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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및 통제기술 개발

II.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은 어느 기술보다도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기술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평화적 목

적에만 사용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감시체제를 수용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에 국가의 통제체제확립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런데 국내 원자력산업의 질적 양적 팽창으로 인

하여 국가가 통제체제를 유지하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

라 이라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의혹 등 일련의 사

태로 인하여 국제적으로도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통제체제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관련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당해 단계(1단계)의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핵물질 거동감시

  • 중수로용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원격검증시스템 개발

  • 광섬유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검증기술 개발

  •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원격감시 시스템 실용화 및 성능 개선

  • 중수로형 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이송공정 검증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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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흔적량 핵물질 분석기술

  • 지표물질의 선정 및 분석법 비교

  • 핵물질(우라늄, 플루토늄) 분석결과 상호비교

  • Swipe 시료내 핵물질의 핵분열 트랙 측정 및 전처리절차서 개발

  • 지표핵종(우라늄, 플루토늄 동위원소) 및 화합물(TBP) 분석법 비교/선

정 

3. 계량관리 기술

  • 핵물질 계량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

  • 미계량 핵물질(MUF) 평가기술 개발

4. 물리적 방호기술

  • 국내/외 관련 시설 현황 수집 및 분석

  • 방호시설 성능자료 수집 및 분석

  • 물리적 방호시설 유효성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IV. 연구개발 결과

1. 핵물질 거동감시

  • 중수로용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원격검증시스템 개발

- 무선 신호를 이용한 원격 신호처리 시스템 개발

- 검증 시스템 설계/제작 및 현장 성능 시험

  • 광섬유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검증기술 개발

     - 사용후 핵연료 습식/건식 저장고 검증장비 제작 후 실증시험

- 광섬유(optical fiber scintillator), 광신호 전달용 케이블, 광전증배관, 

전치증폭기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검출기 제작

- 고 방사능 환경에서의 내구성 측정을 위해 5,000 rad/h 선량율로 10 

Mrad까지 측정

     - 고 방사선에 사용 가능한 광신호 전달용 케이블 선별

     - 자체 제작한 센서의 재현성 확인 



- iii -

     - 파고(pulse height)분석에 의한 중성자, 감마 분리 측정

     - 월성 2호기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고 검증실험

     - 월성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조 실증시험

- 핵물질의 비파괴검증 및 item counting 수행가능 

- 사용후핵연료가 매우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여 통신용 광신호 전달용 

케이블에 향을 주는 것이 발견됨

- 광신호 전달용 케이블에 의한 잡음이 검출센서의 신호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어 이의 제거가 필요함

- 광섬유와 광신호 전달용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빛이 서로 다른 파장

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 광신호 전달용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빛을 선

택적으로 제거하는 필터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설계/제작한 후 성능

시험 예정

  •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원격감시 시스템 실용화 및 성능 개선

     - 다중 원격감시 시스템 기술 평가

- 원격감시 시스템 실용화 : IAEA와 공동으로 현재 국내 13개 경수로

에 설치 운  중임

- 통신에 가상전용선(Virtual Private Network : VPN) 도입 가능성 평

가 : 통신비용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전용선기술 이용

시 정보 보안유지 성능분석 시험 중

- IAEA와 Member State Support Program(MSSP)으로 추진중

   • 중수로형 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이송공정 검증 최적화 

     - 요소공정 및 시스템 평가 

　    - 핵물질 전용경로 및 전용시나리오  분석

　    - 이송검증 구성 요소 조사 및 안전조치 목표를 만족하는 요건 검토

　    -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이송공정 안전조치 활동 개선 타당성 

조사

     - IAEA, 캐나다, 미국과 MSSP로 계속추진 예정

2. 흔적량 핵물질 분석기술

  • 지표물질 선정 및 분석법 비교

    - 지표 핵종 및 지표화합물의 분석법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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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물질(우라늄, 플루토늄) 분석결과의 상호비교

- 전기화학적 적정방법과 동위원소 희석 질량분석법에 의한 핵물질 분

석결과의 상호비교

  • Swipe 시료내 핵물질의 핵분열 트랙 측정 및 전처리절차서 개발

  • 지표핵종(우라늄, 플루토늄 동위원소) 및 화합물(TBP) 분석법 비교/선

정 

3. 계량관리 기술

  • 핵물질 계량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

     - DOS 기반 계량관리 전산 프로그램의 레니엄 버그 해결(‘99년에 

완료)

- 시설차원의 안전조치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 한-IAEA 안전조치협정,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 및 원자력법에 

명시된 보고 의무사항 만족

◦ 국내 안전조치 시설을 8개 계량관리 형태로 분류하여 모든 안전

조치 대상시설에서 운  가능하도록 구성

◦ Web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

◦ 시설(한수원, KNFC)의 정보처리 요청사항 반

- 핵물질 이력관리시스템 개발

◦ 국내 경수로형 발전용 원자로시설에서 핵연료 반입부터 반출까지 

핵연료의 모든 계량관리관련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

◦ 발전소별 각기 다른 신핵연료 저장고,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모든 발전용 원자

로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안전조치정보처리시스템 및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2002년 상반기 

시설 운 자 교육 실시 후 국내 시설로 배포

  • 미계량 핵물질(MUF) 평가기술 개발

     - 우발 및 계통오차 추정법 분석

　    - 미계량 핵물질 평가방법 및 절차 분석 

　    - 평가를 위한 국가 검사  및 시설 운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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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계량 핵물질 평가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4. 물리적 방호기술

  • 국내/외 관련 시설 현황 수집 및 분석

　    - 취약경로의 해석방법 조사 및 평가

　    - 국가위협의 개념 정립 및 국내외 정보의 분석

  • 방호시설 성능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호시설 자료 수집, 분석 및 이를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필드의 구성

　    - 감지, 지연, 대응조치별 데이터베이스 설계

　    - 센서류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현장시험

　    - 데이터의 수집, 분류 및 입력 

  • 물리적 방호시설 유효성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능요건 도출

　    - 소프트웨어의 내부구조 설정 및 개별 방호설비의 모델링 개념 설정

　    - 프로토타입 개발

　    - 프로그램 개발 및 성능 시험 

  • 물리적방호 설계기술 현황 분석

V.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은 경수로 원격감시기술의 경우 이미 실

용화되어  IAEA와 공동으로 활용중이며 이 기술은 경수로 안전조치 사찰감

축을 위한 양해각서(2001. 10월) 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IAEA에 의

한 국내경수로사찰을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광섬유를 이용한 사용후

핵연료 측정기술은 관련 장비의 운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흔적량 핵물질 탐지기술은, 과거 핵활동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기술로 국

내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미

래에 주변국의 핵활동을 검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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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관리 기술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시설차원의 안전조치 정보처리시스

템 및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안전조치 정보

처리 및 핵연료 이력관리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미계량물질 평가기술 개

발로 국내 원자력산업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방호기술 분야에서 개발한 시설의 방호 성능 및 취약성 평가용 

프로그램(KAVI)은 방호능력의 평가가 필요한 모든 원자력 시설은 물론 국

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방호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시설의 방호능

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방호시설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조치분야의 기술개발 결과가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핵물질/시

설에 대한 국가의 통제관리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핵투명

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핵 비확산성 원자력 연구/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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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national control of and accountancy 

for nuclear materials.

Ⅱ. The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Project

    The nuclear technology, in general, requires the necessity of its 

peaceful use only in comparing with the other technologies. In case of 

Republic of Korea, while introducing the nuclear technology from the 

advanced countries to her country, the facts that the nuclear activit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be performed under state control for 

the use of peaceful purpose only is prerequisite because all the relative 

technologies are transferred on the premise that ROK accepted the 

international  safeguards regime and would secure it, and should use the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 only. 

    As the nuclear industries have been expanded in quantities and 

qualities up to date, a lot of costly efforts of manpower and the time 

consumption are required to maintain the SSAC.

    And a series of unexpected even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South Africa, the attempts to develop the nuclear 

weapons in Iraq and the suspicion for the curious nuclear activities in 

DPRK produced the tren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afeguards 

regime. Then to support the domestic nuclear industries and R&D 

activities continuously in these circumstances, the technology development 

relating to nuclear control system to enhance the transparency for the 

domestic nuclear activities internationally and minimize the mu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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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nderstanding between ROK and IAEA is required. 

Ⅲ. Contents and Scopes of Project

The major contents and scope of the first phase are the following.

1. Monitoring technology for nuclear materials

• Development of remote verification system for CANDU spent fuel 

in dry storage canister

•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verification technology using optical 

fiber scintillator

•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Remote Monitoring System(RMS) 

for PWR spent fuel

• The streamline of inspection for transfer of CANDU spent fuel to 

dry storage

2. Detection technology for a single particle

• Selection of the signature materials and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methods

• Comparison of analytical results for signature materials, such as U 

or Pu

• Fission track detection of the nuclear materials in the swipe sample 

and development of pre-treatment procedure for the swipe sample

• Comparison and selection of analytical methods for the signature 

nuclide(U, Pu isotope) and compound(Tri-n-Butyl Phospate : TBP)

3. Safeguards information management technology 

• Development of the software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echnology for Material Unac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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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F)

4. Physical protection technology

•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uclear facilities

• Collection and analysis of performance data for protection system

• Development of the software, which can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hysical protection system

Ⅳ. Results of project

1. Monitoring Technology for nuclear materials

  • Development of remote verification system for CANDU spent fuel 

in dry storage canister.

- Development of the remote signal processing system using radio 

frequency

- Design/manufacture of verification system and the performance test 

in the field

• Development of spent fuel verification system using optical fiber 

scintillator

- Manufacture of verification system for the spent fuels in pond/dry 

storage and performance of field test  

- Manufacture of the various assemblies for radiation detection  

using optical fiber scintillator, passive cable, 

Photo-Multiplication Tube(PMT) and preamp, etc.

- Radiation hardness test of optical fiber scintillator and passive 

cable up to 10 Mrad at dose rate of 5,000 rad/h 

- Selection of passive fiber cable to use in high radiation 

environment

- Consistency test for the detectors which were produc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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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cal way

- Distinguishment of neutron signals from gamma signals by pulse 

height analysis

- Field test for spent fuels in the pond storage at Wolsung unit 2

- Field test for CANDU spent fuels in dry storage canister

- Identifying the possibility of NDA and item counting of nuclear 

materials by using produced system

- Emission of extra light from passive cable due to high radiation 

field in spent fuel storage

- Needs to eliminate the unnecessary light from passive cable 

- Design of new verification system,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wavelength from optical fiber scintillator and that from 

passive cable and using filter to eliminate the light from passive 

cable in selectively

•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RMS for PWR safeguards

- Evaluation of multiple RMS technology

- Application of RMS at 13 PWRs: common use with IAEA

- Introduction of Virtual Private Network(VPN) to reduce the 

communication cost : Needs to evaluate the secure ability of VPN  

- Being in progress as an IAEA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 Streamline of inspection for transfer of CANDU spent fuel to dry 

storage.

- Evaluation of essential element processing and system

- Analysis of diversion paths and diversion scenarios of nuclear 

materials.

- Investigation of verification components for CANDU spent fuel 

transfer campaign and the review of requirements to satisfy 

safeguards goal

- Feasibility study for safeguards activity improvement of CANDU 



- xi -

spent fuel transfer campaign

- Schedule to perform with IAEA, Canada, and USA as MSSP

2. Detection technology for a single particle

• Selection of the signature materials and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methods

- Evaluation of the analytical methods for signature radioisotopes 

and compounds

• Comparison of analytical results for signature materials, such as U 

or Pu

- Inter-comparison between the electrochemical method and the 

isotope dilution mass spectrometry 

• Fission track detection of the nuclear materials in the swipe sample 

and development of pre-treatment procedure for the swipe sample

• Comparison and selection of the analytical methods for the 

signature nuclide(U, Pu isotope) and compound(TBP)

3. Safeguards information management technology

• Development of the software for nuclear material accounting

- Solving out the Y2K in DOS based program for nuclear 

material accounting (finished in 1999)

- Development of the 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for 8 

categories of nuclear facilities

◦ Satisfaction of reporting requirements stated at the ROK-IAEA 

safeguards agreement, the atomic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and the nuclear act

◦Grouping the domestic nuclear facilities in 8 categories and 

operating at all the safeguards targets

◦Design of the web-ba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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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of the additional requests for facilities characteristics 

(KHNP, KNFC)

- Development of nuclear fuel history management system

◦Record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accounting technology as 

taking in and out nuclear materials at the PWR power plants

◦Application to the various fresh fuel/spent fuel storages 

- Facility operator educ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02 and 

distribution of the 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and 

the nuclear fuel history system

• Development of the MUF evaluation technology

- Analysis of a random and systematic error for DA/NDA using  

International Target Value(ITV)

- Analysis of MUF evaluation method and procedure

- Supplement of state inspection and facility operation data

- Development of MUF evaluation software

4. Physical protection technology

•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uclear facilities and 

collection of related information

-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an analysis method about 

vulnerable path 

- Making the concept of national threat and analyzing information

• Collection and analysis of performance data for protection system

- Collecting and analyzing protection equipment and organizing the 

database field

- Database design of sensing, delay and response

- Data collection of the kinds of sensor and a field test

- Collecting, grouping and entering data

• Development of the software which can evaluate th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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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hysical protection system

- Finding out the functional condition for developing the software

- Establishment of the inside structure of software and the modeling 

concept of individual protection equipment 

- Developing the prototype model

- Program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

• Analysis of present situation of physical protection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ults, that is,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performed in this 

project have been already employed to PWRs after field tests and IAEA 

is applying this technologies for common use.  This technology played 

one of key roles to make MOU(Oct. 2001) for reducing inspection efforts 

of IAEA in safeguards and also will make continuous contribution to 

elevat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inspection efforts on domestic  PWRs.

    Spent fuel detection technology using optical fiber is also expected to 

reduce the expenditure of the related equipment operation.

    Single particle detection technology for finding out any past nuclear 

activities is very useful tool to verify the transparency of the domestic 

nuclear activities and will be applied to monitor nuclear activitie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The software for the safeguards information transaction and nuclear 

fuel history management system developed in this project  will offer 

economic and effective application to all the domestic nuclear facilities 

with the reduction of manpower  and burden of inspection efforts and 

will giv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nuclear transparency.

    The KAVI(Korean system Analysis of Vulnerability to Intrusion) to 

evaluate the vulnerability  and the prevention of facilities from terrorism 

has been developed  and it is possible  to evaluate  quantitive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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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bilities of national important security facilities as well as 

nuclear facilities from terrorism.   And then this code will contribute to 

raising the nuclear facilities protection ability and to operating the 

facilities economically.

    Eventually all the results related to safeguards technolog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is project, will contribute to construct the 

effective state control system for nuclear materials/facilities and 

furthermore to support the nuclear related R&D and the cultivation of 

nuclear industries for non-proliferation with the authentication of 

transparency in nuclea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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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은 평화적인 이용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강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이를 보

장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감시체제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에 국가의 통제체제확립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들어 국내 원자력산업의 질적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국가 통제체제

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라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의혹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국제적인 원자력통제 체제가 종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원자력연구와 산업활동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국가 통제체제 확립을 위

하여 원자력 연구소의 TCNC는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및 통제기술개발” 과

제를 1999년부터 수행하여 왔다. 본 과제는 (i) 국가 핵물질 통제체제 구축에 

필수적이고 효과가 큰 기술, (ii) 원자력 시설 운 에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

술, (iii)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 (iv) 주관기관(한국원자력연구소)의 특성

을 고려하여 수행이 가능한 기술을 우선으로 선정하 으며, 다음과 같이 4가

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  핵물질 거동감시 분야 : 이 분야는 발전소에 보관중인 사용후핵

연료 검증과 보관상태 및 정보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기술개발 분야로서 시

설운 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IAEA의 사찰업무를 지원하여 국제적인 투

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주요 개발 내용은; 1) 중수로용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원격검증시스템 개발, 2)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

료 원격감시 시스템 실용화 및 성능 개선, 3) 중수로형 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이송공정 검증 최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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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흔적량 핵물질 분석기술 개발 분야 : 핵물질을 다루는 시설에서는 

아무리 조심하여도 미량의 핵물질이 시설 내부나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게 

된다. 최근에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극미량의 핵물질을 검출하여 핵

활동을 검증하는 기술이 실용화되었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미국, 러시아, 독

일 등 몇몇 선진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실시되고 있지 못하나 남북 상호사찰이나, 주변 국가의 핵활동을 검증하는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흔적량 핵물질로부터 미신고 핵활동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의 자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분야에서는 핵활동

의 감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물질의 선정 및 그들의 분석법 비교, 전기화

학적 방법 및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핵물질 분석결과에 대한 상호비교, swipe 

시료내 핵물질 감지를 위한 시료전처리 절차서 개발 및 실제 방사선 작업지

역에서 취한 swipe 시료내 핵물질을 감지하기 위해 핵분열 트랙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셋째, 계량관리 기술 분야 : 안전조치 대상시설에서 국제협약 및 원자력

법에 명시된 보고 의무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이행하고 시설 자체 안전조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발생되

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조치 정보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 반입부터 반출까지 

발전소시설 내에 저장되는 모든 장소들을 기록, 관리하는 핵연료 이동 이력

과 재고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계량관리기술분야에서는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국내 

모든 안전조치 대상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차원의 안전조치 정보처리

시스템(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 SITS)과 국내 모든 경

수로형 발전용 원자로시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연료이력관리시

스템을 개발하 으며, 국내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계량관리시스템의 

Y2K 문제를 해결하 다. 

    시설차원의 안전조치 정보처리시스템 및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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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국내 시설의 안전조치 업무처리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시스템들은 2002년 상반기 시설별 운 자 교육

을 실시한 후 안전조치 대상시설로 배포되었다. 

    또한, 상용 핵주기시설(국내의 경우 한국핵연료주식회사)에서는 다량의 

핵물질을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가공 처리하게 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미계

량 핵물질(MUF)이 발생하게된다. 그런데 이 미계량 핵물질의 발생은 공정 

특성상 발생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그 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찰관과 피사찰자 사이에 긴장을 일

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적절한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계량 핵물질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전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IAEA의 도움

을 받아 국내 핵주기시설에 적용 가능한 미계량 핵물질 평가 프로그램을 개

발하 다.

    넷째, 물리적 방호기술분야 : 원자력 시설은 그 특성상 안전이 가장 중

요시된다. 그런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설이 외부 또는 내부의 의도적

인 파괴활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결 요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원자력의 특성상 원자력시설의 방호는 단순히 그 국가만의 문제에 머

물지 않고,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

가 된다. 특히 미국 9.11 테러사태 이후로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는 더

욱더 중요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핵물질과 시설의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는 핵물질의 절취 또는 불법적인 이용 및 개인 또는 집단에 의

한 원자력시설의 방해행위에 대한 방호로 정의되는데, 핵물질과 시설의 물리

적 방호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설이나 조치로 구성된 통합적인 시스템을 물

리적 방호시스템(physical protection system)이라 한다. IAEA는 1972년에 

물리적 방호에 관한 권고를 공표 하 으며 1977년에는 핵물질과 시설의 물

리적 방호(INFCIRC/225/Rev.1)라는 문서를 발간하여 이를 각 국에 송부하

다. 이 문서는 계속적으로 확대 보완되어 왔으며 현재는 Rev.4까지 발간되었

다. 물리적 방호의 목적은 핵물질의 탈취 등에 의한 불법적인 이전 및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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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시설 등에 대한 방해 혹은 파괴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이전 또

는 방해/파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

고 총체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관련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1단계 사업기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 핵물질 방호체계 및 대책에 

대한 평가기술 확보로서,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과정 중 평가과

정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물리적 방호시설의 유효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 다. 2002년부터 5년간 수행하는 

2단계에서는 국내 핵물질 관련시설을 위한 방호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소요되

는 설계요건 확보와 평가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보완, 국가 위협

설계기준(DBT) 설정을 위한 자료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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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 수준

1. 핵물질 거동감시기술

  가. IAEA

  • 국제적으로 안전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IAEA는 물론이고 시설자도 업

무량이 대폭 늘어나게 됨. 따라서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안전조치 수행을 위해 신기술을 채택 적용하려는 추세임. 

IAEA는 기술개발 기능이나 기관이 없으므로 Member State 

Supporting Program(MSSP)을 통해 회원국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을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 

  • 무인 감시 및 원격 송신을 통하여 사찰인력 및 회수 감축을 통한 경비 

절감 및 적시 사찰을 추진

  • 기존 사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활용 예정

  • 1996년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산하에 task force team 구성

  • 기반기술은 미국 Sandia National Lab.(SNL) 및 독일 Dr. Neunmann 

사 등이 개발하 으며, 현재 safeguards 측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우리나라 등에서 현지 시설에 시험적용 중임

  • 현 기술의 principle은 입증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경제

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일본 NMCC, 한국의 TCNC등 안전조치 사찰과 연구를 병행하는 기관

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한국에 MSSP 대상 과제로서 1997년에 PWR, CANDU, 하나로 등에 

대한 원격감시 기술개발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중 PWR에 대하여서는 

시험적용 단계를 거쳐서 현재 실용화되어 있으며, 통신비용 절감을 위

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을 한국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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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

  • 미국 SNL이 군용으로 사용하던 기술을 응용하여 미국 국내 통제 및 

수출용으로 기술 개발

  • DOE를 주축으로 1993년부터 International Remote Monitoring 

Project(IRMP)를 구성하여 양자협력을 통하여 외국의 실제 시설에서 

검증을 해왔으며, 이 경험을 통하여 IAEA가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설

득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스웨덴, 아르헨티나, 스위스, EURATOM, 핀란

드 등 12국에서 현장 실험

  • IAEA는 SNL에서 개발한 기술이 안전조치 측면이 덜 고려된 기술이라

고 판단하 으며, 이에 따라 TCNC와 같이 안전조치 사찰과 연구개발

을 병행하는 기관과 교류하기를 원함

   다. 일본

  • 일본은 JAERI 및 NMCC를 중심으로 IAEA 및 미국과의 협력 프로그

램을 진행중이며, 기본 연구 및 실증 연구를 수행 중임

  • Tokai-2 PWR, Miyama BWR, Joyo, JAERI 보장조치 Lab. 등에서 

시험 운  중임

  • 자국의 핵 투명성 과시와 IAEA와의 공동운  경험 등을 얻기 위하여 

한국, 미국 등과 공동연구를 원하고 있음

2. 흔적량 탐지기술  

  • 흔적량 탐지기술은 이라크의 핵개발 사건과 북한의 핵물질 신고 불일

치 사건 이후 미신고 핵활동 검증에 중요한 핵심기술로 부상

  • IAEA 전문가가 환경 시료 및 swipe 시료를 채취하여 IAEA 

Seibersdorf 연구소에서 극저준위 백그라운드 장비를 통하여 시료를 

screening 함

  • 극미량 분석검사는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LANL) 및 독일 

등 5개 network 실험실에 보내어 정  검사를 수행함



- 11 -

  • IAEA는 미국 LANL의 도움으로 Seibersdorf에 700 만불을 투자하여 

clean room을 건설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시설 규모와 기술 수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부분을 미국 등의 network 실험실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임

  • 미신고 핵활동을 감지하기 위해 시설내 “swipe”시료를 채취하고 동위

원소 비를 분석하여 분열성 핵물질(
235
U, 

239
Pu 등)의 농축도를 결정하

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환경시료에 대하여 극저준위 감마선을 측정하여 screening 함으로서 모

든 시료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적화 함. (미국 

PNNL)

  • 환경시료내 플루토늄 및 우라늄을 지발 중성자를 이용 및 조사하여 정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 (미국 ORNL)

  • 일본은 JAERI에 미국 LANL과 협력하여 5000 만불을 투자하여 건설하

음

3. 계량관리기술

  • IAEA의 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 Division(SGIT)에서는 회

원국에서 제출하는 보고서의 정확성과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발생되는 

MUF 등을 평가하고 계량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Safeguards Information System(ISIS)를 개발하여 운 하여 왔음

  • IAEA는 회원국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정보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핵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정보, 즉, 핵주기 관련 연구개발 활

동에 대한 정보, 논문 및 신문 등과 같은 공개된 정보, 원자력관련 특

수장비 및 non-nuclear material의 수출입 자료, 환경감시자료, 해당 국

가의 기술적 수준, 기존 핵물질 계량관리 자료 및 사찰결과 등에 대한 

안전조치 정보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diversion critical path에 

따라 구축된 데이타베이스의 정보분석을 위한 rule based system을 구

축하 음

  • IAEA는 핵연료 가공시설의  정확한  물질수지평가와  핵물질 전용여

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공정 중에 발생되는 미 계량물질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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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ccounted  For : MUF)에 대한 평가를 하여 왔으며, MUF-D 평가

는 핵물질 재고조사 후 시설이 제공하는 MBR 자료, 사찰관이 사찰활

동 중에 수집한 각종 분석 및 측정자료 그리고 시설 설계정보서에 명

시된 한계오차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 NPT 회원국에서 계량관리는 IAEA 보고를 위한 전산체제 구축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시설에서 보고되는 계량관리보고서의 내용들을 정

부에서 통제, 관리하기 위한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운 하고 있

음

  • 안전조치 시설에도 자체적으로 IAEA 보고 및 시설 운 을 위한 계량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운 하고 있으며, 특히 재처리시설 및 

MOX 연료제조시설 등과 같은 안전조치에 민감한 중량취급시설에는 

시설 운  중에 발생되는 핵물질 손실들을 적시에 감지할 수 있는 실

시간 계량관리방법(Near Real Time Accounting : NRTA)을 개발, 운

하고 있음

  • 민감 핵연료 주기시설의 계량관리시스템에 요구되는 주 요소들은 시설 

설계 및 물질흐름도, 시설 안전조치 구성도, MBA 및 unit process 

accounting areas 그리고 주요 측정지점의 설정, 측정 및 측정 통제 프

로그램, 물질수지종료와 물자재고, 물질통제와 물리적 방호 그리고 안

전조치의 결론 유추를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 등이 있으며, NRTA는 

이와 같은 여러 안전조치 요소들을 통합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 적용

되어 왔음

  • NRTA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국의 Dounreay fast breeder 

reprocessing plant와 일본 Tokai에 있는 reprocessing plant와 

Plutonium Fuel Production Facility(PFPF) 그리고 독일 

Wiederfarbeitungsanlage Karlsruhe(WAK)에 있는 재처리시설 등에서 

수행되어 왔음

4. 물리적 방호 기술

  가. IAEA

  • IAEA는 guideline(INFCIRC225) 및 협약(INFCIRC274)을 통해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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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관련 준수 지침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테러 사건 등

으로 인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핵물질의 이동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국의 물리적 방호 체계를 진단하고 문제

점 및 해결 방안(IPPAS)을 제시하고 있음

  • 관련 기술은 미국(SNL)이 제공하고 있음

  나. 미국

  • 핵물질 계량관리체제와 연계하여 통합 안전조치 관리체제를 구축함

  • DOE 산하의 SNL을 중심으로 정량적 기법을 도입하여, 방호 요소 기

술개발 및 방호 체계에 대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기술 향

상과 방호 및 침투기술 발달에 따른 data-update를 도모하고 있음

      - 분석 평가 기술 : 방호 시스템에 대한 유효성 평가 기술, 시험 및 

검증

      - 설계 기술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호시스템 설계 기술

      - 출입 통제 기술 : 효율적인 통제 기술 확립

  • 미국의 방호 체계에 대한 현지 검증은 NRC 산하의 방호 평가팀

(OSRE)에 의해 각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검증되고 

있음

  다. 일본

  • ’74. 4월,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핵물질방호 전문부 회의 설치

  • '80. 6월, 원자력위원회에 핵물질 방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 '81. 3월, 원자력위원회는 “국가 핵물질방호 체제의 정비”를 작성함

  • '88. 5월, IAEA의 방호 요건관련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과 제

도의 정비 추진

  • IAEA의 INFCIRC/225/Rev.1 및 미국의 핵물질 방호규정(10 CFR 73)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에 적합한 방호지침 기준 등에 대해 약 4년간 연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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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L과 기술협력을 통하여 실정에 맞게 토착화 중

  • NMCC의 주도하에 IAEA 및 미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중임(약 10년간에 걸쳐 방호 체제의 평가 수행)

제 2 절  국내기술 개발 동향 및 기술 수준

1. 핵물질 거동 감시 기술

  • 1998년부터 IAEA의 원격감시에 대비하여 기초 자료 조사를 실시하

고, 동년 10월 IAEA와 광 3호기에 원격감시를 MSSP로 시험운  하

기로 함

  • 1999년 6월까지 성공적인 시험 운 을 거쳐 점차적으로 대상 발전소를 

늘려서 2002년 3월 현재로 핵물질이 장전된 13개 PWR에 원격감시장

치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임

  • IAEA와 원격감시 data 공유를 위하여 KAERI/TCNC에 원격감시 

central monitoring station 설치 운  중

  • 통신비용 절감을 위하여 IAEA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의 전용선

(Virtual Private Network : VPN)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임

  • IAEA 요청에 의하여 MSSP로 캐나다․미국과 협력하여 월성 중수로 

사용후 핵연료 건식이송 감시 효율화 연구를 추진 예정

  • Ge, CdTe 등을 사용하는 사용후 핵연료 비파괴 사찰 검증 장비 개발

     - Rod Verifier : PIEF 사용 장비

     - Spent CANDU Fuel Verifier (SCAV) :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내 

CANDU 검증에 사용하는 개발 장비로 현재 IAEA와 공동으로 사용

중 임

  • 광섬유를 이용한 사용후 핵연료의 감마 및 뉴트론 검증 기술 연구

     - 세계 최초로 이 분야에 적용 시도

     - Spent fuel pond에서 사용할 사용후 핵연료 검증장비 개발 중 

  • IAEA에서 optical fiber 기술을 월성 spent fuel silo에 적용하여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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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는 과제를 MSSP로 제안하 으며, 당과제에서 개발하여 실용성

이 입증되었음

2. 계량관리 기술

  • 한국의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은 원자력연구소가 국가차원에서의 안전조

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시설간 재고변동사항에 대한 일치

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계량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8년 4월

부터 국내 계량관리보고서를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IAEA로 보고하기 

시작하 음

  • 원자력연구소는 국내 모든 안전조치 대상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량관리 전산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여 ‘88년도 말부터 한전 및 원

전연료주식회사(KNFC)에서 이용하도록 하 음

  • 상기 계량관리 프로그램은 운 매체가 DOS 상태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99년부터 Windows상에서 운 되고 훨씬 다양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시설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차기단계에서 국가가 안전조치 관련 정보

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지는 못한 실정임

  • IAEA 보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계량관리 전산화 이외에 시설 자체 

계량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80년대 말에 원전연료주식회사에서 처음 

독일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독일과 한국이 IAEA로 보고하는 

계량관리 보고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 자체 계량관리용으로만 활

용하고 있음

  • KNFC와 DUPIC 시설이외에는 시설 자체적인 계량관리 프로그램이 없

으므로 다양한 핵연료주기 시설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계량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성이 있음

  • 이상과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본과제에서 국내 모든 계량관리 대

상시설에서 자체관리 및 IAEA 보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량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시설에 배포하고 관련 담당들에 대한 

사용교육을 실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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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단계에서는 국가가 안전조치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물리적 방호 기술

  • 한국원자력연구소가 1999년 원자력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방호시스템

의 평가기술에 관한 연구를 시작함

  •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 DBT) 개념정립과 더불어 가상시

설에 대한 위협경로 평가분석을 시행함(1999) 

  • 확률적 모형을 기반으로 단일 경로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 PIGSAM을 개발함(1999) 

  • 국내방호설비에 대한 성능데이터의 수집을 국내의 방호업체를 통해 수

행함(2000)

  • 성능기반 유효성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을 개발함(2000)

  • 방호설비의 성능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인 EasyDBD를 개발함(2001)

  • 침투세력과 방호설비 등에 관한 정보로부터 방호시스템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중(2001)

  • 국내 방호시스템의 설계현황 및 설계요건을 파악하고 자료수집 후 분

석 중(2001) 

  • 2단계부터 방호시스템 설계에 기본이 되는 설계요건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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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타 사항

1. 기술 발전 전망

  • 핵물질 거동감시기술은 첨단보다는 보수적인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술개발 속도는 빠르지 않는 편이나 이라크 핵개발 

이후 IAEA가 새로운 방식의 감시체제(강화된 감시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계량관리 기술은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web based 시스템이 변화주

기가 매우 짧으므로 신속한 대응전략 필요

  • 물리적 방호 기술은 구 소련권의 몰락과 최근 미국의 테러사태 등 

세계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과거 전문가의 감각적인 방

식에 의한 방호평가 및 설계에서 정량적 분석 방법에 의한 평가와 

설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당 연구과제에서 개발하는 기술은 그 특성상 상업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감시/감독 체제 강화에 대응하는 국가 통

제체제구축과 효율적인 국가의 감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또한 국제적 안전조치 강화에 따른 시설의 보호와 업무를 경감시키

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물리적 방호기술을 제외하고는 개발된 기술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반하여 물리적 방호 기술은 국가나 시설 고유의 기 과 직결되

는 사항이 많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되는 특성을 지니

고 있음

2. 주요 환경 변화

  •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의 계속적인 강화

     - 핵비확산조약(NPT) 무기한 연장 결정

     - 우리나라의 CTBT 비준(1999년 9월)

  • IAEA 안전조치체제가 강화되고 국가 계량관리체제가 개선됨



- 18 -

     - 1997년 채택된 안전조치협정의 추가의정서 발효(2002년 예정)에 대비

하여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확대 신고, 추가 접근 등을 

국내 법령에 반

  •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 강화

     - 기존의 물리적 방호 이행에 대한 IAEA 국제권고안 강화 및 핵물질

방호협약의 강화‧개정 추세에 미국의 테러 사태로 인한 물리적 방호

의 중요성 부각

      - 핵물질방호협약의 이행이 의무화되어, 충분한 방호시스템의 검사   

및 평가의 실시가 필수사항이 될 것임

  • 추가의정서 발효와 IAEA가 안전조치 검증활동의 일부를 국가에 위임

하는 New Partnership Approach(NPA) 방식의 점진적인 확대 예상

      - 2001년부터 IAEA 사찰의 일부를 국가 계량관리 검사체제에 위탁

      - 원격감시시스템의 확대 적용 예상

      - 통합 안전조치 적용으로 안전조치 관련정보의 증가로 추가적인 계

량관리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발생

      - 국가 계량관리 검사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

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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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기술 수준 비교 분석 요약

핵심 기술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국)

1단계 종료 시

본 연구 기술수준
비    고

원격감시 기

술

발전소 및 핵물질 

원격감시기술 개발 

및 실용화

(미국 SNL)

국내 PWR에 적용 실

용화, 통신비 절감을 위

한 연구 진행중 

적용에서는 세계 최

고 수준이나 원천기

술은 미홉한 상태임

광섬유를 이

용한 비파괴 

검증기술

최근에 광섬유를 방

사선 검출에 이용하

는 연구 진행 중

(미국 PNL)

사용후 핵연료 검증장

비 실용화 단계

광섬유를 사용후 핵

연료 검증에 사용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

의 시도임

흔적량탐지

기술

미소입자의 동위원

소 함량 분석 가능

(미국, 러시아, 독일)

입자채취 기술과, 

fission track 감지 

표준절차 수립

2단계부터는 “방사

화학 기반기술 과

제”에서 수행 예정

계량관리 전

산화

각국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발 사

용

국내 모든 핵물질 계량

관리 대상시설에서 사

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

발 배포

각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므로 직접적

인 비교 불가

MUF 평가를 

위한 소프트

웨어 개발

원전연료 생산 시설

의 MUF 평가에 활

용 (IAEA)

MUF 평가를 위한 국

가 검사자료 분석 및 

프로토타입 평가 프로

그램 개발

IAEA 개발기술 도

입 및 국내 현황에 

맞게 적용

물리적 방호 

기술 개발

80년대부터 물리적 

방호 시설 평가 및 

설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완성

하고 계속 보완하는 

연구를 시행 중임(미

국 SNL) 

방호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

램 개발되었으나, 국내실

정과 부합하는 데이터의 

확보노력이 필요함. 방호

시스템의 평가기술은 미

국을 기준으로 세계수준

의 80% 도달

미국의 테러사태 이

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 실제적

인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지는 못한 실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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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 물질 거동감시 기술

1. 광섬유섬광체를 이용한 CANDU 사용후핵연료 검증 기술

 가. 광섬유섬광체

    1950년대 말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lithium(Li)이 함유된 유리섬광체[1,2]

는 cerium(Ce)을 활성체(activator)로 첨부하여 방사선 검출에 응용되고 있

다. 특히 Li이 함유된 유리섬광체는 boron(B)이 함유된 섬광체에 비해 방사

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일반적으로 유리섬광체는 neutron spectrometry, neutron 

radiography, oil and gas exploration 및 여러 환경에서 알파, 베타 및 감마

선 검출 등의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유리섬광체는 유리의 주성분인 SiO2, 

Li2O, Al2O3, Ce2O3 등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리의 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끔 BaO를 첨가하기도 하며[4,5] Li2O 속에 포함된 Li 원소중 
6Li 

동위원소와 입사중성자의 핵반응을 유도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검출기 개발

이 시작되었다. 

    유리섬광체는 
6Li가 갖는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이 약 940 barn으로 매우 

크며 
6
Li의 함유량에 따라 열중성자 검출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유리섬광체는 불화수소나 강알카리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기질 및 비유기질 섬광체에 비해 매우 견고할 뿐 아니라 동작 온도

도 -200℃에서 +250℃의 범위를 갖고 있어 특별한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리섬광체 재료를 이용하여 

섬유(fiber) 형태로 제작한 것을 광섬유 섬광체(Optical Fiber Scintillator : 

OFS)라 칭한다. 

    그림 3-1-1은 결정구조를 갖는 섬광 물질에 대한 에너지준위를 밴드이

론(band theory)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온상태에서 결정체 내의 전자들은 가

전자대(valence band)에서 속박된 상태로 존재한다. 전도대는 밴드갭(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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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보다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들이 속박상태를 벗어나 자유로이 움

직일 수 있는 역이다.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한 전자들

은 전도대로 올라간 다음 다시 에너지를 잃고 가전자대로 떨어진다. 전자가 

다시 가전자대로 내려올 때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이러한 전이과정

(transition process)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할 확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순

물을 첨가하며 이들 불순물을 활성체(activator)라 한다. 

    활성체 물질이 갖는 에너지 준위는 그림 3-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금

지대(forbidden band)내에 위치하며, 활성체의 여기상태(excitation state)에서 

기저상태(ground state)로 에너지 전이(de-excitation)가 일어날 때 가시광선 

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빛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활성체로 사용한다. 

OFS의 경우에는 Ce이 활성체 역할을 하는데 현재까지 Ce가 유리물질 내에

서 방사선 검출물질로 응용 가능한 섬광을 방출하는 유일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림 3-1-1. 밴드이론(band theory)에 의한 비유기질 섬광체의 섬광 과정

    유리물질 내에서 Ce
3+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섬광의 스펙트럼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 스펙트럼이 갖는 파장은 청색 역인 370∼440 nm 

이며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90 nm에서 최대세기를 갖는다. 그

림 3-1-2의 왼쪽 피크(최대세기 파장 ∼320 nm)는 여기에 의한 것인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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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자외선 역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여기상태의 반감기는 ∼10
-7
초 정

도이며, OFS에서 방출되는 섬광이 갖는 시간특성(time characteristics)은 약 

40∼60 nsec로 고속의 유기질 섬광체(organic scintillator)와 저속의 결정형 

무기질 섬광체(inorganic scintillator)에 의한 반응의 중간정도에 해당된다.  

    유리는 작은 역에 대하여 국부적인 결정형구조(local crystal-type 

structure)를 갖는, 각각에 대하여 임의의 방향을 갖는 무정형물질

(amorphous material)이기 때문에 섬광전이과정에서 발생된 섬광이 감쇄되어 

검출기로서의 섬광효율은 우수하지 않다.

그림 3-1-2. OFS의 Ce3+에 의한 파장 분포

 나. 중성자 검출기로서의 OFS

    현재 중성자 검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OFS는 Ce를 활성체로 사용하는 

“cerium-activated lithium scintillating glass" 이다. OFS의 구성물질중 Li 

원소는 2 %에서 최대 11 %까지 함유되어 있다. 이를 중성자 검출기로 사용

할 경우 자연상태의 동위원소비(6Li=약 8 %)를 갖는 천연 Li을 그대로 이용

하거나 중성자 검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6Li의 동위원소비를 최대 95 %까

지 농축하기도 한다. OFS의 열 중성자 검출원리는 중성자와 
6
Li의 핵반응에 

의해 생성된 이차 하전입자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 26 -

∼150 µm

α
3H
Ce3+

Ce3+
Ce3+

Thermal Neutron

120 µm

Cladding Waveguide

Cladding

6
3Li + 

1
0n → 

4
2He + 

3
1H + 4.78 MeV

    그림 3-1-3은 OFS 내에서의 6Li(n,α)3H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핵반응

에 의해 방출되는 하전입자는 2.05 MeV의 4He과 2.73 MeV의 3H이다. OFS 

내에서의 이들의 비정은 각각 7 ㎛, 40 ㎛로 비교적 짧아, Monte Carlo 

N-particle(MCNP) 계산에 의하면 115 ㎛ 굵기의 광섬유섬광체내에서 완전

히 흡수된다. 이때 이온화된 알파입자와 삼중수소핵이 광섬유섬광체에 흡수

되면서 Ce3+와 반응하여 약 400 nm 파장을 갖는 빛을 발생한다. 이 빛은 섬

유형태의 양단을 따라 전송되면서 OFS 자체 내에서 산란 및 흡수로 인해 

그 세기가 감쇄된다. 그러나 Ce
3+ 
함량이 증가하면 발생되는 빛의 양은 증가

하나 빛 전송길이가 짧아진다. 한편 Ce4+는 빛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빛을 흡

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의 발생은 OFS의 조성에 크게 좌우된다. 

