP은 이러한 기본 인 가정 하에 공정상에 존재하는 험요소들과, 험하지는

않더라도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용상의 문제 을 알아내고자 개발되었다.

시스템은 운용하는 도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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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활용되고 있다.

Fig.3.1.3.19는 HAZOP분석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보는 바와 같이 문가들로 구성

된 이 토론에 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법론과 분석내용으로 보아서는 앞에서 살펴 본

WhatIf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분석을 연구결 (studynodes)이라고 하는 특정부분에

집 시키며,지침어(guidewords)라고 하는 독특한 분석지침을 도입하기 때문에 좀 더 조직

이고 체계 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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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am

Documentation Follow-up

Table

ConsequencesCauses SafeguardsDeviation Action

Attitude

Meeting
Leadership

Meeting
Leadership

Team’s HAZOP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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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nformation for
Study (P&Ids, P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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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Leadership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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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Ids, PFDs)

Fig.3.1.3.19.HAZOP분석기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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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목

HAZOP의 분석목 은 공정상의 험요소들(hazards)과 운용상의 문제 (operability

problems)을 규명하는 것이다.

ISO60300-3-9는 HAZOP의 목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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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의도로부터의 일탈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발견하기 하여 설비나 공정의 모든

부분을 체계 으로 검토한다.

• 이러한 일탈들이 험성이나 운용상의 문제들을 래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 분석시기

HAZOP에서는 시스템의 기능특성이 공정변수를 통해 표 되어야 한다.공정변수

(processparameters)란 시스템의 기능이나 운용 상태를 나타내기 한 물리 변수들을 말

하는데,Table3.1.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습도,압력,유속,반응속도 등이 그 이

다.

흐름

압력

온도

수

시간

구성

산성도 (pH)

속도

빈도

도

압

정보

혼합

추가

분리

반응

Table3.1.3.5.HAZOP분석 시 공정변수

분석을 해 이 정도의 변수들을 악하고 있자면 어도 공정흐름 다이어그램

(ProcessFlow Diagram,PFD),P&ID(PipeandInstrumentDiagram)가 결정된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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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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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가 거의 완성된 시 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고,기존공정에 해서는 재설계가 계획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 분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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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OP의 분석 순서는 Fig.3.1.3.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WhatIf분석과 크

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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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rocess section
or operat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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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variable
or task

List possible
causes of deviation

Apply guide word to
process variable or
task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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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with deviation
(assuming all protection
fails) 

Selects a
Process section or
operating step

Repeat for all
process sections
or operating steps

Repeat for all
process variables
or tasks

Develop action items

Assess acceptability of
risk based on
consequences, causes,
and protection

Repeat for all guid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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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roc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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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ask

List possible
causes of deviation

Apply guide word to
process variabl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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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with deviation
(assuming all protection
f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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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section or
operating step

Repeat for all
process sections
or operating steps

Repeat for all
process variables
or tasks

Develop action items

Assess acceptability of
risk based on
consequences, causes,
and protection

Repeat for all guide
words

Fig.3.1.3.20.HAZOP분석의 흐름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 목 연구범 를 정한다.

• 분석 을 구성한다.

분석 은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여야 한다.이것은 최 ICI사에서 규정한 HAZOP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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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ZOP이 아니며,난상토론이 아닌 개별 의견개진도 HAZOP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 은 Table3.1.3.5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가들이 참여하여

야 하고,아울러 리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로 5～7인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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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특 기 사 항

- 리더

-공정/기계 기술자

- 랜트 운용자 감독자

-공정기술자

-기구기술자 (instrumentationengineer)

- 기기술자 (electricalengineer)

-안 /소방기술자

-독물학자

-보 /수리공

- 서기

HAZOP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P&ID를 잘 알고 있는 자

Table3.1.3.6.HAZOP분석 의 구성

한 기록이나 보고서 작성을 한 인원이 추가 으로 필요하다.그러나 작은 공정의 경

우에는 경험 많은 문가 2～3인으로도 가능하다.

• 비조사를 한다.

비작업은 1)필요한 자료의 획득,2)획득된 자료를 한 형태로 환하거나 분석

차를 계획하는 일,3)회의일정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HAZOP을 실시하기 해서는 사 에 상공정에 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

어야 하고,공정이나 장치,운용 등에 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한 공정변수를

악하고 그 결과를 측하기 해서는 공정설계도,운용 차,공정 흐름도 등 상세한 공정

설명과 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은 말할 나 도 없다.이 때 확보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P&IDs

-공정설계도

-공정흐름도

-선형 다이어그램

-공정설명

-운용설명서/ 차

-공정재료정보

-장비 재료 규격

여기에 운용 지침서,기구 연속제어도(instrumentsequencecontrolchart),논리 다이어그

램 등이 추가될 수도 있으며,때때로 공정 사용설명서,설비 제조자 설명서 등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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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난상토론을 한다.

난상토론(brainstorming)의 주된 장 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지식과 의견교황을 통

하여 창조력을 북돋아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이다.

분석 검토 상은 보통 연구결 (studynode)이라고 부르는데,공정변수들의 일탈이

조사될 시스템 구조 기능상의 치를 말한다. 한 여기에서 말하는 일탈(deviation)이란

지침어를 체계 으로 용시킴으로써 발견되는,의도된 기능으로부터의 편차를 가리킨다.

HAZOP은 한 번에 하나의 특정설계부분,즉 하나의 연구결 (studynode)에 해서만

분석 을 맞추는데,이 각각의 연구결 들에서 공정변수들의 일탈을 조사하는 데에는 지

침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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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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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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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 ,공정부분,운용단계 등 어떤 상 에 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를 들어 다음

Table3.1.3.6과 같은 결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침어 공정 변수 일탈

No + Flow = NoFlow

More + Pressure = HighPressure

Aswellas + OnePhase = TwoPhase

Otherthan + Operation = Maintenance

Table3.1.3.7.HAZOP지침어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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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을 수도 있다. 를 들어 Table3.1.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의 경우에는 정

온도 이상 혹은 이하의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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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어 운용상의 일탈

없음

(None)

흐름 없음 NoFlow

역류 ReverseFlow

무반응 NoReaction

과다

(More)

과다 흐름 IncreasedFlow

과다 압력 IncreasedPressure

과다 온도 IncreasedTemperature

과다 반응률 IncreasedReactionRate

과소

(Less)

과소 흐름 ReducedFlow

과소 압력 ReducedPressure

과소 온도 ReducedTemperature

과소 반응률 ReducedReactionRate

부분

(Partof)
재료 유입률의 변경 Changeofratioofmaterialspresents

등한

(Aswellas)
체 재료 DifferentMaterialspresents

기타

(Other)

비정상 공정조건

DifferentPlantConditionsfromnormaloperation

Table3.1.3.8.HAZOP지침어의

그러나 어떤 변수들에 해서는 이 지침어들이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를 들자면

-시간을 고려할 때에는 otherthan 신 soonerorlater

- 치를 고려할 때에는 otherthan 신 whereelse

-온도나 압력을 고려할 때에는 moreorless 신 higherorlower등과 같은

것들이다.

구체 으로 분석을 진행하여,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정의 공정변수들을 분석하는 경

우에는,각각의 지침어에 하여 모든 변수들을 한꺼번에 용시키는 것보다,각 공정변수에

하여 개별 으로 지침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지침어를 하나

의 서술에 하여 용할 경우에도 용 가능한 단어 는 문구를 찾아 개별 으로 지침어

를 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분석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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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상토론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로는

-발견된 험요소 는 공정 운용상의 문제

-안 성 향상을 해 수행되어야 하는 설계 운용 차의 수정사항

-미진한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후속분석

등을 들 수 있다.

HAZOP분석에 필요한 소요시간 경비는 분석 상공정의 크기와 복잡성에 좌우되는

데,일반 으로 주요 상에 해서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재 알려져 있는 소 트웨어로 HAZOP분석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CAHAZOP(NUSCorp.,SanDiego,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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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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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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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ZTEK(WestinghouseElectricCorp.,Pittusburgh,Pennsylvania)

-LEADER(JBFAssociates,Inc.,Knoxville,Tennessee)

-SAFEPLAN(DuPont,WestlakeVillage,California)

등이 있다.

⑤ 고장형태와 향 치명도 분석법 (FailureModesEffectsandCriticalityAnalysis,

FMECA)

FMECA는 시스템이나 공정장치를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들의 고장형태를 찾아낸

다음 고장의 형태에 해서 그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고장이 구성품 는 상 벨에

어떤 향을 주간가를 조사한다.그 후에 고장의 향을 경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조치사

항을 검토하여 찾아내는 험 분석기법이다.

고장형태의 결과는 장치고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템 응답이나 사고이다.FMECA는

한 사고에 충분히 향을 미치거나 직 인 원인이 되는 단일 고장형태를 확인한다.운

자의 실수는 일반 으로 FMECA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그러나 잘못된 조작의 향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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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데는 효율 이지 못하다.FMECA는 두 명의 평가자가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의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⑥ 결함수( 는 고장수목)분석법 (FaultTreeAnalysis,FTA)

◯ FTA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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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하나의 특정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역 기법으로 찾아가는 험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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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계를 논리게이트를 이용하여 도해 으로 분석하여 고장이나 사고의 기본 원인을 찾

아내고 이 원인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정량 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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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 모델이며,결함수의 해는 심을 가지고 있는 사고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장치이상의

집합 목록이다.

FTA의 장 은 사고를 기본 인 장치이상과 운 자 실수로 분석하는 능력과 FT의 논리

구조를 확률의 형태로 바꾸어 정량화할 수 있는 이다.

◯ FTA의 분석 차

FTA의 분석 차는 분석 목 이나 분석 수 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 Table3.1.3.8과 같

은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즉,1)분석범 의 정의 분석수 의 결정,2) 상 시스템의 특

성 악,3)정상사상의 설정,4)결함수의 구성,5)결함수의 정성 분석,6)결함수의 정량

분석,7)분석결과의 평가 보고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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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4)개선계획의 작성 등 4단계로 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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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석 내용 구체 분석 내용

1
분석범 의 정의

분석수 의 결정

-분석의 필요성 확인

-분석목 분석 상의 설정

-분석수 의 결정

2 상 시스템의 특성 악

①분석하려는 시스템의 공정이나 작업내용을 충분히

악한다.

② 상되는 재해를 과거의 재해사례나 재해통계를

기 로 가 범 하게 조사한다.

3 정상사상의 설정

③재해 험도를 검토하여 분석할 재해를 결정한다

④재해에 계하는 기계의 불량상태나 작업자의 과

오에 해 그 원인과 향을 가 상세히 조사

한다.

⑤재해의 험도를 고려하여 재해발생 확률 목표값

을 정한다.

4 결함수의 구성 ⑥결함수(FaultTree)를 구성한다.

5 결함수의 정성 분석
⑦작성한 결함수를 수식화하여 Boole 수를 사용하

여 간소화한다.

6 결함수의 정량 분석

⑧기계불량 상태나 작업자 에러의 발생확률을 조사

나 자료에 의해 정하고 결함수에 표시한다.

⑨분석하는 재해의 발생확률을 계산한다.

⑩⑨의 결과를 과거의 재해, 는 재해에 이르는

간사고의 발생률과 비교한다.

⑪그 차이가 심하면 ④에 되돌아가서 재검토한다.

7 분석결과의 평가 보고

⑫완성된 결함수를 분석해서 재해의 발생확률이 목

표값을 넘을 경우에는 가장 효과 인 안 수단을

검토한다.

⑬비용이나 기술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가장 유

효한 재해방지 책을 세운다.

⑭이들 각 수순에 따라서 FTA의 규모가 클 때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Table3.1.3.9.FTA의 분석 차

⑦ 사건수( 는 사건수목)분석법 (EventTreeAnalysis,ETA)

ETA는 작업자를 포함한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기 사건(InitiationEvent)을 시작으

로 이로부터 발생되는 최종 결과를 연역 인 근방법으로 평가하는 정성,정량 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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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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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의 를 방지하기 해서 여러 가지 안 시스템이

작용한다.이들 안 시스템은 성공하거나 실패한다.사건수 근 방법은 기 사건이 발생

한 다음 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즉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라는 구분을 짓는

것에 한 향을 추 하는 방법이다.

사건수는 분석 상 시스템의 제요소 는 그것들의 기능을 최 고장을 상징하는 기능부

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 로 나열하여 작성한다.ETA는 일반 으로 숙련된 개인이 수

행하고 명확히 정의된 상에 용이 가능하고 시간 표 이 가능하며 인간의 실수를 포함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⑧ 원인-결과 분석법 (Cause-ConsequenceAnalysis,CCA)

CCA는 가능한 사고를 평가하기 해 FTA와 ETA를 혼합한 것이다.CCA의 주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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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호 계를 보여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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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되는 발생빈도를 정량화 하는데 사

용된다.

⑨ 인 오류 분석법 (HumanErrorAnalysis,HEA)

HEA는 공장의 운 자,보수반원,기술자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근로자에게 향을 미칠

만한 요소를 체계 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여기에는 여러 형태의 업무분석이 포함된다.이를테면 어떤 분석형태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술,지식,능력 등에 따른 그 업무의 물리 환경 특성도 기술된다.

HEA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오류의 기능 상황을 알아내거나 인 오류에 한 원인을

추 하는 데 쓰일 수 있다.이런 형태의 분석은 인간공학 분석(ErgonomicsAnalysis),인

신뢰성 분석(HumanReliabilityAnalysis) 는 여러 형태의 시스템 분석과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확률론 안 성 평가(PSA)사례 분석

지 까지 원자력시설에 한 안 성 평가는 설계 운 에 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

져 왔다.이 원자력시설 설계 운 에 한 안 성 평가 기법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

행 되어오고 있고 용되고 있는 기법은 확률론 안 성 평가(Probabilit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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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PSA)기법이다.이 에서는 이 확률론 인 안 성 평가 기법에 하여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3.1.3.7].

① PSA수행 배경

원자력발 소의 방사능 출 사고는 국민 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따라서

원자력발 소의 안 은 원자력법 등 법률로 명시하고 각 사업자들의 의무 규정 수를 명

시하고 있다.우주 항공 산업 분야 등에서 사용되던 확률론 평가 기법을 원자력발 소

의 안 성 평가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1975년 WASH-1400이라는 원자력발 소에

PSA가 처음 용이 되었다.

Fig.3.1.3.21.PSA수행 체계.

② PSA수행 황

PSA는 국내외 으로 많은 원자력시설에 용을 하고 있다.

◯ 국내

국내에서는 가동 인 원자력발 소에 11기에 수행을 하고 있고 1기에 진행 에 있다.

건설 인 원자력발 소에는 4기에 수행 에 있으며 건설 이 단계 설계 원자력발 소 시

설은 4기에 수행 에 있다. 한 규제 업무에도 PSA를 극 활용하고 있다.

◯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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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경우 표 인 미국에서는 NRCGL88-20에 의거 모든 원자력발 소 시설에

하여 수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규제 업무에도 PSA를 극 활용하고 있다.

◯ PSA체계

Fig.3.1.3.22.PSA내부사건 수행 차.

③ 내부사건 분석

◯ 내부사건 정의

발 소 정상 출력 운 발 소 계통 기기의 이상 는 운 원/보수 요원의 오류로

인한 발 소 불시 정지 시 원자로의 잔열제거실패로 노심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노심손상의 정량 수치 도출

◯ 분석 상 사고

• 원자로냉각재상실 ( 형/ 형/소형)

• 증기발생기세 단사고

• 주증기배 단사고

낼정소진측회 JIJ I신뢰도운석 

.설계자료 _' 1끼고장올 

웅전 ~시험설치서 .시험/북수 뎌 1 0 1 타 

-힌8 앙운 .끓륭월잉고상운섭 

초)1사건선정 사고경위모덜링 정종회 길펴해석및운서회 

.초' 1사건잉 AI 선정 .사건수옥 운석 꺼 I ~ 징링호↑ .풍요도/민강도운석 

.초' 1사건 그홉힐 r-• .사고흰상운석 r-• .사고경위 정링힌 • .컬과해석 

.월성번도 행 > 1 종측잉 ~，↑ 을획일실 운석 .실껴| 깨섭앙 도훌 

오고서등문서>1 

고징수록문석 인간신뢰도운석 

안전꺼I ~ 싸- 인긴오류 식멀 

-!2조껴|륭 인긴오류징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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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수배 단사고

• 원자로정지불능사고

• 발 소 정 사고 외 다수

◯ 내부사건 분석 -발 소 친숙화

내부 사건분석에 필요한 발 소 정보 수집 악하고 모든 분석의 기본 정보 제공한

다.

•설계 문서 수집 검토

•분석 상 혹은 참조 원 의 방문 조사

•운 ,시험 보수 정보 수집 조사

•사고시 발 소 거동 악

•계통 운 차 운 원 면담을 통한 계통 숙지

◯ 내부사건 분석 - 기사건 선정

원 의 노심손상을 래할 수 있는 사고 원인 선정하고 계통 기기의 이상, 운 원

오류등 환경 요인들은 외부사건분석 상이다.

•MasterLogicDiagram 작성을 통한 사고 기인자 도출

•선행 경험에 의한 사고 기인자 도출

-PSA수행보고서

-FSAR등 사고해석 보고서

•유사한 사고 기인자들을 그룹화

• 기사건의 발생빈도 평가 (경험 데이터,FT모델링 등)

◯ 내부사건 분석 -사고경 모델링

선정된 기사건에 한 사건수목 구성하고 노심손상을 래하는 사고경 악한다.

• 기사건별로 노심의 건 성을 유지하기 한 안 기능 악

•안 기능을 수행하기 한 계통 운 원 조치를 사건수목의 표제로 정의

•각 표제의 성공,실패에 한 사고 시나리오 개

•사고 진행 시간,기기 작동 시 운 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

•사고의 종결 시 에 한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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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사건 분석 -고장수목 분석

사건수목에서 표제로 정의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한 분석한다.

•기기의 기계 고장,공통원인고장,인간 오류,보수 시험 이용불능도등으로 구성한

다.

•사건수목의 표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정 사건으로 정의하고,이 정 사건이

발생하기 한 계통내 기기들의 운 실패를 AND,OR논리로 모델링 한다.

•계통 설계,운 차서,시험 보수,타 계통과의 연계성 등의 악이 필요하다.

•계통의 성공기 을 요구되는 안 기능에 따라 결정한다.

◯ 내부사건 분석 -기기신뢰도 분석

구성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의 정량화를 한 기기 데이터 제공으로써 기기고장율/공통

원인고장율/보수 시험이용불능도 발 소 SpecificData와 일반(Generic)데이터를 제

공한다.

•기기의 물리 경계 고장 모드 정의

•해당 데이터의 수집 는 용 근거

•해당 데이터의 산출에 용한 통계 모델, 차 가정 사항

•불확실성분석

◯ 내부사건 분석 -인 신뢰도 분석

사고경 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운 원 오류를 악,모델 정량화 한다.

• 표 방법론

-THERP(TechniqueofHumanErrorRatePrediction)

-SHARP(SystematicHumanActionReliabilityProcedure)

•수행 차

-인간오류 악 :발생가능한 운 원 오류 악

-선별분석/작업분석 :상세분석 상 선정 정보 수집

-모델링 :다각도의 오류 발생 모델 작성

-정량화 :진단오류 수행 오류로 구분,각 단 작업 평가

-문서화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분석 내용을 기술

◯ 내부사건 분석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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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목,고장수목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노심손상을 래하는 조합을 도출한다.

•정량화 항목

-노심손상빈도 도출

-노심손상 최소단 집합

-불확실성 분석

•정량화 코드

-SAREX(SafetyAndReliabilityEvaluationeXpert)

-정량화 엔진 (FORTE)과 사건수목모듈(ETA),고장수목 모듈(FTA)등으로 구성

•주의사항

-정량화 단값 /Non-SenseCutset의 제거

◯ 내부사건 분석 -결과해석 문서화

•수행 결과를 해석

• 요도/민감도분석 수행 결과 해석

•설계 취약 도출 개선안 제시

•모든 수행 결과의 문서화 작업

•설계 취약 설계 개선안 도출을 한 필수 요소

•분석 방법

-F-V 요도 :총 노심손상빈도에 한 기본사건의 기여도

-RRW(RiskReductionWorth):기본사건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체 노심손상빈도의 감소정도

-RAW(RiskAchievementWorth):해당 기본사건이 실패한다고 가정할 때 체 노

심손상빈도의 증가정도

④ 외부사건 분석

발 소 계통 내부 요인에 의한 사고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정의하고 기

사건 발생과 동시에 사고 완화계통들도 기능상실에 한 분석을 한다.

◯ 외부사건 분석 상

•지진사건

•내부화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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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침수사건

•기타 외부사건

-화재/홍수/해일/태풍/극 풍

-항공사고/운송사고/폭발물사고

-화산/우주비산물/한 ( 태풍)

◯ 외부사건 분석 수행 차

•재해도 분석 :특정 외부사건 크기별 발생 빈도계산

•취약도 분석 :외부사건 크기에 기기/구조물의 고장 가능성 평가

•사고경 분석 :기기/구조물 고장에 따른 사고 Scenario분석

◯ 정량화 :사고 추이를 정량화하여 종합

◯ 외부사건 -지진분석

Fig.3.1.3.23.PSA외부사건 분석(1).

◯ 외부사건 -화재분석

•화재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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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 기기/ 기배선/ 화원/가연성 물질 양

-구역간 화재 격리(방호체)

-구역내 화재방호설비

-발 소 화재방호 책 인력

Fig.3.1.3.24.PSA외부사건 분석(2).

◯ 외부사건 -침수사건

•침수사건 분석 정보

-구역내 치 기기

-구역내 배 정보

-유체 탱크 등의 침수원 용량

-구역내 배수설비

-구역간 가능성

-구역내 침수 방호체

-수 경보 등 사고 경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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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25.PSA외부사건 분석(3).

⑤ LEVEL2분석

노심손상 등의 이유로 출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 환경으로 방출될 가능성,방

출량 방출 시기를 분석한다.

Fig.3.1.3.26.PSALEVEL2분석 차.

⑥ LEVEL3분석

소외로 방출된 방사능이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비상 응에는 주민 비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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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등이 있다.

Fig.3.1.3.27.PSALEVEL3분석 차.

(다)IAEA사례 분석

지 까지 원자력시설 해체 안 성 련 기술개발은 주로 해체 방법,공사일정,방사성 물

질 제거 방법,방사성 폐기물 리 방법,방사선 환경 향 평가 책,풀질보증 등에

을 두고 수행해 왔다.즉,주로 안 성 평가 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 으로 수

행되고 있고,정량 이고 구체 인 방법 련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

지 않다.

최근에 원자력시설 해체 안 성 평가에 한 필요성이 원자력선진국들에 의해 제기되어

IAEA 주 으로 해체 안 성 평가 지침 마련을 한 국제 력 로젝트가 진행 에 있다.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들은 수명 기간 동안 안 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각국의

법령 국제 으로 합의된 권고안에 의하여 해체 계획수립과 작업수행에 있어서 안 성 평

가는 기본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해체활동에 한 계획수립,수행,통제 등에 참여하는 운

자,규제자 기타 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04년부

터 2007년 까지 30개 회원국의 문가들이 참여하여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안 성 평가

(DeSa,Evaluation and Demonstration ofSafety during Decommissioning ofNuclear

Facilities)’에 한 로젝트를 수행하 다.DeSa 로젝트의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하여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Fig.3.1.3.28과 같이 FaSa 로젝트를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30개 회원국의 50명 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하게 되었다[3.1.3.8].

여기에서는 IAEA 로젝트에 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 다. 한 해체 안 성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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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해체공정 방사능 피폭 평가 로그램에 한 사례도 조사하여 정리하 다.

Fig.3.1.3.28.IAEA안 성 평가 로젝트 구성.

Fig.3.1.3.29.IAEA 로젝트 개략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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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30.원자력시설 해체 조직의 안 성 평가 역할.

이 IAEA Project의 목 은 원자력시설 해체 안 성 평가 결과에 한 상호 비교를 한

기 평가 방법을 도출하고 해체 계획 차 측면에서 안 성 련 개선사항을 도출하

는 것이며 로젝트 구조는 Fig.3.1.3.31과 같다.

Fig.3.1.3.31.IAEAProject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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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AEA 로젝트 활동

IAEAproject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Phase1-Applicationofsafetyassessmentmethodology

*Phase2-Applicationofmethodologytotestcases

*Phase3-Evaluationofthelessonslearnedanddevelopmentofguidanceand

recommendations

한,IAEAproject는 크게 3개의 workinggroup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AssessmentFrameworkWorkingGroup

․ 안 성 평가에 한 범 (시작 끝)정의

․ 평가를 수행 기본틀 (범 ,목 ,기 ,평가 근 방법,평가 결과물 등)확인

․ 평가 근 방법(결정론 /확률론 )정의

․ 선택된 평가 방법론에 합한 시설 입력 요소 정의

○ HazardAnalysisWorkingGroup

․ 모든 련 험성이 확인 평가가 되었는지 결정

․ 가장 한 시나리오가 설정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결정

․ 시나리오 결과를 평가하기 하여 한 분석 는 산 도구 선정

․ 해체운 동안 정상 사고 상황의 잠재된 결과의 규모 결정

○ AnalysisandResultsandConfidenceBuildingWorkingGroup

․ 한 안 성 기 에 따른 결과 평가 분석결과 비교

․ 결과에 향을 미치는 가정 불확실성 형태 취

․ 안 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해체 기간 동안의 변화요소

․ 안 성 평가의 부족분 확인

․ 해체과정 동안의 안 성 평가 검토 업데이트

․ 안 성 평가 신뢰성 확인

② IAEA안 성 평가 차

IAEA 로젝트에서 추구하고 있는 안 성 평가는 그림 3.1.3.32과 같다.IAEA의 해체

안 성 평가는 해체 계획 단계에서 평가의 범 목 같은 모든 선행조건이 해당 시설

해체활동의 특징에 맞게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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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32.IAEA안 성 평가 차.

◯ SafetyAssessmentFramework

해체 안 성 평가의 틀은 해체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의 범 (시스템/시설;부지 방사성폐기물 리 시설과 같은 주변시설과의 경계

해체 계획 계

-평가의 목

-안 성 요건 기 (작업자 일반 피폭;사후 결과의 가능성;유효 선량;제한

치;제약사항; 험,면제 부지 방출 기 ;폐기물 수용 기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평가 산출물(유효선량 는 험).이러한 것들은 시간,임계 그룹 해체단계별 종

정의와 같은 안 성 가정을 고려하여 규제 안 요건에 상응해야 한다.

-안 성 평가 근법을 사용.이것은 평가되어야 할 험성 시간틀을 바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한 설정할 가정,자료의 가용성 형태(일반 는 부지특성)그리고 불확

실성(시나리오,모델 자료)의 다양한 출처를 취 하기 한 근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Timeframes;이것은 해체활동과 각 단계,규제 계산에 한 시간틀을 포함한다.

-물리 ,화학 방사선학 종료 상태의 목 에 한 정보를 포함한 해체 단계

종료 단계의 명확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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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의 최종 종료 상태(무제한 는 제한 사용;시설 건물 유지 사용)

- 련 가용 자료,안 성 평가 경험 자료의 사용(시설 운 는 이 해체활동의

경험 자료)

-이해 당사자의 개입(규제 기 ,다른 기 등)

◯ 시설 해체활동의 한 황

안 성 평가는 시설과 련하여 부지,SSCs 건물 해체에 하여 다음과 같은 정

보를 활용해야 한다.

-시설 존재하는 험성

-수행해야할 해체활동.이러한 정보는 일반 작업자 그리고 정상 사고 상태

에서 계획된 해체활동으로 발생되는 잠재 험성을 확인하기 한 기 를 수립하기 해

상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해체 후 시설의 종 최종 상태(무구속 는 구속사용을 한 부지의 잔존 건물).

안 성 평가가 단지 해체 단계에만 응용한다면,각 단계에 한 종 에 하여 정의를 해야

한다.이럴 경우에,해체가 완료된 후 시설의 최종 상태는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기존 계획된 안 규제 조치들

-안 성 평가의 요구에 상응하는 상세한 수 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에 한 설명은 다음과 련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지 기반구조 :이 자료는 피폭 험 계산을 수행하기 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시설 :이 자료는 모든 안 성 기능, 련 SSCs그리고 이 재 사용 문서(물리

/방사선학 상태,안 성 평가를 한 험성 련 항목)를 포함해야 한다.시설에

한 설명은 시스템, 규모 컴포 트 건물에 한 모든 정보를 망라해야 한다.

-방사능 재고량 : 련된 방사능 핵종,계산 측정 activity(오염 방사화 컴포 트,

걸물 구조의 방사능핵종 조사량 분포 등)를 포함해야 한다.방사선학 조사,계산을 바

탕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운 이력 :모든 경우에 있어서,운 기록,운 후 부지내외 조사,해체활동 시작 후

정보는 정보의 출처로서 리가 되어야 한다.이것은 특히 시설 설계의 변경과 련해서

요함(건물 구조의 추가 오염 확인).

해체활동에 한 설명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해체활동 기술 :해체작업의 차와 시간,자원 공통 제 활용 측면의 연계.부

지 내의 방사성 비방사성 험 다른 물질 리에 하여 발생 물질 재고량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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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기술해야 한다.

-지원 시설 :안 한 해체를 해 필요한 것( 력 공 ), 장 는 안정화 시설,실험

실,부피 축소 시설과 같은 방사성 폐기물 리에 필요한 것

-공통 계통 부 시설 :다른 시설이 치해 있는 규모 부지 의 시설에 한 해체

를 한 시설.해체해야 할 시설에 한 설명은 한 공통 계통 용역,해체를 지원하기

한 신뢰성 그리고 다른 시설 의 해체활동에 한 향 등에 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체 후 시설의 종 상태가 정의 되어야 하고,어느 경우에는 규제 리 는 제한

방출로부터 부지의 무구속 방출 상태일 것이다.

시설의 기존 안 규제 조치(작업 리 차,개인 보호 장비,교육 검증 로그램,

방사선 보호 로그램)가 설명되어야 하고 험성 확인 과정을 한 입력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HazardIdentificationandScreening( 험성 확인 선별)

해체 안 성 평가는 해체활동,상호 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존 잠재 험성에

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험성 확인에 한 체계 인 근은 평가 틀,시설에 한 설명 해체활동을 바탕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다음 단계는 작업자 일반 에 한 피폭을 일으키는 련 기

사건을 확인하기 해서 반복 방법으로 용을 해야 한다.

- 험성 확인(HazardIdentification):이것은 해체활동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험성과 함께 시설의 본질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사람 환경에 해가 잠재 으로 있는

곳을 확인을 해야 한다.

- 험성 격심사(HazardScreening):안 성 노력을 시설에 한 요하고 련된 모

든 험성에 직 수행하기 해 확인된 험성을 정량화하고 격심사를 해야 한다.

-시나리오 확인(Identificationofscenarios):안 성 분석은 모든 련된 시나리오를 확

인해야 하며, 련 시나리오는 격 심사된 험성이 실제 발생하는 해체활동 는 사고 상

황으로 발생한다.

험성 확인 격심사 과정은 해체가 진행됨에 다라 잠재 험성에 한 진화

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잡도 해체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 HazardIdentification( 험성 확인)

험성 확인 과정은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시설내의 모든 치를 확인해야 한다.(의도

으로 부주의한 방사성물질 폐기물 물,표면 오염,오염 바닥,원항,방사화 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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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환풍 계통 필터 등).특히 주의해야 할 은 계획된 해체활동으로 인해 작업자 피폭

의 새로운 원항을 구성하는 방사성 물질이다.

부지내의 물질이 앞으로 쌓이게 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최 activity를 기 으로

평가.특히,재처리 시설에 한 해체 시 폐기물 장지역에서 부주의한 험한 상태를 모면

하기 해 고려를 해야 한다.

험성 확인 과정은 해로운 것이 실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잠재 기 사건을 확인하

는 것부터 시작된다.특히,

-외부 기 사건;(i)자연 조건( ,바람,비,기온,홍수,번개 등),지진 는 생태학

개입과 같은 자연 사건;(ii)비행기 충돌, 기 공 실패 등과 같은 사람에 의한 사건

-내부 기 사건 :시설 는 부지,즉,화재,폭발,구조 붕괴, 수,환기계통 고장,고

하 낙하,차폐 개인보호장비와 같은 보호수단 고장

-인 요소 기 사건 :시설운 자 오류 조작 반,잘못 인지,고피폭을 받을 수

있는 부주의한 장소 출입 등

내부 인 개입의 기 사건은 경험에 의하면 해체 안 성 평가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기 사건 개에 한 확인은 확인목록,시설의 피폭지도,방사성폐기물 인벤토리 그

리고 이 해체 경험 자료와 같은 한 기법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확인된 험성은 시설의 모든 요하고 련된 험성에 하여 직 안 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정량화되어야 하고 선별되어야 한다. 련 기 을 과하는 정도로 사람 환

경에 해가 되는 . 는 평가 되어야 할 해체활동의 범 후속 험성 분석을 통하여 선별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안 성 가이드가 방사선학 안 성 측면에 이 맞추어져 있지만,비방사선학

험성(화학 노출,석면 는 PCBs성질을 내포한 것과 같은 잠재 으로 험성 있는 비

방사선학 물질의 환경 향에도 역 을 두어야 한다.비방사선학 험성(화학독성이

있는,산업 )는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방사선학 험성의 분석과 함께 모델링

될 수 있다.

◯ HazardScreening( 험성 선별)

해체 기간 동안 련 험성은 시설에 활용되는 보호 수단 규제와 같은 것으로부터

어떤 이득도 없다는 것을 정량화해야 한다.하지만 시설의 본질 인(수동 인)특징(차폐

벽,한층 안 강화 특징 인 것)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해체 과정동안에 한 곳에 있

는 동안에는 이득을 구할 수 있다.다른 기 과 비교해볼 때,확인된 경로를 통한 상당한

험을 일으키거나 고 험의 험성은 더 고려를 해야 한다.배제된 험성은 그에 따른 이유



-78-

를 입증해야 한다.

안 성 평가의 범 목 밖 는 련 기 을 과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험

성은 선별해야 한다.이것은 안 성 평가에 한 직 노력이 필요한 험성을 여야 한다.

험성 복잡성을 갖는 시설 는 해체작업이 매우 제한 이다.

험성 선별 과정은 시설내의 계획된 해체활동을 수행하는 작업자와 일반 에 련된

피폭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이런 과정 측면은 정상 인 해체 운 사고로 발생되는 방

사성 방출 피폭을 고려해야 한다.

선별과정은 확인된 험성이 작업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잠재 피폭 경로를 고

려해야 한다. 를 들어,

-감마 방출 핵종에 한 직 방사화

-오염,구조물(컴포 트,건물,표면 등)의 방사화 는 다른 방사성 물질(즉, 합 방사

선원항,방사성 폐기물 패키지)로부터 외부 피폭

- 단 기술(열 기계 ),제염기술 화재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방출(특히,

가스,에어로졸 분자).화학 제염으로 발생하는 에어로졸 는 기계 제염 기술의 응

용 다른 출처로 인한 호흡 섭취

-방사선학 오염 기계 상해의 조합(즉,상처로 인한 오염)

작업자에 해서 첫 3개 경로 외에,물을 통한 부지 외에 피폭경로의 잠재성,공기 경로

음식 연결고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국민에 한 피폭경로 환경에 한 방출은 응용 가능한 어느 곳(오염의 정도가

낮거나 화재로 인하여 부지를 벗어난 방사성 풀질의 부주의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음)이나

고려되어야 한다.

◯ Identificationofscenarios(시나리오 확인)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사건, 험성 피폭경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시나리오는 확인된 험성이 정상 운 일 경우 기 운 결과 는

사고로서 확인된 험성이 실 으로 어떻게 표 되는 가를 기술해야 한다.이러한 험성

은 련 시나리오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련 기

과 비교해 볼 때)그런 험성은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하지만,정상 사고 시나리오는

기에 확인된 것 보다 더 많은 방출 경로 기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

문에 기사건 확인,경로 시나리오에 한 반복 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잠재 험성과 련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제거 측면의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한 확인은 규제면제 는 처리 처분을 의도한 부지 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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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방사성 폐기물로 고려를 해야 한다.장비의 오류,포장의 균열과 같은 방사능이 방출

되거나 차폐가 감소되는 사고 상황뿐만 아니라 정상 인 상황 하에서,평가 시 부지내의 단

편,특성,제염,부피감용,포장,수송 장,측정과 같은 활동에 하여 용을 해야 한

다.

◯ HazardAnalysis( 험성 분석)

험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상 사고 시나리오로 인해 발생한 작업자 일반 에 한 방사선학 결과를

정량화

-계획된 해체 수행 동안 수락 벨까지 피폭을 이기 해 필요한 제한,규제 조건

에 한 확인

-사고 시나리오에 한 작업자와 일반 을 방 보호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

하기 해 필요한 추가 인 제한 조치를 확인

이러한 목 들은 결정론 /확률론 분석 기법과 하게 부가 인 방법을 이용하여 달

성을 할 수 있다.결정론 인 방법은 실제 가능성을 선정된 련 시나리오에 할당하기 어려

울 경우에 용한다.확률론 인 방법은 복잡성 는 험 기 에 따른 요건이 있는 경우

용한다.

험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확인하고 역 을 두고 문서화를 해야 한다.

-방사선학 험성의 출처 규모(측,재고량 특성 방사선원항- 치,치수,공간

분포,구성,양)

-이러한 험성이 실화(즉,발생 빈도,피폭 경로,정상 사고 상황 하에서 빈도

결과를 계산하기 해 필요한 가정들)될 수 있는 시나리오

-결과(흡수율 작업자 피폭-보호 조치가 있거나 없을 경우 등)

-불확실성

- 방 조치

-보호 조치

- 감 조치

요하지 않는 험성 시나리오는 선별과정을 통해 제거되고,시나리오와 험성을

분석을 해 등 화 근법을 사용하고 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모든 피폭이 확실히

낮을 경우에,작업자 는 일반 에 가장 높은 피폭을 받을 거라고 상되는 시나리오가

평가되고 다른 시나리오가 계산 시 배제되는 그런 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간

다한 시설의 경우,정상 사고 경계 시나리오는 비교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더

복잡한 시설의 경우,피폭이 련 기 에 근 할 경우 추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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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시나리오 근은 해체활동으로 발생되는 가장 극단 인 결과를 평가하기 해 사용

되고,해체 기간 동안에 작업자 는 일반 에 부 한 향을 주는 련 한 시

나리오를 평가해야 한다. 를 들어,경계 시나리오가 화재에 한 것이어서 이럴 경우 다량

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에 방출되고 이에 따른 사고를 보호하고 방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면,작업자가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을 흡입한 결과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지 특성 는 일반 인 부지 방출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안 성 평가는 종

시나리오에 한 평가에 하여 정상 사고 경우에 한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부지내외 방출을 일으키는 그런 잠재성이 있다고 확인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더 자세한

평가 작업을 용을 해야 한다.시설의 운 단계에서 확률론 안 성 평가에서 사용한 확

률 방법과 같이 그러한 평가는 시나리오 확인 차에 유사하게 수행했을 수도 있다.

사고 시나리오 측면에서,결정론 근법은 평가 시 더 선호하는 근방법이다. 험 기

이 용이 가능하면,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한 확률론 인 방법은 기 에 한 결

과를 평가 시 사용된다.

일반 작업자에 한 국가 규제가 피폭 기 에 한 특정 시나리오에 한 비교를

요할 경우,결정론 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련된 정상 사고 시나리오의 결과는 한 수학 모델을 해체활동 는 방사능 농

도 흡수량간의 연계로 사용함으로써 유효 선량 는 험을 계산함으로써 평가되어야 함

(아래 그림 참조).이러한 흡수량은 기 과 비교할 수 있다. 신,모델 결과를 비교해야 할

계당국은 방사능 농도를 규정할 수 있다.

계산의 복잡성 내용의 정도는 시설과 분석해야할 해체활동의 잠재 험성과 일치해

야 한다.

모델링 계산 방법은 이용 가능한 기존 모델과 평가를 잘할 수 있는 산 코드를 고려

해야 한다.새로운 모델 는 산 코드는 응용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확인 검

증을 해야 한다.

결과에 한 계산은 보호 조치(고선량에 한 차폐 는 호흡 방독면,추가 환풍기 는

오염 리를 한 다른 수단 등)를 고려해서 시설에 한 련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산을 한 가정이 정당화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 EngineeringAnalysis(공학 분석)

안 성 기능 련 SSCs 비는 한 공학 코드와 제공되어야 할 안 성 기능의

요도가 일치하는 것을 채택하여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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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평가는 기존 SSCs가 피폭 험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지를 확인

해야 한다.

안 성 평가는 기존 SSCs가 해체계획이 요구되는 기간까지 노후화,다른 감손 구성

해체활동(즉,지지벽 쇄,먼지 발생 등)을 고려해서 안 성 기능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

는지를 정당화를 해야 한다.

결과에 한 분석 평가는 안 성 기능과 안 성 요건 기 에 수하는 해체활동

수행 성능에 필요한 새로운 공학 SSCs를 확인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 EvaluationofresultsandIdentificationofcontrols(결과 평가 통제 확인)

안 성 평가의 결과는 유효선량(정상 해체운 시 년간 각 개인 유효선량,각 단 사

건 는 사고로 인한 개인 유효 선량) 는 험 측면에서 규제 요건 기 에 수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실증해야 한다.그러므로 결과는 련 안 성 기 과 동일한 단 로 표

되어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평가 결과 측면에서 가장 많은 향을 끼치는 수 에서 매개변수 값을

확인 평가를 해 수행되어야 한다.민감도 분석 결과는 입력 매개변수 는 가정에

해 민감하다면,시설운 자는 불확실성을 이고 안 성 평가를 되풀이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안 성 평가는 발생가능성 방사선학 결과와 일치하면서 안 성 조치가 히 이루

어지고 안 성 기 에 일치하는 지를 실증해야 한다.안 성 조치에는 공학 조치와 차

조치가 있다.

-공학 조치 :해체작업 동안 재 소의 기술 는 물리 인 조치(추가 차폐,새로

운 필터 환기계통 설치, 단 도구 보호 장비 사용 등)

- 차 조치 :특정 작업에 한 행정 / 리 조치(특정 작업에 합한 작업 차 작

성)

련 모든 가정 평가 결과는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부지 특성에 맞는 자료가 사

용가능하지 않는 곳에 취해지는 불확실성 가정이 내포되어야 한다.특히,통제 장치를 계

속 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것을 설치한다는 가정이라면 문서화가 더더욱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안 성 평가 결과 안 성 기 을 수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기존 해체 략,계

획, 는 작업활동,공학 보호 조치,통제에 한 필요한 수정사항을 확인하기 해 안

성 평가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불확실성에 한 취 는 감 방안에 해 검토를 해야

하고 필요시 수정을 해야 한다.만약 해체계획이 수정된다면 새로운 안 성 평가가 수정된

해체계획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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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tReview (독립 검토)

안 성 평가는 해체를 한 안 성을 실증하는데 아주 요하다.그러므로 시설운 자는

입력자료 가정이 타당한지,평가가 시설의 실제 상태 해체활동을 반 하는지,안 성

평가에서 도출된 제한 조건이 해체 활동에 한지 그리고 안 성 평가가 시설 지

식,이해도의 진화를 잘 반 했는지를 실증을 해야 한다.

안 성 평가가 최종 으로 완성을 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한,통제 조건을

결정하고,안 성 평가 기 이만족하는 지를 검토 확인하기 해 규제기 에 평가 결

과를 제출하기 에 시설운 자가 직 는 신해서 안 성 평가에 한 독립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체활동과 조직 으로 독립된 유자격 유경험 인력이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독

립된 검토 은 련 분야의 문지식을 보유한 문가로 구성되고 안 성 평가 과는 별

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검토는 구조 이며 시스템 인 방법으로 착수되어야 하며 안 성 평가 과의 근

권고 력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가 되고 필요시 규제기 에 제출되어야 한다.

(라)방사능 피폭 평가 로그램 사례 분석

해체공정 피폭평가와 련하여 개발되어 사용되는 있는 로그램은 1995년 SCK·CEN에

서 제작된 VISIPLAN이다.이 보고서에서는 VISIPLAN에 하여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

다.

① VISIPLAN개요

작업에 한 ALARA 계획의 용과 원자력시설 환경의 제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이

러한 환경에서의 수행되는 작업은 일반 으로 복잡하고 평가 계획 수립 과 작업분석에 있어

서 어려운 일이다.VISIPLAN 3DALARA 계획은 3차원 구조와 물질조성 방사선학

정보를 기 로 시설작업의 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계산법으로 개발되었다.

○ 선량평가와 최소선량 최 화에 필요한 입력 정보

․ 작업 형태 사용기술

․ 작업시간

․ 작업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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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내 방사선 분포

․ 요구되는 차폐와 용된 방법

․ 선원에 한 직 인 효과의 평가 → 제염

② VISIPLAN의 도구

○ VISIMODELLER:CAD 로그램의 일종으로 설계에 이용된다.

○ VISIRAD:작업환경 모니터링 로그램으로 기하학 모델과 방사선 측정을 동시 처

리한다.3차원 카메라,선량률 검침,분석 도식

○ VISIGENERATOR :ALARA 기본 분석법의 일종으로 웹상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공

유의 기능을 가진다.

Fig.3.1.3.33.VISIPLAN구조 기능.

③ VISIPLAN의 방법론

○ 모델링 구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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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 구조설계,측량기술, 이 스캐닝으로 시설의 구조 악,물질에 한 정보수

집으로 지역에 한 기술 데이터,물질에 한 정보가 기반이 되고,방사선학 정보들의

종합 인 자료 수집으로 모델링을 구축한다.

• Geometricalinformation:기하학 모델은 이 스캐 혹은 사진측정으로 변환된

기술 자료와 설계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입력할 수 있는 정보는 Box,Tiltedbox,

Cylinder,Hollow cylinder,Tube,Sphere,Hollow sphere,cond,bend,triangularshapes등

이 있다.

• Materialinformation:물질 정보는 기술도면,연구,해당지역에 한 문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입력 물질은 concrete,Iron,Lead,Water,Zirconium,Aluminum,Uranium,

Tungsten,Tin이 있다.

• Radiologicalinformation:방사선학 정보는 선량 측정 혹은 해당시설에서 사용되어

진 선원에 한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방사선의 측정은 VISIRAD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수행하 다.VISIRAD선량 지도 로그램은 VISIPLAN

로그램에서 용이 가능하도록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선원 측 기술과 함께

방사선 세기 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선원의 형태는 Singleisotopes,Mixed

isotopesets,Photonspectrum atstandardenergies,Point,LineBox,Cylinder,spherical

source로 지정할 수 있다.

○ 기본 분석 단계

첫 번째 평가에 기본이 되는 사항은 선량을 계산하며 한 차폐에 한 계산을 하는 단

계이다.이 단계의 각각의 방사선지역 환경에 한 분포도들은 서로 다른 작업 치에서 생

성된다.문제에 한 첫 번째 분석은 이러한 분포도에 의해서 수행된다.서로 다른 차폐구조

들은 모델링 내에서 소개되며,그 효용성에 한 분석을 한다.VISIPLAN 에서의 기하학

요소는 수행구조에 치되어 있다.단계는 고정된 환경의 기하학,물질 조성,선원 등에 의

해 정의된다.기본 인 기하학 요소의 변경은 순차 단계에 장된다.이 방법에 의해서

로젝트 내에서의 기하학 변경이 허용된다.

• 선택된 지역 내에서의 선량 정보 생성 데이터베이스화

• 단 과정별 피폭선량 계산

• 단 과정별 작업자 상 피폭선량

○ 세부 계획단계

치,임무설정,임무기간,임무기간의 불확실성 등의 작업자의 궤 을 정의한다.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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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과는 선량과 시간,임무 치에서의 선량,작업별 선량과 선율,임무선량에서 다른

선원으로부터의 기여,불확정 인 에서 시간과 최소 최 의 선량,선원 민감도분석

셋의 경향이다.

• 단계 진행상의 선량계산 선량률 계산

• 시나리오 생성 시험모사

• 시나리오 비교를 통한 최 화 시행

Stage DisplayedProgram

Modeling

Building

General

Analysis

Detailed

Analysis

TheFollow-Up

(Reporting)

Table3.1.3.10.VISIPLAN단계별 개요도

○ 보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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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계산과 시나리오 평가에 한 검토

결과에 한 그래 와 각 단계의 순차 배열이 detailedplanning단계에서 수립되며 이

를 통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량의 계산을 통해 추 단계가 수행된다.여기서 선량에

한 측과 얻어진 결과 값의 비교로서 얻을 수 있다.

(마)기술 황 분석에 한 고찰

지 까지 원자력시설 해체 안 성 련 기술개발은 주로 해체 방법,공사일정,방사성 물

질 제거 방법,방사성 폐기물 리 방법,방사선 환경 향 평가 책,풀질보증 등에

을 두고 수행해 왔다.즉,주로 안 성 평가 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 으로 수

행되고 있고,정량 이고 구체 인 방법 련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

지 않다.

참고로,원자력시설 설계 운 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는 IAEA를 주 으로

PSA 단계별 차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상세한 방법 , 련 데이터베이스 로

그램 개발은 각 나라별로 자체 으로 연구 기술 개발을 수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기술 황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시설 해체 작업자 측면에서 안 성 평가에

한 기술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다.

•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안 성 평가 체계를 설정

•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안 성 평가 로그램 개발

• 최종 으로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작업 안 성 평가 방법론을 확립

(마)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해체공정 세부 작업 차에서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요소를 도출하여 험의

크기를 산정하고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 험 감조치를 수립하여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Fig.3.1.3.34과 같이 설정하 다.

• 해체 안 성 평가 상 해체공정을 선정한다.

• 평가 상 해체공정의 세부 차를 수립한다.

• 해체공정에서 방사선학 험요소와 비방사선학 험요소를 도출한다.

• 작업자 피폭선량을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방사선학 험요소에 한 험의 크기를

산정하여 안 성을 평가한다.

• 작업자 상해 피해 크기를 입력변수로 용하여 비방사선학 험요소에 한 험의

크기를 산정하여 안 성을 평가한다.

• 험하다고 평가되는 해체공정 세부 차에 하여 험 감화 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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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으로 안 성이 확보된 해체공정 세부 차를 제시한다.

해체공정 선정

세부 절차 수립

위험요인 도출

방사선학적
위험도 분석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분석

작업자 피폭상황
발생 가능성

작업자
피폭 선량

작업자 상해
가능성

작업자
피해크기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허용 여부 결정

퍼지 추론
규칙 설계

퍼지 추론
규칙 설계

방사선학적
위험 저감 조치

비방사선학적
위험 저감 조치

방사선학적
평가

비방사선학적
평가

해체공정 적용

Fig.3.1.3.34.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도.

(2)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험성 분석

(가)원자력시설 해체 용 기술 분석

원자력시설 해체에는 반드시 기기나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일반 장비로

되는 경우도 있고,원격조작기기나 단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다만,해체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해체기술에 하여 여러 가지 정보가 없어서는 안 된다.

본 에서는 해체공정의 험성을 알아보기 한 사 비로서 해체기술에 해서 기술

한다.

① 해체기술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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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기술은 해체의 상이 되는 기기나 구조물을 재질별로 콘크리트와 속으로 분류하

여,각각 용되는 기술에 하여 분류할 수 있다.왜냐하면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기기는 속이고,건물은 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이들의 재질의 특성은 서

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재질의 특성에 기인하지만, 속류 기기는 복잡한 상을 하고 있는 데 비해,콘

크리트 구조물은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다.따라서 재질의 차이와 함께 서로 다른 형상에

해서도 고려하면 용되는 해체 기술은 크게 다르다[3.1.3.9][3.1.3.10].

② 속류 상물의 해체기술

○ 라즈마 아크 단

라즈마 아크 단의 원리는 극과 단 상물 사이에 류와 가스를 흘려보내고,발

생하는 라즈마 가스의 흐름과 아크의 열에 의하여 단 상물을 용융하여 고속의 가스흐

름으로 녹은 속을 날려 보내 단하는 것이다.이 방법은 수 과 공기 에 모두 용된

다. 한 아크와 가스를 분사하는 단토치가 소형이며 경량이기 때문에 소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원격조작에 합하다.

○ 아크톱 단

아크톱 단의 원리는 고속 회 하는 블 이드와 단 상물과의 사이에 류를 흘리

고,이 류의 열에 의해 단 상물을 용융시켜 블 이드의 회 력에 의하여 용융 속을

제거하는 것이다.이 방법은 공기 과 수 모두에 가능하지만,블 이드의 마모,소음 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으로 수 에서 사용한다.

○ 디스크커터

디스크커터 원리는 원반형인 커터날을 배 표면에 고압으로 하고 배 은 소성 변형시키

면서 단하는 것이다.이 기술은 단에 따라 이차 생성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 성형폭약

성형폭약의 단 원리는 폭발시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에 의해 속제 라이

가 고속 속 미립자가 되고 이것에 의해 속을 단하는 것이다.성형폭약에 의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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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는 원리 으로는 폭약의 양을 늘리면 단능력을 늘릴 수가 있으나, 단과 동시

에 폭약에 지가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에 폭약의 양을 늘린 경우 단부 이 외에도 향이

미친다.

③ 콘크리트 종류 상물의 해체기술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할 때의 문제는 해체 상물이 콘크리트와 철근이라는 서로 다른

재료로 되어 있다는 이다.콘크리트 그 자체는 압축강도는 매우 크지만 인장강도는 아주

약하다.이에 비해 철근은 인장강도가 매우 크다.따라서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을 넣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복합물은 콘크리트 인장강도가 약하다는 결 을 철근이라는 인장강도가 매우

큰 재료로 보충하는 것이다.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복합물은 재질 으로 뛰어나지만 부수기

어려운 것이다.

원자력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할 경우 가장 큰 심사항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

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다.그러나 이 방사성물질은 부분 으로만 존재하기 때문

에,그 부분을 어떻게 안 하고 효율 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해체의 주요 심사항이다.

○ 기계 단

기계 단기술이란 원반형 톱을 가진 다이아몬드 커터와 원통형 톱을 가진 다이아몬드

코어볼링에 의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잘라내는 방법이다.모두 톱날 끝에는 다이아몬드 입자

가 박 져 있으며,이 다이아몬드로 단 상물을 깎아 단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의 해체 차로는 먼 코어볼링에 의해 콘크리트 블록의 배면을 생체차

폐콘크리트에서 분리하고 이어서 수평 수직 단에 의하여 당한 크기의 블록으로 잘라

내는 것이다.배 ,철근 등도 함께 단이 가능하다.기계 단은 해체에 따르는 분진발

생이 으며,원격조작화도 가능하고 해체된 콘크리트를 블록 모양으로 뽑아낼 수 있다.

○ 물제트 단

물제트 단의 원리는 연마재를 혼합한 고압수를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사하여 그것을

단 상물에 충돌시킴으로써 단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단능력이 높다는 것,수압 제트

노즐은 작고 가볍다는 것,분진 발생이 으나, 량의 물을 사용,연마재의 사용에 의해 이

차폐기물이 발생한다.

○ 제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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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폭 는 괴할 콘크리트에 일정 간격으로 뚫은 구멍 속에 폭약을 장 하여 아주 근

소한 시간차이로 각각 폭약을 폭발시킴으로써 외부에 괴력 를 게 하여 상이 되는

콘크리트를 괴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천공에서 쇄처리까지 일련의 작업에 있어서 소

음,진도,분진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나,해체 효율이 높아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에

합하다.

④ 원격조작 해체기술

앞에서 기술한 해체기술은 속구조물이나 철근콘크리트 단에 사용된다.그러나 노내

구조물이나 압력용기처럼 고방사화되어 있는 부분의 해체에서는 작업자가 단부에 근해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기의 원격조작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원자력시설 해체작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상 재질의 기기와 구조물을 해체

하거나 작업의 진척에 따라 작업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격조작 기술이 용된다.

(나)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험성 분석

원자력시설은 방사선을 다루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체공정에서는 방사선학 험뿐만 아

니라, 해체작업과 련한 비방사선학 험 작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1.3.11][3.1.3.12].

① 방사선 작업자 피폭

오염된 기기 구조물 해체작업 과정에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비작업과 뒤처리 작업에서도 작업자 피폭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고소작업 험성

해체 공사 고소작업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작업자가 원자로수조 장탱크에 빠지는 사고

○ 난간 안 미비로 인한 작업자 추락사고

③ 수작업 험성

해체 공사 양 기 이동 차(trolley)등을 이용함으로써 하 물을 손으로 취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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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다.

해체 공사 수작업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사고가 도출되었다.

○ 유리 손

○ 핫셀벽 제거 시 납벽돌을 떨어뜨림

④ 기 작업 험성

해체공사 기 작업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사고가 도출되었다.

○ 시설내의 기가 통하고 있는 기선을 실수로 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

○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기선으로 인한 사고

○ 원자로를 들어올리기 에 릿지를 분리를 못함으로 인한 사고

○ 핫셀 해체 에 셀내의 기 공 을 차단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

⑤ 양 기 작업 험성

해체 공사 시 차폐용기,콘크리트 블록,원자로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기 하여

원자로실 크 인이 사용된다.따라서 원자로심의 이동과 련하여 방사학 험뿐만 아니

라,산업안 과 련되는 추락 등의 비방사선학 사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체 공사 인양작업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사고가 도출되었다.

○ 차폐용기의 추락으로 인한 작업자 상해 사고

○ 주변 콘크리트 제거 후 스틸 차폐 이 떨어지는 사고

○ 원자로 수조에서 인출되는 기기들이 작업자를 때리는 사고

○ 크 인이 고장으로 인해서 하 물이 매달려있는 사고

○ 아이볼트의 강도가 치 않거나 와이어로 가 느슨해져서 콘크리트 블록이 추락하

여 작업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

○ 콘크리트 구조물로부터 콘크리트 블록을 떼어낼 때 콘크리트 블록이 히 지탱되지

않아 작업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

○ 스틸 차폐 이 작업자를 덮쳐 상해를 입히는 사고

○ 스틸 차폐 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흔들림으로 인해 작업자를 때리는 사고

⑥ 원자로 수조 내로 인양물체 추락 험성

원자로 수조내에서 기기를 인양하거나,수조내의 장비를 인입할 때에는 인양되는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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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내로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인출 물체가

빔튜 상부에 떨어져서 빔튜 에 손상을 가할 경우 빔튜 의 손상으로 수조수가 빔튜 를

통하여 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⑦ 차폐 추락 험성

원자로 수조 해체 공사 차폐 인양작업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사고가 도출되

었다.

○ 주변 콘크리트 제거 후 스틸 차폐 이 넘어지는 사고

○ 스틸 차폐 를 들어 올리는 도 흔들리는 사고

○ 스틸 차폐 이 작업자를 덮쳐 상해를 입히는 사고

⑧ 콘크리트 블록 추락 험성

해체 공사 콘크리트 제거작업과 련하여 잠재 험성이 도출되었다.

○ 아이볼트의 강도가 치 않거나 와이어로 가 느슨해져서 콘크리트 블록이 추락하

는 사고

○ 콘크리트 구조물로부터 콘크리트 블록을 떼어낼 때 콘크리트 블록이 히 지탱되지

않아 작업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

⑨ 화재 험성

단 작업 시 그라인더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험성이 발생된다.

⑩ 분진폭발 험성

흑연반사체가 떨어지거나 노심으로부터 흑연이 떨어짐으로써,흑연분진이 비산되는 험

작업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⑪ 소음 험성

각종 제염 해체 작업 에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상된다.해체 장의 장애물이나

엎질러진 액체로 인한 미끄럼과 기선,호스 기타 균형상실을 야기를 시키는 물체 등으

로 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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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폐 공간 작업 험성

해체작업에는 피트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한 작업이 포함된다.피트는 폐공간이

므로 이에 한 작업자 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폐공간에는 탱크(개방 는

폐된),덕트 환기설비가 없는 폐된 장소 등이 포함된다. 폐공간에서는 제한된 공기

순환으로 인하여 가스가 험수 의 양으로 축 될 수 있다. 를 들어,슬러지 제거 작업

시 연무가 발생할 수 있고,산소공 이 제한될 때 는 제한된 장소에서 험한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⑬ 분진 험성

콘크리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공기 방사능을 야기를 시키거나 심각한 양의 분진이 발

생될 가능성이 있다.

(다)원자력시설 해체 작업 시 고려사항 분석

해체 원자로의 폐기물 방사능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노내 구조물

등의 비교 방사능 가 높은 폐기물이 발생한다.차폐콘크리트 등에서는 방사능 가

낮은 폐기물이 량으로 발생한다.그리고 해체의 진행에 따라 시설내의 방사능 가 변동

한다.

이들 을 고려하여 해체 의 안 성을 확보하는 데는 ALARA의 개념에 의거하여 해체

에서의 보안이 필요하다.즉,원자로시설의 한 유지 리 방법,작업자 등의 방사선피

폭 감 책,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의 방법을 안 확보 상 가장 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해체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특히 해체 작업자 방사선 피폭의 감을 도모하기 해

서는 한 해체 공법을 용하는 동시에 미리 피폭선량을 히 평가해 두는 것이 무엇

보다도 요하다.

① 해체 의 원자로시설의 유지 리

운 이력이 있는 해체 상의 원자로시설 내에는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잔존한다.따

라서 해체 의 방사성물질의 처리 각종 작업의 실시에 있어 안 확보 상 필요한 설비,

기기에 해서는 필요한 기간 소요의 성능을 유지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건물,구축물의 유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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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화 오염된 기기가 철거되기까지 외부로의 오염 확 방지를 해 장벽 방사선

차폐체로서의 기능을 히 유지 리해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유지 리

기체상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폐기하는 시설은 원자로 해체의 최종단계까지 사용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운 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유지 리하며, 한 해체에 있어

설치한 처리시설도 같이 리한다.고체폐기물시설이 해체 상이 되는 경우는 사 에 발생

한 고체폐기물의 처분방법을 결정한다.

④ 방사선 리시설의 유지 리

시설 내외의 방사선감시,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 리 작업자의 피폭 리에

한 설비 등은 모두 운 과 같이 유지 리할 것,특히 해체에 있어서는 해체의 진행에

따라 시설내의 방사선 가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합하게 측정기기의 배치,계측범

등에 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⑤ 해체 작업에서의 고려사항

원자로시설에 잔존하는 방사능은 원자로냉각재,기기 배 내에 부착한 방사성부식생성

물, 성자조사를 받은 원자로주변 구조물의 유도방사능 등으로서 랜트 내에 분포되어 있

다.해체철거 작업에서 안 을 확보하는 데는 이들의 방사선원에 둘러싸인 환경 하에서 방

사선피폭의 감과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방지,방사성폐기물의 감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한 해체공법 차를 채용하는 데는 시설 내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핵종,양,분포의 평가가 필요하다.

⑥ 방사성 물질의 평가

방사성물질의 평가에 있어서는 계산과 실측치를 조합하여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⑦ 작업자 방사선피폭의 감 책

방사선피폭의 감과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방지 방사성폐기물의 감에 해

서는 다음 사항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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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피폭의 감 책

해체작업에 선행하여 연료,냉각재 등을 미리 철거하여 재순환 계통 등의 계통 제염을

실시하여 방사선원을 제거한다.해체작업 시에 상물 이외로부터의 피폭방지를 해 필요

에 따라 일시 차폐를 하고 고 선원을 최 로 철거한다.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쓰 기·

먼지 등을 국소화하기 해 그린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

다.실증된 원격 자동조작의 해체 용기를 채용하여 트러블의 발생을 피한다.좁은 장소에서

의 작업은 단으로 하고 설비가 충실하고 공간이 넓은 장소에서 최종 해체를 실시하는 등

한 조건하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한다.방사능의 시간 감쇠효과를 이용한 해체공정으로

한다.작업자의 교육,훈련,방사선 리를 철 히 한다.

• 방사성물질의 방출방지 방사성폐기물의 감 책

기기의 해체에서는 방사성기기,고 방사성기기의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며 건물

의 해체에서는 방사성콘크리트의 해체철거는 외벽,지붕의 철거에 선행하여 진행하며 오염

의 확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방출을 방지한다.폐기물은 방사능

,종류마다 분류하고 운반을 고려한 형상, 량으로 해체한다.새로운 기기의 반입은 피

하며 조명,환기공조,크 인, 원,폐기물처리설비 등은 기존설비를 최 한 이용한다.

⑧ 해체공법의 고려사항

• 강구조물의 해체

노내 구조물,압력용기 등의 고방사화물은 작업자의 외부 내부 피폭을 고려하여 원격

조작에 의한 수 단을 채택한다.피폭 선량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물은 오염 확 방

지를 고려하여 그린하우스의 설비나 국소환기장치를 채택한다.

• 콘크리트구조물의 해체

방사선 차폐체의 일부에는 장시간 작업자가 근하여 직 작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의 해체는 작업자의 외부 피폭 분진에 의한 공기오염의 확 방지를 고려하여 습

식으로 원격조작에 의한 해체공법을 채택한다.건물의 해체에 앞서 실시하는 바닥,벽,천정

등 콘크리트 표면의 박리작업에서는 표면을 엷게 박리하는 공법은 분진 책이 되어 있으나

수 cm 이상의 박리를 하는 경우는 그린하우스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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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해체순

시설 해체 에 이용하는 계통은 최종 단계에서 해체하고 에서 고 의 방사성설

비의 순으로 해체하는 것이 일반 이다.그러나 작업자의 피폭 감을 고려하여 부분 으로

방사능이 가장 많이 잔존하고 있는 원자로 본체를 최 로 해체하는 경우도 있다.이것은 해

체시기,각 건물의 치 조건,작업장소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 결정한다.

(3)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선정

(가)해체공정 험 평가요소 사례분석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에서 작업자에 한 방사선학 험요소 선정을 하여 국내외 해

체사례에 한 자료를 분석하 다.

◯ 국내 연구로 2호기 변환시설의 해체사업에서는 방사선학 험요소로 작업자 피

폭 (외부 피폭,내부 피폭-흡입/섭취)을 고려하고 있으며,해외 원자력선진국의 해체완료

수행 보고서에는 criticality,lossofcontainment,작업자 피폭,핵종 흡입/섭취 등을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에 비방사선학 평가요소를 선정하기 하여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

체사례 국내 산업안 의 용사례를 분석하 다.

◯ 국내 연구로 2호기 해체사업에서 일반 산업안 련하여 고려한 해체작업 종류는 고

소작업,수작업, 기안 ,기계장비,양 기,화재/폭발,소음,미끄럼사고, 폐공간,분진 등

10가지 분야이다.

◯ 해외 원자력선진국 해체 보고서에 의하면,원자력시설 해체 수행 비방사선학

험 방 련 고려사항은 화재 폭발,유해 물질 취 ,물리 / 기 험성 등이며,미

국 DOE보고서에 의하면 해체작업에 한 험요소는 일반 산업의 건설 분야와 비슷하다

고 보고되어 있다.

◯ 국내 산업안 보건법규(노동부 한국산업안 보건공단 주 )에서 규정 요건으

로 용하고 있는 산업재해 련 험 평가요소는 15가지 종류이다.(재해 험요소 :감김/

끼임,감 ,낙하/비래,불안 한 행동,붕괴/도괴,빠짐/익사,산소결핍,유해화학,이상온도/

기압, 도, 단/베임/찔림,추락,충돌,폭발,화재 등 15가지)

◯ 국내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자료에 의하면,재해사고 추락, 도,낙하비래,붕괴

도괴, 착,감 ,화재폭발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나)해체공정 평가요소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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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로 변환시설 해체 수행 자료와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해체수행 자료를 분석

하여 해체공정에 발생가능성 있는 험요소를 분류하고,국내 일반산업에서 용하고 있는

평가 험요소와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비방사선학 험요소를 분류하고,의미차

분법(SD법,semanticdifferentialmethod)을 이용하고 국내 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해체공

정 험성에 한 평가 요소를 선정하 다.

◯ SD법은 1957년 미국 일리노이 학의 C.E.Osgood에 의해 제안된 방법이며 특정 개념

에 하여 ‘measurementofmeaning'하기 한 것이었고,1980년 후반 일본 나가 마에

의해 제품 평가에 용된 후 리 사용되어왔다.

◯ SD법은 Fig.3.1.3.35과 같이 험과 련된 상반된 형용사 한 을 기본으로 측정하

고 기하학 으로 표 하여 평가요소를 선정하는 방법이며, 험과 련된 상반된 형용사는

‘known','unknown' 과 ’dread'와 ‘notdread’ 이상 두 가지가 표 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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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5.해체 험요소 선정을 한 SD법의 형용사 척도.

① SD표 용어의 수집

표 용어란, 상으로 하는 물질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SD법을 실시하는 시작은.

이 표 용어를 수집하는 작업이다.통상 20～30 정도 수집한다.그 방법은,연상에 의한

것과 사 등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연상에 의한 방법은, 문가와 보자,입장이 다



-98-

른 사람 등을 모이게 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사 에 의한 방법은,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

는지 들어본 은 없다.

② 평가척도의 결정

평가척도란,특성의 정도를 보이는 "상당히","꽤"라고 하는 평가용어를 이용한 척도이다.

통상 이 에 있을법한 7 법, 는 일부 생략한 5 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상으로 조사용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물론, 비조사를 행하여,용어의 과부족

등의 체크도 필요하다.

+SD법을 용하기 해 먼 험과 련된 형용사 을 선정하 다.기존의 해체 경

험 자료를 살펴보면 해체공정에서 존재한 험요소가 어느 것은 추정 이고,어느 것은 구

체 이어서 기 이 명확하기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험요소를 선별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단계로 나 어 구분하여 SD법을 용하 다.

• 구분인자 I

:Abstract-concrete

• 구분인자 II

:Observable-notobservable

:Controllable-notcontrollable

:Easilyreduced-noteasilyreduced

:Consequencenotfatal-consequencefatal

+SD법의 평가 척도는 7 척도로 하여 결정하 다.형용사 평가 척도를 결정하여

SD조사용지를 아래 Fig.3.1.3.36와 같이 작성하 다.

ConcreteAbstract

+1 +2 +3-3 -2 -1

slightlyquiteextremely slightly quite extremely

0

neutral

Observable Not observable

Contro llab le Uncont ro llable

+1 +2 +3-3 -2 -1

Easily
reduced

Not easily
reduced

Consequence
Not fatal

slight lyquiteex treme ly sligh tly quite ex trem ely

0

neutra l

Consequence
fatal

Fig.3.1.3.36.해체 험요소 선정을 한 SD법 7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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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SD 조사용지를 국내 해체 문가 약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 다.조사 결과

는 아래 Table3.1.3.10∼Table3.1.3.11과 Fig.3.1.3.37∼Fig.3.1.3.41와 같이 나타났다.

험요소 척도 수 결과

a.criticality

b.lossofcontainment

c.externalexposure

d.ingestionandinhalationofradionuclides

e.fire/explosion

f.fallfrom elevation

g.upset/rollover

h.fallingobjects

i.collapse/destruction

j.crushing/winding

k.electricalshock

l.confinedspace

m.hightemperatureandpressure

n.toxicsubstance

o.dust

p.collision

q.noise

r.slipperyplace

s.handhandling

t.machinery

u.electricalhazards

v.physicalhazards

w.unsafe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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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3.1.3.11. 험인자 SD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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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f

f

0

neutral

Fig.3.1.3.37.SD법에 의한 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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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8.SD법에 의한 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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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9.SD법에 의한 험요소 조사 결과 분석 (3).

