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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당면한 연구로 및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 해체 적용기술을 개발하고 고방사성시설 해체기술을 개발  

 하여 국내 해체 기술기반 구축 및 해외 기술 수출 선도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2. 연구결과

  •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알파선 측정이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한 이중구조 섬광체 검출소재 제조기술과 알파/베타/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

여 phoswich 검출기를 개발하 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내부 방사성 오염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장

비를 제작하여 기술을 실증하 음.

  • 해체 공법의 최적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모듈과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 고, 가상의 해체 환경

에서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를 모사함으로써 해체대상물에 따라 해체 공정을 평가할 수 있는 해체 디지

털 목업을 개발하 음. 또한, 국내 여건에 적합한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을 산정 방향 및 범위를 설

정하여 비용 산정 계산방법 및 관계식을 독창적으로 완성하 음. 또한, 연구로 2호기 해체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작업시간 및 작업난이도 인자를 산출하고 이러한 비용 향인자를 매개변수로 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검증하 음.

  •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로 2호기의 흑연을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물리적, 방사선학적 특성 변화와 내부 저장에너지 및 방사성기체의 방출특성을 평가하여 

흑연 처리공정 개발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장에너지 제거공정, 방사성 

기체 및 분진 처리기술, 절단 및 취급 기술, 감용처리 기술 등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처리를 위한 단위

기술들을 개발하 음.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안전한 저장관리를 위해 흑연의 Wigner 에너지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고, 연구로 2호기 흑연 처리에 적합한 가열냉각 공정장치와 감용처리 장치를 설계․제작하

여 실증시험을 완료하 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원자력시설, 해체, 배관 오염도, 디지털목업, 흑연폐기물, 위그너에너지

  어
 Nuclear Facility, Decommissioning, Pipe Contamination Measurement, 

 Digital Mock-up, Radioactive Graphite Waste, Wige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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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연구시설 해체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통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종으로 오염이 되어 있으며, 오염의 정도는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

야 한다. 그러나 배관과 같이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폐기물은 기존의 수작업에 의해서는 오

염도 정도를 측정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

에서도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여 시험하 으나, 실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비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되는 

배관의 방사성 오염도 측정에 이용되므로,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알

파/베타선 및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출

기를 배관 내부로 이송하여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오염물질이나 슬러지에 의하여 

측정 장비의 오염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장비의 개

발은 없는 상황이다. 즉,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관 내부의 오염 물질에 

의한 측정 장비의 오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알파/베타 그리고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

하여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2.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해체기술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체활동정보(해체 

시설정보, 해체 작업자 정보, 방사선학적 정보, 폐기물 정보 등)를 관리하는 해체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체일정 및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들 시스템으로 

추출된 자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이다.

해체비용 산정은 해체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해체 적용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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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바탕으로 평가되고 비교되는 것처럼, 해체 비용 또한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고려

되어야 한다. 해체 계획이 완성될 때, 세 하게 사전에 분석한 비용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인 

면에서 확실성을 보장해준다. 원자력시설 해체비용은 시설의 규모,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조

건, 해체기술 및 인력 투입 등에 따라 다르다. 해체비용 선정 결과의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해체비용 산정은 해체활동별 상세한 작업 및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연구시설에 적합한 해체비용 산정 및 평가 방법론을 개

발이 필요하다.

3.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흑연(Graphite)은 지속적인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Wigner 에너지라 불리는 저장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저장에너지를 가지는 흑연은 외부 환경조건(온도상승 등) 변화에 의

해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250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중성자 조사 

흑연이 용기 내에 저장될 경우 고온으로 인해 용기 내벽이 손상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

고 계속 축적될 경우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성자 조사 흑연은 흑연 내 

precursor 등에 의해서 독성 방사성기체를 함유하고 있으며, 불순물의 방사화에 의해서 다양

한 방사성 핵종이 함유되어 있어 저준위에서부터 고방사능을 갖는 폐기물로 발생하게 된다. 

에너지 방출시 방사성 유해기체도 함께 배출되고, 연료 장전 구멍이 있는 흑연 감속재 블록

을 고 도로 포장 및 저장하기 위해서 절단할 경우 방사성 기체뿐만 아니라 방사성 흑연 분

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 흑연은 다른 해체 대상물과 달리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이 다르고 방사성 기체를 함유하여, 이를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조사 흑연의 물리적, 방사선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연구로 2

호기 흑연을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 흑연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단위공정들을 개발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및 검출기 특성 평가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 알파/베타/감마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특성 평가 및 시험

○ 알파선 측정용 섬광 검출소재 개발

   - 섬광체 함침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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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구조 검출소재 제조 및 성능 평가

   - 섬광 검출소재 제조조건 표준화 및 시제품 제조

○ 알파/베타/감마선 오염도 동시측정 기술 개발

   - 방사선 동시측정용 검출기 구성

   - 방사선 동시 및 분리 측정 신호처리 회로도 구성 및 평가

   - 방사선 동시측정 검출 시스템 구축 및 검출 성능 평가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장비 개발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관로 이송장비 설계 및 제작

   - 검출 시스템 및 이송장비 통합, 보완 및 개선

   - 오염도 평가 및 장비 제어 프로그램 개발

   -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적용 시험

2.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가.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개발

○ 해체 DB 시스템과 3D 모델링 통합

○ 해체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설계 및 분석

   - 기술현황 분석

   - 해체 시나리오 선정 및 모델링 

   - 해체정보 평가 요소기술 분석 및 방법론 도출(해체일정 모사, 폐기물량 산정 모사, 

해체공정 평가 및 분석)

○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모델링 및 프로그래밍

   - 해체정보 평가 모듈 프로그래밍

   - 가상 해체공정 구현 프로그래밍 

○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구축

   - 해체정보 단위요소 기술 개선 및 검증

   - 해체정보 단위요소 기술 통합

나.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개발

○ 해체비용 산정 방향 수립

   - 해체비용 산정 지침 및 범위 설정

○ 해체비용 산정 구조 완성

   - 해체비용 산정 기본 구조 설정

   - 해체비용 산정 항목 설정

○ 해체비용 산정 인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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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비용 단위비용인자 분류 기준 설정

   - 해체비용 단위작업시간 산출

   - 해체비용 작업난이도 인자 산출

○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완성

   - 해체비용 계산 방법 도출

   - 해체비용 계산 관계식 완성

○ 해체비용 전산 프로그램 개발

   - 해체비용 자료 입력 및 계산 절차 수립

   - 해체비용 산정 데이터베이스 설계

   - 해체비용 산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검증

3.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 중성자 조사 흑연의 물리․화학적/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및 시험

- 연구로 2호기 흑연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중성자 조사에 의한 흑연의 물성변화 분석 및 시험

- 연구로 2호기 흑연의 열분해 특성 실험 및 평가

- 중성자 조사 흑연의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 흑연 내 저장에너지/방사성기체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 중성자 조사 흑연의 내부 저장에너지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방사성기체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 흑연 저장에너지 제거를 위한 가열냉각 공정 개발

- 저장에너지 방출 특성 평가

- 가열냉각 공정 최적 운전조건 도출

- 가열냉각 공정장치 설계, 제작 및 시험

○ 방사성 기체 처리 기술 개발

- 
14
CO2 흡수제 및 흡수조건 선정

- 
14
CO2 탈착 조건 선정

- 
14
CO2 흡착제 및 흡착 조건 선정

○ 방사성 분진 처리 공정 개발

- 방사성 분진 포집 시험 및 평가

- 방사성 분진 처리공정 설계

○ 흑연 취급 및 절단 기술 개발

- 흑연 취급 장치 개발



v

- 흑연 절단 기술 개발

○ 중성자 조사 흑연 감용처리 공정 개발

- 흑연 감용처리(고온분해) 조건 도출 시험

- 흑연 고온분해 속도론적 해석 및 방사성핵종의 거동 특성 평가

- 흑연 고온분해 공정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

Ⅳ. 연구개발결과

1.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특성 평가 및 측정 시스템 구성

  - 알파선 측정용 섬광체 복합소재 개발

    ․알파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조건 확립 : 제조의 용이성 및 배관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 확보

    ․검출효율 : 50% (상용제품과 유사)

