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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 연구 및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핵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분석능력과 더불어 핵 및 방사성 물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핵감식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핵감식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

으로 진행하기 위해 핵감식 관련 국제회의인 ITWG 활동과 한미 상설조정협의체인 PCG 활동을 통해 

국제연계를 구축하는 한편, CMX, TTX 등 핵감식 관련 국제 교차분석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한편, 핵감식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암석시료 내 희토류 등 주요미량원소의 특성을 평가하고 원소들

의 분포패턴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복잡한 매질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Rb 및 

Sr 분리기술을 개발하여 Sr 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시료의 이력추적에 활용할 수 있는 87Sr/86Sr 

특성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희토류 내에 존재하는 Nd 및 Sm 분리기술을 개발

하여 Nd 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시료의 이력추적에 활용할 수 있는 147Nd/144Nd 특성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추진한 국제공조 강화 및 교차분석 활동, 그리고 핵감식 관련 기술개발 

등은 향후 국내 원자력 연구 및 산업 활동의 국제투명성 강화, 그리고 국내 핵감식 기술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핵감식, 핵물질, 방사성물질, 동위원소, 물리/화학적 특성, 질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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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국제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감식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상업용 및 연구용 원전 수출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yro processing,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 등의 연구 활동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 활동의 활성화는 국제적인 핵투명성이 전제되어

야 한다. 국제적인 핵투명성은 환경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분석능력과 함께 핵 및 방사

성 물질의 이력추적 능력의 확보를 통하여 뒷받침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원자력 관련 산업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에는 13개 구체적

인 실천방안 중 “핵 및 방사성물질의 운송보완 강화와 불법거래 방지”와 “Nuclear 

Forensics 능력제고”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체계를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의 핵

안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국가안보 노력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2014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줄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소위 dirty bomb 이라 불리는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 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과 같은 물질의 통제와 국제공조 등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핵무기급 고농축 핵물질 뿐 만 아니

라 저농축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핵안보 능력 증진을 위

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 및 방사성 물질의 이력을 추적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핵안보를 위해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핵감식(Nuclear forensics)은 시료에 대한 다양한 물리, 화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원산

지, 연대 및 공정정보를 포함한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핵 및 방사성 물질의 불법적인 이

용에 대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및 연구 활

동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며, 나아가 핵물질 테

러 및 방사성물질 불법거래의 요인을 추적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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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인해, 미국 및 EU, 일본을 비롯한 각국은 핵감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

련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을 바탕으로 ITWG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on 

Nuclear Forensics), INFL (International Nuclear Forensics Laboratories), 

GICNT(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RF(Nuclear Forensics 

Workshop Asean Regional Forum) 등, 핵감식에 관한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관련 연구기관으로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분석 시스템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의 핵투명성과 안보능력 제고에 일

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감식 기술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 협력활동도 아직 미미한 실정임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연구원의 주요사업을 통하여 본 사업

에 착수하여 시료 내 주요 원소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과 함께 다차원 원소 패턴인식 

기반 기술 등의 분석기술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관계 구축 및 국제 교차분

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기존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료 내 희토

류를 비롯한 미량원소 특성평가기술과 패턴 해석기법, 그리고 Sr 및 Nd 동위원소비 특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국제수준의 심화된 핵감식 능력 보유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불법 거래된 핵물질, 방사성물질 및 그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원산지, 생산 방법 등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료에 대한 물리 화학적 분석과 그 결과 해석을 필요로 

한다. 대상 물질의 특성과 생산이력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핵감식 기술의 주된 목

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기반기술 개발과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제교차분석 및 핵감식 관련 국제연계구축이 주목적이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감식 관련 국제연계 구축 

● 핵감식 관련 시료 국제 교차분석

● 암석시료내 희토류 등 주요미량원소 특성평가 및 패턴 해석기술 개발

● 복잡한 매질내 미량 Rb 및 Sr 분리기술 개발 및 특성평가

● 희토류내 Nd 및 Sm 분리기술개발 및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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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핵감식 관련 국제연계 구축

국제적 수준의 핵감식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핵감식 기술개발 관련 국제협력체

인 ITWG(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CG(Permanent Coordinating Group)등을 중심으로 국제연계를 구축하였다. 

ITWG 기술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동향 파악, 정보교류 및 관련 국내 기술의 국제적 홍보

를 수행하였다. IAEA 주최 핵안보 국제회의, 핵감식 훈련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국내 

연구개발 성과 발표 및 관련국과의 정보교류 및 국제동향을 파악하였다. PCG를 통한 미

국 DOE연구소들과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핵물질 연대측정기술을 확보하였다.

2. 핵감식 관련 시료 국제 교차분석

ITWG 주관 핵감식 국제교차분석 프로그램인 CMX(Collaborative Materials 

eXercise)-4, 5와 TTX(Table Top eXercise, Galaxy Serpent 2, 3)에 참여하였다. 

CMX는 가상의 핵물질 밀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각 참가국들이 실제 핵물질 시료

를 24시간, 1주, 2개월의 3단계로 분석하여 보고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는 프로

그램이다. TTX는 CMX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방사성 물질 밀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

지만 실제 시료분석이 아니라 제공받은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기반하여 시료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총 네 차례의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

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핵감식 관련 정밀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였다.

3. 다양한 암석시료내 희토류 및 주요미량원소 특성평가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로 지질학에서 시료의 원산지를 추

정하는 방법으로 희토류원소 패턴분석기법이 활용되어 왔으며, 이는 핵감식 시료의 이력 

추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5개 지질대 중 2개 지질대인 옥천대와 영남

육괴 암석의 희토류 특성을 다채널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암석내 희토류 및 주요미량원소 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시료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는 추가 연구 필요성이 있다.

4. 시료유형에 따른 희토류 및 주요 미량원소 패턴 해석기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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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통계학적 해석 기법인 PCA를 적용하여 희토류 및 미

량원소 패턴해석기법을 확보하였다. 두 개의 토양 표준시료와 충주, 산청, 금산, 보은 등 

여러 지역의 암석시료내 희토류 정량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PCA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미량원소 패턴을 이용하여 지역이 다른 시료들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5. 복잡한 매질내 미량 Rb 및 Sr 분리기술 개발 및 특성평가

Rb와 Sr은 토양 및 암석에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방사성동위원소인 87Rb가 87Sr로 변환

되는 베타 붕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지역 및 암석에 따라 달라지는 87Sr/86Sr 

동위원소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천대, 영남육괴 및 인제지역의 암석

시료와 표준토양시료 내 87Sr/86Sr 동위원소비 특성을 섹터형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동중원소로 존재하는 87Rb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Sr 순수분리방법을 적

용하였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 87Sr/86Sr 동위원소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

러한 특성평가방법은 시료의 원산지 추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희토류내 Nd 및 Sm 분리기술개발 및 특성평가

토양 및 암석에는 Sm과 Nd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방사성동위원소인 147Sm이 143Nd로 

변환되는 알파 붕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지역 및 암석에 따라 달라지는  
143Nd/144Nd 동위원소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천대, 영남육괴 및 인제

지역의 암석시료와 표준토양시료 내 143Nd/144Nd 동위원소비 특성을 다중검출 질량분석기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중원소로 존재하는 144Sm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Nd 

순수분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 143Nd/144Nd 동위원소비가 다르게 나타

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성평가방법은 시료의 원산지 추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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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사업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을 통하여 향후 국제적 수준의 핵감식 기술을 확보할 기

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기술기반은 향후 국가 안보능력 제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및 연구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대

응자료 생산 기반 확보 및 핵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핵연료주기분야의 안전성 확보

와 국내 원자력 산업의 수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시료내 희토류 및 미량원소 

특성평가 기술과 Sr 및 Nd 동위원소비 특성 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시료의 이력추적 능

력을 제고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거래되는 방사성 물질을 통한 테러

로부터의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ITWG 및 PCG에 기반한 핵감식 분야 국제연계 구축과 핵감식 관련 시료 국제교차분석

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정밀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핵감식 관련 국제공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찰시료 및 환경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분석능력 확보 노력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핵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은 많은 요소기술의 개

발, 국제 교차분석 및 국제 연계 구축을 통한 선진 기술 확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국제적 수준의 분석능력을 보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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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Nuclear Forensics Techniques for Improving International 

Transparenc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ecently, the nuclear research activity in our nation, such as pyro-processing and 

sodium-cooled fast reactor researches, has been actively progressing as the nuclear 

industry for the export has grown in the fields of commercial and research power 

plants. The activation of the nuclear research activity is affirmative for our n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but the activity must be preceded by 

international nuclear transparency. The international nuclear transparency can be 

supported by the ability of history tracking for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together with the ability of ultra trace nuclear material analysis. Based on it, the 

nuclear industry of our nation will advance further.

To secure the international nuclear transparency, nuclear forensic capacity has to 

be established. Seoul communique released at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included the enhancement of nuclear forensic capacity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transport security and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de for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Accordingly,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 for developing nuclear 

forensic capacity and invest on the related research.

Nuclear forensics is the technology to identify the fundamental source of illegally 

used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by tracking their origin, manufactured year 

and processing information, etc. KAERI is the only nuclear research institute in the 

nation and possesses the capacity and facility of analyzing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and many experts in the field. However, the development of nuclear 

forensic technology is in very early stage and not much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on-going.

With this background, KAERI has started this project since 2012 and establish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for nuclear forensic sampl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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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ulti-dimensional elemental pattern recognition platform technique. Also, KAERI 

has been participating many international cooperating groups such as 

ITWG(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on Nuclear Forensics) and PCG 

(Permanent Coordinating Group) and conducting international round robin tests. From 

2015, we have further strengthen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ed 

evaluation techniqu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lanthanide and minor elements in 

nuclear forensic samples. In addition, we developed evaluation techniques of Sr and 

Nd isotopic characteristics for estimating origins of the samples. To secure the 

nuclear forensic capability, continuous research effort and investment are necessar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Physical and chemical analyses of illegally traded nuclear, radioactive and other 

related material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ir origin and manufacturing process, etc. 