그림 3-1-3. 광섬유 섬광체 내에서의 핵반응 및 빛의 진행 과정

    OFS는 비록 방사선에 의하여 약간 향은 받지만 10
5
 Rad 까지는 내방

사선(radiation resistance)이 우수하며 107 Rad 까지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7,8] OFS를 연구용 원자로의 중성자속 감지기

(reactor-flux monitor)로 사용한 미국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PNNL)의 경우 중성자속이 10
10 n/sec/㎠이고, 감마선장이 60∼



- 27 -

250 R/h에서 누적값이 65,000 R/h이 되도록 조사한 후에도 방사선피폭에 의

한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 이처럼 OFS의 고방사선 

특성을 이용한다면 특히,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정성적인 검증을 요하는 핵

물질 안전조치 측면에서 그 활용성을 찾을 수 있다. 표 3-1-1은 위의 목적에 

맞는 중성자 검출기용 광섬유섬광체와 
3He 비례계수관에 관한 일반적 특성

을 비교한 것으로 OFS를 오늘날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광통신 기술에 접목

할 수 있다면 그 활용 가치를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3-1-1. 사용후핵연료 검증의 광섬유 섬광체와 
3
He 비례계수기의 비교

3
He Tube Optical Fiber Scintillator

Reaction  32He + 
1
0n → 

3
1H + 

1
1P + 765 keV

6
3 Li + 

1
0 n → 

4
2 He + 

3
1 H + 4.78 MeV

Cross 
section

 ∼5,327 barns for thermal neutron  ∼940 barns for thermal neutron

Activator

 Heavy gas Ar (from 20 to 25%)

  - increase output pulse height resolution
  - short charge collection time

  - increase the gamma-ray sensitivity

 Ce activate

  - Ce3+ : emit light (375∼450 nm)
          increase light output

          decrease light transmission length 

  - Ce4+ : absorb. light emitted by Ce+3

Detection

 Neutron only (He-3 gas : 4 atm)
  - increase macroscopic cross section

  - stop the heavy charged particles

  - adjust discrimination threshold level

    against gamma-ray pile-up

  - overcounts under gamma pile-up

 Neutron, Gamma, Neutron+Gamma detectable

  - Neutron : enriched Li-6 (Li-6 95%)

  - Gamma : depleted Li-6 (Li-7 > 99.9%) 

  - adjust discrimination threshold level to

    separate neutron and gamma pulse

High 
voltage

 Up to +2000 volts
 Self- power detector

  - advantage on out-of- power area

Efficiency  77 % for 0.025 eV
 Low detection efficiency

  - 1.5% for fast electron

  - advantage in high dose material

Mode  Proportional count mode  Pulse height mode (light intensity)

Shielding 
against 

gamma-ray

 Lead shielding(0.2") to reduce the

  gamma dose from 105 R/hr to 30 R/h

 Limit to use under high gamma BKG

 No need for neutron measurement

Size  Dia 1" x length 3"(active length)
 Flexible and very small (less than several mm)

 Applicable to narrow area in spent fuel storage

Electronics
 Preamp should connected on He-3 tube

  directly

 PMT, Preamp. far away from OF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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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특성실험

    핵물질안전조치 목적의 검증 수단으로 OFS를 활용하기 위해 방사선 특

성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 방사선 분위기에 적

용 가능성이 입증되어 월성 CANDU 건식저장조와 습식저장조를 대상으로 

현장실증 실험을 하 다. 본 내용은 주로 이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핵물질안전조치 측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특징은 첫째, 고 방사선 물질

이며 중성자와 감마선을 동시에 방출하며 둘째,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저장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비파괴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거리 측정과 내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검출방법 

이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인 필수요건이다. 원거리 측정을 위해 OFS와 방사

선과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빛의 전송 수단으로 광통신 케이블(passive 

fiber cable)을 이용하 다. 이는 OFS가 self-power detector이고 광통신 케

이블이 빛 전송용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후핵연료에 의한 방사

선적 향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증이 행하여진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CdZnTe나 
3H 검출기에 비하여 사용후핵연료 검증 수단에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이들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

적인 효과가 있다.

    그림 3-1-4는 사용후핵연료 검증 목적으로 설계된  광섬유섬광 검출시

스템(Optical Fiber Scintillator assembly : OFS assembly)에 대한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OFS, 광통신 케이블, 광전자증배관(Photo Multiplier 

Tube : PMT), 전치증폭기/주증폭기 그리고 파고 스펙트럼메터(pulse-height 

spectrum meter)로 구성되었다. 현재 OFS는 길이 1 m 지름 0.125 mm, 길

이 20 cm 지름 0.5 mm 그리고 길이 10 cm 지름 1 mm가 시판되고 있으며, 

이들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림 3-1-5는 본 

연구에 사용된 OFS를 보여주고 있다. 빛 전송 목적으로 사용된 광통신 케이

블은 광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특성 및 형태의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 방사선 분위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통신 케이블은 수십 미터 정도를 이용할 경우 빛 전송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백 미터 이상의 원거리 측정을 요구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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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에 적합하다. 광통신 케이블 및 OFS는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정색 고무튜부로 둘러쌓았다. 그리고 OFS와 광통신 케이

블 연결 부위는 광통신 기술에 사용되는 광 컨넥터를 사용하 으며 PMT와

의 연결부위는 특별히 제작하 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외부 환경으

로부터의 빛이 PMT로 유입될 경우 그 빛은 측정상의 오차를 유발시킬 뿐만

이 아니라 그 빛의 양이 많거나 강할 경우에 PMT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OFS는 국의 Levy Hill Lab.과 미국의 

Nucsafe Inc.의 두 회사의 제품이 이용되었는데 Levy Hill Lab.는 기계적 충

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외경 2 mm의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 

내에 넣었으며, Nucsafe Inc는 유연하고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스테인레

스 스틸 파이프의 사용 없이 사용되었다.[10,11] 이들은 OFS와 광통신 케이

블의 연결 부위에서의 빛 전달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접촉 단면을 매

끄럽게 처리하 다. 이와 같이 제작된 OFS assembly에 대한 방사선 특성실

험으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기술

적 요구사항에 따라 중성자와 감마선의 분리측정과 OFS와 광통신 케이블에 

대한 고준위 방사선에서의 저항성 실험을 수행하 다. 

P M T 

H. V. Supply

Scale MeterDiscriminator

MCA

Optical Fiber Scintillator
Index Matching Gel

F/F Connector
Passive Fiber Cable

Mechanical
Coupler

Light Cut off  Material

Light Cut off  Material

그림 3-1-4. OFS assembly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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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Fiber Scintillator

10 cm

그림 3-1-5. 사용후핵연료 검증에 사용된 OFS

  (1) 중성자 및 감마선 분리측정

    열중성자가 OFS내의 6Li과 핵반응을 하면 반응생성물로  2.05 MeV의 

4He과 2.73 MeV의 3H이 방출된다. OFS 내에서 이들 생성입자들의 비정은 

각각 7 ㎛와 40 ㎛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최소직경이 125 ㎛의 OFS 사용하

여도 대부분 흡수된다. 한편 감마선이 입사된 경우 OFS를 구성하는 물질들

과 광전 흡수, 컴프턴 산란 그리고 전자 쌍생성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

며, 이들 상호작용의 결과로 전자가 방출된다. 방출된 전자는 그 비정이 알

파입자나 삼중수소핵 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에너지만 OFS 내부에 축

적되며 나머지는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중성자에 의해 발생한 신

호는 감마선에 의한 신호보다 더 큰 값을 가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OFS assembly를 이용하여 OFS에 감마

선(
137
Cs, 100 μCi)과 중성자(

241
Am/Li, 950 mCi, 6.9 x 10

4
 n/s)를 각각 조사

하 을 때 생성된 펄스의 크기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 다. 그림 3-1-6과 

3-1-7은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전압 펄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전압펄

스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중성자에 의한 펄스의 크기와 감마선에 의한 펄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마선에 의한 경우 최대 0.4 V 

정도로 측정된 반면에 중성자는 이보다 2-4배 큰 전압 펄스가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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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고 스펙트럼을 통하여 분석해 보면 그림 3-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감마선의 경우 파고 스펙트럼이 1,250 채널 정도까지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중성자는 3,500 채널까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파고 선별장치를 이용하여 

0.4 V 이상을 선별하여 그 이상의 값만을 측정하거나 파고 스펙트럼에 기초

한 다중파고 분석기(Multi Channel Analyzer : MCA)에 의한 중성자와 감마

선 채널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중성자와 감마선이 혼합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분리 측정이 가능하다.

h:min:s
11:26:23.0 11:26:23.5 11:26:24.0

2.00

1.75

1.50

1.25

1.00

0.75

0.50

0.25

0.00

그림 3-1-6.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중성자에 의한 펄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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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n:s
11:33:55.5 11:33:56.0

2.00

1.75

1.50

1.25

1.00

0.75

0.50

0.25

0.00

그림 3-1-7.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감마선에 의한 펄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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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감마선과 중성자에 대한 펄스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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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 방사선 실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핵물질안전조치 측면에서 OFS assembly를 비파괴 

검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AEA가 요구하는 방사선 내구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의 실험을 위해 OFS 및 광통신 케이블을 

5,000 rad/h(
60Co)의 일정 방사선량으로 대략 3개월 동안 10 Mrad까지 장시

간 조사 실험하 다. 이는 월성 CANDU 사용핵연료 bundle 1개로부터의 선

량이 HSGM 계측기로 측정하 을 때 대략 1,200 R/h에 기초한 것이고, 10 

Mrad의 누적 선량은 IAEA의 요구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실험은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사시설에서 수행하 다. 그림 3-1-9은 조

사시설 내에 위치시킨 OFS 및 광통신 케이블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OFS 및 광통신 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구성품(PMT, MCA, 전치증폭기/증폭

기 등)들은 조사시설 밖에 설치하여 연속 감시하 다. 그림 3-1-10은 고 방

사선 실험을 위한 OFS assembly 및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여주고 있

다. 

Optical Fiber Scintillator

Passive Fiber Cable
Co-60 Source

 

그림 3-1-9. 조사시설 내의 광통신 케이블 및 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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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고 방사선 조사실험을 위한 OFS assembly의 Layout

    본 실험은 OFS assembly로부터의 방사선 정보를 매 25 초마다 누적하

여 그 계수율을 MCA에 저장하 고 OFS와 광통신 케이블은 조사기간 동안 

일정지점에 고정시켰다. 이 실험에서 길이 10 cm 지름 0.125 mm의 OFS 8

가닥과 길이 20 m의 광통신 케이블이 사용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측정시간

에 따른 측정된 결과는 그림 3-1-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략 4,700 정도의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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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5,000 R/h의 선량으로 10 Mrad까지의 측정 변이 

    그림 3-1-11에서 수직선들은 다른 물질의 실험을 위해 잠시 조사를 멈

추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선원이 다시 조사위치로 이동되어 조사시에는 

이전의 측정값을 유지하 다. 또한 오실로스코프에 의한 전기펄스는 그림 

3-1-12와 같이 전기펄스의 겹침 및 기저전위의 불안정  현상이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되면 측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측정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방사선 강도가 강한 경우

에는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즉, 광섬유섬광체

에 의한 것이 원인이라면 방사선 감응면적을 적게 하거나 PMT의 지연시간 

또는 전치증폭기(pre-amplifier)의 펄스 shaping time이 문제라면 PMT로 유

입되는 빛의 양을 적합한 수준으로 제어해야하며, shaping time의 경우에는 

펄스의 모양을 결정하는 시상수(time constant)를 짧게 하거나 파고 선별장

치를 사용하여 선별치 이상의 전기펄스 만을 이용하는 등의 방사선 강도 변

화에 따른 실험 및 분석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검증에 접근한다면 더욱 효과

적인 측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일정선량의 조사에 대하여 OFS나 광케이블이 조사기간 동

안 기능저하 현상이 발생하 다면 그에 따른 측정값은 분명히 변화가 발생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한 응답치를 보 기 때문에 OF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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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나 기능저하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방사선 검출센서로 사용한 OFS나 빛의 전송매체로 사용한 광통신 케이블로 

구성한 OFS assembly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정성적인 검증을 요하는 핵

물질안전조치의 검증 목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12. 방사선량 5,000 rad/h에 대한 전기펄스

  (3) 재현성 실험

    OFS 및 광통신 케이블은 상업화된 제품을 구입하여 핵물질안전조치 목

적의 검증용으로 자체 설계‧제작하 기 때문에 OFS의 수 작업 과정에서나 

빛의 전송을 위한 연결 부위 등에서 오차의  유발로 인한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제작된 10 개의 OFS(Det. 1∼Det.10으로 명명함)를 

감마선(
137
Cs, 100 μCi)과 중성자(

241
Am/Li, 950 mCi, 6.9 x 10

4
 n/s)의 동일

한 선량으로 조사하여 5회 측정한 결과로부터 평균치 및 백분율 상대평균편

차 그리고 평균치에 대한 변이를 표 3-1-2와 그림 3-1-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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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제작된 10개의 OFS로부터의 평균치 및 백분율 상대평균편차

 

Number of Measurement
Average

Relative Av.

Deviation(%)1st 2nd 3rd 4th 5th

Det. 1 3071 3190 3203 3175 3109 3150 1.51

Det. 2 2826 2781 2692 2733 2781 2762 1.46

Det. 3 2699 2754 2770 2820 2795 2768 1.18

Det. 4 2754 2688 2708 2603 2602 2671 2.05

Det. 5 2982 2989 2953 2984 2945 2970 0.59

Det. 6 2473 2483 2552 2505 2422 2487 1.34

Det. 7 2420 2470 2369 2319 2332 2382 2.12

Det. 8 2755 2792 2668 2736 2692 2728 1.42

Det. 9 2881 2811 2845 2792 2765 2819 1.26

Det. 10 2617 2686 2714 2634 2655 2661 1.16

     단위 : Count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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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제작한 검출기에 대한 평균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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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 의한 계수율은 대략 2,300에서 3,100사이의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Det. 1, 5, 6, 7을 제외한 다른 detector들은 2,600에서 2,900의 계수율 범위에

서 일정하게 측정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백분율 상대평균편차는 Det. 2가 

2.05로 최대 편차를 나타냈으며 이들 10개의 Det.들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월성 CANDU 건식저장조 검증실험

    월성 발전소 활용을 위해 OFS assembly와 무선전송 및 컴퓨터에 근거

한 자료수집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이를 원격감시(remote monitoring)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 실험을 수행하 다. 현장검증은 지난 2001년 사용후핵연

료 이송기간(spent fuel transfer campaign) 중에 하 다. 기존의 핵물질 감

시방법에 기초를 둔 원격감시 방법은 사찰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IAEA 및 국가의 고려 사항이 되고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국립연구소 Los Alamos Lab.(LANL), IAEA 그

리고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는 상호협력 하에 건

식저장조의 원격감시 적용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건식저장조 내의 사용후연료 건전성 검증은 봉인을 각각의 건식저

장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찰관의 참석 하에 봉인을 검증하는 방법과 

reverification pipe 내에 방사선계측기를 넣고 finger printer에 의한 비파괴 

검증 방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방법들은 현장에 사찰관의 참석 하

에 수행되는 것이며, 원격감시는 이러한 방법에 기초를 둔 무인 원격검증에 

기초를 둔 무인감시라는 점이 근본적 차이라 할 수 있다.

    CANDU형 원전은 매일 2-3 채널로부터 16-24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배출되어 습식저장조 풀(pool)에 저장된다. 이 저장조의 저장능력은 최대 10

년 동안 사용후연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건식저장조로 이송한

다. 통상적으로 이송기간은 1년에 1회 대략 2개월에 걸쳐 수행된다. 1기의 

건식저장조는 9개의 바스켓이 저장되며 1개의 바스켓에는 60개의 bundle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기의 건식저장조는 540개의 bundle이 저장된다. 

월성 원전의 부지에 위치한 건식저장조는 총 150 기가 건설되어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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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수년에 걸쳐 102 기의 건식저장조에 사용후연료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

다. 건식저장조는 그림 3-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가 6.52 m, 지름 

3.07 m인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두께 3.5 mm의 탄소강 liner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찰 목적의 검증을 위해 직경 5 cm의 

re-verification pipe가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다. 바스켓은 외경

이 105 cm, 높이가 55 cm의 크기의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모

형은 그림 3-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통형이다. 

    원자로로부터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대략 6년 정도 습식저장조 내에서 

냉각시킨 후 건식저장조로 이송된다. CANDU 사용후연료가 방출하는 중정

자속 도는 발전소의 전기 생산에 사용된 출력에 따른 연소도와 냉각시간

에 따라 다른데, 대략적으로 10년 냉각과 7,800 MWd/MTIHM (megawatt 

days per metric ton of initial heavy metal)의 연소도로 하 을 때의 천연 

CANDU형 핵연료에 대한 중성자를 방출하는 핵종은  
244Cm와 241Pu의 자발

핵분열과 핵연료의 (α, n) 반응 등이 측정대상의 주요 중성자원이며,  
242Pu, 

238Pu, 238U, 242Cm는 중성자 방출기여도가 낮다. 이들의 총 중성자 생성율은 

2.88 x 106 n/s/MTIHM이고 감마선은 1.68 x 1015 p/s/MTIHM으로 계산되었

다. 137Cs은 감마 방출의 42 %를, 나머지는 다른 activation 생성물, actinide 

그리고 fission 생성물 핵종들이 지배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CANDU형 핵연료의 핵물질안전조치 전용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

연료 560 bundle과 사용후연료 120 bundle은 근사적으로 1 SQ(significant 

quantity) 즉, plutonium 8 kg을 생산할수 있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1기의 

건식저장조에는 540 bundle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4.5 SQ가 저장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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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월성 CANDU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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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월성 건식저장조의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검증을 위한 원격감시시스템

(Remote Monitoring System : RMS)의 기본 개념을 그림 3-1-16에 나타내

었다. RMS는 OFS assembly, 무선송신 장치 및 네트워크 컴퓨터로 구분할 

수 있다. OFS assembly는 건식저장조에 저장된 사용후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건식저장조의 re-verification pipe에 삽입하여 

감마선 및 중성자를 측정한다. OFS assembly에 연결된 무선전송 장치

(Radio Frequency Transmitter : RFT)는 OFS assembly에 의하여 측정된 

방사선 정보를 정보수집 컴퓨터(Data Aquisition Computer : DAC)로 전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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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6. RMS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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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FS assembly에 의한 검증

    사용후핵연료의 전용을 효율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re-verification 

pipe에 OFS의 적절한 배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AEA는 월성 건식저장

조의 사용후핵연료 전용의 감시를 위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첫째, 건식저장조내의 모든 사용후핵연료의 전용을 검출할 수 있어야하

고 둘째, 바스켓 하나 또는 하나의 바스켓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50% 정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re-verification 

pipe 내에 설치될 OFS의 기하학적 배열과 연관된 검출 감도의 함수이다. 적

절한 OFS 배열을 도출하기 위해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에 대한 계산을 

MCNP 4A code로 수행하 다. OFS 길이 12 cm와 지름 0.2 mm가 가정한 

MCNP 모델은 보통의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540개의 사용후핵연료 bundle

이 저장되어 있고, carbon steel liner와 바스켓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계산하

다. 개개의 bundle은 uranium, oxygen 그리고 zirconium이 균일하게 혼합

된 것으로 모델링하 다. 그 결과 바스켓 1과 2, 바스켓 3와 4, 비스켓 5와 

6, 바스켓 7과 8의 중간지점에 그리고 최고 윗쪽의 바스켓 9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총 5개의 OFS를 배열하는 것으로 최적화할 수 있었다. 그림 3-1-17

은 MCNP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얻어진 9개 바스켓이 저장된 건식저장조

에 대한 5개 OFS 각각의 방사선 검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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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건식저장조에 대한 각각의 OFS의 방사선 정보

    바스켓 1과 2 중앙지점에 설치된 OFS 1의 주요 방사선 정보는 바스켓 

1과 2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OFS 2, 3, 4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

는 바스켓 3와 4, 5와 6, 7과 8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며, OFS 5는 바스켓 9

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FS 1, 2, 3, 4의 방사선 정보의 대략 

40 % 정도는 OFS로부터 가장 인접한 위치의 바스켓에 의하여, 그리고 대략 

10 % 정도는 이웃에 인접한 바스켓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OFS 5의 경우는 대략 75 % 정도가 바스켓 9에 의하여 그리고 대략 21% 정

도가 이웃의 바스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MCNP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그림 3-1-18과 같은 OFS 

assembly 2를 설계‧제작할 수 있었다. 이 계산에 사용된 OFS는 Levy Hill 

Lab. 제품에 근거한 것이다. MCNP에 의하여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Nucsafe 

Inc.의 제품을 사용하여 OFS assembly 3를 제작하 다. 이 OFS assembly는 

상당히 유연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길이 1 m를 사용하여도 

re-verification pipe 내로 쉽게 삽입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검출면적

의 증가로 검출 감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OFS assembly 3는 OFS 1개가 3

개의 바스켓으로부터의 방사선을 측정함으로서 검증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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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광케이블 자체가 방사선에 의한 향 즉, 광케이블 자체의 잡음 

또는 방사선에 의한 벡그라운드를 알아보기 위한 광케이블 자체만 사용한 

OFS assembly 1을 제작하 다. 방사선 측정은 OFS assembly 2와 3가 주요 

역할을 한다. 그림 3-1-19의 sensitivity adjustment는 PMT 내로 통과하는 

빛의 증폭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며, mini MCA(multi channel analyzer) 중

의 하나는 파고선별 방법에 의한 중성자 측정을 위해 사용하 고 다른 

MCA는 감마선 측정을 위해 사용하 다. 

그림 3-1-18. 건식저장조의 검증을 위한 광섬유 섬광검출 시스템

    광케이블의 한쪽 끝에는 OFS가 접촉되었고 다른 한쪽은 그림 3-1-1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광케이블 전체를 하나의 PMT에 연결하 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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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으로서 각각의 OFS로부터 측정된 방사선 정보는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바스켓이 넣어 질 때마다 그 방사선 강도만큼 증가될 것이다. 즉, OFS에 의

하여 측정된 총 방사선 정보 I는,

          I =  ∑
i

n=1
N⋅ i

    여기서, i는 OFS의 개수이며, N는 하나의 OFS에 의하여 측정된 방사

선 정보이다.

    예를 들어 1기의 건식저장조에 9 번째까지 저장과정을 측정한다면 방사

선 정보는 9 단계의 증가 변화가 발생될 것이다. 개개의 바스켓 내의 방사능 

양, 건식저장조 차폐구조의 균질성 그리고 OFS 기하학적 배치 및 검출효율 

등이 일정하다면 측정값에 대한 증가 비율은 바스켓 1에서부터 바스켓 9까

지 비례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림 3-1-19. 광섬유 섬광검출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

  (2) 현장 적용실험

    지난 2001년 사용후핵연료 이송기간 동안에 2기의 건식저장조를 대상으

로 OFS assembly들에 대한 현장 검증실험을 수행하 다. OFS assembly 1

과 2가 이들 중 1기에 적용되었고 OFS assembly 1과 3이 다른 1기에 적용

되었다. 그림 3-1-20은 re-verification pipe에 설치된 OFS assembly에 의한 

re-verification pipe 내의 OFS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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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20. 건식저장조의 현장검증을 위해 설치된 광섬유 섬광 검출 시스

템. (a) Levy Hill Lab.에 근거한 OFS 배열, (b) Nucsafe Inc.

에 근거한 OFS 배열.

    그림 3-1-20의 좌측은 PMT, 전치증폭기/증폭기, 직류전원공급장치를 포

함해서 mini MCA와 전자장치 박스를 건식저장조 위에 설치한 것을 보여주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진을 3-1-21은 보여주고 있다. 즉, OFS assembly 1

과 2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에 의한 측정은 바스켓이 건식저장조에 담아진 

후 대략 10분 정도 지나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바스켓이 건식저

장조 내부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그 위에 머

물러 있을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바스켓을 넣고 top plug를 안착시킨 후 지

정된 자 만이 건식저장조 위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식저장

조 위에서의 검증행위를 피하고 바스켓 장전 그 당시에서의 방사선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림 3-1-20 및 그림 3-1-22의 오른쪽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10 

m의 BNC 케이블을 사용하여 mini MCA와 증폭기 사이를 연결하 다. 1기

의 건식저장조에는 2 곳에 re-verification pipe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스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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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을 위한 guider의 설치로 부득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곳에 OFS assembly

를 설치하 고 검증을 수행하 다.

그림 3-1-21. 건식저장조 위에 설치된 OFS assembly 1과 2.

그림 3-1-22. 건식저장조의 바닥에 설치된 OFS assembly 1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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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의 장전에 대한 검증에 앞서 OFS assembly 및 

mini MCA의 setting을 위해 9개 바스켓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건식저장조

를 대상으로 OFS가 접촉된 광케이블을 50 cm 씩 위로 이동하면서 측정을 

수행하 다. 이러한 사전 실험을 통하여 mini MCA의 파라메타(gain, 

threshold, pole zero 등)와 OFS assembly의 sensitivity adjustment를 

setting하고 조정함으로서 적절한 Region of Interest(ROI)를 결정하 다.

    그림 3-1-23은 건식저장조에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의 장전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60개의 사용후핵연료 bundle을 담은 바스켓은 통상적으로 1 일에 

2-3개 정도가 저장된다. 그림 3-1-24는 빈 건식저장조를 대상으로 측정한 

방사선 백그라운드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계수율 3을 나타내고 있다. 

    측정조건을 setting하고 방사선 백그라운드를 측정한 후,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의 장전을 OFS assembly로 검증하 다. 그림 3-1-25는 MCA의 감마

선 역의 전 스펙트럼으로부터 바스켓 9까지 검증한 방사선 정보를 보여주

고 있다. 바스켓 7, 8, 9의 장전시에 측정된 증가 비율관계는 바스켓 1에서 6

까지의 것과 비교하 을 때 그 구분이 확실치 않음이 측정결과 드러났다. 그

러나 선택된 ROI로부터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 3-1-26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림 3-1-25의 측정치 보다 한층 더 개선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계수율

에 대한 증가 비율도 개개의 바스켓이 장전될 때마다 계수율 350 정도로 일

정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성자에 대한 결과는 그림 3-1-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스켓 1에서 4의 장전까지는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으며 바스켓 5가 장전되어서야 계수율 20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

었으며, 바스켓 9까지의 계수율은 대략 640 정도로 측정되었고 이에 대한 증

가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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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사용후 핵연료 바스켓의 장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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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빈 건식저장조에서 측정된 방사선 백그라운드

그림 3-1-25. 전 스펙트럼 역에서 바스켓 9까지 측정 결과



- 52 -

그림 3-1-26. 선택한 ROI 스펙트럼 역에서 바스켓 9까지 측정 결과

그림 3-1-27. 중성자 스펙트럼 역에서 바스켓 9까지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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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의 건식저장조에 검증 실험을 수행한 후, OFS assembly를 장전이 

예정된 건식저장조로 이동 설치하 다. 이것의 검증은 OFS assembly 2 대

신에 OFS assembly 3로 교체하 으며, mini MCA의 OFS assembly의 모든 

측정조건을 이전의 setting과 동일하게 하 다. 그러나 전 스펙트럼 역에서

의 측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OFS assembly 3에 의한 측정은 바스켓의 장전 

그 순간에도 측정하 는데 그림 3-1-28은 감마선 역에서의 바스켓 9번째

까지의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6과 비교하면 그 증가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측정결과 드러났다. 바스켓 2와 5 측정시 평균 계수 준위보다 

시작시점에서 날카롭게 올라간 부분이 발생했으며, 바스켓 7과 8에서는 날카

롭게 내려간 부분이 발생하 다. 이 들의 발생 원인은 바스켓의 장전을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 작동으로부터의 전기적 마그네틱 성분이 PMT에 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PMT는 외부 전자기장에 취약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의 방지를 위해 PMT의 외부를 전자기장을 차단할 수 있는 물

질로 둘러싼다면 이러한 향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28. 선택된 감마선 ROI 역에서 측정 결과



- 54 -

    중성자 스펙트럼 역에서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29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이전에 OFS assembly 2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 을 때 바스켓 1에

서 5의 장전시에도 방사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검출 감도 또한 개선되

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바스켓 7의 장전시에 측정값이 상당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바스켓 5와 6 그리고 바스켓 8과 9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

았다.

그림 3-1-29. 중성자 스펙트럼 역에서 측정 결과

                          (a) 바스켓 1에서 9까지 측정

                          (b) 바스켓 1에서 6까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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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월성 CANDU 습식저장조 검증

    OFS assembly는 또한 월성 CANDU 습식저장조의 사용후핵연료 검증

에도 활용하 다. 그림 3-1-30과 같이 여러 층으로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는 

핵물질안조치 측면에서 판단하 을 때 그 구조가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수

중에 저장되어 있고 상당한 방사선의 방출로 인하여 검증이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제작된 텅스텐 재료의 collimator와 scanning 장치를 이용하 고, 

그림 3-1-31과 같이 광케이블 한쪽 끝에 OFS를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에 

넣은 후, 방수처리를 하 다. 고정자에 의하여 OFS는 collimator의 방사선 

입사 창에 위치된다. 

    습식 OFS assembly는 월성 3호기를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쌓은 

stack 사이를 상하로 scanning하면서 검증을 수행한다. 

 

그림 3-1-30. OFS assembly 및 Scanning 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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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Fiber Scintillating 
Detector

Passive Fiber Cable

Collimator with Detector

                           (a)                           (b) 

(c) Collimator

그림 3-1-31. 습식저장고 검증을 위한 OFS assembly, (a) OFS 및 광통신 

케이블, (b) 고정자, (c) Colla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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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치는 사용후핵연료를 올려놓은 tray 사이를 구분함으로서 핵물질안

전조치 사찰방법인 H와 I method를 수행하는 것이다. Scanning 결과를 나타

낸 그림 3-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러한 원인은 광통신 케이블의 주성분 중의 하나인 SiO2 및 다른 성분들이 

고 방사선과 상호작용하여 잉여의 파장을 생성시킴으로서, OFS에서 발생한 

빛과 혼합되어 측정에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문헌에 따

르면 고 방사선에 의하여 광케이블로부터 발생되는 파장은 260 nm, 630 nm, 

945 nm, 1,240 nm 그리고 1,390 nm의 피크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

케이블(SiO2)로 부터 발생하는 파장과 OFS의 Ce로부터 발생하는 파장을 분

리하고 이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다면 습식 저장고에서 검증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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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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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건식저장조 원격 감시시스템 

  (1) 개요

    PWR은 물론 CANDU 원자로의 원격감시와 감시자료의 송수신은 사찰

당사자인 국가나 국제기구의 사찰인력 감소와 경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피 

사찰자인 발전소 시설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사찰 업무지원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한 업무이다. 특히 CANDU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조는 150여 개의 시설을 일일이 수동식으로 검사하고 있으므로 이

를 원격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절감 효과는 물론 경비의 절감에 많은 

이득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원격감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감시의 연속

성, 신속성, 자동적인 자료의 송수신으로 국가나 국제기구의 신속하고 정확

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어 시설측과 국제기구간의 의견 불일치나 불필요한 

간섭을 즉각 배제할 수 있게 된다.

    OFS assembly로 측정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신호를 계수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전용여부를 정성적으로 알 수 있다. 건식저장조내의 사용후 핵연료

의 전용을 감시하기 위한 원격감시 시스템(Remote Monitoring System : 

RMS)은 OFS assembly로부터 얻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Analog/Digital(A/D) 변환기, 이 계량값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중앙컴퓨터

(Data Acquisition Computer : DAC)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전송 

받은 계량값을 DB(database)형태로 저장하는 DAC로 구성하 다. DAC는 데

이터 조회 및 분석, 통계를 통하여 자료를 처리한다. 그림 3-1-33은 건식저

장조에 적용된 RMS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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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RMS 구성도

  (2) RMS 구성요소

    (가) 고속 카운터 모듈

    OFS assembly로부터의 방사선 정보를 DAC에 전송시 단순히 A/D 변

환만을 하여 변환된 데이터를 내부에 저장하고 필요시에 DAC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계하 으나, 이 방식은 A/D 변환 속도가 대략 1 ms 이하로 일

정하여 불필요한 데이터가 계속 시스템에 저장됨으로서 이로 인해 많은 기

억 용량이 필요함은 물론 데이터 량의 증가에 따른 DAC와의 통신량이 증가

되어 RMS의 성능 저하 현상을 초래하 다. 또한 DAC로 송신할 경우에 

A/D 변환 속도와 송신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송신 도중에 시스템이 정지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게이트웨이(고속펄

스카운트 모듈)는 DAC와의 통신 기능을 삭제하여 단독으로 운 되도록 고

안하 다. 그러나 자동으로 DAC와의 통신 기능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DAC

에서 수집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플로피 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수

집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그림 3-1-34에서 x-축은 측정된 방사선 데이터

의 순서적인 시간이며, y-축은 전압값 이다. 이것은 측정 문턱값 없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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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A/D 변환을 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DAC에서 분석한 것으로 A/D 변환 

데이터를 여과 없이 그대로 수집하 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가 많이 포함

되어 있다. 여기서 불필요한 신호란 방사선 계측기의 자체 잡음과 외부 전자

기장에 의한 잡음 그리고 관심 역 외의 방사선 신호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신호들은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문턱값을 설정하여 어떤 특정한 전압 이상

의 펄스만 DAC로 전송하도록 설계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

터 처리로 인한 시스템의 성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었다.

    만일 문턱값을 1.0 V로 설정하면 DAC로 1.0 V 이상의 데이터 값만 전

송하도록 설계하 다. x-축은 전압값이고 y-축은 그 전압값이 발생한 빈도

수를 나타낸 그림 3-1-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V 이하에서는 빈번하게 

방사선 테이터가 나타났지만 1.0 V 이상에서는 발생 빈도수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문턱값의 설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이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

문에 방사선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분석한 후에 정해야한다.

                    그림 3-1-34. 시간에 따른 전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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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5. 전압에 따른 카운터 값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OFS가 감지하여 

증폭기로 각각 입력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증폭기로부터 고속 펄스카운

트 모듈로 전송되는 최대 8개의 신호 채널이 필요하 으며 이에 따라 게이

트웨이 내부의 A/D 변환 채널도 8개로 구성하 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게

이트웨이의 물리적 크기가 커지게 됨은 물론 1개의 메모리를 8개의 채널로 

각각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현상을 초래하 다. 이의 해결을 위

해 OFS assembly로부터의 방사선 신호를 각각 인식하는 것과 각각의 신호

를 통합하여 1개의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8개의 채널을 2개의 

채널로 재구성하 다. 그림 3-1-36과 3-1-37은 각각 게이트웨이의 블럭 다

이어그램 및 고속카운터 모듈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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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게이트웨이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3-1-37. 고속 카운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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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기(Comparator)

    DAC는 게이트웨이로 방사선 측정을 위한 문턱값을 설정한다. 방사선 

측정시 아날로그 신호를 계량화된 값으로 변환하는 A/D 변환 시간은 1 ms 

이하의 매우 고속이므로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이다. 측정

된 값을 문턱값과 비교하는 시간은 A/D 변환 시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

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하드웨어 비교기는 설정된 기준 값에 대하여만 비교하고 그 이상

의 값에 대해서만 A/D 변환 끝 신호를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CPU)로 전송하므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입력되는 방사선 신호를 추

적할 수 있다. 그림 3-1-38은 하드웨어 비교기 및 A/D 변환부를 그리고 그

림 3-1-39는 CPU에 대한 회로도이다.

              그림 3-1-38. 하드웨어 비교기 및 A/D 변환부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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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CPU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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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Firmware

    고속 펄스 카운터의 F/W(firmware)는 크게 DAC와의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와 방사선신호를 A/D 변환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이트웨이

는 DAC의 명령에 의해서만 동작되는데 명령은 크게 환경 설정과 A/D 변환 

시작/끝, 스케줄 설정,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 송신 명령을 수행한다. 고속펄

스 카운터는 A/D 변환을 하여 DAC에서 설정한 문턱값 이상이면 그 값을 

펄스카운터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한 후, DAC의 송신 명령에 의하여 DAC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측정된 A/D 변환값이 문턱값 이상에 대한 판정은 비교

기를 사용한다.

 

     ① 통신부

    DAC와의 통신 부분은 크게 A/D 변환된 데이터 수집 주기나 방사선 측

정을 위한 문턱값 설정 그리고 게이트웨이 내부의 시간을 설정하는 환경 설

정 수행 부분과 A/D 변환 시작/끝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알아서 A/D 변환을 실행하는 스케줄 설정 및 실행 부분,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DAC로 송신하는 부분으로 구성하 다. 그림 3-1-40은 통

신 프로그램의 흐름도이다.

그림 3-1-40. DAC와의 통신 부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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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사선 감지부

    DAC에서 A/D 변환 시작 명령을 받거나, 또는 미리 설정된 스케줄대로 

측정 시간이 되면 펄스 카운터는 설정된 주기대로 A/D 변환을 수행한다. 수

행한 결과값이 문턱값 보다 작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버리고, 크면 펄스카운

터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DAC로부터 데이터 전송 명령이 전달되면 펄

스카운터는 A/D 변환을 하면서 동시에 DAC에게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전

송한다. 그림 3-1-41은 이에 관련된 흐름도이다.

                     

그림 3-1-41. 방사선 감지 부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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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Man-Machine-Interface(MMI) 프로그램 

    MMI는 펄스카운터의 운  환경을 설정하고 펄스카운터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분석하기 위한 사용자 Interface 프로그램으로서 환경설정을 통해 통

신은 물론 방사선 정보를 수집하고, 문턱값의 설정을 통해 적절한 방사선 준

위에서 방사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측정 및 초기화 명령을 통하여 

측정 시작 및 종료에 대한 초기화 명령과 정보의 조회, 측정자료의 excel 파

일저장 및 화면출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된 MMI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하여는 본 내용에는 자세히 수록하지 않았다. 

  (마) 무선통신 모듈 연결

    무선통신 모듈은 펄스카운터 모듈, DAC와 각각 RS232C Serial 통신을 

이용하여 연결된다. 무선통신 모듈은 미국 프리웨이브 테크놀러지사의 900 

MHz spread spectrum modem인 DGR-115W를 사용하 고, 이 모뎀과 펄스

카운터, 중앙 컴퓨터와의 통신은 9600 bps(bit per sec), 8 bit data, no 

parity, 1 stop bit 로 설정하 다. 그림 3-1-42은 DGR-115W를 설정하는 초

기 화면이고, 그림 3-1-43은 통신 속도를 설정하는 화면이다.

 

                  그림 3-1-42. DGR-115W 초기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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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통신 속도 설정 화면

  (3) RMS의 성능시험

    (가) 실험실에서의 성능시험

    그림 3-1-44는 실험실내에서 개발 장비를 이용하여 방사선 데이터를 수

집하여 DB에 저장한 화면이고, 그림 3-1-45은 수집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

시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문턱값을 0.1 V로 설정하여 측정한 것으로 방사선 

감지 센서를 민감하게 조정하 을 경우의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문턱값이 

0.1 V이므로 이 이하의 값들은 카운터 모듈에 저장되지 않고, 그 이상의 값

들만 DAC에게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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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측정된 방사선 전압값

그림 3-1-45. 측정된 방사선 전압 그래프

   그림 3-1-46는 전압값에 따른 발생 빈도수를 표시한 것이다. 측정된 데이

터의 문턱값이 0.1 V이므로, 0.1 V 근처에서 데이터 값이 많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 70 -

그림 3-1-46. 전압에 따른 발생 빈도수

     ①  A/D 값에 따른 발생 빈도수

    카운트 모듈의 A/D 변환은 12bit 값을 사용하 기 때문에, 0∼4095 사이

의 값을 갖는다. 이중에서 하위 4bit는 A/D 변환시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비

교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상위 8bit 만을 사용하 다. A/D에서 발생하는 

0∼4095의 값은 0∼5 V 또는 0∼10 V 등으로 대응시켜서 사용자가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0∼4095의 A/D 값을 0∼4.095 V로 1:1

로 대응시켜서 A/D 값이 곧 전압값이 되도록 대응시켰다. 예를 들어서 A/D 

값이 2543이라면, 이는 2.543 V를 의미한다. 그림 3-1-47는 방사선 감지 센

서를 민감하게 조정하 을 경우에 A/D 값에 따른 발생 빈도수를 표시한 것

이다.

   그림 3-1-48은 방사선 감지 센서를 둔감하게 조정하 을 경우에 A/D 값

에 따른 발생 빈도수를 표시한 것이다. 센서를 둔감하게 조정하 기 때문에 

A/D 값들이 모두 500 이하에서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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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A/D 값에 따른 발생 빈도수

그림 3-1-48. A/D 값에 따른 발생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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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된 방사선의 빈도수

    그림 3-1-49은 10초 주기로 측정된 방사선 발생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

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한 화면이고, 그림 3-1-50은 수집한 데이터를 그래프

로 표시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측정 문턱값을 0.1 V로 설정하 으며, 방사

선 감지 센서를 민감하게 조정하 을 경우의 데이터이다. 측정 주기가 10초

이므로 발생 데이터는 650,000개 정도로 추정되나, 비교기가 0.1 V로 설정되

어 있기 때문에 0.1 V 이하 값들은 모두 삭제되며 약 110개 정도의 데이터

만 측정되어, DAC로 전송되었다.

    이들은 발생한 데이터를 시간에 따른 빈도수로 표시한 것이다. 110개 정

도의 데이터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49. 시간에 따른 발생 빈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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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시간에 따른 발생 빈도 그래프

    (나) 발전소에서 실험

    지난 2001년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조 3기를 대

상으로 개발한 RMS를 이용하여 4일간 연속적으로 방사선을 측정하 다. 즉, 

선정한 건식저장조는 지난 2001년에 저장(이하 시료 A)된 것과 1998년에(이

하 시료 B) 그리고 1993년(이하 시료 C)에 저장된 것을 대상으로 실험하

다. 시험은 문턱값을 0.1, 0.2, 0.3, 0.5 V로 설정치를 변화시켜 수행하 고, 

문턱값이 0.1 V 경우에 대하여는 15시간 정도 측정하 고, 나머지 경우에 대

하여는 수십분 정도만 측정하여 발생 경향 및 기준전압 설정에 필요한 정보

로 활용하 다. 실제 현장에서 측정결과 저장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그리

고 설정한 문턱값이 높을수록 방사능 발생 빈도수가 작아지는 결과를 얻었

다. 현장 실험에서 OFS assembly, 펄스카운터 모듈의 전원은 외부에서 공급

하 고, RF Modem은 미국 프리웨이브 테크놀러지사의 900 MHz Spread 

Spectrum Modem인 DGR-115W를 사용하 다. 카운터 모듈의 방사능 측정 

감도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제품인 독일 GBS Elektronik 사의 

mini MCA를 설치하여 두 장비의 값을 비교하 다. mini MCA는 문턱값 설

정 기능과 통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카운터 모듈과의 방사선 측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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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비교는 어려웠다. 또한 A/D 변환 속도가 개발한 장비보다 빠르므로 단

위 시간당 측정 회수는 더 많으나, A/D 변환기는 두 장비 모두 12-bit를 사

용하므로 외견상 어느 장비가 더 정확한 측정을 하는지는 단정하기가 어려

웠다. 하지만 저장 년 수에 따른 방사선 카운트 수는 거의 같은 비율임을 알 

수 있었다. 