  - 베타선 측정용 검출기 최적조건 도출

    ․소형 배관에 적용이 우수한 형상 결정 : 직경 26mm, 두께 4mm

    ․검출효율 : 25%

  - 감마선 측정용 CdTe 검출기 선정

    ․우수한 에너지 분해능 : 5%

    ․저에너지 측정 가능 : 10 keV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동시측정기술 및 검출기 이송장비 개발

  - 방사선 동시측정용 검출기 및 기술 개발

    ․알파/베타선 동시측정용 phoswich 검출기 개발 : 검출기의 일체화 및 소형화

    ․파형분석법을 이용한 신호분리기술 구현 : 분리도 99%

    ․일체형 알파/베타/감마선 동시 측정 시스템 구현 : 방사선 동시 측정 및 핵종 분

석 가능

  - 검출기 이송장비 개발

    ․배관 내부 감시, 검출기 이송, 및 측정 위치 확인 : 정  위치 제어 가능 

      ±1 cm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 시스템 개발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장비 개발

    ․검출 시스템 및 이송장비 통합 : 현장 측정이 가능하도록 일체화 및 소형화

    ․방사선 평가 및 장비 제어 프로그램 개발

    ․오염도 측정 목표치 : 알파 (0.04 Bq/cm2),베타(0.4 Bq/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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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성능 : 10 m/hr

2.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가.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개발

○ 해체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구축

   - 연구로 1호기, 연구로 2호기 DMU 구축

○ 가상 해체 공정 구현

   - Thermal column, 빔포트, 콘크리트 차폐체, 노심

○ 해체정보 산출 모듈 개발

   - 해체일정 산정

   - 해체작업 비용 산정

   - 폐기물량 산정

   - 방사화 가시화

○ 해체정보 평가 방법론 개발

   - 계층분석과정법, 다속성 효용이론 적용

나.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개발

○ 해체비용 산정 방향 수립

○ 해체비용 산정 구조 완성

   - 6개 비용그룹(Cost Groups), 38개 비용작업(Cost Tasks), 46개 하위작업(Cost 

Subtasks)으로 구성된 기본 구조 완성

○ 해체비용 산정 인자 산출

   - 해체대상물의 모양 및 형태에 따른 단위작업시간 산출

   - 해체비용 작업난이도(복잡도/ALARA/PPE) 인자 산출

○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완성

   - 해체비용 기본구조 및 인자를 매개변수로 하는 계산 방법 및 관계식 완성

○ 해체비용 전산 프로그램 개발

   - 해체비용 산정 데이터베이스 설계

     ㆍ기본코드 28개 테이블, 계산결과 11개 테이블로 구성

   - 해체비용 산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ㆍ기본코드 자료관리 모듈

     ㆍ비용 산정 파일 생성 및 자료 입력 모듈

     ㆍ산정 계산 및 합산 처리 모듈

     ㆍ비용 산정 결과 조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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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 중성자 조사 흑연의 물리적․방사선학적 특성 자료 확보

○ 연구로 2호기 흑연 내부 저장에너지 정량화 및 제거공정 개발

○ 중성자 조사 흑연 감용처리 공정 개발

○ 방사성 기체(
14
CO2) 및 분진 처리 공정 개발

○ 연구로 2호기 흑연 처리 실증 시험 완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의 배관류 폐기물의 방사성오염 측정장비로 활용하며, 

향후 상용화하여 가동 중인 원자력시설의 매설된 배관의 오염검사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한, 현장 적용 시험을 통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해외 해체 사업의 배관 오염

도 측정장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알파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기

술은 대면적의 위치 민감형 검출기나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차폐용 검출기로 사용하는 guard 

검출기용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로 및 원자력 연구시설 해체계획 수립 시 해체 대상물에 대한 해체 절차, 시나리오, 폐

기물 발생량 및 비용 등 다양한 해체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해체 대상물에 대한 해체절차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해체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체 계획 수립 시 해체 

관리자와 설계자에게 중요한 평가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은 해체 대상인 원자력시설의 특징, 구성요소, 해체작

업 절차 및 공법에 맞게 비용계산 방법과 비용인자를 설정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소규모 원자력시설 뿐만 아니라 상용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력시설에까지 해체비용 

산정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연구로 1, 2호기 해체 시 발생되는 중성자 조사 흑연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흑연 감속로 해체 참여를 대비한 

요소기술 개발의 기반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공정은 향후 북한의 5MWe 흑연감속로 해체 시 다량(약 600톤)으로 발생될 중

성자 조사 흑연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반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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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문  요  약  문 )

Ⅰ. Project Title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for nuclear research reactor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echnology for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Generally a great quantity of waste was generat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These wastes are contaminated with various types of alpha, beta, and 

gamma emitting nuclides. The contamination level of the decommissioning wastes must 

be surveyed for free release or reuse.

Surface contamination is divided into removable and fixed contamination. Fixed 

contamination is measured by a direct method with a portable contamination monitor. 

Removable contamination is measured by an indirect method using smear paper and a 

low background proportional counter. A direct method can’t distinguish between the 

removable and fixed contamination. Although the high background disturbance would 

degrade the detection accuracy of a direct measurement device, the device is commonly 

applied for on-site measurement at the contamination sites. This kind of direct surface 

contamination measurement is carried out with a gas or scintillation counter. Large area 

scintillation detectors can be used for simultaneous detection of alpha- and beta- 

particle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count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level inside 

a pipe using conventional counting methods because of the small diameter of the piping. 

Also, it would be useful if the surface contamination of the alpha and beta-ray could be 

simultaneously measured in the nuclear facilities. Such a contamination measurement 

could be conducted by proportional counter or phoswich detectors. But the proportional 

counter is very difficult to make in a small enough size to allow inserting into a pipe. It 

is possible to manufacture the phoswich detector for small size and simultaneous 

counting of the alpha- and beta-ray.

In the developed counties of the decommissioning technology such as Americ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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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they developed the measuring device for the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easurement technology for the in-pipe surface contamination.

2. A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inform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develop the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for supporting the decommissioning,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n the basis of the 

decommissioning database system managing the information of decommissioning activities,  

analyzing and evaluating data of the dismantling schedule, waste volume, dismantling 

cost, and so on.

The reliable cost estimating of decommissioning activities is one of key elements to 

manage and plan the decommissioning projects of nuclear facilities. So the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are evaluated by view of efficiency, as the decommissioning 

cos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over the length and breadth of decommissioning 

plans. Finished the decommissioning plans, the preliminary analyzed costs information 

guarantee much more the economy and reality of decommissioning plans and policies. 

Decommissioning costs depend on the complexity of the nuclear installations, its 

site-specific physical and radiological inventories. In fact, the uncertainties of 

decommissioning costs are increased due to several conditions. The decommissioning 

costs of nuclear facilities must be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subtasks and 

resources by the tasks of the decommissioning activities. In other words, on the basis of 

selecting the classified activities and resources, costs are calculated by the items and 

then the total costs of all decommissioning activities are reshuffled to match its usage 

and objectiv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site-specific methodology for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of nuclear research facilities in korea.

3.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y for irradiated graphite

The irradiated graphit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n other decommissioning waste 

due to it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nd also because of the presence of tritium 

and carbon-14. Therefore radioactive graphite dismantling, handling, conditioning and 

disposal are a common part of the decommissioning activities. The irradiated graphite 

waste retain substantial amounts of stored energy (Wigner energy) and thus to support 

their packaging, storage and ultimate disposal,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relea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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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gner energy.

In this study, the radiolog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graphite waste from the 

decommissioning of KRR-2 have been investigated to analyze their irradiation effects. 

