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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 irradiation, damage, simulation, defect, neutron,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1. 연구개발목표  내용
 ○ 목표 : 재료 조사효과 모의 및 조사결함 평가/분석, 조사손상 기구규명 기반 기술개발

 ○ 내용 : - 다양한 원자력시스템 환경 응 조사효과 모의기술 개발

            - 조사결함 나노분석 기술개발

            - 원자력 부품 재료의 조사열화 원인규명 및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 구축

 2. 연구결과
 - 중성자 및 이온 조사로 인한 조사결함 분석과 조사경화효과 측정기술 개발

 - 전자현미경분석, 미소자기 측정, 양전자소멸 수명 측정, SANS 등에 의한 나노

   결함 분석 기술 개발

 - 조사열화 현상의 조사량 및 조사율 효과 평가에 의한 조사손상 기구 규명

 - 조사재 간이 시험시설 일부 구축

 - 분자동력학, KMC 및 전위동력학에 의한 조사손상 전산모사 기반구축

 - 전산모사를 위한 8 node PC cluster 구축

 3. 기 효과  활용방안
 - 각종 원자력 재료의 조사손상 연구과제에 조사결함분석 기술 지원

 - 하나로 및 가속기 조사재와 가동원전재료의 조사손상 평가

 - 원전 가동중 손상 조사재 극미세평가 및 원인규명

 - 미래형 원전 시스템용 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손상 평가

 - 내 방사선 재료 개발을 위한 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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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전기기의 건전성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방사선 조사이며, 방사선 조사

의 영향을 받는 부분의 원자력 부품 재료는 장기적 열화 및 이로 인한 손상이 

발생 한다. 다른 열화 현상과는 달리 방사선 조사열화는 이에 한 진단, 평가, 

처기술에서 매우 제한적이며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현용 원전재료의 중성자 조사손상 관련 주요 상은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

취화, 노내구조물 부품의 조사유기응력부식(IASCC) 및 조사팽윤, 압력관재료의 

조사취화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원자로압력용기의 조사취화는 원전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열화요인으로 지목되어, 계속적인 감시 진단이 수행되고 있

다.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원자력시설 (미임계로, 고온가스로, 액

체금속로, 핵융합로 등)에 한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형 원자로들은 더 높은 온도, 더 가혹한 방사선 조사 조건이 요

구되며, 이에 응하는 재료기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형 

신재료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사선 조사 조건에 한 재료의 거동특

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재료의 방사선 조사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외

에도 이온 가속기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조사결함 형성기술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형성된 결함들을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재료의 방사선 조사결함 연구뿐만 아니라 원전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상/결함들을 방사선 및 다양한 물리적 방법을 통해 재료측면에서 비파

괴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의 개발의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국외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어떤 기술도 장단점이 있고 완벽하게 만족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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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원자력시스템 환경에 응하기 위한 조사효과의 모의기술을 개발

하고, 나노 크기의 조사결함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원자력 부품 재료의 조사열화 원인규명 및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실재 원전에서 발생하는 재료의 조사효과를 모사할 수 있도록 연구용 원자로 및 

가속기를 사용하여 조사실험을 수행하고,  생성된 조사결함을 평가/분석함으로써, 조

사손상 기구를 규명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을 위한 연구로 구성하였다. 이전에는 

조사손상 연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체계적인 기술의 개발이 부족하

였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본적인 연구 장비의 확보 및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1. 간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방사성시료 원격취급 시험장치/기술 개발

- 미소 시험분석용 조사시료 준원격 취급 시험장치기술 개발

- Semi-hot Lab. 구축 및 체계적 분류 취급시설확보

2. 원전환경모사 조사시험 및 물리적 조사손상량 측정/해석기술개발

- 가속기 이용 온도변화 조사장치 구축 및 기술개발

- 중성자 spectrum 및 dosimetry측정기술개발

- 물리적 조사손상량 (dpa) 해석기술개발

- 조사손상 전산모사

3. 조사효과 극미세 재료평가 및 분석기술개발

- 소형시편이용 국부조사효과 평가기술개발

- 중성자빔 소각산란장치(SANS), 양전자소멸(PA), 전자현미경 이용 조사결함    

   특성 분석 및 절차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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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음파 및 전자기적기술이용 조사취화도 평가 기반기술 개발

- 초음파공명 및 미소전자기 측정시스템 보완/개량 

- 비파괴적 신호의 조사취화특성 연계성구축 

5. 조사취화 및 조사손상 극미세기구 규명 기반기술개발

- 합금성분의 조사취화 극미세특성 연계성 분석

- 열처리에 의한 조사손상 소멸특성 분석

- 조사손상에 한 온도 및 조사율효과 기초특성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1. 간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방사성시료 원격취급 시험장치/기술 개발

중저준위 조사재 시료의 체계적 관리 및 시험을 위하여 방사선응용연구동 1층에 

간이조사재시험실험실을 확보하였다. 기존의 봉선원 취급으로 인가된 실험실을 개

봉선원의 취급으로 전환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시험/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차후 시설예산 확보가 가능할 때를 비하여 배치도를 구성하였

다. 오염확산의 가능성이 높은 시료의 절단, 연마 및 에칭 작업의 장소를 제한하여 

관리되도록 하였다. 방사선작업구역의 오염관리를 위한 zone 개념을 시료의 절단, 

연마 및 에칭 작업이 이루어지는 글로브박스와 후드 안은 zone III, 개봉선원이 별도

의 작업 없이 이동되는 구간을 zone II, 기타지역은 zone I으로 하였다. Zone III는 

zone II 및 zone I과 완전 격리가 되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시설관리에 필요한 방사선계측기, 개인용 디지털 dosimeter, 제염용 소

모품 등을 확보하였다. 

Ball manipulator, radiarm 및 tongs와 같은 공구류를 확보하여, 미소 시험 분석용 

시료의 취급이 가능하였으며, 납유리 차폐에 의한 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방사

성 시료의 절단기 및 연마장치를 후드내에 설치하였고, 미세조직 관찰을 위하여 주사

전자현미경 및 광학현미경을 각각 1 씩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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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환경모사 조사시험 및 물리적 조사손상량 측정/해석기술개발

가. 가속기 이용 온도변화 조사장치 구축 및 기술개발

가속기에 의하여 시료에 이온을 조사시킬 때, 이온조사로 인한 시료의 온도 증가 

때문에 시료의 온도를 정확히 조절함과 동시에 시료의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

다. 80-650K에서 ±2°의 정 도를 유지하며 조사시킬 수 있도록 chamber를 설계 

및 제작 완료하였으며, 진공시험결과 10-4 torr 유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Chamber의온도는 액체 질소 및 할로겐 램프를 통하여 조절되도록 하였다. 온

도 측정 및 진공도 측정 결과 성능이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향후 전

자빔 가속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나. 중성자 spectrum 및 dosimetry측정기술과 조사손상량 (dpa) 해석기술개발

미국 PNNL로부터 dosimeter 캡슐을 구입하여 이를 조사캡슐에 장착하여 하나로에서 

조사 시켰으며, 이를 인출하여 미국 PNNL로 보낸 후 방사능의 측정 및 해석을 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연구소로 가져와서 소 내의 각 실험실로 보내어 방사능 측정값을 검증

하였다. 시료는 2000년에 실시한 5종과 과 2001년에 실시한 6종이다. 방사능 측정 결과

를 중성자 unfolding 코드인 STAY'SL 코드를 이용하여 중성자 스펙트럼을 구한 후, 

SPECTER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dpa값을 계산하였다. 각 시료에 있어서 1 MeV 이상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2000년 조사한 시료의 경우 1.07, 2.46, 2.37, 2.30, 1.43 

neutrons/cm2×1019이었다. 2001년에 조사한 시료중에서 1종에 하여 계산한 결과 

2.35 neutrons/cm2×1019로 나타났다. 각 조사량에 있어서 dpa로 환산한 결과, 2000년

에 조사한 시료에서 Fe의 경우 0.0154, 0.0350, 0.0339, 0.0332, 0.0208이었으며, 

2001년 조사한 시료는 0.0332이었다. 

다. 조사손상 전산모사

조사손상 전산모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 이에는 조사결함의 생성을 

모사하는 분자동력학, 조사결함의 성장과 미세조직을 모사하는 kinetic Monte 

Carlo, 조사경화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전위동력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단계

의 연구인지라 전산모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자

동력학 코드인 MOLDY를 ORNL로부터 확보하여 코드의 사용법 및 algorithm을 

이해한 후, pure Fe에서의 조사결함의 생성을 모사하여 vacancy와 interstitia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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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확인하였다. 중성자 조사조건은 원자로 환경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성자 스

펙트럼으로부터 PKA 분포를 계산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함 생성 

자료로부터 반응속도론을 이용하여 하나로 및 발전로에서의 항복강도의 증가를 

계산하고 실험치와 비교하였다.

3. 조사효과 극미세 재료평가 및 분석기술개발

가. 소형시편이용 국부조사효과 평가기술개발

조사재의 미소 경도 측정은 조사재의 특성평가 중에서 기본적인 기술이며, 특히 

가속기 조사재에서는 조사손상층의 두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

다. 압흔 깊이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와 TRIM에 의한 최 손상층의 깊이를 비교함

으로써, 조사손상에 의한 경도의 증가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였다. 압흔 깊이에 따른 조사재의 경도와 비조사재의 경도의 차이를 구하여 경도차

의 최 값을 조사손상에 의한 효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He 조사 스텐레스강의 소성변형기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ORNL로부터 인계받은 

TEM 시료의 비세조직을 분석하였다. 직경 3 mm, 두께 0.1 ㎛의 시료에 He이온을 

조사한 후, disk bend test method를 이용하여 조사면의 반 편 면에 ball 

indentation한 시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면에서 손상층면이 노출되게 전해연마를 하

고, 반 편 면을 jet polishing으로 천공한 것이다. 조사량과 변형량에 따른 미세조

직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부분전위에 의한 적층결함의 생성과 성장에 의한 조사취

화 기구를 설명하였다.

나. 중성자빔 소각산란장치(SANS), 양전자소멸(PA), 전자현미경 이용 조사결함특

성 분석 및 절차확보

SANS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SANS분석과 거의 동일한 방법인 SAXS분석

을 먼저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시료의 보정, 결함의 크기 분석, 및 결함분석 이전에 

파악하여야 할 요건에 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나로에서 SANS 장치가 가

동되어 국내 최초로 중성자 조사재에 한 결함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전 UCSB에

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분석방법을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광4호기 압력용기강재를 0.5×1019, 1.3×1019, 2.5×1019n/㎠으로 조사시킨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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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조사재된 시료를 사용하여, 석출물은 거의 없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석출물

의 크기를 TEM으로 확인할 수 있는 Fe-1.0%Cu 합금 시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

써, 분석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500℃에서 ageing 시간을 달리함으로써, TEM

결과와 비교하여 Cu 석출물의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석기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Vacancy형의 조사결함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전자소멸(PA)수명측정장치를 구축

하였다. 우선 이온조사재의 결함에 한 분석용으로 2 detector 시스템을 구성하여 

시험장치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국산압력용기 2종, pure Fe, Fe-Cu 모델합금 2

종에 한 이온조사 및 회복특성을 평가하였다. 중성자를 조사시킨 Si 단결정의 결

함을 분석하여, 기 발표된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분석기술상의 부족한 점을 파

악하여 보았다. 

TEM에 의한 조사결함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제작 방법과, 조사결함의 종류, 크

기 및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가속기로 이온을 조사한 시료는 

손상층이 조사면에 아주 가까이 얇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조사면의 수직 방향으로 시편을 채취하는 방법과, 조사층의 단면을 채취하

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전자의 방법은 시료로부터 1개의 TEM 시편을 제작할 수 있

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시편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후자

의 경우 시료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도금을 이용하여 두께를 3 mm 이상으로 만들

어야 하고, 도금층이 시료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성자를 조사시킨 Si에

서는 금속이 아니라 매우 취약하므로 TEM 시편 채취방법을 별도로 개발하였다. 조

사결함으로는 black dot, vacancy 및 interstitial loop, 석출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나노 크기로 분석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Black-white contrast법, 

inside-out side법, weak beam dark field법을 이용하여 결함의 종류 및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중성자를 조사시킨 재료의 방사능 문제, 페라이트강에

서 시료의 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료로부터 직경 1 ㎜ 정도로 채취 후, 3 

mm의 disk를 제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puncher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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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음파 및 전자기적기술이용 조사취화도 평가 기반기술 개발

가. 초음파공명 및 미소전자기 측정시스템 보완/개량 

기존의 조사결함분석법은 파괴적 방법을 이용하고, 분석법이 복잡하므로 보다 

간편하며 쉬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분석법으로 구한 결과의 정

확성을 다른 방법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조사결함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체기술로서 적합한 방법이 없으므로 개발이 필요

하다. 진공 및 500℃까지 측정이 가능한 초음파공명분광분석 장치를 구축하고 

SA 508, cl. 3강의 동적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미소전자기 측정시스템에

서 data acquisition system을 보완하여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있

도록하였다. 아울러 GMI 센서에 의한 결함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였다. 

나. 비파괴적 신호의 조사취화특성 연계성구축 

재료의 자기적 성질 변화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기이력곡선(Hysteresis Loop)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기유도 법칙에 의하여 나타나

는 현상들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자기이력곡선을 이용하는 것에는 자력계등을 이

용하여 자기이력곡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기적인 파라미터, 즉 잔류자기

(remenance), 보자성 또는 보자력(coercivity), 자기이력손실(hysteresis Loss) 

등을 측정하는 방법과 자기이력곡선의 변화에 기반을 둔 조화진동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기유도 법칙을 이용하는 것에는 Barkhausen noise 나 자기음

향효과 (Magnetoacoustic emission) 또는 Lorentz 힘을 이용하는 EMAT 

(Electromagnetic-Acoustic Transducer)가 있다. 아직 개발단계로서 균열과 같

은 큰 결함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들을 확보하였으나, 조사결함의 측정에서는 아직 

측정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5. 조사취화 및 조사손상 극미세기구 규명 기반기술개발

가. 합금성분의 조사취화 극미세특성 연계성 분석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에서 C 및 Cu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델합금을 제작

하여 이들 불순물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C 함량을 0.05%, 0.3%로 하고 다른 



- viii -

성분은 동일하게 한 두 종류의 시편을 사용하여 proton을 조사시켜 양전자 소멸수

명 측정, TEM분석 및 경도측정을 실시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C은 

vacancy를 trap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도값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

다. Cu의 영향 평가는 pure Fe, Fe-0.15%Cu, Fe-1.0% Cu의 시료를 제작하여 

proton 및 Fe 이온을 조사시켜 조사취화 현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법으로는 양

전자소멸수명측정, 경도 측정, TEM분석, SANS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1% 

Cu를 함유한 시료에서 과포화된 Cu가 vacancy를 trap 시킴으로써 조사경화현상을 

심화시킴을 파악하였다.

나. 열처리에 의한 조사손상 소멸특성 분석

기존 열처리 공정(CHT)으로 제작된 압력용기와 2상 영역 열처리 공정(IHT)으

로 제작된 압력용기강을 사용한 시료 두 종류와, Pure Fe, Fe-0.15%Cu 및 

Fe-1.0%Cu합금을 proton으로 조사시킨 후 150～600℃에서 30분 동안 회복 열

처리하여 미세경도 및 양전자 수명을 측정, 분석하였다. CHT와 IHT시료에서 

300℃까지 열처리 결과 경도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이는 조사결함이 성

장한 후, 소멸된 결과로 파악된다. 양전자 소멸수명측정 결과는 기존의 발표된 자

료와 차이가 있으며, 차후 측정기술의 개발로써 보완이 필요하다. Fe-Cu합금의 

경우에는 조사결함의 성장 및 회복과 석출물의 성장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함으

로써 조사결함만의 거동에 한 분석을 위하여서는 추후 보다 많은 실험과 분석

방법으로 보완하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조사손상에 한 온도 및 조사율효과 기초특성 평가

C함량이 상호 차이가 있는 CM 23과 CM24와 graphite에서 proton 조사 및 이

온조사를 통하여 조사량 및 조사율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량이 많을수록 조사경

화 현상은 크지만, 조사율효과는 조사빔의 종류 및 재료에 따라 조사경화 현상은 

일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실험용 원자로에서 조사한 시료와 발전로에서 조사된 시

료의 비교평가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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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간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방사성시료 원격취급 시험장치/기술 개발

중저준위 조사재의 시험을 위한 공용설비로서 활용할 것이다. 간이 차폐시설로

서 실험이 가능한 시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간이차폐로서 어려운 시료는 

기존의 조사재시험시설(IMEF)을 활용하면 된다. 현재는 증기발생기 인출 전열관

의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조사재 시료의 보관, 미세조직관찰용 시료의 제작, 시

료의 열처리 등에 주로 활용한다. 분석으로는 Barkhausen noise 측정, 양전자 소

멸수명 측정 및 미세조직분석이 현재 가능하다. 향후 시험장비가 확보되는 로 

인장, 충격 및 경도시험이 가능할 것이다.

2. 원전환경모사 조사시험 및 물리적 조사손상량 측정/해석기술개발

가속기 시료온도 조절용 chamber는 조사시편의 온도 조절 및 측정용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다. 향후 전자가속기 및 양성자가속기에도 이와 같은 chamber를 부

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설계를 개선하여 부착하고자 한다. 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로 조사시료의 조사손상량 측정 및 해석에 의한 데이타는 매 조사손상 평

가용 시료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계속 수행하여야 할 일이다. 어느 정도 데이타가 

축적되면, 하나로의 일반적인 중성자 스펙트럼에서 계산한 결과와 측정치와 비교

하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손상의 전산모사기술은 시작단계로서, 분자동력학에 의한 초기조사손상 결

함의 생성에 관한 데이터는 kinetic Monte Carlo에 의한 결함성장 거동에 한 

모사의 입력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MOLDY로 pure Fe에 한 모사

만 가능하였으나, 이원계 합금에 한 계산을 위하여 MDCASK 코드를 확보할 계

획이다. 미래형원전재료의 조사손상평가는 실험에 의한 방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산모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분자동력학에 의한 전산모사와 함께 kinetic 

Monte Carlo 및 전위동력학에 의한 전산모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래형원전재

료의 선정에 관한 연구에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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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효과 극미세 재료평가 및 분석기술개발

SANS, PA 및 TEM 분석기술은 조사결함 분석을 위한 기초기술이므로, 모든 

조사재의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조사재의 분석에 관한 연구에 

계속 활용할 것이며, 정 도의 향상을 위하여 계속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까지는 분석기술 자체의 개발에 집중하였으나, 향후는 이러한 분석기술을 활용하

여 조사경화기구의 파악, 조사결함과 조사취화와의 관계, 전산모사결과와의 비교 

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Fe-Cu합금에서 각 조사결함이 조사경화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그 기구를 규명하고자 한다. Vacancy가 Cu에 trap됨으로써 조사

결함의 생성량이 증가하고, 조사경화현상을 증가시킨다는 실험결과에 의하면 

vacancy cluster, interstitial cluster와 Cu cluster 중에서 어떤 cluster가 주요

인인지는 알 수 없었다. 

4. 초음파 및 전자기적기술이용 조사취화도 평가 기반기술 개발

재의 결과로는 나노 크기의 결함 분석에는 당하지 않으나, 마이크론 단 의 

결함의 분석에는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도 조사결함의 

분석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존의 측정방식과는 다른 

방법에 의한 분석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를 들면 비 항 측정  seeback 효

과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 에도 많은 연구 결과가 있

으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 미경, SANS  PA등의 분석방법에 비하여 부

정확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 괴 인 분석이므로 은 양의 시료라도 많은 분석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5. 조사취화 및 조사손상 극미세기구 규명 기반기술개발

조사손상 기구의 규명에 관한 기술은 여러 가지 분석기술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전문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Cu 및 C의 영향 평가는 

일반 압력용기강의 조사손상 기구 규명에 활용할 것이다. 조사량 및 조사율에 의

한 조사손상 평가 기술은 아직 정확한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관계로 여러 종류의 

조사재의 조사손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실험용 원자로 또는 가속기에서의 조사

실험 결과로부터 원전의 사용조건에서의 조사손상효과를 모사할 때 활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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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Funda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for Radiation Damage in Nuclear 

Material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afety of nuclear components is 

neutron irradiation. Due to the irradiation, long term embrittlement and 

radiation damage occur at the most parts of nuclear equipments. Test, 

evaluation and protection technologies of radiation damage are limited and 

need a high technology, compared with other degradations. 

Major phenomena related to the neutron irradiation damages are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pressue vessel steels,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IASCC) of reactor internal parts, 

radiation embrittlement of pressure tubes, etc. Especially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pressue vessel is a very important source of 

degradation affecting the lifetime of nuclear power plants, which is 

required for a continuous surveillance.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 of avanced nuclear power 

systems(subcritical reacto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liquid 

metal reactor, fusion reactor, etc.) increas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industries in Korea. Because present candidates of those 

reactors require more severe irradiation condition and higher operation 

temperature, some appropriate materials technolog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such conditions. Above all, the materials data under 

various irradiation conditions should be ac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hose advanced systems.

To find out the radiation effects on materials, irradiation technology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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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accelerator faciliti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formation radiation 

defects with the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at HANARO. At the same 

time, various technologies of defects analysis should be achieved. 

In addition to those developments, NDE technologi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and defects with the 

methods of radiography and physical technologies. Presently, foreign 

organizations have tried many kinds of methods, but they have not 

suggested an evident technology showing a special merit.

To meet this end, we have set up project objectives including the 

developments for radiation effect simulation technology at various nuclear 

system environments and the technology for the analysis of nano size 

radiation defects, furthermore the achievements of basic technologies for 

finding out causes of materials degradation in nuclear parts  and 

evaluating radiation damag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project has been performed for the establishment of basic 

technologies necessary to find out radiation damage mechanism. It is 

composed of two stages. One is the irradiation experiment at a research 

reactor and accelerators for the simulation of radiation effects in material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other is the evaluation and analysis of 

radiation defects. Before this project started, the radiation damage 

research has not been performed continuously, therefore it could not be 

done systematically. The project target was to train researchers, to 

achieve basic research equipments and to obtain required technologies.

1. Establishment of hot laboratories and remote handling facilities/ 

technologies  for the radioactive material tests

-Establishment of remote handling facilities for small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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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emi-hot laboratories and systems for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samples.

2. Irradiation test for the simulation of nuclear power plant environment 

and measurement/calculation of physical radiation damage

-Establishment of irradiation chamber for the control of irradiation 

temperature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test temperature 

measurement.

-Measurement of neutron spectrum and  neutron dosimetry.

-Calculation of physical radiation damage(dpa).

-Computer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3. Evaluation and analysis of nano-scale radiation damage

-Evaluation of radiation effects in small specimens irradiated locally.

-Analysis of radiation defects with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SANS),   

     positron annihilation(PA) and electron microscope.

4. Evaluation of radiation embrittlement with ultrasonic resonance 

spectrum measurement and electromagnetic measurement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of ultrasonic resonance measurement 

system     and electromagnetic measurement system.

-Application of NDE technologies to radiation embrittlement evaluation.

5. Basic research of radiation embrittlement and radiation damage 

mechanism

-Evaluation of impurities effect to radiation embrittlement.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recovery through heat treatment.

-Effects of Irradiation temperature and dose rate to radia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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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1. Establishment of hot laboratories and remote handling facilities/ 

technologies for the radioactive material tests

A hot laboratory was established for systematic control and test of 

middle and low level radioactive samples on the first floor in Radiation 

Application Building. The existing laboratory for closed radioactive sources 

was renovated for the handling of open radioactive sources and for the 

test of urgent examination and analysis of steam generator tubes. A layout 

of the laboratory was prepared for the time of the budget approval for the 

facility. At the layout, it was considered that contamination propagative 

works, for example cutting, grinding and etching of samples should be 

done within a special restricted area. For the control of radioactive 

contaminated areas, all areas are applied with the concept of zone 

classification of IAEA safety series No. 30. Zone III is designated to the 

inner side of glove boxes and hoods where cutting, grinding and etching 

of samples are performed. Zone II is to the area of moving of open 

sources without special works. Zone I is to other areas. All areas should 

be controlled with separations.

Radiation detectors, personal digital dosimeters, and some consumables 

for decontamination were equipped for the basic control of facilities. 

With ball manipulators, radiarms, tongs and other tools, small specimens for 

test and analysis could be handled. And manual works could be performed 

with the shielding lead windows. Cutters and grinders for metallography were 

installed in the hoo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an optical 

microscope were installed for the analysis of microstructure.

2. Irradiation test for the simulation of nuclear power plant environment 

and measurement/calculation of physical radiation damage

1) Establishment of irradiation chamber for the control of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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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test temperature measurement

Because sample temperature increases during the ion irradiation with an 

accelerator, it should be controlled and measured correctly. For the 

control of the temperature, an irradiation chambe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It can keep the accuracy of ±2 K in the range of 80-650 K 

and a vacuum condition of 10-4 torr. The temperature control could be 

made with the flow control of liquid nitrogen and the power control of a 

halogen lamp. The result of its function test was satisfactory. Therefore, 

it will be applied to an electron beam accelerator facility.

2) The measurement of neutron spectrum and  neutron dosimetry and the 

calculation of physical radiation damage(dpa).

Neutron dosimetry capsules were prepared at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PNNL) in USA. Each capsule contained small wires of Co-Al 

alloy, Fe, Cu, Ti and Nb. The capsules were irradiated at five different 

positions in the HANARO reactor and the irradiated capsules were 

returned to PNNL where they opened the capsules and analyzed each 

monitor wire. After that, the measurement of these capsules was 

performed at the laboratories of KAERI. 5 capsules were irradiated in 

2000 and other 6 capsules were irradiated in 2001. After neutron 

spectrum was obtained by running neutron unfolding code, STAY'SL, the 

displacement damage parameter(dpa) was calculated with SPECTER code. 

The neutron fluence data of capsules irradiated in 2000 were 1.07, 2.46, 

2.37, 2.30 and 1.43 ×1019neutrons/cm2 (E>1MeV). A capsule irradiated in 

2001 were irradiated with the fluence of 2.35 ×1019neutrons/cm2. The dpa 

values of capsules irradiated in 2000 were 0.0154, 0.0350, 0.0339, 0.0332, 

and 0.0208. The value of csule irradiated in 2001 was 0.0332. 

3) Computer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Computer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was attempted at fir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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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ulation steps are classified into molecular dynamics for the 

simulation of radiation defects nucleation, kinetic Monte Carlo for the 

simulation of defect growth and microstructure, and dislocation dynamics 

for the simulation of radiation hardening phenomenon. As the initiation 

stage of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basic research environment was 

focused on. Using MOLDY code, one of molecular dynamics codes 

provided by ORNL, the usage and the algorithm were understood, and the 

formation of radiation defects in pure Fe was simulated and then the 

distribution of vacancies and interstitials could be  calculated. The 

condition of neutron irradiation was obtained from the average value of 

PKA spectrum from the data of reactor operation. From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increase of the yield strength could be calculated by 

employing the reaction rate theory.

3. Evaluation and analysis of nano-scale radiation damage

1) Evaluation of radiation effects in small specimens irradiated locally

As the most basic technology among the evaluation of irradiated material 

properties, a precise measurement of hardness is required because the 

damage layer is very thin under the surface of samples irradiated with 

accelerator. Through the comparison the hardness value of each indentation 

depth with the depth profile of damaged layer calculated with TRIM code, a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a precise measurement of hardness increase 

due to radiation damage. After the difference of hardness between 

irradiated and unirradiated samples was measured at each indentation depth, 

its maximum was used as the effect of radiation damage. 

To investigate plastic deformation mechanism in stainless steel irradiated 

with He ions, the microstructures were analyzed with samples received 

from ORNL. The samples were made using disk bend test method through 

ball indentation on the opposite unirradiated surface after the irradiated side 

was placed downward. After deformation, the irradiated surface was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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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hemically to expose the peak radiation damage region and then 

specimens were jet-polished from the unirradiated side until perforation. By 

the investigation of microstructural change of specimens with different dose 

and strain, the radiation embrittlement mechanism was explained with the 

effects of stacking fault formation and growth by the partial dislocations. 

2) Analysis of radiation defects with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SANS), 

positron annihilation(PA) and electron microscope.

To understand SANS analysis technology, SAXS analysis similar to SANS 

method was performed at first. From this, several technologies including 

calibration of sample, the analysis of defect size, some requirements 

needed before defects analysis could be acquired. By the start of SANS 

operation in HANARO, the first test with neutron irradiated samples could 

be made in Korea. The reliability of the test method could be confirmed 

by the same results with USCB's. From the test results with YG-4 

samples unirradiated and irradiated with neutron fluence of 0.5×1019, 

1.3×1019 and 2.5×1019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t the 

formation of precipitates. The analysis technology could be improved with 

Fe-1.0% Cu alloy samples where the precipitates had been analyzed with 

TEM method. Additional technology for the analysis of Cu precipitates 

distribution could be acquired through comparing with the results of TEM 

analysis on the samples of various ageing times at 500℃.

To analyze radiation defects of vacancy type, a 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analysis(PA) machine was installed. At first, the performance of 

the machine was checked with the test of samples irradiated with ions 

using 2 detector system. Two kinds of localized pressure vessel steels, 

pure Fe and two kinds of Fe-Cu alloys were tes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on irradiation and the recovery properties. Through comparing 

the test results of neutron irradiated Si single crystal samples with the 

published data, it was found out that measurement technique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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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technology for the analysis of radiation defects was acquired with the 

development of sample preparation and  the analysis of  defect kinds, size 

and distribution. Because the peak damaged region of ion irradiated samples 

are formed as a very thin layer under the irradiated surface, the observation 

of defect is very difficult. Sampling methods of vertical direction of irradiation 

and section direction were developed. Only one TEM sample from one 

irradiated specimen could be made with the former, but several samples could 

be made with the latter. However, the latter needs electrical plating process 

to make over 3 ㎜ in thickness due to a thin TEM sample and some cares not 

to be separated between the plated layer and the sample. A special sample 

preparation technique was developed for the neutron irradiated Si due to 

brittle property different from the one of the metal. There are black dots, 

vacany and interstitial loops and precipitates as radiation defects of nano size, 

so special techniques are necessary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methods of 

defect distribution and kinds were developed by using the black-white 

contrast method, the inside-outside method and the weak beam dark field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of radioactivity in neutron irradiated samples 

and magnrtic effects of ferritic steels, a specially designed puncher was 

purchased. With it, a sample with 1 ㎜ in diameter can be punched out and 

then inserted into unirradiated and non-magnetic ring of 3 ㎜ in diameter.

4. Evaluation of radiation embrittlement with ultrasonic resonance 

spectrum measurement and electromagnetic measurement

1)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of ultrasonic resonance measurement 

system and electromagnetic measurement system.

Because the existing methods of radiation defect analysis are destructive 

and complex, the development of more simple and easier method is necessary. 

And the verification of test results from existing methods is needed with other 

methods. Several kinds of methods for the analysis of radiation defec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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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but a suitable technique as a substitute has not been developed. 

Therefore a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technique was 

required. An ultrasonic resonance measurement system was installed for the 

test of vacuum and high temperature(from room temperature to 500℃) 

environment. With it, the dynamic elastic modulus of SA 508, cl. 3 steel was 

measured. The existing electromagnetic measurement system was modified 

with the addition of a data acquisition system and could treat more data as a 

real time basis. And a system equipped with a giant magneto impedance(GMI) 

sensor was installed for the measurement of radiation defects.

2) Application of NDE technologies to radiation embrittlement evaluation.

There are two kinds of methods fo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he magnetic property changes in materials. One is the method using 

magnetic hysteresis loop and the other is the method using the 

phenomena appearing during magnetic induction. The former can be 

classified as the measurement of some magnetic parameters, for example 

remnance, coercive force, hysteresis loss, etc. appearing at the hysteresis 

loop of a magnetometer and as the measurement method using harmonic 

oscillations based on the change of hysteresis loop. The latter includes 

methods using Barkhausen noise, magnetoacoustic emission, 

electromagnetic-acoustic transducer(EMAT) related with Lorentz force. All 

of these methods are at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and are showing 

good results at the measurement of large defects, but does not show 

distinct results at the measurement of radiation defects.

5. Basic research of radiation embrittlement and radiation damage mechanism

1) Evaluation of impurities effect to radiation embrittlement

For the evaluation of C or Cu effect on the radiation embrittlement of 

pressure vessel steels, model alloys were made and the effect of imp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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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nvestigated. PA measurement, TEM analysis and hardness 

measurement were applied to two kinds of steel samples which contain 

0.05% and 0.3% of carbon content and same contents of other alloying 

elements. The result showed that C trapped vacancies and no difference 

of hardness in the two kinds of samples. As for copper, the radiation 

embrittlement phenomena was evaluated through the comparisons of 

properties among pure Fe, Fe-0.15%Cu and Fe-1.0%Cu which were 

irradiated with protons and Fe ions. For it, PA measurement, hardness 

measurement,  TEM analysis and SANS analysis were appli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saturated Cu in Fe-1.0%Cu alloy trapped vacancies 

and increased severely the radiation embrittlement phenomena.

2)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recovery through heat treatment.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was investigated through hardness and PA 

measurements at two kinds of the pressure vessel steels, one of 

conventional heat treatment(CHT) and the other of intercritical  heat 

treatment(IHT) and at pure Fe, Fe-0.15%Cu and Fe-1.0%Cu, irradiated 

with protons and treated with recovery heat treatment at 150-600℃, 30 

min after the irradiation with protons. The results of CHT and IHT 

samples showed that the hardness increased to 300℃ and then decreased. 

This means that the radiation defects grew and then disappeared. There 

was some differences between our results of PA experiments and present 

published data, so our measurement techniques should be modified with 

more development of skills. At the Fe-Cu alloys, the growth and recovery 

of radiation defects occurred at the same time with the growth of 

precipitates, so more experiments and developed analysis methods are 

needed for the explanation of only radiation defect effects.

3) Effects of Irradiation temperature and dose rate to radiation damage

The effects of dose and dose rate were investigated with graphites and 

model alloys of CM23 and CM24 using proton and Fe ion irradi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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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lloys were a kind of pressure vessel steels with a difference of 

carbon contents. the more dose was, the larger the radiation hardening 

was. But the effect of dose rate was changed by the kind of beam and 

irradiated materials. This suggests that a caution be required at handling 

accelerated experimental data in a research reactor for the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in the materials of power reactors.

V. Application Plans of the R&D Results

1. Establishment of hot laboratories and remote handling facilities/ 

technologies for the radioactive material tests

The laboratory will be used as the public facility for the experiments using 

irradiated materials. Specimens of low level activity can be treated at this 

laboratory with a temporary shielding. In the case of high level specimens, 

difficult to be handled with only a temporary shielding, the Irradiated 

Naterials Examination Facility(IMEF) can be used. At present, the analysis of 

steam generator tubes pulled-out is on-going in the laboratory. The main 

works in the laboratory are storage of irradiated samples, sample preparation 

for metallography, heat treatment of specimens, etc.. Present performable 

analyses are a measurement of Barkhausen noise, PA and metallography 

works. Afterwards, tension test, impact test and hardness measurement can 

be performed after such equipments will be installed.

2. Irradiation test for the simulation of nuclear power plant environment 

and measurement/calculation of physical radiation damage

The irradiation chamber for ion accelerator will be used for the control 

and the measurement of specimens. Because such chambers will be 

attached to the electron beam accelerator and the proton accelerator, the 

present design will be applied to them after a modification. This will be 

performed by discussing with the managers of suc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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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measurement of neutron spectrum and neutron dosimetry in 

HANARO is required for each irradiation test, it will be performed 

continuously. After getting some storage of neutron dosimetry data, a 

relationship can be induced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measured data 

and the calculations from the neutron spectrum of reactor design. 

The computer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is on an initiation stage of 

research. The data of radiation defects creation from molecular dynamics 

will be used as input to the simulation of defect growth by kinetic Monte 

Carlo. Until now, pure Fe can be simulated with MOLDY code, but MDCASK 

code will be developed for a simulation of binary alloys. Computer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tool, because 

experimental approaches have a limit at the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in the GEN-IV reactor materials. The research of materials selection for 

GEN-IV reactors will be performed by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technology in the methods of kinetic  Monte Carlo and dislocation dynamics 

at the same time of molecular dynamics method.

 

3. Evaluation and analysis of nano-scale radiation damage

As basic technologies for radiation defects analysis, SANS, PA and TEM 

are essentially required at a research of irradiated materials. Therefore 

they will be applied to the analysis of irradiated materials, and they will 

be developed for the increase of accuracy. Until now,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technology has been performed mainly, but it will be applied to 

the investigation of radiation hardening mechanism, the relations of 

radiation defects and radiation embrittlement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sim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Especially the radiation 

hardening mechanism of Fe-Cu alloys will be studi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vacancy trap at copper clusters increases the number of 

radiation defects. But until now, it is not known what kind of cluster 

among vacancies, interstitials and precipitates is a main factor to the 

radiation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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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valuation of radiation embrittlement with ultrasonic resonance 

spectrum measurement and electromagnetic measurement

The present experimental results mean That ultrasonic and 

electromagnetic measurements are not adequate to the analysis of 

nano-size defects, but show a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micron scale 

defects. Any other research group also didn't show the applicability to the 

analysis of radiation defects, until now. Therefore a special process 

different from existing methods should be developed. For example, 

measurements of resistivity, seeback effects, etc. can be suggested. Many 

results from these have been published, but they are less accurate than 

the results from TEM, SANS, PA, etc. are. But they are nondestructive, 

so have advantages of applicability to small number of samples.

5. Basic research of radiation embrittlement and radiation damage 

mechanism

The investigation of radiation damage mechanism needs integrating many 

kinds of analysis technologies. So, some specialists from many fields of 

research are required. The evaluation of Cu and carbon effect will be 

applied to the analysis of radiation damage in pressure vessel steels. The 

analysis of He effect on the radiation hardening mechanism will be used 

for the computer simulation. Because the evaluation of dose and dose rate 

effects on the damage needs more theoretical backgrounds, more 

experiments with many kinds of irradiated materials will be performed. 

And then the results will be considered at the irradiation using 

accelerators and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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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목적

하나로와 가속기를 사용하여 원전에서의 재료의 조사효과를 분서할 수 있는 기

술과 나노크기의 조사결함 분석을 위한 장치 및 해석기술을 구축하고, 조사열화현

사의 기구규명과 준․비파괴적으로 조사취화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

고자 하였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현용 원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될 예정인 HTGR (수소생산로 

등), SMART, HYPER, LMR (KALIMER), Fusion 등 다양한 원자력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방사선에 대한 재료의 거동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에 근거한 

적절한 부품 재료의 선정과 수명예측, 향후 발생 가능한 손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현재 원자력 부품 기기와 관련된 국내 기술력은 상당부

분 확보된 상태이나, 원전의 장기 안정적 운전을 위한 조사 후 재료 거동예측과 

개발 예정인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방사선 조사 조건에서의 재료 기술력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고 방사선 조건에서 재료의 건전성을 평가, 예측하

고, 적절한 재료 설계를 위해서는 국내 독자적인 방사선 조사효과 모사 및 측정 

장치, 분석절차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의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여 주어진 자료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있고, 축적된 독자 

기술이 거의 전무하여,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원자력 선진국과 기술적인 격

차가 더욱 커져 기술 확보의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료의 방사선 조사효과 연구뿐만 아니라 원전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상/결함들을 방사선 및 다양한 물리적 방법을 통해 재료 측면에서 비파괴적으

로 평가하는 기술개발이 동시에 시급히 요구된다. 조사결함은 nano 크기의 극미

세 결함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재료거동 해석기술은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 NT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써 다양한 조건의 방사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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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생성기술, 조사재에 대한 나노결함 분석기술등의 기본적인 핵심기술이 확보

될 경우 타 소재분야에 적용되어 전반적인 NT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용 경수로 원전에 대한 설계 및 기기 제작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되어, 

원자력 산업 침체 국면에 있는 미국을 뒤이어 향후 중요한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조건에서 원자력부품들의 장

기적인 건전성을 보증할 데이터베이스 기반이 절실히 필요하며, 발생 가능한 재료 

열화문제를 적시에 대처할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사선 환경 하에서 재료 거동 평

가기반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사선 조건별 재료거동을 

평가할 기본 시설과 인프라, 조사재 분석/평가 장치, 분석 절차 구축 및 이에 따

른 재료 거동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확보된 결과들은 현용 경.중

수로 원전의 기기들 (원자로압력용기, 노내구조물, CRDM, 압력관, 핵연료집합체 

부품 등)의 수명예측과 손상대처에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HTGR, SMART, HYPER, LMR, Fusion 등)에 대한 재료설계, 검증 및 건전성 

예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조사효과에 대한 비파괴적 평가기술과 조사결함

에 대한 나노분석기술이 확보될 경우 NT 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사회적인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보다 방사선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신뢰

에 손상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 대부분 기기 재료의 노후와 고장, 파손 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방사선이 원인이 되는 재료 손상은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신뢰를 쌓고, 발전 분야 뿐 만 아니라 비발전 

분야에서도 방사선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조건에서 원

자력재료의 조사 거동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국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구축된 

기술과 시설 인프라들은 대학 및 산업체, 유관 연구기관과 연계 관련 연구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원자력의 효과적 이용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 3 -

3. 연구개발의 범위

가. 간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방사성시료 원격취급, 준비 장치/기술 개발

중저준위의 방사성 시료를 간이차폐를 통하여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간이조사

재시험시설(semi-hot lab.)을 구축하고, 방사성시편의 체계적 분류와 보관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다. 미소 분석용 조사시료의 실험을 위하여 준원격으로 시편을 

취급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나. 원전환경모사 조사시험 및 물리적 조사손상량 측정/해석기술개발

하나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한 시료의 중성자 조사량과 조사손상량을 계산하는 기

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다. 즉, dosimetr wire의 방사능을 측

정한 데이타로부터 중성자 spectrum을 계산함으로써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구하고, 

그로부터 물리적 조사손상량(dpa)을 구하였다. 

가속기 조사재의 온도 조절과 측정이 가능한 조사장치를 설계, 제작을 한 후, 가

속기 장치에 부착시켜, 가속기 조사시험 기술을 향상시켰다.

조사손상을 전산모사하기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분자동력학을 이용하여 중

성자를 조사시킨 pure Fe에서의 조사결함 초기생성을 모사하고, 반응속도론을 이

용하여 조사경화 현상을 계산하였다.

다. 조사효과 극미세 재료평가 및 분석기술개발 

가속기 조사재의 조사결함을 측정할 수 있도록 TEM 시편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

발하여 조사결함을 관찰하였으며, 가속기로 조사한 시료에 ball indentation으로 변

형을 가한 후, TEM 관찰을 함으로써 조사결함이 변형기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를 조사하였다.

나노크기의 조사결함을 관찰하기 위하여 SANS, SAXS, 양전자소멸(PA)수명측정 

장치 및 TEM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실험절차를 확립시켰다.• 소형시편이용 국부조

사효과 평가기술개발

라. 초음파 및 전자기적기술이용 조사취화도 평가 기반기술 개발

초음파 공명 측정시스템과 미소자기측정 시스템을 보완하여 비파괴적 실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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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료의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조사결함의 측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 조사취화 및 조사손상 극 미세기구 규명 기반기술개발

재료의 불순물 또는 미량 합금원소가 조사취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조

사재를 열처리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라 조사결함의 소멸거동을 분석하였다. 가속기 

및 실험용 원자로에서의 조사실험이 원전 환경에서의 조사손상 특성을 어느 정도 

모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속기를 사용 조사율에 따라 조사손상 특성

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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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 조사손상연구는 당 연구팀에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한 것으

로서 이전에는 KAERI에서 일반 과제를 통하여 간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타 기관

에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내용에서 2002년 이전까지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효과 평가기술과 관련하여 KAERI는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IMEF), 중성

자빔이용시설 등을 수년 전 준공하여 운영중이며 계속 보완중이나, 실제적으로 원

자력 부품재료의 조사효과 시험/해석 등에 적용하는 연구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

태였다. 특히 방사성물질인 조사시편을 이용한 공통핵심의 시험 및 상세 분석기술

이 관련 선진 기술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상태였다. 

또한 최근 현용 경수로 원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원자력시설 (미임계로, 고온

개스로, 핵융합로, 초임계로, 액금로 등)에 한 연구가 검토됨에 따라 기존의 조

사환경보다 매우 가혹한 사용환경(예: <450℃, Pb-Bi coolant, 1,500-4,500 

PPM He, ～50 dpa/year)하에서의 재료거동에 한 지식과 자료가 요청되나 아

직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비파괴적 조사취화도 평가기술은 20년 경험의 비파괴분야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KAERI에서 초음파공명 및 미소자기측정 기초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 조사재의 조사취화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KAERI 외에 비파괴물성평가 기술은 두산중공업, 성균관

, 서울산업 에서도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사손상 관련 연구는 높은 방사성 시료를 취급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지난 1단계의 원자력재료기술개발 중장기과제 중 

원자로압력경계재료 세부과제를 통해 매우 제한된 일부의 소형조사재 평가기술과 

조사량 평가기술의 개발이 추진된바 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관련기술의 확보 

방안과 해외 관련기관을 통한 연계 방안이 축적되어 있었다.

조사결함에 한 분석기술은 분석용 장비조차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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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겨우 TEM분석 정도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TEM분석에 있어서도 분석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수차 시도한 적은 있으나, 나노 크기의 조사결함 분석의 데

이터를 생산하지 못하였다. 하나로에서 SANS 분석 역시 장비의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반도체에 한 결함 분석이 일부 학계 및 산업체에서 진행된 

적은 있었다. 조사손상의 전산모사에 관한 기술은 문헌으로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

음을 파악하는 정도 이었고, 심지어 국내에서 추진핳 필요성에 하여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자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가동하고 있는 나라들

은 모두가 조사손상을 포함한 독자적인 재료열화/손상 모델 및 방지기술개발 프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HTGR, 수소생산로, SMART, 

액금로, 미임계로, 핵융합로 등)의 구현을 위한 재료개발을 위해 조사효과 및 조

사손상에 한 기반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다. 특히 GEN-IV형 원자로의 개

발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각 로형에 한 재료의 기본 물성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

내에서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GEN-IV계획의 roadmap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후보재료에 한 충분한 조사 특성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고, GEN-IV 조건의 조사실험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지라 전산모사를 이용한 검

토가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재료에서 조사효과 연구분야는 최우선적 연구영역으로 미국 ORNL, 

ANL, PNNL, 유럽 각국, EU, 일본 공히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사환경에 응하는 조사기술 및 고정  분석장치 (SANS, AP/FIM, 

FEG-STEM 등)가 구축되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자단위 분석으로까

지 발전하였다. 특히 LLNL에서는 분자동력학, kinetic Monte Carlo 및 전위동력

학에 의한 전산모사를 연계한 Multiscale Modelling of Radiation Damage 체계

를 구축하여 관련 코드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이원계 합금에서 조사결함 생성 

및 결함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분자동력학 코드인 MDCASK, 조사결함의 성장

을 확산이론에 의하여 모사할 수 있는 kinetic Monte Carlo 코드인 BigMac,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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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경화 현상을 전위동력학에 의하여 모사할 수 있는 Patadis가 있다. LLNL은 

자체 및 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코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ORNL에서도 Stoller가 분자동력학 코드인 MOLDY를 사용하여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전산모사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EDF 주도하에 2000년부터 REVE라는 project를 조직하여 RPV 

steel의 radiation damage simulation의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Computer

를 통하여 가상의 원자로 조건하에서 실험을 통하지 않고 simulation에 의하여 

조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결과로 RPV-1이라는 코드가 탄생하였

다. 여기에는 MD인 DYMOKA, KMC인 LAKIMOCA, DD인 DUPAIR 코드를 포함

한 5개의 코드가 활용되고 있다. 주로 Fe-Cu합금의 조사손상에 한 전산모사가 

이루어졌다. REVE project는 종료되고 EU 중심의 PERFECT project로 2004년

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총 12개 연구소, 17개 학이 참여하고 있고 

fund는 7.5 million Euro이다. EDF의 Domain, INPG 학의 Fivel과 Lille 학

(ENSCL)의 Becquart 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영국은 UKAEA의 MOLDY 코드가 radiation damage 해석을 위한 MD 코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Interatomic potential 개발을 주도 하였

으며, 현재는 Liverpool 학의 Bacon 그룹이 유명하다.

일본에서는 주로 fusion 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radiation damage simulation

을 정착시켰다. 표적으로 CRIEPI의 Soneda 그룹이 있으며, 각 학에서 시도

하고 있다. Soneda는 LLNL의 MDCASK와 BIGMAC 코드 개발에 참여하였고, 

지금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산모사의 상이 되는 재료는 초기에 pure Fe, Cu, Au, Ni, Si등이었다. 계산

량 및 interatomic potential 문제로 이원계에 한 계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병렬처리 기술이 개발됨과 potential의 개발로 이원계 금속의 계산이 가능하게 되

어 BCC 구조의 Fe-Cu 및 Fe-Cr합금에 한 조사손상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최근에는 fusion reactor 재료에서 He의 효과에 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발

표되고 있다. 

비파괴적 조사취화도 평가 연구는 수년 전부터 미국 NRC, EPRI, ORNL, NIST, 

LANL, Ames Lab.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 program을 가동 중이다. NERI 계획에

서도 가동중 재료의 조사손상 및 취화평가를 위한 신 비파괴기술의 중요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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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바 있다. 균열과 같은 결함의 분석에 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

나, 나노 크기의 조사결함분석 기술에 하여는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

지 않다.

EU는 1993년부터 유럽각국의 기관들 (EC/JRC, OECD/NEA, EdF & CEA)이 

참여하는 AMES (Aging Material Evaluation Studies) program중에서 

AMES-NDT라는 프로젝트로 1997년까지 비파괴분석 기술을 개발하였다. 일본도 

CRIEPI, JAERI, Tohoku  등이 관련연구를 활발히 수행중이다. 1998년부터는 

EURATOM framework programme내에서 GRETE라는 프로젝트로 주로 NDT의 

round robin test가 이루어졌다. 균열과 같은 결함의 분석에 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나노 크기의 조사결함분석 기술에 하여는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며, 2003년부터 시작하는 FP6에서는 별도의 비파괴 

연구 프로젝트의 계획이 없다.

조사손상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은 주로 GEN-IV형 재료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유럽은 기존의 발전로 재료 특히 Fe-Cu 및 기타 불순물 효과에 의

한 조사손상연구와 함께 GEN-IV형 재료의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TEM에 의한 조사결함의 분석은 영국 Oxford 의 Jenkins가 분석기술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최근 조사손상 전용의 TEM text인 Characterization of 

Radiation Damage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2-1]을 발간하였다. 

나노크기의 black dots, dislocation loops 및 석출물의 분석기술에 하여 기존

의 text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HVEM에 의한 실시

간 조사결함 분석은 일본 홋카이도 의 J. Kinoshita 및 동북 의 T. Hayashi가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CEA도 좋은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SANS를 이용한 조사결함 분석은 미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및 체코등에서 압

력용기강재의 조사결함에 한 연구결과가 분산 발표되고 있다. Fe-Cu합금에서 

Cu의 석출물을 SANS로 분석한 결과를 이전에는 분포를 단일분포로 설명하였으

나, Cu석출물이 성장함에 따라 bcc → 9R →fcc 변태가 발생함을 근거로 최소한 

이중분포로 분석 및 해석괴고 있다[2-2].

조사결함의 분석은 주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계속 수행되고 있으며, 학에서

의 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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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보된 기술의 수준

국내에서는 본연구와 같은 내용의 연구가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는 수행되

지 않고 있으므로, 최고수준으로 자신할 수 있다. 특히 조사재에 관한 기술은 중

성자 조사시료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의 문제로 타 기관에서는 사실상 수행되기 

어렵다. 최근 하나로이용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학에서 수행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초단계에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인

력의 부족으로 인력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SANS, PA 및 전자현미경에 의한 나노 크기의 조사결함 분석은 국내 최초로 수

행되었으며, 분자동력학에 의한 조사손상 전산모사 역시 국내 최초로 수행되어 국

내 원자력재료연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연구 결과별 국외 기술 수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간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방사성시료 원격취급 시험장치/기술 개발

외국의 원자력재료 연구시설은 고준위의 조사재 실험을 위한 hot cell 이외에 실험

실 주변에 hot laboratory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저준위의 소형시편을 이용한 실험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hot laboratory는 차폐용 납벽과, 시편보관함과 

같은 중량물에 의한 바닥 내하중 문제로, 보통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각 연구기관의 

목적에 맞게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IMEF와 같은 시설은 기관고유사업으로 예산 투

입이 되고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연구과

제비는 보통 시험장비의 확보에 하여 인정이 어려운 관계로, 일부 소형 공구의 확

보에 제한되었다. 따라서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는 크게 뒤진 상태이다.

나. 원전환경모사 조사시험 및 물리적 조사손상량 측정/해석기술개발

가속기용 조사 chamber는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손상 실험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성능면에서 아직 충

분한 부족한 점이 있다. 온도의 조절을 PID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조사손상량 계산은 원래 오차가 큰 것으로 dosimeter wire의 방사능 측

정에서부터 게속적인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은 별도의 전담 분석인력이 있

고 이에 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담부서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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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따라서 수요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아직 초보적 수준이다.

조사손상 전산모사는 외국의 연구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선두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룹과 비교할 경우,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이미 분자동력

학을 이용하여 조사결함의 생성뿐만 아니라, 조사결함과 전위와의 상호작용과 결

함의 확산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얻고 있다. 이번 조사결함의 초기생성에 한 

모사결과는 초기단계로서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코드

의 병렬처리기술, 전위론 및 통계역학의 수치해석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조

사결함의 성장거동은 kinetic Monte Carlo로 모사를 하는데, 아직 코드의 확보가 

되 않은 상황이다. 전위동력학에 의한 조사경화 전산모사는 미국 LLNL, UCLA, 

WSU와 프랑스의 EDF가 시도하여 현재 코드까지 개발된 상태이나 변형율이 겨

우 항복강도를 지난 정도의 모사가 가능할 뿐이다. 이들 선두 그룹은 계속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관련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시도조차 어려웠으나, 최근 프

랑스의 INPG에서 전위동력학을 이용하여 스텐레스강에서의 전위거동을 연구한 

신찬선박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음단계의 연구에서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조사손상 전산모사의 연구기반구축에서 유의할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연

구 분위기를 활성화시켜야 이전의 연구처럼 선진국 연구결과를 답습하는 경향을 

탈피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소

수의 연구기관과 소수의 학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후발 주자는 추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아직 선

진국에서 소수인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학에서 교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

정이라 보편화되기는 시일이 필요하다.

다. 조사효과 극미세 재료평가 및 분석기술개발

SANS 분석기술은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 역사가 

길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용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초로 장치가 설치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로서는 분석

용 소프트웨어는 외국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의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전속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으로는 그러하지 못하다.

PA 분석은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번이 최초로 시도한 것으

로 보아도 무방하다. TEM, SANS, ESR 등 다양한 분석 결과와 함께 vacancy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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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정량적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번의 당 팀에서 시도한 것은 정성적 분석으

로 아직 분석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TEM 분석에서도 시편제작기술 및 분석기술 모두 해외 기술 수준에 비하여 초

보적인 단계이다. 해외에서는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TEM 분석 기술자를 보

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 초음파 및 전자기적기술이용 조사취화도 평가 기반기술 개발

해외에서는 다양한 비파괴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손상 효과를 분석하고자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원자로의 건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기술이며, 

개발된 기술은 상용화가 용이하다. 균열과 같은 결함의 분석 기술은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균열이 생성되기 전의 조사결함과 같은 나노 크기의 결함 분석은 아직 

이렇다할 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초음파공명과 미소자기기적 방법에 의

한 분석의 시도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마. 조사취화 및 조사손상 극미세기구 규명 기반기술개발

미량의 불순물 또는 합금원소의 영향에 한 평가는 외국의 경우 FEG-TEM등

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나노 크기의 성분분석을 함으로써 조사에 의한 편석 및 

석출물의 분석을 수행하여 조사손상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 미확보 된 기술로서, 

아직 일반 TEM에 의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 

열처리에 의한 조사결함 소멸효과 분석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조합함으로써, 조

사결함 소멸기구를 분석하고 있으나, 이번에 시도한 것은 개발한 PA 및 경도 측

정 기술의 실제 적용에 의미를 둔 것이다. 향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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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간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방사성시료 원격취급, 준비 장치/기술 

개발

1. Semi-hot Lab. 구축 및 체계적 분류 취급시설확보

가. Semi-hot Lab. 구축

Semi-hot Lab.이라함은 중저준위의 소형 조사재 시료를 간이 차폐물을 이용하

여 가공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고준위 시료를 시험할 수 있는 조사

재시험시설(IMEF)에는 납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한 완전 차폐시설 즉, hot cell에

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semi-hot lab.에서는 납벽돌, 납유리를 사용

하여 부분적으로 방사선을 차폐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hot cell에서의 실

험보다 간편하게 수작업이 가능하다. 단, 시료로부터의 방사선의 강도가 작아야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보통은 hot laboratory라고 부른다. 외부시설

방문자에게는 주로 거 한 hot cell 위주의 견학을 허용하므로 이러한 hot 

laboratory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Hot laboratory가 편리하다고하여 선원

관리가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봉선원의 취

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지역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봉선원을 

또는 오염된 공구나 폐기물을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연구동 3층의 기존시

설이 협소하여 여러가지 실험 장비를 설치할 수 없어, 방사선응용연구동 1층에 

hot laboratory를 구축하게 되었다. 원래 hot laboratory에는 납벽돌, 납용기, 납

유리 등 중량물이 놓이게 되므로 지하공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유 공간의 확보

가 되지 않아 기존의 봉선원용 실험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향후 시설보완을 

고려하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옮겨가는 것이 경제적이다.

제3연구동 3층에는 소형 재료시험기의 저온 chamber를 개조하고, 소형 조사시

편 파괴시험을 위한 치구 보완설계, 제작하였고 소형 시편의 취급을 위한 약간의 

공구를 추가하였다. 다음에는 방사선응용연구동 1층의 hot laboratory 구축에 

한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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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사용 변경허가

Hot laboratory를 구축하여 사용하려면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과기부고시 제2001-10호에 따라 방사선 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시설개요, 시설주변의 환경, 운영계획 개요, 방사선원

의 특성․위치 및 제원, 안전시설 개요,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절차․방법 및 결과, 주변 환경에 한 방사선영향, 사고의 위

험 및 책,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종합 결론,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004년 3월까지 구축된 내용과 향

후계획까지를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단, 향후계획은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성립되는 한도 내에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조사재의 인장 및 충격시

험과 같은 장치는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시편의 분류보관함은 바닥의 내하

중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4년 3월 5일 제출하여 

2월 12일 사용허가를 득하였다. 2004년 9월 3일 사용전검사를 받아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2) 방사선안전보고서

방사선응용연구동 112호의 봉선원을 개봉선원의 사용으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방사선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설개요

사용장소의 명칭은 중저준위조사재시험실로 하고, 증기발생기 전열사용시설의 

배치를 Fig. 3-1-1, 3-1-2 및 3-1-3과 같이 구성하였다. 사용하고자 하는 선원

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Na22 γ선원, 원자로 압력용기강 시료로, 핵종별 방사능량

을 취합하면 Table 3-1-1과 같다. 시설의 사용 목적은 중저준위 조사재 특성 평

가,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괴검사 및 원전 가동중검사장비 보관 및 관리로 하

였다. 일반적으로 작업구역의 구분은 IAEA safety series No. 30[3-1-1]의 개

념을 따른다. 보통 허용오염의 정도에 따라 5종의 zone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본 

시설에서는 3개의 zone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Zone I(white)은 방사선의 위험이 

없으며 출입의 제한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사무공간이고, zone II(green)는 봉선

원의 취급구역으로 작업자가 피폭의 큰 위험은 없으나, 일부 시료의 관리 부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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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지역이며, zone III(amber)는 개봉선원의 취급지역으로 

hood와 glove box의 내부로 제한하였다. Zone III는 오염지역으로 작업자가 항

상 유의하며 원격으로 시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Zone III의 오염원이 zone II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봉선원을 zone III에서 zone II로 이동시에는 운반용기에 넣어

서 운반하도록 하였다.

(나) 시설주변의 환경

주변시험시설과 동 시험시설의 출입구조를 기술하였다.

(다) 운영계획 개요

시설에 설치될 장비와 사용은 다음과 같다. 

- 112호(구역 D) : Glove box, 열처리로 및 Barkahusen Noise 측정장치를 설

치하여 조사결함 측정용 시료의 절단, 연마 및 열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 112-1호(구역 C) : 조사결함측정용 교정선원 제작 및 압력용기강시료 조사결

함 측정

- 112-2호(구역 B) : 증기발생기 전열관 시료 절단, 광학현미경 관찰용 시료 

제작 

- 112-3호(구역 A) : 전자현미경 및 광학현미경에 의한 시료의 미세조직 관찰

- 112-4호, 112-5호, 112-6호 : 오염된 원전가동중검사장비 보관 

선원의 저장함은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보관용으로 납두께 110 ㎜로 된 것 2개, 

Na22용으로 납두께 1 ㎝, 직경 5 ㎝, 높이 9 ㎝의 납통 1개에 0.1 mL 22NaCO3 

vial 1 개 보관용으로 납통 2개, PA 및 BN 측정용 원자로 압력용기강 시료에 사

용할 납두께 2 ㎝, 직경 7 ㎝, 높이 9 ㎝의 원통형 납통 1개 및 납두께 5 ㎝ 가

로,    세로, 높이 각각 15 ㎝의 보관함 1개, PA 측정장치용 교정선원에 사용할 

납두께 2  ㎝, 직경 7 ㎝, 높이 9 ㎝의 원통형 납통 1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라)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종류․수량 등 제원

증기발생기 전열관, Na22 γ선원, PA 및 BN 측정용 원자로 압력용기강 시료,  

PA 측정장치용 교정선원의 형태, 특성 및 선원에 한 안전장치를 기술하였다. 

최근 수행한 실험과 특별한 추가 설비 없이도 가능한 범위의 시료의 수량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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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추가 변경 없이도 다음 단계에서의 연구 수행이 가능한 범위의 수량을 택

하였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총 3 m, Na22 γ선원은 0.5 mL, 원자로 압력용기강 

시료는 0.5 ㎜ x 10 ㎜ x 10 ㎜ 또는 3 ㎜ x 18 ㎜ x 1 ㎜로 연간 25 g을 처

리할 계획이다.

(마) 안전시설 및 개통개요

간이 차폐시설로서 무엇보다도 주의할 사항은 방사선 안전관리이다. 실험자 각

자가 안전 수칙을 파악하고, 필요한 차폐장치를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작업자의 안전관리의 준수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시설관리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현재의 규

정에는 1 mR/hr를 기준으로 시료 및 보관함에서의 선량이 이 이상이 되면 차폐

장치를 통하여 선량 한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차폐납벽돌, 납치마, 납유리 및 시

료와의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작업할 수 있는 공구를 준비하였다. 공기 오염을 

비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공기는 HEPA 필터를 통하도록 하며, hood에서의 배기

속도는 0.5 m/sec이상이 되도록 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개봉선원의 취급은 제한된 공간에서 수행되고, 이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오염원

이 확산되지 않도록 폐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일반 사항은 연구소 방

사선안전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방사선 측정장비는 Table 2.와 같다. 방사

선 측정 장비는 바닥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과 시료 및 공구의 ㅂ선량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방사선량이 높은 시료를 측정하기 위하여 

Teletector를 확보하였다. 개인의 피포관리를 위하여 digital personal dosimeter

를 확보하여 개개인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절차․방법 및 결과

종사자 피폭선량은 연구소 총괄 방사선안전보고서를 따르도록 하고, 주변인원의 

피폭선량은 자연방사선 준위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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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변 환경에 한 방사선영향

배기에 의한 영향은 공기조화설비에서 필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배수에 의

한 영향은 액체폐기물을 수집하여 연구소 폐기물처리시설로 처리를 의뢰하는 것

으로 하여 주변 환경에 한 영향은 없도록 관리되도록 하였다. 

(자) 사고의 위험 및 책

연구소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사고의 영향은 누구보다도 작업

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업자가 처 요령을 파악하여야 하고, 시설관

리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가 신속한 처를 하여야 한다. 오염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차)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폐기물 발생원으로는 시편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chip, 연마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리 및 제염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이 있으며, 일부 액체폐기물도 동시

에 발생한다. 가능한 한, 물을 적게 사용하여 액체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시킨

다. 이러한 폐기물은 수거통에 모아 연구소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의뢰하도록 

한다.

(3) 체계적 분류 취급시설확보

현재는 시설의 바닥 내하중 문제로 충분한 시설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보

유하고 있는 시료를 납통에 분류하여 보관하고 각 납통을 소형 차폐랙에 구분하

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가) 소형 조사시편 이송 및 간이 보관용 사각 carrier

Charpy 크기 시편 1/2개 분량의 저합금강 시료에서 표면 20 mR 이하가 되도록 

운방용함을 설계 제작하였다. 이것은 hot cell과 hot laboratory간의 소형 시료 운

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로에서 조사시킨 시료나 hot cell에서 가공한 

시료를 hot laboratory로 운반하고 일시적으로 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각형

태로 수직으로 적층보관이 가능하므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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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저준위 방사능 시편 단기 분류보관함 설치

표준형 납벽돌을 이용한 소형시편 보관 랙(70 ㎝ x 70 ㎝ x 40 ㎝)을 2 set를 

Fig. 3-1-4와 같이 설치하였다. 동위원소 운반용 표준 납차폐용기를 둘 수 있도

록 내부 공간의 크기를 설계하였다. 각 함은 일정한 번호를 할당하여 기록을 유지

함으로써 시료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각 납차폐용기의 출입시에 포함된 시

료의 출입내용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30cm 거리에서 5mR 이하의 선량률 

유지하도록 시료의 선량을 제한시켰다.

2. 미소 시험분석용 조사시료 준원격 취급 시험장치기술 개발

가. 준원격 취급 시험장치

조사선량율과 방사선원의 강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Ẋ=6.64×10-2 S 0E

4πr 2 e- μt(
μ

en

ρ )
air

                            (1)

Ẋ : 조사선량율, S0 : 방사선원의 강도, E: γ선의 에너지, μ: 차폐체 또는 공기

의 선형 감쇠계수, (μen/ρ)air : 공기의 질량 에너지흡수계수

즉, 피폭선량은 시료로부터의 거리2에 반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다. 따라서 시

료와 작업자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리가 크게 되면 작업효율이 떨어지게 됨으로 작업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는 최적의 거리 유지 및 적합한 공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원격으로 취급하는 

방법으로는 hot cell에 사용하는 manipulator에서부터 간편하게는 tongs를 사용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 Semi-hot Lab.에는 아직 납벽을 설치할 수 없어서 

먼저 tongs와 radiarm을 구비하였다. Radiarm은 길이 122 ㎝로, 한쪽 끝은 집

게, 다른 쪽 끝은 손잡이로 구성되어 tongs보다 방사선 준위가 높은 시료를 취급

할 수 있다. 추후 납벽을 설치할 경우, 시편을 취급할 수 있는 원격취급장치로 

manipulator와 ball joint가 부착된 tongs을 설치할 수 있으나, manipulator는 고

가인 관계로 ball joint가 부착된 tongs를 구입하였다. 납으로 된 ball에 tongs을 

끼워 납벽의 관통부로부터 방사선의 누출을 Fig. 3-1-5와 같이 방지할 수 있다. 