‘C o nc re te ’ F a c t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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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0.SD법에 의한 험요소 조사 결과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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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소 ‘unknown' 'dread'

a.criticality

b.lossofcontainment

c.externalexposure

d.ingestionandinhalationofradionuclides

e.fire/explosion

f.fallfrom elevation

g.upset/rollover

h.fallingobjects

i.collapse/destruction

j.crushing/winding

k.electrical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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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3.1.3.12. 험인자 SD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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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ision
Noise

Dust

Fig.3.1.3.41.SD법에 의한 문가 의견 조사 결과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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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체공정 험 평가 요소 선정

①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재해 사례 분석

해외 원자력선진국의 원자력시설 해체 완료 보고서에 의하면 해체 작업 작업자에게

험을 가하는 재해 발생형태는 작업자 피폭,화재/폭발,유해물질 취 ,물리 / 기 험

작업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1.3.14][3.1.3.15].Fig.3.1.3.42에서처럼 해체 작업의

재해형태가 방사선학 험 작업이 67.2%,화학 험 작업이 14.8%,물리 험 작업이

17.6% 그리고 기타 험 작업이 0.4%로 해체공정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Others
0.4%

Physical
17.6%

Chemical
14.8%

Radiological

67.2%

Fig.3.1.3.42.Statisticsofhazardfactorsinadecommissioningprocess.

② 방사선학 평가요소 선정

국내외 해체사례를 방사선학 험평가 요소로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을 선정하 다

[3.1.3.10∼12].

+선정 기 :criticality와 lossofcontainment 험요소는 원자력시설 가동 지 후 핵

연료 처리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해체 수행 에는 부분 일어나지 않으며,흡입 섭취

로 인한 작업자 내부 피폭은 측정 계산 과정이 어렵다.작업자 외부 피폭선량은 피폭계

산코드를 이용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해체작업 수행 작업자의 방사선학 안 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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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한 요소이다.

③ 비방사선학 평가요소 선정

해체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비방사선학 험 평가요소를 Table3.1.3.12와

Fig.3.1.3.43과 같이 8가지로 선정하 다.

종류 설 명

추락 작업자가 구조물,가설물,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도/ 복
작업자가 평면/경사면,층계 등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경우,

물체가 도/ 복되는 경우

낙하/비래

구조물,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력,원심력, 성력 등에 의

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작업자

에게 가해하는 경우

붕괴/도괴
구조물,가설물, 재물,토사 등이 체 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 지는 경우

착/감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사

이의 착,회 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로울러 등 회 체 사이에 물

리거나 회 체 돌기부 등에 감기거나 찔린 경우

감

기설비의 충 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 하거나 유도 류의

통 으로 근육의 수축,호흡곤란,심실 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 고압 등에 근함에 따라 발생한 ,합선/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한 경우

화재/폭발

가연물에 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

구조물,용기내 는 기 에서 물질의 화학 ,물리 변화가 격

히 진행되어 열,폭음,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기타

유해환경

분진,소음,이상온도/기압,산소결핍 등을 유발하는 유해환경 물질

에 노출되는 경우

Table3.1.3.13.원자력시설 해체 비방사선학 험요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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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업 해 통계 료

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감 /끼 , 감전, 낙하/비래, 안전한 행동, /

빠짐/ 사, 산소결핍, 해화학, 상 / 압, 전 ,

절단/ /찔 , 추락, 충돌, 폭 , 화

내 해체사

업 피폭

고소 업

수 업

전 안전

계 비

양

화 , 폭

소

미끄럼 사고

폐공간

해 해체사

Criticality

Loss of containment

External exposure

Ingestion and inhalation

of radionuclides

Fire

Explosion

Toxic and hazardous materials

Electrical hazards

Physical hazards

업 피폭

추락

전 /전복

낙하/비래

/

협착/감

감전

화 /폭

타 해환경

원

시설

해체

야

산업

야

Fig.3.1.3.43.원자력시설 해체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요소..

(4)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

(가)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연구 동향

원자력발 소 설계 운 분야에서는 확률론 안 성 평가 방법을 용하고 있다.이

방법은 원자력발 소의 노심 손상빈도 평가,격납건물 손확률 평가, 손격납 방사능 출

로 인한 환경 향 평가 등 기기 성능과 고장확률에 한 신뢰도 평가 기술이며 용 분야는

시설 운 측면이다.

일반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사고를 방하기 하여 공정안 리제도를 도입하고 있

으며, 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험물질 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하

기 하여 공정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 으로 안 리를 수

행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 분야에서는 원자력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지 까지 수행된 연

구는 주로 해체공사 일정,방사성물질 제거 방법,방사성폐기물 리 방법,방사선 환경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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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책,품질보증 등에 을 두고 수행해 왔다.최근에 원자력시설 해체 안 성 평

가에 한 필요성이 원자력선진국들에 의해 제기되어 IAEA주 으로 해체 안 성 평가

활용을 한 국제 력 로젝트가 진행 에 있지만, 재까지 기술 개발은 시작단계에 있

다.

이상과 같이 일반 산업 분야와 원자력시설 설계 운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된 반면,원자력시설 해체 분야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특히,원자력시설 해체

작업 수행 시 해체공정의 험 작업 험 요소가 작업자에게 어떤 향을 미치고 그

험의 크기,즉,안 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나)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 용 배경

① 퍼지추론 용 배경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에는 방사선학 험과 비방사선학 험 작업이 있다.세계 으

로 원자력시설 해체사례가 많지만, 련 자료가 무한 상태이다.이러한 이유는 지 까지의

해체 련 연구가 방사선량 측정,장비 개발 등에 집 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원자력시설

해체 계획 수립 시 해체공정의 잠재 험 작업에 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퍼지추론을 해체공정 안 성 평가에 용하게 된 배경은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비방

사선학 험작업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복잡성(complexity)의 특징을 갖고 있다.불확

실성이란 원자력시설 해체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체공정의 잠재 험 작업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한 발생가능성과 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다.복잡성이란 해체를 진행하기 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험성과 비방사선학 험성과의 상호 계가 불분명다는 이다.

② 퍼지추론을 이용한 안 성 평가 동향

황지선 등은 퍼지이론을 이용한 기 건설공사의 안 성 리 방법론을 제시하 다16).

기 건설공사를 공통공사,토공사,지정 기 공사로 구분하여 안 성을 규명하고 작업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안 성 분류체계를 제시하 다.안 성 분석은 안 성 분류체계를 바

탕으로 퍼지추론을 이용하여 안 성 인자의 험도를 정량화하고 퍼지척도를 이용하여 안

성 인자의 요도를 산정하 으며,이를 통합하여 상 안 성인자의 리 우선순 는 종합

험도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김창학 등은 형건설공사 험인자의 요도 정을 하여 문가의 주 단과 언

어 변량을 이용하여 안 성을 정량화하기 한 퍼지 분석방법을 제시하 다.퍼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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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건설공사의 안 성 인자를 발생확률,발생강도,노출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 고 언

어 변량을 이용하여 안 성을 정량화하 다.각각의 안 성 평가 요소에 해 언어 변

수값을 지정함으로써 안 성 인자의 요도를 주 단에 의해 결정하 다. 요도를 결

정하고 나면 안 성 평가를 한 안 성 평가 인자의 기 (발생확률,노출정도,발생강도)을

설정한다.이들 평가기 은 퍼지이론에 의하여 언어 표 을 사용하여 평가한 다음 수치

으로 변환하게 된다.이때 언어 평가를 한 기 은 여러 단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

하고,세 가지 평가 기 에 한 안 성 평가인자와 안 성 평가요소의 퍼지 소속함수값을

결정한다.다음 단계로 퍼지소속도 함수값을 용한 안 성값이 계산되며,이 안 성값을 이

용하여 종합 퍼지 안 성 평균값을 계산함으로써 안 성 평가 인자의 험수 을 결정하

고 안 성 평가인자의 순 한 결정하게 된다.이러한 분석모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으로 각 안 성 인자의 수 을 미리 설정한 언어 수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이것

을 수치화하여 체 안 성 인자를 순 화함으로써 리 상의 안 성 인자를 선정할

수 있다.

안 성 평가 이론 에서 주로 퍼지추론에 한 용사례에 해 고찰한 결과 퍼지추론

을 이용한 연구는 주로 안 성 분석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문가의 경험 지식 단

등이 필요한 문제에 해서 퍼지추론을 용하고 있는 연구를 주로 많이 수행하고 있다.결

국 의사결정 과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어 이를 퍼지화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다)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 원리

① 퍼지 집합의 개요

ⓐ 퍼지집합 이론

퍼지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주 으로 쓰이는 아름다운,큰,상당히,그럭 럭 등의 애

매성을 공학 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다.기본 인 아이디어는 0 는 1의 이산 인 두 개의

값을 취하는 특성함수에 의해 규정되는 크리스 집합(crispset)을 0과 1사이의 연속 실수

치를 취하는 소속함수(membershipfunction)에 의해 규정되는 퍼지집합(fuzzyset)으로 확장

한 에 있다.이 퍼지이론을 기존 문가시스템의 근사추론에 용한 인공지능 기법들이

모든 공학 분야에 용되고 있다.

크리스 집합에 이진논리가 응하고 있듯이,퍼지집합에는 퍼지논리가 응하고 있으

며,퍼지논리에 기본이 되는 것이 퍼지성(fuzziness)이라 할 수 있다.퍼지성이라는 것은 어

떤 단어의 의미나 개념을 정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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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유해성 환경, 상물 오염 등의 표 에 포함되는 불확실성을 퍼지성이라 하며,이러한

퍼지성은 원자력시설 해체 사 계획 수립 시 험 작업이 발생할 것은 상되지만 그 험

의 크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불확실성에 한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즉,베이지언(Bayesian) 근방법,

dempster-shafer(D-S) 근방법,certaintyfactor(CF) 근방법,그리고 퍼지추론에 의한

근방법 등이 그 이다.

ⓑ 퍼지집합 정의

퍼지란 애매모호라는 의미를 갖는다.퍼지집합에서는 를 들면 미인의 모임과 같은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개개의 상물에 해서 그 성질의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면 ‘’와 ‘아

니오’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고 애매한 성질도 취 한다.퍼지이론은 컴퓨터 측을 어떻게

인간에게 근 시키는가,인간의 애매모호한 지식을 어떻게 컴퓨터에게 처리시키는가 하는

부분에 응용된다.

이와 같은 퍼지이론은 1960년 에 Zadeh 교수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1965년에

InformationandControl학술지에 ‘Fuzzysets’이라는 연구를 발표했다.그리고 Zadeh교수

는 특성함수를 신하여 소속함수라는 말을 사용했다[3.1.3.13∼3.1.3.15]

퍼지집합을 집합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Fig.3.1.3.44와 같다.퍼지집합론의 입장에서는

경계가 명확한 집합이라도 소속함수가 특별한 경우로서 퍼지집합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집합을 퍼지집합과 구별할 때는 Fig.3.1.3.44(a)와 같이 크리스 집합이라고 부

르고 있다.크리스 집합의 로는 ‘추락인가 화재인가’와 같이 성질을 이치 으로 명확하

게 정할 수 있는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0과 1로 운 되는 컴퓨터의 이진논리와 같다.즉 퍼

지집합은 컴퓨터의 이진논리도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된다.

퍼지 집합

크리스  집합

집합

(a)

자연 상

과

상

(b)

컴퓨

Fig.3.1.3.44.Conceptualcomparisonoffuzzysetvs.cris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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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 각 평가 결과에 수를 부여해야 한다.그러나 실제로는 험

작업 발생가능성과 그 피해크기가 애매하여 각 험성에 따른 한 수로 응할 수 없

는 것이 많으며,각 안 성을 평가하여 최종 작업을 선정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

때문에 해체공정 안 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서는 문가의 추론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가

지의 애매함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에서의 애매함이란 방사선학 상황과 비방사선학 상

황의 애매함과 험의 크기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애매함 등이 있다.

이러한 애매함들에 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자의 평가에 퍼지추론을 도입하여

if-then형식의 규칙으로 하여 규칙베이스(rulebase)를 구성하고자 한다. 한 방사선학

평가와 비방사선학 평가의 서로 다른 애매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등하게 평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해체 문가 의견을 퍼지화하고 퍼지추

론에 의하여 안 성을 평가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객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② 퍼지 추론 과정(fuzzyinferenceprocess)

퍼지추론은 일반 으로 Fig.3.1.3.45과 같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즉,하나의 명

확한 값(crisp value)으로 측정된 입력변수의 값을 한 퍼지값으로 바꾸는 퍼지화

(fuzzification),조건부와 결론부의 조건문으로 이루어지는 퍼지 추론규칙(fuzzy inference

rules),출력부 제집합에서 정의된 퍼지값을 명확한 비퍼지값으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이 비

퍼지화(defuzzification)이다.

fuzzy rule base

fuzzy
inference
process

fuzzification defuzzification

crisp
input

crisp
output

input
membership

function

output
membership

function

Fig.3.1.3.45.Procedureofafuzzyinferencesystem.

③ 퍼지화(fuzz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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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이론을 이용한 퍼지추론은 퍼지논리를 응용함으로 하나의 명확한 값으로 측정된 입

력변수 값도 한 퍼지값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로 입력 값의 역(range)을 그 로 입

력부의 퍼지변수 역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퍼지연산에 편리하도록 미리 정해 놓은 입

력 퍼지변수의 체집합으로 바꿔주어야 하며 이 작업을 퍼지화(fuzzification)라 한다.결국

퍼지화작업은 체집합에 따라서 히 크기를 변환(scalemapping)시키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퍼지화 과정은 소속함수의 용으로 표 될 수 있으며,퍼지화를 한 소속함수의

결정은 설계자가 하는 것이다.

소속함수는 1)Q&A 혹은 하나하나 값을 결정,2) 문가의 경험이나 지식을 도입하여

결정,3)시뮬 이션 실험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도록 값을 결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11).

④ 퍼지 소속함수(fuzzymembershipfunction)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퍼지 개념에서 상(발생 가능성)을 로 나타내고,가 ‘발생 가

능성이 높다’라는 퍼지집합에 들어맞는 정도를 로 쓰기로 한다. 를 퍼지집합을

나타내는 으로 한다.이와 같이 정의하면  는 상 를 나타나낸 축을 가로축으

로 잡고,가 함수에 얼마나 합한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를 세로축으로 취하는 좌

표로 한다.좌표  가 나타내는 을 차례로 어 나가면 퍼지집합을 나타내는 그래

가 얻어진다.이 그래 의 함수   를 퍼지집합의 소속함수라 한다.소속도의 머리문

자 는 소속함수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일반 으로 소속함수의 등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지개념을 나타내

는 소속함수를 결정하는 일반 인 방법은 없는 것이 정설이다.다시 말하면 소속함수는 속

할 확률이 아니고 속할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가령   이라 할 때 0.8이라는 수치

는 우리의 주 에 의한 신념과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소속함수를 정하는데 상

가 그 개념에 속하는 정도가 높으면 소속값도 커지고 낮으면 소속값도 낮아진다.이와 같

이 소의 순서 계를 반 하여 소속값을 정하는 것이 요하다.그 밖에 소속함수를 결정

하는 원리는 없다.

한 소속함수의 등 이 기본 으로 개인의 주 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소속함수에

표 인 소속함수라는 것은 없다.퍼지개념이 사람 개인의 주 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

진다는 것은 소속도 등 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실에서 소속함수의 모양은

일반 으로 개인마다 다르고,모양이 같다 해도 치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므로

표 인 소속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그런데 주 의 배후에는 일종의 객 성과 공통성이

존재한다[3.1.3.22].

소속함수의 설정 방법에는 싱 톤 방법(singletonemethod,Fig.3.1.3.46(a))과 이등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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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방법(isoscelestrianglemethod,Fig.3.1.3.46(b))등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사다리꼴

방법(trapezoidalmethod,Fig.3.1.3.46(c))과 정규분포형 방법(standard-distributionmethod,

Fig.3.1.3.46(d))도 쓰이고 있다.

input variable

1.0 1.0

1.0

0 0

0

(a) singletone (b) isosceles-triangle

(d) standard-distribution

)(Xm

input variable

input variable

)(Xm

)(Xm

input variable

1.0

0

(c) trapezoidal

)(Xm

Fig.3.1.3.46.Graphicalshapesoffuzzymembershipfunctions.

싱 톤 방법은 입력변수가 명확하다고 간주될 때에 측정치를 퍼지단일값(fuzzy

singletone)으로 변환시킨다.근본 으로 퍼지단일값은 명확한 값을 가지므로 이 경우 퍼지

화를 통해서 입력 변수 값에 애매성은 도입되지 않으나,개념 으로 퍼지연산에 호환성이

있도록 해 다.

이등변삼각형 방법은 측정된 입력값이 외란(distrubance)의 향을 많이 받아서 불확실하

다고 간주될 때에는 퍼지화 작업을 통해서 입력값을 한 퍼지숫자로 변환시켜 다.여기

서는 이등변삼각형 형태의 소속함수를 가진 퍼지숫자를 많이 도입하는데 이때 삼각형의 꼭

지 에 해당하는 역의 값을 입력의 평균값으로 하고, 변의 넓이는 표 편차의 두 배로

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이등변삼각형 세 개의 꼭지 에 해당하는 소속함수값은 (0,1,0)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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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 방법은 사다리꼴의 꼭지 에 해당하는 의 값은 측정된 입력값의 사분 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한다.사다리꼴 네 개의 꼭지 에 해당하는 소속함수값은 (0,1,1,0)이

된다.

퍼지화를 표하는 소속함수(membershipfunction)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으로

가로축의 범 (신뢰도),소속함수의 형태 값의 결정 방법이다.이와 같은 요한 요소는

앞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용분야의 가장 한 소속함수의 형태

로 구성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해체 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퍼지 소속함수를 결정하

다.

⑤ 퍼지 추론(fuzzyinference)

종래의 이진논리에서 추론은 제가 항상 참이라는 가정이 지만,근사추론(approximate

reasoning)에서는 반드시 항상 참이라는 보증이 없으며,우리들이 행하는 일상 추론은 부

분 이와 같은 근사추론이다.이러한 근사추론에 피지집합과 퍼지논리의 생각을 응용하려고

하는 것이 퍼지추론이다.퍼지추론이란 알고 있는 인과 계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유도하는

것이다.‘실내가 더우면 온도를 낮추어라’라고 했을 때 실내가 아주 더우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당연히 실내온도를 더욱 낮출 것이다.인간은 이러한

모호한 추론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서 이러한 추론 방법을 표 하기란 그리 쉬

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를 보다 논리 으로 근하기 해 퍼지추론을 행한다.

⑥ 퍼지 문가 시스템

퍼지 문가시스템은 문가의 지식을 지식베이스의 형태로 장하고 추론엔진을 이용하

여 사용자의 질의에 의해 당한 응답을 제공하는 지식기반시스템(knowledge based

system)이다.기존의 문가시스템은 이진논리(binarylogic)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

제로 불확실성이나 애매함을 포함하고 있는 문가의 지식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

다.즉 문가라 할지라도 특정 명제에 해여 100% 확신이 없고 단지 가능성이 큰 정도로

만 믿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동일 명제에 하여 여러 문가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이에 따라 기존의 문가시스템에 퍼지집합 개념을 용하는 퍼지 문가시스템

이 등장하 다.퍼지 문가시스템은 애매한 규칙과 사실로부터 근사 으로 추론을 수행하

는 문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문가시스템에는 지식표 ,지식이용,지식획득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이 세 가지 문

제의 어느 곳에도 퍼지이론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첫째,지식표 은 언어에 의한 표 으

로 가장 고도의 수 이고 사실지식,규칙지식, 단지식 등 인간의 지식은 애매함을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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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하고 있다.둘째,지식이용에는 퍼지논리가 유용하다.그 심이 되는 기법은 퍼지

추론이고,퍼지추론의 특징은 애매한 규칙지식에 의한 애매한 정보를 추론한다는 것이다.

⑦ 퍼지 추론 방법

기존의 이진논리에 바탕을 둔 추론에서는 규칙의 조건부에 있는 명제와 사실이 조 만

다르면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이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하여

Zadeh교수는 기존의 추론방법에 퍼지이론을 용하여 이진논리로 처리할 수 없었던 추론

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퍼지추론을 제시하 다.퍼지추론은 자연어로 표시된 규칙이

나 사실들을 처리해야 하고,규칙의 조건부에 있는 명제와 완 히 동일하지 않은 명제가 사

실로 주어지더라도 부분 인 결론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이진논리에 의한

추론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퍼지추론의 과정은 Fig.3.1.3.47와 같다.Fig.3.1.3.47

에서 사각형으로 표시한 것은 퍼지추론의 각 과정을 나타내고,타원형으로 표시한 것은 각

퍼지추론 과정의 입출력 정보를 나타낸다.입력변수(inputvariable)는 지식베이스에 입력하

는 객체를 의미한다.변환규칙(translationrule)은 합성된 명제에 한 의미를 그 성분이 되

는 명제의 의미로부터 얻어내는 방법으로서 변형(modification),정성화(qualification),합성

(composition),정량화(quantification)가 있다.

퍼지시스템에서 퍼지추론 방법은 Fig.3.1.3.48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Fig.3.1.3.48에

서 보면 퍼지추론은 직 법과 간 법으로 나 수 있으며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

법이 직 법이다.간 법은 진리값 공간에 의한 추론을 수행하며 직 법에 비해 상 으로

복잡한 추론과정을 거친다.직 법에는 Mamdani에 의해 제시된 방법과 Takagi-Sugeno방

법,그리고 단순화된 퍼지추론법(simplifiedfuzzyinference)이 있으나,이 Mamdani의 방

법이 가장 먼 제시되었고,구조도 간단하여 일반 으로 리 쓰이고 있다.여기서는

max-min연산을 수행함으로 max-min방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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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규 과 사실

변  규 (translation rule)

퍼지  (입 변  분포)

추  규 (inference rule)

결  (추  새 운 분포)

언어근사(linguistic approximation)

자연어   새 운 사실

Fig.3.1.3.47.Fuzzyinferenceprocedure.

퍼지추 법

Mamdani  직 법

Takagi-Sugeno  퍼지추 법

단  퍼지추 법

직 법

간 법

Fig.3.1.3.48.Classificationoffuzzyinferencemethods.

ⓐ Mamdani의 직 법

이 방법은 퍼지 연 함수로 Mamdani가 제시한 max-min연산을 이용하여 퍼지 합성법

칙을 도입한 것이다.일반 으로 퍼지추론을 한 퍼지명제는 식 (3-1-5)과 같은 형식을 취

한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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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상 항목의 변수이고,와 는 퍼지집합에 한 언어변수이다. 다

음에 있는 ‘  ’를 명제의 조건부(predicate:pt)라 하고, 다음에 오는 ‘  ’를 명

제의 결론부(consequent)라 한다.

Mamdani의 직 법에서 퍼지결론 역은 명제 조건부의 진리값의 최소값으로 제한되며,

퍼지출력 역은 이러한 최소화된 퍼지집합 최 값을 취한다.이러한 과정을 식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Fig.3.1.3.49과 같이 퍼지 결론집합(consequentfuzzyset:cfs)은 자기 자신의 값

과 조건부의 최소값으로 수정되며 다음과 같은 식(3-1-6)으로 구한다.

    min     (3-1-6)

그 후,퍼지해집합(solutionfuzzyset:sfs)은 Fig.3.1.3.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자

신 값과 식(3-1-6)로 구한  에서 최 값을 갱신하며,다음과 같은 식(3-1-7)으로 구한

다.

    max    (3-1-7)

1.0

0

Predicate fuzzy set : w is Z

w

)(Xm

x

1.0

0

Modified consequent fuzzy set

)(Xm

Z(linguistic variable)

1.0

0

Consequent fuzzy set : x is Y

x

)(Xm Y(linguistic variable)

Y(linguistic variable)

cfsm

cfsm

Fig.3.1.3.49.Mamdaniminimization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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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0

0

Modified consequent fuzzy set

)(Xm
Y(linguistic variable)

cfs
m

x

1.0

0

Solution fuzzy set

)(Xm

s fsm
x

1.0

0

Updated solution fuzzy set

)(Xm

sfs
mMax

Fig.3.1.3.50.Mamdanimaximizationmethod.

ⓑ Takigi-Sugeno추론법

이 방법은 Takagi와 Sugeno에 의해 제안된 방식으로서 TS모델(TSModel)로 알려져

있고,퍼지규칙 후반부의 퍼지출력이 선형식(linearequation)으로 표 되어 추론하는 경우

이를 선형추론법(linearinferencemethod)이라고도 한다.이 방식은 주어진 입출력 데이터로

부터 시스템 으로 퍼지규칙을 설계하려는 시도에서 개발되었다.이 모델에서 퍼지규칙은

다음 식(3-1-8)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and          (3-1-8)

여기서 와 는 번재 규칙의 반부 퍼지집합이고,  는 후반부,즉 출력부의 크

리스 함수이다.이  는 임의의 함수로서 일반 으로 입력변수 와 의 다항식으로

표 된다.이 함수가 일차 다항식이면 이를 일차 Sugeno퍼지모델이라 부르고,상수이면 즉

  이면 이를 차 Sugeno 퍼지모델이라 부른다.이 차 Sugeno 퍼지모델은

Mamdani퍼지모델에서 출력 퍼지집합이 싱 톤으로 표 되는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Takagi-Sugeno추론법은 앞에서 소개한 방법에 비해 계산량이 다는 장 이 있다.

입력이 두 개이고 출력이 하나인 ‘2-입력 1-출력 시스템(dual-inputsingle-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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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 하여 이 모델에서의 추론방법을 성명한다.측 퍼지규칙은 다음과 같은 식

(3-1-9)과 (3-1-10)으로 표 된다.

    and         (3-1-9)

    and          (3-1-10)

먼 ,각각의 규칙에서 두 크리스 입력 와 에 한 반부의 합도(degreeof

compatibility),를 식(3-1-11)과 (3-1-12)를 이용하여 구한다.

  min        ∧   (3-1-11)

  min        ∧   (3-1-12)

그리고 각 규칙의 출력은 에 나타나 있는 두 개의 퍼지규칙의 출력함수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식 (3-1-13)과 (3-1-14)으로 구한다.

       (3-1-13)

       (3-1-14)

마지막으로 최종 출력 는 에서 구한 합도와 각 퍼지규칙의 출력을 이용하여 다음

식(3-1-15)과 같이 가 평균으로 구한다.




  






  



∙ 

 

  
(3-1-15)

일반 으로 개로 이루어진 퍼지규칙에 한 TS모델에서의 추론은 다음 식 (3-1-16)과

같이 표 된다.




  






  



∙ 

(3-1-16)

여기서 는 번째 규칙의 합도이고 는 번째 규칙의 출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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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퍼지화(defuzzification)

퍼지추론에 의한 근사추론 결과는 퍼지집합으로 출력되며 이를 명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과정을 비퍼지화(defuzzification)라 한다.추론의 결과로 생긴 퍼지 집합을 응용시스템에

용하기 해서는 비퍼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비퍼지화 략의 목표는 퍼지집합을 가장

잘 변할 수 있는 실수값을 찾아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비퍼지화 방법

을 선택하는 체계 인 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이 문제 은 여러 연구에서 지 된 바 있다.

재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퍼지화 방법은 최 값 방법,최 평균값 방법,무게

심법 이상 세 가지이다[3.1.3.23].

최 값 방법(maxcriterionmethod:MCM)은 퍼지집합을 구성하는 원소 에서 가장

큰 소속함수값을 가지는 원소 의 하나를 비퍼지화 값으로 선택한다.즉 수식으로 표 하

면 식 (3-1-17)과 같다.

∈       (3-1-17)

여기서 는 비퍼지값이고,는 유일한 소속함수의 최 값을 나타낸다.

최 평균값 방법(meanofmaximum method:MOM)은 소속함수의 값이 가장 큰 원소

들의 간 을 비퍼지화 값으로 하는 방법이다.즉 수식으로 표 하면 식 (3-1-18)과 같다.

 
  






(3-1-18)

여기서 는 비퍼지값이고,는 소속값이 최 가 되는 출력 퍼지값이고 는 최 값이 되

는 출력 퍼지값의 개수를 나타낸다.

무게 심법(centerofgravity:COG)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퍼지집합의 무게

심을 비퍼지화 값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무게 심법에 의한 비퍼지화 과정은 식

(3-1-19)과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3.1.3.51과 같다.

  
 ∙  

or 


  






  





(3-1-19)

여기서 는 비퍼지값이고,는 변수 가 집합이 소속된 정도를 나타내고 은 체

집합의 이산화 는 등 (quantizationlevel)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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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2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한 비퍼지화 값들을 표시한 것이다.MOM 방법은 평

가 상이 과도 상태(transientstate)에 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COG 방법은 안정

상태(steadystate)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한 COG방법은 MOM 방법보다 은 평균제

곱오차(meansquareerror)를 가진다.Fig.3.1.3.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G 방법의 결과

는 MCM이나 MOM 방법의 결과보다 안정 상태의 결과를 나타낸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그 성능이 입증된 무게 심법을 해체공정 안 성 평가의 비퍼지화 기법으로 사

용하 다.

x

1.0

0

sfsm

0x

)(Xm

Fig.3.1.3.51.Defuzzificationprocess(inCOGcase).

)(Xm

x

1.0

0

MCMx COGx MOMx

Fig.3.1.3.52.Comparisonofdefuzzified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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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퍼지추론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차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차는 방사선학 안 성 평

가 비,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비,그리고 안 성 분석 평가 단계이다.해체공정

안 성 평가 차를 개략 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계 1:방사선학 안 성 평가 비

ⓐ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변수 결정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해 퍼지 변수를 결정한다.공학에서 자주 사용하

는 수치 변수(numericalvariable)는 변수값이 숫자(number)이다.한편,퍼지추론에서는 언어

변수(linguisticvariable)를 사용하는데,언어 변수는 변수값이 언어의 단어(words)나

문장(sentences)으로 나타낸다.퍼지 변수는 입력변수,상태변수,그리고 출력변수로 구분이

된다.입력변수는 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한 입력항목을 의미하고,상태변수는 입력변

수의 정도를 세분화한 것이며,출력변수는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소속함수 결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한 각 언어 변수에 하여 해체 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퍼지 집합을 구성하여 방사선학 퍼지 소속함수를 결정한다.그리고 소속함수의 범

형태는 퍼지집합,즉,수렴된 문가 의견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결정한다.

ⓒ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추론규칙 설계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한 변수인 퍼지 입력변수,상태변수,그리고 출력

변수 계를 고려하여 퍼지 추론규칙을 설계한다.

② 단계 2: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비

ⓐ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변수 결정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해 퍼지 변수를 결정한다.퍼지 변수는 방사선

학 퍼지 변수와 마찬가지로 입력변수,상태변수,그리고 출력변수로 구분이 된다.입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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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한 입력항목을 의미하고,상태변수는 입력변수의 정도

를 세분화한 것이며,출력변수는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소속함수 결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한 각 언어 변수에 하여 해체 문가 의견을 바탕으

로 퍼지 집합을 구성하여 비방사선학 퍼지 소속함수를 결정한다.그리고 소속함수의 범

형태는 퍼지집합,즉,수렴된 문가 의견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결정한다.

ⓑ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추론규칙 설계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한 변수인 퍼지 입력변수,상태변수,그리고 출

력변수 계를 고려하여 퍼지 추론규칙을 설계한다.

③ 단계 3:안 성 분석 평가

ⓐ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험요인에 한 빈도와 강도를 추정하여 방사선학 안 성을

평가하고,방사선학 안 성 허용여부를 정한다.

ⓑ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해체공정의 비방사선학 험요인에 한 빈도와 강도를 추정하여 비방사선학 안 성

을 평가하고,비방사선학 안 성 허용여부를 정한다.

ⓒ 개선 책 수립

해체공정의 험요인에 하여 개선 책을 수립한다.

(마)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

①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변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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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학 안 성 산정 방법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산정은 식 (3-1-20)과 같이 이루어진다.

방사선학 안 성 =빈도(frequency)×강도(severity) (3-1-20)

여기서,빈도는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을 나타내고,강도는 작업자 피폭선량을 의

미한다.

해체 계획 수립 시 해체공정의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과 작업자 피폭선량은 시설

운 이력 등을 통하여 사 에 산정을 한다.즉,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과 산정된 피폭

선량은 측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과 피폭선량은

퍼지화가 필요하다.

ⓑ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변수 결정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작업자 피폭 발생가능성과 작업자 피

폭선량에 한 퍼지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먼 언어 변수를 결정하 다.작업자 피폭선량

이 시설의 과거 운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하 더니 제한치 이상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가정

하 다.이에 하여 실제 해체 작업과정에서 작업자 피폭 상황이 발생 가능성에 한 언어

변수를 Table3.1.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

‘발생할 것 같은(likely)’,‘발생할 수 있는(possible)’,‘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언어 변수를 결정하 다.이 언어 변수는

원자력 안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표 이다.그리고 작업자 피해크기에 한 언어 변수

를 Table3.1.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시할만한(negligible)’,‘낮은(low)’,‘주의가 필요한

(moderate)’,‘높은(high)’,‘아주 높은(veryhigh)’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언어 변수를 결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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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c variables of radiological frequency

Almost Certain

Likely

Possible

Unlikely

Rare

Table3.1.3.14.Linguisticvariablesforradiological

frequency

Linguistic variables of radiological severity

VeryHigh

High

Moderate

Low

Negligible

Table3.1.3.15.Linguisticvariablesforradiological

severity

②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소속함수 결정

ⓐ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에 한 퍼지집합 결정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빈도(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한 퍼지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국내 해체 문가들을 피실험자(subjects)로 구성하여 작업

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한 의견을 수렴한다.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한 퍼지화 의견 수렴 방법은 다음과 같다.원자력시설

운 이력을 기 자료로 이용하여 특정 해체공정에서 작업자 피폭이 산정이 되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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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 다.이에 해 피폭선량이 산정된 그 해체공정에서 실제 해체과정에서 작업자 피폭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피폭 상황 발생 가능성이 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한 의견을

수렴한다.사 에 산정된 작업자 피폭선량이 실제 해체 과정 에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

(almostcertain)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을 하겠는가’,‘발생할 것 같은

(likely)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을 하겠는가’,‘발생할 수 있는(possible)이라

고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을 하겠는가’,‘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이라고 생각

하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을 하겠는가’,그리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을 하겠는가’이상 다섯 가지에 하여 피실험자들로부터 의견을 수

렴한다.

ⓑ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에 한 퍼지 소속함수 결정

국내 해체 문가들로부터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하여 의견수렴한 결과를 이

용하여 Fig.3.1.3.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퍼지 소속함수의 가로축의 범 ,소속함수의 형태

를 결정한다.Fig.3.1.3.53는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에 하여 한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퍼지 소속함수 형태에 한 를 나타낸 것이며,가로축은 작업자 피폭 상

황 발생가능성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소속함수를 나타내고 있다.퍼지 소속함수는 피실험자

들의 언어 변수에 한 정량 수치 결과를 다섯 가지 언어 변수 체 집합에 상호 걸

쳐있도록 한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 해체 문가들의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하여 주 으로 단한 정량 수치를 퍼지화하고 소속함수로 나타내어 모든 정보가 손

실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소속함수의 형태는 삼각형과 사다리꼴 형태를 사용한다.Fig.3.1.3.5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삼각형 소속함수는 피실험자들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평균값과 최 값 최소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퍼지함수를 설계한다.사다리꼴 소속함수는

Fig.3.1.3.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실험자들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사분 에 해당하는 값을 꼭지 으로 하여 사다리꼴 퍼지 소속함수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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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3.Triangularfuzzymembershipfunctionforradiological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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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4.Trapezoidalfuzzymembershipfunctionforradiologicalfrequency.

ⓒ 작업자 피폭 선량 소속함수 결정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작업자 피폭선량에 하여 소속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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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소속함수를 결정하기 에 피폭선량을 산정해야 한다.작업자 피폭선량 산정은 해

체공정 사 계획 단계에서는 실제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원자력시설

운 이력을 바탕으로 피폭선량을 산정한다.그리고 산정된 작업자 피폭선량을 언어 변수

별로 소속함수를 결정한다.

◯ 작업자 피폭선량 산정 방법

방사능 련 시설의 해체 시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해서

는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에 한 산정은 매우 요하다.그리고 작업자가 받을 수 있는 방

사선량은 최소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작업자 피폭선량은 식 (3-1-21)과 같이 크게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의 합으로 이루어진

다.즉,

작업자 피폭 선량 =외부 피폭선량 +내부 피폭선량 (3-1-21)

∙ 외부 피폭선량 산정 방법

외부 피폭선량의 산정을 하여 피폭선원을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외부 피폭군(external

exposurecategory)로 구분하고,각각의 분류를 토 로 선량환산인자를 유도하여 용하고

있다. 외부 피폭선량 평가에 고려된 선원은 주로 원기둥형(cylinder), 반원 기둥형

(half-cylinder) 디스크(disk)형의 기하학 형상을 갖는 것으로 가정을 하며,외부 피폭선

량 평가에 사용된 수식은 식 (3-1-22)과 같다.

   ∙∙ ∙∙ (3-1-22)

여기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선원의 종류 에 하여 방사성핵종 에 의한 연간유효선량당량[]

 :개인에 한 연간피폭시간[]

 :선원의 종류 에 하여,방사성핵종 의 기농도 [](1.0으로 가정)

 :선원의 종류 에 하여 방사성핵종 에 의한 유효선량당량 [ ]

 :작업자가 취 하는 규제 해제될 물자의 양을 작업자가 취 하는 체 물자의 양으

로 나 값 (1.0으로 가정)

 :피폭 상인구 (개인선량 계산 시 1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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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 산정 방법

공기 방사성물질의 호흡에 의한 개인선량과 집단선량을 추정하기 한 방법을 기술한

다.호흡 가능한 공기 방사성물질의 농축도는 각 작업 치에 따라 주어지게 된다.이러한

인자는 취 되는 물질의 조건,제시된 물질의 양,건물의 공기순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

반 으로 10-5∼10-3 g/㎥의 범 에 있다.호흡에 의한 선량환산인자(dose conversion

factors)는 ICRP30에 제시된 핵종과,Pu과 련된 핵종은 ICRP48에 제시된 인자를 인용

하 으며,모든 선량은 ICRP23에 제시된 모델을 용하고 있으며 식(3-1-23)과 같다.

   ∙∙ ∙∙∙∙∙  (3-1-23)

여기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방사성핵종 를 흡입(inhalation)함으로써 유발되는 연간 탁유효선량당량[]

 :작업자의 호흡률 [](1.2로 가정)

 :개인에 한 연간 피폭시간 []

 :방사성핵종 를 1Bq흡입함으로써 유발되는 탁유효선량 []

 :작업자가 취 하는 규제해제 될 물자의 양을 작업자가 취 하는 체 물자의 양으

로 나 값 (1.0으로 가정)

 :호흡을 통해 흡입될 수 있는 공기 부유물의 농도 []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자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 의 농도 [](1.0으로

가정)

  :표면 오염된 상태의 방사성핵종 의 농도 [](104 는 1으

로 가정)

 :표면방사능의 재부유인자(resuspensionfactor)(10-6m-1로 가정)

 :표면방사능의 흡입에 의한 이계수(transferfactor)(10-6m-1로 가정)

∙ 섭취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 산정 방법

방사성물질의 섭취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은 보통 두 가지 경로,즉,제거 가능한 방사성

물질의 이차 섭취,공기 먼지에 의한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로 발생한다.

이차 섭취경로는 오염된 표면에서 손,음식물,담배 등의 경로로 이된다.성인의 피폭

에 계된 이차 섭취율은 10이라고 추정하고,최종 완제품의 취 에 의한 이차 섭취

는 없다고 가정한다. 속물의 용융과정에서 굴뚝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모



-128-

델에서 모든 방사능은 공장굴뚝에서 방출되거나 증발한다고 가정하고,지표면에서 풍하방향

(downwind)공기의 오염도는 IAEA 보고서에 제시된 가우스 룸 모델(gaussianplume

model)을 용한다.선량환산인자의 경우 호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RP30과 ICRP48에

제시된 인자를 용하며 식 (3-1-24)과 같이 계산한다.

  ∙ ∙∙∙  ∙∙  (3-1-24)

여기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방사성핵종 를 섭취함으로써 유발되는 연간 탁 유효선량당량[]

 :개인에 한 연간 피폭시간[]

 :방사성핵종 를 1 섭취함으로써 유발되는 탁 유효선량당량 []

 :작업자가 취 하는 규제 해제될 물자의 양을 작업자가 취 하는 체 물자의 양으

로 나 값 (1.0으로 가정)

 :제거성 표면오염의 이차 인 섭취율[](0.01로 가정)

  :제거성 오염물 내의 방사성핵종 의 농도[](1.0으로 가정)

 :제거성 표면오염 내의 방사성핵종 의 농도[](1.0으로 가정)

 :표면방사능의 섭취에 의한 이계수 (0.01로 가정)

  :표면오염 상태로 존재하는 방사성핵종 의 농도 [](104  는 1

 으로 가정)

∙ 룸(plumes)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 산정 방법

속의 용융 재활용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룸(plume)의 풍하방향(downwind)에

서의 선량 평가는 식 (3-1-25)과 같이 제시하 다.

   ∙∙∙∙  (3-1-25)

여기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최 농도 거리의 지표면에서 방사성핵종 의 연평균 공기 농도[]

 :최 지표면 농도를 나타내는 거리에서,지표면에서 연평균 방사능농도와 굴뚝을 통

해 유출되는 물질의 평균 방출률의 비 []

 :용 로 는 처리계통의 평균처리율 []

 :굴뚝을 통해 유출되는 물질의 기농도에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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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에서 규제해제기 을 만족하는 물질의 비

  :재활용된 물자내의 방사성핵종 i의 농도 []

한편 풍매물질(airbornematerial)의 일부는 환경으로 유출․분산되는 과정에서 지표면에

침 되며,이러한 침 물질의 양은 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축 ․증가된다.지표면에 침 되

는 방사성핵종 의 농도는 식 (3-1-26)과 같이 계산된다.

    ∙ ∙ (3-1-26)

여기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침 속도 []

 :방사선붕괴 풍화작용의 제거 과정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제거되는 방사성

핵종 의 손실비율의 시설수명기간 동안에 한 시간 분 값 []

◯ 작업자 피폭선량 소속함수 결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서는 작업자 피폭선량을 입력 변수로 사용한다.작업자 피폭선

량에 하여 Table3.1.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피폭선량의 법 제한치,실제 작업

제한치,작업 허가서 작성 기 을 바탕으로 0.1,2,10,20,50 다섯 가

지 피폭선량 수치로 구분을 하 다.각 피폭선량 수치에 따라 언어변수는 ‘무시할만한

(negligible)’,‘낮은(low)’,‘주의가 필요한(moderate)’,‘높은(high)’,그리고 ‘아주 높은(very

high)’로 설정하 다.이 게 구분한 이유는 작업자가 피폭선량의 제한치를 과하게 되면

작업이 허락되지 않아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폭선량에 하여 Fig.3.1.3.55와 같이 퍼지함수를 설계하 다.Fig.3.1.3.55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섯 가지 피폭선량 구분치를 기 으로 피폭선량에 한 체집합에 서

로 걸쳐있게 퍼지함수를 설계하여 퍼지화를 수행하 다.다시 말하면,다섯 가지 피폭선량

기 치를 소속함수값을 1,서로 이웃한 피폭선량 기 치에 소속함수값을 0으로 설정하여 삼

각형함수를 설정하여 퍼지화를 수행하 다.그 게 되면 ‘무시할만한(negligible)’의 세 개 꼭

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0,0.1,2}가 되고,‘낮은(low)’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0.1,2,10}가 되고,‘주의가

필요한(moderate)’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2,

10,20}가 되고,‘높은(high)’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

량은 {10,20,50}가 되고,그리고 ‘아주 높은(veryhigh)’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

(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20,50,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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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Description()

VeryHigh >50

High <20

Moderate <10

Low <2

Negligible <1

Table3.1.3.16.Severityclassificationofradiologicalrisk

502

0

1

0 .5

201010

N egligible L ow M oderate H igh V ery H igh

m Sv

)(Xm

Fig.3.1.3.55.Fuzzymembershipfunctionofradiologicalseverity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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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추론규칙 설계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추론규칙은 작업자 피폭 발생가능성과 작업자 피

폭선량에 한 두 가지 퍼지 입력변수를 조합하여 정성 퍼지 추론규칙과 정량 퍼지 추

론규칙을 생성한다.

Table3.1.3.16은 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과 작

업자 피폭 선량을 입력하고 출력하기 하여 정성 으로 추론하는 퍼지규칙을 나타내고 있

다.정성 인 추론을 통한 안 성 평가는 크게 다섯 가지 수 으로 평가된다.즉,‘매우 낮은

(verylow)’,‘낮은(low)’,‘간정도인(medium)’,‘높은(high)’,‘아주 높은(veryhigh)’이상 다

섯 가지이다.

Radiologicalrisk

RadiologicalSeverity

Negligible Low Moderate High VeryHigh

Radiological

Frequency

Rare Low Low Medium Medium Medium

Unlikely Low Medium Medium High High

Possible Low Medium Medium High
Very

High

Likely Low Medium High
Very

High

Very

High

Almost

Certain
Low High

Very

High

Very

High

Very

High

Table3.1.3.17.Qualitativefuzzyinferencerulesforradiologicalrisk

Fig.3.1.3.56은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를 네 개의 정성 안 성 평가

범주화로 퍼지화,즉 소속함수를 설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가로축인 정성 안 성 평가

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소속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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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6.Qualitativedefuzzificationofradiologicalrisk.

Table3.1.3.17은 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과 작

업자 피폭 선량을 입력하고 출력하기 하여 정량 으로 추론하는 퍼지규칙을 나타내고 있

다.퍼지추론을 통하여 정량 인 안 성 평가 결과는 수화하 다.방사선학 안 성 평가

를 정량 으로 수치화하기 해서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빈도)은 명목값으로 가 치를

부여했고,작업자 피폭선량(강도)은 가장 낮은 피폭선량에 한 상 가 치를 부여하

다.

Fig.3.1.3.57는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를 스물다섯 개의 정량 안 성

으로 퍼지화,즉 소속함수를 설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가로축은 정량 안 성 평가를 의

미하고 세로축은 소속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수화 과정은 Table3.1.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 빈도(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의 언어변수에 가 치를 각각 ‘거의 발생하지 않는

(rare)’에 1,‘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에 2,‘발생할 수 있는(possible)’에 3,‘발생할 것

같은(likely)’에 4,‘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에 5를 할당하고,강도(작업자 피

폭 선량)의 언어변수에 가 치를 각각 ‘무시할만한(negligible)’에 1,‘낮은(low)’에 5,‘주의가

필요한(moderate)’에 10,‘높은(high)’에 15,‘아주 높은(veryhigh)’에 20을 할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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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icalrisk

RadiologicalSeverity(weight)

Negligible

(1)

Low

(5)

Moderate

(10)

High

(15)

VeryHigh

(20)

Radiological

Frequency

(weight)

Rare

(1)
1 5 10 15 20

Unlikely

(2)
2 10 20 30 40

Possible

(3)
3 15 30 45 60

Likely

(4)
4 20 40 60 80

Almost

Certain

(5)

5 25 50 75 100

Table3.1.3.18.Quantitativefuzzyinferencerulesforradiologicalrisk

100

0

1

0.5

1 806040152 5 10 20 25 30 45 75503 4
Radiologic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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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7.Quantitativedefuzzificationofradiologic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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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변수 결정

ⓐ 비방사선학 안 성 산정 방법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산정은 식 (3-1-27)과 같이 빈도와 강도를 입

력변수로 이루어진다.

비방사선학 안 성 =빈도(frequency)×강도(severity) (3-1-27)

여기서 빈도는 작업자 상해 가능성을 나타내고,강도는 작업자 피해크기를 의미한다.

원자력시설 해체 계획 수립 시 해체공정의 잠재 험 작업이 발생할 거라는 측은 할

수 있지만,어느 정도의 험한지는 알 수가 없다.따라서 해체공정의 험 작업이 발생함으

로써 그에 따른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작업자 피해크기는 퍼지화 작업이 필요하다.

ⓑ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변수 결정

해체공정의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작업자 피해

크기에 한 퍼지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먼 언어 변수를 결정하 다.특정 해체공정에서

비방사선학 험 작업의 작업자 상해 발생가능성에 한 언어 변수를 Table3.1.3.18와

같이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발생할 것 같은(likely)’,‘발생할 수 있는

(possible)’,‘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이상과 같이 다섯 가

지 언어 변수를 결정하 다.그리고 작업자 피해크기에 한 언어 변수를 Table3.1.3.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 없는(noloss)’,‘일일 작업 지연(lossofdaywork)’,‘상해

(injury)’,‘장애(disabilities)’,‘사망(fatalities)’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언어 변수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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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cvariables

AlmostCertain

Likely

Possible

Unlikely

Rare

Table3.1.3.19.Linguisticvariablesfornon-radiological

frequency

Linguisticvariableofnon-radiologicalseverity

NoLoss

Lossofdaywork

Injury

Disabilities

Fatalities

Table3.1.3.20.Linguisticvariablesfornon-radiological

severity

⑤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소속함수 결정

ⓐ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퍼지 소속함수 결정

◯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퍼지집합 결정

해체공정의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빈도(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퍼지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국내 해체 문가 15명을 피실험자(subjects)로 구성하여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의견을 수렴한다.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퍼지화 의견 수렴 방법은 다음과 같다.원자력시설의 작업조

건에서 추락,비래,낙하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 상해에 향을 미치는 험 작업이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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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가정하 다.이에 해 그 해체공정에서 실제 해체 과정 에 작업자 상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상해 가능성이 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한 의견을 수렴한다.

작업자 상해가 실제 해체과정에서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이라고 생각하

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하겠는가’,‘발생할 것 같은(likely)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얼마

로 표 하겠는가’,‘발생할 수 있는(possible)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하겠는

가’,‘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하겠는가’,그리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얼마로 표 하겠는가’이상 다섯 가지

에 하여 피실험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퍼지 소속함수 결정

국내 해체 문가들로부터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이용하여

Fig.3.1.3.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퍼지 소속함수의 가로축의 범 ,소속함수의 형태를 결정

한다.Fig.3.1.3.58는 한 명의 피실험자의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언어 변수의 정량

수치 의견 수렴 결과를 퍼지화한 것이다.퍼지화는 피실험자 한 명의 언어 변수에

한 정량 수치 결과를 다섯 가지 언어 변수 체 집합에 상호 걸쳐있도록 하는 것이며,

퍼지화의 소속함수는 각 언어 변수 집합에 걸쳐있도록 하기 해서 삼각형함수로 결정하

여 사용하 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 해체 문가에 하여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

성에 하여 주 단한 정량 수치를 퍼지화하고 소속함수로 나타내어 모든 정보가 손

실되지 않도록 퍼지화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속함수의 형태는 결정 작업은 삼각형과 사

다리꼴을 사용한다.Fig.3.1.3.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 소속함수는 피실험자들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평균값과 최 값 최소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퍼지함수를 설계한다.사다리꼴 소속함수는 Fig.3.1.3.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실

험자들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사분 에 해당하는 값을 꼭

지 으로 하여 사다리꼴 퍼지함수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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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58.Triangularfuzzymembershipfunctionfornon-radiological

frequenc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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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

)(Xm

non-radiological possibility

Fig.3.1.3.59.Trapezoidalfuzzymembershipfunctionfornon-radiological

severity.

ⓑ 작업자 피해크기에 한 퍼지 소속함수 결정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서는 작업자 피해 크기를 입력변수로 사용한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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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변수로 사용하는 작업자 피해 크기를 언어 변수를 이용하여 체집합에 걸쳐서 퍼지 소

속함수를 결정한다.Fig.3.1.3.6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섯 가지 피해크기 구분치를 기

으로 체집합에 서로 걸쳐있게 퍼지소속함수를 설계한다.다시 말하면,다섯 가지 작업과

피해크기 언어 변수에 하여 소속함수값을 1,서로 이웃한 피폭선량 기 치에 소속함수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삼각형함수를 설정하여 퍼지화를 수행하 다.그 게 되면 ‘이상 없는

(noloss)’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0,0,20}가

되고,‘일일 작업 지연(lossofdaywork)’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

당되는 피해크기는 {15,25,40}가 되고,‘상해(injury)’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

1,0)에 해당되는 피해크기는 {35,50,70}가 되고,‘장애(disabilities)’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해크기는 {55,75,85}가 되고,그리고 ‘사망(fatalities)’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해크기는 {65,100,100}가 된다.

100

0

1

0 .5

250

N o Loss Loss of day work Injury Disabilities F ata lities

non- radiologica l severity
50 75

)(Xm

Fig.3.1.3.60.Fuzzymembershipfunctionofnon-radiologicalseverity

classification.

⑥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추론규칙 설계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추론규칙은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작업자 피해

크기에 한 두 가지 퍼지 입력변수를 조합하여 정성 퍼지 추론규칙과 정량 퍼지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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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생성하 다.

Table3.1.3.20은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작업자

피해크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하여 정성 으로 추론하는 퍼지규칙을 나타내고 있다.정

성 인 추론을 통한 안 성 평가는 크게 다섯 가지 수 으로 평가된다.즉,‘매우 낮은(very

low)’,‘낮은(low)’,‘간정도인(medium)’,‘높은(high)’,‘아주 높은(veryhigh)’이상 다섯 가

지이다.Fig.3.1.3.61은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를 다섯 개의 정성 안

성 평가 범주화로 퍼지화,즉 소속함수를 설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가로축인 정성 안

성 평가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소속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Non-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Severity

Noloss
Lossof

daywork
Injury Disabilities Fatalities

Non-

Radiological

Frequency

Rare Low Low Low Medium Medium

Unlikely Low Medium Medium High High

Possible Low Medium High High
Very

High

Likely Medium High High
Very

High

Very

High

Almost

Certain
Medium High

Very

High

Very

High

Very

High

Table3.1.3.21.Qualitativefuzzyinferencerulesfornon-radiologic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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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61.Qualitativedefuzzificationofnon-radiologicalrisk.

Table3.1.3.21은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작업자

피해크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하여 정량 으로 추론하는 퍼지규칙을 나타내고 있다.퍼

지추론을 통하여 정량 인 안 성 평가 결과는 수화하 다.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정량 으로 수치화하기 해서 작업자 상해 가능성(빈도)은 명목값으로 가 치를 부여했고,

작업자 피해크기(강도)도 명목값으로 가 치를 부여했다.Fig.3.1.3.62는 해체공정 비방사선

학 안 성 평가 결과를 스물다섯 개의 정량 안 성으로 퍼지화,즉 소속함수를 설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가로축인 정량 안 성 평가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소속함수를 나타내

고 있다. 수화 과정은 Table3.1.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 빈도(작업자 상해 가능성)

의 언어변수에 가 치를 각각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에 1,‘발생할 것 같지 않는

(unlikely)’에 2,‘발생할 수 있는(possible)’에 3,‘발생할 것 같은(likely)’에 4,‘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에 5를 할당하고,강도(작업자 피해크기)의 언어변수에 가 치를

각각 ‘이상 없는(noloss)’에 1,‘일일 작업 지연(lossofdaywork)’에 2,‘상해(possible)’에 3,

‘장애(disabilities)’에 4,‘사망(fatalities)’에 5를 할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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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Severity(weight)

Noloss

(1)

Lossof

daywork

(2)

Injury

(3)

Disabilities

(4)

Fatalities

(5)

Non-

Radiological

Frequency

(weight)

Rare

(1)
1 1 3 4 5

Unlikely

(2)
2 4 6 8 10

Possible

(3)
3 6 9 12 15

Likely

(4)
4 8 12 16 20

Almost

Certain

(5)

5 10 15 20 25

Table3.1.3.22.Quantitativefuzzyinferencerulesfornon-radiologicalrisk

25

0

1

0.5

1 102 53 4 206 8 9 12 15 16

Non-Radiological Risk

)(Xm

Fig.3.1.3.62.Quantitativedefuzzificationofnon-radiologicalrisk.

⑦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해체공정 방사선학 퍼지 추론규칙에 의해 비퍼지화,즉,안 성 평가가 수행된다.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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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 성 평가는 여러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이때 여러 가지 안 성 평가

에서 표 안 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여러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수행된 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서 최빈의 안 성 평가를

표 값으로 결정한다.그런데,최빈 안 성 평가가 한 개 는 여러 개가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은 기 에 의해 결정한다.

ⓐ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의 최빈값이 한 개일 경우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의 최빈값이 한 개일 경우 그 최빈값에 해당하는

안 성 평가 결과를 표치로 결정하며 식(3-1-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28)

여기서 는 최빈을 의미하며,은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의 최빈값이 여러 개일 경우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의 최빈값이 여러 개일 경우 그 여러 최빈 안 성

평가에 하여 해당하는 각각의 가 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 안 성을 표치로 결정하며 식

(3-1-2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1-29)

여기서 은 각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하며,은 각 최빈 안 성 평가값의 수,그리고

최빈값의 합,즉, ⋯를 나타낸다.

⑧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후 조치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후 조치는 안 성 평가를 범주화하고 안 성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다.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는 1에서 100까지의 값을 갖는다.이 값들의 기본

분포를 보면 Fig.3.1.3.63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 방사선학 리스트 평가 결과들에 하여 어떤 기 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

하기 해 하게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일반 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수의 그룹으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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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하는 것이 보통인데,최근의 많은 연구에서는 네 개로 범주화하고 있다.이런 방법은 이

미 분석 기법을 개발한 토(pareto)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고 사용하는 데에도 편리함

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취하 다.

즉,이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 분포에 하여 일사분 에 해당되는 안 성 평가는

10,이사분 에 해당되는 안 성 평가는 25,삼사분 에 해당되는 안 성 평가는 50을 얻게

된다.

이 게 네 개의 범주로 나 다면 Table3.1.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된 안 성을

근거로 히 조치를 배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따라서 구체 인 개선 조치는 Table

3.1.3.23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adiological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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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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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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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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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5

302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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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510 20

Radiological

Frequency

Rare

(1)

Unlikely

(2)

Possible

(3)

Likely

(4)

Almost

Certain

(5)

Negligible

(1)

Low

(5)

Moderate

(10)

High

(15)

Very High

(20)

Fig.3.1.3.63.Thedistributionofradiologicalrisk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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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cy Actions Portion(%)

VeryHigh 즉시 개선 23

High 빠른 시일 내에 개선 28

Medium 가능하면 개선 28

Low 재 상태로 양호 22

Table3.1.3.23.Urgencycategorizationofcounter-actionsfortheradiological

risk

Radiological

Risk
Category Acceptability Actions

50∼ 100
Very

High

수용불가

(Unacceptable)

공정 공법의 변경,기계 설비의

설계 변경 등 근원 안 책 요

함.

25∼ 45 High

조건부 수용

(Conditionally

acceptable)

임시 안 책 수립 후 시행하되

빠른 시일 내로 개선 책을 수립함.

기계 설비 구조 변경,경보장치 추

가 등 보완 인 안 책 요함.

10∼ 20 Medium
수용가능

(Tolerable)

가능하면 개선이 바람직함.

험표지 부착,보호구 착용, 차

수 등 리 책을 요함.

1∼ 5 Low
허용가능

(Negligible)
상태로 작업 가능

Table3.1.3.24.Counter-actionsaccordingtotheradiologicalrisk

⑨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퍼지 추론규칙에 의해 비퍼지화,즉,안 성 평가가 수행된다.여

기서 안 성 평가는 여러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이때 여러 가지 안 성 평가



-145-

에서 표 안 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여러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수행된 안 성 평가에서 최빈의 안 성 평가를 표 값으로

결정한다.그런데,최빈 안 성 평가가 한 개 는 여러 개가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은 기 에

의해 결정한다.

ⓐ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의 최빈값이 한 개일 경우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의 최빈값이 한 개일 경우 그 최빈값에 해당하

는 안 성 평가 결과를 표치로 결정하며 식(3-1-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30)

여기서 는 최빈을 의미하며,은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의 최빈값이 여러 개일 경우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의 최빈값이 여러 개일 경우 최빈 안 성 평가

결과에 하여 해당하는 각각의 가 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 안 성을 표치로 결정하며 식

(3-1-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1-31)

여기서 은 각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하며,은 각 최빈 안 성 평가 값의 수,그리

고 최빈값의 합,즉, ⋯를 나타낸다.

⑩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후 조치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후 조치는 안 성 평가를 범주화하고 안 성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다.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결과는 1에서 25까지의 값을 갖는다.이 값들의 기

본 분포를 보면 Fig.3.1.3.64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 비방사선학 리스트 평가 결과들에 하여 어떤 기 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

정하기 해 하게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방사선학 안 성 평가 조치에서처럼 비방사

선학 안 성 평가에서도 네 개로 범주화하는 방법을 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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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이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분포에 하여 일사분 를 구하면 4,이사분 에 해당

되는 안 성 평가는 8,삼사분 에 해당되는 안 성 평가는 15를 얻게 된다.

이 게 네 개의 범주로 나 다면 Table3.1.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된 안 성을

근거로 히 조치를 배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따라서 구체 인 개선 조치는 Table

3.1.3.25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on-Radiological Severity

42

12

16

20

12

63

15

8

9

4

105

86

15

20

25

10

21 43 5

Non-Radiological

Frequency

Rare

(1)

Unlikely

(2)

Possible

(3)

Likely

(4)

Almost

Certain

(5)

NoLoss

(1)

Loss of day work

(2)

Injury

(3)

Disabilities

(4)

Fatalities

(5)

Fig.3.1.3.64.Thedistributionofnon-radiologicalrisk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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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cy Actions Portion(%)

VeryHigh 즉시 개선 23

High 빠른 시일 내에 개선 28

Medium 가능하면 개선 28

Low 재 상태로 양호 22

Table3.1.3.25.Urgencycategorizationofcounter-actionsfor

non-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

Risk
Category Acceptability Actions

15∼ 25
Very

High

수용불가

(Unacceptable)

공정 공법 변경,기계 설비

설계 변경 등 근원 안 책

요함.

8∼ 12 High

조건부 수용

(Conditionally

acceptable)

임시 안 책 수립후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개선 책을 수립

함.

기계 설비 구조 변경,경보 장치

추가 등 보완 인 책 요함.

4∼ 6 Medium
수용가능

(Tolerable)

가능하면 개선이 바람직함.

험 표지 부착,보호구 착용,

차 수 등 리 책 요함.

1∼ 3 Low
허용가능

(Negligible)
상태로 작업 가능

Table3.1.3.26.Counter-actionsaccordingtothenon-radiologic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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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후 험 감 책

해체공정에 하여 안 성 평가 결과 험하다고 평가되는 해체공정 세부 차에는

험 감 책을 수립해야 한다.본 에서는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체 사례 분석을 통하여

방사선학 험 감 책과 비방사선학 험 감 책에 한 기본 방안을 수립하

다. 한,국내 연구용원자로 해체 사업을 통하여 해체 상 공정에 한 험 감 체크

리스트로 확보를 하 다.향후 험 감 책에 하여 지속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해체공정 방사선학 험 감 책

◯ 작업자 피폭선량 감 책

해체 공사 작업자 피폭선량은 외부피폭(체외선량)과 내부피폭(체내선량)으로 구성됨.

작업자 피폭선량은 해체 작업 시 피폭선량 한도를 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ALARA로 유

지되어야 함.작업별 ALARA 리 항목을 선정하여 집 으로 추진하고,작업자 개인

별 선량한도의 기 을 설정하여 운 하고,설비/장비 검을 통하여 설비/장비의 최 화를

유지한다.해체공정 투입 작업자 피폭선량 감화를 해 외부 피폭에 하여 Table3.1.3.

26과 같이 거리유지,작업시간의 단축,그리고 한 차폐를 실시 등 감화 책을 수립

한다. 한 내부 피폭에 하여 Table3.1.3.27과 같이 방사선원의 격납,농도의 희석,체내

오염경로의 차단으로 감화 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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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업자 외부 피폭 선량 감화 방안

거리 유지
◦ 원격취 장비 사용하여 방사선 원항(sourceterm)으로부터

거리유지

작업시간의

단축

◦ 피폭선량 증가 상 작업 시 숙련도 높은 경험자 투입

◦ 작업별 철 한 ALARA를 통한 피폭선량 감 가능요인 분석

◦ 작업 차의 표 화 규격화

◦ 작업인력의 문화

◦ 한 작업시간 리

◦ 작업자 장비조작 능력 향상

◦ 사 작업계획서 검토 철

◦ 재작업 방지

◦ 작업자 분리통제

한

차폐 실시

◦ 한 차폐방안 강구

◦ 차폐체 활용 극 화

◦ 차폐 작업시 충분한 사 검토후 차폐(차폐 과 차폐 후의

상피폭선량 산정 후 이득 고려하여 차폐실시)

◦ 차폐체 설치요령

·사 방사선량률 측정

·ALARA개념에 입각하여 효율 인 차폐계획 수립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먼 지역으로 설치

·고선량 지역에서 선량 지역으로 설치

·고선량 지역에서 차폐 시 납조끼 착용

·오염지역 차폐 시 반면마스크,비닐작업복 착용

·차폐 ,후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유지

·차폐 후 핫 스팟(hotspot)표지 부착

Table3.1.3.27.Exposurereductionmethodsofworkerouter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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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업자 내부 피폭 선량 감화 방안

방사선원의

격납

◦ 오염지역분리 설치

◦ 후드 설치

◦ 환기계통은 오염 지역에서 고오염 지역으로 공기흐름 방향

유도

◦ 격납 경계외부로의 의도된 방사성물질 출경로에는 필터

감시기 설치 허용 기 치 과 시 비 차단 설비 설치

농도의

희석

◦ 공기정화 설비 는 배기 설비 설치

◦ 작업장 내에 여러 표면상의 오염을 제염 작업에 의해 표면오

염도를 허용한계치 이하로 유지 리

◦ 오염구역의 설정 출입통제

◦ 지역분리 설치로 오염 확산 방지 조치

체내 오염경로의

차단

◦ 한 호흡방호 장비의 착용

◦ 작업복 한 작업용품의 착용

◦ 신체외부 오염검사 제염

◦ 작업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지

◦ 연

Table3.1.3.28.Exposurereductionmethodsofworkerinnerdose

◯ 단 작업별 작업자 피폭선량 감 책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의 작업자 직무별로 구분하여 작업자 피폭선량 감화 책을 수립

한다.작업자 직무는 Table3.1.3.28과 같이 방사선작업 리 직무,방사선 리구역 제염 직

무,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 직무,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직무,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운반

직무로 구분되며 각 직무별 작업자 피폭선량 감화 책은 Table3.1.3.29와 같다.



-151-

직무 구분 작업자 피폭 선량 감화 방안

방사선

작업 리

◦ 작업구역의 방사선(능) 결정

◦ 상 집단선량 산출

◦ 동종 유사작업 수집 검토

◦ 차폐체 설치 여부(차폐 ․후 이득을 고려)

◦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한 정성 최소인원 투입 검토

◦ 개인 차폐체 착용여부 검토

방사선

리구역

제염

◦ 오염도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제염

◦ 제염실에서 장비 제염 시 는 옥내 바닥 제염 시는 항상 해

당지역으로 배기설비 가동

◦ 비산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 제거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 지역 제염 시 통행자 출입통제(필요시 로 를 치고 오염표지

부착)

◦ 오염확산 방지 활동(오염지역 검사 리)

◦ 방사선 리구역 내 일일 주간 검으로 작업환경의 최

화

◦ 습식,건식 제염장비 주기 검으로 장비의 최 화 유지

◦ 작업자 스텝핑(stepping) 수 미흡으로 인한 제염 회수 증가

(방호교육 강화로 작업자의 안 의식 고취,작업자에게 수

하도록 유도)

◦ 고오염지역 제염(제염지역 방사선조건 측정 검토,제염방

법 인원 토의,신속한 제염으로 작업시간 최소화)

Table3.1.3.29.Exposurereductionmethodsofworkertask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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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구분 작업자 피폭 선량 감화 방안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 방사성폐기물생성작업에 련된 작업 차서 숙지

◦ 작업에 한 방호장비 공구확보

◦ 작업 차 수 압축기 운 차 수

◦ 압축기 운 시 해당 방호장구류 착용

◦ 고선량 드럼 보 장소 공간 확보

◦ 고선량 장비류 보 시 한 차폐체 설치

◦ 드럼 임시 장 시 작업장과의 원거리 확보(불필요한 피폭방

지)

◦ 고선량 폐기물 분류시 납조끼 필히 착용

◦ 방사성폐기물 수거․보 시 해당작업구역 선량률 기록(이

서베이로 인한 피폭 감,고선량 수거물 스티커 부착)

◦ 제염지 분리 탈수건조 처리 시 주변 방사선량률 증가하여

피폭의 원인이 됨(가 습식진공청소기 활용,제염지 습분

이 없도록 조치)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 작업에 련한 방호장구 착용(방호마스크,비닐방호복)

◦ 컨베이어운 고화처리설비 운 시 근 지

◦ 크 인 운 자와 신호수간 신호방법 통일

◦ 설비 개선 방 검으로 설비 운 불필요한 출입 방

지

◦ 설비에 련된 작업 차서 숙지로 작업시간의 최소화

◦ 설비주변의 방사선량률 측정 표면오염도 측정

◦ 작업 차 수 운 차 수

◦ 방사선피폭선량이 가능한 한 합리 으로 낮게 유지되도록 필

요한 조치

◦ 방사선차폐 시설의 한 배치

◦ 선량 감에 효과 인 재료 기기의 사용

방사성폐기물

운반

◦ 작업에 한 방호장비 공구확보

◦ 드럼의 방사선량률 측정 시 원거리용 측정기를 사용

◦ 고선량 드럼 표시 작업시간의 최소화

◦ 반입되는 드럼에 랩으로 포장하여 오염을 방지(드럼 표면의

제염으로 인한 피폭을 감화)

Table3.1.3.30.Exposurereductionmethodsofworkertask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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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험 감 책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에는 비방사선학 험 작업이 발생한다.본 에서는 이러한

비방사선학 험 작업의 발생을 방지 는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한 감 책과

검 사항들을 기술한다.

◯ 고소작업 험 감 책

고소작업시 작업자의 안 한 근을 하여 비계를 설치한다.추락사고의 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 비작업시 안 난간을 설치하며,작업 에 이를 확인하고,모든 작

업자는 안 벨트를 착용한다. 한,장비가 수조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원자로 구조물

에서 추락하여 아래에 있는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모든 장비들

은 끈으로 연결시킴.모든 작업자는 추락사고 낙하물에 비하여 안 모를 착용한다.작

업자가 혼자 일하다가 원자로 수조에 빠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익사하는 사고를 방지하

기 하여 원자로 수조 부근에서의 단독작업을 지한다.작업자가 원자로 수조에 빠지는

사고를 비하여 구명 를 비한다.

◯ 수작업 험 감 책

해체공사 양 기 이동 차(Trolley)등을 이용함으로써 하 물을 손으로 취 하는

일을 최소화시킨다.잠재 으로 험한 수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한 안 책을 수립한다.손에 한 상해 험을 최소화하기

하여 작업자들은 모든 단작업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물체를 취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업동안에는 한 방호 장갑을 착용한다. 한,필요시 날카로운 부분은 테이 로

감아놓는다.깨진 유리는 승인된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한다.차폐창을 취 하는 작업자는 보

호장갑 유리취 에 한 방호복을 착용한다.납벽돌은 한 번에 한 개씩 이동 차로 옮

긴다.이동 차는 납벽돌을 방사성폐기물 장용기로 이송시키기 하여 사용되는데,이는

납벽돌을 떨어뜨리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수작업 수를 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납

벽돌이 떨어지는 사고시 발을 보호하기 하여 앞부리가 쇠로 보강된 신발을 신고,손가락

을 보호하기 해서는 튼튼한 장갑을 착용한다.

◯ 기작업 험 감 책

모든 기작업은 산업안 보건 기사업 법규 등에 따라 한 자격을 갖춘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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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수행한다.