The basic theories of the accumulation of Wigner energy in graphite waste and its 

release were review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ease of Wigner energy activation 

energy spectra were derived from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of samples of the 

KRR-2 graphite. And the destruction characteristics of graphite waste were investigated 

at various thermal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volume reduction technolog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1.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echnology for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 A state of the art on the measurement of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inner surface of a pipe and estimation of the detector characteristics

   - A state of the art on the measurement of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inner surface of a pipe

   - Estimation and test of the detector characteristic for measuring the alpha, beta, 

and gamma particles radioactive contamination

○ Development of the scintillator material for counting alpha particles

   - Establishment of preparation procedure for scintillator embedded material

   - Performance test and preparation of the dual layer counting material

   - Standardization of the preparation condition for scintillator material and 

manufacture of a prototype

○ Development of the simultaneous alpha/beta/gamma-ray measurement technique

   - Constitution of the radiation detector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 Constitution and test of the signal process circuit for a simultaneous and 

separate radiation measurement

   - Performance test and construction of the simultaneous radiation measurement 

system

○ Development of the in-pipe contamination monitoring equipment

   - Constitution and concept establishment of the in-pipe contamination monitoring 

equipment

   - Disign and manufacture of the in-pipe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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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bination, revision and improvement of the detection and transfer system

   - Development of the estimation and control program

   - Manufacture of the prototype and performance test in the decommissioning site

2. A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Interface between the decommissioning DB system and the 3D and simulation 

data

○ Analysis and design of digital mock-up system for dismantling process

   - Analysis of state of the art

   - Selection of dismantling scenario and modeling

   - Selection of the evaluation items for evaluating a dismantling scenario and 

derive their methodology(dismantling schedule, waste estimation, evaluation and 

analysis of scenario)

○ Modeling and programming of Digital Mock-up system

   - Programming of the data-computing modules

   - Programming of the dismantling simulations 

○ Development of digital mock-up system 

   - Improvement of the data-computing modules

   - Integration of the data-computing modules

○ Establishment of an approach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Guideline and scope of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onfiguration the basic structure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onfiguring the basic structure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onfiguring the items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alculation of the factors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alculating the unit factors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alculating the work difficulty factors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ompletion of the methodology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Identify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ompleting the calculation function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program

   - Designing the database modeling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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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ing the program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Testing the methodology and program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3.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y for irradiated graphite

○ Investigation on the physical and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graphite

   - Investigation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KRR-2 graphite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rmal destruction of KRR-2 graphite

   - Analysis of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of KRR-2 graphite

○ Analysis on the release characteristics of stored energy (Wigner energy) and 

radioactive gas in irradiated graphite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release characteristics of Wigner energy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release characteristics of radioactive gas

○ Development of the annealing process for the remove of Wigner energy

   - Assessment of release characteristics of Wigner energy

   - Selection of operating condition for annealing process

   - Demonstration of annealing process

○ Development of the radioactive gas treatment technology

   - Selection of the absorber and the absorption condition of 
14
CO2 

   - Investigation on the desorption condition of 
14
CO2

   - Selection of the adsorbent and the adsorption condition of 
14
CO2

○ Development of the radiaoctive dust treatment process

   - Experiment of the radioactvie dust filtration

   - Design of the radioactvie dust treatment process

○ Development of the handling and cutting technology for irradiated graphite

   - Development of the graphite handling equipment

   - Development of the graphite cutting technology

○ Development of the volume reduction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irradiated 

graphite

   - Investigation on the volume reduction (high temperature oxidation) condition 

     of irradiated graphite

   - Thermodynamic model analysis and investigation on the behavior of 

     radioactive elements during thermal treatment of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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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the fluidized bed oxidation process and the demonstration for 

     the volume reduction of irradiated graphite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echnology for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 Characteristic test of the detector for radiation measurement in the pipe and 

constitution of the measurement system

   - Development of the scintillator material for alpha particles

     ․ Establishment of the preparation condition of the detecting material for alpha 

particles : easiness of preparation and flexibility of the material

     ․ Detection efficiency : 50%

   - Establishment of the optimum condition of detector for beta particles

     ․ Determination of the shape applicable to a pipe internal : diameter 26mm, 

thickness 4mm

     ․ Detection efficiency : 25%

   - Selection and test of the CdTe detector for gamma-ray

     ․Excellent energy resolution : 5%

     ․Possibility for measurement of the low energy gamma : 10 keV

○ Development of the simultaneous radiation detection technique and detector 

transfer equipment

   - Development of the detector and technique for a simultaneous radiation 

measurement

     ․Development of the phoswich detector for a simultaneous alpha- and beta 

particle detection : a integrated and small size detector

    ․Signal separation technique using pulse shape discrimination : degree of the 

separation 99%

   - Development of the detector transfer equipment

     ․Monitoring of the pipe internal, detector transfer, and position measurement : 

position control ±1 cm

○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system for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 Combination of the detector and transfer system : integration and compact size 

of the unit for in-situ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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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estimation and equipment control program

     ․Detection goal : alpha (0.04 Bq/cm
2
), beta(0.4 Bq/cm

2
)

     ․Measurement ability : 10 m/hr

2. A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Development of digital mock-up system 

   - Development of DMU for the KRR-1&2

○ Visualization of virtual dismantling processes

   - Thermal column, beam-port, shield concrete, core

○ Development of data-computing modules for producing decommissioning 

information

   - Calculation of dismantling schedule

   - Calculation of dismantling work cost

   - Calculation of waste volume

   - Visualization of radioactivity

○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evaluation of scenarios

   -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 Establishment of the scope and criteria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ompletion of the basic structure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6 cost groups, 38 cost tasks, 46 subtasks

○ Calculation of the factors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Calculating the unit factors pertaining to the shape and feature of 

  decommissioning objects

   - Calculating the work difficulty factors pertaining to the shape and feature of 

decommissioning objects

○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program

   - Designing the database modeling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Developing modules of the basic code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Developing modules of the data filing and input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 Developing modules of the calculation and survey for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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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y for irradiated graphite

○ Acquisition of the physical and radiological data for irradiated graphite

○ Quantification of stored energy (Wigner energy) in KRR-2 graphite and 

development of annealing process for removing Wigner energy

○ Development of the fluidized bed oxidation process for the volume reduction of 

irradiated graphite

○ Development of the radioactive gas and dust treatment process

○ Successful demonstration of KRR-2 graphite treatment process

Ⅴ. Application Plan for the Research Results

1.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echnology for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The monitoring system for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will be use in the 

decommissioning sites. The Korean Research Reactor 2 (KRR-2) is chosen as the site to 

test in a nuclear facility. KRR-2 is the one of the nuclear reactors undergoing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D&D) project. The beta/gamma survey and video 

survey examination capabilities will be demonstrated. And also Uranium Conversion 

Facility(UCF) which is another D&D in Korea site will be chosen as a alpha survey 

examination.

2. A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inform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hen planning for decommissioning of the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research 

facilities, this system can provide various the decommissioning optimal 

information of dismantling items, scenarios, waste volume and costs as evaluating 

dismantling procedure quantitatively. Therefore we expect that it will be very helpful for 

decommissioning decision makers and decommissioning designer to give important 

evaluation information when decommissioning plan stage.

The methodology of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for nuclear research facilities can 

be applicable from small nuclear facilities to large-scale nuclear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by appropriately modifying the calculating methods and factors and 

designing the program of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to the conditions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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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3.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y for irradiated graphite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be used to safely treat and manage about 13 tons of 

neutron irradiated graphite produc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KRR-1&2. Also the 

developed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utilized into the decommissioning off graphite 

moderated rector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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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세계적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급격한 원자력발전산업의 확장으로 수많은 원자력시

설이 운 되어 왔지만 40년∼50년이 경과되면서 설비의 노후화로 많은 시설들이 운전 정지

되어 해체 대상 시설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해체 산업의 증가추세에 따라 각국은 

해체와 견련 독자적인 정책과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각국의 

기술환경, 규제제도 및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해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의 해체기술은 80년대부터 일부 연구기관에서 해외 사례분석 등의 기본 연구가 진행되

어 왔으며 2001년의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

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수준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이다. 