집게는 오염지역에서 교체가 가능하며 길이가 91 ㎝이다. Ball manipulator의 작

업거리 및 각도에 의한 작업공간과 사각지 를 검토하여 납벽안의 공간에서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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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최 한 오염지역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사시료 전용 연마장치

조사시료를 미세조직관찰용으로 연마할 경우, 많은 debris가 발생하고 이들이 

연마장치 주변에 지저분하게 부착된다. 작업후 매번 이러한 것을 전부 닦아내고 

이로 인하여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는 연마장치의 회전속도

를 매우 느리게 하여 debis가 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Struers사가 

방사성시료 전용의 연마장치를 Fig. 3-1-6과 같이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배출구

를 stainless steel로 매우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져 보수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

다. 

다. 조사시료 전용 절단기

조사재용 절단기는 방사능 오염의 주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저속의 wheel cutter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절단기를 최저 속도

로 유지하여 chip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큰 시료의 경우에는 

mechanical saw로 작업이 가능하다. 절삭유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을 

뿌려주며 절단하는 것이 폐액의 양을 줄인다. 절단기의 wheel 교체 및 chip 수거

통의 분리가 쉽도록 기존장치를 개량하여 사용한다.

라. 납유리, 납벽돌 등

납유리를 사용하여 Fig. 3-1-7과 같이 hood에 설치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작업자가 납유리 뒤에 시편을 두고 핀셋을 사용하여 방사성 시편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일반 납유리의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시편과 시각

이 맞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워 Fig. 3-1-8과 같이 20 ㎝ x 20 ㎝ x 10 ㎝의 납

유리가 부착되고 전면에 두께 6 cm의 납으로 차폐된 장치를 설치하였다.

일반 납벽돌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용이하나, 두께 5 cm의 corner brick만 별도

로 확보하였다. 방사선 작업에서 가장 취약한 눈믈 보호하기 위하여 두께 2 ㎜, 

density 4.2의 납유리가 장착된 goggle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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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종 1회사용량 연간사용량 비 고

Co58 0.1 mCi 1 mCi
원자로압력용기강 시료, 증기발생기 전열

관 시료

Co60 5 mCi 30 mCi
원자로압력용기강 시료, 증기발생기 전열

관 시료

Fe59 0.1 mCi 1 mCi 원자로압력용기강 시료

Mn54 0.1 mCi 2 mCi
원자로압력용기강 시료, 증기발생기 전열

관 시료

Na22 1 mCi 5 mCi Na22 γ선원

Table 3-1-1. 중저준위조사재시험실의 사용 핵종

측정기 종류 제작사 및 모델 측정범위 수량

서베이미터
International Medcom/ Inspector 

EXP
1-1000 μSv/hr, 1

카운트미터 Bicron/Bicron Latech 0-1,000,000 cpm 1

서베이미터 Eberline/Eberline E-520 BKG～5R/h 1

Teletector Eberline/FH40F4 10nSv/hr-10Sv/hr 1

Table 3-1-2. 중저준위조사재시험실 보유 방사선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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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PA 분석을 위한 112-1(C)의 배치도

Fig. 3-1-2. 증기발생기 인출전열관 시험용 112-2(B) 및 112-3(A)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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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조사손상평가 시험을 위한 D구역 배치도 

Fig. 3-1-4. 중저준위 방사능 시편 단기 분류보관함



- 23 -

Fig. 3-1-5. Ball Manipulator

Fig. 3-1-6. 조사재 전용 연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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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납유리 및 조사재용 

hood

Fig. 3-1-8. 각도 조절용 납유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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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전환경모사 조사시험 및 물리적 조사손상량 측정/해석기술개발

1. 가속기 이용 온도변화 조사장치 구축 및 기술개발

가속기에서 이온을 조사시키면 시료의 온도가 상승한다. 조사결함은 온도에 따라 

재결합하여 회복현상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료의 온도를 일정하

게 하여야한다. 또한 실재 재료의 사용온도에서의 조사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사온도를 사용온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조사 chamber를 자체 설

계(Fig.3-2-1 참조) 및 제작하였다. Chamber는 stainless steel로 제작하였으며 

가속기의 beam line과는 gate로 연결되도록 하였다(Fig. 3-2-2 참조). Gate를 통

하여 시료의 교체나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시료의 장착부는  flange를 통하여 수

냉시키도록 되어 있다. 시료의 위치는 beam line의 중앙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열

전 , 전기 가열선, charge counter, charge suppressor같은 전기선의 관통

(feedthrough)은 flange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시편 장착부는 Fig. 

3-2-3과 같다. 시편(1)은 Cu plate(2)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Cu plate는 세라

믹 절연재(3)를 통하여 chamber와 절연시켰다. 시료는 Cu mask(4)를 사용하여 나

사로 Cu plate에 고정시키도록 되어있다. Cu plate의 아래쪽에 열전 (5)를 부착시

키되 세마믹으로 절연시켰다. 현재 열전 는 chromel-copel(XK type)를 사용하였

다. 온도 측정부위는 Cu plate이다. 하지만, pyrometer를 사용하여 사전에 시편과 

Cu plate간의 온도차를 보정하기 때문에 오차가 적다. 시편장착부 전면에 beam 

collimator(6)가 놓인다. Collimator에는 secondary electron을 억제시키도록 전극

(7)을 붙였다. Cu plate의 반 쪽에 설치한 소형 할로겐 램프(8)로써 시편을 가열시

키도록 하였다. 할로겐 램프의 복사열로 인하여 chamber 벽이 가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금속 heat screen(9)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10 mm x 10 mm 크기의 

시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lamp에 일정 power를 부가하여 

온도를 제어하지만 향후 자동제어 방식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냉각방법은 같은 chamber를 사용하되, 가열용 시편 장착부를 Fig. 3-2-4와 같은 

냉각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Cu plate 뒤 쪽 즉, beam 방향의 반 편에 작은 

chamber를 부착시키고 flange 밖으로 feedthrough를 통하여 액체 질소를 흘려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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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키는 방식이다. 냉각온도에 따라 적합한 냉매를 선택할 수 있다. 정확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냉매의 유량을 제어하여야 한다.

 

Fig. 3-2-1. Irradiation Chamber

Fig. 3-2-2. Irradiation Chamber에 gate가 1개 부착된 상태



- 27 -

Fig. 3-2-3. Irradiation chmaber의 heating용 시편 holder

Fig. 3-2-4. Irradiation chmaber의 heating용 시편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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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시험에서의 중성자 선량평가(Neutron dosimetry)

가. 서론

  Unfolding code는 방사능 측정 데이터와 초기 추정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중성

자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code 이다. 이 절차는 추정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역으로 

방사능을 계산한 후, 추정스펙트럼을 수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중성자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Unfolding code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표적

인 것으로는 여기서 사용된 STAY'SL 전산코드이다. Output 스펙트럼과 

covariance matrix는 activation data, dosimetry cross section, input 스펙트럼

과 그것들의 불확정성(non-diagonal covariance matrix)에 기초하여 

STAY'SL[3-2-1]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얻을 수 있다.

  물질 내에서 중성자 조사로 인한 손상은 그 물질 또는 반응물들에 해 되튐 

원자(recoil atom)를 만들어내는 핵충돌과 반응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되튐 원자

는 물질에서의 전기적 여기(전자 에너지 손실)와 때때로 주원자를 교환시키는 탄

성적 그리고 비탄성적 충돌(핵에너지 손실)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킨다[3-2-2]. 금

속에서 이것은 영구 손상에 이르는 유일한 과정이며 DPA(displacements per 

atom)는 일반적으로 중성자 조사 손상량을 특성화하는데 사용된다[3-2-3].  

  되튐 원자에서 핵과 전자 사이의 되튐 에너지 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Lindhard 모델을 사용한다[3-2-4]. SPECTER 전산 코드의 구체적 설명은 참고

문헌[3-2-5]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이 코드

에서 중요한 반응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다뤄졌으나, 근사를 통한 단순화 작업은 

중요도가 낮은 몇 반응들에 해 행해진다. 계산된 단면적(cross section)은 단지 

그들 격자 위치로부터 원자의 초기 displacement를 나타낸다.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반응 단면적은 재료에 축적된 총 손상 에너지의 측정량이므로 특정 중성

자 조사에 해 여전히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물리적 기계적인 특성

들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유효 에너지(available energy)와 관련된다. 더군다나, 

핵 displacement 또는 손상 에너지는 중성자 fluence를 단순히 고려하는 것에서 

고유한 스펙트럼은 의존하지 않으므로, DPA는 현재 중성자 조사를 특성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값이다[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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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 프로그램

(1) 전산 프로그램의 전개

SPECTER는 어떤 특정한 중성자 조사에 한 손상 계산을 위한 전산 코드이

다. 다른 오래된 코드와는 달리, 되튐 분포와 그 외 다른 핵 데이터의 주 라이브

러리들에 의존하므로 SPECTER 실행 파일 자체는 용량이 적은 프로그램이지만, 

라이브러리 파일들은 상 적으로 더 크다. SPECTER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중성

자 플럭스 스펙트럼을 지정할(specify) 필요가 있다. 조사시간이 주어지면, 이 전

산 프로그램에서 절  손상(absolute displacement)과 gas production등을 얻을 

수 있다. 중성자 조사로 인한 손상 정보들을 완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gas production 값에 한 Kerma 또는 Rad와 ENDF/B-V Gas Production File 

(533)[3-2-7]로부터 모든 손상의 MACKLIB[3-2-8]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었으

며, MACKLIB는 ENDF/B-IV에서 참고하였다. 

Gas production file은 가장 정확하고 항상 일반 ENDF file들에 해 참고자료

로 사용되어져야한다. Displacement는 열운동학과 기본적인 Lindhard 이론으로

부터 손쉽게 계산될 수 있다. 절연체와 다른 혼합물들 또는 합금에 해서, 적합

한 displacement와 gas production이 적절한 원자비(atomic fraction)에 의해 주

어진 각각 원소로부터의 개별적인 영향들을 첨가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

한다. 사실, 혼합물에 모든 원소가 거의 같은 원자량(예를 들면, 스테인레스 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정은 가능하다. 그 외 다른 경우에 해서 개선된 

displacement 형식이 분명히 필요하다[3-2-9]. 현재, 전산 코드는 이 경우를 위

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 코드가 burn up과 중성자 자기차폐 영향(neutron self-shielding 

effect)을 설명하지 않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며 두 영향은 열중성자 플럭스

(thermal neutron flux)에 해서 중요하다. 고속 중성자(fast neutron)에서, 두 

영향은 작은 샘플에 해 체적으로 매우 적으며 burn up의 경우에 변환된 원소

가 원래의 표적 원소에 비교될 만한 율로 displacement를 생산하는 것은 체적으로 

사실이다. 열중성자에서 높은 열 단면적(high thermal cross section)의 원소

(element)가 샘플 내에서 매우 불균일한(nonuniform) 손상을 만들어 내거나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그 외 STAY'SL 전산 프로그램에서 소스 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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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전개와 그 변수정의에 한 사항은 참고문헌 [3-2-1]에 자세하게 다루어

져 있다.

(2) 전산 코드 이론  

각 격자지점에서 원자를 이동시킬 확률은 입사 중성자 에너지와 단면적(cross 

section), 1차 되튐 원자 에너지 분포, 2차 되튐 원자 확률함수에 의존한다. 수학

적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σ
DIS (E) = ∑

i
 σ

i (E) 
⌠
⌡

T2

T1
 K(E,T) i υ(T) dT               (1)

여기서 E는 입사 중성자 에너지(실험실계)이고, T는 되튐 핵 에너지 (실험실

계),   σi(E)는 에너지 E의 채널 i (channel I)에 한 핵 단면적, K(E,T)i는 중성

자-원자 에너지 이동 kernel, 그리고 ν(T)는 2차 변위 함수이다. 

  Kernel K 는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 E를 가진 중성자가 PKA(primary 

knock-on atom)라고 하는 에너지 T의 되튐 원자(recoil atom)를 생산할 확률이

다. 그리고 함수 ν는 2차 또는 그 이상의 원자가 1차 되튐 원자의 정지에 기인해

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인가를 설명한다. 2차 변위 함수인 ν(T)는 격자 

위치로부터 원자를 이동시키는데 요구되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되튐 원자에 

한 핵 정지단면적의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식 1에서 가장 명확하지 않

은 항이다. Lindhard 모델은 핵 정지를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실험적 이론적 연

구는 유효 원자 구속에너지 또는 변위당 평균 되튐-에너지 손실을 결정할 수 있

게 했다[3-2-10]. 

  재료에서의 다양한 중성자 상호반응에 한 식 1은 각 특정한 반응에 해 

에너지 전이 kernel인 K(E,T)의 정의를 포함한다. 중성자 에너지와 되튐 에너지

의 관계는 에너지 보존과 질량중심계에서의 모멘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의 일반

적인 식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T(E, E X,θ ) = U3 EX + U1 U4E - 2 [ E EX U1 U3 U4]
1/2 cos θ    (2)

여기서 Ex는 총 에너지 (U2E1+Q), Q는 핵반응에서 에너지-질량 변환, θ는 입

사 중성자와 되튐 원자사이의 각이며, Ui=mi/(m1+m2), m은 질량, i = 1, 2, 3, 4 

는 각각 중성자, 표적 원자, 방출 입자, 되튐 원자이다. 각 반응은 각 소 단락에서 

설명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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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성 산란  

질량이 에너지로의 변환이 없고 (Q=0), 초기 질량과 후반 질량이 동일하기 때

문에, 변환 kernel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묘사할 수 있다. 

K(E,T)dT = ∑
l
 

(2l+1)
4 μ1 μ2 E

a l (E) P l (1- T
2 μ1 μ2 E )            (3)

여기서 Pl항은 Legendre polynomial이며 al(E)는 ENDF/B-V로부터 취득되는 

에너지 의존 계수이다. 탄성 산란 변위 단면적(elastic scattering displacement 

cross section)은 일반적으로 주요한 과정이며 특히 낮은 중성자에너지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

(나) 비탄성 산란

  비탄성 산란은 복합 핵종의 resolved level 또는 unresolved level로의 여기를 

포함한다. Resolved level은 정확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나 각 분포(angular 

distribution)는 항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반응들이 질량중심계에서 등방성으

로 가정한다. Unresolved level는 발산 모델(evaporation model)을 사용하여 다

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P(E, EX) = C EX exp (- EX/θ [E])                 (4)

여기서 Ex는 여기 에너지, θ는 [E/AA] 1/2 로 정의되는 핵 온도로서 AA는 준위 

도 파라메터 (m2/10)이며, C는 normalization constant이다. 함수 P는 에너지 

E의 입사 중성자가 핵 탈여기 에너지(de-excitation energy) Ex를 만들 확률이

다.

(다) (n,xn) 반응  

 다중 반응은 일반적으로 2차 중성자 에너지 분포(secondary neutron energy 

distribution)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Ex가 1차 또는 2차 

중성자 에너지라는 것과 온도에 각 붕괴에 한 유효 여기 에너지를 맞추기 위해 

조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중성자 방출(neutron emission)이 식 4에 주어진 

발산 모델(evaporation model)에 의해 기술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에너지 전환 

kernel K는 몬테 카를로 모사 과정(Monte Carlo simulation procedure)에 의해 

전개된다. 난수(random number)는 중성자 확률 분포로부터 순차적으로 선택되고 

난각(random angle)은 방출(emission) 각도들 사이에서 선택된다. 그래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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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모멘트의 보존은 히스토그램에서 수집되는 되튐 원자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적인 방법에서 적용된다. 여기서는 단지 (n,2n) event만 다루어지고 다중 붕

괴는 (n,2n) event에 한정해서만 다루어진다. 데이터 파일들이 부분의 (n,3n)반

응에 한 문턱 에너지(threshold energy) 이하의 값인 20 MeV에서 정지한다. 

(라) 하전입자 반응

  하전입자 반응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쿨롱 장벽을 첨가한 발산 모델을 사

용하여 다룬다. 

P(E, EX) = 
( EX- EC) exp((-CEX- EC)/θ[E])

CP

               (5)

여기서 Ex는 입자 에너지이며 Ec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쿨롱 장벽 높이이다.

EC = Ck (1.44× 10-13 Z3 Z4)/(Ro Rc)                    (6)

Z3과 Z4는 입자와 되튐핵종의 원자번호이다. R0는 복합핵(compound nucleus)

[ 1.5× 10
-13 ( m 1+ m 2)

1/3 ]의 반경이며 Rc와 Ck는 보정항(correction 

term)이다[11]. Normalization constant Cp는 다음과 같다.

C P =  
⌠
⌡

E(max )

ECB
 P(E, EX) d EX

                       (7)

더 나아가서 (n,d)와 (n,t)반응의 단면적을 (n,p)반응 단면적에 첨가하고 (n,3He)반

응 단면적을 (n,4He)반응 단면적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n,d)반응과 (n,t)반응을 근

사(approximate)한다. 하전입자 단면적은 일반적으로 (n,2n)과정과 산란에 한 

단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이 근사들은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하전입자 

displacement는 일반적으로 전체의 10%미만이다.

(마) (n,γ) 반응

  SPECTER 프로그램은 입사 중성자의 유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β붕괴 과정에 

의해 생산된 추가 되튐 에너지(additional recoil energy)와 연관된 되튐 효과를 

고려한다. β붕괴 되튐 순서와 함께 전형적인 (n,γ)는 그림 1에 나타난다. 각각의 

감마선 방출로부터 되튐 에너지는 식 8에서 주어진다.

Er (eV) = 
E 2

γ

(A+1) m0 c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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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r은 위에서 언급한 로 감마선 방출로부터의 되튐 에너지, Eγ는 MeV

단위의 감마선 에너지이며 A는 캡쳐하는 원자의 원자량이다. 입사 중성자의 최종 

에너지와 관련된 되튐 에너지는 식 9로 주어진다.

Er (eV) = 
En (eV)

(A+1)
                              (9)

  여기서 En은 eV단위의 입사 중성자 에너지(incident neutron energy)이다. 만

약 캡쳐 상태의 수명이 짧다면 두 되튐의 모멘트는 벡터적으로 가산될 것이고 되

튐 에너지는 식 10으로 주어질 것이다. 

Er = 
E 2

γ

(A+1) m0 c
2  + 

En

A+1
 + 

2
A+1

 + (
E 2

γEn

m0 c
2 )

1/2

     (10)

  여기서 θ는 두 모멘트 벡터간의 각(Fig. 3-2-5 참조)이다. 중 준위 상태에 

한 짧은 수명과 함께 두 연속된 감마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되튐 에너지는 식 11

로 주어진다.

Er = 
1

(A+1) m0 c
2  + [ E

2
γ1 E

2
γ2 + 2 E 2

γ1 E
2
γ2 cosθ ]        (11)

그래서 입사 중성자로부터 받은 모멘트를 거부(kick)하는 것은 마치 감마선이 적

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하는 것처럼 행동되어 진다. 이것은 중성자 모멘트가 

감마선방출에 의해 도출된 모멘트와 수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덧붙여 감마선은 등방적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n,γ)반응으로부터 1차 되튐 에너지 스펙트럼은 현재의 전산 프로그램에서 구할 

수 없다. level scheme, 감마선 branching ratio와 intermediate state의 수명

(lifetime)에 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들 계산을 행하는데 필요하다. Ni 와 Fe 동

위원소에 한 몇몇 개별 1차 되튐 스펙트럼이 계산되어졌고 DAFS 보고서에 보

고되어있다[3-2-12, 3-2-13]. 

중성자 n은 표적핵 A를 치고 포획되어, 핵 B로 되며 거리 d1로 되튄 후 감마선 

γ1을 방출한다. B가 d2의 거리만큼 되튄 후 추가적으로 감마선 γ2가 방출되면서 

2차 되튐 변위 S는 핵 B가 정지하기 전에 생성된다. 3차 감마선 γ3은 방출되고 

되튐 원자 B는 정지하기 추가적인 2차 변위(displacement)를 만든다. 4번째 감마

선은 방출되고 되튐 원자 B는 정지하기 전 또 다른 2차 변위 S를 만든다. 베타와 

뉴트리노는 핵 B가 핵 C로 되면서 방출된다. 여기서 되튀는 핵 C는 정지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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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displacement를 생성하고 감마선 γ5는 방출되고 되튀는 핵 C는 정지하기 전 

2차 displacement를 정지전에 생성한다. 

(바) β붕괴

β붕괴가 새로운 핵종 (A+1, Z±1)을 만들어내는것에 해, (n,γ)반응은 불안정

한 생산물 핵종(A+1)을 때때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β선과 뉴트리노의 결합된 모

멘트는 뒤따른 displacement damage를 만들 수 있는 되튐 event를 만든다. 어

떤 경우에서 이 displacement damage는 (n,γ)반응에 의한 displacement 

damage보다 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베타 붕괴 displacement damage 

에너지가 Lindhard 인자에 해서 보정되고 (n,γ) displacement damage에 첨가

되어서 단지 한 개의 값(합계)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진다. 

베타 붕괴 과정에 한 평균 되튐 에너지는 끝점 에너지(end-point energy)뿐

만 아니라 전자-중성자간의 각상관(angular correlation)에도 의존한다. 각상관은 

전자의 에너지와 베타 붕괴 상호작용의 형태(즉 텐서, 축벡터, 스칼라)등에 의해

서 결정된다. 만약 감마선이 베타 붕괴를 따라서 방출된다면 이들 감마선에 한 

베타붕괴당 평균 되튐 에너지는 베타붕괴로부터의 평균 되튐 에너지에 첨가된다. 

그래서 베타붕괴의 특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해서 베타붕괴당 평균 되튐 

에너지, Er (β+δ's),는 식 12에 의해 주어진다.

Er (β+δ's) = 0.7 Er (β max) + 
1

2(A+1)m0 c
2  [ E

2
γ1 + E 2

γ2 + etc. ] 

(12)

여기서 

Er (β max) = 
E

2
β( max)

Z(A+1)m0 c
2  + [1 + 

m0 c
2

E β ( max) ]            (13)

개별 베타붕괴에 의해 만들어진 되튐 에너지, Ev(β+V),는 식 14에 의해 주어지

고,

Ev (β+V) = 
1

2(A+1)m0 c
2

            =  { Ee ( Ee+2m0 c
2 ) + ( E0 - Ee)

2

 + 2 [ Ee ( Ee+m 0 c
2 )]

1/2
[ Ev-Ee] cos 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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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e는 전자 에너지, E0는 끝점 에너지(end point energy), m0는 원자 질

량 단위(atomic mass unit; amu), me는 전자 질량 그리고 θ는 전자와 뉴트리노 

방출간의 각을 나타낸다. 편의를 위해 식 14를 normalized energy parameter 

( a = E e/ E 0
, b = m e c 2/ E 0

)에 해 다시 쓰면, 

Ev (β+V) =  
E 2

0

2(A+1)m0 c
2  {a(a+b) + (1-a) 2 + [a(a+b)] 1/2 ( 1-a) cos θ }

(15)

전자 에너지 증분값, dEe,와 각증분(angular increment) dθ에 한 되튐 수는 

식 16으로 주어진다.

F ( Ee, θ) dEe dθ = (a+b)
2
(1-a)

2
(1+C

Ve

c
cos θ) Fs (

Ve

c
) dθ dEe

    (16)

여기서 Ve/c는 빛의 속도로 나뉘어진 전자의 속도이며, Fs (
Ve

c
)는 부분의 

경우에서 1에 근접되어 가는 Ve/c의 서서히 변하는 함수이다. 계수 C는 베타붕괴

의 특성에 의존하며 전자와 뉴트리노간의 각상관과 관련이 있다. 만약 계수 C가 

알려져 있다면 식 15과 식 16이 베타붕괴 과정에 한 1차 되튐 에너지 스펙트

럼과 베타 붕괴당 평균 되튐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 2차 displacement 모델

1차 되튐 원자가 물질내에서 정지함으로써 2차 되튐 원자가 생성되는 것을 기

술하기 위해 2차 변위(displacement) 함수 ν(T)를 사용한다. 이 함수는 식 1에 

나타나있다. 여기서 ν(T)에 해 Lindhard 이론이 사용되며 참고문헌 [3-2-4]에 

기술되어있다. 

υ(T) = 
0.8TDAM

2 ED
  ,   T ≥ 2Ed

                     (17)

υ(T) = 1  ,   Ed ≤ T < 2Ed
                       (18)

υ(T) = 0  ,   T < E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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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되튐 에너지(recoil energy)이고 Ed는 격자 위치에서 원자를 제거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식 17의 함수 TDAM은 되튐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로서 정의된다. Lindhard 

모델에서 이것은 간단한 핵정지 비율(nuclear stopping fraction)이다. 만약 총 

되튐 에너지가 T일 때,

TDAM

T
 = 

1
[1+K⋅g(E)]

                          (20)

여기서 

E = 
T

0.0869 Z 7/3 ,  T in kev                       (21)

K = 0.0876 Z
1/6                                 (22)

                   Z = atomic number                      

Robinson[3-2-14]에 따르면 함수 g(E)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g(E) = E + 0.402 E
3/4 + 3.40 E 1/6                  (23)

단순화를 위해 위 식은 원자번호 Z가 원자량의 략 반이라고 가정한다. 더욱 

일반화된 식은 참고 문헌 [3-2-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 중성자 dosimetry 및 전산코드 실행

계장 캡슐내의 중성자 검출기의 방사능 측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용 dosimeter : Fe, Cu, Ti, Co-Cu, Nb

-측정한 반응: 54Fe(n,p)54Mn, 58Fe(n,γ)59Fe, 59Co(n,γ)60Co, 63Cu(n,α)60Co,  

46Ti(n,p)46Sc 등. 

(1) 측정 결과 

시편은 캡슐내 조사 위치에 따라 Table 3-2-1과 같이 6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

었고 1군에서 5군에 속하는 검출기들은 00M-02K 내부에 노심 축 방향으로 

+26 cm, +2 cm(반경 방향으로 2 곳), -19 cm, -31 cm 등 모두 5 곳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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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6 군의 시편들은 99M-01K 캡슐에서 조사된 것으로 위치에 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검출기 공급처인 미국의 PNNL에서 가장 먼저 계측하였고 이 후 소 내의 방사

화 분석 실험실, 동위원소 실험실, 하나로 운영팀, 그리고 화학 분석 실험실의 차

례로 각 검출기의 질량 및 방사능을 측정하였다(Table 3-2-2 참조). 검출기가 

매우 작아 점 선원(point source)에 가깝고, 측정 방사능의 반감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조사 직후 총 방사능 계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기하학적 영향의 고려 또

는 사용한 핵자료의 차이는 거의 무시할 수 있어 조사 직후 총방사능의 비교가 

실제 값에 가까운 정보를 얻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에 나타나는 ‘A, B, 

C, D, E’는 아래에 차례로 나타내 보면,

A : 방사화 분석 실험실

B : RI 실험실

C : 하나로 운영팀

D : 화학분석 실험실

E : 방사선 환경 연구팀

Dosimetry monitor의 방사능을 측정한 후 SHIELD 전산 코드를 거쳐 output 

data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spectrum unfolding 코드인 STAY’SL 전산 코

드 에 입력하여 중성자 spectrum을 구한다. 그 후, 이와 함께 SPECTER 전산 코

드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량과 dpa(displacement per atom)를 계산한다. 실행

순서와 방법에 해서 다음에 기술하였다.

(2) SHIELD code

(가) Input 파일 형식

  THK, ATN 

Reaction Name, File Name, 1x, ITYP 

(주어진 원하는 모든 반응에 하여 위의 두 줄을 반복하여 설정 가능함.)

THK : foil의 두께 또는 wire 지름 (mile 단위) (0.001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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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 : 원자 도 (at/cc)

Reaction Name : 예를 들어 Co59(n,gamma)Co60반응은 

                 CO59G로 명칭 하여 기입.

ITYP : IFX (foil에서의 isotropic flux)

 IWX (wire에서의 isotropic flux)

 BFX (foil에서의 beam flux)

 BWX (wire에서의 beam flux)

(3) BCF code

  측정 방사능치를 포화 방사율로 변환해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보정을 해야

한다. 변환에 해서는 다음의 단락에서 설명이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 BCF 코

드에 의한 보정 값에 해 여기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조사동안의 붕괴의 보

정값은 BCF 전산 코드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로 운전의 각 기간에 해서 각 동

위원소의 붕괴를 적분한다. 

(가) Input 파일 형식

     NTIT,NTYPE,NTIME,MUNIT,MFEE 

     TITLE CARDS (NTIT IN FREE FORMAT)

     TIME,FLUX (FREE FORMAT)

     TOTAL TIME,0.0 (FREE FORMAT)

     -1.0, 0.0 (FREE) TO TERMINATE READ OF TIME/FLUX CARDS

     NTIT = output 데이터 파일에 해 레벨짓는 제목 줄 수

     NTYPE = 0 

      입력 파일내 데이터 형식(TIME, FLUX)이 미분시간 & 플럭스 일때

             = 1 

      입력 파일내 데이터 형식(TIME, FLUX)이 누적 시간 & 플럭스 일때

             = 2 

      입력 파일내 데이터 형식(TIME, FLUX)이 누적 시간, 미분플럭스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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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IME = 0 

      입력 파일내 데이터 형식(TIME, FLUX)이 십진수 형식으로 시간표기 

      할 때

             = 1 

      입력 파일내 데이터 형식(TIME, FLUX)이 시계 시간 일때 

      (HR.MIN 또는 MIN.SEC)

             = 2 

      만약 모든 시간들이 같을때

     MUNIT = S:초(sec), M:분(min), H:시(hour), D:날짜(day), Y:년도(year)

     MFEE = 0 플럭스 또는 빔 커런트 (AMPS)

            = 1 Fluence 또는 Collected Charge (COUL)

(나) BCF 전산 코드의 주요 실행 방법과 순서

BCF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선 input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 내에 실행파일이 

위치하고 있어야한다. 실행파일인 bcf.exe을 클릭하면 도스창이 생성되면서 input 

파일명을 요구한다. input 파일명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 그 후 그 프로그램

이 실행되면서 곧 도스 창은 닫칠 것이다. 이후에 생성되는 output 파일은 일반

적으로 bcf2.lis의 형식으로 형성되며 편의를 위해 kaeri.out 파일과 같이 될 것이

다. 만약 사용자가 나중의 작업에서 output 파일을 저장하기를 원할 경우, 임의로 

output 파일의 파일명을 변경시켜야한다.

(4) 포화 방사율(Sig-phi) 계산 결과

  측정된 방사능은 micro Curie/miligram의 단위로 Table 3-2-3 ～ 3-2-7에 

나타나 있다. Fig. 3-2-6은 캡슐에서의 dosimeter높이에 따른 측정 방사율을 나

타낸 것이다. 모든 핵종은 원자로 운전정지 시점부터 붕괴되는 것으로 하였다. 

핵 데이터는 Radioactive Isotopes Table (E.Browne, R.Firestone, and 

V.Shirley, Wiley (1986))을 사용하였다.

Table 3-2-8의 방사능은 조사중 붕괴, 원자량, elemental abundance, 

isotopic abundance, gamma self-absorption, 및 nuclear burnup을 고려하여 

보정하였다. 상 적으로 짧은 조사시간으로 인하여 표적핵과 생성핵종의 nuclear burnu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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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utation burnup은 무시하였다. 열중성자 모니터의 경우 중성자 자기흡수

에 의한 교정은 중성자 산란단면적에 평가된 기하학적인 자기흡수를 적용하여 수

행하였다. Table 3-2-3 ～ 3-2-7은 5곳 중에서 한 예로 방사선환경연구팀에서 

측정한 것을 나타내었다. 

(5) STAY'SL input 파일

Dosimetry moniter의 방사능을 측정한 후 이와 함께 SHIELD code를 거쳐 그 

output data를 이용하여 spectrum unfolding code 인 STAY’SL code 에 입력하

여 중성자 spectrum 을 구한다. 그 후, 이와 함께 SPECTER code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량과 dpa(displacement per atom)를 계산한다.

(가) 입력 데이터 화일 구성

    TITLE    

    NGROUP,NFOIL,IPNT,IACT,KQT 

   ACVX,FCHN,FCVX,FMAX,FC,FS,ACNM 

     AK1, NOR, ILOG, TIME 

   Activity values (각 한 줄에 한 개의 반응값을 준다.)

   (아래에 입력화일의 형식이 이어짐.)

TITLE : input file의 첫 줄에 임의의 제목을 붙인다.

NGROUP : 에너지그룹의 수 (일반적으로 100)

  NFOIL  = activities (< 40)의 수

  IPNT   = 1 : cross section 데이터의 결과를 안보이게 하려면 

          = 2 : covariance matrix의 결과를 안보이게 하려면 

          = 3 : sig-phi 파일을 프린트하려면

          = 4 : 기본 요소(factor)들을 프린트하려면 

  IACT   = 0 : spectral 조정 

       1 : activity run

            2 : cross section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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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QT  = 0 : 미분 플럭스 입력일 때

        = 1 : 그룹 플럭스 입력일 때

        = 2 : flux/lethargy 

  ACVX, FS : 각각 다른 activities 와 반응단면적들 사이의 cross-correlation. 

  ACNM : activities에 한 renormalization (일반적으로 1.0으로 설정)

  AK1 = 0.0 : 입력 플럭스의 free floating normalization

       = 1.0 : 입력 플럭스를 고정하는 절 값

       = x.x : 초기값 x.x로 renormalization

  NOR = 0 : chi-square (원할 경우)에 의한 플럭스 renormalization

       = 1 : 표준편차에 의한 플럭스 renormalization

  ILOG = 0 : 수의 플럭스 변화에 해서 (변화가 클때)

        = 1 : 선형 플럭스 변화에 해서 (주의–플럭스가 0보다 작음-가능)

  TIME : 조사 시간 (단위 : 초)  

 

         Columns       변수 예제         설명

      ----------   -------------   ---------------------------

        1-8 (2A4)        U238G        반응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이름

        9-18 (E10.3)     1.234E-12      반응율 (atom/atom-s)

       19-24 (F6.2)        0.05          불확정성(비율로 나타냄)-오차율

       25-28 (A4)        CADM        cover의 첫 4글자

                         BORO        (Cd, B, Au, Gd, 또는 Hf 만 가능)

                         GOLD

                         GADO

                         HAFN

       31-34 (A4)         ISTP       cover 위의 Isotropic 또는 beam flux 

                         BEAM

       35-40 (F6.2)        20.0          Cover 두께(단위 mils)

       41-44 (A4)        SFSH         자기차폐시

                                        - SHIELD code로 얻음.

       47-49 (A3)        BFX          Beam (B) 또는 Isotropi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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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X           foil (F) 또는 wire (W)위의 플럭스

                         BWX

                         IWX

       51-56 (F6.2)       1.5          foil 또는 wire (mils)의 평균 chord

       57-60 (A4)       U3O8         SHIELD 파일의 임의의 이름

                                      (반드시 파일이 일치해야함)

참조 : Cover와 shielding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님. 만약 이들 변수값

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위의 칼럼들은 빈칸으로 놓으면 된다. 

    ACVX = 0 (Activity Covariances Specified)

    -Title line

    -Activity covariance matrix (relative)

   Input Flux Variances 

      -Title line

      -INGP,TNORM (그룹 수, normalization factor)

      -Energy values

      -Variances (fractional, 예를 들어. 0.10 for 10%)

         (아래에 입력화일형식이 이어짐.)

참조 : 이들 값은 flux covariance matrix의 각선 항들이다. 그 외의 항들은 

입력화일 형식에서 세번째 줄에서 설정되어지는 gaussian formalism과  FCHN, 

FCVX 값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A. FCHN = 0 (flux covariance)

         -Title line

         -flux covariance matrix (상 적인 값)

위에 언급된 ACVX=0인 경우과 같은 규칙을 적용.  

   Input Flux Spectrum 

         -ITHERM,Title 

         -INGP,TNORM,TEM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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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P : 그룹 수

TNORM : normalization factor

TEMP : 온도 

ETE :1/E joining energy

-STAYSL 코드를 실행시킬 때의 화일들.

staysl.out (데이터 output 화일)

plot.lis (내용없슴)

stact.dat (activation scoping을 위한 output 화일)

stayout.lis (sig-phi을 위한 output 화일)

stex.out (그래프 값 output화일 (flux/lethargy계산값 포함))

stdum5.lis (파일 공간을 세이브하기 위한 저장화일; 내용없슴)

      cross44.dat (cross section 데이터 파일)

      dams.dat (specter damage run을 위한 output 화일)

      cserr44.dat (cross section variances)

(나) STAY’SL code 주요 실행 방법과 순서

이 코드의 실제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입력 파일이 2개 필요하다. 첫번째는 

SHIELD 코드의 실행 시 출력되는 output파일(이 경우 출력파일이 두개이다. 

SHLDOUT.DAT와 SHLD.OUT이다. 이 중에서 SHLDOUT.DAT가 STAYSL 코드 

실행시 필요한 파일이다.)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STAYSL의 자체에서 작

성되는 입력 파일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HIELD 코드의 사용여부에 상관없

이 반드시 SHLDOUT.DAT를 같이 입력해야 하며 STAYSL 코드의 자체 입력파

일을 따로 설정하면 된다.

실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도스 창에서 먼저 SHIELD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C:₩>SHIELD SHLDIN.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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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SL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 입력 파일을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은 형

식으로 도스 프롬프트에서 실행시킨다.

C:₩>STAYSL [STAYSL 자체 입력 데이터 파일] [SHIELD 자체 출력데이터 파

일 ex. SHLDOUT.DAT]

STAY'SL 코드 실행시에 일반적으로 SHIELD 코드의 출력파일 정보와 

STAY'SL 코드의 self-shielding의 정보를 일치시켜야하기 때문에 SHIELD 코드

의 출력화일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실행 명령시에는 모두 언급을 해주더라도 

STAY'SL의 그와 관련된 부분(self-shielding; ex. SFSH IWX 19.2 FE8G)을 삭

제해 주면 된다. 

KAERI HANARO Position B (8L)   May 2-6,2001  3.129 FPD @ 24 MW

00100   07    2    0   1

 .005    9.0   0.03  20.0    0.03  .03   1.0

 0.0   0  0   2.7035e+5

FE58G    1.117E-10 .02                  SFSH  IWX 19.2  FE8G

CO59G    3.718E-09 .02                  SFSH  IWX 17.2  CO.1

NB93G    2.133E-10 .02                  SFSH  IWX 10.0  NBNG

TI46P    1.126E-12 .02

FE54P    7.974E-12 .02

CU63A    5.879E-14 .02

NB93N    1.751E-11 .05

  INPUT UNCERTAINTY

4  1.0

0.99-10  0.01  1.5  20.1

0.20  0.20  0.20  0.25

  KAERI HANARO Position B

   95.  1.0e+14

   1.e-11

 1.59E-10   2.51E-10   3.98E-10   6.31E-10   1.00E-09   1.59E-09   2.51E-09

 3.98E-09   6.31E-09   1.00E-08   1.26E-08   1.59E-08   2.00E-08   2.51E-08

 3.16E-08   3.98E-08   5.01E-08   6.31E-08   7.94E-08   1.00E-07   1.26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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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Y'SL 계산 결과

  입력화일에 한 설명에서 간단히 제시했듯이 주된 출력 화일은 

STAYSL.OUT, STEX.OUT이다. 그 중에서 STEX.OUT 화일은 관계된 그래프를 

그리는 데이터 화일이다. Table 3-2-9와 Fig. 3-2-7 ～ 3-2-9는 프로그램 

output 결과이다.

Fig. 3-2-7은 PNNL의 측정치에 의한 STAY'SL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세로축은 neutron/lethargy로 표시한 것이다. Fig. 3-2-8과 3-2-9는 

소내 측정치에 의한 STAY'SL 전산코드의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 위치에 

따라 비교하였고 4개 군에 해 비교하였다. 

(7) SPECTER input 파일 

조사결함분포를 계산하고 손상량(displacement per atom; dpa)을 계산하기 위

하여 전산모사 코드인 SPECTER 코드를 이용하였다. SPECTER 전산 코드의 파

일은 소스 파일인 specter.for를 비롯 하여 7개의 파일로 이루어진다.

(가) Input 데이터 파일 구성

    TITLE    

    ITYP, ISIG, IGP, IPKA, ACNM, TIME 

    NPT

  Energies

  Fluxs

  

TITLE : input file의 첫 줄에 작업명 등의 임의의 제목을 붙인다.

  ITYP  = 0 : flux covariance가 아닐때; = 2 : 그 외

  ISIG   = 1 : dpa cross section을 출력하려면; = 0 : 그 외

  IGP   = 0 : 군-평균 미분 플럭스(group-averaged differential flux) 입력일 때

        = 1 : 포인트 그룹 플럭스(point differential flux) 입력일 때

        = 2 : 군 플럭스(group flux) 입력일 때

  IPKA  = 0 : PKA 계산하려할때

         = 1 : dpa 계산만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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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N = 1.0 : 다른 프로그램 코드들(ex. STAY'SL)로부터 얻어진 파일들이

               아닐때

TIME  = 시간(단위: 초) 

NPT : 플럭스 포인트 또는 그룹 수

Energies : 낮은 에너지부터 에너지 값들

Fluxs : 플럭스 값 

(나) 실행 순서

1) Visual Fortran 을 실행 시킨다.

2) SPECTER의 코드를 오픈 시킨다.

3) 코드를 오픈 시키면 다음의 부분을 각각의 실행에 맞게 입력화일과 출력화

일을 기입한다.

 다음의 SPECTER 코드에서 아래와 같이 input file설정 참조에서 실행시마다 

파일명 설정해준다.

    ................................

OPEN (UNIT = 5, FILE = 'hanaroad.INP', STATUS = 'OLD')   ← 입력파일 설정

  OPEN (UNIT = 6, FILE = 'hanaroad.OUT')                       ← 출력파일 설정

  OPEN (UNIT = 18, FILE = 'GASPXSEC.DAT', STATUS = 'OLD')

  OPEN (UNIT = 15, FILE = 'DPAXSECT.DAT', STATUS = 'OLD') 

  OPEN (UNIT = 23, FILE = 'ETHRESH.DAT', STATUS = 'OLD')             

  OPEN (UNIT = 10, FILE = 'PKAMIN.DAT', STATUS = 'OLD')              

OPEN (UNIT = 19, FILE = 'COMPOUND.DAT', STATUS = 'OLD'

  ..............................

그 외의 부분은 기본 설정값이므로 수정하지 않는다.

4) 위의 제시와 같이 적절히 코드를 수정한 후에 

5) 메뉴바에서 ‘Build’를 클릭하고 풀다운메뉴에서 Compile 하고 Build시켜서 

코드의 에러나 경고문등을 체크하고 실행화일을 만든다. 

6) 그 후, 메뉴의 ‘Build’의 ‘Execute’를 클릭하여 만든 실행화일을 실행시킨다.

7) 앞에서 설정하였던 출력화일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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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PECTER 계산결과 

중성자 spectrum을 사용하여 조사손상량 파라메터 dpa (displacements per 

atom)를 계산하였다. Fe, Ni, Cr 및 V의 경우 dpa와 He생성량을 Table 

3-2-11에 표시하였다. 다른 원소에 한 것과 수소 생성량도 SPECTER code를 

사용하여 계산 가능하다. 

(가) SPECTER output 파일 

SPECTER의 output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값들을 포함하고 있다. 

1) input 스펙트럼

2) Kerma 인자들 (Rads = Kerma x neutron fluence)

3) ENDF File 533으로부터의 gas production값 (Gas(appm) = cross section 

x neutron fluence)

4) dpa, He, H, Displacement cross sections (barns), Displacement-damage 

cross sections (keV-barns)등.

5) PKA 값 (단, input에서 IPKA에 0으로 설정했을 경우), 미분 되튐 스펙트럼, 

적분 되튐 스펙트럼, 평균 손상 에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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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LL(Bq) A(Bq) %-erro
r B (Bq) %-error C (Bq) %-erro

r D (Bq) %-erro
r E (Bq) %-err

or

Fe-11

) 95265 93930 -1.40 98964 3.88 92784 -2.60 89237 -6.33 88856 -6.73 

   -2 160830 16953
3 5.33 177218 10.19 166264 3.38 159200 -1.01 161280 0.28 

   -3 151827 15170
0 -0.08 162527 7.05 150090 -1.14 140610 -7.39 143070 -5.77 

   -4 234195 25640
0 9.48 275647 17.70 254347 8.60 245990 5.04 239670 2.34 

   -5 96879 97880 1.03 102487 5.79 97214 0.35 91034 -6.03 90845 -6.23 

   -6 188958 18640
0 -1.35 200257 5.98 179459 -5.03 184910 -2.14    

>12H.L. 　

Fe-12

) 22625 22860 1.04 23812 5.25 23310 3.03 22314 -1.38 23057 1.91 

   -2 36223 36620 1.10 38289 5.70 38110 5.21 36038 -0.51 37058 2.31 

   -3 34604 33720 -2.55 35742 3.29 35113 1.47 33050 -4.49 33933 -1.94 

   -4 50216 55910 11.34 59900 19.28 59015 17.52 55948 11.42 57564 14.63 

   -5 20650 20090 -2.71 21006 1.72 20979 1.60 19684 -4.68 20198 -2.19 

   -6 38329 37930 -1.04 40608 5.95 39331 2.61 36839 -3.89 37910 -1.09 

Co-1 18797 18450 -1.85 19792 5.29 18944 0.78 18079 -3.82 18651 -0.78 

   -2 43057 42420 -1.48 46300 7.53 44141 2.52 42455 -1.40 43681 1.45 

   -3 30740 30130 -1.99 32432 5.50 30969 0.74 29605 -3.69 29774 -3.14 

   -4 43630 43670 0.09 48707 11.64 45880 5.16 44118 1.12 43934 0.70 

   -5 27632 26630 -3.63 27383 -0.90 28009 1.36 26666 -3.50 27070 -2.03 

   -6 39170 39120 -0.13 42942 9.63 40922 4.47 39073 -0.25 40464 3.30 

Cu-1 253 240 -5.54 279 -10.26 250 -1.11 239 -5.72 249.1 -1.54 

   -2 491 476 -3.11 522 -6.36 492 0.27 467 -4.86 486.1 -1.00 

   -3 535 512 -4.49 584 -9.14 537 0.28 506 -5.39 526.1 -1.66 

   -4 532 508 -4.77 569 -6.88 533 0.11 511 -3.94 535.4 0.64 

   -5 491 478 -2.81 530 -7.77 481 -2.12 468 -4.79 489.6 -0.29 

   -6 592 680 12.96 738 -24.69 629 6.28 639 8.00 658.7 11.27 

Ti-1 11207 11060 -1.31 11639 3.85 11285 0.69 10717 -4.37 11068 -1.24 

   -2 28005 27630 -1.34 28989 3.51 28601 2.13 27294 -2.54 28026 0.07 

   -3 29035 28310 -2.50 29996 3.31 29415 1.31 28106 -3.20 28682 -1.22 

   -4 31247 32040 2.54 34172 9.36 33707 7.87 31165 -0.26 32550 4.17 

   -5 20149 19750 -1.98 21312 5.77 20794 3.20 12244 -39.23 20084 -0.32 

   -6 32448 32270 -0.55 34459 6.20 33300 2.63 32074 -1.15 32727 0.86 

Table 3-2-1. 검출기 시료의 조사 직후 방사능.

 1) 58Fe(n,γ)59Fe에 의한 59Fe의 방사능. 2) 54Fe(n,p)54Mn에 의한 54Mn의 방사

능. %-error는 PNNL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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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NL A %-error B %-error D %-error

Fe-1 1.341 1.332 -0.67 1.30 -3.06 1.34 -0.07

-2 0.979 0.969 -1.02 0.97 -0.92 0.94 -3.98

-3 0.939 0.928 -1.17 0.92 -2.02 0.92 -2.02

-4 1.472 1.475 0.20 1.55 5.30 1.52 3.26

-5 0.906 0.864 -4.64 0.88 -2.87 0.84 -7.28

-6 1.038 1.048 0.96 1.08 4.05 1.04 0.19

Co-1 0.882 0.881 -0.11 0.89 -0.91 0.88 -0.23

-2 0.862 0.863 0.12 0.91 -5.57 0.81 -6.42

-3 0.681 0.639 -6.57 0.66 3.08 0.62 -9.84

-4 0.880 0.890 1.12 0.89 -1.14 0.85 -3.53

-5 0.841 0.847 0.71 0.84 0.12 0.82 -2.56

-6 0.802 0.798 -0.50 0.77 3.99 0.78 -5.53

Cu-1 1.309 1.320 0.83 1.33 -1.60 1.33 1.60

-2 1.195 1.174 -1.79 1.16 2.93 1.13 -5.44

-3 1.291 1.316 1.90 1.33 -3.02 1.28 -0.85

-4 1.240 1.264 1.90 1.20 3.23 1.15 -7.26

-5 1.876 1.899 1.21 1.94 -3.41 2.10 11.94

-6 1.682 1.682 0.00 1.64 2.50 1.71 1.66

Ti-1 0.795 0.798 0.38 0.77 -3.14 0.81 1.89

-2 0.900 0.903 0.33 0.92 2.22 0.89 -1.11

-3 0.970 0.965 -0.52 0.97 0.00 0.97 0.00

-4 1.053 1.036 -1.61 1.01 -4.08 1.02 -3.13

-5 1.072 1.073 0.09 1.06 -1.12 1.06 -1.12

-6 1.120 1.122 0.18 1.07 -4.46 1.17 4.46

Table 3-2-2. 검출기 시료의 질량 측정 결과. [단위: mg]. 

   %-error은 PNNL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한 값.

Table 3-2-3. 54Fe(n,p)54Mn반응에 한 측정방사능

[단위: μCi/mg]과 포화방사율[단위: at/at-sec].

Sample Ht,cm μCi/mg at/at-sec
1-ZT 26.0 4.647E-01 4.019E-12 
2-8R 2.0 1.023E+00 8.847E-12 
3-RY 2.0 9.767E-01 8.446E-12 
4-8L -19.0 1.057E+00 9.140E-12 
5-EA -31.0 6.025E-01 5.210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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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4. 58Fe(n,g)59Mn반응에 한 측정방사능

[단위: μCi/mg]과 포화방사율[단위: at/at-sec].

Sample Ht,cm μCi/mg at/at-sec
1-ZT 26.0 1.791E+00 4.656E-11 
2-8R 2.0 4.452E+00 1.158E-10 
3-RY 2.0 4.118E+00 1.071E-10 
4-8L -19.0 4.401E+00 1.144E-10 
5-EA -31.0 2.710E+00 7.046E-11 

Table 3-2-5. 59Co(n,g)60Co반응에 한 측정방사능

[단위: μCi/mg]과 포화방사율[단위: at/at-sec]

Sample Ht,cm μCi/mg at/at-sec
1-ZT 26.0 5.715E-01 1.589E-09 
2-8R 2.0 1.370E+00 3.809E-09 
3-RY 2.0 1.182E+00 3.286E-09 
4-8L -19.0 1.349E+00 3.752E-09 
5-EA -31.0 8.699E-01 2.419E-09 

Table 3-2-6. 63Cu(n,a)60Co반응에 한 측정방사능

[단위: μCi/mg]과 포화방사율[단위: at/at-sec]

Sample Ht,cm μCi/mg at/at-sec
1-ZT 26.0 5.143E-03 2.602E-14 
2-8R 2.0 1.099E-02 5.562E-14 
3-RY 2.0 1.101E-02 5.572E-14 
4-8L -19.0 1.167E-02 5.904E-14 
5-EA -31.0 7.054E-03 3.569E-14 

Table 3-2-7. 46Ti(n,p)46Sc반응에 한 측정방사능

[단위: μCi/mg]과 포화방사율[단위: at/at-sec]

Sample Ht,cm μCi/mg at/at-sec
1-ZT 26.0 3.763E-01 5.281E-13 
2-8R 2.0 8.416E-01 1.181E-12 
3-RY 2.0 7.992E-01 1.122E-12 
4-8L -19.0 8.355E-01 1.173E-12 
5-EA -31.0 5.064E-01 7.107E-13 



- 51 -

Egam AtWt Gabs BCF Abn Norm
54Fe(n,p)54Mn 835 55.847 0.9890 0.007265 0.05800 1.0504
58Fe(n,γ)59Fe 1099 55.847 0.993 0.049847 0.0028 1.0504
59Co(n,γ)60Co 1173 58.933 0.996 1.184E-03 0.00116 1.0504
63Cu(n,α)60Co 1173 63.546 0.990 1.184E-03 0.69170 1.0504
46Ti(n,p)46Sc 889 47.867 0.994 0.026834 0.08250 1.0504

Table 3-2-8. 각 반응에 한 포화방사능 계산 보정인자들.

1E-10 2.739E10

1E-9 2.739E10

1E-9 8.358E11

1E-8 8.358E11

1E-8 6.442E12

2.3E-8 6.442E12

2.3E-8 1.719E13

5E-8 1.719E13

5E-8 2.339E13

7.6E-8 2.339E13

7.6E-8 2.079E13

1.15E-7 2.079E13

1.15E-7 1.389E13

1.7E-7 1.389E13

1.7E-7 9.005E12

2.55E-7 9.005E12

2.55E-7 7.267E12

3.8E-7 7.267E12

3.8E-7 6.853E12

5.5E-7 6.853E12

5.5E-7 6.522E12

8.4E-7 6.522E12

8.4E-7 6.057E12

1.275E-6 6.057E12

1.275E-6 6.256E12

1.9E-6 6.256E12

1.9E-6 6.66E12

2.8E-6 6.66E12

2.8E-6 6.549E12

4.25E-6 6.549E12

4.25E-6 6.191E12

6.3E-6 6.191E12

6.3E-6 6.126E12

9.2E-6 6.126E12

9.2E-6 6.227E12

1.35E-5 6.227E12

1.35E-5 6.359E12

2.1E-5 6.359E12

2.1E-5 6.217E12

3E-5 6.217E12

3E-5 6.251E12

4.5E-5 6.251E12

4.5E-5 6.565E12

6.9E-5 6.565E12

6.9E-5 6.721E12

1E-4 6.721E12

1E-4 6.608E12

1.35E-4 6.608E12

13 1.109E11

13 1.057E11

14 1.057E11

14 6.019E10

15 6.019E10

15 2.121E10

16 2.121E10

16 5.284E9

17 5.284E9

17 1.024E9

18 1.024E9

18 2.893E8

19 2.893E8

Table 3-2-9  PNNL의 1군 output 파일 (stex.out). 

Column 1: 중성자 에너지 (단위: MeV), Column 2: Flux/Letha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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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0. SPECTER input 파일. 

     KAERI HANARO Position A (EA)   May 2-6,2001  3.129 FPD @ 24 MW          

0 1 0 0  1.0000E+00 2.7035E+05

  100    1

 1.000E-10 1.000E-09 1.000E-08 2.300E-08 5.000E-08 7.600E-08 1.150E-07 1.700E-07

 2.550E-07 3.800E-07 5.500E-07 8.400E-07 1.275E-06 1.900E-06 2.800E-06 4.250E-06

 6.300E-06 9.200E-06 1.350E-05 2.100E-05 3.000E-05 4.500E-05 6.900E-05 1.000E-04

 1.350E-04 1.700E-04 2.200E-04 2.800E-04 3.600E-04 4.500E-04 5.750E-04 7.600E-04

 9.600E-04 1.275E-03 1.600E-03 2.000E-03 2.700E-03 3.400E-03 4.500E-03 5.500E-03

 7.200E-03 9.200E-03 1.200E-02 1.500E-02 1.900E-02 2.550E-02 3.200E-02 4.000E-02

 5.250E-02 6.600E-02 8.800E-02 1.100E-01 1.350E-01 1.600E-01 1.900E-01 2.200E-01

 2.550E-01 2.900E-01 3.200E-01 3.600E-01 4.000E-01 4.500E-01 5.000E-01 5.500E-01

 6.000E-01 6.600E-01 7.200E-01 7.800E-01 8.400E-01 9.200E-01 1.000E+00 1.200E+00

 1.400E+00 1.600E+00 1.800E+00 2.000E+00 2.300E+00 2.600E+00 2.900E+00 3.300E+00

 3.700E+00 4.100E+00 4.500E+00 5.000E+00 5.500E+00 6.000E+00 6.700E+00 7.400E+00

 8.200E+00 9.000E+00 1.000E+01 1.100E+01 1.200E+01 1.300E+01 1.400E+01 1.500E+01

 1.600E+01 1.700E+01 1.800E+01 1.900E+01 2.000E+01

 1.209E+19 1.945E+20 5.318E+20 6.650E+20 5.242E+20 3.050E+20 1.374E+20 5.809E+19

 2.983E+19 1.942E+19 1.307E+19 7.921E+18 5.172E+18 3.583E+18 2.285E+18 1.472E+18

 1.028E+18 7.138E+17 4.712E+17 3.174E+17 2.140E+17 1.439E+17 1.038E+17 7.305E+16

 5.545E+16 4.595E+16 3.653E+16 2.837E+16 2.243E+16 1.812E+16 1.454E+16 1.167E+16

 9.149E+15 7.119E+15 5.763E+15 4.404E+15 3.245E+15 2.586E+15 2.134E+15 1.652E+15

 1.217E+15 9.828E+14 8.250E+14 6.874E+14 5.342E+14 3.938E+14 3.135E+14 2.615E+14

 2.179E+14 1.824E+14 1.557E+14 1.386E+14 1.236E+14 1.102E+14 1.002E+14 9.434E+13

 9.030E+13 8.701E+13 8.232E+13 7.613E+13 7.017E+13 6.460E+13 6.037E+13 5.737E+13

 5.468E+13 5.208E+13 4.973E+13 4.697E+13 4.245E+13 3.729E+13 3.296E+13 2.888E+13

 2.446E+13 2.197E+13 1.923E+13 1.608E+13 1.449E+13 1.167E+13 8.691E+12 6.372E+12

 4.908E+12 3.921E+12 2.944E+12 2.263E+12 1.609E+12 1.054E+12 6.276E+11 3.464E+11

 1.938E+11 1.072E+11 4.944E+10 2.592E+10 1.215E+10 8.698E+08 5.325E+09 4.711E+09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Sample Fe Ni Cr V

dpa He,appb dpa He,appb dpa He,appb dpa He,appb

1-ZT 0.0154 4.3 0.0165 64.4 0.0173 2.6 0.0196 0.37

2-8R 0.0350 9.4 0.0374 139.8 0.0393 5.3 0.0447 0.69

3-RY 0.0339 9.4 0.0362 139.4 0.0381 5.3 0.0434 0.68

4-8L 0.0332 9.2 0.0357 138.8 0.0373 4.9 0.0425 0.59

5-EA 0.0208 6.0 0.0223 88.0 0.0233 3.5 0.0265 0.49

Table 3-2-11. 조사손상 파라메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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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중성자 캡쳐 되튐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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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캡슐에서의 dosimeter높이에 따른 54Mn에 한 방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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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PNNL의 5개 군의 데이터값을 input한 output. hanaroa는 

         input 파일명이며 5군에 속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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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소 내의 A 위치의 데이터값을 4개 군에 

               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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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소내의 각 측정장소 A, B, C, D의 데이터값 1 군에 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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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손상 전산모사

가. 연구배경

상업용 원자로 내부 구조물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구조재료의 성질이 변화

한다. 이러한 구조물들의 거동 및 수명을 예측하는 하려면 실험용 원자로에서의 

조사실험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경수로 내부 구조물 또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수명 말기 (End-of-life) 성능을 평가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규모 조사시험이 

수행되어 왔으며, 핵연료봉의 재료 개발에 조사 시험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

나 실험용 원자로와 조사재 시험시설 (Hot cell facility) 이용은 비용 증가, 환경

안전관련 규제 강화, 실험용 원자로의 폐기에 따라 점차 제한적이다. 다행히, 최

근에 조사손상과 같은 복잡한 물리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전산기술의 개발이 급

속히 진행되었다. 관련 재료과학 및 역학 분야의 이론적 토 에 실험이 결합하여, 

재료의 조사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활발하다. 이러한 도구의 개발

은 실험용 원자로를 신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 예로

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조사시험 프로그램 분석 및 계획 수립에 지침 제

공; 나) 현존 실험데이터 조건이외 영역(고온, 고방사선)에서의 재료성능 예측; 

다) 여러 변수의 복합적인 효과(재료 구성 및 미세구조, 조사온도, 조사량, 스펙트

럼 등)로부터 단일 변수의 효과를 분리; 라) 미래형 원자로 (제 4 세  원자로 및 

핵융합로) 재료개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미세구조 및 성질변화는 기본적으로 다단계 현상

(multiscale phenomenon)으로 간주된다.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최소 단위인 나노미터(10-9 m)와 피코세컨드 

(10-12 sec) 영역에서, 고에너지 입자와 격자 원자간의 충돌 반응은 연쇄 변위

(displacement) 반응을 일으킴으로 열적평형상태 이상의 점손상과 그 클러스터가 

생성된다. 이러한 초기손상이 광범위한 시간과 영역에 걸쳐 결합 또는 확산함으로

써 재료의 화학적 특성 및 미세구조를 변화시킨다. 미세구조의 변화에 의한 재료

의 특성변화는 다양하다. 그 예로서 swelling, 크리프, 조사경화, 조사취화 등이 

있다. 이러한 성질변화는 궁극적으로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에

는 발전소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

원자로 구조물의 주재료인 금속에 한 조사효과 연구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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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다. 그리고 조사에 의한 금속의 열화현상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인장 시험

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사선 조사를 받은 금속의 

경우, 중저선량에서 항복 강도의 상승 후 소성 경화 (strain hardening) 감소가 측정

된다. 고선량에 노출되면 항복강도 강하 (yield drop)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인장 시

험이 계속되면 국부적으로 소성이 집중되면서 연성을 잃고 조기 파단(premature 

failure)된다. Fig. 3-2-10은 중성자 조사된 연철의 인장시험 결과를 보여 준다

[3-2-15]. 비조사재 시편과 조사재 시편간에 인장거동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조사

량의 증가에 따른 항복강도 증가 및 소성변형의 변화도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은 재료 미세구조의 생성, 발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에 의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변화 예측은 조사중 생성, 발전하는 미세구조와 그 미세구조와 기계적 성

질변화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달려있다

복잡한 물리현상을 전산모사 하기위한 컴퓨터의 성능은 최근 상당한 발전이 되어

왔다. 이를 조사손상 분야에 응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 년 

전부터 이에 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다단계 모델링 연구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분자동력학 계산을 이용한 조사 초기손상을 정량화 하는 기술이 

확립되었고, 클러스터 동력학 모델을 응용한 미세구조 거동 예측 기술도 확립되어 있

다.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손상 전산모사 연구의 실재 및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결

과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정리를 통하여 조사손상 전산모사 분야의 기술

적 토 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나.에서 조사손상 전산모사 연구의 방

향을 형성하는 다단계 모델의 체계를 살펴본다. 각 단계별 사용 전산기법 및 그 특성

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다.에서는 원자로 환

경에 존재하는 중성자 조사의 특성을 정량화하는 코드를 소개한다. 분자동력학 코드

를 이용한 초기 조사손상의 정량화는 라., 그 결과를 응용하여 미세구조 형성을 모델

링 하는 내용을 마.에서 설명하였다. 분자동력학 계산 결과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몬테카를로 기법의 입력 자료뿐 만이 아니라, 반응속도 이론에 기반을 둔 클러스터 

동력학(Cluster Dynamics)에 한 수학적 모델링이 바.에서 소개된다. 클러스터 동

력학은 전위 반응모델과 연결되어 조사재의 항복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제 1 단계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제 2 단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내용을 사.에서 요약해 놓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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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손상 다단계 모델 (Multiscale Model)

조사손상 전산모사를 위한 방법론은 단계별 모델을 결합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다. 전자 도함수를 계산하는 ab initio 방법으로부터, 분자 동력학 (Molecular 

Dynamics)계산, kinetic 몬테카를로 (Monte Carlo) 방법을 각 단계 특성, 즉 모

사 가능한 시간과 공간 범위에 따라서 연결시켜 다단계 모델을 형성한다. 다단계 

모델을 통하여 결함 및 구성 원소의 거동을 예측하고 나아가서 미세구조의 특성

을 파악할 수 있다. 재료의 미세구조는 재료의 조사경화와 소성변형과 관계가 있

으므로, 그 정량적 예측을 3D 전위동력학 (Dislocation Dynamics)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3-2-16]. Fig. 3-2-11은 조사손상 다단계 구조 체계

를 두 변수, 즉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따라 도식화하였고, 각 단계에서 결과로 획

득 가능한 정보를 기술했다. 다음은 각 단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다. 

(1) ab initio 전자 도 계산

ab initio 계산은 GGA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와 LDA (Local 

Density Approximation) 방법을 기초로 이루어진 평면파 (plane wave) 

pseudopotential 코드가 사용된다. 이 계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로 기초 결함과 관련된 성질로서 점손상 및 그 클러스터들의 생

성 (formation) 에너지, 결합 (binding) 에너지, 그리고 이동 (migration) 에너지

를 계산한다. 또한 이 결함들과 불순물 원자와의 반응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 원

자간 상호 응력, 반응 및 에너지 등의 ab initio 계산은 kinetic 몬테카를로 계산

에 필요한 주 파라메터를 정의하는데 이용되며, 특히 EAM (Embedded Atom 

Methods)를 응용한 합금의 원자 포텐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한다.

(2) 분자 동력학 (Molecular Dynamics)

크기가 조금 발전된 결함의 성질은 EAM 포텐셜에 기반을 둔 원자학적 전산모

사 (atomistic simulation)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컴퓨터 성능 향상에 따라 최  

1 억개의 원자를 100 ns 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하다. 연쇄충돌 (displacement 

cascade)의 발전과정을 분자 동력학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모사함으로써 초기 손

상 발전과정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large-scale 전산모사는 운동학적 프로세스

나 반응에 한 물리학적 의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위와 다른 미세구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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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의한 점손상 클러스터, 전위루프, 입자들의 거동들이 이에 포함된다.

연쇄충돌 결과 생성된 초기손상의 공간분포는 다음 단계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

로 이용된다. 분자동력학 계산결과를 초기 재료의 상태(미세구조, 전위 분포 등)

에 중첩함으로써 보다 실제에 가까운 초기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전산모사 이외 

실험 측정에 결정된 상수도 kinetic 몬테카를로 코드의 입력변수로 이용된다. 또

한 초기손상 결과 생성된 점손상의 분포에서 cascade 효율, 클러스터 생성율 등

의 인자는 클러스터 동력학의 입력 데이터로서 활용된다.

(3) Kinetic 몬테카를로 (KMC)

결함 또는 용질 입자의 확산, 반응, 결합은 수 초에 걸쳐 마이크로 미터 영역에

서 발생된다. 위에서 설명한 MD 기법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응속도 

이론 (Reaction rate theory) 또는 KMC 기법을 응용하여 모델링 하여야 한다. 