     ① RMS 설치

    그림 3-1-51는 현장에 설치된 전치 증폭기 및 센서, 카운터 모듈을 나타

내고 있다. 즉, 왼쪽은 OFS assembly이고 오른쪽은 펄스카운터 모듈이다. 

그리고 방사선 측정을 위해 OFS가 연결된 광케이블이 중앙에 위한 

re-verification pipe 내부로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1-51. 건식저장조 위에 설치된 RMS

    그림 3-1-52은 mini MCA의 설치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mini MCA는 

랩탑 컴퓨터와 연결하여 방사선을 측정하는 사진으로, 랩탑 컴퓨터 밑의 흰

색 함 2개가 mini MCA이다. 여기서 mini MCA의 역할은 개발 시스템과의 

방사능 측정 데이터 검증 빛 방사선 측정시 기준 전압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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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Mini_MCA 설치화면

그림 3-1-53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DAC 및 RF Modem(수신부)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경비초소에 설치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53. RF Modem(수신부) 안테나 및 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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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장데이터 측정

  

      ㉠ 저장조 A에서의 방사능 측정

    그림 3-1-54는 저장조 A에서 문턱값 0.1 V로 방사능을 측정한 것이다. 

01년 10월 23일 저녁 17시 27분부터 24일 오전 09시 05분까지 약 15시간 정

도를 측정 주기 1초 간격으로 방사능 데이터를 측정하 다.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값들이 1초당 46,000∼47,000 번 정도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54. 방사선 측정 테이블(저장조 A, 문턱값 : 0.1 V)

     그림 3-1-55은 방사선 측정 그래프(저장조 A, 문턱값: 0.1 V)로 그림 

3-1-54의 방사선 측정 테이블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발생 회수가 

46,000 번 정도로 거의 균등함을 알 수 있다. 새벽에 발생 빈도수가(Index 

30,000 근처) 약간 올라갔으나 아침이 되면서 다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주변 환경에 약간의 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발생 빈도수의 경향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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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방사선 측정 그래프(저장조 A, 문턱값 : 0.1 V)

    그림 3-1-56는 방사선 측정 테이블(저장조 A, 문턱값 : 0.2 V)이 문턱값

을 0.2 V로 하여 01년 10월 24일 오전 10시 27분 경부터 1시간 정도 방사능 

데이터를 측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문턱값 0.1 V에 비하여 발생 빈도

수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1-57는 그림 3-1-56의 데이터를 그래프

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3-1-56. 방사선 측정 테이블(저장조 A, 문턱값 : 0.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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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방사선 측정 그래프(저장조 A, 문턱값 : 0.2 V)

    그림 3-1-58은 방사선 측정 테이블(시료 A, 문턱값: 0.3 V) 문턱값을 

0.3 V로 하여 01년 10월 24일 오후 11시 45분 경부터 1시간 정도 방사능 데

이터를 측정한 것이다. 문턱값 0.2 V에 비하여 발생 빈도수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1-59은 그림 3-1-58의 방사선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3-1-58. 방사선 측정 테이블(저장조 A, 문턱값 : 0.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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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방사선 측정 그래프(저장조 A, 문턱값 : 0.3 V)

    그림 3-1-60은 시료 A에서 문턱값을 0.1, 0.2, 0.3, 0.5 V로 가변하면서 

방사선의 발생 빈도수를 조사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문턱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방사선 발생 빈도수가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측

정된 방사선 정보의 대부분은 0.2 V 이하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1-60. 문턱값 변동에 따른 방사능 발생 빈도수(저장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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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조 B에서의 방사선 측정

    그림 3-1-61는 저장조 B에서 문턱값 0.1 V로 방사선을 측정한 것이다. 

01년 10월 24일 오후 16시 49분∼25일 오전 07시 33분까지 약 15시간 정도

를 측정 주기 1초 간격으로 방사선 데이터를 측정하 다. 측정 데이터를 보

면 대부분의 값들이 1초당 33,000∼34,000 번 정도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61. 방사능 측정 테이블(저장조 B, 문턱값 : 0.1 V)

그림 3-1-62. 방사선 측정 그래프(저장조 B, 문턱값 : 0.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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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62는 방사선 측정 그래프(저장조 B, 문턱값 : 0.1 V)로 그림 

3-1-61의 방사선 측정 테이블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발생 회수가 

34,000 번 정도로 거의 균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63은 저장조 B에서 문턱값을 0.1, 0.2, 0.3, 0.5 V로 가변하면서 

방사선의 발생 빈도수를 조사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문턱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방사선 발생 빈도수가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1-63. 문턱값 변동에 따른 방사선 발생 빈도수(저장조 B)

     ㉢ 저장조 C에서의 방사선 측정

    그림 3-1-64은 저장조 C에서 문턱값 0.1 V로 방사선을 측정한 것이다. 

01년 10월 25일 14시 26분 ~ 26일 오전 05시 10분까지 약 15시간 정도를 측

정 주기 1초 간격으로 방사선 데이터를 측정하 다. 측정 데이터를 보면 대

부분의 값들이 1초당 13,000∼14,000 번 정도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65은 방사선 측정 그래프(저장조 C, 문턱값 : 0.1 V)로 그림 

3-1-64의 방사선 측정 테이블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발생 회수가 

13,500 번 정도로 거의 균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65는 저장조 C에서 문턱값을 0.1, 0.2, 0.3, 0.5 V로 가변하면서 

방사선의 발생 빈도수를 조사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문턱값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방사선 발생 빈도수가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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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4. 방사선 측정 테이블(저장조 C, 문턱값 : 0.1 V)

그림 3-1-65. 방사선 측정 그래프(저장조 C, 문턱값 : 0.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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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문턱값 변동에 따른 방사능 발생 빈도수(저장조 C)

     ㉣ 각 저장조별 방사선 발생량 비교

    그림 3-1-67은 문턱값 0.1 V일 경우에, 저장조 A, B, C를 비교한 것이

다. 저장조 A가 46,000 번, 저장조 B가 34,000 번, 저장조 C가 13,000 번 정

도 발생하여, 저장 기간이 오래될수록 방사선 발생량이 적어짐을 알 수 있

다. 

그림 3-1-67. 각 저장조별 방사선 발생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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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NDU 사용후핵연료 이송 원격감시기술[12,13]

 가. 개요  

    우리나라는 원자력법에 의하여 1997년부터 특정핵물질에 대한 국가 핵

물질 계량관리 검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CANDU형 월성원전은 안

전조치(safeguards) 측면에서 PWR형 원전과 비교해 복잡한 시설특성을 갖

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저장/관리하는 정책을 채택

하여 1992년부터 월성 1호기에 적용하고 있다. 작업자가 사용후핵연료를 바

스켓에 담고 건식저장고로 이송하는, 안전조치 측면에서 민감한 작업이 매년 

2∼3 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찰관이 작업현장

에 상주하면서 민감한 작업공정에 대해 사찰활동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이 

공정은 시설 및 국제원자력기구에게도 업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원자력기구는 100 PDIs/year 이상을 단일 공정의 사찰활동에 투입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상운전중인 월성원전 2, 3,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설계용

량이 약 8년 정도이다. 따라서 5년 정도 지나면 월성원전 2, 3, 4호기에서도 

1호기와 동일한 사용후핵연료 이송 공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상과 같이 계속 늘어날 중수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이

송공정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에 대한 원격무인 감시 시스템 개념을 도입할 복안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Embalse 원전의 핵연료 이송공정은 월성원전에 비해 복잡

한 공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2명이 현장에 상

주하면서 핵연료 이송 전공정에 대해 사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위에 언급

된 문제들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 연구기관(SNL)의 참여 하에 

Embalse 원전의 핵연료 이송공정에 대한 원격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적

용하여 안전조치 측면에서 이 기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오고 있다. 

Embalse에 적용된 prototype 원격감시 기술은 사찰관 2명이 수행하는 사찰

업무를 사찰관 1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원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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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remote monitoring) 시스템이다. 본 연구목표는 아르헨티나 Embalse 원전

에 적용된 prototype 원격감시기술을 bench marking 하여 월성원전의 사용

후핵연료 이송공정에 적용할 무인원격감시(unattended remote monitoring) 

시스템의 개념을 도출하는데 있다. 

 나. 사용후핵연료 이송공정 분석

  (1) 월성원전의 이송공정 

    월성원전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5년 이상 충분히 냉각된 사

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고로 이송하여 canister에 저장․관리하는 방안을 채

택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45,600 다발의 사용

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매년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저장고로 이송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월성원전 1호기는 

5년 이상 충분히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고로 이송하는 그림 

3-1-68의 공정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년 수행하고 있다.  

Spent Fuel Bundles Loading

Basket Dry & Welding Fuel Transfer Silo

Flask

Hot Cell boundary

 

그림 3-1-68. 월성 사용후 핵연료 이송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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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운 자는 사용후핵연료 이송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를 통해 국제

원자력기구에 통보하고 핵연료 이송대장(핵연료 저장용 선반 번호, 핵연료 

일련번호, 핵연료의 연소이력 등 포함)을 작성하여 작업시작 이전에 국제원

자력기구 및 국가 사찰관에게 전달한다. 

    ⊙ 사찰관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인 바스켓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작업자는 바스켓을 저장조 속의 작업대위에 올려놓고 이송대상 핵연료 선반

(tray)을 작업구역으로 이동시켜 놓는다. 이때 사찰관은 작업선반의 일련번호

를 재확인한다.  

    ⊙ 작업자가 핵연료 저장용 선반에 수평으로 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직으로 세워서 60다발을 한 바스켓에 담는다. 이때, 사찰관 임의로 연료 2

다발을 선정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비파괴 검증을 수행하면, 작업자는 검

사가 끝난 바스켓에 뚜껑을 닫고 바스켓을 grapple 밑으로 옮겨 놓는다. 

    ⊙ 작업자는 grapple을 이용해 바스켓을 핫셀 내로 끌어올려서 바스켓 

내부로 공기를 분사시켜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그리고 핫셀 내

의 용접구역으로 건조된 바스켓을 이동시킨다. 사찰관이 바스켓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나면 바스켓 상/하단을 원격 용접한다. 

    ⊙ 작업자는 바스켓을 담고 있는 차폐체로 된 수송용기(flask)를 트레일

러에 적재하여 사찰관의 입회 하에 건식저장고로 이송하여 canister에 저장

한다. 그리고 작업자는 canister에 9 바스켓을 넣고서 구 end-plug로 

canister를 막고 용접하여 canister의 cover를 덮는다. 이때, 사찰관의 봉인작

업이 끝나면 canister cover에 구적인 용접을 하여  핵연료 이송공정을 끝

낸다. 

  (2) Embalse 원전의 이송공정

    월성원전 1호기와 동일한 모델(CANDU 600)인 아르헨티나의 Embasle 

원전은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 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조에서 약 5년 이상 충분히 냉각시킨 후 건식저장고의 canister로 이송

하여 저장․관리하는 월성원전과 동일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채택하

다. 그러나 Embalse의 핵연료 이송공정은 월성과 비교분석 했을 때 표 

3-1-3과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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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는 1993년에 건식저장고를 완성하여 매년 사용후핵연료 이송

공정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 입회 하에 진행하고 있다. Embasle 원전의 

이송공정은 월성과 비교해서 몇 가지 다른 공정을 추가했으므로 이송작업 

진행효율이 월성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Embalse의 

용접구역인 hot-cell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분리된 건물에 있기 때문에 

2명의 사찰관이 상주하면서 사찰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평균 1일 작업에 바

스켓 2개를 이송하지만, Embasle는 이로 인해 평균 1일 작업에 바스켓 1개

를 이송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월성에 비해서 작업효율이 낮은 

Embasle에 2 명의 사찰관을 파견하여 사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mbasle의 

사용후핵연료 이송공정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작업자는 flask Ⅰ에 빈 바스켓을 넣고서 저장조 속의 작업대에 올려

놓는다. 작업자는 월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 60다발을 한 바스켓

에 넣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이 검사를 마치면 flask Ⅰ에 뚜껑을 닫는다. 

    ⊙ 작업자는 grapple을 이용해 바스켓이 담긴 flask Ⅰ를 drain/dry 역

으로 끌어올려 건조시킨 후에 cartⅠ에 싣고 용접구역인 hot-cell로 이동시켜

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flask Ⅰ 뚜껑을 열고 바스켓을 용접대 위에 올려

놓는다. 용접된 바스켓을 flask Ⅱ에 넣고서 월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식저

장고의 canister에 저장한다.



표 3-1-3. Embalse/Wolsong 간 핵연료 이송공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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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연료 이송에 대한 안전조치 검사

    국제원자력기구는 가압중수로(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 

PHWR)형 원전인 월성 1호기(CANDU 600 MW reactor)를 on-load reactor

로 정의하여 이에 맞는 안전조치 기준(safeguards criteria)을 적용한 사찰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수로 원전의 천연 이산화우라늄(UO2) 연료가 3,500 

MWD/t 정도 연소되어 방출될 경우 방출된 사용후핵연료 1다발에는 플루토

늄이 약 68 g 생성된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천연 이산화우라늄(UO2) 연료를 조사했을 경우, 조사된 핵

연료 120 다발에는 핵폭발 장치로 전용 가능한 최소량(Significant Quantity 

: SQ)의 플루토늄 8 ㎏ 이  포함될 수 있다고 평가하 다. 경수로와 비교했

을 때 중수로의 플루토늄 생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중수

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이송에 대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4는 사용후핵연료 이송기간에 Embalse/Wolsong 간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조치 절차를 비교한 것이다. 이는 시설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용

되는 기준은 일치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조치 기준에 의해 0.3 SQ 이상

의 핵물질을 수송할 수 있는 용기는 사찰관이 검사한 후에 이동할 수 있다

고 정의하고 있다. 사찰관은 이 기준에 의하여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이

송공정에 참여하여 다음의 절차로 사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사찰관은 확장건물의 차량/장비출입구(shutter door)에 설치된 봉인을 

제거하고 사용후핵연료 이송공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임시 카메라장치를 작업

구역에 설치하여 사용후핵연료 이송기간 동안 작업구역의 over head crane, 

grapple, fuel lifting tool, basket 이동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찰관은 작업자가 빈 바스켓을 저장조 속의 작업대에 올려놓기 전

에 바스켓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작업구역에 놓인 핵연료 저장용 선반

(tray)의 일련번호를 확인한다. 

    ⊙ 작업자가 작업대에 놓인 바스켓에 핵연료 60다발을 삽입하면, 사찰관

은 삽입된 60다발 가운데 2다발을 임의로 선정하여 핵연료 일련번호 인식장

치(SCAI)를 이용하여 핵연료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비파괴 측정장치를 이

용하여 핵연료의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표 3-1-4. 핵연료 이송기간에 적용되는 Embals/Wolsong간의 핵물질안전조치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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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관이 검증한 바스켓에 대해 작업자는 뚜껑을 닫고 사찰관의 입

회 하에 저장조 옆에 설치된 hot-cell 용접구역으로 이동시킨다. 사찰관은 용

접 시작 전에 바스켓의 일련번호를 재확인하고 작업자의 용접을 허락한다. 

    ⊙ 사찰관의 입회 하에 작업자는 용접된 바스켓을 수송용기인 flask에 

담고 건식저장고로 이송하여 canister에 안전하게 넣는다. 이때, 사찰관은 

overhead crane에 부착된 저울을 이용하여 바스켓을 담고 있는 flask 와  바

스켓을 canister에 넣고 난 후의 빈 flak의 중량을 상호 확인한다. 

    ⊙ 이상의 사용핵연료 이송기간동안 사찰관이 현장을 떠나는 각 작업구

역에 대해 봉인을 설치하여 더 이상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 특히, 저장조에서 바스켓이 수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경로인 grapple에 

대해서는 항시 봉인을 부착해야 한다. 사찰관은 canister에 대해서도 구봉

인을 설치하기 이전에 매번 임시봉인을 설치하여 Continuity of 

Knowledge(COK)를 유지한다. 

    ⊙ 작업자는 9개의 바스켓을 한 canister에 저장하면 구 end-plug로 

canister를 닫고 end-plug와 canister 상단을 용접하고 canister 뚜껑을 닫는

다. 사찰관은 cobra 및 metal 봉인용 wire를 canister 밑 부분에서 삽입하여 

canister 뚜껑에 부착된 tube를 관통하고 canister 밑 부분으로 다시 나오도

록 하여 이중봉인을 설치한다. 사찰관의 구봉인이 설치되면 작업자는 

canister 뚜껑을 용접하여 빗물 등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 

    ⊙ 사찰관은 핵연료 이송 공정이 끝나면 관련장비(HSGM, SCAI, 

temporary camera VACOSS-seal)를 철수하고 service area 출입구의 

shutter door에 봉인을 부착한다.

    ⊙ 이상과 같이 핵연료 이송작업이 끝나면 사찰관은 9개 바스켓이 저장

된 새로운 canister의 experiment tube 속으로 검출기를 삽입하여 감마 스캐

닝 함으로써 각각의 canister에 대한 감마선 finger-print를 확보한다.

 다. 원격무인감시 개념 설계

  (1) Performance Requirements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이송공정에 대해 안전조치 검사 목적의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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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감시장치를 도입하게되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은 현장에 참여하지 않

고 전공정의 진척상황과 안전조치 관련 검증결과 및 문제점 등을 원격 수신

할 수 있게 된다. 본 장치는 무엇보다 기술의 신뢰성과 감시결과의 재현성 

등에 대한 현장적용결과에 근거한 안전조치 측면의 타당성 분석이 선결되어

야 한다. 무인원격감시 장치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검사 목적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이행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Functional Requirements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지정된 작업구역 내에서 비파괴 검증이 성공적

으로 수행된 사용후핵연료만이 지정된 바스켓에 담겨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

야 한다.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저장조 속의 바스켓에 담겨지는 모든 사용후핵

연료 다발의 일련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바스켓에 담겨진 각 연료의 자료(연소이력, 냉

각기간 : 시설 운 자가 제공), 비파괴 검증결과 등의 안전조치 데이터를 수

집하여 바스켓 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바스켓이 저장조 속에 놓여 있는 동안 바스켓

에 담긴 연료다발이 교체되거나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60다발의 연료를 담고 있는 바스켓이 용접작업

구역인 hot-cell 내로 이동하는 것을 연속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동기간 

동안 바스켓에 담긴 연료다발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바스켓이 용접작업구역인 hot-cell에서 보관 또

는 용접되는 기간동안 연료다발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야 한다.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용접된 바스켓이 수송용기에 담겨져 건식저장

고의 canister로 이송되어 저장되는 기간동안 COK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

고, 이 기간동안 연료다발이 바스켓에서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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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지정된 canister에 지정된 바스켓이 저장된 것

과 canister에서 바스켓이 교체되거나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

어야 한다.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지정된  canister에 저장된 바스켓의 수량과 각 

바스켓에 대한 안전조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canister 단위로 데이터베이

스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Design Requirements  

    ⊙ 원격무인 감시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이송기간인 3개월 동안 무인상태

로 작동되어야 한다. 만일 전원공급장치가 완전 차단됐을 경우에도, 원격무

인 감시장치는 자체전원공급장치를 활용하여 COK를 1주일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 장치는 1주일 이내에 차단된 전원공급을 자체 복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장치 적용 하에서 작업자는 연료 60다발을 1개의 바스

켓에 담는다. 원격무인감시장치는 바스켓에 담겨지는 모든 연료다발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비파괴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바스켓에 담겨지는 연

료다발의 수량 확인 및 비파괴 검증 실패로 인해 재검증해야 할 확률을 가

능한 낮게 설계되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설계요구조건은 바

스켓당 10
-2 개 이하이다. 

    ⊙ 용접된 바스켓에 담겨 있는 연료다발을 재검증 해야할 정도로 장치

가 실패할 확률을 가능한 낮게 설계하여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설계요구조건은 바스켓당 10
-4
 개 이하이다. 

    ⊙ 이중 봉인이 부착되기 이전에 canister에 저장된 바스켓을 다시 꺼내

서 재확인해야 할 정도로 장치가 실패할 확률은 가능한 낮게 설계되어야 한

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설계요구조건은 canister loading operation 

당 10
-3 개 이하이다. 

    ⊙ 핵연료 이송 공정 상에 작업의 지연 또는 방해 등으로 인해 원격무

인감시가 실패할 확률은 가능한 낮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이상의 설계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격무인감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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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장치들이 백업(redundancy)용으로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이중

봉인이 적용되기 전의 loaded canisters에는 반드시 원격무인감시 관련 장치

들이 중복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장치는 부정 조작되기 어렵고,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와 관련된 모든 안전조치 데이터는 현장의 1차 자료보

관 컴퓨터에 저장되어야 한다.  원격무인감시와 관련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보관된 안전조치 관련 데이터가 원격 송신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원격무인감시 관련 모든 시스템들

은 사찰관이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장치를 통해서 수집된 안전조치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개발할 검토 소프트웨어는 바스켓 1개 이송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

하는데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검토 소프트웨어는 사찰관이 검토한 자

료를 보관하고 검토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조치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사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높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산업표준 포맷으로 저장되어서 

필요에 의해 타 응용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authentication/ encryption 

과정은 모듈화 되어서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장치는 원격감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지정된 기관

으로 안전조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와 관

련된 안전조치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안전조치관련 데이터가 현장에서 운 될 컴퓨터로의 저장과 저장된 

자료의 원격전송은 반드시 인증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컴퓨

터에 저장된 원격감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인증 받지 않은 접속은 금지되어

야 한다. 장치는 사찰관 또는 필요에 의해 시설운 자에 따라서 데이터에 접

속할 수 있는 준위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장치는 예방차원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 시스템 설계 시점에서 언급된 설계요구사항들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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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 분석 및 실패에 대한 분석 등이 선결되어야 한

다. 핵연료 이송 전공정에 발생할 수 있는 human factors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장치는 핵연료이송 공정에서 발생할 예기치 않은 변화

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여 안전조치 결

론을 내리는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장치는 자신의 실패와 고장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은 고장정보를 작업자에게 알려서 더 이상의 작업진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고장이 회복되면 정상적인 동작 모드로 자체 전활 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무인감시장치와 시스템 운 자간의 상호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

야 할 것이고 운 절차 등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격무인감시장치의 구성요소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이송공정에 적용될 원격무인감시장치는 이상

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만이 안전조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장치에 적용될 각각의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장치 요소들을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가) 장치의 개념도 

    본 시스템은 핵연료 이송 전공정에 적용돼 이송기간동안 핵물질이 전용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핵물질을 전용할 수 있는 경로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센서

를 부착하여 핵연료 이송기간 동안 COK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각의 감시 위치에 적용될 센서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performance 

requirements 사항들을 반드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1-69 및 

3-1-70는 사용후핵연료 이송에 대한 원격감시 개념과 센서의 구성요소를 나

타낸 그림이며, 표 3-1-5에서는 사용된 센서의 목적 및 사양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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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원격감시장치에 적용될 센서의 specification 

위치 검출기 종류 사용목적 Spec.

D1
감마선 검출기

(CdZnTe)

- Cs-137 감마선 

  검출

- 사용후핵연료 진위

  확인

- 다발 수량 확인

-Active volume : ∼20㎣ , 

-Type : hemisphere

-Resolution : ∼1.5 keV at 662 keV

-Input polarity : negative

-Power : +5V

-Operation temp. : -10∼70℃

-방수,    -내방사성 : 10
7
 rad/hr

D2

∫

D4

감마선 검출기

(CdZnTe 

detector)

-gross gamma-ray

 검출

-핵물질 거동 추적

-바스켓 입/출입 현황

 확인

-핵물질 전용 감지

-Active volume : ∼60㎣ 

-Type : hemisphere

-Resolution : ∼2.3 keV at 662 keV

-Input polarity : negative

-Power : +5V

-Operation temp. : -10∼70℃

-방수,   -내방사성 : 10
5
 rad/hr

D5

∫

D6

중성자 검출기

(Optical Fiber 

Scintillator)

-바스켓 장전 수량

 확인

-바스켓 이동 방향

 확인

-핵믈질 전용 감지

-Active volume : 미정

-Type : Linear or cylinder  

-Input polarity : + or - 

-Power : +5V (battery supplied)

-Operation temp. : -10∼70℃

-방수,  -내방사성 : 10
5
 rad/hr

NSCAI
 수중카메라

 (R930)
-다발 일련번호 인식

-기능 : Zoom, Macro, Motion capture

 OCR, Digitalization

-Spec.: 내사사성(10
7
 rad/hr),

 Vidicon tube (직경 40 mm이하)

 총길이 : 300 mm 이하

 Ooperation temp. : -10∼70℃

 Light : 100W 이상

S1 수중카메라
-핵연료다발 장전

 현황 확인

-기능: Zoom, Macro, Motion capture

 Digitalization

-Spec. : CD lens(직경 40 mm이하)

 총길이 : 100 mm 이하

 Ooperation temp. : -10∼70℃

S2

∫

S4

디지털카메라

(DCM14)
-핵물질 거동 추적

-Digitalization

-Operation temp. : -10∼70℃

-CD lens (직경 40 m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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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 Surveillance camera for fuel loa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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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9. 사용후연료 이송에 대한 원격감시 개념



Radiation Detectors (D1 --- D6) USCAI

Junction Box

Monitoring of :

1. Spent Fuel Pond

2. Welding Area 

3. Spent Fuel Transfer Route 

4. Dry Stora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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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S3, S4, and current cameras)

MUX 
cabinet
(DAC)

DCM 14 for 
VACOSS

DSCIAEA

TCNC

그림 3-1-70. 사용후핵연료 이송공정의 원격감시를 위한 센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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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치의 요소 

    ○ D1 검출기(neutron 또는 single gamma 검출) :  

    수중, 고방사선장에서 각각의 핵연료다발이 바스켓에 loading되는 것을 

무인원격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사선 

센서의 측정결과로 인해 바스켓에 담겨지는 핵연료의 수량이 파악되고 바스

켓에 담겨지는 연료의 진위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

용될 방사선센서는 백그라운드 방사선과 선원 즉 연료에서 측정되는 방사선 

세기 비를 상호 비교하면서 바스켓에 담겨지는 핵연료의 수량을 정확히 파

악한다. 이때, 바스켓에 담겨지는 핵연료가 사용후핵연료인지 아니면 dummy 

인지에 관계  없이 바스켓에 담겨지는 방사성물질 수량만을 파악하여 이동

된 수량을 결정한다. 또한 이 센서의 측정결과에 의해 바스켓에 담겨지는 핵

연료가 사용후핵연료인지, 신연료인지 혹은 dummy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바스켓에 60 다발의 연료가 장전됐을 때에 장전된 모든 연료가 

사용후핵연료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장전된 연료 가운데 

일부가 사용후핵연료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원격무인감시시스템은 시설운

자가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사찰관에게 이와 관련된 안전

조치 결과를 원격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목적에 사용될 D1 방사선 

센서는 중성자 또는 감마선을 측정/분석하게 될 것인데, 국제원자력기구는 

가능한 중성자를 측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안전조치 자료를 생성

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작업 여건상 공간이 매우 협소하

여 센서를 결정하는데 이런 작업여건을 반 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성자 측정용 센서는 감마선 측정에 비해 체적이 크고 센서

가 복잡한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선정된 방사선 센서를 공정의 어느 측

정위치에 설치해야 만이 작업자가 본연의 의무를 하여도 센서가 바스켓에 

장전되는 연료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설 운 자와 협의해서 결정해

야 할 것이다. 

    ○ New Spent Candu-Fuel Identifier(NSCAI) : 

    NSCAI는 수중에서 작업구역에 놓여 있는 바스켓에 작업자가 핵연료를 

장전할 때 각각의 핵연료 일련번호를 읽기 위한 핵연료일련번호 자동인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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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다. 본 장치의 개념에 의하면 바스켓에 장전되는 모든 핵연료는 NSCAI

에 의해 일련번호가 확인되고 D1 방사선센서에 의해 진위여부가 확인되고 

장전된 핵연료 수량이 파악된다. 따라서 D1, NSCAI 센서에 의해서 바스켓

에 장전된 모든 핵연료의 안전조치 데이터가 생성되어 현장에 설치될 

central station에 수집된다. 이때, 시설 운 자가 제공한 이송대상 모든 연료

의 자료(연소도, 냉각기간 등) 중에서 바스켓에 장전된 연료의 자료가 1개의 

batch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공정에서는 여기서 생성된 한 개 바스

켓 단위로 안전조치 자료가 관리되어진다. central station은 핵연료 loading 

공정이 끝난 바스켓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D2 검출기(gross gamma 검출) : 

    작업자는 핵연료 60 다발이 장전된 바스켓에 뚜껑을 닫고 hot-cell 역

의 통로인 grapple 밑으로 옮겨 놓는다. 작업자는 핵연료 이송공정 절차에 

따라 hot-cell의 상부에 차폐체이면서 바스켓 수송용기인 flask가 놓여지면 

grapple을 이용해 핵연료가 담겨진 flask를 용접구역으로 끌어올린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핵연료가 전용될 수 있는 주요 전용경로로 평가되는 위

치가 이 작업 역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찰제도하에서 사찰관은 grapple에 

항상 봉인을 해서 핵물질이 사찰관 입회 없이 이동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무인감시시스템은 이 위치를 원격 감시할 수 있는 방사선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빠져나가는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수량 및 바스켓의 진위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핵

연료가 장전된 바스켓 순서대로 바스켓을 이송하도록 협조하여야 각 바스켓

의 batch 별로 안전조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다. 

    Central station은 D2 방사선 센서를 이용하여 핵연료이송 전공정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빠져나간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수량을 집계

한다. 이런 목적의 D2 방사선 센서는 바스켓에 담겨 있는 사용후핵연료 수

량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즉, 바스켓에 담겨 있는 사용후

핵연료 수량이 60이 아닌 59가 되었을 때,  이를 인식하여 central station이 

안전조치상의 실패했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가 어렵다. D2 방사선 

센서는 이송되는 바스켓이 60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담고 있다는 가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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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업자가 다음공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조치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한다.  D2 검출기가 설치될 위치는 가능한 이동되는 바스켓에 가까이 접근

될 수 있는 위치이면서 수중에 설치될 것이다. 측정될 방사선의 종류는 D1 

방사선 센서의 종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질 것이다.   

   

    ○ D3 검출기(neutron 또는 single gamma 검출)  : 

    작업자가 grapple을 이용해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을 hot-cell 역으로 

끌어올리면 안전조치 측면의 continuity of knowledge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

업 구역 내에 바스켓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grapple에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central station

에 보낸 후 D3의 방사선 센서에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이 도착했다는 신호

가 즉시 오지 않으면 원격무인감시시스템은 안전조치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현재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건물내에 설

치돼 있는 hot-cell 내부의 공간은 매우 좁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D3 방

사선 센서는 이 곳에 설치되어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의 입/출입 현황을 계속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사선 센서는 중성자와 감마선 가운데 

어는 것을 측정해도 되지만 사용후핵연료 진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중성자 측정결과가 제공되는 것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D3 센서가 측정한 바스켓은 바스켓 일련번호에 의해 관리되며, 한 개 

바스켓인 각 batch는 D1 방사선 센서가 측정한 60 다발의 측정결과와 

NSCAI가 인식한 일련번호 및 시설자가 제공한 연소도 및 냉각기간 등의 데

이터를 취합한 계량관리 자료로 구성되어 관리된다. 바스켓별로 구성된 계량

관리 자료는 건식저장고로 이송되어 저장된 후 계속 관리되어질 것이다.

   

    ○ D4 검출기(gross gamma 검출)  : 

    D4 방사선 센서는 바스켓 수송용기인 flask에 설치되어 사용후핵연료 이

송기간동안 flask에 담길 바스켓의 이송 시간 및 횟수 등을 정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이 센서는 수송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므로 전원공급 

및 데이터 송신 등에 있어서 각별한 기술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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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하는 설계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

야 한다. 바스켓이 담길 flak 내부엔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내부에 방사선 

센서를 부착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flask 외부에 부착하여 바스켓이 

flask내부로 들어 왔는지 아니면 바스켓이 빠져나갔는지 여부를 정확히 인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검출기의 검출효율 등을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방사선 센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코

드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여 센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D4 방사선 센서는 flask에 부착되어 flask가 용접구역 상단에 놓여 있어

서 건조된 바스켓이 용접구역으로 이동할 때에 바스켓이 flask 내로 들어오

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hot-cell 내에 설치된 D3 방사선 센

서도 동시에 바스켓이 hot-cell 내에 있다는 신호를 발생해야 한다. 바스켓 

용접이 완료되면 flask 밑에 장착된 shield door가 닫히고 D3의 방사선 센서

는 hot-cell내에 바스켓이 없다는 신호를 central station으로 보낸다. 작업자

는 바스켓이 담겨 있는 flask를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건식저장고로 이송하여 

overhead crane을 이용해 지정된 canister에 장전한다. 이때, D4 방사선 센서

는 flask의 shield door가 열리고 바스켓이 canister에 하역될 때에 바스켓이 

flask 에 없다는 신호를 central station으로 보낸다. 

    ○ D5,6 검출기(neutron 또는 single gamma 검출)  :  

    위에서 바스켓이 canister 내부로 내려오면 D4 방사선 센서는 flask내에 

바스켓이 없다는 신호를 central station으로 보낸다. 이때, D5,6 방사선 센서

는 canister에 바스켓이 장전되고 있다는 신호를 central station으로 보낸다. 

사찰관은 이상과 같이 D1∼D6의 방사선 센서들이 발생하는 신호를 원격에

서 수신하여 상호 분석하면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이송공정의 진척도 및 

진척상황 등을 즉시 알 수 있게된다. 특히,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 관련 자료

들을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 상의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설 측에 통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다) 방사선 센서의 상호관계 

    사용후핵연료 이송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를 담고 있는 바스켓 및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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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을 수송하는 flask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무인원격감시 시스

템의 주요 핵심 기술이다. 이를 위해 적용될 방사선 센서의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분석 한다면, 공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Bundle loading

    작업자가 수조 속의 바스켓에 핵연료 다발을 장전하게되면 D1 방사선 

센서의 측정결과가 central station으로 보내진다. 여기서 60다발이 장전됐다

는 측정 신호가  central station에 보내지면, central station은 바스켓 일련

번호 단위로 한 batch를 형성하여 계량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관리한다. 

이는 한 바스켓의 loading 작업이 끝남을 의미하며 다음 loading 작업을 준

비할 수 있도록 한다. 

    ○ Basket movement

    작업자는 위 공정이 끝난 바스켓에 뚜껑을 닫고 다음 공정인 hot-cell 

역으로 바스켓을 이동시킨다. 이때, D2 방사선 센서는 바스켓이 사용후핵

연료 저장조 밖으로 나가는 핵연료가 담긴 바스켓에 대한 신호를 central 

station으로 보낸다. 그러나, 위의 공정에서 바스켓에 담긴 60개의 핵연료 다

발이 바스켓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런 무인원격감시 개념이 

성립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런 바스켓에 대한 실패확률을 정하여 

이런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스켓에 장전된 60개 핵연료의 연

소도 및 냉각기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스켓 표면에서 측정되는 방사

선량 값만을 갖고서 바스켓에 담겨 있는 핵연료 수량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 Welding area 

    작업자는 위 공정이 끝난 바스켓에 뚜껑을 닫고 다음 공정인 hot-cell 

역으로 바스켓을 이동시킨다. 이때, D2 방사선 센서는 바스켓이 사용후핵

연료 저장조 밖으로 나가는 핵연료가 담긴 바스켓에 대한 신호를 central 

station으로 보낸다. 그러나, 위의 공정에서 바스켓에 담긴 60개의 핵연료 다

발이 바스켓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런 무인원격감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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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런 바스켓에 대한 실패확률을 정하여 

이런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스켓에 장전된 60개 핵연료의 연

소도 및 냉각기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스켓 표면에서 측정되는 방사

선량 값만을 갖고서 바스켓에 담겨 있는 핵연료 수량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라. 결론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이송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원격감시체

제로 전환하게 되면 시설운 자와 사찰관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접근을 위해서 양측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

이 있다. 우선 현재의 핵연료 이송공정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작업진

행속도가 달라지는 등 작업진행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원자력

기구가 요구하는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이 국제원

자력기구의 설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현

재의 공정 하에서 무인원격감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접근방

안이 될 것이다. 

    만일 국제원자력기구가 무인원격감시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할 의향이 

있으면 먼저 핵연료 이송공정 절차에 대한 설계요구사항들을 개발하여 시설 

측에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운 자는 핵연료이송공정의 자동화에 대한 경제

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와 도입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

자동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현황 분석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정은 숙련공에 의한 작업능률은 높지만 연구개발

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자동화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정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작업자 보호측면에서는 많은 개선

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격무인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설계요구사항 개발 시에 무인모드에서 안전조치상의 문제점 없이 전 공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를 반 해야 한다. 원격무인감시 체제하에서 핵연료 이

송 공정이 진행되다가 원격무인감시 시스템의 요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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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원격감시체제을 이용해서 핵연료 이송공정에 대한 안전조치검사

를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이 attended or unattended 로 수행되어야 

하는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월성원전의 핵연료이송공정에는 많은 작업

자가 동원되어 모든 공정을 수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원격

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공정이 원격감시 시스템의 요구사항들 

만족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업현장의 특성상 일련의 공정에 작

업자들의 숙련도 등의 요소가 큰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unattended 

mode로 원격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 공정이 규격화된 절차에 

의해서 작업자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조건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공정

을 먼저 개선시켜야 한다. 현재의 공정에 원격감시용 센서를 설치하게 될 경

우에 작업자가 핵연료이송공정을 하다가 실수한다면, 센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안전조치상의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3. PWR 원격감시시스템 개발

 가. 원격 감시 시스템 구조

 IAEA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Member State Support Program : MSSP)

으로 광 3호기부터 시작한 원격감시에 의한 핵물질 거동 감시가 국내의 

모든 경수로발전소(PWR)에 도입되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와 전자봉인 

및 가타 다른 적합한 감시장비를 조합한 원격감시시스템(Remote Monitoring 

System : RMS)에 의하여 감시하는 것으로 감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기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각의 PWR은 구조적인 형태에 따라  핵물질 안

전조치 측면의 전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조명, 전송 케이블 길이, 전원, 설치 위치, 설치 및 보수유지 용이성, 방사선 

취약성, 온도, 습도 등이 고려되어 RMS 요소장비의 설치를 위한 기본 설계

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저장조 방향으로 설치하여 사

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일어나는 거동을 감시하며, Canal gate에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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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Seal System(VACOSS) seal을 설치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움직임을 

차단한다.  Reactor core에는 equipment hatch에 VACOSS seal을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하고 equipment hatch의 개폐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VACOSS seal은 감시카메라의 control module (DCM 14)에 연결

하여 신호가 전송되며 감시카메라는 communication server에 접속된다.  

Communication server의 Modem에 외부 전화가 연결되어 통제센터의 hub 

station에서 PWR의 communication server의 hard disk에 저장되어 있는 감

시카메라 및 VACOSS Seal의 자료를 수신하며 이는 한국 server 및 비엔나

에 있는 IAEA server로 자료를 송신한다.

모든 감시카메라 및 VACOSS Seal 설치는 2 단계로 설치되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는 방사선 준위가 낮음으로 항시 설치 작업을 할 수 있으나, 

reactor core는 방사선 준위가 매우 높고 설치가 위험하여 평시에는 이곳에

서 설치 작업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발전소의 계획 정비 기간 중에 

설치하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설치는 제 1 단계로 핵연료 저장조에 감

시카메라 및 server가 설치되며, 제 2 단계에서는 reactor core 및 equipment 

hatch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감시카메라 설치, 장비출입구의 출입을 통제

하기 위한 VACOSS seal, 격납용기 내에서의 conduit 작업 및 penetration을 

통과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위치한 server까지 케이블 설치한다. 발전

소의 격납용기와 타 지역은 개념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사이다. 

 

 나. 원격 감시 요소

    원격 감시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되어 있다.  Hardware로서 디지털 감

시카메라, VACOSS seal, communication server가 있으며, software로서는 

자료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encryption 과 authentication, 발전소와 

규제자 즉 통제센터와 IAEA 간의 통신의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  관련 

hardware 및 software는 IAEA에서 승인된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의 시험을 통하여 실증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것을 IAEA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음으로 에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 문제점

이 없다.  통신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화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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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비용도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통신 품질 및 비용은 원격 감시에 가

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다. 원격 데이터 

    2000년 8월  CMS 설치 시 고리 2,  광 3, 울진 1, 2 호기에서 상을 

수신을 시작하 다.  이후 11월 고리 1 호기, 12월 울진 4호기가 추가되어 

현재 총 6 기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다.  모든 카메라의 Picture Taking 

Interval(PTI)는  3 분으로 1 장씩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어 있다.  만약 

어떤 움직임이 탐지되면 (motion detection)이 나면 1 분 간격으로 자동 변환

된다.  이에 관련된 데이터는 공유되지 않는다.  하루에 정기적 주기로 약 

480 장을 찍으며 이에 대한 용량은 카메라마다 다르나 약 6∼7 MB 가 된다.  

1 호기 당 하루 약 14 MB로 매달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됨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라. 통신 품질 

    Hub station은 발전소의 communication server와 일반 전화선 (PSTN)

에 의하여 자료를 수신한다.  발전소에 설치된 서버에는 28.8 K US robotics 

modem이 설치되어 있고 hub station도 역시 28.8 K US robotics modem을 

사용하고 있다. 발전소에 설치되어있는 서버의 hard disk에 저장되어 있는 

감시카메라 상 및 VACOSS Seal 데이터를 수신하여 hub station hard 

disk에 저장한다. 현재 2 대의 전화선을 사용하여 수신하고 있다.  Hub 

station에 저장된 데이터는 미국 AT&T사의 전용선 (Frame Relay)에 의하여 

비엔나에 있는 IAEA에 송신하며 속도는 56 Kbits/s 이다.  AT&T 일주일에 

1 - 5 회 AT&T에서 선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전화선을  사용하고 있다. 

IAEA는 통신 방법으로 token ring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별로 사용되

고 있지 않은 기술이나 원격 감시 체제가 이에 근거에 개발되어 계속 사용

되고 있다.  Hub station과 SSAC server는 역시 token ring에 의하여 통신

되고 있다.  SSAC server는 하루에 2 - 3 회 hub station에서 데이터를 수

신하고 있다.  SSAC server는 data storage array에 원격 데이터를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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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SSAC server 와 review station은 ethernet에 의하여 연결되고 있

으며 TCP/IP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표준 통신 방법

이다.  Hub station 이나 SSAC server, review station 모두 보안을 위하여 

연구소 LAN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전화선을 이용한 modem 

통신은 보통 9600 에서 12000 bits/s 의 속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화 

통신 품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속도로 높지 않으며 중간에 잘 끊기고 있

다.  모뎀을 56 K modem을 사용하여 시험하여도 속도는 같다.  전화선 자

체의 한계로서 더 이상 속도를 증진시킨 수 없다. 하루에 보통 480 개의 file 

이 생성되며 한 file이 14 K시에 6.12 MB로서 현재 전송에 어려움이 있다.  