Main purpose of nuclear forensic techniques is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chemical properties and history of the materials. In this research, 

we have performed international round robin tests and established international 

nuclear forensics network, preceded by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nuclear 

forensic techniques.

Major contents of research development are as follows.

●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forensics network

●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round robin tests for nuclear forensic

          samples

●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lanthanide and minor elements in nuclear forensic samples

●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s of Sr and Nd isotopic

          characteristics for estimating origins of nuclear forensic samples

Ⅳ. Result of Project

1.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forensic network

We have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nuclear forensics network based on ITWG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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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and PCG (Permanent Coordinating Group), which are international 

cooperating groups relevant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forensics techniques. 

Participating ITWG technical meeting enabled us to understand international trend in 

the field, exchange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advertise the level of 

related techniques of our own. Also, we attended many international meetings held 

by IAEA to present the research products. In addition, conducting PCG programs 

was helpful to attain age-dating techniques for nuclear materials by collaborating 

with DOE laboratories.

2.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round robin tests for nuclear forensic samples

We participated in many round robin test programs for nuclear materials operated 

by ITWG, such as Collaborative Materials eXercises (CMX-4, 5) and Table Top 

eXercises (TTX, Galaxy Serpent 2, 3). CMX is a scenario-based training program 

that the participants analyze simulated nuclear samples, which are secured during 

illegal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scenario, and estimate the origins of the samples. 

TTX is also a scenario-based training program, which is not to analyze actual 

samples but to search nuclear forensic fingerprints upon data library. In those 

exercises, we demonstrated excellent performances and proved our analytical 

capability in the nuclear forensic society.

3.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for lanthanide and minor elements in various 

rock samples

Lanthanide elements share similar chemical properties, such that their distribution 

can be used for tracking origins of geological matters possibly included in nuclear 

forensic samples. We analyzed lanthanide and minor elemental properties of rocks 

from two geological zones, Okcheon-dae and Youngnam-yookgoe, among five zones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multi-channel ICP-M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distribution data of lanthanide and minor elements in rock samples can be used 

as geological signature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construct reliable database.

4. Establishment of pattern interpretation technique for lanthanide and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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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in various types of samples

For lanthanide and minor element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was 

applied to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different samples. PCA was performed 

using the quantitation data of two standard soil samples and rock samples from 

various areas such as Chungju, Sancheong, Guemsan, Boeun and so on. The results 

clearly demonstrated that patterns of lanthanide and minor elements can be used to 

distinguish samples from different area.

5. Development of separation techniques for trace amount of Rb and Sr in 

complex matrices and evaluation of Sr isotopic characteristics

Rb and Sr are copresent in soil and rock, and 87Rb, a naturally occurring 

radioisotope, is continuously decayed to 87Sr. This phenomenon enables us to use 
87Sr/86Sr as a geological signature. 87Sr/86Sr in standard soil samples and rock 

samples from various areas was analyzed using sector-type ICP-MS. To exclude 

isobaric intereference from 87Rb, Sr separation method was applied. The results 

indicate that 87Sr/86Sr is unique for different geological areas and this characteristics 

can be used to estimating origins of samples.

6. Development of separation techniques for Nd and Sm among lanthanide and 

evaluation of Nd isotopic characteristics

Nd and Sm are copresent in soil and rock, and 147Sm, a naturally occurring 

radioisotope, is continuously decayed to 143Nd. This phenomenon enables us to use 
143Nd/144Nd as a geological signature. 143Nd/144Nd in standard soil samples and rock 

samples from various areas was analyzed using multi-channel ICP-MS. To exclude 

isobaric intereference from 144Sm, Nd separation method was applied. The results 

indicate that 143Nd/144Nd is unique for different geological areas and this 

characteristics can be used to estimating origins of sample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By conducting this research project, we have constructed a foundation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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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techniques at international level and much expectation has built up for the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future. Proper use of the 

results of the project will provide fine data to deal with other countries for securing 

transparency of our nation’s nuclear industry and research, and eventually help us 

win the safety of nuclear fuel cycle field and activate the export of nuclear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s for 

characteristics of lanthanide, minor elements, Sr and Nd isotopics will enhance the 

ability to track the history of nuclear forensic samples. Besides, actively advertising 

our ability to the press will relieve people’s fear for the terrorism using illegally 

traded or discharged radioactive materials.

By conducting international round robin tests via ITWG and PCG, we can appeal 

our ability of precise measurement of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society, and construct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in nuclear forensics. We can 

als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transparency of our 

nation in synergy with the effort for the establishment of ultra trace nuclear 

material analysis system.

Developing platform technology of history tracking for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many elemental techniques and the 

securement of advanced technology via international round robin tests and 

cooperating network. To keep up with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in this field, 

continuous investment and research effort are necessa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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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핵감식(Nuclear Forensics)은 불법거래된 핵 및 방사성물질이나 방사능 사고 및 테러

현장에서 입수된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수사를 위한 정보 및 증거를 제

공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핵감식을 통하여 대상 물질에 대한 생산지, 사용목적, 

생산년도 및 생산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감도의 분

석, 자료해석 및 평가기술을 동원해야만 한다. 핵감식은 과학수사의 한 분야이지만 그 대

상이 핵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과 물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취급 

및 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접근 방법이 일반적인 과학수사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별도의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핵감식의 과정은 IAEA의 핵감식 설명자료(Nuclear Forensics in Support of 

Investigations)에서 정리되어 제시된 바 있다[그림 1-1]. 즉 핵 및 방사능 관련 사건에서 

증거 물질을 입수하여 전문 기관으로 이송하고 검사와 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일반

적인 과학수사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핵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특수 분석을 수행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결과 해석 및 평가를 반복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다. 

이때 대상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은 결론 도출을 위한 핵심 근거를 제공하므로 높

은 신뢰도를 확보한 분석 기술 확보와 절차 확립은 국가 핵감식 능력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감식 분석은 일반적 과학수사 기법에서 시작하여 고감

도 원소분석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법을 활용하여 수행되며 이러한 요소기술의 

확보가 요구된다[표 1-1]. 

핵물질을 이용한 핵테러는 현재까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나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

하며 단 한 번의 테러에도 인명, 정치, 경제, 환경의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핵보다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방사

능 물질을 이용한 방사성 테러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방사능 물질은 핵물질보다 통제가 느슨하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작

용하고 있다. IAEA에 따르면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도난, 분실, 탈취, 불법 거래된 핵과 

방사능 물질 신고 사례가 2천여 건에 이르며 최근에는 IAEA에 연평균 200건 정도의 신

고가 들어와 ITDB(Illicit Trafficking Database)에 등록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를 이

용한 핵테러 및 방사성 물질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핵 및 방사성물질 테러는 그 자

체가 가져올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일반인에게 큰 심리

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국가 안보 

위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난, 분실, 탈취, 불법 거래된 핵 및 방사성 물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상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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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에 개최된 한미 안전조치 상설조정회의 (PCG, Permanent Coordinating 

Group Meeting)에서 미국 NNSA에 의해 Nuclear Forensics와 관련된 업무 협력이 공식적

으로 제의됨에 따라 데이터라이브러리 구축, 시료 분석, 그리고 결과 평가 및 해석과 관

련된 의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이와 관련된 의제가 성립되어 미국과의 업무 협력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

케에는 13개 구체적 실천방안 중 “핵 및 방사성물질의 운송보완 강화와 불법거래 방

지”와 “Nuclear Forensics 능력 제고”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체계를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2012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하여 

불법거래된 핵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이력추적 기반기술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핵 및 방사

성물질 시료의 특성흔적 규명을 위한 분석 기술과 시료 이력추적을 위한 분석결과 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감식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상황 발

생 시 국제공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IAEA, PCG, ITWG 등과 같은 국제협력체와의 연계 구

축과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을 통하여 향후 국제적 수준의 핵추적 기술을 확립함으로

써 국가 안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에 대한 정밀분석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핵물질 관련 데이터라이브러리 

구축을 대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아울러 본 과제를 통하여 고방사성물질에 대한 분

석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내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밀분석 자료 생

산에 대비하고 나아가 관련 데이터라이브러리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찰시료 및 환경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분석 능력 확보 노력과 상

호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핵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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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핵감식의 수행 과정 (“Nuclear Forensics in Support of Investigation,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No. 2-G(Rev.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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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핵감식을 위한 분석 방법 예시

Notes; mg: milligram = 10 3 g, μg: microgram = 10 6 g, ng: nanogram = 10 9 g, 

pg: picogram = 10 12 g, fg: femtogram = 10 15 g; at%: atom per cent., ppm: parts 

per million by weight, ppb: parts per billion by weight., μm: micrometre = 10 6 

m. 

HRGS: High Resolution Gamma Spectrometry, TIMS: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GD-MS: 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ry, XRF: X-ray Fluorescence analysis, XRD: X-ray 
Diffraction analysis,
GC-MS: Gas Chromatography-Mass Sspectrometr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IMS;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SEM/EDS: Scanning Electron Microanalysis with Energy 
Dispersive Sensor, SEM/WDS: Scanning Electron Microanalysis with Wavelength 
Dispersive Sensor.