두 방법 모두 kinetic 확산운동 방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응속도 

이론을 이용한 모델은 결함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KMC는 3 

차원 방정식을 취급하므로 공간적 분포에 한 비교적 세 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이유에서 KMC 방법으로 점손상의 거동을 계산하고 조사환경 하에서 

미세구조의 형성을 예측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주요 계산 결과로 전위루프, 점손

상 (vacancy & interstitial), 점손상 클러스터의 개수, 크기, 분포를 기 한다.

(4) 전위 동력학 (Dislocation Dynamics)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미세구조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KMC 전산모사에 의하

여 계산된 미세구조의 농도, 크기 등은 3D 전위 동력학 코드 계산시 입력자료로 필

요하다.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로부터 최종적인 기계적 성질 

변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크리스탈 구조내 분포한 전위의 거동을 모델링 하는데 

먼저 전위상오 간의 응력반응을 이해하여야 하며, 전위 상호간의 반응 및 전위 및 미

세구조와의 반응도 정량화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위 동력학 코드 개발에 필수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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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성자 조사

(1) 중성자 조사 특성

상용 원자로 운전시 노내 구조물은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중성자, 

감마선, 이온 등 부분이 고에너지를 띠고 있으며, 재료 구성 물질과 다양한 반

응을 일으킨다. 원자로 내부에는 자연 방사선과는 달리 많은 양의 중성자가 존재

한다. 본래 핵분열 반응을 지속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그 양을 조절하고 있지만, 

중성자와 물질과의 반응은 부분 물질의 특성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

자와 구조재료의 주 성분인 금속에 국한하여 조사특성을 살펴본다. 재료에 한 

중성자 조사효과는 중성자 스펙트럼과 조사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중성자 

스펙트럼은 조사 시설 및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그 스펙트럼의 차이

를 규명할 수 있는 일반화된 파라메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4 MeV 중성자를 

이용한 실험과 핵분열시 생성된 중성자를 이용한 조사실험은 서로 비교하기 곤란

하다. 14 MeV 중성자에 의한 조사손상이 상 적으로 클 것이며 핵변환 정도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 [3-2-17].

중성자 조사량을 정량화 하는데 여러 파라메터가 사용되고 있다. 먼저 중성자속

(flux)은 이동 중성자의 방향은 상관없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중성

자의 개수를 정의한다. 그 단위로는 n/cm2s 이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중성자 스

펙트럼은 중성자 에너지의 분포에 따른 중성자속을 의미한다. 보통 상용 원자로에

서 생성되는 중성자는 여러 에너지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관심 영역은 0.025 

eV (열중성자)에서 20 MeV 이다. 이러한 중성자와 재료 구성 원자들간에 다양한 

반응이 발생한다. 탄성충동 (elastic scattering), 비탄성충돌 (inelastic 

scattering) 그리고 중성자 흡수 반응 (neutron capture)이 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반응 후 중성자가 지닌 에너지가 구성원자에 전달되면서 격자 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흡수반응 후, 원자핵이 감마선을 방출하거나, 핵분열, 전

하입자 방출 또는 다수의 중성자를 방출하면서 다른 핵종으로 변이를 일으키는데 

이를 핵변환 (transmutation) 반응이라 일컫는다. 중성자와 재료 구성원자와의 반

응에 의하여 충돌 또는 변환 반응이 확률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정량화 하는 변

수를 중성자 단면적(neutron cross section)으로 표시한다.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반응에 해서 살펴본다. 중성자는 무거운 핵종(우라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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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하전 입자를 가속기에서 가속시켜 생성할 수 

있다. 핵분열 반응후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보통 맥스월 분포

(Maxwellian distribution)를 갖는다. 이러한 에너지 분포를 갖는 중성자를 감속

하지 않고 고속의 중성자를 이용하는 원자로를 고속 원자로 (fast reactor), 감속

재를 사용하여 하여 에너지를 낮추는 경우 mixed-spectrum 원자로라 일컫는다. 

이러한 반응과는 상이하게 핵융합에 의해서도 중성자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고에

너지(～14 MeV)의 중성자가 생성된다. 중성자의 에너지는 재료 구성원자와의 반

응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중성자 조사손상 정량화의 기본 단계라 할 

수 있다. Fig. 3-2-12는 영광 5 호기 가압경수로 압력용기 내부 표면에서의 중

성자 스펙트럼과 실험용 핵융합 원자로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의 1st wall에서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두 스펙트럼 모

두 계산에 의한 결과로서 절 값과 에너지 분포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핵융

합로에서 생성된 중성자는 에너지뿐 만이 아니라 중성자속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성자 스펙트럼의 비교로부터 그 이후에 발생 가능한 충돌에 의한 손상

량을 짐작할 수 있다.

고속 중성자와 재료 구성원자간의 충돌에 의하여 중성자는 그 에너지를 상당 

부분 충돌 원자에 전달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원자를 Primary Knock-on Atom 

(PK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PKA는 중성자와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를 

갖는다. 이러한 PKA 스펙트럼은 본격적인 충돌 연쇄반응 전산모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행조건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현 사용 가능한 전산코드는 조사입자의 

종류 또는 특성에 무관하며, 일단 입사 입자와 구성원자의 반응 직후 생성된 

PKA의 스펙트럼을 입력인자로 지정하여야 함으로 이에 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 조사손상 전산모사에 앞서 필요한 PKA 스펙트럼 계산을 위한 선행 

작업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2) 중성자 조사량 정의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1 차적으로 생성된 PKA는 크게 두 가지 경로에 의하여 

그 에너지를 잃는다. 재료 구성 원자를 여기상태(excitation)로 만들기도 하며, 탄

성충돌 (elastic scattering)또는 비탄성 충돌(inelastic scattering)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잃는다. 후자의 경우 연쇄충돌 반응으로 주변의 여러 원자들의 위치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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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킨다. 금속 재료에는 이러한 반응으로 조사손상이 일어나며, dpa 

(displacement per atom) 라는 단위로 정량화 한다. dpa 계산 시 PKA의 에너지 

분포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사 중성자와 충돌 원자간의 발생 가능한 중성자 반응

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PKA의 에너지 분포는 큰 차이

가 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충돌 입자의 질량, 입사 중성자 에너지, 그리고 충돌 

각도에 의하여 변화한다. 예를 들면, (n,g) 반응은 비교적 낮은 에너지의 PKA를 

생성한다. 그 이유는 생성 광자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다량의 모멘텀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n,p) 또는 (n,a)와 같은 반응은 반 로 높은 에너지를 지

닌 PKA가 생성된다. 충돌 원자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PKA 에너지 값이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PKA 에너지 스펙트럼은 컴퓨터 코드 SPECTER를 사용하

면 쉽게 얻을 수 있다[3-2-18]. 실제로 dpa 계산은 중성자와 구성원자의 충돌에 

의하여 생성된 PKA 스펙트럼부터 시작된다. 고에너지 PKA 하나가 에너지 전달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개의 원자를 변위(displacement)시킬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secondary 변위의 총량은 변위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총량

과 원자 하나를 변위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threshold energy)의 함수이다. 실

제로 PKA 에너지 가운데 주위의 원자를 변위 시키는데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그 

중 일부이다. 나머지는 주위 전자와의 충돌반응에 의해서 소모된다. 이러한 확률, 

즉 전자에 의한 손실 vs. 원자핵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Nuclear stopping 

energy)을 Lindhard 이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입사원자와 구성원자간의 조합에 

의하여 nuclear stopping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이 에너지가 변위를 일으키는데 

사용되며 secondary 변위의 총량을 계산한다. Secondary 변위의 총량은 다음과 

같다.

ddamdam E2/T8.0)T( =ν                (1)

Tdam은 nuclear stopping 에너지, Ed는 변위 threshold energy이다. 입사 중성자

가 생성한 1차 (primary), 2차 (secondary)변위 원자의 총량을 변위 단면적

(displacement cross section; 이하, dpa 단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성자속과 

dpa 단면적과의 곱은 dpa rate 가 된다. dpa 값 계산에 2차 생성 충돌원자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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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스펙트럼은 물리적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단순화된 모델을 이용하기

에 dpa 값은 사용 모델에 종속된다. 

SPECTER 코드 내에 내장된 니켈의 dpa 단면적을 Fig. 3-2-13에 나타냈다. 

저속 중성자는 탄성 충돌에 의한 변위손상(displacement damage)이 현저하게 생

기고, 중성자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n,n'),(n,2n),(n,p),(n,a) 반응에 의한 손상이 

증가하고 있다. SPECTER 코드는 주어진 중성자 스펙트럼에 하여 다양한 원소 

및 혼합물에 한 손상인자를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이다. 사용자는 입력

자료로서 중성자속을 정의하면 된다. 주어진 중성자속과 코드에 내장된 각종 데이

터를 spectral-averaged 하여 결과를 생산한다. 출력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한다; spectral-averaged Kerma, 가스 생성량, 변위손상량 (dpa), 그리고 

recoil 스펙트럼. SPECTER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음 항에서 설명한다.

(3) SPECTER 컴퓨터 코드

SPECTER 코드는 입력 자료 중성자 스펙트럼에 하여 손상량 계산을 하기 위

하여 만들어진 코드이다. SPECTER 코드 자체는 짧지만, 비교적 광 한 library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프로그램은 계산에 필요한 master library 파일을 사

용자 정의 에너지 범위에 맞게 전환할 것이며, 모든 파라메타를 

spectral-average 하여 다음 계산에 사용한다. dpa 단면적 계산시 필요한 중성

자 단면적은 ENDF/B-V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100 개의 중성자 에너지군 별

로 정리되어 있기에 사용자가 직접 ENDF에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SPECTER 코드는 몇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코드는 중간 무게 

(medium weight) 정도의 원소에 의한 손상을 계산하는데 적당하다. 관심 상 

재료인 천이금속에 적합하다. 합금인 경우 부분의 구성원소 무게가 비슷하므로 

각종 손상인자 계산시 그 무게비를 고려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SPECTER 코드는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연소도(burnup) 및 self-shielding 영향

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속 중성자보다 열중성자가 많은 경우 두 효과는 두드러

진다. 고속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변환 생성물의 생성은 

변위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 열중성자 조사 환경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높은 열중성자 단면적을 지닌 원소는 연소도가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소멸

될 수 있고 샘플내 비균질 분포의 손상을 유도할 수 있기에 문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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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ER 코드 계산 결과 중 일부를 Table 3-2-12에 나타내었다. Fe 금속이 

RPV 중성자속에 1초 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계산된 각종 손상 인자들을 보여준

다. 변위 threshold 에너지 값은 Fe 원소인 경우 40 eV를 적용하였다. 이 값이 

표 1의 1 행에 나타나 있다. 단위 시간을 적용했으므로 total fluence 값과 flux 

값은 일치한다. 2 행에 dpa 값 그리고 생산 가스량(수소, 헬륨)이 계산되어 있다. 

Fe 원소와 중성자 반응에 의한 PKA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된 변위 단면적이 4 

행에 반응별로 나타나 있다. (n,n), (n,n'), (n,2n), (n,xn), (n,p), (n,a) 반응으로부

터 유도되는 변위 반응 단면적을 barn (10-24cm2)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 5 행에

는 중성자 반응 단면적이 계산되어져 있다. 그리고 6 행에 (n,g)에 의한 변위반응 

단면적과 충돌 원자의 평균에너지가 계산되었다. 입력 데이터로 주어진 중성자속

에 하여 각 원소들의 조사손상량을 SPECTER는 Table 3-2-12와 같이 계산한

다. 이 결과로부터 얻어진 dpa, 가스 생성량, 반응별 단면적 등은 차후 전산모사 

다단계 모델링에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분자동력학 코드로 변위 연쇄충돌을 

모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PKA의 에너지를 SPECTER는 계산한다. 중성자속

이 다양한 에너지 분포를 갖고 있으므로 계산된 PKA도 에너지 분포를 갖게 된

다. SPECTER에서 출력한 PKA 에너지 분포를 Fig. 3-2-14에 나타냈다. 두 조

사조건에 한 Fe 원자의 PKA 에너지 스펙트럼은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핵융합로 조건의 중성자 조사 조건일 경우 특히 높은 에너지를 지닌 PKA 분포가 

두드러진다. 이런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PKA의 평균에너지 값은 핵융합 

중성자 조사인 경우 7.44 keV, 경수로 조사조건에서 5.29 keV 값을 보여준다. 

이 값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인 분자 동력학 코드 MOLDY를 사용하여 변위 연쇄

충돌 반응을 전산모사 한다.

라. 초기손상 정량화

고속 중성자 또는 이온에 의한 조사손상은 PKA의 탄성 충돌에서부터 기인하여 

변위 연쇄충돌(cascade)로 발전된다. PKA에 의한 cascade는 약 10nm 구간에서 

발생되는데, 그 영역 내에 변위된 원자들의 농도는 2～3% 정도이다. Cascade는 

시간 규모로 0.1 ps의 단위로 진행되며, cascade가 종료될 시점(collisional phase)

에 원자 분포는 중심부분에는 vacancy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존재하고 그 주변

에는 self-interstitial이 산재해 있다. Cascade 내부의 운동에너지 도는 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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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녹는점에 비하여 매우 크지만, 주변 격자원자로 방출되면서 그 도가 급속

히 감소된다. 이후 약 10 ps까지 산재해 있던 점결함(point defects)의 재배치와 

결합을 통하여 원자 재배치가 일어난다. 이 단계를 thermal spike phase라 한다. 

이때까지 진행된 현상 (collisional phase & thermal spike phase)을 초기손상

(primary damage)이라 일컫는데 분자동력학(Molecular Dynamics) 기법으로 반

응의 진행을 표현할 수 있다. PKA의 운동에너지는 원자의 연쇄충돌에 의해서 타 

원자들에게 순식간에 전환되어, 점 결함을 생성하게 된다. MD는 이러한 원자단위

의 거동을 모사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술이다. MD 코드는 원자단(10

5～107)의 운동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Many-body 충돌은 점결함 

형성의 주요인으로서 생성 결함은 여러 형태를 띄고 있다. 고 에너지 PKA에 의

한 점결함의 농도는 부분 재결합 반응에 의해서 소멸되며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도 한다. 1 keV PKA에 의한 cascade 전산모사에서 약 1/3 정도의 결함들이 재

결합 반응에서 살아남아 초기손상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 Cascade 모사에 있어

서 가장 관심 있는 결과는 초기손상의 정량화이다. 즉, 점결함 및 그 클러스터의 

분포이다. MD 모사는 시스템내 원자들의 동력학적 변화를 얻기 위하여 운동 방

정식을 수치적으로 해석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자동력학 코드 MOLDY를 중심

으로 MD코드의 특성을 살펴보고 cascade 전산모사 결과를 소개한다[3-2-19].

(1) 분자동력학 코드 MOLDY

본 연구에서 사용한 MD 코드 MOLDY는 FORTRAN 언어로 작성된 코드로서 

다수의 bcc 금속 원자들의 전산모사, 특히 고속 중성자에 의한 조사손상을 이해

하고 연쇄충돌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MOLDY는 주기적 경계조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한 계산 블록을 사용한다. constant 

pressure 또는 constant volume 조건에서의 계산이 가능하다. 고전 역학의 기초

가 되는 운동방정식을 4-value predictor-corrector 알고리듬을 응용하여 적분

을 한다. MOLDY는 시간 간격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최소 

0.01 fs의 단계로부터 원자의 운동성에 따라 증가된다. Vectorized link-cell 방

법을 적용하여 충돌 원자 주변의 원자들을 추적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다.

Cascade 전산모사를 하는데 먼저 계산 블록을 10 ps 정도 일정한 온도에서 

equilibration 한다. 이를 수행함으로써 블록을 equilibrium 모드로 유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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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KA 반응이 그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게 한다. Cascade 반응은 블록내 한 

원자에 일정한 에너지 및 진행 방향을 지정함으로써 계산이 시작된다. 블록 크기

는 PKA 에너지 값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Fig. 3-2-14에 

SPECTER에서 계산된 평균 PKA 에너지 값을 사용하므로 40x40x40 정도의 계

산 블록은 충분하다. PKA 입사후 3000～4000 시간 단계까지 모사를 하는데 약 

15 ps 동안 진행되는 원자 운동을 계산할 수 있다. PKA의 입사 방향에 의한 

channel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35> 방향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PKA의 

초기 방향은 cascade 전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OLDY 코드는 a-Fe의 many-body 포텐셜을 사용한다. 금속중 bcc 구조를 

지닌 단일 재료에 해서도 전산모사가 가능하다. 내재되어 있는 a-Fe 포텐셜은 

Finnis-Sinclair에 의해서 개발된 포텐셜 경험적 자료에 기초를 둔 포텐셜이다

[3-2-20]. 원자 포텐셜은 모든 MD 모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원자 상

호간의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용한 포텐셜의 종류에 해법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포텐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물리학자나 재료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 현재까지 단일 구성 재료에 한 포텐셜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binary 그리고 실제 합금에 한 포텐셜은 현재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 

Finnis-Sinclair 포텐셜은 MOLDY 프로그램의 부프로그램 RHOVLC와 KRAVLC

에 정의되어 있다. 부프로그램 RHOVLC는 KRAVLC에 의해서 호출되는데 force 

계산에 필요한 local 도함수를 계산한다. 후에 부프로그램 KRAVLC에서 force

가 계산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MOLDY는 Parrinello와 Rahman이 공식

화한 상압 주기 경계조건에 맞추어져 있다[10]. 계산 MD 박스는 직육면체 형태

를 하고 있으며, 각 모서리는 3x3 행렬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산 박스

의 크기와 모양은 Lagrangian 방정식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계획의 

단점은 원자의 궤적이 정확히 Newtonian 운동을 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본 과제에서 사용한 MOLDY 코드는 미국 ORNL 소속의 R. Stoller로부터 입수

한 것으로, workstation에서 작동하던 코드로서 입수 후 PC에서 작동할 수 있도

록 수정했다. 코드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PKA 에너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

지만, 3～4 keV 정도의 PKA를 입력한 경우 8 시간 정도의 running time이 소요

되었다. 초기에는 perfect lattice로부터 시작하여 displacement cascade를 모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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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입력 자료로서 점손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본 과제에서는 RPV steel의 

모델합금으로 bcc 순철을 상으로 삼았으나, 실제 MOLDY 코드로 fcc 또는 합

금을 상으로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MOLDY 코드의 활용도를 제약

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a-Fe를 상으로 초기손상을 정량화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2) MOLDY 코드의 입력 / 출력

이 단원에서는 MOLDY 코드 계산에 직접 사용된 입출력 자료를 상세히 살펴본

다. MOLDY 입력 자료를 Table 3-2-13에 나타냈다. {1-2}는 코드계산을 기술

하는 설명문이며, {3}에는 격자상수를 Angstrom 단위로 지정한다. a-Fe 경우 

2.87 A 정도 값을 갖는다. {4}에는 계산모드를 결정해주는 index를 지정하는데, 

equilibration 모드는 1, PKA 모드는 0으로 입력한다. 보통 PKA 모드 계산에 앞

서 equilibration 모드에서 약 10 ps 정도 안정화 시킨 후 계산을 수행한다. {5}

에는 PKA의 특성을 정의하는데 위치, 입사 방향 및 운동 에너지(keV)를 입력한

다. PKA 위치는 계산블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가능한한 정육면체 블록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다루기 용이하다. {6-8}에는 앞서 언급한 Finnis-Sinclair 

포텐셜의 formalism에 필요한 다항식의 상수 값들을 정의한다. 출력 데이터를 조

정하는 인덱스를 라인{11}에 지정하고, {12}에는 모사를 수행하는 주변 온도 및 

압력을 입력한다. {14-16}에 계산 블록 크기를 지정하는데 이 경우 주어진 PKA 

에너지에 따라 블록크기를 정하여야 한다. 주기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설정된 경계

를 벗어난 경우 반 면으로 재입사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빈

번한 경우 계산 시간뿐 아니라 전체적인 원자 단위를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

는 것이 좋다. 여기서 사용되는 PKA 에너지는 보통 10 keV 이하이므로 

50x50x50 정도면 무리 없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4 keV PKA를 

사용하였기에 40x40x40 크기의 계산 블록을 지정하였다.

라인{17}은 계산 결과를 출력 조절하는 여러 index를 입력해 준다. 첫 번째 그

리고 두 번째 숫자는 999 스텝을 5 번째 계산하는 단계를 의미하고, 그 다음 숫

자는 프린트 인덱스로서 10 번째 스텝마다 출력파일에 저장하라는 의미이다. 다음

의 4 숫자들은 MOLDY에서 지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인

{19}에는 두 숫자 0 또는 1을 사용하는데, 숫자 0은 정상적인 계산 수행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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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은 현 상태의 원자배열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라인{20}에 지정된 4개

의 숫자는 프로그램 내에 내장된 자동 시간조절 부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자로서 

최 , 최소 시간스텝을 지정한다. 또한 고에너지 전산모사의 경우 급격한 에너지 

변화나 변위 이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들의 최  허용치를 지정해준다. 라인

{21-23}은 MOLDY 코드를 ORNL의 Stoller가 수정하면서 첨가된 입력인자로서 

출력결과 중 점손상의 위치를 atomtv라는 그래픽 프로그램에 맞게 출력하는 역할

을 한다. 나머지 라인에 정의된 좌표들도 그림으로 표시하기위한 좌표 설정과 관

계된 입력인자 들이다.

MOLDY 출력 파일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Table 3-2-14에 출력파일

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각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간략히 살펴본다. <1>에는 

MOLDY 입력으로 주어진 각 인자들을 출력하였다. 입자 총수, PKA 인덱스, 에너

지, 초기 운동방향 등 부분 입력파일에서 지정된 값들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자간 거리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포텐셜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Universal 포텐셜, Born-Mayer 포텐셜, 그리고 Finnis-Sinclair 포텐셜로 이어지

는 관계를 출력 파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2>에는 각 스텝까지 계산된 

시스템의 특징의 평균치를 보여준다. 시스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total 

에너지, 온도, 엔탈피 등 여러 변수의 계산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지

정한 계산 블록 크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본 계산의 주 관심사인 점손상, 

vacancy 와 interstitial의 위치는 <3>에 좌표로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된 단위는 격자상수이며, 최종 스텝에서의 점손상 위치를 표시해 놓았다. 

<4>에서는 각 스텝의 계산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점

손상 개수, 에너지, 온도, 원자 볼륨의 변화를 테이블화 해 놓았다. 이상의 결과는 

본래 MOLDY 코드에 포함된 기능으로서 사용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계산결

과이다. 다음 <5>에 출력된 결과는 앞서 언급한 atomtv라는 그래픽 프로그램에 

적합한 결과를 프린트하기위한 형식으로 작성된 결과이다. 본 과제에서는 atomtv

라는 패키지 사용하지 않고 PyMOL이라는 window에서도 작동하는 범용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atomtv는 Silicon Graphics라는 workstation에서만 지원하는 

그래픽 전용 프로그램이다. atomtv와 달리 pdb (Protein data bank)라는 입력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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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손상 생성

5.3 keV PKA에 의한 cascade 진행과정을 MOLDY로 계산한 결과를 여기서 

소개한다. 전산모사는 290oC에서 약 15 ps 동안 진행된 변위 cascade를 계산한

다. PKA 에너지 5.3 keV는 영광 5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주변의 중성자 조사조

건에서 생성된 Fe의 평균에너지 값으로  SPECTER의 계산결과에서 계산된 값이

다. 그러나, 이 값을 MOLDY 계산의 입력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이 에너지중

의 일부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과의 충돌로 이온화 (ionization) 또는 여

기화 (excitation)되면서 잃게 된다. PKA 에너지 가운데 실제 cascade에 사용되

는 에너지인 손상에너지를 계산하는데 NRT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3-2-21]. 

PKA 에너지, Ep와 손상 에너지, Tdam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E(w1
1

E
T

p

dam

λ+
=

         (2)

여기서, l = 0.0876 Z1/6, Z = 원자번호. 식 (2)에 포함된 함수 w(E')와 변수 E'는 

경험적으로 결정된 파라메터로서 Ep와 Z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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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Ep는 keV. 이상의 식으로 계산된 손상에너지는, PKA 에너지가 5.3 keV

일 경우, 4.09 keV 이다. 이 값을 MOLDY 계산에 입력 값으로 주어진다. 

분자동력학 계산 결과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는 cascade 직후 생성된 점결함의 

농도 및 그 분포이다. 그 이유는 이들 점결함이 후에 발생, 성장하는 미세구조의 

원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Fig. 3-2-15에 변위 cascade 반응의 전개 과정을 

시간에 따라 보여준다. PKA 입사 후 0.25 ps 경과 때 점결함의 개수가 최 치에 

이르고, 그 후 interstitial과 vacancy의 재결합으로 그 숫자가 서서히 줄어든다. 

전산모사를 18 ps 까지 전개해 보아도 그 총 개수는 일정한 값을 주지 않았다. 

아직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변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Cascad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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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 약 40여 개의 interstitial이 남아 있었다. 주어진 에너지에 해서 초기 

PKA의 방향을 변화시켜 보면서 변위 cascade를 계산해 보았다. 고려한 초기 

PKA 방향은 [135], [111], [100]이다. 시간에 따른 점손상 개수의 변화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cascade 말기에 이르러 점손상의 개수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는다. Fig. 3-2-16에 시간 경과에 따른 점손상 (interstitial) 개수의 

변화를 초기 PKA 방향에 따른 함수로 보여주고 있다. 

분자동력학 코드 계산 결과로부터 초기손상의 정량화는 변위 cascade 후 남아

있는 점손상의 개수 및 그들의 분포로 정의할 수 있다. 그들의 분포란 점손상 존

재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고립된 점손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형

태의 점손상이 뭉쳐져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확산운동

에 의해서 변위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반응에 관계한다. 이러한 손상을 freely 

migrating defect (FMD)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러 개의 점손상이 클러스

터를 형성하는 경우 FMD와는 달리 이동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다른 미세구조 성

장의 핵 역할을 한다. 즉, 석출물, void, 또는 전위 생성의 기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손상을 유발한다. 분자동력학을 이용하여 초기손상을 정량화함에 있어 점손상

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분자동력학 전산모사 

후 계산결과로부터 vacancy와 interstitial의 위치를 확인하여 클러스터의 크기를 

구분하게 된다. Interstitial을 구분하는 기준은 본래 격자의 위치에서 0.3ao(격자

상수)를 벗어난 경우 interstitial로 간주한다. Fig. 3-2-17은 변위 cascade 결과 

생성된 점손상 크기의 분포를 보여준다. 두 종류의 점손상, vacancy와 

interstitial 간의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부분의 vacancy는 클러스터를 형성하

지 않고 고립된 FMD로 형태로 존재하고, interstitial은 70% 이상 클러스터를 형

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차후 미세조직의 생성, 발전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분자동력학 전산모사로는 예측할 수 없다. 여기서 생산된 계산결과는 다음 단계 

모델의, 몬테카를로 계산 또는 클러스터 동력학, 계산에 입력자료를 제공한다.

마. 미세구조 형성예측 모델

분자동력학 계산에서 생성된 점손상의 분포는 다음 단계인 몬테카를로 계산 단

계에서 입력인자로 사용된다. 또한 반응속도 이론에 바탕을 둔 클러스터 동력학 

모델의 주 입력인자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MOLDY 계산결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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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Fe-Cu 합금에서 미세구조 생성 예측모델을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소개한다. 먼저 수학적 모델의 근간이 되는 Metropolis 몬테카를로 방법에 한 

설명을 기술한다.

(1) Metropolis 몬테카를로 (MMC)

MMC 알고리듬은 원자들로 구성된 시스템의 열역학적 평형상태를 획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임의 샘플링 방법이다. Fe-Cu 합금내 형성되는 미세구조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canonical ensemble으로 가정하였다. 즉, 전산모사중 입자의 개수 

(N), 시스템의 부피 (V), 및 온도(T)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Fe-Cu 합

금에서 초기조건으로 3 종류, Fe, Cu 그리고 Vacancy만이 존재하고 그들의 개수

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분자동력학 계산과 마찬가지로 주기 경계조건을 사

용한다. 확산이론을 기반으로 시스템 내에 배열된 구성원소의 위치를 임의로 변화

시킨다. 원자의 이동은 주변 원소들과 exchange, 또는 vacancy와의 위치 교환으

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된 상태에서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계산하여 새로운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실재로 MMC 코드 작성시 임의로 선택한 한 입자를 주변의 입자와 위치 교환

을 함으로써 단계가 진행되어 간다. 단계변화는 자연적으로 에너지 변화를 초래하

게 된다. 두개의 ensemble 상태를 G1, G2로 정의하고, 각 ensembl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즉 변환 전후, 계산한다. Canonical ensemble에서 변환 전후의 시스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dE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EE 12 Γ−Γ=δ                    (5)

계산된 dE 값이 0 또는 (-)일 경우 G2 상태는 받아들여진다. 만약 dE 값이 (+)인 

경우 G2 를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 dE인 경우 0과 

1사이의 난수(random number, h)를 하나 생성하여 다음 변수의 값과 비교한다.

 )Tk/E(exp Bδ−=ξ      (6)

여기서, kB는 Boltzmann 상수, T는 시스템 온도이다. x > h인 경우, G2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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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사태로 받아드린다

MMC 전산모사로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

가능하다. 한정된 MC 단계를 지난 후 최소 에너지를 갖는 ensemble 상태를 찾

는 알고리듬으로서 열역학적 평형상태의 원자구조를 예측하기 적합하다. 실제 

MMC 방법을 이용하여 최소 에너지를 갖는 ensemble 구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 구성 원소들 간의 포텐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Ackland가 

개발한 Fe-Cu 합금의 포텐셜을 설명한다[3-2-22].

(2) Fe-Cu 원자 포텐셜

Binary 합금의 원자 포텐셜 개발은 Embedded-Atom Method (EAM)라는 체계

에 기초를 두고 있다[3-2-23]. N 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집합의 총 에너지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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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ij 함수는 척력에 관계된 pair potential 이고, Fij 함수는 cohesive force

와 관련된 potential 이다. 두 함수 모두 두 원자 간의 거리 rij의 함수이다. 식 

(7)의 포텐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의 상수는 실험 상수를 이용하여 fitting에 

의하여 결정된다. fitting에 이용되는 상수로 elastic constant, 격자상수, vacancy 

형성 에너지 등이 있다. Binary 합금 AB 경우, 원소 A와 B에 한 3 가지 경우

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즉, A-A, B-B, 그리고 A-B.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Ackland의 Fe-Cu 포텐셜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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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함수 H는 step 함수로서 cut-off 거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두 식 

(8),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텐셜 함수는 cubic spline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

며, 각 함수에 사용된 파라메터 ak
AA, Ak

AA, rk
AA, 그리고 Rk

AA 값들은 Table 

3-2-15에 나열해 놓았다. 부분의 파라메터는 순물질 (Fe 및 Cu) 실험 자료로

부터 유도된 것으로 실제 혼합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Fe-Cu 포텐셜은 가

상의 모델 합금 Fe3Cu와 Cu3Fe 특성을 이용하여 fitting하였고, FFe-Cu는 FFe-Fe 

및 FCu-Cu의 기하학적 평균을 이용하여 결정했다.

CuCuFeFeCuFe −−− ΦΦ=Φ                           (10)

(3) 미세구조 형성 모사

MMC 계산에 앞서 MOLDY를 사용하여 순철에서 displacement cascade 모사

를 수행하였다. PKA의 초기 에너지는 3 keV, 운동 방향은 [135], 계산블록 크

기는 20x20x20, 온도는 300oC로 설정하였다. Cascade 모사는 초기손상을 정의

하기 위하여 약 8 ps 까지 계속되었다. 계산 결과 중 MMC 계산의 입력 자료로 

점손상 vacancy의 위치를 사용한다. 점손상은 vacancy 뿐만이 아니라 

interstitial도 동일량이 존재하는데, MMC 모사에서는 vacancy만 계산에 이용했

다. interstitial은 vacancy에 비하여 mobility가 매우 커서, 재료의 표면이나 다른 

sink로 흡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300oC에서 interstitial mobility는 vacancy의 

그것에 비하여 약 105 배 만큼 차이가 난다 [3-2-25]. Fig. 3-2-18에 상기 조

건에서 생성된 Fe내 초기손상 중 vacancy의 분포를 볼 수 있다. vacancy 점손

상중 제법 큰 크기의 (11 vacancy로 구성) 클러스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으

며, 나머지는 single 또는 2 개의 vacancy로 구성되어 있는 것 들이다. 이러한 

점손상의 존재가 차후 미세구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MMC 

모사의 주 내용이다.

결함 및 원소의 이동, 반응 그리고 결합에 의한 클러스터링 등이 micro 영역에

서 발생된다. MD 계산이 이러한 시간, 공간 영역에서 발생되는 현상을 모사하기 

불가능하므로 kMC (kinetic Monte Carlo)라는 전산기법을 사용한다. kMC는 결

함 및 원소, 나아가서 미세구조의 거동을 시간의 함수로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발생가능한 모든 반응 및 활성화 에너지 값을 미리 지정해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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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주요한 데이터는 실험적으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아, ab initio라는 방법

을 이용하여 정량화 할 수 있다. MMC는 kMC와는 달리 시스템의 전이 과정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평형상태에 접근한 경우 그 시스템 내에 형성된 

미세구조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두 MC 방법(kMC vs. MMC)에는 큰 차이점

이 있지만, 평형상태에 접근하는 시스템의 경우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산모

사 기법으로 간주된다.

MMC 전산모사의 주목적은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vacancy-type 점손상이 

Fe-Cu 합금에서 미세구조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 인가이다. MMC 모사를 

수행하는데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 그 하나는 초기 손상의 포함 여부, 그리고 

구리 함량이다. 초기 손상의 포함 여부는 방사선 환경의 포함 여부를 의미한다. 

금속에는 온도에 따라 소량의 vacancy가 존재하지만, 그 양은 10-12 정도의 농도

로서 정상 상태(비조사)에서는 미미하다. 그러나 조사 조건을 포함한 경우 그 농

도는 10-8 정도로 증가한다. 이는 조사 및 비조사 조건을 구분하는 가징 큰 특성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먼저 0.1w/o Cu를 함유한 Fe-Cu 합금의 비조사 조건

하에서 미세구조 형성을 MMC 기법으로 모사해 보았다. Fig. 3-2-19에 MMC 전

산모사 전후의 Cu 원자 및 vacancy 점손상의 분포를 보여준다. 두 그림은 MMC 

전산모사 200,000 스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그림에는 Fe 원자의 분포

는 포함하지 않았다. 초기 조건으로 vacancy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Fig. 

3-2-19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 클러스터의 형성은 매우 미약하다. 초기조건

으로 vacancy를 포함한 경우, Cu 원자의 클러스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Fig. 

3-2-19(b)에 잘 나타나 있다. 즉, vacancy의 존재는 Cu 원자의 클러스터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며, 이러한 상태가 시스템 에너지를 안전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한

다는 것이다.

1.0 w/o Cu를 포함한 합금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Cu 원자가 

주위의 동일한 원소 Cu나 vacancy와 반응할 확률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클러스

터를 형성한다. Fig. 3-2-20에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기조건

으로 vacancy를 포함한 경우 Cu원자가 vacancy와 더욱 결합하려는 경향이 Fig. 

3-2-20(b)에 나타나있다. 비록 형성된 Cu 복합체(complex)들이 완전한 형태의 

석출물 구조를 띄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발견된 구조는 석출물과 원자 무리들과

의 중간 미세구조라 할 수 있다. Cu-vacancy 복합체 형성은 조사조건에서만 발견



- 75 -

되는 특이한 형태로서 기 형성된 vacancy 클러스터 주변에 모여든 Cu 원자의 

nucleation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g. 3-2-20(b)의 화살표 부분에 모여 

있는 클러스터의 분포는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4) 원자 분포함수

시스템 내의 원자분포 구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pair correlation 함

수를 사용한다[3-2-26]. 이는 특정 원자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분포하는지

를 나타낸다. pair correlation 함수 g(r)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 개의 

delta 함수 d(r)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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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기서 N은 원자의 총 개수, V는 시스템 부피. 함수 g(r)은 재료 구조에 한정

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델타함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전산처리하기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pair correlation 함수의 한 형태인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RDF)를 사용한다. 이 함수는 비균질 재료의 원자구조를 나타내는데 수학적 처리

가 간편하다. RDF는 시스템 내의 원자들의 radial 분포를 표시하는데, 먼저 임의

의 한 원자를 선정하여 그 원자 주변에 여러 개의 동심원을 기상으로 그린다. 일

정한 작은 shell Dr에 포함된 원자의 개수를 계산하여 분포함수로 나타낸 것이 

RDF이다. RDF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Fig. 3-2-21에 간략히 설명해 놓았

다. Dr에 포함된 원자 수를 원자의 평균 도와 시스템 부피로 나누면 RDF를 얻

을 수 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12)와 같다.

rr4
)r(n)r(R 2 ∆πρ

=
                           (12)

여기서 n(r)은 중심에서부터 r 떨어진 shell Dr에 포함된 원자 개수, 그리고 r는 

평균 원자 도이다.

이러한 RDF을 MMC 전산모사 전후 변화한 Cu 원자구조의 분포를 표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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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Fig. 3-2-22는 MMC 모사 결과를 정량화하는데 RDF를 사용하여 나타

낸 것이다. 1.0 w/o Cu 합금의 초기상태는 Cu 원자들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

고 있으므로 일정 원자간 거리에서 일정한 RDF 값을 갖고 있다. 그러나 MMC 

계산 후 Cu 원자의 분포는 모사 전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첫 번째 및 두 

번째 위치에서 RDF 값의 큰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Cu 원자들의 클러스

터링 현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MMC 모사는 모든 원자들이 bcc 격자구조의 

정해진 위치에서의 이동만을 가정하였기에, 그림과 같이 일정위치에서 peak가 나

타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록 MMC 모사기법이 미세구조 형성 및 발전과정을 실제 

경로와 시간의 함수로 표현 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Cu-vacancy 복합체 형성은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Cu-석출 kinetics

에 해서 정립된 이론 또는 관측 사실이 충분하지 않은 사태에서 본 연구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본 연구에서 초기 손상을 정의하는데 Fe-Cu 합금 시스템

을 사용하지 않고, 순철을 모사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차후 발생되는 미세구조 형

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미약 것으로 알려져 있다[3-2-27]. 문

헌에 의하면 MD에 의한 재료 거동모사는 시간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미량의 

원소는 초기손상 형성 기여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전산모사의 

결과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는 용이하지 않지만, 양전자 소멸법 (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Spectroscopy) 결과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3-2-28]. 양전자 소멸법에 의하면 조사재 Fe-Cu 합금 내에 생성된 

Cu-Vacancy 복합체는 Cu 원자들이 nano-void의 내피를 감싸면서 void를 형성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본 MMC 전산모사의 결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증명자료

라 할 수 있다.

바. 조사경화 예측 모델

원자로 장수명 운전과 관련된 원자력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수로 내 구조재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원자로 구조물 중 압

력경계재료의 건전성은 수명연장에 있어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응용되고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압력경계재료의 조사취

화 및 경화는 실험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현상은 파괴실험

에서 파괴인성 감소 및 인장실험에서 항복강도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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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추적해보면 조사재 내부에 형성된 미세구조가 그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구조의 형성에 의한 원자로 압력경계재료의 항복강도 증가(조사경화)를 이론

적으로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소개한다.

압력경계재료의 조사취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여러 모델이 제시되었다. 그 부

분의 모델은 조사경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점손상 클러스터(point defect 

cluster, PDC)와 구리 석축물(copper-rich precipitates, CRP)의 형성을 가정한

다. PDC와 CRP, 두 미세구조의 형성을 이론적으로 기술한 모델을 1993년 R. 

Stoller에 의해서 제안되었다[3-2-29]. 이론적 모델은 실제 상황을 묘사하는데 

여러 제한을 지니고 있다. 각 종 결함 또는 원소들의 kinetic 파라메터를 입수하

기 용이하지 않고, 재료의 미세한 차이점 (열처리 기법, 기 존재하는 미세구조의 

특성 등) 등을 세 하게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경우를 실

험으로 다루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론적 모델의 개발은 부분적인 실험

치를 외삽 또는 설명하고 재료 성질의 변화를 예측하는 편리한 도구로서 이용 가

능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 수립된 세 한 수학적 모델의 설명은 제외하고 

두 미세구조 PDC 및 CRP 형성 과정과 관련된 조사경화 모델을 중심으로 계산결

과를 소개한다. 계산 결과는 프랑스 가압경수로의 감시시편 측정 자료와 비교해 

본다[3-2-30].

(1) PDC 모델

PDC 모델은 기본적으로 점결함 kinetics로부터 시작한다. 두 형태의 점결함이 

서로 반응하여 생성, 소멸, 재결합, 성장 등을 time-dependent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한다. 미분방정식의 주 변수는 각종 결함 형태의 농도로서 이들을 수치 해석

적으로 적분하여 해를 얻는다. 점결함 interstitial 및 vacancy, 이들 클러스터, 그

리고 CRP 크기를 주 변수로 해를 구한 후, Orowan 이론을 적용하여 항복강도 

변화를 예측한다.

  먼저 space-independent 두 형태의 점결함 농도는 다음 식 (13),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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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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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i interstitial 농도, Cv vacancy 농도, Pi interstitial 생성률, Riv 

interstitial과 vacancy간의 재결합률 상수 (recombination rate coefficient), Di 

interstitial 확산계수, Sji 결함 형태 j 가 interstitial을 흡수하는 정도. 이 모델에

서 고려하고 있는 결함 형태 j 는 전위 (dislocation), 입계면 (grain boundary)및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PDC 등이다. 이중 전위 및 입계면은 단지 점결함의 흡수

에만 관계가 있고, PDC는 점결함의 소스인 동시에 흡수하여 소멸 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파라메터 Pi 값은 기존의 displacement rate (dpa/s)에 비하여 감소

된 값이 사용되는데 MD 전산모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displacement 반응 직

후 10 ps 만에 부분의 점손상은 소멸되고 일부분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cascade efficiency를 고려한 Pi 값이 모델식에 응용된다.

PDC 성장, 발전의 기본 기구는 displacement cascade에 의하여 생성된 작은 

크기의 PDC 들과 점결함이 반응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이다. 동일 결함의 상호작

용에 의하여 PDC가 nucleation 가능하지만 조사에 의한 영향에 비하여 매우 미

약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interstitial 클러스터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클러스터

가 생성되는데 여기서는 최  4 개의 클러스터만 가정하였다. MD 전산모사에 의

하면 다양한 크기의 클러스터가 태동되지만 그 크기는 최  7을 넘지 않았다. 이

와 같이 PDC 모델의 기본 입력 자료를 MD 모사결과에서 상당수 인용할 수 있

다. vacancy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interstitial과 달리 세 히 묘사하지 않고 

displacement 직후 동일한 크기의 void 형태로 출발하여 소멸해 가는 과정으로 

가정하였다. 원자로 압력경계 부근의 중성자 조사환경과 온도 (300oC)에서 

vacancy 클러스터가 성장,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구체적인 수학 모델식은 

참고문헌 [3-2-29]에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 압력경계강의 조사취화에 있어 Cu 원자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미량

의 Cu를 포함하고 있는 압력경계강을 중성자 조사하여 미세구조를 측정한 결과 

작은 크기(2～6 nm)의 Cu 석출물이 고농도(1017～1018/cm3)로 분포하는 것이 측

정되었다[17]. 측정된 구리 석축물의 구조 및 안정성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조사 

환경 하에서 구리의 존재는 취화 또는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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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RP 형성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함에 있어 기본 가정은 CRP 핵형성 

(nucleation)은 조사조건 하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CRP 크기변화는 Cu 원자 

및 vacancy의 운동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3-2-32]. 그리고 계산 초기

부터 일정한 CRP 도를 식 (15)와 같이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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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기서 Cuo 모재에 포함된 초기 Cu 양, k Boltzmann 상수, T 온도 (K), Ep = 

0.35 eV, Co = 0.5～2.25x1023 /m3. Fe 모재 내에 분포하는 Cu 원자는 

vacancy 에 의하여 확산계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식 (16)과 간이 표현할 수 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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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여기서 DCu Cu 원자의 열확산계수, Cv
e 열적평형 상태에서의 vacancy 농도, Cv 

vacancy 농도. Cv는 식 (13), (14)의 점결함 kinetics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다. 

반지름 rp의 CRP는 구형태의 미세조직으로 가정할 때 (4Prp
3)/WCu개의 Cu 원자

를 함유한다. 여기서 WCu는 Cu 원자 부피이다. 확산에 의한 CRP 성장을 가정할 

때 CRP 크기는 식 (17)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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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의 괄호에 포함된 항은 모재에 존재하는 Cu 원자의 농도를 의미한다. 

Vacancy에 의한 Cu 원자의 확산 증가는 조사재료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

이다. 이상에서 나열한 방정식과 PDC 농도 방정식을 결합하여 수치해법 방법으

로 해를 구하였다. 미분방정식 해를 얻는데 FORTRAN 부프로그램 dlsode를 이

용하였다[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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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경화량 예측 모델

금속의 강도는 재료내 존재하는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의해서 증가

한다.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미세구조는 슬립면 위에 분포하여 전위의 이동을 방

해하여 결국 항복강도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를 설명한 가장 간단한 모델이 

Orowan 모델이다. 이 모델과 본 계산에서 산출된 PDC 및 CRP의 농도, 크기를 

이용하여 재료의 경화정도를 예측한다. Orowan 이론을 조사 미세구조에 적용할 

경우 극미세구조는 전위의 이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못하므로 계산 항복강도 

값이 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의 응용은 조사경화량을 정량적으

로 예측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조사에 의하여 생성, 발전된 미세구조는 shear stress를 Dt 만큼 변화시킨다.

λχ
µ

=τ∆
b

      (18)

여기서 m 모재의 shear modulus, b Burgers vector, 1/c 장애물 강도를 나타내

는 조절인자, l 장애물 간의 평균거리. 장애물 간의 평균거리 l는 장애물, 즉 미세

구조의 크기와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파라메터들은 위에서 기술한 PDC 및 

CRP 모델의 계산에서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재료에 힘을 가하는 경우, 먼저 전위

가 장애물을 만나 구부러짐 현상이 발생하고 더 큰 힘이 가해지면 결국에는 전위

가 장애물을 쓸고 지나간다. 여기서 장애물의 특성에 따라서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결정되는데, 이를 정량화한 파라메터가 식 (18)의 c이다. 장애물의 세기를 결정하

는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PDC의 1/c는 0.2, CRP의 1/c는 0.3으로 지

정했다[3-2-34]. shear stress를 단축 (uniaxial) 항복강도로 전환하는데, 

Taylor 상수 3을 사용했다. 그리고 PDC와 CRP에 의한 항복강도 변화량은 

superposition 원리를 적용하여 최종 계산하였다.

(3) 항복강도 변화 계산

상기 나열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각 종 kinetic 파라메터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관심 재료가 원자

로 압력용기강이므로 ferritic steel의 특성을 계산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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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파라메터값을 Table 3-2-16에 정리해 놓았다. displacement cascade와 관련

된 여러 변수, 예를 들어 cascade efficiency (h) 그리고 clustering fraction (f),

를 결정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이들 값은 조사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본 연

구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부근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SPECTER에서 계

산된 정보를 이용하였다. Table 3-2-16에 나열된 파라메터 값을 기준치로 삼아 

PDC 모델계산을 수행한다. 관심 있는 두 변수는 방사선 조사율(dose rate)과 Cu 

함유량을 선정하여, 조사 경화량을 계산해 본다.

Fig. 3-2-23에 두 경우의 조사율 즉, 5x10-11 및 1x10-7 dpa/s,에 하여 항복

강도의 변화를 계산해 보았다. 항복강도의 변화는 PDC 및 CRP, 두 미세구조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조사 초기에는 PDC보다 CRP에 의한 항복강도 증가

가 두드러지고 차차 고 선량에 이르면서 PDC 효과를 볼 수 있다. 계산결과는 동

일한 조사량인 경우 고선량률의 중성자 조사가 더 큰 항복강도 증가를 유도한다

고 말할 수 있다. Fig. 3-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량이 2x10-3 dpa를 지나

면서 선량률의 차이가 나타난다. Cu 함량에 따른 조사경화의 정도는 Fig. 

3-2-24에 나타나 있다. 조사경화 정도는 초기 Cu 양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초기 Cu 양에 관계없이 총조사량 0.1 dpa에 이르면서 항복강도 증가

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 현상은 식 (15)에 포함된 square root 항이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계산에 의하면, CRP 크기보다는 그 도가 항복강도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는 Fisher가 제시한 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그는 CRP에 의한 

ferritic steel의 경화는 초기 Cu 함량의 square root에 비례한다는 실험적 사실

과 일치한다[3-2-35, 36].

본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항복강도와 실제 측정치와의 비교를 위하여, 프랑스 

PWR 감시시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중성자 조사 RPV steel

의 인장시험 및 파괴시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원자로 압력경계 조사조건

을 적절히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사용 시편은 forged 16MND5 로서, 우리 관

심재료인 ASME SA508 cl.3와 유사한 조성을 갖고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

터 조사량 및 Cu 함유량을 구분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조사온

도 286oC, 시험온도 300oC에 해당하는 RPV steel의 측정 항복강도를 Fig. 3-2-25

에 정리하였다[3-2-37]. 유사한 조사량에서도 상당한 scatter를 갖고 있는 값을 확

인할 수 있다. 편의상 데이터를 Cu 함량(0.06 w/o 기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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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기 설명한 PDC 모델을 이용하여 프랑스 PWR 감시시편의 측정 항복

강도를 계산해 보았다. 관심 있는 두 변수는 초기 Cu 함량과 조사율(dpa/s)이다. 

Fig. 3-2-26에 계산치와 실측 항복강도 값을 함께 표시해 놓았는데, 중앙의 각

선에 가까울수록 서로 일치하는 경향을 띤다. 일반적으로 계산된 항복강도 값이 

실측에 비하여 조금씩 크게 나타난다. Fig. 3-2-26에 표시된 3 개의 데이터(즉, 

조사 전후의 항복강도 변화 없음)를 제외하고는 계산에 사용된 kinetic 및 재료상

수의 설정에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계산치와 실측치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보

여준다.

사. 결론

본 보고서에 포함된 조사손상 전산모사 연구는 전산 재료과학 분야의 일부분으

로서 본 과제에서 국내 처음으로 수행된 분야이다.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의 특

성에서부터 거시적인 재료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중 원자로 및 내부 

구조물은 중성자 조사를 항상 받게 되는데 그 결과 재료의 물성변화는 발전소 수

명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미래형 원자로에 사용될 재료의 조사특성을 평가함으로

써 여러 원자력 분야에 응용 가능한 분야이다. 1 단계에서 수행된 내용은 

multiscale model 구축을 위한 기반작업으로 중성자 조사특성 규명, 분자동력학 

이용 초기손상 평가라 하겠다.

조사손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성자는 보고서에서 다룬 displacement 연쇄반응

이외 핵변환이라는 반응을 통하여 다른 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성자 스펙트럼 입수가 선결조건이다. 즉 중성자 스펙트럼이 모

든 전산모사 계산의 기본 자료로서 타 분야(원자로 물리)의 결과를 많이 이용했

다. 중성자 조사 특성 평가용 SPECTER 코드에 한 사용법을 본 보고서에 포함

했으며 그 결과를 소개했다. 분자동력학 코드에 필요한 PKA 스펙트럼이외에 중

요한 결과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핵변환 반응에 의한 가스원자(수소, 헬륨)

의 생성은 재료의 열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PECTER 출력자료는 중

성자 조사시 재료에서 발생하는 손상인자를 계산함으로써 조사손상 전산모사 연

구의 가장 기본이다. 중성자 이외 이온 또는 고에너지 입자도 재료의 초기손상에 

기여하지만 원자력 환경에서는 중성자가 가장 주요한 소스라 할 수 있으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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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특성에 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조사에 의한 초기손상(20 ps이내)은 재료의 미세구조 형성, 발전에 기원을 제공

한다. 부분 점손상 형태로 존재하며 비교적 이동이 용이하다. 이러한 점손상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여 재료 특성변화를 예측하는데 기반을 마련한다. 분자 동력학

은 그 응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displacement 연쇄반응은 

방사선 조사조건을 모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조사입자의 종류는 무관

하다. 입자조사와 구성원자의 충돌에 의하여 최초로 생성된 구성원자의 에너지가 

분자동력학 계산의 기본 입력인자이다. 초기손상 모사를 위한 전산코드는 여러 가

지가 있다. MOLDY 이외에 DYMOKA, MDCASK, XMD 등의 코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MOLDY 코드를 사용했다. bcc 단일재료에만 적용 가능한 단점이 있

지만 결과처리가 용이하게 코우딩 되어있다. 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음 단

계에서는 fcc 그리고 이원계 합금의 초기손상 전산모사를 위하여 여러 코드의 입

수 및 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든 작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종 원소

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에너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포텐셜의 개발이다. 포텐셜 

개발은 본 연구에서 직적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에 믿을만한 포텐셜을 

입수하여 각종 코드 개발이나 계산에 응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분자동력학 계산 결과를 본 연구에서 두 가지로 응용하였다. 먼저 Fe-Cu 합금

의 미세구조를 예측하는 MMC 코드의 입력인자로 사용되었다. 조사 결과 생성된 

점손상이 Cu-vacancy 복합체 형성에 어떻게 간여하는지를 계산을 통하여 규명

했다. vacancy 클러스터 주변에 Cu 원자들이 모여 극미세구조를 형성한다는 것

은 양전자 수명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실험결과와도 유사한 내용이다. 그리고 점손

상의 정량화를 통하여 cascade efficiency, 클러스터 생성률 등의 인자가 6절에

서 설명한 PDC 모델계산의 주요 입력 자료로 이용되었다. 모델 계산에 필요한 

입력인자는 분자동력학 결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 특성 파라메터가 필요한

데 이를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재료 내에서 점손상의 이동 에너지, 형

성 에너지 등의 값은 계산결과에 지접 영향을 주기에 문헌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원자로 압력용기강(ferritic steel)의 조사경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그 기본 데이터를 분자 동력학 계산으로부터 생산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형성했다. 조사손상 전산모사는 실험과 상호보완을 통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전산모사 분야와 아울러 조사손상 미세구조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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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2 단계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kinetic 몬테카

를로법, 전위 동력학의 기술은 실험과 지접 비교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그 실

용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손상 전산모사 multiscale 모델의 구축은 조사

재료의 특성을 기본적인 물리현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측함으로써 현 가동원전 

및 미래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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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2. Displacement damage output from SPECTER (YoungGwang 

RPV neutron flux input in Fig. 3-2-12)

IRON - 1326       

1

    IRON - 1326       

0   SPECTRAL AVG. DISP SIGMAS, EDL =  0.40000E-04 MEV     TOTAL FLUENCE =  6.58297E+12 +/-   0.00 %   [1]

     DPA = 1.8293E-09  HELIUM(APPM) = 7.0631E-10  HYDROGEN(APPM) = 1.0069E-08                         [2]

       ELASTIC  INELST    (N,2N)    (N,2N)P    (N,2N)SUM   CH1         CH2         SUM  [3]

    1.9335E+02 8.0640E+01 4.1188E-02 1.6975E-01 2.1092E-01 1.0572E+00 1.4030E-01 2.7540E+02  BARNS  [4]

    1.9335E+01 8.0640E+00 4.1188E-03 1.6975E-02 2.1092E-02 1.0572E-01 1.4030E-02 2.7540E+01  KEV-BARNS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7.2399E+00 1.7324E-01 3.0913E-05 1.1859E-04            1.5295E-03 1.0729E-04 7.4149E+00  NUCLEAR - BARN  [5]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CAPTURE GAMMA DAMAGE = 2.4866E-01 KEV-B +/-   0.00%  CS = 5.8367E-01 BARNS,  TGAM = 395.0 EV   [6]

     TOTAL DPA CROSS-SECTION = 2.7789E+01 KEV-B; OR 2.7789E+02 BARN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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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3.   MOLDY input file

Sample data to start 4.09 keV pka at 563K in 128,000 atoms [1]

Part 5, from 4001 to 5000 steps [2]

2.8665 [3]

0 [4]

58411  1 3 5  4090.0 [5]

3.4     1.2371147   -0.3592185 [6]

-0.0385607  3.569745  1.828905  1.8 [7]

7.44133141578E+03  4.48180918668 [8]

55.847   55.847 [9]

0.100000E-13     1.0D6 [10]

0 0 0  1  0 [11]

563.0   0.0 [12]

1.0 [13]

40.0  0.0   0.0 [14]

0.0  40.0   0.0 [15]

0.0   0.0  40.0 [16]

5 999 10  4000  11 12 0 [17]

100000.0  30.0 [18]

0 [19]

5.0D-15  1.0D-17   4.01D-17  5.0D-12 [20]

0 [21]

1 [22]

1 [23]

20.0  20.0  20.0    4 [24]

20.0 -20.0  20.0    4 [25]

20.0  20.0 -20.0    3 [26]

20.0 -20.0 -20.0    3 [27]

-20.0  20.0  20.0   4 [28]

-20.0 -20.0  20.0   4 [29]

-20.0  20.0 -20.0   3 [30]

-20.0 -20.0 -20.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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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4.   MOLDY output file

<1>

     molecular dynamics with p-r lagrangian

     ======================================

     Sample data to start 4.09 keV pka at 563K in 128,000 atoms

     Part 1, from 1 to 1000 steps                                            

     number of particles              128000

     pka no :   58411  direction :   1  3  5  energy :   4090.000  ev

     iequil =   0

 finnis-sinclair parameters :

  c =   3.40000000E+00   c0 =   1.23711470E+00  c1 =  -3.59218500E-01

 c2 =    -3.856070E-02    d =     3.569745E+00   a =     1.828905E+00

 beta =   1.800000E+00

 abm =    7.441331E+03  bbm =     4.481809E+00 :  born - mayer  

 universal potential and exponential fit used

 for            r <   0.3050  universal potential

 for   0.3050 < r <   0.6200  exp fitting potential

 for   0.6200 < r < 0.82*alat, b-m potential

 lattice parameter  alatt = 2.8665 angstroms

 mass =  55.847  bmass =   0.558470D+02

 energy cutoff for alternative boundary condition :

 atom crosses block face with ke>    1.000000D+06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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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 =    0  npr =    0  nsc =    0

 lsteps =    1  lscale =    0

     required temperature             563.00 k

     pressure                           0.00 kbar

 link-cells/edge=   28,  link-cell-length= 4.0950E+00

     initial box-vectors (metres) :

     a:         1.14660E-08    0.00000E+00    0.00000E+00 m

     b:         0.00000E+00    1.14660E-08    0.00000E+00 m

     c:         0.00000E+00    0.00000E+00    1.14660E-08 m

     vol:       1.50743E-24 m**3     (=    7.092578 cc/mole)

     <<  control parameters  >>

     input                             1

     nsteps                          999

     nprint                           10

     nscale                         4000

     tdiff                           1.0

     nin                              11

     nout                             12

     ntape                             0

     ndef                           3000

     mass                              55.85 a.u.

     bmass                             55.85 a.u.

 energy/atom of perfect bcc lattice =  -0.42799991E+01  ev

     job time                      100000.00 seconds

     tmax                              30.00 seconds

     iquen =    0  so no quenching

 maximum allowed timestep, dtmax           = 5.000000E-15

 minimum allowed timestep, dtmin           = 1.000000E-17

 maximum allowed ke change per atom, demax = 4.010000E-17

 maximum allowed displacement, dxmax       = 5.000000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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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for atomtv selected. units in alats

 box corners to be included

     20.00000    20.00000    20.00000  4

     20.00000   -20.00000    20.00000  4

     20.00000    20.00000   -20.00000  3

     20.00000   -20.00000   -20.00000  3

    -20.00000    20.00000    20.00000  4

    -20.00000   -20.00000    20.00000  4

    -20.00000    20.00000   -20.00000  3

    -20.00000   -20.00000   -20.00000  3

 

 nviprt .ne. 1 so no v & i indicies printed

 

>>  bcclat entered

>>  return from bcclat

 initial timestep: deltat  =    0.362607D-14 seconds

     start production

     momentum conservation applied

     <<  pka energy in ev :      4089.26154  >>

     entered molecular dynamics loop

     ==========================================

     cpu-time used               0.0000 seconds

<2>

 running averages at step no.    20

 averaged over     20 steps

 pe:  -4.058936E+05     ape:  -4.058980E+05 +/-   1.7610E+00 j/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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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   1.004150E+04     ake:   1.004591E+04 +/-   1.7670E+00 j/mole

 te:  -3.958521E+05     ate:  -3.958521E+05 +/-   0.0000E+00 j/mole

  t:   805.1109          at:   805.4643     +/-   0.1417 k

  h:  -3.958521E+05      ah:  -3.958521E+05 +/-   0.0000E+00 j/mole

 th:  -3.958248E+05     ath:  -3.958248E+05 +/-   9.5683E-03 j/mole

 vol:   7.125680E-06   avol:   7.125664E-06 +/-   9.6332E-12 m**3/mole

 cp:        1.2547E+01 j/mole/k

 kappa(s)   1.9446E-21 m**2/n

 alpha(p)  -7.5694E-02 /k

 f2:        1.5445E-01 +/-   1.8460E-01 (j/m)**2

 md-box vectors:

 i=  1   mean value:                 1.14838E-08   -1.31109E-11    1.93164E-12 m

         instantaneous value:        1.14838E-08   -1.31113E-11    1.93175E-12 m

 i=  2   mean value:                 1.14681E-11    1.14837E-08   -5.77343E-12 m

         instantaneous value:        1.14688E-11    1.14837E-08   -5.77354E-12 m

 i=  3   mean value:                -1.97143E-12    3.90334E-12    1.14840E-08 m

         instantaneous value:       -1.97150E-12    3.90365E-12    1.14840E-08 m

     lattice energy =   -538430.86841  ev

at step     20  number of vacs and ints=         1         1

 coordinates and time derivatives dumped at step no:    20

<3>

 vacancy & interstitial coords with index

  for the final timestep. (in alats)

 

 vacancies

       68649     1.00253    -2.01026   -16.02744

       68647     1.00271    -2.01061   -17.02923

       58411    -2.01113   -10.02056   -15.02211

       65052     0.49681    -6.51710   -14.52256

       65050     0.49698    -6.51745   -15.52435

       49212    -4.51009    -4.50779   -14.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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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12     3.50420    -4.51704   -14.52306

       68571     1.00134    -3.01168   -15.02514

       65292     0.49985    -3.51181   -14.52408

       68492     1.50164    -3.51296   -14.52391

       68490     1.50181    -3.51331   -15.52570

       59050    -1.50151    -1.50632   -15.52722

         ：          ：            ：            ：

 interstitials

       29710   -10.69291    -8.65675    -5.28200

       29945   -11.58159    -5.94950    -8.11263

       32901   -10.33412    -8.91426   -10.02358

       32984    -9.86050    -7.46760    -8.28637

       32986    -9.61258    -7.79790    -7.49396

       32988    -9.87621    -7.77207    -6.32525

       32989   -10.21812    -8.34369    -5.74586

       33144    -9.42982    -5.19123    -8.64812

       33145   -10.77060    -5.99270    -7.80093

       36020    -8.44601    -9.88186   -10.54627

       36100    -8.53322    -8.32562   -10.79437

<4>

******** summary output ********

 step  cumul-time  run-time   vac   int  pot-eng  knt-eng  ttl-eng.  temp  at.vol

   10  4.9767E-16  4.98E-16     0     0   9401.98  13327.42  22729.40  805.5  1.0047

   20  9.9555E-16  9.96E-16     1     1   9409.01  13320.38  22729.39  805.1  1.0047

   30  1.4940E-15  1.49E-15     1     1   9431.71  13297.67  22729.38  803.7  1.0047

   40  1.9923E-15  1.99E-15     1     1   9440.99  13288.36  22729.35  803.2  1.0047

   50  2.4885E-15  2.49E-15     1     1   9419.09  13310.25  22729.34  804.5  1.0047

   60  2.9835E-15  2.98E-15     1     1   9423.02  13306.30  22729.32  804.3  1.0047

   70  3.4809E-15  3.48E-15     1     1   9498.03  13231.29  22729.32  799.7  1.0047

   80  3.9911E-15  3.99E-15     1     1   9564.65  13164.62  22729.27  795.7  1.0047

   90  4.5137E-15  4.51E-15     1     1   9446.64  13282.64  22729.28  802.8  1.0047

  100  5.0368E-15  5.04E-15     1     1   9417.21  13312.05  22729.26  804.6  1.0047

   ：       ：           ：         ：

  900  1.0846E-13  1.08E-13   394   394  11132.16  11589.16  22721.32  700.5  1.0052

  910  1.1140E-13  1.11E-13   426   426  11195.31  11525.89  22721.20  696.6  1.0052

  920  1.1420E-13  1.14E-13   442   442  11239.16  11481.93  22721.09  694.0  1.0052

  930  1.1705E-13  1.17E-13   467   467  11283.65  11437.33  22720.98  691.3  1.0052

  940  1.2003E-13  1.20E-13   491   491  11314.97  11405.90  22720.87  689.4  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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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1.2302E-13  1.23E-13   523   523  11357.12  11363.64  22720.76  686.8  1.0053

  960  1.2640E-13  1.26E-13   559   559  11401.48  11319.13  22720.61  684.2  1.0053

  970  1.2956E-13  1.30E-13   588   588  11439.70  11280.77  22720.47  681.8  1.0053

  980  1.3287E-13  1.33E-13   624   624  11492.19  11228.14  22720.33  678.7  1.0053

  990  1.3661E-13  1.37E-13   655   655  11534.96  11185.22  22720.18  676.1  1.0053

 1000  1.4044E-13  1.40E-13   688   688  11588.43  11131.60  22720.03  672.8  1.0053

          Sample data to start 4.09 keV pka at 563K in 128,000 atoms              

          Part 1, from 1 to 1000 steps                                            

              128000 atoms

<5>

  ******************************

  *    atomtv formated data    *

  ******************************

          44  0  "  3.363E-14"

  20.00000  20.00000  20.00000  3  3

  20.00000 -20.00000  20.00000  3  3

  20.00000  20.00000 -20.00000  3  3

  20.00000 -20.00000 -20.00000  3  3

 -20.00000  20.00000  20.00000  3  3

 -20.00000 -20.00000  20.00000  3  3

 -20.00000  20.00000 -20.00000  3  3

 -20.00000 -20.00000 -20.00000  3  3

  -2.01066 -10.01876 -15.01957  1  1

  -1.00940 -10.01922 -13.01616  1  1

  -1.50962  -9.51802 -13.51731  1  1

  -1.50778  -7.51450 -12.51670  1  1

  -1.50896  -8.51575 -11.51458  1  1

  -1.50879  -8.51609 -12.51620  1  1

  -0.50517  -6.51405 -12.51703  1  1

   0.49643  -6.51520 -12.51687  1  1

  -0.50417  -5.51246 -12.51754  1  1

  -1.00355  -4.00933 -12.01757  1  1

  -0.00731  -9.01775 -10.01164  1  1

  -1.00874  -9.01695 -11.01343  1  1

  -3.01112  -8.01272 -10.01266  1  1

  -4.01272  -8.01157 -10.0128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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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73  -8.51426 -10.51313  1  1

  -0.50753  -8.51655 -10.51279  1  1

  -0.00749  -9.01741  -9.01003  1  1

  -4.51311  -7.51003  -9.51235  1  1

   0.49273  -9.51860  -8.50888  1  1

  -5.01256  -7.19469  -9.68435  2  2

  -4.74424  -8.41535 -10.20537  2  2

  -2.36798  -8.81454 -10.16573  2  2

  -2.84766  -7.98506  -9.64491  2  2

  -1.19746  -2.83663 -12.60747  2  2

  -1.38269 -10.02059 -13.23350  2  2

  -4.87727  -7.21593  -8.32592  2  2

  -1.98984  -7.35544 -12.49275  2  2

  -0.73736 -10.32147 -12.72588  2  2

  -0.95935  -9.35993 -11.06472  2  2

  -0.04125  -7.60376 -10.34870  2  2

   0.38118  -6.47960 -12.82366  2  2

  -1.08082  -3.92582 -11.59455  2  2

   0.79210  -9.27760  -8.31241  2  2

   0.57426  -9.12683 -10.22757  2  2

   0.00550  -8.71229  -8.74800  2  2

   1.09018  -6.66941 -12.3404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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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5.  Parameters used to define interatomic potential for Fe, Cu 

and Fe-Cu. For the Fe-Cu alloy, the unit of all the parameters marked by 

superscript * is Angstrom. The lattice constants ao for Fe and Cu are 

2.8665 and 3.615 A, respectively.