발전소와 Hub station간에는 우리나라와 공유되는 health folder 이외에 

maintenance, motion, alarm folder의 데이터도 전송함으로 50 % 추가된다. 

현 상태에서 평균 전송 시간은 카메라 1 기당 약 110 분으로 발전소 1 기당 

약 220 분 정도 소요된다.  전송비는 약 1 기 당 20 만원/달 소요된다. Hub 

station과 IAEA 간은 전용선으로 2500 불/월 소요된다.

 마. 다중 원격 시스템 

 우리나라의 경수로는 3 개의 지역 고리, 울진, 광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지역에 4 개의 발전소가 있다.  한전에서는 2 개의 발전소를 1 개의 운  

단위로 건설하여 운 하고 있다.  현재 설치된 원격감시 장비는 각각 발전소

에 설치되어 있다.  이를 2 개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통합하여 통신에 대하

여 평가하 다.

    현 상태에서 발전소의 grouping에 의한 방안은 효과가 별로 없다.  통신

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전자 상거래에 도입되고 있는 Virtual 

Private Network(VPN)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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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원격 시스템 평가 

구 분 단일 시스템 다중시스템 다중시스템

운  

단위

각 호기 site 단위 발전운  단위

예 고리1 고리2 고리3 고리4

광1 광2 광3 광4

울진1 울진2 울진3 울진4

고리

광

울진

고리1,2  고리3,4

광1,2  광3,4

울진1,2  울진3,4

내부 

접속

필요 없음 o site 내부 4 호기를 

내부전화로 Modem 

연결

o 각 site 당 1 기를 

Main  Server 로 지

정

o 운  단위로 2 호기씩 

내부 전화로 Modem 연결

o 운 단위 당 1 기를 

Main Server 로 지정

외부 

접속선

12 개 외부 접속 3 개 외부 접속 6 개 외부 접속

장점 각각 독립적으로 운 되

어 안정성이 있음

관리가 매우 편함 관리가 비교적 편함

단점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

움

o 발전소 내부 전화

의 통신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음

o Main Server 고장

시 향이 매우 큼

o 발전소 내부 전화의 통

신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음

o Main Server 고장시 

향이 큼

경제성 통신비 비슷함 o 통신비 비슷함

o 현 장비의 전송거

리가 제한되어  발전

소    간에 Server를 

공유하여 Server의 

수량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없음

o 통신비 비슷함

o 현 장비의 전송거리가 

제한되어 발전소간에 

Server를 공유하여 Server

의 수량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없음

종합 현 시스템 특별한 이점이 없음 특별한 이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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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VPN 기술

     Virtual Private Network(VPN)으로 인터넷들 통신사업자의 공중 네트

워크를 사용자가 마치 자신의 전용회선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즉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firewall이나 인증장비, 암호화 장비를 통해 외부 사

용자의 침입을 차단함으로써 하나의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한다는 개념으

로 늘어나는 인터넷 접속과 세계 원격 LAN접속에 대한 필요의 합일점으로 

기업 생산성 면에서 향후 대혁명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이는 기술이다. 이는 

기본적인 개념은 ISP (인터넷 서비업체)의 공중망을 전용선 구간처럼 사용하

는 기술이다. 따라서 원거리 통신망 (Wide Area Network : WAN) 연결시 

ISP의 공중망을 이용하므로 전용선을 사용할 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WAN 구축 및 운 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로 기업체에서 구축

이 되어 주고 대내적인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사용되어온 네트워

크가 앞으로는 대외적인 업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생산수단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 LAN)과 달리 WAN

은 원거리를 연결하는 특성 때문에 LAN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VPN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사용하고 비용 효과적인 편리함이 있으나 공중

망을 사용함으로써 부딪힐 수 있는 보안문제 때문에 기업체에서 도입을 꺼

려왔다. VPN은 internet와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private network의 특성

과 이점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이다. Private network이 갖고 있는 장점은 network을 직접적으로 통제

함으로서 network의 운 에 유연성과 독립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network 장비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인증되지 않은 접근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구현하는데 있다. Public network과 private network, 

VPN의 성능 비교는 표 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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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Network 비교

구분 비용 보안 유동성 백업회선

Public Network 낮음 낮음 높음 ISP 망사용

Private 

Network

높음 높음 낮음 자체구축필요

VPN 낮음 높음 높음 ISP 망사용

VPN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핵이 되는 기술은 역시 터널

링 기술에 따라 표 3-1-8와 같이 구분한다.  터널링 기술이란 전용망 환경에

서  점대점으로 회선을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위해 두 종단 사이에 가상

적인 터널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터널링 프로토콜은 계층 별

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IETF의 IPsec 워킹 그룹이 네트워크 계층의 터널링 

프로토콜로 제안한 IPsec이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IPsec은 인터넷망

에서의 보안 문제인 인증, 무결성, 기 성, 리플레이 방지 등을 제공하기 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VPN 터널링을 위한 보안서비스 제공에 적절하다.  

IPsec은 원격감시에 가장 필요한 보안성 및 인증이 뛰어나다.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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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VPN 기술 비교

기술 강점 약점 네트웍내 위치 개발 동향

IPSec -표준 추적 프로토콜 

-상층 애플리케이션과 무관한 운

-IPv6의 일환으로 구축 -네트웍 주소 

변환의 필요없이 네트웍 주소 은닉을 

허용

-최신 암호기법 개발을 수용

-사용자 관리 결여

-업체간 실환경에서 상

호 운용성 결여

-데스크톱 지원 빈약

-표준화 미흡

-안전이 기대되는 네트

웍 도메인의 말달 또는 

개별 랜 세그먼트에 적

합

-전화연결 원격 접속을 

위한 업체 솔루션에서 

사용자 컴퓨터를 위해 

유용한 소프트웨어

-IETF 연구반이 프로토콜 

작업 진행중

-연구반과 협동하는 업체

들이 인증 교환 프로토콜 

및 인증 형식을 포함하는 

PKI의 다양한 측면을 표

준화

FireWall -인증, 접속과 계정을 포함하는 보안 

패러미터를 집중관리

-터널 규칙 변경을 위한 공통 인터페

이스 제공

-대개 사용자 액세스 제어목록을 제

공하고 원격 클라이언트와 소통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암호화로 방화벽 성능 

제한

-단일 고장 지점을 유발

할 가능성 

-VPN 규칙 추가시에는 

확립된 규칙을 신중히 

수정할 필요

-통상 공중망이 상대하

는 엔터프라이즈의 말단

에 위치

-개발 및 거래 당사자와 

상호접속되는 지점에 유

리

-IPSec 과 목적은 유사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솔

루션을 개발하거나 협력사

와 공동으로 암호처리를 

하드웨어로 이관

Socks v5 -Application 수준의 보안으로 

Application에 대한 액세스를 고도로 

제어

-속스 서버에 사용자 기반의 액세스

를 설립

-버전 5에서는 Application을 속스에 

맞춰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음

-데스크톱에 서버 인증 및 암호화 제

공

-삭스 서버는 자원소모

적이고 확장성을 방해

-거래 및 개발 협력사 

등 외부 사용자 관리가 

어려워짐

-방화벽 뒤안의 네트웍 

외곽에 적합

-사설망에서 사용자 제

어용으로 사용가능

-강력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

-사용자 정책을 관리하는 

야호한 방법

-사용자 관리를 위한 NT 

domain 같은 기존의 디렉

토리 구조를 이용하는 네

트웍 자원과 애플리케이션

PPTP -Windows NT와 Windows95 플래폼

에서 운

-종단간 및 서버간 터널링을 수용

-원격접속을 위한 인기 있는 부가가

치 사양 

-인증을 위해 기존의 windos사용자 

도메인사용

-다중 프로토콜 기능을 제공

-RSA RC-4 암호화 사용

-원격 접속 서버에 데이

터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음

-전용성을 가지므로 윈

도우즈 NT 서버가 터널

을 종료시켜야함

-RSA RC-4 암호화만 

사용

-프록시 터널링을 위한 

원격접속 서버에 적합

-스틸헤드를 운 용하는 

windows NT Server를 

보유하는 원격 사무소 

사이에 사용 가능

-windows95 desktop 이

나 windows NT 

workstation에서 사용 가

능

-IPSec 과의 통합

L2F -다중 프로토콜 터널링 지원

-다수 업체가 폭넓게 지원

-암호하 지원 결여

-사용자 인증 빈약

-터널 흐름 제어 기능 

결여

-POP원격 접속에 적합 -터널 섭립을 위해 사 자

명/도메인명을 사용

L2TP -PPTP와 L2F를 결합

-X.25와 프레임 릴레이에서 운용되려

면 패킷망만 필요

-전용 프로토콜

-최종 연결 구간에서 보

안 미흡

-POP원격 접속에 접함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

보 방안 개발중

-원격 접속 업체들이 수용

할 전망

VTCP/시큐

어

-인증 및 암호처리가 강력

-종단간 보안 지원

-도메인명에 기초한 지능적인 터널링 

제공

-전용 프로토콜

-LAN-to-LAN 구성 불

가

-다중 프로토콜 지원 없

음

-거래 당사자 네트웍에

서는 방화벽내, 라우터 

근방의 서버에 최선

-보안 도메인의 외곽에

서도 유능

-IPSec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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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ec 동작에는 세 가지 기본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즉, Security 

Association(SA), Authentication Header(AH), Encapsulation Security 

Payload (ESP)가 IPSec 동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Security Association(SA)

그림 3-1-71은 CMS 서버에 소프트웨어 VPN 에 대한 configuration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Configuration은 각 서버에 대한 IP을 이 configuration 에 넣

어주면 된다.  

그림 3-1-71 Checkpoint configuration 화면 

    그리고 발전서 서버의 configuration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주고/받으

려고 하는 각 서버의 IP를 이 도구를 이용하여 넣어주면 된다, 그림 3-1-72

는 management 서버에서 각 서버(발전소 및 CMS 서버)에 대한 규칙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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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면이다. 이 규칙이 정해지면 각 서버는 이 규칙을 management 서버

로부터 down 받아 통신시 firewall을 수행하게된다.  

     

         그림 3-1-72. Management 서버의 규칙 설정 및 설치 화면

    Management의 규칙 설정 및 설치가 완료되면, 통신이 시작된다. 통신은 

Automate라는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자동 FTP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통신하 다. 그림 3-1-73은 Automate에 대한 configuration 및 통신하는 화

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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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 Automate Configuration 및 통신 화면

   그리고 하드웨어 VPN과 마찬가지로 통신에 대한 신뢰성 및 취약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network sniffer를 이용하 다. 통신에 대한 신뢰성 기준은 통

신량(packet 량) 및 전체 Byte 수등을 점검하 다. 그림 3-1-74는 통신량을 

network sniffer를 이용하여 확인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 116 -

 

        그림 3-1-74. Network sniffer를 이용한 통신량 점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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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Network sniffer를 이용한 packet 및 network traffic 확인 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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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75는 network sniffer를 이용하여 packet 량을 확인한 그림이

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VPN 이나 소프트웨어 VPN 이나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network에 대한 신뢰성 또한 95 % 이

상의 통신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므로 기존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대

체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 시스템과 동일 한 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에 대한 보안 및 신뢰성 역시 이 실험을 통하여 문제없음을 본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2) Authentication Header(AH)

    AH는 IPSec에서 IP 데이터에 대한 인증서비스와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

를 제공한다. AH는 패킷의 체크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AH는 1) next 

header field, 2) payload length, 3) Security Parameter Index(SPI), 4) 

sequence number, 5) authentication data 다섯 가지 필드를 포함한다. 다섯 

가지 필드 중에서 SPI는 송신자가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authentication data는 SPI에서 정의된 암호알고리즘으로 패킷의 

payload를 암호화하여 얻어진다.  IPSec은 인증 기능의 향상을 위해 패킷 체

크섬 계산 방법을 기존 MD5 방식 대신 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HMAC)-MD5와 HMAC-SHA 방식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3) Encapsulation Security Payload(ESP) 

    ESP는 패킷의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AH처럼 패킷 처리에 필요한 

SA정보를 수신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SPI를 포함하고 있다. ESP는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른 암호알고리

즘을 사용할 수 있다. ESP에서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AH와 달리 IP 헤더에 대한 인증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한다. 

 

  (4) 적용가능 VPN

    IPsec을 구연하는 제품은 여러 회사에서 관련 제품이 생산되나 현재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이스라엘 Cybertech 사의 checkpoint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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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sco 사의 secutity VPN, 핀란드 Nokia 사의 model 500 제품등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이 들의 가격은 약 1000 - 3000 달러로서 checkpoint 

VPN은 software based 이며, 나머지는 hardware base 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3DES, DES, RC5, Bolwfish, CAST, IDEA 등의 암호 algorithm과 

MD5, SHA-1 등의 인증 algorithm이 사용 가능하다. VPN은 internet 상에

서 구현되므로 기본 통신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고, 인터넷 선을 설치가 필

요하다.  보안상 발전소 및 연구소의 LAN(즉 내부망)을 사용하지 않고, 한

국통신의 ADSL(외부망)을 사용 할 수 있다. 성능 및 경제성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3-1-9. VPN 과 전화 성능 비교

구분 VPN 전화선

전송속도 2 Mbps/s 15 Kbps/s

품질 Internet 성능에 달림 일부 지역 성능이 좋지 않음

경제성

제품 2,000,000 만원/1기 

(IAEA 제공)

ADSL 50,000 만원/1기 월

국내 : 200,000 만원/1기 월

국외 : 2,000,000 만원/월

보안 강력 자체 보안 없음

전송양 데이터 양 관리 필요 없음
통신비 및 속도 면에서 데이

터 관리 필요

비고 검증 필요 검증 됨

 사. Safeguards에 활용성

    Safeguards에서 internet 사용에 가장 고려 요소는 보안성이다. 그러나 

IPSec에 의한 VPN은 보안과 인증에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통신에 대한 비 화 및 인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

고, 경제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원격 감시의 가장 장해 요인인 통신을 VPN 

채택으로 새로운 전환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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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흔적량 핵물질 탐지기술 개발

1. 사찰관련 지표물질의 특성 및 분석법 비교

 가. 지표핵종 및 지표화합물의 특성  

    원자력 시설 주변의 환경시료 또는 시설내 공정시료를 분석하여 현재 

또는 과거의 핵 활동을 탐지하고 추적 평가하여 핵 활동을 감시하고 억제하

고자 하는 노력이 IAE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흔적량 

핵물질 탐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지표핵종 및 화합물의 선정에 필요한 자

료를 확보하고 정리하 으며,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찰대상 시설, 지표

핵종 및 지표물질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 다. 지표물질의 특성 및 분석과 관

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찰대상 시설로는 핵연료 가공시설, 원자로, 조사

후 시험시설, 재처리 시설, 농축시설 등이 주요 시설이 될 수 있으며, 사찰대

상 주요 지표핵종 및 화합물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동위원소들, tritium 

및 유기 추출제(아민류, 유기 인산화합물) 등이 대표적인 지표핵종 및 화합

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축시설에서는 yellow cake이나 UF6 분해 생성물 또는 농축된(감손된) 

U-235 에어로졸 등이 방출될 수 있으며, 우라늄 동위원소들이나 그들의 딸 

핵종들을 검출하므로써 시설내에서 농축공정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표핵종의 농축도나 동위원소 비를 분석하면 

어떤 형태의 공정을 수행했는지 또는 어떤 생산물을 제조하 는지에 대해서

도 판단할 수 있게된다. 원자로의 경우에는 xenon(Xe)이나 krypton(Kr) 등

과 같은 핵 분열성 물질과 tritium이나 C-14 같은 방사화 물질이 냉각수나 

대기를 통하여 방출된다. 이들을 검출하므로써 원자로 형태나 운전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원자로 형태, 운전시간, 우라늄 농축도 등에 따라서 우라

늄 또는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비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핵연료 재처리 공

정에서는 폐수나 대기중에 많은 양의 측정 가능한 장단반감기의 핵분열성 

물질 및 방사화 동위원소들이 방출된다. 이들 지표핵종을 검출하고 분석하면 

조사시간과 냉각시간을 알 수 있으며, 흔적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비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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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로부터는 연소도와 같은 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 동위원소의 조성은 U-235가 대략 0.7 

％이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U-238로 되어있다. 사찰 대상 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고 U-235의 농축도를 계산하면 그 

결과로부터 핵물질의 전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U-235의 농축도가 90 ％ 이상일 때는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경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시료 또는 시설내 사찰 시료를 분석한 후 플루

토늄 준위 및 플루토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여 핵물질의 전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핵물질 용도의 플루토늄은 

Pu-240/Pu-239의 비가 0.05 이하가 되어야 하며, 이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여 

플루토늄의 사용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tritium은 물이나 식물체 등에

서 검출 가능하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핵폭발이 일어난 경우에 다량

으로 방출되는 핵종이다.  이 경우에 tritium은 대기중으로 확산되며, 사찰대

상 지역 주위에서 빗물 또는 식물체 중에 포함된 tritium의 양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핵활동 여부를 탐지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하는데는 용매추출 방법

이 이용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유기 화학적 지표물질로는 재처리 시설

에서 사용되는 추출제들과 용매들이다.  PUREX 과정은 재처리에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

늄을 분리하기 위해서 Tri-n-Butyl Phosphate(TBP)를 추출제로 사용한다.  

TBP는 질산 매질하에서 4가와 6가의 악틴족 원소에 대해 강한 추출제로 작

용하며, 이때 actinide nitrate와 TBP 사이에는 유기층에 용해되는 안정한 착

물을 형성하게 된다. TBP는 PUREX 과정에서 Mono-Butyl 

Phosphate(MBP) 및 Di-Butyl Phosphate(DBP)로 분해되므로, 따라서 TBP, 

DBP 및 MBP가 포함된 시료와 몇 가지 radiolysis 생성물들의 존재를 확인

하게 되면 TBP가 핵연료를 재처리하는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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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표물질 특성 평가를 위한 자료

    본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표핵종 및 화합물의 선정 및 특성 평가에 

활용한 자료를 아래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1.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Sampling and Analysis Techniques to  

International Safeguards at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Nucl.  

Mater. Manage., 23, 1209(1994).

2. Current and Potential Technologies for the Detection of Radio- nuclide 

Signatures of Proliferation, PNL-SA-22130.

3. Application of CWC Analytical Procedures for Safeguards; Analysis  of 

Phosphorus-containing Organic Chemical Signatures from 

Environmental Samples,  STUK-YTO-TR 77.

4. Detection of Uncleared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Operation/ Fuel 

Reprocessing), PNL-SA-22129.

5. Wide-area Monitoring to Detect Undeclared Nuclear Facilities, 

PNL-SA-24889.

6. Uranium Isolation and Purification from Various Matrices for 

Subsequent Uranium Isotopic Analysis, DOE-OR-21600-T24.

7. The Radiometric Nondestructive Analysis of Uranium-235 in Uranium 

   Tetrafluoride, DOE-OR-21600-T13.

8. Recent Improvement in Plutonium Gamma-ray Analysis Using MGA, 

UCRL-JC-109620.

9. High Precision Isotopic Analysis of Nanogram Quantities of Plutonium, 

LA-10013-MS.

10. Isotopic Signatures: An Important Tool in Today's World, 

LA-UR-95-3837.

11. Uranium-contaminated Soils: Ultramicrotomy and Electron Beam 

Analysis, ANL-CMT-PP-79479.

12. High Precision Isotopic Analysis of Uranium and Plutonium by Total 

Sample Volitilization and Signal Integration, LA-UR-89-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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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odine-129 in the Environmental of a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 

I. J. Environ. Radioactivity, 7, 159(1988).

14. Iodine-129 in the Environmental of a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 

II. J. Environ. Radioactivity, 11, 141(1989).

15. Iodine-129 in the Environmental of a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 

VIII. J. Environ. Radioactivity, 13, 93(1991).

16. Evaluation of the Anthropogenic Radionuclide Concentrations in 

Sediments and Fauna Collected in the Beaufort Sea and Northern 

Alaska, LA-13302-MS.

17. CTBT Handbook, UCRL-ID-117293.

18. Methods for Assessing Background Level of Radiation and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Environment Around Uranium Mills, 

NUREG-CR-1253.

19. A Practical Intercomparison of Non-radiometric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Low Levels of Radionuclides, 

DOE-HMIP-RR-91-038.

20. Measurement of Trace Uranium-235 and Plutonium-239, 240 in Waste 

Tank Material at Savannah River Site, WSRC-MS-92-049.

21. Laboratory and Field Studies Related to the Hydrologic Resources  

Management Program, LA-13270-PR.

22. Dissolution of Uranium Fuel Tubes in Nitric Acid, DP-1671.

23. Light Warwe Reactor Fuel Reprocessing: Dissolution Studies of 

Voloxidized Fuel, DP-MS-77-77.

24. Development of a Rapid Radiochemical Procedure for the Separation of 

Uranium-235m from Plutonium-239, LA-UR-88-592.

25. Characterization of Uranium and Plutonium in Surface-Waters and 

Sediments Collected at the Rocky Flats Facility, La-UR-94-1216.

26. Vadose Zone Drilling, LA-UR-94-2245.

27. Characterization of Uranium in Surface-Waters Collected at the Rocky 

Flats Facility, AECL-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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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Neptunium-237 Production from Atmospheric Nuclear Testing, 

LA-9585-MS.

29. High-Precision Isotopic Analysis of Nanogram Quantities of 

Plutonium, La-10013-MS.

30. Actinide Determination and Analytical Support for Characterization of 

Environmental Samples, LA-UR-94-1462.

31. The Isotopic Signature of Fallout Plutonium in the North Pacific, J. 

Environ. Radioactiv., 36, 69(1997).

32. Isotopic Pu, U, Np Signatures in Soils from Semipalatinsk-21, Kazakh 

Republic and the Southern Urals, Russia, J. Environ. Radioactiv., 39, 

69(1998).

 다. 지표핵종의 분석법

    본 연구에서는 지표핵종의 분석법과 관련하여 열이온화 질량분석기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 TIMS)를 이용한 동위원소 희석

질량분석법(Isotope Dilution Mass Spectrometry : IDMS)으로 우라늄 및 플

루토늄의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성을 검토하 다.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동위원소 희석질량분석법으로 분석이 가능한 원소들은 

약 75종에 달하며, 이들 중에서 열이온화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

능한 고체원소들은 약 50여종이다. 핵물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용되는 대표

적인 원소들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및 희토류원소(Nd, Gd, Sm, Ce, Eu 및 

Dy) 등이 있다. IDMS를 이용하여 미지의 플루토늄 시료를 정량하는 방법에

서는 이미 동위원소비와 농도를 정확히 알고있는 일정량의 표준물을 미지의 

일정량 시료와 섞어 이를 TIMS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비를 측정한다. IDMS

를 이용한 정량에서 표준물 중 한가지 동위원소비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크

게 되면 미지시료에 대한 넓은 농도범위에서의 적용에 유리하다.

    질량분석에서의 측정 정 도와 정확도는 전자기술과 고 진공화 등의 기

술발달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abundance sensitivity가 10
-6
 또는 그 이하로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미확인 핵물질의 사찰 등과 같이 극미량을 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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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와 같은 abundance sensitivity가 낮은 질량분석기가 요구된다.  

Tandem Mass Spectrometer(TM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료에 포함된 ㎍ 

단위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온교환수지를 

시료가 용해되어 있는 질산용액에 넣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선택적으로 흡

착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동위원소 

희석법의 장점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이 극미량인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

하다는데 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흡착된 이온교환수지를 특수 제작된 

유리막대를 사용하여 rhenium filament에 현미경을 이용해 옮긴 다음 

collodion 혹은 다른 점성이 있는 물질로 고정하고 질량분석기 이온화 상자

에 넣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동시에 정량 하는 방법도 적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서, U/Pu 비는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100 이상일 경우에는 만족스

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U/Pu비가 10 이하일 경우에는 플루토늄의 동위원

소 비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위원소희석법

을 병행하여 적용하면 10 pg 정도의 미량 플루토늄 정량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방법은 핵사찰 등 미확인 핵물질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환경시료 

중에서 검출되는 핵물질의 근원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한 최근의 분석법으로는 핵활동 감시 목적으로 

환경시료내의 미량 핵물질의 양을 TIMS와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ICPM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TIMS와 ICP-MS의 분석한계는 각각 10
-15 g과 10-12 g/mL이었다.  이와 같

이 bulk 시료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TIMS와 ICP-MS 

분석법을 병행하거나 또는 개별 사용하는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미량의 

핵물질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라. 지표 화합물의 분석법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용매 추

출법이 주로 이용되며, 이 경우에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기화학적 지표

물질로는 재처리 시설들에서 사용된 추출제들과 유기 용매를 들 수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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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나 우라늄 광석으로부터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회수하기 위해

서는 TBP를 유기용매(kerosene 등) 하에서 추출제로 사용한다. TBP는 질산 

매질로부터 5가와 6가의 악틴족 원소들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강한 추출제

이며, TBP는 PUREX 과정에서 Mono- 및 Di-Butyl Phosphate(MBP 및 

DBP)로 분해될 수 있다. TBP를 포함한 시료와 몇 가지 radiolysis product 

들을 확인하는 것은 TBP가 핵연료의 재처리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

다.  이외에도 지표 화합물로 선정될 수 있는 유기물에는 organophosphates

와 organophosphonates, amines, amides, miscellaneous solvents 등이 있다.

    지표화합물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시료의 

준비와 분석방법 및 채취한 시료의 형태에 크게 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PUREX 공정에서 사용된 TBP는 추출 공정에서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되어 

DBP와 MBP로 되며, TBP가 완전히 가수분해되면 인산으로 되고 이 화합물

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Butylphosponate의 경우에는 

최종 가수분해 생산물로서 butylphosphonic acid를 생성하며 이 물질은 안정

하여 인산보다도 더 좋은 지표물질이 될 수 있다.

  (1) 시료채취 장비 및 준비

    시료채취 장비는 사전에 세척하고 myler bag 같은 불침투성 재질로 

봉해야 하며, 장비는 TBP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인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분석 방법, 분석 장비의 형태, 작동 

조건, 시료의 형태, 목표로 하는 화합물 및 분석 소요시간 등에 의존한다.  

On-site 분석을 위한 시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한성이 있어 off-site 분석

의 경우보다도 시간, 장비 및 용매 등이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지표 

유기화학물들을 실험실에서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는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GC-MS), Gas 

Chromatography-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ry(GC-FTIR),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ry(NMR) 및 감도가 높은 검출기를 

장치한 Gas Chromatography(GC) 등이 있다[14]. 최근에는 비휘발성 화학물

질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간단해졌기 때문에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LC-MS)의 역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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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제시한 분석방법들 중에서 GC, GC-MS와 FTIR 방법이 on-site 분

석에 적합하며, GC-FTIR 방법의 경우에는 기기의 사용이 불편하고 들고 다

니기에도 어려운 단점이 있어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2) Gas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는 이동상과 작은 지름의 모세관 고정상 사이에서 

물질 분배를 통해 화합물은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장비는 사

용하는 적용 온도에서 분해되지는 않고 증발만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

합물을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Carrier gas와 함께 검출기로 용리된 화

합물은 carrier gas내에 들어 있는 화합물의 양에 비례하여 signal을 만든다.  

이 방법의 장점은 높은 분리효율과 검출의 감도가 매우 높아 휘발성 유기화

합물들의 혼합물에 대한 분석정확도와 정 도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월등 

높다는 것이다. Gas chromatography의 검출기 및 검출한계를 살펴보면, 불

꽃 이온화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 FID)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

는 검출기로 거의 모든 종류의 유기 화합물들에 대해 좋은 감응을 보이며 

검출한계는 대략 0.5 ng 정도이다. Nitrogen-Phosphorus Detector(NPD)는 

phosphorus와 nitrogen을 포함하는 화합물에 대해서 감도와 선택성이 매우 

높으며, 검출한계는 phosphorus와 nitrogen에 대해서 각각 0.5∼5 pg과 10∼

100 pg이다. Flame Photometric Detector(FPD)는 sulfur를 포함하는 화합물

을 검출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출기이며, sulfur 외에 phosphorus에 

대해서도 선택성이 좋아 이들 종류의 분석에 검출기로서 적합하며 검출한계

는 5∼50 pg phosphorue/sec와 50∼500 pg sulfur/sec이다.

  (3) Mass Spectrometry

    질량분광법은 미지 물질에 대한 구조를 밝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화합

물을 모니터하고 확인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석방법이다. 질량

분석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화합물들을 전하를 띤 분자 또는 분자들의 

아주 작은 파편들인 전하를 띤 이온들로 이온화시키며 이들 하전된 화학종

들은 그들의 질량 대 하전의 비율에 따라 전기적, 자기적 또는 전자기적 장

을 사용하여 분리되고 분석된다. Mass spectrometry의 검출한계는 질량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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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법, 장비의 작동 조건, 화합물의 이온화 방법 및 분석할 화합물의 종

류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0.1 pg∼100 ng 사이이다.

  (4)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GC/MS)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 중에 들어 있는 기화될 수 있는 성분들

을 시간에 따라 분리하는 기술이며, GC를 MS와 연결한 GC/MS에서는 GC

에 의해 시간적으로 분리된 각 성분들의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분

석방법이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의 연결방법으로는 모세관 컬

럼의 연결 방법이 있으며, 모세관 컬럼에서의 운반 기체 유속은 크지 않으므

로 충전 컬럼의 경우보다 질량 분석기와의 연결이 훨씬 용이하다.  모세관 

컬럼은 질량분석기 이온원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연결 방법

이며, 모세관 컬럼을 직접 연결하면 dead volume이 없어져 GC의 성능을 그

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잡한 혼합물에 들어 있는 성분들의 질

량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료를 GC에 주입하고 MS를 반

복적으로 주사하면 되지만 환경 시료나 생체 시료를 직접 주입하면 GC와 

MS를 크게 오염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분석 대상 성분들

을 용매 추출 등을 통해 분리한 후 용액 형태로 주입하게 된다. 이 방법에서

는 사전 처리된 시료 용액 1 ㎕를 GC에 주입하게 되며 ng 수준으로 존재하

는 성분에 대한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5) 적외선 분광법

    Fourier Transform Infrared(FTIR) 분광법은 분자내 진동 결합이 적외

선 광선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한 분석방법으로, 적외선 분광법에서

는 다른 형태의 결합들 예로 분자의 기능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질량분광법에 대한 보조기법으로 선정하면 화합물들의 관능기에 대한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자외선 분광법은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거의 모든 화합물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며, 단지 질소 또는 산소와 같

은 분자들의 분석에는 제한이 있는 방법이다. FT-IR은 michelson 간섭계

(interfero-meter)를 이용하여 시간지배 스펙트럼인 인터페로 그램

(interferogram)을 얻은 뒤, 이를 Fourier 변환시켜 주파수 지배 스펙트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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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방법으로 기존의 dispersive IR에 비해 스펙트럼을 얻는 시간과 감도면

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Fourier 변환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장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분산형 IR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표면 연구, 미량분석, GC/IR, diffuse reflectance IR 및 microscope의 

부착이 가능하므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분광법 중의 하나이다. 적외선 분

광법의 검출 및 확인한계를 살펴보면, GC-FTIR에서의 검출한계는 화합물에 

크게 의존한다. 즉, 매우 극성인 결합들은 강하게 흡착되는 특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검출한계를 갖으며, 일반적으로 검출한계의 범위는 보통 

mid-picogram에서 low-nanogram 사이이고 확인한계는 nano-gram 범위이

다.

2. Swipe 시료 전처리기술 개발

 가. 입자성 물질의 분석법

    발생원 및 환경에 대한 입자성 물질은 주로 그 농도, 양 및 화학성분이 

측정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자 지름의 크기, 입자 지름의 분포 및 비중 등도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 공기중 분진의 화학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표 3-2-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입자 채집기들을 이용한다.   

    한편, 화학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과 그들의 

검출한계는 표 3-2-2에 나타낸 바와 같다[15]. 입자성 물질의 농도는 중량농

도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여과 포집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연속적인 측정이 곤란하므로 광학적 또는 기타의 원리를 쓰는 

방법이 연속 측정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직접 중량농도를 측정하여 

상대치를 측정하는 관계 때문에 중량농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에어로졸의 분석은 여과지를 사용하여 공기를 여과지에 통과시킨 후에 

공기흡입 전후의 무게 차이를 측정하여 에어로졸의 중량농도를 재고, 여과지

에 채취한 에어로졸의 화학성분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채집된 분진 시료

의 양은 1∼500 ㎕ 정도이며, 대부분의 무기원소는 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

에 분석결과에 대한 정 도와 낮은 검출한계가 중요하게 된다. 중금속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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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40∼50 종의 무기원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자재가 상호 

보완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어야 한다. 분진의 무기성분 분석에 가장 널리 쓰

이는 방법은 X-선 형광법(X-Tay Fluorometry, XRF)과 중성자 방사화분석

법(Neutron Activation Analysis : NAA)으로 이들 방법은 원자흡수 분광법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 AAS) 또는 유도쌍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분광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 

ICPAES)을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XRF와 NAA가 건식 분석법으

로 특별한 전처리가 필요 없는 비파괴 분석방법이며, 또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분진 중에 포함된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를 비롯한 유기성분 분석에 널리 쓰이는 분석방법으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Gas Chromatography : GC)과 고속액체 크로마토그

래피법(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HPLC)법 등이 있다.  

표 3-2-1.  공기중 입자 채취에 이용되는 채집기 종류 및 특성.

종     류
유속

(m
3
/min)

분극

크기
특               징

 표준고속공기

 채집기
1.1∼1.7 1

 유리섬유 또는 cellulose 여과지를

 이용, 0.3∼100㎛ 분진채집 

 고속공기 채집기,

 PM-10
1.1∼1.7 1

 공기중 호흡성 분진의 채집, 10㎛

 미만의 분진 채집을 위한 cyclone,

 impactor 장치

 다단고속공기

 채집기
0.5∼1.7 2∼7  여러장의 넓은 impactor 판을 사용

 2단 채집기 다량 2
 2.5㎛ 기준으로 미세 및 거대 입자

 를 분리 채집

 다단 impactor 0.001∼0.2 1∼7
 단 별로 감소되는 기공을 통해 가속

 된 기류를 이용하여 분극

 싸이클론(cyclone) 0.001∼0.1 1
 관성 분리를 이용, 실질적 유속은

 cyclone의 크기 및 차원과 관련

 강하분진 채집기 수동장치 1
 고전적인 분진 채집기로 정 도 및

 정확도에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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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입자내 미량원소 분석에 이용되는 각종 분석방법의 검출한계.

Element

Analytical methods

Flame

AAS

Grsphite 

tube AAS
ICP-AES XRF NAA

Graphite

spark AES

As 20 0.5 40 0.75 4 10

Cd 0.2 0.02 2 13 - 2

Co 0.8 0.02 3 2 0.025 0.5

Cr 2 0.3 1 3 0.25 0.5

Fe 10 1 5 3 0.02 0.3

Hg 0.1 - 200 7 0.1 1

Pb 2 0.2 8 5 - -

Sb - - 200 17 1 1

Se - - 30 0.75 0.1 -

Zn 0.2 0.004 2 1 1 1

Mn 1 0.1 1 2 0.6 0.03

  Unit : ng/m3 

    위에 개략적으로 나열한 분석방법들은 전량분석(bulk analysis)이라고 한

다. 전량분석을 하게되면 대기중의 입자성 또는 기체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

도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 기준상의 대

기오염 물질들,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등의 

산화제, 부유분진 등을 규제할 때 전량분석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SEM)과 에너지분산 X-선 분광

법(EDX)을 이용한 단일 입자 분석법은 개개 입자의 형상과 화학성분을 동

시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 입자의 발생원, 생성, 이동, 반응성, 화학

변화, 그리고 환경에 의한 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6]. 보다 정확한 입자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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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pectrometry를 이용하며, 대부분의 무기 화합물의 파장수 역인 

2000∼100 cm-1에서 라만 피크를 구해 화합물의 성분을 자세히 판독할 수 

있다[17].  에어로졸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입자의 관성충

돌 원리를 이용하여 크기 별로 에어로졸을 채취한다.

 나. 공기중 입자 채취방법 

    실내외 공기 중에 포함된 입자를 포집할 때 사용할 포집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portability, power requirement, maximum operation flow rate, 

temperature, pressure, cost, durability, maintenance 그리고 자체오염이 없

을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입자를 채집하는 포집방식에 따라서, 여과

식 채집기(filter paper air sampler), 전기식 채집기(electric precipitator), 열

적 채집기(thermal precipitator), 충돌식 채집기(impinger), 임펙타(impactor), 

그리고 방사성 낙진 채집시 사용하는 sticky paper법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 시료 채집기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여과식 시료 채집기가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여과식 시료 채집기는 여과지를 부착하는 포집기와 

흡입 펌프가 있는 흡입부 및 유량계가 있는 유량 계측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100 L/min 정도의 유량으로 일주일간 연속 집진한 시료나, 200∼

1000 L/min으로 최소 수 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집진한 시료를 측정대상 시

료로 한다. 여과지는 입자의 지름이 0.3 ㎛인 입자를 95％ 이상 집진할 수 

있는 것이 좋으며 보통 glass fiber filter paper 또는 cellulose filter paper를 

사용한다. 이동식 채집기의 여과지로는 Toyo HE-40 등을 사용하며 집진기

의 위치는 지상에서 1 m 이상의 높이와 강우시에 채취하는 경우에는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해야한다.

    여과에 의한 방법은 먼지와 훈연의 포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

과지의 종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선정하며 선정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1) 

먼지 입자의 수와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membrane filter, 2) 전체 부유물질

을 알기 위해서는 glass filter webs, 3) 다량의 먼지를 단순 포집하기 위해

서는 thimble type filter, 4) 특정 금속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ashless 

filter paper 등을 사용한다. 이들 여과지 재질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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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 filter는 collodion(cellulose teranitrate)이 주성분이다. 이 여과지

는 pyroxylin을 빙초산에 녹여서 만들고 pore size는 초산과 물 함량에 따라 

조절한다. 이 재질의 특성은 두께가 150 ㎛이고 평균 pore size는 0.8 ㎛로 

보통 산업환경 감지에 매우 유용하다. 이 여과지에 잡히는 입자들은 15∼20 

㎛ 깊이 까지 침투하며 이 입자들이 또 하나의 채 구실과 정전기적 흡착을 

하여 0.1 ㎛ 크기의 작은 입자와 0.01∼0.02 ㎛ 크기의 금속 훈연을 정전기적 

전하를 이용하여 채집할 수 있다. Membrane filter는 아세톤과 

1,2-dichloroethane에 녹는 재질로 단위 용적 당 부유물질을 측정할 때, 또는 

다른 곳으로 채집입자들을 이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Membrane filter를 

사용하여 먼지의 중량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glycerol-free type을 사용해야 

건조과정 중에 일어나는 glycerol의 휘발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Glass filter webs는 원자력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며, 공기중의 방사성 

입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온과 내화학성이 좋은 glass filter 

web를 이용한다. 이 여과지는 무게의 80 ％ 이상이 3 ㎛ 직경의 유리섬유이

고, 나머지는 0.5 ㎛ 직경의 유리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착제로는 acrylic 

resin을 이용하며 이 접착제는 400 ℃ 정도로 가열하면 제거시킬 수 있다.  

이들은 유기 접착제가 없어 공기중의 유기물 성분채취에 사용하는 type A, 

매우 작은 압력 변화로 최고 공기유속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type G, 여과와 

시료채취의 최적효율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type H, 입자의 크기가 1 ㎛ 

보다 큰 입자를 채취하기에 용이한 type M,  또는 총 부유물질 분석과 먼지

의 총량 측정에 사용하는 type E & A 로 분류한다. 그러나, binder-free 형

태는 여과 입자들의 화학분석이 가능하지만, glass filter는 유리 성분이 난용

성이기 때문에 화학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Polystyrene filter는 독성분석학 또는 공업위생화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최고 사용온도는 90 ℃이고 유기용매에 녹아 원심분리에 의해 먼지를 분리

할 수 있어 침강상태의 물질을 분석할 수 있으며, 쉽게 회화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효율과 적은 압력 강하로 많은 먼지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비

교적 많은 양의 먼지를 sampling pump를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Filter paper를 사용하는 경우에, 긴 섬유질과 습강도가 보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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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man No. 14의 경우는 흔적량의 금속 오염물질 분석에 사용한다. 이 여

과지는 산으로의 세척이 가능하고 회분함량이 낮으며 149 ℃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습도에 의한 향을 심하게 받는 것이 단점이다. Tape 형태의 

Whatman No. 41은 주로 automatic filter paper sampler에 사용한다.  High 

volume air sampler에는 넓은 면적과 65 feet
2/min의 여과 면적도 가능한 

pleated circular type, matted type, tape type 등을 사용하나 흔적량 분석시

에는 재료 물질속에 포함된 많고 다양한 이물질로 인하여 사용에 주의가 필

요하다.

    여과지를 회화할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는 고온에서

의 휘발성이 있는 대표적인 원소인 비소, 카드늄, 수은 등과 같은 원소들의 

감소와 Fe, Sb, Pb, Cs 등과 같은 염화물의 감소이며, 두 번째는 사용 도가

니에 유착되어 손실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회화용 도가니로는 fused 

silica, porcelain 및 platinum 도가니를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처음 두 종

류는 metal oxides, carbonates, other salts와 반응하여 도가니 표면에 

silicates 형태로 남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회화온도가 높을수

록 더 심하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화시에 magnesium nitrate

를 넣어 magnesium oxide의 완충효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18]. 따라서, 

여과지를 건식회화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다단계의 온도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림 3-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단계에서 drying, carbonizing 

과정을 거친 후 2 단계에서 ashing 과정을 거친 다음 알려진 바와 같이 550 

℃에서 장시간 방치하여 회화를 완료해야 한다[19].