Measurement 
goal Technique Type of 

information
Typical
detection limit

Spatial
resolution

Survey HRGS Isotopic ng μg

Elemental and Chemical assay Elemental mg

isotopic Radiochemistry/RA Isotopic fg pg

bulk analysis Counting methods Elemental

TIMS Isotopic, Elemental pg ng

ICP-MS Isotopic, Elemental pg ng

GD-MS Isotopic, Elemental 0.1 ppb 10 ppm

XRF Elemental 10 ppm

XRD Molecular ~5 at%

GC-MS Molecular ppm

Infrared Molecular ppm

Imaging Visual inspection Macroscopic 0.1mm

Optical microscopy Microscopic 1 μm

SEM Structure 1.5 nm

TEM 0.1 nm

Microanalysis ICP-MS Isotopic, Elemental pg ng

TIMS Isotopic pg ng

SIMS Isotopic, Elemental 0.1 ppb 10 ppm 0.2 1μm

SEM/EDS or WDS Elemental 0.1 2 at% 1μm

　 XRD Molecular ~5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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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핵감식 기술은 대상 시료 내의 핵 및 방사성물질 분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료

에 포함된 일반 물질의 유기 및 무기 불순물 화학종 규명,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생

산지 규명, 일반적인 과학수사 분석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의 확보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감식 기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이것

은 비핵물질 및 비방사성물질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 핵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은 일부 대학 및 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요소기술들이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

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감식이 단순한 다양한 요소기술의 확보를 넘

어서 이러한 요소기술을 융합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

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핵감식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며 국제 협력활동도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핵감식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노력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1. 산업계 동향

우리나라는 최근 원자력의 수출을 성사시켜 추진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이 강한 핵감식의 특성 상 산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2. 학계 동향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핵감식이라는 목적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핵물질이나 방사성물질 분석에 대한 요소기술은 일부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다. 특

히 핵물질 비파괴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감마선분광기의 검출기 제작과 그 특성 연

구는 대학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핵물질 농축도 분석법의 핵심인 측

정 스펙트럼의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코드 제작 연구는 미미하다. 최근 서울대학교 원

자핵공학과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MGA, MGAU 등의 코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체차

폐 효과 및 동시계측 효과 등 성능 저해 요인을 보정하여 분석의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핵감식 시료의 화학분석을 위해서 필수적인 방사화학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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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고 있으나 핵 및 방사성물질을 취급해야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계에서 수행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일반 물질에 대한 유기 및 무기분석 연구는 대부분의 대학

에서 분광분석, 질량분석, 분리분석 등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핵감식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기술임에는 틀림없으나 핵감식의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기술의 핵감식에의 융합 연구가 시급하다.

3. 연구계 동향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원자력 연구 기관으로서 핵 및 방사성물질을 취

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핵감

식을 능력 구축을 위한 다양한 요소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안전조치 

목적으로 사찰시료 및 환경시료 내 극미량의 핵물질을 높은 신뢰도로 분석할 수 있는 기

반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안전조치 목적의 사찰시료 분석기술은 핵감식에 적용하기 위한 요소기술로서는 활용

가능하지만 그 분석법과 대상 물질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추가적인 연

구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2년도부터 핵감식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방사성 시료 

이력 추적을 위한 주요 원소 분석기술, 형상분석을 통한 시료 공정정보 규명기술, 방사성 

시료 이력 추적을 위한 자료 해석기술 등 다양한 요소기술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 아

울러 국제적인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ITWG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on Nuclear Forensics), GICNT(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RF(Asian Regional Forum) 등의 국제회의

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ITWG를 통하여 세계 관련 기관들과 핵감식 도상훈

련을, 그리고 미국 DOE 실험실들과 PCG(Permanent Coordinating Group)을 통하여 핵

감식 관련 국제 핵물질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시료에 대한 화학적 전처리 후에 방사선 계측과 질량분석

법을 통하여 시료 내 원소 규명과 정량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의 모니터링 등 

방사성물질 안전과 관련된 일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토양이나 해수 등에 대한 분석법

은 핵감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될 가치가 있다. 2012년 핵정상 회의를 비롯한 세계

적인 핵안보 제고 노력 추세에 따라 2013년도부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도 핵감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핵감식을 위한 분석법 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대신 핵감식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과 법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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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국제 핵감식(Nuclear Forensics) 기술은 미국 및 EU, 일본의 주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ITWG, INFL, GICNT, ARF 등 핵감식에 관한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진행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에 국한되었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란탄족 

및 악틴족을 비롯한 각종 원소에 대한 분석을 비롯하여 시료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다양

한 유기/무기 화합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화학 분석뿐만 아

니라 형상 분석을 비롯한 물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료에 대한 다각도적인 정보를 확보

하려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핵추적과 관련하여 FBI의 주도 하에 DOE 산하의 PNNL,ORNL, LLNL, 

LANL 등의 연구원에서 핵 및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 기술 개발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원에서는 TIMS, MC-ICP-MS, LG-SIMS, Nano-SIMS 등의 첨단 

질량분석기와 XRF, TEM, SEM 등의 장비 등을 보유하고 관련 물질의 정량 분석, 동위

원소 분석, 구성 원소 분석, 형상 분석 등의 다양한 핵추적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 수준

의 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핵감식에 대해서 유럽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ITU에서는 실제 시료 분석을, 

Categorization, Reach-back, Detailed characterization, Interpretation의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륨의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물질 시료의 연대측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EU-JRC ITU에서는 고방사성 물질 취급 시설 내에서 핵 

및 방사성 물 질에 대한 다양한 화학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높은 수율로 성분 원소를 분

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분석, 비파괴 

X-선 분석, 감마 및 알파 분광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AWE의 경우 플루토늄

이 포함된 시료에 대하여 방사선 분광분석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동위원소 분석을 통하

여 생산 연도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시료에 대한 고수율 

용해기술, 화학처리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방사화학적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감식 및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된 해외 연구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 국외 기술개발 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미국
 ( P N N L , 
LANL)

영국

- 핵 및 방사성 물질 정량분석 
및 동위원소 분석기술

- 핵 및 방사성 물질 연대측정 
기술

- 고방사성 물질 화학처리 및 분

- 자국 내 불법 핵 및 방사
성 물질 분석 요구 대응

- 자국 내 관련 데이터 라
이브러리 구축

- 국제 사회의 관련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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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감식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TWG 에서는 국제적

인 핵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라이브러리 구축을 강조하여, 

핵물질의 종류, 물리/화학적 형태, 동위원소의 종류 및 양, 이동이력, 원산지 추적 등에 

대한 DB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감식은 핵물질 분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방사분석, 물리분석, 형상분석, 동위원

소분석, 원소/화학분석, 일반 범죄수사 분석, 결과해석 등의 방대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

되어야 가능하여 시료의 형태 또한 정형적이지 않고 사건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관련 

기술은 일부 새롭게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기술을 핵감식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다른 기술들을 융합하는 기술 및 과정이 더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핵감식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핵투명성과 핵 안보 능력 확보를 위하여 

핵정상 회의, ITWG, GICNT, ARF 등의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ITWG는 

2017년까지 21차에 걸쳐 전세계 30개국 이상의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회의이

며 International Nuclear Forensics Laboratories (INFL)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핵

감식과 관련된 국제 교차시료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국제사회의 핵감식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 

IAEA Nuclear Security Series로서 “Nulcear Forensics in Support of Investigations”, 

그리고 2017년에는 IAEA TECDOC Series로서 “Identification of High Confidence 

Nuclear Forensics Signatures”을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다.

 (AWE)

호주
 (ANSTO)

EU-JRC
ITU

리 기술
- 방사성 검출기를 이용한 비파

괴 분석 기술
- 시료 형상 분석 기술
- 시료 구성 원소 규명 기술
- 불순물 분석 및 규명 기술
- 동위원소비 분석 코드 개발

발 지원

IAEA-NW
AL 

- 극미량핵물질 총량분석 기술
- FT-TIMS 및 SIMS를 통한 

핵물질 입자분석 기술

- 국제 사찰시료 정밀 분석
  수행
- 자국내 사찰시료 분석 및
  국제 정책자료 생산

IAEA
- 안정동위원소 분석 기술
- 국제 안정동위원소 분포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료 원산지 추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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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핵감식 관련 국제연계 구축

제2절 핵감식 관련 시료 국제교차분석

제3절 다양한 암석시료내 희토류 및 주요미량

원소 특성평가

제4절 시료유형에 따른 희토류 및 주요미량원

소 패턴 해석기법 확립

제5절 복잡한 매질내 미량 Rb 및 Sr 분리기술 

개발 및 특성평가

제6절 희토류내 Nd 및 Sm 분리기술개발 및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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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핵감식 관련 국제연계 구축

1. ITWG 참여 및 기술협력

   ITWG (Nuclear Forensics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는, 1990년대 

초반 유럽지역에서 불법 핵물질이 압류된 이후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1996년 결성된 핵

감식 전문가 그룹이다. 핵감식 기술개발에 관한 방향제시 등 핵감식 기술개발 및 정보교

환을 목적으로 년 1회 개최되는 회의로써, 이에 참가함으로써 핵감식 관련 최신 기술개

발 동향 파악 및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연계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ITWG-20은 2015년 6월30일부터 4일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3일간 개최되었

고 핵감식 관련 기술에 대한 토의를 통한 국내 기술 수준 제고 방안 모색 및 국가 간 협

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ITWG 주관으로 이루어진 국제교차분석인 CMX-4 및 TTX

에 대한 기술회의에 참가하여 각국의 핵감식 기술수준을 비교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ITWG-21은 2016년 6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프랑스 리옹소재 국립경찰학교에서 

개최되어 30여개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하여 핵감식 관련 기술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기

술수준 제고 방안 모색과 국가간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1) 

post dispersion scenario와 같은 핵감식 분야의 새로운 기술소개, 2) 핵 및 방사성 뭉질 

불법거래에 대한 소개, 3) 핵감식 분야 국제교차분석 소개 (CMX-5), 4)핵감식에 필요

한 핵감식 DB 및 Library 구축 소개, 5) 법이나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

다. 또한 프랑스의 불법 핵 및 방사성물질 발견시 대처 행동에 대해서 CEA 주도로 

demonstration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다.     

    ITWG-22은 2016년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4일간 독일, 칼스루헤에서 개최되어 

30여개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하여 핵감식 관련 기술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기술수준 제

고 방안 모색과 국가간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1) Scientist and 

Lawyers - A Clash of Cultures in Nuclear Forensics? 과학계와 법조계의 소통의 문

제, 2)IAEA activities in 2016-2017 to sustain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nuclear 

forensics, 3) IAEA training workshop 및 NUSEC (Nuclear Security Information 

Portal) 소개. 특히 young generation scientist 교육훈련 강조, 4) Briefing on GICNT 

and NFWG 발표를 통해 REMEX와 GICNT exercise playbook 소개, 5) A concep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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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clea forensics early career professionals workshop, 6) A concept for a nuclea 

forensics early career professionals workshop, 7) Presentation about the 

collaboration between JRC-NRCN, 8) Summary of CMX-5, Round Robin Exercise of 

Collaborative Material Exercise, 9) Recentnuclear forensic research activities at JRC 

등이 있었다. 