Units Fe-Fe Cu-Cu Fe-Cu
a1 -36.559853 29.059214 0.855556*
a2 62.416005 -140.05681 -1.208212*
a3 -13.155649 130.07331 0.483162*
a4 -2.721376 -17.48135 0.925402*
a5 8.761986 31.82546 2.592094*
a6 100 71.58749 5*
r1 1.18 1.2247449 3.2*
r2 1.15 1.1547054 3*
r3 1.08 1.1180065 2.95*
r4 0.99 1 2.85*
r5 0.93 0.8660254 2.5*
r6 0.866025 0.7071068 2.475*
A1 72.868366 9.806694
A2 -100.944815 16.774638
R1 1.3 1.2247449
R2 1.2 1

eV / ao
3

ao

eV2 / ao
3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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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6. Kinetic and material parameters for ferritic steels.

Parameter Value
Vacancy migration energy (Ev

m) 1.25 eV

Vacacny formation energy (Ev
f) 1.55 eV

Vacancy pre-exponential factor (Dov) 0.5 cm2/s
Effective grain diameter (dg) 0.001 cm 

Interstitial migration energy (Ei
m) 0.25 eV

Interstitial pre-exponential factor (Doi) 0.05 cm2/s
Dislocation density (ρdis) 1x1011 /cm2

Dislocation interstitial bias (zi
dis) 1.25

Dislocation vacancy bias (zv
dis) 1

Lattice constant of Fe (aL) 2.87x10-8 cm

Cascade efficiency (η) 0.1
Vacancy clustering fraction (fvcl) 0.3

Insterstitial clustering fraction (ficl
2:ficl

3:ficl
4) 0.15 : 0.1 : 0.05

Interstitial cluster binding energy (E2
B:E3

B:E4
B) 0.5 : 0.75 : 1.25 eV

Initial number of vacancies per cluster (nv) 5

Surface free energy (γ) 2.947-(4.5x10-4) x T[oC]  J/m2

Copper migration energy (ECu
m) 2.7 eV

Copper pre-exponential factor (Do
Cu) 300 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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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on tensile stress-strain curves 

for mild steels at the ambient temperature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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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Neutron spectra for the PWR (YoungGwang) reactor pressure 

vessel inner wall and the experimental fusion reactor (ITER) first wall.

Fig. 3-2-13. Displacement cross sections for nickel as a function of neutron 

energy. The contributions are shown from elastic scattering (n), inelastic 

scattering (n'), proton emission (p), alpha emission (α), and multiple neutron 

emission (2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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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Primary knock-on atom (PKA) energy spectra for iron (input 

neutron spectra from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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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Time dependence of the number of surviving interstitials as 

a function of initial PKA direction. [abc] represents the direction of a 

PKA in α-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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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Distribution of residual point defects in cascades: (a) vacancy 

and (b) interstitial. The data is averaged over three MD simulations for 

α-iron at 5.3 keV PKA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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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Vacancy-type defect configuration from a 3 keV cascade 

simulation in α-iron at 300oC. The block size is 20x20x20. One large 

vacancy cluster is created in the upper part of th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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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copper atoms and vacancies at 

the end of the MMC simulations (a) no residual defects; (b) residual 

defects included. Each block size is 30x30x30, and the Cu contents are 

0.1 w/o. Open circles represent the vacancies and the filled ones the Cu 

atom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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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Atomic arrangement of the vacancies and copper atoms at 

the end of the MMC simulations (a) no residual defects; (b) residual 

defects included. Copper contents are 1.0 w/o. Note that the Cu-vacancy 

complexes in (b) are marked with arrows.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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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Schematic illustration of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which 

describes the atomic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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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Cu-Cu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obtained at the end of the 

MMC simulations starting from the random Cu distribution in the F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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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Predicted yield strength changes as function radiation dose 

at two different dose rates for irradiation temperature of 288oC and Cu 

contents of 0.06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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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Dose dependence of yield strength changes for copper 

contents of 0.03, 0.06, and 0.1 w/o at a dose rate of 1 x 10-9 dpa/s and 

T = 28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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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Dose dependence of yield strength increase in RPV steels - 

neutron irradiated at 286oC and tested at 3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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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 the diagonal dotted-line is provided as a guide to the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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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nodes PC cluster 구축

조사손상 전산모사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의 일환으로 8 nodes PC cluster

를 구축하였다. MOLDY와 같은 분자동력학 코드는 단원자 금속을 취급하는 간단

한 프로그램으로 일반 PC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나, 앞으로 이원자로 구성된 시스

템에서 분자동력학 계산을 하려면 일반 PC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전위동력학에의

한 조사경화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형 컴퓨터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최근 

PC의 성능이 발달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게 되어 병렬처리에 의한 PC 

cluster에 의한 처리가 일반화되고 있다. 마땅히 모사할 수 있는 software를 확보

하지 못하여 시도조차 못하고, software를 개발하려고 하여도 적합한 hardware

의 구축에 관하여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 빠른 시일 안으로 

전산모사연구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의 여건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Fig. 

3-2-27과 같이 8 node PC cluster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 Cluster 소개

클러스터는 병렬 컴퓨터의 일종으로 1994년경 NASA의 Goddard Space Flight 

Center에서 여러 의 486 PC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제작한 Beowulf 클러스터

로 시작되었다.

클러스터의 방식에는 SMP(symmetric multiprocessing),  MPP(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NUMA(non-uniform memory access) 등이 있다. SMP

는 다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MPP는 다수의 프로

세서가 각각 독립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며, NUMA는 다수의 프로세서

의 지역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단일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제를 협동적으

로 처리하도록 병렬화 시킨 것을 통칭하여 '클러스터'라고 부른다. 클러스터는 그 

활용 목적에 따라 고계산용 클러스터(HPC), 부하분산 클러스터(LVS), 고가용성 

클러스터(HA)의 3가지로 별 할 수 있는데, 현재 구축한 cluster는 SMP방식의 

HPC이다.



- 109 -

나. H/W 구성

전체 8 node, 1 Monitor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node 사양은 Table 

3-2-17과 같다. Monitoring PC는 Table 3-2-18과 같다. HUB는 24 Port 

Copper Gigabit Switch GS524이고 16 Port KVM Switch, Cabinet Rack, LCD 

Monitor, Keyboard, Mouse로 구성되어 있다. 8 node로서 node당 2 CPU를 채

택한 것은 예산상의 한계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 분자동력학 모사에서 활용한 최

소한의 규모를 참조하였으며 MDCASK의 활용에서 병렬처리를 위한 최소의 규모

를 고려하였다. CPU는 Intel Xeon 3.06 Ghz를 채택하였다. Pentium 계열도 있

지만 이전의 경험이 없는 관계로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Intel Xeon을 사용하

기로 하였다. 환경통신에서 광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경제성면에서 어

려운 관계로 INTEL 83540EM LANCARD를 사용하여 10/100/1000 Mbps로 

HUB를 통하여 master와 slave간 통신되도록 하였다. 

다. S/W 설치

Linux 환경의 Beowulf 형 PC cluster로 환경을 구축하였다.

(1) O/S 

Redhat 9.0으로 다음과 같이 환경을 구축하였다.

cp -a /mnt/cdrom $HOME/redhat

linux askmethod->nfs

rsh->

       /etc/hosts 192.168.0.1 node0

       /etc/hosts.equiv node0

       /etc/pam.d/rlogin auth  sufficient  pam_rhosts_auth.so

                   auth  sufficient  pam_securetty.so

       /etc/securetty 

                      rsh

                      rlogin

       /etc/xinetd.d/r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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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xinetd.d/rsh 

       ~.rhosts

              node0 sin

ssh->

       ssh-keyscan -t rsa node0,192,168.0.1 >> /etc/ssh/ssh_known_hosts

       /etc/ssh/ssh_config->HostbasedAuthentication yes

       /etc/ssh/sshd_config->HostbasedAuthentication yes->sshd restart

       /etc/ssh/shosts.equiv

       ~.ssh/.shosts

scp->

       scp tgz root@bozo:/tmp

       #!/bin/sh

       for CITY in node1 node2

       do

       scp tgz root@$CITY:/tmp

       echo $CITY " is copied"

       done

/etc/rsyncd.conf->

       use chroot = no

       max connections = 10

       imeout 600

        MODULE OPTIONS

       [ root]

             comment = root

             path = //

             uid = root

             gid = root

             read only = no

       [home]

             comment =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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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 /home/

             uid = sin

             gid = sin

             read only = no

시간동기화

       vi /etc/ntp.conf

             server ntp.ewha.net

             server gps.bora.net

             server ntp1.cs.pusan.ac.kr

             server ntp.ewha.net

             server time.bora.net

             server time.nuri.net

             server ntp1.gngidc.net

             server ntp2.gngidc.net

             server time.kriss.re.kr

       /etc/rc.d/init.d/ntpd start

       확인: ntpq -p 

(2) Compiler - PGI Fortran

개의 조사손상 전산모사용 코드가 FORTRAN을 이용하고 있고, KIST나 

KISTI의 슈퍼컴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PGI compiler를 다음과 같이 설치 하

였다.

path -> /usr/pgi/linux86/5.2

pgi->

       ./install

       export PGI=/usr/pgi

       export PATH=/usr/pgi/linux86/5.2/bin:$PATH

       export MANPATH=/usr/pgi/linux86/man:$MANPATH

       export LM_LICENSE_FILE=/usr/pgi/license.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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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r/pgi/linux86/5.2/bin/lmgrd.rc start

       cp /usr/pgi/linux86/5.2/bin/lmgrd.rc /etc/rc.d/init.d/

       chkconfig --add lmgrd.rc

(3) Message Passing Interface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병렬처리를 위한 라이버러리로 MPI(Message Passing 

Interface)와 PVM(Parallel Virtual Machine)가 있으나, LAM-MPI와 MPI를 설

치하였다.

LAM-> /usr/local/lam/7.0.6/gnu

     /usr/local/lam/7.0.6/pgi

lam->

      gnu:

           . / c o n f i g u r e - - p r e f i x = / u s r / l o c a l / l a m / 7 . 0 . 6 / g n u 

--with-rsh=/usr/bin/ssh

           make

           make install

           export LAMHOME=/usr/local/lam/7.0.6/gnu/

           export PATH=/usr/local/lam/7.0.6/gnu/bin:$PATH

           export MANPATH=$MANPATH:/usr/local/lam/7.0.6/gnu/man

       pgi:

           export CC=pgcc

           export CXX=pgCC

           export FC=pgf77

           export F90=pgf90 

           ./configure --prefix=/usr/local/lam/7.0.6/pgi --with-rsh=/usr/bin/ssh

           make

           make install

           export LAMHOME=/usr/local/lam/7.0.6/pgi/

           export PATH=/usr/local/lam/7.0.6/pgi/bin:${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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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MANPATH=${MANPATH}:/usr/local/lam/7.0.6/pgi/man

       lamhosts

           node0 cpu=2

       lamboot -v -b lamhosts

       lamnodes

MPICH->/usr/local/mpich/1.2.5.2/gnu

      /usr/local/mpich/1.2.5.2/pgi

mpich->

       gnu:

            ./configure--device=ch_p4--arch=LINUX--prefix=/usr/local/mpich  

 /1.2.5.2/gnu

             make

             make install 

       pgi:

             export CC=pgcc

             export CXX=pgCC

             export FC=pgf77

             export F90=pgf90 

             ./configure--device=ch_p4--arch=LINUX--prefix=/usr/local/mpich 

/1.2.5.2/pgi

             make

             make install 

server는 특별한 option을 가하지 않는 한 default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 실행 

방지를 위해 제외시킨다.

만약 server(node0)를 포함해서 node1, node2, node3를 사용하고 싶으면, 

vi /usr/local/mpich/1.2.5.2/gnu/share/machines.LINUX

n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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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2

node3

선택된 노드들 에서만 실행하는 경우

mpirun -np 2 -machinefile nodefile -nolocal {full path}/cpi 

(4) Monitering, Batch - Opensce

Monitoring PC에서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Opensce(Open Scalable 

Cluster Environment)의 SCMS와 SQMS를 설치하였다.

path->/usr/sbin

/etc/rc.d/init.d/rms

/etc/rc.d/init.d/sqms

opensce->

   Head Node libhal -> scebase -> scms -> scmsweb. 

   other nodes libhal -> scebase -> scms.

   rpm -ivh python-pil-1.1.1-3.i386.rpm python-pmw-0.8.5-3.noarch.rpm ₩

          rrdtool-1.0.39-1.7.2.i386.rpm rrdtool-devel-1.0.39-1.7.2.i386.rpm ₩

          py-rrdtool-0.1-1.i386.rpm

   rpm -ivh libprg-1.6-8.i386.rpm, libprg-devel-1.6-8.i386.rpm ₩

libhal-2.2-3.i386.rpm, libhal-devel-2.2-3.i386.rpm

   rpm -ivh scms-2.2-4.8.x.i386.rpm, scms-gui-2.2-4.8.x.i386.rpm, 

scms-devel-  2.2-4.8.x.i386.rpm

   /etc/sce/sce.conf 

          /usr/sbin/cms_initconf -f -hnode0,node1,node2

   pdist -a --sut-forceall /etc/sce/sce.conf /etc/sce

   pexec -a --sut-forceall rpm -ivh scmsweb-2.0-2.noarch.rpm ₩

   rpm -ivh ksix-2.1-5.i386.rpm amata-2.1-5.i386.rpm, 

amata-gui-2.1-5.i386.rpm ₩

   rpm -ivhsqms-1.6-7.i386.rpm sqportal-1.1-4.i386.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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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sce/sce.conf

            [hostlist] 

            0=node0.localdomain 

            1=node1.localdomain 

            host_num=2 

            [scmsweb] 

            change clustername to name of cluster 

   service rms start

   scmsweb-cs

   test installation 

             sce_host

             scmsweb-cs

             http://192.168.0.1/scmsweb

   pdist -e -r/usr/local/lam /usr/local/

sqms

   /etc/rc.d/init.d/sqms start 

   /etc/sce/sqms_hostlist

   /etc/sce/sce.conf

   [jobtype]

           #globus //모두주석처리

   [jobmon]

           scheduler=sqms

   [sqms]

           mpirun_path = /usr/local/lam/7.0.6/gnu/bin/mpirun

   lam/mpi일경우만

   vi /usr/share/sqms/launcher/mpi_wraper

         set -x 맨윗출에 추가(sqstat에 job이 안나타날 경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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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ich_cmd -nolocal -machinefile $machinefile -np $np $* &

         $mpich_cmd -np $np $* &

   Start LAM/MPI using lamboot. Restart SQMS.

   pdist -e -r /etc/sce/sce.conf /etc/sce

   pexec /etc/rc.d/init.d/rms restart

   pexec /etc/rc.d/init.d/sqms restart

   sqsub -p mpi -n 3 -o /your/output/file -e /your/error/file 

/your/program //-o -e 옵션주지 않으면 job번호의 out, err생김

   sqstat -a

   sqdel jobID 

(5) Benchmark 

완성된 클러스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Netpipe, Linpack, hpl를 설치하였

다.

라. Network 구성

각 node 와는 1Gb LAN으로 연결 되어 있고 외부와는 Master Node에 

100Mb로 연결되어 있다. 즉 master와 monitoring PC사이는 연구소 공용 

network를 통하여 연결괴도록 하였다.  Network Setting 관련 linux System 

file은 다음과 같다.

-network : /etc/sysconfig, host name과 기본 gateway를설정

  -ifcfg-eth0 : /etc/sysconfig/network-script, Eth0의 IP 및 기타 기본적인 설

정

  -resolve.conf : /etc/, name server의 설정

  -modules.conf : etc/, system전체의 module 정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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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Benchmark

(1) Network - message send & receive test

NetPIPE는 두개의 node 사이에서 packet의 size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latency와 bandwidth를 측정할 수 있다. MPI를 이용한 네트웍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lam-7.0.6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TCP성능의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기

본적으로 NetPIPE의 퍼포먼스 측정은 양방향 ping-pong 테스트이고, TCP 성능 

벤치마킹에서는 한쪽에선 receiver 가 되고 다른 한쪽에선 sender로 실행시켜 주

게 된다. TCP 성능의 벤치마킹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MPICC = /usr/local/lam/7.0.6/gnu/bin/mpicc 

make tcp

./NPtcp -r &

 rsh node01

 ./NPtcp -t -h master 

Send and receive buffers are 512000 and 512000 bytes

(A bug in Linux doubles the requested buffer sizes)

Now starting the main loop 

  0:      1 bytes   500 times --> 0.10 Mbps in 78.87 usec 

  1:      2 bytes  1267 times --> 0.19 Mbps in 78.89 usec

  2:      3 bytes  1267 times --> 0.29 Mbps in 78.84 usec 

  3:      4 bytes   845 times --> 0.39 Mbps in 79.14 usec

  4:      6 bytes   947 times --> 0.58 Mbps in 79.00 usec

………………………………

123: 8388611 bytes    3 times --> 505.81 Mbps in 126529.34 usec

즉, 결과를 정리하면 8.3 Nbytes의 데이터를 3번 보낸 결과 126,529 ㎲ 걸렸으

며 속도는 506 Mbps이었다.

MPI의 성능에 한 벤치마킹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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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mpi 

mpirun -O -np 2 ./Npmpi

0: master

1: node01

0:          1 bytes   500 times --> 0.09 Mbps in 81.29 usec

1:          2 bytes  1230 times --> 0.19 Mbps in 81.40 usec

2:          3 bytes  1228 times --> 0.28 Mbps in 81.38 usec

3:          4 bytes   819 times --> 0.38 Mbps in 81.16 usec

………………………………

123:  8388611 bytes     3 times --> 504.27 Mbps in 126917.33 usec

수행결과, 8.3 Mbytes에서 속도는 508 Mbps에서 latency가 94,347 ㎲이었다.

(2) SCALAPACK

SCALAPACK 은 선형 수의 해를 구하는 패키지로 많은 부분이 부동소수점 연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LINPACK 벤치마크 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루틴들은 

Gauss 소거법을 이용한 N 개의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 BLAS (Basic 

Linear Algebra Subprograms)에 포함되어 있다. 

Fortran으로 짜여져 있으며 BLAS 라이브러리 내의 각 함수들은 연산자와 연산

결과가 vector 또는 matrix에 따라 계산 레벨이 나뉘어 진다. ATLAS 

(Automatically Tuned Linear Algebra Software)는 해당 플랫폼에 최적화된 

BLA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BLACS (Basic Linear Algebra 

Communication Subprograms) 다양한 분산메모리 환경에서 프로세서간 메시지 

통신을 위한 선형 수 라이브러리 이다.

벤치마킹은 BLAS, BLACS, ATLAS, SCALAPACK을 이용한다.

cd /usr/local/scalapack/1.7/gnu/TESTING/LIN

make double

cd ..

/usr/local/lam/7.0.6/gnu/bin/mpirun -np 8 ./xd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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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PACK Ax=b by LU factorization.

'MPI Machine' 

Tests of the parallel real double precision LU factorization and solve.

The following scaled residual checks will be computed: 

   Solve residual = ||Ax - b|| / (||x|| * ||A|| * eps * N) 

   Factorization residual = ||A - LU|| / (||A|| * eps * N)

The matrix A is randomly generated for each test. 

An explanation of the input/output parameters follows:

TIME   : Indicates whether WALL or CPU time was used.

M      : The number of rows in the matrix A.

N      : The number of columns in the matrix A.

NB    : The size of the square blocks the matrix A is split into.

NRHS  : The total number of RHS to solve for.

NBRHS : The number of RHS to be put on a column of processes 

before              going on to the next column of processes.

P       : The number of process rows.

Q      : The number of process columns.

THRESH : If a residual value is less than THRESH, CHECK is flagged 

as              PASSED

LU time : Time in seconds to factor the matrix

Sol Time : Time in seconds to solve the system.

MFLOPS : Rate of execution for factor and solve. 

The following parameter values will be used: 

M      :      10000

N       :          10000 

NB     :             36

NRHS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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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RHS  :              3 

P       :              1 

Q      :              7 

Relative machine precision (eps) is taken to be   0.111022E-15

Routines pass computational tests if scaled residual is less than 1.0000 

TIME    M      N NB  NRHS  NBRHS   P    Q  LU Time Sol Time MFLOPS  CHECK

----- ----- ----- --- -----  ------  ---  --- -------- -------- -------- ------

  WALL 10000 10000  36       3        3      1   7 100.52         0.46   6607.53   PASSED 

  ....

Finished 64 tests, with the following results: 

    64 tests completed and passed residual checks. 

     0 tests completed and failed residual checks. 

     0 tests skipped because of illegal input values. 

END OF TESTS.

(3) HPL (High-Performance Linpack)

HPL은 용량 메모리 시스템 을 벤치마크 하는데 전세계 슈퍼컴퓨팅 순위를 

매기는 TOP 500 Site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cd $HOME/benchmark/hpl/bin/Linux_PII_CBLAS

mpirun -np 7 xhpl

 

==========================================================

======HPLinpack 1.0 -- High-Performance Linpack benchmark -- 

Written by A. Petitet and R. Clint Whaley, Innovative Computing Labs., UTK 

==========================================================

====== An explanation of the input/output parameters follows:

T/V   : Wall time / encoded variant.

N : The order of the coefficient matri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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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 The partitioning blocking factor.

P : The number of process rows.

Q : The number of process columns.

Time : Time in seconds to solve the linear system.

Gflops : Rate of execution for solving the linear system. 

The following parameter values will be used: 

N : 10000

NB : 85

P : 1

Q : 7

PFACT : Crout

NBMIN : 4

NDIV : 2

RFACT : Right

BCAST : 1ring

MDEPTH : 1

SWAP : Mix (threshold = 64)

L1 : transposed form

U : transposed form

EQUIL : yes

ALIGN : 8 double precision words 

================================================================

T/V           N    NB   P   Q          Time Gflops 

----------------------------------------------------------------

W11R2C4   10000    85    1   7         70.49 9.460e+00 

----------------------------------------------------------------

||Ax-b||_oo / ( eps * ||A||_1 * N ) =        0.0646673 ...... PASSED

||Ax-b||_oo / ( eps * ||A||_1 * ||x||_1 ) =    0.0153022 ......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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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b||_oo / ( eps * ||A||_oo * ||x||_oo ) =   0.0034203 ...... PASSED

================================================================ 

HPL.dat 파일을 수정한다음 컴파일을 다시 한다. 

make clean

make all

바. 접속 및 파일전송 방법

(1) MDCASK에 접속을 위한 SSH 사용법

MS의 O/S에서 Linux로 접속해서 편리하게 작업하고, 아이디와 암호를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는 Putty를 이용한다. 인터넷에서 Putty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다

음 putty.exe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호스트이름 :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IP를 입력한다. 포트는 프로토콜 선택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다.

-프로토콜 : SSH를 선택한다.

-저장된 세션 : 현재의 설정 값을 저장할 세션이름으로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기본설정 밑에 새로운 세션 이름이 추가된다. 저장된 세션을 선택 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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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을 클릭한다.

-열기: 열기를 클릭하거나 세션을 더블 클릭하면 서버에 접속을 시도한다. 기타 

설정은 현재 설정 값으로 하면 된다. 바탕색이나 글자 색 또는 폰트를 바꾸려면 

분류창에서 수정하면 된다.

-서버에 처음 접속하면 Fingerprint 경고창이 뜨는데 "예"를 클릭한다.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입력한다.

login as : 

password : 

관리자

login as : 

password : 

(2) 파일 송수신을 위한 FTP 사용법

MS의 O/S와 Linux간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인 Filezilla의 사용법을 설명

한다.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다음 setup를 실행시키면 설치언어 설정에서 

‘Korean’을 선택한다. 다음 software 사용권에 한 질문에 ‘동의함’을 선택한

다.

-FileZilla의 구성요소 선정에서 기본설정 그 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FileZilla의 설치 위치를 지정해 준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시작 메뉴의 폴더위치를 지정해 준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보안모드와 설정 저장위치 선택한다. 

별다른 변경이 필요없기 때문에 ‘설치’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설치가 시작된다.

-프로그램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닫음’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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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킨다. 

-Filezilla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각 아이콘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이 자주 접속하는 계정 목록을 관리.

 : 자신의 컴퓨터, 로컬(Local)에 있는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준다.

 : 계정 서버(Foreign)에 있는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준다.

 : 전송중인 파일 목록(Queue)를 보여준다.

 : 바로 직전에 접속했던 계정으로 재접속(Re-connect)을 시행.

 : 로컬(Local)의 파일구조를 갱신(Refresh).

 : 계정 서버와의 접속을 끊음(Log-Out).

-CTRL+S 단축키를 누른 후, '새 사이트(N)'를 클릭 사이트명을 입력한다. 호

스트주소에 FTP 서버 IP 이력하고 포트는 서버유형을 SFTP using SSH2로 선

택하면, 그에 맞는 포트로 바뀐다. 로그온 유형을 일반으로 체크후, 사용자 아이

디, 암호를 입력한다.

※ 암호 저장하지 않음에 체크할 것을 보안상 권장.

모든 정보를 입력후, 저장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정보가 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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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후,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된 계정정보로 바로 접속이 된다. 또한, 

다수의 계정보유자는 위의 방법으로 다량의 계정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접속 후 

사용법은 MS WINDOWS의 탐색기와 비슷하다.

사. MPI 환경 및 사용법

(1) PGI Fortran 및 MPI 환경설정 및 사용법

PGI 컴파일러는 아래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usr/pgi/linux86/5.2

LAM-> /usr/local/lam/7.0.6/gnu

   /usr/local/lam/7.0.6/pgi

vi /usr/local/lam/7.0.6/gnu/etc/lam-bhost.def

MPICH->/usr/local/mpich/1.2.5.2/gnu

      /usr/local/mpich/1.2.5.2/pgi

vi /usr/local/mpich/1.2.5.2/gnu/share/machines.LINUX

GNU LAM을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User specific aliases and functions

  # Source global definitions

    if [ -f /etc/bashrc ]; then

        . /etc/bashrc

    fi

  export PGI=/usr/pgi

  export PATH=/usr/pgi/linux86/5.2/bin:$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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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MANPATH=/usr/pgi/linux86/man:$MANPATH

  #export LM_LICENSE_FILE=/usr/pgi/license.dat

  export LAMHOME=/usr/local/lam/7.0.6/gnu/

  export PATH=/usr/local/lam/7.0.6/gnu/bin:$PATH

  export MANPATH=$MANPATH:/usr/local/lam/7.0.6/gnu/man

  #export PATH=/usr/local/mpich/1.2.5.2/gnu/bin:$PATH

  #export MANPATH=$MANPATH:/usr/local/mpich/1.2.5.2/gnu/man

 

$HOME/.bashrc를 사용하려는 커파일러에 맞게 수정한다. 

source .bashrc

(2) 전체과정

MPI Library를 이용하여 작성한 Code를 Cluster 환경에서 실행 하려면

compile(lam,mpich,pgi)->각 node에 복사->mpirun의 과정이 필요하다.

MPI 프로그램을 compile하는 방법에는 일반 compiler command (gcc, g++, 

g77 또는 icc, ifc )를 사용하면서 MPI Library를 Link 시켜서 사용하는 것과 각 

MPI  direcrory내에 있는 MPI compile command (mpicc, mpif77, mpif90)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분의 경우 MPI compile command를 사용한

다. 

MPI 데몬준비는 다음과 같다.

LAM/MPI를 이용하여 MPI job 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계산에 참여하는 모든 

nde에 해 lamd(LAM demon)이 실행되어져야하며, lamboot라는 명령이 이것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용할 cluster node에 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것은 hosts라는 file을 이용한다. 

시작->lamboot -v -b lamhosts

상태->lamnodes

싱행->mpirun -np 노드수 프로그램

종료->wipe

지정하지 않으면 아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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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local/lam/7.0.6/gnu/etc/lam-bhost.def

/usr/local/mpich/1.2.5.2/gnu/share/machines.LINUX

mpirun -np 2 -machinefile hosts -nolocal 프로그램

MPI를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node가동일한 directory내에 실행 File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node에서실행 File을 만든 후에, 다른 모든 node에 

하여 rcp, scp 와같은 shell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pdist를 사용하는 것

이 편리하다.

pdist -e -r 소스화일 목적위치

예)pdist -e -r /home/mdcask/temp /home/mdcask

mpirun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sqsub를 사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etc/sce/sce.conf

         [sqms] 

         mpirun_path = /usr/local/lam/7.0.6/gnu/bin/mpirun

실행->sqsub -p mpi -n 노드수-o output_file -e error_file 프로그램 

-o -e 옵션주지 않으면 job번호의 out,err생김

상태->sqstat

삭제->sq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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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양

CPU  Intel P4 3.2Ghz

MEMORY  1GB 

HDD  160GB 7200 RPM 8MB S-ATA

LAN  INTEL PRO 100

M/B  D865PERC

Table 3-2-18.  Monitoring PC 사양

구 분 사 양

CPU
 Intel Xeon 3.06Ghz,Cache 1MB,Bus 
533Mhz

MEMORY  1GB PC2700 ECC/REG

HDD  160GB 7200 RPM 8MB S-ATA

LAN  INTEL 83540EM

M/B  INTEL SE7501 BR2

Table 3-2-17.  각 node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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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8 node PC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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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효과 극미세 재료평가 및 분석기술개발

1. 소형시편이용 국부조사효과 평가기술개발

가. He 이온이 조사된 316LN 스텐레스강의 변형기구 분석

He 이온을 조사한 316LN 스텐레스강에 ball indentation을 하여 TEM 분석 시료

로 제작한 것을 ORLN로부터 입수하였다. 이 시료는 총 52개로 He, He과 proton을 

조사한 것과 조사하지 않응 것을 여러 온도에서 변형을 10-20% 정도 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stainless steel에 중성자 또는 양성자 등으로 조사할 경우 강도가 증

가하며 연신율은 감소한다[3-3-1]. 실온에서 변형시킬 경우, 조사경화 현상과 함

께 미세조직상으로 큰 stacking fault 또는 twin band가 관찰된다[3-3-2～5]. 이

러한 미세구조는 비조사재의 저온 변형과[3-3-6～8], 고속변형[3-3-9]에서도 관

찰된다. 실온에서 변형량이 클 때에도 쌍정 조직이 관찰된다고 한다[3-3-8]. 조사

재에서 부분전위 간의 간격이 커짐 즉, stacking fault가 커지면서 쌍정이 생성되는 

것을 leading partial이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Frank loop와의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3-3-2～4]. Frank loop에는 jog가 생성되어 trailing partial의 이동을 억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고속변형에서의 쌍정생성 즉, 결함의 존

재를 고려하지 않아도 쌍정이 생성됨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시 말하면 현재까지 아

직 확실한 변형기구가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조사재에서 조사결함이 변형기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극히 작은 크기의 미세조직 관찰에 의한 분석방법의 개발 및 구축하고

자 하였다. 압력용기강은 BCC구조이므로 stainless steel과 같은 FCC 구조의 재료

와 변형기구가 다르므로, BCC 구조를 주로 취급하게 되면 다양한 분석 기술의 개

발이 어운 점을 감안하여 FCC인 스텐레스강의 조사재에 한 분석은 상당한 의미

가 있다. 

(1) 실험방법

(가) 시편제작  및 조사

시료는 AISI 316 LN으로 화학조성은 12.2 Ni, 17.4 Cr, 2.5 Mo, 0.39 Si, 0.02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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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7 N, balance Fe이다. 

TEM분석 시료는 0.25 ㎜ 두께의 냉연 판재에서 직경 3 ㎜를 절취한 것이다. 시

료의 양면을 600번 사포를 사용하여 연마한 후, 1,050℃에서 30분간 진공열처리하

고, 한쪽 면을 다시 0.1 ㎛의 diamond paste를 사용하여 연마함으로써 평탄면을 만

들었다. 최종 electropolishing한 후, disk bend test jig를 사용하여 변형조직을 얻

었다. 조사재는 변형을 가하기 전에 조사를 시켰다.

He 이온조사를 200℃, 360 keV에서 Van de Graff 가속기를 사용하여 0, 0.15 

및 1.5 dpa 만큼 시킨 3종류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최 손상층을 계산한 결과 표면

으로부터 700-800 nm임을 확인하였다. 

(나) Disk bend test

Disk bend test 장치는 Fig. 3-3-1과 같다. Tinius-Olsen static test machine

을 사용하여 시편을 고정한 상태에서 하중을 가하였다. 시편고정장치는 중앙에 직

경 1.6 ㎜의 구멍이 있는 다이, 중앙의 구멍을 통하여 직경 1 ㎜의 ball과 pin이 관

통하는 clamping screw로 구성되어 있다. 시료는 조사면이 다이의 면과 접촉하도

록 하고 clamping screw를 조여서 고정시킨다. WC ball이 시편의 위에 놓이도록 

하고, pin을 plunger로 눌러 시편에 변형을 주게 된다. 변위는 두개의 LVDT를 사

용하여 측정한다. 한 개는 인장시험기의 crosshead에 부착시켜서 WC ball의 위치

를 측정하고 TEM시편 아래에 설치한다. Crosshead의 속도는 0.25 ㎜m/min로 하

였으며, 이 때 변형율 속도는 10-3 - 10-2/s 정도이다. 시편 아래면의 병형율을 최

 손상층의 변형율과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두떼의 변화와 ball의 압흔 크기로부

터 소성변형율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단, t0와 t는 변형 전, 후의 disk 중앙부에서의 두께이며, dP와 D는 압흔의 직경과 

ball의 직경이다. Disk의 두께는 두 개의 LVDT로 읽은 값의 차이이다. 압흔의 직경

은 광학현미경으로 측정하였다.

(다) TEM 시편 제작

조사면을 700 ㎚ 정도 전해연마로 제거하였다. 이것은 최  손상층의 깊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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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00 ㎚의 깊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 back thinning법으로 조사면의 반 면

을 전해연마하여 천공시켰다. 전해연마액은 5% perchloric acid + 95% methanol

을 사용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은 JEOL 2000FX-II로 200 keV에서 관찰하였다.

(2) 실험결과

Stainless steel 316LN의 He 조사전후의 미세조직은 Fig. 3-3-2와 같다. 조사전

의 변형조직은 전위가 tangle 및 pileup된 상태를 보여주며 {111} 활주면을 따라 

배열됨을 알 수 있다. 0.15 dpa에서는 stacking fault가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역시 전위가 tangle된 상태를 보여준다. Stacking fault가 길게 띠 모양을 하

고 있다. 이러한 띠의 방향도 {111} 활주면을 따라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전에

는 완전 전위의 활주에 의한 변형을 보이다가, 조사후에는 부분전위의 이동에 의한 

stacking fault 생성으로 변하게 됨을 보여준다. 1.5 dpa에서 twin band만 관찰된

다. Twin band는 beam 조건에 따라 검은색으로 보이거나 흰색으로 보인다. 이것

은 0.15 dpa에서의 staking fault 띠가 완전하게 stacking fault로 연결될 경우에 

보이는 현상이다. Leading partial dislocation이 grain boundary 끝까지 이동하면

서 조사결함을 제거시킴으로써 twin band에는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다. 즉, 조사량

이 많아질수록 전위의 활주 또는 cross-slip이 자유롭게 일어나다가 점점 일정한 

지역에서만 partial 전위의 이동에 의한 stacking fault생성이 주된 변형 기구를 보

인다. 따라서 1.5 dpa에서는 전위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Stacking가 형성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Stainless steel과 같

은 FCC 구조에서 정상적인 적층순서는 ABCABCABC와 같다. 전단응력이 주어지

면 전위의 이동으로 Fig. 3-3-3(a)와 같이 A를 경계로 윗층을 saddle point를 따라 

zig motion을 할 경우 정상 적층구조에서 점선을 경계로 칭형을 이룬다. 이 경우 

mirror plane이 A층과 C층이 된다. 아주 작은 stacking fault를 형성하게 된다. 여

기에서 정상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음 이동은 zag motion으로 stacking fault가 

사라지게 된다. 즉 완전 전위가 두개의 부분 전위의 이동으로 변형이 다음식과 같이 

이루어진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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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a)에서 zig motion을 2회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 (b)와 같이 stacking 

fault가 커지게 된다. 즉 trailing partial dislocation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 이러

한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조사결함이 이와 같이 partial dislocation의 이동을 억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조사결함이 많으면, 즉 조사량이 많게 되면 그만큼 더 억제

력은 크게 될 것이다. 따라서 stacking fault의 영역은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stacking fault가 twin으로 보이게 되는지 검토해보기

로 한다. Stacking fault내에서는 두개의 부분 전위사이에 척력과 동시에 stacking 

energy로 인한 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Stainless steel의 경우 stacking fault 

energy가 10-20 mJ/㎡ 정도로 작으며, 외부 응력이 없는 조건에서 간격이 10 nm 

정도이다[3-3-10]. Fig. 3-3-4과 같이 외부 응력이 stacking fault에 주어지는 경

우를 고려해 보자. 

다음과 같이 4개의 힘의 성분을 고려할 수 있다.

① Leading과 partial dislocation은 Burgers vector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외부 

응력장에 의하여 서로 다른 힘이 작용한다. 외부 응력장에 의한 힘은 

Peach-Koehler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② Leading partial의 뒤에 남는 stacking fault는 leading partial과 trailing 

partial에 인력을 작용하게 된다. 

③ 두개의 partial사이의 작용하는 힘은 상호 반  방향. 



⋅⋅ 


  

⋅⋅

④ Leading partial과 trailing partial의 이동을 억제하는 자체 마찰력. 

Fig. 3-3-4에서 x축에서 양의 방향의 응력의 부호를 +로 하고 반 방향을 -로 

하여, 전위의 단위 길이에 미치는 힘의 균형 상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Leading partial에서의 응력은,

× ⋅⋅ 


⋅⋅ 


 

⋅⋅       (3)

trailing partial에서의 응력은,

× ⋅⋅


⋅⋅ 


 

⋅⋅        (4)

이다. 여기에서  : stress tensor,   : Burgers vectors for leading and tr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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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s,  : line vector of dislocations,  :  x방향의 unit vector, G : shear 

modulus, d : leading partial과 trailing partial의 거리, ν : Poisson's ratio,  : 

partial dislocation의 마찰력이다.

전위의 방향의 y 방향이고, stacking fault는 xy면에 놓여 있을 때, 외부 응력이 

라고 하면, (3)과 (4)식에서

    


                           (5)

    


                           (6)

가 된다. 여기에서 θ1, θ2는 leading partial과 trailing partial의 완전 전위()와의 

사이각이다. 완전 전위의 Burgers vector와 전위의 line vector와의 사이각을 

θ라고하고,        라고 가정하면,  ││ ││  

      

  

 이다. 이것으로부터 leading partial과 trailing 

partial간의 간격, d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7)

Screw dislocation일 경우, 즉 θ=0라고 하면, (7)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8)

Stacking fault가 grain 끝까지 닿아 있는 경우를 ds=∞이라고 하면, 

  일 때 이다. bP=0.145 nm,  = 20.5 mJ/㎡[3-3-11]로 하여 

을 구하면 283 MPa이다. Schmid factor=0.326으로 하면 인장응력에 해당하는 값

은 868 MPa가 된다. 즉 일반적인 스텐레스강의 항복강도 200-300 MPa보다 상당

히 큰 값이다. 이 값은 보통의 스텐레스강에서 소성변형과정에서 micro twin이 생

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 조사결함이 생성되면 항복강도가 커지게 되므로 micro 

twin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량이 많아질수록 항복강도는 더욱 증가하고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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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이 생성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소성변형에서 조사결함에 의한 미세조직의 변화를 분석하는 

실험기술의 개발과 그와 관련된 전위의 거동에 한 이론적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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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Disk bend test 장치

(a)

 

(b)

SF

      

(c)

       

      

Fig. 3-3-2. 316LN을 He으로 조사하고 약 10% 변형시킨 후의 미세조직. (a) 조사

전, (b) 0.15 dpa, (c) 1.5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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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3-3. (a) Intrinsic stacking fault produced by a partial dislocation 

motion. (b) Extrinsic stacking fault produced by three successive partial 

dislocation motions.

Fig. 3-3-4. (111)면에서 외부 전단응력 τzx에 의하여 완전  전위가 두개의 

Shockley 부분 전위로 분리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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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빔 소각산란장치(SANS)에 의한 조사결함 분석기술 개발

가. 개 요

소각중성자산란(SANS)은 중성자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재료의 내부구조를 연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성자의 특정한 파장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는 특정한 파장

에 응하는 에너지의 중성자만 선택하고 나머지 중성자는 모두 버려야 하는 매

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중성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냉중성자 

(Cold Neutron) 장치를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하나로에는 이 냉중성자 장

치가 없기 때문에 부분의 중성자는 버려야 하므로 실제로는 매우 중성자속이 

높지만 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SANS 실험은 실험 자체로는 매

우 간단한 실험이며, 아마 이보다 단순한 실험은 없을 것이다. 일반 사용자들이 

할 일은 사료를 캡슐에 넣어 아래 그림처럼 정해진 위치에 놓기만 하면 된다. 그

리고 컴퓨터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영상을 분석하는데 

고도의 수학적 지식과 복잡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다. 본 절차서는 SANS 영상으로부터 사용자가 원

하는 결함에 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하여 설명한 것이다. 처음 SANS 측정을 

하면 Fig. 3-3-5의 왼편에서와 같이 동심원 모양의 그림이 나타난다. 이 그림을 

수학적으로 처리하여 결함의 크기와 분포를 얻는 것이 SANS 데이터 처리의 목적

이다. 그러나 이 동심원 모양의 그림은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SANS 장치에만 

통용되는 파일이므로 이를 컴퓨터로 처리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는 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ASCII 형태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다음에서 기술한 방법은 이것을 

ASCII 파일로 변화하는 과정부터 투과율 계산 방법 그리고 최종 목적인 결함의 

크기와 분포를 얻는 방법과 전산코드 사용법에 하여 기술 하였다. 처음 기계적 

데이터로부터 결함의 크기를 얻는 과정은 중성자 물리실에서 제공한 방법을 따랐

으며, 결함의 분포를 얻는 과정은 본 과제에서 구입한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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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ANS 측정

(1) SANS 데이터 Correction

SANS 측정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시료에 한 측정뿐 아니라 시료 

cell(sample background or empty cell), 잡음신호(cd blocked run), 시료 투과

율(transmission), 시료 cell 투과율, 직선빔의 투과율등 모두 6가지의 측정을 수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료의 중성자 절 산란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표준시료, 

표준시료 cell, 표준시료에 한 투과율, 표준시료 cell에 한 투과율등 4가지 측

정이 추가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정을 해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료에 해 SANS 측정을 

할 경우 그 측정 데이터는 시료와 시료 cell에 한 산란정보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료 cell에 한 측정을 수행하고 시료+시료 cell 및 시료 

cell에 한 투과율을 고려해야만 정확히 시료만의 산란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

다. 그리고 중성자검출기에는 산란된 중성자빔 이외에 원자로 내부의 다른 장치에

서 발생한 중성자나 electronics에 의한 noise에 의해 중성자가 검출될 수 있다

(잡음신호). 그러므로 산란되지 않은 중성자 counts(하나로 SANS 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10 counts/sec)를 보정하기 위하여 시료위치에 중성자를 차폐하는 

cd을 놓고 측정하여 이 영향을 보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료만의 중성자 산

란 강도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IS=( I S+ SB-C)-
TS+SB

TSB
⋅( ISB-C)              (1)

I S : 시료만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 intensity

I S+ SB
 : 시료+시료 cell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 intensity

I SB : 시료 cell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 intensity

TS+SB
 : 시료+시료 cell에 한 투과율

TSB
 : 시료 cell에 한 투과율

C : Cd blocked된 상태에서의 중성자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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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투과율( TS+ SB
)은 시료를 넣지 않고 측정한 중성자 intensity( I 0)에 한 

시료를 넣고 측정한 중성자 intensity( I S+ SB
)의 비, I S+ SB

/ I 0로 표현된다. 시료 

cell에 한 투과율( TSB
)은 시료를 넣지 않고 측정한 중성자 intensity( I 0)에 

한 시료 cell의 중성자 intensity( I SB)의 비 I SB/ I 0로 표현된다. 시료 holder에 직

접 시료를 장착하는 고체시료의 경우에는 시료 cell에 한 영향이 없으므로 TSB

=1이 된다. Cell type이 아닌 얇은 고분자 필름이나 금속박판으로 된 용기에 시

료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시료가 없는 용기상태에서 I SB를 측정하여 TSB
를 얻는

다. 

시료나 시료 cell에 한 SANS 측정을 할 경우에는 직선빔으로부터 검출기를 

보호하기 위해 빔 스토퍼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투과율을 측정할 경

우에는 attenuator를 설치한 상태에서 빔 스토퍼를 내리고 짧은 시간(2-3분)동안 

측정한다.

(2) 절 산란강도 보정

식 (1)의 중성자 산란강도 I S는 시료의 절 산란단면적(absolute scattering 

cross section, (dΣ/dΩ)S가 포함된 다음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식 (2)의 

(dΣ/dΩ)S는 일반적으로 단위 부피당 산란단면적으로 표현되어 [1/cm]의 단위를 

갖는다. 

IS=ΦAdTS+SB(dΣ/dΩ)SΔΩεt (2)

I S : Scattered intensity

Φ : Neutron flux on the sample[n cm-2sec-1]

A : Sample area[cm2]

d : Sample thickness [cm]

TS+SB
 : 시료+시료 cell에 한 투과율

(dΣ/dΩ)S : 시료의 절 산란단면적  [cm-1]

ΔΩ : Solid angle subtended by one pixel of th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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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 Detector efficiency

t : Effective counting time[sec]

X-ray 회절 실험의 경우 절  산란강도를 얻기 위한 보정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산란강도는 arbitrary unit로 표현되지만 중성자 산란을 이용한 SANS 실험에서의 

산란강도는 부분 물리적인 단위를 갖는 시료의 산란단면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점이 SANS 실험의 주요한 장점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산란벡터 Q에 한 중성자 산란강도 I S로 표시된 데이터를 (dΣ/dΩ)S vs Q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산란강도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시료의 절 산란강도

를 얻기 위해 보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사빔의 중성자선속을 평가하여 산란강도를 

보정하는 direct beam flux method와 절 산란강도 값을 아는 표준시료를 이용

하여 보정하는 표준시료 보정법이 있다. 하나로 SANS 장치에서는 주로 표준시료

를 이용한 절 산란강도 보정법을 이용하고 있다.

표준시료로는 주로 미국 NIST의 NCNR(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

에서 공급받은 Silica 표준시료를 이용한다. Silica 표준시료는  측정데이터가 

0.02<Q<0.04(1/Å) 범위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로 SANS 장

치의 경우 Table 3-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료-검출기간의 거리가 

2000mm(Qmin>0.02)일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silica 표준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 Silica 표준시료의 절 산란단면적 값은 Q=0에서 26.5cm-1 로 주어진다. 

Silica 표준시료를 이용해서 시료의 절 산란강도를 보정할 때는 silica 표준시료

에 해 0.02<Q<0.04(1/Å) 범위에서 Guinier fitting 한 후 외삽하여 

I(Q=0) STD
을 구한 후 식 (2)의 시료에 한 산란강도에 해 나누어 주면 된다. 

식 (3)은 표준시료에 한 Q=0에서의 산란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I(Q=0)STD=ΦAd STDTSTD+Cell[dΣ(Q=0)/dΩ]STD
ΔΩεt       (3)

식 (4)는 표준시료의 식 (3)을 이용해서 식(1)에서의 시료의 산란단면적을 구하

는 수학적인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
dΣ(Q)
dΩ )S=(

I(Q)S
I(Q=0)STD

)(
dSTD

dS
)(

TSTD+Cell

TS+SB
)(

dΣ(Q=0)
dΩ )ST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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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ier fit을 통해서 I(Q=0) STD
을 구하고, 시료와 표준시료의 두께, 투과율을 

입하면 식 (4)을 통해서 (dΣ/dΩ)S vs Q를 구할 수 있다.

측정 Q 영역이 큰 실험조건에서는(Qmin>0.02) silica 표준시료를 이용할 수 없

다. 그러므로 비록 측정시간이 길지만 이럴 경우는 표준시료로 water를 이용한

다. Water를 사용할 경우에도 식 (4)를 그 로 이용할 수 있다. Water는 주로 비

간섭성 산란으로 산란되므로 측정 Q 영역에서 Q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산란강도

를 가지므로 쉽게 I(Q) STD,Water
를 구할 수 있다. Water에 한 산란단면적, 

[dΣ(Q)/dΩ]STD,Water
는 다음 식 (7)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dΣ(Q)
dΩ )water=

(1-T water+ cell )G

(4πdwaterT water+ cell)
        (5)

식 (5)에서 dwater
는 측정하는 water의 두께이고, Twater

는 water의 투과율이

다. 그리고 G는 단위를 갖지 않는 파장에 관계된 상수로 중성자 파장에 해 식

(6)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G-1=1-exp(-0.6λ 0.5)                           (6)

식(5)에서 단위를 갖는 것은 dwater
 뿐이므로 cm 단위로 dwater

를 입하여 계

산하면 [1/cm]의 단위를 water의 산란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3) 하나로 SANS 장치 setup

(가) 하나로 SANS 장치의 중성자 파장

Table 3-3-1은 하나로 SANS 장치의 NVS(Neutron Velocity Selector) rpm

에 따른 중성자 파장과 monitor count로 표현된 상 적인 중성자선속을 나타낸 

것이다. 중성자 파장은 Table 3-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NVS의 rpm에 따라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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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로 SANS 장치의 측정 조건

SANS 측정에 있어서 주요 측정조건은 중성자 파장과 시료-검출기간 거리이다. 

또한 하나로 SANS 장치는 주어진 파장, 시료-검출기간 거리에서 측정 Q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검출기 챔버 회전 시스템과 검출기 좌우이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주어진 파장, 시료 검출기간 거리, 챔버 회전각도(tilting angle) 및 검출기 

좌우이동에 따라 측정 Q 영역이 결정된다. 다음의 Table 3-3-2는 주요 측정 조

건과 각 조건에서의 측정 Q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가능한 1가지 setup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리고 Table 3-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파장에 따라 중성자선속의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Q 영역이 결정되면 될 수 있는 한 짧은 파장에

서 측정하는 것이 산란빔의 강도를 높여서 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측

정하고자 하는 최  Q 영역에서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짧고 파장이 긴 setup 보

다는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길고 파장이 짧은 setup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 SANS 데이터 처리

(1) Raw data 처리

- 새로운 directory는 C:/user 아래에 만든다.

- 측정된 data(h00****.san)를 복사하여 새로 만든 directory에 옮겨 놓는다.

- 측정된 data는 시작메뉴→찾기→컴퓨터에서 147.43.89.110 이나 147.43.89.111

을 입력하여 찾는다. 147.43.89.110은 SANS 제어 컴퓨터로써 더블 클릭하면 

sans_data 폴더가 뜨고 연도, 월, 날짜가 표시된 폴더가 뜬다. 날짜로 표시된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다. 147.43.89.111은 SANS 백업 컴퓨터로 

더블 클릭하면 sans-backup 폴더가 뜨고 run# 순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 바탕화면의 KR_NewRawV2.exe 실행파일을 새로 생성한 directory 안에다 copy한다.

- KR_NewRawV2.exe 를 실행하면 다음의 물음이 나온다.

Give name of input file(first,last or c/r to finish):

first run# las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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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파일들의 첫 번째 run #를 치고 space, 마지막 run#를 치고 Enter,

처리할 파일이 하나이면 같은 run #를 두 번 입력하면 된다.) 

- finish? 가 나오면 enter를 친다. 이러면 도스창에서 빠져나온다.

- 폴더를 보면 run#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 이외에 h00****.txt와 00****(확장자 

없음)가 생성된 것이 확인된다. 00**** 파일들을 선택하여 C:/Sans_pc/Lowq 

directory 안으로 복사한다.

- 이상의 과정은 하나로 SANS 장치에서 측정한 raw 데이터를 ILL format(확장

자가 없는 파일들)으로 변경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Sans_pc/gosh 폴더

안에 있는 여러 실행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h00****.txt로 저장된 파일은 AIMHist.exe에서 읽을 수 있다. AIMHist.exe는 

데이터 aquisition 프로그램의 하부메뉴로써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SANS 측정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2) ILL(Institut Laue Langevin) 프로그램

(가) ILL 프로그램의 설치

- 원자력연구소의 User-room에 있는 PC를 사용할 경우에는 ILL 프로그램들이 

모두 PC에 설치되어 있다. ILL 프로그램들은 모두 도스 프로그램들로 

C:/Sans_pc안에 있다. 이중에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에 이용되는 프로그램들인 

windet.exe, rnils.exe, spolly.exe, rguim.exe와 처리된 데이터를 도시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인 mplot.exe, splot.exe는 바탕화면에 띄워져 있다.

- ILL 프로그램을 각 개인의 PC에 설치하려면 C:/Sans_pc 폴더를 만든 후 폴더

안에 vf6.zip 파일을 unzip하고 파일들을 C:/Sans_pc 폴더 안으로 이동시키면 된

다. 그리고 ILL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한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한

C:/Sans_pc/Lowq 폴더도 만들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 ILL 프로그램은 도스용 프로그램이므로 이용자들이 각자의 연구실의 PC에서 

실행하고자 하려면 개인 PC의 C: root 폴더 밑의 autoexec.bat 파일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ILL 가이드 북(A Computing Guide for Small-Angle Scattering 

Experiments, p.131)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본 연구실에서 제공한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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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exec.bat를 본인의 PC에 overwrite 하면 된다. ILL 가이드북은 

sas_manual.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

- ILL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autoexec.bat 파일에 추가해야할 것은 다음의 6

줄의 command이다.

SET PGPLOT_ILL_DEV_1=0/W9

SET PGPLOT_ILL_DEV_2=/VCPS

SET PGPLOT_ILL_PAGE=2

SET PGPLOT_DIR=c:₩sans_PC₩PGPLOT

SET SAS_INSTRUMENT=D11

SET SAS_DATA_PATH=c:₩sans_PC₩LOWQ₩

SET SAS_ERROR=none

SET SAS_DEBUG=true

(나) ILL 프로그램의 실행

-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1)의 방법 로 ILL format으로 변환하

여 C:/Sans_pc/Lowq 폴더에 옮기면 C:/Sans_pc 폴더에 있는 ILL 프로그램들

(*.exe)을 실행할 수 있다.

- C:/Sans_pc 폴더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약 40여개에 달한다. 본고에서 설명

할 프로그램들은 하나로 SANS 데이터 처리 및 도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들로 다음과 같다.

windet.exe : 시료의 투과율 계산((3) 참조)

rnils.exe : 데이터 regrouping, 2D data를 1D data로 변환((4) 참조)

spolly : Regrouping 된 데이터에 한 절 산란강도 보정((5) 참조)

rguim : Guinier fitting((5)의 (라) 참조)

mplot : 1D 데이터 도시((7)의 (가) 참조)

splot : 2D 데이터 도시((7)의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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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는 기본적으로 run# 만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h001234.san으로 저장된 raw data는 (1)의 데

이터 처리과정을 거치면  Lowq 폴더에 001234 파일로 저장되며 이 데이터에 

한 run#는 “1234”가 된다. 일반적으로 ILL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run number를 

입력하라는 명령어가 나오며 이 경우 1234만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 ILL 프로그램의 특징은 주로 여러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주로 나오며

Give first and last run numbers

  이 경우 첫 번째 run#, space, 마지막 run#를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34번 파일부터 1240번 파일까지 동시에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름과 같이 입력

하면 된다.(Italic 체는 직접 입력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Give first and last run numbers : 1234 1240 

(3) windet(ILL 가이드북 p.44-46)

(가) windet 프로그램의 기능

windet 프로그램은 transmission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windet 

프로그램에서는 시료를 놓지 않고 측정한 데이터(empty hole data)의 run#를 지

정하고 시료에 해 측정한 transmission의 run# set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시료의 transmission 값이 기록된다.

(나) windet의 실행

- windet를 실행하면 아래와 메시지가 나온다.

 windet - shows raw data in preset windows

 version 1.8  June 1998  (R.E. Gh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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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for WINDET

 Command line

         windet [first_run]  [last_run]

  displays data using current window settings

  The sequence may be interrupted, returning to Options:

 Type W   to set window limits

      R   to set run number(s)

      T   to set a transmission run/beam centre

      L   to list window contents

      E   to exit

      H   to show this text

 Option W,R,L,T,E or Help :

- 아래와 같이 "w"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중성자계수를 계산하는 x 및 y 

범위를 정하는 “Current window.../Give cell numbers.../RETURN retains .../ 

xmin...xmax...ymin...ymax :” 메시지가 나온다. windet 프로그램에서는 

128x128로 주어진 raw data에서 정해진 범위의 중성자 count를 모두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57<= x <=68, 57<= y <=68 로 범위를 지정하면 전체 0<= x 

<=127, 0<= y <=127의 데이터 중 해당범위의 데이터 값만을 계산하게 된다. 투

과율을 계산할 때는 이처럼 투과빔의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범위의 영역에 한 

중성자계수만을 고려하여 intensity를 구한다.

 Option W,R,L,T,E or Help : w

 Current window is  10 <= x <= 40     50 <= y <= 80

 Give cell numbers 0<=x<=63 or 127, 0<=y<=15,63,127

 RETURN retains presen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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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in...xmax...ymin...ymax :

- 현재 설정된 범위가 맞으면 enter,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xmin...xmax... 

ymin...ymax을 차례로 다음과 같이 스페이스로 띄어서 입력한다.

 xmin...xmax...ymin...ymax : 57 70 57 70
 Window has been modified.

 There is no valid transmission data now.

 Option W,R,L,T,E or Help :

- “w"로 지정하는 범위는 장치의 setup에 따라 달라진다. 검출기를 tilting이나 

좌우이동하지 않으면 빔중심은 x=63.5, y=63.5에 위치하므로 범위를 57<= x 

<=70, 57<= y <=70 정도로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tilting이나 좌우이동을 하면 

y 범위는 변하지 않으나 빔중심의 x 값이 변하므로 설정되는 x 범위도 바꾸어 

주어야 한다. Table 3-3-3는 장치 setup에 따른 측정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 "t" 명령은 empty hole 데이터(시료를 넣지 않고 transmission을 측정한 것)를 

입력하는 것이다. “t"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Give run number of 

transmission run"이란 메시지가 뜨고 empty hole 측정에 한 run#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Option W,R,L,T,E or Help : t
 Give run number of transmission run : 1549

 --------------------------------------------------------------------

 058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0   1   1   0   0   0   1   0   0   0   1   0   0

 057 0|   0   1   0   0   0   0   1   0   0   0   2   0   0   0   0   0   1

  0   1   0   1   0   0   0   0   0   0   0   0   0

 Average 0   0   0   0   0   0   0   1   1   5 122 426 558 309  37   2   1

  1   2   1   1   0   0   0   0   0   0   0   0   0

 Total counts 20554 for 20 <= x <= 50  57 <= y <= 70 Monitor     28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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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oid of window  Xbar = 31.8  Ybar = 63.6

 Peak average:

 Xav(col) Maximum  558. at 32.0  FWHM  2.6  X0 centre 31.8    COFG  31.8

 Yav(row) Maximum  239. at 64.0  FWHM  2.6  Y0 centre 63.6    COFG  63.6

 Transmission Run   1549    TR, Direct beam         t beam     Direct be

 Option W,R,L,T,E or Help :

- “r"은 transmission을 계산할 측정 데이터의 run#를 입력하는 명령이다. ”r"을 

입력하면 “Give first and last run number"란 메시지가 나오며 계산할 데이터들

의 첫 번째와 마지막 run#을 쳐주고 enter를 누르면 다시 ”option W,R,L,T,E or 

Help"란 메시지가 나온다. 이 때 "l"을 치고 enter 누르면 데이터의 transmission

이 입력한 첫 번째 run#부터 계산되고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란 메시지가 나온다. 계속 enter를 쳐주면 같은 메시지가 나오며 차례

로 다음 데이터가 계산되고 전부 계산되면 최종적으로 ”Option W,R,L,T,E or 

Help"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Option W,R,L,T,E or Help : r
Give first and last run numbers : 1545 1549
Option W,R,L,T,E or Help : l

---------------------------------------------------

----------------

 057 0|   0   0   0   0   0   0   1   0   0   2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Average 0   0   0   0   1   0   0   0   0   2  35 119 163  

91  1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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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0   0   0   0   0   0   0   0   0   0   0

 Total counts 5938 for 20 <= x <= 50  57 <= y <= 70  

Monitor     284536.

 Centroid of window  Xbar = 31.8  Ybar = 63.6

 Transmission: 0.28955 compared to run 1549,saved in 

summary file "sans.trm"

 Run   1545    LG-H2O                       LG-H2O,D2 

Monitor   284536.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 :

---------------------------------------------------

----------------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 :

---------------------------------------------------

----------------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 :

---------------------------------------------------

----------------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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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7 0|   0   0   0   0   0   0   1   0   0   2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Average 0   0   0   0   1   0   0   0   0   2  35 119 163  

91  1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Total counts 20554 for 20 <= x <= 50  57 <= y <= 70 

Monitor     285175.

 Centroid of window  Xbar = 31.8  Ybar = 63.6

 Transmission: 1.00000 compared to run 1549,saved in 

summary file "sans.trm"

Run   1549    TR, Direct beam         t beam     Direct be 

Monitor   285175.

Option W,R,L,T,E or Help :

 이렇게 각각의 transmission measuerment file name만의 투자율을 계산한다.

- 계산된 결과는 C:/Sans_pc 폴더내의 sans.trm 파일에 기록된다. 다음은 

sans.trm 파일에 기록된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ans.trm 파일에는 지금까

지 windet로 처리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저장된다. 파일의 끝에 가면 처리한 데

이터들을 볼 수 있다. Empty hole 데이터가 기록된 행부터가 현재 처리된 데이

터가 기록된 부분이다. 첫째열의 "Run"은 run#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열의 

"Trans."은 계산된 transmission값을 나타낸 것이다. Xbar, Ybar은 transmission 측정

으로 얻어진 빔중심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Ref."은 transmission 계산에 referen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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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empty hole 데이터의 run#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된 transmission 값은 

절 산란강도를 보정할 때 이용되고, Xbar, Ybar 값은 데이터를 regrouping 할 

때 빔중심 값으로 이용된다.

 Run    Trans.  Pos Title           Xbar  Ybar   Ref. x-pixels  

y-pixels

1549  1.00000    1  TR, Direct beam     31.8  63.6  1549  20  

50  57  70  1545  0.28955    1  LG-H2O              31.8  

63.6   1549

1546  0.29568    1  LG-D2O              31.8  63.5   1549

1547  0.95011    1  Empty Cell,2mm      31.8  63.6   1549

1548  0.29515    1  H2O 2mm             31.8  63.6   1549

1549  1.00000    1  TR, Direct beam     31.8  63.6   1549

- windet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 할 때마다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계산 결과와 

과정들은 C:/Sans_pc 폴더내의 wndt***.lis 파일에 기록된다. wndt***.lis 파일을 

확인하면 현재 windet를 실행한 계산조건들과 계산과정 및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4) areg (ILL 가이드북  p.58-60)

(가) areg 프로그램의 기능

- 하나로 SANS 장치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이다. 2차원 위치민감

형검출기를 이용해서 2차원 데이터를 얻는 목적은 짧은 시간에 높은 중성자계수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산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차원 I vs Q로 나타

내어지고 Q 값은 빔중심과 검출되는 위치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1차

원 검출기의 경우에는 한 개의 pixel에서 누적되는 중성자계수만이 중성자 

intensity값으로 나타나지만 2차원 검출기의 경우에는 빔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pixel의 데이터를 합산한 것이 중성자 intensity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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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ils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regrouping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regrouping이란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것이다. 빔 중심에 

해 radial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같은 q 값을 갖는 데이

터들이므로 2차원 데이터에 해 radially averaging을 해주면 1차원 I vs q 데

이터를 얻을 수 있다. 

(나) areg 프로그램의 실행

- 바탕화면의 rnils.exe (rnils)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뜬다.

AREG - version 9.3 January '02 (R.E. Ghosh)

output options

0 : no terminal listing 

1 : terminal listing

2 : printer output file to include Q/psi/sector maps areg>2

  1  Detector0   deg.    0.0000 2  x0  address        

63.5000

  3  y0  address       63.5000 4  Radial step cms.    

0.5000

  5  Sample-detect m.    3.0000       6  Wavelength a       

4.7700

  7  Collimation   m.    4.5000       8  Concentration       

1.0000

  9  isum  dx    cms.   0.5000            10  isum  dy    cms.   

0.5000

 11  4 or 16k           16.0000            12  sectang phi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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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 

 13  sector psi-0         0.0000             14  No.  of  sectors     

1.0000

 

 To modify give parameter number  and value

 to relist type -1    to continue type return

 Parameter... value :

주어진 11개의 parameter중 고딕체로 표현한 1(Detector0 deg.   0.0000), 7 

(Collimation m.  4.5000), 8(Concentration  1.0000), 9(isum dx cms.  

0.5000), 10(isum dy cms.  0.5000), 11(4 or 16k  16.0000)등 6개 parameter

와 주어진 값들은 하나로 SANS 장치에 해 정해진 값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

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각 개인의 PC에서 vf6.zip을 풀어서 처음 ILL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하나로 SANS 장치에 해 고정된 이 parameter들이 다른 값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처음 개인 PC에 ILL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에는 이 6개 parameter들도 위에 주어진 값으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측정조건에 따라 수정해야 되는 parameter들과 그 설명은 다음 Table 3-3-4

와 같다. 

- 장치 parameter의 변경은 “parameter #" "space" "변경된 값” 순으로 입력하

면 된다. 다음은 3가지 parameter를 변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변경이 끝나

면 "Parameter... value:" 다음에 enter를 쳐주면 된다.