현재 국내 해체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기적인 국내 해체 시장은 

현재 당면한 연구로 1, 2호기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단․중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및 수명연장 중심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시장과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시설 해체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및 

수명연장을 위한 해체 기술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시설의 해체는 기술산업 설비의 활용도가 높은데다 인건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

외 선진국들은 초기해체사업을 국가 해체기술 실증사업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수립

하고 관련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동남아 개도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로 중 30년 이상 된 시설들이 약 10기가 있으나 대만

을 제외하고는 해체비용 조달과 기술부족으로 해체에 임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필리

핀의 경우에는 1988년에 가동을 중지한 후 현재까지 해체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남아 개도국의 노후화된 연구로 시설 해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를 통하여 국내 기술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

에 따른 북한의 연구로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우리나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체 

요소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단계에서는 당면 국가 해체사업인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사업에 적기에 적용할 

수 있고, 원자력시설 해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해체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기술 개발” 

분야로 대별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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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발생된 배관을 재활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배관 내부의 정확

한 방사선학적인 오염 특성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Survey-meter를 이용한 오염도의 직

접 측정은 방사선의 자체흡수로 인하여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

며, 알파/베타선에 대해서는 내부 오염도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오염

도 측정의 경우도 시료채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료채취 시 작업자의 피폭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체 선진국에서 원격으로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

발 중에 있으나, 이들 장비들의 경우 많은 기술적인 문제점 때문에 실제 해체 현장에 적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비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되는 배관의 재활용 및 처분을 위한 방

사성 오염도 측정에 이용되므로,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알파/베타선 

및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출기를 배관 

내부로 이송하여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오염물질이나 슬러지에 의하여 측정 장비

의 오염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장비의 개발은 없는 

상황이다. 즉,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관 내부의 오염 물질에 의한 측정 

장비의 오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알파/베타 그리고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관 내부의 알파/베타/감마선의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 다. 배관 내부 오염도 자동측정 장비는 알파선을 검출하기 위한 고분자 섬광검출소

재, 알파/베타/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출시스템, 그리

고 배관 내부로 검출기를 이송하기 위한 장비 등 구성되어 있다. 개발한 장비는 해체 작업으

로 발생되는 배관과 같은 폐기물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

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오염도 측정에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작업 시간이 단축되

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2.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방사능에 오염됨 지역에서의 해체활동은 한계점이 많은 관계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와 해

체폐기물의 감량 및 정량적인 해체비용 평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접근 방법은 해체계획 단계에서 적합한 해체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해체 

작업량과 작업자가 받는 피폭량과 발생되는 폐기물량 그리고 해체비용을 최적화하는데 절대

적으로 필요한 기술 요소이다.

해체기술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체활동정보(해체 

시설정보, 해체 작업자 정보, 방사선학적 정보, 폐기물 정보 등)를 관리하는 해체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체일정 및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들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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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자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이다.

본 기술개발은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개발과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개발이라는 단위 기술로 크게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연구로 해

체사업을 통해 해체 기술을 적용하여 검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 해체 사업

에 공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제공한다.

3.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흑연(Graphite)은 지속적인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Wigner 에너지라 불리는 저장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저장에너지를 가지는 흑연은 외부 환경조건(온도상승 등) 변화에 의

해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250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중성자 조사 

흑연이 용기내에 저장될 경우 고온으로 인해 용기 내벽이 손상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될 경우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성자 조사 흑연은 흑연 내 precursor 

등에 의해서 독성 방사성기체를 함유하고 있으며, 불순물의 방사화에 의해서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함유되어 있어 저준위에서부터 고방사능을 갖는 폐기물로 발생하게 된다. 에너지 방

출시 방사성 유해기체도 함께 배출되고, 연료 장전 구멍이 있는 흑연 감속재 블록을 고 도

로 포장 및 저장하기 위해서 절단할 경우 방사성 기체뿐만 아니라 방사성 흑연 분진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 흑연은 다른 해체 대상물과 달리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이 

다르고 방사성 기체를 함유하여, 이를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은 연구로 해체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을 실증 및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은 연구로 1, 2호기

에 있는 약 13톤의 중성자 조사 흑연(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내 흑연의 경우 약 200 

mR/h 정도의 방사능이 측정되었음)을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 활용될 예정

이다

제 2 절 추진현황 및 연구내용

1.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가. 추진현황

○ 배관 내부의 오염도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의 기술 분석을 토대로 기존 기술 및 장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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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기술에 활용함.

○ 알파선 측정용 고분자 검출소재의 기저 고분자 소재 선정 및 기본 제조요건 등과 관련

된 요소기술은 고분자 및 막 제조의 국내 학계 전문가(경일대학교 화학공학과)의 위탁

을 통하여 공동으로 연구함.

○ 베타선 및 감마선 측정용 검출기는 기존의 상용 제품의 특성을 평가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함.

○ 방사선 동시 측정용 검출기 및 신호분리 방법은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출소재에 적합하도록 다시 제작하고 적용함으로써 동시 측정 기술을 확립함.

○ 측정 및 평가 부분은 신호처리 장치에서 처리된 신호를 PC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방사

능의 단위로 변환되어 화면에 표시 및 저장되고, 장비운 을 제어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하여 자동화를 이룩함.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비의 방사선학적 성능평가는 관련 IEEE STD, ANSI 등의 국

제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연구로 1&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시에 발생되는 

배관류 폐기물의 오염도 측정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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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상용화 방안을 마련함.

나. 연구내용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및 검출기 특성 평가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 단위기술 분석 (검출소재, 동시측정 기술, 제어 및 측정 자료 분석)

  ∙ 해체 현장의 발생 배관 및 오염도 현황 파악

- 알파/베타/감마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특성 평가 및 시험

  ∙ 베타선 측정용 플라스틱 섬광체 적용성 시험

  ∙ 감마선 측정용 CdTe 검출기 적용성 시험

○ 알파선 측정용 섬광 검출소재 개발

- 섬광체 함침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 유․무기 섬광체 및 고분자 소재 특성 평가

  ∙ 지지체 필름 제조방안 도출

  ∙ 섬광층 도포 방안 도출

   - 이중구조 검출소재 제조 및 성능 평가

  ∙ 검출소재 제조 및 형상 분석

  ∙ 섬광체 함침 고분자 검출소재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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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광 검출소재 제조조건 표준화 및 시제품 제조

○ 알파/베타/감마선 오염도 동시측정 기술 개발

- 방사선 동시측정용 검출기 구성

  ∙ 알파/베타선 동시 측정용 phoswich 검출기 설계 및 제작

- 방사선 동시 및 분리 측정 신호처리 회로도 구성 및 평가

  ∙ 신호분리 알고리즘 개발 : 파고 및 파형분석법

- 방사선 동시측정 검출 시스템 구축 및 검출 성능 평가

  ∙ 알파/베타/감마선 신호처리 장치 통합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장비 개발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관로 이송장비 설계 및 제작

- 검출 시스템 및 이송장비 통합, 보완 및 개선

  ∙ 검출기 및 이송장비의 일체화

- 오염도 평가 및 장비 제어 프로그램 개발

-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적용 시험

2.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가. 추진현황

○ 전산모사에 활용된 3D CAD와 모델링 데이터를 해체 DB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자료구조를 생성함. 해체 전산모사로부터 생성된 동 상 자료는 색인

(Indexing)기법을 사용하여 해체 시나리오 절차별로 편성하여 해체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음.

○ 원자력 선진국에서 개발된 해체 DMU 시스템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평가에 

필요한 Digital Mock-up 시스템의 기능 및 설계 요구사항을 설정하 음.

○ 해체대상물의 해체공법을 도출하고 각 공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해체공

법을 선정하 으며 해체공법에 따른 해체시나리오를 설정하 음.

○ 해체 디지털 목업 시스템과 같은 단위 프로그램들의 특성들을 분석한 후 EON 소프트

웨어, ChartFx, MS Access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서 운 할 수 있도록 Interface을 개발함.

○ 해체공정 가시화 모듈은 3DS MAX와 EON Studio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해체 절차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 으며, 연구로 시설 및 해체대상물을 일반 PC 환경에서 마우스

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관찰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 음.

○ 연구로 1,2호기의 가상해체공정을 EON Plug-in을 이용하여 Internet Explorer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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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해체공정을 구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음.

○ 해체 작업 시간은 연구로 2호기 해체 DB를 이용하여 각 공정의 단위작업시간을 도출하

고 해체 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해체작업시간을 산출하도록 하 음. 각 단위공정의 시간

을 합산하여 해체일정을 산정함. 

○ 해체 작업비용은 해체비용, 주변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구분하 고 작업 조건에 따

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함. 

○ 해체 폐기물량은 절단부위의 부피를 계산하여 예상 폐기물의 전체 용적을 산출함. 