그림 3.1.1. 2015년 ITWG-20 회의 참가자

                    그림 3.1.2. 2016년 ITWG-21 회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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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G를 통한 미국 국립연구소와의 기술협력

우라늄 연대측정에 관한 미국 국립연구소(DOE/NNSA, LLNL, LANL)와의 공동연구로

써 2015년부터 3년간에 걸쳐 5개의 TSAK를 수행하였다.

           Task 1 : Radiochronometry관련 심포지엄 참석 및 의견교환

          Task 2 : 230Th/234U을 이용한 핵물질 연대측정 절차서 교환

          Task 3 : 교환된 절차서 상호 리뷰 및 실험 계획 수립

          Task 4 : UO2 oxide age dating inter-laboratory comparison exercise

          Task 5 : 결과 토의 및 보고서 작성

그림 3.1.3. PCG 수행계획 및 주요내용

    2015년 4월 핵감식 관련 국제학회인 MARC-X(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thods and Applications of Radioanalytical Chemistry) 참가하여 KAERI가 수행 중인 

핵감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Task 1 완

료). Task 2로써, 미국 국립연구소(LLNL, LANL, NNSA) 연구원들과 연대측정을 비롯

한 핵감식 관련 공동연구에 대해 협의하여 PCG Action Sheet-43(AS-43)을 체결하였

으며, 핵물질(230Th/234U) 연대측정 관련 시료분석 절차를 상호 교환하였다. 2016년도 

3월 PCG AS-43의 Task 3을 추진하기 위한 KAERI-USDOE 회의를 LL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Task 2에서 교환된 

230Th/234U 기반의 연대측정 관련 교환된 분석절차를 상호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Task 4를 위한 대상 시료 선정 및 분석 일정

을 조율하여, 대상시료로써 핵물질 표준물CRM125A, IRMM1000a를 선정하였다. 또한, 

본 회의에선 연대 측정 관련 질량분석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정량을 위한 spike 선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으며, LLNL에 위치한 핵물질 연대측정관련 실험실 투어 및 연대측

정 관련 분석절차 소개를 위한 demonstration을 참관하였다. Task 4, 5는 공동분석용 시

료 제작이 미국측의 사정에 의해 지연되는 관계로 2018년 상반기에 수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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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안보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and Actions)참석 및 발표

    본 회의는 4차례에 걸친 핵안보 정상회담(Nuclear Security Summit)의 종료 후, 핵

안보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AEA 주관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본

부에서 2016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다. 본 회의의 의제는 크게 장관급 세션, 

6개 분과 과학기술 토론 세션, 기술세션 및 포스트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6개 분과에서 

논의되는 과학기술 프로그램에서는 고위급 정책 협의 및 기술 세션으로 구성되며, 특히 

기술세션에서는 핵 안보 관련 다양한 소주제 분야의 페이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본 회

의에서는 전 세계 핵 안보 강화를 위하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

토할 수 있는 국제적 포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IAEA의 차기 핵 안보 계획 준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있는 향후 관련분야의 기술진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KAERI에서는 “Current status of technical development for nuclear forensics in 

the KAERI” 의 제목으로 KAERI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감식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

표하였다. 또한 KAERI의 핵감식 기술개발 현황이 우리나라 홍보자료의 하나로 선정되어 

본 회의 개최기간 중 전시되는 기술전시에 활용되었다. 

                   

그림 3.1.4. 핵안보 국제회의 기술전시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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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AEA 주관 국제 핵감식 훈련과정 참가

    본 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핵감식 분야의 중요성 및 역할을 숙지시키고 핵감식에 

필수적인 요소와 그 수행과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핵감식 업무 실무자가 참가하여 핵감식 개

요, 사례연구, 핵안보 상황에 대한 각국의 대응계획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는 7월 우리나라 KINAC, 2016년도에는 2월 일본 JAEA에서 개최되었으

며, KAERI에서는 본 과제의 참여자인 박진규 박사, 이치규박사가 각각 참가하여 핵감식

의 필수 요소 및 수행과정을 습득하고 IAEA 및 해외 각국의 핵감식 분야 실무자들과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림 3.1.5. IAEA 주관 핵감식 국제훈련과정 참가자(2015년도)

그림 3.1.6. IAEA 주관 핵감식 국제훈련과정 참가자(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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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핵감식 관련 시료 국제 교차분석

1. IAEA 주관 핵감식 관련 국제교차분석(CMX, Collaborative Materials 

Exercise) 참여

CMX(Collaborative Materials Exercis)는 ITWG 주관의 핵감식 관련 국제 교차분석으

로 미지시료에 대한 불법거래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으로, 분석결과 보고는 24시간, 일주일, 이개월 분석 순의 3단계로 보고하는 것이 특징이

다. KAERI 에서는 CMX-4, 5의 두 차례 교차분석에 참여하였으며, 본 교차분석 결과의 

평가 회의에도 참석하여 KAERI에서 수행한 분석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가. CMX-4(Collaborative Materials Exercise-4) 참여

교차분석용 시료는 2014년 9월 30일 도착하였으며, 분석시료가 방사성물질인 관계로 

연구원 규정에 의거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반입하였다 (그림 3.2.1 참조). 분석은 시료 

수령과 함께 24시간, 일주일, 이개월 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3.2.1. 교차분석용 시료 반입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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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시료

그림 3.2.2과 같이 운반용 용기를 개봉한 결과, 두 개의 펠렛 시료(ES1, ES2), 한 개

의 분말 시료(ES3)의 총 3개의 시료가 확인되었다. 펠렛시료는 표면형상 관찰 후 펠렛 

일부를 분말형태의 시료로 만들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3가지의 시료를 동시에 분석을 수

행하기 때문에 시료 간의 상호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2. CMX-4를 위한 우라늄 시료(펠렛, 분말)

(2) 분석방법

표 3.2.1 에 CMX-4를 위해 적용한 분석법 및 분석장비를 표시한다. 24시간 분석은 압

수된 불법거래 물품에 대해 핵 및 방사성물질로써 정밀분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되는 분석으로, 단 시간내 분석결과가 얻을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일주일, 이

개월 분석은 24시간 분석에서 불법거래 핵 및 방사성물질로 추정된 물질에 대해서 기원 

등의 이력추적을 위한 분석으로 다양한 첨단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KAERI에

서는 그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입자분석법, 총량분석법등의 극미량 핵물질 정밀분석

법뿐만아니라 표 2.1과 같이 다양한 물리화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3.2.3, 

3.2.4, 3.2.5에 교차분석을 위한 주요 분석모습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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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CMX-4를 위해 적용한 분석법(24시간, 일주일, 이개월 분석 분석)

그림 3.2.3. 24시간 분석 수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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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일 주일 분석 수행모습

그림 3.2.5. 두 달분석 수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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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표 3.2.2 에 CMX-4 분석결과를 표시하였다. 분석결과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 CMX 교

차분석 평가회의 참석에서 언급한다.  

표 3.2.2. CMX-4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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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MX-5(Collaborative Materials Exercise-5) 참여

CMX-5 교차분석은 2016년 11월 2일부터 24시간, 일주일, 이개월 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시료반입은 분석시료가 방사성물질인 관계로, CMX-4시료와 마찬가지로, 연

구원 규정에 의거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반입하였다 (그림3.2.1 참조).  

(1) 분석시료

그림 3.2.6.과 같이 LEU 조성의 두 개의 펠렛 시료(ES1, ES2)으로 밝혀졌다. 두 개의 

시료를 동시에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료 간의 상호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6. CMX-5를 위한 우라늄 펠렛( 시료-A, 시료-B)

(2) 분석방법

CMX-4 시료분석 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표 3.2.2 참조). 

(3) 분석결과

표 3.2.3 에 CMX-5 분석결과를 표시하였다. 분석결과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 CMX 교

차분석 평가회의 참석에서 언급한다.  



- 48 -

표 3.2.3. CMX-5 교차분석 결과

다. CMX 교차분석 분석결과 평가회의 참석

CMX교차분석은 미지의 시료에 대해서 각 실험실에서 분석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3

단계(24시간, 일주일, 두달) 분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

해서는 주최측의 분석시료 설명, 분석자의 적용 분석방법등의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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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분석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핵감식 기

술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하여 기술교류의 협의도 이루어진다. 

CMX-4의 분석결과 평가회의는 2015년 3월 17일 부터 3일간 독일 ITU에서 개최되었

다. 먼저, 주최측에서 교차분석에 사용된 시료의 제작과정, 특성등의 소개가 있었고, 

CMX-4 교차분석을 수행한 15개국에서 각 실험실에서 사용한 분석법 및 결과에 대해 

소개가 있었다. 그림 3.2.7에 CMX-4결과 중 우라늄 동위원소 존재비 분석결과를 표시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KAERI는 타 실험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CMX-5의 분석결과 평가회의는 2017년 4월 17일부터 3일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서 개최되었다. 그림 3.2.8에서와 같이 KAERI의 분석능력은 타 실험실 결과와 비교하여 

우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CMX 교차분석 평가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핵감식 관련 분석기술 수준의 파악과 

동시에 KAERI 핵감식 관련 시료 분석능력 수준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핵

감식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KAERI에서 보고한 분석결과는 

타 연구기관의 결과와 비교해서 우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2.7. CMX-4 교차분석 (ES1, ES2, ES3) 중의 우라늄 동위원소 존재비 분석결과 

(좌로부터 U-234. U-235, U-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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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CMX-5 교차분석 (시료A, 시료B ) 중의 우라늄 동위원소 존재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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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감식을 위한 국제 Table Top Exercise(Galaxy Serpent) 참여

 본 훈련은 ITWG와 미국 DOS/DOE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Web base을 

통하여 참여국이 각자나라에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두차례 수행하였다.

가. Galaxy Serpent version 2 참여

   - 일시 : 2015.6.1. ~ 11.30  

   - 가상 시나리오 상 교통사고 상황에서 밀봉 선원이 발견되었고 이로부터 측정한 

핵종, 방출 선량, 용기 dimension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라이브러리와의 비교를 통해 밀

봉 선원의 이력을 추적하는 훈련이다.