    침강입자 채취를 위해 사용되는 sticky paper는 고무를 주성분으로 하는 

접착제를 13×13 inch의 cellulose acetate 판 위에 고르게 도포한 후 그 위에 

glassine paper를 덮어 표면을 보호하게 한다.  이를 보통 외부에서 24시간 

방치하여 대기층의 변화와 강우로 인해 침강된 입자들을 수집한 후 이를 잘 

접어 도가니에 넣고 500∼550 ℃ 정도에서 한시간 동안 회화하고 이를 

plastic counting planchet에 담은 후 비닐로 양면을 덮고 고주파 열을 이용

하여 mould화하여 방사능 측정과 핵종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미국 

environmental measurement laboratory(EML)의 surface air sampling 

program(SASP)에서는 100％ polypropylene web로 100％ binderless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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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poly-web들 사이에 100％ polyester scrim을 넣어 보강한 다음 사용한

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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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Swipe 시료에 대한 drying, carbonizing 및 ashing 단계.

 다. 표면의 입자 채취방법

  (1) Swipe 시료채취

    핵물질들은 대개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보다 바닥 

표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미량의 분말이 부착된 swipe 시료로부터 

U-233/235/236/238, Pu-239/240, Cs-134/137 비와 기타 방사성 동위원소 비

를 측정한다. 재처리 행위와 시설추적 시료를 채취하는 장소는 시설에 관한 

설계도면을 파악한 후, 물질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핵물질이나 화학물질의 오

염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해야 하며, 오랜 기간동안 먼지가 많이 쌓이는 지

점, 시설운 에 필요한 분석지원실도 시료를 채취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시료를 채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분열성 핵물질

(U-235, Pu-239 등)의 활용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이외의 수단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과 사찰의 일반적인 원칙인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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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2) Smear 시료 채취방법

    직경 2∼2.5 cm의 여과지로 물체의 표면을 약 100 cm
2
 면적 정도를 문

질러 시료를 채취한 후 여과지에 부착된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표면오염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검사하는 물체의 표면을 여과지가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문질러 직경 2∼2.5 cm 원내에 각각의 일정한 오염물질

이 부착되도록 한다. Smear 용지에 동일한 표면오염 도로 채취를 하는 경

우에도 표면재료, 오염물질의 상태, 시료의 채취방법에 따라 여과지에 부착

되는 방사능의 양이 다르다. 채취효율은 보통의 재료에서는 10％ 정도, 표면

이 매끄러운 비 침투성 재료에서는 50％ 정도이다. 그러므로 smear법에 의

한 표면오염 도의 측정치로부터 그 절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취효율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취면적은 원칙적으로 100 cm
2이지만 오염발견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장소에서 넓은 면적을 채취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또한, smear법은 발취 검사적인 시험방법이므로 약간의 오염된 

경우로 확인되면 그 주변을 엄 히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방법은 방사

성 핵종의 용기 표면과 같이 선원 근처의 표면오염을 검사하는데 아주 적합

하다. Smear법에 의한 측정과 서베이메타에 의한 측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방사화학 실험실과 같이 바닥, 책상, 표면의 침투성이 원활한 표면 

재료로 만들어진 곳에서는 smear법이 미량의 오염원을 발견하는데 보다 적

합하다.

  (3) 수중의 입자 채취방법

    수중 입자들은 일반적으로 pore size가 0.45 ㎛인 여과지를 사용한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수중의 총 부유 입자들을 그림 3-2-2와 같은 여과장치로 

채집하여 시료로 취한다.  여과하지 않고 총량을 분석하는 경우, 예를 들면 

수중에 포함된 악틴족 원소의 alpha 분광분석을 위한 시료 처리의 경우에는, 

시료 500 mL를 취한 다음 진한 질산으로 pH 2가 되게 시료의 산도를 조절

한 후 1 mL의 진한 인산과 2 mL의 1,5 M calcium nitrate 용액을 가하고 5

분간 끊인 다음,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알카리토족 인산염의 침전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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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분리하여 얻은 침전을 질산으로 녹인다. 이 조작을 반복한 다음 음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전착하여 수중의 악틴족 원소를 분석하는 방

법도 있다[20].

그림 3-2-2. 수중입자 채취를 위한 여과장치. a) Porcelain disc on glass 

funnel, b) Hirsch funnel, c) Micro gooch crucible, d) 

Porcelain crucible with porous disc, e) Sintered glass filter.

 라. 입자채취 시료 직접처리 방법

    입자채취 시료의 직접 처리방법은 공기중의 부유 입자는 air sampler로, 

수중의 부유물질은 여과장치로 그리고 표면의 침강 입자들을 swipe 방법으

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채취한 입자는 사전 전처리 없이 fission track 검출

에 성능이 우수한 Lexan 검출기와 같은 고체트랙 검출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용 rabbit에 넣어 일정시간 중성자 조사하며, 이때 입자시료 채취에 사용

되는 도구들은 그림 3-2-3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후시험시설의 7000 구역내 몇몇 

장소를 선정한 다음 여과지(Whatman No. 42, 지름 4.5 cm)를 사용하여 

swipe 시료를 채취하고 5분간 중성자조사(1×10
13
 neutron/cm

2
․sec) 및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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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6.25 M NaOH, 60 ℃, 5분간) 과정을 거친 후 현미경으로 고체트랙 검출

기 표면을 관찰하 다. 그림 3-2-4에는 실험 결과를 나타냈으며,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fission track 들은 발견할 수 있었으나, swipe 시료 

표면이 다른 이 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fissile particle

의 위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swipe 시료채취에 사용하는 포의 

지름이 11 cm 정도임을 감안할 떄 여과지의 크기와 하나로 원자로의 중성자

조사용 rabbit의 크기를 고려하면 입자채취 시료의 직접처리 방법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 Swipe 시료의 중성자 조사에 사용되는 재료들. A; 중성자 조사

용 rabbit, B, C; 트랙 검출기, D; swipe 시료, E; sampl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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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Swipe 시료에 대한 중성자조사 후 트랙검출기에 나타난 핵분열 

트랙의 현미경 사진.

 마. 입자채취 시료 간접 전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fissile particle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채취된 시료

를 회화한 다음 swipe 여과지에 부착된 무기 성분의 입자만을 취해 중성자

조사를 시키는 간접 전처리 방법에 대하여 실험하 다.

    일반적으로 smear 용으로 사용하는 섬유질이 주성분인 여과지 중에서 

회분의 함량에 차이가 있는 Whatman No. 42(ash: 0.007％)와 Whatman No. 

54(ash: 0.015％)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Whatman No. 54 여과지를 사기 

도가니에 넣고 550 ℃에서 3시간 동안 회화한 후, Lexan 검출기에 회분을 

옮긴 결과 완전하게 회분이 옮겨짐을 알 수 있었다. 이 회분을 고르게 펴기 

위해 collodion 용액(4％-collodion：EtOH = 1：1)을 이용하여 Lexan 검출기 

위에 분산시킨 결과, Whatman No. 54 여과지의 경우는 재질을 보강하기 위

해 첨가한 binder들로 인해 불필요한 많은 양의 입자들이 현미경으로 관찰되

었다. 이 결과로부터 Whatman No. 54 여과지를 swipe 시료 채취에 사용하

는 것은 적당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Whatman No. 42 여과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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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Whatman No. 54 여과지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실험을 수행한 결

과 회분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기 도가니의 무게도 회화 초기에 

측정한 무게와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과지의 회화를 통해 알아낸 두 가지 문제점은, 첫째로 고온에서는 휘

발성이있는 대표적인 원소인 As, Cd, Hg 등이 감소하고 Fe, Sb, Pb, Cs 등

의 염화물이 감소되며, 두번째로는 사용 도가니에 유착되어 손실되는 문제점

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여과지를 건식 회화하는 경우에는 그림 3-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단

계에서의 drying, carbonizing 과정과 2 단계에서의 ashing 과정을 거친 후 

550 ℃ 에서 장시간 방치하여 회화하는 다단계의  온도변화 방법을 적용하

는 것이 적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 swipe 시료를 취급하기 위하여 

위의 과정에서 선정한 Whatman No. 42(지름 11 cm) 여과지를 이용하여 조

사후시험시설내 7000 구역 주변을 swipe한 후 사기 도가니에 넣고 회화한 

결과, 1∼10 mg의 적갈색 회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Lexan 검출기 위로 

옮기고, 중성자 조사, 에칭과정을 거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그림 

3-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위면적 당 많은 수의 입자들이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5. Swipe 시료 ashing sample과 검출기 표면의 핵분열 트랙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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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중성자 방사화 조사 시편제작

    중성자조사를 위해 직사각형 모양으로 Lexan 검출기(1×6 cm)를 자른 

후 같은 양의 중성자 조사를 위해 시료와 표준물을 동일 검출기에 붙인 다

음 중성자조사 및 에칭 과정을 거친 후 fission track의 수를 세어 정량하는 

방법과, fissile particle의 위치를 확인하여 fissile 입자의 동위원소 비와 성분

원소를 알기 위해 Lexan 검출기를 5×5 cm 크기로 자른 다음 회화후 생긴 

회분을 묽은 collodion(4％-collodion：EtOH = 1：1)을 이용하여 검출기 위에 

고르게 분산시켜 건조시킨 다음 중성자용 시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 다. 전자의 방법은 지하수, 방사성 폐수, 오줌 등의 시료에 포함된 

fissile 성분을 정량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실험에서는 1×6 cm 크기의 

Lexan 검출기 위에 지름이 0.5∼1.0 cm인 filter paper를 양면 테입을 이용하

여 붙인 후 우라늄 표준용액(10 ㎍/L, 100 ㎍/L, 1000 ㎍/L), blank(3차 증류

수)용액 및 시료용액(2 개)를 20 ㎕씩 취하여 filter paper 위에 점적한 다음 

건조하여 실험하 다. 후자는 swipe 시료중의 분열성 핵물질의 위치를 확인

하고 입자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이 방법을 이

용하여 swipe 시료를 회화시키는 경우에는 손실이 방지되도록 주의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하수 등에 포함된 fissile material의 존재를 알아

보기 위해 그림 3-2-3의 E와 같은 지름 0.5∼1 cm 정도의 관에 Lexan strip

이 중간에 위치하도록 시료를 넣고 봉합하여 내부의 용액이 새어 나오지 않

도록 한 다음 중성자조사를 하는 시료제작 방법에 대해 실험하 다. 실험 결

과 용액 시료중에 포함된 극미량(1∼100 ㎍/L)의 분열성 핵물질의 분석은 가

능하 으나 극미량 분석을 위해서는 분열성 핵물질에 의한 외부 오염을 방

지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사. 시료제작 방법 비교

    Smear 시료를 전처리 없이 Lexan 검출기와 접촉시킨 후 중성자 조사하

는 직접방법과 smear 시료를 회화 처리하여 얻은 회분을 Lexan 검출기위에 

collodion을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중성자 조사하는 간접방법의 장단점을 비

교 실험하 다. Swipe 시료를 회화 처리한 후에 collodion을 이용하여 Lex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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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에 붙이면 유기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흔적량의 분열성 핵물

질 입자의 확인이 용이하 으나, 이 경우에는 장시간(20 시간)의 화화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핵분열성 물질을 이용한 핵분열 트랙의 측정

 가. 용액시료 내 핵물질의 핵분열 트랙형태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핵사찰과 관련하여 핵분열 트랙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용

액시료 내에 포함된 미량 우라늄의 존재여부와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가능

성을 검토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와 관련하여 미량의 우라늄이 포함된 

시료에 대한 핵분열 트랙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예비실험을 우선 수행하

다. 실험방법에서, ICP-AES용 우라늄 표준용액을 0, 1, 10, 100, 1000, 

10000 ㎍/L(ppb)의 농도별로 제조한 후 여과지에 흡수하여 중성자 조사용 시

편을 만든 다음 트랙 검출기에 부착하고 10분 동안 중성자 조사하 다. 실험

결과, 그림 3-2-6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라늄의 핵분열 트랙이 감지됨을 

알 수 있었으며, 우라늄의 농도 변화에 따라 핵분열 트랙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이들 사이에 선형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우라늄 용액을 여과지에 흡수시킬 때 여과지 표면상에 균일하게 흡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U-235의 농축도가 1 ％인 우라늄 용액, 1 M 질산용액 및 지하수 

시료를 각각 2 mL 씩 준비하여 트랙 검출기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10 분간 중성자 조사하여 트랙 검출기 표면에 나타난 핵분열 트랙을 관찰하

다. 실험결과, 우라늄에 의한 핵분열 트랙이 감지되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중성자조사시 용액에서 발생하는 기체로 인한 증기압 증가로 용기가 파괴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과도하게 포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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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우라늄 농도에 변화에 따른 핵분열 트랙형태. [U]; A = blank, 

B = 1 ㎍/L, C = 10 ㎍/L, C = 100 ㎍/L, D = 1000 ㎍/L, F = 

10000 ㎍/L.

 나. 다양한 유형의 핵물질 입자에 대한 트랙형태 관찰

    다양한 유형의 시료에 존재하는 핵물질 입자에 대한 핵분열 트랙 형태

을 관찰하기 위해 우라늄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air sampler의 air 

filter, 우라늄 용액을 흡착시킨 실리카겔, U-235의 농축도가 각각 0.2, 0.7 및 

19 ％인 구형의 U-Mo 입자를 시료로 선정하여 중성자 조사시킨 후 트랙 검

출기 표면에 나타난 핵분열 트랙의 형태를 관찰하 다.

    Air filter에 부착된 분열성 핵물질 입자로부터 생성된 트랙의 모양을 관

찰한 결과, 그림 3-2-7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트랙 중심의 모양과 크기가 매

우 다양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실리카겔에 우라늄 표준용액을 흡착시

킨 후 건조시킨 다음 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 형태를 관찰하 으며, 우라늄

이 흡착된 실리카겔 입자를 취하여 Lexan 검출기에 접착한 후 중성자 조사

후 핵분열 트랙을 관찰하 다. 실험결과, 그림 3-2-8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한 트랙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시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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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리카겔의 표면이 다공성이 아닌 관계로 우라늄이 실리카겔 표면에 흡

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크기가 40∼90 ㎛인 U-Mo 구형입자를 Lexan 검출기에 분산시킨 

후 현미경과 image analyzer를 통해 입자크기 측정하고 그림 3-2-9에 나타

낸바와 같이 표면을 관찰하 다. 상기 U-Mo 입자를 채취하여 2 분간 중성

자 조사하고 우라늄의 핵분열 트랙을 관찰한 결과, 핵분열 트랙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U-235의 농축도가 0.2％ 정도로 낮기 때문이거나 또는, 

중성자 조사시간이 짧았던 이유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U-235의 농축

도가 각각 0.2, 0.7 및 19 ％인 U-Mo 입자를 Lexan 검출기에 붙인 후 2 분

간 중성자 조사하여 트랙을 관찰한 결과, 중성자조사시 핵분열이 일어남과 

동시에  조사시에 발생되는  recoil energy에 의해 입자의 이동현상이 나타

남이 관찰되었으며 Lexan 검출기 표면 전체에 무수한 핵분열 트랙이 형성됨

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2-7. Air filter에 부착된 핵물질 입자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크기의 

핵분열 트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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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우라늄을 흡착시킨 실리카겔 입자에 대한 광학현미경 사진.

그림 3-2-9. 구형의 U-Mo 입자에 대한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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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U3O8 입자에 대한 중성자조사전과 중성자조사후 핵분열 트랙

에 대한 광학현미경 사진.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입체 현미경하에서 미세입자 채취도구를 이용하여 

NBS-SRM 우라늄 표준물질 입자들 중에서 5∼50 ㎛ 크기의 U3O8 입자를 

취한 다음 Lexan 검출기 위에 접착제로 부착한 후 중성자 조사하고 Lexan 

검출기 상에 나타난 핵분열 트랙을 관찰하 다. 관찰결과, 그림 3-2-10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U3O8 입자의 경우도 중성자 조사시 핵분열과 동시에 발

생되는 recoil energy로 인해 입자 spattering 현상을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산화우라늄 입자 크기의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에 핵분열 트랙들

이 산재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실험 결과로부터 50 ㎛ 정도의 단

일입자 또는 미세 입자들이 서로 응집하여 큰 입자를 형성한 분열성 핵물질 

입자의 경우에는 중성자 조사시 recoil energy에 의한 입자의 이동현상이 일

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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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ipe 시료의 전처리 및 핵분열 트랙측정

 가. Swipe 시료의 전처리 절차서 작성

    핵물질에 대한 핵분열 트랙을 감지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시료 채취

방법, 중성자조사 시편제작, 에칭, 트랙관찰 및 분열성 핵물질 입자취급에 관

한 일련의 시험과정을 swipe 시료의 전처리 절차서로 작성하 으며, 이를 보

고서의 부록으로 수록하 다. 또한, swipe 시료에 대한 전처리 절차서를 검

증하기 위해 우라늄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지름이 4.5 cm인 filter paper를 이

용하여 swipe 시료를 채취한 후 회화하여 회분시료를 제조한 다음, 회화하지 

않은 filter 시료와 함께 중성자 조사한 후 핵분열 트랙을 관찰하여 절차서에 

따른 일련의 전처리 절차를 검증하 다.

 나. Swipe 시료내 핵물질의 핵분열 트랙감지

  (1) 시료 채취 및 중성자 조사

    본 연구에서는 swipe 시료내에 존재하는 핵물질의 핵분열 트랙을 감지

하기 위해 핵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인 조사후 시험시설 내 실험실을 선정하

여 핵분열 트랙을 감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Swipe 시료는 7409 구

역 hood 앞, 7411 구역 hood 앞, 7409 구역 hot-cell 뒤편, 6000 구역 천평실, 

7000 구역 ICP-AES 실험실, 7000 구역 통로, 6410 구역 실험실 및 청정실험

실에서 채취하 다. 상기 장소들 중에서 7409 hood 앞과 hot-cell 뒤편은 핵

연료의 연소도를 측정하는 장소 주변, 7411 hood 앞은 방사성 시료처리 장

소, ICP-AES 실험실은 산화우라늄중 불순물 분석장소, 7000 구역 통로는 바

탕 오염 측정장소, 6410 실험실은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장소, 천평실은 시

료들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소이다.

    채취한 swipe 시료로부터 핵분열 트랙을 감지하기 위해 swipe 시료에 6

×6 cm
2 크기로 자른 Lexan 검출기를 붙인 다음 중성자 조사용 rabbit에 넣

고 중성자 선속(neutron flux)이 10
13
n/cm

2
․s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2분간 조

사하 다.  중성자 조사를 마친 시편을 회수하여 Lexan 검출기를 분리한 후 

이를 60 ℃의 6.25 N NaOH 용액에서 10분간 에칭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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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분열 트랙 감지

    Swipe 시료 및 중성자 조사와 에칭을 거친 Lexan 검출기 표면의 핵분

열 트랙은 digital camera(Movica, Sony)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얻었으며, 이

를 그림 3-2-11에 나타냈다. 핵분열 트랙에 대한 사진을 대별하면 세가지 형

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7000 구역 ICP-AES 실험실, 6410 구역 실험실, 

6000 구역 천평실과 같이 산화 우라늄을 많이 다루는 지역으로 우라늄에 의

한 핵분열 트랙들이 다량으로 검출된 장소, 2) 7409 구역 hot-cell 뒤편, 7409 

구역 hood 앞, 7411 구역 hood 앞, 7000 구역 통로와 같이 극 미량의 핵 분

열성 입자들이 존재하는 장소, 3) 청정실험실과 같이 분열성 핵물질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장소로 구분되었다.

    또한, 광학현미경 하에서 동일 배율(×100)로 확대한 핵분열 트랙들을 

관찰한 결과, 그림 3-2-12∼3-2-14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트

랙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핵분열 트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핵   

분열성 입자 크기, 농축도 및 핵물질의 종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같은 크기의 sun-burst 형태의 트랙에서 내부트랙의 도차이는 우라

늄이 시료인 경우에는 U-235의 농축도 차이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핵 분열성 입자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그림 3-2-15에서 나타내주는 

트랙 모양의 크기를 측정하면, 투과사진의 경우 sun-burst 형태 의 트랙부분

에 대한 크기는 10-50 ㎛임을 알 수 있었으며 반사사진의 경우에서는 트랙

중심에 나타난 검은 점들의 크기가 1-3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 

반사사진에 보이는 검은 점들은 분열성 핵물질 입자가 위치한 중심점으로 

중성자 조사시 트랙이 깊이 생긴 후 에칭에 의해 다시 우묵한 형태로 파인 

곳으로 그 크기를 대략적인 입자의 크기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3-2-12와 

그림 3-2-13∼3-2-14에 나타난 sun-burst 형태의 트랙에 대한 크기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림 3-2-13∼3-2-14의 경우는 직접 산화우라늄을 취급하는 장

소(6410 구역 실험실, 6000 구역 천평실)로 산화우라늄 입자들의 비산에 의

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 3-2-12의 경우에는 우라늄과 같은 분

열성 핵물질의 용해 및 분리 등과 같이 화학적 조작이 이루이지는 과정에서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나온 입자들에 의해 생성된 트랙들

로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3∼3-2-14에서 보이는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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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그림 3-2-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성자와 매우 격렬한 반응을 하는 

물질과 접촉에 의해 투과사진에서 나타났듯이 Lexan 검출기를 관통한 모양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1. Swipe 시료 및 중성자조사후 Lexan 검출기 표면의 핵분열 트

랙에 대한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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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7000 구역 통로에서 취한 swipe 시료의 핵분열 트랙 형태.

그림 3-2-13. 6410 실험실에서 취한 swipe 시료의 핵분열 트랙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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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천평실에서 취한 swipe 시료의 핵분열 트랙 형태.

그림 3-2-15. 빛의 투과 및 반사에 따른 핵분열 트랙의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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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천평실에서 얻은 핵물질의 핵분열 트랙에 대한 빛의 투과 및 

반사에 따른 광학현미경 사진.

    Swipe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핵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

고 중성자조사, 에칭, 광학현미경 통한 관찰을 수행한 결과, 산화 우라늄의 

무게를 달거나, 취급하는 곳에서는 크고 다양한 형태의 핵분열 트랙들이 다

량 발견됨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산화우라늄을 취급한 흔적이 있는 

장소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핵분열 트랙 감지방법을 이용하여 분열성 핵물질 

취급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핵물질 분석법 선정 및 분석 목표치 비교

 가. 전위차 적정법에 의한 우라늄 분석 

    핵물질 중에 포함된 우라늄의 정량에는 질량분석법, 분광분석법 및 전기

화학적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21]. 이들 방법중에서도 전위차 적정법[22]

과 전기량 적정법[23] 등을 포함한 전기화학적 방법이 정량결과에 대한 정확

도와 정 도가 우수하여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기화학적 정량법 중

에서 다량의 우라늄 정량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Davies-Gray/NB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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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차 적정법[22]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우라늄의 양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우라늄 물질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사용후 핵연료와 

같이 여러 종류의 핵분열 생성물들이 포함된 우라늄 시료에 대해서도 방해

를 거의 받지 않고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측정값의 산포 원인에는 이상원인과 우연원

인이 있다. 전자는 시약의 이상, 계측기와 장치의 고장, 분석조작의 착오 등

과 같이 규명이 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산포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기술적으

로 제거가 가능한 원인이다. 후자는 기술적으로 볼 때 항상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도 데이터에 산포가 생기게 하는 제거가 불가능한 확률적인 원인이다.  

실험 결과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은 시약, 측정장치의 성

능 변화 또는 고장, 온도, 습도, 진동, 눈금의 오독, 계산착오 등의 관리와 관

계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연원인만 포함하고 있는 관리상태에 있는지를 알

아 보기 위해서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평가하는 통계적 기법이 자주 사용된

다[24].

    본 실험에서는 Davies-Gray/NBL 전위차 적정법을 이용하여 우라늄 표

준물에 대한 정량을 수행하 으며, 우라늄의 정량과 관련한 분석에서의 오차

관리를 위하여 관리도를 작성하여 측정값 분포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 다.  

또한 U-Mo alloy와 UO2 pellet 시료에 포함된 우라늄을 정량하여 본 실험에

서 사용한 적정방법에 대한 분석 정 도 및 정량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 다.

  (1) 우라늄의 전위차 적정방법

    Davies-Gray/NBL 방법의 우라늄 적정과정은 우라늄의 양이 대략 20∼

40 mg 정도가 되게 취한 다음, 설파민산 용액,  85％ 인산-2가 철 혼합용액

을 가하여 6가 상태의 우라늄을 4가 상태로 환원시킨다. 용액내에 남아 있는 

과량의 2가 철은 6가의 몰리브덴 촉매하에서 질산을 가하여 선택적으로 산

화시킨다. 이 용액에 다시 적정시 종말점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4가 바나

듐 용액을 가한 다음, 중크롬산 칼륨 표준용액으로 적정하며 종말점은 전위

차적인 방법으로 검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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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라늄 정량결과 

    우라늄 표준물의 정량결과는 핵물질중 우라늄의 전위차 적정방법의 정

확․정 도를 평가하고 전위차 적정시스템의 완벽한 운 을 위한 control 

chart 작성에 이용하 다. 그림 3-2-17에는 표 3-2-3에 나타낸 우라늄 표준

물에 대한 정량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control chart를 나타냈다. Control 

chart의 작성결과는 각각의 실험결과를 나타내는 점들이 ±3Sx 범위내에 포

함되는 것으로 보아 본 실험 방법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임을 말해주며, 우라늄 정량에 사용되는 전위차 적정시스템이 적합한 조건하

에서 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4에는 U-Mo 및 UO2 pellet 

시료에 포함된 우라늄의 정량결과를 요약하 다. 적정은 각 시료에 대해 3개 

군으로 구분하여 3회 내지 9회씩 적정하여 적정결과에 대한 정 도를 검토

하 다. 적정결과에 대한 정 도는 UO2 pellet 시료의 경우 약 16 mg의 우라

늄에 대해 0.07％ 정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실험결과가 비교적 정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U-Mo의 경우는 적정결과의 정 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시료에 포함된 Mo에 의한 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4의 결과로부터 우라늄 시료의 양은 20 mg 이상을 취해서 적정하는 것

이 적정결과에 대한 정 도를 높이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나. IDMS 의한 우라늄 정량

    동위원소 희석법에 의한 정량분석은 매질이 매우 복잡하거나 시료의 양

이 극히 작은 경우 또는 고준위 방사성 시료로 작은 양을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다른 방법들 보다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25]. 이러한 장점들을 몇  가지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있어서 

정 성과 재현성이 있다. 이는 동위원소 비 측정값의 표준편차가 일반적으로 

<0.2％ 정도로 작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작은 값의 측정 불확도를 갖

는다. 불확도는 시료와 스파이크를 섞은 것의 동위원소 비 측정에서 오는 불

확도(0.05∼1％)와 스파이크 자체가 갖는 불확도(0.01∼1％)의 합으로서 표현

되며, 이 외에 화학적 방해로 인한 불확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상용화 된 스파이크들의 농축 동위원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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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문적 표준화 체계에 의해 제조, 검증되기 때문에 작은 불확도를 갖으며 

신뢰성이 있다. 넷째, 좋은 측정 감도(sensitivity)를 갖는다. 시료와 스파이크

가 섞인 시료 양에 따르는 것으로, 측정원소와 질량분석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
-4 
g부터 아주 작은 10

-12 
g 정도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선택성이 좋다. 같은 동종원소의 동위원소 비 측정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몇 가지 경우 동중 원소에 의한 향을 받기는 하지

만 화학적 분리나 잘 알려져 있는 동위원소 비 조성을 통하여 쉽게 보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게된 배경에는 전자, 광학, 진공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한 정 하고 정확한 신뢰성 있는 측정치를 얻을 수 있는 질

량분석 기기의 개발과,  농축표준 안정동위원소의 생산공급(Oak Ridge, 

Tennessee에 있는 electro magnetic separators)이 큰 역할을 하 다.   

이 방법은 안정되고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들이어야 하며, 이런 가능성 원소

들은 75종에 달한다. 이중 50여 원소가 열이온화 질량분석기에 의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핵물질의 사찰 및 계량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극한의 시

료에 대하여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우라늄 농

축 표준동위원소, IRMM-040a spike를 이용하여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들

(U-Mo, U-Mo-Os, U-Mo-Ru)에 대하여 동위원소 희석법에 의한 우라늄을 

정량하고, 또한, 이 값들을 전기 화학적 분석에 의한 정량결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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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  우라늄 표준용액에 대한 전위차 적정결과.

  Titn. No.   Xi, mg U    (Xi - X)
2
  Titn. No.   Xi, mg U    (Xi - X)

2

     1       29.9823     0.0002

     2       29.9494     0.0003

     3       29.9487     0.0004

     4       29.9666     0.0000

     5       29.9609     0.0001

     6       29.9515     0.0003

     7       30.0014     0.0011

     8       29.9960     0.0008

     9       29.9541     0.0002

    10       29.9429     0.0006

    11       29.9808     0.0002

    12       29.9441     0.0006

    13       29.9448     0.0005

    14       29.9572     0.0001

    15       29.9782     0.0001

    16       29.9272     0.0017

    17       29.9730     0.0000

    18       29.9909     0.0005

    19       29.9296     0.0015

    20       30.0187     0.0026

    21       29.9693     0.0000

    22       29.9464     0.0005

    23       29.9569     0.0001

    24       30.0017     0.0011

    25       29.9572     0.0001

    26       29.9516     0.0003

X  = 29.9647 mg U,  Sx = 
∑(X i-X)

2

(n-1)
 =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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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X-control chart.

             UCL(upper control limit) = X  ＋ 3sd = 30.0345

             UWL(upper warning limit) = X  ＋ 2sd = 30.0113

             LWL(lower warning limit) = X  － 2sd = 29.8949

             LCL(lower control limit) = X  － 3sd = 29.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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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U-Mo alloy와 UO2 pellet 시료내 우라늄의 전위차 적정결과.

Sample
Tit. Results,

mg/g

Average,

mg/g

SD,

mg/g

RSD,

％

UO2

pellet

 16.0038, 16.0009, 15.9991,

 15.9876, 15.9982, 15.9929,

 16.0315, 15.9915, 15.9796.

15.9983 0.015 0.091

 15.9737, 15.9650, 15.9554,

 15.9511, 15.9490, 15.9632,

 15.9763, 15.9598, 15.9535.

15.9603 0.010 0.063

 15.9628, 15.9705, 15.9556,

 15.9479, 15.9458, 15.9429,

 15.9447, 15.9462, 15.9435.

15.9511 0.010 0.061

U-Mo 

alloy

 18.5468, 18.4896, 18.4727,

 18.4837, 18.5225.
18.5031 0.031 0.166

 18.4604, 18.4801, 18.4966,

 18.4839, 18.4866.
18.4815 0.013 0.072

 18.4874, 18.5284, 18.5127,

 18.4788, 18.4976.
18.5010 0.072 0.107

  (1) 시약 및 기기

     (가) Isotopic Reference Material(spike)IRMM-040a :

          0.9386 ± 0.017 g 233 U/kg of solution

          0.9576 ± 0.017 g U/kg of solution

          4.0278 ± 0.0072 ×10
-3
 mol 233U/kg of solution

          4.1082 ± 0.0072 mmol U/kg of solution

          234/233 : 0.009328 ± 0.000002

          235/233 : 0.002185 ± 0.000056

          236/233 : 0.000246 ± 0.000003

          238/233 : 0.008202 ± 0.000020

     (나) Ultra pure nitric acid(Merck co.)

     (다) Finnigan MAT 262 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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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료준비

    핵물질 시료내 우라늄 동위원소 측정을 위해 사용한 시료 5개 각각을 

질산에 용해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하 으며, 시료의 조성은 무게 비로 표현

하여 다음과 같다. A) U 10Mo, B) U 7 Mo, C) U 6 Mo, D) U 6.05 

Mo 1.75 Os, E) U 6.11 Mo 0.94 Ru.

  (3) 시료 희석

    위의 시료들을 1 M 질산을 이용하여 표 3-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희

석하 다. 전자 저울을 사용하여 작은 vial의 무게를 재고 여기에 시료용액을 

피펫을 이용하여 약 0.4 mL를 넣고 무게를 재고 다시 1 M 질산 약 5 mL을 

넣어 무게를 측정하 다. 측정과정에서 각각의 무게를 표 3-2-5에 나타내었

다.

  (4) 시료에 대한 spiking

    작은 vial에 시료를 희석하 던 방법과 똑같이 저울을 이용하여 vial의 

무게를 측정하고, 여기에 희석된 시료용액 약 0.1 mL를 넣어 무게를 측정하

고 다시 여기에 IRMM spike 약 0.1 mL를 넣어 무게를 측정하 다, 이 과정

중의 무게 측정 내용을 표 3-2-6에 나타내었다. 이 용액이 완전히 혼합되어 

동위원소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증발건고 시킨 후 1 M 질산 용

액으로 용해시킨 다음 IRMM  spike를 넣지 않은 시료와 함께 각각에 대하

여 질량분석을 수행하 다.

  (5) 질량분석

    Rhenium 필라멘트에 1 ㎕를 점적하여 0.7 A 정도로 전류를 흘려 건조 

시킨 후 2 A 에서 15초 동안 증발건고 시켰다. 이를 double rhenium 

filament로 하여 이온화 chamber에 넣고 충분한 진공(<∼10
-7 bar)이 되도록 

하 다. Multi-faraday cup detector를 이용하여 U-234, U-235, U-236, 

U-238을 각각 별개의 cup에 지정하여 주어 동시에 측정되는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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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U-Mo-(Os/Ru) alloy 시료에 대한 희석 결과.

Sample Tare Tare+Sample
Tare+Sample+

1M-HNO3

Amount of 

sample
1M-HNO3

A 6.15525 6.58343 11.76785 0.42818 5.18442

B 6.15848 6.59130 11.73861 0.43282 5.14731

C 6.20459 6.59927 11.75600 0.39468 5.15673

D 6.23141 6.65554 11.82243 0.42413 5.11689

E 6.19889 6.62169 11.77870 0.42280 5.15701

표 3-2-6.  U-Mo-(Os/Ru) alloy 시료에 대한 U-233을 spiking한 결과.

Sample Tare Sample Spike
Amount of 

sample
Spike U-233

A 2.23126 2.33177 2.44619 0.10051 0.11442

B 2.22281 2.32735 2.44141 0.10454 0.11406

C 2.17489 2.28127 2.39710 0.10638 0.11583

D 2.04926 2.14944 2.25880 0.10018 0.10930

E 1.94255 2.04173 2.15915 0.09918 0.11742

    

  



- 160 -

  (6) 결과 및 고찰

    동위원소 희석법에 의한 정량은 정량을 하고자하는 시료와 정확한 동위

원소 비를 알고있는 농축 동위원소(spike)를 섞어 이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

하여 다음과 같은 IDMS 일반식에 의하여 계산된다[26].

        Cx = (
Cs Ws

Wx
) (

Ab-RmBb
RmBx-Ax

)

여기서, Cx  와 Cs   는 각각 시료와 스파이크의 농도.

        Ax  와 Bx  는 시료중에 A 와 B 동위원소 atom fraction.

        As  와 Bs  는 스파이크중에 A 와 B 동위원소 atom fraction.

        Ws  와 Wx  는 스파이크 와 시료의 무게이다.

    동위원소 희석법에서는 두 가지 계통오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하

나는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질량분석 과정이다. 시료준비

는 자연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고, 완전히 용해되어야 하

며, 시료와 스파이크의 섞임이 완벽해야 한다. 질량분석 과정에서의 오차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중 하나는 동중원소의 향(isobaric effect)과 

기기에서 오는 discrimination 과 fractionation 향이 있다. 동중원소에 의한 

향은 기기의 오염(잔류기체 등)과 원소, 분자상태의 오염 또는 multiply 

charged ion 들이 향을 줄 수 있다. 기기 자체에서 오는 오차는 이온이 이

온화 상자에서 생성되어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현

상은 무거운 동위원소들 보다 가벼운 동위원소들(리튬, 붕소)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질량차이가 크기 때문이다[27]. 이런 현상은 동

위원소 표준물을 이용하여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여 차이를 보정하여 주거나, 

이중 스파이크(double-spike)를 사용하여 내부 표준법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

하고 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3-2-7에 시료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시료는 A: uranium 10％ molybdenum, B: 

uranium 7％ molybdenum, C: uranium 6％ molybdenum, D: uranium

6.05％ molybdenum 1.75％ osmium, E: uranium 6.11％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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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ruthenium 합금이었다. 표 3-2-8에는 각각의 시료와 IRMM-040a 

U-233 스파이크를 섞은 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U-238 과 U-233 스파이크의 비가 가능하면 1：1

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는 그림 3-2-18에서 예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료와 스파이크에 있는 비교 목적 동위원소비가 1：1일 때 오차가 제일 작

기 때문이다.  또한, 스파이크 중 동위원소 농축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작으

며, 시료와 스파이크를 섞을 수 있는 범위가 큼을 보여준다[28].

 다. 우라늄 시료내 우라늄 함량/동위원소 분석

    핵연료로 사용되는 원료 물질 중에서 U-Mo alloy 시료내 우라늄을 전

위차 적정법으로 정량하 으며, 우라늄의 동위원소를 IDMS 방법으로 정량하

여 시료내 우라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고 결과를 평가하 다. 표 3-2-9의 

결과는 표 3-2-8에 나타낸 바 있는 U-Mo alloy 시료에 우라늄 동위원소 표

준물 spike(IRMM-040a)를 일정량 가한 다음 우라늄 동위원소 

비를 측정한 결과로부터 U-Mo alloy 시료내에 포함된 우라늄 동위원소 비

를 계산하여 우라늄 함량으로 표시한 결과이다. U-Mo alloy 시료내의 우라

늄 함량 측정결과는 전위차 적정법이나 질량분석법으로 구한 결과가 오차범

위 2％ 범위내에서 서로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7.  U-Mo-(Os/Ru) alloy 시료에 대한 동위원소 비 측정결과. 

Sample
Uranium isotopes

234 235 236 238

A 0.001631 0.241043 0.002218 1.000000

B 0.001697 0.246980 0.002256 1.000000

C 0.001649 0.244305 0.002220 1.000000

D 0.001688 0.246852 0.002254 1.000000

E 0.001685 0.246212 0.002255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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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U-Mo-(Os/Ru) alloy 시료에 대한 U-233 spiking 후 동위원소 비 

측정결과.

Sample
Uranium isotopes

233 234 235 236 238

A 1.211052 0.012923 0.241883 0.002509 1.000000

B 1.209322 0.012876 0.247524 0.002594 1.000000

C 0.998608 0.010925 0.244651 0.002528 1.000000

D 1.263326 0.013414 0.247463 0.002621 1.000000

E 1.181192 0.012578 0.246907 0.002538 1.000000

그림 3-2-18. Variation of the error multiplication factor in IDMS of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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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IDMS와 전위차 적정법에 의한 U-Mo-(Os/Ru)내 우라늄 함량 측

정결과.

Sample IDMS(U ％) Titration(U％) Tit./IDMS

  U 10Mo (A) 90.4599 89.04 0.9843

  U 7Mo (B) 93.1922 91.51 0.9819

  U 6Mo (C) 94.1593 92.50 0.9824

U 6.05Mo 1.75Os  

(D) 
92.2203 90.46 0.9809

U 6.11Mo 0.94Ru  

(E)
93.2482 91.36 0.9797

표 3-2-10.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정량법 및 동위원소 비 측정법 비교. 

분석항목 구     분 IAEA 측정방법  NBL 측정방법 KAERI 측정방법 

우라늄 

정량

분석방법 Davies-Gray/NBL 법  Davies-Gray/NBL 법 Davies-Gray/NBL 법

분석범위 20∼40 mg 5∼40 mg 20∼40 mg 

오차범위(RSD) <0.05 % <0.05 % <0.05 %

플루토늄

정량

분석방법
MacDonald-Savage 

법

Coulometric 

Titration

Coulometric 

Titration

분석범위 2∼5 mg 1∼10 mg 5 mg

오차범위(RSD) <0.05 % <0.05 % <0.1 %

우라늄

동위원소

비

측정방법 Mass Spectrometry Mass Spectrometry Mass Spectrometry

최적 측정범위 1∼2 ㎍ 1∼2 ㎍ 1∼2 ㎍

Abundance 

sensitivity
∼10

-8
∼10

-9
∼10

-6

플루토늄

동위원소

비

측정방법 Mass Spectrometry Mass Spectrometry Mass Spectrometry

최적 측정범위 <㎍ <㎍ <㎍

Abundance 

sensitivity
∼10

-8
∼10

-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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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라늄 분석법 비교

    핵물질 분석법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 중 또는 신규 수집한 자료를 검

토하여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분석방법에 대한 분석범위 및 오차한계 등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 으며, 결과를 표 3-2-10에 요약하 다. 우라늄의 전

위차 정량에서 요구되는 정 도는 상대표준편차(RSD)로 0.05％ 이하임을 고

려할 때 적정시 취해야 할 우라늄의 양은 20 mg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플루토늄의 경우는 2∼5 mg을 적정하는 것이 신뢰성 있는 정량결과

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10에 나타낸 비교표는 추후 핵물질 계

량관리나 흔적량 핵물질의 분석에 이용되는 동위원소 측정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마. IDMS에 의한 플루토늄 정량

    본 연구에서는 플루토늄 표준물을 동위원소희석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

고 그 결과를 전기화학적 정량방법인 전기량 적정법으로 정량한 결과와 상

호 비교하 다.  비교 실험에 사용한 플루토늄 표준물은 산화플루토늄(NBL, 

CRM No.122, PuO2 powder, Pu = 87.790 wt.％)을 1.5 M HNO3 - 0.01 M 

HF 혼산으로 용해한 후 제조하여 사용하 다. Isotope Dilution Mass 

Spectrometry(IDMS) 방법을 이용한 플루토늄 정량에서는, 상기 플루토늄 표

준용액 소량에 증류수를 일정량 가하여 희석한 다음 이 용액의 일정량을 취

하여 Pu-242(IRMM-044) 스파이크를 가하고 잘 섞었다. 동위원소 측정은 스

파이크를 넣지 않은 시료와 넣은 시료에 대하여 각각 질량분석을 수행하여 

동위원소 희석법으로 Pu 농도를 결정하 다. 이 때, 질량분석에 사용된 플루

토늄의 양은 90 ng 정도이었다.

    각각의 시료에 대한 동위원소희석 질량분석 결과를 스파이크를 첨가한 

시료와 첨가하지 않은 시료로 구분하여 표 3-2-11에 나타내었다.  표 

3-2-11에 나타낸 NBL CRM No. 122 플루토늄 표준물의 평균 원자량은 

239.1835이었으며, IRMM-440 플루토늄 표준물의 평균 원자량은 242.0560이

었다. 플루토늄 표준물 시료의 농도는 플루토늄 표준물 시료에 대한 동위원

소 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얻었으며, 그 결과를 표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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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표 3-2-12의 결과를 이용하여, 희석 전의 플루토늄의 농도로 계산하면 

1.1149 mg-Pu/g sol'n 으로 플루토늄 저장용액의 농도와 잘 일치함을 나타

냈다.