◯ 기계장비작업 험 감 책

해체 공사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장비들은 지침서에 따라 검사 유지보수하며,산업안

법규에 규정된 안 기 에 따라 사용한다.작업자는 장비 사용 장비 취 시의 잠재

인 험 사고방지를 한 안 조치들에 하여 훈련 교육을 받는다.작업자들은 장비

를 사용하는 동안 장갑,안경,마스크 기타 개인 안 장구류를 착용함.해체 공사 진

동장비(스캐블러,그라인더,드릴 등)가 사용되는데,진동 장비의 과도한 사용은 재해를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동이 은 장비들을 사용하고, 진동이 가능한 낮은 수

으로 유지하기 하여 정기 으로 보수한다.작업자들은 필요시 방진장갑을 착용하거나 방

진핸들을 사용한다.진동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고 액

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손가락 운동 등 가벼운 운동을 한다.해체공사 감독자는 각 작

업시 올바른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를 들어,빔튜 등과 같은 단방법은

매우 신 하게 수행되어야 한다.즉,빔튜 에는 카드뮴이 라이닝되어 있으며,카드뮴 먼지

연기는 맹독성이기 때문에 호흡 섭취시 작업자에게 치명 일 수 있다.그러므로 연기

나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즉,건식 컷 ,드릴링,그라인딩

톱 단(Sawing)작업은 지한다.

◯ 양 기작업 험 감 책

해체 공사시 차폐용기,콘크리트 블록,원자로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기 하여

크 인이 사용된다.따라서 해체 상물의 이동과 련하여 방사학 험뿐만 아니라,산업

안 과 련되는 추락 등의 사고 가능성도 존재한다.

모든 주요 양 기 인양 작업시 작업구역의 근은 제한되며,필수 작업자만이 출입을 허

가한다.주요 인양 작업시 원자로실로 근이 허가된 모든 작업자는 인양작업과 련한

험에 하여 교육을 받게 하며,공 에 매달린 하 물 아래에서의 작업은 지됨.크 인은

해체작업 기간 동안 일상 인 검 보수를 받도록 함.호이스트 크 인은 동시에 운

하지 않으며,크 인 운 자는 규정된 차에 따라 호이스트를 운 한다.크 인 호이

스트는 항상 서행으로 운 하며,특히 원자로 수조에 하 물을 내리거나 제거시 서행으로

운 한다.크 인과 호이스트는 펜던트로 운 하며,운 자는 항상 하 물 아래 구역에 한

완 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인양작업은 작업자가 하 물 아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정지한다.인양작업이 수행되기 에 크 인 운 자는 모든 인양경로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

인함.원자로 수조로부터 물체를 제거하는 동안 육안검사를 수행하여 물체가 수조벽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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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로 부터 완 히 분리되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다.

◯ 화재 험 감 책

화재경보계통은 건물 원자로실 기타 해체 작업구역을 포함한 건물 체에 설치함.화

재경보계통은 해체작업이 착수되기 에 검하여,고장시 보수함.각 건물 내의 해체작업은

화재경보계통이 정상 작동이 확인된 후에야 시작한다.화재경보계통은 해체작업 정기 인

검사 유지보수를 수행함.작업시간에 화재경보가 울리면,작업자는 화재시 취해야할 조치

와 련된 비상 차를 수하며,여기에는 화재진압실패시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원자로건물은 화재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연구역으로 설정한다.해체작업구역으

로 반입되는 모든 발화원들은 작업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 사 조치를 취함.

가연성물질은 한 내화설비내에 장되지 않는한 건물내에 장되지 않는다. 단작업시

그라인더의 사용이 상되나,가능한 단기와 같은 다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라인더의

사용을 최소화한다.그라인더 는 스 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단작업시 화재감시원을 둔다. 단작업자 인근 작

업자들은 방화복 보안경과 같은 안 장구를 착용한다.인근에 한 소화장치를 비치함

(해체작업자는 소화기 사용 화재발견 는 인지시 조치사항에 하여 교육을 받음).가연

성물질은 작업구역으로부터 안 거리 밖으로 제거한다.

◯ 소음 험 감 책

작업자에게 발생 가능한 소음 험에 하여 주지시키며,청각 보호장비의 임의사용을

허용한다 소음도가 무 높이 도달하면,청각보호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음도를 낮출

수 있는 체방법을 사용하며,작업자들은 소음노출을 이기 하여 교 작업을 실시한다.

◯ 미끄럼 험 감 책

장을 항상 정리 정돈함으로써 장애물이나 엎질러진 액체로 인한 미끄럼 는 균형상실

험성을 최소화한다.특히,비상구 피로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함.원자로실내의 계단

통로는 용도를 분명히 구분하고, 기선,호스 기타 균형상실을 발생시키는 물체 등을

제거한다. 기선 는 호스는 벽에 부착하거나 균형상실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치에 놓음.불가피한 장애물은 울타리를 설치하거나,밝은 색의 테이 로 분명하게 표시한

다.작업자에게 균형상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체 균형상실가능성에 하여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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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공간 험 감 책

해체공정에는 피트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한 작업이 포함된다.피트는 폐공간이

므로 특별한 작업 차가 요구된다. 한,해체시설 상물에는 잠재 인 폐공간이 있을

수 있으며,여기에서는 폐공간작업 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산

업안 보건법규에서 규정되는 요건을 엄격히 수한다. 폐공간에는 탱크(개방 는

폐된),덕트 환기설비가 없는 폐된 장소 등이 포함된다. 폐공간에서는 제한된 공기

순환으로 인하여 가스가 험수 의 양으로 축 될 수 있다. 를 들어,슬러지 제거 작업시

연무가 발생할 수 있음. 한 산소공 이 제한될 때 는 제한된 장소에서 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일정 구역이 일정시간 동안 폐되면,산소가 고갈됨.산소가 부족할 경우,

호흡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질식할 가능성이 있다.

폐공간에서의 안 한 작업은 작업허가서상의 엄격한 작업 차서를 수한다.작업허

가서에는 사 조치사항,안 작업 차 상되는 험 등이 기술함. 폐공간에서의 작업

을 하여 착수 에 작업구역에 한 평가를 수행한다.이러한 평가에는 작업종류,작업방

법 잠재 험 등에 한 고려가 포함함. 폐공간은 진입이 안 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주

의사항 등을 결정하기 하여 작업환경에 한 검사를 수행한다.이 검사에는 가스의 존재

여부 산소공 의 성에 한 측정이 포함된다. 한,이 검사에서 호흡용 보호구

구명밧 이 필요한지 는 정해진 시간동안 호흡용 보호구 없이 작업해도 되는지가 결정한

다.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 안 조치들이 작업허가서에 기술한다.작업환경이 안 한지를

확인하기 하여 해체 공사 가스 산소결핍에 한 검사를 정기 으로 수행한다.호흡

용 보호구 없이 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한 공기공 이 유지함.작업자가 폐공

간에 잔류하고 있는 동안 작업자들은 외부에 있는 작업자에 의해 항상 감시한다.작업자가

구명밧 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 배 피 류에 엉키지 않도록 주의한다.작업자들은 가

능하다면 호흡용 보호구외에 안 구명밧 을 착용하고,구명밧 의 끝은 외부의 작업

자가 붙들고 있도록 한다.외부의 작업자는 작업 계속 으로 기하고 있어야 하며,비상

시 긴 히 지원을 요청한다.해체감독자는 폐공간에서의 작업에 합한 해체방법을 선택

하며,그라인더 스 크,연무,가스(산소포함)등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가능한 피한다.

◯ 분진발생 험 감 책

작업자는 공기 심각한 양의 분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에는 항상 방

호마스크를 착용함.분진이 발생되는 작업에 해서는 작업자 환경에 한 향이 평가

한다.심각한 양의 공기 분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분진발생을 최소화시키기

한 기술 환기설비가 장치된 임시격납설비를 이용한다.원자로실 바닥,원자로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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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구역에 가라앉아 있는 분진은 분진확산을 방지하기 하여 수시로 제거함.분진의 재부

유를 방지하기 하여 가능하다면 쓸어서 제거하는 방법 신 진공청소기를 이용한다.콘크

리트를 제염하기 하여 사용되는 스캐블러(scabbler)에는 진공장치를 연결하며,분진의 비

산을 최소화하기 하여 스캐블러 헤드에는 한 방진장치를 설치한다.진공장치는 분진

을 폐기물 드럼으로 빨아내고,배기는 헤 필터로 여과함.작업자는 모든 스캐블링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기타 험 작업 검 사항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고체폐기물 처리 작업,유해 물질 취 작업

등 기타 험 작업에 한 검사항에 하여 아래 Table3.1.3.30∼ Table3.1.3.35에 나

타내었다.

구분 조치 내용

작업

조치

◦방사선안 교육 시행 확인

◦작업장내 방사선측정 한 보호장구 착용

◦긴 사태 발생시 연락체계 확립

◦방사선구역내 작업과 련된 각종 차서 숙지 검

◦방사선 리구역 출입 차 확인

◦방사선 계측장비 사용방법 숙지 확인

◦방사성 오염시 (신체, 기기, 구역 등) 조치 방법

◦작업자 신체, 피부, 상처작업자 출입 지

작업

조치

◦방사선 작업자의 작업승인 여부 확인

◦작업지시 내용 수 확인(지시된 선량계 착용, 지시된 방호장구류 사

용)

◦작업 허용피폭선량 과 여부

◦고방사선구역 작업시 과피폭방지 책(허용된 작업시간 수, 차폐체

설치)

◦오염 구역에 한 책

◦작업장 통로상의 장애물에 한 책(안 표지물)

작업후

조치

◦작업장 주변의 잉여자재 철거 정리정돈

◦사용한 장비, 공구 등의 철거여부

◦작업후 오염검사 여부

Table3.1.3.31.Actionsofriskreductioninthecontrolled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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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치 내용

작업

조치

◦작업허가서 휴 활용

◦작업장 특성상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작업에 한 교육

◦고소작업 장소 하부에 한 안 조치

◦필요한 안 장구 확보 (안 모,안 띠)

◦작업자의 격성 확보

◦사다리,발 ,비계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

◦응 사태 발생시 연락체제 조치방법 수립

◦ 계자외 출입 지구역 설정 안 통로 확보

◦작업장 반에 한 이상 유무 확인

작업

조치

◦고소작업에 필요한 안 장구 착용

◦고소작업자의 작업 치,작업 자세 확인

◦안 책임자 안 담당자 감독 하에 작업

◦고소작업 장소에서의 혼합작업 수행 지

◦지정된 통로 사용

◦재료,공구 등의 달방법 로 ,공구백 사용

◦사다리 사용시 미끄럼방지 조치

◦작업 장소내의 출입자 통제

작업후

조치

◦고소작업에 사용했던 공구나 자재의 수거

◦작업장 정리정돈 (각종 표지물 제거)

Table3.1.3.32.Actionsofriskreductioninhigh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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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치 내용

작업

조치

◦생성작업에 련된 작업 차서 숙지

◦작업에 한 방호장비 공구확보

◦각종 방사성폐기물 드럼확보

◦드럼깔 등 방사성폐기물드럼 생성에 필요한 자재확보

◦드럼 생성시 생성기록 취득에 필요한 선량률,오염도 측정용 계측기

확보

◦방사성폐기물 압축기 운 상태 확인

◦생성드럼 운반수 확보

◦작업장소의 조명상태 확인

◦ 계자외 출입 지 구역 설정

작업

조치

◦압축성,비압축성 구분

◦가연성,비가연성 구분

◦수분함량이 많은 방사성폐기물 탈수 후 드럼 포장

◦방사선량률 측정 표면오염도 측정

◦작업 차 수 운 차 수

◦드럼내 방사성폐기물량 확인 (90% 이상)

◦드럼표면 청결상태 드럼 덮개 상태 확인

◦드럼 운반시 무리한 취 운반 지

작업후

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드럼 임시 장구역 안 표지물 설치

◦드럼내 방사능량 계산

Table3.1.3.33.Actionsofriskreductioninsolidwast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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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치 내용

작업

조치

◦작업허가서 휴 활용

◦반출,입에 련한 방호장구 확보 (마스크 등)

◦필요한 운반 장비 확보(지게차,트럭,크 인,체인블록)

◦반출작업에 련한 차서 숙지

◦작업에 한 방호장비 자재확보

◦반출드럼 운반을 한 차량운 유자격자 확보

작업

조치

◦안 장구 착용(마스크 등)

◦작업장내 계자외 출입 지 조치

◦작업책임자 감독 하에 작업

◦운반표지(내용물 종류,방사능량,운반지수)기록 부착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측정기록

◦드럼반출 기록부 작성

◦과도한 힘을 가하여 드럼손상 방지

◦작업 차서 수 확인

◦운반물의 도,추락방지 조치

◦표면 선량률 과 지(200mR/hr)

◦인화성,폭발성물질의 혼재 지

◦드럼표면 육안 검

작업후

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작업에 사용했던 장비 공구의 수거

Table3.1.3.34.Actionsofriskreductionincarryingoutofsolid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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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치 내용

작업

조치

◦작업허가서 상의 재작업자 출입승인 여부

◦작업에 필요한 방호장구 확보 (안 화,안 모등)

◦작업에 필요한 방호용품 비

◦ 재용 깔 비

◦드럼운반 재작업에 필요한 운반설비(지게차,크 인,포터 등)

비

◦ 재 치의 드럼 재 황 악

◦ 재방법 결정

◦작업 장고내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검사

◦ 재방법을 한 운 자와 신호수간의 신호방법 통일

◦ 재작업 운반 장비 운 을 한 유자격자 확보

작업

조치

◦유자격자의 장비 운

◦ 재 장소내의 계자 외 출입 지

◦ 재물의 추락,낙하 방지조치

◦ 재 작업시 무리한 취 재 지

◦ 재 작업 차에 따른 제반사항 수

◦방사선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방호용품과 방호장구 착용

◦방사선 리구역내 드럼 재시 개인선량계 착용

◦작업 필요시 방사선량률의 주기 측정

◦방사선 재 황 악

◦드럼 재 치 기록

◦드럼상태 재상태 검

작업후

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장비 공구 등)

◦ 재설비 도 등의 안 조치

◦작업자의 피폭 리 오염유무

Table3.1.3.35.Actionsofriskreductioninloadingofsolid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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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치 내용

작업

조치

◦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 휴 활용

◦필요한 안 장구의 확보(방호마스크,고무장갑 등)

◦작업장의 출입통제 ( 근 지 조치강구)

◦작업방법 작업순서 교육

◦취 작업과 련된 유해, 험물질의 특성,취 방법 교육

작업

조치

◦안 장구 착용 (방호마스크,고무장갑 등)

◦불필요한 인원에 한 작업장 출입통제

◦작업장의 통풍,환기 조치

◦유해, 험물질 취 시 안 수칙 수

◦가연성,폭발성,유해, 험물에 한 소화 장비 비치

◦취 물질의 험성 작업장 게시

◦화기사용 흡연 지

◦작업환경 계속 감시

◦긴 사태 발생시 피방법 홍보 유지

◦작업 발생한 유해, 험물질에 한 조치

작업후

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유해, 험물질 보 수칙 수

Table3.1.3.36.Actionsofriskreductioninhazardous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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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원자로 해체공정별 Checklists

국내 연구용원자로 해체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해체공정별 Checklists를 아래 Table

3.1.3.50∼ Table3.1.3.51과 같이 정리하 다.

◯ 비작업 Checklist(1/2)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 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가?

4
․방사선 리구역 출입 시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

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폭

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

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7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8
․원자로 수조 상부로의 근을 통제하기 해 출입분리 를 설치하고 작업화

를 갈아 신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 는가?

9 ․원자로 수조 상부에는 안 벨트를 걸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 는가?

10

․원자로 수조 상부와 원자로실 바닥에는 원자로 수조로부터 제거된 배 자재

는 기기들의 수조수를 배수 건조,방사선/능 측정을 한 기기임시 장

장소를 각각 확보해야 하며 드립트 이는 오염을 방지하기 해 라스틱 커

버를 웠는가?

Table3.1.3.37.해체 비작업 Checklist1



-164-

◯ 비작업 Checklist(2/2)

순번 평가항목

11
․기존의 시설로 부터 공사용 용수 기설비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에 연결지 을 통보하여 승인을 얻었는가?

12 ․방사성폐기물 옥외 장시설의 치는 의하여 결정하 는가?

13

․방사성폐기물 옥외 장소는 빗물 지표수가 폐기물 장용기에 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하며 바닥은 폐기물의 하 을 지

지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완공사를 하 는가?

14 ․방사성폐기물 운송로는 하 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완되었는가?

15

․옥외 장시설에 장되는 장용기는 원자로실 해체공사가 완료되고 폐

기물 장시설로 환되면 원자로실에 장될 계획이므로 옥외 장소의

장용량은 원자로실 해체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모두 수

용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는가?

16

․원자로 수조 상부로의 근을 통제하기 해 출입분리 를 설치하고 작

업화를 갈아 신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 는가?원자로 수조 상부에는

안 벨트를 걸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 는가?

17

․원자로 수조 상부와 원자로실 바닥에는 원자로 수조로부터 제거된 배

자재 는 기기들의 수조수를 배수 건조,방사선/능 측정을 한 기기

임시 장장소를 각각 확보해야 하며 드립트 이는 오염을 방지하기 해

라스틱 커버를 웠는가?

Table3.1.3.38.해체 비작업 Checkli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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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기기 수조내 배 제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폭

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사용한 장비 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장하 는가?

7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 벨트를 착용하 는가?

8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

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9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10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Table3.1.3.39.주변기기 수조내 배 제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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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시료조사 제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

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

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 벨트를 착용하 는가?

7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

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8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9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10
․회 시료조사 는 방사선량율이 높으므로 본 작업은 원자로수조수 배수이

에 수조수 속에서 수행되었는가?

11

․RSR을 담은 차폐용기는 수조에서 인출하기 에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표면에서의 선량율이 2mSv/hr이하임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과할 경우에

는 다시 수조내로 내려놓은 후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가?

12 ․RSR의 제거 시 이 작업과 련된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지하 는가?

13

․원자로 수조내에서 RSR을 차폐용기에 넣어 원자로 수조 밖으로 인양

이송된 RSR 차폐용기를 실험수조로 하역할 때에는 작업수행 에 원자로

실 천정크 인의 상하운동 정지장치에 한 건 성을 확인하고 크 인 로

슬링의 손유무상태를 검하여 차폐용기의 취 시 크 인 이상으

로 인한 차폐용기의 낙하사고를 방하 는가?

Table3.1.3.40.회 시료조사 제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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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심 제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

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

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 벨트를 착용하 는가?

7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

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8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9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Table3.1.3.41.원자로심 제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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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수조수 배수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희석방류조의 FRP라이닝 공사시 유해가스를 배출시키기 한 환기설비를

설치하 는가?

3 ․임시배 은 수조수 배수 에 수압시험을 실시하 는가?

4 ․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5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가?

6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7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

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8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 벨트를 착용하 는가?

9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10 ․수조수의 시료채취 에 충분히 교반시킨후 표시료를 채취하 는가?

11

․원자로 수조수의 배수 동안에 방사선량율을 연속 으로 측정하여 선량율이

비정상 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배수를 즉시 단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재충

수하 는가?

12 ․배수 단계별로도 수조수 표면의 방사선량율을 감시하 는가?

13

․임시배 은 고체폐기물 장비 이송경로와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간섭

는 배 손상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울타리 험표지 는 견고한 보

호장치를 하 는가?

Table3.1.3.42.원자로 수조수 배수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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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column제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

는가?

4
․방호복,방호마스크,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

인피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

려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7
․해체작업은 기 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

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8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

가?

9
․원자로수조수의 설 험을 방지하기 해 원자로 수조수 배수 이후에

수행되었는가?

10 ․흑연의 취 시에는 반드시 방호마스크 방호복을 착용하 는가?

11
․ThermalColumn의 제거작업동안에는 부근에 공기오염감시기를 설치하여

공기오염여부를 감시하 는가?

12

․ThermalColumn의 제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 방사화된 흑연블록에

노출되므로 항시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허용작업시간을 설정하고 필요

시 국부 차폐설비를 설치하 는가?

13

․흑연분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해야

하나 분진의 폭발가능성을 배제하기 해 반드시 분진을 물로 신 다음

에 제거하 는가?

Table3.1.3.43.Thermalcolumn제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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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수조수 냉각 정화계통 제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

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

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

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 벨트를 착용하 는가?

7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

려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8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9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10
․원자로 수조수 1차 냉각계통 정화계통은 방사성폐기물로,수조수 2차

냉각계통은 비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하 는가?

11
․정화계통의 탈염기 내부에 들어있는 수지는 탈수 후 드럼에 담아 장하

는가?

Table3.1.3.44.원자로 수조수 냉각 정화계통 제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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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릿지/이끔 제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

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

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 벨트를 착용하 는가?

7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

하여 양 기의 사용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8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9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10 ․원자로 수조수 배수 이후에 수행되었는가?

11
․조사 내의 모든 방사선원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방사선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시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조사 내부를 조사하 는가?

12 ․제거된 노심 릿지는 필요시 제염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 는가?

13
․이끔 은 일부가 스테인 스 스틸 볼트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 에 방사

선량율을 측정하여 필요시 국부 인 차폐설비를 설치하 는가?

Table3.1.3.45.조사 / 릿지/이끔 제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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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빔튜 제거 Checklist(1/2)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가?

4
․방호복,방호마스크,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

용하 는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폭

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

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7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8
․원자로수조내 수조 콘크리트 상부에 설치된 모든 기기를 제거하고 수조

수를 배수한 후에 수행되었는가?

9
․콘크리트는 비방사성 콘크리트 규제면제 콘크리트를 먼 제거한 후 방

사성 콘크리트를 나 에 제거하 는가?

10

․콘크리트 코아 시료채취는 사 에 시료채취 치,시료 크기,개수,분석방법

등을 기술한 콘크리트 코아시료채취 계획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은 후 실시하 는가?

11

․콘크리트 코아 시료 채취 분석에 의해 먼 방사성 콘크리트,규제면제

콘크리트 비방사성 콘크리트의 경계를 결정해야 하며 경계를 결정할 때

에는 방사성 콘크리트가 비방사성 콘크리트 는 규제면제 콘크리트로 제거

되는 험성을 없애기 해 안 여유를 고려하여 방사성 콘크리트의 범 를

결정하 는가?

12
․분석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비방사성 콘크리트 규제면제 콘크

리트의 제거작업에 착수하 는가?

Table3.1.3.46.원자로수조 콘크리트 빔튜 제거 Check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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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빔튜 제거 Checklist(2/2)

순번 평가항목

13
․방사화콘크리트의 제거는 임시격납설비 배기설비를 설치하고 성능검사

를 완료한 후 수행되었는가?

14

․방사성 콘크리트의 제거시 임시격납설비의 천정도어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을 만족할 경우에만 개방하 는가?

-임시격납설비의 환기설비가 정상 으로 작동할 것

-원자로실의 환기설비가 정상 인 기능을 발휘할 것

-포장된 콘크리트에 비정상 인 오염이 없을 것

-원자로실의 출입도어가 닫 있을 것

-격납설비내에서 모든 드릴링 는 버스 작업이 단될 것

-공기오염도를 측정하여 격납설비내의 오염수 이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

할 것.

15

․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작업 시에는 임시격납설비의 여과장치에 부착된 차

압계를 작업착수 에 매일 검하여 여과기의 건 성을 확인함으로써 여

과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콘크리트 분진의 원자로실로의 출가능성을 없

앴는가?

16
․방사성 콘크리트를 제거하며 차폐 에 근할수록 선량율이 증가하므로

항시 피폭선량율을 측정하여 필요시 국부차폐설비를 설치하 는가?

17

․계약자는 방사성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임시격납설비 리 차서를 작성 승인을 얻었는가?

-임시격납설비 출입 차

-환기계통 운

-천정도어 운 차

-폐기물 반출 차

-공기오염감시 차

Table3.1.3.47.원자로수조 콘크리트 빔튜 제거 Checkli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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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피트 증류수 탱크실 제염 철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산업안 보건법규에 따른 폐공간 작업규칙을 수 하 는가?

3
․지하피트 내에서 스 크,연기,유독가스 는 분진이 발생하는 해체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는가?

4 ․ 작업기간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5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가?

6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7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폭

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8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

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9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10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11

․지하피트에서 작업시,작업자가 실수로 방사성폐액 배수 을 손시키거나

용수 등을 단하여 방사성폐액 는 용수가 피트내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작업구역내 모든 배 을 차단시겼는가?

12
․지하피트의 제염시 구조물에 향을 수 있는 작업시에는 구조물 안 성

에 한 평가를 수행한 후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 는가?

13
․잔류 폐액수집시에는 주변에 비닐을 깔아 바닥 벽의 2차 오염을 방지하

여야 한다.

Table3.1.3.48.지하피트 증류수 탱크실 제염 철거 Checklist



-175-

◯ 원자로실 벽체 바닥 제염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

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

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

피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사용한 장비 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장하 는가?

7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 벨트를 착용하 는가?

8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

려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9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

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10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

가?

11
․본 작업은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빔튜 제거 작업을 완료한 후에 수

행되었는가?

12
․핵연료 장공의 제염시에는 사 에 고여있는 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

여부를 검사한 다음 결과에 따라 히 처리하 는가?

13
․원자로실의 제염 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

에 구조 향을 검토한 후 수행되었는가?

Table3.1.3.49.원자로실 벽체 바닥 제염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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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핫셀 제염/기기 철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

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

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

피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

려하여 양 기의 사용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7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8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9
․콘크리트 핫셀에 출입하기 에 핫셀내부에 한 개략 인 방사선량율 측

정을 실시하여 모든 동 원소 선원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0
․핫셀 내부에 한 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정도에 따라 필요시 핫셀 출

입을 한 출입분리 를 설치하 는가?

11
․핫셀 내부의 제염 시 배수 을 통해 액체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해

먼 배수 을 격리시겼는가?

12
․핫셀의 해체작업자체로 인해 공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체

상 구역은 해체공사기간 동안 일상 으로 오염여부를 조사하 는가?

Table3.1.3.50.콘크리트 핫셀 제염/기기 철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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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셀 제염,해체 철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는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인피

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모든 해체용 기계 도구는 지정된 장소에 보 사용하 는가?

7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

하여 양 기의 사용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8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9 ․모든 리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10

․공사를 개시하기 에 육안조사 방사선조사를 수행하여 피폭선량율을 확

인하고 모든 선원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방사선조사결과 납셀룸

의 오염정도가 심하면 오염지역에 한 제염작업을 먼 수행하여 납셀 해

체작업동안의 작업자 피폭을 최소화하 는가?

11
․납벽돌의 제거 제염시에는 납취 에 따른 련 법규 규정에 따라 수

행되었는가?

12
․납셀내부의 제염시 배수 을 통해 액체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해 먼

배수 을 격리시켰는가?

13
․핫셀의 해체작업자체로 인해 공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체

상 구역은 해체공사기간 동안 일상 으로 오염여부를 조사하 는가?

Table3.1.3.51.납셀 제염,해체 철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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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연구실의 철거 Checklist

순번 평가항목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수 하 는가?

2 ․ 작업기간동안에 방사선안 리요원이 상주 하 는가?

3
․해체공사에 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 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었

는가?

4
․방호복,안 모,작업화,방호장갑 등 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 는

가?

5
․방사선 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 선량계(TLD) 자동개

인피폭선량계(AID)를 착용하 는가?

6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작업환경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양 기의 사용 등 한 책을 수립하 는가?

7
․해체작업은 기공 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 자격을 갖춘 공에 의

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8
․모든 리구역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었는

가?

9
․동 원소생산시설내의 납셀 콘크리트 핫셀을 해체한 후 작업을 수행

하 는가?

10

․폐기물 장고는 공사를 개시하기 에 육안조사 방사선조사를 수행

하여 피폭선량율을 확인하고 장고내의 모든 선원이 제거되었음을 확

인하 는가?

11
․실험실의 제염시 배수 을 통해 액체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해

먼 배수 을 격리시켰는가?

Table3.1.3.52.실험실 연구실의 철거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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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법의 용

①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사례 용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 성 평가 방법론을 사

례에 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다.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은 비방사성 콘크리트,

방사성 콘크리트,콘크리트에 매설된 차폐 ,빔포트,배 등을 해체하는 공정이다.

ⓐ 안 성 평가 사례 용 가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을 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가정하 다.

첫째,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은 원자력시설 해체

작업을 수행하기 에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해체공정에 하여 방사

선학 안 성과 비방사선학 안 성을 평가하여 동일한 공정 내의 여러 세부작업 는 서

로 다른 해체공정에 하여 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용하려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은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험 작업의 상호 계는 상호 독립 이라는 것으로 가정하 다.원자

력시설 특성상 해체공정에는 방사선학 험작업과 비방사선학 험작업이 있으며,비방

사선학 험 작업도 여러 가지 험 작업으로 구성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해체공정에

서 여러 가지 잠재 험 작업의 상호 계가 복잡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험작업 계

를 상호 독립 이라고 가정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해체공정 안 성 평가에 사용되는 입력변수의 계는 상호 독립

이라고 가정하 다.동일한 험 작업의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 피해 크기에 향

과는 무 하다고 가정을 하 다.이 게 가정한 이유도 해체공정의 이러한 여러 가지 험

작업의 상호 계가 복잡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사례 용 차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사례 용 차는 Fig.3.1.3.65와 같다.Fig.3.1.3.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선으로 나타낸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을 나타

내며, 선으로 나타낸 것은 사례 용하는 차를 나타내고 있다.Fig.3.1.3.6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안 성 평가 사례 용의 세부 차로는 사례 용 비 단계와 사례 용 단계

로 크게 나 수 있다.먼 사례 용 비 단계로서,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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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해 국내 해체 문가들로부터 입력변수에 한 의견을 수렴

하여 퍼지 집합과 소속함수를 결정한다.그리고 퍼지 소속함수를 바탕으로 퍼지 추론규칙을

설정한다.사례 용 단계로서는,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을 분석하여 단 작업으로

세분화한다.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에 한 안 성 평가를 해 평가자를 구성한다.

최종 으로 퍼지추론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로수조 콘크

리트 해체공정에 한 안 성을 평가한다.

Fig.3.1.3.65.Riskassessmentprocedurefordecommissioningprocess-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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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소속함수 결정

◯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 변수 퍼지 소속함수 결정

해체공정에 한 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빈도(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

성)에 한 퍼지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국내 해체 문가 30명을 피실험자(subjects)로 구성

하여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국내 해체 문가 30명으로부터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Table3.1.3.52와 같다.Table3.1.3.5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섯 가지 구분 에서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과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보다는 ‘발생할 것

같은(likely)’,‘발생할 수 있는(possible)’,‘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에 해서 의견에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이 게 30명의 피실험자들로부터 얻어낸 언어 변수에 한 정

량 수치를 각 실험자별로 퍼지화(fuzzification)하 다.

Fig.3.1.3.66에서 Fig.3.1.3.71까지는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에 하여 Table3.1.3.52

의 첫 번째 피실험자에 한 반응을 퍼지 소속함수로 나타낸 로서,가로축은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소속함수를 나타내고 있다.퍼지화는 피실험자 한 명

의 언어 변수에 한 정량 수치 결과를 다섯 가지 언어 변수 체 집합에 상호 걸쳐

있도록 하는 것이며,퍼지화의 소속함수는 각 언어 변수 집합에 걸쳐있도록 하기 해서

삼각형소속함수로 결정하여 사용하 다.이 세로축은 방식으로 해체 문가로부터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하여 주 으로 단한 정량 수치를 퍼지화하고 소속함수로

나타내어 모든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퍼지화 작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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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No.

Linguisticvariablesofradiologicalfrequency

Rare Unlikely Possible Likely
Almost

Certain

1 5 20 60 75 95
2 0 15 50 75 99

3 5 30 60 80 90

4 5 10 60 80 95

5 1 5 60 80 95
6 1 5 50 85 99

7 0 5 60 75 99

8 0 10 50 70 90

9 5 25 60 80 95

10 5 30 50 70 99
11 10 20 50 70 90

12 0 5 50 70 95

13 5 25 50 65 90

14 5 10 60 80 95
15 5 20 50 70 90

16 2 30 60 85 98

17 1 5 55 80 99

18 5 10 50 75 100

19 0 25 55 70 85
20 10 30 60 80 95

21 10 30 60 70 90

22 0 25 50 85 99

23 3 10 60 80 99
24 0 10 50 80 99

25 3 20 55 78 97

26 0 10 40 60 80

27 0 20 50 60 80

28 5 30 60 80 95
29 0 25 50 75 95

30 5 10 35 70 90

Mean 3.2 18.5 54 75.1 93.9

Standard

Deviation
3.18 10.01 6.99 6.72 5.43

Maximum 10 40 70 85 100

Minimum 0 5 35 60 80

Mode 5 10 50 80 95

Table3.1.3.53.Formulationofexpertopinionsintofuzzymembershipfunctionabout

radiological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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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66.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radiological‘rar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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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67.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radiological‘unlikely’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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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68.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radiological‘possibl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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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69.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radiological‘likely’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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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0.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radiological‘almost

certain’description.

100

Almost

Certain

0

PossibleUnlikelyRare Likely

0

1

0.5

)(Xm

radiological possibility
605 75 9520

Fig.3.1.3.71.Fuzzymembershipfunctionsofanexpertforradiological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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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체 문가 30명으로부터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하여 의견수렴한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변수별로 퍼지화하 다.Fig.3.1.3.71에서부터 Fig.3.1.3.76까지는

언어 변수별로 퍼지화를 한데 묶어 놓은 것이다.Fig.3.1.3.71에서 Fig.3.1.3.76까지 보

는 바와 같이 가로축은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소속함수

(membership function)를 나타낸다.Fig.3.1.3.72 는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

certain)'언어 변수에 한 30명의 퍼지화를 묶어놓은 것이며,Fig.3.1.3.73은 ‘발생할 것

같은(likely)’언어 변수에 한 30명의 퍼지화를 묶어놓은 것이다.Fig.3.1.3.74은 ‘발생할

수 있는(possible)’언어 변수에 한 30명의 퍼지화를 묶어놓은 것이며,Fig.3.1.3.75는

‘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언어 변수에 한 30명의 퍼지화를 묶어놓은 것이다.그리

고 Fig.3.1.3.76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언어 변수에 한 30명의 퍼지화를 묶어놓

은 것이다.

10065

radiological ‘almost certain’variable

70 75 80 85 90 95 9998977860

0

1

0.5

)(Xm

Fig.3.1.3.72.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radiological‘almost

certain’frequenc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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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3.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radiological‘likely’

frequenc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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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4.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radiological‘possible’

frequenc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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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5.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radiological‘unlikely’

frequenc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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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6.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radiological‘rare’

frequenc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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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작업자 피폭 발생 가능성에 한 퍼지함수를 언어 변수별로 하나의 퍼지화 작

업을 수행하 다.단일화된 퍼지화 작업은 삼각형함수와 사다리꼴함수로 설계를 하 다.

Fig.3.1.3.77는 30명 피실험자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평균

값과 표 편차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퍼지함수를 설계하 다.그런데 Fig.3.1.3.77와 같은

퍼지화는 체집합에 서로 걸쳐있지 않기 때문에 퍼지화라고 할 수 없다.

Fig.3.1.3.78는 30명 피실험자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평균값과 최 값 최소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퍼지 소속함수를 설계하 다.즉,Fig.

3.1.3.77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75,94,100)이고,‘발생할 것 같은(likely)’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60,75,85)이고,‘발생할 수 있는(possible)’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35,

54,70)이고,‘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5,19,40)

이고,그리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0,3,10)이다.

Fig.3.1.3.79은 30명 피실험자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사분 에 해당하는 값을 꼭지 으로 하여 사다리꼴 퍼지 소속함수를 설계하 다.Fig.

3.1.3.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의 사분 값은 (80,

95,98,100)이고,‘발생할 것 같은(likely)’의 사분 값은 (60,70,80,85)이고,‘발생할 수 있

는(possible)’의 사분 값은 (35,50,60,70)이고,‘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의 사분 값

은 (5,10,25,40)이고,그리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의 사분 값은 (0,1,5,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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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5419 75 94

PossibleUnlikely Likely

8982686147299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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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0.5

)(Xm

radiological possibility

Fig.3.1.3.77.Fuzzymembershipfunctionbasedonmean,standarddeviationof

radiological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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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8.Fuzzymembershipfunctionbasedonmin,mean,maxvaluesof

radiological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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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9.Fuzzymembershipfunctionbasedonquartilevaluesofradiological

frequency.

◯ 작업자 피폭 선량 변수 퍼지 소속함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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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서는 작업자 피폭 선량을 입력 변수로 사용한다.작업자 피폭

선량에 하여 Table3.1.3.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피폭선량의 법 제한치,실제 작

업 제한치,작업 허가서 작성 기 을 바탕으로 0.1,2,10,20,50 다섯

가지 피폭선량 수치로 구분을 하 다.각 피폭선량 수치에 따라 언어변수는 ‘무시할만한

(negligible)’,‘낮은(low)’,‘주의가 필요한(moderate)’,‘높은(high)’,그리고 ‘아주 높은(very

high)’로 설정하 다.이 게 구분한 이유는 작업자가 피폭선량의 제한치를 과하게 되면

작업이 허락되지 않아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자 피폭선량에 하여 Fig.3.1.3.80과 같이 퍼지 소속함수를 설계하 다.

Fig.3.1.3.8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섯 가지 피폭선량 구분치를 기 으로 피폭선량에 한

체집합에 서로 걸쳐있게 퍼지 소속함수를 설계하여 퍼지화를 수행하 다.다시 말하면,다

섯 가지 피폭선량 기 치를 소속함수값을 1,서로 이웃한 피폭선량 기 치에 소속함수값을

0으로 설정하여 삼각형함수를 설정하여 퍼지화를 수행하 다.이 게 수행한 결과 ‘무시할만

한(negligible)’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0,0.1,

2}가 되고,‘낮은(low)’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0.1,2,10}가 되고,‘주의가 필요한(moderate)’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2,10,20}가 되고,‘높은(high)’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

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10,20,50}가 되고,그리고 ‘아주 높은(veryhigh)’의 세 개 꼭

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폭선량은 {20,50,50}가 된다.

Severity Description(mSv)

VeryHigh >50

High <20

Moderate <10

Low <2

Negligible <1

Table3.1.3.54.Severityclassificationofradiologic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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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80.Fuzzymembershipfunctionofradiologicalseverityclassification.

ⓓ 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추론규칙 설계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과 작업

자 피폭선량에 한 두 가지 퍼지 소속함수를 조합하여 정성 퍼지 추론규칙과 정량 퍼

지 추론규칙을 설계하 다.Fig.3.1.3.81은 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 한 정성 퍼지 추

론규칙이며,Fig.3.1.3.82는 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 한 정량 퍼지 추론규칙이다.

Fig.3.1.3.81은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과 작업자 피폭 선량의 퍼지 소속함수를 이

용하여 정성 (qualitative)으로 추론하는 퍼지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Fig.3.1.3.8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정성 인 추론을 통한 안 성 평가는 크게 네 가지로 평가된다.즉,‘낮은

(low)’,‘간정도인(medium)’,‘높은(high)’,‘아주 높은(veryhigh)’으로 평가된다.

Fig.3.1.3.82는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과 작업자 피폭 선량의 퍼지 소속함수를 이

용하여 정량 (quantitative)으로 추론하는 퍼지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Fig.3.1.3.8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정량 인 추론을 통한 방사선학 안 성 평가는 1에서부터 100까지 정량화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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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81.Qualitativefuzzyinferencerulesforradiologic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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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82.Quantitativefuzzyinferencerulesforradiologic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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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소속함수 결정

◯ 작업자 상해 가능성 변수 퍼지 소속함수 결정

해체공정에 한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인 빈도(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퍼지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국내 해체 문가 15명을 피실험자(subjects)로 구성하여 작

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국내 해체 문가 15명으로부터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Table3.1.3.54와 같다.이 게 15명의 피실험자들로부터 얻어낸 언어 변수에 한 정량

수치를 각 실험자별로 퍼지화하 다.Fig.3.1.3.83에서 Fig.3.1.3.88까지는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하여 Table3.1.3.54의 첫 번째 피실험자에 한 반응을 퍼지 소속함수로 나타

낸 로서,가로축은 작업자 상해 가능성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소속함수를 나타낸다.퍼지화

는 피실험자 한 명의 언어 변수에 한 정량 수치 결과를 다섯 가지 언어 변수 체

집합에 상호 걸쳐있도록 하는 것이며,퍼지화의 소속함수는 각 언어 변수 집합에 걸쳐있

도록 하기 해서 삼각형함수로 결정하여 사용하 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 15명의 해

체 문가에 하여 작업자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에 하여 주 으로 단한 정량 수치

를 퍼지화하고 소속함수로 나타내어 모든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퍼지화 작업을 수행하

다.



-196-

Subjects

Linguisticvariablesofnon-radiologicalfrequency

Rare Unlikely Possible Likely
Almost

certain

1 1 10 60 75 99

2 0 20 50 70 95

3 1 40 57 76 98

4 5 20 75 80 95

5 3 15 55 70 95

6 5 10 60 75 95

7 1 30 50 70 99

8 5 15 35 70 95

9 1 5 51 80 99

10 5 20 50 70 95

11 10 40 60 80 98

12 1 10 50 85 99

13 1 25 50 70 95

14 5 25 50 80 90

15 0 15 55 80 99

Mean 2.8 19.7 52.9 75 95.7

Standard
Deviation 2.8 10.3 9.5 5.4 4.7

Maximum 10 40 75 85 99

Minimum 0 5 30 70 80

Mode 1 15 50 70 95

Table3.1.3.55.Formulationofexpertopinionsintofuzzymembershipfunction

aboutnon-radiological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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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83.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non-radiological

‘rar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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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84.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non-radiological

‘unlikel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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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85.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non-radiological

‘possible’description.

1000

Likely

0

1

0.5

)(Xm

1 10 60 75 99

non-radiological possibility

Fig.3.1.3.86.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non-radiological

‘likel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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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Almost

Certain

0

0

1

0.5

)(Xm

1 10 60 75 99

non-radiological possibility

Fig.3.1.3.87.Afuzzymembershipfunctionofanexpertfornon-radiological

‘almostcertain’description.

100

Almost

Certain

0

PossibleUnlikelyRare Likely

0

1

0.5

)(Xm

non-radiological possibility

Fig.3.1.3.88.Fuzzymembershipfunctionsofanexpertfornon-radiological

variables.

국내 해체 문가 15명으로부터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하여 의견수렴한 모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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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언어 변수별로 퍼지화를 수행하 다.Fig.3.1.3.89에서부터 Fig.3.1.3.93까지는

언어 변수로 퍼지화를 한데 묶어 놓은 것이다.Fig.3.1.3.89는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

(almostcertain)’언어 변수에 한 15명의 퍼지화를 묶어놓은 것이며,Fig.3.1.3.90는 ‘발

생할 것 같은(likely)’언어 변수에 한 15명의 퍼지화를 묶어놓은 것이다.Fig.3.1.3.91

은 ‘발생할 수 있는(possible)’언어 변수에 한 15명의 퍼지화를 묶어놓은 것이며,Fig.

3.1.3.92은 ‘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언어 변수에 한 15명의 퍼지화를 묶어놓은

것이다.그리고 Fig.3.1.3.93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언어 변수에 한 15명의 퍼지

화를 묶어놓은 것이다.

10065

non-radiological‘Almost Certain’variable

70 75 80 85 90 95 99987660

0

1

0.5

)(Xm

Fig.3.1.3.89.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non-radiological‘almost

certain’frequenc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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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adiological‘Likely’variable

50

0

1

10095 9990756060 80 857065 989755 784035

0.5

765751

)(Xm

Fig.3.1.3.90.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non-radiological‘likely’

frequencydescription.

100

0

1

8515 20 30105 25 40 706050 7555 807635

0.5

65

non-radiological‘Possible’variable

5751

)(Xm

Fig.3.1.3.91.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non-radiological

‘possible’frequenc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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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1050 20 6015 50301 252 55403 35

0.5

non-radiological‘Unlikely’variable

57 7551

)(Xm

Fig.3.1.3.92.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non-radiological

‘unlikely’frequencydescription.

0

1

50 2015 30101 252 3 40

0.5

non-radiological‘Rare’variable

)(Xm

Fig.3.1.3.93.Fuzzymembershipfunctionsofexpertsfornon-radiological‘rare’

frequenc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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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개의 작업자 상해 가능성에 한 퍼지함수를 언어 변수별로 하나의 퍼지화 작

업을 수행하 다.단일화된 퍼지화 작업은 삼각형함수와 사다리꼴함수로 설계를 하 다.

Fig.3.1.3.94는 15명 피실험자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평균

과 표 편차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퍼지함수를 설계하 다.그런데 Fig.3.1.3.94와 같은 퍼

지화는 체집합에 서로 걸쳐있지 않기 때문에 퍼지화라고 할 수 없다.

Fig.3.1.3.95은 15명 피실험자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평균과 최 최소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퍼지함수를 설계하 다.즉,Fig.3.1.3.95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80,96,100)이고,‘발생할 것 같은(likely)’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70,75,85)

이고,‘발생할 수 있는(possible)’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30,53,75)이고,‘발생

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5,19,40)이고,그리고 ‘거

의 발생하지 않는(rare)’의 최소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은 (0,3,10)이다.

Fig.3.1.3.96은 15명 피실험자의 각 언어 변수의 값에서 다섯 가지 언어 변수별로

사분 에 해당하는 값을 꼭지 으로 하여 사다리꼴 퍼지함수를 설계하 다.Fig.3.1.3.96에

서처럼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almostcertain)’의 사분 값은 (80,95,99,100)이고,‘발생

할 것 같은(likely)’의 사분 값은 (70,70,80,85)이고,‘발생할 수 있는(possible)’의 사분 값

은 (30,50,55,75)이고,‘발생할 것 같지 않는(unlikely)’의 사분 값은 (5,10,20,40)이고,

그리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의 사분 값은 (0,1,5,10)이다.

100

Almost

Certain

5420 75 96

PossibleUnlikely Likely

948070614730103 60

Rare

0

1

0.5

)(Xm

non-radiological possibility

Fig.3.1.3.94.Fuzzymembershipfunctionbasedonmean,standarddeviationof

non-radiological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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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Almost
Certain

190 3 75 96

PossibleUnlikelyRare Likely

8053 7040105 8530

0

1

0.5

)(Xm

non-radiological possibility

Fig.3.1.3.95.Fuzzymembershipfunctionbasedonmin,mean,maxof

non-radiologicalfrequency.

100

Almost
Certain

550 1 70 99

PossibleUnlikelyRare

80 855030105 9520 40 75

0

1

0.5

non-radiological possibility

)(Xm

Likely

Fig.3.1.3.96.Fuzzymembershipfunctionbasedonquartilevaluesof

non-radiological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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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피해 크기 변수 퍼지 소속함수 결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서는 작업자 피해 크기를 입력 변수로 사용한다.작업자 피

해크기에 하여 Table3.1.3.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체집합에 서

로 걸쳐있게 퍼지함수를 설계하여 Fig.3.1.3.97와 같이 소속함수를 설계하 다.다시 말하

면,다섯 가지 작업과 피해크기 언어 변수에 하여 소속함수값을 1,서로 이웃한 피폭선

량 기 치에 소속함수값을 0으로 설정하여 삼각형함수를 설정하여 퍼지화를 수행하 다.그

게 되면 ‘이상 없는(noloss)’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해

크기는 {0,0,20}가 되고,‘일일 작업 지연(lossofdaywork)’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

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해크기는 {15,25,40}가 되고,‘상해(injury)’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해크기는 {35,50,70}가 되고,‘장애(disabilities)’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해크기는 {55,75,85}가 되고,그리

고 ‘사망(fatalities)’의 세 개 꼭지 삼각형 소속함수값(0,1,0)에 해당되는 피해크기는 {65,

100,100}가 된다.

Linguisticvariableofnon-radiologicalseverity

NoLoss

Lossofdaywork

Injury

Disabilities

Fatalities

Table3.1.3.56.Severityclassificationofnon-radiologic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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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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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5

250

N o Loss Loss of day work Injury Disabilities F ata lities

non- radiologica l severity
50 75

)(Xm

Fig.3.1.3.97.Fuzzymembershipfunctionofnon-radiologicalseverity

classification.

ⓕ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퍼지 추론규칙 설계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작업자 피해

크기에 한 두 가지 퍼지 소속함수를 조합하여 정성 퍼지 추론규칙과 정량 퍼지 추론

규칙을 설계하 다.Fig.3.1.3.98은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 한 정성 퍼지 추론규

칙이며,Fig.3.1.3.99는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 한 정량 퍼지 추론규칙이다.

Fig.3.1.3.98는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작업자 피해크기의 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정성 으

로 추론하는 퍼지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Fig.3.1.3.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성 인 추론

을 통한 안 성 평가는 크게 네 가지로 평가된다.즉,‘낮은(low)’,‘간정도인(medium)’,‘높

은(high)’,‘아주 높은(veryhigh)’으로 평가된다.

Fig.3.1.3.99는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작업자 피해크기의 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정량 으

로 추론하는 퍼지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Fig.3.1.3.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량 인 추론

을 통한 안 성 평가는 1에서부터 25까지 정량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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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98.Qualitativefuzzyinferencerulesfornon-radiological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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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99.Quantitativefuzzyinferencerulesfornon-radiological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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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 선정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사례 용 상으로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을 선정하 다.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은 크게 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과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

거 공정으로 구분된다.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과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에는 세

부 단 작업으로 구성된다.이 공정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최소화와 작업자 안 을

한 콘크리트 제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은 Fig.3.1.3.100와 같다.Fig.3.1.3.1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g.3.1.3.100(a)은 바깥 면에 비계를 설치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Fig.3.1.3.100

(b)은 표면을 제염하는 것을 나타낸다.Fig.3.1.3.100(c)은 단한 부분에 구멍을 내고 아이

볼트를 설치하는 것이며,Fig.3.1.3.100(d)은 다이아몬드 와이어를 이용하여 단하는 장면

이다.Fig.3.1.3.100(e)은 그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콘

크리트를 제거하며,Fig.3.1.3.100(f)은 단된 콘크리트 블럭을 인양하는 모습이다.Fig.

3.1.3.100(g)은 부서진 콘크리트를 용기에 담은 것이며,Fig.3.1.3.100(h)은 원자로수조 콘크

리트가 제거되어 바닥이 드러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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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pletedscaffoldingaroundthe
outsideoftheconcrete

(b)Decontaminationoutsidethe
concrete

(c)Drillingandsettingeyeboltsinthe
concrete

(d)Cuttingusingadiamondwiresaw

(e)Drillingandburstingoutsidethe
concrete

(f)Lowertheconcretetothefloor
usingthecrane

(g)Transferredtheconcreteto
container (h)Transferredtothereactorhallfloor

Fig.3.1.3.100.Decommissioningprocessofconcretesh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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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수조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작업 분석

Fig.3.1.3.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수조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은 증류수

탱크 탈염설비의 제거 작업,방사선량률 조사 차폐설비의 설치 작업,수조 외부 내

부 비계의 설치 작업,그리고 비방사화 콘크리트 제거 작업으로 크게 나 고 나서,각 작업

들을 연속 인 순서로 배열하여 구성하 다.이것을 바탕으로 Table.3.1.3.56과 같이 비방

사성 콘크리트 제거 작업 차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 다.

1 증 탱크 및 탈염 거

2 크리트 아 시료 채취

3
원자 조 바 면에

계
4

원자 조 안쪽 면에
계

1 아 시료 특

2 공 염여부 감시

5 원자 조 상부 단부 시

6 단부 구 뚫고 아이볼트

7 크리트 돌출부 거

8 크 인 이용, 크리트 바닥 이동

9 방사 크리트 면 시

10 방사 크리트 거

11 크 인 이용, 크리트 바닥 이동

12 조 상부 및 바닥 방사 크리트 거

Fig.3.1.3.101.Workflow ofnon-activatedconcrete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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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Procedure

증류수 탱크

탈염설비 제거

◦증류수 탱크 탈염설비를 제거한다.

방사선량률 조사

차폐설비 설치

◦원자로수조 내부를 조사한다.

◦차폐설비를 설치한다.

◦방사화 범 를 결정하기 해 코아 시료를 채취하

여 분석한다.

◦공기오염감시기를 설치한다.

수조 외부

내부 비계의 설치

◦원자로수조의 바깥 면에 비계를 설치한다.

◦원자로수조의 안쪽 면에 비계를 설치한다.

비방사화

콘크리트 제거

◦원자로수조 상부 표면에 단할 부분을 표시한다.

◦ 단할 부분에 구멍을 뚫고 아이볼트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돌출부를 제거한다.

◦크 인을 이용하여 분리된 콘크리트 블록을 바닥으

로 내려놓는다.

◦비방사화 콘크리트 표면에 단할 부분을 표시한다.

◦비방사화 콘크리트를 제거한다.

◦콘크리트 블록을 바닥으로 내려놓는다.

◦모든 비방사화 콘크리트를 제거한다.

Table3.1.3.57.Taskprocedureofnon-activatedconcrete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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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수조 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작업 분석

Fig.3.1.3.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수조 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은 임시격납

설비,배기설비 조명설비의 설치 작업,원자로수조의 벽체 콘크리트,빔포트 차폐 의

제거 작업,원자로 수조의 바닥 콘크리트 제거 작업,그리고 임시격납설비 제거로 크게 나

고 나서,각 작업들을 연속 인 순서로 배열하여 구성하 다.이것을 바탕으로 Table.3.1.3.

57과 같이 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작업 차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 다.

1 크 리 트 주 변 임 시 격 납

2 임 시 격 납 조 명

임 시 격 납

1 공 염 감 시 인

4 방 사 크 리 트 거

5 거 크 리 트 장 용 에 납

6 노 출 튜 거

7 차 폐 상 부 에 구 뚫 어 아 이 볼 트

8 크 리 트 거

9 장 용 에 포 장

10 크 리 트 아 시 료 채 취

11 방 사 크 리 트 거

3

1 2 임 시 장 소 보 이 동

1 3 임 시 격 납 , 조 명 , 등 거

Fig.3.1.3.102.Workflow ofactivatedconcrete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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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Procedure

임시격납설비

배기설비

조명설비 설치

◦방사성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에 콘크리트 주 에 임시격납

설비를 설치한다.

◦임시격납설비의 조명 설비를 설치한다.

◦임시격납설비의 환기 설비를 설치한다.

◦공기오염감시기를 설치한다.

수조 벽체 콘크리트,

빔포트

차폐 제거

◦방사화 콘크리트를 제거한다.

◦제거된 콘크리트를 폐기물 장용기에 수납한다.

◦방사성 콘크리트를 제거함에 따라 노출되는 빔튜 를 제거

한다.

◦차폐 이 노출되면 차폐 의 상부에 구멍을 뚫어 아이볼트

를 설치한다.

◦드릴링/버스 방법을 사용하여 차폐 으로부터 나머지 콘

크리트를 제거하여 차폐 을 들어낸다.

◦제거된 방사성 콘크리트 블록 부스러기,차폐 ,빔튜

는 폐기물 장용기에 포장한다.

수조 바닥

콘크리트 제거

◦원자로수조 바닥에 한 콘크리트 코아 시료를 채취한다.

◦코아 시료의 치 깊이를 기록한다.

◦드릴링 버스 방법으로 방사능 콘크리트를 제거한다.

◦폐기물 장용기는 뚜껑을 덮은 후 하고 지게차를 이용

하여 옥외 임시 장소에 장한다.

◦제거된 설비는 오염 확인 후 필요시 제염한다.

임시격납설비,조명설비,

환기설비 제거

◦콘크리트 제거가 완료되면 임시격납설비,조명설비,환기설

비 등을 제거한다.

Table3.1.3.58.Taskprocedureofactivatedconcreteremoval



-215-

ⓙ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 공정의 소요 장비 기기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기는 일반 인 기계 공구를 비롯

하여,비계,드릴링/버스 장비,조명설비,그라인딩 휠,유압 단기,아이볼트 소켓,천정

크 인/슬링/체인,운반용 수 ,폴리에틸 포장용지,차폐 지지 장치,그리고 다이아몬드

날 원형톱 등이다.

ⓚ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 험 작업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제거 공정의 험 작업은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작업 시 주요

험성으로는 ‘콘크리트 편의 비산 는 낙하로 인한 작업자의 부상’,‘부 한 인양작업으

로 인한 작업자의 부상’등이며,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작업의 주요 험성으로는 ‘방사성

콘크리트의 제거시의 오염의 확산’,‘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이 상되었다.

ⓛ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 안 성 평가자 구성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제거 공정에 한 안 성 평가를 하기 하여 Table3.1.3.58과 같

이 세부 단 직무별로 구성된 작업자 10명을 안 성 평가 피실험자(subjects)로 구성하

다.

해체 담당 직무 기술수 인원

방사선안 담당자 기술자 1

일반작업안 담당자 기술자 1

방사선 평가 분석 기술자 2

출입 리 방사능 측정 기술자 1

제염해체 작업자 기술자 4

제염 폐기물 리 기능사 1

계 10

Table3.1.3.59.Subjectsparticipatedinriskassessmentofconcrete

de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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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 안 성 평가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시스템 구

공학 분야의 수치해석 문 컴퓨터 언어(languageoftechnicalcomputing)인 매트랩

(MATLAB,MATrixLABoratory)을 이용하여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

시스템(fuzzyinferencesystem,FIS)을 개발하 다.매트랩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학 계

산문제들을 행렬로 처리하여 효과 으로 계산해 내는 일종의 로그래 언어임.매트랩의

응용분야로는 수학과 련된 각종 계산 처리와 알고리즘 개발,그리고 동 시스템의 모델

링 분석을 통한 설계에도 용 가능함.장 으로는 여러 가지 그래픽 처리 응용 로그

램 개발도 가능하다.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시스템 구성

퍼지논리 툴박스(fuzzylogictoolbox)는 매트랩의 행렬 수치연산 환경에서 구축된 여러

가지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다.이것들은 매트랩 기반에서 퍼지추론시스템을 만들거나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한 시뮬링크(simulink)와 연결하여 시뮬 이션이 가능하게 하

고 완성된 퍼지시스템을 C언어로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부분의 기능들은 그래

픽 기반 형태로 제공된다.

퍼지논리 툴박스는 Fig.3.1.3.103과 같이 크게 5가지 형태의 도구로 구성됨.이는 퍼지

추론시스템 편집기(fuzzyinferencesystem editor),소속도함수 편집기(membershipfunction

editor),규칙 편집기(rule editor),규칙 뷰어(rule viewer)그리고 서피스 뷰어(surface

view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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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03.Fuzzyinferencesystem toolbox.

퍼지추론시스템 편집기는 Fig.3.1.3.10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체 퍼지논리시스템의

상 벨에 한 내용을 정의한다.즉,구 하고자 하는 퍼지 시스템의 이름과 입출력 변수

의 개수,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퍼지추론 방법 등을 정의한다.Fig.3.1.3.104의 맨 왼쪽

그림은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그리고 퍼지규칙을 나타내며,왼쪽 아래는 추론에 필요한 다양

한 연산을 정의할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는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의 이름을 정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속도함수 편집기에서는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에 련된 소속도함수를 표 하고 수정할

수 있다.Fig.3.1.3.105과 같이 쪽의 그래 역과 아래쪽의 텍스트 역으로 나뉘어 있

다.그래 역의 왼쪽 부분은 퍼지추론시스템 편집기처럼 해당 입출력변수를 클릭함으로

써 선택할 수 있다.그래 역의 오른쪽 부분은 선택된 변수에 해당하는 소속도함수가 표

시됨.텍스트 역의 왼쪽은 선택된 변수의 범 나 그래 표 범 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은 재 작업 인 소속도함수의 이름과 형태 모양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소속도

함수 편집기에서는 설정하수 있는 소속도함수로는 삼각형(trimf),사다리꼴(trapmf),가우스

분포함수(gaussmf),2개의 가우스 분포함수를 합성(gauss2mf),종모양(gbellmf)시그모이드

함수(sigmf),두 개의 시그모이드 함수의 차나 곱(dsigmf,psigmf),그리고 PI,S,Z곡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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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pimf,smf,zmf)이다.

규칙 편집기에서는 퍼지 규칙을 정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Fig.3.1.3.106에서 첫 번째

입력변수의 값과 두 번째 입력 변수의 값을 선택한 다음에 그때의 출력변수의 값을 설정하

고 추가규칙(addrule)버튼을 르면 된다.첫 번째 입력변수와 두 번째 입력변수의 연결은

철 번째 입력변수 선택 텍스트 박스의 하단에 있는 커넥션(connection)에 있는 라디오 버튼

을 이용해 선택할 수 있음.그리고 입력변수의 값을 선택한 다음 출력변수의 값을 설정하고

가 치를 수 있다.

규칙 편집기까지 모두 작성하면 일단 퍼지시스템의 기본 인 구성은 완료된다.그러나

구성된 퍼지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동작되는지,그리고 원하는 로 동작하여 제 로된 출력

을 내는지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따라서 구성된 퍼지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하기 하

여 Fig.3.1.3.107와 같은 규칙 뷰어를 사용함.다른 편집기들과 달리 규칙 뷰어는 읽기

용으로서 체 퍼지추론시스템의 구성이나 기능의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단지 구성된 퍼

지 시스템에서 입력 값에 따른 출력 결과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어떤 규칙이 동작을 하고

그에 따른 소속도함수의 모양은 결과에 어떻게 향을 주게 되는가를 보여 다.일단 규칙

뷰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수만큼의 규칙들이 번호와 함께 보이게 되는데 이때

맨 왼쪽에 치한 그 번호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한 규칙에 나타난다.규칙 뷰어의 그래

창에서 각 행의 반부에는 입력에 한 소속도함수를 먼 나타내게 되고 후반부 출력

에 한 소속도함수를 나타내게 된다.입력값의 변화는 규칙 뷰어 화면 아래 부분에 있는

입력 텍스트창에 직 값을 입력하는 방법과 입력변수 열에 세로로 있는 색라인을 마우스

로 드래그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규칙 뷰어는 한 화면에 하나의 입력변수값에 해서만 출력값을 확인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입력값의 변화에 한 출력값의 변화를 공간상의 맵 형태의 그래 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Fig.3.1.3.108과 같은 서피스 뷰어이다.서피스 뷰어

의 그래픽창 아래 부분에는 각 축마다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며 축의 간격(grids)도 수정이 가능하다.만약 구성된 퍼지추론시스템이 입력변수와 출력변

수의 개수 합이 3개 이상이면 그 에서 3개를 선택하여 출력해야만 한다.이때 다른 변수

는 상수로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값은 참조 입력(referenceinput)텍스트 박스에 입

력한다.그래 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선택사항(options)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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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04.Fuzzyinferenceeditorprogram ofriskassessment.

Fig.3.1.3.105.Membershipfunctioneditorofriskassessment.



-220-

Fig.3.1.3.106.Fuzzyruleeditorofriskassessment.

Fig.3.1.3.107.Fuzzyruleviewerofrisk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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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08.Fuzzysurfaceviewerofriskassessment.

퍼지논리 툴박스를 이용하여 구 한 퍼지추론시스템은 내부 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 과

정을 거쳐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결과를 출력한다.

∙ 1단계 :각각의 입력의 퍼지화

퍼지논리 툴박스에서의 입력은 항상 정의된 범 안에서의 크리스 한 값이므로 이 값을

소속도함수를 거쳐 당한 퍼지값으로 변경한다.

∙ 2단계 :퍼지 연산자의 용

각각의 퍼지화된 입력값을 AND 는 OR퍼지 연산자를 이용하여 하나의 값을 만든다.

퍼지논리 툴박스에는 2개의 내장 AND연산자가 지원되며,OR연산자가 지원된다.

∙ 3단계 :퍼지 계 연산자 용

2단계에서 계산된 결과 값을 이용하여 퍼지 계 연산자를 용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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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체 출력 값의 통합

각각의 퍼지 규칙에 의해 계산된 여러 개의 출력 값을 하나의 출력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다.이 때 사용되어지는 연산 방법은 max(maximum)과 probor(probabilistic),그리고

sum(simplesum ofeachrule'soutputset)이 지원된다.

∙ 5단계 :비퍼지화(defuzzification)

4단계의 출력 값을 무게 심법(centroid),최 치 평균법(middleofmaximum),최 면

심법(largestofmaximum)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비퍼지화할 수 있다.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시스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은 퍼지추론에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다.해체공

정 안 성 평가를 한 퍼지추론 과정은 계산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따라서 이러한 을 해결하고 안 성 평가 의사결정자에게 편의성

과 신속성을 높이기 하여 매트랩(MATLAB)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3.1.3.24].Fig.3.1.3.

109 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시스템(fuzzy inference system)의 로우차트

(flowchart)를 나타낸 것이며,Fig.3.1.3.110∼Fig.3.1.3.111은 매트랩의 스크립트를 나타내

고 있다.해체공정 안 성 평가 퍼지추론시스템은 세 단계로 나 수 있다.첫 번째 단계는

입․출력변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퍼지화하고 입․출력변수를 연계하여 퍼지 추론규칙을

수정하는 단계로서,기본값을 사용하거나 는 의사결정자 스스로 변경할 수 있다.두 번째

단계는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과 피폭

선량에 한 평가 기 을 입력하면 퍼지추론에 의해 방사선학 안 성 결과가 나타내는 단

계이다.세 번째 단계는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며,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피해크기에 한 평가 기 을 입력하면 퍼지추론에 의해 비방사선학 안 성 결

과를 나타내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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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STOP

Default 사용 ?

입 변

입 변 퍼지

퍼지추 규

방사
리스크 평가

방사
리스크 평가

출 변

출 변 퍼지

작업자 폭상황
가능 입

작업자 폭 량

입

방사
리스크 출

해체 공

리스크 평가

방사

리스크 퍼지추

작업자 상해
가능 입

작업자 해크

입

방사
리스크 출

방사

리스크 퍼지추

Yes

No

Fig.3.1.3.109.Flowchartofthedevelopedfuzzyinferenc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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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Name='RadiologicalRisk AssessmentofDecommissioning ofNuclear

Facilities'

Type='mamdani'

Version=2.0

NumInputs=2

NumOutputs=1

NumRules=25

AndMethod='min'

OrMethod='max'

ImpMethod='min'

AggMethod='max'

DefuzzMethod='centroid'

[Input1]

Name='Radioligical-Frequency'

Range=[0100]

NumMFs=5

MF1='Rare01':'trimf',[0510]

MF2='Unlikely02':'trimf',[51050]

MF3='Possible03':'trimf',[105080]

MF4='Likely04':'trimf',[508095]

MF5='AlmostCertain05':'trimf',[8095100]

[Input2]

Name='Radiological-Severity'

Range=[050]

NumMFs=5

MF1='Negligible01(1mSv)':'trimf',[015]

MF2='Low05(5mSv)':'trimf',[1510]

MF3='Moderate10(10mSv)':'trimf',[51020]

MF4='High15(20mSv)':'trimf',[102050]

MF5='VeryHigh20(50mSv)':'trimf',[205050]

[Output1]

Name='output1'

Range=[0100]

NumMFs=17

MF1='RR01':'trimf',[012]

MF2='RR02':'trimf',[123]

MF3='RR03':'trimf',[234]

MF4='RR04':'trimf',[345]

Fig.3.1.3.110.ThebasiccodingofFISforriskassess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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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5='RR05':'trimf',[4510]

MF6='RR10':'trimf',[51015]

MF7='RR15':'trimf',[101520]

MF8='RR20':'trimf',[152025]

MF9='RR25':'trimf',[202530]

MF10='RR30':'trimf',[253040]

MF11='RR40':'trimf',[304045]

MF12='RR45':'trimf',[304550]

MF13='RR50':'trimf',[455060]

MF14='RR60':'trimf',[506075]

MF15='RR75':'trimf',[607580]

MF16='RR80':'trimf',[7580100]

MF17='RR100':'trimf',[80100100]

[Rules]

11,1(1):1

12,5(1):1

13,6(1):1

14,7(1):1

15,8(1):1

21,2(1):1

22,6(1):1

23,8(1):1

24,10(1):1

25,11(1):1

31,3(1):1

32,7(1):1

33,10(1):1

34,12(1):1

35,14(1):1

41,4(1):1

42,8(1):1

43,11(1):1

44,14(1):1

45,16(1):1

51,5(1):1

52,9(1):1

53,13(1):1

54,15(1):1

55,17(1):1

Fig.3.1.3.111.ThebasiccodingofFISforriskassessme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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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사성 콘크리트 해체공정에 한 안 성 평가

원자로수조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의 세부 단 작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각 세부 단 작업에 하여 퍼지추론시스템을 용하여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Table3.1.3.59은 ‘증류수 탈염설비 제거’단 작업에 하여 10명의 평가자가 수행

한 결과이다.

Subjects

No.

Risk

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Risk

Input Output Input Output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1 55 0.384 3.3 85 25 9.2

2 60 0.384 3.5 80 25 8.8

3 78 0.384 5.8 90 50 13.8

4 90 0.384 6.3 65 25 7.3

5 85 0.384 6.3 70 25 7.7

6 78 0.384 5.8 55 20 5.9

7 85 0.384 6.3 55 20 5.9

8 60 0.384 3.5 70 30 9.5

9 75 0.384 4.0 75 35 10.6

10 80 0.384 6.2 65 30 9.1

Moderisk(

) 6.3 Moderisk(


) 5.9

Medianrisk(

) 5.8 Medianrisk(


) 9.0

Averagerisk(

) 5.5 Averagerisk(


) 8.0

Maximum risk(

) 6.3 Maximum risk(


) 13.8

Minimum risk(

) 3.3 Minimum risk(


) 5.9

Table3.1.3.60.Riskassessmentforremovaloftankutilities

Table3.1.3.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학 안 성 평가(radiologicalrisk)란에서 입

력(input)은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과 피폭선량에 한 입력값을 나타내고 출력(outpu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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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력값으로 퍼지 추론규칙을 통해 산출되는 안 성 평가 결과이다.즉,‘증류수

탈염설비 제거’단 작업에 하여 평가자가 방사선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해 본 연구에

서 개발한 퍼지추론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의 경우 55,작업자 피폭선

량은 0.384를 입력하여 3.3이라는 안 성 평가 결과가 산출되었다. 한,비방사선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해 작업자 상해 가능성의 경우 85,작업자 피해크기는 25를 입력하여 9.2라

는 안 성 평가 결과가 산출된 것이다.Table 3.1.3.59의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non-radiologicalrisk)란에서 입력(input)은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피해크기에 한 입력값

을 나타내고 출력(output)은 이러한 입력값으로 퍼지 추론규칙을 통해 산출되는 안 성 평

가 결과이다.Table3.1.3.59에서 moderisk(

)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최빈값에 해당

하는 안 성 평가 결과 값을 의미하고,medianrisk(

)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수

에 해당하는 안 성 평가 결과 값을 의미한다.Averagerisk()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

서 평균에 해당하는 안 성 평가 결과 값을 의미하고,maximum risk()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최 의 안 성 평가 결과 값을 의미하고,minimum risk()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최소의 안 성 평가 결과값을 의미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Table2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증류수 탈염설비 제거’단 작업의 방사선학 안 성은 6.3이고,비방사선

학 안 성은 5.9이다.

Table3.1.3.60는 ‘방사선량률 조사 차폐설비 설치’단 작업에 한 안 성 평가 결

과이며,‘방사선량률 조사 차폐설비 설치’단 작업의 방사선학 안 성은 7.9이고,비방

사선학 안 성은 4.1이다.Table3.1.3.61은 ‘수조 외부 내부 비계 설치’단 작업에

한 안 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Table3.1.3.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조 외부 내부

비계 설치’단 작업의 방사선학 안 성은 4.0이고,비방사선학 안 성은 5.7이다.Table

3.1.3.62은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단 작업에 한 안 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Table

3.1.3.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단 작업의 방사선학 안 성은

42.2이고,비방사선학 안 성은 10.4이다.

Table3.1.3.63는 원자로수조 비방사성 콘크리트 해체공정의 4가지 단 작업에 한 안

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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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No.