   - Phase 1 : 2015.6.1. ~ 7.31. 

    가상의 자료를 제공받아 EXCEL로 data 정보파일을 재구성하였다. 

   - Pases 2 : 2015. 8 1. ~ 9.30. 

    가상의 Cs-137 밀봉선원이 발견되었으며 측성분석 자료를 근거로 Cs-137 밀봉

선원의 제조회사를 추정하였다.

   - Phase 3 : 2015. 10.1. ~ 11.30.

    : 가상의 폭발물 현장에서 Co-60의 밀봉선원 파편이 발견되고 특성분석 자료를 

근거로 Co-60 밀봉선원의 제조회사를 추정하였다. 

나. Galaxy Serpent version 3 참여

   - 일시 : 2017.6.1. ~ 11.15. 

   - 가상의 시나리오 상 3개의 미지의 UOC(Uranium Ore Concenrate) 포획하고 이

로부터 NNFL(National Nuclear Forensics Libraries)로부터 가상의 원소분석의 정보를 

제공받아 미지의 시료와 이 자료에서 제공되는 시료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추적하는 훈련

이다.

   - Phase 1 : 2017.6.1. ~ 7.31.

      NNFL로부터 가상의 원소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해석을 위해 재구성하였다. 

   - Phase 2 : 2017.8.1. ~ 11.15.

     : 3개의 미지시료들의 상호연관성 및 NNFL에서 제공받은 자료들과 상호연관성이 

있는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통하여 해석하고 추정하였다.  

본 훈련을 통하여, 1)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결과의 해석과 이력 추적 과정을 수행하

였으며, 2) 각국의 기술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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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다양한 암석시료내 희토류 및 주요미량원소 특성평가

1. 서로 다른 지질대의 암석시료 중의 희토류 및 주요미량원소 특성평가

가. 개요

금속불순물 중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유사성질을 갖은 원소들로 오래전부터 지질학에서 

희토류원소 패턴기법이 활용 되어왔다. 원광에 함유되어있는 희토류가 제조공정 중에도 

미량으로 그대로 함유하는 특성이 있으며 희토류의 패턴은 지질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고 있다. 이 특성은 우라늄 광석으로부터 우라늄 정광이 제조될 때 같은 희토류 패턴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기법은 우라늄정광의 근원지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지질대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지질대중 우선 2개 지질대인 

옥천대와 영남육괴의 암석에서 희토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하였다. 

나. 실험방법

(1) 암석시료 채취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3-1-1에서 보듯이 5개 지역의 지질대가 있으며 이들 중 2 개 지

질대인 옥천대의 충주지역과 영남육괴의 산청지역의 암석시편을 채취하였다. 또한 옥천

대의 금산지역과 영남육괴의 육십령지역에서의 기 분석된 암석자료를 확보하여서 지질대

간의 암석들의 특성과 같은 지질대의 지역간의 특성을 검토하고자하였다.

 

(2) 암석시료 용해

암석시료 2종류와 표준토양시료 2종류(San Joaquin, 2709a 와 montana II, 2711a)를 약 

0.2 g 씩 채취하였다. 시료의 완전용해를 위해 각각의 시료를 테플론 재질의 전처리용 압

력용기(Savillex, 미국, 125 mL 용량)에 옮긴 후 혼합산 (HF : HClO4 : HNO3 = 8 mL : 2 

mL : 2 mL)을 가하여 100 ℃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가열 후, 용액을 증발건고 하

였으며 화학분리를 위해 4 M HNO3 용액을 이용하여 각 시료용액을 최종부피가 10 mL가 

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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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 지질대 분포 및 암석시료 채취지역  

        

그림 3.3.2. 다채널 ICP-MS(Sp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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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토류 분리 및 측정

측정기기는 그림 3-1-2와 같은 다채널 ICP-MS을 사용하였으며 원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측정용액은 14종류의 희토류원소 표준물(ICP Standard Solution)을 

사용하여 혼합표준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 기기를 이용하여 표 3-1-1에 나타낸 

조건에서 14개 희토류 혼합표준용액을 측정하였으며 14개 희토류 질량스펙트럼은 그림 

3-1-3과 같이 나타났다. 기 개발된 분석방법에 따라 암석 및 토양시료 용액에서 희토류

를 군분리하고 희토류 개별원소들을 정량하였다.

 

표 3.3.1. 다채널 ICP-MS(Spectro) 측정조건  

parameter setting

RF power 850W

Cooling gas flow rate 13 L/min

Auxilliary gas flow rate 2 L/min

Sample gas flow rate 0.95 L/min

Desolvator

Nebulizer 200 μL/mim

Spray chamber temp. 110 ℃

Membrane desolvator temp. 160 ℃

Ar flow rate 2.9 L/min

N2 flow rate 4.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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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 희토류 질량스펙트럼(139-176)

다. 결과 및 토의

(1) 암석시료 내 희토류원소 정량 및 특성평가

충주지역 2개 암석시료의 희토류원소들의 정량값을 표 3-1-2에 나타내었으며 금산지역

의 정량값은 기 발표된 문헌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나타내었다. 표 3-1-2에 표기된 정

량자료들을 chondrite-normalized 값으로 환산하여 그림 3-1-4에 나타내었으며 같은 옥천

대 지역의 암석시료이나 금산지역과 충주지역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산청지역 2개 암석시료의 희토류원소들의 정량값을 표 3-1-3에 나타내었으며 육

십령지역의 정량값은 기 발표된 문헌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이다. 표 3-1-3에 표기된 정량

자료들을 chondrite-normalized 값으로 환산하여 그림 3-1-5에 나타내었다. 역시 같은 영

남육괴 지역의 암석시료이나 육십령지역과 산청지역의 패턴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같은 지지대에서도 다양한 희토류패턴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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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금산지역과 충주지역의 암석시료내 희토류원소들의 평가자료

Element 금산#1 금산#2 금산#3 금산#4 충주#1 충주#2

La 43.70 52.40 38.75 21.10 31.85 28.27 

Ce 87.39 110.39 75.39 51.89 69.26 62.73 

Pr 10.24 13.34 9.44 6.44 7.32 6.54 

Nd 37.55 48.05 34.35 25.50 27.32 24.68 

Sm 6.34 7.84 6.29 5.29 5.30 4.81 

Eu 1.65 2.04 1.53 1.45 0.89 0.82 

Gd 5.14 5.89 4.73 3.82 4.96 4.44 

Tb 0.64 0.72 0.54 0.49 0.77 0.69 

Dy 2.89 3.38 2.49 2.30 4.68 4.27 

Ho 0.42 0.46 0.35 0.36 0.91 0.82 

Er 1.01 1.25 0.87 0.84 2.67 2.45 

Tm 0.11 0.13 0.09 0.12 0.37 0.33 

Yb 0.68 0.82 0.64 0.63 2.31 2.14 

Lu 0.09 0.11 0.08 0.08 0.35 0.31 

그림 3.3.4. 금산지역과 충주지역의 Chondrite-normalized 희토류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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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3. 육십령지역과 산청지역의 암석시료 내 희토류원소들의 평가자료

Element 육십령#1 육십령#2 육십령#3 육십령#4 산청#1 산청#2

La 24.70 26.80 28.80 32.00 4.08 4.15 

Ce 42.20 45.20 49.60 53.80 6.47 6.94 

Pr 4.52 4.82 5.22 5.66 0.84 0.87 

Nd 14.80 15.60 16.90 18.70 2.95 3.11 

Sm 2.72 2.67 2.97 3.28 0.56 0.62 

Eu 0.62 0.65 0.71 0.74 0.19 0.20 

Gd 2.37 2.46 2.49 2.83 0.54 0.59 

Tb 0.30 0.27 0.28 0.37 0.09 0.10 

Dy 1.52 1.34 1.31 1.85 0.52 0.56 

Ho 0.27 0.23 0.21 0.34 0.11 0.12 

Er 0.73 0.63 0.60 0.93 0.35 0.37 

Tm 0.12 0.08 0.08 0.13 0.06 0.06 

Yb 0.69 0.57 0.57 0.85 0.41 0.44 

Lu 0.11 0.07 0.07 0.11 0.08 0.08 

 그림 3.3.5. 육십령지역과 산청지역의 Chondrite-normalized 희토류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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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석시료 내 희토류 및 주요 미량원소 정량 및 특성평가

암석시료 내 표 3-1-4에 표기된 희토류 및 주요 미량원소들은 primitive mantle 값으로 

normalize하여 암석종류에 따른 패턴들을 평가하여 지질대를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지역별 암석의 패턴을 추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금산지역의 암석시료 

내 희토류 및 미량원소들의 정량값을 기 발표된 문헌으로부터 확보하였다. 금산지역의 4

개 암석시료의 정량값을 primitive mantle-normalized로 환산하여 그림 3-1-6에 나나내었

으며 4개 시료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3-1-5에 표기된 영남육괴 지질대의 육십령지역의 암석시료 내 희토류 및 미량

원소들의 정량값은 기 발표된 문헌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이다. 역시 육십령지역의 4개 암

석시료의 정량값을 primitive mantle-normalized로 환산하여 그림 3-1-7에 나나내었으며 4

개 시료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질대에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있어 

지역 추정의 판단자료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있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료를 채취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3.4. 금산지역 암석시료 내 희토류 및 미량원소들의 평가자료

Element 금산#1 금산#2 금산#3 금산#4

Ba 884 916 793 761 

Rb 93.34 69.84 39.49 91.84 

Th 11.05 11.00 6.35 4.16 

Nb 13.47 16.82 11.12 11.12 

La 43.70 52.40 38.75 21.10 

Ce 87.39 110.39 75.39 51.89 

Sr 527 378 508 501 

Nd 37.55 48.05 34.35 25.50 

Sm 6.34 7.84 6.29 5.29 

Zr 19.45 37.05 38.55 30.35 

Hf 0.51 1.00 0.77 0.83 

Y 12.87 15.17 12.42 11.82 

Yb 0.68 0.82 0.64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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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금산지역 암석시료 내 미량원소들의 spider diagram 

 표 3.3.5. 육십령지역 암석시료내 희토류 및 미량원소들의 평가자료

Element 육십령#1 육십령#2 육십령#3 육십령#4

Ba 706 819 941 1050 

Rb 142 147 156 166 

Th 7.50 7.40 7.60 7.80 

Nb 4.70 4.60 4.90 1.80 

La 24.70 26.80 28.80 32.00 

Ce 42.20 45.20 49.60 53.80 

Sr 367 339 421 423 

Nd 14.80 15.60 16.90 18.70 

Sm 2.72 2.67 2.97 3.28 

Zr 46.70 34.50 39.50 48.70 

Y 8.20 6.70 6.90 10.40 

Yb 0.69 0.57 0.57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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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육십령지역 암석시료 내 미량원소들의 spider diagram 

라. 결론

희토류원소의 값들을 chondrite-normalized 값으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는 기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그래프 기법은 지역간 시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

용 가능하다.