표 3-2-11. 플루토늄정량(동위원소 희석법)을 위한 동위원소 비 측정결과.

Sample
Isotope ratios

238/239 240/239 241/239 242/239

Dil. CRM #122 0.000613 0.132003 0.006030 0.002019

IRMM-440 0.010895 0.130750 0.010895 1209.483

Spiked No. 1 0.000822 0.131929 0.006448 1.227965

Spiked No. 2 0.000825 0.131958 0.006269 1.228624

Spiked No. 3 0.000824 0.131943 0.006359 1.228295

Spiked No. 4 0.001378 0.132317 0.005832 1.221129

Spiked No. 5 0.001423 0.131993 0.005459 1.222422

Spiked No. 6 0.001401 0.132155 0.005646 1.22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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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플루토늄 표준물의 IDMS 및 전기량 정량결과 비교.

No. of analysis
Results (ug-Pu/g sol'n)

IDMS Coulometric

No. 1 9.609919

No. 2 9.604743

No. 3 9.607669

No. 4 9.608174

No. 5 9.597988

No. 6 9.603078

Average 9.605261±0.003956 9.5845

        ä
ä

−
−=

y

x

Ri
Ri

RxRb
RbRy

Wx
Wy

My
MxCyCx ....

 

여기서, Cx : 시료 중 Pu 농도

        Cy : spike중 Pu 농도 

        Mx : 시료 중 Pu 평균원자량

        My : spike중 Pu 평균원자량

        Wy : spike 취한 무게(부피)

        Wx : 시료 취한 무게(부피)

        Ry : spike중 Pu-242/Pu-239 

        Rb : 섞은 시료 중 Pu-242/Pu-239 

        Rx : 시료 중 Pu-242/Pu-239

        ∑x Ri : 시료 중 Pu-239를 포함한 각 동위원소 비의 합

        ∑y Ri : spike 중 Pu-239를 포함한 각 동위원소 비의 합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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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계량관리기술

1. 개요[29∼33]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 의해 안전조치 대상시설은 시설내 모든 핵물

질 재고량 및 재고변동사항에 대한 계량관리보고서와 핵물질 수출입 정보 

등 안전조치에 관련된 정보들을 IAEA 보고 하여야하며, 양국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 공급국별 핵물질 재고변동사항 및 재고량에 대한 정보를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법은 IAEA 안전조치 협정 및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에 의해 시설이 준수하여야 하는 보고 의무사항과 국가의 원자력 통제

를 위해 시설이 이행하여야 하는 보고 의무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전조치 대상시설은 다양한 종류 및 형태의 안전조치 정보들을 보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및 원자력법에 명시된 보고 의무사항중 계량관리관

련 사항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1988년 MS DOS 환경에서 PC

용 데이터베이스 개발 tool인 dBASE III와 CA Clipper로 핵물질 계량관리시

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시설에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 계량관리시스템

은 Windows 환경에서 운 되는 현 전산환경에 부적합하고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서(ICR, PIL, MBR 및 concise note) 이외의 시설 안전조치 정보들을 처리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국

내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각 발전소별로 개발

되어 사용하여 왔으나 vantage 5 type 핵연료와 같이 다국적 원산지로 구성

되거나 농축도가 다른 핵물질로 구성된 assembly들이 새로운 핵연료로 사용

되면서부터 기존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이들 핵연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의 신핵연료 저장고, 원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구조와 무관하게 핵

연료 이력관리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연료 이력관

리시스템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본 과제에서는 기존 계량관리시스템과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들을 해결하고 보다 광범위한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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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reatment System(SITS)와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을 각 각 개

발하 다. 

    SITS는 안전조치 대상시설의 계량관리 방법 및 처리절차는 시설 형태 

및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므로 SITS가 국내 모든 안전조치 시설에

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안전조치 시설을 계량관리 요소에 따라 8개 계량

관리체제로 분류하여 개발하 다. SITS는 Windows NT 4.0의 운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웹을 연동하기 위해 DBMS를 MS SQL sever 7.0을 이용하

으며, 웹서버는 MS Internet Information Server(MS IIS)를 채택하 다. 

Network 환경은 연구소, 원자력 발전소, 원전연료주식회사(KNFC) 및 기타 

다른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구성하 다.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국내 모든 발전용 원자로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신핵연료 저장고, 원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구조들을 시스

템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전산

환경은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이 향후 SITS와 통합, 운 될 수 있도록 

SITS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개발되었다. 또한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SITS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자료입력을 위하여 시설에서 사용하

고 있는 Excel 파일을 이용하거나 SITS로부터 출력된 ICR의 Excel file을 

이용하여 핵연료 관련자료들을 입력하도록 하 다. 즉, 이력관리시스템은 

SITS의 출력자료 또는 시설간 핵물질 이동에 관한 Excel file을 이용하여 자

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운 자의 수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또한 핵

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핵연료의 이력관리이외에 삽입체 및 모조연료 등과 

같이 발전소의 저장소에 저장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물질들도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SITS 및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의 세부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SITS 입출력 자료

   SITS는 한-IAEA 안전조치 협정,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 및 원자력법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이행하고 시설 자체 안전조치 업무수

행에 필요한 안전조치 정보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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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자료는 상기 국제 협약에 따른 보고자료, 과학기술부 고시 제96-30호

인 “국제규제물자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 IAEA 사찰 수검자료 

및 결과, 그리고 기타 시설 안전조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들로 구성하

다.  SITS의 개괄적 입출력 자료 흐름도는 그림 3-3-1과 같이 도시될 수 있

으며, SITS로 입력되는 모든 자료들이 계량관리보고서를 중심으로 입력되고 

계량관리보고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파악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SITS의 입출력 자료의 종류 및 처리내용을 세분화하여 기술하면 표 

3-3-1과 같다. 

KAERI

(ICR, PIL, MBR, Concise note)

- -

( )

IAEA ,

MOST /

/

IAEA 

IAEA 

IAEA 

/

(LEDGER)

- -

그림 3-3-1. SITS의 입출력 자료 흐름도.

    한-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SITS로 

입력되는 자료들은 IAEA 계량관리보고서인 재고변동보고서(Inventory 

Change Report : ICR), 물자재고목록(Physical Inventory List : PIL), 물질수

지보고서(Material Balance Report : MAR), 계량관리보고서 내용을 보조 설

명하는 concise note와 핵물질 수출입에 관련된 IAEA 사전통보, 안전조치 

면제/재적용/종료 등과 같이 시설에서 IAEA로 보고되는 모든 안전조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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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로 구성된다.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미국 사전동의 관련자료 및 한-카/한-호 연례보고서 등이 입력되며, 원산지

별 핵물질 재고목록 및 재고량 유지관리는 ICR의 추가 field를 이용한다. 원

자력법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 대부분은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과 

동일하지만 IAEA 사전통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1 effective kg 미만의 핵

물질 수출입관련 자료와 같이 국가 원자력 통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SITS로 입력되도록 하 다.

    시설 안전조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핵물질 재고목

록 및 재고변동기록부, 핵적 생성 및 손실(nuclear Loss & production), 재고

변동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구성하 으며, 이들 자료들을 이용

하여 IAEA 사찰 수검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시설 안전조치 업무수행에 필

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SITS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국제협약 및 원자력

법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시설 안전조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SITS의 출력자료 종류는 크게 IAEA 안

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IAEA 계량관리보고서, IAEA 사찰 수검자료 및 수검

결과, 한-카 및 한-호 연례보고서, 원자력법에 따른 보고 이행결과 및 기타 

안전조치 보고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ITS에서 출력되는 IAEA 사찰수

검 자료는 general ledger, Key Measurement Point(KMP)별 재고변동기록 

및 재고목록, fuel assembly history, nuclear loss & production 기록, 발전소

의 월별 IAEA 보고자료 등이며, general ledger의 경우 발전소, KNFC 및 

연구소에 대한 출력양식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설 형태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출력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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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SITS의 입출력 자료 종류 및 형태.

가. 입력자료 종류

, MBA name 
 IAEA

ALL 

ICR, , , ALL 

KM P  IKMP , LOF,
R&D 

Nuclear Loss & Production , ,

IAEA (Part1 ~ Part4) 
 /

, ALL 

Fuel Assembly History Card , ,

Declaration for Surveillance ,

Declaration for Seal ,
ALL 

Power Histogram , ,

Advanced Information , ALL 

/ / ( . )

/ / ( . )

/ / ( . )

(MOST) / / ( )

/ / ( . )

/ / ( . )

/ / ( . )

BSI 
-

Non -canadian 

-

/ /

MOST  letter 

IAEA Letter  (2~3 )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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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력자료 종류

/ Log Access/ / M BA name /

ICR/ , ,
BIL ,

KM P IKM P ,
KM P

Date &  Elem ent ,
Inventory change Type & Isotope Code ,

Inventory change Record(Date &  Element &  M D code) ,
General Ledger 

( )

Sub General Ledger ,
Nuclear Loss &  Production ,

Irradiation fuel ,
Fresh Fuel W ith M D Code ,

Inventory change 
Document 

(M aterial Transfer) 
( ) Fresh Fuel W /O M D Code ,
Inventory Record Inventory Record ,

Fuel Assembly History Card ,
Declaration for Surveillance, Advanced Information ,

Declaration for Seal, Power Histogram ,( )
 IAEA ,  / 

 (Part1  ~  Part4) ,
IAEA

IAEA ,  IAEA 
IAEA ,

,

General Ledger, Inventory Record, Power Histogram 
Declaration for Surveillance, Declaration for Seal, Advanced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SI,Non-canadian 

- , ,

, ,
M OST  letter  
IAEA Letter  (2~3 )
Total error message 
Report Status(`  head table (ICR,PIL,M BR

))
Batch 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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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TS의 계량관리체제 구분

    안전조치 대상시설은 시설 형태 및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계량

관리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SITS가 모든 안전조치시설로부터 입력

되는 계량관리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계량관리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계량관리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SITS는 국내 안전

조치 시설을 계량관리 특성 및 환경에 따라 8개 형태의 계량관리체제로 분

류하 다. 

    SITS에서 시설 분류방법은 1) 시설 형태를 나타내는 품목계수시설과 중

량취급시설 여부, 2) 계량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batch follow-up 적용여부, 

3) 미계량물질(Material Unaccounted For : MUF) 발생여부, 4) Pu 보고시

기, 5) 시설 운전상태, 6) KMP 간 이동되는 핵물질에 대한 정보처리 여부, 

7) ICR 입력시 KMP 지정여부 등과 같은 계량관리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SITS의 환경설정루틴에서 계량관리 요소들이 설정되면 SITS로 입력되는 모

든 계량관리자료들은 설정된 계량관리 방법 및 절차가 적용되어 자료의 유

효성이 검사된다. 이와 같이 시설 계량관리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 국내 모든 

안전조치 시설에서 SITS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SITS가 분류하는 8

개 형태의 계량관리체제 및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형태에 대한 주요 계

량관리 요소를 요약하면 표 3-3-2와 같다.

• Category 1 시설 : 핵물질을 assembly 또는 rod 단위로 품목계수하는 시

설로서 batch follow-up을 실시하고 반출량과 재고량이 정확히 일치함

에 따라 MUF가 발생되지 않으며, nuclear loss & production을 fuel 

exchange시 보고하는 발전용 원자로 시설

• Category 2 시설 : 계량관리 특성이 category 1 시설과 동일하지만 조사 

핵연료의 반출입시에  nuclear loss & production을 보고하는 연구용원자로 

시설

• Category 3 시설 : category 1 & 2의 계량관리 형태와 유사하게 품목계

수 및 batch follow up 계량관리체제를 적용하지만 nuclear loss & 

production이 없으며, hot cell과 같이 시설내 일부 지점에서 중량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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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형태의 계량관리체제가 적용될 수 있어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

고량에서 차이가 발생되거나 MUF 발생소지가 있는 조사후 및 조사재 시

험시설

• Category 4 시설 : category 1 시설의 계량관리 형태와 유사하지만 batch 

follow-up을 실시하지 않고 월별로 nuclear loss & production을 보고하는 

중수형 원자로 시설

• Category 5 시설 : MUF가 발생되는 중량취급시설로서 품목계수 및 

batch follow up 계량관리체제를 적용하고 재고주요측정지점(Inventory 

Key Measurement Point : IKMP)에 따라 핵물질 재고변동을 관리하는 

시설외지점(LOF) 및 R&D 시설

• Category 6 시설 : category 5 시설의 계량관리 형태와 유사하지만 핵물

질 재고변동이 IKMP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DUPIC 시설,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HFFL), 중수로핵연료 가공시설(CFFP)

• Category 7 시설 : 중량취급시설이지만 시설 가동을 중지하여 MUF 발생

이 없는 DUF4 변환시설

• Category 8 시설 : 중량취급시설로서 MUF가 발생되며, batch follow-up

으로 계량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핵물질 종류 및 원산지별로만 계량관리를 

실시하는 원전연료주식회사의 PWR 및 CANDU 핵연료 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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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안전조치 대상시설 구분.

BATCH 
FOLLOW 
UP 

MUF Pu  OPERATION 
STATUS  /  Pu 

REPORTING MODE

IKMP

Pu  report mode 
PWR ( )

 PWR CASE 1

Pu report mode 
Research( )

, CASE 2Batch 
follow up 

  IMEF, PIEF (Rod cut) CASE 3

Pu report mode 
( ) CASE 4

Batch 
follow up 

LOF, R&D CASE 5

DUPIC, 
,

CFFP( )
CASE 6 

Batch 
follow up 

DUF4 (
)

CASE 7

 KNFC ( PWR, CANDU ) CASE 8
Batch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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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TS의 주요 기능

    SITS는 한-IAEA 안전조치 협정,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 및 원자력법

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시설 자체 안전조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 정보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관리가 필수적이다.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SITS로 입력되는 안전조치 정보들에 대한 유효성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SITS의 입력 자료인 계량관리보고서는 대부분 입력 자료와 연관성을 갖

고 있으므로 계량관리보고서를 중심으로 다른 안전조치 정보들과 연계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 다. 계량관리보고서와 연관성이 있는 입력자료는 IAEA 

및 MOST로 보고되는 핵물질 수출/수입에 관한 사전 보고자료, 핵물질 종료

/면제/재적용 신청자료, 핵물질 이동기록부,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연례보

고서, 원산지별 핵물질 재고변동 및 재고량, 사전동의 자료 등이며, 이들 자

료들이 입력될 때 SITS는 계량관리보고서와의 일치성을 검사하여 입력자료

의 완결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SITS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계량관리보고서에 대한 입력기능과 장

부상 PIL 생성기능이다. 계량관리보고서에 대한 입력기능을 살펴보면 시설의 

핵물질 재고목록 및 재고변동을 나타내는 계량관리보고서가 SITS로 입력될 

때 입력자료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오류검사 과정

을 거친 후 오류가 없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SITS가 입력자료의 

오류 존재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은 첫째, 계량관리보고서는 한-IAEA 안전조

치 협정의 보조약정인 CODE 10에 명시된 양식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

므로 계량관리보고서가 SITS로 입력될 때 CODE 10에 따른 문법적 오류가 

존재하는지 검사하고 둘째, 입력자료의 각 field간 관계성 및 입력자료 간의 

일치성을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량관리보고서 

내용과의 자료 일치성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핵물질 양에 대한 불일치 판정, 

IAEA로 기 보고된 계량관리보고서에 대한 수정처리 및 일치성 판정 등과 

같이 여러 종류를 검사 기능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vantage 5 type 핵연료는 여러 국가 또는 농축도가 다

른 핵물질이 구성되어 하나의 assembly로 제조된다. 이와 같은 핵연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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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SITS는 기존 자료와의 일치성 검사를 위하여 원산지 또는 농축도별로 핵

연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제조된 assembly가 시설 외부로 반출되

거나 nuclear loss & production인 경우 해당 assembly의 원산지별 핵물질 

양 및 원산지 코드 기입순서까지 검증하도록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는 자료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 다. SITS에서 입력되는 계량관리보고서

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오류검사 과정 흐름도는 그림 3-3-2와 같다.

CO DE10

DB

D B

( )

D B

그림 3-3-2. 계량관리보고서의 오류검색 흐름도.

    SITS에서 장부상 PIL과 MBR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PIL과 MBR을 

토대로 물질수지기간 중 발생된 ICR의 재고변동내용을 반 하여 자동 생성

하도록 하 다. 생성되는 장부상 PIL은 하나 이상의 원산지 또는 농축도로 

구성된 assembly를 원산지 및 농축도별로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계량관

리보고서의 continuation field에 “M" code를 사용하여 작성되도록 하 다. 

또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인 경우 KMP 이동기록, nuclear lo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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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기록들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물질기술코드(material description 

code), 재고 주요측정지점, measurement basis code가 변경되도록 하여 시설 

운 자가 생성된 장부상 PIL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PIL을 작성할 수 있도

록 하 다.

    국가 또는 MBA간 핵물질 재고변동 발생시 반출입 시설에서 작성되는 

핵물질 이동기록부와 발전용 원자로에서 교체 핵연료의 nuclear loss & 

production 및 연소도를 SITS에서 기록, 유지하도록 하 으며, 이들 자료들

은 재고변동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입력되는 재고변동보고서의 유효

성 검사에 활용되도록 하 다. 핵물질 이동기록부의 경우 국내 시설들은 시

설별로 고유한 이동기록부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SITS에서는 모든 

시설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채택하 다.

    SITS는 효율적으로 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

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예를 들어 계량관리보고서의 입력인 경우 

일반 word processor로 작성된 data file을 입력하는 방법, SITS가 제공하는 

Excel 양식으로 계량관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Excel로 작성된 file을 복

사하여 읽어 오는 방법, MBA간 핵물질 이동기록부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 

또는 입력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 사

용자가 수행하는 작업환경에 알맞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출력

인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data file, Excel file 및 프린터 출력 방법 

등이 있다.

     계량관리보고서는 한-IAEA 안전조치협정의 보조약정인 CODE 10과 

안전조치 대상시설별로 IAEA와 합의한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 ; FA)

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CODE 10은 계량관리보고서의 작

성 방법 및 문법적 형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FA는 시설 형태 및 환경에 따

라 적용되는 계량관리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SITS는 입력자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CODE 10 및 FA의 주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여 계량관리보고서가 입력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CODE 10에 

따라 문법적 형식을 검사하고 FA에 명시된 계량관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

는지 검사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FA의 주요 내용은 유통 주요측정

지점(Flow KMP ; FKMP) 및 재고 주요측정지점(Inventory KMP : IK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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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KMP별 사용가능한 재고변동형태(inventory change code) 및 물질기술

코드(material description code) 등이다.

     IAEA 사찰수검은 시설 안전조치 이행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로서 모든 

시설에서는 IAEA 사찰에 대비한 수검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SITS는 IAEA 

사찰 수검에 대비하여 general ledger, 재고변동기록, 재고목록 등 여러 종류

의 수검자료를 시설 특성에 따라 원하는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general ledger의 경우 발전소, 연구소 및 KNFC에서 사용되는 양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설 특성에 맞는 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 다. 재고

목록인 경우 품목계수시설은 계량관리보고서를 이용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중량취급시설은 시설 물자재고조사시 작성된 재고목록을 이용하여 IAEA 사

찰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사찰수검자료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IAEA 사찰수검결과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사찰 중에 협의되었던 사항 또

는 주요 사찰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게 하 다.

5. SITS 시스템 구성

 가. H/W 및 S/W 구성도

    SITS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Windows NT의 운 체제 하에서 수

행 가능하도록 그림 3-3-3와 같이 설계하 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웹을 연동하

기 위해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는 MS SQL sever 7.0을, 웹

서버는 MS IIS를 채택하 다. SITS의 network 환경은 연구소, 한전 발전소, 

KNFC 및 기타 다른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그림 3-3-4과 같이 설계하

다. 즉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는 인트라넷 환경에서 클라

이언트-서버 시스템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의 안전조치 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stand alone 

형태로 시스템을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 KAERI의 network 환경은 하나

의 server를 중심으로 KAERI내 10개 시설들이 client가 되도록 구성하 다. 

한전은 본사에 각 사업소를 통합 관리하는 server를 구축하고 각 사업소(예 

: 고리 1, 2호기)별로 독립된 SITS server를 운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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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각 사업소에 설치된 server는 2개의 발전소가 client가 되며, 사업소 

server에서 유지, 관리된 주요 정보들은 한전 본사에 있는 server에 연결되도

록 구축하 다. 원전연료(주)와 기타 다른 시설은 server와 client를 구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 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3-3-3. SITS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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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 B  S e r v e r ,  D B  

A p p l i c a t i o n  :  S I T S   

S W  :  C r y s t a l  R e p o r t  

W e b  s e r v e r  :  I I S  4 . 0  

C l i e n t  

O S  :  W in  9 8 / M e / N T  

M S  O f f i c e  2 0 0 0  

a n o t h e r  O C X  ( d o w n lo a d )  

B r o w s e r  :  I E  5 . 5  

O c x  :  S h e r i d a n  T o o l b a r  

O S  :  N T 4 . 0   

B r o w s e r  :  I E  5 . 5  

M S  O f f i c e  2 0 0 0  

K A E R I ,  K H N P ,  K N F C ,  O t h e r  F a c i l i t y   

그림 3-3-4. SITS의 소프트웨어 구성도.

 나. SITS 메뉴별 기능

    SITS의 화면메뉴(User Interface : UI)는 시스템관리, 계량관리보고서, 

재고이력정보, IAEA 사찰수검, 국제규제물자 및 연례보고서 등 7개의 주 메

뉴(main menu)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 메뉴는 여러 개의 부 메뉴들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메뉴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SITS 초기 화면

    Web browser를 실행한 후 SITS의 server로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초

기화면이 나타난다. User가 id.와 password를 입력하면 sites의 주메뉴 화면

이 그림 3-3-5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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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SITS 초기화면.

  (2) SITS Main Menu 화면

    SITS의 주 메뉴는 시스템관리, 계량관리보고서, 재고이력정보, IAEA 사

찰수검, 국제규제물자, 연례보고서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6참

조)

그림 3-3-6. SITS main menu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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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TS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는 시설 및 MBA 등록, 사용자관리, 환경설정 등 5개의 부메

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및 MBA 등록, 사용자관리 메뉴는 SITS를 사용

하는 시설 및 각 시설 및 MBA 운 자들을 등록, 관리한다. 환경설정 메뉴

는 등록된 MBA의 계량관리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해당 MBA에 대한 

환경설정을 하지 않으면 계량관리보고서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가) 환경설정 - 계량관리체제 분류(그림 3-3-7 참조)

그림 3-3-7. 환경설정 화면.

    (나) MBA의 FKMP 설정(그림 3-3-8 참조)

그림 3-3-8. MBA의 FKMP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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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량관리보고서

    계량관리보고서는 SITS의 핵심 기능으로 모든 정보들은 계량관리보고서

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다. 계량관리보고서는 ICR, PIL, MBR 및 Concise 

note로 구성되어 있으며, PIL과 MBR을 처리하기 위한 보조 기능으로 장부

상 PIL & MBR 생성 메뉴가 있다. 이들 각각의 메뉴에서 ICR과 장부상 PIL 

& MBR 생성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가) ICR

   계량관리보고서 메뉴에서 ICR을 선택하면 현재 database에 저장된 ICR 

현황이 나타나며, 우측 창에 입력, 조회, 수정 등에 대한 icon이 나타난다(그

림 3-3-9 참조). 입력 icon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data file, Excel을 이용한 

직접입력, 재고변동서류(ICD)를 이용한 ICR 작성 등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그림 3-3-10 참조)

그림 3-3-9. Database에 저장된 ICR 현황.

 

.

그림 3-3-10. ICR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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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른 word processor를 이용하여 작성된 data file을 불러오면 그림 

3-3-11과 같이 입력된 data file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때 사용자가 

화면아래에 있는 검증 button을 누르면 SITS는 해당 자료에 대한 문법적 오

류, data 일치성 및 관계성 검증을 수행한 후 error가 있으면 해당 error에 

대한 message를 화면에 출력하며, error가 없는 경우 ICR DB에 data를 입

력하도록 하여 data의 건정성을 유지토록 하 다.

그림 3-3-11. 입력된 데이터의 에러 확인 화면.

    (나) 장부상 PIL & MBR 생성(그림 3-3-12 참조)

그림 3-3-12. 장부상 PIL & MBR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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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상 PIL & MBR 생성은 SITS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서 시설 운

자는 IAEA 물자재고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고목록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PIL을 작성하는 기능이다. 또한 작성된 PIL이 SITS로 입력될 

때 장부상 PIL과 비교하여 오류존재 여부를 검사하는데 이용된다. 장부상 

PIL과 입력 PIL의 양이 차이가 있을 경우 또는 품목이 변경된 경우 SITS는 

차이가 발생된 내용들을 user에게 알려주며, 차이가 발생된 양은 장부상 

MBR에 MUF로 반 하도록 하 다. 생성된 장부상 PIL의 내용은 그림 

3-3-13과 같이 조회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각 항목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 생

성되었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존 ICR과 PIL의 자료가 화면 아래에 출력

되도록 하 다.

그림 3-3-13. 생성된 장부상 PIL의 내용조회.

  (5) 핵물질 재고변동

    핵물질 재고변동은 장부재고목록에 있는 항목들의 재고 KMP를 변경하

는 기능과  nuclear loss & production, irradiated fuel, fresh fuel의 재고변

동내용들을 기록, 관리하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고 KMP 변경기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기능으로 신핵연료가 입고된 후 사용후핵연료저

장조를 거쳐 원자로로 이동하는 과정을 기록,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때 각 

KMP간 이동이 될 때마다 material description code, measurement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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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등과 같은 관련 내용들도 자동 변경되도록 하 다. Nuclear loss & 

reduction은 발전소의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방출될 때 기록되는 loss와 

production 양을 기록하는 기능으로 SITS에서 생성된 장부재고목록을 이용

하여 해당 품목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품목들이 Excel 화면으로 나타나게 하

여 user가 보다 정확한 자료처리와 용이하게 계량관리자료를 입력할 수 있

도록 하 다(그림 3-3-14 참조).

그림 3-3-14. 핵물질 재고변동 메뉴(Nuclear loss & production).

  (6) IAEA 사찰 수검자료

    사찰수검 자료 종류는 IAEA 사찰시 필수적인 수검자료인 general 

ledger, inventory record, 재고이력정보,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

는 수검자료 및 월별보고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General ledger는 안전조치 

대상시설별로 양식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양식

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5 종류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 다. 재고이력정

보는 장부상 재고목록, 원산지별 재고목록 및 재고량, 핵물질 종류별 재고량, 

및 핵물질 이력 검색 등 다양하게 시설의 재고량 및 재고목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발전소 수검자료는 다른 시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 종

류의 수검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발전소만을 위한 수검자료들을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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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IAEA 사찰수검 자료 메뉴.

  (7) 국제규제물자 보고

    국제규제물자 메뉴는 계량관리보고서 이외에 IAEA로 보고되는 자료 또

는 과학기술부로 보고되는 자료들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국제규제물자 보

고에 관련되어 보고된 자료들은 문 및 한 로 각 각 출력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3-16 참조).

그림 3-3-16. 국제규제물자보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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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례보고서

    연례보고서 메뉴는 한-카 및 한-호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각 시설이 

보고하여야 하는 연례보고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핵물질에 관

한 재고량 및 변동사항은 주어진 기간에 발생된 ICR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하 다. 한-카 연례보고서의 경우 장비 및 물질, BSI 항목에 대

한 기록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연례보고서에서는 미국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3-17 참조).

그림 3-3-17. 연례보고서 메뉴.

  (9) 기타

    기타 메뉴에서는 IAEA 사찰결과, 사찰관련자료 등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IAEA 사찰결과는 사찰수검 결과보고서, IAEA 사찰 강도 및 

사찰 주요활동 내용들을 요약 관리하도록 하 으며, 사찰관련자료는 IAEA 

사찰관 목록, 사찰방문 결과 등 사찰에 관련된 자료들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 다(그림 3-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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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기타 메뉴 중 사찰수검 결과 보고서 양식.

6.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

 가. 시스템 개요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경수로형 발전용 원자로

시설에서 신 핵연료의 반입에서부터 반출까지 핵연료의 이동 및 계량관리 

관련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신 핵연료 저장고,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의 구조는 발전소마다 그 형태가 상이하지만 계량관리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모든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서 개발된 핵연료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발전소의 시설 환경을 적절히 반

할 수 있는 환경설정 기능을 두었다.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 환경은 SITS와 통합하여 운  가

능하도록 SITS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개발하 다. 또한, 핵연료 이력관리시

스템은 SITS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에서 작성한 Excel 형태의 핵연료 이력자료와 SITS 출력 자

료(ICR)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핵연료 이력관리 시

스템은 SITS의 출력자료 또는 시설간 핵물질 이동에 관한 Excel 파일을 이

용,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운 자의 수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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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핵연료의 이력관리 이외에 삽입체 및 모조연

료 등과 같은 발전소의 저장소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물질

들도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나. 시스템의 주요 기능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크게 저장장소 설정 기능, 핵연료

의 입고 및 이동, 반출까지의 이력관리 기능, 저장장소별 재고목록과 반출목

록의 Excel 파일 저장과 인쇄 기능, 저장장소 조회시 각 연료별 이력 사항 

조회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능 중 시스템 환경설

정 기능인 저장장소 설정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 사용방법을 주요 메

뉴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초기 화면

    Web browser를 실행한 후 핵연료 이력관리 시스템의 server에 접속하

면다음과 같은 초기화면이 나타나며, 여기서 사용자가 자신의 ID와 비 번호

를 입력하면 핵연료 이력관리 시스템의 주 화면이 나타나 필요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게 된다(그림 3-3-19 참조).

그림 3-3-19. 핵연료 이력 관리 시스템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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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연료이력관리 시스템의 주요 메뉴 구성

    핵연료이력관리 시스템의 주 메뉴는 입고, 이동, 조회, 반출, 인쇄, 도움

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고 메뉴는 저장장소에 핵연료, 삽입체, 바스켓, 

기타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동메뉴는 저장장소간 연

료 및 삽입체 등의 이동 정보를 관리하며, 표 3-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

장장소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표 3-3-3. 핵연료 이동메뉴에서 저장장소별 이동 가능한 장소. 

이동하고자 하는 저장장소(자) 이동할 저장장소(지)

  신 핵연료 저장고(NFS)
SFP

CORE

  원자로(CORE) SFP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P)
CORE

SFP

    조회메뉴에서는 각 저장장소별(NFS, Core, SFP) map 조회가 가능하며, 

map의 구성 및 map에 있는 핵연료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반출메뉴는 

핵연료의 반출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반출작업은 SFP에서만 가능하고, 각 핵

연료별로 반출된 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인쇄 메뉴는 각종 재고목록 map을 

인쇄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도움말 메뉴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

한 도움말을 제공한다. 

    이들 주 메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입 고

    입고 메뉴는 저장장소에 핵연료, 삽입체, 바스켓, 기타 등의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부 메뉴로 나누어져 있다. 삽입체, 바스켓, 기타 등의 자료 입력

방법은 핵연료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연료 

입고 화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입고 메뉴의 부 메뉴에서 “핵연료”를 선택하면 그림 3-3-20과 같은 핵

연료 입고화면이 나타난다. 핵연료 입고 방법은 Excel 파일을 불러와 일괄 

처리로 입고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하나씩 레코드 단위로 입고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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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cel 파일로부터 입고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입고할 핵연료 정보가 

포함된 Excel 파일을 불러와 일괄 입고할 때 사용하며, 레코드 단위의 입고방

법은 사용자가 한번에 하나씩 핵연료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텍

스트 필드와 콤보 박스 등에 관련 핵연료 정보를 기입하여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림 3-3-20. 핵연료 입고 메뉴.

    또한, 사용자는 입고 화면에서 핵연료 코드별로 수정 및 삭제, 조회가 

가능하며, 각 코드별 재고량을 Excel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위의 핵연료 입고 화면에서 ①은 핵연료의 입고 및 자료의 수정, 조회 

시 사용하는 텍스트 필드이다. 조회 시에는 단순히 텍스트 필드만이 나타나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입고나 수정 시에는 인수일자와 원산지, 성형 가공 회

사 등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입력 및 수정을 용이하게 하 다. ②는 각 고유 

코드와 관리 코드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입고된 연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코

드를 나타내며, 관리 코드는 고유 코드의 뒷부분 4자리를 말한다. 관리 코드

는 핵연료 및 삽입체의 이동시 map에 나타내기 위하여 별도로 사용되는 코

드이다. ③은 입고 및 수정 등의 작업을 처리하는 버튼 및 검색 버튼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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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는 고유 코드를 클릭하 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

다. ②에서 고유 코드를 클릭하 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정보가 ①과 ④에 

나타난다. ①은 코드가 입고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타내며, ④는 입고부터 

이동까지의 이력 및 재고량을 나타내는 곳이다. ⑤는 사용자 및 시스템의 날

짜를 나타내는 곳이다. 현재 사용중인 사용자의 이름과 시스템의 날짜가 표

시되며, 수정이 불가능하다.

  (4) 이 동

    이동메뉴는 신 핵연료 저장고(NFS), 원자로(Core),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SFP)간의 핵연료 및 삽입체 등의 이동 정보를 관리한다. 이동 화면은 왼쪽 

에 보내는 장소('from')와 오른쪽 map의 받는 장소(‘to')를 나타내는 map으

로 구성되며, map과 map 사이에 핵연료 및 삽입체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의 더블 클릭을 이용한다(그림 3-3-21 참조).

    Map간의 이동은 모두 같은 방식이며, Core에서 SFP, SFP에서 Core로

의 이동은 다른 이동과 달리 LN & LP 및 LN & NP 환원 등의 추가적인 기능

을 가지고 있다. 이동시 왼쪽의 map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핵연료를 더블 클

릭하면 map의 상단 부분에 선택된 핵연료의 위치와 고유 코드에 대한 정보

가 나타나게 되며, 사용자는 이들 정보를 확인하고 오른쪽 map에서 이동할 

장소의 셀을 더블 클릭하여 왼쪽 map에서 선택한 핵연료를 이동할 수 있다. 

이 때  오른쪽 map의 셀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뜨는데, 이는 더블 클릭된 

왼쪽 map의 셀에 존재하는 핵연료에 따라 메뉴가 다르게 나타난다. 만일 왼

쪽 map의 셀에 핵연료만 존재하는 경우, 오른쪽 map의 팝업 메뉴에는 ‘핵연

료’ 메뉴만 나타난다. 왼쪽 map의 셀에 핵연료와 삽입체 모두 존재하는 경

우, 오른쪽 팝업 메뉴에는 ‘핵연료’, ‘삽입체’, ‘모두’라는 메뉴가 나타나며, 저

장장소에 따라서는 ‘LN & NP'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원자로(Core)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P)간의 핵연료 및 삽입체 등의 

이동 화면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다른 저장장소간의 이동 화면도 이와 유사

하다.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간의 이동시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는 

‘LN & NP'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사용자가 쉽게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

게 하 다. LN & NP 기능에는 사용자가 하나씩 입력하는 방법과 Excel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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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읽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마우스로 이동시 사용자가 직접 입력

하는 방법으로 한번에 하나의 연료에 대해 LN & NP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후자는 먼저 마우스로 핵연료를 이동시킨 후(이때, LN & NP는 하지 않는

다) 파일을 읽어들여 이동한 연료에 대해 LN & NP를 하는 방법이다. 후자

의 경우 이동한 연료가 Core 또는 SFP에 존재해 있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

의 부주의로 존재하지 않는 핵연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입력하게 

되면 오류 메세지가 나타난다. 이 때 사용자는 에러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LN & NP를 수행하면 된다.

           

그림 3-3-21. 핵연료 이동 메뉴.

  (5) 조 회

     조회메뉴에서는 각 저장 장소별(NFS, Core, SFP) Map 조회가 가능하

며, map의 구성 및 map에 있는 핵연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조

회된 map의 인쇄가 가능하며, Excel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P)의 경우에는 전체 map의 크기가 너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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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면에 map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조를 여러 개의 region으로 

구분하여 region 별로 map을 조회하도록 화면을 구성하 다. 만일, 사용자가 

전체 map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보기를 원한다면, region 별로 구분되어 있

는 각각의 map을 Excel 파일로 저장한 후, 이들 파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map을 편집, 전체 map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림 3-3-22는은 원자로(Core) map의 조회 화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3-22. 각 저장 장소별 핵연료 조회 메뉴.

  (6) 반 출

    반출메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핵연료의 정보를 관리하

는 기능으로 반출작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P)에서만 가능하다.

 이 메뉴에서는 핵연료, 삽입체, 바스켓 등의 반출정보를 관리하며, 반출 자

료의 입력 및 반출된 연료에 대한 정보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반출된 

핵연료 및 삽입체 등의 목록을 Excel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그림 3-3-23은 반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를 

반출할 때에는 핵연료의 ‘도착지’, ‘인수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반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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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핵연료를 선택한 후,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반

출되는 핵연료의 변동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변동량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반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림 3-3-23. 핵연료 반출정보관리 메뉴.  

                           

  (7) 인 쇄

    이 메뉴는 저장장소별 핵연료, 삽입체 바스켓 등의 재고 목록과 map 그

리고 반출 목록 등을 인쇄하는 기능과 특정 핵연료의 이력 카드 등을 인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24는 신연료 저장고에 있는 핵연료의 재고를 보여주는 화면이

다. 상단부에는 핵연료의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관리 코드’, ‘고유 

코드’, ‘원산지’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인수일자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검색된 목록에서 특정핵연료에 대한 이력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쇄하고자 하는 핵연료를 선택한 후(핵연료 정보 오른쪽의 체

크 박스를 선택), 'print'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핵연료의 이력 카드를 인쇄



- 198 -

할 수 있다.

  

   

그림 3-3-24. 핵연료 이력 카드 인쇄 메뉴.

   

7. 미계량물질(MUF) 평가

 가. 개  요[34,39] 

    물질수지평가를 위해서는 각 stratum 별로 시설 운 자 및 사찰관의 측

정시스템 불확실도 즉, 우발오차(random error) 및 계통오차(systematic 

error)를 추정하여야 한다. IAEA가 측정시스템 불확실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과거 계량자료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 자의 선언값과 사찰관의 측정 결과를 

통계적으로 상호 비교하는 paired data comparison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시스템 불확실도를 파악하는 것을 오차 추정(error 

estimation)이라 한다. 시설 운 자의 선언값과 사찰관의 측정결과 간의 차이

가 많은 자료들을 오차 추정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오차 추정시 각 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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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의 outlier를 검사한다. Outlier에 해당되는 자료들은 오차 추정에서 제외

되지만 후에 물질수지평가시에는 포함되어 계산된다. 또한, 과거 계량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International Target Value(ITV)를 이용한다.

    Stratum 별로 오차 추정이 종료되면 시설 운 자 및 사찰관의 측정시스

템 각각에 대한 random error 및 systematic error가 산출되며, 이들 결과들

은 해당 MBA의 물질수지평가(material balance evaluation)에 활용된다.

    물질수지평가에 대한 처리 절차는 먼저 operator-inspector의 관련 있는 

data를 stratum 형태에 따라 하나로 합쳐야 한다. 이와 같이 paired된 

operator-inspector data에 대하여 quality 검사를 실시한 후 outlier에 해당되

는 data를 추출한다. Paired data에 대하여 operator-inspector data를 통계적

으로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통하여 각 stratum 별 우발오차 및 계통오차를 

산출한다.  산출된 random error와 systematic error는 사찰중에 sample size 

계산 및 측정오차 허용 한계치 설정 등에 이용되며, 최종적으로 물질수지기

간 중의 물질수지 평가에 활용된다.

 나. Inspector-Operator Data의 Quality Check[34,37]

    물질수지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stratum별로 시설 운 자(operator)가 선

언한 값과 해당 stratum에 대한 사찰관(inspector)의 측정결과가 있어야 한

다.  물자재고조사중에 사찰관은 stratum별 NDA 측정 또는 DA 시료를 채

취한다.  사찰관이 수행한 NDA 또는 DA 분석 결과를 시설 운 자가 선언

한 값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와 쌍(paired data)을 이뤄야 한다.

    Paired data는 사찰년도, 사찰번호 및 측정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합하며, 

paired data는 분석자료의 MBA code, 분석방법, 분석실 및 isotope 총량 등

과 같은 data 유효성 검사, 동일 batch 그리고 Pu에 대해서는 시료채취일자

로부터 decay-correction 등과 같은 quality control을 실시한다.  또한 사찰

중에 채취한 모든 시료들은 subsample들로 분리되어 반복된 측정이 실시된 

후 화학분석 결과가 분석소의 허용오차 내에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  만약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든 남아있는 다른 subsample을 측정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검사한다.  이때에도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stratum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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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heterogeneous 물질로 선언한다.  허용치 범위 내에 있는 물질들은 반복

된 측정결과들의 평균값 갖으며 operator data와 쌍을 이룬다.

 다. Outlier의 정의[34,35]

    Outlier는 오차 추정시 측정실수 또는 운 자의 기록실수 등으로 기인된 

자료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Outlier에 대한 기준은 운 자 선언값과 

사찰관 측정결과 간의 relative difference 값이 표 3-3-4에 있는International 

Target Value(ITV)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이를 outlier로 간주한다.

    표 3-3-4의 ITV 값은 안전조치에 종속된 핵물질들을 검증할 때 적용하

는 측정, 분석 기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측정시 고려되는 측정시스

템 불확실도를 기술하고 있다.  각 측정시스템의 ITV 값들은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경험이 풍부한 실험실에서 잘 갖춰진 장비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실제 측정시스템의 불확실도이다.  ITV는 operator-inspector difference data

들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performance value 즉, 측정시스템의 random 

및 systematic error들이 유용하지 않을 경우 물질수지평가의 통계적 추론을 

얻기 위하여 대신 사용되고 있다[표 3-3-4∼3-3-7].

    Outlier로 판단된 자료들은 오차추정(error estimation) 계산시 제외된다.  

그러나 물질수지 평가시에는 outlier에 속한 data들도 포함되어 계산되고 있

다.  Paired data의 relative difference(di)를 구하는 공식은

     d i(%)=
x i- y i
x i

×100

     여기서 xi : inspector 측정 값,

            yi : operator 선언 값

     과 같으며, IAEA에서 outlier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는

     Outlier ∋ di(%) > 5 × ITV 

     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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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ITV for Bulk and Density Measurements.