Parameter... value : 2 26.8
Parameter... value : 3 62.6
Parameter... value : 4 0.5
Parameter... value : 5 2
Parameter... value : 6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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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 7 4.5
Parameter... value : 8 1
Parameter... value : 9 0.5
Parameter... value : 10 0.5
Parameter... value : 11 16
Parameter... value : 12 20
Parameter... value : 13 0(magnetic field를 수직방향(90°)으로 가한 경우엔 90으로 바꿔

준다)

Parameter... value : 14 1
Parameter... value : -1(parameter value가 바뀐값으로 열거된다)

Parameter... value : 
Delete cells listed in mask file ? (Y/N) [N] :

- "Delete cell listed in mask file? (Y/N) [N] :" 메시지가 나오면 다음 setup

으로 측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y를 누르고 masking file(mksej)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Delete cells listed in mask file ? (Y/N) [N] : y

Give filename (e.g. grund or mask) : mksej

Mask information: SEJMSKE    15-Nov-2002 19:10:16

for spectrum size 128 x 128

Type:

        S to stop

        A to read another mask file

        carriage return to continue

  O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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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RUN........LAST.....Input extension.......Output extension:

areg>5783 5801

- “Option :”가 나오고 enter를 누르면 “FIRST RUN........LAST.....Input

extension.......Output extension: " 나온다. 이 때 regrouping 하고자 하는 데이터

의 처음과 마지막 run#를 입력하면 된다.

RUN  5801 FOUND(마직막 regrouping된 file name이 표시된다)

% WARNING  -x0 address     DATA CONTAINS 19.0000 VALUE 

USED : 26.8000

% WARNING  -y0 address      DATA CONTAINS 63.5000 VALUE 

USED : 62.6000

% WARNING  -Radial step cms. DATA CONTAINS 63.5000 VALUE 

USED : 62.6000

SECTOR 0.0(magnetic field를 수직방향(90°)으로 가한 경우 90.0으로 표시된다) 

saved as run 5801 ext. 0(magnetic field를 수직방향(90°)으로 가한 경우 5801 ext.1)

TREAT ANOTHER SPECTRUM?  (Y/N) [N] :

areg>

- 이 때 처리할 데이터가 더 있으면 "TREAT ANOTHER SPECTRUM?  (Y/N) 

[N] :"에서 y를 입력한다. y를 입력하면 “ CHANGE GROUPING PARAMETERS 

(Y/N)[N] :" 메시지가 나오며 parameter를 변경해서 데이터 regrouping을 진행

할 경우 y를 입력하여 parameter를 변경하면 된다. 

- Regrouping된 데이터는 g00****.000(****는 run#)(magnetic field를 수직방향

(90°)으로 가한 경우  g00****.001)일이름과 확장자로 C:/Sans_pc 폴더내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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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000 파일은 아스키 파일로 아래와 같이 긴 헤딩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세

열의 숫자조합이 나타난다. 첫째 열은 Q 값이고 둘째열은 I 이고 셋째열은 error

이다.

------------------------------------------------------------------------------------------------

---------------------

    0.0000 ! reserved                      

    0.0000 ! reserved                      

    0.0000 ! reserved                      

    0.0000 ! reserved                      

    0.0000 ! reserved                      

       94         0         0         0         0         0      

   0         6

  0.100000E+01  0.200000E+03  0.000000E+00  0.100000E+01   

0.431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1.103056E- 02  2.700000E+00  3.674234E-01

------------------------------------------------------------------------------------------------

-----------------------

- areg 프로그램을 한 번 실행하면 계산조건 및 결과들을 C:/Sans_pc 폴더내의 

areg***.lis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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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olly

(가) spolly의 기능

- spolly는 측정된 데이터를 측정시간 동안의 모니터 count 값으로 normalize 하

고 sample background, cd, transmission 측정값들을 보정하여 식(1)에 나타난 

IS 값을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표준시료에 한 측정데이터를 이용하면 Q

에 한 시료의 절 산란단면적 (dΣ/dΩ)S 값을 구할 수 있다.

(나) spolly 실행이전의 데이터 처리

- spolly를 실행하여 시료의 절 산란단면적을 구하려면 다의 (1)에서 언급한데

로 Table 3-3-5와 같은 10가지 조건들에 해 측정하여야 한다. 절 산란단면적

을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시료에 한 4가지 조건에 해서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

- spolly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차원 데이터로 regrouping된 데이터가 있어야

만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spolly를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모두 

rnils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000 으로 생성된 regrouping된 데이터로 변경시켜

야 한다. 그리고 spolly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투과율 값을 입력해야 하므로  

windet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투과율 값이 있어야 한다.

(다) 표준시료에 한 spolly의 실행

- spolly의 실행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원래 spolly 프로그램은 측정 시료에 

한 데이터와 표준 시료에 한 데이터를 같은 Q값에 한 데이터에 해서 모

두 보정해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간섭산란이 큰 

표준시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I(Q=0) STD
 을 이용하는 silica 

표준시료에는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silica 표준시료에 해 spolly를 한 번 

실행하여 parameter를 구하고 측정시료에 해 spolly를 실행하여 표준시료에서 

얻어진 parameter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절 산란강도 보정이 

이루어진다.

- Table 3-3-6은 spolly 실행을 설명하기 위한 example 데이터 s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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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화면의 spolly.exe (spolly)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Table 

output.../spol>"이 나오면 “2”를 누르고 enter를 누르고, 

“Prescale....../else..../spol>"이 나오면 다시 enter를 누른다.” “CADMIUM.../Run 

number...Ext/ spol>”가 나오면 Cd 측정의 run#(1198)를 누르고 enter를 누른

다.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3.367"이란 메시지는 Cd 측정에 해 기록

된 monitor count가 0.53367E+07 인데 이것을 100000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

다. 이 과정은 측정시간동안 누적된 monitor count값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normalize하는 것이다. 

-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

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 "VANADIUM SAMPLE runs:/ 

Run number...Ext/ 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SAMPLE-BACKGROUND 

runs/Run number...Ext/spol>” 메시지가 나오면 silica 표준시료에 한 sample 

background(emtpy cell for silica 1mm)의 run#(1220)을 치고 enter를 누른다. 

Cd run# 입력한 후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 “SAMPLE run numbers/Run number...Ext/spol>”메시지가 나오면 silica 표준시

료에 한 run#(1208)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Cd run, sample background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spol>” 메시지

가 나오면 
T STD+Cell

T Cell

 값을 입력한다. windet로 계산된 투과율 값을 sans.trm 

파일에서 확인하여 계산하면 silica에 한 A2 값은 

T STD+Cell(=0.90828)

T Cell(=0.92996)
=0.9767 로 나오고 이 값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spol>” 

가 나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enter를 누른다. “Default title..../Type 

return.../spol>” 메시지가 나오면 default title로 주어진 “silica standard A4"라는 

title 이외의 다른 title을 입력하고자 하면 20자 이내로 입력하고 default title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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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고자 하면 enter를 누른다. 그러면 “Saved as file g001208.001  

run   1208 ext.  1”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SPOLLY - Version 6.6 June 2000 (R Ghosh)

 Table output  0:none  1:Local terminal  2:Printer file

 spol>2
 Prescale stored monitor by 100000: give new divider

 else give <RETURN> :

 spol>

 CADMIUM/ELECTRONIC BACKGROUND runs:

 Run number...Ext

 spol>1198

 Title :  Cd run              stored monitor  0.53367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3.367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VANADIUM SAMPLE runs:

 Run number...Ext

 spol>
 SAMPLE-BACKGROUND runs

 Run number...Ext

 spol>1220
 Title :  empty cell for sili stored monitor  0.58120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8.120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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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l>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1208
 Title :  silica standard A4  stored monitor  0.53391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3.391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

 spol>0.9767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

 spol>
 Default title is :  silica standard A4

 Type return to use this or give new title (20 characters) :

 spol>

Saved as file g001208.001  run   1208 ext.  1

- C:/Sans_pc 폴더를 확인하면 g001208.001 파일이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파일은 silica standard sample의 SANS 측정 데이터에 해 monitor 

count를 normalize하고 식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sample background, cd 

run, 투과율을 보정한 결과이다. 즉 g001208.000 파일은 식 (1)에서 I S+ SB
를 

g001208.001 파일은 식 (1)에서 I S를 나타낸다.

- ILL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한번 처리할 때마다 확장자가 1씩 증가하여 파일

로 기록된다. *.001은 이미 *.000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001로 기록된 

것이다. 만약 run#=1208인 silica 표준시료의 데이터에 해 한번 더 rnils 프로그

램이나 spolly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g001208.000 파일과 g001208.001 파일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g001208.002 파일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는 초기에 rnil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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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000 파일을 만들고, spolly를 이용해서 *.001 파일을 만드는 것이 데

이터를 관리하기에 편하다. ILL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Run number...Ext”란 메

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run#와 extension #를 의미한다. *.000 파일에서 

extension #는 0이고 *.001 파일에서 extension #는 1이다. 0일 경우에는 생략

이 가능하며 spolly 프로그램에서도 특별히 *.001 파일을 처리하고자 하면 "run# 

[space] 1"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 Fig. 3-3-6는 g001208.000 데이터와 g001208.001 데이터를 함께 도시한 것

이다. Monitor count를 normalize 해주고 background를 보정해 주었으므로 

g001208.001 데이터는 intensity가 g001208.000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attern의 양상도 high Q region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I(Q=0) STD
의 계산(rguim.exe의 실행)

- 다의 (2)에서의 식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시료를 이용해서 절 산란강

도 보정을 수행하려면  I(Q=0) STD
 값을 구해야 한다. (다)에서 처리한 

g001208.001 데이터를 0.02<Q<0.04(1/Å) 범위에서 Guinier fit하면 I(Q=0) STD

를 구할 수 있다. 바탕화면의 rguim.exe (rguim) 프로그램은 쉽게 Guinier fitting과 

I(Q=0) STD
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 rguim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Option 3번이 Guinier fit을 

가리킨다. 메시지에 나온 로 run#, ext.no., option 차례로 “1208 1 3”을 입력

하고 enter를 누르면 “Concentration =  1.00/New value :/guim>” 메시지가 나

온다. 여기에서 다시 enter를 누르면 “Fit: rmin..rmax  Plot: rmin..rmax 

:/guim>” 메시지가 나온다.

- “Fit: rmin..rmax  Plot: rmin..rmax :/guim>” 에서는 fitting 하고자 하는 범위

와 도시하고자 하는 범위를 입력한다. rguim 프로그램에서는 프랑스 ILL의 

SANS 장치를 기준으로 ILL SANS 장치의 검출기 중심에서의 거리(cm)로 fitting 

범위와 그래프 범위를 결정한다. Silica 표준시료의 경우 fitting 하고자 하는 범위

가 0.02<Q<0.04(1/Å)이므로 fitting 범위가 이 영역에 맞도록 하나로 SANS 장치에 

적합한 Fit: rmin..rmax  Plot: rmin..rmax 범위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Plot 범위는 

Fit 범위보다 다소 넓은 범위로 설정한다. Fit: rmin..rmax  Plot: rmin..rmax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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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료-검출기간의 거리 및 파장에 따라 결정된다. Table 3-3-7은 하나로 

SANS 장치 setup에 따른 Fit: rmin..rmax와  Plot: rmin..rmax를 나타낸 것이

다. Table 3-3-7에 나타나 있지 않은 setup 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Q 값이 

rmin..rmax 값에 비례하므로 그래프 도시 후 rmin..rmax 값을 적절히 변경하여 

입력한 후 그래프를 도시한다.

-“7.5 15 0 20”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Fig. 3-3-8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

난다. 그래프 위의 heading의 둘째줄을 보면 fitting 한 Q 범위가 “0.20E-01 < 

Q < 0.40E-01"로 표시되어 있고 세째 줄에는 Radius of Gyration, RG=30.71

(Å)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줄에는 "Intensity/Conc.(Q=0) = 1.138"

로 표시되어 있다. 이 값이 구하고자 하는 I(Q=0) STD
 값이다. 

- 그래프를 얻은 다음 heading에 나타난 fitting Q 영역이 정해진 범위

(0.02<Q<0.04(1/Å))와 일치하지 않거나 plot 범위를 바꾸고 싶을 경우 그래프가 나타

난 상태에서 enter를 한 번 누른다. “Fit: rmin..rmax  Plot: rmin..rmax :/guim>”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서 다시 Fit: rmin..rmax, Plot: rmin..rmax 값들을 입력한 

후 enter를 누른면 다시 변경된 fitting 영역으로 fitting되어 그래프가 그려진다. 

  RGUIM - Version 5.9  June 1998 (R.E. Ghosh)

 Zero run number stops program

 rmin=-1 returns for another spectrum

 rmin=-2 stops program

 rmin=-3 allows scales to be fixed

 Options:

  1  C/I          versus Q**2   Zimm

  2  C/I**0.5     versus Q**2   Debye

  3  Log10(I/C)   versus Q**2   Guinier

  4  Log10(I*Q)   versus Q**2   Thin rods

  5  Log10(IQ**2) versus Q**2   Sheets

  6  I(Q)         versus Q      Incoh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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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number...Ext.no...Option : 

 guim>1208 1 3
 Concentration =  1.00

 New value : 

 guim>
 Fit: rmin..rmax  Plot: rmin..rmax : 

 guim>7.5 15 0 20

(마) 시료의 절 산란단면적 계산

- 시료의 절 산란단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면 다시 spolly를 실행한다.

- "SAMPLE-BACKGROUND runs/Run number...Ext/spol>" 나오기 전 까지는 

(다)의 silica에서 실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cd run#를 입력하고 

"SAMPLE-BACKGROUND runs/Run number...Ext/spol>" 메시지가 나올 때까

지 enter를 누른다. "SAMPLE-BACKGROUND runs/Run number...Ext /spol>" 

메시지가 나오면 시료에 한 sample background(empty cell D2O 5mm)의 

run#(1221)를 치고 enter를 누른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 “SAMPLE run numbers/Run number...Ext/spol>” 메시지가 나오면 처리하고

자 하는 첫 번째 sample(graft 30wt%-40C)의 run#(1196)를 치고 enter를 누른

다.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spol>” 메시지

가 나오면  
T Sample+Cell

T Cell

 값을 입력한다. windet로 계산된 transmission 값을 

sans.trm 파일에서 확인하면 run# 1197(1196번 sample의 투과율 측정 데이터)의 

투과율은 0.27990로, 시료 cell의 투과율(1218번)은 0.65426으로 나온다.  A2 값은 

T Sample+Cell(=0.27990)

T Cell(=0.65426)
=0.4278 로 나오고 이 값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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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2값은 시료에 해 계산할 경우 A2=
T Sample+Cell

T Cell

 로 나타낼 수 있다.

- 시료의 절 산란단면적, ( dΣ(Q)/dΩ)S은 다음의 식(7)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계산하고 있는 시료에 한 각 parameter 값들과 설명은 Table 3-3-8과 같다. 

(
dΣ(Q)
dΩ )S=(

I(Q)S
I(Q=0)STD

)(
dSTD

dS
)(

TSTD+Cell

TS+SB
)(

dΣ(Q=0)
dΩ )STD

    (7)

- A2값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spol>"란 메시지가 나온다. 여기서

는 A4값을 계산하여 입력하면 된다. 이 때 Concentratin과 Flat background(A5)

을 입력하는 것은 무시한다. A4 값은 식 (2)에서 ( dΣ(Q)/dΩ)S와 I(Q) S
 사이

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로 다음 식 (8)로 표현할 수 있다.

(
dΣ(Q)
dΩ )S=

I(Q)S
A4

(8)

그러므로 A4값은 다음 식 (9)로 표현된다.

A4= I(Q=0) STD⋅

(
dS

dSTD
)(

TS+ SB

TSTD+Cell
)

(
dΣ(Q=0)

dΩ )STD

 (9)

- 첫 번째 sample(graft 30wt%-40C)에 한 A4 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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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run1196)= I(Q=0)STD⋅

(
dS

dSTD
)(

TS+ SB

TSTD+Cell
)

(
dΣ(Q=0)

dΩ )STD

             

=1.138⋅
(5mm/1mm) (0.2799/0.90828)

26.5(cm-1)
= 0.06617

(10)

계산된 0.06617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Default title..../Type 

return.../spol>” 메시지가 나오고 default title로 주어진 “graft 30wt%-40C"라

는 title 이외의 다른 title을 입력하고자 하면 20자 이내로 입력하고 default title

을 그 로 사용하고자 하면 enter를 누른다. 그러면 ”Saved as file 

g001196.001  run   1196 ext.  1“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 C:/Sans_pc 폴더에서 확인하면 g001196.001 파일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g001196.001 파일은 *.000 파일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고 긴 heading 다음의 

데이터는 3열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열은 Q, 두 번째 열은, intensity, 세 번째 열

은 error이다. 식 (8)에 나타난 바와 g001196.001 파일의 intensity는 시료의 산

란단면적 ( dΣ(Q)/dΩ)S로 [1/cm]의 단위를 갖는다.

 SPOLLY - Version 6.6 June 2000 (R Ghosh)

 Table output  0:none  1:Local terminal  2:Printer file

 spol>2
 Prescale stored monitor by 100000: give new divider

 else give <RETURN> :

 spol>

 CADMIUM/ELECTRONIC BACKGROUND runs:

 Run number...Ext

 spol>1198
 Title :  Cd run              stored monitor  0.53367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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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VANADIUM SAMPLE runs:

 Run number...Ext

 spol>
 SAMPLE-BACKGROUND runs

 Run number...Ext

 spol>1221
 Title :  empty cell D2O 5mm  stored monitor  0.17438E+08

 Using scaled monitor preset   174.38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1196
 Title :  graft 30wt%-40C     stored monitor  0.17715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17.715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

spol>0.4278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

spol>0.06617
Default title is :  graft 30wt%-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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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turn to use this or give new title (20 characters) :

spol>

Saved as file g001196.001  run   1196 ext.  1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

- spolly를 한번 실행하면 다시 “SAMPLE run numbers/Run number...Ext 

/spol>" 메시지가 나온다. Cd run이나 sample background 측정조건이 같은 여

러 시료들에 해 spolly로 절 산란강도 보정을 할 경우 이 때 아래와 같이 두

번째 시료(PLA750 24wt-55C)의 run#(1205)를 입력하면 된다.

- 첫 번째 시료와 마찬가지로 A2 값과 A4값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처리하면 두 

번째 시료에 한 보정 데이터가 g001205.001 파일에 저장된다. 세 번째 시료

(PLGA750 1wt-10C)에 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Cd run이나 sample background 측정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이처럼 수

십개의 데이터에 한 산란강도 보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1205
 Title :  PLA750 24wt-55C     stored monitor  0.17692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17.691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

 spol>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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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

 spol>0.06671
 Default title is :  PLA750 24wt-55C

 Type return to use this or give new title (20 characters) :

 spol>

 Saved as file g001205.001  run   1205 ext.  1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1206
 Title :  PLA750 24wt-55C     stored monitor  0.17671E+06

 Using scaled monitor preset   1.7671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

 spol>0.9763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

 spol>0.151
 Default title is :  PLA750 24wt-55C

 Type return to use this or give new title (20 characters) :

 spol>

 Saved as file g001206.001  run   1206 ext.  1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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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lly로 시료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엑셀등의 spread sheet 프로그램을 이

용해서 미리 투과율과 A2, A4 값등을 계산한 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

다. Table 3-3-9는 기 처리한 3개의 데이터에 한 계산 sheet를 나타낸다. 

- spolly 프로그램을 한 번 실행하면 계산조건 및 결과들을 C:/Sans_pc 폴더내의 

spol***.lis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Water 표준시료를 이용한 절 산란강도 보정

-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2000mm 이하일 경우 Table 3-3-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Qmin이 0.02(1/Å) 이상이므로 silica 표준시료를 산란강도 보정에 사용할 경

우 Guinier fitting시 error가 커져서 정확하게 산란강도를 보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시료와 같은 측정조건에서 Water를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Water 

시료의 경우 1mm quartz cell에 담긴 것을 이용한다. Silica 표준시료는 산란강

도가 큰 간섭성 산란을 이용한 표준시료이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1-2시간)을 측

정하여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water 시료의 경우 비간섭성 산란을 이용하므

로 산란강도가 높지 않고, 데이터 quality가 높은 flat한 pattern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시간 측정하여야 한다.

- Water 데이터도 (5)의 (다)에 나온 방법 로 spolly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Water에 한 *.001 파일을 얻고 나면 plot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도

시한다. Water에 한 SANS pattern은 Q 값과 무관하게 flat한 양상을 가지므로 

linear fitting으로 I(Q=0) Water
 값을 얻을 수 있다. 

- (5)의 (다)에 나온 로 시료에 해 spolly를 실행하고 A4값은 다음 식 (10)에 

의해서 계산된다. 식 (10)에서 (
dΣ(Q=0)

dΩ )Water
 값은 식 (6)의 관계식에서 중성자 

파장에 해 계산된다.

A4= I(Q=0)Water⋅

(
dS

dWater
)(

TS+SB

T Water+Cell
)

(
dΣ(Q=0)

dΩ )Wa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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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ploting 프로그램

(가) mplot

- mplot.exe는 1차원 데이터를 도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mplot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Option R,S,X,Y,P,W,A,B,C,D,HELP or EXIT :" 메시지가 나온다. 

“r"을 누르고 enter를 누르면 ”Read in data,.../Run number...ext...divider :“ 메

시지가 나오고 도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run#, ext.#를 입력하고(*.000 파일일 

경우 ext.# 생략가능) enter를 누르면 다시 ”Run number...ext...divider :“ 메시

지가 나온다. 이 때 추가해서 도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입력하고 도시하

고자 하는 데이터의 입력이 모두 끝나면 enter를 친다. 그리고 ”p"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read한 데이터들이 그려진다. mplot은 총 10개까지의 데이터를 

읽고서 동시에 도시할 수 있다.

- mplot 프로그램은 실행하면 여러 option들에 한 설명이 나오며 그래프가 그

려진 상태에서 명령들을 실행하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mplot을 

처음 실행하면 “s" 1번 option인 I(Q) vs Q로 지정되어 있다. “s"를 입력 enter

하고 1-13까지의 다양한 option을 실행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 상단 메뉴에서 File→Save를 선택하면 현재 그래진 그래프가 *.bmp 형태의 그

림파일로 저장된다.

-----------------------------------------------------------------

 Option R,S,X,Y,P,W,A,B,C,D,HELP or EXIT : r
 Read in data, a zero run number ends sequence, -1 to stop

 Run number...ext...divider : 1196 1
 Spectrum  graft 30wt%-40C     read in

 Run number...ext...divider : 1205 1
 Spectrum  PLA750 24wt-55C     read in

 Run number...ext...divider : 1206 1
 Spectrum  PLA750 24wt-55C     read in

 Run number...ext...divi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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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on R,S,X,Y,P,W,A,B,C,D,HELP or EXIT : p

(나) splot

- splot은 데이터를 2차원으로 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type new run numbers 

#first, #ext #last:” 메시지가 나오면 도시하고자 하는 첫 번째 run#, 0, 마지막 

run#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첫 번째 데이터의 그래프가 도시된다. 첫 번째 

그래프가 도시된 후 “n"이나 ”na"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다음 run#에 한 

그래프가 도시된다.

- splot을 실행하면 여러 option들에 한 설명이 나오며 option들을 실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mplot과 마찬가지로 splot 프로그램도 상

단 메뉴에서 File→Save를 선택하면 현재 그래진 그래프가 *.bmp 형태의 그림파

일로 저장된다.

---------------------------------------------------

--------------

  type new run numbers #first, #ext #last: 1196 0 1208

(8) 기타 프로그램

- C:/Sans_pc 폴더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windet, rnils, spolly 등의 프로그램들과 기본적으로 명령어 입

력 및 실행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각 프로그램들에 한 자세한 설명은 

sas_manual.pdf 파일로 있는 ILL 가이드북(A Compting Guide for Small-Angle 

Scatterng Experiments"을 참조하면 된다.

- 바탕화면의 LogFileMaker.exe (LogFileMaker.exe)는 raw data(h00****.san) 

heading에 있는 측정조건들을 Excel에서 읽을 수 있는 text file 형태의 logfile

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LogFileMaker를 실행하면 Fig. 3-3-8과 같은 창

이 뜨고 raw data가 있는 폴더를 지정하고 logfile을 만들고자 하는 파일들의 첫 

번째 run#와 마지막 run#를 입력하고 “Generate and Save!"를 클릭하면 지정하

는 폴더에 logfile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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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을 실행하고 탭 분할 형식으로 logfile을 읽으면 각 항목별로 column이 

분할된 spread sheet를 얻을 수 있다. 

(가) Program set up

- PCG Software version 1.01.02를 setup을 하면 PDH2000, Mini Viewer, 

Len for Window , GIFT for Window, DECON for Window, MULTIBODY for 

Window program이 바탕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GIFT(Generalized Indirect Fourier 

Transformation) for Window program은 small angle x-ray data나 SANS 

data로부터 size와 distribution을 계산하게 된다.  

먼저, GIFT for Window에서 사용될 file format은 PDH file 형태를 갖고 있어

야 하며, 확장자명은 “IFT" 로 바꿔 주어야한다.  

① PDH file 만들기(Ⅰ)

-spolly를 실행하여 A2와 A4값을 입력하고, magnetic field를 수평, 수직 방향으

로 가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spol000.lis file을 활용하게 된다. 

spolly를 실행할 때 default title을 그 로 사용하여 만들면 spol000.lis file에서 

anneling 시간에 따른 sample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pol000.lis file

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SPOLLY 6.6          >>>>>>>>>>>     r          Fe-Cu-15hr, M2=5700

                               -----------   Fe-Cu-15hr-hori       RUN  5786 /  2  -----------

Background correction for vanadium absorption A1 = 0.0000E+00     

Background correction for sample absorption   A2 = 8.4538E-01

Vanadium macroscopic cross-section          A3 = 0.0000E+00     

Sample macroscopic cross-section             A4 = 3.1424E-01

Flat background  absolute cross-section        A5 = 0.0000E+00

Sample - Detector distance  =   2.0000 M.    Incident wavelength =   4.3100 A.    Concentration =   

1.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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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s have been made using the following spectra:

 Sample    Run  5786  ext  0  Preset   1.4491E+03       Samp.bgd  Run  5785  ext  0  Preset   

2.6856E+02

 Cad/Elec  Run  5783  ext  0  Preset   2.8827E+02

Magnetic field를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가했을 경우 모두 다음의 Q. I,SAMPLE, 

ERR(I) data만 필요하게 된다

"RAD"  DEGREES   Q     Q**2       Q**4     I,SAMPLE    ERR(I)    I*Q**2      C/I        Ln(I)    Ln(Q*I)    S'  

    B'

*   1.5    0.434   0.0110  1.217E-04   1.480E-08    1.6162E-02   2.68E-02   1.966E-06   6.187E+01   -4.1251   -8.6322   

 0.01    0.01

*   2.0    0.578   0.0147  2.160E-04   4.664E-08    1.9736E-01   2.68E-02   4.262E-05   5.067E+00   -1.6227   -5.8429   

 0.08    0.01

*   2.5    0.720   0.0183  3.355E-04   1.125E-07    1.5979E+00  8.06E-02   5.361E-04   6.258E-01    0.4687   -3.5313   

 0.72    0.22

*   3.0    0.863   0.0219  4.816E-04   2.319E-07    1.4061E+00  7.76E-02   6.771E-04   7.112E-01    0.3408   -3.4784   

 0.65    0.21

*   3.5    1.005   0.0256  6.542E-04   4.279E-07    1.0852E+00  6.68E-02   7.099E-04   9.215E-01    0.0817   -3.5843   

 0.49    0.15

*   4.0    1.157   0.0294  8.662E-04   7.503E-07    7.5469E-01   5.21E-02   6.537E-04   1.325E+00   -0.2815   -3.8071   

 0.36    0.12

*   4.5    1.302   0.0331  1.096E-03   1.202E-06    7.3713E-01   4.02E-02   8.083E-04   1.357E+00   -0.3050   -3.7128   

 0.31    0.08

*   5.0    1.441   0.0367  1.344E-03   1.807E-06    5.8863E-01   3.25E-02   7.913E-04   1.699E+00   -0.5300   -3.8359   

 0.24    0.06

*   5.5    1.584   0.0403  1.623E-03   2.634E-06    4.4512E-01   3.35E-02   7.224E-04   2.247E+00   -0.8094   -4.0211   

 0.21    0.07

*   6.0    1.726   0.0439  1.928E-03   3.718E-06    3.1822E-01   3.08E-02   6.136E-04   3.142E+00   -1.1450   -4.2706   

 0.17    0.07

*   6.5    1.869   0.0475  2.260E-03   5.106E-06    2.7669E-01   3.01E-02   6.252E-04   3.614E+00   -1.2848   -4.3311   

 0.15    0.06 

 

magnetic field를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가했을 경우 각각의 sample의 Q와 Intensity, 

error의 data를 copy 하여 Excel 프로그램에 paste하면 Fig. 3-3-9과 같다

여기서, magnetic field를 수평으로 가했을 때와 수직으로 가했을 때 Q값의 data를 비

교해보면, 서로 응되는 값이 있다. 즉, magnetic field를 수평으로 가했을 경우 Q값이 

1.100000E-02부터 2.256000E-01까지,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했을 경우 Q값이 

1.100000E-02부터 2.245000E-01까지 총 60개의 data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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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DH file 만들기(Ⅱ)

자기적인 성질을 상쇄시키위해서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했을 경우의 

Intensity 값에서 magnetic field를 수평으로 가했을 경우의 Intensity 값을 빼준다. 즉, 

Fig. 3-3-10와 같이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했을 경우 Q값이 1.100000E-02부터 

2.245000E-01까지에 해당하는 Intensity 값에서 magnetic field를 수평으로 가했을 경우 

Q값이 1.100000E-02부터 2.256000E-01까지의 Intensity 값을 빼주면 된다.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했을 경우 Q값이 1.100000E-02부터 2.245000E-01까

지 총 60개의 data와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한경우 ― magnetic field를 수평으

로 가한경우의 Intensity 값,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했을 경우의 Error값을 copy

하여 Fig. 3-3-11과 같이 paste를 한다. 그리고 Fig. 3-3-11(c)와 같이 

0.000000E+000.000000E+000.000000E+000.100000E+010.000000E+00

0.000000E+000.000000E+000.000000E+000.000000E+000.000000E+00 값을 써

줘야 한다.

Fig. 3-3-11(c)의 data를 copy 하여 메모장에 다음과 같이 paste를 한다.

   1SPOLLY 6.6          >>>>>>>>>>>     r          Fe-Cu-15hr, M2=5700

    60           0         0    0          0      0          0          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E+00       0.100000E+01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1.100000E-02   3.372300E-02    3.080000E-02

1.460000E-02   1.320340E+00    7.280000E-02

1.830000E-02   3.692600E+00   1.010000E-01

2.200000E-02    4.557700E+00   1.060000E-01

2.590000E-02    4.428000E+00   8.550000E-02

2.930000E-02   4.003310E+00   7.040000E-02

3.290000E-02    3.442270E+00   6.750000E-02

3.660000E-02    3.209970E+00   6.210000E-02

3.990000E-02   2.896580E+00   5.120000E-02

4.350000E-02   2.417980E+00   4.570000E-02

4.700000E-02    2.274710E+00   4.220000E-02

5.050000E-02    1.831780E+00   3.66000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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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000E-02    1.585180E+00   3.290000E-02

5.810000E-02    1.320290E+00   3.190000E-02

6.160000E-02    1.122420E+00   2.860000E-02

6.530000E-02    8.888400E-01   2.640000E-02

6.880000E-02     8.265200E-01   2.430000E-02

7.260000E-02     6.124540E-01   2.100000E-02

7.630000E-02     4.938980E-01   2.090000E-02   

       .                .               .

    Q            Intensity          Error

이렇게 메모장에 붙인다음 저장한후 file 확장명을 "IFT" 바꿔준다. 그러면      

이와같은 파일이 생성이 된다.      

(나) GIFT for Window program 

바탕화면에 있는  를 실행시킨다. 그러면 Fig. 3-3-12과 같은 창이 열리고, 

tool bar의 Form factor를 click하면 File specification(F1), Evaluation 

Parameter(F2), simulation Parmeter(F3) menu가 있다. 

그 중에서 먼저  File specification(F1)을 click하면 Fig. 3-3-13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된다. 먼저, “Filename”에서 Browse를 클릭하여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IFT 확장명을 찾는다. “Text”는 자유롭게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wavelength distribution ,  slit length profile , 그리고  slit width profile 

은 smearing effect의 사용을 결정한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check 하지 않는다. 

“Type of data" 에서는 experimental data를 선택한다. 

“Type of evaluation"는 evaluation을 위해 사용되는 transformation 설정하는 것

으로서 먼저, standard 는 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Lamella 

는 flat  particle의 thickness correlation function을 위한 것이고,  Cylinder 는 

particle과 같은 rod의 cross section distance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Ploydisperse 는 polydisperse particle의 size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중에서 우리는  Ploydisperse 를 선택한다. 그러면  type of distribution box가 

나타날 것이다. 이 box에는 Intensity distribution, volume distribution, 또

는 number distribution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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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volume distribution을 선택하게 된다. Fig. 3-3-14

과 같다.

"Shape factor of non-spherical particles"를 check하지 않는다면 particles이 둥

글 것이라고 추측하고 계산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evaluation parameter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menu는 GIFT에서 계

산되어야 할 parameter들을 결정하게 되고, Fig. 3-3-15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된

다. 

-Use data point from number   1     up to number   60   of file 5786.i (max60)

으로 data의 범위를 정한다. 

-Calculate           Lagrange multipliers, starting with         , having a decrement of       

는 GIFT에서 계산되어야할 solution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Calculate    10    Lagrange multipliers로 하고, starting with   10   , 

having a decrement of  0.5로 설정하게 되면 1010, 109.5 109, …105.5, 105의 값으로 

solution이 계산될 것이다.  

우리는 calculate  19   Lagrange multipliers로 하고, starting with  10  , having a 

decrement of  1   로 설정한다. 

-calculate         points in real space(odd), maximum r-value is  는 p(r) 함수의 point 

개수를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Calculate  101   points in real space(odd), maximum 

r-value is   300   으로 설정한다.   

 -Total number of spline function    은 p(r)함수의 r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maximum 4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우리는 30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Total number of 

spline function   30  .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parameter들이다. 특별히 special settings

는 사용하지 않았다. 최종적인 evaluation parameter 설정은 Fig. 3-3-16과 같다.

Main Menu를 click하면 Fig. 3-3-17과 같이 q값에 따른 Intensity graph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start calculation” button을 누르면, Fourier Transformaion

이 이루어진다.

① Selction of Sloution(Optimum Lagrange Multiplier)

Fig. 3-3-18은 "start calculation" button을 누른 후의 screen이다. 왼편에 plo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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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deviation, curve height, 그리고 log NC' 값을 보여주고 있다.  “calculate  

19   Lagrange multipliers” 부분을 나타내고 있음. 오렌지색으로 표시된곳은 내가 table

에서 선택한 부분을 나태내고 있다. 오른쪽은 r값에 따른 분포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오른쪽 table에서 Lagrange M을 선택할 때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MD 값은 작은값을 찾는다.

- 2nd Der. log Nc' 값은 부호가 바뀌는 부분에서 작은값을 찾는다.

- 1st Der. log Nc' 값은 작은 값을 찾는다. 

- Approx의 button을 눌러서 graph가 처음 q 값에 따른 Intensity graph와 같게 나오

면 된다. 그 결과는 Fig. 3-3-19 및 3-3-20과 같다.

Save할 때는 one solution만 가능하며, “File”의 “Save solution as”를 선택하여 저

장한다. 또 다른 input parameter로 calculation을 원할 때는 “Calculation”에서 “Back 

to Input”를 click하면 된다.

② PROGRM WINGIFT

Solution을 저장하고 나면, ***.IP$, ***.APP, ***.DES, ***.FFP, ***.IO$, ***.IOT, 

***.POR, ***.SFP, IN.FFP, IN.SEP의 확장명으로 저장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

게 될 확장명은 ***.IO$이다. 

이것을 메모장에서 열게 되면 Fig. 3-3-21과 같이 된다. 

r값에 따른 D(r)값을 origin에서 graph로 그리면 GIFT for window에서 얻었던 분포

도 graph를 볼수 있다.

③ Origin 사용

Worksheet에 X축엔 r값을 입하고 Y축은 D(r)값을 입하여 graph를 그린다. 

scale은 Liner로 X축은 -25에서 325까지 하고 increment는 20으로 한다. Y축은 

-0.05에서 0.25까지 하고 increment는 0.02로 해서 graph를 그리도록 한다. 그리고 

Orgin tool bar⇒ Analysis⇒ “Fit Gaussian을 선택하여 Fitting 한다. Fig. 3-3-22과 

같다. Fig. 3-3-22에서 우리는 XC값을 통하여 Cu의 분포도와 Radius of Cu precipitate

를 알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한 XC값의 타당성은 TEM을 이용하여 지름을 측정한 것

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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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ANS를 이용한 Fe-Cu의 석출물 분석 

(1) 기기구성

Fig. 3-3-23은 소각중성자산란 장치의 개략도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설치되

어 있는 소각중성자산란 장치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치는 원자로에서 나오

는 넓은 파장범위를 갖는 중성자빔을 단일한 파장을 갖는 중성자빔으로 바꾸어주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 중성자빔을 집속시켜주는 콜리메타, 시료고정장치, 2차원 중성

자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선별기는 입사 중성자의 속도 즉 파장을 선택하는 

장치로서 소각중성자산란에서는 통상 나선모양의 홈을 갖는 단속기를 사용하며, 두 

개의 작은 구멍으로 구성된 콜리메타는 입사빔의 방향과 공간퍼짐을 규정한다. 중

성자 검출기로는 보통 1 차원 또는 2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 (2 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를 사용한다.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의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두께 0.4mm의 

탄소섬유 강화 에폭시 복합재로 만든 브래이드에 중성자 흡수체인 10B을 코팅하

고 72개의 브레이드로 나선형 빔 개구를 만들어 회전 속도에 따라서 중성자 투과 

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28,300rpm 의 고

속도로 회전하며 회전수에 따른 투과 파장이 결정된다. 입사 빔의 분산이 60인 

경우에도 약 80% 이상의 투과율을 얻을 수 있고, 파장 분해능(Δλ/λ)도 약 10%

이다. 보통 실험 목적에 따라서 4 ～ 10Å 영역에서의 파장을 선택할 수 있다.

속도 선별기를 통과한 중성자 빔은 시료에 빔을 집속시키는 빔 콜리메터로 들

어간다. 하나로 콜리메이터의 길이는 4.5m로 고정되어 있으나, 빔 콜리메터의 입

구와 출구에는 슬릿계를 설치하여 다양한 실험 조건에 따라 빔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중성자 검출기는 내경이 1.7m이고 길이가 약 4m인 진공 챔버(진공

도 < 10-2 torr) 내에 장착된 레일 위에 설치하여 시료 위치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를 1.5m에서 4.5m까지 자동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료내 크기가 

1nm 정도인 미시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검출기를 시료 를 중심으로 최  

+100까지 회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SANS 실험 시에 관찰하고자 하는 

미시구조의 크기에 따라서 파장, 빔 크기, 시료와 검출기까지의 거리 등 장치 배

치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시료를 통과한 중성자 빔은 중성자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하나로의 2차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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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형 중성자 검출기는 중성자 검출 기체는 3He을 사용하며 검출하며, 유효 검

출면적은 64.5cm x 64.5cm, 공간 분해능은 128 x 128 pixels(pixel size : 5mm 

x 5mm)이다. 중성자 검출 효율은 파장 5Å에서 80%이상이며, 검출 능력은 1초에 

104개의 중성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손실 없이 검출할 수 있다. 검출기의 미분형 

비선형성(differential non-linearity)은 ±10% 이하이며, 중성자 빔을 이용해서 측

정된 검출기의 공간 분해능은 수직 및 수평 방향 모두 약 4.5 ㎜이다. 

SANS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료산란, 투과율, 시료 배경 산란 및 전기적 잡

음 측정 외에도 시료 절  산란강도 보정을 위한 표준 시료의 소각 산란 측정 등 

최소 8가지 측정을 하여야 하나의 완전한 실험 데이터 조합을 얻을 수 있다.

(2) 실험 및 data 해석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백색 중성자(white neutrons)를 중

성자 속도 선별기(neutron velocity selector)나 이중 단결정 단색기(double 

crystal monochromator)를 사용하여 얻어진 중성자를 시료에 입사시켜 시료에서 

산란된 중성자들을 2차원(또는 1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산

란각의 함수로 측정하여 시료의 정보를 얻는 것이다. 재료내에 큰 크기를 갖는 결

함들을 보기 위해서는 낮은 Q영역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얻어야 한다. 즉 매우 작

은 산란각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SANS장치의 빔 

collimator에 의한 기하학적 분해능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장파장을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나 SANS 장치의 분해능은 아주 작은 Q 영역에서는 장치의 기하학적 분

해능이 우선하며, 보다 큰 Q 영역에서는 입사하는 중성자 파장의 분해능이 우선

함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결함의 크기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SANS 장치의 배치를 

선정해야한다. Fig. 3-3-23은 하나로 SANS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

다. 하나로 SANS 장치는 높은 투과율 (>80%)을 갖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이

용하여 적절한 파장을 변화(4 ～ 20Å)시킬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빔 collimator

의 빔 개구와 시료와 검출기의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켜 측정시 요구되는 장치 분

해능과 산란강도를 얻도록 하였다. 이 장치로 측정할 수 있는 Q 영역은 

0.06nm-1 ～ 8nm-1로서 물질내의 불균일성의 크기가 1 ～100nm인 미시구조를 

관찰 할 수 있다. Table 3-3-10에는 하나로 SANS 장치에서 다양한 배치에서 

얻을 수 있는 분해능 및 시료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을 평가하여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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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 실험에서는 위와 같이 보고자 하는 재료의 불균일성의 크기에 따라 적절

한 장치 분해능을 선정한 후 측정을 수행하며,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물질구조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정 한 해석을 위해서는 측정시에 직.간접적으로 실

험 데이타에 부가되는 인자들에 한 정 한 보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각 중성

자 검출기 소자의 불균일성에 의한 각 세포(cell)들에 한 불균일성, 계측 시스템

의 본질성에 기인하는 전기적 잡음, 주변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잡음들이 존재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탄성 시료 또는 Cd 등과 같은 강력한 흡수

재 시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효과를 보정한다. 

일반적인 SANS 측정은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한 기여를 보정하기 위해서 기본적

으로 다음의 3가지의 측정을 요구한다.

(a) I S(Q) : 용기 속에 있는 시편으로부터 산란된 강도

(b) IC(Q) : 빈 용기에서 산란된 강도

(c) IBB(Q) : 빔 셔터 위치에 강력한 중성자 흡수재 카드뮴 판을 놓고 측정된 

background 강도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편에서는 두 번째 측정(b)은 시료가 장전되지 않은 

open beam background에 의해 치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해석에는 시료(TS)

과 빈 용기(TC)에서의 투과인자(transmission factor)를 보정해야 한다. 이들은 

입사빔 방향 2θ0=0 에서의 시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의 측정 

강도를 비교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적 검출기가 사용될 

때에는 직선 중성자 빔에 의한 과도한 계수들로 인한 불감시간(dead time)의 수

정과 또는 과다한 노출에 의한 검출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성자 빔 흡수

체를 원점 앞에 놓여야 한다. 이것은 입사 빔의 기하학적인 그림자를 충분히 흡수

할 만큼 크도록 설치하며, 측정 강도는 검출기의 중심 세포(cell)나 중심 세포 주

위의 일정영역에서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사용한다. 이 측정에는 얇은 시료의 경우

에는 흡수와 비간섭성 산란에 의한 감소 효과를, 두꺼운 시료의 경우에는 다중 산

란 효과를 특히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료의 비간섭성 산란효과를 계산하거나 

또는 중성자 투과율이 70%이상되도록 시료의 두께를 만들어 이들에 한 실험 

오차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인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시료 또는 용기에 의해서 측정된 산란강도

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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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Q)= ITS (Q).TS+B(Q).TS+ IBB(Q)

IC(Q)= ITC(Q).TC+B(Q).TC+ IBB(Q)

여기서 ITS (Q)는 시편과 용기로부터 나온 순신호(true scattered signal) 이고 

I
T
C(Q)는 빈 용기로부터 나온 신호이다. 또한 공기와 다른 background원에 의한 

산란 B(Q) 효과를 고려한 background 산란강도는 IB0(Q)= IBB(Q)+B(Q)로 

주어진다. 

위의 관계식으로부터 묽은 용액속에 있는 생물학적 시료의 경우에는 용기와 용

매의 합으로부터 측정되므로 순수한 시료에 의한 산란 강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ITS (Q)- ITC(Q)= [ [ I S (Q)- IBB(Q)]/TS]-[ [ IC (Q)- IBB(Q)]/TC ]      (11)

또한 용기가 필요 없는 금속학적 시료의 경우에는 

I
T
S (Q)= [ [ I S (Q)- IBB(Q)]/TS]-[ [ IB0 (Q)- IBB(Q)]/TC ]             (12)

                 ≈[ [ IS (Q)/TS]- IB0(Q)

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정 결과로부터 시료에 한 미시구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소각산란 함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즉, Guinier 근사법, 

Porod 근사법, Zero각 산란 외삽법, 입자간 상관 함수등의 특성을 적절히 조합하

여 시료의 크기, 분포, 도, 상호작용 등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정 한 실험이 요구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속시료인 경우에는 시료의 70% 이상의 투과율을 갖도록 시

료두께를 선택해야 하며, 생물학적 시료가 물속에 희석되어있는 경우에는 투과율

은 통상적으로 50% 정도로 되도록하며, 시료의 투과율 측정시에 측정 오차를 유

발하는 비간섭성 산란에 의한 감쇄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비간

섭성 산란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시료로서의 전형적인 두께는 H2O의 경우 1 

mm, D2O의 경우 10 mm 정도로 알려져 있다. 

(3) 절 측정 및 규격화

시료로부터 얻은 산란 강도인 Is(Q)는 매초당 셀(cell)의 카운트 수로 표현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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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시료의 macroscopic cross section d∑/dΩ과 다음과 관계가 있다. 

   I s(Q) = Φ
s As ds Ts+c 

d∑
dΩ  ΔΩ

d
ε
d
                       (13)

여기서 Q=(4π/λ)sin(θ/2)이며 Φ
s
는 시료위치에서의 flux, As는 시료 면적, ds

는 시료 두께, ε
d
는 절  검출기 효율, 그리고 ΔΩ

d
는 시료에서 검출기 각 셀

(cell)을 보는 solid angle을 나타낸다. 시료의 절  cross section 값을 얻기 위

해서는 같은 실험 조건하에서 표준(std 아래첨자 표시) 시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한 기기 요소(instrumental factor)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d∑
dΩ =

Is(Q)

I std(0)
 

dstd

d s

Tstd

Ts+c

d∑std(0)

dΩ
                      (14)

보통 표준 시료는 강한 정방향 산란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며 이 결과로

부터 쉽게 Guinier법칙을 이용하여 산란 벡터가 0일 때의 세기를 구해 낸다. 일

반적으로 표준시료의 cross section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으나 기기 

요소와 함께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검출기에 한 solid angle만 

계산하면 절 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오차

는 약 5-10%정도이내로 결정된다.

여러 가지 표준시료는 SANS 장치 배열에 따른 분해능 및 산란강도에 따라 여

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한 예로 물로부터 나오는 isotropic incoherent 

scattering은 절  산란 강도를 검정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일차적

인 표준시료를 보완하는 2차 표준시료로 간주된다. 따라서 물의 cross section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1차 시료를 이용하여 이를 정확히 검정하여야 한다. 또한 

1mm 물 cell에 의한 산란을 이용하여 다중 산란과 비탄성 산란에 한 가능성에 

한 검정과 파장 의존도를 확인해야 한다. 

(가) 실험

Cu가 1% 함유된 Fe-Cu 합금에 하여 500C 온도에서 각각 5, 15, 30, 100 및 

300 (hr) 시간 간격으로  열처리한 시편에 하여  나노 크기인 Cu 석출물의 크기

와 분포 SAN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Fe-Cu 합금을 이용한 실험은 원자로 압력용기강에서 조사취화의 원인으로 알

려져 있는 Cu 석출물에 한 분포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Cu 석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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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인공적으로 생성시켜 SAN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분석깃루을 확보하

였다. 강자성체인 Fe가 기지인 원자로 압력용기강에서 나노 크기의 조사손상결함

은 수 나노 크기의 Cu cluster나 void로 알려져 있다. 강자성체의 경우 자성산란

이 존재하므로 자기장을 인가한 상태에서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을 수행하여야만 

나노 크기의 미세조직 불균일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차원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중성자 중 산란벡터가 인가된 자기장에 평행한 성분은 핵산란(nuclear 

scattering)으로, 수직한 성분은 핵산란과 자기산란(magnetic scattering)의 합으

로 나타난다. 실험결과 얻어진 2차원 소각산란 데이터에서 자기장에 수평한 데이

터나 수직한 데이터를 추출하면 조사손상결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조사전후의 재료에 해 수평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한 상태에서 소각산란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3-24, 25와 26은 중성자 도파관과 자석 그리고 중성자 검출기를 보여준

다.

(4) 결과 해석

실험 결과로부터 볼 때, 짧은 시간 간격동안 시효된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Guinier 영역에서 산란단면적의 직선 부분으로 Cu 석출물의 크기를 쉽게 알 수 

있다. Cu 석출물의 평균 크기는 분포와 관련되어 있어며, 크기 분포만으로 모양

에 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긴 시간동안 시효된 시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란

단면적의 Gunier 분포는 더 이상 직선이 아니므로, Cu 석출룰의 평균크기는 근사

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Cu 석출물의 평균크기는 크기분포에 강하게 의존하며 

Gaussian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3-3-27(a)는 500 C에서 ̊30시간 열처리한 1.0 % Fe-Cu 합금에 하여 석출

물의 크기와 분포를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크기가 4.6nm 인 석출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3-27(b)는 같은 시편에 하여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석출물을 관찰한 것이다. 현미경의 상으로 측정하연 석출물의 크기

가 약 4.6 nm로 SANS 측정결과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e-1.0wt%Cu 합금으로 제작된 시료에 하여 SANS 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GIFT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열처리 시간에 따른 Cu 

precipitate의 크기를 표시한 것이다. 예산한 바와 간이 열처리 시간에 따라 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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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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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S(rpm) Wavelength(Å)
Wavelength

Resolution(fwhm, %)

Monitor 

Count/10sec

25500 4.31 13.1 30000

21300 5.08 11.8 18000

17100 6.38 12.6 13000

13100 8.29 11.6 6000

Table 3-3-1. NVS rpm에 따른 중성자 파장

S-D 

distance

(mm)

NVS

rpm

Tilting 

Angle

(。)

검출기 

좌우이동(pluse)
Qmin(1/Å) Qmax(1/Å)

2000 17100 5 -8000 0.016 0.2668

2000 21300 5 -8000 0.020 0.3351

2000 25500 5 -8000 0.024 0.3950

3000 17100 2.5 L+ 0.008 0.1981

3000 21300 2.5 L+ 0.010 0.2488

3000 25500 2.5 L+ 0.012 0.2932

4610 17100 2.5 -10000 0.007 0.1311

4610 21300 2.5 -10000 0.009 0.1646

4610 25500 2.5 -10000 0.011 0.1940

Table 3-3-2 SANS 장치 setup에 따른 측정 Q 영역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Motor M8

position(pluse

)

(좌우이동)

Center 

Position in 

2D-Detector

Trans.

Xmin, Xmax

Trans.

Ymin, Ymax

1700 2.5 L+ x:19.9, y:63.5 5 40 50 80

1700 5.0 -4000 x:9.0, y:63.5 0 25 50 80

2000 2.5 L+ x:17.3, y:63.5 5 40 50 80

2000 5 -8000 x:9.0, y:63.5 5 40 50 80

3000 2.5 L+ x:9.1, y:63.5 0 25 50 80

4610 0 L+ x:33.8, y:63.3 20 50 50 80

4610 2.5 -10000 x:8.1, y:63.4 0 25 50 80

Table 3-3-3. windet에서 계산범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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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설명

2 x0 address

빔 중심의 x 값, y값, Sans.trm 파일에서 empty hole 

run에 한 X bar, Y bar 값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같

은 장치 setup일 경우 빔 중심값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표 1에 주어진 장치 setup에 따른 빔중심 값을 입력하여

도 문제는 없다.
3 y0 address

4 radial step cms

데이터를 regrouping 하는 radial 방향으로의 step을 의미

한다. Tilting을 하거나 검출기를 좌우이동 할 경우 0.5, 

tilting이나 검출기 이동이 없을 경우 0.25를 입력한다.
5 Sample-detect. 

m
m 단위로 sample-detect 거리를 입력한다.

6 Wavelength a Å 단위로 중성자빔 파장을 입력한다.

Table 3-3-4. areg parameter의 입력

명칭 설명

Sample 시료에 한 SANS 측정

Sample

background

시료 cell에 한 SANS 측정, 액체시료의 경우 quartz cell에 

담겨있으므로 “empty cell" run 으로 부르며, 고체시료의 경우 

cell에 담기지 않고 장착되므로 "sample background"나 

”empty hole"로도 표현된다.

Cd Cd blocked run

TR empty hole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투과율 측정, 시료 및 시료 cell의 투과율 계

산시 이용된다. “TR direct beam"으로도 표현된다.

TR sample 시료에 한 투과율 측정

TR Sample

background

시료 cell에 한 투과율 측정, 액체시료의 경우 부분의 시료

가 중수에 녹아 있으므로 “empty cell in D2O"로 표현되며, 고

체시료의 경우 빔 path를 가리는 cell에 담겨있지 않을 경우 

”TR empty hole"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STD sample 표준시료(주로 Silica A4)에 한 SANS 측정

TR STD 표준시료에 한 투과율 측정

STD sample

background

표준시료 cell에 SANS 측정. Silica나 water 표준시료의 경우 

1mm quartz cell에 담겨있으므로 “empty cell 1mm"로도 표현

된다.
TR STD 

sample 

background

표준시료 cell에 한 투과율 측정.

Table 3-3-5. SANS 실험시 필요한 측정과 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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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number  측정조건 명칭

1196  graft 30wt%-40C Sample

1197  TR graft 30wt%-40C TR Sample

1205  PLA750 24wt-55C Sample

1206  TR PLGA750 24wt-55C TR Sample

1211  PLGA750 1wt-10C Sample

1207  TR PLGA750 1wt-10C TR Sample

1221  empty cell D2O 5mm Sample bacground

1218  TR empty cell D2O 5mm Tr sample bacground

1198  Cd run Cd

1216  TR direct beam Tr empty hole

1208  silica standard A4 STD sample

1209  TR silica standard A4 Tr STD sample

1220  empty cell for silica 1mm STD sample background

1217  TR empty cell for silica 1mm TR STD sample background

Table 3-3-6. SANS 측정 example

시료-검출기간거리(mm) 중성자파장(Å)
Fit: 

rmin..rmax  

Plot: 

rmin..rmax :
4610 5.08 7.5  15 0  20

4610 6.38 9.5  19 0  25

4610 8.29 12  24.5 0  30

3000 4.31 4  8.3 0  15

3000 5.08 5  10 0  15

3000 6.38 6  12.5 0  20

Table 3-3-7. rguim 프로그램에서 Fit: rmin..rmax  Plot: rmin..rmax : 

값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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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설명
표6의 데이터에 

한 계산값

I(Q=0) STD

표준시료에 한 Q=0에서의 intensity. silica 

표준시료를 사용할 경우 rguim으로 Guinier 

plot을 실행하면 얻어진다.

1.138

dSTD

표준시료의 두께, silica 표준시료의 경우 

1mm
1mm

dS
시료의 두께 5mm

TSTD+Cell
표준시료+cell의 투과율 0.90828

T Sample+Cell
시료+cell의 투과율 0.2799

(
dΣ(Q=0)

dΩ )STD
표준시료의 Q=0에서의 산란단면적 26.5cm-1

Table 3-3-8. 식(4)의 parameter들에 한 설명 및 example에 한 

parameter 값

Run# Sample name TS+SB TSB
A2= TS+SB

/ TSB A4

1196  graft 30wt%-40C 0.27990 0.65426 0.42781 0.06617 

1205  PLA750 24wt-55C 0.28218 0.65426 0.43130 0.06671 

1211  PLGA750 1wt-10C 0.63875 0.65426 0.97629 0.15100 

Table 3-3-9. spolly 계산을 위한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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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0. The Q range(with the beam centered on the detector), 

resolution, neutron flux and current at the sample for the several 

configurations of HANARO SANS instrument with area detector of 

resolution  ΔD = 5mm .

 D1

(mm)

 D 2 

(mm) 

  L1 

  (m)

  L2

  (m)

 λ range

    (A)
 Q rangea)

   (A-1)

  σQ at

minimum

 Q(A-1)

 Neutron flux

  (n/cm2sec)

 Neutron   

  current

  (n/sec)

 32   16  4.25  2.0  4.5～7.5
 0.011 - 

0.21
  0.0033 1.1～6.3x105 2.3～12.0x105

 32  16  4.25  4.25  4.5～7.0
 0 . 0 0 7 8 - 

0.10
  0.0025 1.1～63.0x105 2.3～12.0x105

 24  12  4.25  4.25  4.5～7.0
 0 . 0 0 6 0 - 

0.10
  0.0019 6.6～35.0x104 7.5～40 x104

 16   8  4.25  4.25  4.5～7.0
 0 . 0 0 4 4 - 

0.10
  0.0015 2.9～15 x104 1.4～8.0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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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SANS 측정의 기본 개념.

Fig. 3-3-6. Silica 표준시료 측정 데이터에 

한 spolly 실행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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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rguim 실행으로 도시한 silica 표준시료의 

Guinier plot

Fig. 3-3-8. LogFileMake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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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9. sample의 Q와 Intensity, error의 data. (a) magnetic field를 수평으로 

가했을 경우, (b)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했을 경우.

      (a)                     (b)                   (c)

     

Fig. 3-3-10. Magnetic effect의 계산. (a) magnetic field를 수평으로 가했을 경우, 

(b)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했을 경우, (c) magnetic field를 수직으로 가한 경우― 

magnetic field를 수평으로 가한 경우. 



- 194 -

(a)                    (b)                         (c)

    

Fig. 3-3-11 Intensity, Q 및 error 처리. (a) Intensity, (b) Q 및 error, (c) 

paste한 결과

Fig. 3-3-12. GIFT for Window program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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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File specification

Fig. 3-3-14. File specification 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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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Evaluation parameter.

Fig. 3-3-16. 최종 evaluation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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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Intensity graph 

Fig. 3-3-18.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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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Approximated curve.

Fig. 3-3-20. Residiuum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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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ge 
M값중 우리가 

선택한 부분

각 재료에 한 분포도를 보기 해

서 필요한 data이다.

Fig. 3-3-21. ***. IO$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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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Gauss fit of Data1_B

Data: Data1_B
Model: Gauss
Equation: y=y0 + (A/(w*sqrt(PI/2)))*exp(-2*((x-xc)/w)^2)
Weighting: 
y No weighting
  
Chi 2̂/DoF = 0.00001
R^2 =  0.99608
  
y0 -0.00126 ±0.00041
xc 37.21869 ±0.10468
w 25.17472 ±0.21871
A 7.24819 ±0.05902

 

 

 

D
(r

)

 Fe-Cu-15hr distribution

Fig. 3-3-22. Distribution

Fig. 3-3-23. 하나로 SANS 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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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HANARO 중성자 도파관

Fig. 3-3-25. 자성체 연구에 사용되는 Magnetic SANS 용 자석

Fig. 3-3-26. HANARO SANS중성자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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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uss fit of data

Data: Data9_B
Model: Gauss
Equation: y=y0 + (A/(w*sqrt(PI/2)))*exp(-2*((x-xc)/w)^2)
Weighting: 
y No weighting
  
Chî 2/DoF = 0.00009
R^2 =  0.94618
  
y0 -0.00691 ±0.00084
xc 46.2854 ±0.46278
w 36.79798 ±0.96204
A 7.77081 ±0.1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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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열처리 시간에 따른 Fe-Cu 합금의 석출물 크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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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전자 소멸법을 이용한 조사결함특성 분석 및 절차확보

가. 연구배경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연구는 주로 상용원자로의 감시시편 혹은 연구

로에서 조사된 Charpy-V 노치와 인장 시험편 등을 이용한 거시적 방법으로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실험식들은 전반적인 조

사취화 경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재료의 화학조성, 조사온도, 조사속과 조사량 

등의 많은 변수로 한계를 나타내곤 한다. 중성자 조사에 따른 충돌 캐스케이드 과

정에서 생성된 공공과 침입형 원자 등의 점결함들이 격자를 통해 이동하면서 용

질원자, 전위 혹은 석출물 등과 상호반응하여 형성된 결함 클러스터, 전위루프 그

리고 석출물들이 소성변형을 억제하여 조사취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함들의 생성과 소멸에 한 미시적 분석이 기계적 실험과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형성된 공공 형태의 원자결함과 결함-불순물 상호작용 연

구를 위하여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양전자 소멸 분광기(Positron Annihilation 

Spectroscopy)가 이용되고 있다. 양전자 소멸법은 비파괴적으로 나노 크기의 공

공형태 결함을 1ppm 농도까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석기기

와 함께 이용될 경우 조사결함에 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장점이 있다. 양

전자 소멸법에는 양전자 수명법(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PAL), 도플러브

로드닝 측정법(Doppler Broadening, DB) 그리고 각 상관 소멸광자법(Angular 

Correlation Annihilation Radiation, ACAR)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동시측정 도

플러브로드닝(2 γ coincidence Doppler-Broadening) 장치를 이용하여 나노 크기

의 Cu 석출물을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손상 평가 기반

기술 과제에서 수행하였던 양전자 수명법의 원리와 시스템 구성 그리고 이를 이

용한 압력용기강의 초기결함 조직 분석 및 Fe-Cu 시합금의 이온조사 특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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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전자 소멸 수명법(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PAL)의 이론적 배경

(1) 양전자의 thermalization과 확산

양전자원으로부터 방출된 양전자는 물질 내부에서 ionization과 core electron 

excitation 등에 의해 thermalization된다. 이 때 소요되는 시간은 온도 300K에

서 1～3psec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100～200ps인 양전자 수명에 비해서는 무시

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양전자의 stopping profile은 다음과 같다.

  P (x ) =α exp(-αx), α [cm -1]= 17
ρ [gcm -3]

E
1.4
max [MeV ]

      (1)

여기서, α는 양전자 흡수계수, ρ는 물질의 도 그리고 Emax는 양전자원에서 방

출된 양전자의 최 에너지이다. thermal energy에 도달한 양전자들은 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고전적 random-walk theory에 의하면 양전자의 확산계수는 다

음과 같다.

 


 




                              (2)

여기서, v th
는 양전자의 thermal velocity, l +

는 평균 자유행로(mean free 

path), k B
는 Boltzmann factor, T는 온도, m *는 유효질량, t는 relaxation 

time이다. 금속 내에서는 acoustic phonon들의 scattering이 지배적인 과정이며 

T -1/2에 의존한다.

D +(T ) = D 0 ( 300K
T )

1/2

                               (3)

금속의 경우, 300K에서 확산계수는 보통 D 0 = (1～2 ) cm 2s -1이며 보통 

l +=(50～100) Å이다.  또한 양전자 수명이 τ
B
라고 할 때 확산거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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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D +
τ

B )
1/2 = (1000～2000)Å              (4)

(2) 양전자의 파동함수와 수명

양전자는 금속 내에서 원자핵과의 반발력에 의해 격자공간(lattice interstice)에

서 포텐셜에너지는 최소이고 이러한 위치에서 양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최 가 된

다. 가정적으로 2차원 금속 model을 이용하면 Fig.3-3-29와 같다. 

Fig.3-3-29(a)는 atomic cores를 지나는 χ1축에 한 포텐셜에너지, U(χ1)을 보

여준다. 그림 1에서 단위 cell들의 중심점 mim에서 포텐셜에너지가 최소값을 갖

게 되고 이 점에서 포텐셜에너지가 0이라고 놓는다. Fig.3-3-28에서 χ2는 이웃

한 원자 사이의 안장점(saddle point) s에 해 중심점 mim을 지나게 되는데 

Fig.3-3-29(b)에서와 같이 χ1축 보다는 좀 더 평평한 형태의 포텐셜을 나타낸다.

어떤 주기적인 구조에서는 양전자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이 Bloch wave이다.

Ψ
k ( r ) = e i k⋅ r u k ( r )       (5)

여기서, u k(r)은 격자의 주기성을 갖는다. Bravais 격자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εc인 양전자 파동함수가 파수벡터 k=0이다. 이에 응하는 파동함수는 다음

과 같은 주기성을 갖게 된다.

  Ψ
0( r ) = u 0( r )

(식 6)

그리고 단위 cell에서 다음의 단위 cell로 안장점을 통과하게 되는 터널링

(tunnelling)을 수반하게 된다. 격자들 사이에 vacancy가 있는 경우, 포텐셜 우물

은 vacancy 영역에서 더 깊어지고 양전자가 vacancy에서 bound state를 더 잘 

형성시키게 될 것이다.

양전자의 소멸률, γ는 양전자가 위치한 그 공간에서의 전자 도에 비례한다. 파

동함수 Ψ
+(r)인 양전자와 one-electron 파동함수 Ψ

j(r)인 전자가 만나서 소

멸할 때 γ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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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 ∑
j

Γ 2γ
j = πa 2

Bcα 4⌠
⌡

⌠
⌡ |Ψ j( r )| 2 |Ψ +( r )| 2d 3 r          (7)

여기서, Γ 2γ
j

는 단위 시간당 j상태에서의 양전자의 소멸률이고, a B
는 Bohr 

radius, c는 빛의 속도, α 는 Sommerfeld fine structure constant α=1/137이

다. 그리고 양전자 각각의 상태 i에 해 τ
i=1/λ

i
이다. 

양전자의 거동에 관한 Γ 2γ
j

정보는 소멸 방사선에 의해 알 수가 있다.  

thermalize된 양전자는 확산과정을 거쳐, 금속내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 결함 

속으로 trap되어 안정 또는 준안정적으로 국부화 상태(localized state)를 이룬 후 

소멸하게 된다. 이때 양전자가 소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자의 분포, 즉 전자

도와 접한 관계를 갖는다. 양전자가 결함 속으로 trap되려는 경향은 양의 전

하를 갖는 양전자가 양의 ion들과 강하게 반발하여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영

역이기 때문이다. 