Risk

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Risk

Input Output Input Output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1 70 1.120 7.9 15 10 2.9

2 70 1.120 7.9 20 5 3.4

3 70 1.120 7.9 25 15 4.2

4 65 1.120 7.7 10 20 2.9

5 80 1.120 8.9 5 15 2.3

6 70 1.120 7.9 25 10 4.0

7 85 1.120 8.5 30 25 5.3

8 80 1.120 8.9 15 30 4.9

9 75 1.120 7.5 25 20 4.5

10 70 1.120 7.9 35 10 4.2

Moderisk(

) 7.9 Moderisk(


) 2.9

Medianrisk(

) 7.9 Medianrisk(


) 4.1

Averagerisk(

) 8.2 Averagerisk(


) 4.0

Maximum risk(

) 8.9 Maximum risk(


) 5.3

Minimum risk(

) 7.5 Minimum risk(


) 2.3

Table3.1.3.61.Riskassessmentforsurveyofdoseandinstallationof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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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No.

Risk

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Risk

Input Output Input Output

Frequenc
y Severity

Estimated
Risk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1 70 0.072 3.5 55 20 5.9

2 75 0.072 4.0 45 30 6.5

3 80 0.072 6.5 40 45 7.2

4 75 0.072 4.0 50 25 6.3

5 85 0.072 6.5 40 15 4.7

6 70 0.072 3.5 50 15 5.3

7 85 0.072 6.5 40 35 6.6

8 75 0.072 4.0 30 20 4.8

9 70 0.072 3.5 55 15 5.5

10 75 0.072 4.0 35 10 4.2

Moderisk(

) 4.0 Moderisk(


) -

Medianrisk(

) 4.0 Medianrisk(


) 5.7

Averagerisk(

) 4.6 Averagerisk(


) 5.3

Maximum risk(

) 6.5 Maximum risk(


) 7.2

Minimum risk(

) 3.5 Minimum risk(


) 4.2

Table3.1.3.62.Riskassessmentforscaffoldingaroundthe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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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No.

Risk

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Risk

Input Output Input Output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Frequency Severity EstimatedRisk

1 80 9.600 40.1 60 45 10.5

2 85 9.600 42.2 65 40 10.4

3 80 9.600 40.1 55 45 9.9

4 90 9.600 43.7 60 50 11.4

5 75 9.600 36.7 65 40 10.4

6 90 9.600 43.7 55 50 10.9

7 85 9.600 42.2 45 35 6.9

8 85 9.600 42.2 50 45 8.1

9 90 9.600 43.7 45 40 7.2

10 95 9.600 45.3 55 35 9.1

Moderisk(

) 42.2 Moderisk(


) 10.4

Medianrisk(

) 42.2 Medianrisk(


) 10.2

Averagerisk(

) 42.5 Averagerisk(


) 9.1

Maximum risk(

) 45.3 Maximum risk(


) 11.4

Minimum risk(

) 36.7 Minimum risk(


) 6.9

Table3.1.3.63.Riskassessmentforremovalofnon-activated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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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Radiological

risk

Non-radiological

risk

Removaloftankutilities 6.3 9.0

Surveyofdoseandinstallationof

shield
7.9 4.1

Scaffoldingaroundtheoutsideand

insideofthereactor
4.0 5.7

Removalofnon-activatedconcrete 42.2 10.4

Table3.1.3.64.Riskyworkelementsofnon-activatedconcretedecommissioning

process

◯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 공정에 한 안 성 평가

원자로수조 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의 세부 단 작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각

세부 단 작업에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과 퍼지추론시스

템을 용하여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Table3.1.3.64은 ‘임시격납설비,배기설비 조명설비 제거’단 작업에 한 안 성 평

가 결과를 나타낸다.Table3.1.3.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명의 평가자가 안 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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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No.

Risk

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Risk

Input Output Input Output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1 75 1.440 12.4 15 5 2.5

2 85 1.440 12.5 20 10 3.6

3 80 1.440 13.4 25 5 3.7

4 90 1.440 12.0 15 5 2.5

5 75 1.440 12.4 10 5 2.2

6 85 1.440 12.5 35 10 4.2

7 90 1.440 12.0 30 5 3.7

8 70 1.440 12.1 25 10 4.0

9 75 1.440 12.4 20 5 3.4

10 85 1.440 12.5 20 5 3.4

Moderisk(

) 12.4 Moderisk(


) 2.5

Medianrisk(

) 12.4 Medianrisk(


) 3.5

Averagerisk(

) 12.3 Averagerisk(


) 3.3

Maximum risk(

) 13.4 Maximum risk(


) 4.2

Minimum risk(

) 12.0 Minimum risk(


) 2.2

Table3.1.3.65.Riskassessmentfortheinstallationofutilitysystems

Table3.1.3.63의 방사선학 안 성 평가란에서 입력(input)은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

과 피폭선량에 한 입력값을 나타내고 출력(output)은 이러한 입력값으로 추론되는 안 성

평가 결과이다.즉,‘임시격납설비,배기설비 조명설비 제거’단 작업에 하여 평가자가

안 성을 평가하기 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퍼지추론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의 경우 75,작업자 피폭선량은 1.44를 입력하여 12.4라는 안 성 평가 결과가 산출되

었다. 한 비방사선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해 작업자 상해 가능성의 경우 15,작업자 피

해 크기는 5를 입력하여 2.5라는 안 성 평가 결과가 산출된 것이다.Table3.1.3.6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란에서 입력(input)은 작업자 상해 가능성과 피해크

기에 한 입력값을 나타내고 출력(output)은 이러한 입력값으로 추론을 통해 산출되는 평

가 결과이다.Table3.1.3.63에서 moderisk(

)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최빈값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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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하고,medianrisk(

)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수에

해당하는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Averagerisk()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평

균에 해당하는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하고,maximum risk()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최 의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하고,minimum risk()는 10명의 평가 결과 에서

최소의 안 성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Table3.1.3.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시격납설비,배기설비 조

명설비 제거’단 작업의 방사선학 안 성은 12.4이고,비방사선학 안 성은 3.5이다.

Table3.1.3.65는 ‘수조 벽체 콘크리트,빔포트 차폐 제거’단 작업에 한 안 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Table3.1.3.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조 벽체 콘크리트,빔포트

차폐 제거’단 작업의 방사선학 안 성은 89.5이고,비방사선학 안 성은 11.4이다.

Table3.1.3.66는 ‘수조 바닥 콘크리트 제거’단 작업에 한 안 성 평가 결과를 나타

낸다.Table3.1.3.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조 바닥 콘크리트 제거’단 작업의 방사선학

안 성은 68.8이고,비방사선학 안 성은 5.4이다.

Table3.1.3.67은 ‘임시격납설비,배기설비 조명설비 제거’단 작업에 한 안 성 평

가 결과를 나타낸다.Table3.1.3.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시격납설비,배기설비 조명설

비 제거’단 작업의 방사선학 안 성은 12.5이고,비방사선학 안 성은 4.3이다.

Table3.1.3.68은 원자로수조 방사능 콘크리트 해체공정의 4가지 단 작업에 한 안

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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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No.

Risk
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Risk

Input Output Input Output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Frequency Severity EstimatedRisk

1 90 80.000 89.5 55 45 9.9

2 85 80.000 87.3 60 50 11.4

3 99 80.000 93.3 65 55 13.2

4 90 80.000 89.5 60 40 10.0
5 85 80.000 87.3 50 55 10.7

6 98 80.000 93.0 70 60 14.5

7 80 80.000 85.7 45 45 7.5

8 85 80.000 87.3 55 55 12.8

9 90 80.000 89.5 60 50 11.4
10 80 80.000 85.7 65 40 10.4

Moderisk(

) 89.5 Moderisk(


) 11.4

Medianrisk(

) 88.4 Medianrisk(


) 11.1

Averagerisk(

) 88.3 Averagerisk(


) 11.0

Maximum risk(

) 93.3 Maximum risk(


) 14.5

Minimum risk(

) 85.7 Minimum risk(


) 7.5

Table3.1.3.66.Riskassessmentfortheremovalofconcrete,beam portsandsteel

shieldplates

Subjects

No.

Risk

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Risk

Input Output Input Output

Frequency Severity
Estimated
Risk

Frequency Severity EstimatedRisk

1 80 22.720 66.5 45 10 4.6

2 85 22.720 67.9 40 15 4.7

3 90 22.720 69.6 45 15 5.0

4 99 22.720 73.9 55 25 6.7
5 95 22.720 71.8 40 20 5.1

6 85 22.720 67.9 50 15 5.3

7 80 22.720 66.5 60 10 5.4

8 85 22.720 67.9 55 35 9.1

9 90 22.720 69.6 60 30 8.9
10 95 22.720 71.8 45 25 6.0

Moderisk(

) 67.9 Moderisk(


) -

Medianrisk(

) 68.8 Medianrisk(


) 5.4

Averagerisk(

) 69.9 Averagerisk(


) 6.6

Maximum risk(

) 73.9 Maximum risk(


) 9.1

Minimum risk(

) 66.5 Minimum risk(


) 4.6

Table3.1.3.67.Riskassessmentforremovalofthereactor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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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No.

Risk
RadiologicalRisk Non-RadiologicalRisk

Input Output Input Output

Frequency Severity EstimatedRiskFrequency Severity EstimatedRisk

1 75 1.440 12.4 25 25 5.1

2 85 1.440 12.5 30 15 4.4
3 80 1.440 13.4 35 10 4.2

4 70 1.440 12.1 25 15 4.2

5 75 1.440 12.4 30 10 4.2

6 85 1.440 12.5 35 20 4.9
7 80 1.440 13.4 40 25 5.8

8 80 1.440 13.4 25 15 4.2

9 85 1.440 12.5 50 25 6.3

10 75 1.440 12.4 25 15 4.2

Moderisk(

) 12.4 Moderisk(


) 4.2

Medianrisk(

) 12.5 Medianrisk(


) 4.3

Averagerisk(

) 12.7 Averagerisk(


) 4.8

Maximum risk(

) 13.4 Maximum risk(


) 6.3

Minimum risk(

) 12.1 Minimum risk(


) 4.2

Table3.1.3.68.Riskassessmentforremovalofthecontainmentandlightingand

ventilationsystem

Tasks
Radiological

risk

Non-radiological

risk

Installationofthecontainmentandlighting

andventilationsystem
12.4 3.5

Removaloftheconcrete,beam portsand

steelshieldplates
89.5 11.4

Removalofthereactorfloor 68.8 5.4

Removalofthecontainmentandlighting

andventilationsystem
12.5 4.2

Table3.1.3.69.Risksofactivatedconcretede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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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 험 감 책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시 방사능 콘크리트와 비방사능 콘크리트를 구분하여 해체하는

공정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최소화 작업자 안 을 해서 제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요하다.방사성 콘크리트와 비방사성 콘크리트 어느 것을 먼 제거하든지 구조

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그러나 비방사성 콘크리트의 오염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고체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방사성 콘크리트를 먼 제거하기 해서는 작업자

근문제가 발생하는데 작업 근의 비용이성으로 작업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비방사성

콘크리트를 먼 제거하면 격납설비의 규모를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방사성 콘크리트

를 먼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 험 감 책

원자로 수조의 내부를 조사하여 국부 인 고방사선량률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

시 국부차폐설비를 설치한다.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에 방사화의 범 를 결정하기 해 콘

크리트 코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시료채취지 깊이를 기록하고 분석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기 로 추가 치를 결정한다.코아 시료는 드릴링기법을 이용하

는데 작업 시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작업자는 방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경보장치를

갖춘 베타 공기오염감시기를 설치한다.시료분석에 의해 비방사성 콘크리트의 범 가 결정

되면 방사성 콘크리트가 비방사성 콘크리트로 제거되는 험성을 없애기 해 안 여유를

고려하여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범 를 설정한다.이때 규제면제 폐기물의 범 도 결정한

다.콘크리트 표면에 단될 단면을 표시하고 각 부분에 인양용 아이볼트를 설치한다. 단

된 콘크리트 부분은 원자로실 크 인에 의해 취 한다.특히 상부의 콘크리트 돌출부의 제

거 시에는 단 에 미리 크 인에 의해 지지한다.콘크리트는 드릴링 버스 방법으로

단되며 콘크리트 내의 철근은 당한 방법으로 단한다.분리된 각 블록은 제거 에 비

방사성임을 확인한다.제거된 콘크리트 블록은 원자로실 크 인을 이용하여 원자로실 바닥

으로 내려놓은 후 무게를 측정하고 이송용 카트에 실려 원자로실 밖으로 내보낸다.나머지

콘크리트도 같은 방법으로 상부부터 차례로 제거한다.

◯ 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공정 험 감 책

방사성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에 주 에 임시격납설비를 세우고 헤 필터를 갖춘 이동

식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한 베타 공기오염감시기를 격납설비 내에 설치하여 공기오염 발

견시 경보를 울리도록 한다.필요한 조명 비상조명도 갖춘다.방사성 콘크리트의 제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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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방법과 동일하며 폐기물과 규제면제 폐기물로 구분하여

제거한다.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기물의 주된 차이로는 임시격납설비의 설치이다.격납설비

의 천정에는 도어를 설치함으로써,원자로실 크 인을 이용,콘크리트 블록을 인양한다.콘

크리트 블록을 격납설비 밖으로 옮기고 천정도어를 닫은 후 드릴링 버스 작업을 재개

한다.콘크리트 제거 작업 에는 항상 콘크리트 표면 가까이에서 선량률을 감시하며,특히

차폐 에 근할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며,필요시에는 국부 차폐설비를 사용한다.차폐 은

상부의 콘크리트를 먼 제거한다.차폐 의 상부가 노출되면 차폐 의 상부에 구멍을 뚫어

아이볼트를 끼우고 당한 방법으로 차폐 을 지지한다.차폐 주 의 콘크리트를 부수고

차폐 을 서로 묶어놓은 볼트를 제거한 후 원자로실 크 인을 이용하여 차폐 을 별도로 제

거한다.제거된 차폐 은 라스틱으로 포장하고 오염 동일을 검사한 후 격납설비의 천

정도어를 통해 장용기에 수납한다.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지에 담아 장용기에 수납한

다.방사성 콘크리트가 제거됨에 따라 빔튜 가 노출되면 이를 제거하여 당한 크기로

단한 후 장용기에 수납한다.작업자는 신방호복, 러 방호마스크를 착용한다.콘

크리트의 의 벽체 제거가 완료되면 바닥의 콘크리트 제거를 수행한다.먼 코아 시료를 채

취/분석하여 상부가 범 오염의 침투 여부를 확인한다.콘크리트의 제거가 완료되면 격

납설비,환기계통 임시출입구 등을 제염한 다음 오염 확인 후 제거한다.

ⓞ 민감도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은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타당성 검증의

방법으로 제시한 평가 방법이 외부환경에 따라 결과 값이 쉽게 변하지 않고,평가 방법 자

체가 견고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를 들어 해체공정 안 성 평가를 한 소속함수

모양 변화에 따라 안 성 평가 결과 값이 변하는 민감도를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의 작업환경 상물에 따라 소속함수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이

러한 변화에 따른 안 성 평가 결과 값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 성 평가시 입력변수의 소속함수 변화로 인하여 안 성 평가의 우선순

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검토하기 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민감도 분석을 할 때 일반 으로 변수를 ±100% 변경시키면서 수행한다.이 게 하는 이

유는 ±100% 정도까지 변경시켜서 순 가 역 되지 않으면 모델이 비교 견고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력변수의 소속함수를 한 단계 높은 소속함수로 변경시켜

서 안 성 평가 결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 세부 단 작업의 안 성 평가에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한 결과 Fig.3.1.3.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변수 값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 성 평

가의 순 가 역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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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3.69은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의 세부 단 작업에 하여 민감도 분

석 결과를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Table3.1.3.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 단 작업의 경우 본래의 방사선학 안 성 평가(originalrisk)결과가 6.3이었는데,빈

도(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성)와 강도(작업자 피폭선량)두 가지 입력변수를 변화시켰을 경우

안 성 평가 결과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여기서 

는 본래의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입력 변수인 빈도(frequency,방사선학 안 성의 경우 작업자 피폭 상황 가능

성을 의미하며 비방사선학 안 성의 경우 작업자 상해 가능성을 의미)의 한 단계 더 높은

소속함수값을 입력하여 안 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는 해체공정 안 성 평

가 입력변수인 강도(방사선학 안 성의 경우 작업자 피폭 선량을 의미하며 비방사선학

안 성의 경우 작업자 피해 크기를 의미)의 한 단계 더 낮은 소속함수값을 입력하여 안 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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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12.Sensitivityanalysisonradiological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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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oftheconcrete

decommissioning

RadiologicalRisk

Original
risk(


)

Overestimated
risk(


)

Underestimated
risk(


)

A Removaloftankutilities 6.3 6.7 3.1

B
Surveyofdoseand

installationofshield
7.9 8.3 3.5

C

Scaffoldingaroundthe

outsideandinsideofthe

reactor

4.0 6.5 4.0

D
Removalofnon-activated

concrete
42.2 45.3 38.7

E

Installationofthe

containmentandlighting

andventilationsystem

12.4 12.5 4.0

F

Removaloftheconcrete,

beam portsandsteel

shieldplates

89.5 93.3 82.7

G
Removalofthereactor

floor
68.8 71.8 66.8

H

Removalofthe

containment,lightingand

ventilationsystem

12.5 12.7 6.2

Table3.1.3.70.Resultsofsensitivityanalysesonradiologicalrisks

민감도 분석 결과를 토 로 본다면,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이

견고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해체공정을 상으로 안 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서는 ‘수조 벽체,콘크리트,빔포트 차폐 제거’,단 작업이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그리고 ‘수조 바닥 콘크리트 제거’,‘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임시 격납설비,조명

설비,환기설비 제거’,‘임시 격납설비,조명설비,환기설비 설치’,‘방사선량률 조사 차폐

설비 설치’,‘증류수 탱크 탈염설비 제거’,‘수조 외부 내부 비계의 설치’순으로 나타

났다.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에서는 ‘수조 벽체,콘크리트,빔포트 차폐 제거’,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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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았다.그리고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증류수 탱크 탈염설비 제거’,‘수조 외

부 내부 비계의 설치’,‘수조 바닥 콘크리트 제거’,‘임시 격납설비,조명설비,환기설비 제

거’,‘방사선량률 조사 차폐설비 설치’,‘임시 격납설비,조명설비,환기설비 설치’순으로

평가되었다.

이 게 평가된 배경으로는 단 작업에서 방사선 피폭이 많을 것으로 상하고 작업자가

해체 상물에 근거리에서 작업을 할 것으로 상하는 단 작업에 하여 안 성을 높게 평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 용 결과,해체 상물의 세부 작업에 한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비교가

가능하 고,안 성 평가 결과를 로그램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단이 용이하 다.

한,해체공정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를 해체 상물의 작업 특성에 합하게 변경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은 국내외 으로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로서 기존에 참조할만한 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에 직 인 성능에 한 비교

를 할 수 없었다.하지만,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론이 외부 환경에 따라 결과 값이

쉽게 변하지 않고,평가 방법론 자체가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

하 다.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은 입력변수

의 퍼지함수 퍼지 추론규칙의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가)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근 방법

①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방법론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은 정보공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발하 다.정

보공학방법론은 1990년 JamesMartin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인데 ‘시스템의 계획,분

석,설계 구축에 이르는 정형화된 기법들의 상호 연 된 집합을 용하는 데이터 심의

방법론’을 말한다.이 방법론은 다음 Fig.3.1.3.113과 같이 계획,분석,설계 그리고 구축 단

계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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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분석

설계

구축

전체 시스템을 위한 개발 방법에 대한 개념 설정

전체 시스템을 위한 기능 및 개발 환경 구성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자료 구조 설계 및 단위
모듈 개발

각 단위 모듈의 기능에 대한 단위 테스트 및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여 시스템적 기능 연계 테스트

Fig.3.1.3.113.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방법론.

②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개발 차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의 단 로그램에 한 개발 차는 5개 세부 차로 이

루어진다.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능 분석

이 차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능을 분석하여 처리 차별로 메뉴를 구성하는 차

를 말한다.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환경 설정

이 차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의 운 체계,DB환경 설정 로그램 개발

도구를 선정하는 차이다.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자료 구조 설계

이 차는 자료입력,자료처리,자료 장,조회 출력 등으로 자료 역을 분류하고 각

역별로 필요한 자료 세부항목을 도출하는 차이다.그리고 각 도출된 각 역별로 기

이 되는 항목과 로그램 처리를 한 항목을 추가로 코드화하며,이것을 바탕으로 자료 구

조를 설계하고 SQL-Server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차이다.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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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차 기능별로 단 모듈을 개발하고 메뉴 방식으로

구성되도록 연계하여 개발하는 차이다.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테스트 검증 완성

이 차는 개발된 로그램에 하여 성능을 테스트하고 보완함으로써 완성하는 차이

다.

(나)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메뉴 구성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은 다음 Fig.3.1.3.114와 같이 일 생성 메뉴,코드

리 메뉴,해체공정 입력 메뉴, 험도 산정 메뉴,안 성 평가 메뉴, 험 감 조치 메뉴,

감조치후 비교 평가 메뉴,그리고 최종 평가 결과 조회 메뉴 등 개발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의 차 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총 7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파일
생성 메뉴

해체 공정
입력 메뉴

위험도 산정
메뉴

해체공정
입력

해체공정
Activities 입력

위험평가
요소 입력

로그인 및
파일 생성

해체공정
기본 구성

방사선학적 위험
크기 산정

비방사선학적
위험 크기 산정

안전성평가
메뉴

방사선학적
위험 평가

비방사선학적
위험 평가

위험저감조치
메뉴

방사선학적
위험 조치

비방사선학적
위험 조치

저감조치
전후비교
평가메뉴

방사선학적
위험 조치 평가

비방사선학적
위험 조치 평가

최종평가
결과메뉴

방사선학적
평가조회

방사선학적
평가출력

비방사선학적
평가조회

비방사선학적
평가출력

위험 저감 조치
조회 및 출력

코드관리
메뉴

작업자 피폭 발생
가능성 코드 입력

작업자 피폭 선량
코드 입력

방사선학적 위험
크기 코드 입력

작업자 상해
가능성 코드 입력

작업자 피해크기
코드 입력

비방사선학적
위험크기 코드

입력

Fig.3.1.3.114.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메뉴 기능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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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환경 설정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환경을 Fig.3.1.3.115과 같이 설정하 다.

∙ 로그램 운 체계 :Windows7Server

∙ 로그램 화면 개발 도구 :Dreamweaver

∙ 자료 리 데이터베이스 소 트웨어 :SQL-Server

∙ 로그램 개발 언어 :ASL,SQL,Javascript등

Fig.3.1.3.115.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환경 구성도.

(라)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자료 구조 설계

Fig.3.1.3.116와 Fig.3.1.3.117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자료항목과 자료

역별 개체 계로,그리고 자료항목과 개체 계도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단

모듈을 나타내고 있다.이 모듈은 평가자의 해체공정에 한 평가의 모든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에 장을 하고 장된 자료를 화면을 통해 확인과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는 모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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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16.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자료 구조 설계 구성도.

Fig.3.1.3.117.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자료 DB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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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모듈 개발

Fig.3.1.3.118은 해체공정 안 성 평가를 시작하기 해 시스템의 자료 반 인 리를

한 일을 생성하는 단 모듈을 나타내고 있다.이 모듈은 평가자의 고유 일로 장이

되어 다른 평가자와 복이 되지 않게 리되도록 생성하는 기능,그리고 체 시스템의 자

료 리에 필요한 코드를 리하는 기능,그리고 실제 안 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

인 해체공정을 리하는 모듈이다.

Fig.3.1.3.118. 일생성-코드 리-공정 입력 메뉴 기능 구성도.

Fig.3.1.3.119는 안 성 평가 상인 해체공정에 하여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의 크기를 산정하는 모듈이다.실제 험의 크기는 아래 그림처럼 퍼지추론의 무게 심법

을 이용하여 계산이 되는데 이 로직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따라서

사 에 Matlab을 이용하여 모든 경우에 하여 사 모의한 결과를 고정변수로 처리하여

미리 로그램화하 다.이 게 함으로써 실제 험의 크기를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단

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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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19. 험도 산정 메뉴 기능 구성도.

Fig.3.1.3.120는 해체공정의 험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정에 하여

험한지 험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모듈이다.이 모듈은 평가자가 쉽게 험의 정도를

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개발하 다.단일 해체공정일 경우와 여러 개의 해체공정일 경

우 막 그래 를 이용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Fig.3.1.3.120.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평가 메뉴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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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21은 해체공정에 한 일차 평가 후 험하다고 평가된 공정에 하여 방사선

학 험 감 조치와 비방사선학 험 감 조치를 수행하는 모듈이다.이 모듈은 사

에 입력된 DB를 이용하여 험 감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별도의 험 감 조치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한,서로 다른 험 조감 조치에 하여 체 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Fig.3.1.3.121. 험 감 조치 메뉴 기능 구성도.

Fig.3.1.3.122은 험하다고 평가된 공정에 하여 방사선학 험 감 조치와 비방사

선학 험 감 조치를 수행한 후를 비교하는 모듈이다.이 모듈은 험 감 조치

후에 험의 크기를 해체공정별로 자료를 출력을 하거나 막 그래 를 이용하여 비교가 용

이하도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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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22. 감 조치후 비교 평가 메뉴 기능 구성도.

Fig.3.1.3.123은 험하다고 평가된 공정에 하여 여러 가지 방사선학 험 감 조치

와 비방사선학 험 감 조치를 수행하여 최종 으로 작업 허용이 되는 수 까지의 해체

공정을 나타내는 모듈이다.이 모듈은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 감 조치 후에

한 험의 크기와 각각의 험 감 조치 내용을 막 그래 와 엑셀 일로 다운로드 하

여 체 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발하 다.이 게 함으로써 해체공정에 한 안 성 평가

과정과 결과의 모든 과정을 평가자가 검토할 수 있게 개발하 다. 한,각각의 단 모듈을

메뉴별로 묶어서 자료가 Fig.3.1.3.124와 같이 연계되도록 설계한 후 각각의 기능을 검토하

여 ‘일생성→코드 리→해체공정 입력→ 험도 산정→일차 안 성 평가→ 험 감조치→

감조치후 비교평가→최종 평가’등 일련의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이 수행되도록

체 시스템을 통합하여 개발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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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23.해체공정 최종 안 성 평가 결과 메뉴 기능 구성도.

Fig.3.1.3.124.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 기능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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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요약

가.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기술 개발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시스템은 해체환경 공정을 가상 실로 표 함으로써 기존에

개발한 산모사 시스템보다 한층 실감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일보하 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에 해 해체 비용과 해체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안 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최 해체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

는 기술을 세계 최 로 개발하 다.

-국내외 VR시스템에 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 고 이를 기반으로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시스템에 한 기능 시스템을 설계하엿다. 한 해체공정을 VR로 구 하기 해 고

방사능 시설의 해체 상물을 선정하 고 이에 한 해체공법 해체공정을 구축함.그리

고 해체공정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평가 방법과 평가 항목을 도출하 다.

-해체 시뮬 이션 해체공정 평가 모듈,방사능 오염도 가시화,작업자 피폭 산정 모

듈 등을 하나의 로그램으로 통합 리 할 수 있도록 GUI를 개발하 다.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VR구 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실 해체공정을 구 하

다. 한 해체공정 평가를 해 각 평가요소의 가 치를 산정하고 비용으로 정량화하기

한 수식을 개발하고 로그래 을 하여 해체공정 평가 모듈을 개발하 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환경에 한 방사능 오염도 분석과 안 성 평가 단 모듈을 개발

하고 공통 연계 평가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최종 으로 해체 VR환경 바탕 에 단 시스

템 상호 연계 해체작업에 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 다.

나.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술로 해체작업 환

경의 잠재 험성의 발생원인과 특징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작업자의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잠재 험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 험 감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체공정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기 하여 국내외 해체사례

일반 산업분야의 안 요건을 반 하여 해체공정에 한 험평가 요소를 선정하 고,피폭

선량을 수화하는 방사선학 안 성 평가 기법과 험요소의 피해크기를 수화하는 비방

사선학 안 성 평가 기법을 해체작업 환경에 합하도록 개발하 다.

-일반 산업시설과 운 원 의 안 성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작업에

한 험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 성 평가 방안을 수립하 다.

-국내 연구로 변환시설 해체 수행 자료와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해체 수행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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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해체공정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방사선학 험요소와 비방사선학 험요소를

분류하고,국내 일반 산업분야에서 용하고 있는 평가 험요소와 산업재해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 산업 험요소를 분류하여,해체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 요소를 선정하 다.

-해체공정에 하여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도 산정 결과를 각각 수치 으로 등

화하고,해체작업 특성상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험

도 산정 결과에 따라 우선순 등 을 평가할 수 있는 퍼지추론 논리 기법을 개발하

다.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기법의 세부 차별로 단 모듈을 메뉴방식으로 설계하여

자료 입력 처리가 쉽게 업데이트 되도록 로그램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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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1.개 요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잔류방

사능 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평가해야 한다.이러한 고방사능 지역의 오염도 측

정은 사람의 근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오염도 측정방법인 표면 오염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는 것은 작업자의 피폭 험뿐만 아니라 오염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해체 선진국에서는 hot-cell이나 고 폐기물 탱크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한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하 다.특히 최근에는 소형의 검출기와 섬

체 섬유를 이용하여 측정 상에 하지 않고 원격으로 방사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

석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는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시에는 작업에

한 안 성 확보를 하여 방사능 해도가 가장 큰 악티나이드 핵종과 같은 알 선 방출

핵종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베타선 방출핵종에 한 오염도 측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방사능 시설에서 알 선과 베타선 오염도를 직 동시에 측정하기 해서는 섬

체를 이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 안 성을 확보하

면서 얇은 섬 검출소재가 요구된다.이러한 검출소재를 고방사능 환경에서 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하기 해서는 내방사성,섬 투과매질로서의 투명성 그리고

섬 체의 균일한 함침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재까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직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향후 노후한 고방사능 시설의 시설 유지 보수,북한 원

자력시설의 해체에 비하기 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방사능 시설에 용이 가능한 검출기 측정기술의 개발은 시도

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해외 기술에 의한 경제 산업 종속에서 벗어나기 하여

국내의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이 단계에서 보유한 고분자 검출소재 제조기술을 활용하

여 고방사능 시설에 합한 소형의 검출기를 개발하고,검출 신호를 원거리 송할 수 있

는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고방사능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함으로

써 원자력 산업 분야의 균형 발 에 기여할 수 있으며,방사선 계측용 소재 개발의 원

천기술을 확보하여 기 소재기술 분야의 기술 기술 자립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

므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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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해체는 시설 수명기간 발생량을 상회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일시에 규

모로 발생하고,많은 작업자 방사성 피폭과 방사능 환경방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

한 방사능 안 리 체제 확립이 필수 이다.따라서 해외 선진국들은 해체가 시작되기

에 련된 방사선 안 리 기술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해체의 안 성을 입증하여

국민 수용성을 증진시키고,국내에서도 원자력에 한 일반 국민의 사회 수용성 증진

시키기 하여,고방사능 취 지역의 정확한 방사성 오염도 측정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

작업종사자의 피폭을 감할 수 있으며,작업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3.2.1.1과 같이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기기와

부품과 같은 소형 장치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한 소구역 오염도 측정 기술과 시설 내

부의 바닥이나 벽면과 같은 면 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구분하 다.각각

의 오염도 측정 상별로 합한 검출 소재 측정 기술을 선정하고,측정 시스템을

용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합한 기술 개념을 정립하 다.

Fig.3.2.1.1.오염도 측정 상별 측정 방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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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내용 방법

가.연구내용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고 알 선 오염도 측정장비 검출소재 제조 기술 황 분석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기본소재 특성 평가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 소구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오염도 측정용 섬 층 제조조건 도출 성능 평가

-원거리 신호 송용 일체형 센서 제조 특성 평가

○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섬 검출소재 개발

-고 베타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기술 개발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이 구조 섬 검출소재 개발

-오염도 원격 측정 제어기술 개발

○ 면 오염도 측정 핵종 포집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이 구조 분사형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 면 오염도 측정용 corepolymer제조조건 도출 특성 평가

-오염 핵종 포집용 shellpolymer제조조건 도출 특성 평가

○ 고 알 /베타 오염도 원격측정장비 개발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원격 제어 방안 선정

-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면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고 오염도 원격측정장비 개발

나.연구방법

○ 고 오염도 측정기술 황 분석 검출기 특성 평가

∙ 사용후핵연료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성 오염시설에서 알 선 베타선 오염도 측

정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 특성을 평가

하고,국․내외에서 개발 인 고방사능 측정용 검출기의 황 분석을 통하여 고

방사능 시설의 개선․보수 해체 등에 합한 장치의 개념을 설정함.고방사성

오염도 측정은 검출소재 용 시의 장단 을 평가하여 소한 구역과 면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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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검출소재 제조를 한 방안을 도출하고,고방사능 시

설 내부에서 원격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성함.

∙ 도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소구역의 고방사능 오염도와 시설 벽면 바닥과 같은

면 의 오염도 측정에 합한 검출소재 제조조건을 도출하여 물리 , 학 ,

방사선학 특성을 비교․평가하여 특성을 평가함.

○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용 섬 검출소재 개발

∙ 오염도 측정용 센서의 지지체는 도 으로서의 투명성과 신호 송용 섬유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체로서의 기계 강도가 요구됨.특히,방사선과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이 섬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체 내부의 기포에 의

한 산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제조 시에 기포의 발생이 최소화되어야함.

∙ 이러한 지지체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섬유 섬 층의 지지체는 투

명 에폭시 수지와 경화 진제의 양을 변화시키며 지지체를 제조함.지지체로서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기계 강도를 측정하 으며, 도 으로서의 투명도는

가시 선 역에서의 투과도를 측정함. 한,방사성 오염도 측정 시에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에폭시 지지체 자체에서의 가시 선 역에서의 발 특성을 평

가함.

∙ 고방사능 시설에서의 알 선에 한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알 선에 한 섬

효율이 우수하고 투명한 에폭시와 혼합하여 얇게 도포하여 제조가 가능한 분

말형의 ZnS(Ag)섬 체를 선정함.알 선 검출이 가능한 섬 층은 알 선 계측용

무기섬 체 ZnS(Ag)와 착용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제조함.분말형태의

ZnS(Ag)를 에폭시 수지 혼합물에 용이하게 도포하기 하여,1차로 ZnS(Ag)에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소량 혼합하여 고형시킨 후,2차로 고형화된 1차 소재

에 에폭시 수지 혼합물을 그 로 붓고,경화시켜 제조함.

∙ ZnS(Ag)섬 체는 분말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투명한 섬 체와 달리 알 선

의 에 지를 충분히 흡수하고,섬 을 섬유로 송하기 하여 섬 층의 두께

조 이 요함.섬 층의 두께를 결정하기 하여 MCNPX 산코드를 이용하여

두께별로 모델링하여 알 선의 에 지를 최 로 흡수할 수 있는 두께를 결정하여,

섬 층 제조 실험 조건을 선정함.선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섬 층의 면 도를 10

～ 25mg/cm
2
로 변화시켜 제조한 후에 알 선 검출 특성을 평가하여 최 의 면

도를 결정함.

∙ 고방사성 구역에서 베타선만을 검출하기 하여 검출소재의 기하학 조건별로 검

출특성을 기하학 인 조건별로 MCNPX를 이용하여 모사하여 감마선의 향을 최

소화하면서 베타선을 최 로 검출할 수 있는 기하학 조건을 도출함.도출한 조

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기섬 체 함량별로 센서를 제조하여 학 특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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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학 검출 성능(고유검출효율 50%)을 평가하여 최 의 제조조건을 도출함으

로써 고방사성 구역의 베타선 측정에 합한 검출소재 제조기술을 확보함.

∙ 하나의 센서를 이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phoswich

형태로 검출기를 설계하고,설계조건별 산모사를 통하여 측정 상별 최 의 기

하학 조건을 도출함.특히,좁은 틈새와 같은 소구역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point측정용 센서와 개방된 표면의 오염도 측정 hotspot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mapping센서의 두 가지 검출기 개념을 확립함.

∙ 센서 제조방안을 바탕으로 phoswich검출기를 제조하고 학 (투과도 85% 이상)

방사선학 특성(알 /베타선 검출 효율 50% 이상)을 평가하여 최종 제조조건

을 확립함. 한,방사선에 의한 신호의 송 방식에 따라 알 선과 베타선을

구분할 수 있는 센서 제조기술을 세계 최 로 개발하여 용함.이로서 고방사성

구역에서 알 선과 베타선의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여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출소재 제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계획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함.

∙ 고방사능 구역에서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한 검출 센서는 원거리 신호

송용 라스틱 섬유와 지지체 역할의 에폭시 수지를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제

작함.에폭시 수지 등으로 제조된 혼합물이 고형화되기 에 섬유를 삽입하여

24시간동안 상온에서 경화시켜 일체형으로 제조하 으며, 섬유의 기하학 인

조건 변화(직경,길이,삽입 깊이,다발형 등)에 따른 신호 송 특성을 평가함.

∙ 한, 근이 불가능한 고방사성 오염시설의 상황을 시각화하여 이미지화할 수 있

는 독창 인 개념의 검출소재 제조 방안을 도출하고,실제 오염 시설에서의 용

가능성을 시험하여 고방사성 시설의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분야의 독창

인 기술 분야를 확보하 으며,향후 해외 선진국 비 기술 우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함.

○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을 하여 유화 합법에 의한 core-

shell구조의 에멀젼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고분자 에멀젼을 제조함. 한 이를 이

용하여 방사능으로 오염된 표면에 제조한 고분자를 분사시켜 오염물질에 도포하

고 고형화시킨 후에 오염 핵종에서 방출된 방사선과 고분자 에멀젼내 성분간의

반응에 의하여 오염도를 검출함.

∙ 물을 분산매로 고분자 에멸 을 제조하는 유화 합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

에 환경문제가 없으며 화재와 폭발의 험성이 없고 높은 분자량과 빠른 합속

도와 반응물의 도가 낮아 혼합이 용이하고 반응물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

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한 입자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고분자 조성이 다른 core-shell고분자는 두 종류의 합체가 서로 분리되어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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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core)와 외부 (shell)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소재임.

∙ 유화 합법에 의한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의 제조는 2단계로 구성되며,

먼 첫 번째 단계는 반응용기에 탈이온수를 넣고 질소 가스를 퍼징시켜 반응기

내의 용존산소를 완 히 제거한 후 85℃로 승온시킨 후에 St에 유기섬 체를 용

해시켜 넣고 개시제를 소량씩 첨가하여 core폴리머를 제조함.두 번째 합 단계

로는 제조된 core폴리머를 일정량 반응기에 주입한 다음 질소가스로 퍼징하고 8

5℃에서 EA와 개시제를 일정시간에 걸쳐 주입하여 합반응을 진행시켜 제조하

고 소재의 방사선 오염도 검출 성능을 평가.

○ 표면 오염 핵종 포집용 고분자소재 개발

∙ 다양한 재질의 표면 오염에 용될 수 있는 박리성 유기 소재의 제조를 한 고분

자는 기본 으로 수용성 특성을 소지해야 하며 제염이 필요한 원자력 설비에 있

어 부분의 오염 상 지역은 내부 실내 공간에 한정하므로 제염 작업자의 호흡

기 안 을 해 휘발성 탄화수소 용매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용성 고분자를 단독으로 박리성 소재로 사용하 을 경우 정한 유동성을 지니

면서 박리성을 지니는 두께로의 도포층 형성이 어려우므로 콜로이드 에멀젼 라텍

스를 보완 첨가제로 주입시키는 것이 일반 으로 박리성 코 제 제조 방법임.

∙ 따라서,방사성 오염물의 제염을 한 박리성 코 제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포함

한 장비 설비의 방진과 방습 도료의 박리성 코 제를 분석하여 방사성 오염물

제거용 박리성 도료의 기본 설계를 구성함.이를 해 상용화된 박리성 코 제의

화학 ,기계 성질을 분석하기 해 FT-IR을 이용하여 분자 구조를 분석하고

기계 물성을 확인하기 하여 코 제의 착성 박리 성능을 분석하고 비교

함. 한 DF측정을 통한 고분자 소재의 표면 오염 핵종 포집 성능을 평가함.

○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 로토타입을 제작하기 해 오염도 측정센서와 상물

사이의 거리를 제어능 ±0.5mm 이하로 측정이 가능하고,측정결과를 RS232디지

털 신호로 송이 가능한 이 거리측정 센서를 조사하여 가장 합한 이

거리측정 센서를 선정함.

∙ VisualC++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센서에서 측정한 거리를 실시간으로 확

인하고,오염도 측정 센서 이송용 모터의 회 속도를 제어하여 오염도 측정 센서

와 상물간의 간격을 2mm로 유지할 수 있는 제어 로그램을 제작함.

∙ 제작한 소구역 오염도 측정용 제어시스템을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 매니

퓰 이터에 장착하여 용성을 악함.

○ 면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2D 이 스캐 를 이용하여 측정 시 발생되는 오차의 원인분석을 해 2D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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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 와 상물 간의 거리,스캔 각도,측정 형상,색상,반사도,밝기 등의 변

화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 각 항목 별로 오차에 미치는 향도를 악함.

∙ 2D 이 스캐 로 측정한 데이터의 랜덤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Moving

average기법을 용하 으며 Movingaveraging시 필요한 window내에 정 데

이터 개수를 악하기 해 데이터 수를 5,10,20,30개로 나 어 평균값을 산출

함. 한 평균값에서 공간 역에서 이웃한 몇 개의 값들을 마스크하여 국부 평균

값을 산출하여 오차를 임. 이 스캐 와 상물간의 거리를 변화시킨 후 다

항보간법을 용하여 거리에 따른 캘리 이션 함수를 도출함.2D 스캐 의 회

각도에 따른 오차보정을 해 각도별 데이터를 공간 평균화함.

∙ 면 에 해 스캐닝한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가시화하기 해 Origin8.0 로그

램을 이용하여 스캐닝 데이터를 3D그래픽으로 가시화함.

○ 고 오염도 원격측정장비 개발

∙ 면 오염도 치 제어 기술로 선정한 2D 이 스캐 를 이용한 제어 기술이

다양한 조건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이를 체할 새로운 제어 기술로 스테 오비젼

을 이용한 제어 기법 분석

∙ 스테 오비젼을 이용한 형상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분석을 해 측정 높이별,각

도 별 오차 발생 분석 최 스테 오비젼 설치 치 선정

∙ 스테 오비젼 오차 제거를 한 스테 오비젼 스캐닝을 통한 오차 감을 한 새

로운 스테 오비젼 측정 알고리즘 개발

∙ 스테 오비젼 형상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센서 거리

제어를 한 로그램을 VisualC++를 이용하여 개발

∙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센서 이동 경로 표기 기능을 VisualC++로 로그래

∙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결과 DB 장 3DMapping 로그램을 VisualC++

를 이용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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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결과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해서는 사 에 시설 부지의 방사선학 인 특성평가가 정확

하게 수행되어야 한다.특히,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 오염시설의 경우는 생

물학 방사선학 해도가 큰 악티나이드 핵종의 오염 여부 정도를 악하는 것

이 요하다.악티나이드 계열의 핵종들은 부분 알 선을 방출하며,알 선은 비정이 짧

기 때문에 측정 상 표면과 검출기의 사이의 거리를 최 한 착시켜 계측해야 하며,방

사선량이 높기 때문에 작업자의 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알 선 오염도 측정은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 오염구역 내부의 알 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소면 측정용 결정형 센서와 면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를 개발하고,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 오염도 측정기술을 확립하 다.좁은 구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는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섬 체와 원거리 신호 송이 가능한 라스틱 섬유를 일체형으

로 결합한 검출 센서로서 소면 의 고 알 선 오염도 원격측정에 합하다. 한,고

오염 시설 내부의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면 의 용이 가능한 분사형 검출소재를

개발하 다.분사형 검출소재는 방사선 측정의 corepolymer와 핵종 포집의 shellpolymer

의 이 구조 core-shellemulsion형태로 제조하 으며, 면 의 오염도 측정 핵종 포

집을 통한 오염물 제거가 가능한 기능성의 검출소재이다.

개발한 오염도 검출소재 제조기술 고 알 선 오염도 측정 장비는 고 오염시

설의 방사선 리 측면 해체 사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 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가.이론 배경

(1)섬 체

방사선은 섬 체 내의 원자나 분자를 들뜨게 하는데,이 들뜸 에 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것을 섬 (scintillation)이라고 한다.섬 은 할로겐화 알칼리나 황화아연 등의 무기결정에

서는 도띠(conductionband)로 들뜨게 된 자가 발 심인 격자결함이나 불순물 원자

에 포착되어 발 하는 것이며,발 세기나 스펙트럼 감쇠시간은 발 심의 종류나 농

도 발 심과 모체결정의 조합에 크게 좌우된다.발 스펙트럼은 일반 으로 가시

선 역 자외선 역에 있으며 감쇠시간은 10
-9
～ 10

-3
s정도가 된다.

방사선이 NaI나 ZnS등의 섬 체에 부딪치면,많은 여기분자를 생성시키는데,이 들뜬

분자는 바닥상태로 되돌아갈 때 섬 을 방출한다.1개의 방사선에는 1개의 섬 이 응한

다.섬 검출기는 이 섬 을 자증배 을 통해 류펄스로 변환,증폭시켜 그 계수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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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사방사선의 수를 구한다. 한 얻은 류펄스의 고는 입사방사선의 에 지에 비례

하기 때문에 펄스 고로부터 입사방사선의 에 지를 분석할 수 있다.

섬 검출기는 체로 섬 체와 자증배 (photomultipliertube,PMT)이 합쳐진 일

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섬 체에서 발생한 빛을 효율 으로 PMT에 달하기 해서이

다.섬 체는 방사선을 섬 으로 변환하는 작용을 하고, 자증배 은 효과를 이용

하여 그 빛을 류로 변환,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섬 을 방출하는 물질의 종류는 꽤 많은데 방사선 검출기에 합한 섬 체는 다음의 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방사선 에 지의 섬 효율이 높은 것

∙섬 에 한 투명도가 높을 것

∙섬 의 감쇠시간이 짧을 것

∙섬 의 장 분포가 자증배 (PMT)의 분 감도 특성에 합할 것

먼 ,섬 효율(발 효율)이 높으면 섬 체의 발 강도(발 량)가 높아진다.다음으로,투

명도가 높으면 PMT로의 섬 도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 효율이 높아진다.그리고 섬

의 감쇠시간이 짧으면 시간 분해시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선량률의 방사선을 계수할

수 있다. 한 섬 의 장분포와 PMT의 분 감도 특성이 합하면 자는 효율 으로

자로 변환하기 때문에 높은 자 방출효율(양자효율)을 얻을 수 있다.

섬 체에는 고체,액체,기체 섬 체가 있으며,화학 조성에 따라 무기,유기 섬 체로

분류된다.섬 체의 종류에 따라 동작 이론,측정 상 방사선,섬 체의 반응 등이 달라

진다.

무기섬 체는 발 량을 증강하기 하여 0.1%정도의 Tl이나 Eu등을 첨가한다.이런 첨

가물을 불순물(activator)라 한다.유기섬 체에는 유기결정, 라스틱 액체섬 체의 3

종류가 있으며,어느 것이나 벤젠환(benzenering)을 가지고 있다.액체섬 체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POPOP는 장이 짧은 빛을 흡수하여 그것보다 긴 장의 빛을 방사하기 때문

에 발 스펙트럼 체가 장 장 쪽으로 이동하여 PMT의 분 감도특성과 맞게 된다.이런

첨가제를 장 시 터(shifter)라 한다.

섬 체의 발 효율은,방사선이 섬 체내에서 잃은 에 지와 섬 으로 변환된 에 지와

의 비로 나타내며,이것을 섬 효율이라 한다.안트라센과 NaI의 섬 효율은 각각

약 3～ 5%,13%이며 나머지는 모두 열에 지로 변환된다.이것을 근거로 하면 1MeV의

자는 NaI(Tl)결정 속에서 에 지 3eV(= 장 414nm)의 자를 4.3×10
4
개를 만든다.

섬 체의 발 강도는 섬 체의 종류 방사선의 선질에 따라 다르다.발 강도는 자

선에 하여 가장 높고 LET가 클수록 낮아진다. 를 들면 알 선의 발 강도는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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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1/10이다.그리고 발 강도와 에 지와의 비례성도 LET가 높을수록 나빠진다.섬

체의 발 효율은 실용 으로는 자선에 한 안트라센의 발 강도를 기 으로 한 상 치

로서 나타낸다.안트라센의 발 강도는 매우 높지만,NaI(Tl)의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섬 체의 감쇠시간은 무기섬 체는 수 s,유기섬 체는 수 ns이다.발 강도는 무기섬

체 쪽이 우수하지만,감쇠시간은 유기섬 체 쪽이 우수하다.기체섬 체는 도가 작기 때

문에,발 강도는 고체섬 체보다 약하지만,감쇠시간은 여러 섬 체 에서 가장 짧다.

발 효율은 감마선, 자선, 성자선에 해서는 매우 작지만,알 선이나 핵분열조각

에 해서는 비교 크다.

알 선이나 핵분열조각 등의 하 입자 검출에는 무기섬 체인 ZnS(Ag)나 CsI(Tl),기

체섬 체를 사용한다.ZnS(Ag)는 Ag를 불순물(activator)로 갖고 있으며,분말형태의 고

도를 유지한다.ZnS(Ag)는 베타나 감마 비정보다는 얇고,알 비정보다는 두꺼운 필름이

나 도포형태로 만들어져 베타나 감마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고 알 의 측정효율을 최

화하여 사용된다.

베타선의 검출에는 안트라센이나 스틸벤 등의 유기결정, 라스틱 섬 체,액체 섬 체

를 사용한다.어느 것이나 주로 탄소와 수소로 되어있고 평균원자번호가 낮으므로 베타선

의 검출에 합하다.

안트라센은 낮은 도(1.25g/cm
3
)로 인해 감마와의 상호작용이 많지 않으며 충분한 크

기의 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따라서 베타와 감마가 섞인 혼합장에서도 안트라센은 베

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섬 체의 원자번호가 높으면,베타선의 후방산란이 증 하여

발 량이 어진다.유기결정 섬 체는 형의 단결정을 얻기 어려우므로,지름이 큰 것은

만들기 어렵지만, 라스틱 섬 체는 가공성이 매우 좋아서 지름이 크고,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다.

한편,액체섬 체는 에 지의 베타선을 효율 으로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3
H나

14
C

등의 측정에 리 사용되고 있다.액체섬 체의 특징은 에 지 베타선에 한 높은 검

출효율에 있다.액체섬 계수기에서는,
3
H나

14
C를 함유한 시료를 액체섬 체속에 직 녹

인 상태로 측정하기 때문에,입사 창에 의한 베타선의 흡수,감쇠는 없다.액체섬 체

용제의 혼합물을 칵테일(cocktail)이라 하며,여러 종류가 상용화되고 있다.그러나 액체섬

체의 발 효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액체섬 체와 액침형GM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감마선이나 X선의 검출에는 무기섬 체를 사용한다.섬 체는 하 입자에 의해서는 직

으로 들뜨게 되지만, 자기방사선에 해서는 2차 자에 의해서 간 으로 여기작

용을 한다.감마선 검출용으로는 감마선에 한 에 지 흡수계수가 크고,발 효율이 높은

NaI를 사용한다.NaI는 도가 높고 지름이 20cm 이상 되는 큰 부피의 섬 체로 가공

할 수 있기 때문에,감마선에 해서는 검출효율이 크고 높은 발 강도를 얻을 수 있다.

NaI는 조해성(소 처럼 녹는 성질)이 강하므로 유리창이 붙은 알루미늄 이스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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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한다.기체나 유기섬 체는 원자번호가 낮고 도가 작기 때문에 감마선의 검출

에는 부 합하다.

최근에 개발된 섬 체인 CdWO4는 도가 BGO보다도 크고,유효원자번호도 크므로 검

출효율이 매우 우수하다.그러나 섬 의 decayconstant가 20s로 매우 길어 펄스모드의

계수장치에는 사용하기 어려우나 류모드에서는 합한 섬 체로 사용할 수 있다.GSO

는 감마선의 측정 시 분해능(resolution)이 매우 우수한 장 을 지니므로 감마선 분 학에

사용하기 합하다.

BGO는 PET장치의 섬 체로 사용하는 등 소형의 arraydetector에 사용하기 합하지만

분해능은 NaI(Tl)에 비하여 떨어지는 단 이 있다.그러나 용량의 결정(crystal)을 성장

하기가 용이하고 고에 지의 감마선 검출효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Radiationlength는

CdWO4가 가장 짧고,에 지분해능은 CsI(Tl)이 가장 우수하다.

최근에는 원자번호와 도가 높아서 감마선에 한 검출효율이 높고 에 지 시간 분

해능이 좋은 섬 체를 신재료로서 개발하고 있으며 column구조를 가진 섬 체를 이용하

여 고분해능 방사선 상장비의 센서로 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섬 검출기를 이용한 성자의 측정은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다.일반 인 섬 검

출기의 장 은 빠른 시간분해능,높은 반응효율,그리고 효과 인 감마선 백그라운드 구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유화 합

유화 합은 합성고무,도료, 착제 coating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colloid상의 고

분자(Latex)를 합성 할 수 있는 합방법 의 하나이다.일반 으로 유화 합이란 합하

고자 하는 단량체와 사용성이 없는 액체를 분산매로 하여 유화시켜서 행해지는 합법으

로 2차 천연 Latex의 부족으로 인해 합성고무를 제조하기 한 합성 Latex의 개

발 기술로서 시작되었다.

유화 합에서는 분산매를 주로 물을 사용하고,단량체와 개시제 외에 유화제를 사용하는

데 유화제는 criticalmicelleconcentration(C.M.C)이상에서 “micelle”이라는 지름 약 0.01

㎛ 정도의 colloidalcluster를 형성하여 단량체 분자가 이 micelle에서 반응할 수 있는 장

소를 제공하고 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입자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화 합 반응에 한 최 의 이론은 “Smith-Ewarttheory"인데 이 이론은 유화제가

수용액상에서 micelle을 형성하고 단량체 분자가 micelle의 친 유성 부분 안에 들어가

monomer-swollenmicelle입자를 형성하고 이 입자가 물속에 분산되어 개시제에 의해서

합을 시작하게 된다는 Harkins의 이론을 Smith와 Ewart[3.2.3.1]3.2.3.1]3.2.3.1]등이 정량 으로 정립

시킨 것이다.이 이론은 styrene과 같이 물에 한 용해도가 비교 낮은 단량체의 반응에

잘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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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량체의 부분은 유화제로 안정화되어 있는 지름 1～10㎛ 정도의 monomerdroplet

보다 크므로 물에서 개시제가 분해하여 형성된 라디칼이 monomer-swollenmicelle로 흡

수되어 반응이 시작됨으로서 입자가 형성된다고 가정하 다.Fig.3.2.3.1은 유화 합의 개

략 인 모형을 나타내었다.그 후 Smith의 연구가 계속되었고 Stockmayer가 이론식의 일

반해를 구하는데 성공하 으며 특히 Vanderhoff등에 의해 유화 합의 이론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한 Medvedev는 반응개시가 유화 층에서 일어난다는 이론을 개하 고,

Ugelstad[3.2.3.2]는 monomerdroplet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론도 제안하 다.그러나

유화 합은 Alexander와 Napper,Nomura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물에서 개시제가 분해

되어 생성된 라디칼이 보통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직 micelle로 흡수되지 못하며,물에

녹아있는 단량체와 반응하여 oil-soluble한 oligomer를 형성함으로서 micelle내부로 흡수

될 수 있다고 하 다.근래에는 이들의 설명 로 수용 상에서 oligomer가 형성되는 과정이

핵생성의 첫 번째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험 으로도 oligomer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다.

1952년 Jacobi는 vinylchloride유화 합시 합개시가 micelle내부와 수용 상에서 동시

에 발생한다고 제안하 고,Priest는 vinylacetate에 해서도 합개시제가 micelle내부

와 수용액 상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발표하 다.한편 French는 ethyleneoxideblock

copolymers를 사용하여 , O'Donnel등은 부분검화 polyvinylalcohol을 사용하여 합

시켰는데 이들은 Smith-Ewart이론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하 다.

Smith-Ewarttheory에 따르면 형성된 라디칼이 모두 micelle안으로 흡수되어 고분자

입자로 성장하므로 라디칼 흡수 속도는 매의 분해 속도와 같게 된다.즉, 합도는 성장

속도에 비례하고 개시속도에는 반비례하며,입자수(N)와 입자의 라티칼 개수(n)에 계함

을 알 수 있다.그런데 Smith-Ewarttheory는 유화제 micelle이 없을 경우에도 입자가 형

성된다는 ,이론에 의한 입자의 수가 실험치보다 크다는 ,무에 한 용해도가 큰 단

량체의 반응에는 이론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 을 갖고 있으므로 입자형성에 한 몇 가

지 다른 이론이 제안되었다.

Medvedev는 micelle내에서의 개시반응 신 micelle이나 고분자 입자,monomerdroplet

등의 형태와는 무 하게 흡착된 유화제 층에서의 모든 개시반응을 고려하 다.즉,개시된

고분자 입자수보다 흡착된 유화제에 의한 안정화된 총 표면 을 시하 다.

분산 매체 내에서의 개시반응(homogeneousnucleation)은 vinylacetate같이 물에 한

용해도가 높은 단량체의 유화 합 반응을 설명하기 해 제안되어 Roe,Fitch와

Tsai[3.2.3.3]등에 의해 연구된 이론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물속에서 형성된 라디칼이 물

에 녹아있는 소량의 단량체와 반응하여 oligomeric,polymerictrappedradical을 형성한다.

이들이 이미 존재하던 고분자 입자와 flocculation되어 성장하든지,침 하여 임계크기 이

상이 되면 고분자 입자 성장의 핵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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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mechanism은 CMC이하의 유화제농도에서나 surfactant-freesystem에서 입자 형성

을 효과 으로 설명해 다.즉,monomerdroplet은 크기가 커서 체 인 표면 이 작으

므로 monomerdroplet에서의 개시반응은 요한 것이 아니다.그러나 droplet의 크기가 충

분히 작을 경우에는 monomerdroplet에서의 개시 반응도 micelle이나 수용액 내에서의 개

시반응에 필 할 만한 정도가 된다.이에 한 연구는 Ugelstad등에 의해 행해졌다.

실제 유화 합 공정은 여러 mechanism이 병행해서 일어나게 된다. 한 Okamura등

에 의하면 각종 단량체에 한 Smith-Ewart의 이론에 따르지 않는 순서는 vinylacetate

>methylacrylate>methylmethacrylate> styrene임을 밝혔다.

이 순서는 물에 한 용해도 순이기도 하므로 vinylacetate의 유화 합의 특징은 앞

의 두 요인에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를 들면 styrene같이 물에 한 용해도가 매우 낮

은 경우는 micelle내에서 거의 반응이 개시되나 ethylene이나 vinylacetate같이 비교

물에 한 용해도가 큰 단량체들은 수용액에서 반응이 더 쉽게 제시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micelle형성은 확실치 않으나 유화제를 액상에 넣게 되면,용질들은 공기-물의 계

면에서 친수성 부분은 액상으로,친유성 부분은 공기 으로 배향하는데 용질의 양을 많

이 넣게 되면 표면에 지가 감소하다가 충분한 양의 용질이 공 되면 표면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표면 자유에 지는 일정하게 되고 이 때 려난 용질의 친유성 부분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 micelle을 형성한다.

일반 으로 micelle을 형성하기 해서는 유화제의 농도가 일정한 농도 이상이어야 되는

데 보통 CMC를 충족시키기 해 과잉의 용질을 투입하여 micelle을 형성시킨다.그러나

물에 거의 불용인 styrene의 경우,유화제의 농도가 CMC이상 되어야 micelle내에서 반

응이 개시되나,비교 물에 한 용해도가 높은 ethylene이나 vinylacetate는 micelle형

성과 계없이 합이 개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장

① 높은 분자량과 빠른 합속도

∙ 반응속도가 입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응속도와 분자량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합 방법이다.

∙ 괴상이나 용액 합의 경우 반응속도와 분자량은 서로 반비례한다.

② 높은 환율

∙ 부분의 유화주합은 수 시간 내에 종결이 되고 환율도 거의 100%에 가깝다.

∙ 타 합 방법은 100% 환이 어려울 때가 많아 반응 후 미반은 단량체의 처리가 문

제되기도 하지만 유화 합에서는 후 처리 공정이 필요 없다.

③ 쉬운 혼합과 열 달

∙ 물을 연속 인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물의 도가 낮아 혼합이 쉽다.



-265-

∙ 쉬운 혼합은 반응물을 균일하게 분포시켜 일정한 반응이 진행되도록 해주고 한 반

응열의 제고도 용이하게 한다.따라서 제품의 질 균일성도 양호하다.

∙ 괴상이나 용액 합 같은 균일계 합방법은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자량이 증가

하고 도가 높아져서 교반이 힘들어 반응열의 제거가 어렵다.

방 법 장 단

벌크 합
간단하고 순도가 높은 고분자를 얻을

수 있음
합 반응열 조 이 어려움;고 도

탁 합

반응열 분산이 쉽고 합 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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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반응열 분산이 쉽고, 합 용액의

도가 낮음,용액상태로 직 사용가능

용매의 값이 비싸고,용매의 완 제

거가 어렵고,용매와의 사슬이동반응

가능성이 있음

유화 합

반응열 분산이 쉽고, 합 용액의

도가 낮음,고분자량;에멀젼 상태로

직 사용가능; 착성 고분자에 효

과

유화제 기타 첨가 성분 때문에 고

분자의 순도가 낮아짐

Table3.2.3.1. 합방법의 비교

(나)단

① 첨가제에 의한 오염

∙ 주합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첨가제에 의한 오염이 비교 심하다.

∙ 유화제(안정에),개시제,완충제,환원제,활성제 등이 공정상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종 제품에 존재한다.

② 오염제거를 한 추가공정

∙ 만일 이들 첨가제의 오염이 심각하여 무성에 큰 향을 미친다면 이들 첨가제를

제거해야 한다.따라서 제거,세탁,건조등과 같은 추가공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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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화 합 메커니즘

① 1단계

유화 합은 보통 3단계로 나 수 있는데 그 1단계가 “nucleationstage"로 물에서 개시

제가 분해되어 형성된 라디칼이 단량체와 반응하여 입자가 형성되는 단계이다.반응 기

에 비활성 미셀이 활성미셀로 이되면서 활성미셀의 수가 증가하여 합속도가 증가하는

단계이다.수용액상에는 개시제와 물에 용해된 약간의 단량체,그리고 유화제가 용해되어

있다.유화제는 부분 미셀의 형태로 존재하며,물에 용해되어 개별 으로 떠다니는 것들

도 약간 있다. 부분의 단량체는 단량체 방울 내에 존재하고,일부는 미셀 내에 용해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는 물에 용해되어 개별 으로 운동한다.수용액상에서 생성된 라디칼은

물속을 떠다니다가 단량체를 만나면 바로 합반응을 개시시킨다.그런데,미셀의 표면

이 단량체 방울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라디칼은 미셀에 있는 단량체와 반응하게 된다.

합반응이 시작됨에 다라 팽윤된 활성미셀 내의 단량체가 고분자로 환되기 때문에 단

량체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며,이로 인해 활성미셀과 비활성 미세 는 단량체 방울에 있

는 단량체가 수용액상을 통해 활성 미셀 쪽으로 확산되어 이동한 후 합에 참여하게 됨

으로써 반응하여 종결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합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활성 고분

자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으나 크기가 커지므로 유화제가 그들 표면에 흡착하게 된다.

한 공기-수용액의 계면에 치하는 유화제가 활성미셀의 표면으로 이동하여 흡착되기 때

문에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상승하기 시작한다.이때의 단량체 환율은 5% 미만이며,이

단계에서 생성된 활성 고분자 입자의 수는 단량체 방울에 비해 100,000배 정도 많다.

② 2단계

2단계는 1단계에서 생성된 입자가 성장하는 단계인데 monomerdrople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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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단량체가 수용액상을 통해 확산하여 활성 고분자 입자 내로 공 되

면서 합이 일어난다.1,2단계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팽윤된 미셀은 하나의 개시제 라

디칼에 의해 공격을 받아 합반응을 시작하게 되며,두 번째 라디칼이 활성 고분자 입자

에 포획된 후 곧 종결반응을 하게 되나,그 게 되면 이 고분자 사슬은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그 비활성 고분자 입자는 다른 사슬의 성장을 개시시킬 수 있는

세 번째 개시제 라디칼이 포획될 때까지 휴지기로 남아 있게 되며,계속 이런 식으로 반

응이 일어난다.

③ 3단계

부분의 단량체는 40～ 50%의 환율에 2단계로부터 3단계로 이된다.이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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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량체 방울로부터 활성 고분자 입자에게 공 되는 단량체가 없기 때문에 활성 고분자

입자내의 단량체 농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합 속도의 감소가 래된다.제 2단

계에서 제 3단계로 이될 때 monomer방울이 완 히 소멸되기 보다는 하나의 latex입

자로 남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Fig.3.2.3.1. 형 인 유화 합의 상태.

(라)Core-shell정의

Core-shell이란 합이 일어나는 치와 합된 입자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합 입

자 제조기술에서 같은 입자 내의 내부와 외부의 고분자 조성이 다른 core-shell폴리머는

core와 shell이 폴리머로 구성된 organic-organic계와 core는 무기물 shell은 폴리머로 된

inorganic-organic계로 나 어진다.

Core-shell은 균일 합의 경우에는 합반응의 치를 나타내며 상용성이 없는 폴리머

에서는 합반응 도 상 분리가 일어나게 되므로 합의 치와는 무 하게 core-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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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Paxton은 유화제 흡착을 이용하여 PS 에 methyl

methacrylate(MMA)를 합성한 PS/poly(methylmethacrylate)(PMMA)latexcomposite

particle의 표면을 연구하여 PS-core와 PMMA-shell로 이루어진 core-shell형태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Styrene을 이용한 유화 합의 연구에서는 styrene이 모든 조성에서 polystyrene과 상용

성이 있기 때문에 입자내의 단량체 농도 차이가 없어 합반응이 입자 체에서 해서

고르게 일어남을 가정하 다. 그러나 Williams[3.2.3.4]등은 polymer-rich core가

monomer-richshell에 둘러싸여 입자 내에 단량체 농도의 차이가 생기므로 입자의 표면

근처에서 합반응이 진행된다는 core-shell model을 제안하 다. Fig. 3.2.3.2에는

core-shell입자의 구조를,Fig.3.2.3.3는 core-shell입자의 형성과정을 나타내었다.

Fig.3.2.3.2.Schematic

diagram ofcore-shell

particle.



-269-

Fig.3.2.3.3Typicalgrowthsequenceusingsequential

seededpolymerization.

(마)Core-shell의 이론 배경

① Organic/organicPolymer

한 입자내의 내부와 외부의 고분자 조성이 다른 core-shell폴리머는 폴리머 조성이 다

른 고분자 입자의 블랜딩과 공 합 폴리머입자의 물성과는 달리 한 입자 내에서도 상반된

물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하여 페인트, 착제,부직포 등의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Styrene(St)을 이용한 유화 합 연구 에서는 모든 조성에서 polystyrene(PS)과 상용성

이 있기 때문에 입자내의 단량체 농도 차이가 없어 합 반응이 입자 체에서 균일하게

일어남을 가정하 다.그러나 Williams등은 부분 polymer로 구성되어 있는 core가 단

량체가 부분인 shell에 둘러싸여 입자 내에 단량체 농도의 차이가 생기므로 입자의 표면

근처에서 합반응이 진행된다는 core-shell모델을 제안하 다.

Core-shell이란 합이 일어나는 치와 합된 입자의 형태를 말하며 균일 합의 경우

에는 합반응의 치를 나타내며 상용성이 없는 폴리머 에서는 합반응 도 상 분리

가 일어나므로 합의 치와는 무 하게 core-shell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Paxton은 유

화제 흡착을 이용하여 PS 에 methylmethacrylate(MMA)를 합성한 PS/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latex composite particle의 표면을 연구하여 PS-core와

PMMA-shell로 이루어진 core-shell형태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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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organiccore-shellPolymer의 연구에 있어서 Dickie등은 butylacrylate(BA),

MMA, St 등을 선택하여 단계 에멀젼 합에 의해 hard-core/soft-shell과

soft-core/hard-shell형태의 두 latex복합체를 합성하여 core-shell형태를 찰하 으며,

이들의 탄성을 측정하고 latexblending과 비교하 다. 한 Morgan[3.2.3.5]은 연질-경

질,친수-소수성 폴리머 을 이용하여 단량체 부가순서,유화제화 개시제,seedlevel에

따른 최 조만형성온도(minimum film formingtemperature,MFT)와 도를 측정함으로

서,Core폴리머와 단량체 비율에 따라 입자의 형태가 크게 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

하 다.

Core-shell폴리머는 소수성-친수성이 다른 는 유리 이온도(Tg)가 다른 두 종류의

단량체를 각각 두 단계로 합하여 입자 내에 두 종류의 폴리머가 서로 분리되어 입자내

부(core)와 외부(shell)의 폴리머 조성이 다른 유기-유기형과,무기물 입자를 core로 하여

그 core입자 에 단량체를 shell 합한 무기-유기 복합 latex로 별된다.일반 으로

부분의 고분자들은 서로 상용성이 없어 반응 에 상 분리가 일어나므로 구성 단량체의

성분이나 합조건 합방법에 따라 상 환 core-shell,polymericoil-in-oil딸기모양,

confetti-like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3.2.3.6-3.2.3.9].Core-shelllatex

의 응용분야는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물의학과 극소 자공학 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무유화제 합법에 의해 마이크로 크기의 monodisperse된 core-shelllatex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C.F.Lee는 PMMA/PS core-shelllatex와 폴리머 블랜드의

morphology와 물리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 하 다.

② 단계 합법으로 합안정성과 환율의 높은 core-shell폴리머를 합

단계 에멀젼 합법에 의해 무유화제 core-shell 합시의 입자 성장 과정에서 옹집물이

발생하는 문제 과 유화제를 이용하여 합할 때 shell 합 시에 새로운 입자가 생성되는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해 임계미셀농도 이하의 유화제를 이용하여, 합에 사용될 소량

의 이온수교환수만으로 단량체가 가용화 될 수 있게 pre-emulsion화하고 나머지 이온교환

수를 희석하여 단계 합법으로 합안정성과 환율의 높은 core-shell폴리머를 합하

는 방법에 해 설명하겠다.

Core폴리머제조의 경우, 라스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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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lsion 일정량을 반응기에 주

입하고,ASP수용액을 첨가하여 수십 분간 유지하여 seed를 만든 후 나머지 monomer

emulsion과 ASP수용액을 주입하면서 합을 진행시키고 같은 온도에서 일정시간 숙성하

여 폴리머를 제조한다.

Core-shell폴리머의 제조의 경우,shell폴리머 제조는 폴리머를 희석하여 승온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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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과 ASP수용액을 일정시간에 걸쳐 주입하여 합반응을 진행시킨다.주입이 끝난 후

가량 잔류 단량체를 제거하기 해 숙성반응 한 후 여과망으로 여과시켜 shell폴리머를

제조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에서 제조한 core폴리머의 종류와 shell 합 할 단량체 종류를 바

꿔 여러 가지의 core-shell폴리머를 제조한다.유화제가 반응속도에 미치는 향을 찰

하기 해 APS를 개시제로 하여 St과 MMA을 SDBS의 양을 달리하여 seed 합법으로

합한 경우의 시간에 따른 환율을 나타낸다.