Measurement Instrument

Uncertainty Component

(%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u(random) u(systematic)

Mass
LCBS

1)
0.05 0.05

EVAL2) 0.05 0.05

Volume DIPT
3)

0.30 0.20

Density
DIPT 0.30 0.20

VTDM
4)

< 0.05 < 0.05

     1) Load-Cell Based Weighing System
     2) Electronic Balance
     3) Dip Tube

     4) Vibrating Tube Density Meter

표 3-3-5. ITV for Sampling Unc. for Elemental Conc. and U235 

Abundance.

Material

Uncertainty Component

(%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Recommended

Minimum

Sample

Size

Concentration U
235
 Abundance

u(r) u(s) u(r) u(s)

DUF6 0.10 nd 1 nd 5 - 10 g

HEUF6 & LEUF6 & NUF6 0.05 nd 0.10 nd 5 - 10 g

U-oxide Powder 0.20 nd nd nd 10 - 20 g

U-oxide Pellets < 0.05  < 0.05 < 0.05 < 0.05 1 pellet

U Scrap (clean) 1 nd 1 nd 30 g

U Scrap (dirty) 10 nd 10 nd 2 x 3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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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ITV for Sampling Unc. for Elemental Conc. and U
235
 

Abundance.

Method Material

Uncertainty Component

(% rel. Std. Uncertainty)

U-Concentrate Pu-Concentrate

u(r) u(s) u(r) u(s)

GRAV

U Oxides(pure),UF6 0.05 0.05

Pu Oxide 0.05 0.05

TITR

U Oxides, UNH, UF6 0.1 0.1

U Alloys 0.2 0.2

Pu Oxide, Pu Nit. 0.15 0.15

MOX, U/Pu Nit. 0.1 0.1 0.2 0.2

  

* GRAV : Gravimetry, TITR : Tritration

표 3-3-7. ITV for U
235 Abundance.

Method Material

Uncertainty Component

(% rel. Std. Uncertainty)

u(r) u(s)

LMCN

LEU Oxides 0.3 0.3

HEU Oxides 0.2 0.2

* LMCN : Laboratory Multichannel Analyzer, NaI-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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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Inspector-Operator Data Comparison[34,37]

    Operator(x)와 inspector(y) 자료는 stratification 방법에 따라 합쳐지며, 

paired data의 comparison은 모든 stratum에 대해 수행된다.

    (1) Paired Differences와 Mean Difference

    각 stratum 별 paired difference인 di는 절대치와 상대치로 계산된다.  

Paired difference에 대한 계산은 농축도, 동위원소비, 총 중량, U 및 U235 총

량 등 관심 있는 변수와 시료 채취된 모든 item에 대하여 수행된다.  di 및 

di (%)에 대한 공식은

       di = xi - yi,   d i(%)= 100×
(x i- y i)

x i

와 같다.

    동일 stratum의 n item에서 관측된 di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은

      d= ∑
di
n
,  d(%)= 100d

x

      여기서, x=
∑x i
n

      와 같다.

    (2) Paired Difference의 표준편차와 평균차이의 표준편자

    n 개의 difference di에 대한 표준 편차(Sd
2
)는 주어진 사찰에 대하여 전

체 우발오차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outlier는 제외되지 않고,

      sd
2
=
∑(di- d)

2

(n-1)

와 같이 구한다.

    평균차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다음 공식처럼 operator 및 inspector의 우

발 및 계통오차 표준편차를 다음과 같이 propagation(전파)하여 계산한다.

       δ ( d ) =
( δ xr

2
+ δ yr

2
)

n
＋ ( δ xs

2
＋ δ ys

2
) ,

        여기서 δxr : inspector random error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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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yr : operator random error의 표준편차

               δxs : inspector systematic error의 표준편차

               δys : operator systematic error의 표준편차

    그러나, difference의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operator 및 inspector

의 random/systematic error가 필요하다.

    (3) 평균차이( d)에 대한 유의성 검사

    Paired data가 실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평균

차이 d  가 zero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유의성 검사를 실시한다. 평균차

이 d  가 zero로부터 많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자유도가 

무한인 t-test를 다음 식에 의하여 수행한다.

     t= d

δ( d )

     t의 절대값이 크면 알려지지 않은 실제 d가 zero와 일치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는 operator-inspector간 분석결과에 심각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IAEA는 |t|의 임계값으로 3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평균 

operator-inspector 차이( d)가 zero이면 |t| < 3이 되는 것으로 

inspector-operator간의 difference 발생 확률이 0.003보다 적게 발생된다는 

의미이다.

    (4) 측정오차

    측정오차는 크게 우발 오차와 계통 오차로 구분할 수 있다. 우발 오차는 

측정의 반복성을 나타내며, 일련의 반복된 측정에 대하여 우발오차 결과는 

true value 주변에 분포된다.  계통오차는 각각의 측정결과들이 다른 결과와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true value로부터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이상의 사찰로부터 수집된 사찰결과는 paired operator-inspector 

data로 구성되어 오차추정 계산에 사용된다.  Paired operator-inspector data

들은 outlier 여부를 검사하여 outlier에 해당되는 data들은 오차 추정 계산에

서 제외된다.  Paired data를 이용하여 operator 및 inspector의 우발 및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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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계산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오차들을 수행 값이라 한다.  계산된 오

차들은 paired data의 비교검사, 경향분석 및 물질수지평가를 위하여 이용되

며, 시료채취 개수 결정 및 현장 측정결과의 rejection 한도 설정 등에 사용

되는 상대표준편차 계산에도 이용된다.

 마.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34,35]

    Operator와 inspector의 각 stratum별 우발오차 및 계통오차는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따라 각각 구분되어 계산된다. Stratum별 operator-inspector 

오차들을 이용하여 측정 방법별로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를 구한다. Delta value는 상대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용어로 IAEA에서는 

delta value를 이용하여 시료채취 수량계산(sample size calculation) 및 측정

결과의 오차 허용한계(rejection limits) 설정 등에 이용한다.  만약 해당 시설

에 대하여 충분한 historical data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international 

target value(표 3-3-4∼7)를 이용하여 delta value를 산출한다.  Delta value

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Random = δ
2
xr＋ δ

2
yr

      Systematic = δ
2
xs＋ δ

2
y s

      Total = (random) 2+(systematic) 2

 바. 물질수지평가(Material Balance Evaluation)[34,36,38]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핵물질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목적은 핵 시설내의 

핵물질 유의량이 평화적인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조기

에 파악하여 핵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있다.  

IAEA는 중량 취급 시설에서 핵물질 유의량의 전용여부 파악을 위하여 측정

값들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는 물질수지평가 방법을 유용한 도구로 이용하

여 왔다.  MBE에 관련된 개념 및 방법은 전용경로, stratification, 미계량물

질(Material Unaccounted For : MUF) 및 IMUF(MUF-D)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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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용경로

    중량취급시설에서 물질수지기간중에 핵물질 유의량을 전용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 작업자가 기록을 조작하지 않고 핵물질 유의량을 전

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된 양을 재조공정중에 발생되는 MUF 또는 반입, 반출

양의 차이(Shipper/Receiver Difference : SRD)에 의해 발생된 것처럼 조작

하는 방법과 둘째, 모집단 속의 결함제품의 수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위조

하는 방법으로 운 자가 선언한 양은 실제 양과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없는 

것처럼 계량기록을 조작하여 핵물질을 전용하는 경우이다.

    (2) 계층분류

    계층분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재고 EH는 유통된 핵물질을 구분하는 것

으로 구분 기준은 분석 및 측정방법, 물질기술코드(material description 

code), 평균 품목수, KMP, 농축도 및 U/Pu량 등에 의해 구분된다.  계층구

분 기준이 설정되면 동일 기준으로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ICR 및 PIL의 자

료를 구분하여 물질수지표(Material Balance Table : MBT)를 작성한다.  

MBT는 대체적으로 PB, X, Y 및 PE 순서로 작성된다.

    (3) 미 계량물질(MUF)

    MUF는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장부재고와 실재재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조공정 중의손실 또는 미 측정된 재고량, 핵물질의 도난 또는 전용

에 의한 재고부족, 측정시스템의 불확실도 등 여러 형태에 의해 발생되는 것

으로 MUF = PB + X - Y - PE(PB : 초기재고, X : 반입, Y : 반출, PE : 

말기재고)로 구해진다.  일반적으로 안전조치 입장에서는 MUF 양에 대한 

평가를 핵물질 계량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전용여부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로 간주하고 있다.  MUF 평가를 위해서는 시설이 제공하는 물자재고목록

(PIL), 물질수지기간(MBP) 중에 발생된 재고변동보고서(ICR), 사찰관이 사찰

활동 중에 채취한 핵물질의 분석결과 등이 필요하다.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관측된 MUF는 측정오차에 의해 향을 받고 있지

만 실제 MUF는 측정오차의 향을 배제한 양이기 때문에 실제 MUF와 관

측돤 MUF 사이에는 측정오차의 향만큼 차이가 발생되므로 관측된 M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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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 MUF의 확률변수(random variable)가 된다.  실제 MUF 양은 물질

수지기간별로 핵연료 제조량과 작업환경의 변화에 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한 값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 MUF의 확률변수인 관측 MUF를 평가하

는 것은 실제 MUF를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다.

    MUF 분산은 MUF 양이 측정오차에 기인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순수 측정 오차만을 고려한다.  MUF 분산을 위

하여 먼저 핵물질을 계층으로 분류한 후 각 계층별 핵물질 양, batch 수 및 

item수를 파악하고 측정 시스템의 random 및 systematic 오차를 파악한다.  

각 계층별 error propagation 공식을 적용하여 분산을 계산한다.  이때 

covariance는 대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시킨다.  MUF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Var( s)=X 2
． (δ

2
ro/n+δ

2
so)

             X : stratum내의 총 element 질량

                  δro : operator에 대한 random error

              δso : operator에 대한 systematic error

                 n : X값을 정하기 위한 operator의 측정횟수

    해당 시설에 대한 총 분산은 각 계층 분산을 합한 것으로 총 분산 및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Var[MUF] = ∑
s=S
Var[O(s)]

       δMUF = Var[MUF]

    MUF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가설검정과 신뢰구

간을 이용할 수 있다.  통계적 가설 검정은 true MUF 값이 zero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임계값(critical value)은 C = t (1-α) × δ MUF 와 같이 계

산된다.  이때, α는 1종 error를 범할 확률이며, 가설이 기각되는 범위를 

MUF > 3 × δ MUF 로 정할 경우 α = 0.0013 또는 (1-α) = 0.9987과 동

일하다.  신뢰구간을 이용한 MUF 평가는 MUF, MUF 분산, true MUF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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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r Limit L = MUF - t
( 1-

α
2
)
 × δ MUF

     Upper Limit U = MUF + t
( 1-

α
2
)
 × δ MUF

과 함께 0(zero)을 수평선상에 위치시킨 배열에 따라 아래의 표 3-3-8과같이 

검사하는 것이다.

표 3-3-8. Ture MUF 분포에 따른 평가.

Case Ordering Description

1 0 L U  The true MUF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2 L U 0

 The true MUF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a negative MUF, could indicate human errors 

or inadequate)

3 L 0 U  The true MUF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표 3-3-8에서 case 3번이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true MUF가 zero와 통

계적으로 상이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나머지의 경우들은 MUF 값이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신뢰구간을 이용한 평가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표 3-3-9와 같으며, SRD도 MUF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 될 수 있

다.

표 3-3-9. MUF 유형에 따른 배열. 

MUF 100 -100 100 -100

δMUF 50 50 33 33

true MUF = 0 y y n n

MUF > 0 y n y n

Ordering L-0-M-U L-M-0-U 0-L-M-U L-M-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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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목표 달성도

    당 과제의 1단계 연구수행 결과를 연도별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목표 달성도를 중심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차년도(1999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달성도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평가착안점 달성도

제1차

년도

(1999)

• 핵활동 거동 감시 

기본기술확보

 - PWR 

원격감시시스템 

개발 및 평가시험

 - CANDU 원격감시 

시스템분석 및 요소

기술 평가 

 - 광섬유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검증

장치 개발

- PWR 원격감시체재 개

발 및 실증시험

 ∙요소기술 평가

 ∙시스템 설계 및 제작

 ∙safeguards 평가

- CANDU 

원격감시시스템 설계

 ∙시스템 분석 및 요소

기술 평가

- 광섬유를 이용한 사용

후핵연료 검증장치의 

현장검증

 ∙광섬유와 고준위 중성

자, 감마선의 특성규명

 ∙신호전송 특성 규명

 ∙측정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시스템의 

완성도 및 시설 

적용성

-시스템 분석 결

과의 적정성 및 

응용성

- 측정 시스템의 

설계, 제작의 

완성도, 시험 

결과 및 응용성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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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평가착안점
달성

도

 

제1차

년도 

(계속)

(1999)

• 흔적량 탐지기술

 - 지표핵종 및 화합

   물 선정 

 - 핵물질 분석법

   선정

- 사찰 관련 지표 핵종

  및 화합물 선정

- 흔적량 입자 채취 및 

취급 기술평가

- 핵물질 분석법 선정 및

  분석 목표치 비교/선정

- Swipe 시료 전처리

  기술 개발

- 지표핵종 및 화합물

  선정 여부

- 입자채취 및 취급

  기술 평가자료 확보

  여부 

- 분석법 및 분석

  목표치 선정 여부

- Swipe 시료 전처리

  기술여부

100

100

• 물리적방호체계 

기반기술 구축

 - 국가 위협의 개념 

분석, 국내외 

사례 및 정보 

분석 평가

 - 방호 체계의 

적용요건 분석

 - 시설의 취약 

경로의 도출 및 

대응책 제시

- 국내외 사례 및 정보 

분석 보고서  

- 적용요건 도출 및 관련 

문건

- 시설의 취약경로 도출 

및 대응책 분석보고서

- 국가 위협기준의 타

당성 및 사례 평가

의 타당성

- 방호 요건 분석 및 

방호체계 평가자료

의 충실도

- 취약경로의 도출결

과 및 제시된 대응

책의 타당성

100

100

100

100

100

100

• 계량관리 기술

 - 리니엄버그 

해결

 - 계량관리 전산 소

프트웨어 개선 

 - 미계량핵물질 

(MUF) 평가기술 

분석

- 기존 계량관리 프로그

램의 레니엄 버그해

결

- 개선되는 전산소프트웨

어의 구성요소 및 기능

분석

- 물질수지 평가방법 및 

절 차 분 석 ( M U F , 

MUF-D) 

- 레니엄 버그 해결

여부

- 계량관리 전산 소프

트웨어의 개선요소 

및 기능분석의 적정

성

- MUF 평가를 위한 

기술분석 내용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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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년도(2000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달성도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평가착안점 달성

도

제2차 

년도

(2000)

• 핵물질 거동감시 

시스템설계

 - PWR 원격감시체제 

개발 및 실증시험

 - CANDU 원격감시 

시스템 개발

 - 광섬유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검증 기술개발

- 다중 원격감시(RMS) 

시스템의 기술평가

- 시스템 설계 및 관련 

Spec.결정

- 사용후 핵연료 습식 

저장고 실증시험

- 다중 RMS 

Integration 의 

타당성

- 설계의 완성도

- 장치의 실용성

100

100

100

100

100

• 흔적량 탐지기술

 - 지표핵종 및 화합

   물 분석기술 확보

 - Swipe 시료 전처

   리 표준절차 개발

- 지표 핵종 및 화합물

  분석 결과, 비교

- 핵물질 분석 및 상호

  비교

- 핵물질의 fission track

  측정 및 전처리절차서

  작성 

- 지표 핵종 화합물

  분석결과

- 핵물질 분석결과

  확보여부

- fission track 측정

  여부 및 절차서

  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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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평가착안점 달성

도

제2차

년도

(계속)

(2000)

• 물리적 방호 대책 

평가 시스템 구축

 - 시설 및 경비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 모의 시설 실험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 유효성 평가 소프

트웨어 프로토 타

입 개발

- 센서,지연물, 경비 

DB 구축

- DB management 

시스템 구축

- 모의시설 실험수행

- 데이터 분석

- 평가 프로그램의 

요구 기능 정립

- User Interface 개발 

- DB 구축시 요구분석

을 수행 여부

- 개별 DB를 접근하는 

방식의 동일성 여부

- 검증된 실험방법 적

용 여부

- 생산된 자료의 객관

성

- 시설 방호 능력을 

정량적으로 제시 

여부

- Upgrade, 기능개선 

가능성

100

100

100

100

100

• 계량관리 기술

◦ 계량 관리 전산 

소프트웨어 개선

◦ 미계량핵물질 

(MUF)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 계량관리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분석 결과

- 모듈별 계량관리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 전산 소프트웨어 기

본/상세 설계

- MUF 평가체제 

분석결과

- MUF 평가 

전산체제 설계

- 계량자료간의 관계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ERD)

- 소프트웨어 개발 

진척도

- 모듈별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

- Paired data 

comparison 방법

- 측정장비의 

Random/ Systematic 

Error 추정 방법

- MUF 평가절차의 

정확성

- 모의 MUF 평가절차 

- 데이터베이스 구조

- MUF 평가 

전산체제의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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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2001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달성도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평가착안점 달성

도

제3차

년도

(2001)

• 핵물질 거동감시 

시스템구축

 - 광섬유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검증 기술개발

 - 경수로(PWR) 원

격 감시 기술 실

용화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

장고 

  검증 시스템 개발

-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검증시스

템 개발

- Virtual Private 

Network (VPN)에 

의한 System 최적화

- 무선 원격검증 시스

템의 구축 및 원격

검증의 가능성 입

증 여부

- 현장 특성(온도, 습

도 등)하에서의 안

전성 및 신뢰성 확

보 여부

- 현장 적용시 발생한 

noise 제거 방법의 

신뢰성

- 방사선 종류(γ, n)

에 따른 고유파장 

선별 성공 여부

- 실용화가 가능한 정

도의 보안성 입증 

여부

- 경제성 제고 정도

- 단위 시간당 신호처

리량 증가 정도

100

100

100• 흔적량 탐지기술 - 방사화학 실험실내

   swipe시료의 fission

   track 감지

- Swipe 시료의 핵물

  질 fission track

  감지결과 및 측정

  횟수(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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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평가착안점 달성

도

제3차

년도

(계속)

(2001)

• 물리적방호

   기술

- 시설 및 경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 유효성평가 소프트웨

어

- 방호시스템 설계기술 

현황 분석

- 감지설비관련 데이터베

이스의 경우  항목(필

드)의 수

- 지연설비관련 데이터베

이스의 경우 입력된 설

비종류 및 수

- 침투 저지확률 및 그와 

연관된 민감도분석의 정

도

- 출입통제설비가 CDP 

(critical detection 

point)를 포함하는 경우 

세부 방호설비를 지적 

여부

- 2단계 설계기술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

100

100

100

100

100

100

• 계량관리 기술

 - 계량 관리 전

산 소프트웨

어 개선

 - 미계량핵물질 

(MUF) 평가 

소 프트웨어 

개발

- 계량관리 전산 소프

트웨어 개발

- 조사 핵연료 이력관

리 소프트웨어 개발

(시설측 요구에 의한 

추가 성능 부여)

- MUF 평가 소프트웨

어 개발

- 개발된 계량관리 전산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사용의 편의성

- 계량관리 전산소프트웨

어의 시설 활용도 및 

시설 운 자의 만족도

- 조사 핵연료 이력관리

체제 및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 적절성

- MUF 평가를 위하여 

수집 정리된 국가 

검사자료 및 시설 

운 자료의 충실도

- 개발된 MUF 평가 프로

토타입 전산소프트웨어

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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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및 대외적인 기여도

1. 관련 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가. 핵활동 거동감시기술

    본과제를 수행하면서 광섬유와 방사선의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 고 광섬유를 검출부로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시스템은 소형화, 경량

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수중 

또는 좁은 공간을 이용한 방사선 측정이 가능하여 사용후핵연료 검증 등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출부를 값싸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

에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이 기술은 안전조치 

측면에서 핵물질 검증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용전화선을 이용한 경수로 원격감시기술은 한-IAEA의 MOU 체결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 사찰 효율화 및 사찰량 감소에 기여하 다. 이 기술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인터넷 바탕의 VPN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통신비용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물질 원격감시기술은 신기술은 아니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한 핵물질 원격감시 실용화를 통하여 축적된 여러 가지 신뢰성 

향상 기법이 여러 관련분야, 즉 기 을 요구하는 데이터 원거리 송신, 중요

시설 방호/감시장치 등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나. 흔적량 탐지기술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확보한 입자시료에 대한 채취방법 및 취

급기술은 극 미량의 시료를 취급해야 하는 타 연구분야에도 적용성이 큰 기

술로 판단된다. 고체비적 검출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핵분열성 

입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입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확인된 입자를 취

한 다음 질량분석기 sample holder의 rhenium 필라멘트 위에 옮겨 놓는 기

술은 일련의 미세 입자시료 취급기술을 확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흔적량 탐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얻은 사찰관련 지표핵종 



- 322 -

및 화합물 선정, swipe 시료 전처리 기술개발, 핵물질 분석법 선정 및 분석 

목표치 비교에 대한 연구결과는 핵사찰 물질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정 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계량관리 기술

    시설이 국제협약 및 원자력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보고 의무사항과 

국가의 원자력 통제를 위해 시설이 이행하여야 하는 보고 의무사항들을 관

리할 수 있도록 시설차원의 안전조치 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 으며, 경수로

형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신핵연료 저장고,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구조와 무관하게 핵연료 이력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핵연료 이력관리 전

산체제를 구축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안전조치 업무 및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SITS 및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시설이 국내외적으로 보고하는 안전조치 자료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시설 

자체 계량관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 계량관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에 따른 안전조치관련 

보고 의무사항의 효율적 이행으로 국가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국제적 신뢰

성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 다.

       

 라. 물리적방호 기술

    국내의 대표적인 핵물질 사용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방호설비 실

사를 수행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입탐지 및 감시설비, 지연설비, 그리고 

대응인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 고, 또한 운반방호에 참여하여 현황을 수집

하 다. 이러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국내 발전소 방호시설은 목표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감시설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발

전소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설비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현장

실사 및 참여를 통해 얻은 자료와 IAEA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 및 요

구사항 등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호기술 기준을 제시하 다. 제시된 

기준은 각 방호설비에 대한 설계사양서 수준의 상세성을 가지지는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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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기능 및 필수적인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수집과 분

석 활동을 통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물리적방호시스템 관련 평가기술은 국내 

핵물질 사용시설에 즉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단계에 수행할 

물리적방호시스템 설계기술 확보에도 활용하게 된다. 물리적방호시스템의 평

가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나 기술은 국내에

서 체계적인 방호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KAVI에서 다루고 있는 모델링 방법은 보다 진보된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KAVI가 보유하고 있는 성능데이터 역시 원자력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체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이

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기술은 원자력 시설이 아닌 일반 산업체나 국가 중요

시설의 방호 능력 평가 및 설계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외 기여도

    당 과제에서 개발하여 실용화된 경수로 원격 감시기술은 국내 모든 경

수로에 대한 국가사찰과 IAEA의 사찰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세계에서 최초

로 국내 경수로 대한 IAEA사찰의 일부를 국가에 위임하는 단일국가에 대한 

New Partnership Approach(NPA)에 의한 안전조치 제도를 실시하는데 중요

한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

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 다.

    또한 본 과제에서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개발한 시설

차원의 안전조치 정보관리시스템은 국제 협약에 따라 보고되는 시설의 안전

조치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국가 안전조치 이행

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 으며, 국내 원자력사

업자(특정핵물질 사용자)들의 안전조치관련 정보관리는 물론 시설이 수행하

여야 하는 계량관리 업무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들의 계량관리업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의 개발로 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보다 용이

하고, 정확하게 핵연료를 이력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 다.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한 계량관리 프로그램은 국내 원자력사업자(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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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사용자)들의 계량관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당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들의 계량관리업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리적 방호기술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나, 지금까지 개발된 방호시

스템 유효성 평가 프로그램은 원자력 시설뿐이 아니라 국내 모든 중요시설

의 방호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9.11. 미국 테

러사태 이후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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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원격감시 기술 활용

    경수로 원격감시기술은 현재 실용화되어 국가사찰 및 IAEA와의 협력에 

이용되고 있으며 4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국가 핵투명성 증대와 안전조치 분

야 국제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하고 있다. 또한 광섬유를 이용한 핵연료 

검증기술은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검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이송 검증 최적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2. 흔적량 탐지기술 활용

    흔적량 핵물질 분석기술은 고도의 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극미량(10
-7 

이하) 분석기술로서 타 산업과 연구분야에 초정  분석기술의 파급효과가 예

상되며 이 분야 기술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계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는 그 내용상 본과제의 다른 부분과 이질적 

요소가 강하여 2단계부터는 타과제(방사화학 기반기술 과제)로 연구 내용을 

옮겨서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3. 계량관리기술 활용

    SITS 및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국내 안전조치 대상시설이 안전조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들 

시스템들은 2002년 상반기 시설별 운 자 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조치 대상

시설로 배포되었다. 

    SITS가 안전조치 대상시설에서 활용될 경우 시설은 국제협약에 따른 모

든 보고 의무사항들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 

자체의 계량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발전소에서 핵연료 입고부터 출고될 때까지 

모든 재고변동이력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상이한 발전소의 원자로 노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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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저장조의 구조에도 모두 활용 가능하게 개발되었다. 

    SITS와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현재 독립적으로 운 되도록 개발되어 

있으나 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은 상호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들이므

로 향후 독립적으로 구성된 두 개의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ITS와 핵연료 이력관리시스템은 적은 예산 

및 기간으로 업무처리 범위가 너무 방대하게 구성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기능들을 계속 보완한다면 다양한 시설 및 계량관리 환

경에서 보다 완벽하게 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계량핵물질(MUF) 평가 프로그램은 핵연료 주기시설(핵연료 가

공공장)의 미계량핵물질을 평가하여 부적절한 미계량핵물질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여 국가의 원자력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물리적 방호기술의 활용

    물리적 방호기술은 국내 원자력시설은 물론 국가기관이나 기간산업시설

의 물리적 방호설비에 성능 평가 및 방호시설 설계에 활용될 수 있으며

  - 원자력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의 방지를 위한 대비책

  - 향후 강화될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적인 물리적 방호협약 대비

  - 국내 보안관련 회사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 지원 등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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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원자력관련 시설의 미 신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swipe 시료를 채

취하고 분석하여 분열성 핵 물질 (235U, 239Pu)의 활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처리 행위와 시설추적을 위한 swipe 시료를 채취하는 장

소는 시설에 관한 설계도면을 자세히 파악한 후, 물질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핵 물질이나 화학물질의 오염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핵 물질들은 

대개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보다는 근거리 비행 후 바

닥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Swipe 시료를 채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분열성 핵물질(
235U, 239Pu)의 활용여부를 결정하고 목적이외의 수단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과 사찰의 일반적 원칙인 채취된 시료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Swipe 시료의 채취면적은 원칙적으로 100 cm
2이지만 의

심나는 지역은 중점을 두어 넓은 면적을 채취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Swipe 시료채취 방법은 방사화학 실험실과 같이 바닥, 책상, 표면의 침투성

이 원활한 표면 재료로 만들어진 장소에서 미량의 오염원을 발견하는데 적

합하다.  채취된 시료는 시료채취 기술서 양식에 의거하여 시료에 대한 구체

적인 기술,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봉인과 시료보관, 그리고 채취된 시료의 

기록이 명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분열성 핵 물질의 양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방법과 

분석 기기를 이용한다.  이들 방법 중에서 Mass Spectrometry(질량분광법) 

및 Fission Track Registration Technique(핵분열 트랙기입 기법)과 같은 분

석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분열성 핵물질에 중성자를 조사하면 핵분열

이 일어나 작은 원소(Sr, Cs 등)들로 분열되며, 이 원소들은 강한  운동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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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갖고 있어 고체 표면에 흔적을 남긴다[1].

    본 절차서 에서는 swipe 시료의 전처리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절차, 중

성자조사 용 시편제작, 에칭, 핵분열 트랙관찰 및 핵분열 입자의 채취방법에 

대하여 기술하 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swipe 시료의 전처리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절차, 중성자

조사 용 시편제작, 에칭, 핵분열 트랙관찰 및 핵분열 입자의 채취방법에 적

용한다.

3.  Swipe 시료 채취절차[2]

 3.1  기구 및 준비물[3]

  3.1.1  Survey meter : 알파 방사선 검출용

  3.1.2  알루미늄 Foil roll : 50×500 cm

  3.1.3  Sampling kit가 들어있는 폐용 비닐봉지.

   3.1.3.1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Swipe 시료 전처리 절차서와 Swipe 시료  

           채취 작업기술서(양식-1)

   3.1.3.2  유성 펜

   3.1.3.3  Talc(분말)가 없는 수술용 장갑

   3.1.3.4  Filter paper(Whatman No. 42, 지름 4.5 cm) 한 장이 들어있는   

           폐용 비닐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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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5  빈 폐용 비닐봉지 : 20×20 cm

   3.1.3.6  견출지 : 3×9 cm

   3.1.3.7  봉인 테이프

   3.1.3.8  시료보관 용 폐용 비닐봉지 : 30×30 cm

 3.2  시료채취 방법

  3.2.1  시료채취 준비

   3.2.1.1  시설내 설계도면을 이해하고 핵 물질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시료  

           채취장소를 선정한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먼지가 많이 쌓이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3.2.1.2  작업장소 근처의 편편한 바닥에 알루미늄 호일(2.1.2) 한 장을 펴  

           고,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다른 한 장의 알루미늄 호일에 시료채  

           취 kit(2.1.3)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어 놓는다. 이때 빈 비닐봉지  

           는 옆의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아둔다.

   3.2.1.3  Swipe 시료 전처리 절차서를 숙지하고 swipe 시료 채취 작업기  

           술서(양식-1)를 작성한다.

   3.2.1.4  Filter paper 한 장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 작업자)과 보조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보조자)의 양손을  

           씻은 후, 폐용 비닐봉지에 넣고 control sample[4]이라 명기하  

           여 다시 큰 폐용 비닐봉지에 넣고 봉인한다.

   3.2.1.5  작업자와 보조자가 합께 장갑을 착용한다.

   3.2.1.6  보조자는 filter paper가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와 중간크기의 비  

           닐봉지에 견출지를 사용하여 분석자가 시료를 구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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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label)하고, swipe 시료 채취 작업기술서(양식-1)에 적합하  

           게 기술한다.

  3.2.2  시료채취

   3.2.2.1  시료채취 전 과정을 통하여 작업자는 항상 핵 물질에 오염된 것  

           으로 가정하고, 보조자는 핵 물질에 대하여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3.2.2.2  보조자는 언제나 채취된 시료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2.2.3  작업자는 선정된 시료채취 장소에서 약 100 cm
2의 면적을 고려하  

           여 swipe 시료를 채취한다.

   3.2.2.4  가능하다면, 작업자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swipe 시료의 알파,  

           베타, 감마 방사능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시료채취용 비닐봉지에  

           기록한다.

  3.2.3  시료의 봉인

   3.2.3.1  작업자는 항상 보조자의 장갑이나, 시료채취용 비닐봉지의 표면  

           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3.2  작업자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이미 표시(label)되어 있는 비닐  

           봉지에 채취한 시료를 조심스럽게 넣는다.

   3.2.3.3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자가 보조자의 장갑에 접촉하 다면, 즉각  

           작업자와 보조자는 장갑을 새로이 착용하여야 한다.

   3.2.3.4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시료용 비닐봉지의 표면과 접촉한 경우, 새  

           로운 비닐봉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새로이 표시(label)하고 이러  

           한 사실을 비닐봉지에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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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5  보조자는 시료채취가 끝난 비닐봉지를 봉인하고, 시료가 채취되  

           어 있는 작은 봉지를 중간크기의 비닐봉지에 넣은 후, 다시 봉인  

           하여야 한다.

  3.2.4  시료채취 후 유의사항 

   3.2.4.1  시료채취가 끝난 후, 작업자는 가능한 상호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이미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않은 sampling kit의 준비물 모  

           두를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봉인된 시료는 수송에 적합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3.2.4.2  선정된 모든 시료채취장소에서 같은 방법의 시료채취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한다.  작업자와 보조자는 적어도 시료의 봉인이 끝난  

           후, 또는 새로운 시료채취 장소에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는 장갑을 벗어도 좋다.

   3.2.4.3  시료채취는 한 시설 내에서 적어도 50여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각 지점에 대하여 control 시료 외 6개의 시료가 채취되어야  

           한다.

4.  중성자조사 용 시편제작

    중성자조사를 위한 시편제작은 하나로 원자로의 중성자조사용 용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swipe 시료 채취용 재료를 사전에 중성자 분석을 통해 불

순물 함량을  조사한 후[5]  적절한 여과지와  고체트랙 검출기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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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pe 시료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4.5 cm인 여과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

전 전처리 없이 중성자조사가 가능하므로 이 방법은 직접법으로 명칭하며, 

지름이 11 cm인 여과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성자조사용 용기 크기를 고

려하여 여과지를 회화한 다음 그 회분을 Lexan plate 위에 고르게 편 후 중

성자조사하므로 이 방법은 간접법으로 명칭 하 다.

 4.1  기구 및 준비물

  4.1.1  Lexan sheet : G. E. plastic co, 두께 1 mm

  4.1.2  접착 테이프

  4.1.3  비닐 시트

  4.1.4  중성자 조사용 용기(Fig. 1 참조)

  4.1.5  전기로

  4.1.6  사기 도가니 : 용량 = 50 mL

  4.1.7  Flexible collodion

 4.2  직접법 시편제작 및 중성자조사

  4.2.1  Swipe 시료를 채취한 여과지를 6×6 cm2로 자른 Lexan plate 위에  

        덮은 후 테이프를 이용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한 다음 외  

        부를 얇은 비닐로 포장하여 외부로부터 방사성 물질의 오염을 방지  

        한다.  다양한 시료에 대한 중성자조사 준비는 참고사항[6]을 참조  

        한다.

  4.2.2  준비된 시료는 Fig. 1에 보여주는 바와 같은 중성자조사용 용기에   

        넣고 용기의 외부에 시료이력과 조사시간 등에 대한 특기사항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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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다.

 4.2.3  열중성자 조사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중성자속  

       (∼1×10
13
 n/s․cm

2
)으로 시료에 따라 1∼10 분간 조사시킨 후[7]   

       일주일 동안 방치시켜 방사능이 1 mR/hr 이하로 감손 되게 한 후   

       취급한다. 

 4.3  간접법 시편제작 및 중성자조사

  4.3.1  채취한 swipe 시료를 사기 도가니에 넣고 muffle furnace(전기로)   

        내에서 500 ℃ 까지 서서히 온도를 올려 회화하여[8] 유기물질을 제  

        거한 후 회분을 6×6 cm2로 자른 Lexan plate 위에 옮긴 후 flexible  

        collodion[9]을 이용하여 회분을 표면에 고르게 편 다음 자연 건조시  

        킨다.

 4.3.2  새로 준비한 6×6 cm
2로 자른 Lexan plate를 (3.3.1)에서 준비한 시  

       료 위에 덮은 후 테이프를 이용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 후  

       다시 외부를 얇은 비닐로 포장하여 외부로부터 방사성 물질의 오염  

       을 방지한다.

  4.3.3  준비된 시료는 Fig. 1에 보여주는 바와 같은 중성자조사용 용기에   

        넣고 용기의 외부에 시료이력과 조사시간 등에 대한 특기사항을 표  

        시한다.

 4.3.4  열중성자 조사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중성자속  

       (∼1×10
13
 n/s․cm

2
)으로 시료에 따라 1∼10 분간 조사시킨 후[7]   

       일주일 동안 방치시켜 방사능이 1mR/hr 이하로 감손 되게 한 후 취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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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칭, 트랙관찰 및 핵분열 입자채취

 5.1  기구 및 준비물

  5.1.1  항온조

  5.1.2  6.25 M-NaOH 용액

  5.1.3  아세트산

  5.1.4  광학현미경, 입체현미경

  5.1.5  Digital camera, Image analyser system

  5.1.6  Micro-tool

  5.1.7  TI-MS용 filament

  5.1.8  1,2-dichloroethane

 5.2  에칭 과정[10]

  5.2.1  중성자를 조사한 Lexan plate를 취하여 증류수로 표면을 깨끗이 세  

        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5.2.2  표면을 세척한 Lexan plate는 항온조의 온도가 60 ℃이고 용액의 조  

        성이 6.25 M-NaOH인 에칭 용액이 담긴 그릇에 넣고서 10분 동안  

        저어 주면서 에칭한다.

  5.2.3  에칭이 끝난 Lexan plate 시료는 3∼4 방울의 아세트산이 포함된 증  

        류수 200 mL에 넣고 흔들어서 과잉의 알칼리 성분을 제거한다.

  5.2.4  알칼리 성분을 제거한 Lexan plate는 소량의 세탁제와 증류수가 담  

        긴 ultrasonic bath에서 10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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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최종적으로 증류수로 다시 세척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5.3  트랙관찰[11]

    현미경(200 배율)으로 에칭 면을 관찰하면 Fig. 2와 같은 모양의 트랙을 

관찰할 수 있다.  입체현미경과 유성 펜을 이용하여 트랙부분을 표시하여 분

열성 핵물질 입자 위치를 표시한다.

  5.3.1  Lexan plate에 생긴 핵분열 트랙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현미경의  

        배율을 50∼400배 범위에서 조정하면서 최적조건으로 트랙을 관찰  

        한다.

  5.3.2  입체현미경하에서 트랙들의 위치를 Lexan plate 면에 끝이 가는 유  

        성 팬으로 표시한다.

  5.3.3  위치를 표시한 부분들과 일치하는 swipe 시료의 뒷면에 끝이 가는  

        유성 팬으로 분열성 핵 물질 입자들의 위치를 입체현미경하에서 표  

        시한다.

  5.3.4  에칭한 Lexan plate의 단위 면적당 sun-burst 형태의 핵분열 트랙  

        개수와 blank filter 트랙 개수를 비교하여 시료채취 장소에 대한 분  

        열성 핵물질 오염 정도를 확인한다.

 5.4  Digital image analyser를 이용한 트랙개수 측정

  5.4.1  현미경관찰을 통하여 sun-burst 형태의 트랙 위치를 표시한 부분을  

        200 배율의 광학현미경하에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다.

  5.4.2  Digital camera와 image system을 이용하여 트랙을 PC 모니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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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모양을 선명하게 조절한다.

  5.4.3  Digital Image analyser를 이용하여 트랙의 크기, 분포와 개수를 측  

        정한다.[12]

 5.5  분열성 핵물질 입자채취

  분열성 핵물질 입자들을 절취하여 TI-MS용 filament 위에 오려 놓기 위

해서는 1∼100 ㎛ 크기의 흔적량 입자들을 10∼20 배율의 입체 현미경하에

서 분리, 이전, 용해하거나 또는 분석 기기를 사용하여 성분 및 함량을 분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입체 현미경과 미세도구(Microtools)[13]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14].

  5.5.1  입체현미경하에서 Fig. 3과 같은 micro-tool을 이용하여 분열성 핵  

        물질 입자가 존재하는 부위를 크기 0.5×0.5 cm
2
 크기로 절취한다.

  5.5.2  TI-MS용 filament 위에 절취한 부분을 올려놓은 후 간접법 시료는  

        1,2-dichloroethane을 점적하여 Lexan plate를 녹이고, 직접법 시료  

        는 접착제로 TI-MS용 filament의 rhenium stripe위에 고정시킨다   

        (Fig.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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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rol sample : Each standard kit contains seven cotten swipes and mini-grip bags 

for double bagging. These are used for taking a number of replicate sub-samples 

from the same location along with a "control swipe of the sampler's hands to check 

for possible cross-contamination.

5. 여과지와 고체트랙 검출기의 핵물질 바탕 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과지와 Lexan 고체 

검출기에 대하여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하 다.  Table 2에는  Lexan plate와 여과지에 

대한 NAA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고체트랙 검출기로 사용할 Lexan plate와 사용하지 않

은 여과지에서도 분석결과 U과 Th 등이 검출 한계치(12×10
-9
 mg/cm

2
) 이상 되지 않아 

고체트랙 검출기로 사용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6. 토양 시료내 우라늄 함량은 시료를 곱게 분쇄한 다음 IR 시료를 만들기 위해 도구를 이

용하여 pellet화한 후 고체트랙 검출기를 붙인다.  중성자조사와 에칭을 한 다음 단위 면

적당 트랙의 수를 세어 표준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료내의 우라늄 함량을 측정할 수 있

다.  이 방법으로 특별한 화학적인 분리나 전처리 없이 ppm 단위의 우라늄을 정량할 수 

있다[15].  수중의 우라늄 함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시료와 서로 다른 농도의 표준용액을 

준비한 후 brilliant green 지시약을 가한 다음 두께 125 ㎛, 지름 22 mm의 Lexan plate

위에 collodion으로 1:10으로 희석한 시료용액을 일정량 점적하여 말린다.  중성자조사, 

에칭 및 단위면적 당 트랙개수 세기 등을 통하여 수중의 우라늄 농도를 ppb 단위까지 정

량 할 수 있다[16].  또는 적은 양의 시료용액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그 내부에 고체 

트랙 검출기를 넣고 봉하여 중성자를 조사하고, 에칭 한 후, 트랙의 수를 세어 수중의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를 구하는 직접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을 이용할 때는 누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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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우라늄을 소량 포함하고 있는 광석을 박편으로 만

든 후 고체 트랙 검출기를 붙여 U-238의 알파입자에 의한 트랙을 관찰하거나 중성자를 

조사하여, 핵분열 물질에 의한 트랙을 얻은 다음 에칭한 후 트랙의 분포를 관찰하여 우

라늄의 분포, 이동, 생성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17].

7. 중성자 조사량이 10
16
 n/cm

2
 이상이 되면 과도한 조사량으로 인하여 Lexan plate의 주 성

분인 탄소, 산소 등의 결합부분이 절단되고 plate 전면이 손상을 입게되어 핵분열에 의한 

트랙을 관찰할 수가 없다.  또한, 너무 짧은 조사시간은 흔적량 분열성 핵물질을 확인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실험결과 중성자 선 속이 10
13 
n/cm

2
․sec 인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서는 조사시간을 1-10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8. 여과지를 회화할 경우에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첫째 고온에서의 휘발성이 있는 

대표적인 원소인 비소, 카드늄, 수은등과 같은 원소들의 감소와 Fe, Sb, Pb, Cs 등의 염

화물 감소, 두 번째 사용 도가니에 유착되어 손실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회화용 

도가니는 fused silica, porcelain, platinu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처음 두 종류는  

metal oxides, carbonates, other salts와 반응하여 도가니 표면에 silicates 형태로 남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회화온도가 높을수록 더하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화 시에 Magnesium nitrate를 넣어 Magnesium oxide의 완충효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18].  따라서 여과지를 건식 회화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다단계의 온도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19]의 Fig. 5와 같이 1단계에서는 drying, 

carbonizing 과정을 거친 후 2 단계에서 ashing 과정을 거친 후 알려진 바와 같이 550 

℃에서 장시간 방치하여 회화를 완료해야 한다[20].  