○ 해체정보 산출 모듈은 해체 일정, 해체 폐기물량 그리고 해체 비용 산출식을 MS 

Access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하 음.

○ 해체공정 평가 방법론으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 고 두 결과를 상호 비교하

음. 

○ 해외 주요 원자력선진국 기관의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및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하여 해체비용 산정 지침 및 방향을 설정하 음.

○ 국내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에 적합하도록 설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 해체

사업인 연구용 원자로 2호기 해체 현장자료를 이용하여 비용계산의 매개변수로 사용되

는 단위비용인자 및 작업난이도 인자를 산출하 음.

○ 비용항목, 비용인자를 이용하여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의 내부 알고

리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 계산 방법과 관계식을 독창적으로 완성하 음.

○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주요 해체대상물에 대하여 해체비용 산정을 수행하여 비용 산

정 방법론 및 전산 프로그램을 검증함으로써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을 

확립함.

나. 연구내용

○ 해체 DB 시스템과 3D 모델링 통합

○ 해체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설계 및 분석

- 기술현황 분석

- 해체 시나리오 선정 및 모델링 

- 해체일정 산정 관계식 개발

- 해체작업 비용 산정 관계식 개발

○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모델링 및 프로그래밍

- 연구로 1&2호기 DMU 구축

- 연구로 1&2호기 해체공정 모사 구현(Thermal column, Beamport, 노심, 콘크리트 차

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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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구축

- 해체정보 산출 모듈 개발

- AHP 및 MAUT 해체공정 평가 모델 개발

- 해체 DB 모듈, 해체정보 산출 모듈, 및 해체공정 평가 모듈 통합

○ 해체비용 산정 방향 수립

- 해체비용 산정 지침 및 범위 설정

○ 해체비용 산정 구조 완성

- 해체비용 산정 기본 구조 설정

- 해체비용 산정 항목 설정

○ 해체비용 산정 인자 산출

- 해체비용 단위비용인자 분류 기준 설정

- 해체비용 단위작업시간 산출

- 해체비용 작업난이도 인자 산출

○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도출

- 해체비용 계산 방법 도출

- 해체비용 계산 관계식 완성

○ 해체비용 전산 프로그램 개발

- 해체비용 자료 입력 및 계산 절차 수립

- 해체비용 산정 데이터베이스 설계

- 해체비용 산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검증

3.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가. 추진 현황

○ 국외 기술현황 분석을 통해 중성자 조사에 의한 흑연의 특성변화 및 Wigner 에너지 축

적 메커니즘을 분석하 음.

○ 중성자 조사 흑연에 대한 특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로 2호기 해체시 발생된 방사

화 흑연을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물리적, 방사선학적 특성변화 평가 실험을 수

행하 음.

○ 중성자 조사 흑연의 특성평가 결과 자료와 프랑스 및 일본 전문가들과의 정보교환 세미

나를 바탕으로 흑연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위기술들을 개발하 음.

○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의 처리에 적합하도록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각 단위기술들

에 대한 실증시험을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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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 중성자 조사 흑연의 물리․화학적/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및 시험

- 연구로 2호기 흑연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중성자 조사에 의한 흑연의 물성변화 평가

- 연구로 2호기 흑연의 열분해 특성 실험 및 평가

- 중성자 조사 흑연의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 흑연 내 저장에너지/방사성기체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 중성자 조사 흑연의 내부 저장에너지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방사성기체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 흑연 저장에너지 제거를 위한 가열냉각 공정 개발

- 저장에너지 방출 특성 평가

- 가열냉각 공정 최적 운전조건 도출

- 가열냉각 공정장치 설계, 제작 및 시험

○ 방사성 기체 처리 기술 개발

- 
14
CO2 흡수제 및 흡수조건 선정

- 
14
CO2 탈착 조건 선정

- 
14
CO2 흡착제 및 흡착 조건 선정

○ 방사성 분진 처리 공정 개발

- 방사성 분진 포집 시험 및 평가

- 방사성 분진 처리공정 설계

○ 흑연 취급 및 절단 기술 개발

- 흑연 취급 장치 개발

- 흑연 절단 기술 개발

○ 중성자 조사 흑연 감용처리 공정 개발

- 흑연 감용처리(고온분해) 조건 도출 시험

- 흑연 고온분해 속도론적 해석 및 방사성핵종의 거동 특성 평가

- 흑연 고온분해 공정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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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1. 서 문

전세계 대부분의 원자력 시설들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설계적 특성과 운전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개발된 어느 한 기술이 모든 시설들에서 활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성으로 인하여 각국에서는 각자 고유의 원자력 시설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해체 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는 원격조작 및 경제성 향상 등을 목표로 기술을 개

발 중에 있으며, 방사선 측정 분야도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하여 측정 장비의 자동화 및 원격장치 개발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해체 시장의 다국적 기업화와 더불어 더욱더 가속될 전망이며, 이러한 기술 개발 추

세에 발맞추어 국내의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내 

해체기술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해외 해체시장의 참여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원자력시설 해체와 더불어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시설의 운전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

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일시에 발생되며, 해체 작업 중에 작업자들의 방사성 피폭과 방사성 물

질의 환경으로의 방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사선/능의 측정 및 평가가 요구된다.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발생된 대부분의 폐기물들은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것

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저준위의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오염 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출하

기 위해, 이런 항목들은 어떤 표면에서도 방사능 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작은 직경의 파이프 내부 표면같이 접근하기 어려

운 표면의 오염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처분을 하기 위하여 free release될 수 

없다. 즉, 해체 시 발생된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중에서 특히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미국과 일본 등 해

체 선진국에서는 원격으로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 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 다.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장비는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

어야 하며, 알파/베타선 및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출기를 배관 내부로 이송하여 측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오염물질이나 슬러지에 의하여 측정장비의 오염 가능성이 없

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장비의 개발은 없는 상황이다.

즉,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관 내부의 오염 물질에 의한 측정 장비의 

오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알파/베타 그리고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배관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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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오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배관내부 오염도 측정기술에 활용하여 실제 

해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 장비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배관에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

에 검출 시스템 이송장비의 소형화와 더불어 자동화가 요구되나, 현재까지 이러한 조건을 만

족시킬 수 있는 장비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방사성 오염도 측정 장비

의 개발 추세는 원격으로 측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의 시각화를 통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오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검출기 개발 

분야에서도 알파/베타 및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체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원자력 시설 해체 시 발생

되는 배관류의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자동 측정 장비를 개발하여 실제 해체 현

장에서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 다. 또한, 최근의 방사성 오염도 측정 장비의 개발 추세

는 원격으로 측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의 시각화를 통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오

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출기 개발 분야에서도 알파/

베타 및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목

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일본의 JAERI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서는 JPDR (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의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의 내부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ISE  (Measuring Device for Inner Surfaces of Embedded Piping)라는 장비를 개

발하 다. 개발한 MISE는 감마/베타선에 의하여 오염된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에서 바퀴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로봇에 gas-flow type 

Geiger-Müller counter를 장착하여 베타선과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MISE는 검출기에서 베타선과 감마선의 투과도 차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계하 으며, 또한 Flexible Micro Actuator (FMA)를 적용한 이동식 로

봇을 이용하여 T자와 L자형 배관에 대해서도 오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실

제 적용 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 는데, 측정 성능은 3.6 m/hr로 배관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베타/감마선에 대한 검출하한값은 0.17 Bq/cm
2
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개발한 MISE의 경우는 배관 내부를 이동할 때 배관 내부의 슬러지와 오

염 물질에 의하여 장비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베타와 감마선에 의한 오염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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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오염 특성은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미국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 - East CP-5 연구로의 해체 프로젝트에서 배

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ience & Engineering Associates, Inc. 

(SEA)에서는 Pipe Explorer
TM

를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 

측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배관 내부의 슬러지 등에 의한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Pipe Explore
TM

은 봉된 원형막(tubular membrane)을 사용하 고, 방사선 검출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원형막 내부에 장착하여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배관 내부로 이송하는 방식을 사용

하 다. Pipe Explorer
TM

은 알파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섬광이 

발생하는 ZnS[Ag] 섬광체를 polyethylene에 섞어서 고분자막 형태의 매질을 제조하 으며, 

베타/감마선의 측정을 위해서는 PMT와 연결된 light pipe를 둘러싼 동축형의 얇은 sleeve 

plastic 섬광체를 사용하 다.