St 합시 SDBS의 양이 단량체에 해 합할 때는 장시간 경과 후에도 환율이

합하 을 경우보다 감소하는 것은 SDBS양이 증가 할수록 단량체 pre-emulsion시에 유

화제의 농도가 높아져서 미셀이 많이 생성되고 미셀 속으로 단량체가 들어가서

monomer-swollen미셀을 형성한다.다음으로 수상에서 분해 된 라디칼이 보다 많이 형성

되어 있는 monomer-swollen미셀 속으로 흡수되어 동시에 반응하므로 합속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된다.MMA의 경우는 SDBS의 양을 단량체에 해 합하 을 때에도 같은

시간에서 환율이 St 합시보다 상 으로 높다.

이것은 MMA는 친수성 단량체로 물에 한 용해도가 St보다 높아서 물속에서 형성된

라디칼이 물에 녹아있는 MMA와 수상에서 일부분이 반응하므로 동량의 SDBS를 사용한

St경우보다도 환율이 높다.Core제조시 유화제 농도를 달리하여 core와 shell 합한

후의 각각의 환율과 평균입자경을 측정해서 분석해보면,유화제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반

응계의 안정성은 증가하나 shell 합 시에 2세 입자가 생성되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

다.

PMMA core폴리머와 PScore폴리머의 입자 모양을 TEM 촬 한 사진과 PMMA/PS

(2/1)core-shell폴리머와 PS/PMMA (2/1) core-shell폴리머의 입자모양을 TEM 촬

한 사진을 확인하면,PMMA core폴리머는 입자의 표면이 일그러진 모양을 나타내고 있

으나 PScore폴리머인 경우는 입자 표면이 매끈한 둥근 모양을 보이고 있다.

PMMA/PScore-shell폴리머에서는 입자표면의 모양이 PScore폴리머의 경우와 같이

매끈하고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입자의 core부분은 PMMA가 입자의 shell

부분을 PS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반 로 PS/PMMA core-shell폴리머의 경우에도 입

자 표면 모양이 PMMA core폴리머 경우와 같이 일그러진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입자의

core부분에는 PMMA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입자내의 내부(core)와 외부(shell)의 폴리머 성분이 다른 core-shell폴리머의 유화

합반응을 core와 shell부분의 조성 분포를 확인 검토하면 PMMA/PS(2/1)와 PS/PMMA

계에서는 SDBS로 균일하게 단량체 pre-emulsion을 만들어 seedemulsion을 합한 후에

나머지pre-emulsion을 연속 으로 주입하면서 합하는 방법이 shell 합 시에 새로운 입

자의 생성이 고 환율(%)이 우수한 core-shell폴리머의 제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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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PS계,PS/PMMA계 PEA/PS계 등의 core-shell폴리머를 알칼리 가수분해

정도,평균 입자경 측정,필름 조막성 비교,DSC에 의한 Tg측정,TEM 촬 에 의한 입

자모양 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core와 shell의 폴리머 구성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Inorganic/organicPolymer

유화 합은 합성고무,도료, 착제 coating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colloid상태의

고분자라텍스(latex)를 합성할 수 있는 합방법 의 하나이다.유화 합에 의한

compositeparticle의 제조에 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Patsiga등

은 poly(vinylacetate)/styrene 계의 유화 합 반응속도를 연구 하 으며,Hughes와

Brown[3.2.3.10]은 몇 가지 latexcomposite를 합성하여 온도에 한 torsionalmodulus를

실험하고 copolymers나 mechanicalblending등의 경우와 비교하 다.유화 합 결과 얻

어지는 latex는 착제,카펫 배면 코 ,종이 코 ,그리고 부직포나 린트용,페인트

각종 건축용 바인더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료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물성의 다양화,자원의 고도이용,재료의 고부가 가

치화 등 여러 가지 에서 복합재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무기계 분체 -유기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분산계 복합재료도 재 실용화되고 있는 복합재료 의 하나이지만 무기분체

는 유기 고분자와 그 성질을 히 달리하기 때문에 소재간의 친화성,복합체에서 무기

분체의 분산 상태 등이 복합재료의 물성 결정의 요한 요인이 된다.이 때문에 복합재료

재조시 여러 가지 couplingagent를 사용하여 무기 분체의 표면을 처리하거나 유기 고분

자에 극성기를 도입하는 matrix개질 등을 통해 소재간의 친화성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

다.그러나 무기화합물의 존재하에 단량체를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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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1-3.2.3.12]는 calcium sulfate,흑연, slag, 속분말, Fe2O3,속유화

물,barium sulfate의 존재 하에 반응 조건을 히 조 하여 methylmethacrylate

(MMA)의 무유화제 유화 합을 시행하 다.이 때 무기 분체의 표면은 그 모양이나 크기,

종류에 계없이 생성되는 유기 고분자에 의하여 부분 으로 는 체가 capsulation되

었으며 합속도와 분자량은 사용한 무기 분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Wartewing은 석 분체 존재 하에서 criticalmicelleconcentration(CMC)이하의 유화

제를 사용하여 vinylacetate를 유화 합시켜 음 속도 측정을 하 다.그 결과 석

분체 입자의 근처에서 vinylacetate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내었다.Tagawa[3.2.3.13]

은 수용성 고분자인 hydroxypropylcellulose(HPC)를 silica입자 표면에 흡착시킨 후

styrene을 유화 합 시킬 때 HPC를 흡착시키지 않은 경우보다 양호하게 capsule화 된다

는 것을 밝 내고서 이 때 HPC가 silica와 성장 고분자 입자 사이에서 binder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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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 다.

Saito는 여러 가지 분체 존재 하에서 MMA의 무유화제 유화 합의 동력학 연구를 하

는데 capsule화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CMC이하의 유화제를 사용하 고 무기 분체와 유

화제의 정 기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이온성 유화제를 선택할 경우 합 이 에 충분한

유화제의 흡착을 얻을 수 있어 균일한 capsule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 다.

Mosquet[3.2.3.14]는 poly(oxyethylene)를 CaCO3 입자에 흡착시켜 CaCO3 농축 슬러지의

도와 분산성에 하여 고찰하 다.

일반 으로 부분의 고분자들은 서로 상용성이 없어 반응 상분리가 일어나므로 구

성 단량체의 성분이나 합조건 합방법에 따라 inverted core-shell, polymeric

oil-in-oil,raspberry,confetti-like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morphology를 나타내게 된다.

(바)Core-shellPolymer의 종류와 특징

① Core-shellPolymer의 종류

Core-shell폴리머는 소수성-친수성이 다른 는 유리 이온도(Tg)가 다른 두 종류의

단량체를 각각 두 단계로 합하여 입자 내에 두 종류의 폴리머가 서로 분리되어 입자내

부(core)와 외부(shell)의 폴리머 조성이 다른 Organic-OrganicType과,무기물 입자를

core로 하여 그 core입자 에 단량체를 shell 합한 Inorganic-organicType으로 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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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 Seed제조한 뒤 남은 monomeremulsion과 개시제의

반응을 시키면서 합을 진행한 뒤 일정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면 만들 수가 있다.shell

polymer의 경우는 corepolymer을 희석시킨 뒤 다시 개시제와 숙성 반응시키면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잔류 단량체는 여과망을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한다.Inorganic-organicType

의 경우 shellpolymer의 경우는 유기/유기 형태와 큰 차이가 없지만 corepolymer에 사

용될 무기물의 표면에서 합이 잘 일어나게 하고 무기물을 encapsulation하지 않은 독립

된 shell입자의 형성을 이기 해 계면활성제를 첨가해 주는 이 특이하다.

② Core-shellPolymer의 특징

Core-shellPolymer는 폴리머 조성이 다른 고분자 입자의 블랜딩과 공 합 폴리머입자

의 물성과는 달리 한 입자 내에서도 상반된 물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하여 페

인트, 착제,부직포 등의 학문 ,공업 응용가치가 크다.Organic-organic계는 라텍스

입자로부터 필름의 형성온도를 원하는 로 조 이 가능하여 도료, 착제,나염,부직포,

착제,그리고 피 등에 응용하여 이들의 가공온도범 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가공된

제품의 사용온도 범 를 넓힐 수가 있다. 동일 입자내의 상반된 물성 즉,내한성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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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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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응력이 좋아진다.이러한 core-shell복합 입자는 폴리머의 순도가 높고,입

자경 분포가 단순하여 자 미경, 산란 장치 등의 표 입자 물질,필터의 다공성입자

측정 물질,각종 칼럼의 충진물,진단용 시약 콜로이드연구의 표 물질로 사용할 수 있

다.Inorganic-organic계의 core-shell입자는 무기 화합물 분체에 단량체를 합하여 무기

화합물 분체가 유기 폴리머에 의해 균일하게 캡슐화가 되므로 매트릭스 내에서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도료, 라스틱,그리고 착제 등의 충진제로 응용이 가능하다.

(3)안정된 에멀젼입자 생성에 한 여러 변수와의 계

(가)유화제의 향

유화제 (SDBS,SDS) 양이 증가 증가할수록 환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량체

pre-emulsion시에 유화제의 농도가 높아져서 미셀이 많이 생성되고 미셀속으로 단량체가

들어가서 monomer-swollen미셀을 형성한 후 수상에서 분해된 라디칼이 보다 많이 형성

되어 있는 monomer-swollen미셀속으로 흡수되어 동시에 반응하므로 합속도가 빠르게

된다.

(나)개시제의 농도와 종류에 의한 향

․ Styrene과 methylmethacrylate 합 시 APS의 농도를 달리하여 합한 경우의 시

간에 따른 환율을 측정한 결과 과량의 개시제인 경우는 열분해에 의한 라디칼을 쉽게

생성하는 반면 소량의 유화제를 사용하 을 때 과량의 개시제는 유화제의 이온 반발력을

감소시켜 불안하게 되어 응집이 일어난 것 같고 개시제의 양이 은 경우는 생성되는 라

디칼이 어 환율이 낮아진다.

․ 개시제 선정을 해 동량의 KPS와 APS를 사용하여 polymethylmethacrylate 합

시의 환율을 비교한 결과 APS를 사용한 경우가 KPS경우보다 환율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APS의 경우 라디칼 분해 속도가 빨라 환율이 높아진 것이다.하지

만 개시제량이 과량일 경우 열분해에 의한 라디칼을 쉽게 생성시켜 동일한 시간에 많은

입자내에서 합반응이 진행되므로 환율은 높지만 합열로 인해 입자의 표면에 흡착

되어 있던 유화제 보호층이 괴되어 응집이 일어난다.

(다)반응온도

유화 합 반응 온도는 라텍스의 물성에 큰 향을 미친다. 를 들면 SBR을 온에서

합하면 SBR의 branching정도가 작으며 가교화도가 낮은 라텍스가 생산된다. 온

합에서는 독스계의 개시제가 사용되며 반응 온도가 높을 때는 persulphate와 같은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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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개시제가 사용된다. 합온도가 실온보다 낮을 경우 반응열을 제거하기 하여 냉매를

하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이때에는 물이 아닌 유체를 냉매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냉동설비가 필요해지므로 제조 원가가 높아진다.

Radical의 생존 시간과 개시제가 소멸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온 합일수록 길기 때문

에 반응이 완료된 후 반응 정지제(shortstopper)를 투입하여 유화 합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그 지 않을 경우 단량체를 합물로부터

분리하는 monomerflashing공정과 같은 후처리 과정에서 합물의 물성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반응정지제로는 hydroquinone p-aminophenol등이 사용된다.Branching

과 가교화 반응은 단량체가 부족하에 공 될 경우 라텍스 내 합체의 농도가 상 을

높으므로 더 많이 일어난다.고무의 인장특성은 온 합일수록 더 양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trans1,4기가 cis1,4기에 비하여 낮은 합 온도에서 더 많이 생성되며 branching과

가교화 반응도 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교반속도

유화 합 반응기는 단량체 방울과 라텍스 입자의 분산과 수용액이 단량체로 포화되게

하기 하여 교반을 행한다.교반속도가 빠를수록 입자 상호간의 뭉침 상이 어들고 반

응기의 온도 조 이 용이해질 수 있으나 무 높은 속도로 교반을 하면 오히려 뭉침 상

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shearcoagulation).

반응기의 열 달을 효율 으로 하기 하여 냉각수를 jacket뿐만 아니라 교반기의 축

baffle 속으로도 순환시킨다.Baffle 은 교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주로 사용

되지만 냉각수의 순환과 단량체,계면활성제 혹은 개시제를 공 하는 통로도로 사용되며

반응온도 혹은 압력등을 측정하기 한 sensor가 부착되기도 한다[3.2.3.15].

(4)에폭시 수지

합성 수지의 한 종류로써 소 산소를 사이에 둔 화합물을 말하며,(-C-O-C-)라는 구

조를 갖는 화합물의 총칭이다.에피클로로히드린(ECH)과 비스페놀 A(BPA)를 합하여

만든 것이 표 이며.단독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으며,경화제를 다시 쳠가하여 열경화성

(Thermoset)의 물질로 변화시켜 사용되므로 보통 수지의 간체라 할 수 있다.

수지는 경화에 있어 반응수축이 매우 작고 한 휘발물을 발생하지 않는다.경화 수지의

기계 , 기 성질이 매우 우수하고,치수 안정성이 매우 좋다.기계 가공성이 좋은 것

을 만들 수 있다.내수성,내약품성,내마모성,가소성이 우수하다.

각종의 충진재( .무기,유기, 속분말,모래 등)을 다량 첨가 할 수 있다. 속,목재,

시멘트,유리, 라스틱 등 거의 모든 것에 착시킬 수가 있고, 속과 시멘트 등 이종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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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간의 착에 사용 할 수 있다. 장 안정성이 높고 경화제를 혼합하지 않으면 기후,온

도에 계없이 장기간의 보 이 가능하다.그러나,황변 상(Yellowing)이 일어난다.경화

시간이 길다(단축은 가능하나 작업성이 문제).결정성 Polymer나 극성이 없는 Polymer

(PE,PP,Silicon,Acryl)에는 착이 불량하다.주제 경화제를 혼용하여야만 한다.

￭ 에폭시 수지의 경화반응

-에폭시기 끼리의 결합반응

-에폭시기의 지방족계 는 방향족계의 수산기(-OH)를 지닌 화합물에 의한 결합반응

-에폭시기의 경화제에 의한 가교 결합반응

￭ 배합용 부자재

에폭시 수지는 경화제를 배합하면 경화는 되지만,사용목 ,용도,조건 등에 부합되지는

않음으로 이를 해 부자재가 필요하다.크게 경화 사용조건 작업조건에 합하도

록 변성시키는 것과 경화된 수지에 특성을 부여할 목 의 것이 있다.

1.경화 진제

사용목 :에폭시 수지의 상온경화는 보통 15℃이상의 온도를 요하고 경화시간은 24시

간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속경화 온 경화 시 사용된다.

￭ 분류 : 진 효과,지연효과

￭ 진 효과 :경화 진제로써 아민 산 경화에 유용한 화합물이 있다.

→ D-230:(주)국도화학.Jeffamine계열의 진제 아민경화제임.

2.희석제

￭ 사용목 :에폭시 수지나 경화제에 첨가하여 도를 하시키는 것으로 사용 시 흐

름성,탈포성의 개선,부품 세부 침투의 개선 등 충진제를 효과 으로 첨가할 수 있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분류 :일반 인 용제와는 달리 휘발하지 않고,수지 경화시에 경화물에 잔존하는 것

으로 반응성과 비반응성의 희석제로 나뉜다.

￭ 반응성 희석제 :에폭시기를 한개 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고,반응에 참여하여 경

화물에 가교구조로 들어감.경화물의 기계 ,열 ,화학 , 기 특성을 하시키

므로 도 하의 목 으로 사용됨.

→ PG-207P:(주)국도화학.Aliphaticglycidylether형태의 2 능성 반응성 희석제로

에폭시 수지의 도 감소 가소성 부여

￭ 비반응성 희석제 :경화물속에 물리 으로 혼합 분산만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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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수지나 경화제와 상용성이 좋고 도로 불휘발성이어야 하며,경화물 에

화학 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사용하게 되면 표면에 석출될 수 있으므로 사

용량의 결정은 충분히 실험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3.충진제

￭ 사용목 :주제나 경화제에 배합하여 경화주지의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첨가량이 증가하면 기계 특성은 향상된다.

￭ 장 :원가 감,열팽창률,경화수축률의 감소,경화시의 발열을 제어,열 도성,내

마모성의 향상 등이 있다.

4.기타 첨가제

￭ 조색제 :수지에 색깔을 넣기 해서는 안료 는 염료가 사용된다.액상 에폭시 수

지는 일반 으로 안료에 한 습윤성이 좋지만,기계 인 혼합이나,볼 ,로울러 등

으로 잘 그라인드하여 혼합하면 된다.

￭ 첨가제 :극미량을 사용하여 수지의 특성을 개량하며,경화시에 물성을 개량하고,기

포 택도를 조정하기 하여 사용되어 진다.

(5) 섬유

라스틱 섬유는 유리 섬유보다 학 특성과 가공성이 우수하므로 새로운 빛의 세

계를 창조한다.특히,건축조명 분야에서 원과 섬유 끝단 까지의 거리가 10～ 50미

터 정도가 되므로 설치의 용이성이 요구되어 진다. 라스틱 섬유가 이에 한 충분한

장 을 제공해 것이다. 한 과거에 유리 섬유가 많이 쓰 던 교통표지 ,박물 조

명도 최근에 라스틱 섬유로 바 어 가고 있다. 라스틱 섬유는 조명분야에 용된

다양한 기술 ,시각 사례에 의거 21세기를 한 다용도의 조명 재료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라스틱 섬유는 고순도 아크릴 진(PMMA :Polymethylmethacrylate)으로 된

Core와 특수 불소 폴리머 (F-PMMA :FluorinePolymethylmethacrylate)로 만들어진 얇

은 Clad층으로 구성되어 있다.Clad의 굴 율(refractiveindex)이 Core보다 낮으므로 섬

유의 한쪽 끝단으로부터 들어온 빛은 Core와 Clad의 속면에서 반사(Total-Reflection)

를 일으켜 Core를 통하여 다른 섬유 끝단으로 나간다. 라스틱 섬유의 구조는 언덕

형(Stepindexprofile)형태이다.Core의 굴 율은 1.495,Clad의 굴 율은 1.402이다.수

각도(NumericalAperture)- 섬유가 끝단에서 빛을 수용할 수 있는 각도는 0.5즉 60̊ 

(lightacceptance:2θ)이다.

라스틱 섬유 장 의 하나는 섬유 단 면 비 Core의 비율이 매우크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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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들면,1mm Out-dia규격의 섬유 Coredia는 0.98mm,Claddia는 0.02mm이므로

섬유 단면 비 Core비율은98%이다.이는 라스틱 섬유의 빛 달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다.수 각도(NumericalAperture)60。에서 빛을 받을 수 있고 섬유

단면의 거의 100%를 빛의 선로로 쓸 수 있는 섬유...이것이 라스틱 섬유이다.

Fig.3.2.3.4. 라스틱 섬유의 빛 달량.

Fig.3.2.3.4의 왼쪽 그래 는 표 형 유리 섬유와 라스틱 섬유의 가시 선 역에

서의 빛 달 손실곡선을 보여 다.이 그래 는 라스틱 섬유가 가시 선(visibleray)

의 빛 달이 가장 이상 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Fig.3.2.3.4의 오른쪽 그

래 는 100% 백색빛(Whitelight)이 섬유의 한쪽 끝단에 들어 갔을때 일정거리를 통과

한 후 다른 끝단으로 부터 나온 빛의 잔여량의 %를 표시한 것이다. 라스틱 섬유는

30m를 통과한 지 에서 들어온 량의 40%가 남아있다. 원과 섬유 끝단 까지의 거리

가 길면 길수록 라스틱 섬유로 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라스틱 섬유의 물성은 Core재료인 PMMA에 달려 있다.PMMA의 열 변형 온도는

약 110℃이므로, 라스틱 섬유는 110℃를 과하는 기온도에서 쉽게 수축되거나 짧

은 시간 동안 빛 달이 히 떨어 질수 있다.반면, 용 상에 따라 10℃에 라스틱

섬유를 짧은 시간동안 남겨두므로 보빈에 감겨있어 발생한 굴곡 상(Spoolmemory)을

제거 할 수 있다.라스틱 섬유가 오랜시간 동안 빛 달율을 유지 할 수 있는 온도는

-40℃에서 70℃ 까지이다.PMMA는 긴 수명을 가진 라스틱 소재이다.더구나, 라스틱

섬유는 순도가 가장 높게 정제된 PMMA로 부터 만들어진다.우리의 신뢰성 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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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testyieldeddata)에 의하면 에서 언 한 온도범 에서 라스틱 섬유를 사용

하면 빛 달량이 반까지 게 되자면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유리 섬유와 라스틱 섬유는 선의 투과 장 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열을 동반

하는 외선(Infraredray),자외선을 동반하는 자외선(Ultravioletray)을 투과시키지 않는

다.특히  라스틱 섬유는 가시 선 역에서의 빛을 충분히 달시켜 다.그러므로

술작품,  신선한 음식물과 섬유 등 열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상물의 진열 조명등

에는 매우 이상 이다. 섬유는 램 의 원 색깔을 상물에 달해 수 있는 환상 인

조명 매개체인 것이다.

￭ 섬유 내의 산란(scattering)

섬유 안에서 빛의 산란은 신호를 감쇠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산란에는 선

형 인 메카니즘에 의한 것과 비선형 인 것의 두가지가 있다.첫째로,선형 인 베카니즘

은 산란에 의해서 빛의 장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섬유를 진행하는 기본 모드로부

터 섬유밖으로 나가는 모드로 이가 일어나게 되며,여기에는 일리 산란과 미산란이

있다. 한 둘째로,비선형 메카니즘에 의한 산란은 빛의 세기가 큰 값일 때 발생한다.여

기에는 유도(stimulated)Brillouin산란과 유도 Raman산란이 있다.

① 일리 산란(Rayleighscattering)

일리 산란은 장보다 작은 크기의 원자구조사이의 국부 인 도변동 때문에 발생

하는 산란으로 섬유 제조시 형성되어 손실을 일으킨다.유리에 있어서의 일리 산란은

하는 평면하의 장에 비하여 매우 작은 부분 인 도의 흔들림에 의한 산란으로서

Si02유리에서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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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 일리 산란 (Rayleighscattering).

 






단 n은 굴 율,Cp는 탄성 상수,kB는 볼츠만 상수,TF는 고화온도,β는 등온상계

율을 나타낸다. 의 식으로부터 일리 산란손실은 장의 4승에 역비례함 알 수 있다.

석 유리에 있어서TF=1400K, β=7×10-12cm2dyn-1,Cp=0.286이라고 하면 일리

산란손실은 λ=1μm이서 약 0.8dB/km가 된다.즉,그 양이 λ-4에 비례하므로 장이 길

수록 일리 산란에 의한 손실이 작다.그러나 장이 1.6μm를 넘어가면 외선흡수에

의한 손실이 커지므로 체 손실이 다시 증가한다.

② 미산란(Miescattering)

미(Mie)산란은 하는 의 장과 같은 정도로 이상의 산란체에 의한 산란으로서 공

진 상태의 산란을 일으키므로 공진 산란이라고 불리운다.즉, 섬유의 불완 한 원통형

구조와 코어-클래딩 경계면의 구조,굴 률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다. 섬유에 있어서는 불순물이나 거품 등이 산란체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겠으나 손실

섬유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미산란은 일리 산란과 달리 제작과정에서

히 낮은 수 으로 일 수 있다.

③ 유도 라만 산란(StimulatedRamanscattering)

SRS(stimulatedRamanscattering)는 의 비선형 효과에 의해 장에 어 남이 생겨

일어나는 상이다.즉,석 유리 에 어느 임계치 이상의 강도를 가진 계가 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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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매질의 회 (rotational) 는 진동(vibrational)모드에 해당되는 만큼의 주 수 변

이가 생기게 되는데 입사된 단색 의 주 수 ω
c
보다 큰 주 수(즉 ω

c+ ω
M
)의 산란은 반

스토크스 (anti-Stokesband)라 하며,ω
c
보다 작은 주 수(즉 ω

c- ω
M
)의 산란을 스토크

스 (Stokesband)라고 한다.여기서 ω
M
은 매질의 회 는 진동모드에 해당되는 주 수

이다.Rayleigh산란과 Raman산란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 자연 라만산란(spontaneonse

Ramanscattering)의 세기는 매질의 종류,편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나 강한 라만 산란

일 경우 일리 산란의 10
-3정도이다.자연 라만 산란은 양자역학 으로 성 포논

(opticalphonon)과 자(phonon)사이의 산란으로 볼 수 있다.

맥스웰 방정식에서 입사된 빛에 의하여 유도된 류 도 J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P는 유도 기 극자 모멘트이고,M은 유도 자기 극자 모멘트,그리고 Q는 유도

기 사 극자 모멘트이다.일반 으로 M과 Q에 의한 자기 의 발생은 P에 의한 것보다

으므 P에 의한 것만 고려하면,microscopic하게 P는 기장 E와 다음과 같은 계가 있

다.

       ⋯

 

 

⋯

α̃,β̃,γ̃ 는 각각 2차 3차 4차 polalizabilitytensor로 일반 인 크기는 α̃∼10-40CV-1m2;

β̃∼10
-50
CV

-2
m
3
; γ̃∼10

-61
CV

-3
m
4으로 차수가 높아질수록 작은 값을 갖는다.여

기서 α̃는 Rayleigh,Raman산란에 계되며 기장 E에 일차 으로 비례한다. β̃, γ̃는

비선형 상으로 비선형Rayleigh,Raman산란에 계된다.

입사된 빛의 기장 세기가 109Vm-1이상으로 커지면 비선형 일리,라만 산란이 일

어나기 시작한다.ω
c
인 주 수의 단색 을 입사시켰을 때 2ωc,2ωc±ω

M
의 주 수를 갖는

산란 이 검출되는데,2ωc에 해당하는 산란을 hyperRayleigh산란이라고 하고,2ωc±ω
M

에 해당하는 산란을 hyperRaman산란이라 한다.따라서 hyperRaman산란은 주 수

으로 보면 overtone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carbontetrachrolide,물,메탄 등의 액체에

서도 hyperRayleigh,Raman산란을 볼 수 있으나,산란세기가 자연 라만산란보다 수백배

작으므로 산란 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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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는 다음의 Fig.3.2.3.6(b)와 같이 two-phononprocess로 이 펌핑빛(ν
i
)이 매질

에 의하여 흡수되면,매질은 virtureexcitedstate로 천이된 후 다시 기 상태로 돌아올 때

(hνi-hνs)만큼의 에 지를 갖게 된다.SRS는 Fig.3.2.3.6(a)의 자연 라만 산란과 달리 가

간섭성을 갖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만 산란 이 진행하게 된

다.따라서 감 필름을 입사 방향과 수직하게 놓으면 여러개의 동심원이 생긴다.

SRS에서 라만 산란 의 주 수 분포는 ω
c±nωM에 치하는데,여기서 n은 자연수로

SRS의 차수라 한다.다음식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SRS의 세기가 충분히 커지면 2차

SRS의 펌핑 우어로 작용하여 2차 SRS가 발생된다.

Fig.3.2.3.6.라만 산란의 에 지 ,

a)자연 라만 산란:b)유도 라만

산란(SRS).

    

따라서 높은 차수의 SRS는 1차 SRS의 overtone이 아니다.이와같이 SRS는 산란 의

주 수 분포,방향의존성에서 자연 라만 산란과 다르면 한 산란 의 세기도 자연 라만

산란과 다르다. 를 들면 벤젠에서 입사 에 지의 50%정도가 SRS에 의하여 1차

Stokes산란(n=1)으로 변환되며,n이 증가할수록 그에 해당되는 차수의 SRS산란 의 세

기는 감소하나,n=3일 때 까지도 자연 라만 산란의 세기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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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glass에서 SRS는 매질내의 진동모드에 의해서 빛이 가간섭하게 산란되어 일어난

다.fusedsilica에 한 Ramangainspectrum은 다음의 Fig.3.2.3.8에 있으며,peakgain

coefficient gesms 1.0μm 장에서 9.4×10
-14
mW

-1이다.fusedsilica는 비정질성 때문에

molecularvibrationalmode의 주 수가,결정에서는 어느 특정 주 수에 sharp하게 peak

를 갖는 것과는 달리 넓은 역에 분포하므로 첩되어 연속 인 넓은 이득 밴드폭을 갖

게 된다.이는 10THz정도이므로 여러 채 을 동시에 증폭할 수 있어 다 채 통신 시

스템으로 쓸 수 있는 장 이 있다.

(△ν)peak을 Ramanshift라고 부르며 13.2THz(440cm
-1
)값을 갖는다.

Ramanshift가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펌 워가 문턱값을 넘을 때 이 주 수 성

분의 빛이 증폭된다는 이다.Ramangain은 자연 라만 산란의 crosssection에 의존되며,

실험 으로 silicafiber에서는 coredopant의 종류(SI,Ge,P등)에 따라 Fig.3.2.3.7와 같이

크게 변한다.이러한 dopant들을 달리하여 실리카 섬유의 라만 산란 단면 이나 라만

이득계수들을 변경시킬 수 있다.

Fig.3.2.3.7.Depant의 종류에 따른 Raman이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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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8.Fusedsilica에 한 Raman

이득 스펙트럼.

SRS가 다른 비선형 처리와 다른 은 selfphasematchingprocess로 상 맞춤 조건

(phasematchingcondition)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를 들면 Stokes산란에서 비선형

분극Ps는 |Ep|
2
⋅Ep로 표 됨으로 Ramaninteractionlength는 식 유효 섬유 길이와 거

의 같게 된다.단일 모드 섬유의 유효코아직경(dffectivecoredianeter)이 5∼10μm정도

이고 손실 섬유의 α가 0.2dB/km이면 Ep값이 매우 크고 Ramaninteractionlegth도

20km정도로 길어짐으로,비록 실리카 섬유의 ge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Raman

gain을 얻을 수 있게 된다.

④ 유도 릴루앙 산란(stimuratedBrillouinscattering)

유도 릴루앙 산란(SBS) 섬유 안에서의 분자의 열진동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빛이 산

란되는 것으로서 산란된 자 외에도 음향 phonon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산란된 빛의

주 수는 원래의 빛의 주 수에서 음향 포논의 주 수만큼 작아지게 된다.이러한 주 수

천이는 산란각도에 따라 다른데,유도 릴루앙 산란은 주로 원래의 빛의 진행방향과 반

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이러한 유도 릴루앙 산란은 워 도가 문턱값 이상이

되어야 나타나는데,이 때 SBS는 SRS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입력 력

벨에서 섬유에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 과정이다. 섬유내에서 달되는 빛의 편 상태

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그 문턱값 PB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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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PB의 단 는 W(watt)이며,d와 λ는 각각 섬유 코어의 지름과 빛의 장

으로서 μm단 로 나타낸 값이다. 한 α
dB
는 식으로 주어지는 섬유 손실로서 dB/km단

로 나타낸 것이며 ν는 GHz단 로 나타낸 원의 역폭이다.

Fig.3.2.3.9.유도 릴루앙 생성(포논에 의해).

1964년 처음 측된 SBS는 리 연구되고 있다.이것은 비선형 매질에 의해 결정되는

입사 펌 주 수로부터 아래로 천이된 Stokes 생성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SRS와

유사하다.그러나 SBS와 SRS사이에는 요한 차이가 있다. 를 들어 Stokes 는 SBS

가 섬유에서 발생할 때 후방으로 되는데 반해 SRS는 양방향에서 발생한다.SBS의

Stokes천이(～10㎓)는 SRS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 3배정도 작다.SBS에 한 임

계 펌 강도는 펌 로 인한 스펙트럼 폭에 의존한다.이것은 cw 펌 나 상 으로

넓은 펌 펄스(폭>1㎲)에 해 ～1㎽만큼 낮다.반 로 SBS는 거의 폭이 <10㎱인 짧은

펌 펄스에 해 발생을 그친다.이러한 모든 차는 다음과 같은 단일 기본 변화로부터

일어난다.SBS는 음향 포논이 발생시키는 반면에 SRS는 포논이 발생시킨다.

SBS과정은 펌 ,Stokes ,음향 사이의 라메타 상호 작용에 의해 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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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될 수 있다.펌 는 차례로 굴 률의 주기 계수를 야기하는 기 변형 과정을 통

해 음향 를 생성한다.펌 로 인한 인덱스 회 격자는 Bragg회 을 통해 펌 을

산란한다.산란된 은 음속 ν
A
로 움직이는 회 격자로 인한 Doppler천이 때문에 주

수에서 아래로 천이된다.동일한 산란 과정은 마치 펌 포논 소멸이 Stokes포논과 음향

포논을 동시에 창조하는 것처럼 양자 역학 으로 볼 수 있다.에 지와 모멘트가 각 산란

사건동안 보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세 의 주 수와 벡터는 다음의 계로 주어진

다.

 

 

여기서 ω
p
와 ω

s
는 주 수이고 kp와 ks는 각각 펌 와 Stokes 의 벡터이다.음향

의 주 수 ω
A
와 벡터 kA는 분산 계를 만족한다.

   sin

여기서 θ는 펌 와 Stokes 사이의 각이고 벡터 계는 |kp|≃|ks|로 사용된다. 식

은 Stokes 의 주 수 천이가 산란 각에 의존함을 보인다.특히,뒤로 진행하는 방향(θ=

π)에서 소멸된다.후방 방향에서 주 수 천이 ν
B
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kp|=2πn/λp로 주어졌고 n은 굴 률,λ
p
는 펌 장이다.단일 모드 섬유에

서 한 방향은 단지 방과 후방 방향이다. 식이 릴루앙 산란이 방(θ=0)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상할지라도 방에서 임의나 온도 릴루앙 산란이 섬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이는 음 의 도 형태가 벡터 선택 규칙의 완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한

다.결과 으로 작은 양의 Stokes 은 방에서 생성된다.이 상은 도 음 릴루앙

산란으로 언 된다.Stokes스펙트럼은 ～10-1000㎒ 범 의 주 수 천이를 가진 다양

한 선을 보인다.이 극도로 약한 특성 때문에 이 상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섬유

에서 SBS는 식 의해 주어진 릴루앙 천이를 가지고 후방 방향에서만 발생한다.ν
A
=5.95

㎞/s와 n=1.45를 사용한다면 실리카 섬유에 합한 값은 λ
p
=1.55㎛일 때 ν

B≃11.1㎓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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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경우와 유사하게 Stokes 의 성장은 그 최고값이 ν=ν
B
일 때 발생하는 릴루앙

이득 계수 gB(ν)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그러나 SRS경우와 반 로 릴루앙 이득 스펙트

럼의 스펙트럼 폭 Δν
B
는 매우 작다(～5㎔ 신에 ～10㎒).스펙트럼 폭은 음 의 제동 시

간이나 포논의 생존 기간 TB에 계된다.사실,음 가 exp(-t/TB)로 감쇠한다고 가정하

면 릴루앙 이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Lorentz스펙트럼형을 가진다.











여기서 Δν
B
는 최 값의 반에서 체 폭이고 Δν

B=(πTB)
-1에 의한 포논 생존 기간과

련된다.ν=ν
B
일 때 발생하는 릴루앙 이득 계수의 최고 값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p12는 횡 탄성 계수이고 ρ
0
는 물질 도,λ

p
는 펌 의 장이다. 릴루앙

이득 계수 gB는 펌 장에 거의 독립 이다.퓨즈된 실리카의 형 인 라메타 값이

식에 사용된다면 ≃×
  이다.이 값은 λ

p
=1.55㎛에서 라만 이득 계수와 비

교하면 거의 3배가 더 크다.

실리카 섬유의 릴루앙 이득 스펙트럼은 섬유 코어에서 모드의 도 형태와 소

량의 불순물의 존재 때문에 벌크 실리카에서 측된 것과는 매우 다르다.

릴루앙 이득에 한 방정식은 안정 상태 조건하에서 얻어지고 그 스펙트럼 폭 가

릴루앙 이득 선폭 보다 훨씬 작은 cw나 cw 펌 (펄스 폭T0≫TB)에서 유용하다.

펌 펄스 폭 T0<TB에서 일시 인 SBS이론은 릴루앙 이득이 식으로부터 얻어진 것과

비교할 때 실제로 감소함을 보인다.사실,펄스 폭이 포논 생존 기간(T0<1㎱)보다 훨씬

더 작다면 릴루앙 이득은 라만 이득 아래로 감소된다.그러한 펌 펄스는 SBS를 통해

앞으로 하는 라만 펄스를 발생시킨다.

cw나 cw 펌 에 해서조차도 릴루앙 이득은 스펙트럼 폭 가 를 과한다

면 실제로 감소된다.이것은 다 모드 펌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한 그 상이 시간

단 로 포논 생존 기간보다 더 짧게 속 으로 변하는 단일 모드 펌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상세한 측정은 넓은 폭 펌핑 조건하에서 릴루앙 이득이  로 정의

된 펌 가 간섭 길이의 상 인 크기와 Stokes진폭이 다소 변하는 거리로 정의된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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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작용 길이 에 의존한다.만약  ≫ 라면,SBS과정은 모드 간격이 를

과하는 펌 이 의 모드 구조에 독립 이고 릴루앙 이득은 몇몇 상호 작용 길이18

후에 단일 모드 이 에 해 거의 동일하다.반 로, 릴루앙 이득은  ≪라면

요하게 감소된다.후자의 상황은 상호 작용 길이가 섬유 길이L이 비교되는 섬유에 일

반 으로 용된다.Lorentz스펙트럼형의 폭(FWHM)Δν
p
를 가지는 펌 의 특정한 경우

에, 릴루앙 이득 스펙트럼은 여 히 식에 의해 주어지지만 최고 이득을 가지고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식에 의해 주어진다.그러므로 릴루앙 이득은 ≫에 해인

자 에 의해 감소된다.

결합 강도 방정식의 해석이 펌 소멸을 포함한 SBS의 완 한 표 에 유용할 지라도

요한 물리 식견은 펌 소멸이 릴루앙 임계값을 측정하기 해 무시된다면 얻어진

다.그 때 Stokes강도는 다음 계에 따라 후방 방향에서 지수 으로 증가되어진다.

  exp

여기서   ,는 유효 코어 면 이고 유효 상호 길이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exp

이 방정식은 z=L에서 입사된 Stokes신호가 SBS결과로 발생하는 릴루앙 증폭 때

문에 후방 방향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 다.실제로 그러한 어떤 신호도 일반 으로

생기지 않고( 섬유가 릴루앙 증폭기로 사용되지 않는다면)Stokes 는 섬유를 통해

발생하는 임의의 릴루앙 산란이나 잡음을 생기게 한다.SRS경우와 유사하게 이것은

이득이 섬유 손실과 정확히 일치하는7거리에서 모드 당 가공 포논을 주입함으로써 동

일해 진다. 릴루앙 임계값은 다음 계에 의해 얻어진 요한 펌 강도 
에서 발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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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gB는 식(9.1.6)에 의해 주어진 릴루앙 이득의 최고 값이다.이 방정식은 SRS의

경우에 얻어진 식와 비교할 수 있다.21이라는 수는 릴루앙 이득 선폭의 정확한 값에

의존해서만 단지 추측된다.이것은 한 펌 와 Stokes 가 섬유를 따라 편극을 유지

하든지 그 지 않든 간에 의존하여 1과 2사이의 인자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Brillouin

임계값에서 1.5배 증가에 의해 편극이 완 히 제거될 때 발생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방정식은 릴루앙 임계값 측정에 매우 유용하다.만약 1.55㎛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된 섬유에 해 형 인 값을 사용하면, 
,≃,≃5×



이고 의 식은 요한 펌 강도 Pcr0≃1mW 를 상한다.매우 낮은 릴루앙 이득이

섬유에서 SBS를 우세한 비선형 과정으로 만든다.

나.고방사능 오염도 측정기술 분석 검출기 선정

HotCell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방사성핵종 오염

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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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폐기물 탱크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한

장비를 개발 에 있다.특히 최근에는 소형의 검출기와 섬유를 이용하여 측정 상에

하지 않고 원격으로 방사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일본의 JAEA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에서 방출되는 악티나이드 핵종의 알 선을 감시하

기 하여 응답속도가 빠른 YAP섬 체를 이용하여 검출기를 개발하 으며,베타선을 계

수하기 하여 YAG 섬 체을 사용하여 phoswich검출기 형태로 제조하 다. 한,원자

로심 외부(JRR-4)에서 섬 체를 장착한 내방사성 섬유를 이용하여 in-situ방사선 모니

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하 다.

미국의 UniversityofMichigan에서는 해체 ,과정,그리고 후의 부지 오염 특성을 평

가하기 한 검출기를 개발하 다.검출기는 장에서 알 선과 베타선의 오염도를 직

측정하기 하여 각각 ZnS(Ag)와 라스틱 섬 체를 이용하 으며,각 섬 체들은 섬유

에 부착하여 오염도를 측정하 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시에 요구되는 다양한 검출 기술의 분석을 통하여 오염도

측정에 요구되는 검출기의 용 사례와 문제 을 악하여 검출 소재 선정의 기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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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 으며,검출소재 특성 평가 시 연구 내용에 반 하 다.

(1)알 선 검출용 무기섬 체 특성 비교

Fig.3.2.3.10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YAP와 ZnS(Ag)분말로 측정한 알 와 베타(감마)

선의 형 인 펄스 고 분포를 보여 다.알 입자들은 ZnS(Ag)분말뿐만 아니라

YAP분말로 성공 으로 측정되었다.순수 알 선은 최 의 펄서 고 선별 가 선정되

면 베타(감마)선과 구분될 수 있다.알 선은 YAP분말에서 233채 에서 측되었고,베

타(감마)선은 76채 이하에서 측되었다.반면에 ZnS(Ag)분말로 측한 알 선은 481

채 이었고,베타(감마)선은 거의 측되지 않았다.

Fig.3.2.3.10.YAP와 ZnS(Ag)분말로 측된 알 와

베타(감마)선의 펄스 고 분포.

최근에 YAP 분말의 두께에 한 알 와 베타(감마)선의 펄스 고 분포의 의존성을

YAP분말의 두께(직경 25mm,3～ 11mg/cm
2
)를 달리하면서 분포를 측정하여 시험한

결과,YAP 분말의 최 두께는 5～ 7mg/cm
2
이었고,ZnS(Ag)분말에 해서는 10

mg/cm
2
의 두께가 알 선을 계수하는데 최 이었다

(3.2.26)
.

Fig.3.2.3.11은 동일한 펄스 형 별 조건으로 YAP와 ZnS(Ag)분말로 측정한 알 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분포를 보여 다.알 선에 한 YAP 분말의 오름시간은



-291-

ZnS(Ag)에 비하여 빠르고,YAP분말에 한 FWHM(반폭치)는 ZnS(Ag)에 비하여 작다.

Table3.2.3.2는 YAP와 ZnS(Ag)의 출력 펄스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YAP분말의 상

분해능은 ZnS(Ag)분말에 비하여 우수하다.즉,YAP분말은 phoswich검출기의 빠른

성분으로서 ZnS(Ag)분말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알았다.YAP와 ZnS(Ag)분말에

하여 당 10
5
알 선 계수치에서 불감시간은 각각 2와 5%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알 와 베타(감마)선을 동시에 계수하기 한 phoswich검출기의 로서,YAP분말을

YAP분말과 다른 섬 붕괴시간(70ns)을 가지는 YAG결정과 결합하 다.Fig.3.2.3.12

은 YAP/YAGphoswich검출기로 측한 알 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분포를 보여주

고,알 와 베타(감마)선의 성공 인 동시 계수를 보여 다.알 와 베타(감마)선 사이의

펄스 형 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figureofMerit(FOM)는 약 4 다.Phoswich검출기는

ZnS(Ag)섬 체와 결합한 다른 phoswich보다 알 선에서 보다 빠르게 반응했다.YAG

결정 한 강한(robust)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oswich검출기는 극한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Fig.3.2.3.11.YAP와 ZnS(Ag)분말에서 알 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분포.



-292-

YAP ZnS(Ag)

Risetime(ns) 211 476

FWHM (ns) 3.1 22

Resolution(%) 1.5 4.6

Table3.2.3.2.YAP ZnS(Ag)분말로 측한 알 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특성

Fig.3.2.3.12.YAP/YAGphoswich로 측정한 알 와

베타(감마)선의 오름시간 분포.

(2)섬 체 물질과 학 결합 방법의 고려

섬 은 학 결합에 의하여 상 장치로 송되고 이 맞추어진다.Rausch는 lens

coupling을 가진 FOPcoupling을 비교했고,taperedFOP가 작은 스크린 크기를 imaging

할 때 이 을 가진다는 것을 제안했다.동일한 제안이 Zanella등에 의하여 CCD-based

X-rayareadetector용으로서 주어졌다.FOP coupling과 lenscoupling의 도식을 Fig.

3.2.3.13과 3.2.3.14에 각각 나타내었다.Fig.3.2.3.13(a)는 동일한 크기의 끝을 가지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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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을 보여 다.수집될 수 있는 섬 의 비율이 요하고 주로 projectionratio에 의존하

며,imaged섬 스크린에 한 CCD chip의 폭으로 정의된다.섬 체 표면에서 빛이 등

방 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면,통상 인 lenscoupling은 빛의 투과율이 1% 미만인 것을

보인다.단지 큰 magnificationfactors의 경우에 형 으로 10의 차수에서 lenscoupling

은 taperedFOP coupling보다 효과 이다.통상 인 CCD chip은 약 10㎛ square 는

rectangular 상 픽셀을 가지고,FOPcoupling은 100㎛ 이사의 공간 분해능을 가지는

capturingNR 상에 하여 보다 우수하다.

Fig.3.2.3.13.CCDcamera와 섬 체 사이의

섬유를 이용한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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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4.섬 체와 CCDcamera사이의 즈를

이용한 coupling.

(3)알 선 오염도 원격측정

원자로,핵연료 실험 장치,가속기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사선 분포 모니터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원거리 측정 가능,지속 인 감지,실시간 작동과 같이 세 가지 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 섬유를 활용한 방사선 분포 감지 센서의 몇몇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이 방

법들은 섬 섬유나 wavelength-shifting을 가진 섬 섬유를 사용한다. 형 인 방법

에서 섬 섬유에서 발생되는 자의 감쇠 길이는 짧기 때문에 센서의 작동 길이는 제한

되어진다.그러므로 센서로부터 지속 인 방사선 분포를 획득할 수 없고 불연속이 된다.

이런 단 을 보완하기 하여 polymethylmethacrylate(PMMA)로 제조된 라스틱 섬유

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다.새로운 방사선 감지 모니터는 앞서 말한 원거리 측

정 가능,지속 인 감지,실시간 작동, 기로부터의 향에 한 최소화,간단한 측정 시

스템과 같은 이 을 가지고 있다.

방사선은 섬유로부터 형 상을 일으키고 이 형 은 400～ 450nm 부근에서 peak

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섬유로부터의 형 의 사용은 방사선세기를 모니터하는 방법

에 하나이다.그러나 이 방법에서 형 세기는 섬유의 발 길이에 의존한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 끝에서 섬 체를 사용하 다.Yamane과 Mori는 섬유의 끝에

서 섬 체활용의 가능성을 입증하 고,섬 체로써 ZnS:Ag를 선택하 다.그러나 ZnS:Ag

는 450nm주 에서 peak를 가지고,섬 체와 섬유의 형 출력을 구별하기 어렵고,특히

원자로 노심과 같은 고에 지 방사선 역에서는 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Sakasai와 Katagiri는 방사선 검출용 섬 체로서 YAG:Ce(YAG :Y3A15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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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체를 용하 다.YAG:Ce의 발 스펙트럼은 530～ 550nm이고 섬 체로부터의 발

이 섬유의 발 과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YAG:Ce섬 체를 가진 puresilica

섬유와 성자 변환자로써 LiF(fiber-A)는 irradiationrig에 설치되었고,rig는 JAERI의 연

구용 원자로 JRR-4의 노심 면에 설치하여 용성을 시험하 다.

Fig.3.2.3.15(a)는
241
Am에 의해 조사된 YAG:Ce섬 체로부터 찰된 형 스펙트럼을

보여 다.발 은 530~550nm에서 peak를 가졌다.Fig.3.2.3.15(b)는 YAG:Ce섬 체와 LiF

를 가진 섬유로부터의 발 스펙트럼을 보여 다.하나는 YAG:Ce섬 체의 발 이 명

백히 찰되었고, 섬유 자체의 발 도 찰되었는데,400～ 450nm의 peak를 가졌다.

550nm 장의 interferencefilter를 사용함으로써 섬 체로부터 발 방출은 얻어지게 되었

다.Fig.3.2.3.15(a)(b)에서,섬 체로부터 학 인 신호에 있는 섬유(400～ 450nm)로부

터 발 의 향이 매우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3.2.3.15.YAG:Ce섬 체를 이용하여

측정한 가시 선 역에서의 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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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후 과정에서 오염도를 직

측정하기 한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국내외의 기술 황을 분석하여 장단 을 악

하고,검출기 특성을 평가하여 기 자료를 확보하 다.측정용 검출소재는 기 고분자와

섬 체의 특성을 평가하고, 상 시설 특성에 합하도록 결정형과 분사형의 두 가지 형

태로 제조방안을 도출하 으며,측정 시스템은 원거리 측정이 가능하도록 신호 송용 소

재를 채택하여 구성함으로써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념을 설정하 다.

(가)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기본요소 정립

고 알 선 오염도 측정 환경은 주로 후행핵연료주기시설이 상이며,이들 시설은

부분이 사용후핵연료의 취 처리에 사용되어 오염도가 가장 높은 시설 의 하나이

다.이러한 시설에서 방사능이 3.63x10
5
Ci/rod인 사용후핵연료를 취 할 경우,작업 후

약 0.1% 정도가 오염이 되었다고 가정하면,총 오염 방사능은 3.63x10
2
Ci정도이다.약

100Ci정도의 오염물질에 의하여 받게되는 선량(Co-60기 )을 계산하면,1m 거리에서

약 1Gy/hr,0.1m 거리에서 약 100Gy/hr,그리고 0.01m 거리에서 약 10,000Gy/hr정

도의 선량을 받게 된다.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검출소재는 약 10,000Gy정도의 내방사

선성을 가져야한다.

(나)기본 고분자 소재의 열역학 유동학 특성 평가

Table3.2.3.3과 같이 검출소재의 기본 고분자 소재로서 폴리스티 과 폴리비닐톨루엔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용융됨으로써 열 안정성은 다른 수지에 비교하여 가장 낮다 (열에

의한 작업의 용이성).폴리스티 의 경우 다양한 유기용매에 녹는 특성을 소지(용매를 이

용한 형상제어의 용이성 확보)하고 있으며,폴리에틸 테 탈 이트 (PET)의 경우 우수

한 투명도에도 불구하고 내용매성 내열성이 높아 실험실 형상제어가 불가능하다.다양

한 고분자 소재들 에서 내방사선성 제조 용이성에 있어 가장 우수한 폴리스티 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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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매

용해도상수

비 (℃)
증기압

(mmHgat25℃)(MPa)1/2  ∂h

메틸 클로라이드 20.3 6.1 39.8 430

아세톤 20.5 7.0 56.1 230

테트라하이드로퓨란 20.3 8.0 66.0 155

메틸에틸 톤 (MEK) 19.0 5.1 79.6 100

톨루엔 18.2 2.0 110.6 27

폴리스티 16.6-20.2 - - -

폴리비닐톨루엔 19.4 - - -

폴리에틸   15.7-17.1 - - -

폴리에스터 19-21.6 - - -

Table3.2.3.3.용매와 지지체용 수지의 열역학 호환성

(a) (b) (c)

Fig.3.2.3.16.기 고분자 소재의 열역학 특성 분석

(a)폴리스티 의 DSC분석,(b)폴리비닐톨루엔의 DSC분석,(c)PET의 DSC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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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사선 검출용 섬 체 선정

섬 체는 Table3.2.3.4와 같이 입자 형태로 존재하여 고분자 소재에 쉽게 함침시킬 수

있으며,비흡습성을 지니고 있어 함침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성 유지할 수 있는 무기섬

체인 ZnS(Ag)와 빠른 응답특성과 베타/감마선 측정에 합하면서,고분자막 제조 시 우수

한 투명도 기계 강도 확보가 가능한 유기섬 체인 PPO(제1용질)과 POPOP(제2용질)

를 선정하 다.

구 분
YAP섬 체

(YAlO3:Ce)

YAG섬 체

(Y2Al5O12:Ce)

ZnS(Ag)

섬 체

유기섬 체

(PPO&POPOP)

도 (g/cm
3
) 5.37 4.57 4.09 1.32

상 출력 (%) 30 11 100 64*

섬 의 감쇄시간 (ns) 25 70 200 2.1

피크 장 (nm) 370 550 450 425

녹는 (℃) 1875 1970 1850 -

Anticorrosive Yes Yes No -

Table3.2.3.4.고 오염도 측정용 섬 체 선정을 한 특성 비교

*Anthracene에 한 상 출력

(라)원거리 신호 송 개념 설정

고방사능 오염도 원격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제조된 검출소재에 직 용하기

에,상용화되어있는 라스틱 섬 체(BC-408,Bicron)에 유리 섬유를 연결하여 원거리

측정 가능성을 시험하 다.유리 섬유의 직경을 1200,1500μm 그리고 길이 2,5m로 변

화시키며,알 선 방사선원인 Am-241(반감기 :432년,알 선 에 지 :5.44,5.48MeV)과

베타선 방출핵종인 Sr-90/Y-90(반감기 :28.78년,베타선 최 에 지 :2.28MeV)을 방사

선원으로 이용하여 검출 신호를 송시켜 측정하 다.

Fig.3.2.3.17(a),(c)는 섬유 직경에 따른 섬 체의 알 ,베타선에 한 펄스 고 스펙

트럼이다.직경을 1200μm에서 1500μm로 변화시켰을 때, 고 스펙트럼의 모양은 거의

동일하나 검출효율을 비교하면 베타선은 약 10%,알 선은 약 40%의 증가를 보 다.(b),

(d)는 섬유 길이에 따른 펄스 고 스펙트럼이다.길이를 2m에서 5m로 변화시켰을

때, 고스펙트럼의 모양은 거의 동일하고 각각의 방사선원에 한 총계수치도 별 차이를



-299-

나타내지 않았다.측정 결과 섬유 직경에 변화는 뚜렷이 나타났으나,길이에 해서는

변화가 없는 걸로 보아 거리에 따른 감쇠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시에 작업자의 근 피폭 가능성을 배제하기 하여 원거

리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정립하 다.오염도 측정용 소재로 이용되는 섬 검출에서 생성

된 빛을 섬유를 이용하여 원거리 송하여 측정함으로서 작업자의 피폭 가능성을 일

수 있도록 측정 개념을 확립하 다.

Fig.3.2.3.17.유리 섬유를 이용한 검출신호 송 시험.

(마) 상별 오염도 측정 개념설정

고방사능 시설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시설 특성에 합한 다양한 형태의 검

출소재의 제조방안을 도출하 으며,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측정

장비를 구성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개념을 설정하 다.오염도 측정용 검출

소재는 소한 구역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결정형 센서와 바닥이나 벽면과 같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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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 검출소재로 구분하여 제조하 다.

-시설 내부의 기기 장비 표면 오염도 측정용 :알 선 검출이 가능한 무기섬 체를

투명한 에폭시 지지체에 도포하고 원거리 신호 송이 가능한 섬유를 결합하여 소구

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제조

-시설 내부 벽면 는 바닥의 오염도 측정용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유기섬 체를 이

용한 오염도 측정용 corepolymer와 핵종 포집용 shellpolymer형태의 이 구조로 분사

가 가능한 액상의 에멀젼 제조

-시설 내부의 공간감마선량율 측정용 :고방사능 시설 내부에서의 감마선량 측정이 가

능하도록 유기섬 체를 에폭시 지지체에 함침시켜 제조하고 섬유를 결합하여 공간감마

선량율 측정용 결정형 센서 제조

Fig.3.2.3.18.고방사능 시설 오염도 측정 개념도.

다.고방사능 알 /베타선 동시 측정기술 개발

(1)알 선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고방사능 시설 내부의 기기나 장비 틈새와 같은 좁은 구역의 알 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도출한 측정용 센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투명한 에폭시 지지체에 알 선 검출이 가

능한 섬 층을 얇게 도포하여 검출용 센서를 제조하 다.알 선 검출용 소재는 이 단

계(2004.03～ 2007.02,배 내부 오염도 측정 기술 개발)에서 개발한 고분자 필름 형태

의 소재로도 제조가 가능하지만,검출된 신호를 원거리 송하기 한 섬유를 용하기

해서는 추가 인 지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 역할의 투명한 에폭

시 지지체 에 알 선 검출용 섬 층을 얇게 도포하는 방법으로 센서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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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9.결정형 센서 측정 제조

개념.

제조한 센서는 원거리 신호 송이 가능하도록 섬유와 결합한 일체형으로 제조하며,방

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빛을 자증배 으로 이송하기 해 섬유를 이용

하 다. 자증배 에서 기신호로 변환된 검출신호는 신호처리 계통을 통하여 알 선

만을 분리하여 측정하여 오염도를 평가하 다.

(가)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오염도 측정용 센서의 지지체는 도 으로서의 투명성과 신호 송용 섬유를 지지할

수 있는 기계 강도가 요구된다.특히,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이

섬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체 내부의 기포에 의한 산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제조 시

에 기포의 발생이 최소화되어야 한다.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에폭시 수지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Fig.3.2.3.20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지지체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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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0.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 방법.

에폭시의 가교반응을 이용한 결정형 센서의 지지체를 제조 :BisphenolA type(국도화

학 YD-128)의 투명한 에폭시 수지에 도료 일반 몰딩용으로 쓰이는 경화 진제 D-230

과 도 감소 가소성을 부여하는 반응성 희석제인 PG-207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지

지체를 제조하 다.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을 계수기로 측정하기

해서는 도 으로서의 지지체의 투명도가 요한 인자이며,에폭시 수지 경화제의 함

량 변화에 따른 가시 선 역에서의 투과를 평가하 다.제조한 지지체의 투과도는 Fig.

3.2.3.21과 같으며,에폭시 경화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투과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에서 함량 증가에 따른 투과도의 편차는 제작한 센서의 표면 처리 정도의 차이로

단되며, 체 인 경향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에폭시 경화제의 양이 증가할

수록 자체 발 에 의한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이는 오염도 측정 시에 백그라

운드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한,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을 원거리 신호를 송하기 하여 섬유를 사용하

으며,에폭시 지지체는 섬유를 고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 강도가 요구된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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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경화제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지지체를 로크웰 경도계를 이용하여 상

경도를 측정하 다.측정한 결과,희석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체의 경도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Fig.3.2.3.21.지지체의 경화제의 함량 변화에 따른 가시 선

역에서의 투과도.

Themixing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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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3.2.3.5.에폭시 함량별 기계 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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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층 도 섬유 지지체로서 에폭시 수지를 고형화하여 제조한 센서의 최종 제

조조건은 학 기계 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batch당 최 직경 20mm 높

이 20mm의 원통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batch당 제조조건(에폭시 수지 :경화제 :희

석제 =50:15:0g)을 선정하 다.

(나)알 선 검출용 섬 층 제조조건 도출

알 선 검출용 섬 층을 제조하기 하여 무기섬 체 ZnS(Ag)와 에폭시 수지를 이용함.

분말형태의 ZnS(Ag)를 에폭시 수지 혼합물에 용이하게 도포하기 하여,1차로 ZnS(Ag)

에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5:1로 소량 혼합하여 고형시킨 후,2차로 고형화된 1차 소재

에 에폭시 수지 혼합물을 그 로 붓고,경화시켰다.

섬 층의 최 두께를 결정하기 하여 ZnS(Ag)무기섬 체 분말 내에서의 알 선 에

지 흡수 과정을 MCNPX를 이용하여 모사하 다.알 선의 에 지는 평균 에 지인 5

MeV로 정하 고,섬 층의 기하학 조건은 실제 제조한 모양과 동일하게 유지하 다.

ZnS(Ag)섬 층의 면 도를 5에서 30mg/cm
2
로 변화시키면서 알 선의 에 지 정도를

모사하 다.

Fig.3.2.3.22와 같이 섬 층의 면 도가 25mg/cm
2
일 때,알 선의 에 지가 완 히 섬

층 내부에서 흡수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실제 섬 층 내부에 흡수된 알 선의 에 지

는 으로 환된 후에 섬 층 외부에 치한 계수 장치에 도달하여 계수된다.그 기

때문에 알 선의 최 검출 효율은 체의 에 지가 흡수된 섬 층 두께보다는 작을 것으

로 상되며,실제 섬 층에서의 알 선 검출 효율을 평가하기 하여 면 도를 각 10,

15,20,25mg/cm
2
로 변화시키면서 센서를 제조하 다.

섬 층의 제조조건에 따른 검출효율을 평가하기 하여 알 선 표 선원인 Am-241을

이용하 으며,측정 조건은 섬 층 면에 알 선원을 배치한 후에 검출 효율을 평가하

다.본 연구에서는 고유검출효율을 평가하 으며,이는 섬 층 내부로 들어온 알 선 에

서 실제로 검출된 양을 평가하는 것으로서,일반 인 검출 효율은 측정의 기하학 조건

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섬 층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고유검출효율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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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2.섬 층의 최 두께 결정을 한 알 선 에 지 흡수 모사

배치도 결과.

(다)알 선 오염도 측정용 섬 층 제조

알 오염도 측정용 도포형 검출소재는 알 방사선 측정 성능이 좋아야 하며 제작이

쉽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무기섬 체인 ZnS(Ag)는 분말의 형태이기 때문에

검출기 센서 제작시 에어 러쉬를 이용한 도포의 방법을 선택하면 공정이 간단하고 비용

이 게 들기 때문에 알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센서 제작을 한 새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알 방사선 측정용 검출기 센서 제작을 하여 에어 러싱 도포방법을 이용한 알 방

사선 반응도 연구를 실시하 다.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기용매 (아세트알킬산)로 이루

어진 시 와 클리어 컬러의 에나멜 페인트를 2:8의 비율로 혼합하고 거기에 무기섬 체

ZnS(Ag)분말을 표의 비율과 같이 첨가하여 섬유가 고정(된 에폭시 지지체에 Fig.

3.2.3.23과 같이 분사 다.

분사 시에 에어 러쉬와 에폭시 지지체가 무 가까우면 한쪽에 도포 용액이 흘러서

뭉침 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에어 러쉬와 에폭시 지지체는 항상 15cm 이상 떨어

진 치에서 분사해 주어야한다.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도포하게 되면 용액이 흐를

수 있으므로 얇게 한번씩 5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앞 에 도포했던 용액이 마르고난

후 다음 도포를 한다.사용된 에어 러쉬는 이와타사 (Revolution CR)의 0.3mm 노즐을

사용하 다.도포 섬 층의 면 도는 에서 결정한 면 도인 15mg/cm2로 도포하 다.

Thinner Enamel ZnS(Ag)

1g 4g 0.1g

Table3.2.3.6.ZnS(Ag)섬 층 도포를 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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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3.에어 러싱 방법을 이용한 섬 체 분사.

Fig.3.2.3.24와 같이 알 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의 ZnS(Ag)면 도 15mg/cm
2
일

때 가장 우수한 알 선 검출 성능을 나타냈으며,이는 실제 섬 층 내부에서 변환된 섬

들이 불투명한 섬 층을 투과하여 계수장치에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 에

지가 흡수되는 섬 층 두께인 25mg/cm
2
보다는 작은 면 도에서 최 검출 효율을 보인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의 제조조건(면 도 15mg/cm
2
)에 의하여 도출된 센서를 이용

하여 측정한 알 선의 고유검출효율은 53% 다.

Fig.3.2.3.24.알 선 검출용 검출소재의 면 도별 스펙트럼과 계수율 비교



-307-

(2)베타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기술 개발

알 선,베타선 감마선이 혼재된 고방사성 시설에서 베타선 측정에 합한 섬 체를

선정하고,베타선에 의한 응답특성을 산모사하여 베타선의 계수효율이 최 이면서 백그

라운드로 작용하는 감마선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 의 기하학 조건을 도출하

다.도출한 기하학 조건을 바탕으로 유기섬 체 기 고분자 소재의 함량별 조건 변

화에 따른 학 특성 방사선학 검출 특성을 평가하여 베타선 측정에 합한 검출

소재의 최종 제조조건을 확립하 다.

(가)베타선 검출용 소재 기본 설계 제조방안 도출

하나의 검출 센서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방사선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할 경우,주로 이

용되는 검출기가 섬 검출기이다.왜냐하면,이들 섬 검출기는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

하여 생성된 빛을 검출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알 선과 베타선 등의 측정하고자 하는

상에 합한 섬 체를 선정하여 제조함으로써 원하는 방사선을 검출할 수 있다. 한,단

일 검출소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방사선을 동시에 측정하고자할 때에도 두 가지 이상의

섬 체를 조합함으로써 목 을 달성할 수가 있다.

특히,이러한 섬 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개의 방사선 검출에 합한 섬 체를 선정하

는 것이 가장 요하다.일반 으로 방사선 계측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섬 체로는 무

기섬 체와 유기섬 체 있으며,이들의 방사선에 한 섬 효율은 표 3-2-21과 같다.

Solid scintillator alpha beta alpha/beta

ZnS(Ag) 2.0 1.0 2.0

CsI(Tl) 0.4 0.5 0.8

NaI(Tl) 0.5 1.0 0.5

CsBr(Tl) 0.05 0.15 0.3

KBr(Tl) 0.01 0.04 0.25

CaF2(Eu) 0.1 0.4 0.25

NaCl(Ag) 0.01 0.04 0.2

Organic 0.02 0.25 0.08

Table3.2.3.7.NaI(TI)의 베타입자 반응 시 방출 빛을 기 으로한 상 섬 효과

표 3-2-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알 선에 해서는 무기섬 체인 ZnS(Ag)가 가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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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섬 방출효율을 보 으며,이 단계에서 알 선 검출소재 제조용 섬 체로 이용하

다.베타선의 경우에는 다양한 섬 체들이 유사한 섬 환 효율을 보 으나,제조의

용이성 알 /베타선의 분리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유기섬 체를 선정하 다.

유기섬 체로는 표 으로 안트라센(anthracene),스틸벤(stiblene), 라스틱 섬 체 등

이 있으며,알 선 검출용 소재와 신호 송용 섬유의 용성 등을 고려하여 라스틱

섬 체를 베타선 측정용 최종 검출소재로 선정하 다.일반 으로 라스틱 섬 체에 많

이 이용되는 용매는 polystyrene과 polyvinyltoluene등이나,이들은 열 합 반응을 이용하

여 제조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신호 송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섬유를 용하기에

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섬유의 용성을 고려하여 투명 에폭시에 베타선 검출용 섬 체

인 PPO와 POPOP를 혼합하여 검출소재를 제조하 다.

오염도 측정용 센서의 지지체는 도 으로서의 투명성과 신호 송용 섬유를 지지할

수 있는 기계 강도가 요구된다.특히,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이

섬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체 내부의 기포에 의한 산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제조 시

에 기포의 발생이 최소화되어야 한다.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에폭시 수지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지지체를 제조하 다.함량 변화에 따른 유기섬 체의 가시 선

역에서의 투명도는 Fig.3.2.3.25과 같으며, 체 인 가시 선 역에서 큰 흡수 없이

투명성을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3.2.3.25.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센서의

함량별 가시 선 역에서의 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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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선 검출용 센서의 기하학 인 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베타선의 에 지와 유기섬

체 센서의 두께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을 Fig.3.2.3.26과 같이 모사하 다.베타선 에 지

그리고 섬 체 두께에 따른 효율을 알아보기 해 입사된 자의 궤 섬 체를 기하

학 형태를 직경이 20mm인 섬 체 표면에서 10mm 떨어진 지 에서 베타선이 섬 체

심에 입사했을 때 입사 입자의 에 지가 섬 체에 흡수되는 비를 계산하 다.베타

선 측정용 에폭시 소재의 섬 체 두께는 1～ 15mm로 변화시켰으며 계산한 에 지 범

는 일반 인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는 에 지에 포함되는 2MeV이하까지 계산하 다.

일반 인 방사선장에서는 감마선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베타선의 검출에

noise로 작용할 수 있어서 electron에 지에 따른 라스틱 검출기의 효율 계산과 마찬가

지로 섬 체 두께 감마선 에 지에 따른 에 지 흡수율 Comptoncontinuum을

계산하 다.

섬 체의 탄소와 수소의 원자 구성비는 실제 검출기 제작에 사용될 에폭시의 구성비로

섬 체를 모델링하 다.모든 계산에 해 F8tally(pulseheight)를 이용하 고 채 폭은

1.1×10
-2
MeV로 정하 으며 섬 체 주변은 공기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 으며,계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는 1% 이하가 되도록 히스토리를 500,000으로 정하 다.

Fig.3.2.3.26.베타선 검출용 섬 체 모델링.

산 모사 결과,섬 체 두께가 10mm인 경우 베타선의 에 지가 2MeV일 때도 80%

이상의 검출 효율을 나타내며,섬 체 두께가 5mm일 때 1MeV까지 거의 90%의 검출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베타선의 에 지는 부분 1MeV 정도이기 때문에 1Me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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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의 에 지 흡수율을 보이는 섬 체 두께 3mm이면 베타선 검출에 충분함을

확인하 다.

(나)베타선 검출용 소재 제조조건 확립

베타선 검출용 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센서는 에폭시 지지체에 유기섬 체(PPO &

POPOP)를 함침시켜 결정형으로 제조하 으며,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와 동일하게 섬

유를 이용하여 원거리 신호를 송할 수 있도록 제조하 다.유기섬 체 PPO(제 1용질)와

POPOP(제 2용질,0.01～ 0.2wt%)의 함량비에 따른 유기섬 체 센서의 학 특성을 평

가여 제조조건을 비교하 으며,제 1용질인 PPO의 함량을 변화시켜 가시 선 역에서

의 투과도와 발 량을 평가하 다.센서 내에서 PPO의 역할은 방사선에 의하여 기 고

분자 소재로 달된 에 지 의 일부를 으로 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최 의 량

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함량을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본 연구에서는 PPO의 양을 0.1～

2.0wt%로 변화시키면서 발 량을 평가한 결과,0.7wt%인 경우 최 량을 얻었다.

한 제 2용질인 POPOP의 경우는 제 1용질에서 발생한 을 흡수하여 측정용 계

수 장치에 부합하는 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용질의 함량 변화에

따라 발 량을 평가하여 최 의 량이 발생되는 유기섬 체 함량을 결정하 다.제1용질

인 PPO의 양을 0.7wt%로 고정시킨 후에 POPOP의 양을 0.01～ 0.1wt%로 변화시키면

서 측정한 결과,제 2용질인 POPOP의 양이 0.06wt%일 때 발생되는 의 양이 가장 많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유기섬 체 함량인 PPO:POPOP=0.7:0.06

wt/%로 최종 조건을 도출하 으며,이 때,가시 선 역에서의 투과도는 약 85% 정도로

서 충분한 투명성을 유지하 다. 한,베타선원을 이용하여 검출한 고유검출효율은 50%

이상으로서 베타선 측정에 합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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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7.유기섬 체 POPOP함량 변화에 따른

발 스펙트럼.

결정된 유기섬 체 최 함량을 바탕으로 방사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 다.검출 성능은

감마선 표 선원인 Co-60을 이용하 으며,기존의 상용 제품인 라스틱 섬 체인

BC-408과 성능을 비교하 다.성능 평가 결과 Fig.3.2.3.27와 같이 방사선 검출 효율은

거의 유사한 값을 얻었으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하나의 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의 양은 기존의 상용 제품에 비하여 에폭시 지지체인 경우가 작은 것을 알 수

가 있었다.이는 방사선에 의한 환 효율이 에폭시가 낮기 때문이다.그러나 에폭시의

경우는 기존의 열 합 반응을 이용한 라스틱 섬 체에 비하여 제작 공정이 획기 으로

간단하며,본 연구의 가장 요한 기능 의 하나인 신호 송용 섬유와 일체형으로 제

작이 가능한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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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8.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센서의 베타선

측정 스펙트럼.