희토류 및 미량원소를 값들을 primitive mantle-normalized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는 기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그래프 기법도 지역간 시료들의 특성을 파

악하는데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뢰있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

료를 채취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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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료유형에 따른 희토류 및 주요 미량원소 패턴 해석기법 확립

1. PCA를 적용한 희토류 및 미량원소 패턴해석기법 확보

가. 개요

시료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분석과 함께 통계학적이고 계량학적

인 해석 기술이 수반되면 신뢰 높은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시료에 대한 

signature로 활용 가능한 원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시료가 계량학적으로 분리가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표준연구기관인 NIST에서 

제조한 두 개의 토양 표준시료와 충주 및 산청의 암석시료내 희토류 정량값을 사용하였

으며 또한 금산, 보은, 육십령 및 울진의 암석시료 내 희토류 정량값의 문헌자료에 대해 

계량학적 해석기술인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여 지역간의 시료의 구

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 실험방법

(1) 분석데이터 입력 및 해석자료 산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OriginPro 2017”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OriginPro 2017는 Multivariate analysis package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내장하고 있으며 자료입력은 PCA 자료형식에 따라 입력하였다. 

측정값을 이용하여 Principal Component 1과 Principal Component 2을 2차원 해석자료로 

산출하였다.

다. 결과 및 토의

(1) 지역별 한개 시료들의 희토류 패턴해석

그림 4-1-1은 각 원소 중 두 개의 변량을 정하여 시료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차원적 

해석 결과로써 그림에서 보이듯이 지역이 다른 시료들이 서로 분리되어 구분이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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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 지역별 한개 시료에 대한 2차원적 해석 결과

(2) 지역별 두개 시료들의 희토류 패턴해석

 각 지역들의 희토류자료를 2개씩에 대해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

였으며 그림 4-1-2와 같이 나타났다. 같은 지역의 시료들이 서로 근접하여 나타났으며 

이 이 결과로부터 지역에 따른 암석시료들 판별하는데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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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지역별 두개 시료에 대한 2차원적 해석 결과

(3) 지역별 한개 시료들의 미량원소 패턴해석

각 지역의 미량원소들에 대해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였으나 서로 

지역에 따라 분리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결론

같은 지역의 시료들에 대한 희토류 값의 PCA 해석자료가 지역별로 서로 구별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암석시료들 판별하는데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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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복잡한 매질내 미량 Rb 및 Sr 분리기술 개발 및 특성평가

1. 복잡한 매질내 미량 Rb 및 Sr 순수분리기술 개발

가. 개요

자연의 토양 및 암석에는 Rb와 Sr이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방사성동위원소인 87Rb가 

87Sr으로 붕괴되고 있다. 지역 및 암석의 종류에 따라 루비듐(87Rb)과 스트론튬(87Sr)의 분

포가 다를 수 있으며 87Sr/86Sr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87Sr/86Sr 동위원소비 특

성은 핵감식의 특성평가에 적용이 가능하다. 87Sr/86Sr 동위원소비 측정을 위하여 암석성분

으로부터 Sr을 분리해야하며, 특히 87Rb이 동중원소로 존재하므로 Rb으로부터 순수분리가 

이루어져야한다. 복잡한 매질에 존재하는 Sr의 순수분리방법을 검토하였다.

나. 실험방법

(1) 암석시료 채취 및 용해

옥천대의 충주지역, 영남육괴의 산청지역 및 경기육괴의 인제지역의 암석시편을 채취하

였다. 암석시료 3종류와 표준토양시료 2종류(San Joaquin, 2709a 와 montana II, 2711a)를 

(그림 5-1-1 참조) 약 0.2 g 씩 채취하였으며 시료의 완전용해를 위해 각각의 시료를 테

플론 재질의 전처리용 압력용기(Savillex, 미국, 125 mL 용량)에 옮긴 후 혼합산 (HF : 

HClO4 : HNO3 = 8 mL : 2 mL : 2 mL)을 가하여 100 ℃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그림 3.5.1. Sr의 특성 파악을 위해 사용된 암석시료 및 표

준 토양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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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후, 용액을 증발건고 하였으며 화학분리를 위해 8 M HNO3 용액을 이용하여 각 

시료용액을 최종부피가 10 mL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림 5-1-2에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료

들이 완전 용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5.2. 전체용해법에 의해 완전 용해된 암석시료 및 표준토

양 시료용액 (8 M 질산 매질)

(2) Rb/Sr 분리

다양한 매질에서 Sr을 순수분리하기 위하여 Sr 수지를 사용하였으며 Sr 수지의 분배계

수의 특성을 그림 5-1-3에서 보여주고 있다. 8M HNO3 에서 Sr의 분배계수가 100 정도로

서 수지에 잘 흡착이 되고 그 외 원소들은 약 1 이하를 보여주고 있어 수지에 흡착이 잘 

안되고 있다. 특히 동중원소가 있는 Rb의 경우도 분배계수가 0.3 정도로 Sr과 분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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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토의

(1) Rb/Sr 분리효율 평가

Sr과 Rb의 분리효율을 검토하기 위하여 Sr수지의 분리조건을 표 5-1-1과 같이 하였으

며 Sr과 Rb 각각 10 ppb 용액을 사용하여 0.5 mL 씩 분취하여 ICPMS로 측정하여 용리곡

선을 작성하였다. Rb와 Sr 용액을 분리관에 loading한 후 8M HNO3 용액 3 mL로 세척하

는 동안 Rb이 완전히 용출되고 0.05M HNO3 용리액 4 mL에 Sr이 완전히 용리되고 있다. 

그림 5-1-4 에서 보는바와 같이 Rb와 Sr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질량분석시 87Rb

이 87Sr의 측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3.  HNO3 농도에 따른 Sr 및 다른 원소들의 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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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Sr 수지에서 Sr의 분리조건  

solvent mL

Sr resin 0.2

Precondition 8M HNO3 3

Sample loading 8M HNO3 1

Washing 8M HNO3 3

Elution 0.05M HNO3 4

그림 3.5.4. Rb와 Sr의 용리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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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가압용기에서 혼합산 (HF : HClO4 : HNO3 = 8 mL : 2 mL : 2 mL) 용해법을 사용하여 

암석 및 토양시료를 완전히 용해할 수 있었으며 용해용액을 8M HNO3와 0.05M HNO3 용

리액으로 매질 및 Rb으로부터 Sr을 완전하게 분리하므로써 암석과 같은 복잡한 매질에서 

Sr을 순수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였다.

2.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Rb 및 Sr 동위원소 분석 기술개발 및 특성평가

가. 개요

87Sr/86Sr 동위원소비 측정은 미세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사중극자질량분석기(Q-ICPMS)

보다는 섹터형질량분석기(SF-ICPM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7Sr/86Sr 동위원소비 측

정 정밀도평가를 위하여 질량분석기는 섹터형질량분석기(SF-ICPMS)인 Element XR을 사

용하였으며(그림 5-2-1 참조) 마그네트와 Electrostatic analyzer를 구성하고 있어 사중극

자질량분석기(Q-ICPMS)에 비해 측정정밀도가 좋은 장비이다. 이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정

밀도를 평가하고 시료로부터 분리된 Sr용액 내 87Sr/86Sr 동위원소비를 측정하고자하였다.

나. 실험방법

(1) 87Sr/86Sr 동위원소비 측정

ICPMS의 측정조건은 표 5-2-1과 같으며 Sr 농도는 1 ng/mL을 사용하여 정밀도를 검토

하였다. 87Sr/86Sr 동위원소비를 10회 측정하여 값을 산출하였다.

다. 결과 및 토의

(1) 87Sr/86Sr 동위원소비 측정정밀도평가

87Sr/86Sr 동위원소비 측정값을 표 5-2-2에 실었으며 평균값이 0.6424로 나나났다. 이 측

정결과로부터 Sr 1 ng/mL 농도에서 87Sr/86Sr의 측정정밀도는 0.29 %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로부터 Element XR을 사용하여 87Sr/86Sr의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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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ICPMS(Element XR) 시스템 및 구조 개요도 

표 3.5.2. ICPMS(Element XR) 측정조건  

parameter setting

RF power 1250W

Cooling gas flow rate 16 L/min

Auxilliary gas flow rate 0.8 L/min

Sample gas flow rate 1.19 L/min

Spray chamber Double scotty

Nebulizer 0.4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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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3. 87Sr/86Sr 측정정밀도 

　 87Sr/86Sr

1 0.6435 

2 0.6395 

3 0.6396 

4 0.6453 

5 0.6409 

6 0.6426 

7 0.6423 

8 0.6438 

9 0.6427 

10 0.6435 

Aver. 0.6424 

　Std. Dev. 0.0019 

　Rsd(%) 0.29 

(2) 87Sr/86Sr 동위원소비 분포평가

Sr 동위원소 표준물(NIST SRM 987)을 용액화하여 약 10 ng/mL로 제조하였으며 87Sr/86Sr 

의 동위원소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2-3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87Sr/86Sr의 동위원소비 측정값이 검증값과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어 매스바이어스교정

(mass bias correction)을 하지 않고 시료들을 측정하였다.  