양전자 소멸율과 양전자 수명은 양전자가 소멸하는 주변의 여건과 접한 관계

가 있다. 양전자 소멸율은 전자의 파동함수와 양전자 파동함수의 overlap에 의해 

결정되고 양전자가 소멸하는 곳의 전자 도와 접한 관계가 있다. vacancy 

lattice site에서의 전자의 전하 도는 완전 격자에서의 interstitial site의 전하 

도 보다 작다. 따라서 vacancy에서 trap되는 양전자의 소멸율( λ
v
)은 free 

positron의 소멸율( λ
f
)보다 작다. vacancy에 국부화된 양전자는 긴 수명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전자 평균 수명의 측정은 양전자가 trap되고 소멸하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전자 lifetime 데이터는 2- γ annihilation에만 한정하고 

othopositron의 형성만 배제한다면 정성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양전자의 수명이 

길다는 것은 양전자가 소멸하는 지역의 전자 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전자 수명 측정법은 bulk내의 결함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기술로서 그 결함들

로는 vacancy, vacancy cluster, void등이 있으며 각각에 한 양전자 수명도 서

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양전자 수명의 특성

은 결함 내의 전자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양전자 수명을 측정함으로써 결함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monovacancy에 하여, 양전자 수명은 일반적으로 bulk

에 한 양전자 수명보다 30～70% 더 길다. 이러한 vacancy들이 vacancy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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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면,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 양전자 수명은 증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500ps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 값은 zero-density에 상응하는 값이다. 

void(R>10Å)에서는 양전자 수명은 void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450～500ps의 

값을 갖는다. 이런 void에서 양전자는 그 표면에 생기는 자신의 image potential

에 trap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양전자 수명 측정 시스템의 구성 

양전자 수명은 시작과 종료시 방출되는 두 γ선 사이의 시간차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2Na 양전자원에 해서, 시작신호는 양전자원 핵

으로부터 양전자와 동시에 방출되는 1.28MeV의 γ선, 소멸신호는 시편 내의 전

자와 소멸할 때 방출되는 0.511MeV γ선이다. 양전자원은 두 장의 동일한 시편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Fig. 3-3-30는 PAL 측정 장치의 개략도이다.

(1) 양전자원

양전자 생성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β+-붕괴와 고에너지 감마선에 의한 전

자-양전자 쌍생성(pair production)을 이용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

우, 가속기를 이용하여 양전자의 에너지를 가변시켜 시료의 두께 방향 결함 분포

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다. Table 3-3-11에 주요한 β+-붕괴 동위원소의 특성을 정리하였

다.

양전자 소멸 분광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양전자원, 22Na의 β+-붕괴 과정을 Fig. 

3-3-31에 나타내었다. 22Na는 양전자 생성율이 90.4%로 높기 때문에 백그라운

드가 적고 양전자 방출 후 3.7psec 후에 방출되는 1.28MeV의 즉발감마선을 시

작-종료 동시계수 시스템(Start-Stop Coincidence system)의 시작신호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전자 수명 측정에 적당하다. 또한 반감기(t1/2)가 2.602년으로 

길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취급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2Na에서 방출된 양전자는 0.54MeV까지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며 

0.19MeV의 운동에너지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22Na에서 방출된 양전자가 시료 

밖에서 소멸되어 시간 스펙트럼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시료는 식 1에서 제시한 관

계식에서 P(z min )=0.999을 만족하는 최소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양전자원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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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시편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Fig. 3-3-32에 주요 금속에 한 최소 시료 두

께를 나타내었다.  

양전자 수명 측정시 동시계수 중에 하나의 양전자가 시료에 존재하도록 양전자

원의 방사능은 일반적으로 20 μCi 이하로 제작한다. 20 μCi의 양전자원에서 

1.35×10
-6/s의 양전자가 방출되고 양전자의 수명은 약 1nsec 이하이기 때문에 

매 동시계수 중에는 오로지 하나의 양전자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0 μCi의 양전자원에 의해 1 3cm 의 시료에서 1주일 동안 발생하는 분해나 이온화

의 정도는 610− M 정도이기 때문에 시료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양전자 점선원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1mCi/0.1mL 농도의 22NaCl 혹은 22NaCo3 수용액

(2) Al 혹은 Ni foil (두께: 2~3 μm)

(3) Micro-syringe (1 μL 용량)

  

(2) Detectors

1.28MeV의 시작 γ선과 0.11MeV의 종료 γ선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detector

는 시작신호에 한 것과 소멸신호에 한 것 두 가지가 사용된다. detector는 

scintillator와 PMT(Photo-Multiplier Tube), PMT base로 구성되며 resolution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가) Scintillator

섬광체는 방사선이 입사되면 원자 혹은 분자 형태의 발광물질이 여기(excited 

state) 후 기저상태(ground state)로 돌아갈 때 자외선 혹은 또는 가시광선을 방

출한다. 섬광체로서 갖추어야 할 표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하전입자의 운동에너지가 빛으로 변화하는 효율이 좋을 것

- 광출력이 높을 것

- 빛의 검출효율이 높을 것

- 여기된 전자의 천이가 신속하게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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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크기로 가공할 수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

- 빛이 전반사 되는 확률이 낮도록 물질의 굴절율이 유리와 비슷할 것

Table 3-3-12에 양전자 수명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적인 섬광체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초기에는 Pilot U, NE111,BC422 등의 fast plastic(유기섬광체)이 

사용되었으나 광전효과 보다는 컴프턴 산란 효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γ 에너

지 스펙트럼 상에서 1.28MeV 즉발감마선과 0.511MeV 소멸감마선의 선별이 용

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 도로 광출력과 효율이 우수하고 기동

(Rising time)과 감쇠시간(Decaying time)이 짧아 시간분해능이 향상된 

Inorganic BaF2를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섬광체의 형상은 원통형으로 다양한 제원이 있으나 시간분해능과 

검출효율을 절충하여 지름 25.4mm, 두께 12mm의 섬광체가 주로 이용된다. 섬광

체가 같은 체적일 때, 원뿔형 형상을 이용할 때 원통형보다 시간분해능이 10%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광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반사체(reflector)를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섬광체의 경우, NE560과 BC620 등의 white reflector를 

0.04mm~0.10mm 정도 코팅하고 BaF2의 경우, teflon tape를 0.15~0.5mm 두께

로 코팅한다. 

(나) Photomultiplier tube와 base

Fig. 3-3-33에 광증폭관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광증폭관은 크

게 window glass, focusing electrode, 광음극(photocathode), 전자증배기

(electron multiplier) 그리고 anode로 구성되어 있다. BaF2의 경우, 자외선을 방

출하기 때문에 window를 UV-transmitting glass를 사용하여야 한다. 섬광체에서 

방출된 광자가 광음극(Photocathode)에 입사되면 광전자가 방출되며 이러한 광전

자는 focusing electrode의 전압에 의해 전자증배기로 인도된다. 전자증배기는 

12단계의 dyn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dynode에서 방출되는 이차 전자에 의해 

증배(106)되며 증배된 전자는 각 dynode에 인가된 전위차에 의해 anode로 인도

되어 출력된다. 

섬광체에서 방출된 PMT에 섬광체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광증폭관의 entrance window와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섬광체를 테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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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감싼다.

② 광증폭관의 entrance window 표면을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해서 잘 닦아낸

다. 

③ 광증폭관의 entrance window 중앙에 광학 그리스를 적당량 도포한 후에 기

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④ 광증폭관의 entrance window 중앙에 섬광체를 놓고 좌우로 돌리며 압착하

여 고정시킨다. 

⑤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3~4겹 접어서 덮고 비닐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PMT base는 고전압을 광증폭관의 다양한 dynode에 공급하고 광증폭관의 

anode 신호를 timing electronics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광증폭관은 최적의 timing performance를 위해 서로 다른 

divider string을 가지고 있다. 본 과제에서 구성한 시스템에 사용된 ORTEC269 

PMT base는 PMT XP2020Q의 최적의 timing performance를 발휘하도록 

divider string이 설계되어 있다. 

(다) Power supply

양전자 수명 측정시 광증폭관에 노이즈 없이 안정적인 음극의 고전압을 제공하

는 공급원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ORTEC556 고전압공급원 사용한다. 고전압은 

광증폭관의 출력이 포화되지 않도록 인가시켜야 하며, 고전압 조정을 통하여 광증

폭관의 gain과 signal-to-noise ratio를 제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2Na를 이용

한 양전자 수명 분광기의 경우, PMT base의 anode 출력이 Fig. 3-3-34와 같이 

-1.5V 근처가 되도록 고전압을 인가한다.

(라) Timing Electronics

① CFDD(Constant Fraction Differential Discriminator)

CFDD는 시작과 종료신호에 해당하는 신호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에너지 영

역을 설정하고 constant-shape pulse를 출력한다. CFDD의 주요한 설정 변수는 

WALK, CF Delay, BLOCKING WIDTH 그리고 UPPER와 LOWER LEVEL이다. 

WALK는 potentiometer를 이용하여 0.5mV에 초기화하고 최적화 과정에서 5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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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WALK 조정을 위한 시스템 연결도를 Fig. 

3-3-35(a)에 나타내었다. Window는 완전히 개방하고 MONITOR 신호는 unit의 

propagation delay를 보상하기 위해 적당한 길이의 coaxial cable을 사용하여 

delay시킨다. Fig. 3-3-35(b)는 WALK를 조정하여 cross-over point를 정확히 

맞춘 상태를 나타낸다. CF Delay는 PMT base의 anode 신호의 rise time에 의

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F DELAY = (1.1)(Rise Time)-0.7 ns (8)

50 psec/cm의 propagation delay를 갖는 50 coaxial cable의 길이를 조절하

여 CF DELAY를 맞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minimum timing 

resolution을 찾는 경우, cable 길이를 2 cm 단위로 조절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

다. BLOCKING WIDTH는 unit의 dead time을 의미하며 이 시간 동안은 추가적

인 출력이 생성되지 않는다. BLOCKING WIDTH는 오실로스코프로 관찰할 수 있

으며 초기 설정은 500 nsec 혹은 TAC의 최  conversion time과 동일하게 설

정할 수 있다.

  

② TAC(Time-to-Amplitude Converter)

선별된 시작신호와 종료신호 시간간격에 한 pulse를 출력한다. 이때 이 pulse

의 진폭은 시간간격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양전자 수명을 측정할 경우, 

Delay는 50 ns로 세팅한다.

(마) Data Handling Elements

 

① MCA

시간에 한 pulse를 높이에 따라 분석하여 양전자 수명의 분포를 수집하고 저

장하고, 각각의 detector가 원하는 신호만을 얻을 수 있도록 에너지 분포 스펙트

럼을 출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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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초기화

시스템 교정은 양전자 수명 측정 장치가 적절한 시간분해능을 유지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구성 장비를 초기화하고 최종 시간 스펙트럼 분석에 필요한 

parameter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에너지와 시간 교정이 필요하다. 

(가) 에너지 교정(Energy Calibration) 

에너지 교정은 양전자원으로부터 양전자와 함께 방출되는 1.28MeV의 즉발감마

선을 시작신호로 양전자가 시료 내에서 전자와 소멸하면서 방출하는 0.511MeV 

감마선을 종료신호로 설정하는 과정으로 장치 구성도는 Fig. 3-3-36와 같다. 

PMT base의 dynode 출력은 preamplifier와 amplifier에 의해 증폭되어 MCB의 

ADC input에 입력된다. MCB에서 수집되는 에너지 스펙트럼은 TAC의 VALID 

START OUTPUT에 의해 gate된다. START input과 함께 시작된 신호는 TAC

의 conversion time 동안 유효하게 된다. 교정할 때, 충분한 시간의 gate 신호를 

보증하기 위해 conversion time을 100ns에서 10s로 증가시킨다. 이 때 MCB는 

윈도우에서 Coincidence Mode로 설정한다. 이때 CFDD의 분석 가능한 범위는 

-30mV에서 -5V이므로, Detector의 anode signal이 이 범위 내에 들어오게 하

기 위해 우선 High Voltage를 조절한다. scintillator detector의 Dynode로부터 

출력되는 energy spectrum은 Fig. 3-3-37과 같다. 이 energy spectrum에서는 

0.511MeV와 1.28MeV에 해당하는 두 개의 peak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peak

들에 해 Fig. 3-3-38과 Fig. 3-3-39에서와 같이 start CFDD는 1.28MeV 

peak만을, 그리고 stop CFDD는 0.511MeV peak만을 출력하도록 window를 조

절한다. 이렇게 결정된 window 값이 실제 측정에 사용되는데, 이때 에너지 영역

에 한 정확한 window 설정은 resolution과 count rate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window 설정이 에너지 영역에 해 아주 좁게 설정되었다면 resolution은 좋

지만 count rate는 떨어진다. 그와 반 로 넓게 설정되었다면 resolution은 떨어

지지만 count rate는 늘어난다. 실험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조건에 해 적당히 

절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나) 시간 교정(Time Calibration) 

Time calibration은 time spectrum의 time scale (time/channel)을 계산하는 과



- 213 -

정으로 이 값은 fitting program(PATFIT-88)을 이용한 분석시 gaussian에 한 

시간 항을 추출하기 위한 input parameter로 사용된다. Time calibration은 Fig. 

3-3-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정한 시간간격의 시작과 종료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① CFDD를 이용한 방법 

ORTEC 583A CFDD를 이용한 Time calibration은 Fig. 3-3-41(a)에 나타낸 

바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다. CFDD에서 동시에 방출되는 2개의 timing output 

신호를 각각 ORTEC 425A nanosecond delay 혹은 DB463 delay box를 이용

하여 특정한 간격으로 시간 지연시켜 TAC의 start와 stop 단자에 연결한다. 이 

때, MCB는 anti-coincidence mode로 세팅한다. 만일 TAC의 시간범위를 

100ns, 시작과 종료를 각각 64ns 그리고 96ns로 세팅을 한다면 32ns와 관련된 

채널(full scale의 1/3)에서 peak이 나타난다. peak 사이의 간격이 다음으로 

delay를 1ns, 2ns, 4nd로 보다 정교하게 변화주면서 평균값을 취한다. 

② Time calibrator를 이용한 방법 

독립적으로 timing 신호를 방출하는 ORTEC 462 Time calibrator를 이용한 

time calibration은 Fig. 3-3-41(b)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다. Time calibrator

의 period를 조절하여 TAC에 입력되는 시작과 종료 신호의 시간간격을 조절한다. 

(4)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의 분석

일반적으로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의 분석은 RISO 연구소에서 개발한 

PATFIT-88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PATFIT-88 프로그램의 fitting 원리와 사용

법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가) 피팅 프로그램 (Fitting Programs)

피팅 프로그램 POSITRONFIT과 RESOLUTION은 매개 변수화된 모델 함수를 

통계적으로 푸아송(Poisson) 분포를 나타내는 스펙트럼( )에 피팅한다. 최소자승

법 (Least-square criterion)에 따라 다음의 값을 최소화하는  모델 매개변수, 

 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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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기서, 은 데이터 개수,     는 번째 데이터에 한 모델 함수, 

는 번째 데이터에 부여되는 고정된 weight이다. 이 과정에서 “statistical 

weighting”을 이용한다.

  

            (10)

여기서, 은 비정규화된 counts 의 예측 평방편차(variance)이다. 가 비선

형이기 때문에 iterative fitting technique을 이용한다.

① POSITRONFIT

Model Function

POSITRONFIT과 RESOLUTION 프로그램에서 모델 함수는 양전자 수명 측정 

장치의 time-resolution function(R)과 convolution된 decaying exponential 

function()의 합과 일정한 백그라운드로 구성된다. 는 수명 성분 개수이다.

    
 



                (11)

여기서, 

                      

(12)

는 성분의 평균수명, 는 pre-exponential factor(: 각 성분의 면적)이

다. 은 다음과 같이 서로 분리된 Gaussian의 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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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여기서, 

  











   




         (14)

그리고,






               (15)

식 14의 Gaussian은  채널 주변 중앙에 위치하며 는 reference 

channel number (time-zero) 그리고 는 변위이다. Gaussian의 STD, 는 

이것의 FWHM과 관계하여 다음과 같다.

        (16)

MCA에서 획득된 spectra와 달리 식 (3)은 연속적인 곡선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위하여 식 11의 곡선은 1 채널 폭의 구간에 하여 적분하여 히스토그램

으로 변환시킨다.

  


 

          (17)

여기서,   는   과   채널의 limit에서의 시간 값이다. 일정한 채널 폭을 가

정하고     과 같이 채널 단위로 시간을 측정하면 적분된 count는 채널 

평균이 된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least-square 분석을 위한 모델 함수를 얻

는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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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spectral channel 에서 수명 성분 로부터의 기여이다.

Fitting Parameters

POSITRONFIT에서 피팅 매개변수는 수명(), 상 도(relative intensity, ), 

time-zero () 그리고 background()이다.

  
 



     (19)

Constraint

이러한 매개변수들 각각은 선택된 값으로 고정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constraint로, fitting에서 intensity의 linear combination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여할 수 있다.






      (20)

이러한 constraint는 intensity의 ratio를 고정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21)

이것은 예를 들어 측정된 스펙트럼의 peak 영역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을 때 유

용한 사양이다.

Source Correction

실험시 통상적으로 fraction 에 해당하는 양전자는 시료가 아닌 source나 표면

에서 소멸된다. POSITRONFIT에서는 source correction이 가능하다. 우선, raw 

data를 첫 iteration cycle에서 피팅하고 source correction의 스펙트럼을 추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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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스펙트럼을 다시 두번째 iteration cycle에서 피팅한다. 이러한 두번째 

cycle에서, 첫 iteration cycle과 다르게 lifetime 성분 개수, constraint의 형태와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 있다. Source correction spectrum,   는 

lifetime 성분으로 구성되며 식 18(  )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22)

와 가 각각 source-correction 성분 의 lifetime과 pre-exponential 이라

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23)

② RESOLUTION

RESOLUTION 프로그램의 모델함수는 POSITRONFIT의 식 9 - 16과 동일하

다. RESOLUTION의 목적은 resolution function의 형상을 추출하는 것이다. 따

라서, RESOLUTION function내 Gaussian의 width(식 16)과 displacement(식 

14)은 fitting parameter로 포함된다. 많은 fitting parameter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을 피하기 위해 Gaussian의 intensity는 고정 parameter이다. 이와 같은 이

유로 resolution function은 하나의 주요한 lifetime 성분만을 갖는 spectra를 

fitting하여 결정한다. 추출된 resolution curve는 보다 복잡한 spectra를 분석하

기 위하여 POSITRONFIT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RESOLUTION에는 source 

correction이 없기 때문에 단 한번의 iteration cycle이 존재하기 때문에 

time-zero, area에 한 constraint가 없으며 background는 항상 특정 channel 

limit 사이의 평균값으로 고정된다. RESOLUTION에서 수명(), 상 도(), 

time-zero () 그리고 가우시안의 폭과 변위가 피팅 매개변수이다. 를 제외하

고 각 매개 변수는 고정값으로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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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put Editors

Input editor는 Control File을 생성하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POSEDIT과 

RESEDIT 2가지가 있으나 source correction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여기서

는 RESEDIT을 기준으로 과정을 설명하였다.

Main Menu

Import Control Data

Control Data Set을 새롭게 작성할 것인가 혹은 전단계에서 RESFILE로 저장

된 파일을 호출하여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항목과 Control Data Set의 내용

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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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Options

RESOLUTION 프로그램의 실행 후 출력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Yes를 기본

으로 선택한다.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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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의 채널 수, 형식, 파일 위치 지정과 스펙트럼을 Control Data Set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스펙트럼의 Label을 명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Label은 

최  32개 문자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스펙트럼 파일의 헤드라인에 지정된 것과 동

일하여야 한다.

Ranges

항목 1과 2는 스펙트럼 면적 계산에 포함되는 채널 영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계

된다.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identification 혹은 measuring time 등의 특별한 내

용을 채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Spectrum Peak은 입력 파일에 의해 지정된다. Fitting Range는 Area Range 

보다 짧게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시작은 Peak Channel에서 10Ch 전으로 지정한

다. Time Scale은 시간교정을 통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한다. Time-Zero는 

Menu 4의 유일한 fitting parameter이며 일반적으로 Peak Channel에서 2 Ch 

전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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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Function

RESOLUTION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양전자 수명 측정 장치의 resolution 

function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함수는 Gaussian의 합으로 최  6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FWHM으로 정의되는 Gaussian의 폭과 centroid 사이의 shift가 fitting 

parameter로 사용되며 그 값을 추정 혹은 고정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각각 수치 

후미에 G 혹은 F를 첨가한다. Shift는 Time-Zero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한 하나

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Gaussian의 Intensity는 항상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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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ime Components, Constraints

양전자 수명 성분 수와 초기값을 추정(G)하거나 고정(F)시키며 상 도

(relative intensity)에 한 constraint를 지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전자 수명은 최  6개를 지정할 수 있다. 

Background

RESOLUTION에서 백그라운드는 항상 두 채널 사이의 평균값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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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Control Data

(5) 중성자 조사재의 측정을 위한 3 detector system 구축

중성자 조사 압력용기강을 통상적인 양전자 수명 측정 장치(Fast-Coincidence 

system)를 이용하여 수명 스펙트럼을 측정할 경우,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 60Co에

서 방출되는 1.13MeV와 1.33MeV 감마선의 컴프턴산란에 의해 Fig. 3-3-42와 

같이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을 왜곡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op 

detector를 추가하고 double coincidence system을 구성하여 60Co에서 방출되

는 감마선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60Co의 컴프턴산란 감마선의 영향을 최 한 배제시키기 위하여 Fig. 

3-3-43와 같이 양전자가 소멸할 때 방출하는 2개의 0.511MeV의 감마선을 두개

의 stop detector가 동시(<50nsec)에 검출할 때만 time clock이 작동하도록 3 

detector system을 구성하였다. 

   Pure Fe에 해 2 detector system과 3 detector system을 이용하여 측

정한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는 Fig. 3-3-44과 같다. 양전자 수명 

분석 결과는 두 system에서 동일하였고 시간분해능(FWHM)은 3 detector 

system에서 다소 향상되었으나 계수율은 double coincidence에 의해 1/10로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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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Density 
[g/cm3]

Emission 
Maximum

[nm]

Decay 
Constant

 (1)

Refractive 
Index
(2)

Conversion 
Efficiency

 (3)

Light Yield
[photons/MeV]

BaF2 4.88
315
220

0.63 s
0.8 ns

1.50
1.54

16
5

10x103
1.8x103

Plastics 1.03 375 - 600 1 - 3 s 1.58 25 - 30

Table 3-3-12. 양전자 수명 측정용 섬광체의 주요 특성

Isoto

pe

End-point 

Energy [MeV]

Half-

life

Positron/d

ecay

Coincidence 

yield
22Na 0.54 2.6yr 0.9 1.0
58Co 0.47 71d 0.15 1.0

64Cu 0.66
12.7y

r
0.19 0.0

68Ge 1.90 275d ~0.86 ~0.0

Table 3-3-11. 주요한 양전자원의 특성

s s s smim mim mim

a

x2

mim

mim

b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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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2차원 금속 model에서의 격자 형태

(b)

Fig. 3-3-30. 양전자 수명 측정 시스템의 개략도

min

s
U

X2/a

εc

∆ε

min

U

X1/b1 2 3 4

εc

Positron
ground
state

∆ε

(a)

(b)

Fig. 3-3-29. 격자들간의 포텐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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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a
T½ = 2.60 yr

22Ne

β+ (0.1%)

β+ (90.4%)
EC (9.5%)

3.9 ps

γ (1.28 MeV)

Fig. 3-3-31. 22Na 양전자원의 방사능 붕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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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양전자 수명 측정을 위한 시료의 최소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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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 광증폭관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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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고전압 인가에 따른 PMT anode 신호 확인 방법 (a) 연결도, 

       (b) 오실로스코프상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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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35. WALK 조정을 위한 (a) 시스템 연결 및 

(b) 오실로스코프 상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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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6. 에너지 교정을 위한 시스템 개략도

0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0

2500

5000

7500

10000

12500

15000

1.28 MeV Photopeak

Backscatter Peak

Compton Edge

0.511 MeV Photopeak

 

 

N
um

be
r o

f C
ou

nt
s

Energy (keV)

Compton Edge

Fig. 3-3-37. PMT Base의 Dynode로부터 출력되는 energ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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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8. Start CFDD로부터 Gate되어진 Start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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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Stop CFDD로부터 Gate되어진 Stop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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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0. Time calibration에 의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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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FDD를 이용한 방법

(b) Time calibrator를 이용한 방법

Fig. 3-3-41. Time calibration을 위한 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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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2. 60Co의 존재 유무에 따른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 분포

Fig. 3-3-43. 3 detector system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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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4. 2 detector system과 3 detector system에서 

pure Fe의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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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M을 이용한 조사결함특성 분석 및 절차확보

가. 조사결함 분석법[3-3-12]

조사결함에는 black dot, dislocation loop, stacking fault tetrahedra 및 석출

물 em등이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들은 나노 크기로 일반 광학현미경

에서 관찰은 거의 불가능하며, TEM 분석에서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더욱이 

조사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따라 시료제작방법에서도 적당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중성자 조사시료의 경우에는 시료의 방사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며, 가속기 조사재의 경우에는 조사손상층이 조사표면으로부터 일정 

깊이에 국부적으로 존재하므로 손상층만을 시편에 남기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

하다. 조사결함의 TEM분석에서 얻으려고 하는 정보는 결함의 종류, 크기, 분포 

및 전위와의 상호 작용, 편석현상 등이 있다. 본 내용에서는 나노 결함의 

contrast를 얻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Black-white condition

10 ㎚ 이하의 조사결함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다. 특히 black dot는 

dislocation loop이지만 나노 사이즈로 명확히 loop로서 확인되지 않고 점으로 보

이는 image 이다. 따라서 dislocation loop관찰법을 그 로 응용하면 된다.

Loop나 석출물이 크기가 0.1 ξg보다 작고, 시편의 표면으로부터 1.25 ξg 까지 

있는 경우 분석이 가능하다. 이때  ξg 는 exticntion length이며 다음과 같다.

  



                              (1)

Black-white contrast는 Fig. 3-3-45의 two-beam dynamical condition 즉, 

sg=0 에서 얻을 수 있다. sg는 deviation parameter이다. Bright field나 dark 

field에서 다 얻을 수 있으나 보통 dark field를 이용한다. Black-white 상은 Fig. 

3-3-46와 같이 두개의 이웃한 lobe, 1개는 검고 다른 1개는 흰 것으로 되어 있다. 

(가) Black-white contrast 상의 특성

결함 cluster가 시료의 양 표면에 가까이 있으면 잘 관찰이 되고, 중아에 있으

면 상이 매우 약하다. Bloch wave의 시편의 두께방향으로 1/4ξg, 3/4ξg, 5/4ξg에서 

부호가 바뀌게 된다. 표면에 있는 loop는 상이 생성되지 않는다. 시편의 두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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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의 크기 및 방향관계가 Fig. 3-3-47과 같이 형성된다. 결함의 종류 즉, 

interstitial 또는 vacancy형에 따라 반 의 방향관계를 갖는다. 

(나) Burgers vector 및 loop type 결정

일반적으로 전위의 Burgers vector 결정은 전위가 보이지 않는 조건 ⋅  으

로 결정하지만 아주 작은 loop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다. Dynamical two-beam 

condition에서는  ⋅  이라도 전위가 종종 관찰되기 때문이다. Weak-beam 

condition에서는 ⋅   조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작은 loop의 경우에

는 ⋅≠  조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

서 여러 가지 diffraction vector를 사용하여 많은 분석을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 안으로 l-vector 분석을 하면 간편하게 Burgers vector를 결정할 수 있다. 

  Black-white image의 black contrast lobe(검은 영역)의 중심에서 white 

contrast lobe(흰 영역)의 중심으로 향하는 vector를 l-vector라고 하는데, 

l-vector와 g vector와의 관계 및 결함의 시편 표면에서의 깊이로부터 loop와 석

출물의 구분, loop의 vacancy형과 interstitial형의 구분을 할 수 있다. Fig 

3-3-47에서 검은 선으로 l-vector를 표시하였다. Burgers vector를 결정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시료의 두 가지 방향에서 l의 방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석출물은 g 

vector를 변경하면 l vector는 g와 평행하게 바뀌지만 loop는 일정하다. Vacancy형

과 interstitial형의 구분은 표면에서 1/4 ξg , 1/4 ξg - 3/4 ξg, 3/4 ξg - 5/4ξg 깊이에 

따라 다르다. 위치에 따라 loop의 크기도 다르게 보인다. 크기는 표면에서 가까운 

층에 있는 결함이 크게 나타난다. Vacancy loop의 경우 표면에서 1/4 ξg의 위치에 

있을 때, l vector와 g vector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 다음층 즉, 1/4 ξg - 3/4 ξg에 

있을 때는 방향이 반 방향이며, 다시 3/4 ξg - 5/4ξg 깊이에서는 방향이 일치한다. 

Interstitial loop는 vacancy loop의 반 이다. Burgers vector의 결정은 ⋅  

에서 dislocation의 image 가 보이지 않는 조건을 이용한다. 단, 이 경우  ⋅≠ 

에서도 dislocation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loop

의 깊이를 알아야 판정이 가능하므로 stereo technique를 사용하여야 한다.

Fig. 3-3-48에 Eyre등[3-3-13]이 black-white contrast를 모사한 결과를 보여준

다. BCC인 Mo에서 Burgers vector가 1/2<011>, 1/2<111>과 <100>이며 z=[011]

인 경우이다. g vector는 (a)  , (b)  , (c) 200, (d)  이다. Loop가 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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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층 즉, 0.3ξg보다 표면에 있는 것을 가정하였다. 가운데 줄은 Burgers vector

이며 실선은 loop plane의 수직선이며, 점선은 현재의 image에 투영된 것을 의미

한다.│⋅│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3-3-13에 보여준다. Eyre 등[3-3-13]에 

의하면 contrast type을 다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Type 1. │⋅│=0이며 loop의 수직선 n과 beam 방향 z와의 사이각이 

45°보다 작은 경우(Fig. 3-3-48의 제일 윗줄). Image는 약하며 {211}과 같은 

higer-order reflections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image가 보이면, l과 

g가 평행인 경우이다.

② Type 2. │⋅│=0이며 loop의 수직선 n과 beam 방향 z와의 사이각이 

90° 정도인 경우(Fig. 3-3-48의 셋째줄, (c)칸). 나비형의 칭상으로 나타난다. 

작은 black-white lobe가 g에 평행하다.

③ Type 3. 0<│⋅│≤1인 경우(Fig. 3-3-48의 둘째줄, (a), (b) 및 (d)칸). 

n과 beam 방향 z와의 사이각에 관계없이 black-white lobe가 나타난다.

④ Type 4. │⋅│>1인 경우(Fig. 3-3-48의 일곱째줄, (b), (c) 및 (d)칸). 

검은색 lobe안에 작은 흰 부분이 생긴다.

(2) Inside-outside법

10 nm이하의 크기인 결함은 black-white contrast condition으로 10 nm 이상

의 크기는 inside-out side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diffraction vector를 반

로 하였을 때 sg≠0인 조건에서 경사진 dislocation loop의 크기의 변화로 결정

하는 방법이다. Dislocation의 상의 폭이 1/3 ξg
eff 정도 크기이다. sg 가 작고 , w 

≪1인 bright-field kinematical 이미지에서 1/3 ξg
eff 는 약 10 nm인 반면에 sg 

≈ 2 x 10-1 nm-1인 weak-beam image는 1/3 ξg
eff 가 약 1.5 nm이다. 따라서 

bright-field kinematical image에서 분석 한계가 30 nm보다 큰데 반하여, 

weak-beam image에서는 5 nm이상이다.

Tilting에 의하여 g나 sg 값의 방향을 반 로 하여 loop의 image를 비교하여 

Burgers vector와 loop가 vacancy형인지 interstitial형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 Inside contrast일 경우 loop가 작게, outside contrast의 경우 크게 보인다. 

이 방법을 시도할 경우 다른 문헌보다 Edington[3-3-14]의 Practical Electron 

Microscopy in Materials Science를 참조하는 것이 혼란이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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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urgers vector를 │⋅│=0의 전위가 보이지 않는 조건으로부터 구한

다. Burgers vector는 FS/RH에 의하여 구한다. ±g로 image의 크기를 비교한다. 

  Inside contrast는 ⋅ ≺  outside contrast는 ⋅ ≻ 이다. Kikuchi 

map을 사용하여 g의 방향을 결정하고, outside contrast이면 sg>0이면 

⋅ ≻ 이고 이로부터 b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Loop의 수직방향, n 

vector방향과 b의 방향이 일치하면 interstitial형, 반 이면 vacancy형이다.

(3) Weak beam condition

  결함의 contrast는 결함의 주변 격자변형에서 영역에서 생성된다. 명확한 

contrast를 얻으려면 deviation parameter를 다음조건에 맞추어야 한다.

││ ≥ 2 x 10-1 nm-1

Two beam 조건을 (g, ng)라고 할 때, 통상 n=3을 사용한다. 그러나 재료에 따

라 위의 deviation parameter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좋은 contrast를 얻을 수 

없다. sg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를 만족하는 n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 g=1/dhkl

n값은 정수일 필요가 없으며, Fe의 겨우 n≈5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image가 매우 어둡기 때문에 노출시간을 크게 하여야 한다. 노출시간이 길게 되

면 nano 크기의 결함에 한 contrast가 흐려지므로 노출시간을 10초 이하로 하

는 것이 좋다. 따라서 film을 기존의 Kodak 4489가 적합하지 않고 감광속도가 

빠른 Kodak SO163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상액은 full strength D19를 사용

하여 1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나. 분석용 시료제작 기술 개발

조사재를 이용한 TEM 시료제작은 일반 시료제작보다 제한 요소가 많다. 중성

자 조사를 시킨 경우 시료의 방사화로 인한 문제, 가속기 조사재에서는 조사손상

층이 조사면 가까이 국부적으로 매우 얇은 층으로 존재하므로 그 부분만을 채취

하기가 어렵고, ion milling을 할 경우 ion milling에 의한 조사결함 생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가속기 조사 시료에서 조사방향으로 시편을 채취하는 방법, 가속기 

조사재의 조사방향의 수직방향으로 단면을 채취하는 방법, 중성자 조사된 Si 단결

정에서 시료 채취하는 방법의 3종류의 시료를 제작함으로써 조사재로부터 시편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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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1) 가속기 조사 시료의 단면 채취

  가속기로 이온을 조사한 시료는 손상층이 표면에서 매우 얕은 쪽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므로 TEM 시편 제작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방향의 수직면을 분석

할 경우에는 시료 채취의 양을 많이 할 수 없고, 단면으로부터 채취하면 많은 양

을 얻을 수 있다.

이온조사 시료는 보통 10 ㎜ x 10 ㎜ 의 크기이므로 slicing 기술에 따라 최소 

1개 시편에서 8개 정도의 disk를 얻을 수 있다. 시편 채취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

하여 같은 조사조건의 시료 2개의 조사면을 bond로 부착시켜서 제작한다. 시편의 

단면이므로 시편 전체에 Ni 도금을 하여 크기가 직경 3 mm이상이 되도록 한다. 

Ni 도금조건은 다음과 같다. 

     도금액 :  NiSO4 + NiCl2 + H3BO3 +Udylite #63 + H2O

              pH : 4.0-4.8, Temp.: 40-50℃

   전류 도 : 0.02-0.06 A/㎠  

도금이 완료된 덩어리를 얇게 박판으로 절단, 연마 후 3 mm disk를 

punching한다. 조사면을 기준으로 ion milling을 한 후, 최종에는 jet thinning

처리한다. 이때 ion milling을 많이 하게 되면 ion milling에 의한 결함이 시편

에 잔류하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Ion milling의 위치는 손상층 영역이다.

  시편의 제작공정도는 다음 Fig. 3-3-49와 같다.

 

(2) 가속기 조사시료의 조사방향으로 채취

  가속기로 이온을 조사시킨 시료의 조사면에서 손상층은 표면에서 일정한 깊이

에 존재하므로 표면에서 조사손상층까지를 제거시키지 않으면 TEM관찰의 성공

률이 매우 낮다. 표면에서 최  손상층까지의 깊이는 SRIM(TRIM) 코드를 사용하

여 구한다. 분석용 시료가 아닌 동일 재질의 시편에서 전해연마에 의한 단위 시간

당 제거되는 두께에 한 data를 구하여 SRIM(TRIM)에서 구한 두께에 해당하는 

시간을 알아내어 실제 분석용 시료에 적용시킨다. 제거할 깊이는 1-3㎛정도이므

로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Interference micrometer를 사용하면 정확하나 Fig. 3-3-50의 Turbo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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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000을 이용하여 제거층을 측정하였다. Turbo Roughness T-8000의 탐침이 

시편위를 scanning하면서 표면의 요철에 따른 탐침의 위치를 자기유도의 방법으

로 측정하는 장치이다. 기준면이 있어야 하므로 제거할 표면의 일부에 lacquer를 

도포하여 전해연마 후 lacquer를 제거하고 lacquer가 칠한 면과 연마면의 높이차

로부터 깊이를 측정하였다. Fig. 3-3-51에서 B는 제거할 부분, A는 최 손상층

까지의 깊이이다. Fe-Cu 합금에서 5% perchloric acid + 95% acetic acid로 

상온에서 전해연마 속도를 측정한 결과 Fig. 3-3-52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하지 않은 면을 연마 및 polishing을 하여 두께를 50-60 ㎛으로 만든다. 조사

면은 TRIM분석결과에 따라 최 손상층은 남기고 1-2 ㎛ 정도 전해연마를 하여 제

거한다. 다음 조사표면을 lacquer로 도포하고 반 편면을 jet thinning하여 천공시킨

다.

(3) 중성자 조사 Si단결정에서 시료제작

Si은 ceramic이라 매우 brittle하여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성자를 조사시킨 

Si은 충분히 decay 시킨 경우 방사화 문제는 없지만, 조사전 보다 더 brittle하게 

되므로 시편 제작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먼저 diamond cutter를 사용하여 20 mm x 20 mm x 0.8 mm 정도로 가능한 

얇게 절단한 후, 두께를 150 ㎛ 정도까지 emery paper로 연마 및 polishing처리

를 하였다. Slurry cutter를 사용하여 직경 3 mm TEM 시료를 23 ㎛ SiC로 채

취하였다. Dimpler를 사용하여 두께를 30 ㎛ 정도로 얇게 처리한 후, 반 편 면

을 back thinning하였다. Back thinning은 9 HNO3 (60%) + 1 HF(48%)를 사용

하여 single jet thinning 장치(550-B)를 사용, chemical thinning하였다. Flow rate

는 3.5-4.5 sensitivity는 3.0으로 하였고 최종 cleaning은 39% HF용액에서 10초 

동안 하였다. 

다. 중성자 조사시료의 시료채취

중성자 조사시료의 방사화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면 시료의 크기를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종래의 직경 3 mm 신에 직경 1 mm로 조사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사용하면 방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별히 제작한 punching기

(Unidisc)로 조사재로부터 직경 1 mm의 시료를 채취하고, Cu나 stainless강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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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3 mm의 disk를 채취한다. 3 mm disc에 다시 punching기를 사용하여 직경  

1 mm의 구멍을 만들어 원래 분석용 시료를 끼운다. 이 때 시료가 변형되지 않도

록 두께는 두꺼워야 한다. 직경 1 mm와 3 mm사이는 South Bay Technology의 

black wax를 도포하여 jet thinning할 때 틈이 thinning되지 않게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Fe와 같은 magnetic material의 TEM 관찰에서 magnrtic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alignment calibration을 쉽게 할 수 있다.

라. 중성자 조사 Si 분석

Si은 중성자를 조사시켜도 반감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방사화 문제가 없다. 따

라서 조사결함을 분석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단, ceramic 재료이기 때문에 연마

작업을 통하여 시료를 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워 di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thinning하여야 한다. 중성자를 조사시킨 압력용기강 재료를 사용하여 TEM 분석

을 하는 경우에는 방사화 문제로 많은 분석을 통하여 조사결함 분석 기술을 개발

하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Si을 이용하여 많은 실험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최초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크기의 조사결함을 관찰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1) 시료 

하나로에서 중성자 도핑한 FZ Si 단결정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수직방향은 

[001]이며, 열중성자 조사량은 3 x 1017 n/cm2 이었으며, 고속중성자는 7 x 1014 

n/cm2 정도로 추정된다. 조사온도는 50℃ 정도이다.

  

(2) TEM 시료 제작

  직경 5“, 길이 30 cm의 ingot에서 diamond wire cutter를 사용하여 20 mm 

x 20 mm x 10 mm 정도로 절단하여 diamond wheel cutter로 두께 0.8 mm의 

박판을 제작하였다. Slurry disk cutter를 사용 3 ㎜ disk를 제작. 두께 150 ㎛까

지 기계 연마하고, dimpler를 사용하여 두께 30 ㎛ 까지 가공후 South Bay 550 

single jet thinning instrument를 사용하여 HNO3 : HF = 90 : 10 용액으로 

chemical thinning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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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M 관찰 결과

z=001, g=의 weak beam condtion에서  Fig. 3-3-53과 같이 black dot 

image 관찰할 수 있었다. Black dot의 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시편의 두께를 

두께 fringe로부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                   (2)

 는 extinction distance, λ는   wave length, Fg는 structure factor, N은 

fringe number이다.

Black dot의 크기는 10 nm이하이고, defect numbers density는 약 6.8 × 1014개/

㎤이었다. Black dot가 주로 interstitial loop로 구성되어 있으리라 추정된다. 정확히 

어떠한 type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black-white contrast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각 black dot가 있는 시편에서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음 단

계에서 stereo microscope에 의한 결함의 시편내에서의 깊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자 한다.

마. 이온 조사 Fe-Cu 합금 분석

압력용기강에서 용접부에 Cu가 혼입되어 조사취화를 심화시킨다[3-3-15]. 이

것은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Cu 석출물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3-3-16]. 그러나 아직도 Cu의 석출물에 의한 경화 효과와 조사경화효과의 관계

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온조사를 통하여 생성된 결함의 TEM 분

석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Cu석출물에 의한 경화 현상과 matrix damage효과를 

비교하여 조사경화 기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Cu 농도를 포화시킨 시료를 

ageing을 통하여 석출시켜서 Cu 석출물의 크기 및 ageing 시간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검토한 후, Cu를 포화시킨 시료와 ageing에 의하여 Cu를 석출시킨 시료

에 Fe 이온을 조사시킴으로써 TEM에 의한 미세구조의 차이 및 경도값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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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방법

Fe-0.1%Cu와 Fe-1.0%Cu 합금을 제작하기 위하여 진공 유도용해로에서 Fe를 

먼저 용해하고 10 torr Ar분위기 하에서 용탕에 다시 Fe와 Cu를 추가로 장입하

여 충분히 용해시킨 다음 진공분위기하에서 출탕하여 ingot를 제조하였다. 1,15

0℃에서 24시간 균질화처리를 하고 열연을 통하여 두께 10 mm의 판재를 제작하

였다. 이를 다시 1mm의 판재로 냉간압연시켰다. 적당한 크기의 시료로 절단한 

후, 850℃에서 5시간 열처리한 후, 수냉시켰다. Ageing처리는 500℃에서 5, 15, 

30, 100 및 300시간 시켰다.

KIGAM의 이온가속기를 사용하여 Fe이온을 조사시켰다. 이온의 에너지는 8 

MeV, 조사율은 2.6 x 1012 개/s․cm2 (3.8 x 10-3 dpa/s), 조사량은 1.9 x 1016 개

/cm2 (27 dpa) 이었다.

경도 측정은 AKASHI HM-124를 사용하였으며 하중시간 10초, 하중은 1g으로 하

였다.

TEM시편제작은 비조사재는 두께 50-50 ㎛로 연마 및 polishing을 하고, 상온에서 

5% perchloric acid + 95% acetic acid용액에서 전해연마하였다. Jet thinning

은 TenuPol-5를 사용하여 -40 ℃에서 5% perchloric acid + 95% methanol용

액으로 처리하였다. 조사재는 TRIM으로 계산한 결과 최 조사손상층이 표면에서 

1.5-2 ㎛ 깊이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조사표면을 전해연마로 약 1.5 ㎛ 제거시켰다. 

조사표면의 반 편면을 jet thinning하여 천공처리하였다. TEM 분석은 200keV 

JEOL 2000FX를 사용하였다.

(2) 실험결과

(가) Ageing에 의한 Cu 석출

Fig. 3-3-54에 ageing 시간에 따른 Cu 석출 상태를 보여준다. 850℃에서 수냉

한 시료 (a)와 500℃에서 5시간 ageing처리한 시료에서는 석출물을 관찰할 수 

없었다.  Fe-Cu합금의 실온에서 Cu의의 고용한계가 1%이하라고 보면 Cu가 과

포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 15시간 이후부터 석출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석출물의 형상은 구형임을 알 수 있다. Ageing처리 시간에 따른 석출물의 

크기는 Table 3-3-14와 같다. 각 열처리 시간에서 석출물의 크기 분포를 그리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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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bimodal distribution 즉 빈도 분포가 두개의 peak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두개의 peak에서의 크기를 p1, p2로 표시하였다. 시간이 증가할수록 석출물이 

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통 알려져 있는 Oswald ripening mechanism으로 

보인다. 즉, 시간이 증가할수록 작은 석출물이 모여 큰 석출물로 성장한다는 것이

다. 석출물의 크기가 이중 분포를 이루는 이유는 추가로 각 석출물의 DP 또는 

HREM으로 구조를 분석하여야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발표된 자료[3-3-17]

에 의하면 4 nm 정도 이하의 크기는 BCC 구조를 갖고, 10 nm 이하는 9R, 그 

이상은 3R 상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Ageing 시간에 따른 경도 변화

각 ageing시간에 따른 경도 값의 변화를 Fig. 3-3-55에 나타내었다. 30시간 

까지 용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함을 보여준다. 시효처리하기 전 즉, 850℃

에서 수냉한 시료는 경도 값이 Hv=124이고 30시간 ageing에서의 최고 경도 값

은 Hv=189이었다. 30시간 이후는 과시효(over-ageing)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도 증가는 석출물이 기지보다 soft하기 때문에 Orowan mecahnism으로는 설

명할 수 없다. Ageing처리 전에는 Cu가 과포화된 solid solution에 의한 경화 현

상을 보이겠지만, ageing에서는 과포화된 Cu가 석출됨으로써 석출경화로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soft 석출물에 의한 경화기구로는 Russel and 

Brown[3-3-18] mechanism이 있다. 전위의 에너지가 기지와 석출물내에서 차

이가 나기 때문에 전위가 석출물을 지나가면서 석출물의 계면에서 이루는 사이각

으로 경화 현상을 해석하였다. Barbu 등[8]은 Cu에 의한 경화 현상을 Russel 

and Brown mechanism과 함께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3)

                                   (4)

 
 


                              (5)

여기에서  : 합금의 경도,  : 석출물에 의한 경도 상승효과,  : 고용경

황에 의한 기지의 경도, [Cu] : Cu의 농도, G : 기지의 shear modulus, b : 

Burgers vector, f : 석출물의 부피 분율, R : 석출물의 반경, F(R) : 석출물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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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수이다. 식(3)에 의한 고용경화 효과는 ageing 처리전의 시료와 거의 비슷한 

값이다. 석출물에 의한 경화 효과는 석출물의 강도나 경도에 관계없이 석출물의 

크기와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과시효에서는 부피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석출물

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경도가 감소함을 설명할 수 있다. 약 8nm 이상의 크기

에서 경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온조사 시료의 조사결함 분석

Fig. 3-3-56으로부터 Fe 이온을 조사한 후의 Fe-0.1%Cu와 Fe-1.0%Cu에서 

미세조직의 변화를 알 수 있다. 850℃에서 수냉한 후에는 Cu의 석출을 두 합금

에서 관찰 할 수 없었으며, 500℃에서 시효처리하였을 때 Fe-0.1%Cu에서는 Cu

가 석출하지 않으나, 이온을 조사한 결과 수냉처리한 두 합금에서 모두 조사결함

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결함의 크기는 2-20 nm 정도이며, Fe-1.0%Cu가 

Fe-0.1%Cu보다 큰 결함이 생성되었다. TEM 사진상에서 보이는 검은 점들은 

Cu석출물과 interstitial loop이들로 구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Vacancy loop도 있

겠지만 조사온도에서의 생성량은 상 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Fig. 3-3-57

의 500℃에서 30시간 시효처리한 Fe-0.1%Cu와 Fe-1.0%Cu에서도 결함이 보이

지만 수냉처리한 시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Fe-0.1%Cu의 경우 500℃에서 30

시간 시효처리한 시료에서 결함이 성장하고, 결함의 도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e-1.0%Cu에서는 오히려 500℃에서 30시간 시효처리한 시료에서 

결함의 도는 증가하였으나, 크기는 성장하지 않고 보다 작은 결함들이 많이 관

찰된다. 조사하지 않고 500℃에서 30시간 시효처리하여 Cu를 석출시킨 시료에서

보다 시효처리한 후 이온을 조사시켰을 때 결함의 크기가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850℃에서 수냉하고 이온을 조사시킨 시료가 500℃에서 30시간 시효

처리만 시료보다 결함의 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시효경화를 최 로 시킨 재료에서 이온을 조사할 경우, 조사전후의 경도차를 측

정하면 matrix damage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경도측정을 수행

하였다. 500℃에서 30시간 시효처리한 Fe-1.0%Cu합금에서 경도가 최 인 것으

로부터 과포화된 Cu가 전부 석출한 것으로 가정할 때, Fe 이온을 조사하면 용해

도 한계내에서 조사료과에 의한 일부 Cu 석출물의 생성으로 인한 경도 증가와 

matrix damage에 의한 경도증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0.1% 정도의 Cu 농



- 245 -

도가 실온에서 Fe-Cu합금의 고용한도라고 가정하면, Fe-0.1%Cu를 이온 조사시

켰을 때 경도 증가효과와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Fe-1.0%Cu에서 시효경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 즉, 850℃에서 수냉처

리만 한 시료에 이온조사한 후 경도값과 시효경화처리한 시료의 경도값과 비교하

여 차이가 없으면, 이온조사 효과는 이러한 석출경화 효과와 matrix damage에 

의한 효과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떠한 원

인에서 발생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세조직상으로는 Fig. 3-3-5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가정과는 전혀 다

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온조사 시료에서 조사결함 분석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재현성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단지 결함의 성장과 도의 감소로 보인

다. 

Fe-0.1%Cu와 Fe-1.0%Cu의 850℃에서 수냉하여 이온조사 전후의 경도 값은 

Table 3-3-15와 같다. 조사전의 Fe-0.1%Cu가 Fe-0.1%Cu보다 경도가 17정도 

크다. 이것은 Cu의 solid solution hardening효과이며 Barbu등이 제시한 값보다 

크다. Fe-1,0%Cu에서 조사경화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500℃에서 30시간 시효경화처리만 하여 석출경화 효과로 나타난 경도 189보다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즉 조사에 의한 경도 증가가 석출효과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Fe-0.1%Cu의 조사경화효과보다 매우 크다. 이로부터 단순

한 preipitation damage 및 matrix damage 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u량이 많을수록 조사경화 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500℃에서 30시간 시효경화처리후 이온조사전후의 경도를 측정한 값은 Table 

Table 3-3-16과 같다. Fe-0.1%Cu에서 850℃에서 수냉한 것과 시효처리한 경

우의 조사경화 효과는 작다. Fe-1.0%Cu에서는 Fe-0.1%Cu보다는 효과가 크지만 

비슷한 정도이다. 따라서 matrix damage에 일부 조사에 의한 Cu 석출효과로 보

아도 타당하다. Fe-1.0%Cu에서 열처리 및 조사에 의한 경화 효과를 정리하면 

Fig. 3-3-58과 같다. 시효처리 전 시료의 조사경화 효과가 시효후 조사한 시료보

다 매우 크게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현재의 TEM 미세조직으로는 어렵다. 

이것은 TEM의 분석한계인 2 nm이하의 결함으로 인한 효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으로는 Cu cluster, interstitial cluster 및 vacancy cluster가 있을 수 

있다. 이정도로 작은 크기의 결함에서 각 종류별로 재료의 경도 또는 강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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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알 수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Cu가 Interstitial cluster 및 vacancy 

cluster의 생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 각 조사시편에서 조사량이 같다면 

동일하게 생성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렇게 가정한다면 Cu cluster의 생성량의 

차이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효처리에 의한 Cu 석출물에서는 4 nm 

정도의 크기에서 경도가 최 가 되므로 과연 2 nm이하의 Cu cluster가 경도 변

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크기에 따른 

Cu cluster의 강도 또는 shear modulus를 알 필요가 있다. 실험적으로는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전산모사로서 가능하다. Phythian 등[3-3-15]에 의하면 BCC 

Cu는 FCC Cu보다 shear modulus가 작으며, 경화현상을 Russell and Brown의 

석출경화기구로부터 기지와 석출물의 shear modulus의 차이에서 생성된다는 사

실로부터 MOLDY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BCC Cu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다. 특

히 Cu cluster가 vacancy를 포함할 때 경화현상은 증가하였다. 즉, TEM으로 관

찰이어려운 2 nm이하의 BCC형 Cu cluster가 이온조사에 의하여 많이 생성되어 

경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Fe-Cu에서 MD로 계산한 결과

[3-3-20, 21]에 의하면 Cu가 vacancy를 trap하면서 그만큼 interstitial이 

vacancy와 결합하여 소멸되지 않음으로써 결함의 생성이 많고, vacancy를 포함

한 Cu cluster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물론 interstitial cluster의 도 증가에 의

한 경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에 한 분석결과는 아직 없다. 이후 Cu 

cluster효과와 interstitial cluster에 의한 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Fe-1.0%Cu를 850℃에서 수냉하여 이온조사시킨 경우에 조사경화 현상은 

500℃에서 시효처리에 의한 경화 현상보다 매우 크다.

② 고용된 Cu가 이온조사에 의하여 Cu cluster를 형성하고 이것은 시효처리한 

Cu석출물모다 작은 BCC형의 Cu 석출물로서 FCC형의 석출물보다 경화 효과가 

크다.

③ Cu의 vacancy trap에 의하여 조사결함의 생성량이 증가하고, Cu cluster에 

vacancy를 포함함으로써 경화 현상은 증가한다.

④ Cu cluster에 의한 경화 효과와 interstitial cluster에 의한 경화 효과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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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    [200]   

  0 0 0 0

[010] 1 1 0 1

1/2  1 1 0 1

1/2  1 2 1 0

1/2[110] 1/2 3/2 1 1/2

1/2[111] 0 1 1 1

[100] 0 2 2 2

1/2[101] 1/2 1/2 1 3/2

1/2   1 0 1 2

Table 3-3-13. 시편의 수직방향이 [011]일 때│⋅│의 계산 결과

Table 3-3-14. 500℃ ageing 시간에 따른 

Fe-1.0% Cu합금의 석출물 크기

Ageing 시간(hr) 석출물 크기
5

15

30

100

300

-

2(p1)

4(p2)

3(p1)

5(p2)

8(p1)

10(p2)

10(p1)

16(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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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0.1%Cu Fe-1.0%Cu

이온조사전 이온조사후 이온조사전 이온조사후

108 129 125 296

Table 3-3-15. 850℃ 5시간 가열후 수냉한 시료에서 Fe 이온조사 전후의 Hv

Fe-0.1%Cu Fe-1.0%Cu

이온조사전 이온조사후 이온조사전 이온조사후

126 141 189 217

Table 3-3-16. 500℃ 30시간 시효처리후 Fe 이온조사 전후의 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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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eam dynamical (sg=0)2-beam dynamical (sg=0)

Fig. 3-3-45. Two beam dynamical contrast condition.

Fig. 3-3-46. Black-white contras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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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7. Depth oscillations of the black-white contrast vector l for 

small vacancy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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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8. Simulated dark field images of edge dislocation loops in 

Mo, with Burgers vectors of types 1/2<011>, 1/2<111> and <100>. The 

images are all for a foil normal z=011, and in each case s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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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0. Turbo Roughness T-8000

Fig. 3-3-49. 가속기 조사재의 단면으로부터 TEM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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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51. (a) 이온조사시료의 전해연마 제거층 및 최 손상층과의 관계. 

(b)    두께측정을 위한 기준면의 lacquer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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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2. Fe-Cu합금에서 전해연마시간에 따른 제거층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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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53. Image of defects clusters in neutron irraduated FZ-Si : (a) 

dark field image, (b) SAD pattern

     (a)                     (b)                     (c)

          

     (d)                     (e)                     (f)

         

   Fig. 3-3-54. Fe-1.0%Cu합금의 500℃ ageing 효과. (a) 0 hr, (b) 15 hr, 

      (c) 30 hr, (d) 100 hr, (e) 30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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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5. Fe-1.0% Cu합금에서의 500℃ ageing 시간에 따른 경도 변화

       (a)                                  (b)

            

Fig. 3-3-56. 850℃에서 수냉후 Fe ion을 1.9 x 1016 개/cm2 

조사후의 미세조직. (a) Fe-0.1%Cu, (b) Fe-1.0%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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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3-57. 500℃에서 30시간 시효처리후, Fe ion을 1.9 x 1016 개/cm2 

조사한 후의 미세조직. (a) Fe-0.1%Cu, (b) Fe-1.0%Cu

0 10 20 30
100

150

200

250

300
 Unirradiated
 Irradiated

 

 

Vi
ck

er
s 

H
ar

de
ne

ss
(H

v)

Aging Time(hr)

Fig. 3-3-58. Fe-1.0% Cu를 850℃ 수냉한 시료와 500℃, 30시간

 aging 처리한 시료의 Fe ion 조사 전후의 경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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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VEM을 이용한 조사결함거동 분석

가. 서론

 HVEM을 사용하여 조사결함 생성거동을 분석할 경우 고에너지 전자빔 조사조건

에서 실시간으로 조사결함의 거동을 관찰할 수가 있다. 중성자 조사에서처럼 

cascade형성에 의한 조사결함을 생성하지는 않고 원자의 shift에 의하여 조사결

함을 생성하지만 이온 조사와는 달리 투과 깊이가 크기 때문에 전자빔 조사에 의

한 조사손상연구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KAERI내에 곧 전자빔 가속기가 

운영될 것이므로 HVEM과 함께 조사손상 연구를 할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HVEM은 실시간으로 조사결함의 거동을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의 조사량

에 따른 생성 및 성장에 한 실험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조사손상 전산

모사의 입력 및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1.25 

MeV의 HVEM을 2004년 설치하여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최근 

Fe-1.0%Cu합금에 Fe 이온으로 조사한 시료와 조사하지 않은 시료를 사용하여

HVEM으로 전자빔을 조사시켜 조사결함의 성장거동을 분석하였다. 

나. 실험방법 

시료는 조사에 의한 matrix damage 및 precipitation damage 효과를 관찰 할 

수 있도록 Fe-Cu합금을 사용하였다. Cu의 상온 고용도가 0.1% 이하인 점을 고

려하여 Cu함량을 1% 정도로 하고 열처리를 통하여 조사과정에서 석출물의 생성 

및 성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Cu를 목표로 하여 용융, 단조, 압연, 850℃에

서 5시간 가열 후, 수냉시킴으로써 두께 1 mm의 박판을 얻었다. 성분분석으로 

Cu 0.99%, O 370 ppm, 기타 불순물은 100 ppm 이하인 Fe‐1.0%의 합금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Cu 석출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께 300 ㎛ 정도로 전해연마한 후, Fe이온으로 조사한 것과 조사하지 않은 

시료 두 종류를 준비하였다. Fe 이온조사는 조사율 2.6 x 1012 개/s․cm2 (3.77 x 

10-3 dpa/s), 조사량 1.9 x 1016 개/cm2 (27 dpa) 이었다. Fe 이온 조사면의 경

도를 조사경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HVEM 분석시료는 이온을 조사하지 않은 면을 연마 및 polishing 하여 두께를 

50-70 ㎛로 하였다. 조사손상층의 깊이를 TRIM으로 계산한 결과 약 3 ㎛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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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사된 면을 전해연마로 2 ㎛ 정도 제거시켰다. TEM 시편을 제작한 후, 

5% perchloric acid + 95% methanol을 사용하여 45℃에서 thinning하였다. 이

온 조사시료는 조사하지 않은 면만을 back thinning하였다. HVEM 분석은 Fig. 

3-3-59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HVEM으로 1.25 MeV에서 4.3 x 1018 e‐
/s․㎠ (6.9 x 10-5 dpa/s)로 조사시키면서 실시간으로 결함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g=110으로 dynamical 및 kinematical 명시야상 조건에서 1분 간격으로 관찰하

였다.

 

다. 결과 및 고찰

   Fig. 3-3-60는 850℃ 열처리 후, 수냉시킨 시료의 Fe 이온 조사 전후의 미세

조직이다. 조사시키지 않은 시료에서는 석출물이 보이지 않으나 Fe이온을 조사시

킨 시료에서는 2-20 nm 크기의 구형 Cu 석출물이 관찰된다. 이는 Fe 이온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결함 즉, vacancy가 Cu의 확산을 도와 과포화 상태에 있던 Cu가  

석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3-22]. 이와 같은 결함으로부터 dislocation 

loop와 Cu cluster의 구분은 아직 하지 못하였다. 이는 contrast condition이 

loop를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Micro Vickers 경도 측정 결과 Fe이온을 조사시키지 않았을 때, Hv=124에서 

Fe이온 조사후에는 Hv=296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Cu 석출물과 조사결함의 생

성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500℃에서 aging 시켜 Cu를 석출시켰을 때, 최 경도

가 Hv=189 정도로서 Cu 석출에 의한 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

다[3-3-23].

Fig. 3-3-61은 각 시료를 8 x 1021 e/cm2 로 조사한 후의 결함을 관찰한 결과

이다. Fe 이온을 조사한 시료에서는 전자 조사전에 이미 결함이 생성되어 거의 

포화 상태를 이룸으로써 전자조사에 의하여 도의 차이가 없으며 크기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TEM 화면상으로는 전위 loop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TEM화면과 출력화면과의 배율차이 및 loop의 이동 시간이 화면 포착의 시간 간

격보다 짧은 관계로 출력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량이 매우 많은 관계

로 dislocation loop는 성장과 함께 소멸함으로써 오히려 결함의 도는 적다. 결함

의 크기는 큰 것이 4 nm 정도이다. 1 nm 이하의 결함은 현재로서는 구분이 곤란하

다. 많은 결함 들이 dislocation loop에 걸쳐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결함의 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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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islocation과 상호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자만 조사한 시료에서는 

1-2 nm 크기의 결함이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생성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화됨을 알 수 있었다. 1.2 x 10-1 dpa 정도에서는 dislocation loop를 

확인 할 수 있었다. Two beam dynamical condition에서 black‐white contrast 

image로부터 l-vector가 거의 동일함으로부터 결함이 주로 한 종류의 loop로 구

성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분석결과로서는 Cu 석출물과 loop의 구별을 할 수 없지만 결함의 크기

에 관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3-3-24].

  Fig. 3-3-62에서 Fe이온 조사후 전자빔으로 조사한 시료와 전자빔만 조사한 

시료의 결함 도가 조사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비교하였다. Fe 이온조사에 의

한 결함의 도는 전자조사량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Fe 이온을 조사시키지 

않은 시료에서는 전자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함의 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전자조사에 의한 결함의 증가는 10-4 dpa 정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0.1 dpa 정도에서는 Fe 이온을 조사한 

시료의 결함 도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2 x 1024/㎥ 정도로 포화된다.

  Fe 이온으로 조사한 시료의 Cu 석출물의 크기가 전자빔만으로 조사한 시료의 

결함보다 큰 것은 Fe ion 조사는 cascade를 형성하지만 전자 조사에서는 free 

migrating atom에 의한 결함 생성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라. 결론

  Fe-1.0%Cu합금을 Fe이온으로 조사한 시료와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 하여 국

내 최초로 HVEM을 사용하여 실시간 조사결함의 성장 거동을 관찰하였다. Fe 

ion을 조사한 시료에서는 조사결함이 이미 포화된 상태로서 전자 조사에 의한 조

사결함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없었지만, Fe 이온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서는 조

사시간에 따라 결함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량이 0.1 dpa 정도

에서 결함은 포화 상태를 이루며 그 이후에는 결함의 생성과 재결합 및 표면에서

의 소멸등이 균형을 이룸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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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HVEM

(a) (b)

Fig. 3-3-60. (a) Fe-1.0% Cu. (a)Not-irradiated, (b) Irradiated with Fe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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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61. Microstructure of Fe‐1.0%Cu sample. (a) Irradiatedwith Fe ion 

and high energy electron. (b) Irradiated with high energ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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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2. Defect density of irradiated samples with electron after Fe 

ion,  and with only electr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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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초음파 및 전자기적기술이용 조사취화도 평가 기반기술 개발

1. 초음파공명 및 미소전자기 측정시스템 보완/개량 

가. 고온/진공/정 하중제어 초음파공명분광시스템 제작

초음파공명분광 시스템은 Fig. 3-4-1에 보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synthesizer, 발생된 신호를 초음파 에너지로 변환하여 시

편에 가해주는 송신용 광 역 초음파 센서와 초음파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용 광

역 초음파 센서 및 제어용 PC로 구성된다. 이 장치는 온도 제어 기능이 없으므

로 고온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초음파 공명분광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공명분광 장치 (미국 Quatrosonic사 제품 

Ruspec 장비)에 소형 가열로 및 온도 제어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을 택했다. 초음

파 센서로 사용되는 압전 소자는 Curie 온도 이상에서는 압전 성질을 잃어버리므

로 알루미나 봉을 wave guide로 사용하여 초음파가 furnace 내에 시편에 전달되

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고온 초음파공명실험 장치는 Fig. 3-4-2에 보인 바와 같이 광 역 

초음파 센서를 알루미나 wave guide에 접합하여 시편 하부에 설치하여 송신용으

로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센서 및 알루미나 wave guide를 시편 상부에 설치하여 

수신용으로 사용하였다. 시편을 holding 하는 힘은 스프링으로 제어되도록 하였으

며 시편의 자유로운 진동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작은 힘이 시편에 가해지도록 하였

다.

소형 가열로는 1000。C 까지 가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나 시편의 산화 등

을 고려하여 상온 ～ 약 500。C 범위에서 온도에 따른 초음파 물성 측정, 특히 

동적 탄성계수 및 음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온 실험을 할 경우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 시스템을 제작하였

다. 소형 가열로 및 초음파 센서, wave guide, 및 하중 측정 장치를 모두 형 

bell jar 속에 설치하였으며 mechanical pump 및 diffusion pump를 사용하여 최

 진공도 10-4 Torr 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음파공명 실험에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시편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 외부 

압력에 따라 공명 주파수 및 Q-1 값이 약간 이동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탄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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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측정 실험에서는 이러한 공명 주파수의 미세한 이동이 측정치에 큰 영향을 주

지는 않으나 재료 물성에 중요한 인자인 Q-1 측정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시편에 가해지는 힘을 정 하게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01 g 측정 정 도를 가진 소형 load cell을 부착하였으며 시편 사이에 거리를 

미세하게 변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1 회전당 시편 stage 는 0.01 mm 이동하도록 

하여 시편에 가해지는 힘을 정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실험 시에는 

시편에 가해지는 힘을 략 5 g 이내로 조절하면서 측정하였다. 

초음파공명분광 시스템은 외부 충격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체 시스템을 spring을 사용하여 floating 시키는 방식으로 외

부 충격 방지 시스템을 부착하였다. 

종합적으로 완성된 초음파공명분광시스템은 각종 외부 변수, 즉 온도, 압력 및 

접촉 하중에 따른 초음파공명분광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재료의 미시

적 변화, 중성자 조사취화에 따른 재료 변화 등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Fig. 3-4-3 및 3-4-4에 제작된 고온 실험용 초음파공명 장치의 사진을 보였으

며 Fig. 3-4-5에는 소형 가열로 내부에 초음파 센서, wave guide 및 시편 장착 

상태를 보였다.   