(3)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이 구조 섬 검출소재 개발

알 선과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phoswich검출기의 요건으로서는 방사선에

한 검출 성능과 더불어 섬 체로서의 투명도와 기계 강도를 들 수 있다.특히 본 연

구에서는 고방사성 시설에 용하기 하여 섬유와 센서를 일체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최종 고형화 후의 기계 인 건 성 유지도 요한 조건이다.본 연구에서는 섬유를 포

함하는 투명 에폭시 지지체 에 베타선 측정용의 유기섬 체를 혼합한 에폭시 용액을

용하여 고형화하고,최종 으로 알 선 검출이 가능한 ZnS(Ag)섬 체를 분사하여 알 와

베타선이 동시에 측정 가능한 검출소재를 제조하 다.

동시 측정용 phoswich검출기의 기하학 인 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기존의 알 선 측

정용 ZnS(Ag)섬 층 제조조건과 베타선 측정용 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제조조건을 바

탕으로 Fig.3.2.3.29와 같은 기하학 인 배치로알 선,베타선,그리고 감마선에 한 응답

특성을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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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9.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phoswich검출기 응답특성

모델링.

Table3.2.3.8는 Fig.3.2.3.29과 같은 기하학 인 조건에서 알 선원과 ZnS(Ag)섬 층

의 거리 변화에 따른 알 선 검출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10mm 이상에서는 알 선 검

출 효율이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참고로,공기 에서 알 선의 비정

은 약 30mm 정도이다. 한,선원의 사이의 거리가 2m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알 선

의 검출 효율은 약 10% 정도 차이가 나며 이는 오염도 측정 시에 심각한 오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선원-센서 거리 (mm) 알 선 반응 효율

1 34.59%

2 30.22%

3 26.07%

4 22.23%

5 18.63%

6 15.18%

7 11.84%

8 8.37%

9 4.65%

10 0.91%

Table3.2.3.8.알 선원과 센서의 거리에 따른 알 선 응답 특성



-314-

한,고방사성 시설 내부는 다양한 설비 들이 존재하며 아주 좁은 틈새와 같은 구역의

오염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마찬가지로 바닥이나 벽면과 같은 넓은 지역의 오염도도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목 에 합한 단일 검출기를 용하

기는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본 연구에서는 개개의 목 에 합한 센서를 선정하

기 하여 기하학 조건별 응답 특성을 모델링하 다.특히,고방사성 시설 내부의 아주

좁은 역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센서의 크기가 아주 소형이

어야 하며,넓은 지역의 오염도를 스캔하기 해서는 상 으로 큰 검출기가 요구된다.

개개의 검출 목 에 합한 최 의 센서 크기를 결정하기 하여 센서의 직경을 섬유

를 용하기 한 최소 직경인 5mm에서부터 원격 측정을 고려한 검출기 크기인 50mm

까지 변화시키면서 알 선과 베타선에 한 검출 효율을 모델링하 다.모델링 결과, 소

구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직경이 10mm 일 때 알 선에 한 검출 효율을 유

지하면서 비교 좁은 구역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넓은 면 을 스캔

하기 해서는 섬유의 집 효율과 원격 취 하기 하여 용이한 크기인 20mm로 결

정하 다.

(4)원거리 검출신호 송용 센서 개발

에폭시를 이용한 섬 검출소재의 제조방법을 응용하여 원거리 측정이 가능한 섬 체-지

지체의 일체형 센서를 Fig.3.2.3.30과 같이 제작하 다.비교 다루기 쉽고,경제성이 좋

은 라스틱 섬유를 신호 송용으로 이용하여 에폭시와 결합하 는데,에폭시 수지와

경화제의 혼합물이 고형화되기 에 라스틱 섬유를 혼합물 내에 삽입하여 함께 경화

시켰다.이는 섬유와 센서 간에 생기는 속 손실을 이기 한 제조 방안으로 섬유

와 센서를 분리하여 커넥터 등을 연결하여 측정한 것과 비교하여 일체형 센서가 검출효율

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섬유의 기하학 조건에 따른 측정변화를 확인하기 해 섬유의 길이(1,2,3,10

m),직경(1000,2000,3000μm), 섬유의 삽입 깊이(10,20,30mm)등에 따른 검출효율

을 비교하 다.특히 섬유의 손실 구부림 손실의 차이 을 이기 하여 섬유

의 길이의 각 bending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측정하 으며,여러 가지 손실을 최 한

이기 하여 차폐체와 열수축 튜 를 제작하여 측정하 다.

섬유 길이에 따른 고 스펙트럼의 형상 총계수치는 길이에 상 없이 유사하게 측

정되었다.3m 길이의 섬유 센서의 검출효율은 나머지 길이의 센서와 비교하여 35～

55% 높게 측정되었으나,이는 측정 환경에서 섬유의 일정하지 않은 구부림 손실이나

손실 등으로 인한 편차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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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30. 섬유-지지체 일체형 센서 송 시험용 장치

Fig.3.2.3.31과 같이 다양한 기하학 인 조건에 따른 검출 신호 송 성능을 평가한 결

과, 섬유 직경이 넓어질수록,삽입 깊이가 짧을수록 검출 효율이 우수함을 보 다.이는

방사선이 검출소재로 흡수된 후,polishing된 섬유 단을 통해 송되는 과정에서 방사

선과 검출소재 내의 반응하는 체 이 넓어질수록 검출효율이 더 높게 측정된 것이다.35

mm의 길이를 가진 에폭시 검출소재의 단으로부터 10,20,30mm의 거리로 치된

섬유의 반응단면 과 총계수치는 단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 5배 높게 계측되었다.

4mm 직경을 가지는 pipe에 각각 3mm 단일 섬유와 1mm 섬유 10개를 다발형태

로 메워 넣고 에폭시에 삽입한 센서의 검출성능을 비교하면,두 형태의 총계수치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센서의 제작 시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섬유 센서가 오염

도 측정용 센서로써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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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31. 섬유의 기하학 조건에 따른 센서 성능평가

(5)알 /베타선 동시 측정기술 개발

(가)알 /베타선 신호분리

오염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알 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개개의 오염도를 측정해야하

며,일반 으로 알 와 베타선을 구분하기 하여 고분석법과 형분석법을 이용한다.

고분석법은 검출기에서 생성된 출력 펄스의 높이를 구분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구분하

는 방법이며, 형분석법은 검출기에서 생성된 신호의 모양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으

로 부분의 phoswich검출기는 형분석법을 이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구분하여 측

정한다.

알 선과 베타선이 공존하는 혼합방사선장에서는 알 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측정하여

야 한다.알 선과 베타선의 분리는 각각의 섬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섬 오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를 이용한다.알 선에 의한 quenching효과가 베타선에 의

한 경우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알 선 감마선에 의해 발생한

섬 펄스를 미분함으로써 형의 차이를 펄스의 오름 시간상으로 변환한 다음,이 지

연선을 정형하여 교차 시간을 검출하는 방법을 이용한다.Fig.3.2.3.32에서처럼 tf는 베

타선에 의한 이 지연선 정형을 하여 얻어진 펄스 교차 시간을 나타내고,ts는 알 선이

나 무거운 하 입자에 의해서 얻어진 펄스 교차 시간을 나타낸다.입력 형의 오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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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T2라 하면,입력 의 압 V(t)는 다음과 같다.

    ⋅   



 

지연선상의 Td에서 한번 정형하면,t>Td에서 다음과 같다.

    ⋅   



  ⋅   


   ⋅




⋅


   

지연선 상에서 Td에서 한번 더 정형하면 t>Td에서는 다음과 같다.

    ⋅



⋅


   ⋅   



 

교차 시간 Tc는 V(t)=0에서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식에서 T2가 0에 근할 때 Tc≒ Td가 되고,T2는 ∞에 근하면 Tc≒ 2Td가 된

다.즉 Tc는 진폭에 무 하며,오름 시간이 다르면 교차 시간도 달라지므로 베타선과 알

선이 분리된다.시간 간격을 본질 으로 펄스 진폭에 무 하나 펄스형에 의존하며,어떤

기 신호의 시간과 베타선 혹은 알 선에 의한 교차 시간과의 시간차를 TAC(timeto

amplitudeconverter)를 통하여 변환한다.

Fig.3.2.3.33은 방사선의 차이에 의한 섬 체에서의 펄스 출력의 모양에 따라서 형이

분리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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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32. 교차시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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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33.방사선의 차이에 따른 형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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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이용한 베타선 측정용 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센서와 알 선 검출용

ZnS(Ag)무기섬 체는 섬 붕괴 상수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형분석법(PSD)을

용하여 알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아래의 Fig.3.2.3.34는 이와 같은

형분석법을 이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구분하기 하여 구축한 검출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Fig.3.2.3.34. 형분석법을 이용한 알 선과 베타선의 신호분리

회로도.

본 연구에서는 anode신호를 시간신호로 하고,dynode신호를 에 지 신호로 하여 알

선과 베타선의 형 별을 시도하 다.Anode에서 나온 신호를 C.F.D.(constantfraction

discriminator)에서 시간 입력 신호로 바꾸고,G.D.G.(gateanddelaygenerator)delay신

호를 조 하여 T.A.C.의 기 신호로 입력하 다.Dynode신호는 치 증폭기를 통해 신

호를 반 하고 D.L.Amp.에 입력하 다.여기에서 교차 시간 신호가 만들어 진다.

D.L.Amp.의 출력 신호를 다시 시간 신호로 입력하기 해 T.S.C.A.(Timing single

channelanalyzer)에 입력하 다.T.S.C.A에서 교차 시간이 결정되어 T.A.C.의 stop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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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입력되었다.따라서 anode와 dynode사이의 신호 사이의 시간 차이를 측정하여 형

을 별한다.

Fig.3.2.3.35.알 /베타선의 동시 측정

스펙트럼 형분석법을 이용한 알 선과

베타선의 신호분리.

ZnS(Ag)/에폭시 소재 라스틱 섬 체 조합의 phoswich알 /베타선 동시측정용 검출

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PSD 방법을 이용하여 Fig.3.2.3.35와 같이 알 /베타선 분

리 실험을 수행하 다.

형 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M(figureofmerit)값을 사용하여 형 별정도를 평가하 다.입자 형태

“a"와 ”b"의 교차 시간의 분포가 Fig.3.2.3.36와 같다. 교차 시간의 분포는 PSD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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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M”을 정의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데 값의 정의 식은 다음과 같다.

  



식에서 T는 오름 시간 분포에서 입자 “a”와 “b”의 피크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고 ta

와 tb는 각각 입자 a와 b에 한 오름 시간 분포의 반치폭을 나타낸다. 실 으로 PSD

시스템에서 각기 다른 방사선 형태의 완 분리가 불가능 하지만 M 값이 1.5이상이 되면

형의 분리가 완 히 된 것으로 간주한다.

t a t b

P a r t ic le  a P a r t ic le  b

T

t a t b

P a r t ic le  a P a r t ic le  b

T

Fig.3.2.3.36. 형분석법을 이용한 펄스의

신호분리 형태.

그러나, 형분석법을 이용할 경우 자회로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리하기 때문에 검출

효율의 격한 감소를 래하며,본 연구에서는 알 선과 베타선의 경우 검출 효율이 약

1% 이하로서 원래의 알 선과 베타선의 검출효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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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37. 형분석법을 이용한 알 선과

베타선의 신호 분리 스펙트럼.

구분 FOM
알 선 효율

(%)

베타선 효율

(%)

Phoswich검출기 2.50 0.99 0.48

Table3.2.3.9.Phoswich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알 선과 베타선의 특성

평가

형분석법을 이용한 알 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의 효율 감소

단 을 보완하기 하여,개개의 섬 체에서 발생한 신호를 독립 으로 송할 수 있는

섬유를 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의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한 검출소재를 Fig.

3.2.3.38과 같이 개발하 다.개발한 검출소재를 이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측

정한 결과 검출 효율은 30% 이상으로서 이 의 형분석법에 의한 검출 효율보다 아주

우수함을 확인하 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측 장치를 이 으로 배치해야하는 단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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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38.알 선과 베타선 검출 신호 분리 송형 센서.

(나)고 감마선 백그라운드 제거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을 달할 수 있는 섬유는 유연성,높은 공

간 분해능,제작의 용이성,연결 표면처리와 같은 사용의 편리성, 자기장으로부터 간

섭을 받지 않은 등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섬 의 달 매개체로 사용되는 유

리 는 라스틱 섬유는 고에 지 자선 는 감마선과 직 인 작용으로 인해 센서

부로 사용되는 섬 체가 아닌 섬유 자체에서 생성되는 체 코 (Cerenkovlight)도

마찬가지로 계수장치(PMT 는 Photo-diode)로 달되어 섬 량을 계측하는 데에 방

해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

체 코 이란, 하를 띤 입자가 학 으로 물 같은 투명한 매질 속을 통과할 때,

입자의 속도가 그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 입자는 빛을

방출하면서 빛의 속도 이하로 속도가 어드는 상을 말한다.체 코 효과라고도 하며,

1934년 P.A.체 코 가 고속 자를 물과 유기물 등의 투명한 물질 속으로 통과시켜 발견

하 다.입자가 매질 속을 이동할 때 입자가 통과하는 곳 부근의 유 체 안에서는 편극

상을 근원으로 하는 자기 가 발생하며,이 때 발생하는 자기 는 입자의 속도가 유

체 안의 속보다 클 경우에 멀리까지 될 수 있음이 I.M. 란크와 I.Y.탐에 의해

이론 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가시 선 역에서의 체 코 이 갖는 장의 최댓값은 약 400-480nm로 고

에 지 방사선에 의해 섬유 방사선 센서의 섬 체에서 발생되는 신호와 유사한 장으

로 방출됨으로 섬 체 자체 신호 계측에 어려움을 다.조사선의 입사각도와 체 코

빛의 방출각도가 같을 때 최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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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39. 자선의 입사각도와

섬유에서 달되는 체 코 량과의

계.

섬유에서 발생되는 체 코 빛의 양은 자선의 입사각도(θ)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

으로 섬유로 입사되는 자선의 입사각도와 체 코 빛의 방출각도가 같아지면 체

코 빛은 섬유로 평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계측기에서 가장 많은 섬 량이 검출된다.

복사하는 빛의 방향과 하 입자의 운동방향 사이의 각 θ는

방출각도 - cos 



여기서,n은 물질의 굴 률,c는 빛의 속도,그리고 는 입사입자의 속도이다.

θ는 v에 의존하기 때문에 체 코 의 발생각도를 측정하면 하 입자의 속도를 알 수

있으며 거꾸로 각도에 따라 입자를 분류하면 원하는 역의 속도를 갖는 입자만을 검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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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는 자선의 에 지이다.

의 두 식을 이용하여 코어물질이 PMMA로 이루어진 섬유에서 발생되는 체 코

빛의 방출각도를 계산하면 12MeV 에 지에서의 자선에 해서 약 47.8°로 값이 나온

다.

Fig.3.2.3.40. 자선의 에 지에 따른 섬유에서

생성되는 체 코 의 방출각.

섬 량을 계측하는 데에 있어서 체 코 빛은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

도록 방해가 된다.Fig.3.2.3.40과 같이 방해가 되는 체 코 빛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시킬 수 있다.

첫 번째는 소거법으로서 모형 섬유를 사용하여 제거하는데 기 를 둔다. 섬유 방사

선 센서와 센서부가 없는 동일한 성질의 섬유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동시에 계측하여

그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소거법은 실재 scintillator빛은 모형 섬유에서 일

어난 체 코 빛을 빼서 얻는다.

두 번째 방법은 학 filter를 이용한 장 구별법으로 체 코 와 scintillator빛 사이

스펙트럼 사이로 사용된다.체 코 빛의 장분포가 할지라도 특히 가시 선 역

에서의 체 코 빛이 갖는 장의 최댓값은 약 400-480nm 범 이다.섬 체에서 발

생되는 섬 의 장과 체 코 빛의 장에 차이를 두어 가시 선 역에서 체 코 빛

을 두 종류의 cutofffilter와 bandpassfilter의 학 filter들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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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이 방법은 2채 계측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기 섬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센서의 부피를 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생성되는 의 감쇄시간을 이용하여 구분하는 방법이다.체 코 과

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은 특정한 붕괴상수를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차이를 이용하

여 체 코 을 분리할 수 있다.

Fig.3.2.3.41.신호 송용 섬유에서의 체 코 생성.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방사성 구역의 오염도 측정 시에 백그라운드로서 작용할 수 있

는 고 감마선에 의한 체 코 을 제거하기 하여 소거법을 용하 다.Fig.

3.2.3.42와 같이 오염도 신호 송용 섬유와 나란하게 백그라운드 제거용 dummy 섬유

를 장착하여 제작하 다.

백그라운드 제거용 센서는 Fig3.2.3.43와 같이 섬 층과 지지층의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알 /베타선을 동시 송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이 섬유 센서와 지지층,섬 층,

하나의 지지층의 세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알 /베타선을 분리 송하여 측정하게

하는 삼 섬유 센서로 구분하여 제조하 다.

Fig.3.2.3.42.고 백그라운드에 의한 체 코 소거용

센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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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43.고 백그라운드 제거용

센서.

라. 면 오염도 측정 핵종 포집용 기능성 고분자 소재 개발

(1)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을 하여 유화 합법에 의한 core-shell구조

의 에멀젼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고분자 에멀젼을 제조하 다.한 입자내에서 내부와 외부

의 고분자 조성이 다른 core-shell고분자는 두 종류의 합체가 서로 분리되어 입자내부

(core)와 외부 (shell)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소재이다.방사능으로 오염된

표면에 제조한 고분자를 분사시켜 오염물질에 도포하고 고형화시킨 후에 오염 핵종에서 방

출된 방사선과 고분자 에멀젼내 성분간의 반응에 의하여 오염도를 측정하여 소재의 오염도

검출 특성을 평가하 다.

(가)고분자 구성 소재 선정과 제조 방법

유기섬 체가 함침된 오염도 검출 소재는 당한 화합물질들을 결합시켜 만들었다.혼합

체내에서 들어 있는 화합물의 수에 따라서 1원,2원,3원 등으로 분류한다.최고의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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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물질을 용매,다른 것들을 용질이라 부른다.제조한 검출소재는 3원 섬 체로 하나의

용매와 1차 용질,2차 용질로 구성되어 있다.유기섬 체를 용매로 녹인 후 이것을 고분자화

시켜 고용체로 만들었는데 많이 이용되는 용매는 polystyrene(PS)이다.PS의 근간이 되는

styrene단량체에 styrene과 상용성이 좋으며 필름 제조 후 투명도가 우수한 ethylacrylate를

이원 합하여 소재를 제조하 다.

고분자 합에 사용된 소재는 다음과 같다.단량체 styrene(St,Aldrich)와 ethylacrylate

(EA,Aldrich)를 10wt% NaOH에 3번 세척하고 감압증류하여 사용하 고,개시제는 친수성

인 ammonium persulfate (APS,Aldrich)를 사용하 으며,음이온계 유화제는 sodium

dodecylsulfate(SDS,Aldrich)를 정제없이 사용함.유기섬 체는 입사방사선의 에 지를

흡수 발 ,짧은 장으로 용매 내에서 흡수하는 특성을 지닌 2,5-diphenyloxazole

(PPO, Aldrich)를 제 1용질로 사용하 고, 장 이동체인 제 2용질은

1,4-bis[5-phenyl-2-oxazol]benzene(POPOP,Aldrich)를 사용하 다.

Fig.3.2.3.44는 실험에 사용한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으로,4구 유리 반응기 온도 조 기,

단량체 에멀젼을 연속 으로 하하기 해 사용한 하 용기 (droppingfunnel),반응도

증발에 의한 단량체나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하여 물을 환류시킬 수 있는 응축

(condenser),반응온도 조 을 해 0-100℃ 까지 조 되는 항온조로 구성되어 있다.

유화 합법에 의한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의 제조는 2단계로 구성되며,먼 첫 번

째 단계는 반응용기에 탈이온수를 넣고 질소 가스를 퍼징시켜 반응기내의 용존산소를 완

히 제거한 후 85℃로 승온시킨 후에 St에 유기섬 체를 용해시켜 넣고 개시제를 소량씩 첨

가하여 core폴리머를 제조하 다.두 번째 합 단계로는 제조된 core폴리머를 일정량 반

응기에 주입한 다음 질소가스로 퍼징하고 85℃에서 EA와 개시제를 일정시간에 걸쳐 주입하

여 합반응을 진행시켜 제조하고 소재의 물리․화학 특성 방사선 오염도 검출 특성을

평가하 다.Fig.3.2.3.44와 Table3.2.3.10은 각각 실험 차와 소재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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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44.오염도 검출소재 제조를

한 유화 합 장치.

1.Fourneckflask(1000ml),2.Droppingfunnel(250ml),3.Mechanicalstirrer,

4.Condenser,5.TemperatureController,6.Thermocouple,7.Nitrogenbottle,

8.WaterBath

Fig.3.2.3.45.Poly(St-EA)고분자 에멀젼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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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eedlatex
Poly(St-EA)

compositeparticles

St(g) 2-15

EA(g) 2.5

Seedlatexemulsion(g) 5

DIwat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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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3.2.3.10.Poly(St-EA)고분자 에멀젼의 조성.

(나)PS과 poly(St-EA)고분자의 FT-IR분석

원자나 분자간의 결합에 의한 고유 흡수 장을 그래 로 나타내어 화합물의 결합 형태를

보고 poly(St-EA)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측정하 다.FT-IR은 물질과 외선간의

에 지 교환 상을 이용한 측정법이다.특정 물질의 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그 물질의 화

학 ,물리 특성들에 한 매우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일반 으로 외선 분 법은 유

기화합물의 분석에 폭넓게 용되고 있으며 다원자 무기 화합물과 유기 속 화합물의 분석

에도 매우 유용하다.측정은 KBr( 롬화칼륨)에 시료를 넣고 agatemotar를 이용해 곱게

분쇄한 다음 press로 고압에서 납작한 형태의 pellet으로 만들어 빛을 통과시키는 건식법으

로 측정하 다.

Fig. 3.2.3.46는 PS과 poly(St-EA)의 FT-IR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S과

poly(St-EA)고분자의 구조 분석 결과 PS의 형 인 흡수띠인 약 3060㎝-1에서 -CH-신

축진동과 약 1610㎝-1부근에서 벤젠링의 C=C 신축진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1493,

1448㎝-1에서 C-H 비 칭 흡수띠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Poly(St-EA)의 IR스펙트럼 측

정 결과 약 1638,1490그리고 1450㎝-1에서 PS과 유사한 벤젠링의 신축진동이 나타났다.

이로써 St과 EA의 고분자 합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Fig.3.2.3.47과 Fig.3.2.3.48는 유기섬 체 PPO와 POPOP의 FT-IR스펙트럼을 나타낸 것

으로 poly(St-EA) 합 시 유기섬 체가 고분자와 화학 결합에 의한 분자구조가 변한 것

이 아니라 단순히 St단량체에 용해되어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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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46.PS과 poly(St-EA)고분자의 FT-IR 스펙트

럼;(a)PS,(b)poly(S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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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47.PPO유기섬 체의 FT-IR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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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48.POPOP유기섬 체의 FT-IR스펙트럼.

(나)DSC TEM 분석

Fig.3.2.3.49는 PS과 poly(St-EA)고분자의 Tg를 나타낸 것으로 PS과 달리 poly(St-EA)

에서 두 개의 Tg가 측정되었는데 낮은 온도에서 shell부분인 PEA (-24℃)가 나타났고 높

은 온도에서 core의 PS(100℃)을 확인하 다.한 입자 내에 공 합 형태가 균일하게 분포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core와 shell부분이 상분리된 상태로 존재하 다.Tg통하여 두 개

의 특성을 나타내는 core-shell구조의 고분자 에멀젼임을 확인하 다.Fig.3.2.3.49의 TEM

이미지에서 보듯이 poly(St-EA)고분자 에멀젼 입자는 core-shell구조의 형상을 가지고 있

으며 입자 크기는 평균 350nm 임을 확인하 다.Core는 소수성의 PS으로 구성되며 에멀젼

입자의 shell에는 친수성의 PEA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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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49.Poly(St-EA)고분자에멀젼의 DSCcurve와 TEM image.

(다)TGA분석

열 량분석기 (TGA)는 시료에 온도 로그램을 가하여 시료의 질량변화를 시간이나 온도

의 함수로써 측정한다.소재의 열 안정성을 확인하기 하여 측정하 으며 소재의 질량 손

실은 증발 (vaporation)이나 가스상 산물을 생성하는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된다.

Fig.3.2.3.50은 (a)PS와 (b)poly(St-EA)의 온도 증가에 따른 시료의 량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오염도 측정용 고분자소재의 열 안정성에 한 EA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TGA

분석을 하 다.결과에서 보듯이 PS는 400℃ 부근에서 첫 번째 무게 감소를 보이며 440℃이

상에서 시료의 잔류물이 없음을 확인하 다.첫 번째 무게 감소는 고분자 구성물 개시제

의 분해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무게 감소는 체 분자의 분해에 의한 무게 감소로 단된

다.반면 PS에 EA를 합한 poly(St-EA)는 500℃에서 약 12%의 잔류물이 존재함을 확인

하 다.이로써,EA는 복합소재의 무게 감소 과정을 늦추거나 방지하여 순수한 PS보다는

poly(St-EA)의 열 안정성이 우수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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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0.Poly(St-EA)고분자의 TGAcurves;(a)PS,

(b)poly(St-EA).

(라)Poly(St-EA)고분자 필름의 투과도 분석

분 분석기 (spectrometer)는 빛의 장에 따른 분포도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장별로

빛이 흡수,투과 반사하는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빛과 반응하는 모든 물질의 물리,화

학 특성을 조사하는 가장 기 인 분석기기이다.그 에서도 UV/VISspectrometer는

가장 리 사용되는 기본 분석기기이며, 한 센서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보통 빛이라

고 부르는 자기 복사선 에서 장 범 가 약 100-1000nm에 이르는 자외-가시 선의

에 지는 원자나 분자궤도 함수에 있는 자들을 이시키는데 충분한 에 지이다.

측정은 물질에 입사하는 주 의 속에 비하여 투과 는 반사 속의 입사 속에 한

비를 측정하 으며 300-900nm 역의 분 분포를 측정하 다.Fig.3.2.3.51은 UV/VIS

spectrometer측정 결과로 가시 선 300-900nm 역에서 빛을 투과시켜 poly(St-EA)고

분자 필름의 투과도를 측정하 다.Poly(St-EA)고분자에서 St함량이 5wt% 일때 PMT

의 응답 장인 400-450nm에서 약 75%의 투과도를 보 다.이는 core부분에는 PSt가 존

재하고 shell부분에는 soft한 PEA가 존재하므로 필름 형성시 입자들간의 융착이 충분히

일어났기 때문이라 사료된다.St함량이 증가할 수록 hard한 PSt이 필름 형성시에 입자들

간의 융착이 불충분하게 일어나 단순히 뿌 한 상태의 필름이 형성되고 투명도가 감소하

고 St10wt%에서는 투명도가 0%에 가까웠다.따라서 St10wt% 이상에서의 투과도

결과는 의미가 없으며 poly(St-EA)고분자의 방사능 검출 성능에 하여 St의 함량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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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1.Poly(St-EA)필름의 St함량에 따른 UV-VIS

spectrometer와 필름 투명도.

(마) 환율

① 개시제의 향

환율은 개시제,유화제,반응온도 교반 속도 등 반응조건에 따른 단량체의 고분자

환율을 말하며 여러 변수들이 고분자 환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측정하

다.Fig.3.2.3.52는 개시제가 반응속도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85℃에서 개시

제인 APS의 양을 달리하여 시간에 따른 환율을 나타낸 것이다.그래 에 나타낸 바와

같이 APS농도 1.5×10
-3
mol/L에서 97% 이상의 환율을 나타내었다.APS농도 1×

10
-3
mol/L에서는 90% 이하의 환율 보 으며 3×10

-3
mol/L에서는 반응도 응집물

생성이 보 다.그 이유는 과량의 개시제인 경우는 열분해에 의한 라디칼을 쉽게 생성하

는 반면 소량의 유화제를 사용할 때 과량의 개시제는 유화제의 이온 반발력을 감소시켜

불안하게 되어 응집이 일어나며 개시제의 양이 은 경우는 생성되는 라디칼이 어 환

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② 유화제의 향

Fig.3.2.3.53은 새로운 입자의 생성을 억제시키고,core반응 유화제 양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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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화제 양을 변화시켜 그에 따른 환율을 나타낸 것이다.Poly(St-EA) 합 시 4.9

×10
-4
mol/L의 SDS농도로 합할 때는 환율이 80% 이하로 6.2×10

-4
mol/L와 7.8×

10
-4
mol/L로 합하 을 경우보다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이것은 SDS양이 증가할수록

단량체 pre-emulsion시에 유화제의 농도가 높아져서 미셀이 많이 생성되고 미셀속으로 단

량체가 들어가서 monomer-swollen미셀을 형성한다.다음으로 수상에서 분해된 라디칼이

보다 많이 형성되어 있는 monomer-swollen미셀속으로 흡수되어 동시에 반응하므로

합속도가 빠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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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2.APS농도 변화에 따른 poly(St-EA)의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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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3.SDS농도 변화에 따른 poly(St-EA)의 환율.

③ 교반속도의 향

Fig.3.2.3.54는 교반속도 변화에 따른 poly(St-EA)고분자의 환율을 나타낸 것이다.

고분자 합 조건을 일정하게 하고 교반속도를 100～400rpm까지 변화시켰을 때 반응시

간에 따른 환율 측정 결과 반응 기의 환율은 교반속도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합

이 진행됨에 따라 교반속도에 따른 환율의 차이를 보 다.100rpm의 느린 교반속도에

서는 합 속도가 느리고 300,400rpm의 빠른 교반속도에서는 고분자 용액의 응집 상이

일어나 낮은 환율을 보 다.최 의 합 반응 조건은 개시제와 유화제 농도가 각각 1.5

×10
-3
mol/L,6.2×10

-4
mol/L이며 교반속도는 200rpm 부근으로 나타났다.

(바)고분자 에멀젼 입자 사이즈 분석

Fig.3.2.3.55와 Fig.3.2.3.56은 각각 85℃에서 입자사이즈에 한 St과 EA 농도의 효과

를 알아보기 하여 측정하 다.Fig에서 보듯이 단량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사이

즈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St의 경우 10wt% 이상에서 격한 입자사이즈 증가를 보

으며 EA는 5wt% 이상에서 입자사이즈의 변화를 보 다. 한 EA의 경우 St과 비교

하여 큰 입자사이즈를 보 는데 이는 친수성의 E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량체 분자의

확산을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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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4.교반속도에 따른 poly(St-EA)고분자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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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5.입자사이즈에 한 St단량체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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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6.입자사이즈에 한 EA단량체의 향.

(사)방사능 검출 성능 평가

Fig.3.2.3.57은 유기섬 체 함량 변화에 따른 poly(St-EA)고분자 에멀젼의 방사능 검출

성능을 측정한 것이다.Table3.2.3.11의 조성 로 유기섬 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수

효율이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정량의 섬 체 농도는 방사능

에 한 검출효율이 증가하지만 과량의 섬 체 함량에서는 방사능을 받아 빛을 발하는 것

과 그 빛을 다시 흡수하여 효율이 감소하는 섬 체의 고유의 특성이다.즉,PPO와

POPOP는 자외선 역의 장을 흡수하여 자증배 이 검출 할 수 있는 420nm의 푸

른빛 가시 선 역의 장으로 바꾸어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첨가물의 발 스펙

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약간 겹쳐 있기 때문에 양이 과다하면 오히려 흡수하는 양이 상

으로 많아져 빛의 양이 어드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poly(St-EA)고분자 에멀젼의 방사능 검출을 한 최 의 유기섬 체 함량

은 St의 함량에 하여 PPO0.15wt%,POPOP0.0075wt% 임을 확인하 다.이러한 특

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오염도 검출에 한 방사능 성능은 고분자 에멀젼에 함유된 유기섬

체의 함량에 매우 의존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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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7.유기섬 체가 함침된 poly(St-EA)고분자의 방사능 오염도

검출.

a b c d

PPO(g) 0.05 0.15 0.25 0.35

POPOP(g) 0.0025 0.0075 0.0125 0.0175

Table3.2.3.11.St5g에 한 유기섬 체 PPO와 POPOP의 함량

(아)인장강도 분석

인장강도는 수지강도의 요한 지표가 되는 항목이다.재료가 인장 하 에 의해 단할

때의 최 응력을 말한다.최 하 을 시험편 원래의 단면 에서 나 값을 kg/㎠의 단

로 나타낸다.인장특성은 재료의 인장 (시편을 양쪽에서 잡아당김)시 재료가 받는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시험항목으로서 라스틱의 기계 물성시험 가장 일반 인 항목

이다.이 시험법은 시편을 반 방향으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는 데에 필요한 힘과 열

되기 까지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Fig.3.2.3.58은 CALIBRE polycarbonate수지의 형 인 인장 특성 거동을 보여 다.

인장강도는 스트 스-스트 인 곡선 (S-Scurve,stress-straincurve)으로부터 계산되어

진다.인장강도는 크게 항복 에서의 인장강도와 단 에서의 인장강도로 나뉘며 항목

(yieldpoint)은 재료가 받는 최고 에서의 힘을 의미하며, 단 (breakpoint)는 재료가

끊어지는 시 에서의 힘이다.즉 단 인장강도는 시편이 단 에서 견딜 수 있는 최

스트 스이며,항복 인장강도는 비탄성 변형이 시작되는 에서의 스트 스 는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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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스트 스의 증가 없이도 변형의 증가가 있는 에서의 힘을 말한다.

Table3.2.3.12은 St단량체의 함량 증가에 따른 인장강도를 나타낸 것이다.Hard한 성

질을 가진 아크릴계 단량체인 St의 함량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를 측정 결과 core-shell에

멀젼 입자 조성에서 St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내부 응집력이 세져 인장강도 값이 증가하

다.

Fig.3.2.3.58.CALIBREpolycarbonate의 인장

특성거동.

Stcontent(wt%) EAcontent(wt%) Tensilestrength(kg/cm
2
)

Blank 0.2

10

8

1.67

15 2.56

20 4.0

25 4.23

Table3.2.3.12.Poly(St-EA)고분자의 St함량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

(2)표면오염 핵종 포집용 고분자 소재 개발

Strippablecoating은 비용으로 고정화 되지 않은 방사화된 오염물을 효과 으로 감소

시키는 획기 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물을 기반으로 한 유기고분자와 같은 고분자 혼합

물을 페인 ,롤러 분사 등에 의해 표면에 용 가능하며 고분자가 오염된 표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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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함에 따라 오염물을 끌어당기고 흡수시켜 화학 결합을 한 후 curing과정을 거쳐 고

분자 메트릭스내에 고정화한다.즉,코 용액을 오염된 표면에 분사하고 건조시킴으로써

오염물이 고분자 메트릭스에 끌려 고정화되고 이 건조된 필름을 제거하여 제염을 한다.

이는 주로 수용액 상태의 고분자 용액을 도포함으로써 오염 입자들이 확산되어 수용액 상

태의 고분자 물질로 들어오고 고형화되면 탈착시켜 오염물이 제거 가능하며 Van der

Waalsforce에 의하여 착되어 탈착되는 것도 원인 의 하나이다.

의 strippablecoating은 높은 제염 효과와 기 코 의 많은 결 에 한 많은 보완

을 보여 다.이런 코 기술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은 고른 표면이나 투과성이 없는

표면에 thintopcoat( ,polyvinylalcohol)를 용시켜 개선이 가능해진다.코 후 건조

과정을 거치므로 비용으로 용이 쉽다는 장 과 공기 으로 확산되는 폐기물 발생 없

이 고정화 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방사선 검출 성능을 보인 poly(St-EA)에 poly(vinylalcohol)(PVA)과

polyvinylpyrrolidone(PVP)를 혼합하여 핵종포집용 strippablecoating용액을 제조하여

소재의 화학 특성 표면 제염 특성을 평가하 다. 한,PVA의 기 수용성 고분자와

호환성을 지니며 기 고분자의 기계 화학 안정성의 증 효과와 함께 박리성 증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ethylhexylacrylate에멀젼의 첨가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소재선정 실험방법

PVA는 무독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수분 증발에 의해 쉽게 필름이 형성된다.별도의

curing과정이 필요 없으며 가소화제나 다른 고분자 첨가에 의해 화학 개질이 가능하다.

PVP 한 무독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PVA에 첨가하여 PVA 본래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PVA를 기반으로 한 조성에 PVP를 첨가함으로써 수직 표면 착력을 증 시키고 건조 과

정 시 필름의 비틀림과 박리시 코 필름이 찢어지는 경향을 감소시켜 박리성을 향상시킨

다.그리고 PVA 수지를 기본 기 물질로 하고 이의 기본 취약 물성인 인열성과 내습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상용화되었거나 기존 특허에서 연구되었던 결과와 차별화하기 하여

ethylhexylacrylate계열의 에멀젼 (Hansol,MJ-64)을 사용하여 소재를 제조하 다.

표면 핵종 포집용 poly(St-EA)/PVA/PVP고분자 소재는 Fig.3.2.3.59와 같이 면 오

염도 검출용 poly(St-EA)에 필름형성 착성이 좋은 PVA (Mw.88,000-98,000,

99+hydrolyzed,Aldrich)와 PVP(Mw.40,000,Aldrich)를 90℃에서 3h이상 기계식 교반기

를 이용하여 핵종 포집용 고분자 소재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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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9.핵종포집용 고분자소재 제조 방법.

(나)핵종포집 성능 측정

Fig.3.2.3.61은 poly(St-EA)와 poly(St-EA)/PVA/PVP의 FT-IR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poly(St-EA)고분자에 PVA와 PVP를 혼합하여 반응시켜도 화학 상호작용이 없음을 확

인하 다.즉 유기섬 체가 함침되어 방사능 검출을 한 poly(St-EA)고분자의 방사능

검출 성능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Decontaminationfactor(제염계수,DF)는 오염의 원인이 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이 제염

처리에 의해 제거되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다.통상 제염처리 의 방사능 농도를 처

리 후의 방사능 농도로 나 값으로 나타낸다.재처리공정에서 정제된 우라늄 는 루

토늄 제품의 제염계수는 [사용후 연료의 방사능 농도]/[제품 의 방사능 농도]로 구해진다.

제염계수가 클수록 핵분열생성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된 것을 뜻한다.

Fig.3.2.3.61는 DF 측정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여러 개의

stainlesssteel디스크 (직경 50mm,높이 6mm)에 비방사성 Sr-90용액을 도포하고 완

히 건조시켰다.건조 후 핵종포집용 고분자를 도포하기 에 각 디스크들은 알 -베타

계수기를 이용하여 counting하 다.고분자를 도포하고 24h동안 충분히 건조시킨 후 건

조된 필름을 디스크로부터 제거하 다.필름이 제거된 디스크를 다시 한번 알 -베타 계

수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 결과 Table3.2.3.13에서 보듯이 PVA와 PVP조성이 poly(St-EA)를 기 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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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wt%,6-7wt%에서 12.8의 DF를 보여 제조된 고분자에 핵종이 잘 포집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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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60.Poly(St-EA)와 poly(St-EA)/PVA/PVP

고분자의 FT-IRspectrum.

Fig.3.2.3.61.Poly(St-EA)/PVA/PVP를 이용한 DF측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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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icComposition

(wt%)

Initial

(Bq/sample)

Final

(Bq/sample)
DF Strippability

Poly(St-EA)

PVA5

PVP3
1138 111 10.3 Bad

PVA7

PVP5
1042 107 9.7 Good

PVA8

PVP6
1039 81 12.8 Good

PVA9

PVP7
1187 92.4 12.8 Good

PVA10

PVP8
1169 124 9.4 Good

PVA15 1155 129 8.9 Good

PVP15 1965 211.7 9.3
Bad

(brittle)

Table3.2.3.13.DecontaminationfactorsofSr-90

(나)표면에 한 박리성

Strippablecoating을 이용한 핵종포집용 분사형 소재는 박리 시 찢어지거나 부서짐 없

이 표면으로부터 탈착이 잘되어야 한다.박리성에 한 실험은 Fig.3.2.3.62와 같이 별도

의 챔버를 만들어 stainlessstillplate와 arylateplate표면에 한 박리성을 수행하 다.

챔버는 가로,세로 각각 600mm의 정사각형으로 챔버안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다.챔버 뒤쪽은 가로,세로 각각 300mm의 stainlesssteelplate와 arylate

plate시편을 걸 수 있도록 제작하 다.제조한 고분자 용액을 sprarygun을 이용하여 40

cm 정도의 거리에서 각 시편에 분사하고 상온에서 24h건조시킨 다음 박리성을 확인하

다.

면 오염도 검출용 소재인 poly(St-EA)에 PVA와 PVP를 혼합함으로써 핵종포집용

고분자 필름의 박리성 확인 결과 첨가한 친수성 고분자의 특성으로 인해 Fig.3.2.3.63과

Fig.3.2.3.64와 같이 stainlesssteel과 arylate표면으로부터 필름의 찢어짐과 부서짐 없이

one-piece로 박리가 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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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62.핵종포집과 박리성 측정을 한

챔버.

Fig.3.2.3.63.Stainlesssteelplate에서의 표면 분사와 박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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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64.Acrylateplate에 한 표면 분사와 박리성.

(다) 착성 안정성 향상을 한 ethylhexylacrylate의 첨가 효과 핵종포집 성능

박리성 코 제의 평가를 한 인자로는 코 제가 붓 는 스 이로 도포되었을 때 정한

막을 피착제 표면에 형성하는가,도포 후 건조된 막이 정한 탄성을 소지하고 표면에 잘

부착되어 있는가,박리과정에서 찢어짐 상이 크지 않고 도포막으로부터 유연하게 박리될

수 있는가,건조 후 표면에 부착성이 정하여 박리과정에서 오염물의 제거는 정하게 이

루어지는가,도포 후 건조 시간은 하며 습윤 특성은 정한가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박리성 코 제로 합한 물질은 기본 으로 polyvinylalcohol

(PVA)을 기 물질로 사용하고 이에 라텍스 에멀젼을 보완 수지로서 첨가하는 방법과 아크

릴계 에멀젼을 주제로 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이는 PVA 수지를 단일 고형

분 수지로 용하 을 때 도포 안정성,건조 후 안정성,박리성 인열성 특성에서는 뛰어

난 특성을 보이지만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기 한 착성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도포 후

외부 수분에 의한 박리성의 하 특성을 보임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한 보조 수지의 필요

성이 으로 필요하게 된다.

표 인 수용성 고분자로는 PVA과 polyvinylpyrrolidone(PVP)을 들 수 있다.PVA은

polyvinylacetate를 산이나 염기로 처리하여 아세트산을 떼어내어 제조하며 기본 으로 제

거되는 아세트산의 비율에 따라 수용성이 결정되며,PVP의 경우는 N-pyrrolidone을 라디칼

결합을 통해 합시켜 제조되는 물질로서 물과 알콜류,아민류 산등에 녹는 독특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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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고분자 수지이다.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물질은 물과 수소결합을 이룰 수

있어 물에 용해가 가능하다.

기본 인 PVA에 보완 수지로서 표 인 수용성 고분자인 PVP을 첨가하 을 때 코 제의

착 성능 유연성은 개선되는 특성을 보 으나 반 으로 필름 자체의 착성이 심해지

는 상을 보여 박리성 코 제에 합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polyethyleneoxide와

같은 다른 수용성 고분자는 높은 분자량에서 겔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박리성에 합

한 고분자막을 형성하거나 인열 항을 지니면서 박리성 특징을 소지하는데는 만족할만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PVP을 기 고분자 수지로서의 사용 합성을 한 시험의 경우 분자량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박리성을 지니기 한 정한 두께의 필름막을 형성하기 한 도를 얻기

어렸다. 한,막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인열성과 같은 기계 물성이 박리성 코 을 해 필

요한 박리성을 나타내지 못한다.한편,첨가제인 에멀젼과의 혼성 조성을 해 라텍스 에멀

젼과 혼합하 을 때 도포에 합한 정도의 조성을 지니도록 혼합할 경우 균일한 용액을 형

성하기보다는 페이스트와 같이 겔 상이 나타나면서 상의 변형이 일어남으로써 박리성 코

제의 성질에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단 배제하 다.

PVA의 인열성 착성과 수분 안정성을 보완하기 한 수지 보조 에멀젼의 선택을

해 기본 요소로서 특허 외국의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styrene-butadiene라텍스 (한솔,

S-390)와 ethylhexylacrylate계열의 라텍스 에멀젼 (한솔,MJ-64)을 선정하여 PVA의 혼

화성, 착성,박리성 등을 평가하 다.Styrene-butadiene에멀젼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되

었을 때 종이류나 직물류에 외 인쇄 특성 등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착성이 무 강하여 박리성 코 제의 단일 조성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Polyvinyl

alcohol에 한 첨가제로 사용하 을 경우 높은 함량으로 첨가되었을 때 코 제를 용액보다

는 페이스 형태로 변환시키는 특성을 보 다.

PVA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보완 수지로서 butylacryl계 에멀젼을 사용하 을 때 PVA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서 박리 과정에서 인열성과 같은 기계 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3.2.3.14에 보이는 바와 같이 PVA 용액 자체 는 glycerine이 첨가된 코 제는 투

명한 용액 특성을 보이며 도포 후 건조되었을 때 투명성을 유지하 다.Styrene-butadiene

에멀젼이나 ethylhexylacrylate에멀젼이 첨가된 코 제는 도포 콜로이드 에멀젼의 형

인 특성인 흰색을 보 으나 도포 후 반투명에 가깝게 형상의 변화를 보 다.이는 코 제

는 도포 용액 상태에서 물에 분산된 콜로이드 수지 입자에 의해 빛의 산란성이 일어나 하

얀색을 띄고 있으나,건조 후 고분자 입자들의 응집에 의해 도포막 내부의 집도 향상에

의한 빛의 분산성이 감소되어 산란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Decon1101의 경우 강도는

완화되었지만 도포 푸른색의 형상은 도포 후에도 유지됨.이는 코 제 내부에 분산된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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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색의 착색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리성 코 제 혼합물들의 착 박리특성을 Table3.2.3.15에 나타냈다.유리 과 스테인

스강에 각각 도포시켜 24시간 건조시킨 다음 도포막을 평행하게 개하여 표면으로부터

박리시킴으로써 착력을 알아보고,물을 셨을 때 건조된 코 막의 박리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함. 착력은 4단계로 분석하 는데 4단계가 가장 착력이 낮아 쉽게 박리되

는 것으로 설정함.폴리비닐알코올이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 보다 리세린을 첨가하 을

때 도포 안정성,박리와 계된 인열성 등에 손상 없이 박리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 다.

상용화된 Decon1101의 경우 PVA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비슷하여 가장 쉽게 박리되

는 특성을 보 는데 이는 표면 오염물의 제거 기능이 코 제의 착력보다는 코 제에 첨가

된 착화제의 기능을 강조하기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VA에 보완 수지로서

styrene-butadiene계 에멀젼을 첨가하 을 경우 코 제의 착력이 격히 증 하여 도포

표면으로부터 박리시키기 어려웠다.그러나,코 막에 붓이나 스 이를 통해 습윤시켰을

때 도포막은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편 형태의 조각으로 부서짐 상을 보 다.

이에 비해 ethylhexylacrylate계의 에멀젼을 첨가하 을 경우 에멀젼은 함량 증 에 따라

표면 부착성은 격히 증 하여 PVA 용액과 동일한 양이 첨가되었을 때 도포막을 박리하

기 어려울 정도로 피착면에 강력히 착하 다.한편,styrene-butadiene에멀젼과는 달리

습윤시켰을 때 고착된 필름막 형상을 유지하 으며 PVA의 습윤성 때문에 코 막의 박리성

이 증 하 다.그러나 PVA 용액과의 비율이 1:1을 넘을 경우 습윤상태에서도 도포면으로

부터 박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ethylhexylacrylate는 강력한 착성을 보 다.따라서,

ethylhexylacrylate계 에멀젼의 함량을 히 조정하여 폴리비닐알코올 용액과 1:0.5보다

게 첨가할 경우 PVA의 착성 습윤 안 성을 증 시켜 방사성 오염물 제거에 가장

합한 박리성 코 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기 고분자 물질 첨가 에멀젼의 분자 구조를 확인하고 제조된 코 제의 구조를 확인

하기 하여 FT-IR분석을 시행하 다.첨가제로서 착성의 증 와 함께 도포막의 안정성

을 증 시킬 수 있는 ethylhexylacrylate의 에멀젼의 경우 Fig.3.2.3.65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카르보닐기(=C=O)를 나타내는 1725cm
-1
에서 강력한 피크를 보여 다.Rao와 Lal에 따

르면 이 역에서의 카르보닐 그룹은 strontium 이온이나 cobalt이온과 같은 2가 이온과

반응하여 피착제로부터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러나,1

가 이온인 cesium 이온과 비교하 을 때 카르보닐 그룹과 반응성이 낮은 cesium 이온이

strontium이나 cobalt이온보다 아세테이트계 코 제에 의해 제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

는데,이러한 상은 오염물과 코 제의 반응성보다 오염물과 오염 피착 표면과의 반응성이

제염 효과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PVA와 ethylhexylacrylate에멀젼을

혼합하여 제조된 코 제의 경우 ethylhexylacrylate에서의 카르보닐을 나타내는 1725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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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뚜렷한 피크와 함께 1240cm
-1
에서 polyvinylalcohol의 피크가 나타남을 보여줬다.

코 제 성분 조성 (wt%) 형상 색상 건조 후 상태

PVA(16%) 투명 도 용액 투명

PVA(15%) 리세린 (5%) 투명 도 용액 투명

PVA(16%):SB에멀젼
a
= 1:1 흰색 콜로이드 분산형태

도 에멀젼
반투명

PVA(16%):acrylate
b
에멀젼=

1:0.25

1:0.5

1:1

흰색 콜로이드 분산형태

도 에멀젼
반투명

Decon1101 푸른색 고 도 용액 푸른색

Table3.2.3.14.박리성 코 제의 형상 건조 특성

a:SB=styrene-butadienelatex(한솔 S-390)

b:ethylhexylacrylatelatex(한솔 MJ-64)

코 제 조성 (wt%)

착성

박리특성 (건조 상태)
Glass

Stainless

steel

PVA(16%) 4 3
습윤시 격한 착력 감소

인열성 하

PVA(15%) 리세린 (5%) 5 4
습윤시 격한 착력 감소

인열성 하

PVA(16%):SB에멀젼a= 1:1
1 1

박리시키기 어렵게 강력히

부착됨 습윤시 작은 편

조각으로 분해

PVA(16%):acrylateb에멀젼=

1:0.25

1:0.5

1:1

3

2

1

2

1

1

착성은 에멀젼 함량에

따라 격히 증

습윤시 형상유지 박리성 증

Decon1101 5 4 상 으로 박리 용이

Table3.2.3.15.박리성 코 제의 착 박리 특성

a:SB=styrene-butadienelatex(한솔 S-390)

b:ethylhexylacrylatelatex(한솔 MJ-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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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65.Polyvinylalcohol/ethylhexylacrylate에멀젼의 FT-IR.

Fig.3.2.3.66는 PVA와 PVA/MJ-64필름의 인장강도와 신장률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결과

에서 PVA 필름보다 ethylhexylacrylate계 에멀젼이 첨가된 PVA/MJ-64필름의 인장강도

가 좋음을 확인하 으며 PVA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PVA 함량 증가는 인장강도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유연성을 감소시킨다.낮은 함량의 PVA

의 경우 쉽게 용해되어 가공성은 좋지만 필름으로 제조 시 도가 낮아 필름의 두께 조 에

어려움이 있고 인장강도가 낮아 필름으로의 활용이 어렵다.PVA 20wt%는 인장강도는 높

지만 높은 도로 인하여 가공성이 떨어지므로 표면 도포 후 필름 형성에 합한 도와 높

은 인장강도를 보이는 PVA10-15wt%가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PVA/MJ-64고분자의 표면 오염물 포집 성능을 알아보기 하여 Fig.3.2.3.67과 같이 직

경 50mm의 SS steel,Al,glass,cement painted cement표면에 Am-241,Cs-137,

Co-60source를 각각 용시켰다.표면의 source의 건조 이후에 알 베타계수기를 이용하여

counting한 후 PVA/MJ-64고분자 용액을 도포하 다.도포된 고분자 용액을 24시간 완

건조시킨후에 표면으로부터 표면에 형성된 고분자 필름을 박리시킨후 다시 한번 알 베

타계수기를 이용하여 counting하여 PVA/MJ-64소재의 용 ․후의 계수치를 이용하여

decontaminationfactor(DF,제염계수)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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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66.PVA와 PVA/MJ-64필름의 인장강도.

Fig.3.2.3.67.Disk표면에 한 Am-241,Cs-137,Co-60source 용.

Fig.3.2.3.68-71는 PVA/MJ-64의 성분 조성별 표면 핵종 제거 성능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VA 함량은 10,12wt%이고 MJ-64는 PVA 함량에 하여 0.25wt%로 제조하 다.고분

자 조성별 DF결과를 살펴보면 Am-241에 하여 SSsteel과 Al표면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PVA 12wt%에서 DF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인장강도 측정에서 보듯이 가공성

과 필름 형성과 련된 도에서 PVA 12wt%가 합하 고 DF결과에서도 동일한 함량

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분자 함량의 증가는 표면과 반응할 수 있는 착제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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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므로 PVA12wt%에서 우수한 DF를 보여진것으로 사료된다.그리고 면 용

시 분사와 롤러 방식을 고려하여 정량의 고형함량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PVA 10wt%/MJ-64와 PVA 12wt%/MJ-64에서 표면 재질별 DF결과 보면 Cs-137의

SSsteel을 제외한 모든 표면과 조성에서 glass표면의 DF결과가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었

다.Glass표면에서의 DF값이 높은 것은 surfaceroughness와 련이 있는 것으로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glass표면에서 핵종이 완 히 제거될 정도의 DF값을 보 다.

핵종별 DF결과를 보면 용된 PVA/MJ-64고분자 소재에 하여 한 핵종에 하여 특별

히 우수한 표면 오염 제거 성능을 단하기 어렵다.표면 오염물 제거 성능은 박리성 고분

자 소재와 핵종과의 반응보다는 고분자 소재와 표면 반응,즉 surfaceroughness정도에 의

한 결과라 단된다.표면 재질과 핵종별 표면 오염 제거 결과를 Table3.2.3.16-21에 나타

내었다.



-355-

Al SS steel Glass Painted cement
0

20

40

60

80

200

250

300

350

Source : Am-241
PVA 10 wt%/MJ-64

 

 

D
e
c
o

n
ta

m
in

a
ti

o
n

 F
a
c
to

r 
(c

o
u

n
ts

/s
)

Surfaces

Al SS steel Glass Painted cement
0

50

100

400

450

500 b
Source : Co-60
PVA 10 wt%/MJ-64

 

 

D
e
c
o

n
ta

m
in

a
ti

o
n

 F
a
c
to

rs
 (

c
o

u
n

ts
/s

)

Surfaces

Al SS steel Glass Painted cement
0

50

100

150

200

250

c

Source : Cs-137
PVA 10wt%/MJ-64

 

 

D
e
c
o

n
ta

m
in

a
ti

o
n

 F
a
c
to

rs
 (

c
o

u
n

ts
/s

)

Surfaces

Fig.3.2.3.68PVA10wt%/MJ-64에서의 핵종별 DF결과;a:Am-241,b:Co-60,c: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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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69.PVA12wt%/MJ-64에서의 핵종별 DF결과;a:Am-241,b:Co-60,c: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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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70.PVA10wt%/MJ-64에서의 오염 표면재질별 DF결과;a:Al,b:glass,

c:paintedcement,d:SS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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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71.PVA12wt%/MJ-64에서의 오염 표면재질별 DF결과;a:Al,b:glass,

c:paintedcement,d:SSsteel.

*Complete:Nodetectableactivityremainedafter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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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s Before After DF

Al 39.83 19.50 2.04

SSsteel 1.78 0.83 2.14

Glass 42.83 0.13 332.33

Cement 41.50 40.83 1.02

Paintedcement 62.83 0.74 84.40

Table3.2.3.16.PVA10wt%/MJ-64의 Am-241에 한 DF결과

Surfaces Before After DF

Al 17 5.56 3.06

SSsteel 14.67 0.06 231.58

Glass 15.63 0.23 68.63

Cement 18.33 18.50 0.99

Paintedcement 18.17 0.52 34.94

Table3.2.3.17.PVA10wt%/MJ-64의 Cs-137에 한 DF결과

Surfaces Before After DF

Al
7.37

6.58

2.70

2.36

2.73

2.79

SSsteel
6.62

5.78

0.85

0.74

7.78

7.77

Glass
6.90

6.17

0.02

0.01

390.57

484.72

Cement
7.78

7

7.98

7

0.97

1

Paintedcement
7

7.13

0.09

0.06

93.51

110.69

Table3.2.3.18.PVA10wt%/MJ-64의 Co-60에 한 DF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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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s Before After DF

Al 40.67 26.50 1.53

SSsteel 1.73 0.50 3.44

Glass 43.67 0.03 1455.56

Cement 40.50 40.50 1

Paintedcement 40.17 0.22 182.12

Table3.2.3.19.PVA12wt%/MJ-64의 Am-241에 한 DF결과

Sufaces Before After DF

Al 16.13 5.11 3.16

SSsteel 14.22 0.03 409.44

Glass 16.12 0.08 204.30

Cement 18.33 19.00 0.96

Paintedcement 17.33 0.18 93.98

Table3.2.3.20.PVA12wt%/MJ-64의 Cs-137에 한 DF결과

Sufaces Before After DF

Al
7.07

6.52

1.57

1.38

4.51

4.71

SSsteel
6.23

5.87

0.22

0.17

28.70

34.40

Glass
7.05

6.17
- Complete

a

Cement
7.87

7.05

7.77

7.07

1.01

1.00

Paintedcement
7.57

6.73

0.05

0.05

137.71

128.39

Table3.2.3.21PVA12wt%/MJ-64의 Co-60에 한 DF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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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tectableactivityremainedafterdecontamination

(3)고방사능 시설 오염도 시각화 소재 개발

원자력 시설에 한 방사선학 인 지식은 정상 인 작업이나 해체 작업시 매우 요하

다.원자력시설 해체 작업 시 감마 이미지 시스템을 이용한 고에 지 감마 방사체의 검출

에 있어서 매우 효과 인 기술이지만 주로 알 방사체인 악티나이드 핵종에 한 특성화

에서는 그리 효과 이지 못하며 장에서 방사선 측정 시 존재하는 오염물과 유형을 철

히 악하기에 감마 이미지로는 충분치가 않다.본 연구에서는 해체 수단에 한 모든 것

을 제공하기 하여 알 방사로부터 발생하는 이미지를 직 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오염도 검출 소재를 개발하 다.수용성 고분자에 ZnS(Ag)무기섬 체를 분산시켜 방사

능 오염된 시설 장비에 직 도포한 후 무기섬 체에 의해 방사되는 자외선 복사 검출

을 기반으로 한다. 한 오염도 시각화 검출후에 경화된 고분자를 박리시킴으로써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재료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물성의 다양화,재료의 고도이용,고부가 가치화 등 여러 가

지 에서 복합재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무기계-유기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분산계 복

합재료도 실용화 되고 있는 복합재료 의 하나이다.복합체에서 무기 분체의 분산 상태

등이 복합재료의 물성 결정의 요한 요인이다.무기 분체의 존재하에 유기 고분자

matrix개질 등을 통해 소재간의 친화성을 높여 다.유기 고분자에 의하여 무기섬 체가

균일하게 분산된 복합체를 얻어 새롭게 알 오염도를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가)소재의 선정과 제조 방법

Polyvinylalcohol(PVA,Mw.88,000-98,000,99+hydrolyzed,Aldrich)계 수지는 수용성

고분자 자체로서 에멀젼화를 거치지 않고 용액 상태에서 사용되어 박리 특성에 합한 물

리 ,기계 성능을 지니는 거의 유일한 고분자라 할 수 있다.따라서,복잡한 혼합 과정

을 거치지 않고서도 폴리비닐알코올 자체로 용되어 상당한 정도의 방사능 오염물 제거

특성을 지니며 여기에 무기섬 체를 고분자 용액에 분산시켜 무기섬 체와 알 입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오염도를 시각화 할 수 있는 검출소재를 제조하 다.무기섬 체는

ZnS(Ag)(zincsulphideandsilver,Phosphor,particlesize4㎛)를 사용하 다.

소재제조는 반응기에 PVA와 탈이온수를 넣고 90℃에서 6h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완

히 녹인 후에 ZnS(Ag)를 넣고 추가로 2h이상 교반하여 PVA/ZnS(Ag)오염도 시각화 검

출소재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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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재의 필름의 형상

Fig.3.2.3.72는 무기섬 체가 함침된 포면 오염도 검출소재의 필름 형상이다.무기섬 체

가 함침된 검출소재(A1,B1)와 무기섬 체가 함침되어 있지 않은 고분자소재를 페트리디

쉬에 분사한 후 24h충분히 건조시켰다.Fig에서 보듯이 건조 후 무기섬 체가 함침된

검출소재는 분말형태의 ZnS(Ag)분말입자들이 고분자에 고정된 형태를 보 다.필름이

두께는 A와 A1각각 80㎛,110㎛를 보 으며 표면 박리성에서는 둘 다 우수한 박리특성

을 보 다.박리성 측면에서 무기물인 무기섬 체 분말 보다는 친수성으로 필름형성

표면 탈착성이 좋은 PVA의 향이 지배 이라 할 수 있다.

(다)FT-IR,XRD,SEM 분석

원자나 분자간의 결합에 의한 고유 흡수 장을 그래 로 나타내어 화합물의 결합 형태

를 보고 유기물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 다.측정은 KBr( 롬화칼륨)에 시료를 넣고

agatemotar를 이용해 곱게 분쇄한 다음 press로 고압에서 납작한 형태의 pellet으로 만들

어 빛을 통과시키는 건식법으로 측정하 다.

Fig.3.2.3.73은 무기섬 체와 고분자와의 interaction 계를 알아보기 해 FT-IR결과

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무기섬 체가 없는 그래 (A)에서는 3200cm
-1
에서 OH group이

넓게 나타나는 형 인 PVA 피크를 볼 수 있었다.반면,무기섬 체가 함침된 검출소재

A1은 1563cm
-1
에서,그리고 B1검출소재는 1561cm

-1
에서 PVA 피크에서 볼 수 있는

흡수띠를 보 다.이는 PVA와 ZnS(Ag)가 결합되어 생성된 새로운 group이 아닌

ZnS(Ag)무기섬 체가 고분자 메트릭스에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고유의 피크라 할 수

있다.오염도 검출소재의 기본 성분인 PVA와 무기섬 체 ZnS(Ag)간의 계에서는 특별

한 interaction없이 PVA 메트릭스안에 무기섬 체 자체가 화학 변화없이 고정되어 있

는 형태라 단된다.

Fig.3.2.3.72.무기섬 체가 함침된 검출소재의 필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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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74는 무기섬 체가 함침된 검출소재의 XRD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소재내에

특정성분의 유/무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해 측정하 다.Fig에서 보듯이 무기섬

체에 함침되어 있는 A1과 B1에서 coppertinsulfide와 zincblend피크가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소재의 특성 피크는 2θ =28.63,47.7에서 coppertinsulfide,zincblend를 확

인할 수 있었다.

Fig.3.2.3.75는 SEM을 이용하여 무기섬 체가 함침된 검출소재의 단면의 형상을 분석한 결

과이다.무기섬 체가 함침된 검출소재에서는 PVA로 구성된 dense한 구조의 단면에 무기섬

체 분말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보 다.실험에 사용된 ZnS(Ag)무기섬 체의 입자 크

기는 4-5㎛로 유기 고분자에 의한 딩 시 무기분말 입자가 고분자 메트릭스에 함침되어

있는 형상을 보 다. 한 소재 제조 시 유기 고분자의 교반 과정과 소재의 도에 의한 무

기섬 체 분말의 뭉침 상이 다소 일어남을 확인하 다.

Fig.3.2.3.73.무기섬 체가 함침된 PVA/ZnS(Ag)검출소재의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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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74.PVA/ZnS(Ag)검출소재의 XRD

분석.

Fig.3.2.3.75.무기섬 체가 함침된 검출소재 단면의 SEM 이미지.

(다)고방사능 시설 오염도 시각화 측정

Fig.3.2.3.76은 표면 오염도 시각화를 한 검출시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표면 오염

도 시각화 검출은 CCD (charge-coupled device) 카메라 (Stingray,F-145B/C,1.4

megapixel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입사된 방사 이 무기섬 체에서 가시 으로 환되면

CCD카메라에서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원격 PC에서 실시간으로 상처리를 통하여 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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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부터 오염도를 시각화하 다.CCD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결과는 LabVIEW (NI

Co.)의 NIVisionAquisitionSoftware를 이용한 상처리를 통해 오염도를 이미지화 하

다.CCD카메라에 검출된 방사선량이 매우 소량이므로 한 임당 처리에 해 선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연속된 여러 임으로 처리를 하 다.

원격으로 오염도 시각화를 나타내는 이미징 시스템은 알 방사선이 기 에서 짦은 장

범 를 가지기 때문에 알 입자 자체를 직 으로 나타낼 수 없다.그래서 ZnS(Ag)컨버

터를 이용하여 컨버터와 알 입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입자를 환시켜 발 효과에 의해

오염도 시각화를 측정하 다. 한 알 방사능 오염물은 가시 선 이미지와 겹쳐 보이므로

모든 측정은 완 히 어두운 암실에서 수행하 다.

Fig.3.2.3.76.표면 오염도 시각화 검출 구성도.

마.고방사능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 개발

(1)고 알 선 원격 측정 시스템 구축

알 선 측정용 센서를 이용하여 고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한 시스

템을 구축하기 하여,우선 선행되어야할 것은 검출 신호의 원거리 신호 송이다.섬

검출소재의 경우는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빛이 발생되며,이 빛은 섬유를 이용

하여 원거리 송이 가능하다.

검출 신호 송은 에폭시 지지체에 송용 라스틱 섬유를 고형화하는 과정에서 삽

입하여 일체형으로 제조하 다.일체형 센서를 통하여 송된 신호는 자 증배기에

서 기 신호로 변환되며, 기신호로 변환된 방사선 검출 신호는 고 감마선에 의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여 순수 알 선에 의한 오염도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Fig.3.2.3.77과



-366-

같이 검출 시스템을 구성하 다.

Fig.3.2.3.77.알 선 오염도 원격측정 시스템 개요

(2) 소구역 면 오염도 원격 제어방안 선정

소구역 내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센서를 정 제어 기술을 선정하기 해 Table

3.2.3.22와 같이 식 제어 방법과 비 식 제어 방법을 상호 비교하 다. 식 센서

는 내구성이 좋아 손의 험이 고 가격이 렴하며 방사능에 향을 받지 않는 장

이 있으나 홈이나 단이진 경우 용이 어려운 단 이 있다. 한 비 식 방식으로 음

거리측정 센서는 측정범 가 0.1～ 20m로 원거리에서 측정이 가능한 반면,측정오차

가 측정거리의 1% 이상 발생되어 정 제어가 필요한 소구역에서 용이 어렵다는 단

을 갖는다.이에 반해 이 거리 측정 센서는 가격은 고가이고 측정거리가 1m 이내

로 짧으나 정 도가 매우 높아 소 구역 내에 있는 Hotspot을 정 하게 측정하는데 매우

유리한 측정방식으로 단되어 소구역 오염도 측정센서의 치제어 방식으로 이 거

리측정 센서를 이용한 제어방식을 선정하 다.



-367-

항목 식 센서
비 식

음 센서 1D 이 센서

내구성 좋음 좋음 좋음

가격 렴 렴 고가

측정거리 - 0.1～20m 0.01～1,000mm

정 도 ±1mm 측정거리의 1% ±0.01mm

방사능 환경

용성
용가능 용가능 용가능

Table3.2.3.22.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치 제어 방식 비교.

Table3.2.3.23은 선정한 RIFTEK사의 X100모델의 1D 이 거리측정 센서의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거리측정 센서의 측정범 는 10cm 이내로 타 측정센서에 비해 작

은 편이나 측정 정 도가 측정거리의 0.1%로 매우 높은 정 도를 갖고 있다. 한 RS232

통신 포트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송하기 때문에 제어신호를 처리하는데 매우 편리한 장

을 갖고 있다.

Items Specifications

Basedistance(mm) 140

Workingrange(mm) 100

Linearity(%) ±0.1oftherange

Resolution(%) 0.01oftherange

Samplingrate(kHz) 2or5or8

Lasertype 3mW,wavelength660nm

Outputsignal
digital RS232(460.8kbit/s)

analog 0～10V

Synchronizationinput 2.4～5V

Powersupply(V) 5or12or24

Weight(g) 100

Table3.2.3.23.1D 이 거리측정 센서 사양(RIFTEK사 X100모델).

소구역 내 오염도 측정센서 치제어 방법은 수직 이송용 LM(Linearmotion)가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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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베타 오염도 측정센서를 부착하고 부착된 LM가이드는 상부에 치한 모터가 LM가

이드의 스크류를 회 시켜 오염도 측정센서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한 LM가이드

에 장착된 이 거리 측정 센서는 상물에 이 를 발사한 후 발사되어 되돌아온 빛

의 시간을 측정하고 측정시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오염도 측정센서와 상물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측정된 값은 컨트롤러에서 재의 치에서 설정한 값(2mm)의 차

이만큼 Z축 방향으로 회 모터를 회 시켜 오염도 측정센서의 치를 설정된 값에 맞게

제어하는 방식이다.Fig.3.2.3.78은 1D 이 거리측정 센서를 이용한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제어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1D 저

거 센서

LM 가 드

모터

노

노
상하

동

Data acquisition 

Amplifier

A/D converter

Dt Controller

Fig.3.2.3.78. 이 센서를 이용한 소구역 치 제어 방식.

면 오염도 측정센서 치 제어 방식은 소구역에서 사용한 1차원 이 거리 측

정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 거리 측정을 할 경우 홈이나 단이진 곳의 측정을 해서는 별

도의 충돌 감지용 근 센서를 부착해야 하므로 오염도 측정센서부의 크기가 커지고 장비

가 복잡해지는 단 이 있다.넓은 면 의 오염구역에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센서의

치를 제어방식으로 면 의 오염구역의 치 정보를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염도 측

정 센서의 높이를 제어하는 방식이 오염도 측정 센서를 상물 표면에 일정하게 제어하는

데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단된다. 면 의 측정 역에 한 치 정보를 악하기

한 방법은 2D 이 스캐 는 스테 오비젼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 높이(고도)를

스캐닝하여 X,Y좌표에 한 높이 값을 DB로 장한 후,스캐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

염도 검출기를 상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제어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1D 이

를 이용한 제어 방식에 비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으나,장애물에

비한 센서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치가 단순해지고 정 한 제어가 가능하다.

한 상물의 스캐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 표면을 3D로 구 할 수 있으며 향후 측정

된 값을 3D 상에 Mapping함으로써 어떤 부 에 오염도가 높은지 시각 으로 쉽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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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지는 장 이 있다.

2D 이 스캐 로 거리 측정 시 홈이나 단과 같은 장애물의 뒷면이 측정이 되지 않는

사각지 가 필수 으로 발생한다.이러한 측정 사각지 를 방지하기 해 Fig.3.2.3.79와

같이 2D 이 센서를 고정하지 않고 한 방향(X축)으로 움직이면서 고도를 계속하여 측

정함으로써 사각지 없이 측정이 가능하다.