암석 및 토양시료로부터 분리한 Sr 순수분리용액내 87Sr/86Sr 의 동위원소비 측정을 하였

으며 시료내 함유한 Sr 농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Rb을 함유한 용액으로부터 Rb의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2-4에 나타내었다.

토양시료의 경우 Rb/Sr의 값이 약 0.4 정도로 나타났으며 87Sr/86Sr의 값도 Sr 동위원소

표준물(NIST SRM 987, 87Sr/86Sr = 0.7103)의 값과 유사하였다. 암석시료의 경우 Rb/Sr의 비

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충주암석은 토양시료와 유사하나 인제암석은 Rb이 더 많이 존재

하여 Rb/Sr의 비가 2.72 이였고 산청암석은 Sr이 더 많이 존재하여 Rb/Sr의 비가 0.2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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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시료의 87Sr/86Sr의 값도 Rb/Sr의 값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충주암석의 경우 

표준물의 87Sr/86Sr의 값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여주었고 인제암석의 경우는 87Sr/86Sr의 값

이 1.0989로 큰 값을 보여주었으며 산청암석은 표준물 7Sr/86Sr의 값과 유사하였다.

시료들 간의 Rb/Sr 및 87Sr/86Sr의 값이 다르게 나타므로 근원지파악에 징후로써 이용될 

수 있으며 87Sr/86Sr의 값은 정밀 질량분석기인 Element XR를 사용하므로써 RSD%가 0.2 

% 정도로 87Sr/86Sr의 값을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판별할 수 있다.

표 3.5.4. Sr 동위원소 표준물의 87Sr/86Sr의 측정     

NIST SRM 987 87Sr/86Sr Std. Dev. RDS(%)

Certified value 0.7103 0.00026 0.04

측정값 0.7101 0.00101 0.14

표 3.5.5. 토양 및 암석시료내 Rb/Sr 및 87Sr/86Sr의 분포특성

Rb
(ug/g)

Sr
(ug/g) Rb/Sr

87Sr/86Sr 
(n=3) Std.Dev. RDS(%)

토양(2709a) 99 239 0.41 0.7104 0.00117 0.16 

토양(2711a) 120 242 0.50 0.7152 0.00081 0.11 

암석(충주) 111 246 0.45 0.7333 0.00059 0.08 

암석(인제) 284 104 2.72 1.0989 0.00113 0.10 

암석(산청) 80 392 0.20 0.7121 0.00055 0.08 

라. 결론

시료들 간의 Rb/Sr 및 87Sr/86Sr의 값이 다르게 나타므로 근원지파악에 징후로써 이용될 

수 있으며 정밀 질량분석기인 Element XR를 사용하므로써 RSD%가 0.2 % 정도로 

87Sr/86Sr의 값을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료내 미량 존재하는 Sr

의 87Sr/86Sr 동위원소비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시료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술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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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희토류내 Nd 및 Sm 분리기술개발 및 특성평가

1. 희토류내 Nd 및 Sm 순수 분리기술개발

가. 개요

자연의 토양 및 암석에는 희토류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방사성동위원소인 147Sm이  

143Nd로 붕괴한다. 지역 및 암석의 종류에 따라 143Nd의 분포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143Nd/144Nd  동위원소비 특성은 핵감식의 특성평가에 적용이 가능하다. 143Nd/144Nd 동위원

소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토양 및 암석성분으로부터 Nd을 분리해야하며, 특히 

144Sm이 동중원소로 존재하므로 Sm으로부터 순수분리가 이루어져야한다. 복잡한 매질에 

존재하는 Nd의 순수분리방법을 검토하였다.

나. 실험방법

(1) 희토류 군분리

TRU 수지는 tri-n-butyl phosphate(TBP) 속에 용해 되어있는 octylphenyl-N,N-di- 

isobutylcarbamoylmethylphosphine oxide(abbreviated CMPO)로 이루어진 추출크로마토그래

프(extraction chromatograph) 물질로서 토양 및 암석시료에서 희토류를 그룹분리하는 데 

유용한 수지로 산농도에 따른 분배계수를 그림 6-1-1 에서 보여주고 있다. 2mL 의 TRU

를 넣은 분리관에서 4M HNO3, c-HCl 및 4M HCl 용리액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분리하

였다. 

(2) Nd/Sm 분리

희토류그룹용액으로부터 개별분리를 위하여 Ln수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실험에서도 

Nd와 Sm을 상호분리하기 위하여 Ln 수지를 이용하였으며 0.5mL의 Ln수지를 넣은 분리

관에서 0.25M HCl과 0.75M HCl 용리액을 사용하여 Nd와 Sm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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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HNO3 및 HCl농도에 따른 원소들의 분배계수   

표 3.6.1. TRU 수지에서 희토류의 그룹분리조건   

solvent mL

TRU resin 2

Flow rate 0.18  0.25 mL/min

Preconditioning 4M HNO3 5

Sample loading 4M HNO3 1

Washing 4M HNO3 2

c-HCl 1

Eution 4M HC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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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토의

(1) Nd/Sm 분리효율 평가

희토류는 그림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III)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희토류

그룹분리의 최적조건은 표 6-1-1에 나타내었다. 희토류 14종의 혼합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용리곡선을 작성하였다. 이 분리조건에서 다른 매질에 함유된 희토류를 수지에 잡고 매

질들을 4M HNO3 용액으로 세척하고 c-HCl 용액으로 용리액 조건을 바꾼 후 4M HCl용액

으로 희토류를 그룹 분리할 수 있다. 그림 6-1-2에서 보는 바와같이 4M HCl의 5 mL 용

액으로 희토류그룹이 용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으로 토양 및 암석에 존재하

는 희토류를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였다. 

희토류그룹 용액으로부터 Nd와 Sm을 상호분리하기 위하여 Ln 수지에서 분리조건을 표 

6-1-2에 나타내었다. 이 분리조건에서 Nd 10 ng/mL와 Sm 10 ng/mL을 혼합한 용액을 사

용하여 용리곡선을 작성하였다. 그림 6-1-3에서 보는바와 같이 Nd와 Sm의 분리가 완전

히 이루어지므로 144Sm가 144Nd의 측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및 암석과 

같은 복잡한 매질에서 Nd을 Sm으로부터 순수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였다.

그림 3.6.2. TRU 분리관에서 14개 란탄족원소들의 용리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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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Ln 수지에서 Nd와 Sm의 분리조건   

solvent mL

Ln resin 0.5

Flow rate 0.18  0.25 mL/min

Preconditioning 0.25M HCl 3

Sample loading 0.25M HCl 1

Nd elution 0.25M HCl 5.5

Washing 0.25M HCl 0.5

Sm elution 0.75M HC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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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Ln 수지 분리관에서 Nd와 Sm의 용리곡선 

라. 결론

TRU수지를 사용하여 다른 매질로부터 희토류를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

하며 희토류그룹 용액으로부터 Ln수지를 이용하여 Nd와 Sm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 및 암석과 같은 복잡한 매질에서 Nd을 Sm으로부터 순수분리할 수 있는 방

법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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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Nd 및 Sm 동위원소 분석 기술개발 및 특성평가

가. 개요

143Nd/144Nd 동위원소비 측정은 변화가 87Sr/86Sr 보다도 더 미세하기 때문에 다중검출 질

량분석기(MC-ICPMS)를 사용하여야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43Nd/144Nd 동위원

소비 측정정밀도평가를 위하여 질량분석기는 MC-ICPMS 인 Neptune plus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6-2-1 참조) 마그네트와 Electrostatic analyzer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중검출기가 장

착되어 측정정밀도가 Element XR보다 더 우수한 장비이다. 이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정밀

도를 평가하고 시료로부터 분리된 Nd 용액내 143Nd/144Nd 동위원소비를 측정하고자하였다.

나. 실험방법

(1) 시료 채취 및 용해

Sr에서와 같이 암석시료 3종류와 표준토양시료 2종류(San Joaquin, 2709a 와 montana 

II, 2711a)를 약 0.2 g 씩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2) 143Nd/144Nd 동위원소비 측정

Nd의 동위원소는 142Nd,143Nd,144Nd,145Nd,146Nd,148Nd 및 150Nd로서 7개동위원소가 존재한

다. 이들 동위원소비를 동시 측정하기위해 Faraday 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배열은 표  

6-2-1과 같이 하였다. H2 검출기에서는 147Sm이 검출될 수 있으며 이 검출자료로 부터 

Nd와 Sm이 잘 분리 되었는지 판단하였다.

다. 결과 및 토의

(1) 143Nd/144Nd 동위원소비 측정정밀도평가

Nd 동위원소비 측정을 위한 MC-ICPMS의 측정조건은 표 6-2-2와 같으며 Nd 농도는 1 

ng/mL을 사용하여 정밀도를 검토하였다. Nd 1 ng/mL 농도에서 142Nd/144Nd, 143Nd/144Nd, 

145Nd/144Nd 및 146Nd/144Nd 동위원소비를 30회씩 4회 측정하였으며 그들의 동위원소비 측

정평균값과 측정정밀도를 표 6-2-3에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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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정밀도가 0.004%에서 0.03%이었으며 143Nd/144Nd의 측정정밀도는 0.008%로서 측정용

액 내 Nd의 농도가 1 ng/mL 정도에서 143Nd/144Nd의 동위원소비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6.4. MC-ICPMS(Neptune plus) 시스템 및 구조 개요도 

표 3.6.3. Nd 동위원소비 측정을 위한 검출기 배열  

L3 L2 L1 C H1 H2 H3 H4

Line 1 142Nd 143Nd 144Nd 145Nd 146Nd 147Sm 148Nd 150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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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 MC-ICPMS(Neptune plus) 측정조건  

parameter setting

RF power 1200W

Cooling gas flow rate 15 L/min

Auxilliary gas flow rate 0.9 L/min

Sample gas flow rate 0.89 L/min

Desolvator

Nebulizer 200 μL/mim

Spray chamber temp. 110 ℃

Membrane desolvator temp. 160 ℃

Ar flow rate 5.0 L/min

N2 flow rate 6.0 mL/min

표 3.6.5. Nd 동위원소비 측정정밀도

142Nd/144Nd 143Nd/144Nd 145Nd/144Nd 146Nd/144Nd 148Nd/144Nd 150Nd/144Nd

Aver. 
(n=4) 1.11581 0.50624 0.35230 0.73835 0.25264 0.25272 

Std.Dev. 0.00014 0.00004 0.00001 0.00006 0.00006 0.00008 

RSD% 0.012 0.008 0.004 0.009 0.0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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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3Nd/144Nd 동위원소비 분포평가