나. 원자로 저합금강 SA 508 Cl.3 재료의 동적 탄성계수의 온도의존성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현재 국내

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용 원자로 압력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RPV)는 ASME SA 508 Cl. 3 단조강(Mn-Mo-Ni 저합금강)을 용접하여 

제작한다.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용접부는 국부적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음으

로 인하여 복잡한 물성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국산 원자로 압력

용기강의 실제 및 재현 용접 열 영향부 (heat affected zone, HAZ)에 해 전반

적인 미세 조직 및 기계적 성질에 한 특성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앞서 원자로 용접부의 국부적인 미세 조직 특성 변화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

를 초음파공명분광법으로 측정한 바 있는 데 금년도에는 구한 원자로 압력용기강 

용접부의 국부적인 탄성계수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새로 제작한 고온/진공/정 하

중제어 초음파 공명분광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상온 - 400°C 온도 구간에서 탄

성 계수를 측정하여 원자로 재료의 탄성계수 및 음속의 온도 의존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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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편

사용된 시편은 원자로용 ASME SA 508 Cl. 3 급 Mn-Mo-Ni 계 저합금강으로 

화학성분은 Table 3-4-1과 같다. 초음파 공명분광법을 적용한 동적 탄성계수 측

정을 위해서 시편을 3.0 mm X 3.5 mm X 4.0 mm 크기로 가공하였다.

(2) 초기 탄성계수 추정

초음파공명분광법을 사용한 탄성계수 측정 과정은 우선 시편의 치수, 도, 추

정 탄성계수를 가지고 추정 고유주파수 또는 추정 공명주파수를 계산한다. 계산된 

공명주파수를 기초로 하여 실제 측정된 공명주파수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한 탄

성계수를 추출해야 하는 데 컴퓨터 수치해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Levenberg- 

Marquardt법을 사용하여 다차원 탄성계수 공간에서 figure of merit가 최소값이 

되는 조건을 구해야 하는 데 초기 추정값이 가능한 한 참값에 근접해야 반복 계

산 시 빠르게 수렴할 수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탄성계수 초기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

다. 

1) E=207.200-57.09T×10- 3(GPa, 〫 C) 에서 25°C에서의 Young's modulus

를 구하면,

E = 205.77275 GPa = 2.05773 X 1012 dyn/cm2                (1)

2) 등방성 탄성계수 및 poisson's ratio ν = 0.30 로 가정하고 각각 shear 

modulus G, Lame constant λ, elastic stiffness c 11
, c 12

, c 44
 를 계산하면,

G=
E

2(1+ν)
 = 79.143 GPa = 0.79143 X 1012 dyn/cm2           (2)

λ=
νE

(1+ν)(1-2ν)
 = 118.715 GPa = 1.18715 X 1012 dyn/cm2         (3)

c 11=2G+λ = 277.001 GPa = 2.77001 X 1012 dyn/cm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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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λ = 118.715 GPa = 1.18715 X 1012 dyn/cm2                    (5)

c 44=
1
2
(c 11-c 12) = 79.143 GPa = 0.79143 X 1012 dyn/cm2            (6)

이 되며 이 값들을 초음파공명분광법의 초기 추정 탄성계수로 입력하였다.

(3) 고온 탄성계수 측정

제작한 고온/진공/정  하중제어 초음파공명분광시스템을 사용하여 원자로 재료

의 탄성계수를 상온 ~ 400°C 범위에서 동적 탄성계수 및 음속을 측정하였다. 

본 시편에 한 초기 30개 공명주파수를 정  측정하여 탄성계수 계산에 사용하

는 데 측정된 공명 주파수 및 각각의 공명 모드 (k), 측정치와 계산치의 오차, 각 

공명주파수의 모드 의존성, 시편 크기, 무게, 도 등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의 정 도는 RMS error 값으로 판정하며 보통 0.2% 이하라야 유효한 실험

으로 간주하는 데 본 실험의 경우는 부분 0.05 ~ 0.1% 범위에서 측정되었으므

로 상당히 정 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상온 - 400°C 구간에서 SA 508 Cl. 3 원자로 재료의 Young's Modulus 및 

shear modulus를 측정하여 Fig. 3-4-6 및 3-4-7에 나타냈는 데 Young's 

modulus 및 shear modulus 모두 온도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초기 추정 탄성계수 측정에 사용한 온도 의존식 E = 207.200 - 

0.05709 T (GPa, °C) 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초음파 공명분광법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최소자승법으로 온도 의존식을 구하면 E = 214.54 - 0.0787 T 

(GPa, °C)으로 표현된다. 특히 기계시험법으로 측정한 Young's Modulus는 상온

에서 E 25°C
 = 205.77 GPa 가 300°C에서 E 300°C

 = 190.07 GPa 로 감소하는 데 

반해 초음파 공명분광법으로 측정한 Young's Modulus 는 상온에서 E 25°C
 = 

212.57 GPa,  300°C에서 E 300°C
 = 190.93 GPa 로 계산된다. 즉 기계 시험으로 

측정한 정적 Young's Modulus에 비해 본 실험의 초음파 공명분광법으로 측정한 동

적 Young's Modulus는 상온에서 약 7 GPa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해 300°C에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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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음파를 사용하는 동적 탄성계수 값이 정적 기계 시험법으로 측정한 탄

성계수 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상온에

서는 순수한 탄성 현상을 변하는 동적 탄성계수와 소성 변형이 포함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적 탄성계수 측정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동적 탄성계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소성 

가공에 의한 효과가 relaxation에 의해서 감소되기 때문에 동적 탄성계수와 정적 

탄성계수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음파 공명분광법으로 탄성 계수 측정 이외에도 공명 주파수 데이터를 이용하

여 음속을 측정할 수 있는 데 Fig. 3-4-8 및 3-4-9에 종파 및 횡파 속도의 온

도 의존성을 보였다. 탄성 계수의 온도 의존성과 마찬가지로 온도 증가에 따라 선

형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상온에서 종파 속도는 5928 m/s 인 데 

반해 300°C에서는 약 5762 m/s 로 음속이 약 2.8%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횡파 속도도 상온에서 3219 m/s 인 데 반해 300°C에서는 약 3099 m/s 로 

음속이 약 3.7% 감소하고 있다. 

고온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 시에는 온도에 따른 음속 변화를 보상해야 하는 데 

본 실험 자료가 정 한 두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Fig. 

3-4-10 및 3-4-11에 c 11
 및 c 12

의 온도의존성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c 12
 값의 

scattering 이 보이는 데 이는 stiffnes 행열, c ij
 에서 off-diagonal 항인 c 12

 의 

영향 때문으로 E 는 c ij
의 역행열인 Sij

를 계산하고 E=1/S 11
 으로 계산하므로 만

약 c 12≠0 인 경우 c 11
과 다른 값이 계산될 수 있다.

초음파 공명분광법에서는 처음에는 시편의 칫수를 고정시키고 계산하지만 일단 

어느 탄성계수가 참값에 근접하면 보다 정 한 탄성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편 

칫수를 변화시켜가면서 가장 RMS error 가 낮은 값을 향하여 반복 수렴하도록 

한다. 즉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으로 인하여 시편의 도가 변화하는 데 이를 

Fig. 3-4-12에 나타냈다. 온도 증가에 따라 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아 매우 정 한 실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종파 및 횡

파 속도 계산에는 이러한 온도에 따른 도 변화를 반영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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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고온 초음파 공명분광 실험 장치를 개발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인 SA 508 

Cl. 3 재료에 해서 상온 - 400°C에서 온도에 따른 동적 탄성 변화를 측정하

였다. Young's Modulus의 온도 의존식은 E = 214.54 - 0.0787 T (GPa, °C) 

으로 계산되었다. 

2) 초음파 공명분광법으로 측정한 동적 탄성계수는 기계 시험에 의한 정적 탄성

계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는 데 상온에서는 약 7 GPa의 차이가 

나타난 데 반해 원자로 운전 온도인 300°C에서는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3) 고온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 시에는 온도에 따른 음속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온도에 따른 SA 508 Cl. 3 재료에 한 횡파 속도 및 종파 속도

를 계산하였다. 상온에 비해 300°C에서 종파 속도는 2.8%, 횡파 속도는 3.7%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4) 고온 초음파 공명분광법을 적용하여 각종 재료의 탄성계수의 온도의존성을 측

정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시험법으로 불가능한 국부적인 탄성계수 및 이방성 

재료의 고온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다.

다. 전자기초음파공명 시스템 개념 설계

앞서 구축한 압전 센서를 사용한 초음파공명분광 시스템은 2개의 송신, 수신용 

압전 센서 사이에 장방형 시편을 설치하여 공명 주파수들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다. 이 방식은 

1) 초음파 공명 모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계산에 의해 예측

된 공명주파수와 조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공명 모드에 의한 공명 주파

수가 인접할 경우 이를 구분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2) 시편을 지지하기 위하여 압전 센서 사이에 하중이 가해지므로 미소량이지

만 시편의 자유 진동을 억제하여 에러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실험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센서 사이의 하중을 5 g 이하로 유지시키

면서 측정을 하도록 설계하였지만 하중에 의한 damping을 미소량이지만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접촉 방식의 전자기음향공명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다. 전자기음향공명시스템은 시편에 가하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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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 공명 모드를 원하는 로 선택할 수 있어서 공명 모드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식으로써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

인 공명 측정 및 damping 측정까지도 가능하다. 

(1) 전자기초음파공명 시스템에 의한 조사 손상 평가

전자기음향공명을 사용하면 acousto-elastic stress measurement 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철강 재료의 준비파괴적인 grain size 측정 및 피로 손상 감시도 가

능하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재료의 음향 감쇠계수를 측정함으로써 고주파 내부마

찰 (internal friction) 도 측정이 가능하다. 

재료의 조사 손상은 재료 내부의 미시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조사 손상 원인 

및 손상 정도를 평가해야 하는 데 이와 같이 미시적 변화를 일반적인 비파괴 측

정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초음파공명 방법은 원리적으로 재료의 미시

적인 변화를 정량적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손상 평가 기술로 유망하다

고 판단된다. 

(2) 전자기초음파공명에 의한 진동 모드 선택

전자기음향공명은 시편에 가해지는 자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을 선택함으로

써 시편에 유도되는 Lorentz force 벡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편 내

의 변위를 예측함으로써 진동 모드를 결정한다. Fig. 3-4-13에 장방향 시편의 기

준 벡터 방향을 보였으며 Fig. 3-4-14에는 전자기음향공명 시스템의 기본 개념

도를 보였다. 또한 각각의 자장 방향과 전기장 방향에 따른 진동 모드를 Fig. 

3-4-15 3-4-16, 3-4-17에 보였다. 

(3) 전자기초음파공명 시스템 개념 설계

전자기음향공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영구자석 중 가장 강하다고 알

려져있는 NdFeB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시편 양쪽에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자장강도는 1 Tesla 급이나 실제로 자석의 배치 및 거리에 의해서 약 0.5 Tesla 

(5,000 gauss) 정도를 목표로 한다. 또한 자속의 손실 및 취급의 편의를 위해서 

시편에 접하는 면을 제외한 다른 5면은 탄소강을 사용하여 자속이 새어나가지 않

도록 차폐 처리를 한다. Fig. 3-4-18에 NdFeB 영구자석의 차폐 개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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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온 및 저온 초음파공명 실험을 위해서 시편 및 코일을 진공 용기에 삽

입하고 외부에 영구 자석을 설치해야 한다. Fig. 3-4-19에 고온/저온 전자기음향

공명 시스템 개념도를 보였으며 진공용기 내부에 가열 및 냉각 장치도 삽입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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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s
C Si Mn P S Ni Cr Mo

wt. % 0.19 0.08 1.35 0.006 0.002 0.82 0.17 0.51

Table 3-4-1. Chemical composition of SA 508-3 steel. 

 

Fig. 3-4-1. 초음파공명분광 장치 개략도



- 271 -

Fig. 3-4-2. 고온/진공/정 하중제어 초음파공명분광 실험장치 개략도

Fig. 3-4-3. 제작된 고온/진공/정 하중제어 초음파공명분광 실험 장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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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Bell Jar 내부 소형 가열로 및 초음파공명분광 시스템.

Fig. 3-4-5. 소형 가열로 내부에 초음파 탐촉자 및 wave guide 에 시편이 장

착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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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Variation of Youngs modulus of SA508 Cl. 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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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Variation of shear modulus of SA508 Cl. 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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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Variation of longitudinal wave velocity of SA508 Cl. 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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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Variation of shear wave velocity of SA508 Cl. 3 steel.



- 275 -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SA508 1B
 SA508 1A

c 11
   

[1
012

dy
ne

/c
m

2 ]

Temperature [C]

Fig. 3-4-10. Variation of c11 of SA508 Cl. 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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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Variation of c12  of SA508 Cl. 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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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2. Variation of density of SA508 Cl. 3 steel.

Fig. 3-4-13. Rectangular parallelepiped specimen and referen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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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Basic concept of EMAR (Electro-Magnetic Acoustic 

Resonance).

Fig. 3-4-15. OD vibration mode.

Fig. 3-4-16. OX vib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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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OY vibration mode.

Fig. 3-4-18. Concept of magnetic shielding for E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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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Basic concept of EMAR system for high/low temperat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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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파괴적 신호의 조사취화특성 연계성구축 

가. 서 론

원자력 발전소나 교량 등 중요 구조물에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

조물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주로 비파괴

적인 검사법이 이용된다. 이러한 비파괴 시험의 목적은 제작/건설/운전 단계에서 비파

괴 시험을 실시, 조기에 불량품을 제거하고 제조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 외에 구조

물, 설비, 재료 등의 파괴인자가 되는 결함을 탐지, 안전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의 고도화에 동반한 산업구조 설비의 형화, 고용량화, 이

에 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비파괴 검사법은 검사 시간의 과다소요, 데이터 취득 및 

해석오류 등으로 그 적용 타당성에 해 의문점이 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원거리 검사법을 

실용화 하는 등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법에 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이 방법은 검사의 신속·정확성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기존의 비파괴 검사법을 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의 타당성을 사전 조사하여 국내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거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열화는 구조

물의 내구성 및 파괴저항성을 저하시켜 안전성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재료의 

성질변화를 초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비파괴 기술을 사용하여 계속적인 감시

(monitoring)를 수행, 구조물의 갑작스런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특별한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열화에 의

해 손상을 입은 구조물의 미세조직 변화를 비파괴 신호로 바꾸어 이를 파괴시험

에 의한 기계적 성질변화와 서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Fig. 3-4-20에 재료평가 절

차 및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기적 방법은 특성상 잔류응력[3-4-1,2]이나 외부자기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3-4-3]. 많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

결과들이 기계적 시험결과와 충분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영

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내용의 목적은 재료의 열화손상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파괴 기술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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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3-4-4]. 

(1) 선진국의 연구동향

그 동안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비파괴적 평가방법은 터빈 재료의 잔류응력 측정 등

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전자공학의 발달로 관련 계측기기의 성능이 향상

되면서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비파괴 평가방법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했던 재료의 경년열화(ageing) 

나 피로 손상 (fatigue), 조사손상 (radiation damage) 등을 자기적 방법으로 탐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성자 조사에 따른 자기적 특성 변화를 이용, 원자로 압력용기의 손상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각 나라마다 활발하다 [3-4-5]. Table 3-4-2에는 관련 비파

괴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들을 나타냈으며, Table 3-4-3과 3-4-4에서

는 중성자 조사손상과 피로손상 특성을 평가하는 비파괴 기술을 나타냈다.

원자로 압력용기재료는 가동중 고에너지의 중성자에 의해 파괴저항성이 약화되

는 조사취화 (radiation embrittlement)가 일어난다. 이는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며 원자력 발전소 수명 단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 주위에는 압력용기의 취화 정도를 감시하는 감시시편을 넣은 캡슐

(surveillance capsule)을 부착,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파괴시험을 거쳐 압력용기

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감시 시험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특히 시편 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노후화 된 발전소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비파괴적 시험법이 개발된다면 이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적 성질변화를 이용하면 조사 취화의 비파괴적 평가

가 가능하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일본 JAERI 등에서는 기존의 압력용기 감시시험을 통한 

파괴 시험에서, 자기적인 평가 방법을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손상을 비파괴적으로 평

가하는 새로운 기술로 연구를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의 각 기관들은 

구조재료의 열화를 평가하는 비파괴 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RETE 라는 국제 협

력 프로그램을 발족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료의 열화 (material degradation)

를 평가하는 비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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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평가 방법들을 시험하고, Fig. 3-4-20에서 나타낸 것처럼 비파괴적으로 얻은 

결과와 기존의 파괴시험으로 얻은 결과 및 재료의 미세조직의 변화와 연관시키는 것

이다 [3-4-6]. 

나. 본 론

(1) 연구되고 있는 기술 및 성공사례

(가) 강자성 조화진동

① 실험 배경

강자성체에 관한 히스테리시스를 물리적,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이용하는 

장비의 설계에서부터 강자성체의 물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적인 면에서도 

단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강자성 조화진동과 히테리시스와의 관계는 큰 관심

의 상이 되고 있고, 히스테리시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 설명할 수 있다[3-4-7]. 먼저 자기이방성에 의한 이방성에너지를 근원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자기장에 의한 자화에너지가 이방성 에너지보다 작을 경우에

는 가역적 자화를 하며, 이방성에너지를 능가하는 자화에너지가 가해질 경우 자기

장의 방향으로 비가역적 자화 및 회전을 일으켜 히스테리시스를 발생시킨다

[3-4-8,9]. 또 하나는 자벽운동과 강자성체내에 포함된 자벽운동을 방해하는 걸

림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여, 비가역적 히스테리시스를 형

성한다고 하는 개념이다[3-4-10,11]. 이러한 자벽운동의 걸림점들은 강자성체내

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결함, 입자 경계와 전위 등이다[3-4-12,13]. 이러한 

것들은 비선형 조화파를 측정함으로서 미세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고, 매개변수와

의 상관관계로서 규명할 수 있다. 

자벽운동의 모든 동역학적 현상을 포함하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어떠한 특정 요인

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현상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모델들이 연구되었다. 연구된 모델로서는 Preisach-Neel 모델[3-4-14,15], Stoner 

- Wohlfarth 모델[3-4-16], 자벽운동모델[3-4-7] 등이 있다. Preisach-Neel 

모델은 임의의 함수를 도입하여 임의의 형태의 히스테리시스를 표현하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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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많이 이용되지만, 수학적 물리적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3-4-17,18]. 

Stoner-Wohlfarth 모델은 단축 이방성과 일정크기의 자기모멘트를 갖는 단일 자

구 입자나 입자 군에 관한 히스테리시스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강자성체의 

이방성이 히스테리시스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3-4-19]. 그러나 

자벽과 강자성체 내의 불순물, 결함들과 같은 자벽운동의 걸림점들과의 상호작용

에 관하여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3-4-20].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자벽운동 모

델을 이용하면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 Jiles 등은 등방성 강자성체에서 자벽운

동과 불순물, 결함과 같은 자벽운동의 걸림점들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인장 및 

압축응력에 의한 히스테리시스 변화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3-4-21,22].   

② 실험 필요성 

조화파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화과정의 비선형성에 기인한다. 히스테리시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비선형 자화현상에 관한 해석이나 기술이 용이하며 상호관

련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히스테리시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히스테리

시스에 관한 해석적 함수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선형 자화현상과 조화파간

에 연계가 기술되기 쉽지 않다[3-4-23]. 또한 역학적 응력은 물질의 자기 이력

과 투자율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의 응력 상태에 매우 민감하다. 자기

특성에서 나타나는 비등방성은 주로 외부응력이 원인이 되고 이러한 비등방성을 

측정하면 1차 조화파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응력이 외부에서 인가되지 않았다

고 해도 비등방성은 항상 양(positive)의 값을 갖게된다. 그 이유는 물질 자체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잔류 인장 스트레스와 자기 비등방성과 같은 재료의 초기 

비등방성 때문이다. 결함근처 자화 과정의 비 칭성은 2차 조화파와 연관되고, 이

러한 현상들은 인가된 외부 자기장에 강하게 의존된다. 이러한 효과는 미세 자기

장을 감지하는 자기센서의 개발에 응용되기도 한다. 비선형 자화의 결과를 통한 

자기센서의 최 감지율 조건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 내부의 자벽운동

에 한 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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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측정장치 및 측정

가) 측정 장치

  측정에 한 실험 장치는 Fig. 3-4-21에 나타나 있다. 두 의 함수 발생기를 

사용하였으며, 하나는 증폭기(TECHRON 7560)를 통과한 후 외부자장을 형성하

는 코일에 인가되었고, 다른 하나는 8자코일(코일의 감는 방향을 8자형 형태로 

즉, 반 로 감아서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세기를 상쇄시켜 시편의 고유특성만

을 알아내기 위한 코일)의 여기코일에 직접 인가되었으며, 감지코일에서 얻은 신

호를 증폭하기 위하여 Lock-in Amp.를 사용하였다. 증폭된 신호는 DSO를 통하

여 data를 획득할 수 있었다. 

나) 측정 절차

기전력에 한 1차 와 2차 조화파는 Fig. 3-4-2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 1함

수 발생기에서 여기코일에 전류를 인가하면, 감지 코일에서 감지된 신호를 

Lock-in Amp.에서 증폭시켜 DSO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여기코일과 감지코

일은 8자형으로 코일을 감아 사용하였다. 먼저 입력 코일에 들어가는 교류 신호

는 략적으로 0.1Hz 정도였으며, 증폭기(TECHRON 7560)를 통과한 후 입력코

일에 인가하였다. 

다) 홀수 조화파의 측정

홀수 조화파는 자화 포텐셜을 이용한 M s, χ
0, α등의 매개변수에 따른 것이기 때

문에 1차 조화파와 3차 조화파의 변화를 측정하여 변화율을 비교하면 불순물 함

유나 균열 응력등의 정성적 평가와 이방성 에너지의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다. 

Fig. 3-4-22는 미세구조와 자화매개변수의 관계를 보여주며 또한 홀수 조화파와

의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라) 짝수 조화파의 측정

외부 자기장이 존재할 경우 짝수 조화파들이 발생하는데 짝수 조화파를 측정할

때 입력코일과 측정코일간의 변형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는 큰신호의 홀수 

조화파를 발생시킨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자형 코일을 사용하여 상호 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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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스를 0(zero)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 입력코일에 적절한 형태의 전류를 가하여 

강자성체를 자화시킬 때 발생하는 비선형적 자화를 이용하는 것이 짝수 조화파를 

측정하는 것인데, 외부자기장이 존재하지 안으면 칭형태를 유지하지만 외부자기

장이 존재 하는 경우는 비 칭적 성분이 존재하게 되고, 이 비 칭적 성분을 측정

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④ 실험 결과

비선형 조화파 신호는 유도된 자기장의 주파수를 분석(FFT Spectral Analysis)

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이들 파라메터들은 재료의 성질과 가장 

잘 일치하는 상관 관계를 얻기 위하여 다차원 축차 해석법을 사용하여 피팅한다. 

비선형 조화파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하는 조화파 성분이 다르다. 

예를 들어 강자성체 내의 불순물 증가는 전체적으로 1차 조화파가 3차 조화파보

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자화 방향으로 응력이 증가하면, 3차 조화파의 증가폭이 

1차 조화파의 증가폭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Fig. 3-4-23은 유도 자기장 H2에 따른 세가지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장  H2가 증가할수록 피크의 모양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나라의 실험실에서 연구되는 수준이며, 아직 상용화 

된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고속컴퓨터에 의한 신호처리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나) Barkhausen noise

 

① 측정 배경

변화하는 자장속에 강자성체(ferromagnetic material)가 놓이게 되면 자화

(magnetization)는 불연속적으로 변하며 재료 내부의 자구벽(domain wall)도 불

연속적인 자화에 따라 갑작스런 점프(jump)를 한다. 이때 BN이 발생하며 BN은 

결정립의 크기나 조직과 같은 재료의 미세조직(microstructure) 및 조성

(composition) 그리고 응력(stress)에 따라 변화한다. 실제로 모든 격자간의 불순

물은 자구 운동의 방해물로 작용하여 불규칙적(uneven)이고 불연속적

(discontinuous)인 자벽운동(domain wall motion)을 초래한다[3-4-24,25]. 강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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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자화(magnetization)될 때 미소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자화는 불연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연속은 물질내에서 자구(domain)라고 일려진 

포화된 미소영역 사이의 자벽이 불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자화 되지 

않는 물질은 임의의 방향을 가진 무수히 많은 수의 자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적으로 자화가 영(zero)인 상태로 존재한다.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놓이면 외부자

기장의 방향과 가까운 방향의 자구는 성장하고 방향이 다른 자구는 축소된다. 즉 

자구의 성장은 인접한 자구 사이의 벽 즉 자벽이 움직임으로서 나타난다. 

실제로 모든 물질은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규칙성이 자구벽의 이

동을 방해하는 힘(retarding force)으로 작용하여 자구벽이 이러한 불규칙성에 따

라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재료의 자화는 

noise와 같은 파동음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Barkhausen Noise라고 한다

[3-4-26]. 자화 되는 물질에 가까이 놓인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magnetic flux)

의 시간 변화율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noise는 1919년에 Barkhausen 에 의하

여 처음으로 관측되었으며 그 이후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3-4-27,28]. BN

은 금속재료의 미세조직인자나 응력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응한다는 것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② 측정의 필요성

재료의 자기적 성질은 미세구조나 조성 등에 의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이

용하여 재료의 성질을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많았다. 특히 재료의 기계

적 성질변화에 따른 자기적 특성과 자구의 불연속적인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BN을 이용하여 재료의 특성 및 변화를 감지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

다. 

핀란드의 Titto는 실리콘이 함유된 철의 탄소성 변형에 따른 BN의 영향을 조사

하였고, 그에 따르는 BN의 결과는 강의 결정립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Sundstorm과 Torronen은 미세구조를 결정하는데 BN

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 주었고, Karjallaimen과 Moilamen은 인

장변형과 피로시험에 한 BN 효과를 조사하였다. 

자화율(susceptibility)과 잔류자기 및 다른 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기계적 응력의 

효과는 Villani(1965년)의 연구이래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재료의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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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압축에 한 자기적 성질 변화는 강자성체가 자기장내에서 크기가 변하는 자

기변형과 관계가 있다. 특히 다결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철의 경우에 자기변형

은 낮은 자장하에서 양수이고 영(zero)을 거쳐 높은 자장하에서 음수가 된다. 그 

결과 응력하에서 재료의 자기적 거동은 복잡한 경향을 나타낸다. 즉 낮은 자장하

에서는 인장의 조건은 위로 올라가는 자기이력곡선을 그리며, 높은 자장하에서는 

아래로 내리는 자기이력곡선을 그려낸다. 압축조건은 인장과 반 이며, 더 큰 효

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낮은 자장하에서는 자기유도 B를 낯추고, 높은 자장하에서

는 자기유도 B를 높게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적 성질변화를 이용하여 기계적 성

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합금이나 다결

정 철을 인장 소성변형시켜 연신율에 따른 자기적 성질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자

기적 측정에서는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한 후, 자기이력손실, 보자성, 잔류자기, 최

자기유도를 계산하고 미세조직의 변화에 민감한 BN을 측정한 후 count, 

energy, envelope, PSD(power spectrum density)를 계산하여 기계적 성질변화

에 가장 민감한 자기적 변수를 찾을 수 있다[3-4-29,30].

③ 시편준비

자장 H는 전류나 자기자극(magnetic pole)에 의해 생성되며, 전류에 의해 생성

된 자력선은 연속적이며 폐쇄된 루프를 형성한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H

자력선은 동심원이 되고 자기 자극에 의해 생성된 H자력선은 N극에서 시작하여 

S극에서 끝난다. 이와 같이 자성체의 끝부분에 자극이 나타남으로써 자화 벡터 

M과 반 방향으로 발생하는 자계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반자계(demagnetizing 

field)라고 한다. 반자계는 자성체의 양쪽 끝부분에서 최 값을 가지며 가운데 부

분에서는 최소값 0(zero)을 가진다. 그러므로 시편은 긴 직사각형 모양이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기에는 훨씬 유리하고 가능하면 긴 원통형의 모양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실험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자계의 정의식은 Hdem=(Ndem/μ 0)M(A/m) 과 같이 쓸 수 있다. 자성체의 

유효자계는 외부 인가자계 Hex
 와 Hdem

의 차이이며 Heff=Hex-Hdem
 로 나타낼 

수 있다. 시편의 형상은 가늘고 충분히 긴 형상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시

료의 중앙부에는 반자장계수 Ndem
는 작고 자화율 χ

ex
은 자성체가 본래 가지고 있

는 자화율 χ에 가까워진다. 충분히 긴 고투자율 자성체의 반자성계는 자화벡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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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고 있는 자화 용이 축 또는 자화 용이 방향에 180°자벽이 존재하며 자화는 

부분 180°자벽의 이동에 의해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양단부에는 자극이 발생

하기 때문에 그의 정자에너지를 감소시켜야 하는 90°자벽이 혼합 존재하여 자벽

이동과 자화 회전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성체 중앙부에서는 반자계가 충분히 작

고 보자력만이 존재하며, 양끝단으로 이동하면 포화자계가 존재하게 된다. 반자계 

Hdem
은 자화 벡터 방향의 자성체 끝부분에 나타나는 자력선의 공간 도이며, 외

부자계에 의한 자성체의 자화를 약하게 하는 자계로 된다. 반자장계수 Ndem
은 자

화 벡터의 방향에 따라 다르며 자성체 형상만으로 결정되는 계수는 아니다.

④ 측정 장치 및 측정

가) BN 측정장치

a. 전원공급 및 자화

본 실험에서는 시편을 자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함수 발생기에서 나온 정현파를 

전력증폭기(Techron 7560)로 증폭하여 임의로 제작된 전자석에 정현파 전류를 

공급하였다. 제작된 전자석은 시편의 모양과 상태에 따라 적절히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b. band filter 및 신호증폭

본 실험에 사용된 variable band filter(VBF)는 VBF42M으로써 two channel로 

되어있고, channel 1의 high pass와 channel 2의 low pass를 이용하여 1Hz～

255KHz 사이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고, connection mode를 

이용하여 separate, in series, parallel add/subtract를 정할 수 있다. 또한 filter

는 input과 output 두 단계의 gain block이 있고 input gain stage는 -10dB부터 

40dB까지인데 상황에 따라 20dB(0-40dB) step이나 10dB(-10-40dB)로 조절할 

수 있고, output gain은 -20부터 +70dB까지 2step씩 조절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input gain이 ±30V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c. 회로구성

BN envelope를 측정하기 위한 회로구성을 Fig. 3-4-24에 나타내었다.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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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filter(VBF)에서 나온 일반적인 BN 신호를 정류기의 교류 신호 표시가 나

타난 쪽에 연결시키고, 직렬 신호가 나타나 있는 쪽으로 나온 선에 capacitor를 

병렬로 연결하여 oscilloscope로 신호를 관찰하며 BN envelope를 관측할 수 있

다. 본 실험에 사용된 oscilloscope는 LT322(500MHz, 200MS/s)로서 화면상에 

나타난 그림을 data로 자체 저장하여 data를 획득하는 방법과 computer와 

interface를 설정하여 computer에서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신호처리

BN을 관측하기 위하여 탐지 코일에 유도된 신호를 Low noise pre-amplifier

로 증폭한 후 역필터(band pass filter)를 통과시켰다(KEMO VBF42, Filter/ A  

mplifier System). BN은 DSO에서 관찰하였으며 명확한 BN의 관측을 위하여 증

폭된 BN을 전파 정류한 후 맥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해 콘덴서를 부착하고, BN

의 envelope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BN을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GPIB 보

드로 연결된 PC를 통하여 받았으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구하기 위하여 획득

한 데이터를 제곱하여 적분함으로써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측정 횟수를 높

여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BN count도 구하였다. 

Fig. 3-4-25는 count를 계산하기 위하여 받은 신호로써 20kHz - 200kHz로 

역필터를 통과하였으며 증폭도는 40dB이었다. 그림에서 보면 자기장이 음(-)에

서 양(+)으로 변화할 때 또는 그 반  현상이 일어날 때 큰 BN이 발생함을 볼 수 

있으며, 략 최  BN은 보자력 근방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Fig. 3-4-26

은 20kHz - 200kHz로 역필터를 통과시켜 전파 정류한 후의 BN envelope를 

보여주며 증폭도는 40dB이었다. 음의 최 자기장에서 양의 최  자기장으로 올라

갈 때 envelope가 발생하며 그와 반 현상이 일어날 때 역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실험을 통하여 얻은 BN amplitude을 이용하여 조사와 비조사 간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Fig. 3-4-27에 나타내었다. Fig. 3-4-27은 원자

로 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전후의 BN 신호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a)는 7

0℃에서 조사된 재료의 조사전후의 BN의 변화를 보인 것이고 (b)는 원자로 가동

온도인 290℃에서 조사된 재료의 조사전후 BN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온도에 따라 BN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4-27의 (c)는 70℃에서 조사된 재료의 BN 파라메타와 항복응력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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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인 것이다. 항복응력과의 BNA는 상관계수 R=0.898, BNE는 상관계수 

R=0.761로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다) Magneto Acoustic Emission

① 실험배경

MAE가 자벽운동으로부터 기원되었기 때문에 자기적인 매개변수와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자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

고 있다.  합금강이나 철과 같은 강자성체에서는 낮은 자장(low field)의 조건하

에서 비가역적인 자벽운동이 일어나는데[3-4-28], 보다 더 낮은 자장에서는 

180°자구[3-4-32,33]의 움직임이 발생하며, 보다 높은 자장에서는 90°자구의 움

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BN를 유도코일 신 음향탐촉자(AE probe)를 부착

하면 음향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를 Magneto Acoustic Emission (MAE)이라고 

한다. 저 준위(low level) acoustic energy의 spikes로 구성된 MAE는 자기 탄성

효과에 의한 국부적인 변형을 포함하는 자화에서 빠른 변화에 의하여 발생된다. 

MAE는 BN과 같이 불규칙적인 자벽 운동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MAE는 

BN과 달리 주로 자왜의 근원인 90°자벽의 이동과 자벽의 생성, 소멸에 의하여 

발생한다. B-H 이력 곡선상의 자구 동역학에서 MAE를 고려하면 자기 모멘트가 

자장 방향으로부터 자화 용이축으로 회전할 때는 MAE가 없고, 자벽생성시에 방

출하다가 자벽 이동시에 방출하지 않으며, 자벽 소멸시에 다시 방출하고, 자화 용

이축으로부터 자장 방향으로 자기 모멘트의 회전시에는 역시 MAE가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생성기구로서 자벽에서의 자기 탄성 에너지 또는 자벽과 격자

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3-4-34].

② 실험의 필요성

AE는 고체내부에 국부적으로 형성되었던 변형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될 때 발생

하는 탄성파를 말하나, MAE의 경우는 강자성체가 자화될 때 발생한 음향 방출을 

말한다. 경년열화 및 수명연장에 따른 원전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

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향 방출 탐지기술이 실용화되고 있다. 

시료의 내부 결함이나 내부장력에 한 MAE의 연구를 위해 중성자 조사(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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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노화(ageing), 다결정에서 결정립의 크기(grain size), B-H 에너지 

손실과의 관계 및 외부 장력σ등에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B-H 에너지와 

AE activity의 선형관계는 MAE가 자기 에너지를 격자 진동, 즉 열에너지로 전환

시키는 중간단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음향 방출 신호를 이용한 비

파괴 검사법은 다른 검사법과는 달리 가동중에 on line monitoring으로 균열 성장

과 누설을 탐지할 수 있고, 결함 발생부위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

며, 또한 보수기간 중에도 방사선이나 열 절연물에 의해 접근이 제한된 구역의 결

함탐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향 방출 기술은 기저잡음의 영향, 

고성능의 측정장비 등의 제약으로 실제적인 활용성이 논란이 되어오다가 최근 고도

의 hardware 및 software 발달로 음향신호의 취득 및 분석이 한층 용이해지고 상

적으로 경년열화에 의해 구조물의 remote, on line monitoring이 절실해짐에 따

라 그 활용도가 점점 확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스 메커니즘과 자

기의 구조적 전이, 자벽의 온도 의존성 및 미세구조와의 관계 등을 연관지어 실제

적인 응용 가능성을 위해 더욱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실험 절차 및 방법 

일반적으로 MAE 측정에는 시편 자화부, 음파 탐지부 및 신호 처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화 방법에는 솔레노이드, 헬름홀쯔 코일, 요크 등을 이용하여 

교류 전류로서 시편을 자화 시킬 수 있다. Fig. 3-4-28은 MAE측정 개략도를 보

여준다.  

탐촉자는 PZT를 사용한 공명형 또는 flat 형 탐촉자를 사용하는데, 시편에따라 

적절한 탐촉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음파 측정은 부분 AET 등의 음파 참지를 

이용하여 신호 형태를 관찰하거나 rms 값을 얻는 것이 부분이다. 자화과정에 

따른 신호를 구분하여 관찰 하고자 할 때는, 천천히 변하는 자기장에 섭동하는 교

류자장을 동시에 인가할 수 있다. 천천히 변하는 전류에 섭동전류를 전자회로적으

로 혼합하고, 하나의 코일을 사용하여 자장을 발생시켜 섭동하는 전류에 한 신

호를 gating 하여 신호의 S/N 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3-4-35]. 또한 두 개의 코

일을 사용하여 자기장을 시편에 인가할 수 있다. 하나의 코일에 천천히 변하는 전

류를 인가하여 이력곡선을 그리며, 또다른 코일에는 섭동전류를 인가하여 섭동자

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신호를 lock-in 증폭기에 기준 입력단에 섭동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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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을 편리하게 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두 코일 방법으로서는 요크에 

감겨진 코일에는 큰 진폭의 0.1Hz의 낮은 주파수를 인가하고, 다른 코일에는 신

호의감도를 좋게 하기위해 25Hz의 섭동자장을 인가했다. 175kHz의 동조형 음향 

탐촉자의 음향신호를 125kHz-250kHz의 역 통과 필터로서 필터링한 후 80dB

로 증폭시킨 후, AET 5000 마이크로 컴퓨터의 rms 값을 lock-in amp.로 증폭

하였다. BN신호와 MAE 신호 모두 시편의 자화 용이축 방향과 자장 방향 사이 

각 φ의 함수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④ 실험 결과의 분석

가) 신호 특성  

신호를 얻기 하여 수행된 실험에서 자장방향과 자화 용이축 사이의 각도 ψ을 

증가시킬 때 자화과정 동안 발생하는 자기음향 신호의 envelope를 얻을 수 있다. 

φ< 30°(a)까지는 자화의 반주기 동안 자기이력곡선의 보자력에 해당하는 유도전

압의 최 값을 중심으로 두 개의 피크가 보이게 되고, 두 개의 신호의 분리는 자

기이력 곡선상에서 각각 자벽의 생성 및 소멸에 의한 것이며, 지그재그 자구 동역

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30°≤φ≤50°(b)에서 유도 전압에 굴곡이 생기면서 자

기음향신호 외피의 피크들 사이에 다른 하나의 작은 피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지그재그 자구벽의 생성과 소멸에 관계가 있고, 이것은 지그재그 자벽에서 180°

자벽으로의 변환과 그 역변환과 관련된 피크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난 

반면 φ≥60°(c)일 때는 유도전압의 두 최 값을 중심으로 네 개의 피크가 생겨나

기 시작하고, 유도전압의 굴곡이 뚜렷해져 신호가 분리되어 나타난다. 여러 연구

자들이 MAE와 자기손실, MAE와 자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MAE가 자기

손실과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자왜와는 상호관련성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

다.

나) 주파수 특성

물질 속에 여러 음향 모드가 존재할 때, 그 물질들이 고유한 성질과 외부 조건

에 의해 주어지는 시편의 공명 주파수만이 우세해지는데 길이 a, 폭 b 그리고 높

이 h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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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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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m과 n은 음향 모드, ρ는 도, E는 영의 변조 그리고 ν는 Poisson's 

ratio를 나타낸다. 철의 경우 E=2.03×1011kgm-3, ρ=7.87×103kgm-3 그리고, 

ν=0.28의 값을 입하면 가장낮은 모드에서 주파수는 h=3×10-4m,

a= b=10-1m인 경우에는 약 0.15kHz로 계산된다. 그래서 30kHz, 175kHz의 

공명 주파수를 가지는 AE 탐촉자는 이 모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

견되며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명 모드는 자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탐촉

자의 신호를 자구 동역학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 자화 각도에 따른 BN과의 비교 

자화 각도를 동일하게 변화시키면서 BN peak와 MAE peak를 비교해 보면 각  

φ=0°나 180°일 때 자벽의 생성과 소멸에 의해 두 신호가 생기게 되고, 두 개의 

피크가 유도전압의 최 값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자기음

향 신호의 두 피크 사이가 BN 신호보다는 많이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신호차이는 자기음향 신호의 섭동자장을 사용한 것인데 반해 BN 신호는 자장

만으로 자화시켰기 때문이다. φ값이 증가하면서, 즉 30°≤φ≤50°사이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피크가 생겨나는데 자벽의 동역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 φ를 

좀더 크게 하면 MAE 신호는 변화가 없는 반면 BN 신호는 더 많은 피크가 생겨

나는데 이것은 BN신호가 자구 동역학 이외에 자구 회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Fig. 3-4-29는 BN에너지와 MAE에너지의 신호를 제곱하고 적분하

여 얻은 것이다. 각각 자화 방향에 따른 BN에너지와 MAE에너지로서 φ가 증가함

에 따라 BN에너지는 감소하지만 MAE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BN에너지가 감소한 

이유로서는 각 φ가 증가함에 따라 자벽운동에서의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자벽평

면과 탐촉자 코일의 축사이 각이 변하면서 180°자벽보다 상 적으로 적은 자속변

화를 주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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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사례  

MAE와 BN은 texture, 외부응력, 방사선 조사손상, 소성변형, 노화, 재료의 조

성평가등에 있어서 비파괴방법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a. 집합조직(texture)

  자장 방향과 자화용이축 사이의 각도 φ가 증가될 때 자화과정동안 발생하는 

자기음향 신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φ가 30°보다 적을 때, 자화의 반주기동안 

자기이력 곡선의 보자력에 해당하는 유도전압의 최 값을 중심으로 두 개의 피크

를 보인다. 각도가 커지면서 유도전압에 굴곡이 생기게되고 자기음향 신호 외피의 

피크들 사이에 하나의 다른 피크가 생겨난다. φ가 60°이상이 되면, 유도전압의 

두 최 값을 중심으로 네 개의 피크가 생긴다. 이것은 자화현상인 지그재그 자구 

동역학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는 것으로 MAE를 통해서 집합조직을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 중성자 조사

중성자 조사손상으로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국의 Harwell 원자력 

연구소의 Buttle등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실험 방법은 자화 방법에서 BN의 경우, 

5mHz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화되었다. 센서코일이 감긴 방향은 반  방향으로 되

어 있어 외부자장에 의한 유도전압은 상쇄되도록 하였다. MAE의 경우 주 자장의 

주파수는 1.48mHz이었고, 20Hz의 섭동자장이 첨가되었다. 이 신호는 다시 변조

한 후 측정하였다. 조사와 비조사 시편을 측정하면 신호에 의한 피크는 조사시편

보다는 비조사 시편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호에 의한 피크의 차이로 조사

정도도 알 수 있다. 

c. 외부 응력

외부응력은 자기 탄성 결합을 통해 자기모멘트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자

기탄성계수가 양인 경우,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인장력 축방향의 자구 부피는 커

지고 수직 방향의 자구 부피는 작아진다.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 축방향의 자구

부피는 작아지고 수직 방향의 자구부피는 커진다. 자기이력 곡선 및 MAE, BN이 

자벽 운동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부응력에 따라 이 들 특성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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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응력은 x와 y축 두 방향으로 인가할 수 있으며, 자화

는 요크에 의해 한쪽방향(y방향)으로 인가되고, 다른 방향(x방향)의 응력은 자화

방향에서 압축변형을 유발한다. 이 실험을 통하여 변형에 따른 MAE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X 방향의 변형에 따라 MAE가 증가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라) EMAT

① 측정 배경 

일반적으로 초음파탐상에 사용되는 센서는 압전재료의 변형을 접촉매질을 통하

여 재료에 전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매질의 사용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접

촉식 탐상법 보다는 비접촉식 초음파 탐상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비접촉식 초

음파 탐상법으로는 요즘 들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중인 LBU (Laser-based 

Ultrasonics)와 EMAT (Electromagnetic-Acoustic Transducer)가 표적이다. 

LBU는 원거리에서의 초음파 송수신이 가능한 완전한 비접촉식 초음파 탐상법으

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고가의 탐상 장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초음파 모드의 

선택적 발생에 한계가 있다[3-4-36,37]. EMAT는 초음파 송수신의 기구

(mechanism)만이 접촉식 초음파 탐상법과 다를 뿐 유사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

고, 탐촉자의 설계에 따라 초음파 모드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므로 아직까지는 비접촉식 초음파 탐상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탐촉자와 재료 사이의 거리가 수 mm 이내로 제한되므로 LBU에 비하여 원거리

에서의 탐상에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 

EMAT는 생산 중인 재료 또는 기차의 바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재료의 표면 

및 내부 결함 탐상[38], 고온상태에 있는 재료 내부 결함 탐상[3-4-39,40], 유

도초음파를 이용한 배관 결함 탐상[3-4-41,42]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초음파의 

전달을 위한 접촉매질 없이 초음파를 송수신하므로 잔류응력이나 결정이방성

[3-4-43,44], 그리고 재료의 미세구조의 평가[3-4-45,46]등과 같은 재질평가에

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배관의 비파괴탐상 기술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본 장에

서도 배관 탐상기술에 국한하여 EMAT의 특성 및 응용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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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의 중요한 장점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프로토타입에 소요되는 소재

를 절약할 수 있다는데 있다. EMAT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공정 조건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준의 EMAT는 영구 자석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

에 고온에서는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반면에 Ames EMAT는 최고 600℃까지 

견딜 수 있는 초음파 변환기를 가지고 있다. 두 짝의 영구자석과 코일을 노에 설

치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금속 내에 음파를 만드는 맴돌이 전류를 발생시키고, 

샘플내에서 사운드 펄스는 결합이 약할 때는 소멸되며, 결합이 강하거나 소결 공

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앞뒤로 튀는 반응을 보인다. 선임연구자들에 의하면, 결합

이 약할수록 음파의 전파가 곤란해지며, 울림이 낮아지고 EMAT의 탐침기의 출

력이 약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결합이 강할 때는 출력의 세기가 입력의 세기와 유

사하다고 한다. 자기장과의 결합 상태에 있어서의 출력 음파는 오실로스코프로 측

정하는 전압을 발생시키며, 이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배관은 직경에 비하여 두께가 얇기 때문에 배관에서 진행하는 초음파는 판

파 등과 같은 유도초음파의 형태를 갖는다. EMAT는 탐촉자 설계과정에서 코일

과 자석을 적절히 배열하여 유도초음파를 손쉽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관

결함 탐상에 적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설비에 따라 배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

만 가스 및 유류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지하매설배관, 지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많

은 연결부와 열보호재로 싸여있는 석유화학설비 배관, 그리고 직경은 비교적 작지

만 여러 개의 배관이 다발로 묶여있는 발전설비 배관 등이 주를 이룬다. 

② 측정 필요성

가스나 유류 수송을 위한 구경 배관의 경우, 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배관 내부에서 탐상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 

부분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탐상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PIG와 같은 특수 장치에 탑

재되어 결함 또는 부식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PIG에 탑재되는 비파괴 검

사기술로는 MFL(Magnetic Flux Leakage) 방법과 접촉식 초음파법이 있

다.[3-4-47,48] MFL법은 배관 내용물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지만 센서가 놓이

는 부분의 국부적인 탐상 만이 가능하므로 배관의 원주를 따라 많은 수의 센서를 

배열하여야 한다. 접촉식 초음파는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음

파의 전달을 위한 접촉매질이 필요하므로 가스배관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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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EMAT는 접촉매질 없이 초음파의 전달이 

가능하고 유도초음파의 송수신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원주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파를 이용하면 국부적인 탐상을 위하여 많은 탐촉자가 필요했던 시스템이 단

지 몇 개의 탐촉자 만을 갖는 시스템으로 단순해질 수 있다. 실제 캐나다의 

Tuboscope에서는 EMAT를 PIG에 탑재하여 부식결함을 탐상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등에서도 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배

관의 두께방향으로 진행하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부식두께를 측정하는 데에도 

EMAT가 이용되고 있다.

③ 측정 원리 및 장비구성

가) EMAT의 초음파 송수신 원리

EMAT의 초음파 송수신 원리는 Lorentz 힘과 자왜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비자성 금속에서는 Lorentz force에 의해서 초음파의 발생과 수신이 비교

적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자성물질 특히 EMAT의 응용분야가 가장 많은 

강의 경우에는 그 현상이 매우 복잡하다. Fig. 3-4-30은 EMAT의 초음파 송수

신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다. Fig. 3-4-30(a)의 Lorentz 힘을 이용하는 

EMAT는 금속 재료 표면에 와전류를 형성하기 위한 코일과 정자기장을 부가하기 

위한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 근처에 놓인 코일에 교류전류를 흘려주면 재

료 표면에는 와전류 J가 유도되며, 여기에 정자기장 B를 가하면 재료 표면의 입

자들은 식(2)의 Lorentz 힘 F를 받는다. 코일에 흘려주는 전류가 교류이므로 표

면에 유도되는 와전류는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뀌고 이에 따라 힘의 방향도 시간

에 따라 바뀐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힘에 의해서 표면의 입자들은 진

동하게 되며 이 힘이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F= J×B                                   (2)

식 (2)에서 와전류와 정자기장이 벡터 양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항상 와전류

와 정자기장에 수직되는 방향이다. 그러므로 그림에서와 같은 구조의 EMAT로는 

횡파 모드의 초음파가 발생되며, 만약 와전류의 방향 또는 정자기장의 방향을 모

두 재료 표면에 수평하게 형성하면 힘의 방향이 표면에 수직하게 되므로 종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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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초음파가 발생된다. Fig. 3-4-30(b) 자왜 현상[49]은 자성 재료에만 적용되

는 초음파 발생 기구이다. 이러한 EMAT도 코일과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구성요소의 역할이 Lorentz 힘의 경우와 다르다.

정자기장 부가를 위한 전자석으로 재료의 자기적 상태를 변화시켜 놓고 여기에 

코일로부터 발생되는 동자기장으로 자기적 상태에 변화를 주면 재료 표면에는 자

기 변형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며 이 변형 힘에 의해서 초음파가 발생된다. 

Lorentz 힘에 의해서 발생된 초음파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지만 자왜 현상에 의하여 발생된 초음파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

지 않는다. 즉, 자성재료의 자왜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며, 외부 자기장

의 세기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하므로 자왜계수(Magnetostrictive coefficient)의 

변화가 가장 큰 자기장의 영역에서 초음파의 송수신을 하여야 효율을 극 화시킬 

수 있다. 자왜 현상과 함께 Lorentz 힘도 강자성 재료의 초음파 송수신에 기여하

지만 낮은 정자기장 영역에서는 주로 자왜 현상에 의해서 초음파가 발생된다.

나) EMAT 구동을 위한 장비 구성

초음파 탐촉자의 구동을 위해서는 spike형의 광 역 펄스나 tone-burst형의 협

역 펄스가 이용된다. Spike형 펄스는 전자적으로 발생이 쉽고, 시간 폭이 좁으

므로 일반적인 탐상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펄스 형태이다. 반면에 

tone-burst형 펄스는 전자적으로 발생시키기는 어렵지만 펄스의 에너지가 클 뿐 

아니라, 주파수 폭이 좁으므로 초음파 속도 측정과 같은 분야에 선택적으로 이용

되어 오고 있다. EMAT는 접촉식 초음파 탐촉자에 비하여 전기적 에너지를 역학

적 진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spike형의 펄스보다는 에

너지가 큰 tone-burst형의 펄스가 적합하며, 유도초음파의 발생을 위해서는 주파

수 폭이 좁은 펄스가 필요하므로 주로 tone-burst형의 펄스를 이용한다. Fig. 

3-4-31은 EMAT로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장비의 일반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함

수발생기로 공급되는 정현파를 RF gated amplifier로 전력 증폭하여 송신용 

EMAT에 공급하면 재료의 표면에 초음파가 발생되며, 수신된 신호는 신호증폭기

로 증폭하고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관찰한다. EMAT의 구동 시에는 송수신 코

일과 장비 사이의 임피던스 정합이 매우 중요하므로 실제 EMAT를 제작코자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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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정 결과  

EMAT는 유도 초음파 발생에 매우 효율적이므로 배관결함 탐상에 적용된 사례

가 많았다. 배관의 종류에 따라 센서 및 측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지하매설배

관의 부식 및 결함 탐상에는 배관의 두께방향으로 진행하는 종파나 횡파를 사용

하기도 하고, 배관의 축 방향 또는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초음파가 이용될 

수도 있다. EMAT는 접촉식 탐촉자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의 펄스로 구동되고, 일

반적으로 사용주파수가 10 MHz 미만이므로 배관의 두께 방향으로 진행하는 종

파나 횡파를 이용하기보다는, 유도초음파를 이용하는 기술에 더욱 적합하다. 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초음파는 진행거리가 길어서 한번에 긴 거리의 배관을 탐

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지만 매설배관의 초음파 탐상을 위한 PIG는 긴 배관을 이

동하면서 측정을 하므로 축 방향보다는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초음파를 이

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의 결과는 개발된 EMAT PIG의 측정내용이다. 실험은 길이 12 m, 직경 

91 cm의 배관에 하여 수행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EMAT로는 원주방향으로 

진행하는 130 kHz의 A0 모드가 이용되었다. Fig. 3-4-32의 왼쪽 그림과 같이 

두개의 EMAT를 배관 내부에 배열하고 송신용 EMAT를 구동시키면 배관의 원주 

방향을 따라 유도초음파가 진행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결함이나 용접부에서 반

사된 신호는 수신용 EMAT에서 검출된다. Fig. 3-4-33은 축 방향의 slot(왼쪽)

과 flat-bottom hole(오른쪽)에서 반사된 신호 크기 측정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slot에서 반사된 신호가 flat-bottom hole에서 반사된 신호 보다 크다. 부식 결함

을 모사하기 위하여 가공한 접시모양결함에서는 반사되는 신호의 세기가 매우 약

해서 반사된 신호로는 결함을 검출할 수 없다. 하지만 초음파가 접시모양결함을 

통과하면서 속도와 진폭의 변화를 야기하므로 반사된 신호보다는 결함을 통과한 

신호를 측정하여 결함의 검출 및 분석이 가능하다. Fig. 3-4-34는 접시모양 결함

을 통과하여 진행한 신호의 진폭변화와 신호지연을 보이고 있는데, 초음파는 결함

부위를 통과하면서 신호의 감쇠와 함께 속도가 변화되므로 이의 측정으로 접시모

양 결함, 궁극적으로는 부식부위의 검출이 가능하다. 

개발된 EMAT는 Fig. 3-4-3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영구자석과 

하나의 코일로 제작된 PPM EMAT이다. 이 EMAT는 배관 표면에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SH (Shear Horizontal)파를 송수신하며 초음파의 진행방향은 원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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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송신용 EMAT에서 발생된 SH0 모드와 SH1 모드의 초음파가 결함부위를 

투과한 후 수신용 EMAT에서 수신되며 수신된 신호의 크기와 위상변화로부터 결

함의 크기를 평가한다. 실험에 사용된 배관은 직경 216 mm, 두께 5.4 mm, 길이 

70 cm의 천연가스 수송용 배관이고, 가공한 결함은 접시모양과 직사각형의 두 종류

이다. Fig. 3-4-36은 접시모양 결함을 통과한 SH1 모드의 신호 크기와 위상변화이

다. 그림에서 ‘thickness’ 는 dial gauge로 측정한  배관 두께를 의미하며, 

‘amplitude'와 ’phase'는 배관을 진행한 초음파 신호의 크기와 위상이다. 결함부위

에서 신호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결함의 크기와 신호 감소가 비례

하지는 않는다. 또한 작은 결함 부위에서는 위상이 감소하고 큰 결함에 해서는 

위상이 증가한다. 결함크기에 따른 위상 변화의 해석은 매우 복잡하지만 모드 변

환, 군속도 분산, 그리고 회절현상으로 정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 (자세한 설

명은 참고문헌 [3-4-50] 참조) Fig. 3-4-37은 직사각형 결함 부위에서 측정한 

신호의 크기와 위상변화이다. SH0 모우드의 경우 tmin (결함 부위의 배관 두께)이 

증가할수록 위상과 크기가 모두 단순하게 증가한다. 반면에 SH1 모드는 tmin이 

tc(cut-off thickness tc = nπCs/ω, n은 SH파의 모드 차수, Cs는 횡파의 속도, ω

는 각속도) 보다 커지면 신호 크기는 갑자기 증가하고, 위상은 감소한다. 결국 배

관의 한 부위에서 측정한 SH1 모드의 신호의 위상 증가 또는 신호 크기 감소가 

일어나면 이는 배관이 부식되어 남아있는 배관 두께가 tc 보다 얇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동일 부위에서의 SH0 모드의 위상변화를 정 하게 측정하면 

남아있는 배관 두께를 예측할 수 있다.

(2) 원자로압력용기 조사취화의 비파괴적 평가

(가) 개 요    

원자로 압력용기재료는 가동중 고에너지의 중성자에 의해 파괴저항성이 약화되

는 조사취화 (radiation embrittlement)가 일어난다. 이는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며 원자력 발전소 수명 단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 주위에는 압력용기의 취화 정도를 감시하는 감시시편을 넣은 캡슐

(surveillance capsule)을 부착,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파괴시험을 거쳐 압력용기

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감시 시험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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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시편 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노후화 된 발전소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충

분치 못하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비파괴적 시험법이 개발된다면 이는 원자로 압

력용기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적 성질변화를 이용하면 조사 취화의 비파괴적 평가가 

가능하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일본 JAERI 등에서는 기존의 압력용기 감시시험을 통한 

파괴 시험에서, 자기적인 평가 방법을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손상을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술로 연구를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의 각 기관들

은 구조재료의 열화를 평가하는 비파괴 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RETE 라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발족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료의 열화 (material 

degradation)를 평가하는 비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에 소

개하는 여러 가지 비파괴 평가 방법들을 시험하고, 비파괴적으로 얻은 결과와 기존의 

파괴시험으로 얻은 결과 및 재료의 미세조직의 변화와 연관시키는 것이다[3-4-52]. 

그러나 자기적 방법은 특성상 잔류응력이나 외부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결

과들이 기계적 시험결과와 충분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영향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본 론

원자로환경(Nuclear environment)에서 사용되는 재료가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에 

조사되면 Fig. 3-4-38에서처럼 원자가 제 위치를 벗어나는 협의의 조사손상을 일

으키게 된다. 점결함(Point defect) 형태의 이러한 첫 단계 조사손상은 재료사용 온

도에서 이동 및 기타 결함들(전위, impurity element 등) 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결함들 (defect cluster, void, dislocation loop, 

dislocation network 등)로 발전,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성질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경우 안전성을 최우선시 하는 원자로의 안전운전을 위협

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재료요인(죵류, 조직, 화학성분)과 환경요인(조사온도, 조사

량(fluence) , 조사율(flux), 중성자 에너지 분포(energy mechanism)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손상을 평가(evaluation), 예측(prediction)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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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강에 고에너지의 중성자의 조사되면 중성자는 격자 원자와 충돌하여 격자 

원자를 격자위치에서 어내고 공극을 남긴다. 이때 변위된 원자들의 개수는 NRT 

model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성자선량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입사된 이온이나 입사된 이온에 충돌한 물질내 원자의 에너지가 다른 원자를 

격자위치에서 어낼 수 있는 에너지 보다 적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일 때, 원자변

위가 중지되고 이체충돌근사를 이용한 Molecular Dynamics(MD)로 알 수 있다. 

 

(다)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평가 방법의 원리   

균일하게 자화된 유한한 물체는 항상 총 정자기에너지가 양이 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균일한 자화의 분포는 계의 교환에너지가 이방성 에너지를 상쇄

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균일하게 자화된 bulk 시편의 자기 에너지는 총 자

유에너지가 자화의 불균일한 분포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총자유 에너지를 감소

시킬만큼 크다. 그러한 시편에서는 자화벡타의 방향이 서로 다른 영역이 존재하며,이

들사이의 천이영역을 Bloch벽 또는 자벽이라고 한다.

B-H 이력곡선상에서의 자벽 동역학은 자장과 자기모먼트의 상호작용, 이방성 에너

지, 자기탄성에너지, 자벽에너지 등을 최소화시키는 조건에서 주어지지만, 결정구조, 

그레인 구조 및 방향, impurity 등의 여러 요인에 때문에 이론적인 취급은 어렵다. 그

러나 시료가 일축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경우 Fig. 3-4-39에 나타낸 것처럼 그 동

역학은 정성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A점에서 하나의 자구로 되어 있다가 B에서 

새로운 180o 또는 90o 자구가 생성된다. 자구의 생성은 자벽의 생성을 의미하며, 이 

자벽이 C를 통하여 연속 또는 불연속적인 이동을 계속한다. 그 후 180o 자구가 D점

에서 소멸되고 아울러 그 점에서 90o 자구 회전이 시작된다. 즉, B-H 이력곡선의 반

주기동안 B점 근방의 자벽이 생성 구간, B와 D사이의 자벽이동 구간, D점 부근의 자

벽 소멸 구간, D와 E 사이의 가구회전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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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화과정

자기장을 걸면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되고,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자화가 남아 

있는 물질을 강자성체라 하는데, 이 강자성체는 Fig. 3-4-40과 같이 개개의 자벽

으로 나누어진 자기구역(domain) 및 이들간의 에너지 완충지역 역할을 하는 자기

구역벽(magnetic domain wall)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환에너지와 결정이방성 

에너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 두께의 자벽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

적 구조를 갖는 강자성체 재료에 외부자기장을 가하면 시험체의 자속 도는 증가

하게 되고, 자벽이 점프(jump)를 하는 자벽이동의 불연성을 보이게 된다. 

  자벽이 불연속적으로 이동할 때에 발생하는 펄스장의 신호인 BN 신호는 Fig. 

3-4-41과 같이 B-H곡선으로 표현되면 BN를 적분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

다. 특히, B-H 곡선의 경사가 급한곳을 미세하게 살펴보면 Step 장에서 변화하

는 곡선이 되고 있다. 즉, 자화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미세한 관

측에 의하면, 자벽과 연관된 불연속 변화, 즉, 수많은 자벽의 갑작스런 도약으로 

일어나는 불연속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강자성체의 자화가 자기장의 세기와 1  1의 관계에 있지 않고 이전의 자화 

상태에 관련되는 현상을 자기이력이라고 하며, 강자성체의 자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화 되는 이유는 강자성체 재료가 자기적인 미소영역의 구성체이기 때문이

다. 

즉, 강자성체의 내부에는 자화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화되어 

있는 자기구역이라는 영역이 있으며, 자기소거상태에서는 각 자기구역의 자화 방

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성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자화력이 가해지면 

자기구역이 회전하여, 차차 자화력의 방향에 접근해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시료 가까이에 코일을 놓으면, 자속변화에 기인한 펼스상의 노이즈전압이 

검출된다. 이것이 자기 Barkhausen Noise 라 불리는 것이다. BN 효과에 관계하

고 있는 자기 잡음신호는 강자성체의 조직인자와 응력의 크기, 방향에 민감한 특

징을 가지며, 그 발생 메카니즘으로부터 자기BN는 자벽의 발생이나 피닝의 원인

이 되는 미세조직인자 쪽이 민감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바크하우젠 노이즈 (Magnetic Barkhausen Noise)

강자성체의 특징은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자기이력곡선(B-H 곡선)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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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곡선의 기원은 자기유도(magnetic induction)와 자장(magnetizing field)의 

위상차에 있다. Fig. 3-4-41에서처럼 B-H 곡선의 특정 부위를 확 하면 수많은 

잡음(noise) 신호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Barkhausen noise라 하며, 

Barkhausen에 의해 1919년 처음으로 발견되었다[3-4-53]. BN는 자기장이 변

할 때 그에 따라 코일에 전기신호가 유도되는 전자기유도 현상의 일종으로 강자

성체에서 발생하는 noise 중 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화곡선(Hysteresis 

Loop)의 각부분은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신호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관측하는 완만한 모양의 Loop는 계측과정에서 잡음신호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하에서 자성체의 자구 및 그 경계면이 비가역적인 

운동을 함으로 생기는 자화의 불연속적인 변화를 바크하우젠 효과라 하고, 이에 

의해 시편에 감긴 코일이나 표면에 접촉시킨 탐촉자에 유도된 전압 펄스를 바크

하우젠 신호라 한다. 시편내 응력상태, dislocation 정도, 불순물의 크기 및 분포

등의 미세 구조변화에 한 바크하우젠 신호 의존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왔으며, 그 발생원으로써 180°자벽의 불연속적인 이동, 자벽의 생성과 소멸등

이 제시되고 있다

BN는 재료의 조직, 상태, 또는 변형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재

료의 결함이나 상태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BN 신호들은 펄스의 

수, 그리고 진폭의 변화에 의해 관측되거나 인가된 자기장 함수로서 rms 전압으

로 관측된다.  BN 신호는 재료 내부에서 자구벽이 장애물을 만나 자구벽의 운동

이 비가역적으로 운동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장애물은 전형적으로 전위결함

(dislocation defects), 제이상(second phase), 또는 입계(grain boundary)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BN는 재료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해 특히 민감하다. 

또한 BN는 재료의 내부 응력 상태에 민감한데, 이는 자구가 최 응력이 작용하는 

축을 따라 정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장 또는 압축 응력 하에서  BN는 증가하

거나 감소한다. Barkhausen Noise를 이용하여 재료의 경도 및 내부 응력을 측정

하는 장치는 개발되어 있으며, 일부는 상업적으로 상품화된 것도 있다. 특히 

Barkhausen Noise를 이용한 평가가 유용한 것으로는 배관 및 로터의 주축 등이 

피로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탐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arkhausen Noise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을 신할 수 있는 가장 유용

한 비파괴적 평가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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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Barkhausen Noise 측정개략도  

  Fig. 3-4-42는 Barkhausen Noise 측정계략도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variable band filter(VBF)는 VBF42M으로써 two channel로 되어있고, channel 

1의 high pass와 channel 2의 low pass를 이용하여 1Hz～255KHz 사이에서 필

터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고, connection mode를 이용하여 separate, 

in series, parallel add/subtract를 정할 수 있다. 또한 filter는 input과 output 

두 단계의 gain block이 있고 input gain stage는 -10dB부터 40dB까지인데 상

황에 따라 20dB(0-40dB) step이나 10dB(-10-40dB)로 조절할 수 있고, output 

gain은 -20부터 +70dB까지 2step씩 조절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input gain이 ±30V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중성자 조사에 따른 Barkhausen noise의 변화 

Fig. 3-4-43은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전후의 BN 신호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a)는 70℃에서 조사된 재료의 조사전후의 BN의 변화를 보인 것이

고 (b)는 원자로 가동온도인 290℃에서 조사된 재료의 조사전후 BN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온도에 따라 BN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4-43의 (c)는 70℃에서 조사된 재료의 BN 파라메타와 항복응력의 상

관관계를 보인 것이다. BNA는 항복응력과 상관계수 R=0.898, BNE는 상관계수 

R=0.761로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아)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중성자 조사에 따른 특성변화

중성자가 조사된 원자로 압력용기강에 하여 자기적 성질 및 기계적 성질변화

를 조사하였다. 시편은 조사량이 각각  × 과  × 인 고리 

1호기 원자력 압력용기 감시시편을 이용하였으며, 중성자 조사에 의한 기계적 성

질변화, Barkhausen noise, 자기이력곡선과 투자율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였

다. 측정결과 포화 자화는 천천히 감소되었지만 보자력은  × 으로 조

사된 시편에서 16% 증가하였다. 완화 주파수가 증가되는 동안 투자율은 감소하

였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투자율 스펙트럼의 변화는 강제조화진동 모델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자벽의 고착 정도의 변화, 용수철 상수 의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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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조사량의 증가에 기초해서 설명할 수 있다.  