배관 내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EA Inc.에서 개발하고 ANL CP-5에서 실증 시험한 

Pipe ExploereTM는 알파 또는 베타/감마선으로 오염된 파이프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치

로서,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주조 철 그리고 유리 점토 등의 대부분의 파이프 재질을 검사

할 수 있다. 파이프 시스템의 적합성에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파이프 내부의 장

애물과 파편, 파이프의 연속성과 파이프 내부의 전체적인 수분 함유량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

과 단점이 있다.

(1) 장점

   • Pipe Explorer
TM

의 멤브레인은 작업자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줄여주며, 측정 장

치와 파이프 표면과의 접촉을 막아준다.

   • 오염이 계측기로 전이되지 않고 잘못된 평가 가능성을 배제한다.

(2) 단점

   • 멤브레인은 비용과 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200-ft 멤브레인의 폐기물 부피는 

0.5 ft3)

   • 시스템의 조종이 어렵다.

   • 파이프 내부에 물 등이 고여 있을 때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파이프 내부에 많은 양의 슬러지와 같은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전개하

기 어렵다.

실제 Pipe Explorer
TM

은 직선형 배관에 대해서는 좋은 적용 예를 보여주었지만, 장비의 특

성 상 T 또는 L 자형 배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으며, 공기압을 이용하여 측정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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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기 때문에 미세 조정에 따른 정확한 오염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

국의 BNFL Instruments Inc.는 LARD(Long Range Alpha Detection) 기술의 원리에 기

초한 IonSens
TM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이 시스템은 기존의 휴대용 측정장비를 이

용한 수동 조사방법과 스메어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역의 알파선에 의한 오염

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 다.

배관 내부의 오염 물질에서 방출된 알파선은 주위의 공기를 이온화시키며, 이온화양은 알

파 방사능에 비례하는 전류를 생성한다. 검출기 장치는 전류를 측정하고 이 전기적 신호를 

알파선 오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변환된다. 이 방법은 공기 중에서 이온들의 절반이 재

결합하는데 수초가 걸리며, 아주 긴 파이프의 오염은 이 시간 내에 공기 흐름이 오염 위치에

서 측정 그리드까지 이온을 이동시킬 만큼 충분하다면 측정이 가능하다. 실제, 측정 시에는 

파이프를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측정용 chamber에 넣어서 측정한다. IonSens
TM

 시스템은 

같은 작업 중 검사되는 품목의 수 또는 품목 크기에 의존하는 수동 검사보다 훨씬 빠르게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비는 알파선 오염 핵종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최소 검

출하한값이 약 0.08 Bq/cm
2
로서 현재 국내의 알파선 표면오염도 반출제한치인 0.04 Bq/cm

2
 

이상으로서 국내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매설된 파이프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

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장의 매설된 배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할 수 없으며, 베타/감마선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베타/감마선에 의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정법을 이용해야 한다.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관련 연구는 TRIGA 연구로 및 핵연료주기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

여 ’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나, 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 및 기술현황

분석과 같은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방안 정립에 대한 개념 연구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90년

대 중반부터는 원자력 시설물의 해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기술로서 연구용 원자로 수조 내

부 벽면의 오염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수중 벽면 주행로봇 개발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오염 측정 시 전이율에 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다.

방사선 검출기의 제작기술은 일부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기초연구로 비례계수기와 같은 검

출기를 개발하여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사선검출기의 연구 개발도 조

직적으로 수행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 으며, 방사선/능 측정장비 대한 연구 개발은 저조한 

상태이며, 방사선계측기와 함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오염도 측정과 관련된 유사한 국내 기술로서는 연구용 원자로 수조 내부 벽면의 

오염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수중 벽면 주행로봇 개발이 있었으며, 이전 단계에서 개발한 

원자력시설의 건물 바닥의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의 개발이 유일하 으며, 원자력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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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 발생된 배관류의 오염 측정 및 평가 기술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개발은 전무한 상황

이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해외의 원자력시설 해체 시 개발한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장비의 경우는 자국의 실정에 맞

도록 제작하여 실제 해체 현장에서 적용성을 평가하 다. 그러나, 이들 장비의 경우는 측정 

중 장비의 오염 가능성 및 다양한 형태의 배관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범

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러한 해외의 측정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

록 개발한다면, 차후 상용 원자력 시설의 오염도 측정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개발된 

장비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된다.

즉,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검출기를 이송하여 직접 측정

• 배관 내부의 슬러지 및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검출 시스템의 오염 방지

• 알파/베타선의 동시 측정 및 감마선 오염도 측정

• 감마선 측정을 통한 오염 핵종 분석

• 다양한 형상의 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검출기 이송 시스템

• 측정 및 이송 시스템 제어 방식의 사용자 편의 환경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기술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존 기술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비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일본 JAERI에서 개발한 MISE의 경우는 배관 내부를 이동할 때 배관 내부의 슬러지와 오

염 물질에 의하여 측정 장비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으며, 또한, 베타와 감마선에 의한 오염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선에 의한 오염 특

성은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측정장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

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배관 내부의 슬러지와 같은 오염물질로부터 측

정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고, 측정 장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깨끗한 통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통형 고분자막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ANL에서 개발한 Pipe Explorer
TM

은 직선형 배관에 대해서는 좋은 적용 예를 보여

주었지만, 검출기 이송 시 공기압을 이용하는 장비의 특성상 T 또는 L 자형 배관과 같은 다

양한 형상의 배관에 적용할 수가 없으며, 미세 조정에 따른 정확한 오염의 위치를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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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그러나, 미세 조정이 가능하며 측정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MISE에서 사용한 이동식 로봇을 적용하여 원통형 고분자막 내부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장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정확한 정 도로 측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사선 측정 시 배관 내부의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에 의한 오염도 측정이 요구

되는데, MISE의 경우는 베타/감마선에 의한 오염도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선에 의

한 오염도 측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Pipe Explore
TM

의 경우는 알파와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

하고, 감마선 검출용 다른 검출기를 삽입하여 측정하는 이중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알파, 베타 

및 감마선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 다. 이러한 작업은 측정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작업의 효

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의 오염도를 하나의 측정 시스템으

로 통합하여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자칫

하면 측정장비가 대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파/베타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소형의 감마선 검출기를 적용하여 장비를 소형화할 수가 있다.

즉, 배관 내부의 알파, 베타 및 감마선에 의한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검출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알파선 측정의 경우는 장비의 오염 방지

용 원통형 고분자막에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섬광이 발생하는 섬광체를 함침시킨 

고분자 소재 섬광체를 제작하고, 베타선 측정용 검출기로서는 가공이 쉬우며 베타선에 대하

여 좋은 검출효율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섬광체를, 마지막으로 소형으로 제작 가능하며 방

사성 핵종 분석이 가능한 CdTe 검출기를 감마선 측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1. 서문

과거에는 해체절차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실제 규모의 물리적 목업 시설을 만들

어 해체절차를 개발하려고 시도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목업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해체절차를 적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 다. 최근에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목업 시설을 이용한 해체절차 개발을 컴퓨터 전산모사 기술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전산모사 기술은 다양한 해체절차를 컴퓨터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해체절차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목업 시설을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원자력 선진국들은 한 차원 진보된 기술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Digital Mock-Up 기술과 해체공정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해체정보 산출 기능을 갖는 해체 

지원 시스템들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체가 시작되고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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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2호기 해체사업과 다가올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체 사전계획 수립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이와 관

련하여 원자력선진국 기관들의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및 전산 코드에 대한 기술 분석 및 고

찰을 통하여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가.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 미국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DDROPS(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and Remidation 

Optimal Planning System) 시스템은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물들의 제염 및 해체 활동을 최적

화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ProEngineer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최적의 기술을 도

입하여 해체 대상물(파이프, 밸브, 펌프 등)의 어느 부위가 오염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폐기물의 적재 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포장 위치를 알려주며, 제염 해

체 작업자들의 피폭선량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제염 해체 현

장을 ProEngineer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며, 해체 대상물의 절단 횟수를 줄이고, 포장 도를 

최대화함으로써 폐기물 박스의 개수를 줄일 수 있고, 작업자의 피폭량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해체 대상물의 방사능 속성을 코드를 통해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그래픽

으로 보여주고 있다.