9.  Flexible Collodion :  보통 시판중인 Collodion은 25mL의 에탄올과 75mL의 에테르를 섞

은 용액에 nitro cellulose가 주성분인 pyoxylin 4g을 녹인 용액이다.  Flexible collodion

은 2% camphor, 3% caster oil,  67% ether와  22% 알코올이  섞인 100mL 용액에 4g

의 nitro cellulose를 넣어 녹인 용액이다.  이 용액은 흔적량 입자를 다루는데 아주 필요

한 것으로 표면의 오염물질 제거와 복제시, 조직 속에서의 결함부분을 분리시, 유리중의 

결함부분을 떼어 낼  때, 흔적량 입자들을 넓게 펼 때, 분석하는 동안 흔적량 입자를 일

정위치에 고정이 필요할때 그리고 굴절률 표준용액 대용으로도 사용한다. 이 용액을 사

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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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체트랙검출기로 입자의 트랙을 관찰하는 중요한 방법은 트랙을 크게 하고 그것을 시

각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화학적 에칭 기술을 확립하여야 한다.  즉 

확대되어 에칭된 트랙의 크기가 보통의 광학현미경으로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

의 효과적인 크기로 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Lexan plate에 남아있는 핵분열 생

성물질이 남긴 흔적을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1 ㎛ 이상의 크기로 만드는 에

칭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고체트랙 검출기중 무기물 고체트랙 검출기인 운모나 유리

에는 불화수소산을 이용하고 유기물 고체 검출기는 유기물질 분해 성능이 뛰어난 수산

화나트륨(NaOH)을 이용한다.  에칭 온도는 높은 온도로 인한 빠른 에칭 속도와 Lexan 

plate의 열에 의한 수축성을 감안하고 Table 1를 참조하여 60 ℃로 하 다.  에칭시간은 

1분씩 증가하면서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여 Lexan plate 손상도 방지하고 트랙도 잘 관찰

할 수 있는 10분을 적정시간 으로 선택하 다.  에칭시간을 20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는 Lexan plate 표면 전체가 손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보통 무기물질의 트랙 검출기는 

불화수소산을 사용하여 트랙 흔적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 유기물질의 트

랙 검출기는 진한 알칼리용액을 사용한다.  W. Enge는 Lexan을 1∼13 N의 다양한 농

도의 LiOH, KOH, NaOH 용액으로 에칭 현상을 실험하여, 에칭에 알맞은 알칼리의 선

정과 알칼리 농도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21].

11. 일반적으로 핵분열 트랙 기입분석은 중성자를 조사시킨 Lexan 검출기상의 핵분열 트랙

을 피트 혹은 선형 형태로 관찰하고 단위면적 당 트랙 도를 계산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다.  선형의 트랙은 에칭시간이 길수록 길어지고 넓어지며, 화학적 부식 율에 따라 일정 

원추 각을 지닌 원추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xan 검출기상에 생기는 트

랙의 도는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좌우되므로 여러 중성자 반응에 대한 검출기

의 감도를 알아야 한다.  감마선량이 증가하면 에칭 율도 증가한다.  에칭 율의 증가는 

감마선이 검출기의 분자사슬을 절단하여 평균 분자량을 감소시켜 화학적 부식 율을 증

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핵분열 트랙을 에칭 하여 현미경하에서 단위면적 당 흔적 수를 센 후 다음과 같은 식으

로 부터 미지 시료네 fissile 물질의 농도을 구한다

           T d=K
C×N
A

σψt                                         

    여기서 Td : track density (number of tracks/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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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constant and may be identified as track registration

               efficiency in solution(in cm)

           C : concentration of the element (g/mL)

           X : isotopic abundance of the isotope (%)

           N : Avogadro number

           A : isotopic mass (g)

           σ : fission cross-section (cm
2
)

           ψt : the integrated neutron flux (n/cm
2
)를 의미한다.

   상기 식으로 부터 농도가 서로 다른 표준용액들을 이용하여 Td값을 구한 다음 K값을   

얻으면 동일 중성자조사 조건하에서의 미지 시료 용액 내에 존재하는 구하고자 하는 핵

종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22].  또한 알파입자 검출기와 핵분열입자 검출기를 미지의 

핵분열성 물질에 이용하면, 함유된 U-235와 Pu-239 중에서 Pu-239는 알파입자 방출과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이 가능하나 U-235는 알파입자 방출 반감기가 길어 핵분열에 의

한 감지만이 가능하므로 이들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

13. 여러 종류의 도구 중에서 탐침, Micropipet, glass block, Needle holder와 탐침을 세척하

는 도구 등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이 도구들에 대한 제작방법과 사용방

법은 아래와 같다.

   탐 침 : 미세 도구의 하나인 탐침으로는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금속으로 만든 금속 탐침

이 사용되며, 아주 연약한 표면에서의 흔적량 입자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polyethylene 

재질의 eyelash 형태의 탐침을 사용한다.

   텅스텐 탐침 : 텅스텐 탐침은 nipper를 사용하여 0.52mm 굵기의 텅스텐 선을 절단면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3cm 정도로 자른 후, 금속선의 절단 부위를 가스버너 또는 알코올 

램프의 온도가 가장 높은 불꽃 부위에서 붉은 색이 나타날 때까지 가열한 다음 막대형 

아질산소다(NaNO2)에 꽂으면 발열반응이 일어나면서 아질산소다와 접촉된 부위가 용융

되고 날카로운 침이 된다.  처음 금속선으로 탐침을 만들 때는 5초 정도 아질산소다와 

접촉시키고 사용 중 무뎌진 탐침은 1∼2초 정도 아질산소다와 접촉시키면 첨단이 알맞

게 용융이 되어 다시 날카로운 침이 된다.  탐침의 끝은 항상 용융 전후 입체현미경하에

서 관찰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끝을 만들어 사용한다.   날카로운 형태를 갖춘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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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에는 과량으로 아질산소다 성분이 잔류되어 있으므로, 잔류 아질산소다 성분은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비커에 담아 수회 씻은 후 침을 fine, medium, coarse로 구분하여 바닥에 

양면테이입을 붙인 깨끗한 플라스틱상자(2×3×0.25 inch정도 크기)에 상하를 구분하여 

보관한다.

    Polyethylene Needles : 폴리에틸렌 침은 고  도의 폴리에틸렌 관을 이용하여 제조하

며, 두께 1/4 inch인 관의 2∼3 inch 끝 부분을 알코올 램프로 고르게 천천히 가열하면

서 좌우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만든다.  이 조작을 수회 반복하여 두께 5㎛의 폴리에칠

렌 침을 만든 후 2∼3cm 길이로 폴리에칠렌 관을 절단하여 사용한다.  이 침은 내구성

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Eyelash needles : 아주 가는 관을 3mm 정도 절단하여 중간 굵기의 텅스텐침 끝에 에

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붙인 후 이 부분을 알코올이나, xylene 용액으로 씻어서 깨끗이 

한 다음 텅스텐 침과 함께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Tweezer : 작은 조각들을 집거나 이동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집게로 항상 첨단을 점검  

해야 하며 필요시는 400 grit의 거친 sand paper와 고운 2,000 grit paper를 이용한다.

    Cutting tools: 필요한 시료 부분을 절단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칼을 용도에 맞게 선  

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Double edge stainless steel blade는 작은 집게 형태의 blade   

breaker 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필요한 크기와  다양한 각도로 칼날을 안전하게 자를   

수 있다.

    Polyethylene Micropipet : Polyethylene Micropipet은 흔적량 입자 취급시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오직 입체 현미경하에서만 다룰 수 있는 아주 작은 입 

자를 취급할 수 있다. 또한 표면장력을 이용하여 용매의 작은 방울을 만들 수 있으며,  

작은방울을 얻기 위해서는 pipet 끝의 구멍 크기를 조절해야 하며, Tube 대신에 상용  

의 1∼10 μL micropipet tip을 이용하여 만들 수도 있다.  Micropipet 은 제작하여 용기  

에 넣어 보관사용하며, 각기 사용할 용액들(Amyl acetate, Nonane, 굴절률 표준용액)   

을 tip의 끝 부분이 3mm 이상 잠기게 하여 사용한다. 

    Glass Block : Slide glass 위의 시료를 적당한 높이에서 관찰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하  

    부는 가죽을 붙여 현미경의 stage를 보호하게 하고 상부는 post-it을 붙여 사용한다.    

    Slide glass를 위에 얻어 놓고 사용할 때는 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glass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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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용한다. 손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높이이므로 시료 물질 내에 포함된 흔적량 입   

자의 분리 및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여과지 표면의 작은 입자들을 옮  

길 경우 glass block을 사용하면 탐침을 낮은 각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과지 표면의 손상됨이 없이 많은 입자들을 모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절단할 때    

적절한 힘을 가하기에 편리하다.  가열이 필요한 경우에도 glass block이 오랫동안 온기

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미세 관찰이 가능하다.  glass block

위에서 작업을 하면 현미경 stage plate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미세 조작시 손 떨림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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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다양한 고체트랙검출기와 에칭조건

Detector  Composition Etching Condition Remark

Marcrofol-N (C16H14O3)
6N-NaOH, 50℃

35%-KOH, 60℃
Bayer Chemical Ltd.

CR-39
Poly-Diethylene glycol 

bis-ally carbonate
6N-NaOH, 70℃

Pershore-Moulding Ltd 

(UK)

Lexan
Poly-Bis-phenol-aceton 

carbonate, (C6H14O3)
6.25N-NaOH, 70℃ GE-plastics

Hostaphan Polyethylene -teraphtalate

33%6N-NaOH + 

33% H2O + 

33% CH3OH,

 40℃

CTA
Cellulose triacetate

(C12H16O8)
Kodack film

LR-115 Cellulose nitrate
2.5N-NaOH

50℃, 3h
Kodack-Pathe (France)

CN-85
Cellulose nitrate

(C6H8O9N2)

2.5N-NaOH

60℃, 20-30 min.
Kodack-Pathe(France)

SR-85
Poly-Diethylene glycol 

bis-ally sulphonate

6.6N-NaOH

70℃

Higher sensitive than 

CR-39

Muscovite Mica
48%-HF

20℃, 30 min.

 1x10
17
n/cm

2
 ≤

High background

Soda lime glass
48%-HF

20℃, 30 min.
 “

Phosphate glass
10N-NaOH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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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pe 시료 전처리
절차서

 제정일자:2001. 1. 2.

 개정일자:    .  .  .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19

Table 2.  NAA results of Swipe, Air filter, and Lexan plate

Element Smear filter Blank Filter  Air Filter Blank filter Lexan plate

Al 6.46E-03 6.05E-05 1.15E-01 7.88E-02 3.60E-05

As 1.12E-05 5.06E-07 2.08E-05 -

Ba 6.43E-04 - 2.67E-02 2.20E-02

Ca 1.42E-02 - 3.22E-02 2.28E-02

Cl 1.58E-02 6.08E-04 3.51E-02 2.21E-02 1.40E-04

Co 2.19E-05 1.03E-07 2.10E-06 3.05E-07 1.32E-07

Cr 1.07E-03 9.06E-06 2.28E-05 1.18E-05 1.23E-06

Cs 1.68E-06 - 2.29E-06 -

Fe 3.48E-02 3.68E-05 2.33E-03 1.97E-07

K 6.21E-03 2.41E-05 3.09E-02 2.46E-02

La 1.42E-05 1.14E-07 7.90E-06 4.48E-06

Mg 5.59E-03 - 1.25E-02 -

Mn 2.69E-04 1.44E-06 2.67E-04 7.76E-05 8.61E-07

Mo 1.04E-04 8.06E-07 - -

Na 4.23E-03 1.29E-04 5.70E-02 4.72E-02 1.53E-05

Sm 1.37E-06 1.03E-08 9.96E-07 8.85E-07 3.03E-08

Th 4.28E-06 - 1.80E-06 1.09E-06

U 1.05E-05 <1.2E-10 <1.2E-10 <1.2E-10 <1.2E-10

V 1.23E-05 - - - 9.97E-08

Zn 1.16E-05 4.75E-06 1.54E-02 1.24E-04 3.95E-06

  

 unit : mg / 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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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Swipe 시료채취 작업기술서

 시료 고유번호

 건물 고유번호(지도참조)

 시설/건물 이름

 시료채취 작업자 성명

          보조자 성명

 시료채취 장소에 관한 설명: (시료채취장소의 정확한 위치/약도)

 시료에 대한 상세 설명: (시료의 크기 또는 색깔등)

 시료채취 기술: (예를 들면, swipe/swiped area)

 가능한 방사성 또는 화학적 위해요소: (가능한 양)

 시료사진: (예/아니요)

 요구되는 시료분석:

 비 고

 첨부된 설명서의 쪽수:

 최종시료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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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미국과 일본의 물리적 방호 체제 현황

가. 미국의 현황

1. 물리적 방호 연혁

  ∘’54년 : 특정 핵물질의 사용에 관한 최초의 법적 근거로서 원자력법을 제정함(’60년 중

반까지 안전조치와 혼합 적용).

     - 원자력위원회(AEC)의 인허가 업무와 더불어 핵물질의 방호관련 제도를 법제화한 최

초의 국가로서 국제적인 선도 역할

  ∘’69. 4월 : 미연방법, 10CFR Part 73("Physical Protection of Plant and Materials")를 

공표함.

  ∘’74년 : 에너지 재구성 법(Energy Reorganization Act)의 제정

     - 원자력위원회의 폐지와 동시에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설립하고 그 임무를 이전

함.

      ∙상업용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방호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기능      

      ∙핵물질의 사용에 따른 종사자의 보호, 공공의 건강과 안전, 일상적인 방위, 비  보

장 및 환경보호를 보장

2. 법적 체계 현황 

  ◦미국은 에너지 재구성 법의 제정(’74년)에 따라 물리적방호 관련 법적체계는 물론 이행 

절차, 평가 및 검증 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립됨(방호개념은 'IAEA-INFCIRC/225'에 의거).

  ◦특히 미국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위협설계 기준(design basis threat)’을 미연방법에 상세

히 규정함.

    - 관련 법규 : 10CFR Part 73. 1 (a) ; (1)과 (2)

∙‘방사선적 사보타지(1)’와 ‘핵물질의 도난 및 불법 전용(2)’에 따라 각각 외적 기준

(external threat) 및 내적 기준(internal threat)으로 구분, 정의함.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미연방법의 체계하에서 물리적 방호 관련 규제 개발, 인허

가 업무, 방호 검사, 위협평가 프로그램 수행 및 사고 대책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

3. 이행 및 제도적 현황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책임하에 ‘위협설계 기준’에 따른 시설 방호 및 운반 방호가 

철저하게 운 되고 위협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검토와 검증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NRC 운 센터(검사 및 이행 본부, 워싱턴)외에 지역별로 지 역 사 무 소

(Region Ⅰ∼Ⅴ)를 개설하여 운 중임.

    - 방호 이행상 시설측은 시설별로 자체 방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를 자체 평가함. 

∙규정 이행상의 특수사항 : "Regulatory Guide와 NUREG 보고서"를 준수하도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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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

    - 시설에 대한 방호규정 관련 이행여부 및 평가를 모의훈련을 통하여 동 위원회 산하

의 물리적방호 평가(OSRE)팀이 매년 주기적으로 검증해 오고 있음.

  ◦동 위원회의 규제 및 이행 업무는 방호 유관기관, 주정부 및 지방 자치기관들과 상호 

협의하여 체계적인 방호 체제를 유지해 옴.

    - 위협평가 프로그램의 수행 : FBI와 DOE 등과의 연락체계 정립

∙연락사항과 정보의 검토 결과 : 6개월 간격으로 정리 요약

∙위협설계 기준의 설정 : 동 위원회(NRC)에서 최종 결정

    - 사고 대처관련 : 원자력규제위원회, 지방 법집행당국(LLEA) 및 FBI와의 유기적인 협

조체제 유지

    - 원자력관련 법의 집행기관의 업무 분장 :

∙원자력규제위원회 : 총괄 책임(군용 : DOE)

 ∙국무부 : 대외 창구 (대응기관 : 법무부, FBI, CIA)

∙연방 세관 : 수출입 통제 (기술지원 : SNL, LANL)

∙연방 해안경비대 : 공해/해상의 매매 방지

∙연방 교통성 : 포장, 라벨작업, 표시 및 통지 관련 규제

∙연방 항공관리국 : 항공운송의 통제, 포장, 취급, 공의 통제 및 선적 통보 등에 

관한 책임

4. 국제협력 관계

   ◦미국은 IAEA측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국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해 옴.

     - 국제 다자간 체제(NPT, 지역적 조약 등), 양자간 체제(원자력 협력협정 등), IAEA 

안전조치, 기타 국제협약 등

     -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 및 개정 : 국무부(DOS) 주관

     - 후속 약정관련 : 에너지부(DOE) 주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74. 6.16

     - 물리적방호 관련 : 구체적인 언급 없음

     - 협력 범위 :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관련 정보 교환

∙핵물질, 장비 및 장치의 이전

∙연구 시설의 상호 이용

5. 방호관련 기술개발 현황

  ◦미국의 방호 기술은 핵물질 계량관리체제와 연계된 통합 안전조치 관리체제로 구축됨.

    - DOE 산하의 Sandia National Lab.을 중심으로 정량적 기법을 도입하여 방호 요소 및 

방호 체계에 대한 평가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및 핵테러행위에 대비하여 DOE 산하의 국립 연구소에서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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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응용, 개발하고 있음.     

    - Sandia National Lab., Los Alamos National Lab. 및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등

  ◦미국은 방호체계 평가기술은 물론 시설 방호기술 및 운반 방호기술 측면에서 상용화된 

선진 기술을 보유함.

    - 현재 IAEA 회원국들과 국제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을 통하여 방호기술을 수출 또는 

이전하는 단계임.

나. 일본의 물리적 방호 현황

1. 물리적 방호 연혁

  ∘’76. 4월 :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핵물질방호 전문부회」를 설치

    -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자국에 적합한 방호지침 기준에 대해 약 4년간 연구함.

  ∘’80. 6월 : 원자력위원회에 ‘핵물질 방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81. 3월 : “국가 핵물질방호체제의 정비”를 작성(원자력위원회).

    - 핵물질의 물리적방호 협약의 가입 및 관련법령 

    - 핵물질 방호조치의 실시를 위한 관련법령 

  ∘’88. 5월 :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IAEA측이 요구하는 방호요건에 부응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

    - 총 16가지의 규정을 공포, 시행함

▪원자로 등 규제법 시행령, 핵물질 운반에 관한 규칙, 연구용 원자로 등의 설치, 

운전에 관한 규칙 등 

  ∘’91. 1월 : IAEA측에 방호관련 기관의 결정사항을 통지함.

  ∘’92. 4월 : ‘핵물질 수송관련 상세 정보’의 기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과기청 원자력안

전국장 명의로 관련 자치단체 및 사업자에게 통보함.

2. 법적 체계 현황 

  ◦일본은 핵물질 방호협약의 가입(1988년) 이전 약 15년 동안에 걸쳐 자국에 적합한 방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옴.

    - IAEA의 국제 권고안(INFCIRC/225/Rev.1)과 NSG Guideline 및 미국의 방호규정(10 

CFR 73)등을 기준으로 토착화를 추진

  ◦일본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위협설계 기준(design basis threat)’을 규정화하 고 현재 

기술개발을 통해 토착화중임.

    - 시설별로 ‘핵물질의 도난, 불법 이전 및 시설의 사보타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축되

어 있음.      

3. 이행 및 제도적 현황

  ◦일본은 법적 체계의 정립 및 이행 측면에서 방호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협의

회, 검토위원회 등)하에 상호 의견수렴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상의 효율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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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위원회에서 ‘원자력 개발이용 장기계획’을 추진중이며, 동 위원회산하에『핵물질

방호 전문부회』를 설치(’76. 4.23)하여 국가 방호체제 정립의 일환으로 운 중임.

    - 조사 심의 사항(핵물질방호관련 사안)

  ∙방호관련 기본 방침

       ∙방호관련 기준 및 지침

  ∙관련 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방책

  ∙기타 방호관련 중요 사항

  ◦통산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에『원자력발전소 방호지침등 조사위원회』를 설치(’78. 11

월), 운 중임.

    - 목적 : 핵물질의 도난,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및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에 

적합한 방호 시스템을 검토함

    - 내용 : 시설의 방호대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방호지침을 결정    

  ◦『핵물질 방호 관계성청 연락 협의회』매년 개최(제1회, ’90.12월)  

    - 목적 : 관련 기관의 긴 한 협조 및 정보교환의 차원

    - 연락 협의사항(사무국: 과기청 원자력안전국 핵연료규제과)

∙방호관련 법령의 운용,      

∙방호관련 조약의 운용

∙기타 방호관련 중요 사항

    - 방호관련 업무분장 기관의 결정 : 

∙총괄 책임 : 과기청     ∙대외 창구 : 외무성

∙상용로 규제 : 통산성   ∙대응 기관 : 경찰청, 해상안전청

∙수송 규제 : 운수성     ∙기술 지원 : 핵물질관리센터(NMCC)

4. 국제협력 관계

  ◦양국간 원자력협정 체결관련(NSG Guideline의 방호기준과 동등)

- 일․카 원자력협정의 재체결(1980년 9월)

- 일․호 원자력협정의 체결(1982년 8월)

- 일․중 원자력협정의 체결(1986년 8월)

- 일․미 원자력협정의 체결(1988년 7월)

- 일․불 원자력협정의 체결(1990년 7월) : 개정

5. 방호관련 기술개발 현황

  ◦일본의 방호 기술개발은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및 국가 핵물질 방호체제의 정립 차원에

서 원자력 위원회의 ‘원자력 개발이용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중이며, 그 내

용은 아래와 같음. 

    - 핵물질방호 평가방법, 방호대책의 해석 평가 및 긴급시 대응 조치 등 에 대한 기술

적 조사와 검토를 약 10년간(’90-2000년)에 걸쳐 수행중임.

    - 동위원회 산하의『핵물질 방호전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방호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토착화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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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 수행한 물리적방호 체계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

집 분석하 다. 

- 대형재처리시설 핵물질방호 체계 확립조사(’97년도 사업계획서)

- 핵물질 방호대책의 해석평가(현장시험 계획설명서)(1997년 5월, 핵물질관리센터)

- 핵물질 방호대책의 해석평가 내용 (1997년 5월)   

- 내부공모자에 대한 대책조사의 방향 

○ 대형재처리시설 핵물질방호 체계 확립조사

(’97년도 사업계획서)

1.위탁사업의 내용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소련 연방의 해체와 이라크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핵비확산에 대

한 세계정세가 급변화하는 상황임.

    - 일본은 핵물질 취급량과 국내외 핵물질 수송의 기회가 증대될 추세이므로 핵비확산 

조치의 일환인 핵물질방호 체계의 정립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임.

    - 1988년, 일본은 핵물질 방호조약에 가입하 고 원자로 등 규제법의 일부를 개정하

여 핵물질방호의 체제정비와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 대형 재처리시설의 건설 등 플루토늄의 이용을 포함한 핵연료주기의 확립을 추진함

에 있어서, 국제적인 신용 확보를 위한 국내 핵물질방호 체제, 특히 기초 정비를 강화할 필

요성이 크므로,  이를 위해 대형 재처리시설의 핵물질방호 체계의 확립 조사를 실시함.

  (2) 수탁자 : 재단법인 핵물질관리센터 회장

  (3) 실시기관의 시설 및 설비상황 : 재단법인 핵물질관리센터 개발부

  (4) 사업계획

가. 핵물질방호 평가방법 조사연구

 (가) 내부공모자의 대책에 관한 조사

   - 내부공모자의 대책에는 접근 및 출입관리에 관한 하드웨어와 

                                   문서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있음.

   - 금년에는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해 실시할 대책의 상황을 조사

나. 핵물질방호 대책의 해석평가(현장시험)

   - 1996 : 핵물질 방호기기 등의 평가시험 수행

       (실험설비, 실험방법, 필요 경비 등의 검토)

           - 1997 : 외부장벽 파괴시험, 외부장벽 감지확률을

   구하기 위한 현장시험의 수행 예정

  (5) 사업의 실시기간 : 1997. 4. 1.∼1998. 3. 31.

2. 대형재처리시설 핵물질방호체계의 확립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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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모자 사건 등의 조사 : 성과보고서 작성(12개월간)

  ◦핵물질 방호대책의 해석 평가(현장시험) : 시험 및 해석

  ◦핵물질 방호 검토위원회의 개최 : 자문, 중간보고 및 보고(각1회)

  ◦유효성 평가 실무단 회의의 개최 : 검토, 중간평가 등 4회

3. 대형재처리시설 핵물질방호체계의 확립조사 연차계획

   가. 핵물질방호 평가방법 조사연구(1990-2000년)

     1) 취약경로의 해석방법 조사

 - ’90년도 : 해석방법 조사

     2) 핵물질방호 평가방법의 개발

 - ’91년도 : 평가방법의 개발

 - ’92년도 : 체계의 평가 개선

     3) 핵물질방호에 관한 위협의 분석평가 연구

 - ’93-’94년도 : 국내정보의 수집 분석

       - ’95-’96년도 : 국내외정보의 수집 분석

     4) 핵물질방호 평가체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토

 - ’93년도 : 데이터 소스의 조사 및 실용화의 개념 검토

 - ’94년도 : 재처리시설에 관한 자료표의 작성

 - ’95년도 : 재처리시설에 관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96년도 : 同데이터베이스의 평가체계의 결합 및 종합평가

     5) 내부공모자의 대책에 관한 조사

 - ’96년도 : 해외 대책에 대한 현황 조사

 - ’97년도 : 국내에 대한 대책의 현황 조사

 - ’98년도 : 국내에 대한 대책의 검토(Ⅰ)

 - ’99년도 : 국내에 대한 대책의 검토(Ⅱ)

 - 2000년도 : 국내에 대한 대책의 검토(Ⅲ)  

   나. 핵물질방호 대책의 해석 평가(1996-2000년)

 - ’96년도 : 실험설비, 실험(자료 수집)방법 등의 검토 

 - ’97년도 : 외부장벽 파괴시험 및 감지확률 산정

 - ’98년도 : 감지기의 환경시험 및 실내 감지확률 산정

 - ’99년도 : 내부장벽 파괴시험

 - 2000년도 : 출입관리기기 평가 및 종합평가

   다. 긴급시 대응조치 조사연구(1991-1996년)

     1)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긴급시 대응 프로그램

 - ’91년도 : 시설대응 프로그램 작성

     2) 특정핵연료물질의 수송에 관한 긴급시 대응 프로그램

 - ’92년도 : 수송시 대응 프로그램 작성

     3) 핵연료 수송의 감시체계의 정비 조사 

   - ’93년도 : 감시체계에 대한 각 하부체계의 조사

 - ’94년도 : 감시체계의 구축

 - ’95년도 : 감시체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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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년도 : 감시체계의 긴급시 활용

○ 핵물질 방호대책의 해석평가(현장시험 계획설명서)

(1997년 5월, 핵물질관리센터)

1. 현장시험의 검토

  가. 서  언

    - 유효성 평가 체계(이후 “ESOP”라 칭함)는 핵물질방호 체계의 유효성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므로, 실제 환경하에서의 그 체계를 구성하는 각종 방호기기의 성능, 위협의 요소에 

대한 장벽류의 대응력 등을 종합한 각 하부체계의 성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불가결함.

    - 기존의 ESOP중에는 기존의 자료, 국내외의 각종 문헌 등에서 얻은 자료들로부터 합

리적인 추정을 하여 종합한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정한 기초자료들의 

대부분은 약 20년정도 전에 일련의 시험을 기초로 한 것도 있으나, 최근 향상된 방호기기의 

성능을 반 하고 있지는 않음.

    - 최근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자료의 일부는 일본에도 입수되어 이용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일본에 직

접 적용하기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일본이 사용중인 방호기기와 설비사양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있음.

 ․위협의 기준(침입/파괴용 기기 등의 범위, 침입 그래프의 수/특성 등)에 대한 가

정이 일본의 실상과는 적합하지 않음.

․일본의 원자력 측면에 대한 환경조건이 미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 많음.

    - ESOP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요소 및 기기의 기본적 성능을 표시한 1차 자

료와 위협, 환경, 침입 형태 등을 표시한 계수가 있어서, 1차 자료에 그 계수를 이용한 계산 

및 적용에 따른 현장특성 자료(2차 자료)를 얻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음.

    - 현장시험 조건이 명확한 2차 자료의 장소로부터 역산하여 1차 자료를 얻게 되므로, 

현장시험에 따른 양호한 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996년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예비적 검토를 하 으며, 이에 따른 실증적 연

구는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임.

(1) 현장시험 항목의 검토

(2) 대상기기 및 요소의 목록화

(3) 기존 자료의 조사와 자료 내용의 검토

(4) 데이터베이스로서 필요항목의 검토

(5) 주요 대상시설(대형재처리시설)에 사용가능한 기종 등의 조사검토

(6) 기기 및 요소의 진보와 최근 동향의 검토

(7) 연차계획과의 관계성 검토

(8) 1997년도 계획에 대한 검토

(9) 실시방법의 예비적 검토

  나. 현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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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핵물질 방호체계의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데는 수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은 핵물질방호 체계의 구성요소(장벽과 감지기 등 각종 기기)에 대해 실증시

험을 통한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음.

- 신종의 감지기와 대형재처리시설에 적용될 기기등을 중심으로 현장시험을 행하

여 연차계획에 반 할 테이타베이스의 기본이 될 1차 자료를 얻고자 함.

- 현장시험에서 얻은 감지확률과 통과시간등의 자료는 그 결과로부터 역산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필요한 1차 자료를 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번 현장시험은 조건 자료를 각각의 환경조건에서 측정하여 그 결과로

부터 필요한 요소 자료를 구하는 점이 종래의 시험방법과 다른 큰 차이점임.

    (2) 목  적

- 불법행위의 발생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적의 목적 달성을 최대한 지연시키는데 

있음.

- 감지기들의 감지확률, 장벽들의 통과시간, 기기의 가동률 및 신뢰성에 대한 자료

를 실제로 얻기 위해 핵물질 방호체계를 모형화한 모의 방호체제를 구축하여 모의 침입을 

측정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운용을 할 필요가 있음.

- 모의 방호체제에 따른 위협조건(인원 수, 행동상황 및 침입 방향)과 환경조건(설

치장소, 근무상황 및 순찰주기) 하에서 각종 기기류(침입 감지기, 출입관리장치, 감시장치 및 

장벽)에 관한 자료를 구하여 이들의 측정결과로부터 각종 기기의 성능에 대한 자료를 산출

함.

    (3) 연차 계획(1996-2000년)

핵물질 방호대책의 해석평가는 5개년 계획으로서 핵물질 방호 체계의 유효성을 평

가를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1차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됨.

◦’96년도 : 실험설비, 실험(자료수집)방법 등의 검토

◦’97년도 : 외부장벽 파괴시험, 감지확률 산정

◦’98년도 : 감지기의 환경시섬, 실내 감지확률 산정

◦’99년도 : 내부장벽 파괴시험

◦2000년도 : 출입관리기기의 평가 및 종합평가

   - ’96년도 전반기 : 유효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체계의 종합평가를 실시함.

- ’96년도 후반기 : 현장시험에 의한 조명기기의 선정, 시험설비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4) 대상기기의 선정

침입 감지기, 출입관리장치, 감시장치 및 장벽의 성능에 대한 자료를 5년에 걸쳐 얻

을 예정이며, 금년에 선정한 현장시험용 기기들은 아래 4종류의 감지기와 2종류의 장벽임.

     ①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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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界型 매설 감지기  

- 울타리 부착형 E장(field) 감지기

- 인장형(tension) 감지기

- 對向型 마이크로파 감지기

     ② 장 벽

- 그물형 울타리(2 m, 철책부착)

- 파이프 격자형 울타리

  다. 시험방법과 자료 해석

     ① 모의 방호체계

- 모의 방호체계의 개념은 실제의 핵물질 방호체계를 모형화하여 외부방벽, 외부 

감지, 실내 감지, 경보평가 및 출입관리 체계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됨. 

- 선정된 기기들을 설치하여 환경과 위협 등의 외부 조건을 변화시켜 감지확률과 

통과시간을 실제로 측정하고, 그 결과들로부터 선정된 기기의 성능에 대한 자료를 구함.

     ② 침입 시나리오

- 모의 방호체계에 대해 모의 침입자를 침투시켜서 방호기기류의 감지확률과 장벽

등의 통과시간을 계측함. 

- 이 경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전부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원 수, 주

/야, 공구의 유무, 타고 넘음/파괴 등, 방호기기류의 성능에 따라 자료의 정 도에 적합한 시

험횟수를 실시함.

     ③ 시험 횟수

- 방호기기류의 감지확률과 통과시간을 측정한 자료는 시험횟수에 따른 수렴 양상

을 보이므로, 적합한 자료의 정 도에 대해 사전에 시험횟수를 정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그린다고 가정하여 그 자료의 수를 n이라면, 평균치(m)과 그 정 도(d)는 다음과 같이 구해

짐.

    ․평균치(m) = 자료의 총합/n

    ․평균치의 정 도(d) = m/n

  윗 식으로부터 평균치의 정 도가 ±10% 가 된다면, 자료의 수는 30정도가 됨.

- 감지기의 측정오류는 침입 시험시의 감지오류만은 아니며, 정상적인 감시시에 작

은 동물등에 따른 誤報처리와 고장, 점검 등에 의한 기능 상실을 포함한 시간의 계수로서 

감지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친 가동시험이 필요함. 특히 이러한 기기류는 

주변 온도의 의존성이 크고 진동의 향을 받기 때문에, 사계절을 통하여 최저 1년간의 연

속시험을 행해야 함.

     ④ 자료의 취득

- 각종의 시험 자료는 외부 온도, 기압, 풍속 등의 기상 자료와 함께 자료 수집장

치에서 연속 수집하여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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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료의 해석

- 현장시험에 의해 얻은 자료는 각종 조건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관계로, 그 결과

로부터 역산하여 개별적인 기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1차 자료를 얻게 된다.

  라. 대상요소에 대한 시험 계획안(1997년)

   현장시험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종과 요소를 선정하여 시험계획의 주요 업무를 작

성하 고, 그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형 재처리시설의 사용에 적합한 기종 등을 우선으로 함.

    ․기기에 적용가능한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시험시보다 성능이 향상 가능한 

기종을 우선으로 함.

    ․일본의 경우에 사용예가 많고 그 동향을 고찰한 기종 및 요소들

    여러 종류의 기기와 요소에 대해 동시에 병행하여 시험을 행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금년

에는 최초로 외부 요소(외부용 장벽 및 감지기)를 대상으로 한정하 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부 요소는 환경이 그 성능에 미치는 향이 크며, 경과시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하

므로, 이를 위해 조기에 시험을 개시하여 다양한 환경하에서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외부용 감지기들은 작동원리가 다양하지만, 기존 감지기의 성능을 개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외부 장벽에 관한 기존의 실측 자료는 장벽으로서의 시간 지연의 효과보다는 경계의 

명확성이나 감지기의 설치 기능으로 고려되고 있어 최근의 시설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음.

    (1) 시험대상의 선정

     여러 가지 외부요소 중 금년도의 시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장 벽

   (a) 파이프 격자형 울타리(150 ø x 2500 ㎜)

   (b) 철책 그물형 울타리(2중, 망 # 3.2 x 200 ㎜)

(나) 감지기

      (a) 電界型 매설 감지기

   (b) E장(field) 감지기

   (c) 인장형 감지기

   (d) 마이크로파형 감지기

※단, (a), (b) 및 (c)는 최신 최고의 성능을 지닌 1 기종을 선정하여 시험

을 행함.

    (2) 시험횟수의 검토

    감지기에 의한 시험결과가 “감지의 성공 여부”라는 On, Off로의 계수치로 표기하는 경

우와, 장벽에 의한 “침입 소요시간”이라는 계량치로 표기하는 경우에 그 시험횟수는 각각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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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 경우는 그 감지기의 감지율에 대한 사전 예측치와 요구된 자료의 신뢰도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됨.

- 電界型 매설 감지기, E-장 감지기 및 마이크로파 감지기 :

․감지율 사전예측치 : 0.98

․신뢰도 수준       : 0.80

         최소한 78회(감지 실패수 0의 경우)의 시험에서 사전 예측치이상의 성능을 지닌 

것이 적용됨.

- 인장형 감지기 :

․감지율 사전예측치 : 0.85

․신뢰도 수준       : 0.80

         최소한 10회(감지 실패수 0의 경우)의 시험에서 사전 예측치이상의 성능을 지닌 

것이 적용됨.

- 장벽의 경우 :

 파괴 및 침입의 숙련에 따른 소요시간이 단축되므로 최소한 수회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시험방법의 표준화

   

  시험방법의 표준화는 미리 검토한 후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예로서 마이크로파형 

감지기의 시험시에 인체의 散亂 斷面績(scattering cross-section)은 직경 30㎝인 金屬球와 

근사하다는 보고가 있음.

  ○ 핵물질 방호대책의 해석평가 내용 

(1997년 5월)   

◦상기한 현장시험의 수행 및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기기 특성시험의 내용과 평가내용은 대

략 다음과 같다. 

     

   1.감지기의 환경시험과 실내시험의 개요

     1) 감지기의 환경시험 : 3종류의 감지기(誤報率 조사-1년간)

     2) 실내 시험실 : 

         - 감지기의 설치 : 출입문을 열고 침입시의 감지율 검토

         - 출입문이 열린 후 감지시까지의 시간을 측정함.

   2.가상침입 모델

     1) 구역 구분 : 3 구역(보호구역, 방호구역, 통제구역)

     2) 불법행위(위협 분석에 의한)

  - 인원 : 1∼5인

  - 차량 : 소형 Jeep, Wagon차, 덤프차

  - 공구 : 뺀치, 전동톱, 산소 절단기, 콘크리트 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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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괴 도구 : 다이나마이트 2본, 화재용 폭약

  - 기타 : 사다리

     3) 대응행위(대응 설비 및 기능 판정기준에 따른)

  - 조기 발견 : 감지기류, 감시장치(감지성, 신뢰성)

  - 조기 통보 : 통신기기 등(신뢰성, 작업성)

    - 시간 측정 : 장벽, 방벽(파괴강도, 작업성 : 침입 소요(파괴가능)시간 산정, 감지

기의 조합)

 

   3.울타리의 파괴시험(방호구역 대상)

- 감지기의 시간에 따른 감지율 측정

- 울타리의 유형 및 침입방법에 따른 침투 소요시간을 측정함.

      1) 울타리 유형 :

   ① 철책 그물형 울타리

   ② 파이프 격자형 울타리

   ③ 기타 유형(언급 안됨)

      2) 침입방법 : 파괴용 공구 이용(햄머, 산소절단기, 碎岩機 등) 

   ① 울타리를 타고 넘음

   ② 울타리를 절삭하고 침투함

   ③ 차량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침투함

   4.장벽의 파괴시험

- 방호시설내의 벽과 출입문에 대한 시험편을 대상으로 실시함.

1) 폭파방법에 따른 파괴시험

  ① 3종류의 시험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폭약의 장전 방법에 따라 각각 시험을 실

시한 측정결과를 비교 분석함.

․시험편에 폭약을 부착하는 방법

․관통된 시험편내에 시험편을 장전하는 방법

         ② 시험 결과에 대한 기본자료의 확보

․폭파침투에 필요한 예상 폭약량

․폭파 파괴의 소요시간

   5. 위협설계 기준(DBT : Design basis threat)

1) 위협자의 특성 : 외부 침입자 대상(3-4인과 10인)

2) 무    기 :   폭약

3) 지식정도 :  대중의 평판, 범죄자, 공모자, 

4) 훈련과 계획 : 훈련의 범위

5) 장  치 : 손공구, 동력 공구, 폭발물, 

6) 사명감 : 강건함 



- 371 -

○ 내부공모자에 대한 대책조사의 방향 

1. 배  경

  ◦’94년, ’95년에 일본의 오음 진리교에 의한 경찰관의 신자 유도와 기업정보의 도난 등, 

내부공모자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범행을 유도할 사건들이 발생함. 

  ◦또한 러시아, 동구권을 중심으로 핵물질의 불법거래와 수 등, 내부공모자의 관련 사건

이 발생하는 상황임.

2. 조사 목적

  ◦현재의 핵물질방호 관련 내부공모자에 대한 대책 조사의 수행

  ◦향후 예상되는 내부공모자의 위협 및 국내에서 실시가능한 대책 등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리함.

3. 조사 항목

  ◦이미 실시한 해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포함한 실무단으로부터 내부공모자

의 정의와 그 대책의 고찰방향 및 방법 등의 개념을 정리하여 조사 항목을 정하고, 

  ◦대표 시설들에 대한 현지 조사를 행하여 차년도 이후에 실시할 내부공모자의 대책을 검

토함.

  ◦다음은 현지조사의 내용임

대표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의 내용

1. 내부공모자의 인식에 대한 질의 응답의 수행  

  ① 내부공모자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② 내부공모자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

  ③ 만약 대책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④ 실무단의 자문 항목

2. 내부공모자의 대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기 등의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① 출입관리의 실시 상황

  ② 출입관리기기의 적용 상황

  ③ 기타, 핵물질방호 체계의 구성기기에 대한 적용 상황

3. 내부공모자의 대책에 필요한 제도적인 대응책 조사

  ① 인사관리에 대한 대응

    ․채용후의 신상 및 性癖 조사(과거의 현황)

    ․채용후의 추적조사(과거의 현황)

    ․사상의 경향 조사(과거의 현황)

  ② 인식자의 결정 방법 등

  ③ 기 정보에 관한 정보관리



                        서   지   정  보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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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수, 윤여창, 윤완기, 이 길, 이종욱, 전  인, 정상태, 차홍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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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에서는 1. 핵물질 거동감시기술, 2. 흔적량 탐지기술, 3. 계량관리기술, 4. 물리적 방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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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량물질 평가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물리적 방호기술 분야에서는 시설의 방호성능 및 취약

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자력 시설은 물론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방호능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 다. 1단계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0

2∼’06)에서는 핵물질/시설에 대한 국가 통제관리체제를 견고히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높일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 연구/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안전조치, 원격감시 시스템, 광섬광체를 이용한 비파괴검증장치, swipe 

시료, 핵물질 계량관리 전산 프로그램, 미계량물질 평가프로그램, 물리적 

방호, 물리적 방호시설 평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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