Nd와 Sm의 함유량의 비는 대부분 약 4.5 이었으며 인제에서 채취한 암석의 경우 Nd의 

함유량이 약간 높아 5.4를 나타내었다. 시료 당 3개씩 분리한 Nd 용액을 약 1 ng/mL로 

희석하여 MC-ICPMS(Neptune plus)로 43Nd/144Nd 를 측정하기 위하여 분리 용액당 30회 측

정하여 그 결과를 얻었으며 3회 평균값을 표 6-2-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43Nd/144Nd 동위원소비는 0.5101 에서 0.5117 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시료에 함유

된 Nd와 Sm의 농도비와는 무관하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43Nd/144Nd의 값은 MC-ICPMS 

(Neptune plus)를 사용하므로써 RSD%가 0.05 % 이하이므로 143Nd/144Nd의 값을 소수점 셋

째자리 까지 판별할 수 있었으며 시료들 간의 143Nd/144Nd의 값이 다르게 나타므로 근원지

파악에 징후로써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6. 토양 및 암석시료내 Nd 및 Sm의 농도와 143Nd/144Nd의 분포특성

Nd
(㎍/g)

Sm
(㎍/g) Nd/Sm

143Nd/144Nd
(n=3) RSD%

토양(2709a) 17.2 3.7 4.7 0.5117 0.02

토양(2711a) 32.6 7.0 4.7 0.5106 0.07

암석(산천) 4.1 0.9 4.7 0.5115 0.02

암석(인제) 248.9 46.2 5.4 0.5103 0.00

암석(충주) 33.0 7.4 4.5 0.5101 0.01

라. 결론

시료들 간의 143Nd/144Nd의 값이 다르게 나타므로 근원지 파악에 징후로써 이용될 수 있

으며 고정밀 질량분석기인 Neptune plus를 사용하므로써 RSD%가 0.05 % 정도로 얻을 수 

있어 143Nd/144Nd의 값을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판별할 수 있다. 시료내 미량 존재하는 Nd

의 143Nd/144Nd 동위원소비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시료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해

석기술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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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국내 핵감식 기술 수준의 고도화의 일환으로 본 연구단계에서는 다양한 국제학술 교류

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국제적 핵감식 기술개발 관련 국제협력체인 ITWG(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CG(Permanent Coordinating Group) 등에 참여하였다. 

CMX, TTX와 같은 ITWG 주관의 국제교차분석 참여를 통해 핵감식 관련 기술에 대한 

분석체계를 확립하고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기술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ITWG회의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핵감식 기술개발에 관한 국제적 

방향성과 다영한 정보교환과 국제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 

한미원자력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PCG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핵물질의 이력을 추적하는 핵심기술 중 하나인 우라늄 연대측정에 관한 협력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미국 국립연구소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핵물질 연대측정관련 최신 

연구동향 파악, 연대측정 관련 분석절차의 상호 교환 및 발표, LLNL에 위치한 핵물질 연

대측정 관련 실험실 투어 및 분석절차 소개를 위한 demonstration을 참관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향 후, 상호교차분석등을 통

해 다양한 연대측정용 우라늄 표준물의 확보와 분석수준의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에 있

다.  

또한, IAEA 주관 국제 핵감식 훈련과정의 지속적인 참가를 통해여 핵감식 분야의 중

요성 및 역할을 숙지하고 핵감식에 필수적인 요소와 그 수행과정을 습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IAEA 및 해외 각국의 핵감식 분야 실부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였다. 이와같이 핵감식 관련 다양한 국제회의, 핵감식 모의 훈련 및 교차분석 참가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감식 기술이 발달

한 여러 나라들과의 국제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기술회의 참가 및 핵물질 교차 분석 수행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경영 체계에 기반한 극미량 핵물질 전처리 및 동위원소 분

석기술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제연계체제 및 극미량 핵물질 분석기술은 

향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핵물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찰 

및 핵활동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불순물 중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유사성질을 갖은 원소들로 오래전부터 지질학에서 

희토류원소 패턴기법이 활용 되어왔다. 핵감식 분야에서는 희토류원소 패턴기법이 우라

늄 정광의 근원지를 추정하는 중요한 요소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5개의 지질대 중 우선 2개 지질대인 옥천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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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육과의 암석에서의 희토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시료분석의 균질성 확보를 위

해 암석시료를 용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용해화 된 시료를 바탕으로 다채

널 ICP-MS를 활용하여 시료 내 희토류원소, 주요 미량원소에 대한 정량 및 특성을 평

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시료유형별 희토류 및 주요 미량원소 패턴을 해석하는 기술

을 PCA를 적용하여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른 암석시료들을 판별하는데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불법포획된 우라늄 원료물질의 

지역을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의 토양 및 암석에는 Rb와 Sr이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방사성동위원소인 87Rb가 
87Sr으로 붕괴되고 있다. 지역 및 암석의 종류에 따라 루비듐(87Rb)과 스트론튬(87Sr)의 

분포가 다를 수 있으며 87Sr/86Sr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87Sr/86Sr 동위원소

비 특성은 핵감식의 특성평가에 적용이 가능하다. 87Sr/86Sr 동위원소비 측정을 위하여 암

석성분으로부터 Sr을 분리해야하며, 특히 87Rb이 동중원소로 존재하므로 Rb으로부터 순

수분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복잡한 매질에 존재하는 Sr의 순수분리방법을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옥천대의 충주지역, 영남육괴의 산청지역 및 경기육괴의 인제

지역에서 채취한 암석시료 3종류와 표준토양시료 2종류(San Joaquin, 2709a 와 montana 

II, 2711a)를 완전용해법을 이용하여 용액화하였고, Sr 수지를 이용하여 암석시료로부터 

Sr을 완전하게 분리하여 복잡한 매질에서 Sr을 순수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였다. 

또한 분리된 용액에 대한 87Sr/86Sr 동위원소비의 측정 정밀도 평가를 위해 고분해능 질

량분석장비인 Element XR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시료들 간의 Rb/Sr 및 87Sr/86Sr의 값

이 다르게 나타므로 근원지파악에 징후로써 이용될 수 있으며 정밀 질량분석기인 

Element XR를 사용하므로써 RSD%가 0.2 % 정도로 87Sr/86Sr의 값을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료내 미량 존재하는 Sr의 87Sr/86Sr 동위원소비를 정밀하

게 측정함으로써 시료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술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의 토양 및 암석에는 희토류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방사성동위원소인 147Sm이  
143Nd로 붕괴한다. 지역 및 암석의 종류에 따라 143Nd의 분포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143Nd/144Nd  동위원소비 특성은 핵감식의 특성평가에 적용이 가능하다. 143Nd/144Nd 동위

원소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토양 및 암석성분으로부터 Nd을 분리해야하며, 특히 
144Sm이 동중원소로 존재하므로 Sm으로부터 순수분리가 이루어져야한다. 복잡한 매질에 

존재하는 Nd의 순수분리방법을 검토하였다. 먼저, 희토류 군분리를 위해 TRU 수지를 활

용하였으며, 희토류그룹용액으로부터 Nd와 Sm을 상호분리하기 위해 Ln 수지를 선정하여 

0.25M HCl과 0.75M HCl 용리액을 사용하여 Nd와 Sm을 분리하였고, 분리효율 평가를 

통해 Nd와 Sm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양 및 암석과 

같은 복잡한 매질에서Nd을 Sm을 순수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였다. 143Nd/144Nd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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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소비 측정은 변화가 87Sr/86Sr 보다도 더 미세하기 때문에 Element Xr보다 더 정밀

한 질량분석장비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143Nd/144Nd 동위원소비 측정정밀도평가를 위하

여 현존하는 ICPMS 장비중 동위원소비 분석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장비인 MC-ICPMS 

(Neptune plus)를 사용하였으며(그림 이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정밀도를 평가하고 다양한 

시료 (암석시료 3 + 표준토양시료 2)로부터 분리된 Nd 용액내 143Nd/144Nd 동위원소비

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시료들 간의 143Nd/144Nd 동위원소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확

인하였으며, 이는 근원지 파악에 징후로써 이용될 수 있으며 고정밀 질량분석기인 

Neptune plus를 사용하므로써 RSD%가 0.05 % 정도로 얻을 수 있어 143Nd/144Nd의 값을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판별할 수 있다. 시료내 미량 존재하는 Nd의 143Nd/144Nd 동위원소

비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시료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술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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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핵감식 기술을 개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적 수준의 핵

감식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었다. 특

히 한미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PCG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핵감식 분야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핵물질 연대측정분야에 대한 미국 국립연구소 (LLNL, LANL)와의 기술 

협력 및 교차분석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밖에 국제 

TTX(Table Top Exercise), CMX(Collaborative Material Exercise)등 국제 핵감식 전문

가그룹인 ITWG가 주관하는 다양한 국제교차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성물질 정밀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관계 구축에 활용 할 수 있다.  

핵감식 기술개발은 물리적 측정, 화학적 분석 및 관련물질의 라이브러리 구축 등 다양

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핵물질에 대한 핵

감식 분석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내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밀분석자

료 생산에 대비하고 나아가 관련 데이터라이브러리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찰시료 및 환경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정

밀 분석 능력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핵투명성 제고를 기대 

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불법포획된 핵물질 및 다양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절

차 등을 확보함으로써 핵테러 및 방사성 물질 테러러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및 불안감 조성을 방지하는데 일조함으로써 국가 안보, 사회적 안정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찰시료 정밀분석능력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핵투명성 능력을 제고하여 원자력의 해외 수출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본 사업을 통해 확

보한 핵물질 및 고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 및 취급기술 등은 현재 국가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리 1호기의 제염해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밀분

석기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자력 기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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