• 프랑스

CEA 산하 LIST에서 개발되고 있는 CHAVIR 는 해체 환경을 가상으로 설계한 후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의 해체 작업과 해체 후 유지 보수 등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을 목적으로 하

는 시스템이다. CEA에서 개발 중인 원격 해체 시스템 및 3D 시뮬레이션 시스템들은 CEA 

산하 연구용 원자료 및 소듐 냉각로 그리고 APM 등 다양한 해체 시설과 구조물에 적용시켜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환경은 시스템 개발에 필수 항목인 확인과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벨기에

SCKㆍCEN은 원자력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LARA 개념을 도입

하여 작업자의 위치에 따른 방사선 물질이나 방사선원을 평가하는 VISIPLAN 3D ALARA 

Planning Tool을 개발하 다. SCKㆍCEN은 VISIPLAN 3D ALARA Planning Tool에서 사

용되고 있는 피폭선량 계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수로 발전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

로 ANSI/ANS 6.6.1로부터 계산된 결과와 비교 평가를 하 으며, ESIS(European Shielding 

Information Service)와 QAD 코드 계산 결과와도 비교 하여 시스템의 검증을 확인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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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해체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3D 

CAD 데이터, 해체 물량 데이터, 방사능 재고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해체 비용과 피폭선량 및 폐기물량을 평가하는 계획 평가 시스템, 방사능량의 가시화와 해체 

공정의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상현실 가시화 시스템 및 실제 해체 시 폐기물

과 해체 공정 등 동적인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

스템은 FUGEN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3차원 형상 데이터와 설비 정비 데이터 수집을 완

료한 후 방사능 재고량을 평가하기 위한 모듈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99년에 일본 원자력연

구원로부터 개발된 COSMARD 시스템과 연동시켜 FUGEN 원자력발전소 해체 조치 계획의 

평가 작업을 실시하 다.

나. 원자력연구시설 해체 비용 산정 방법론

• 미국

 Pacific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상용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Cost Estimating 

Computer Program(CECP)를 개발하여 원자력시설의 컴포넌트, 배관, 장비에 대한 제거 비용, 

포장비용, 제염비용, 수송비용, 저장 부피 및 처리 비용, 인력 수급비용 등에 대한 산정을 하

고 있다. 계산 방법으로는 단위비용인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작업자 작업시

간, 해체작업자 피폭 노출 시간들을 고려한 산정 기능을 갖고 있다. CECP 프로그램은 해체

시설자료 처리 시스템, 비용 산정 시스템, 해체일정관리 시스템으로 분할되어 구성 및 운 하

고 있다.

• 독일

NIS에서는 모든 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해체비용 산정을 하기 위하여 Calculation and 

Cost Management(CALCOM)와 Component Registration and Analysis(CORA)로 구성된 전

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CALCOM은 원자력시설의 해체작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와 전체 해체 사업 구조 및 작업 순서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CORA

는 원자력시설의 방사선학적 특성 자료를 관리, 분석 및 평가를 하고 폐기물 최종 처분에 대

한 자료 관리를 위해 개발하여 운 을 하고 있다.

• 국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에서는 모든 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해체 계획

과 사업관리를 하기 위하여 Parametric Cost Estimation System(PRICE)를 개발하여 운 하

고 있다. PRICE는 모든 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개발하 으며 해체사업과 관련된 특정 자료 

입력을 통하여 해체사업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모든 해체활동에 대한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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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연구개발 현황

가.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기술은 본 과제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이다.

나. 원자력연구시설 해체 비용 산정 방법론

국내에서는 전력연구원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비용 산정을 위해서 미국의 해체비용 산정 

전산 프로그램인 NANDS_K 코드를 직접 도입하여 비용 계산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원자력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해체 비용 산정 방법론에 대한 기술개발은 본 과제를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분야이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가.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연구 결과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해체 통합관리 시스템은 해체 시설물의 방사능 재고량 평가

를 통한 방사화 분포도 제작과 애니메이션으로 설계된 가상의 해체 환경에서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 모사를 수행함으로써 해체 공정의 최적화 방안 도출 및 해체 작업자의 외부 피폭

선량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 다. 해체 작업자의 안전성과 해체 비용 

절감을 위해 기 개발된 다른 나라 시스템과 차별화 할 수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나. 원자력연구시설 해체 비용 산정 방법론

원자력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의 경우 세계 원자력 선진국 각 국가별로 원자력시설 현

황, 해체절차, 폐기물 분류 기준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최초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인 JPDR 해체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 산정 방법론

을 개발하여 다른 원자력시설 해체에 적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초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인 연구로 2호기 해체 현장 경험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Site-Specific)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한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은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 비용 

산정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원자력시설 해체 사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에 있어서 원자력선진국과 기

술적으로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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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1. 서 문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안전한 취급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저장에너지 제거를 위한 가열냉각 

공정, 감용처리를 위한 고온 열분해공정, 방사성 기체처리 공정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가열냉각 공정의 경우 가열로를 이용하여 흑연의 온도를 상승시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

너지(Wigner Energy)를 방출시킨다.

  조사된 흑연의 취급 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의 처리가 필요해 지면서,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C-14의 처리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여 C-14는 기체

상인 
14
CO2로 대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으며, 

12
CO2와 그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CO2 기체처리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CO2 기체처리 시보다는 높은 처리효율과 처분을 위한 고정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가. 흑연 내부 저장에너지 측정 및 제거 기술

흑연 감속재를 사용하는 가스 냉각 원자로(gas cooled reactor)에서는 방사능의 조사로 인

해 중성자가 흑연에 충돌하여 흑연의 구조적 결손(dimensional defect)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탄소 원자의 이동(displacement of carbon atom), 빈 공간의 형성(formation of vacancy), 고

도 응집(higher-order aggregate, or cluster) 현상들이 일어나 흑연의 내부 에너지를 높이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흑연 탄소 원자가 부분적 결손(localized defect)을 일으키고 이어

서 이 결손된 부분과 주변 탄소 원자 간의 계속되는 상호작용이 주변 격자 또한 구조적인(또

는 차원적인) 뒤틀림(dimensional distortion)과 물리적 성질의 변화(thermal, electric, elastic 

changes)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중성자가 빠르게 흑연과 충돌하거나 충돌 횟수가 많은 흑연

은 심각한(상당한) 격자 결손(lattice defect)을 가져오는데, 흑연의 온도가 높을 때 중성자가 

조사되는 경우에는 가열냉각(annealing) 공정이 흑연 내에 자연히 발생하지만 저온의 경우에

는 가열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격자 결손과 결부된 과잉의 에너지가 흑연 내부에 저장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성자가 조사되지 않은 흑연의 구조와 중성자의 향을 

받은 흑연과의 구조 간에 상당한 탄소 원자의 이탈(vacant lattice)과 재배치, 다시 새로 형성

된 내층(interstate) 간 상호관계(interstate- vacant)의 형성을 다음의 Fig. 2.3.1, Fig. 2.3.2, 

Fig. 2.3.3으로 설명하고 있다.