(a)2D 이 스캐 고정 (b)2D 이 스캐 이송

Fig.3.2.3.79.2차원 이 스캐 이송에 따른 측정 사각지 방지 방안.

(3)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가) 소구역 오염도 측정센서 치제어 시스템 로토타입 제작 시험

앞 에서 언 한 소구역 내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센서 치제어 방안을 토 로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의 로토타입을 제작하 다(Fig.3.2.3.80참조). 소구역 오염

도 측정장비의 핵심 부 는 오염도 측정 센서의 구동부이며 오염도 측정 센서를 이송하기

해 LM 가이드를 설치하고 구동력을 달하기 해 스탭핑 모터를 설치하여 LM 가이드

의 볼 스크류를 회 시켜 움직임을 주도록 하 다.L.M 가이드 볼 스크류의 정 도는

± 0.01이하의 것을 사용하여 움직일 때 거리공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작하 다.

Stroke는 150mm가 이동되도록 제작하 으며 하 은 취 을 용이하게 하기 해 2kg미

만으로 제작하 다.제어 넬은 모터드라이버,모터컨트롤로, 워서 라이,차단기,단자

,스 치,릴 이 등이 유기 으로 작동되어 컴퓨터와 RS232통신에 의해 모션시스템이

원활하게 구동되어지도록 제작하 다.구동모터는 2kg․cm의 토오크의 동력이 가능하며

진동 소음이 은 모델을 사용하 다.장치의 외 은 내구성 강한 재질로 제작하 으

며,SYSTEM의 제어는 자동 수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각 세부 장치의 상세

한 사양은 Table3.2.3.24에 자세히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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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fiber

스텝핑 모터

볼 스크류

L.M 가이드

이송블록

케이스

레이저 센서

오염도측정센서

Gripper 
부착 위치

(a)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 모델링

염 원격
측정 비

컨트 러

제어 PC
1D 저

센서

(b)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 제작

Fig.3.2.3.80.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치 제어 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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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사양

하드웨어 장치

Stepmotor

-출력 :2kgf․cm

-스텝각 :0.144degree

-감속비 :1:5

- 량 :0.58kg

Ballscrew

-Pitch:3mm

-Size :M12x200L

-Mat'l:SCM440

LM Guide

-Type :SingleLoad

-Size :12

-Capacity :10kgf

-공차 :±0.02

고정 라켓
-재질 :AL6061

-Size :80x40x800L

제어계통 장치

정류기

-Type:IGBT고주 DC 원장치

-Input/output:1Ph220VAC,60Hz/DC30V,3A

-정 압(CV)/정 류(CC)

-과온(Overtemp)/과부하(OCR)차단 경보

-소 트 스타트/공냉식

Motordriver

-기본스텝각도 :0.72도/1Step

-분해능 :1,2분할(0.72도,0.36도/1Step

-구동 류 :0.5-1.5A

-사용 압 :25-30vdc

Motor

controller

-제어축 :1축

-운 속도 :1pps-4mpps

-통신 :RS232

Table3.2.3.24.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 세부 사양.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는 Fig.3.2.3.81와 같이 원격 매니 이터의 Gripper에 장착

하여 원하는 측정 치로 이송한 후 소구역에 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Fig.

3.2.3.82는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의 제어 로그램으로 1D 이 거리측정 센서에서

측정한 거리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오염도 측정센서의 이송속도를 1～5단

계로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조그 모드창을 이용하여 오염도 측정센서의 치를

사용자가 직 이송이 가능하며 Off-set거리 설정 창을 통해 오염도 측정센서와 상물

사이의 제어 거리를 원하는 거리만큼 조 이 가능하도록 로그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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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81.매니 이터를 이용한 소구역 오염도 측정 장비.

거 측정값

송속 조절창조그 모드창

Off-set 거 설정창

Fig.3.2.3.82.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치 제어 로그램.

(4) 면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가)오염도 원격측정 제어 시스템 분석

① 2차원 이 스캐 분석

알 /베타 오염도의 정확한 측정을 해서는 오염도 측정 센서와 측정 상물과의 거리

(10mm 이내)를 일정하게 제어해야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측정 상물은 3차원

공간상의 임의의 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측정 상물의 형상뿐만 아니라 주변

상체의 형상도 인식하고 있어야 간섭없이 상물의 오염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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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 거리계는 높은 정 도를 가지지만 주변 형상을 악할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이에 반해 2차원 이 스캐 는 1차원 이 센서에 비해 정 도는 떨어지지만 주

변 형상을 악할 수 있으므로 오염도 원격측정 시 복잡한 환경에서 장애물의 간섭 등에

의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Table3.2.3.25참조)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차원 이 스캐 를 이용하여 오염도 원격 측정 상의 형상을 인식하고 정 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차원 이 스캐 는 Hukuyo사의 UBG-04LX-F01모델이며,Fig.

3.2.3.83과 같은 구조 동작원리를 가지며 Table3.2.3.25와 같은 제원을 가는다.작동 원

리는 이 에서 발사된 신호는 회 거울을 통해 여러 각도 방향으로 방으로 나가고 물

체의 표면에 부딪 반사된 신호는 회 거울을 통해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수신된다.2차

원 이 센서는 외선을 이용한 이 거리 센서이며,탐지 면 의 범 는 0～240

이고,탐지 거리의 범 는 60～4,096mm 이며 한 번 스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msec

이다. 이 에서 방사된 신호와 포토다이오드에서 수신된 신호의 상차를 계산하여 거

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10mm의 정확도를 가진다.

구분 1차원 이 센서 2차원 이 센서

개요
-한 의 거리 측정

-한 에서 1개의 거리 측정
한 에서 1라인 거리 측정

정확도 1mm 10mm

측 역 1point 240°
장애물 측정 어려움(여러 개의 거리계 필요) 가능

역 스캔 시간 속 고속

라인 스캔 시간

기구부 이동속도에 종속(5m/s

이동속도에서 1m 이동에 200

ms소요)

28ms

Table3.2.3.25.1D 2D 이 센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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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조 (b)동작원리

Fig.3.2.3.83. 이 스캐 구조 동작원리.

원
반도체 이 다이오드(=785nm)

이 력 :0.67mW 이하

원 12VDC ±10%

탐지거리 정확도 범 :60～4,096mm ( 트 시트 80mm)

정확도 ±5mm

스캔 각도 240

각 해상도
0.36(360/1024스텝)

간격 :23.72254mm (4096mm 일 때)

스캔 시간 28msec/스캔

Table3.2.3.26.UBG-04LX-F01 이 센서 제원

Fig.3.2.3.84. 이 스캐 측정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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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이 측정센서는 Fig.3.2.3.84과 같이 고정된 치에서 240도의 범 를 스캔하

여 측정 상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2차원 이 거리계의 각도 분해능 ∆

=360°/1024=0.351563°이며,=500mm 일때 치분해능 ∆는 =0°일때 ∆=3.068mm,

=25°일때 ∆=3.722mm,=232.8mm 이다.(Fig.3.2.3.85참조)

Fig.3.2.3.85. 이 스캐 각도 분해능.

② 거리 측정 정확도 향상 방안

2차원 이 거리 측정센서의 오차는 10mm로 오염도 측정센서를 제어하는데 상당히

큰 오차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오염도 측정 센서 제어에 용하기 해서는 측정 오차를

감하기 해 연구가 필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호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2차원

이 스캐 의 정 도를 향상시키기 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 다.

2차원 이 스캐 는 시간 공간에 해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므로 여러 개의 데이

터를 신호 처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 2차원 이 스캐 는

한 번에 여러 각도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다 측정 데이터를 신호 처리하여 정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Fig.3.2.3.86와 같이 평평한 평면에 해 치 에서 p 의 높

이와 ∆만큼 이동한 거리  에서 p 의 높이가 같다고 가정하면(= ),에서의 p

의 높이 는 ∙cos가 되고,에서의 p 의 높이 는  ∙cos이 된다.

동일한 높이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정 한 거리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오염도

원격 측정 제어 시스템의 정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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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86.오염도 원격측정 방안.

(나)오염도 측정 제어기법 구

① 거리측정 오차 보정

오염도 측정 제어 시스템에서 오염도 측정 센서와 측정 상체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해서는 측정 상체의 거리 정보를 정 하게 인식하여 항상 일정한 높이로 제어

해 주어야 한다.일반 으로 2차원 이 센서가 가지는 오차로 인해 측정 상물의 거리

가 일정한 상태에서도 거리 측정값이 변동하므로 이 거리계의 오차를 보정하여 측정

정 도를 높여 으로써 정 한 제어를 가능 하고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오염도를 측정

하여 정확한 오염도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2차원 이 거리계의 특성을 악하기 해 Fig.3.2.3.87과 같이 1축 직선 이송장치

신호 획득 시스템을 구성하여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이 실험 장치는 2차원 이스 스캐

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높이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악하기 해 높이방향으로 직

선 이송장치를 구성하고 이 거리계는 지면으로 향하도록 구성하여 거리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거리계의 높이에 따른 거리 오차를 악하기 해 300～600mm

까지 높이를 가변시키면서 이 스캐 의 거리 정보를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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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험 구성 (b)실험 장비 설계 도면

(c)실험 장면

Fig.3.2.3.87.2차원 이 센서 거리측정 실험.

실험 장치를 통해 2차원 이 스캐 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2차원 이 스캐 는

학 , 자 특성상 내외부 인 오차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세부

인 오차 발생 요인은 Fig.2.3.3.88과 같이 원인가 기 시간 오차,시간에 따른 랜덤

오차,거리에 따른 거리 오차,스캔 각도에 따른 각도 오차 등이 주요 오차의 원인임을 확

인하 다.

2차원 이 스캐 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해 Fig.3.2.3.89와 같이 각각의

오차 발생요인에 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측정 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

다.2차원 이 스캐 는 거리가 일정한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 측정값이 변하는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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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가지며,랜덤 오차는 Fig.3.2.3.90(a)와 같이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시간에 따라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랜덤 오차는 이동 평균값(MA :movingaverage) 는 간값을

취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Fig.3.2.3.90(b)는 5개의 시간 평균값을 취한 처

리결과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며,Fig.3.2.3.90(c)는 10개,Fig.3.2.3.90(d)는 20개의 시간

평균값을 취한 처리결과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거리계가 가지는 시간에

한 랜덤오차는 보정 약 12mm에서 시간에 따른 평균값 처리를 통해 측정오차가

3～4mm 이내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기시간 오차 (b)랜덤 오차

(c)거리오차 (d)각도오차

Fig.3.2.3.88.2차원 이 거리계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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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89. 이 거리계 오차보정 방안.

(a)원 데이터의 시간오차 히스토그램

(b)5개 평균값 처리결과 히스토그램

(c)10개 평균값 처리결과 히스토그램

(d)20개 평균값 처리결과 히스토그램

Fig.3.2.3.90. 이 거리계 측정시간 랜덤 오차 보정.

-1 흑정시작 악 l시간에 얻원 인가 

-1 시간에 따라 명E화 

-1 거리에 따를 보정합수 사용 

-1 각도에 따른 보정힐수 사용 

형상오차보정 -1 공간에따른영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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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이 스캐 의 다른 오차원인은 이 센서와 상물간의 거리에 따른 오

차이다.이를 보정하기 해 측정거리에 따른 보정함수를 개발함으로써 오차를 일 수

있다.측정거리는 실제거리에 해 거리별 직선방정식과 오차를 가지므로 보정 다항 함수

를 이용하여 거리별 오차를 보정한다.거리별 직선방정식은 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는 거리 추정값, 는 거리 측정값을 나타낸다.최소 자승 에러가 되는 k,b

값을 구하면 거리별 직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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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보정결과 Fig.3.2.3.91(a)와 같이  의 보정함수를 개발하 으며 이 함수

를 통해 보정 역(40～200mm)이내에서 최 ±2mm의 오차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 보정오차 ≡ 를 이기 해 보정오차 를 에 한 4차 다항 함수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보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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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오차 를 4차 다항함수로 보정한 결과 Fig.3.2.3.91(b)와 같이 ±0.3mm 이내로 보

정오차가 어들며 측정값 가 주어졌을 때 보정후 거리 를 구하는 체 보정과정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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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정과정을 용하여 5회 측정값에 해 보정한 결과 Fig.3.2.3.91(c)와 같이 ±1.0

mm 미만의 오차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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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거리별 선형성 정도

(b)보정 다항함수에 의한 거리 보정

(c)보정된 함수 용 결과

Fig.3.2.3.91. 이 스캐 거리 오차 보정.

g지 ÍÚ!I이 

ρ 

1‘ .. 
@’ 
00 

" ‘ j 

‘。

“ 
(。

‘ 

“ω 

‘-
/'꺼 

~ 
‘’ •• 

g‘ ~ 
‘g。

~ 
) 

’‘” 

.“@ 
∞ i .. 0 g ·∞ ’> ’‘’ ’” ‘ ‘∞ 

"객l 

.2.*I~) j 

‘ 
i ‘ r \ 
.. / )\ 

i ‘ / \ 
/ \ 

“ ~ ;.< @ g .. · \ ‘ 
“ 

야m찌 

.. 、 / \ 
、」

4 ‘ 
‘。

S영，2ikrnm) 

,.-
;::0、

/ 、、
。@여 

/ \ 
/ \ 

'""'" 
。 . -

\ η 
“‘ ， .~ ‘1" 0.'" .‘냉 00여 00얘 @없、 ‘’냉 1 " ’g \/ \ n 

‘ x 、
~ 1ι 

。@여 

。 。

。""-"'\ 'r--: ’ 。κ 。 - 1;었 ‘ 
잉j‘” v 

\ ."’“ ‘ .. ,‘: ‘·“‘'-::’“ -… 。，-

\ 
“여 

보정다앙암수 fu;) 

오치 (~시 

"' 
a‘ 
a‘ 

"홈u ’1 !'뚱높;앞 &i ,.1 뼈/ 용 h ? /」.끽 ‘p 했 \￥ 커".α~ 
에1 

“ 
•• 
•• 

" ‘m 



-383-

② 거리측정 데이터의 시간 역 공간 역 신호처리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각도 범 의 이 스캐 측정 데이터를 획득하여 시간 공간

에 해 신호 처리함으로써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을 구 하 다. 이

스캐 측정 데이터 신호처리 알고리즘은 Fig.3.2.3.92와 같이 일정시간 동안 일정 각도

범 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먼 시간상의 데이터에 한 간값을 생성하고 이 스캐

가 스캔한 범 내의 공간에 해 체 간값을 계산한다.계산된 체 간값은 은

각도 범 를 가지는 마스크내의 국부 공간 간값과 비교하여 정해진 문턱값 이내의 경우

체 간값을 표 값으로 정하고 문턱값을 넘을 경우 국부 공간 간값을 표 값으로

정한다.

(a)구조

Fig.3.2.3.92.측정된 거리 데이터의 신호처리 차.

Fig.3.2.3.93과 같이 이 스캐 의 치가 공간상의 한 (,)에 있을 때 평면과의

높이 의 표값은 일정 시간동안 된 측정값의 간값 다른 각도로 측정된 값의

간값을 이용한다.먼 한 지 에서 측정 각도 범 의 일정시간 측정 간값을 모두 계

산하여 역 간값 을 구한다.그 다음 한 지 에서 이웃하는 각도의 몇 개 지 에

마스크를 어 국부 간값 을 구한다.이러한 방법으로 측정 시스템을 수평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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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면서 국부 간값을 구한 뒤 역 간값과 비교하여 차이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그

지 에서는 높이는 역 간값으로 치하고,문턱값보다 크면 국부 간값으로 높이

표값을 취한다.공간상의 각도 범 가 이 스캐 의 수직선상에서 획득한 측정값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로 측정한 값을 필터링하여 랜덤 오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Fig.

3.2.3.94참조)

Fig.3.2.3.93.측정된 거리 데이터의 신호처리 개념

Fig.3.2.3.94.측정된 거리 데이터의 신호처리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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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일 시간에서의 측정 데이터 히스토그램

(b)일정 시간동안 측정한 데이터의 간값 히스토그램

(c)일정 시간동안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값 히스토그램

Fig.3.2.3.95.측정된 거리 데이터에 한 시간 역 신호처리 결과.

시간 공간에 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의 성능 시험을 해 바닥에서 315mm 높이에

2차원 이 센서를 설치하고 바닥에 상부 직경 50mm,하부 직경 70mm,높이 65

mm인 물체를 놓아두고 스캔각도 ±45도 범 로 거리를 측정한 후 신호처리하 다.Fig.

3.2.3.95(a)는 각각의 스캔 각도에서 단일 시간의 거리 측정 데이터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Fig.3.2.3.95(b),Fig.3.2.3.95(c)는 각각의 스캔 각도에서 2.8 동안 각각 100개씩

의 거리 데이터에 한 시간 역의 간값 평균값 결과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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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처리 약 15mm의 변동폭을 보이는 거리값은 신호 처리 후 8mm 이내로 어드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3.2.3.96는 시간 역에서의 신호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역에서의 신호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스캔 각도 범 내의 모든 공간 역에 해 역 공간 평균값

간값을 구하고,각각의 스캔각도에서 자신과 이웃하는 ±5개의 측정값에 해 11개의 국

부 마스크를 선택해 평균값 는 간값을 계산하여 역 평균값 는 간값과 비교한

다.비교 결과가 미리 정한 문턱값 이내이면 그 지 에서의 표 값은 역 평균값 는

간값으로 체하고,문턱값을 벗어나면 그 지 에서의 표 값은 국부 평균값 는

간값으로 체한다.Fig.3.2.3.96(a),(b),(c),(d)는 문턱값을 0,1,2,3으로 설정 했을 때의

평균처리 결과 간값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웃하는

들이 일정한 높이를 가지면 평균값 간값 신호처리 결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

만,이웃하는 들이 높이차가 있는 경계 역에서는 평균값 처리 결과가 간값 처리 결

과보다 폭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이는 평균값 처리 결과가 다른 높이값을 하여 처

리함으로써 높이차가 큰 신호에 해 취약성이 있으며, 간값 신호처리가 강건함을 알

수 있다.국부 평균값 는 간값에 의해 실제 거리와 5mm 이내의 1차 처리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문턱값을 3mm 이상으로 설정하 을 경우 스캔 각도 범 내의 실제

동일한 높이가 일정한 값으로 처리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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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문턱값이 0일 때 평균 처리 결과(좌), 간값 처리 결과(우)

(b)문턱값이 1일 때 평균 처리 결과(좌), 간값 처리 결과(우)

(c)문턱값이 2일 때 평균 처리 결과(좌), 간값 처리 결과(우)

(d)문턱값이 3일 때 평균 처리 결과(좌), 간값 처리 결과(우)

Fig.3.2.3.96.측정된 거리 데이터에 한 공간 신호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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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원 공간 형상 측정

오염도 측정 상은 3차원 공간상에서 일정한 높이를 가지는 단일 평면으로 존재하지 않

고 복잡한 형상으로 존재하므로 오염도 측정센서가 측정 상 표면을 일정 거리로 유지하

면서 측정하기 해서는 단일 지 에서의 높이 정보뿐만 아니라 오염도 측정 환경에 한

체 형상을 악하여야 한다.2차원 이 센서는 Fig.3.2.3.97과 같이 오염도 측정 센서

를 가로,세로 축 방향으로 이동 시킬 때 이동 방향의 높이 정보를 사 에 확보함으로써

시스템 운용 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높이의 측정 상과 일정하게 높이를

유지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한,한 축 방향으로의 이동만으로 3차원 공간의 형상을 얻

을 수 있으므로 형상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Fig.3.2.3.97. 이 거리계를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 방법.

Fig.3.2.3.98(a)는 3차원 형상 측정 실험을 해 크기가 다른 상을 바닥면에 놓고 1축

이동 장치에 이 거리계를 장착하여 한 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거리를 측정하여 형상

을 획득하 다.Fig.3.2.3.98(b)는 가로,세로 크기 높이가 다른 형태로 구성된 3차원 형

상 측정 실험에 사용된 시료이며,Fig.3.2.3.98(c)는 수평 이동시 스캔 각도의 심에서 획

득한 형상정보의 로 일을 나타내며,Fig.3.2.3.98(d)는 45도의 스캔 각도로 스캔하고 수

평으로 10mm 씩 이동하면서 획득한 3차원 형상 정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ig.3.2.3.

98의 결과를 통해 2차원 이서 스캐 를 통한 오염구역의 3D 형상화의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측정 데이터의 지속 인 오차 보정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형상 데

이터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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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차원 형상측정 실험 장면 (b)3차원 형상측정 상

(c)스캔 각도 심에서의 로 일

(d)3차원 형상 측정 데이터

Fig.3.2.3.98. 이 스캐 를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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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염도 원격측정 제어시스템 형상분석 기술개발

(가)스테 오 비 을 이용한 형상분석 기술

3차원 형상 정보를 얻기 해 이 거리계,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

다. 이 거리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물체의 표면에 이 를 주사하여 센서에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실내에서 수 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목 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지만,1㎝ 이하의 정 도

를 얻기 어렵고 물체의 반사도에 따라 획득하는 거리값이 달라지므로 정 측정에 사용하기

는 어렵다.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의 카메라와 물체와의 기하학 계

를 이용하여 거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 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지

만 시스템 구성이 비교 간단하고 물체의 반사도에 향을 게 받아 가까운 거리에서의

정 측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① 이 거리계에 의한 형상측정의 문제

이 거리계는 물체의 표면에 이 를 주사하여 센서에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함

으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의 반사율 반사각에 따라 측정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 거리계는 흰 종이에 해서는 정확한 거리값을 측정할 수 있지만 반

사율이 아주 높거나 낮은 물체에서는 정확한 결과를 기 하기 힘들다.Fig.3.2.3.99는 속

에 한 이 거리계의 거리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반사율이 높은 속에서는 이

의 반사각도에 따라 측정된 거리값이 큰 폭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같은 높이를 가진

물체에 해서 이 거리계의 심 부근에서는 거의 반사되어 거리가 0에 가깝게 측정

되고,각도에 따라 수 cm 이상의 변동폭을 가짐을 알 수 있다.Fig.3.2.3.100은 다양한 컬러

에 한 이 거리계의 거리 측정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같은 높이를 가진 물체에 해

그 이 벨이 낮은 값이 그 이 벨이 높은 값보다 더 가깝게 측정되고,블루 컬러에서 더

가깝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거리계는 물체의 재질이나 색상 등에 의해 거

리 측정값이 달라지므로 이 거리계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물체의 형상을 얻기는 힘들어

보이며,물체의 재질 색상을 악할 수 있는 다른 센서와의 융합을 통해 정 거리 측정

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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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99. 속에 한 이 거리계의 거리 측정 결과표.

  

 

Fig.3.2.3.100.다양한 컬러에 한 이 거리계의 거리 측정 결과.

② 스테 오 비 거리 정 도

물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인 스테 오 비 의 오염도 원격측정 시스

템에의 용을 해 양안 스테 오 비 의 거리 정 도를 조사하 다.거리 정 도 계산을

해 사용된 스테 오 카메라의 라미터는 다음과 같다.양안 카메라 베이스라인 간격 12

cm,카메라 즈 3.8mm, 상 해상도 320픽셀이며,상 도는 0.2픽셀로 설정하고 거리별

정 도를 계산하면 Fig.3.2.3.101와 같은 결과 그래 를 얻을 수 있다.Table3.2.3.27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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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와 같이 측정거리가 85cm 일 때 5mm의 정 도를 가지며,측정거리가 54cm 일 때

2mm 의 정 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3.2.3.101.높이별 스테 오비젼의 정 도.

거리 정 도

38cm 1mm

54cm 2mm

66cm 3mm

77cm 4mm

85cm 5mm

Table3.2.3.27.스테 오 비 의 거리별 정 도.

③ 스테 오 비 거리측정 개념

스테 오 비 에서 정확한 깊이(depth)를 얻기 해서는 기하학 계와 정합방식의 설

정은 단히 요하다.기하학 계를 살펴보면 깊이 값의 신뢰성을 측할 수 있고,어떤

정합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간 부정확하지만 많은 변 (disparity)를 얻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만 변 를 조 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 으로 스테 오 비 에서 카메라의 기하학 모델은 두 의 카메라가 하나의 물체

를 바라보고 있는 구조를 가지며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3차원 정보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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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평면에 표 하는 작업은 공간상의 여러 들을 상의 한 과 응시켜야 하기 때

문에 필연 으로 깊이(depth)정보를 잃어버리게 된다.깊이 정보를 표 할 수 없는 2차원

상으로부터 3차원 정보를 복원하는 경우에,다른 시 에서 촬 된 여러 장의 상을 이용

해 스테 오 정합(StereoMatching)기법을 용하게 된다.스테 오 상은 Fig.3.2.3.102와

같이 공간상의 한 을 여러 시 에서 촬 한 상들을 의미한다.이 상들을 이용한 스테

오 정합의 목표는 각 스테 오 상 내부의 좌표에 응하는 3차원 공간 내 좌표를 구하

는 것이다.

Fig.3.2.3.102.스테 오 카메라의 기하학 구조.

를 들어 의 그림에서 물체와 카메라와의 거리(depth)를 z라 하면

z=
L⋅f
dl-dr

로 표 될 수 있다.

즉,dl과 dr의 차이(disparity)를 구할 수 있다면 3차원 공간 내 지 들의 상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거리와 기 선의 길이가 알려져 있다면 물체의 z좌표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의 계는 기본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가정한다.첫 번째로,

일반 인 스테 오 정합 알고리즘에서는 상을 획득하는 두 즈의 특성이 동일하여 스테

오 상 간의 왜곡이 없다고 가정한다.두 번째로는 두 카메라의 좌표계가 정확히 정렬되

어 있으며,공간 내 좌표를 기 으로 단지 원 의 치만 다르다고 가정한다.그리고 마지막

으로,정합의 편의를 해 상 내부 좌표계의 xy평면과 공간 내 좌표계의 XY평면은 나

란하여 두 스테 오 상이 에피폴러 제약을 수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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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좌 상

   

(b)우 상

Fig.3.2.3.103스테 오 상

㉮ 스테 오 정합

인간은 두 과 뇌에서의 시각피질을 이용하여 입체 공간을 인식할 수 있듯이 이와 유사

하게 한 의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상을 이용하여 측 공간상의 거리 측 물체의

삼차원 형태를 감지할 수 있다.그 원리는 한 쪽 카메라의 상상의 임의의 패턴을 삼차원

공간상의 같은 지 으로 매핑되는 다른 카메라 상 상에서 찾아내는 것이다.이러한 패턴

의 응 계와 삼각기법을 사용하여 역으로 삼차원 공간상의 치를 알아낼 수 있다.여기

서 패턴은 픽셀, 도블록,feature(edge,궤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두 의 카메라로부터 3D정보를 얻기 한 연구는 미국 CMU,MIT 국 Cambridge

University를 필두로 유수 학 연구소에서 50년 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가장 일반

인 방법은 1987년도 MIT의 O.Fangers의 연구로 재 형 인 3D 스테 오 비 기술에

해당한다.이 에는 계산량의 문제로 실시간 처리가 어려워 실제 사용이 불가했으나 최근

로세서 성능의 개선으로 2000년 들어 실시간 동작이 가능해 지고 있다.이로 인해 보안

시스템,무인 자동차,군사용 로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D스테 오 비 기술은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각 상의 차이(disparity)를 이용하

여 2D 상에서 사라진 거리 정보를 복원해 내는 기술이다.즉,두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

진 물체는 각각의 카메라에 입력된 치의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게 된다.반면 두 카메라

로부터 가까운 물체는 각각의 카메라에 입력된 치의 차이가 크다.이러한 차이를 시차

(disparity)라고 하며 시차를 구하면 거리 정보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즉,왼쪽 상의 한

이 오른쪽 상의 어디에 응되는가를 알아야 시차를 구할 수 있다.이 게 왼쪽,오른쪽

상의 일치 을 찾는 과정을 스테 오 응 혹은 정합(matching)이라고 한다.

통상 으로 한 만으로는 서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응 주변의 정보를 하나의 블록

으로 이용하여 찾는 것이 일반 이며,이를 블록 매칭이라 부른다.매칭을 해 한 블록을

다른 쪽 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찾는 것은 불합리하다.따라서 카메라간의 기하학

인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탐색 치를 이는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를 상 조정(image

rectifica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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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ification을 해서는 두 의 카메라 사이의 배치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

며 두 의 카메라 사이의 배치 계를 카메라 외부 라미터(cameraextrinsicparameter)

라고 한다.마지막으로 시차를 구하면 상 인 거리 정보를 알 수 있다. 상 처리 분야에

서는 이를 up toscale까지 찾아냈다고 표 하는데,우리가 사용하는 단 ,즉 metrical

information을 알고 싶다면,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몇 cm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다면 카메라

내부 라미터(cameraintrinsicparameter)를 찾아내야 한다.이처럼 카메라 내부,외부 라

미터를 찾아내는 과정을 카메라 캘리 이션(cameracalibration)이라고 한다.즉,3D 상

처리의 순서는 (1)카메라 캘리 이션을 수행한 뒤,(2)imagerectification을 수행하고,(3)

imagematching을 통해 disparity를 구한 뒤,(4)cameraintrinsicparameter값을 이용하여

유클리디안 공간상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하는 순서로 이 진다.

Fig.3.2.3.104.스테 오 매칭 시스템의 기하학 구조.

에서 설명한 스테 오 비 의 원리를 Fig.3.2.3.104을 이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임

의의 T의 거리를 두고 배치된 두 의 카메라를 통해 촬 된 두 개 상에서의 피사체 간

의 시차를 구하고 즈의 거리 f를 알면 카메라로부터 피사체 사이의 거리 Z를 추출할

수 있다.

㉯ 스테 오 조정

일반 으로 생각하는 스테 오 비젼 시스템은 Fig.3.2.3.105과 같다.하지만 실제 스테 오

비 시스템의 경우 물리 인 문제로 인해 Fig.3.2.3.106와 같이 나타난다.이 게 정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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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에서는 삼각법을 이용한 좌표 해석을 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상 내에서 매칭 지

을 찾는 스테 오 응 과정도 어려워진다.

Fig.3.2.3.105.이상 인 스테 오비젼 시스템.

Fig.3.2.3.106.실제 스테 오 비젼

시스템.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에피폴라 기하학(epipolargeometry)을 이용한 카메라

조정을 수행한다.스테 오 상의 기하학에서 한 쪽 상의 한 은 다른 상에서 라인으

로 응되는데,이 응될 수 있는 라인을 에피폴라 선(epipolarline)이라 한다.이러한 에피

폴라 제한 조건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응 을 상 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에

피폴라 선으로 범 를 한정시킬 수 있다.아래의 Fig.3.2.3.107은 스테 오 조정 결과이다.

좌측과 우측의 상이 수평 방향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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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07.스테 오 조정 결과.

㉰ 스테 오 응

좌측과 우측의 이미지에서 동일 지 을 찾는 과정을 스테 오 응이라 한다.아래의 Fig.

3.2.3.108은 이러한 정합 과정에서 올바르게 정합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잘못 정합되는 부분

을 표시한 것이다. 체 으로 재질감이 없는 역에서 오정합(mis-matching)이 많이 일어난

다.이는 정합을 해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상이다.

Fig.3.2.3.108.스테 오 응과 오정합(mis-matching).

(나)정 측정을 한 3D맵 생성 스캔 알고리즘 개발

스테 오 비 을 사용한 3차원 형상 측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올바르게 정합된 시차

맵을 획득하는 것이다.일반 으로 스테 오 정합 알고리즘 들은 재질감이 없는 역, 포

화 역,그림자 역 등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이러한 역에 해선 정합 알

고리즘을 개선하거나 매칭하기 좋은 정합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이에 한 활발한 연구

가 진행 이다.본 연구에서는 랜덤 패턴을 통해 재질감이 없는 역에서의 정합률을 높이

고 서로 첩되는 역을 갖는 여러 장의 스테 오 정합 결과를 공간상에서 보간 하는 방법

으로 포화 역과 그림자 역에서 3차원 형상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 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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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X-Y이송장치에 스테 오 비 을 장착하고 빔 로젝터로 랜덤 패턴을 투 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제안한 방법의 3차원 형상 측정 품질 향상을 검증하 다.

Fig.3.2.3.109.3D맵 생성

알고리즘.

Fig.3.2.3.110.알고리즘 블록 다이어그램.

Capture : local stereo image 

Save : local stereo image/dispatity map 

Trans인latio。띠n Cal뻐n뼈1 

맥멜빨빡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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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빡빨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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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lterpolatioll(adaptive lillea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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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lillg: gaussiall filter (mask 3x3) 

3D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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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차원 형상측정 알고리즘 개발

X-Y이송장치를 통해 카메라의 치와 스테 오 상을 획득한다.그 다음 각각의 스테

오 이미지에서 시차 맵을 획득하고 실제 3차원 좌표로 변환한다.각각의 3차원 pointcloud

를 카메라의 이동 좌표에 맞추어 합친 뒤 공간 색인과 보간,필터링을 통해 3차원 형상을

얻는다.Fig.3.2.3.109는 체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② 랜덤패턴 투 알고리즘 개발

스테 오 정합 알고리즘은 왼쪽 카메라의 상과 오른쪽 카메라의 상에서 동일한 지

을 찾고 그때의 시차를 이용해서 시차 맵을 만드는 것이다.따라서 특징 정보가 없는 역

에서는 잘못된 정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게 생성된 시차 맵을 실제 3차원 좌표로

해석하면 올바른 3차원 형상을 얻을 수 없다.

Fig.3.2.3.111.랜덤 패턴 투 .

이에 한 해결 방법으로 Fig.3.2.3.111와 같이 빔 로젝터를 사용하여 랜덤 패턴을 측정

역에 투 하여 특징 정보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제안하 다.제안한 방법의 장 은 알고

리즘 수행시간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합 성능을 높인다는 것에 있다.

정합 알고리즘은 스테 오 조정된 상에서 좌,우 블록 매칭을 수행한다.SAD는 Sum of

AbsoluteDifference의 약자로써,아래식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기 도우를 두고,

도우를 이동시키면서 두 상의 차이의 값을 계산하여,그 합이 가장 비슷한 부분이

정합지 이라 단하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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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 색인 응 보간법

그림자 역과 포화 역의 처리를 해 X-Y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첩된 상을 얻

는다.이 게 획득한 상의 3차원 좌표들은 Fig.3.2.3.112와 같이 첩되는 부분이 많고 개

별 버퍼에 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색인을 해주어야 한다.

Fig.3.2.3.112. 첩된 3차원 좌표 역.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의 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에 착안하여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인 height-map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공간 샘 링을 수행하 다. 이때

height-map의 빈 역은 주변의 높이 정보를 선형 보간하여 채워 넣게 되는데 만약 주변의

높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검색 반경을 넓 가는 응 보간을 수행한다.Fig.3.2.3.113

은 빈 역에 해 각각 다른 검색 반경을 부여한 것을 보여 다.Fig.3.2.3.114은 응

선형 보간을 통해 보간 된 결과를 개념 으로 도시한 것이다.

Fig.3.2.3.113.검색 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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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14.보간 결과.

④ 포화 역과 그림자 역의 복원

여러 장의 이미지를 겹치도록 촬 하여 오정합으로 인해 손실된 부분을 다른 이미지의 정

합 결과로 복원한다.

Fig.3.2.3.115.서로 다른 치에서 촬 된 시차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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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오염도 원격 측정 제어시스템 장비 개발

(가)원격 측정 시스템 설계/제작

① 제어 개념

오염도 원격 측정을 해서는 상면과 방사선 센서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 한 제어가 필요하다.측정 장비가 작업하는 원격작업 공간은 제한된 환경 인식 장치의

용으로 오염도 원격 측정시 장애물 등의 향으로 측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오염도

측정 장비에 1차원 거리 센서를 장착하여 높이만을 측정하는 것은 주변의 장애물로 인해 장

비의 손상, 상체의 변형 등을 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공간의 체 형상을 미리 악하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작업공간 역의 상을

3차원 형상으로 측정하여 장비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 다.측정 제어

시스템은 3차원 공간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측정 상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한다.상하,좌우 움직임은 스테핑 모터를 제어하여 원하는 치로 센서 종단이

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센서 종단의 정확한 치 제어를 해 상체와의 거리 정보를

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원격 측정 시스템은 센서와 상체와의 거리가 1～2mm

이내의 높은 정 도를 요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색상 재질의 성질에 향을 게 받는

스테 오 비 을 이용하여 상체의 형상을 측정하여 작업 공간의 3차원 맵을 작성하고 이

를 토 로 치를 정 제어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 다.

Fig.3.2.3.116.원격측정 시스템 개념/구성도.

㉮ 스테 오 카메라

캐나다 PointGreyResearch사의 bumblebee라는 스테 오 비 카메라 시스템은 스테

오 비 분야에서 존하는 최고의 선도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Bumblebee는 1/3”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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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QVGA 에서 당 2～3 임을 처리하고 있으며 Fig.

3.2.3.117과 같은 스테 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카메라 캘리 이션 오차는 0.05픽셀

이하로 상당히 정교한 카메라 캘리 이션 성능을 가지고 있다.Fig.3.2.3.118은 스테 오

카메라의 형상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교정된 좌/우 상을 IEEE1394를 통해 PC에서 수집한 후 PC에서 SAD 알고리듬을 이용

해 스테 오 정합을 소 트웨어로 구 하고 있다.Maximum disparity는 64～230까지 지원

하며 Fig.3.2.3.119는 bumblebee시스템을 이용한 스테 오 매칭 결과에 의한 3차원 depth

이미지를 나타낸다.PointGreyResearch사에서도 스테 오 매칭 결과를 이용해 사람추 ,

제스처 인식 등의 다양한 응용 소 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Table3.2.3.28은 스테 오 카메

라의 사양을 보여 다.

Fig.3.2.3.117.PointGrey사의 입체 카메라.

Fig.3.2.3.118.입체카메라 형상.



-404-

Fig.3.2.3.119.PointGrey사의 스테 오 상

결과.

항 목 특 성

ImageSensorType
Sony1/3”progressivescanCCD

ICX204(1032x776maxpixels)4.65μm squarepixels
Baseline 12cm 12cm and24cm

FocalLengths
2.5mm with97°HFOV(BB2only)

or3.8mm with66°HFOVor6mm with43°HFOV

A/DConverter 12-bitanalog-to-digitalconverter

WhiteBalance Automatic/Manual(Colormodel)
FrameRates 20FPS

Interfaces
6-pinIEEE-1394aforcameracontrolandvideodata
transmission4general-purposedigitalinput/output
(GPIO)pins

VoltageRequirements 8-30VviaIEEE-1394interfaceorGPIOconnector

PowerConsumption 2.5W at12V

Gain Automatic/Manual

Shutter Automatic/Manual,0.01msto66.63msat15FPS
TriggerModes DCAM v1.31TriggerModes0,1,3,and14

SignalToNoiseRatio 60dB54dB

Dimensions 157x36x47.4mm 277x37x41.8mm

Mass 342grams505grams
CameraSpecification IIDC1394-basedDigitalCameraSpecificationv1.31

Lensmount 2xM12microlensmount

EmissionsCompliance
ComplieswithCErulesandPart15ClassAofFCC
Rules

OperatingTemperature Commercialgradeelectronicsratedfrom 0°to45°C

StorageTemperature -30°to60°C

Table3.2.3.28.입체카메라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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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패턴 투 기

랜덤 패턴을 물체에 투 하기 해 AAXA Technologies사의 소형 로젝터인 P4를 장

착하 다.Fig.3.2.3.120은 소형 로젝터인 P4 로젝터를 보여주고 있으며,Table3.2.3.

29는 P4 로젝터의 사양을 보여 다.P4 로젝터는 80루멘스를 제공하는 Vibrant-Color

기술과 TripleRGBLED 라이트 엔진을 가지고 있고,LED엔진은 최 15,000시간을 사용

가능하다.해상도는 WVGA(854×480)이고 명암비는 2000:1,최 출력 해상도는 80인치이다.

그리고 WindowsCE6Core를 사용하고 있어서 미디어 재생 능력도 좋고,MicrosoftWord,

Excel,PowerPoint,TXT 일 열기 MP4,MP3,WMA,OGG,WAV,AVI,WMV,SMV,

BMP,JPG,GIF 일 재생이 가능하다. 컴포지트 A/V입력 단자와 3.5mm 오디오 출력

단자,USBHOST기능을 지원하는 노멀 사이즈 USB2.0단자,5핀 미니 USB1.1단자를 가

지고 있다.그 밖에 2GB내장 메모리와 마이크로SD/SDHC 메모리 슬롯 1W 스피커도

내장하고 있다.이 제품은 리튬이온 충 지를 사용하고,한번 충 할 때마다 75분 이상 사용

가능하다.

Fig.3.2.3.120.소형 로젝터.

항 목 특 성

Triple-LEDlight 80lumen

Processor WindowsCEwithARM processor

LEDlife 15,000+hour

RechargeableBattery 75+Minute

Inputs VGA,Composite,SD,USB

Apps MP4,MP3,AVI,JPG,WinCE

Projects uptoa80"image

Table3.2.3.29. 로젝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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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스템 설계/제작

오염도 측정 시스템은 3차원 공간상에서 원하는 치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메커니즘과

센서의 치를 악할 수 있는 치 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이동 메커니즘은 일정한 공

간에서 직교 선형 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XYZ테이블로 구성하 으며,각 축은 스테핑 모

터로 구동되도록 하 다.조작기 끝단 센서는 물체의 표면과 10mm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여야 하며,이동 에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

의 3차원 형상을 미리 측정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 스캐닝 장치

작업구역의 3차원 공간 x,y,z를 이동할 수 있는 스캐닝 장치는 Fig.3.2.3.121와 같이 직

교,선형 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리니어 가이드에 스테핑 모터를 장착하여 구성하 다.지

면과 수평한 x,y축의 이동 지면과 수직한 z축의 이동으로 공간상의 임의의 지 으로

근이 가능하다.

Fig.3.2.3.121.스캐닝 장치.

X,Y축 Z축 이송 장치의 모터 사양은 다음과 같다.X,Y축 이송은 오토닉스 5상 42

각 기어드 타입 스테핑모터인 A15K-S545-G10모터를 사용하 다.이 모터의 류는 0.75A,

최 토크는 15kg·cm,형식은 편축,기어비는 1/10이다.Z축 이송은 오토닉스의 오토닉스

5상 60각 기어드 타입 스테핑모터인 A40K-M566-G7.2모터를 사용하 다.이 모터의 류는

1.4A,최 토크는 40kg·cm,형식은 편축,기어비는 1/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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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22.A15K-S545-G10모터.

Fig.3.2.3.123.A40K-M566-G7.2모터.

Fig.3.2.3.124.X,Y축 이송 모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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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성

작동방법 PlanetaryGeartype

구동방법 5상 Steppingmotor

용규격 IEC34-5

보호구조 IP30

연등 B종 (130̊C)

연내력
상온 상습에서 Motorcoil-case사이를 500VDC 메가로
측정한 값이 100MΩ 이상

연내압
상온 상습에서 Motorcoil-case 사이에 1.0 (단,0.75
A/Phase 은 0.5)kV를 1분 동안 인가해도 이상없음

온도상승 정격 류로 5상 여자,정지 상태일 때 80̊C이하( 항법)

사용환경

주 온도 0̊C～+50̊C(동결되지 않을 것)

고도 해발 1,000mm 이하

습도 85%이하 (단,결로가 없을 것)

운송보
환경

주 온도 -25̊C～+70̊C

고도 해발 3,000mm 이하

습도 85%이하 (단,결로가 없을 것)

정지각도오차 ±3분

Shaft진동 0.05T.I.Rmm (※6)

RadialMovement 0.025mm 이하 (하 5N)

AxialMovement 0.075mm 이하 (하 10N)

설지 InLow의 Shaft
에 한 동심도

0.075T.I.Rmm

설치면의 Shaft에
한 직각도

0.075T.I.Rmm

Motor의 회 방향과 Gear-Head출력축의 회 방향은 동일 방향임.

Table3.2.3.30.X,Y축 이송장치 모터의 일반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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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성

Max.allowabletorque 15kgf․cm

Momentofrotorinertia 68g․cm
2

Ratedcurrent 0.75A/phase

Basicstepangle 0.072°/0.036°(Full/Half)

Permissiblespeedrange 0to180rpm

Backlash ±35(0.58°)

Protection IP30(IEC34-5standards)

Unitweight Approx.0.58kg

Table3.2.3.31.X,Y축 이송장치 모터의 정격/성능.

항 목 특 성

Max.allowabletorque 40kgf․cm

Momentofrotorinertia 280g․cm2

Ratedcurrent 1.4A/phase

Basicstepangle 0.1°/0.05°(Full/Half)

Permissiblespeedrange 0to250rpm

Backlash ±20(0.33°)

Protection IP30(IEC34-5standards)

Unitweight Approx.1.3kg

Table3.2.3.32.Z축 이송장치 모터의 정격/성능.

㉯ 모터 드라이버/컨트롤러

스테핑모터를 구동하기 한 모터 드라이버는 오토닉스의 MD5-HD14,모터 컨트롤러는

오토닉스의 PMC-2HSP-485를 선정하 다.Fig.3.2.3.125은 선정된 모터 드라이버 컨트롤

러로 제작된 모션 컨트롤 구동 장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Table3.2.3.33은 스테핑 모터

드라이버(MD5-HD14)의 사양이며, Table 3.2.3.34은 로그래머블 모션 컨트롤러

(PMC-2HSP-485)의 사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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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25.모터 드라이버/컨트롤러.

Fig.3.2.3.126.모터

드라이버. Fig.3.2.3.127.모션 컨트롤러.



-411-

항 목 특 성

원 압 20-35VDC3A

구동 류 0.4～ 1.4A/Phase

구동방식 바이폴라 정 류 펜타곤 드라이

기본 스텝 각도 0.72°/Phase

분해능
1,2,4,5,8,10,16,20,25,40,50,80,100,125,200,

250분할 (0.72°～ 0.00288°/Phase)

입력 펄스폭 0.5us이상

펄스 듀티 50% 이하

상승,하강 시간 각 120ns이하

최 입력 펄스 주

수
1MHz

입력 압 벨 High:4-8VDC,Low:0-0.5VDC

입력 항
270ohm (CW,CCW)

390ohm(Holdoff,Divisionselection)

사용온도 0～40℃

사용습도 35～85% RH

획득규격 CE

량 220g

Table3.2.3.33.스테핑 모터 드라이버(MD5-HD14)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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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성

제어축 수 2축

원 압 24VDC±10%

소비 력 6W Max.

치설정범
-8,388,608～ +8,388,607(상 치/ 치 지정 가능,펄스
스 일링 기능 지원)

제어 상 모터 펄스 열 입력의 스테핑 모터 는 서보 모터

운 속도 1PPS～ 4MPPS(1～8,000PPS×배율 1～500)

펄스출력방식 1펄스 /2펄스 출력방식 지원 (LineDriver출력)

운 모드

조그 모드

연속 모드

인덱스 모드 (지정 가능 인덱스 수:0~63,총 64EA)

로
그램
모드

ABS( 치이동)

INC(상 치이동)

HOM(원 복귀)

LID(2축 직선보간)
CID(2축 CW 원보간)

FID(2축 CW 원호보간)

RID(2축 CCW 원호보간)

TIM(타이머)

JMP( )
REP(반복시작)

RPE(반복종료)

ICJ(입력조건 )

IRD(외부입력 기)
OPC(출력포트 ON/OFF)

OPT(출력포트 ON펄스)

NOP(NoOperation)

END( 로그램 종료)

로그램 스텝 수:200EA,PowerOnProgram Start기능

원 복귀
4Step을 이용한 원 복귀 기능:고속 원 근 서치, 속 원
서치 속 Z상 서치,고속 오 셋 이동

PowerOnHomeSearch기능

I/O

ParallelI/F(CN3):입/출력:13/4EA

X축(CN4):입/출력:8/6EA,(범용 입/출력:2/2EA)

Y축(CN5):입/출력:8/6EA,(범용 입/출력:2/2EA)

내환
경성

사용온
도 0～ 45ºC,보존 시:-15～ 70ºC

사용습
도 20～ 90% RH,보존 시:20～ 90% RH

부속품
원 커넥터,입출력 커넥터(PI/F,X축,Y축),RS-232C

통신 이블(1.5m,1개),취 설명서,RS485용 커넥터 1개

획득규격 CE

량 약 101g

Table3.2.3.34. 로그래머블 모션 컨트롤러(PMC-2HSP-485)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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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맵 처리/제어 컴퓨터

3D 형상측정 맵 처리,제어는 단일 컴퓨터로 처리토록 구성하 다.개발 컴퓨터는

LenovoT520노트북 컴퓨터이며,컴퓨터의 사양은 Table3.2.3.35과 같다.소 트웨어 개발

언어는 MicrosoftVisualC++ Troltech Qt4이며,통합 개발환경은 MicrosoftVisual

Studio2008,QtSDK 이다.사용 라이 러리는 QtSDK,Boostpro,openCV 2.3,Point

GreyResearchSDK이다.

항 목 특 성

운 체제 MicrosoftWindows7Professional

로세서 IntelCorei5-2410M 2.3GHz(withturbo2.9GHzL3:4MBcache

메인 칩셋 IntelQM67칩셋

메모리 DDR34GB(1333MHz(2DIMM Slots)/4G*1ea)

그래픽 칩셋
Discrete NVIDIA NVS 4200M (1GB VRAM)with Optimus

Technology

HDD 500GB/SATA/7,200rpm

디스 이 15.6“16:9HD(1600×900)/LED백라이트 LCD

ODD Multiburner/DVDCDMultiRec

유/무선 환경
인텔 82577 Gigabit/ 인텔 센트리노 Advanced N 6205 2X2

AGN

사운드 IntegratedHDAudio,DualArrayMicrophone

I/O포트

Displayportw/audioandVGA/1Always-OnUSB2.0with

yellow marking/smartcardreader/34mm Expresscardslot

andoptional4-in-1SDcardreaderIEEE1394Firewireor

Modem (RJ11)/3USB2.0/1USB2.0/eSATACombo

카메라 DualDigitalMicsand720pHDCamera,3.5mm Combojack

부가기능 FingerPrint,TrackPoint,TouchPad

블루투스 블루투스 모듈 V3.0

배터리 6Cell(2.6Ah)Lithium-ionBattery7.7hrswith

무게 2.6kg

사이즈 373mm ×245mm ×31.8-35.6mm

Table3.2.3.35.개발 컴퓨터 사양(LenovoT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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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28.3D맵 처리 제어 컴퓨터.

③ 로그램 개발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의 로그램은 Fig.3.2.3.129의 3축 모션 제어 로그램 Fig.

3.2.3.130,Fig.3.2.3.131의 3D형상측정 맵 처리로 구성된다.공간상의 치를 움직일

수 있는 3축 모션 제어 로그램은 스테핑 모터 컨트롤러에 치 명령을 달하여 모터 드

라이버에서 모터를 구동시키도록 해 다.3D형상 측정 맵 처리 로그램은 각각의 스테

오 카메라 상을 입력으로 받아 화면상에 디스 이하고,각각의 시차맵을 통합하여 3D

그래픽으로 디스 이 해 다.모션 제어 로그램 3차원 형상 측정 로그램은 컴퓨터

의 성능 용 분야를 고려하여 개별 는 통합 버 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하 다.

Fig.3.2.3.129.3축 모션 컨트롤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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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30.개별 스테 오 상 시차.

Fig.3.2.3.131.형상 측정 소 트웨어.

로그램 실행순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ConnectCamera:카메라 기화 속을 수행한다.

(2)TakeImage:수동으로 스테 오 상을 한 장 얻는다.

(3)Save:실험 결과를 장한다.

(4)Load:실험 결과를 불러온다.

(5)X-YConnect:X-Y이송장치와 속한다.

(6)ZConnect:Z이송장치와 속한다.

(7)SpeedSet: 기 이동속도를 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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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omepos:홈포지션으로 간다.

(9)Initialpos: 기 치로 간다.

(10)Auto:자동 촬 을 시작한다.

(11)MotorStop:모터를 정지 시킨다.

(12)X,Y,Z이송량 Plot:mm단 로 X,Y,Z축 이송량을 표시한다.

(13)Crop:획득한 DisparityMap의 불필요한 부분을 자른다.

(14)Stitching2D:2D기반으로 합친다.(사용안함)

(15)Progressbar:3D형상을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는 로딩바

(16)Stitching3D:3차원 형상복원 알고리즘

(17)3Dplot:openGL을 통해 우측 스크린에 3차원 형상을 표시

(18)Exportdata:5mm 간격으로 된 엑셀 일을 출력

(19)SetToolrange:툴의 이동 경로를 생성할 구간을 설정한다.

(20)Generatepath:툴의 이동 경로를 생성 한다.

(21)Startmeasure:툴을 경로에 맞게 이동시키며 측정한다.

(22)2DScreenTab:스테 오 이미지가 나오는 창으로 이동한다.

(23)3DScreentab:3차원 형상이 나오는 창으로 이동한다.

(24)ToolRange:툴 패스를 표시한다.

(25)Grid:그리드를 표시한다.

(26)X-Yplane:X-Y평면으로 투 한다.

(27)X-Zplane:X-Z평면으로 투 한다.

(28)Y-Zplane:Y-Z평면으로 투 한다.

(29)Pollution:방사능 오염 정도를 표시한다.

(나)실험

①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3D거리 측정 실험

스테 오 비 에 의한 형상측정을 해 Fig.3.2.3.132와 같이 스테 오 카메라를 일정한

높이에 고정시키고 스테 오 상 획득 거리정보를 추출하 다.스테 오 비 을 이용한

상획득 거리정보 추출,필터링 과정은 Fig.3.2.3.133과 같다.카메라를 기화시키고,

스테 오 상을 획득하여 에지모드에서 스테 오 정합 과정을 거쳐 시차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시차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픽으로 표 하고 심 역 밖의 데이터는 제거하는

역 필터링,노이즈 필터링을 수행한다.Fig.3.2.3.134은 추출된 거리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

며,Fig.3.2.3.135은 역 필터링,Fig.3.2.3.136는 노이즈 필터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ig.

3.2.3.137은 처리된 결과의 한 라인에 한 로 일 그래 이며,Table3.2.3.36는 한 라인의

로 일에 한 높이 변동폭 값을 보여 다.같은 높이의 물체에서는 최 ,최소값의 차이

가 약 9mm 정도로 나타나며,배경에서는 약 3mm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한 시차가

계산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여 3차원 형상을 구하지 못하는 역도 발생하는데,이는 특징

의 부재로 인한 스테 오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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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32.기존방법에 의한 형상측정 실험.

Fig.3.2.3.133스테 오 비 로세싱 과정.

Fig.3.2.3.134원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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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35 역 필터링.

Fig.3.2.3.136.노이즈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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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37.높이 로 일.

최 최소 차이

물체 79.038cm 78.142cm 8.96mm

배경 72.213cm 71.932cm 2.82mm

Table3.2.3.36.높이 측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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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 오 비 은 가까운 거리에서 정 한 거리 측정 결과를 추출할 수 있으나 물체의 재

질 조명,그림자 등의 향으로 좌,우 카메라의 동일한 특징 을 추출할 수 없을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Fig.3.2.3.138은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종이 박스의 형

상을 추출한 결과이다.물체 배경에서 재질감이 동일한 평면의 경우 특징 을 찾을 수

없어 좌우 카메라의 시차를 구하지 못하므로 거리 정보를 추출할 수 없게 된다.Fig.3.2.3.

139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랜덤패턴을 조사하여 형상을 측정한 결과이며,Fig.

3.2.3.140은 Fig.3.2.3.141의 필터링을 거친 결과이다.Fig.3.2.3.138에서 특징 이 없어 형상

을 측정할 수 없었던 역들이 Fig.3.2.3.139,Fig.3.2.3.140과 같이 랜덤 패턴 조사로 인해

특징 이 생성됨으로써 체 형상을 거의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Fig.3.2.3.138.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형상측정.

Fig.3.2.3.139.랜덤 패턴을 조사한 스테 오 카메라

형상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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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40.랜덤패턴 조사하여 필터링한 형상결과.

②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3D형상측정 시험

실험 장비는 Fig.3.2.3.141와 같이 X-Y이송장치,소형 빔 로젝터,스테 오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다.스테 오 카메라의 상 크기는 640x480픽셀이며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획득한다.본 연구에서는 BB2-08S2제품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 다.

Fig.3.2.3.141.실험 장치.

실험은 Fig.3.2.3.142(a)와 같은 재질감이 없는 물체에 Fig.3.2.3.142(b)와 같은 랜덤 패턴

을 투 하지 않았을 때와 투 하 을 때 두 경우의 시차 맵을 비교한 뒤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림자 역과 반사 역에 한 보정 결과를 확인해 보 다.

Fig.3.2.3.143(a)는 랜덤 패턴을 투 하지 않았을 때의 시차 맵이고,Fig.3.2.3.143(b)는 우

측은 랜덤 패턴을 투 하 을 때의 시차 맵이다. 체 시차 맵에서 랜덤 패턴이 투 되는

부분만 잘라내었고 실험 장비 구조상 나올 수 없는 시차의 경우 검은색으로 필터링 하 다.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랜덤 패턴을 투 하 을 때 정합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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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측정 상 (b)랜덤 패턴 투 상

Fig.3.2.3.142랜덤 패턴 투 상 투 상.

(a)랜덤 패턴 미투 (b)랜덤 패턴 투

Fig.3.2.3.143.시차 맵 비교.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Fig.3.2.3.144과 같이 복잡한 형상의 물체에

해 랜덤 패턴을 투 하면서 카메라를 100mm 씩 이동시켜 첩하여 얻은 스테 오 상을

합성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Fig.3.2.3.145은 Fig.3.2.3.144의 물체들에 랜덤 패턴을 투

하고 카메라를 이동시키며 첩 촬 한 시차 맵이다.각각의 시차맵은 그림자와 반사 역

에서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 Fig.3.2.3.146와 같이 첩된 상

을 합성하여 공간 색인과 응 보간법을 용한 최종 결과에서 시차 맵에서 손실된 부분

이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3.2.3.144측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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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x,y):0,300 (b) 치(x,y):150,300

(c) 치(x,y):0,150 (d) 치(x,y):150,150

(e) 치(x,y):0,0 (f) 치(x,y):150,0

Fig.3.2.3.145연속 시차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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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윗면뷰 (b)측면뷰

(c)등각뷰

Fig.3.2.3.146.3차원 형상 측정 결과.

Fig.3.2.3.147은 60mm 높이를 가지는 물체에 해 랜덤 패턴을 투 하지 않았을 때와

투 했을 때의 한 라인 로 일을 나타내고 있다.Fig.3.2.3.147(a)는 랜덤패턴을 투 하지

않았을 때 간 역에서 스테 오 매칭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Fig.3.2.3.147(b)는

부분의 역에서 스테 오 매칭이 잘되고 있음을 보여 다.Table3.2.3.37은 랜덤패턴을 투

하지 않았을 때와 투 했을 때의 결과이다.랜덤패턴을 투 하지 않았을 경우 30% 이하

의 정합율을 보이며 물체 높이는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낸다.반면,랜덤패턴을 투 했

을 경우 물체 경계 부분에서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정합율은 물체 역에 해 90% 이

상으로 나타난다.카메라와 측정 상과의 거리가 60cm 이내 일 때 측정된 높이 값은 실제

물체의 높이 값과 1mm 이내의 오차를 가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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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랜덤패턴 미투 (b)랜덤패턴 투

Fig.3.2.3.147.랜덤 패턴 미투 /투 로 일.

랜덤패턴 미투 랜덤패턴 투

물체 측정값 46.23mm 85.99mm

정합율 29% 95%

배경 측정값 24.95mm 25.48mm

물체 높이 21.28mm 60.51mm

높이값 오차 -38.72mm 0.51mm

Table3.2.3.37.랜덤패턴 미투 /투 결과.

③ 방사능 측정 센서 이송 경로 생성

3차원 형상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Z축에 부착된 방사능 측정 센서의 경로를 계획하고

실험을 수행 한 뒤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방사능 측정 센서는 10mm 간격으로 X,Y축

방향 움직이고,Z축으로는 물체의 표면과 10mm 간격을 유지하도록 경로를 생성하 다.생

성한 경로는 Fig.3.2.3.148과 같이 소 트웨어 상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반복되는 실선으로

나타나며 경로 생성이 완료되면 실제 Z축을 제어하여 물체의 표면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고 이를 Fig.3.2.3.149와 같이 3차원 그래픽에 오버랩 하여 방사능 오염 지역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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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48.경로 생성 결과.

Fig.3.2.3.149.방사능 오염 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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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요약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해서는 사 에 시설 부지의 방사선학 인 특성평가가 정확

하게 수행되어야 한다.특히,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 오염시설의 경우는 생

물학 방사선학 해도가 큰 악티나이드 핵종의 오염 여부 정도를 악하는 것

이 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과정에서 알

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알 선 검출과 동시에 원거리로 신호 송이 가능한 일체형

의 알 선 측정용 센서 제조방안을 최 로 제안하여 독자 으로 개발하 다.일체형 센서

는 시스템 구성 시에 추가 인 장치가 필요 없으며,기존의 물리 결합형 센서에 비하여

신호 송 효율이 우수하여 고 알 선 오염도 측정에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된다.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면 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의 에멀젼 검출소재를

개발하 다.분사형 검출소재는 방사선 검출과 동시에 오염 핵종을 포집하여 제거가 가능

한 기능성의 검출소재로서 세계 으로도 독창 인 기술로서,추가 인 기술을 개발을 통

하여 산업화한다면 해체 분야의 선도 인 기술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능 환경 내 소구역 면 환경에서 알 /베타선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

기 해 오염도 측정센서를 상으로부터 일정거리 유지할 수 있는 제어기술을 독자 으

로 개발하 다. 소구역 내 오염도 측정 센서를 치제어하기 해 1D 이 거리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오염도 측정센서와 상물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오염도 센서 이송용 모

터의 회 수를 제어하여 오염도 측정센서와 상물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방식을

개발하 다. 한 본 제어방식을 기반으로 소구역용 오염도 측정 장비를 설계/제작하

고,오염도 측정센서가 상 표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정 하게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고방사능 환경 내 hotspot등의 측정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단된다.

넓은 면 에 한 오염도를 측정하기 한 제어방식으로 2차원 이 스캐 로 오염구

역의 치정보를 악하는 방식과 스테 오비젼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정보를 악하는

방식을 각각 제어 기술로 비교하 다.2차원 이 스캐닝 방식은 측정거리,각도,공간

등에 다양한 오차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기 한 제어 기법을 각 오차발생 원인 별로 보

상해 주어야 하는 큰 단 이 확인되었다.이에 반해 스테 오비젼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

식은 측정거리와 Mis-matching오차만 보상하면 비교 쉽게 높은 정 도의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최종 으로 스테 오비젼 카메라를 이용한 면 오염도 원격 측정 장

비를 독자 으로 설계․제작하고 알 /베타선 오염도를 3차원으로 Mapping하여 가시화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제작한 오염도 측정 장비를 시험한 결과 매우 정확

한 알 /베타 오염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으며 향후 원 과 같이 사람의 근 불가

능한 고방사능 환경 내에서 안 하고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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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출소재 측정기술 개발을 통하

여 오염도 측정분야의 국내 기술 기반을 마련하 으며,고 오염시설의 방사선 리 측

면 해체 사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 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한,개발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원격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국제 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향후 상되

는 고 시설의 제염해체 사업에도 주도 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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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1.개 요

연구용 원자로와 같이 방사능 가 비교 낮은 시설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부분 해체 작업자에 의해 해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고방사능 핫셀, 재처리

시설, 원 등과 같은 시설의 해체작업은 고방사능 환경에서 해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에 의한 해체작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방사능 지역에서의 해체작업은 작업자를

신하여 해체를 수행할 수 있는 원격 해체장비가 필수 이다. 미국, 랑스, 일본 등의 해

체의 경험이 있는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원격 해체장비를 개발하여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원격 해체장비는 단순히 단이나 제염 측정과 같은 특정 목 에 맞게

독립 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원격 해체장비에서 단, 취 , 측정, 제염,

포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한 원격 해체장비의 제어 방식

도 기존에는 원격 해체장비에 장착된 감시 카메라에 의존하여 조작하는 방식이 부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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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자의 마스터 암에 달하여 해체장비에 장착된 툴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조 이 가능하다.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상물은 부분 두꺼운 부재가 부분으로 원격 해체장비에 장착

될 단 기술은 두꺼운 상물도 쉽게 단할 수 있는 기술이 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해

체기술들은 부분 단 시 2차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단에 부 합한 기

술들이 부분이다. 최근 랑스에서는 새로운 단 기술로 이 단 기술을 해체 단

기술로 용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두꺼운 재료를 단하

기 해서는 고출력 장치가 필요하며 장비의 비용도 매우 고가이다. 따라서 고방사능 시설

의 해체에 합한 새로운 단 기술의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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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내용 방법

가.연구내용

○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구성 개념설정

   -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개념설계

○ 극 온 단 장비 용성 분석 설계사양 도출

   - 극 온 단 기술 산해석

   - 극 온 단 실험장비 설계사양 도출

○ 극 온 단용 가압공정 장치 개발

   - 극 온 단용 가압장치 설계 제작

   - 극 온 단용 가압장치 성능 시험

○ 극 온 유지 공정 장치 개발

   -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설계를 한 CFD 열 달 해석

   -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성능 시험

○ 극 온 유지 공정 장치 개발

   -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설계를 한 CFD 열 달 해석

   - 극 온 유지를 한 진공유지 장치 액체질소 공 장치 개발

   -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성능 시험

○ 극 온 단 장비 성능 시험

   - 분사 매질에 따른 분사 실험

○ 극 온 단 장비 복합제어 장비 개발

   - 극 온 단 장비의 단성능 향상을 해 이 치 제어 기술 개발

나.연구방법

-원격 해체 기술 황 분석을 통해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필요한 다기능 해체장비의 기능

성능 요구사항을 도출함.원격 해체작업에 합한 조작기의 유형과 고하 이송에 합한 이

송방식을 선정하는 등 개념설계를 수행함.

-원자력시설 해체 단기술들의 장단 용성을 평가하여 고방사능 시설 단에 합한

단기술을 선정함.

-유한요소법과 SPH 기법을 통합한 하이 리드 기법으로 단 상물 분사 매질을 모델링

하고 Autodyn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해석을 수행하여 단 깊이 10mm에 한 압력,

노즐 이송속도,연마재 투입량,노즐과 상물 거리 등의 설계변수에 한 설계요건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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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극 온 단 장비의 설계요건을 기반으로 액체질소를 고압으로 가압할 수 있는 공정장치를

설계 제작함.

-극 온 단 장비 부품인 감쇠기와 배 내부에 흐르는 액체질소의 기화방지를 한 액체질

소의 온도/압력의 상 계 분석을 통해 액체질소 기화방지에 한 방안을 설정함.

-선정된 기화방지 방안의 용성을 평가하고 설계변수 결정 운 조건을 도출하기 해

CFD열 달 해석을 수행함.

-도출한 기술사양과 운 조건을 기반으로 감쇠기 배 에 한 극 온 유지 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하고 두 공정장치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용성을 시험함.

-감쇠기 배 극 온 유지 공정장치를 극 온 단 실험 장비에 장착하고 노즐 출구에서

액체질소 분사됨을 확인함.

-분사노즐에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 분사하여 속시편에 해 단 용성을 평가함.

분사노즐에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 분사하여 속 시편에 해 단 성능 시험 수행

함.

-액체 CO2분사 단 성능 시험을 해 CO2액상조건 유지를 한 장치 개선.액체 CO2

와 연마재 혼합 분사하여 속 시편에 한 단 성능 시험을 수행함.

-국내외 그래픽 제어 기술 련 문헌 조사 기술 분석을 통해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

설계 수행함.극 온 단 장비의 노즐 이 상물의 표면 형상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

로 유지 할 수 있는 제어기술 방안을 도출하고 노즐 간격 유지를 한 거리 센서에

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여 합한 센서를 선정함.MATLAB 로그램을 이용한 노즐

치 제어 로그램을 수행하고 노즐 치 제어 장비 제작한 후 성능 시험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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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결과

가.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구성 개념설정

     (1) 다기능 해체장비 개념설계

고방사능 설비 해체 시 작업자를 신하여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해체장비의 개발을 해 원격 Manipulator에 한 국내외 기술 분석을 통해 Fig. 3.3.3.1은

같은 원격 해체장비에 한 기능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장비

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해 단순 단뿐만 아니라 방사능 측정, 제염, 취 이송 등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다기능 해체장비의 제어방식은 3차원 그래픽 상에서

해체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해체장비의 엔드 이펙터에 작용하는 힘을 운 자가 느낄 수

있는 Haptic 기술을 용하여 개발하도록 개념을 설계하 다.

방사능 측정

방사성 물질 수집 및 포장

해체 대상물 절단 및 분해

제염

격 취급 및 조작

고준위 알파 염도 측정

(시설 염도 평가)

고방사능 설비 격 해체

(안전성, 경제성 향상)

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에 공동 활 가능

Tools
고 사능 염

측정 술
첨단 절단 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술

주

능

활

다기능 해체장비

방사능 측정

방사성 물질 수집 및 포장

해체 대상물 절단 및 분해

제염

격 취급 및 조작

고준위 알파 염도 측정

(시설 염도 평가)

고방사능 설비 격 해체

(안전성, 경제성 향상)

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에 공동 활 가능

Tools
고 사능 염

측정 술
첨단 절단 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술

Tools
고 사능 염

측정 술
첨단 절단 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술

주

능

활

다기능 해체장비

Fig.3.3.3.1.다기능 해체장비 설계 개념.

• 다기능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다기능 해체장비의 구성은 Fig. 3.3.3.2와 같이 매니퓰 이터, 원격제어장치, 공구탈착장치

로 구성하 다. 매니퓰 이터는 상물의 고정 단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으로 단

일 암 매니퓰 이터는 상물을 고정하지 못해 정확한 치를 단에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한 단작업을 수행하고, 고 량 물체의 이동 시 높은 힘을 발생하기 해 듀얼

암 매니퓰 이터를 채택하 다. 한 해체작업과 같이 복잡한 작업 환경에도 작업을 용이하

게 수행하기 해 고자유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매니퓰 이터는 7자유도로 설정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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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 이터의 이송방식은 해체작업 특성 상 고하 을 취 해야 함으로 크 인 이송방식을

선정하 다. 다기능 해체장비는 해체 상물의 특성(재질, 두께, 방사능정도)에 따라 합한

단공구를 선택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양한 단공구 필요함. 따라서 휠쏘, 

라즈마, Shear 등과 같은 다양한 단공구를 다기능 해체장비의 엔드이펙트)에 장탈착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설계하 다. 단공구 장탈착 방법은 단공구와 단장비와 결합을 한 인

터페이스 사용하고,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엔드이펙트와 공구를 고정하며 인터페

이스 표면에 고강도 볼베어링이 장착되어 정확한 치에 결합이 가능함. 한 인터페이스끼

리 15pin 컨넥터가 연결되어 단장비의 기신호 제어가 가능하다. 다기능 해체장비의 엔드

이펙터에는 단 공구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Force-Torque sensor

가 필요하다. Force-Torque sensor는 단공구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에 따라 한

삭 깊이와 이송속도 조 에 사용되며 한 Gripper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에 따라

물체를 고정하는 힘이 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다기능 해체장비를 3D 그래픽

환경에서 제어하기 해 실제 매니퓰 이터의 모든 기능을 3D Simulator로 제작함. 3D 

Simulator는 매니퓰 이터의 Forward/Inverse Kinematic 모듈, 충돌회피 모듈, 원격제어를 한

TCP/IP 통신 모듈로 구성하 다. 