미소자성 기술을 사용한 중성자조사에 의한 자기적 성질의 변화는 원자력 성분 

재료의 붕괴(퇴화)를 측정하는 것이다[3-4-55].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적 성질

의 변화는 자벽의 움직임과 공공 및 defect clusters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해 설

명된다[3-4-56]. 다양한 자성 기술 가운데에서 자기이력곡선과 투자율 스펙트럼

은 자기적 성질과 자벽의 운동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중성자가 조사된 강

의 자기적 성질변화는 시편의 상태, 조사조건, 잔류 응력, 미세조직의 차이와 같

은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3-4-57]. 투자율 또는 자화율 

spectroscopy(분광학)는 여러 종류의 자화과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자성

체내의 자화과정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3-4-58,59]. 본 연구에서는 중

성자 조사에 의한 Ni-Cr-Mo 강의 복잡한 자화율 스펙트럼영향에 해 분석하였

다. 자벽의 운동과 관련된 정자기감수율과 완화주파수는 중성자 조사량의 함수로 

결정 되었으며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자벽운동의 변화로 설명 되었다.

  

①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은 5차 까지 수행된 고리 1호기 원자로의 감시시편을 이용

하였으며, 조사량이 각각  ×  과  ×  인 충격시험편

으로부터 채취하였다.  시편의 모양은  ×  ×   의 막  형태로 가공하였

다. 시편의 자기이력곡선은 LDJ 9600 VSM으로 측정하였으며, 감도는 0.01 - 100 

emu/ full scale이고 정 도는 1 %이다. 복소 자화율과 관계된 주파수 스펙트럼 

    은 HP4192 임피던스 분석기로 측정하였다. 솔레노이드 코일 내의 시

편에 적용된 교류 자기장의 진폭 는 주파수변화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② 연구결과 및 검토

Table 3-4-5은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기계적 성질 및 자기적 성질변화를 종합

한 것이다.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Barkhausen noise 는 감소하였으며 경도

(Hv), 항복강도(YS) 및 최 인장강도 (UTS) 와 같은 기계적 성질은 수치가 증가

하였다. 

Fig. 3-4-44는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2 자화 주기 동안의 BN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BN은 중성자 조사와 함께 감소하였으며, 조사량이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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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감소율은 -40% 에 달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BN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BN 은 자벽의 운동이 결함 등에 의하여 방해를 받을 때 감소한다. 조사손상 모델

에 따르면 본 재료의 경우에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Cu 복합체가 가장 중요한 조

사결함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결함이 자벽운동의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인다. 자벽운동에 의한 유도전압은 결함에 의하여 자벽의 운동이 방해를 받을 때 

감소하며 이결과 BN 은 감소하게 된다.

Fig. 3-4-45은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BN 과 미세경도, UTS, YS 와 같은 기

계적 성질 변화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중성자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BN 

은 감소하며 기계적 성질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자기적 성질변

화를 이용하여 조사손상을 비파괴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Fig. 3-4-46은 중성자 조사에서의 자기이력곡선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기이력

곡선의 모양은 중성자 조사량이  ×   될 때 까지 변하지 않지만, 

최  자기 유도와 보자력은 중성자 조사량에 따라 변하였다. 중성자 조사량이 

 ×  시편에서 최  자기 유도는 2.11% 정도 감소하였지만, 보자력

은 16% 증가하였다. 포화 자화는 격자 결함 또는  불순물과 같은 시편의 미세구

조에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4-60]. 동일한 시편에서 최  자기 유도는 

포화 자화와 비례하며 포화 자화의 정도는 합금의 강자성 성분의 종류와 양에 의

존한다[3-4-61]. 중성자 조사는 탄화물(카바이드) 분해와 핵변환과 같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보자력은 자벽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자기장의 세기이며, 자벽의 

움직임이 결함에 의해 방해 될 때 증가한다[3-4-60]. 자벽내부의 결함은 자벽의 

면적과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벽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결

함은 자벽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조사된 시편의 보자력을 증가시킨다.

③ 투자율 스펙트럼

중성자가 조사된 시편에서의 투자율 스펙트럼은 실수부  와 허수부 는 전형

적인 Debye 형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투자율 스펙트럼의 거동은 결함에 의해

서 방해받는 강제조화진동 모델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3-4-6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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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자벽의 유효 질량, 는 점성제동변수(viscous damping 

parameter), 는 용수철 상수, 는 포화 자화, 는 적용된 자기장의 진폭, 

는 각 진동수, 는 자벽의 bowing이다[3-4-62].  식(3)은 구동 자기장 

   


 의 진동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인 경우, 투자율의 실수부

와 허수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

 


   
                            (5)

             일 때, 완화 주파수,   ( 



) 은

 



                                 (6)

    일 때, 

 
 


 ,                          (7)

는 고착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이고, 은 자벽 에너지이다. 자벽 에너지와 용

수철 상수는 다음 식에 의해서 서로 관계되어 있다 [3-4-63]. 

 



                               (8)

식 (6) - (8)을 조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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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ig. 3-4-47에서 중성자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는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  투자율 에 응하는 자화의 완화 주파수 는 식(6)에 

의하여 용수철 상수 와 연관되어 있다.  Fig. 3-4-47(b)에서 보는 것처럼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의 이동은 식(5)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자벽내에 결함이 생

기면, 이는 자벽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자벽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된다. 중성자 조

사에 의하여 결함의 도가 높아지면 자벽을 묶어두는 고착점 사이의 거리   또

한 감소하게 된다.  고착점사이의 거리감소율  는 자벽에너지  의 감소율보

다 빠르므로 용수철상수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증가한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

에 의해서 완화 주파수는 증가하고 투자율 는 높은 주파수로 이동된다. 

Fig. 3-4-48은 각기 다른 중성자 조사량을 받은 시편에서의 초기 투자율을 역

수와 완화 주파수사이의 관계를 그린 것이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포화 자화의 변

화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이 그림의 선형성으로부터  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4-64]. 중성자 조사의 주요한 효과는 용수철상수   를 변화시키

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사결함이 자벽의 운동의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조사결함의 도는 중성자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결함 도가 증가하

면 고착점 사이의 거리 는 감소한다. 이 관계로부터 측정된 와   가 중성자 

조사량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성자 조사량에 따라 

과 의 증가하는 것은 식 (9) 에 따라 자벽의 운동을 방해하는 고착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결 과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적 성질변화를 강제조화진동 모델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완화 주파수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증가되었고, 투자율 은 높은 주

파수 쪽으로 이동하였다. 중성자 조사량의 주된 영향은 용수철 상수 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용수철 상수는 자벽의 고착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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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발전방향 및 산업화와의 연계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재료의 열화탐지 기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

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자기유도 현상 및 이를 측정하는 센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기술에 정통하면 기타 기술도 쉽게 접

근이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BN, 3MA, EMAT, 비선형 조화해석 등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비파괴 기술의 

발전이 기 된다. 

이러한 기술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발전에 이르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뒷받침 할 수 있는 전자공학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술들

은 특성상 고주파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과 많은 수학적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하

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

다.

Barkhausen noise를 이용한 기술은 최초에는 잔류응력 측정용으로 개발되었으

며, 미국의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SWRI) 등에서 실용화되었다. 이를 이

용하여 보잉사에서는 항공기의 터빈 축 및 로터를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잔류응

력과 미세조직의 영향, 및 피로손상 등의 열화 등이 BN 신호에 미치는 부분을 분

리하기 힘든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한된 용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초음파나 와전류 등 기존에 상용화 된 방법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중

성자 조사손상이나 피로, 크립 등에 의한 재료의 열화에 BN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현재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중이다. 

특히 SQUID를 이용한 열화 탐지기술은 그 동안 SQUID 가 매우 고가인 관계로 한

정된 목적에만 활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고온 초전도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온 초

전도체를 이용한 저가의 SQUID가 출현하면서 새로운 비파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

다.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표준연구소 등에서 그

동안 간간히 수행되어 왔으나 아직 산업화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외

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 미국, 일본, 구 소련 등에서 많은 연구 사례를 발표하였다. 

독일의 IZFP에서는 튜브에서의 초음파의 진행특성을 고찰한 기본적인 연구로부터 튜

브내의 결함검출을 위한 탐촉자의 제작 및 결함 탐상에의 적용 등 많은 연구를 수행하

였다. 미국의 경우, EPRI를 중심으로 steam generator 튜브의 U-bend section에 존

재하는 결함의 검출을 목적으로 torsional wave를 사용하여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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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촉자의 제작기술과 결함 검출에의 응용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

우에는 Mitshubishi사와 Hitachi사 등에서 역시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튜브류의 결함 

탐상을 위한 탐촉자의 제작에 한 연구사례 등을 많이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탐색 중 가장 전망이 밝은 분

야로는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손상 평가부분이며,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되

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4-51]. 

향후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는 관련 전자기술과 컴퓨터의 성능개선

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방법은 원자력발

전소의 원자로압력용기나 구조물의 배관 등의 탐색을 넘어서서 철교나 빌딩 등의 

구조물의 안전검사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다. 결론

현재 국내의 비파괴 관련 연구나 산업 현황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매우 뒤떨

어져 있다. 또한 국내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는 비파괴 평가도 초음파나 방사선 또

는 와전류 탐상과 같이 비교적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관련기술이 정착되어 있는 

일부분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는 아직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비파괴 장비만 하더라도 부분의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및 개발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분의 비파괴 장비가 고도의 기

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측장비들을 특별한 목적에 적

합하게 변형한 것임을 고려할 때, 비파괴 장비가 국산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

파괴 관련 시장이 협소하여 장비생산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의 비파괴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기업체

들이 안전관리나 방제 등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

다도 부분의 비파괴 평가가 잠재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안전운전을 위하여 비파괴 평가

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분의 기업들이 사전에 구조물의 비파괴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관행이 국내의 비파괴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의 비파괴검사는 법적인 강제사항이므로 국내에서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편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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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은 국내에서 연구하기를 꺼리는 풍토 때문에 관련

기술의 발전이 느린 편이다. 그러나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 평가 연구는 외

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 못지않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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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Country

 Electricite de France France

 VTT Manufacturing Technology Filand

 TECNATOM s.a. Spain

 Fraunhofer institut fur Zerstorungsfrie Prufverfaren Germany

 Joint Research Centre of the Europian Commission The Netherlands

 AEA Technology National NDT Centre United Kingdm

 Centro de Investigtiones Energeticas Medioambien talesy 
Technologicas Spain

 Austrian Research Centers Austri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ungary

 University of Hannover German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Czech Republic

 Siempelkamp Pruf-und Gutachter-Gesellschaft mbH Germany

 Siemens Nuclear Power Germany

Table 3-4-2.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기관

NDT technique Partners

 Automated ball ind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cromagnetic measurements Fraunhofer Institute

 Magnetic Barkhausen Noise Fraunhofer
 institute Atomic Energy Institute

 Nonlinear Harmonic Analysis of Eddy
 Current University of Hannover

 Ultrasonic Scattering Backscattering VTT Austrian Research Centers

Table 3-4-3.  중성자 조사 손상의 특성에 한 비파괴 기술

Partne
r

Stell
grade

Material
conditions

Stress
ratio

Total 
strain 

range(%)

Temperature 
of 

Testing(℃)

Frequenc
y(Hz)

Usage factor
(N/Nf)

EDF
AISI304

L

as received -1 0,4 20 1
0.0

0.6 0.8 1.0

as received -1 0,4 300 1 0.6 0.8 1.0

cold 

worked
-1 0,4 20 1

0.0

0.6 0.8 1.0

cold 

worked
-1 0,4 300 1 0.6 0.8 1.0

PSI AISI321 as received -1 0,4 20 1

0.0

0.6 0.8 1.0

SPG AISI321

as received -1 0.2 20 1 0.6 0.8 1.0

as received -1 0.2 300 1 0.6 0.8 1.0

as received 0 0.2 20 1 0.6 0.8 1.0

Table 3-4-4. 피로 손상의 특성에 한 비파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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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ose

×1019n/cm
2

Hc Hv YS(ksi) UTS(ksi) BNS

FMR 

Resonanc

e 

Field(Oe)

FMR

linewith

(Oe)

Un-Irr 0 7.24 2.8 70 86 171.1 748 795

3' rd 1.228 9.35 251 86 95 96.7 1108 1178

5' rd 3.938 16.4 262 97 110 71.5 1271 1221

Table 3-4-5 Summary of magnetic and mechanic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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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재료평가 절차 및 상관관계.

Fig. 3-4-21. 비선형 조화파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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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2. 자화 매개변수와 미세구조사이의 관계

Fig. 3-4-23. 진동수 820 Hz에 대한 (E1f, H1)와 (E2f, H2)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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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4. BN envelope를 얻기 위한 회로 구성

Fig. 3-4-25. count를 계산하기 위한 BN 신호

Fig. 3-4-26. BN envelope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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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70℃

Fig. 3-4-27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전후의 BN 신호의 변화. 

(a) 70℃에서 조사된 재료의 조사전후의 BN의 변화. 

(b) 290℃에서 조사된 재료의 조사전후의 BN의 변화 

(c) BN 파라미터와 항복응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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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MAE 측정장치

 　

Fig. 3-4-29. 자화각도에 따른 MA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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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3-4-30.  EMAT의 초음파 발생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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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  EMAT 구동을 위한 장비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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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결함 상태를 확인한 유도 초음파

  (a) slot                   (b) flat-bottom hole 

Fig. 3-4-33 결함에서의 반사신호

Fig. 3-4-34  접시모양 결함을 투과한 신호모양 ((위)신호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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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신호모양) 

 

Fig. 3-4-35  원주방향으로 진행하는 SH 유도초음파 발생용 PPM EMAT

Fig. 3-4-36.  접시모양의 결함을 투과한 SH1 모드의 신호크기와 위상 변화

Fig. 3-4-37. 직사각형 결함을 투과한 SH1 모드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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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8  Configuration of displacement s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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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9  The hysteresis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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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m ain

M o v em ent o f d o m ain  w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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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0  Movement of domain wall in ferromagn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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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1.  Occur of magnetic Barkhausen Noise(BN) and Domain wall 

motion in ferromagn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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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2  Barkhausen Noise 측정 개략도

Fig. 3-4-43  The change of Barkhausen noise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a) irradiated at the temperature of 70℃ (b) 280℃, (c) the 

relation between Barkhausen noise and yi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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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4.  Profile of Barkhausen noise during two cycles of B-H loop as a 

function of neutr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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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5.  Fractional change in Barkhausen signal and (a) Vickers micro 

hardness, (b) yield strength, (c) upper shelf energy versus neutron irradiation 

level for the samples from the Kori-1 surveill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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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6  The hysteresis loop for there investigated samples. K1-= is

non-irradiated; Kq-3 and K1-5 are samples irradiated with the dose of 

 ×  and  ×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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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7. Real (a) and imaginary (b) parts of susceptibility spectra as a 

function of frequencies for the three investigated samples. K1-= is 

non-irradiated; Kq-3 and K1-5 are samples irradiated with the dose of 

 ×  and  ×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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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8.  Inverse of initial susceptibility as a function of the relaxation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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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조사취화 및 조사손상 극미세기구 규명 기반기술개발

원자력 발전소 안전 가동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인 압력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 RPV)재료는 고온(약 300℃), 고압(155㎏f/㎠) 및 

고 에너지의 중성자 조사 환경(Irradiation environment)에서 40년 이상 장기간 

가동 시 미세한 조사결함 생성(Irradiation induced defect)에 따라 연성과 인성

이 감소하고 강도와 경도가 증가하는 조사취화(Radiation embrittlement)현상을 

일으킨다[3-5-1, 2].  이 중 조사취화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압력용기강 제조방법에 따른 재료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등이 전자에 속하고 조사온도, 중성자 조사량(fluence, dose, dpa), 조사율

(dose rate, flux, dpas-1) 및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energy spectrum)등이 후

자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취성 및 불안정 연성파괴의 위험을 가중시

키게 되며 나아가서는 발전소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3-5-3]. 특히 지난 40 

여 년간에 경수로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에 미치는 재료요인 및 환경요인에 한 

많은 연구가 여러나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각 나라는 재료 및 원자로 

조사환경을 고려한 조사취화의 예측방법을 마련하여 가동 안전성 확보 및 수명관

리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주요 사항으로 현재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3-5-4]. 

또한, 가속기(Accelerator)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손상 모의연구는 연구용 원자

로를 이용한 손상에 미치는 조사변수(조사온도, 조사량, 조사시간) 제어 및 경제

성, 효율성 관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온조사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 시편에 나타나는 조사결함을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조사손상기구 규명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3-5-5～7].

  한편, 양전자 소멸(Positron Annihilation ; PA)측정장치를 이용한 조사결함

(Irradiation defect)분석 기술은 중성자에 조사된 원자력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손

상기구이해, 조사손상(Irradiation damage)평가 및 결함 구조 분석에 널리 활 용 

되어지고 있으며, 향후 원자로 재료개발에 보다 신뢰성 있는 Data Base를 확보 

할 수 있으며, Nano 소재 및 신소재 개발, 고집적 반도체 소자, 생체 의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경쟁력 있는 분석 기술로서 양전자 응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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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에 기반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3-5-8].

본 절에서는 먼저 기술한 조사결함 측정 및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합금성분의 

조사취화 극미세특성 평가, 열처리에 의한 조사손상 소멸특성 평가 및 조사손상에 

한 온도 및 조사율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1. 이론적 배경

가. 조사손상의 기초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금속재료에 조사(irradiation)되면 입사입자와 

재료 내 원자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격자의 동적 변동과 격자원자의 재배치

가 일어난다. 그 결과 재료 내부에 미세구조와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격자

결함이 형성된다.  입사입자가 결정격자를 통과하게되면 격자원자와 상호 작용하

여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를 잃게되는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

지 형태로 이루어진다[3-5-9].

⑴ 탄성충돌에 의한 격자원자의  격자위치로부터 벗어남 (displacement damage)

입사입자와 격자원자 사이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인 충돌에 따라 입사입자의 진

행방향이 바뀐다. 이 상호작용에서 탄성충돌과 운동에너지의 총합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 1 = T 1+ T 2+Q

E 1
 : 입사입자의 충돌 전 에너지

T 1
 및 T 2

 : 충돌후 두 입자의 운동에너지

Q : 비탄성 손실

이 탄성충돌 과정에서 운동에너지 T 가 격자원자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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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4 M 1 M 2

( M 1+ M 2)
2 E sin 2(

θ

2
)

 θ : 산란각 (강체구 모델, 질량중심 좌표계)

최 값은 θ = 180 〫 일 때, 즉 정면충돌(head-on collision)일 때이고,

T m =
4 M 1 M 2

( M 1+ M 2)
2 E                    

이다. 따라서 입사입자에 의해 격자위치로부터 벗어나는 원자 , 1차 탈출원자

(PKA, Primary Knock-on Atom)의 에너지는 0에서 T m
 까지 가지게 된다. 

PKA의 생성은 공공-원자결함 쌍 (Frenkel 결함)의 생성을 의미한다. 이 PKA의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주변의 원자를 계속해서 변위시켜(displacement cascade),  

displacement spike나 원자고갈지역(depleted zone)을  형성한다. 점결함 형태의 

이러한 첫 단계 조사손상은 재료의 사용온도에서 이동 및 기타 결함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결함으로 발전하게 되고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Fig. 3-5-1은 각각 중성자에 충돌된 금속재

료에서 원자 크기 수준의 조사손상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손상구조 형성과정을 거

쳐 실제 재료의 거시적인 변화에 이르는 조사손상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3-5-10, 11].  PKA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입사입자의 질량, 전하, 에너지 등에 

의존하게 되며, 이 PKA의 에너지 차이가 조사손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격자 위치로부터 원자가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격자원자의 

탈출 문턱에너지( E d
)라 하는데, 입사입자로부터 E d

 이상의 에너지를 전달받아 

격자 위치에서 튕겨 나오게 된다. 금속재료의 경우 E d
는 약 20～50eV 이고, 보

통 1MeV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 1KeV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 100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이온과의 충돌에 의해 이 에너지( E d
)를 얻게 된다. 입사

입자에 의해 E d
보다 적은 에너지를 전달 받게되면 단지 원자의 진동에 의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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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온도 증가만 일어난다. 

  

⑵ 입사입자에 의한 화학조성 변화 (이온 주입) 혹은, 원자핵에 의한 핵종변환    

   (transmutation) 

입사입자와 원자핵과의 비탄성 충돌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 M 1 )+X ( M 2 ) ⇔ Y ( M 1+ M 2 ) ⇔ Z( M 3 )+b ( M 4 )+Q

X, Y, Z는 원자핵이고, M 1 ... M 4
는 질량, Q는 반응에너지, a는 입사입자, b는 

빠져   나오는 입자를 나타낸다.  짧게 X(a,b)Z 혹은 (a,b)로 쓰기도 한다. 여

기서 Y ( M 1+ M 2 )는 질량 ( M 1+ M 2 )를 가진 불안정한 핵으로 

Z( M 3 )+ b ( M 4 )으로 즉시 분해된다. b는 탄성충돌에서 생기는 PKA와는 다르게 

Recoil 원자라고 부른다. 이 핵종변환 과정은 전 조사기간동안 계속해서 발생하

며, 발생주기는 주로 입사입자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조사되는 재료의 조성에 의존

한다. (n,γ), (n,α), (n,p), (n,β) 반응 등이  핵종변환에 속한다. 

⑶  전자의 여기와 원자의 이온화

입사입자의 에너지 중 일부는 전자 혹은 원자핵과의 상호작용에 소모되며 원자

의 운동에너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사입자에 의한 금속 결정 격자 중에 

생기는 전자의 여기나  이온화는 자유전자에 의해 빠르게 보충되며,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은 원자변위나 영구적인 결함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3가지 형태의 과정 중에 입사입자와 격자원자 사이의 탄성충

돌이 1차 조사결함을 만드는 주요한 메카니즘으로 조사과정을 모델링 하거나 컴

퓨터  모의 시험 시에 이용된다.  

따라서 조사손상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5-9～11].

ⅰ) 운동에너지 E를 가진 입사입자와 격자원자 사이의 탄성 충돌결과로 인해   

PKA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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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사입자로부터 운동에너지 T를 전달받은 PKA과 격자원자 사이의 탄성 충

돌로 인한 충돌 Cascade가 발생.

ⅲ) 이에 따라 공공, self-interstitial 원자, 원자고갈지역 등이 형성.

ⅳ) 열 활성화 과정에 의한 결함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위, 보이드, 점결함 집

합체등이 형성되어 미세구조가 변화하고 기계적 성질 등이 변함.

나. 중성자와 하전입자의 조사특성 비교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 조사시 발생되는 조사손상을 연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가속 하전입자에 의한 모의 조사시험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성자, 이온

의 각 조사 유형에 따라 에너지 소멸, 재료 내 변위특성, 조사손상속도 등이 서로 

다르다. Fig. 3-5-2에 조사유형에 따른 손상속도와 조사 깊이에 한 관계를 나

타내었다[3-5-12].

  

(1) 중성자 

중성자는 핵과의 탄성, 비탄성 상호작용에 의해 부분의 에너지를 잃게 되며 이

들 반응의 단면적은 에너지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전자와의 충돌 또는 이온화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재료 내를 쉽게 투과할 수 있고, 재료내의 

변위는 상 적으로 작다. 또한 핵종변환도 발생된다. dpa(displacement per atom)

계산은 dpa = σ
d

× fluence 을 이용하는데  각 에너지에 해 도표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손상에너지 단면적(damage energy cross section)을 구하고 이로부터 

변위 단면적( σ
d
 , displacement cross section)을 구하여 dpa를 계산한다. 

(2) 이온 

재료내부를 이동하는 이온들은 주로 자체의 전기장과 재료 내 하전입자의 전기

장과의 상호작용으로 에너지를 잃게 되며, 에너지가 낮아진 후에 핵과의 탄성충돌

로 조사손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투과깊이도 작고, peak 값을 나타내게 된다. 

dpa 계산은 TRIM code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해야한다. 

그러나 dpa의 관점에서 중성자에 의한 조사손상과 하전입자에 의한 조사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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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중성자 조사보다 큰 손상속도를 갖는 하전입자의 조

사를 통하여 원자로 내에서 수 년 동안 조사시켜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짧은 시

간에 얻을 수 있으며, 시험조건의 조절과 방사성 물질의 취급이 용이한 점등의 장

점을 활용할 수 있다. 

다. TRIM code를 이용한 조사손상 계산

TRIM 95 code는 Monte-Carlo 방법을 이용, 에너지를 갖는 입자가 재료(고체) 

내로 입사되었을 때 발생되는 모든 상호 작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온

의 최  허용에너지는 100 MeV까지이며, 단일 물질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물질

이 3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재료 내 이

온의 최종분포와 조사 후 거리에 따른 손상 분포, 이온화, phonon 생성 등에 의

한 이온의 에너지 손실에 관계되는 모든 속도론적 현상들을 계산한다. 하지만 

TRIM code에서는 재료의 결정학적 방위나 구조에 따르는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계산에 필요한 주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i) 입사 이온의 종류, 질량, 에너지, 입사각

     ii) 시편재료의 구성 성분, 도, 두께

     iii) 시편재료의 탈출문턱에너지 E d

     iv) 시편재료의 격자 결합에너지 

재료의 손상정도인 dpa의 계산은 아래 식[3-5-13]을 이용하며,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i) TRIM code의 계산결과 중  시편 표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격자원자에  

전달되는 에너지 분포 그래프로부터 T d
 를 구함 

      ii) 조사량 Φ 와 탈출문턱에너지 E d
 및 격자원자에 전달되는 에너지 T d

 

를 이용하여 1㎤ 내에서 변위되는 총 원자 수 N d
 를 구함 

      iii) 시편재료 구성 성분을 atomic%로 환산하고 도를 이용하여 1㎤내 원

자수를 구한 후  N d
 를 그 값으로 나누어 dpa를 구함



- 335 -

N d
 = 

Φ T d

2 E d

  

dpa = N d
 / 1㎤내 원자 수 

    dpa : 재료내의 격자원자 1개당 격자위치로부터 벗어나는 횟수

         (displacement per atom) 

   N d
 : 1㎤ 내에서 변위되는 총 원자 수 [ions/㎤]

   E d
 : 탈출문턱 에너지 [eV]

   T d
 : 격자 원자에 전달되는 에너지 [eV/ion/nm]

          TRIM code를 이용하여 계산 

     Φ : fluence(dose) [ion/㎠]     1㎤ 내 원자 수 [atoms]

라. 양전자 소멸(Positron Annihilation ; PA)

양전자 소멸 장치를 이용한 결함 측정은 원자력 압력용기의 조사결함 및 반도

체 등 각종 재료의 미세 결함 분석, 검사와 관련한 양전자응용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의 측정장치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TM ;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TEM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로 어려운 초미세, 초저농도의 결함 구조분석에 널리 활용 될 수 있는 측정법이다

[3-5-14, 15].

양전자 소멸(Positron Annihilation)법은 기존의 SEM, TEM, STM의 전자빔이

나 광학적빔이 아닌 양전자빔을 사용하여 극미세결함(1 ppm 이하), Vacancy 

Type의 결함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SiO2 산화막, 금속박막

층 등의 공정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며,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결함

(Irradiation Damage)을 보다 정 하고 분석함으로서 원자로의 기계적 안정성과 

수명예측에 한 확고한 Database와 결함분석 Model을 구축하여 Irradiation 

Damage 등에 기인한 미세구조결함(Intensity)과 양전자의 Annihilation Lifetime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다[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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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Effects of irradiation damage processes on macroscop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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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함량의 차이에 따른 조사율효과 분석

가. 실험방법

(1) 시편제작

본 실험에서의 사용된 재료는 상업용 경수로 압력용기강 model alloy 로서 제

조이력은 다음과 같다.

  - 0.9999 Fe 전해철(electrolytic iron) 진공용해 (진공중 15 분 유지, Ar 분

위기에서 합금원소 첨가)

  - 주조(75 mm chill mold). 양단 pipe 제거.

  - 1,100℃ 가열후 25mm 두께로 단조 (850℃). 공냉.

  - 최종열처리조건: 900℃ 30 min, 450℃ Salt quenching 10 min. 

Aircooling, 600℃ 4 hr. Aircooling   

CM23 과 CM24 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3-5-1에 나타내었다. 

(2) 가속기 조사 

조사(Irradiation)는 한국자원연구소의 미국 NEC사의 5SDH-2 가속기(Tandam 

Vande-Graaff Accelerator)를 이용하여 이온빔 전류는 0.15～2㎂이고, 시편은 

TEM시편과 PA 시편 분류하여 열전도도가 좋은 Cu stage 위에 silver paste로 

고정시킨 후 10-6 Torr 정도의 진공에서 1 MeV Proton으로 가속시켜 시편 표면

에 수직으로 조사시켰다. 조사시 시편의 온도는 60℃를 넘지 않았으며 조사조건

과 조사시간은  Table 3-5-2에 나타내었다. 가속기의 sample stage를 Fig. 

3-5-3에 나타내었다.

(3) 전해연마

연마지로 # 1500 까지 연마 후에 기계적 연마에 의한 표면경화를 피하기 위해 

전해연마를 하였다. 용액은 perchloric acid 70%를 사용하였으며 -35℃에서 용

액을 약 4분(no limit) 동안 교반 시키며 전해연마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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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전자 수명 측정(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 PAL)

재료 및 조사조건에 따른 조사결함(Radiation defects)의 농도 및 종류의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양전자 수명(PAL)과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양전자 수명 측

정은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230 ps time resolution 의 fast coincidence 시스템을 

이용하여 약 10mCi 정도의 22NaCl 양전자원(Positron source)을 2mm 두께의 Al 

foil에 봉시켜 조사시편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배열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한편, 더 정 한 결함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각 시편의 조사 조건 중에 조사율

(Dose rate)이  낮은(F0 5.79×10-8)시편과 높은(F3 7.72×10-7)시편, 비조사재 시

편에 한 4～5×105 counts 이상의 소멸에 따른 Annihilation gamma signal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data로부터 조사시편에 한 소멸신호만을 선별해 내기 위

하여 시편에서가 아닌 양전자원(Positron source)자체와 Al foil 등에서의 양전자 

소멸에 따른 signal 성분을 제거하였으며, 조사시편에서의 초기 data로부터 분석

은 물론 분석된 값들을 저장하고 그래프화 시킬 수 있는 PAL 분석 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ATFIT-88을 이용하였다[3-5-16]. 

   

(5) 미세조직 관찰

TEM 미세조직 관찰은 JEOL사의 가속전압 300keV, LaB6 gun을 이용하는 고

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다. TEM disk 시편 제작 방법은 Fig. 3-3-44

와 같다. 조사할 면의 반  면 가장자리를 연마하여 조사 면을 구분하였고, 전해

연마로 시편표면의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1 MeV Proton으로 조사를 시킨 후 

disk 형태로 만들기 위해 도금을 실시하였다[3-5-17]. Ni-도금 시 시편과 착

력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Fe-도금을 실시하였다. 조사되지 않은 면에 

10mV이하의 전압으로 spot 용접을 이용하여 구리선을 연결하고 아세톤 및 알콜

로 초음파 세척한 후 표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40～50℃의 5% 사이트르 산에 

약 10초간 담갔다. 예비처리된 시편을 1ℓ의 염화철 용액(FeCl2＋CaCl2＋활성탄

소)에서 시편은 양극에 Fe전극은 음극에 연결하고, 고순도 Fe 분말과 5%염산 및 

ferrous carbonate로 PH를 0.8～1.5로 유지하며 도금을 실시하였다. 전류 도

는  0.08～ 0.15/㎠이었고  도금 두께는 약 10㎛이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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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도금된 시편은 이어서 40～50℃ 1ℓ의 니켈도금 용액(황산니켈＋염화니켈＋

붕산＋광택제)에서 시편은 양극에 Ni전극은 음극에 연결하고  Ni-도금을 하여 φ

3㎜이상으로 더미형태의 시편을 만들었다.  Table 3-5-3과 3-5-4에 이 두 가지 

plating 과정을 나타내었다. φ 3㎜이상으로 키운 더미를 diamond saw로 cutting

한 후 diamond paste를 이용 약 30㎛ 두께 정도로 앞․뒤 면 모두를 경면 연마하

고, GATAN사의 PIPS(precision ion polishing system)을 이용하여  4.5 KeV 

Ar, 4도의 입사각으로 ion-milling 하여 조사영역 부근에 hole을 만들고 투과전

자현미경 미세조직 관찰을 수행하였다.

(6) 경도측정

이온조사에 의해 중성자 조사손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점은 TRIM 계산을 

통하여 알아본 것과 같이 조사손상영역이 시편 표면으로부터 수 ㎛정도에 한정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성자 조사시 행해지는 조사취화 평가시험인 인

장시험, 파괴인성시험, 샤르피 충격시험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조사손상에 따른 

양전자 수명(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 PAL) 및 결함농도(Intensity)의 변

화에 따른 기계적 성질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세 경도시험(DUH-200 Ultra 

Micro Hardness Test)을 수행하였다. 미세 경도시험에 사용한 모든 시편은 기계

적 연마에 의한 표면경화를 피하기 위해 최종 시편 준비 단계로 전해연마를 수행

하였다. 하중은 6～81g에서 측정하였으며, 시험 횟수는 각각 3회 및 10회로 측정

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1) 1 MeV Proton 조사에 따른 조사손상 깊이분포

Fig. 3-5-4는 시편(CM 23, CM 24)표면에 1 MeV Proton로 조사 한 뒤 TRIM 

CODE 95을 이용하여 시편의 내부로 이동하여 에너지를 잃는 과정을 나타낸 계

산 결과이다. 이는 조사에 따라 재료 내 전자와의 충돌 등에 의하여 재료가 이온

화되는 에너지의 양이 점차 감소하고, Recoil 원자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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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증가하여 6.54 ㎛ 부근에서 최 가 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조사되어진 

1 MeV Proton 입사입자와 재료 내의 원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이온화 과정으로 

에너지를 부분을 잃게되어 에너지가 낮아진 후에 Range에서 원자를 변위

(displacement)시키는데 있어서 부분의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Fig. 3-5-5와 3-5-6은 1 MeV Proton로 조사한 뒤 시편(CM 23, CM 24)표

면 깊이에 따라 입사입자와 탄성 충돌로 인해서 격자위치에서 벗어난 탈출원자가 

충돌 시 흡수한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조사손상 깊이는 약 6.54 ㎛ 부근

에서 최 치가 나타났고, 조사손상영역이 약 7.2 ㎛ 까지 나타났으며, 

FWHM(Full Width Half Maximum)은 약 2.2 ㎛ 로 나타났다. K. SHIRAISHI 과 

K. KUKAI 등은 스테인레스강에 24 MeV He 이온을 상온에서 3.2×1020, 

2.6×1020, 1.9×1020 ions/㎡로 조사시켰을 때 조사손상영역이 약 150 ㎛ 이었고 

조사손상깊이는 약 110 ㎛ 부근에서 최 치가 됨을 보였다[3-5-17]. 따라서 조

사손상에 따른 분포는 이온의 에너지가 클수록 조사손상영역이 재료 내 표면으로

부터 더 깊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TRIM CODE 95을 이용한 에너

지 및 조사조건 등 재료에 따른 조사손상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론에 따른 조사

손상 분포와 잘 일치하였다.

 

(2) 조사 전 미세 조직

  Fig. 3-5-7과 3-5-8은 조사 전의 탄소 함유랑이 적은 시편(CM 23)과 탄소 

함유량이 많은 시편(CM 24)의 TEM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관찰 결과 CM 

23 의 경우 탄화물이나 석출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CM 24 의 경우는 CM 

23 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탄소함유량이 matrix 내에서 탄소 함유량에 따라 

길이 100～200 ㎚ 의 Mo2C 로 추정되는 바늘형태(needle type)의 탄화물이 관

찰 되었고, 둥근 형태의 탄화물이 잘 발달된 lath boundary 가 많이 관찰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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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전자 수명 측정(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 PAL)

(가) 조사율(dose rate. dpa/s)에 따른 PA lifetime 및 intensity 변화

조사율(dose rate. dpa/s)에 따른 PA intensity 와 수명의 변화는 Table 

3-5-5와 같다. 

Fig. 3-5-9는 CM 23, 24 모두 조사율 증가에 따라 생성되는 조사결함의 농도

가 증가함을 보여주며 결함생성에 미치는 탄소의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탄

소함유량이 작은 CM 23 의 결함농도가 탄소함유량이 5 배나 더 큰 CM 24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탄소함유량이 작은 CM 23에서 vacancy type 

defects 생성이 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율 증가에 따른 결함생성율 또

한 탄소함유량이 작은 CM 23에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된 결함의 종류를 예측할수 있는 양전자수명(τ2) 측정결과에 따르면 CM 23 

의 경우 5.80 x 10-8 dpa/s  에서 182.1ps, 7.70 x 10-7 dpa/s에서 176.8 ps 

로 나타나  monovacancy 들이 주로 생성됨을 보여준다. 조사율 증가에 따라 조

사결함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다. 한편, CM 24 의 경우 5.80 x 10-8 dpa/s  에서 

201.2ps, 7.70 x 10-7 dpa/s 에서 202.2 로 나타나 탄소함유량 증가에 따라 생

성되는 결함들은 di-vacancy 인 것으로 나타났다. CM 23 과 같이 조사율 증가

에 따른 결함종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조사율(dose rate. dpa/s)에 따른 경도변화

 CM 23 및 24 의  조사에 따른 Vickers microhardness 측정결과는 Fig. 

3-5-10 및 3-5-11 과 같다. 여기에서 Vickers microhardness 결과는 UDM 으

로 측정한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PA 결과와는 달리 CM 23, 

24 모두 조사에 따른 경도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PA에서 측정된 조사율 

효과도 UDM 측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부터 PA 로부터 측정된 조사결함

들(CM 23: monovacancy, CM 24: di-vacancy)은 경도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

는 matrix defect 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압입하중에 따른 경도값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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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V148 = 1.9237 P/d2

다. 결론

경수로 압력용기강 Model Alloy의 조사손상에 미치는 조성(탄소의 영향) 및 조

사율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1 MeV proton을 조사한 model alloy steel 에 

하여 PA 와 UDM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탄소함유량이 작은 CM 23 model alloy steel에서  조사결함농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조사율 증가에 따른 결함생성율 또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탄소원자는 vacancy type defect의 농도증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탄소함유량이 작은 CM 23 model alloy steel 의 경우 생성되는 조사결함

은 주로 monovacancy 이며, 탄소함유량이 5 배 큰 CM 24 의 경우 생성되는 결

함들은 주로 di-vacancy 인 것으로 나타났다. CM 23 및 CM 24 공히 조사율 증

가에 따른 결함종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3) PA 결과와는 달리 CM 23, 24 모두 조사에 따른 경도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PA에서 측정된 조사율 효과도 UDM 측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로부터 PA 로부터 측정된 조사결함들(CM 23: monovacancy, CM 24: 

di-vacancy) 은 경도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matrix defect 인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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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 CM 23 and CM 24

* 900℃ 30 min, 450℃ Salt quenching 10 min. Aircooling, 600℃ 

          4 hr. Aircooling.

 

C Ni Mn Mo Cu Cr Si Al P Fe

CM 23 0.05 0.8 1.4 0.5 0.0 0.0 0.25 0.005 0.005 Bal

CM 24 0.30 0.8 1.4 0.5 0.0 0.0 0.25 0.005 0.005 Bal

Current

㎂

Flux,

Proton/㎠․s
Dose rate(0-4), ㎛

dpa/s

Time for dose

1.04 × 10-3 dpa

0.15 F0  9.375 × 1011 5.79 × 10-8 300min-5h

0.273 F1  1.706 × 1012 1.055 × 10-7 164.5min

1 F2  6.25 × 1012 3.86 × 10-7 45min

2 F3  1.3 × 1013 7.72 × 10-7 22.5min

Table 3-5-2. Irradiation condition for 1 MeV Prot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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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Pre-treatment

⑴ spot welding : 조사되지 않은 면에 10mV이하의 전압

⑵ cleaning : 아세톤을 이용 초음파 세척 후 알콜로 세척

⑶ surface activation treatment : 40～50℃의 5% citric acid

에 

                                10～30초 동안 담금

Ferrous 

Chloride  Bath

⑴ solution 1 : FeCl2 225g에 pure water를 혼합 375g을 만듦

⑵ solution 2 : CaCl2 250g에 pure water를 혼합 375g을 만듦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킴)

⑶ mixing solution 1 and solution 2

⑷ 약 3g 정도의 active charcoal을 첨가

⑸ 1시간정도 가열

⑹ filtering : 2회 이상

⑺ 비이커에 넣고 pure water를 혼합하여 1ℓ를 만듦

Fe-Plating

⑴ anode : Fe 

⑵ cathode : specimen

⑶ current density : 0.08～ 0.15/㎠

⑷ plating rate :～50㎛/hr

Ferrous 

Chloride 농도 

및 PH 

⑴ ferrous chloride     ------------〉     ferric chloride

  (상온) yellowish green    산화     yellowish / yellow 

ocher

⑵ 1g 이하의 고순도 iron power와 5% Hydrochloric acid를 

   조금 넣어주어 ferrous chloride가 1000ppm 이상이 되도록 

    유지

⑶ PH가 1.5이상이면 5% Hydrochloric acid를 조금 넣어주고

   PH가 0.8이하이면 Ferrous carbonate 혹은 ferrous 

hydroxide     를 넣어주어 PH를 0.8～1.5로 유지

Table 3-5-3.  Fe-plat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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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Ni-plating solution

⑴ 황산니켈 260g ＋ 염화니켈 45g ＋ 붕산 45g 

   ＋ 광택제(Udylite #63 10㎖)

⑵ 증류수 1ℓ에 황산니켈, 염화니켈, 붕산, 광택제 순으로 

  첨가하며 각 단계마다 충분히 교반을 행함

Ni-plating condition

⑴ Temperature : 40 ～ 50℃

⑵ Current density : 0.02 ～ 0.06 A/㎠

⑶ Anode :  Ni  

⑷ Cathode : specimen

⑸ PH : 4.0 ～ 4.8

⑹ plating rate : ～ 0.7 ㎛/min

Table 3-5-4.  Ni-plating procedure

Table 3-5-5 Results for 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and intensity

ｘ2/ν τ1 (ps) I1 (%) τ2 (ps) I2 (%)

CM23 AS 1.074
116.3

(0.2)

99.35

(0.0176)

1381.3

(50)

0.65

(0.0176)

CM23 F0 0.994
111.8

(2.2)

72.81

(4.3448)

182.1

(6.2)

27.19

(4.3383)

CM23 F3 1.024
108.5

(2.6)

64.83

(4.6354)

176.8

(5.0)

34.91

(4.6305)

CM24 AS 1.146
114.2

(0.2)

99.79

(0.0366)

4247.5

(1094.3)

0.204

(0.0366)

CM24 F0 0.967
119.9

(1.9)

85.37

(3.701)

201.2

(11.5)

14.38

(3.698)

CM24 F3 1.010
118.8

(1.5)

81.79

(2.74)

202.2

(7.1)

17.91

(2.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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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Sample stage of a Tandem Vande-Graaff Accelerator

   

Fig. 3-5-4. Depth-Energy loss diagram for 1 MeV Proton in RPV steel 

mode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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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Depth-Energy absorption diagram in 1 MeV Proton Irradiated 

in RPV steel model alloy

Fig. 3-5-6. Depth-energy ion range diagram for 1 MeV proton in RPV 

steel mode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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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TEM for CM 23 in  RPV steel model alloy 

 

Fig. 3-5-8 TEM for CM 24 in RPV steel mode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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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Cu 모델합금에서 Cu의 영향 평가

가. 실험방법

제3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Fe-Cu합금을 제조하여 Cu 농도가 0.05, 0.10, 0.45 

및 1.00%인 4종류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모두 850℃에서 5시간 열처리 후 수냉한 

시료에서 Fe+4이온을 조사시켜 조사량에 따른 경도를 측정함으로써 Cu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온조사방법은 제3절에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경도 측정은 Fig. 3-5-12와 

같이 하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경도값의 변화와 압흔 깊이를 측정하여 최  경도값

을 취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각각 조사전과 비교하여 조사후 경도의 증가는 Fig. 3-5-13과 같다. 

Fe-0.05%Cu의 경우 Fe 이온을 조사한 경우 약간 경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적다. Fe-0.1%Cu합금에서도 Fe-0.05%Cu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두 경우에서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큰 변화가 없다. Fe-0.45%Cu에서는 0.05 

dpa까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나, 이후 1 dpa까지 거의 변화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Fe-1.0%Cu의 경우에는 1 dpa까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가 증가하였다. 0.05 dpa까지는 Fe-0.45%Cu보다 경도가 크지만 큰 차이는 없다.

상온에서 Fe의 Cu 고용도에 한 정확한 측정치는 아직 없으나 0.1% 정도로 추

정하고 있다[3-5-19]. 따라서 Fe-0.1%Cu에서 조사후의 경도증가가 거의 없음은 

고용한도까지는 이온조사에서 Cu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포화 

Cu가 조사경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Morita 등[3-5-20]에 의하면 200 

MeV Au이온으로 조사한 결과 250℃에서 0.1%Cu의 농도에서는 경도 증가가 별로 

없으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경도증가가 심하며, Cu 농도가 증가할수록 경도 증가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상온보다 250℃의 조사온도에서 Cu에 의한 조사경화 현상이 

뚜렷하다. 본연구에서는 조사온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0.1%이상의 Cu농도에서 

조사경화가 크게 나타나는 점이 일치하고 있다. 0.45%Cu에서는 0.05 dpa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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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3절에서 전자빔 조사에 의하

여 1.0%Cu의 경우 1 dpa 정도에서 포화현상을 나타나는 것과 같은 조사경화 기구

를 갖는다고 보인다. 즉, Cu 농도가 크면 그만큼 많은 조사량에서 포화된다고 할 수 

있다. 과포화된 Cu가 충분히 석출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조사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조사량에서 그 이상 조사하게 되면 포화 

상태에 있던 Cu가 더이상 석출할 수 없는 농도에 도달하게 된 이유인지, 아니면 석

출한 Cu가 성장하여 균형상태를 이루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석출물이 성장하게 되면 3절의 시효경화 처리에서 과시효 현상으로 경

도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조사량이 증가하면 점점 Cu가 석

출함으로써 기지에 존재하는 과포화 Cu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어 더 이상의 Cu가 

석출할 수 없게 된다고 이해함이 더 타당하다. 조사경화 기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Cu농도에 따라 조사경화현상의 포화가 되는 조사량에 하여 앞으로 추가 실험을 

통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 결론

Fe-Cu 합금에서 Fe 이온조사를 통하여 Cu 농도 효과를 분석하였다. Cu의 석출

에 의한 조사경화 현상은 Cu가 0.1%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조사량이 증가하면 경

도가 증가하여 일정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경도가 증가하지 않는 포화현상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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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2. Load dependence of hardness for Fe-1.0%Cu alloy.

(a) Load-Hardness dependence. (b) Depth-Hardness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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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3. Effects of Cu content on the hardness change 

of 8 MeV Fe+4 ion irradiated Fe-Cu mode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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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처리에 의한 조사손상 소멸특성 분석

가. 국산압력용기 2종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이온조사 및 회복 거동 분석

기존 열처리 공정(CHT)으로 제작된 압력용기와 2상 영역 열처리 공정(IHT)으

로 제작된 압력용기강의 3.2MeV 양성자 조사(약 1mdpa) 및 회복 특성을 미세경

도 및 양전자 수명을 측정, 분석하였다. 2상 영역 열처리 적용에 의해 석출물

(CHT: 0.15㎛, IHT: 0.13㎛)과 결정립(CHT: 11.9㎛, IHT: 11.1㎛)이 미세화 되

었다. Fig. 3-5-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 전, 후 CHT와 IHT의 미세경도는 

거의 동일하였다. 평균 양전자 수명은 조사 전에는 IHT가 CHT에 비하여 길었으

며 결정립의 미세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 후, 회복열처리 과정에서는 

CHT의 평균 양전자 수명은 IHT와 비교하여 길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해 향후, TEM 및 SANS 등의 분석이 요구된다. 200～300oC의 회복 열처

리에서 radiation anneal hardening이 미세경도와 양전자 수명 측정을 통하여 관

찰되었다. 이것은 조사전 재료 내에 과포화되어 있던 탄소 원자가 확산에 의하여 

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공공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전위의 이동을 방해함으로 써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50oC 회복 열처리 후 양전자 수명은 조사 전보다 감

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사 전에 존재하는 전위가 조사 결함과의 반응에 의

한 부분적 소멸에 기인하는 판단된다.

나. 양전자 수명과 Trapping 모델을 이용한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 평가

압력용기강을 열처리하여 석출물의 크기(0.207-0.22 μm)와 형태비(1.80-1.82)

는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결정립의 크기는 25 μm, 60 μm 및 110 μm로 변화시킨 3

종류의 시료를 제작하여 양전자 수명을 측정하고 trapping 모델을 이용하여 결함

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은 PATFIT-88 피팅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3-5-6과 같다. Table 

3-5-7은 pure Fe 내에 존재하는 결함에서 소멸되는 양전자 수명이다.

   τ1은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기지에서 소멸된 양전자 수명이며 τ2는 결함에서 

소멸된 양전자의 수명이며 Table 3-5-7에 제시한 바와 같이 pure Fe의 나사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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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결함의 농도, I2는 증가하는 경향으

로부터 상기 시험편의 결함조직은 주로 결정립과 관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험적으로 측정된 스펙트럼을 피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성분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Trapping 모델을 적용하여 확인하

였다. 하나의 결함만이 존재할 경우 양전자의 소멸 거동은 Fig. 3-5-15와 같으며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D(t)=I 1exp(-
t

τTM
1

)+I 2exp(-
t

τ
2

)

τTM
1 =

1
λ

b+k d

, τ
2=

1
λ

d

k d=I 2(
1
τ

1

-
1
τ

2

)=
I 2

I 1

(
1
τ

b

-
1
τ

d

)

Table 3-5-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τ1과 trapping 

모델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 τ TM
1

이 동일하며 따라서 분석 결과는 타

당하며 재료 내에는 단지 한 종류의 결함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Pure Fe, Fe-Cu 시합금 2종에 한 이온조사 및 회복특성 평가

Cu 불순물이 Fe의 조사손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위하여 pure Fe, 

Fe-0.15Cu, Fe-1.0Cu, 3종의 시료를 80℃에서 3.0 MeV proton을 1 mdpa 조

사시킨 후 150～600℃에서 30분 동안 회복 열처리하여 미세경도 및 양전자 수명

을 측정, 분석하였다. 양전자 수명 스펙트럼은 2 성분(τ1, τ2)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5-16에 제시하였다. τ1 값은 120ps 근방으로 순수 Fe의 수명 

106ps 보다 높았으며 3차원의 vacancy cluster 외에 기공-불순물 복합체, 전위 

루프 등의 결함에서 소멸된 양전자의 수명 성분으로 설명된다. τ2는 vacancy 

cluster에서 소멸된 양전자의 수명으로 보고된 양전자 수명-공공 개수 관계를 인

용하면 각 τ2 값에 해당하는 공공의 개수는 각각 pure Fe는 2개, Fe-0.15Cu는 

5개 그리고 Fe-1.0Cu는 3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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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Cu 불순물을 함유한 재료의 경우, pure Fe보다 미세기공의 크기

(τ2)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결과에서는 pure Fe의 τ2 값이 Fe-Cu 시합

금의 τ2 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에서 보고하는 99.999%의 고

순도 Fe보다 순도가 낮아 잔존 불순물에 의해 생성된 interstitial cluster에서 공

공이 소멸되어 미세기공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Cu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기공의 크기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Cu 원소가 공공을 

trap시켜 공공의 이동을 억제하고 또한 Cu 원소가 미세기공에 모여 표면을 완화

시켜 공공에 한 sink 효과를 감소시켜서 미세기공의 성장을 저해시키기 때문으

로 설명되고 있다. 

250oC에서 30분 동안 소둔 열처리에 의하여 pure Fe의 경우, 공공-불순물 혹

은 공공 등의 회복에 의하여 수명 τ1, τ2 모두 감소하고 I2는 증가하였다. Fe-Cu 

시합금의 경우, τ1은 약간 감소하고 τ2는 변화없이 I2가 40%에서 30%로 감소하

였는데 이것은 interstitial 형태 결함들의 분해에 따른 미세기공의 농도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ure Fe의 양전자 수명이 Cu를 불순물로 갖고 있는 

합금보다 조사 후 양전자 수명이 상 적으로 짧은 것은 예상외이며 추가 분석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Cu 불순물을 포함한 시료에서는 양전자 수명이 상 적으로 

짧아야 한다. Cu양이 증가할수록 양전자 수명이 작아지는 것은 조사후 생성된 

microvoid의 크기가 Cu의 영향으로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Cu가 vacancy의 

이동 및 결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50℃ 열처리 후, 양전자 수

명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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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Grain size 

[μm]
τ1 [ps] τ2 [ps] I2 [%] τ1

TM [ps]

H1 25 91 138 71 83

H2 60 89 141 68 82

H3 110 91 133 62 86

Table 3-5-6. 결정립 크기에 따른 양전자 수명과 상 도

Table 3-5-7. Pure Fe 내 결함 형태에 따른 양전자 수명

Defect τ [ps] 

 Fe-bulk 106

 Fe-screw dislocation 142

 Fe-edge dislocation 165

 Fe-monovacancy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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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4. 2상 영역 열처리 적용 유무에 따른 3.0MeV 양성자 조사 및 회복 

특성. (a) hardness 변화, (b) 양전자 수명 변화.

Fig. 3-5-15. 한 종류의 결함이 존재할 경우의 Trapp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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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6.  3.0 MeV proton 조사한 Fe에서 Cu 불순물의 효과

 : a) 양 자 수명, b) 미세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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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는 원자력재료 내환경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과제내의 타과제와 달리 

2002년부터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다. 조사손상 평가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일부 세

부과제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고, 중복되거

나 고급기술 즉, 측정상의 전문기술의 확보가 어려웠으며,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2단계부터 현용 원자력 시스템용 재료의 조사손상 

뿐만 아니라, 차세  원자력 시스템을 위한 재료개발에서도 재료의 조사손상과 관

련한 연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원자력연구기관의 연구수준

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세부과제로 독립시키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절실한 문

제인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확보된 기술을 각 세부과제에 지원 및 전파시키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세부연구를 수행하였고, 목표 달성도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2단계 연구목표

○ 재료 조사효과 모의 및 조사결함 평가/분석, 조사손상 기구규명 기반 기술개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간이 조사재 시험 

시설 및 방사성 

시료 

원격취급/시험장

치/기술 개발

• 기초 간이 조사재 시험시설 구축

• 조사재 시료 연마, 절단 장비 확보

• 조사재 미세조직 및 분석 체계 

구축

• 조사시료 원격취급용 ball 

manipulator, radiarm 등 확보

•전동식 소형 인장/압축시험기를 

  조사재 시험전용으로 개조

20 100

중저준위 

조사재 

시료 

시험을 

위한 기초 

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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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원전환경모사 

조사 시험 및 

물리적 조사 

손상량 측정/해석 

기술개발

• 중성자 spectrum 계산, dosimeter 

측정기술 및 조사손상량 평가 기술 

개발

• SRIM 코드를 이용 가속기 조사재 

분석

• 압력용기강의 가속기 조사 실험, 

평가

• 가속기 온도 및 분위기 조절 

조사장치 설계 및 제작

20 100

하나로 

조사  

시료의 

조사손상량 

분석 기술 

확보.

가속기 

조사에 

의한 원전 

조사 모사 

기술 확보

조사효과 극미세 

재료 평가 및 분

석기술개발

•조사손상 평가용 모델합금 제조

•시간분해능 210ps의 양전자 

소멸(PA) 수명 측정 장치 구축 및 

조사재 시료 결함 분석

•방사화 시료 분석을 위한 3 

detector system 예비구축

•국산압력용기 2종의 열처리조건에 

  따른 이온조사 및 회복 거동 분석

•양전자 수명과 Trapping 모델을 

이용한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 

평가

•Pure Fe, Fe-Cu 시합금 2종에 

한 이온조사 및 회복특성 평가 

•하나로 조사재 및 가속기 조사재의 

물리적 조사손상량 (dpa) 결정 절

차/자료 생산

25 100

- 조사취화 

특성연구를 

위한 

Fe-Cu 

합금 제조

-조사결함 

종류별 

분석 기술 

규명. 

-나노 결함 

분석.

-세계적 

수준의 

시간분해

능



- 363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중성자 소각 산란(SANS)기법에 

의한 나노결함 평가 및 해석절차 

구축

•자기적 방법을 이용한 조사취화 영향 

평가 

  및 신호분석

• 나노 조사결함의 전자현미경 분석 

기술 개발

• 가속기 조사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 기술 개발

•HVEM을 이용한 조사결함 생성 

실시간 분석 

-나노 크기의 

조사

결함 종류별 

분석 

기술 확보

초음파 및 

전자기적 

기술이용 조사 

취화도 평가 기반 

기술 개발

• 미소자기적 방법을 이용 

압력용기강에 한 조사취화평가 

• 입력용기강 재료의 고온 탄성 계수 

측정용 고온초음파공명측정 장치 

개발 및 측정

• 비저항측정, 거 자기저항측정, 

초전도 양자간섭장치에 의한 

조사취화 결함 측정 능력 평가

10 100

다양한 

비파괴적 

방법의 

조사취화 

평가 

가능성 

실험확인 

및 평가

조사취화 및 조사

손상 극미세기구 

규명 기반기술개

발

• 분자동력학, KMC에 조사결함 

전산모사 

• 가속기 조사 스텐레스강의 경화 

기구 분석

• 가속기 이온조사 RPV Model 

alloy  steel의 조사율 효과 평가

•조사손상 전산모사 코드의 

병렬계산이 가능한 8 node PC 

cluster구축

15 100

조사결함 

전산모사 

기반 기술 

확보 

- 관련코드 

도입  

코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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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조사시험용 모델

합금제조
Fe-Cu model alloy 6종 제조완료 10 100

제조 및 성

공적 완료

총계 100 100

연구논문의 연도별 발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단위: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5 3 1 4 1 7 7 14

논문발표 20 7 23 7 14 7 57 21

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간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방사성시료 원격취급 시험장치/기술 개발

중소형 조사재 시편을 취급할 수 있는 semi-hot laboratory와 조사재 취급 장비

를 확보함으로써 원자력재료 내환경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과제내의 각 세부과

제 뿐만 아니라, 연구소내의 조사재 시료의 실험을 원하는 과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로 시급하였던 증기발생기 손상인출관의 분

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실험을 조사재시험시설(IMEF)을 이용할 경우, 

작업상의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고가의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원전환경모사 조사시험 및 물리적 조사손상량 측정/해석기술개발

조사재의 특성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변수는 조사량이다. 특히 중성자조사량은 하

나로 조사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그동안 직접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확보하게 됨으로써 동일 캡슐에 포함되어 있던 각 분야의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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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중성자 조사량과 조사손상량 즉 dpa 값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

는 하나로 운영부서에서도 하나로 운전을 위한 귀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아울러 본 

기술의 확보로 향후 하나로조사시험에서 중성자 조사량 및 조사손상량에 한 측정 

및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조사손상 전산모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조사손상 

전산모사기술은 조사시험을 통하지 않고 전산모사만으로 재료의 조사손상 특성을 

해석 및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하여 직접실험으로 조사손상을 평가한 결

과에 하여 이론적 원인 규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외국

과 비교할 경우 아직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원자력연구소 뿐만 아니라 

학 및 타 연구기관에도 기술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차세  원전재료의 선정에는 조

사손상에 의한 재료 특성변화를 파악하여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차세  원전시스템

의 환경 조건에서 실험할 수 있는 연구장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산모사에 의한 

재료의 조사손상 평가 및 예측이 필수적이다. 차세  원전 연구가 최근 진행됨에 따

라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된다.

(다) 조사효과 극미세 재료평가 및 분석기술개발

전자현미경에 의한 조사결함 분석은 크기가 2 nm 이상인 결함의 분석이 가능하

다는 제약이 따르지만, 조사결함의 성장 및 회복, 전위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많은 

정보에 있어서 정량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결함 즉 black dot를 국내 기술로는 최초로 관찰할 수 있었다. 가속기 조사재

로부터 TEM 시편 제작기술개발, 조사결함 즉, 전위 loop의 Burgers vector 및 

loop의 종류 분석법 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원자력재료의 조사손상분석에

서 기본적인 기술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고전압전자현미경이 가동되어 국내 최초로 전자조사에 

의한 조사결함 생성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조사량과 조사결함의 생성을 정확하

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전압전자현미경의 활용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해외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있으나, 조사결함의 분석에 한 연구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향후 많은 연구

결과가 기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된 전자빔가속기와 병행하여 활용함으로

써 양기관간의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사손상연구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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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TEM에 의한 조사결함 분석기술은 원자력재료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의 결함 연

구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중성자소각산란(SANS)에 의한 분석은 TEM의 한계인 2nm 이하의 조사결함 분

석에 적용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내최초로 중성자 조사결함과 나노크기의 석출물 분

석을 수행하였다. 하나로 SANS 분석장치가 설치되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따라

서 조사결함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PAS 분석은 vacancy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내 최초로 조사결함의 분석에 

시도하였다. Vacancy 분석기술은 결함의 회복 거동과 그 기구 파악에 매우 유용하

다. 

조사결함 분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조사손상을 평가

할 수 있는 기반기술의 확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라) 초음파 및 전자기적기술이용 조사취화도 평가 기반기술 개발

비파괴 기술을 이용한 조사결함분석기술 개발은 기존의 분석기술에 한 체기

술개발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 가능성

만 제시되는 정도이다. 나노크기의 조사결함의 분석에의 적용에는 아직 문제가 있

으나, 연구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기술은 일반적인 균열크기의 

측정이다.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기술이 많지만, 특이한 위치의 균열 및 손상은 적

용이 어려운 경우에 본 연구를 통해서 확보된 기술로써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

후 이러한 기술은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개발코자 한다. 

(마) 조사취화 및 조사손상 극미세기구 규명 기반기술개발

개발된 조사결함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조사손상평가에의 적용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용 원전재료를 포함한 차세  원전 시스템용 재료의 조사손상 평가

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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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조사손상 평가 기술은 원자력재료연구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원자력재료의 설계, 신뢰성 평가, 재료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이다. 즉, 원자력재료 연구로서 진행되고 있는 파괴특성 평가, 고온강도 평가, 부

식특성 평가, 중수로 압력관 재료 연구에 기본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취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재

료 취화로 인한 운전정지의 방지, 안전운전 지침 수립, 수명연장 등에 관한 기술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조사결함의 측정 및 분석기술은 조사결함이 나노 크기이기 때문에 고전적 기술

로서는 불가능하고 첨단의 기술이 필요하다. 나노 크기의 석출물을 분석하는 

SANS 및 SAXS, 나노 크기의 void 측정을 위한 PA 기술, 나노 크기의 

dislocation loop를 TEM으로 분석하는 기술 등은 NT 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다. 

각 기술별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간이 조사재 시험 시설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1차 의결 사항으로 ‘원전 증기발생기 안전성 향상 종합

책’의 이행사항의 하나인 손상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손상 원인규명을 위한 방사성 

인출전열관에 한 연구가 동 시설에서 수행이 가능하게 됨. 이는 원자력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원전에서 손상된 재료 중에서 중저준위의 오염된 시료 및 극미소시료의 분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향후 원전에 한 현장지원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게 됨.

(2) Dosimetry 측정 및 조사손상량 평가 기술개발

하나로 조사시험에서 시료의 중성자 조사량 및 조사손상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외부의 하나로 조사시험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기술은 현재 원전의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및 이와 관련한 

ex-vessel dosimetry 기술개발에도 응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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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속기 이용 조사시험 기술 개발

GEN-IV형 원자로 재료선정을 위한 연구에서 가속기에 의한 조사손상 평가 기

술은 필수적임. GEN-IV형 원자로 재료는 기존 원전의 원자로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 즉, 고온의 고방사선 분위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험용 원자로의 조건에서

는 연구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는 차세  원자로의 재료연구의 기반기술로서 의미

가 있다.

가속기 조사 온도 및 분위기 조절장치의 설계는 현재 진행중인 양성자 가속기 

설치 및 전자빔 가속기 설치에서 피조사재의 온도 및 분위 조절장치 설계에 응용 

할 수 있는 기술임. 가속기를 이용한 재료표면 개질에도 응용이 가응한 기반기술

임.

(4) TEM, SANS 및 PA를 이용한 나노 결함 분석

TEM 분석기술은 재료의 미세조직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기술로

서 활용된다. 특히 나노 크기의 결함분석 기술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서 각종 조

사재의 분석에 활용될 것이며, 향후 전력반도체의 switching time 조절기술에 접

목할 에정이다. SANS를 이용한 나노 석출물 분석 기술은 나노 입자의 분석에 활

용하는 기술로 기초과학 연구에 이용이 가능함.

PA에 의한 vacancy 분석기술은 반도체 연구에서 많이 활용이 가능하며, 구축

한 PA장비는 아직 외부에 홍보가 되지 않아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결함 

연구를 하는 산학 여러 기관과 공동 활용이 가능 함.

(5) 초음파 및 전자기적 기술이용 조사 취화도 평가 기반 기술

산업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의 하나로 응용분야가 매우 넓으

며, 이의 응용분야로서 자기적 방법에 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평가 기술은 

특허 출원하였음.

(6) 조사손상 전산모사

조사손상 전산모사 기술은 국내 최초로 시도한 기술로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실

험에 의한 조사손상 평가에는 많은 비용, 시설 및 방사선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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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술임. 

기초과학 분야 및 반도체 분야에서는 분자동력학 및 KMC 전산모사에 의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조사결함 거동에 관한 전산모사기술의 

개발 특히 병렬화처리 기법은 타 전산모사 연구에도 활용이 가능함.

GEN-IV 연구에서 초기 재료 선정에서는 전산모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

임. 향후 GEN-IV 연구가 진행되면 괄목할만한 기여가 예상 됨.

(7) 조사손상 기구 규명

본 연구에서 제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손상 기구 규명과 관련한 연구는 

그 결과로부터 내방사선 재료에 필요한 요건이 도출되며, 원전에서 원자로의 안전

규제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생산되므로 원자력안전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원자로 재료에서 불순물이 조사손상에 미치는 효과가 규명됨으로써 규제 요

건의 타당성에 한 자료로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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