Fig.3.3.3.2.다기능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도



-433-

나. 고방사능 용 단기술 분석

     (1) 워터젯 단 기술

워터젯 단 기술은 고압의 물과 연마재를 작은 구멍의 오리피스에 통과시켜 연마재가

재료에 충격을 가해 마모 크랙을 유발시켜 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고 에 지

도 가공법이므로 재료에 한 변형 잔류응력이 없으며 기 분진의 비산이 고 작업

환경이 양호하다. 그리고 가공물에 노즐이 하지 않고 자유롭게 곡선 곡면의 단이

가능하며 단 반력이 작아 노즐의 이동이 용이하여 로 에 의한 원격 제어가 쉽다. 그러나

이 기술 역시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용 시 다량의 물을 처리해야 하는 단 이 발생한다. 

Fig.3.3.3.3워터젯 단 장비.

     (2)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단 기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단 기술은 다이아몬트 을 붙인 와이어를 회 시켜 콘크리트나

형 철재 구조물을 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 으로 소음이나 진동 발생이 어

공해없이 단이 가능하고 단깊이나 상물의 재질에 제한이 없이 단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용 시 와이어의 쿨링을 해 사용하는 다량의

물이 2차 폐기물이 되어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한 이 장비는 장비 특성

상 원격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정 한 단에는 용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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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4.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단 장비

     (3) 이 단 기술

이 단 기술은 원격에 의한 자동화가 용이하고 단 시 단속도와 단 품질이 좋

아 최근 산업체에서 첨단 단기술로 각 을 받고 있다. 이 단 기술은 단 폭(Kerf)

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용 시 2차 폐기물 발생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원자력 시설 단을 해서는 약 10 kW 이상의 Nd-YGA 이

는 30 kW 이상의 CO 이 가 필요하나 이를 개발하는데 막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

므로 이 기술을 원자력 시설 해체에 용하기 해서는 고출력 이 가 상용화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이 단 시 강한 빛과 열이 동반되므로 화재에 민감한 재료는

단에 합하지 않으며 반사율이 높은 재료는 단이 불가능 하다는 단 이 있다. 

Fig.3.3.3.5. 이 단 장비.

     (4) 라즈마 단 기술

Plasma arc 단 기술은 텅스텐 극 과 도성을 띤 단 상물 사이에 직류 라즈마

arc를 발생시켜 단하는 기술로, 양이온과 자유 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plasma는 거의

20,000 ℉의 온도를 발생시킨다. 높은 압으로 고온의 라즈마 arc를 노즐 torch를 통해

상 속을 녹이고 불어내면서 단하게 된다. 일반 으로 plasma arc 시스템에는 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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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최고 1000 Amps의 직류 공 장치가 필요하며, 자동 plasma arc 장치에는 torch 치

고정 이동 장치, 가스 토출 장치, 가스/물 차폐장치, plasma 가스 공 장치, 고주 공

장치, plasma arc 공 장치 보조가스 공 과 arc 기계 인 이동 제어 장치가 필요하

다. 라즈마 아크 단 기술은 수 에서도 단이 가능하나 단할 수 있는 상물의 두께

의 제약을 받는다. 오염된 상물의 단 시 다량의 가스가 분출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

을 해 방독면 착용 HEPA 필터가 첨부된 환기시스템이 필요하다. 

Fig.3.3.3.6. 라즈마 단 장비.

     (5) 극 온 단 기술

극 온 단의 원리는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하여 고압으로 노즐을 통과 시켜 고속

으로 상물의 표면에 분사하면 연마재가 표면에 강한 충격을 주어 표면에 마모와 변형을

일으켜 단이 이루어진다. 고방사능 환경내의 새로운 단 기술인 극 온 단기술은 암모

니아, CO2, 액체질소 등과 같은 극 온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단하는 기술을 말한다. 

극 온 단 기술이 일반 해체기술에 한 장 은 다음과 같다.[3.3.3.1～3.3.3.2] 

- 분사 매질이 기압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 후 액체

잔유물이 존재하지 않아 단 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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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되기 때문에 취성이 강한 재료의 단 시 손이 생기지

않고 단이 가능하다. 

- 분사매질에 연마재로 Solid CO2와 같이 상온에서 고체에서 기체상태로 변화하는 매질을

첨가함으로써 단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잔유 물질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상물의 인성 특성이 취성 특성으로 변하는 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상

물질의 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436-

Fig. 3.3.3.7은 극 온 단 장비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 액체질소를 가압

하기 하여 액체질소를 압(약 500 kPa)의 압력으로 증압기로 이송한다. 증압기는 스칼

의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약 20배 증압시키는 장치이며 증압비율은 증압기 내 피스톤

의 직경, 액체질소의 배출 의 직경 피스톤이 미는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증압기에서 나

온 액체질소의 압력은 약 400 MPa까지 증압되나 이 압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맥동 를

형성한다. 이러한 맥동 를 감소시키기 하여 증압기에서 분사된 액체질소를 감쇠기

(Attenuator)를 통과하여 시간에 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 채 노즐로 이송된다. 노즐 내부

의 오리피스를 통과한 액체질소는 연마재와 혼합되고 노즐 ( 경 0.8 mm)을 통해 상물

의 표면에 분사된다.[3.3.3.5] 

Fig.3.3.3.7.극 온 단 장비 시스템 구성도.

     (6) 단 기술 분석 선정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합한 해체기술을 선정하기 하여 다양한 단 기술을 기술분석

하 고 Table 3.3.3.1과 같이 다양한 항목에 해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통 인 단

기술들은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용 시 다량의 2차 폐기물 발생, 원격 조작이 불가능, 기술

개발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 이 발생되었다. 반면 극 온 단기술은 고방사능 시설에

서의 가장 큰 문제 인 2차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으며 원격조작도 매우 용이하여 고

방사능 해체기술로 매우 합한 기술로 단되었다. 재 국내에는 극 온 단에 한 연

구는 무한 상태이며 세계 으로도 극 온 단에 한 연구는 보 인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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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법

비교항목
워터젯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이 라즈마 극 온 단

단속도(6t) 76mm/분 300mm/분 1000mm/분 6000mm/분 60mm/분

최 단

두께

(연강)

100mm 제한 없음 <12mm 50mm 10mm

2차 폐기물 발생 발생 발생안함 발생 거의 발생안함

상 재질 상 없음 상 없음 속제 속제 상 없음

단면 품질 좋음 거침 좋음 거침 좋음

원격제어

가능 유무
O X O O O

수 단

가능 유무
X O X O X

단 시

열발생 유무
온 온 고온 고온 온

Table3.3.3.1.각 단 기술 별 성능 비교.

다. 극 온 단 기술 분석

     (1) 다양한 분사 기법

  (가) WJ AWJ 로세스 개발

WJ은 1800년 구 소련과 뉴질랜드의 석탄 채굴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WJ는 암

석 표면에서 붙어 있는 석탄을 쉽게 떼어내기 해 강이나 하천의 물을 언덕 정상의 장고

로 이송한 후 이 를 통해 채굴장에 있는 암석 표면에 상 으로 낮은 압력으로 분사하

여 사용되었다. 그 후 단단한 암석을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채

굴비용을 감소시키기 해 고압 WJ 단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당시 재의 시스템에 사용

하는 만큼의 높은 압력을 발생하는데는 성공하 으나 압력이 매우 불안정하여 단을 수행

할 수 없었다. 그러나 WJ는 1970년 4000 bar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압력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됨에 따라 속하게 발 하기 시작하 고 1980년 산업 분야에서 재료의

단 방법으로 범 하게 사용되기 시작하 다. WJ 장비도 압력 시스템과 분사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하 다. 하지만 WJ 장비는 물에 의한 에 지 달률이

매우 낮아 단 성능이 타 기술에 비해 낮은 단 을 갖고 있어 주로 나무, 라스틱, 복합소

재, 종이, 옷 등과 같은 비 속 물질을 단하는데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WJ의 단 성능과 단 능력을 증가시키기 하여 1980년 연마재 입자를

WJ에 도입하 다. 연마재를 이용한 실험과 특허 출원은 1970년 후반에 시작되었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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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으로 AWJ 장비가 정 가공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도 반부터 시작되었다. 

연마재를 워터젯에 투입함으로써 물에 의한 에 지의 달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상 재료

의 제거율이 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 가공하기 힘든 경화재질의 가공도 타 단 기

술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AWJ은 단기간에 가공기술을 선

도하는 기술 에 하나가 되었다. AWJ 과정에서 연마재 입자들은 혼합 챔버 내부에 물의

제트에 의해 형성된 진음압(negative pressure)으로 인해 기압 상태에 있는 연마재가 혼합

챔버로 빨려 들어가 연마재와 물의 혼합되어 일정 유체의 형태로 분사된다. 

(나) Cryogenic jet[3.3.3.3～3.3.3.5]

WJ과 AWJ은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즉

습도에 해 화학 으로 반응성을 갖고 있는 물질의 가공, 고 압 부근에서의 가공, 독성 물

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가공 등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WJ과 AWJ을 사용하는 것이 합하

지 않다. 특히 독성 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가공에 사용된 물은 오염되므로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단을 수행하기 해 고압 액체질소 분

사, 고압 CO2 분사, 극 온 연마재 분사와 같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고압

의 분사 유체로 극 온 제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유체는 극 온 온도 상태에서 화학 으

로 불활성 상태이고 폭발의 험이 없고 생물학 으로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에서 언 한 특수상황에 사용이 가능하다. 로 액체질소 분사는 식품산업에서 응용이 가

능하며 한 클리닝이나 도장 제거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한 암모니아 분사는 암모니

아의 화학 용해특성으로 인해 화학무기의 해체에 사용된다. 

(다) CO2 jet[3.3.3.6]

열역학 으로 불안정한 유체 에서 CO2는 응용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

에 하나이다. 일반 으로 CO2는 25도의 온도로 용기에 장되며 Fig. 3.3.3.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압력 67 bar에서 등가를 이루며 이 조건에서 CO2는 포화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CO2를 고압으로 분사하면, 노즐 출구에서는 CO2의 압력이 기압인 0.1 MPa로 떨어지고 이

압력상태에서 CO2의 온도는 -78도로 떨어져 액체 CO2는 기체와 고체가 혼합된 상태로 변하

게 된다. 

Fig. 3.3.3.9는 드라이아이스 분사의 응용 사례에 한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몇몇 연구자

들은 표면 의 오염물이나 코딩을 제거하기 해 극 온 CO2 분사를 이용한 기계가공

재료 제거(material removal)에 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 다. 한 재료의 제거율을 높이기

하여 고체 CO2 팰렛을 함께 분사하는 가공 방법도 시도되었다. 여기서 CO2 팰렛은 연마

재의 역할로 열 충격(thermal shock)을 수반함으로써 재료를 제거하게 된다. 이와 같은 타당

성 연구를 통해 극 온 분사방법이 표면 의 오염물이나 코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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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3.3.3.6]은 표면의 흙이나 페인트를 클리닝하기 해 드라이아이스 분사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실험에서 CO2를 -80도의 온도에서 1 bar의 압력

으로 유지하여 드라이아이스 스노우를 생성하 으며 생성한 팰렛의 강도는 석고의 강도와

유사한 2~3 Moh's 정도로 나타났다. 한 참고문헌[3.3.3.7]에서는 35~350 MPa의 압력범 에

서 액체 CO2를 분사하여 드릴링과 단에 한 기 연구를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상물과 노즐간의 거리에 따라 단력이 감소함을 확인하 다. 한 열역학 으로 불안정한

CO2가 고속으로 이동함에 따라 액체에서 기체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 노즐에서 분사되는

CO2의 분사력이 재료를 제거하는데 불충분히 형성하지 못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단을

해서는 CO2 신 액체질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액체 CO2의 열역학

불안정 특성으로 인해 산업 장에서는 단 표면처리 장비의 개발을 해 액체질소

분사로 심이 집 되기 시작하 다. 

Fig.3.3.3.8.CO2의 상태 다이어그램.

Fig.3.3.3.9.Dryiceblasting.

(라)  Liquid Ammonia jet[3.3.3.8]

암모니아는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냉각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암모니아는 기온도에

서 0.78 MPa의 압력을 주면 액화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에서 액체 암모니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액체 암모니아는 생화학 로켓을 해체하는데 매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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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이유는 로켓용 추진제인 AP, HMX RDX들

이 암모니아에서 쉽게 용해되므로 이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젤이나 고체 형태의 추진제

도 무수 암모니아와 같은 액체 는 기체 시약을 이용하여 모터로부터 물리 는 화학

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압 암모니아와 연마재의 분사를 통해 스틸이나 알루

미늄 재질의 로켓 이싱을 단도 가능하다. 극 온 분사의 단 으로는 낮은 투과율, high 

volumetric flow, 표면상의 낮은 충격량 등이 지 되고 있다.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해 극

온 분사에 연마재를 투입한 ACJ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g.3.3.3.10.High-pressureammonia

pump.

(마)  Ice jet 

Ice jet은 속의 표면을 클리닝을 해 개발된 기술이다. 과거에는 화학 클리닝 기법이

속의 표면처리에 매우 효과 으로 사용되었으나 환경에 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 클리닝 기법의 사용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화학 클리닝 기법을

체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체기술로 물 분사(Water blasting) 방법이 제안되었

으며 표면처리에 매우 효과 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표면에 가하는 충격력이 상 으로

약하기 때문에 표면처리 시 많은 물이 필요하 다. 한 사용된 물이 환경 으로 많은 폐해

를 래하 고 사용된 물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이 발생되었다. 물

분사 방법의 문제 인 표면의 충격력을 높이기 해 물 속에 연마재를 첨가한 방법이 제안

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 표면처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연마재가 환경오염의 잠재

인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 물과 얼음을 혼합한

Water Ice jet이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환경 인 문제 을 해결하 을 뿐만 아니라 표면처리

능력도 물 분사 방법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다. 이 기법은 식품가공, 자부품, 의료, 항공우

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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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Liquid nitrogen jet

CO2 분사와 더불어 액체질소 분사에 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Fig. 3.3.3.11은 액체질소 분

사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액체질소 분사에 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액체질소

분사의 집속성(coherence)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악하 다. 액체질소의 온도

를 낮추면 낮출수록 분사의 집속성이 증가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되었으며 액체질소 분사

의 단성능은 WJ과 마찬가지로 매우 떨어짐을 확인하 다. 일부 연구에서는 액체질소를

극 온 냉각 매체로 사용하여 공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한 목 으로도 사용되었으며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액체 속을 분말 형태로 만들기 하여 액체질소 분사를 활용하고 있

다. 

Fig.3.3.3.11.액체질소 분사 다이어그램.

라. 극 온 단 성능 평가

(1)  AWJ와 ACJ 단 성능 비교

1996년 Hashish는 극 온 단의 용성을 평가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극 온 단

실험으로 Abrasive cryogenic 단기술을 나무, 유리, 철 , 티타늄, 니 등과 같은 다양한

재질의 상물에 용하여 단성능을 악하 다. 단 실험을 해 Fig. 3.3.3.12와 같은

실험 장치를 구축하 고 단에 사용한 노즐은 Flow사의 Paser AWJ 노즐을 사용하 다. 극

온 단에 사용한 단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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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12.Sketchofsetupforabrasive-cryogenicjettests.

  - 압력 : 90~103 MPa

  - 오리피스 직경 : 0.38 mm

  - 혼합 튜 직경 : 2.29 mm

  - 연마재 : 120 mesh garnet

  - 연마재 투입률 : 0.2 kg/min

Table 3.3.3.2는 Abrasive 극 온 단 기술을 이용하여 재질 별 단 두께와 이송속도를

실험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 성능을 AWJ와 ACJ를 성능 비교 결과, 연

강을 기 으로 AWJ는 38 mm/min의 속도로 9 mm를 단한 반면, ACJ는 동일 속도에서 7.9 

mm 단하여 AWJ가 ACJ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다. 그 이유는 물의 비 이 극 온 물질

인 액체질소의 비 보다 높기 때문에 에 지 달률이 상 으로 높아 연마재에 가해지는

힘이 AWJ가 ACJ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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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3.3.3.2.재질별 단 두께 이송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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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사매질에 따른 특성

  (가) CO2 jet[3.3.3.6]

CO2 분사와 Nitrogen 분사를 비교하기 하여 두 분사 매질의 열역학 특징을 분석하

다. Fig. 3.3.3.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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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3.Temperature-entropychartforCO2.

액체 CO2의 분사 특성을 악하기 해 분사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3.3.14는 CO2 분

사를 한 실험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먼 오른쪽 노즐 부 에서 액체 CO2가 실린더로

투입되어 최 로 채워지면 체크벨 에 의해 입구가 닫힌다. 실린더 내부에 있는 피스톤 로

드는 높은 수압에 의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려지면 오른쪽 실린더에 있는 액체 CO2는

스칼의 원리에 의해 고압으로 노즐로 이송하여 분사하게 된다.

Fig.3.3.3.14.ExperimentalsetupusedtogenerateCO2j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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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액체 CO2의 분사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

출되었다. 상 으로 낮은 압력(5-10 MPa) 상태에서 액체 CO2를 오리피스에 통과하여 기

압 상태로 분사한 결과, 증기와 고체입자(드라이아이스)가 함께 분사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액체 CO2가 노즐을 통과하는 순간 액체와 고체/기체 사이의 상변화가 발생하 다. 이에 반

해 압력을 70~350 MPa의 범 로 분사한 결과, CO2가 액체에서 고체/기체로 상변화에 걸리

는 시간이 CO2가 노즐에서 상물까지 도달하는 시간보다 더 소요되어 결과 으로 액체

CO2 분사는 완벽히 이루어졌으며 CO2분사의 집속도도 매우 좋게 찰되었다[Fig. 3.3.3.15 

참조]. 하지만 CO2 분사에 연마재를 혼합하여 분사한 결과 CO2의 열역학 불안정성으로

인해 혼합 챔버 내에 CO2가 액체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여 연마재가 가속되지 못하는 문제

이 발생되었다. 

Fig.3.3.3.15.PhotographsofCO2jetsexpelledthrough0.38

mm orifice

  (나)  LN2[3.3.3.1～3.3.3.5]]

Fig. 3.3.3.16은 질소의 T-S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N2의 열역학 특성 분석 결과 임계온

도와 압력이 126.2 K, 3.39 MPa로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발생되므로 질소가 액체 상태로 존재

하기 해서는 매우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액체질소 분사의 단력과

coherency를 유지하기 해서는 액체질소의 온도 제어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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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16.Temperature-entropychartfornitrogen.

Fig. 3.3.3.17은 액체질소 분사 실험을 수행하기 한 장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배

내부에서 질소의 상변화를 방지하기 한 온도 제어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온도 제어 방

법은 Fig. 3.3.3.18과 같은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사용한다. 이 장비는 극 온 온도 센서

를 이용하여 설정된 온도 범 를 벗어나면 Feedback controller가 cryogenic metering valve를

조 하여 압 LN2 냉매의 흐름을 조 하여 온도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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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17.SchematicofUHPLN2jetexperiment.

Fig.3.3.3.18.Schematicofdownstream

temperaturecontrol.

Fig. 3.3.3.19는 LN2의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액체질소 분사의 coherence 변화를 나타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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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9.CoherenceofLN2stream

astopressureandtemperature.

 

(3) 극 온 단 기술 시뮬 이션

극 온 단 기술의 용성 가능성을 악하고, 극 온 단 장비의 설계 시 장치의 설계

사양을 결정하기 해 산 시뮬 이션을 통해 극 온 단 기술의 용성 설계사양을

결정하 다. 

몇몇 연구자들은 유한요소법 (FEA)을 이용하여 상물과 분사 유체의 거동(변 )을 수치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본 극 온 단 시뮬 이션도 유체와 고체의 충동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유한요소의 격자가 변형이 일어나는 문제이다. 연구의 한 로 Mabrouki

는 arbitrary Lagrangian/Eulerian(ALE) 기법을 개발하여 워터젯과 상물 사이의 상호 계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 다. 자는 변 량을 impact center와 다른 부 의

격자 사이의 상 변 를 계산하여 변형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하지만 ALE 기법

은 유체와 고체가 교차하는 부분에 Largrangian point와 Eulerian node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

문에 추가 인 연산시간이 소요되며 로그램을 자동화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많은 연

산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 을 갖는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모든 임을 Lagrangian 으로 표 하는 방법인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SPH) and FEA의 혼합 기법이 개발되었다[3.3.3.9～3.3.3.10]. 

이 방법은 쉽게 자동화 할 수 있으며 연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이 기법은 두 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 는데, 첫 번째로 SPH와 FEM 모델을 혼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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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 모델을 제시하 으며, 두 번째로 유체와 고체사이의 상호작용을 “nodes to surface” 

알고리즘을 통해 정의하 으며 이 알고리즘은 상용 로그램인 Autodyn에 탑재되어 있

다. SPH는 최근 개발된 무-요소 법 하나로 연속 인 물질을 질량과 속도를 갖는 여러 개

의 입자로 정의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자 사이의 격자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격자의 변형에서 생기는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 Johnson과 Beissel은 SPH 기법을 고

속 충돌 문제에 용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극 온 단 시뮬 이션을 해석하기 해 SPH와 FEA를 혼합한 기법을

용하 다. 분사매질인 액체질소는 SPH particle로 모델링하 고, 상물은 유한요소로 모델링

하 고 Explicit 코드인 ANSYS Autodyn 로그램을 이용하여 SPH와 FEA가 혼합된 하이

리드 코드를 사용하여 고속 유체에 한 충돌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가) SPH 기법

앞에서 언 한 SPH 기법은 유체를 입자로 모델링하는 기법이다. 각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의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 유체의 지배방정식은 SPH 입자에 해 표 되며 각

입자는 질량, 속도 주어진 문제에 필요한 정량 인 데이터를 포함한다. 지배방정식은 식

3.3.3.1과 같이 smoothing length h를 갖는 kernel function을 사용하여 표 한다. 

( )vdiv
dt

d
r

r
-=

                           (식 3.3.3.1)

 

식을 유한요소로 근사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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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3.3.2)

 

SPH의 모멘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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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3.3.3)

 

한 에 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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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식 3.3.3.4)

의 수식을 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Autodyn이며 고속 충돌 해석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

석이 가능한 로그램이다. Autodyn으로 극 온 단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먼 액체

질소와 상물에 한 모델링을 수행해야 한다. 먼 액체질소는 직경 1 x 길이 40 mm의

실린더 형상으로 모델링하 고, 상물은 10 mm x 10 mm x 10 mm의 사각 블록으로 모델

링하 다. Fig. 3.3.3.20의 왼쪽 부분은 SPH의 연산 과정을 나타내고 오른쪽 부분은 FEA 연

산 과정을 나타낸다. 두 부분은 contact 알고리즘에 의해 상호 연계되어 있다. SPH로 모델링

된 고속의 유체 입자가 유한요소로 모델링된 상물과 하게 되면 AUTODYN의

“CONTACT_ERODING_NODES_TO_SURFACE” 알고리즘에 의해 이를 감지하여 Contact force

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SPH FEM 모델의 변 , 변형량, 가속도를 계산하게 되며, 다

시 이 값을 기 값으로 하여 각 노드의 새로운 속도 치 값을 재계산하게 된다. 이러

한 과정을 시간에 따라 반복 으로 계산하여 상물의 단 깊이를 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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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0.CouplingSPH andFEA.

(나) 유체 해체 상물 3D 모델링

Fig. 3.3.3.21은 상물 유체에 한 모델링 결과를 나타낸다. 분사 매질인 액체질소는

SPH 기법을 이용하여 직경 1 mm의 원통형으로 총 5771개의 입자로 구성하 으며 분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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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 ~300 m/sec로 설정하 다. 상물은 30(L) x 15(W) x 10(H) mm 크기의 사각 블록형

태로 41,600개의 유한요소로 모델링하 다. 

 

Fig.3.3.3.21.FEAandSPH.

 

(다) Material property

상물의 재질은 Steel 4340로 선정하 고 Table 3.3.3.3은 물성치를 나타낸다. 실제로 분사

유체는 액체질소와 연마재가 혼합되어 분사된다. 따라서 유체의 도를 액체질소와 연마재

를 혼합한 등가 도(equivalent density)를 용해야 한다. 워터젯 련 문헌에 의하면 분사

유체에 포함된 연마재는 체 유체에 16 %를 차지하고 유체는 84 %를 차지한다. 따라서 등

가 도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식 3.3.3.5)

 

여기서 는 유체의 등가 도를 나타내고, 는 액체질소의 도(604 kg/m
3
)를 나타내

며, 는 연마재의 도(3,400 kg/m3)를 나타낸다. 한 와 는 각각 액체질소와 연마

재의 함유량을 나타낸다. 

Numerical erosion 값은 노드가 외력에 의해 크게 변형된 경우 이를 erosion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기 해 설정된 값이다. 일반 으로 통 문제의 경우 미리 effective strain 값을 설정

한 후 설정된 값을 과하면 격자값을 제거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Autodyn 코드에서도 여러

가지 erosion strain model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모델 고속 유체 해석에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instantaneous geometric strain 모델을 사용하 다. Steel 

4340의 경우 instantaneous geometric stain 값은 3.0으로 설정하 다. 

 



-451-

Parameter Unit Value

Densityofthetarget g/cm
3

7.83e+06

Equivalentdensity g/cm
3

1.23232e+06

Bulkmodulus kPa 1.59e+08

Shearmodulus kPa 7.700002e+07

Yieldstress kPa 7.920002e+05

Specificheat kJ/gK 4.770001e-04

Strengthmodel - JohnsonCookstrengthmodel

Failuremodel - JohnsonCookfailuremodel

Erosion -
300 %

(Geometricstrain,instantaneous)

Table3.3.3.3.Materialpropertyofthetarget(Steel4340)and

fluid(liquidnitrogenandabrasive).

(라) Simulation results

극 온 단 시뮬 이션은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한 유체를 300 m/s의 속도로 target에

분사하는 충돌해석이다. AUTODYN 로그램으로 해석한 시간은 1 ms이며 0.001 ms 간격

으로 데이터를 산출하 다. Fig. 3.3.3.22 (a)~(f)는 시간에 따른 liquid nitrogen jet 단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3.3.3.22 (d)의 그림에서 약 0.1 ms에 10 mm 두께의 steel이

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사 유체의 속도를 이용하여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식

(3.3.3.6)의 equation of Bernoulli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식 3.3.3.6)

 

액체질소에 작용하는 압력은 다음의 식을 통해 측할 수 있다 : 

                                                (식 3.3.3.7)

 

여기서, g는 력가속도를 나타내며, h는 수두, 는 유체의 도, 는 정압, 는 유체의

속도를 나타낸다. 라메타 와 는 각각 노즐벽이나 호스에서의 마찰에 의한 손실을 고려

한 감소계수를 나타내며 일반 으로 는 0.9로 설정한다. 수식(3.3.3.7)을 기반으로 300 

MPa에 한 압력을 해 산해석을 수행하 다. 

Fig. 3.3.3.23(a)는 연마재 없이 순수 액체질소를 400 MPa의 압력으로 분사한 결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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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액체질소의 경우 400 MPa의 압력에서 상물의

단이 불가능하며 단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을 일으키는 정도이다. 순수 액체질소로 상물

을 단하기 해서는 Fig. 3.3.3.23(b)와 같이 17,000 MPa의 압력을 부여해야 단이 가능하

나, 이런 고압을 발생시키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 인 용이 어렵다. 

따라서 순수 액체질소를 이용한 단은 용성이 없음을 확인하 다. 

Fig.3.3.3.22.Liquidnitrogenjetcuttingsimulationresultswith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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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하여 분사하는 경우에 해 산해석을 수행하 다. 

Fig. 3.3.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마재를 혼합할 경우 300 MPa의 낮은 압력에서도 단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하 다. 따라서 극 온 단 기술에서는 단력을 증가시키기

해 연마재를 혼합 분사해야 하는 것이 필수 임을 확인하 으며, 한 정 분사압력 범

가 250~ 350 MPa 임을 산 해석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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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사압력 400MPa (b)분사압력 17,000MPa

Fig.3.3.3.23.순수 액체질소 분사 산해석 결과.

마. 극 온 단 시스템 설계

앞 에서 산해석을 통해 극 온 단 기술에 한 용성을 악하기 해 분사속도에

따른 단 가능성을 확인하 다. 본 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인 steel 10 mm 두께를 단하

는데 필요한 극 온 단 시스템의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 것에 해 기술하 다. 극 온

단 시스템의 성능변수는 유체의 압력, 연마재 투입량, stand-off 거리, 노즐 이송 속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재료의 물성치, 연마재 물성치 등이 단 깊이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

다. 따라서 극 온 단 시스템의 성능변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성능변수들로 구성된 단

깊이 측식을 도출하고 각 성능변수의 변화에 한 단 깊이를 계산하여 steel 10 mm 

단에 합한 성능변수를 결정한 후 이에 맞게 극 온 단 시스템의 사양을 결정해야 한다. 

 (1) 극 온 단 깊이 측식

극 온 단 기술은 워터젯 단 기술과 거의 같은 기술로 분사매질만 물에서 액체질소로

변경한 기술이다. 재까지 워터젯의 경우 워터젯 분사에 따른 성능변수들을 이용한 단깊

이 측식 개발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단 깊

이 측식을 제안하 다. 특히 Hashishi[3.3.3.4]는 워터젯 단 깊이 측식을 최 로 개발하

고 그 후 Zeng and Kim[3.3.3.11～3.3.3.12], Momber[3.3.3.13] 등이 새로운 측식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러한 측식들은 물 분사에만 을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액체질소와

같이 분사 매질이 target 재료의 온도를 변화 시킴으로써 단 깊이에 향을 주는 측면은

고려되지 않은 식들이다. 최근 J. Wang[3.3.3.14～3.3.3.15]은 abrasive waterjet의 단 깊이

측식을 dimensional analysis를 이용하여 단 깊이 측에 향을 주는 성능변수들 몇 개의

무차원 변수의 곱으로 정의하고 무차원 변수들의 지수와 상수값들을 regression 방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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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제 실험을 통해 도출하 다. 여기서 사용된 변수 값들은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재

료의 물성치 즉 재료의 경도와 분사 유체에 의한 재료의 온도 감소의 향을 고려할 수 있

는 flow stress를 성능 변수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J. Wang이 개발한 waterjet 단 깊

이 측식을 이용하여 liquid nitrogen jet에 맞게 변형하 으며 이 수식을 이용하여 극 온

단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사양 결정 운 조건을 도출하 다. 

J. Wang이 제시한 waterjet 단 깊이 측식을 식 (3.3.3.8)과 같이 liquid nitrogen jet의

단 깊이 측식으로 변경하 다. 

 ×

 
 



 




 



        (식 3.3.3.8)

 

여기서 는 연마재 이송속도 (g/s), P는 유압 (MPa), 는 재료의 flow stress (MPa), 은

액체질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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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조건 도출

Table 3.3.3.4는 식(3.3.3.8)에 입하기 해 설정한 성능변수 값들로 Target 재질은 SUS 

304이고, 연마재는 #60 크기의 연마재를 사용하 다. 표에 있는 설계 변수 fluid pressure

는 극 온 단 시스템 고압 발생장치 설계 시 요한 설계 변수이고, traverse speed, 

stand off distance, and abrasive feed rate은 극 온 단 시스템의 운 조건을 설정하는데

요한 factor들이다. 따라서 Fig. 3.3.24의 각 그래 에 사용한 기값은 표에 있는 값을 입

하고 도출하고자 하는 변수값들의 변화에 따른 단깊이의 그래 를 그렸다. Fig. 3.3.3.24의

그림에서 fluid pressure의 경우 10 mm 두께를 단하기 해서는 최소 300 MPa의 압력이

필요하며, 노즐의 이송속도는 최 0.7 mm/s의 속도로 이동해야 하고, stand-off distance는 4 

mm 이내에서 단을 수행해야 하며, 연마재 이송속도는 최소 4.7 g/s의 속도로 유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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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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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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3.3.3.4.Propertyofmaterialanddesignvariables.

    

Minimum pressureMinimum pressure Maximum traverse speedMaximum traverse speed

Maximum standoff distanceMaximum standoff distance

Minimum abrasive feed rateMinimum abrasive feed rate

Fig.3.3.3.24.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단 깊이.

(3) 극 온 단 장비 제작

앞에서 도출한 극 온 단 장비의 설계 사양을 토 로 극 온 단 장비의 가압 시스템

을 제작하 다. 극 온 단 장비에서 압력을 발생시키는 증압 시스템은 액화질소와 연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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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키기 해 최 3,400 bar, 운 압력 3,000 bar를 발생시킬 수 있도

록 제작하 으며, 외부 재질은 Ni-Cr-Mo 강으로 제작하여 고압에도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

하 다. 가압 방식은 22kW의 유압 모터를 사용하여 피스톤 내부에 있는 피스톤을 가압하면

액체질소는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고압으로 분사하게 된다. 한 감쇠기는 유압 펌 에서

발생되는 맥동 를 제거하기 한 장치로 내부재질은 STS630으로 제작하 고 외부는

Ni-Cr-Mo 강으로 제작하여 압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한다. 분사노즐의 오리피스 부 는

경합 을 이용하여 연마재에 의한 마모를 방지하도록 하며 노즐의 액화질소 분사량은 2.3 

ℓ/min, 연마재 분사량은 280 g/min이 되도록 제작하 으며 한 연마재 호퍼의 용량은 2 ℓ

로 제작하 다. 컨트롤 넬은 원, 압력, 연마재 투입량 등을 조 하고 긴 상황 시 원

을 차단하는 Emergency Stop 버튼을 부착하 다. Table 3.3.3.5는 극 온 단 장비의 세부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Fig. 3.3.3.25는 제작한 극 온 단 장비의 가압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분사 실험 결과 노즐 출구에서 단에 충분한 압력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 

장 치 부 사 양

압력 발생장치

• 최 압력 :340MPa

• 운 압력 :300MPa

• 압력 발생 방식 :피스톤 식

• 구동 모터 :22kW,3상

감쇠기 • 재질 :내부(SUS630),외부(Ni-Cr-Mo강)

노즐
• 오리피스 재질 : 경합 (0.1～0.3mm)

• 액체질소 분사량 :2.3ℓ/min

연마재(Garnet) • 연마재 투입량 :280g/min

Table3.3.3.5.고방사능 단 실험장비 세부사양.

Fig.3.3.3.25.극 온 단 가압공정장치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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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방사능 설비 단 요소기술 개발

고방사능 설비 단 시 2차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화재의 험성이

없는 새로운 단 기술로 고압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극 온 단기술을 선정하 고 극

온 단 장비에 한 설계 사양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장비를 제작하 다. 극 온

단 장비를 실험과정에서 큰 문제 이 발생되었다. 즉,  단 매질로 사용하는 액체질소가

주변의 온도 향으로 기화되어 단에 필요한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극 온 단장치 내부에서 발생되는 액체질소 기화 상을 방지하기

해 극 온 유지 기술을 개발하 다. 액체질소의 물리․화학 분석 산 열 달 해석

을 통하여 극 온 단장치의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에 한 극 온 유지방법으로 이

단열(냉매 + 진공)방식을 창의 으로 고안하 으며, 극 온 유지장치의 기술사양과 냉매의

유속 등을 선정하 다. 도출된 기술사양과 냉매의 유속 등을 바탕으로 감쇠기와 이송배 에

극 온 유지 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극 온 단 핵심 요소기

술인 극 온 유지기술을 확보하 다. 

(1) 액체질소 기화 방지를 한 극 온 유지 기술개발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용 배 의 내부에 흐르는 분사매질(액체질소)의 기화방지의 방안

설정에 앞서 분사압력인 300 MPa의 압력 상태에서 액체질소가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한

온도조건을 악하 다. 액체질소의 압력에 한 온도 조건을 도출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 다. 

   ① 유체가 노즐을 통과할 때 단열상태로 이동한다. 

   ② 유체는 안정(Steady)한 상태이며 노즐 통과 시 성효과는 무시한다. 

   ③ 유체는 모든 곳에서 열역학 평형상태로 존재한다. 

   ④ 유체가 이동 시 력의 변화는 없다. 

노즐 내부를 상태 1, 노즐 출구를 상태 2라 하고, 가정을 토 로 상태 1, 2에 해

Bernoulli 방정식을 용하면 다음과 같다. 

≈




(식 3.3.3.9)

여기서     는 압력, 도, 유속을 의미한다. 한 ≫   ≪ ≈ 라고 가

정하고 에 지 보존 방정식에 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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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3.3.10)

여기서  는 유체의 엔탈피를 의미한다. 상태 1의 유체의 운동에 지는 매우 작으므로 무

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식(3.3.3.10)을 식(3.3.3.11)에 입하면 다음과 같다. 

≈


(식 3.3.3.11)

만약 상태 2의 열역학 상수( )를 정의하면  를 알 수 있고, 식 (3.3.3.11)을 통

해 임의의 압력 에 해 상태 1의 엔탈피 을 구할 수 있다. 한 은 온도와 비례하

므로 온도 을 구할 수 있다. 

Fig.3.3.3.26.액체질소 온도-압력 그래 .

Fig. 3.3.3.26은 액체질소의 온도와 압력에 한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극 온 단 장비

에서 작용하는 압력인 300 MPa에서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존재하기 한 온도 범 는 약

116 K ~ 148 K(32도)임을 확인하 다. 즉 액체질소의 온도가 148 K 이상 올라가면 액체질

소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게 되므로 148 K 이하로 온도를 유지해야 됨을 의미한다. 

극 온 단 시스템 내부에서 고속으로 이송하는 액체질소를 148 K 이하의 온도로 유지

하기 한 방법으로 극 온 단 시스템의 주요 부품(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을 극

온 냉각(Cryogenic cooling)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즉 극 온 단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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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의 주 에 극 온 냉매를 공 하고 다시 그 주 에 진공을 발

생시켜 외부와의 열 달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냉매는 감쇠기와 배 내부를 116 K~148 K 

사이의 온도범 로 냉각하기에 충분한 매질이어야 하므로 극 온 매질인 헬륨, CO2, 암모니

아, 액체질소 가장 렴하고 취 이 용이한 액체질소를 냉매로 선정하 다. 

(가) 극 온 유지 장치 CFD 열 달 해석

과거에는 고안한 제품의 용성을 악하고 설계변수를 도출하기 해 목업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 으나 이 방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최근 산유체역학기술(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echnique)의 발달로 컴퓨터상에

서 구조 유체 시뮬 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의 용성 최

의 설계변수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 온 유지 장치의 CFD 열 달 해석을 수

행하여 설정한 극 온 유지 장치의 용성을 악하고 기술사양을 도출하 다. 

CFD 열 달 해석과정은 Fig. 3.3.3.27과 같이 처리과정에서 Gambit 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에 한 모델링 격자를 생성하고 하고, CFD 문 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해

석을 수행하 으며 사용한 Solver는 Pressure 기반의 Implicit Solver를 이용하 고, 성모델은

k-epsilon 모델을 사용하 다. 해석결과는 후처리 과정에서 유동장의 온도 분포를 도출하

다. 

Fig.3.3.3.27.CFD열 달 해석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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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쇠기 극 온 유지 장치 CFD 열 달 해석 (선정방안 : 냉매공 +진공단열)

     ① 냉각장치 없는 경우

극 온 유지 장치가 없는 감쇠기의 내부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해 CFD 열 달 해석

수행하 다. CFD 열 달 해석 기조건으로 액체질소의 온도를 77 K, 감쇠기 내부로 유입

되는 액체질소의 양을 0.15 kg/s로 설정하 고, 감쇠기 외부의 온도는 300 K로 설정하 다. 

해석에 사용한 감쇠기의 제원과 물성치는 각각 Table 3.3.3.6과 Table 3.3.3.7과 같다. Fig. 

3.3.3.28은 감쇠기 내부가 정 평형상태인 정상상태(Steady-State)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도

상태(Transient State)에 한 열 달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감쇠기 출구뿐만

아니라 감쇠기 내부 부분에서 액체질소가 기화되는 온도까지 상승함을 확인하 다. 따라

서 감쇠기 내부의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존재하기 해서는 별도로 외부에서 냉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확인하 다. 

항목 단 제원 재질

감쇠기 길이 mm 1,000

Ni-Cr-Mo강
감쇠기 입구 직경 mm 10

감쇠기 내경 mm 100

감쇠기 외경 mm 145

Table3.3.3.6.감쇠기 제원.

Material
Density

(kg/m3)

Thermal

conductivity

(W/m-K)

Cp

(J/kg-K)

Viscosity

(kg/m-s)

Ni-Cr-Mo강 7750 29 460

Liquidnitrogen 604.2 0.0776 79.95 4.97E-5

Air 1.225 0.0242 1006.43 1.789E-5

Table3.3.3.7.감쇠기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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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28.냉각장치가 없는 경우

감쇠기 내부 온도 분포.

 

(a)Steady-State상태,출구온도 :150K,(b)Transient상태,출구온도 :153K

     ② 진공 단열 방식

감쇠기 외부에 진공 단열만 한 경우에 해 CFD 열 달 해석 수행하 다. 해석 기조건

은 액체질소 온도는 77 K, 감쇠기 내부로 유입되는 액체질소의 양은 0.15 kg/s, 진공도는

진공도인 10
-2

 torr를 용하 으며, 감쇠기 외부의 온도는 300 K로 설정하 다. Fig. 3.3.3.29

는 감쇠기를 진공 단열한 경우의 재원을 나타내고 있다. Fig. 3.3.3.30은 정상상태와 과도상

태 시 감쇠기 내부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상상태의 경우 감쇠기 내부의 부분

이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됨을 확인하 다. 그러나 과도해석을 수행한 결과, 감쇠

기 내부의 부분이 기화될 수 있는 온도임을 확인하 다. 이것은 진공 단열만 한 경우 감

쇠기 체가 액상의 온도조건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진공 단열

만으로는 감쇠기 내부의 기화방지에 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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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29.진공 단열인 경우 감쇠기

진공배 재원.

Fig.3.3.3.30.진공 단열인 경우 감쇠기

내부 온도 분포.

 

(a)Steady-State상태,출구온도 :77K,(b)Transient상태,출구온도 :144K

      ③ 냉매공 + 진공 단열 방식

감쇠기 외부에 냉매공 진공 단열만 한 경우에 해 CFD 열 달 해석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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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 다. Fig. 3.3.3.31은 냉매공 진공 단열한 감쇠기 극 온 유지 장치의 단면도를 나

타내고 있으며 Table 3.3.3.8은 각 치수의 재원을 나타내고 있다. Fig. 3.3.3.32는 정상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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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상태에 한 감쇠기 내부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두 상태 모두 감쇠기 내부

역에서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감쇠기 극 온

유지 방식은 외부 냉각제 공 진공단열의 이 단열 방식이 가장 합함을 확인하 다. 

항목 단 제원 재질

감쇠기 길이 mm 1,000

Ni-Cr-Mo강
감쇠기 입구 직경 (D1) mm 10

감쇠기 내경 mm 100

감쇠기 외경 (D2) mm 145

1차 배 외경 (D3) mm 180

SUS304
2차 배 외경 (D4) mm 250

1차 배 두께 mm 2

2차 배 두께 mm 2

Table3.3.3.8.냉매 공 +진공단열 감쇠기 극 온 유지 장치 제원.

Fig.3.3.3.31.냉매공 +진공 단열인

경우 감쇠기 이 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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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32.냉각제 냉각 +진공 단열인

경우 감쇠기 내부 온도 분포.

(a)Steady-State상태,출구온도 :77K,(b)Transient상태,출구온도 :127K

(나)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CFD 열 달 해석 (선정방안: 진공단열)

     ① 냉각장치 없는 경우

극 온 유지 장치가 없는 액체질소 이송배 의 내부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해 CFD 

열 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의 기조건으로 액체질소의 온도는 77 K, 배 내부로 유

입되는 액체질소의 양은 0.15 kg/s로 투입, 배 외부온도는 300 K로 설정하 다. 배 의 제

원과 물성치는 각각 Table 3.3.3.9와 Table 3.3.3.10과 같다. Fig. 3.3.3.33은 CFD 열 달 해석

후 배 내부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배 의 출구부 온도가 243 K로 매우

높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온도는 액체질소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이므

로 배 외부에 열교환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항목 단 제원 재질

배 길이 mm 1,500

Ni-Cr-Mo강배 내경 mm 3

배 외경 mm 10

Table3.3.3.9.액체질소 이송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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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Density

(kg/m3)

Thermal

conductivity

(W/m-K)

Cp

(J/kg-K)

Viscosity

(kg/m-s)

Stainlesssteel

(SUS304)
7750 15.1 480

Liquidnitrogen 604.2 0.0776 79.95 4.97E-5

Air 1.225 0.0242 1006.43 1.789E-5

Table3.3.3.10.이송배 의 물성치.

 

Fig.3.3.3.33.냉각장치가 없는 경우

배 내부 온도 분포.

(a)입구,입구온도 :77K,(b)출구,출구온도 :243K

     ② 진공 단열 방식

액체질소 이송배 외부에 진공 단열만 한 경우에 해 CFD 열 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기조건은 액체질소의 온도는 77 K, 배 내부로 유입되는 액체질소의 양은 0.15 

kg/s, 배 외부의 진공층의 진공도는 10
-2

 torr 용, 외부온도는 300 K로 가정하 다. Table 

3.3.3.11은 진공단열 액체질소 이송배 의 제원을 나타낸다. Fig. 3.3.3.34는 배 주 에 진공

단열한 경우에 해 CFD 열 달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

모두에서 배 출구부의 온도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액체

질소 이송용 배 의 냉각 방식은 배 외부를 진공 단열만으로도 액체질소가 액체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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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항목 단 제원 재질

배 길이 mm 1,500

SUS304

배 내경 mm 10

배 외경 mm 100

1차 배 직경 (D3) mm 20

1차 배 두께 mm 2

Table3.3.3.11.진공단열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제원.

Fig.3.3.3.34.진공단열인 경우 배

내부 온도 분포.

 

(a)Steady-State상태,출구온도 :77K,(b)Transient상태,출구온도 :105K

(다) 극 온 유지 공정장치 기술사양 도출

CFD 열 달 해석을 통해 감쇠기 극 온 유지 공정장치의 기술사양을 도출하 다. 냉각제

공 진공단열 시 설계변수를 도출하기 해 설계 변수 변화에 한 감쇠기 출구의 온도

분포를 산출하 다. Fig. 3.3.35(a)는 냉매공 배 직경의 변화에 한 감쇠기 출구 온도 그

래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냉매 공 배 의 직경이 커질수록 감쇠기 출구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가장 온도가 낮은 180 mm를 냉매 공 배 의 직경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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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의 유속 변화에 따른 감쇠기 출구 온도 분포의 그래 를 도출하 다. Fig. 3.3.3.35 (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매의 유속이 빠를수록 감쇠기 출구의 온도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

다. 보수 인 측면에서 감쇠기 출구의 온도가 액상으로 있기 한 냉매의 유속은 1 m/s 이

상이어야 됨을 확인하 다. Fig. 3.3.3.35 (c)는 진공단열 배 직경(D3) 크기에 따른 감쇠기

출구의 온도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진공단열 배 (D3) 크기가 증가해도 감쇠기

출구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공단열 배 (D3)의 직경은 제작의 편의성

을 고려하여 250 mm로 설정하 다. 최종 감쇠기 극 온 유지공정장치의 설계사양은 Table 

3.3.3.12와 같다.     

Fig.3.3.3.35.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감쇠기 출구 온도 그래 .

(a) 냉매 공 배 직경에 따른 출구 온도, (b) 냉매 유속에 따른 출구 온도, (c) 진공단열

배 직경에 따른 출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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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 제원 재질

1차 배 외경 (D3) mm 180

SUS304
2차 배 외경 (D4) mm 250

1차 배 두께 mm 2

2차 배 두께 mm 2

냉각제 유속 m/s 1이상
LN2

액체질소 유량 kg/s 0.15

Table3.3.3.12.냉매 공 +진공단열 감쇠기 극 온 유지 장치

기술사양.

(라)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공정장치 기술사양

CFD 열 달 해석을 통해 진공단열 방식의 액체질소 이송배 의 극 온 유지 장치의 설계

값을 도출하기 해 Fig. 3.3.3.35(a)와 같이 냉매공 배 의 직경 변화에 따른 배 출구부

의 온도 분포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매 공 배 의 직경이

커질수록 배 출구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냉매 공 배 의 직경은

그래 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20 mm로 설정하 다. 최종 선정한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의 설계사양을 Table 3.3.3.13에 정리하 다. 

Fig.3.3.3.36.진공배 직경 변화의

배 출구 온도 그래 .

    



-469-

항목 단 제원 재질

배 길이 mm 1,500

SUS304

배 내경 mm 10

배 외경 mm 100

1차 배 직경 (D3) mm 20

1차 배 두께 mm 2

액체질소 유량 kg/s 0.15 LN2

Table3.3.3.13.진공단열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기술사양.

(마)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①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 배 의 설방지용 재료 선정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의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시 냉매가 공 되는 부분에는

냉매의 설을 방지하기 해 Sealing을 해야 한다. 일반 인 경우 Seal 재질은 실리콘

O-ring을 사용이나 이 재료는 액체질소와 시 경화되어 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액체질소와 해도 경화되지 않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질을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재료로 스티로폼과 PE 재료를 선정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스티로폼은 극 온 상태에서 경화되지는 않으나 압축력을 받을 경우 복원력이 낮아 재

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PE 재료는 극 온에서도 경화되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

으며 복원력이 좋아 재료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여 PE 재료를 설방지용

재료로 선정하 다. 

② 진공 유지 장치 제작

진공 유지 장치는 극 온 단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감쇠기, 이 배 , 액체질소 공 장

치 등에 진공을 발생시켜 외부와의 열교환을 차단할 목 으로 개발하 다. 극 온 단 시

스템은 단열을 필요로 하는 부품이 많으므로 진공 유지 장치는 하나의 진공펌 를 이용하여

3개 이상의 부품을 동시에 진공을 걸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진공 유지 장치에 사용되는 진공펌 는 한 번에 다수의 부품에 진공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0.5 마력의 큰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 고, 1.3×10
-2

 torr의 진공도를 발생 할 수 있는 진공 펌

를 사용하 다. 한 진공 펌 에는 특수 상황 발생 시 진공 펌 시스템의 손을 방

지하기 해 별도의 솔 노이드 밸 를 장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다. 

진공 유지 장치에는 5개의 분배라인을 장착하여 동시에 여러 부품에 진공을 가할 수 있는

버퍼(Buffer) 탱크를 제작하고(Fig. 3.3.3.37 참조), 각 분배라인에는 On-Off 밸 를 장착하여

사용하지 않는 라인은 Off 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 진공 펌 와 버퍼탱크의 연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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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손실을 방지하기 해 벨로우즈 배 을 사용하여 연결하 고 버퍼탱크와 감쇠기, 이

배 , 액체질소 공 장치는 진공 배 용 라인을 이용하여 연결하 다. 

③ 액체질소 공 장치 제작

극 온 단 장비의 분사 매질인 액체질소는 180리터의 액체질소 용기에서 공 되며 이

때 액체질소 용기에서 액체질소가 순수 액체 상태로만 공 되지 않고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

어 공 되어 극 온 단 장비 내부에 질소 가스로 인해 충분한 압력을 형성할 수 없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하 다. 따라서 순수 액체 상태의 액체질소만 극 온 단 장비 내부에 공

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액체질소 공 장치는 액체질소 공 장치 내부에서 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1차용

기와 2차용기의 이 으로 제작하 고 용기 사이에는 진공을 걸어 외부와의 열교환을 차단하

도록 제작하 다. 

액체질소 공 방법은 먼 액체질소 용기에서 액체질소 공 장치 상부로 액체질소를 공

하면 액체질소는 력에 의해 액체질소 공 장치 용기 하부에 채워지고 질소 가스는 비

차이로 인해 용기 상부에 치하게 된다. 따라서 극 온 단장비의 피스톤에 공 되는

액체질소는 액체질소 공 장치의 하부에 채워진 순수 액체질소만 공 하게 되므로 질소가

스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질소 가스는 액체질소 공 장치 내부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

상이 되면 외부로 배출하도록 제작하 다. 

Fig.3.3.3.37.액체질소 공 장치 진공 유지 장치 시스템 구성도.

 

④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제작

감쇠기 배 의 극 온 유지 장치의 기술사양을 바탕으로 Fig. 3.3.3.38과 같이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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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액체질소 이송배 의 기술사양에서 진공단열만으로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유지됨을 확인

하 으나 보수 인 에서 보다 확실한 냉각을 해 감쇠기와 마찬가지로 냉매공 + 진

공단열 방식으로 제작하 다. 감쇠기와 액체질소 이송 배 외부의 1차 에는 냉매가 유입

할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 2차 에는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1차 배

과 2차 배 의 재질은 냉매의 압력 진공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SUS 304로 제작하고

배 의 두께는 약 2 mm 두께로 제작하 다. 한 냉매의 설 방지 진공상태(10-3 torr)

를 유지하기 해 랜지 타입으로 고정하고 PE 오링을 이용하여 기 을 유지하 다.

1차 배 에는 냉매가 유입 유출 할 수 있도록 3/8인치 포트를 제작하 고 2차 배 에

는 배 내부의 공기를 빼낼 수 있는 vent port를 제작하 다. 감쇠기 출구부에는 출구부 온

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Thermocouple을 장착하 다. 

Fig.3.3.3.38.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도면.

  

(a)감쇠기 극 온 유지 장치,(b)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바)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시험

 ① 감쇠기 극 온 유지 장치

감쇠기 극 온 유지 장치를 제작 완료 후 극 온 유지 장치에 한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Fig. 3.3.3.39(a)는 냉매만 공 하 을 경우 감쇠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3.3.3.39(b)는 냉매 공 진공 단열했을 경우 감쇠기 출구에서 액체

질소가 분사하는 모습이다. 냉매만 공 했을 경우 감쇠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는데

약 20분이 소요되었으나 냉매 공 과 진공단열 시 감쇠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는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기존 냉각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쇠기의 경우 2시간이 지나도 감쇠

기 출구에 액체질소가 분사되지 않았으나 개발된 감쇠기 극 온 유지 공정장치는 비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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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간 내에 감쇠기 내부의 액체질소를 극 온 상태로 유지하여 기화되지 않고 분사됨을

확인하 다. 

Fig.3.3.3.39.감쇠기 극 온 유지 장치 성능 시험.

     

(a)냉각제 공 (b)냉각제 공 진공 단열

 ②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는 Fig.3.3.3.38과 같이 진공단열 냉매를 이용한 냉

각할 수 있도록 제작한 후 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Fig. 3.3.3.40(a)는 액체질소 이송용 배

외부에 진공 단열 만 했을 경우 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잘 분사됨을 확인하 다. Fig. 3.3.3.40

(b)는 냉매공 과 진공단열 시 배 출구에서 액체 질소가 분사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두 실험 모두 배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잘 분사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실제 극 온 단

장비에는 액체질소 이송배 의 보다 확실한 액체상태 유지를 해 냉매 공 진공단열

방식으로 장착하 다. 

Fig.3.3.3.40.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성능 시험.

  

(a)진공 단열 (b)냉매 공 진공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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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방사능 설비 단 성능평가 조건 선정

(1) 극 온 단 장비 단 시험

 (가) 액체질소 노즐 분사 시험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를 극 온 단 장비에 장착하고 분사노즐

에서의 액체질소 분사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액체질소 분사 후 약 10분경과 후 노즐

출구에서 액체질소가 분사되기 시작하 으며 액체질소 Jet이 일 성 있게 분사됨을 확인하

다. 극 온 단 장비의 테스트를 해 두께 5 mm 알루미늄 시편에 한 단 시험을 수

행하 다. 단에 사용한 분사 노즐의 사양과 연마재 특성은 Table 3.3.3.14와 같다. 

분사노즐

Orificesize 0.5mm

Nozzlediameter 1.5mm

Nozzlelength 50mm

연마재

Materialtype garnet

Particlesize 80mesh

Grainshape angular(random)

Table3.3.3.14분사 노즐 연마재 사양.

시험 결과, 액체질소와 연마재 혼합분사를 통해 알루미늄 시편이 통됨을 확인하 다. 따

라서 차기년도에 단 두께의 향상을 해 최 의 연마재 크기 투입량, Stand-off 거리, 

분사압력, 노즐이송속도 등의 운 조건을 선정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표인 두께 10 mm Steel 

의 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 액체 CO2 분사 성능 평가

일반 으로 액체 CO2 용기에서 나오는 최 압력은 약 50 bar이므로 압력 귤 이터를

이용하여 5.2 bar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한 CO2의 온도를 216 K 이상으로

유지해야 CO2를 액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용기에서 나온 액화질소의 온도를 높여

줘야 한다. 따라서 Fig. 3.3.3.41과 같이 장용기에서 챔버로 이송하는 배 에 히 밴드로

감아 고온으로 높여주고 챔버 주 에는 워터배스를 이용하여 챔버 주 를 따듯한 물을 순환

시켜 챔버 주 의 온도를 올려 으로써 CO2가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다. 

액체 CO2에 한 분사 실험을 수행한 결과 Heating band로 온도 조 을 함에도 불구하고

CO2 vessel에서 CO2 chamber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분 액상에서 고체(스노우) + 기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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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상변화가 발생하 다. 스노우 상태의 CO2는 분사 노즐의 출구를 막아 압력 형성을 방

해하 다. 이러한 상의 이유는 CO2가 기압과 기 온도에서 unstable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즐 출구에서 액체 상태로 분사되어도 충분한 압력의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액체 CO2 분사는 액체질소와 달리 용성이 낮음을 확인하 다. 

Fig.3.3.3.41CO2액상 유지 장치.

아. 해체장비 복합 제어 기술 개발

(1) 노즐 치 제어 기술 개발

극 온 단장비는 상물 표면을 1~5 mm 간격을 유지해야 단 성능이 최 로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노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해체 상물의 표면을 따라 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이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기술을 용하 다. 

이 거리 센서를 이용한 치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분사 노즐에 정 거리

탐지용 이 센서를 장착하고 이 에서 나온 실시간 거리 신호를 PID 제어보드를 통해

제어하여 노즐의 Tip이 일정거리 이상 벌어지면 모터를 회 시켜 노즐을 수직방향으로 이동

하며 반 로 일정거리 보다 가까워지면 모터를 역회 시켜 노즐과 상물과의 거리를 유지

시키는 방법이다. Fig. 3.3.3.42은 액체질소 노즐 치 제어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

다. 

재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리측정 센서가 개발되어 있다. 노즐 치 제어 장비에 사

용할 이 센서는 측정 정 도와 측정 범 가 제한 이므로 이에 합한 센서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거리 센서는 측정범 가 1 mm~ 1.5 mm 이어야 하며 측

정 오차도 1 mm 내외야 한다. 한 실시간으로 장비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야 한다. Table 3.3.3.15는 선정한 이 거리 측정 센서의 스펙을 나타내고 있다. 

측정 범 , 정 도,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등이 노즐 치 제어장치에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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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42.액체질소 노즐

치 제어 장비.

항 목 스펙

측정거리 범 1mm ∼ 40m

거리정 도 ±1.5mm

응답시간
단발 측정 시 0.5sec

연속 측정 시 0.3sec

이 Spot지름 Φ 6mm

인터페이스 RS-232C

사용온도 범 -10°C∼ 50°C

외형치수 (W)75X(H)43.5X(D)139.5mm

원 DC8V∼ 36VMax.300mA

량 500g

Table3.3.3.15. 이 거리 측정 센서 상세 스펙.

Fig. 3.3.3.43은 개발한 노즐 치 제어 장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서보모터는 노즐을

z축으로 백래쉬 없이 이송하기 해 장착하 으며 컨트롤러는 이 거리 센서에 측정된

결과를 컨트롤러로 받아 서버모터의 회 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로그래 하

다. 

제작한 노즐 치 제어 장비의 성능 시험을 해 다양한 굴곡이 있는 면을 테이블 로

일정한 속도로 이송하 을 때 노즐의 굴곡면을 따라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하 다. 시험 결

과 굴곡면을 따라 1~5 mm 간격을 유지하며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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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43.노즐 치 제어 장비.

(2)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설계

고방사능 설비 해체용 다기능 해체장비는 원거리에서 원격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제어 방식은 운 자가 원근감을 느낄 수 없어 원격 해체장비의 암이

충돌할 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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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설계하 다. 

Fig. 3.3.3.44는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해체장비 그래픽 제어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매니퓰 이터의 엔드이펙터에는 엔드이펙터에 작용하는 Force와 Torque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이 신호를 HAPTIC 장비와 연결하여 엔드이펙터에 작용한

힘과 토크를 작업자가 직 체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엔드이펙터에

무 과도함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암이 주변 환경과 간섭이 되어 있는지를 악할 수 있

다. 이러한 HAPTIC 장비는 다시 그래픽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 그래픽 제어 시스템의 암

을 HAPTIC 장비로 자유롭게 운 이 가능하다. 그래픽 제어 시스템은 각 의 각도, 각속

도, 각가속도, 치 정보를 실제 원격 해체장비 제어 시스템에 송하면 제어 시스템은 그래

픽 제어 시스템의 정보와 동일한 치에 장비를 포지셔닝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실시

간으로 이루어짐으로 써 장비 운 자는 원격 해체장비를 매우 정 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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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44.그래픽 제어 시스템.

4.결과 요약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상물은 부분 두꺼운 부재가 부분으로 해체 기술 용 시

두꺼운 상물도 쉽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단 시 2차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단에 부 합한 기술들이 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합한 새로운 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방사능 설비 단에 합한 획기 인 해체 신기술로 액체질소를 고압(300MPa)으로

분사하여 2차 폐기물 발생이 거의 없는 극 온 단 기술을 독자 으로 개발하 다.극

온 단 기술의 핵심기술로 극 온 단 장비 내 분사매질의 기화방지를 해 진공

냉매를 이용하여 극 온 단장비 주요부품의 내부온도를 극 온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독

자 으로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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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1.목표 달성도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시스템은 기존 DMU와 연계하여 해체환경 공정을 가상 실

로 표 함으로써 기존에 개발한 산모사 시스템보다 훨씬 실감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진일보하 다.이와 더불어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에 해 해체 비용과 해체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안 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최 해체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술로 해체작업 환

경의 잠재 험성의 발생원인과 특징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작업자의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잠재 험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안 성이 확보된 해체공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다.해체공정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기 하여 국내외

해체사례 일반 산업분야의 안 요건을 반 하여 해체공정에 한 험평가 요소를 선정

하 고,RiskMatrix기법과 퍼지추론 원리를 복합 으로 이용하여 해체작업 환경에 합하

도록 독창 으로 개발하 다. 한 IAEA 주 해체 안 성 평가 련 국제 력 로젝트

기술회의에 극 으로 참여하여 련 문가들과 정보를 교류하여 기술의 내용을 한층

향상시킴으로써 당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2. 외기여도

고방사능시설 해체공정에 한 상세한 해체 차 분석,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상물의 작

업지역에 한 방사능 분석을 통한 피폭평가 등 해체작업의 안 성과 효율성을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해체공정 모사 평가 기술은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작업 난이도가 높

은 지역에서의 기술 개발에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으로의 효과가 큰 분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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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1.목표달성도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과정에서 알

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방사선의 검출과 동시에 원거리로 신호 송이 가능한 일체

형의 측정용 센서 제조방안을 최 로 제안하여 독자 으로 개발하 다.일체형 센서는 시

스템 구성 시에 추가 인 장치가 필요 없으며,기존의 물리 결합형 센서에 비하여 신호

송 효율이 우수하여 고방사성 알 선 베타선의 오염도 측정에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된다.

2. 외기여도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면 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의 에멀젼 검출소재를

개발하 다.분사형 검출소재는 방사선 검출과 동시에 오염 핵종을 포집하여 제거가 가능

한 기능성의 검출소재로서 세계 으로도 독창 인 기술로서,추가 인 기술을 개발을 통

하여 산업화한다면 해체 분야의 선도 인 기술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출소재 측정기술 개발을 통하

여 오염도 측정분야의 국내 기술 기반을 마련하 으며,고 오염시설의 방사선 리 측

면 해체 사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 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한,개발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원격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국제 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향후 상되

는 고 시설의 제염해체 사업에도 주도 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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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1.목표달성도

고방사능 핫셀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유지 보수 시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에 한 설계를 완료하 고 고방사능 시설에 합한 해체 단 기술

로 극 온 단 기술을 독자 으로 개발하 다.극 온 단 기술은 고방사능 시설의

용 시 문제가 되었던 2차 폐기물 발생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새로운 단 기술로 고

방사능 환경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외기여도

본 과제에서 개발한 극 온 단 기술은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단

하는 기술로 고방사능과 같은 특수 환경에 용 가능한 해체기술로 세계 으로 처음으

로 시도된 기술이다.따라서 본 기술은 단 시 2차 폐기물이 발생을 최 한 억제되어야

하는 분야에 효과 으로 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 단 시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

에 단 후 재료의 변형이 거의 어 고정 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용이 가능하다. 한

단 환경이 화재에 민감한 장소에서 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극 온 단 기술은

유일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극 온 단 기술은 식품의 가공이나

수술 시 상물에 크게 손상을 주지 않고 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이나 의료 산업

에 응용이 가능하다.본 기술을 산업화를 수행한다면 원자력 해체 분야에 국제 인 경쟁

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원자력 발 소 해체나 재처리 시설의 해체 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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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공정 평가, 오염도 측정 기술, 고방사능 설비 단 기술들은 국

내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 (PIEF, DFDF 등)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시설의 단 개선보수

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핵시설 2020년 이후 해체가 상되는 상용 원 의

해체 비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제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1.기술 측면

-고방사능시설 해체공정 모사 기술은 원자력 시설 해체 공정을 3차원 이미지로 상화

하여 보여 으로써 해체 공정 계획에 한 추상 인 개념을 구체 인 형상으로 변환

하여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체 공정 상황을 용이하게 이해함으로써 해체 시

발생 가능한 잠재 문제 을 정확히 악하여 해체 작업의 효율성을 극 화 시킬 수

있음.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은 원자력시설 유지보수시 사 계

획 수립 해체계획 작성에 필요한 ALARA 계획수립 도구로 활용 가능하고 해체공

정에 한 작업자 훈련 도구로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체를 한 각종 원격

자동화 측정 장비 기술개발을 한 사 검증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음. 한, 원자력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통으로 이루어진 규모 화학 랜트, 수 우주공

간 등 작업난이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정평가 기술개발에 활용이 가능함.

2.경제․사회 측면

-다양한 원자력시설의 해체 상에 한 사용용도, 사용시간, 사고이력 시설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시설 고유 특성에 맞는 장비 기법

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장비 기법은 단기 인 사용에 그칠 뿐만 아니라

량생산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비록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해체 기반

기술 확보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해체작업 장비에 한 사



-482-

공정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원자력시설 해체장비 특성상 단기 사용에 한 실패확

률을 임으로써 해체 장비 기술개발에 한 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됨.

-해체 공정에 한 최 의 장비 선택과 운 계획을 통하여 해체 운 비를 크게 감

시킬 수 있으며, 해체 운 사 에 차를 확인 검증하고 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해체 운 의 안 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가 있음.

-작업자가 근하기 힘든 극한 환경과 작업 공정의 효율성을 극 화시키기 한 산업

장에서 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 특히 이 기술은 우주항공이나 선박제조 자

동차 산업에서 응용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결과에 한 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단됨.

3.활용방안 용도

-고방사능 시설의 개보수시 사 계획 수립 원자력발 소 해체 계획 작성에 필요한

방사능 피폭 해체작업 안 성 확보를 통한 최 의 해체 공정 선정 도구로 활용

-고방사능 시설 해체 공정에 한 ALARA 계획 수립 도구로 활용

-고방사능 시설 해체 계획수립 작업자의 사 훈련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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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1.기술 측면

-국내 자체기술을 이용하여 고방사능 시설의 알 /베타선선 오염도 직 측정 원천기

술 확보

-방사선 검출소재 제조기술의 국산화 기반 기술 확립

2.경제․사회 측면

-원자력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오염도 측정 장비의 국내 기술 확보를 통한 외화 감

효과

-국내 해체 산업 기반의 부재로 해외 기술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나,장비 기반

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수입 체 효과 습득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의 연구

로 해체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활용 가능

3.활용방안 용도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의 개선․보수 해체 시에 고 알 선 오염도 측정장비로

활용

-산업체에 기술을 이 하여 원 이외의 원자력시설의 오염측정장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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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1.기술 측면

-다기능 해체 조작기 설계 제작 기술을 확보하여 일반 산업에서의 원격 조작기 개

발에 응용이 가능하며, 한 원격 조작기 제어 기술, TCP/IP와 Web 통신 제어기술, 첨

단 Haptic 장치를 이용한 3D 그래픽제어 등의 기술을 통해 원거리 정 작업을 요하

는 모든 산업 분야에 리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극한환경 단 기술은 고방사능 는 수 과 같이 작업난이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단에 의한 분진이나 가스 등 이차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열에 의한 폭발 험성이

없는 환경친화 신기술 개발로서 고압 설비 설계 기술, 극 온 노즐 설계 기

술 등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서응용이 가능하므로 과학기술

효과가 매우 큼.

2.경제․사회 측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고, 이차폐기물의 발생이 없으므

로 고방사성 설비 해체 시 해체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원자력발 소뿐만 아니라

북한 핵시설 해체 시 개발된 국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외화를 감할 수 있음.

-극한환경 단 기술은 항공우주 산업과 같은 극한환경에서의 단뿐만 아니라 청정

음식물 단 기술, 표면 코 제 제거 등 일반 산업에서도 환경친화 기술로 리 활

용이 가능함.

-다기능 해체 조작기는 심해, 우주와 같은 고온, 극 온, 고압의 극한환경에서 작업을

요하는 산업 장에 극 활용 가능함. 한 첨단 원격 자동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와 자제품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됨.

3.활용방안 용도

-원자력발 소를 포함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시 방사능 측정, 설비

단, 방사능 물질 취 등에 활용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장비의 확보를 통하여 일반 원자력시설의 오염도 측정

장비로 활용

-첨단 단기술은 핵연료주기 개발시설 원자력발 소 유지․보수 시 고방사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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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로 활용

-해체장비 제어 기술은 원자력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 고난이도 작업 시 장비

의 원격제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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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개발과 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원자력시설 해

체를 한 계획수립부터 부지의 규제해제까지 기간 동안 안 성 평가의 활용”에 하여

실 이고 유용한 권고사항들을 제공하기 하여 Fig. 6.1.1 과 같이 국제 력 로젝트

(FaSa Project)가 진행 에 있다. IAEA에서는 이 FaSa 로젝트를 수행하기 하여 총 4차

기술 회의를 개최하 고 26개 회원국이 참석하 으며, 우리나라도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IAEA FaSa 기술회의 참석하 다.

Fig.6.1.1.IAEAFaSaProject추진 계획.

IAEA FaSa 기술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working group에 각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기술보

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Nuclear Power Plant Test Case Working Group

∙Research Reactor Test Case Working Group

∙Fuel Fabrication Facility Test Case Working Group

∙Mining and Minerals Processing  Test Case Working Group

본 연구에서는 IAEA FaSa 기술회의 참석하여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에 한 정보를

교류하여 기술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와 련하여 수집한 해체 기술정보를 다음

과 같은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 다.

∙KAERI/OT-207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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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OT-2229/2009

∙KAERI/OT-2453/2011

한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 기술 개발과 련하여 KAERI-CEA의 해체정

보교환회의를 통하여 재 랑스 CEA에서 개발 인 고방사능 오염 지역의 알 선 오염도

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한 진행 황 추진 계획에 한 정보를 획득하

다.



-488-

제 7장 연구시설․장비 황

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하여 사용된 연구시설 장비 황은 아래와 같다.

연구시설 는 장비명 용도

스테 오비젼 카메라 오염도 측정센서 치 제어용

극 온 단 장비 극 온 단 실험용

오염도 원격 제어 시스템 오염도 원격 측정용

EON Studio 해체환경 가상 실 구축용

3DMax 해체 3D모델링 작업용

극 온 노즐 치 제어 장치 극 온 노즐 치 제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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