Fig. 2.3.1은 흑연 단위 셀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단위 셀 안에 탄소 원자는 4 개가 

포함되어 있다. 탄소 원자가 흑연 결정 격자 안에서 가지는 결합 에너지(binding energ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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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V이며, 중성자가 이보다 조금 큰 에너지로 탄소 원자의 핵에 에너지를 전달한다면 탄소 

원자는 비가역적으로 자리 이동(primary displacement)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분열 시 

발생하는 중성자는 광범위한 에너지 범위를 가지는데  작게는 수분의 일 eV에서 ∼10MeV까

지 에너지 분포를 가지며 평균적으로 ∼2MeV 값을 가진다. 계속해서 중성자가 탄소 원자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이 중성자가 탄소 원자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탄소 원자의 자리 이

동이 진행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탄소 원자의 이동 방향과 결정의 육각형 축

(crystallite hexagonal axis)과의 각의 함수로 나타낸다. 이 탄소 원자의 위치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Ed )는 온도의 함수로 온도에 비례하는데, 이 값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

으며 중성자가 100eV(United Kingdom, Ed = 60 eV)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가질 때 탄소 원

자의 이동이 발생하고 이동된 탄소 원자에 더 큰 에너지가 전달되면 연속적인 탄소 원자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Fig. 2.3.1  Unit cell of Graphite (before irradiated)

Fig. 2.3.2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받은 탄소 원자가 덩어리를 이루는 모양과 탄소 원자가 이

동된 빈 공간(vacant)이 비슷한 덩어리 형태를 구성하는 모형을 나타낸다. 각 덩어리 그룹은 

10개 이하의 탄소 원자와 자리 이동으로 빈 공간 간에 새로 형성된 상관관계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중성자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가 100eV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와 같은 흑연 

내부 탄소 원자의 배치(inter-atomic displacement)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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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Distribution of displaced atoms and vacant lattice sites

Fig. 2.3.3은 중성자에 향을 받은 자리 이동을 한 탄소 원자의 덩어리(cluster)가 원래 탄

소원자가 위치했던 새로운 빈 자리의 덩어리와 층간 결합 에너지를 형성하는 모형을 나타낸

다. Fig. 2.3.3(a)는 탄소 원자 덩어리 간 새로 형성된 결합 관계의 모형의 측면을 보여 주며, 

Fig. 2.3.3(b)는 상부에서 탄소 원자들의 연결 형태를 보여 준다. Fig. 2.3.3(c)는 탄소 원자 덩

어리와 빈 자리의 덩어리가 계속되는 중성자의 에너지에 의해 자리 이동을 하는 모형을 나

타낸다. 이 모형에 의하면 초기 육각형 탄소 원자의 격자 모양이 계속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를 받아 탄소 원자의 원 자리에서 이동에 의한 변형이 이루어지며 새로이 자리 이동에 의한 

탄소 원자의 덩어리와 빈 공간의 덩어리,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내층(interstate) 탄소 원자

의 형성 등, 복잡한 탄소 원자의 격자 구성이 예상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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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3.3  The intimate I-V(interstate-vacancy) pair in graphite (a) side view,  (b) 

from above, (c) zoo of close-proximity vacancies in adjacent layers

이와 같이 복잡하게 형성된 흑연 내 탄소 원자의 이동에 의한 새로운 결합 에너지, 즉 새

로운 친 한 상호관계(intimate I-V pair)를 다시 본래의 탄소 원자 구조로 원위치 시키는데 

방해하는 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층 원자 I가 현재의 위치에서 원래의 이상적

인 흑연 격자의 자리로 이동, 즉 정해진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한 탄소 원자의 

입장에서 5 개의 이웃한 탄소 원자(이웃한 3 개의 빈 공간 탄소 원자와 밑층에 있는 2 개의 

이웃한 탄소 원자)가  자유롭게 완화(freely relax)되는 상태로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흑연 

결정 구조를 이루는 탄소 원자들의 배치가 중성자가 가져오는 과잉의 에너지와 충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탄소 원자의 위치 이동과 새로운 배치에 의한 탄소 원자의 I-V 상호관계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소위 Wigner 에너지라 하며 이 

Wigner 에너지의 방출은 탄소 원자들 간의 I-V 상호관계에서 반대로 전환되는 계가 가지는 

에너지의 경로를 말하는 것이다. 

    상온에서 중성자가 조사되어 흑연 내부의 물리적(또는 방사 화학적) 변형을 일으키며 

상당한 에너지가 흑연에 저장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최고 2,700 J/g(645 cal/g)의 에너지가 

흑연에 저장된다고 보고 되었다. 이 모든 에너지가 열로 방출된다면 1,500℃까지 온도가 상승

될 수 있지만 대기 존재 하에서는 이 온도 이전에 흑연이 열적으로 산화될 것이다. 전위된

(dislocated) 탄소 원자는 상온에서부터 1,500℃에 이르기까지 원위치에 복원(restoration)하려

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주변에 약간의 열 공급이 있다면 연쇄적으로 진행되므로 이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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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폐원자로 흑연 처리의 관점이 되는 것이다. 

•Wigner 에너지 측정 방법

Wigner 에너지, 즉 흑연 내에 저장되어 있는 과잉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정  열량계 장치(high accuracy bomb calorimeter)를 이용하여 표준 연

소열을 측정한다. 표준 연소열 측정 방법은 고압의 산소 하에 흑연을 연소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의 하나로 Wigner 에너지의 총량을 근사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열냉각

(annealing)의 한 방법인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의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 삼

중수소의 방출(방사선)이 동반되므로 모든 실험 장치를 격리된 장치에서 진행하고 있다. 

Wigner 에너지의 근사적 측정이라는 의미는 Wigner 에너지의 총량에 접근하는 에너지 량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중성자가 조사된 흑연의 열처리(annealing)에서 최종적으로 1,200 ∼ 

1,600℃까지 가열 온도를 높여도 방출 열량이 계속 발견되는데 이것은 2,000℃ 가까이 온도를 

올려 주어도 Wigner 에너지 전부를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중성자 처리된 흑연 

시료를 열처리 온도 200 ∼ 250℃에서 취급할 때 총 Wigner 에너지의 90% 이상이 방출되고 

나머지 잔여 량이 더 높은 온도에서 방출되지만(탄소 원자의 재변위에 의한 내재적 에너지의 

방출) 전체 에너지의 방출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므로 흑연의 안정적 상태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DSC를 사용하여 Wigner 에너지의 측정을 보다 편리하게 많은 시료에 대해 시행할 수 있

으며 bomb calorimeter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하는 시료의 크기(양)가 극히 소량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흑연 내에 저장되어 있을 Wigner 에너지 량을 측정하는데 우선적인 비교 대상은 전혀 방

사능 조사를 받지 않은 흑연 재료(non-irradiated graphite)와 비교하는 일이 될 것이다. DSC

를 운전하는 운전 조건에 따라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로, DSC 실험을 질소 분

위기 하에서 운전하는 경우와 산소 존재 하에서 운전하는 경우의 비교가 우선 흑연의 내재

적 에너지 방출과 산화에 의한 열량 방출에 대한 자료를 제고해 주면, 중성자 처리 되지 않

은 흑연 시료를 standard로 하여 내재적 에너지, 즉 열용량(비열)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DSC 기기의 또 다른 운전 조건으로 열처리(annealing) 속도의 변화, 열처리 된 흑연 시료의 

재열처리 등 기기의 운전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중성자 처리된 흑연에 내재되어 있을 Wigner 

에너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igner 에너지 제거 기술

중성자가 조사된 흑연에 내재되어 있는 Wigner 에너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열냉각

(annealing)이라고 하며 이의 대표적인 공정을 W. Botzem과 J. Wörner(Germany)가 소개하

고 있다. 이 기술 개발 내용에 의하면 중성자 조사된 흑연 구조물 중 구조가 손상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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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amaged, Pile I reactor에서 화재에 노출되지 않은) 흑연에 대해서만 가열 냉각 처리하

다. 이 방법은 공기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argon atmosphere)의 가열냉각 방식(inert 

annealing method)으로 전자기 유도 가열(inductive heating)에 의한 Wigner 에너지를 제거

하는 기술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흑연 블록을 250℃까지 가열하며 코일을 통한 간접 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흑연 판과 타일(slat와 tile)의 크기를 각각 26 × 90 × 370 mm, 52 × 

180 × 180 mm의 크기로 절단하여 가열처리한다. 전자기 유도 가열을 통해 흑연 타일을 35

0℃까지 가열하는데 전기량 30kW, 주파수 3kHz, 전압 360∼580V를 사용하여 15분 정도(slat

의 경우 30분) 소요된다. 전류의 흐름이 높은 곳은 핫스팟(hot spot)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

지만, 흑연 표면이 대류와 방사에 의해 냉각되는 까닭에 국부적으로 그다지 높은 온도가 형

성되지는 않는다.  

이들의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보고 되지 않았으며, 가열냉각 처리공정의 최적화와 여기에

서 발생하는 방사능 배가스(radioactive fume gas)의 정도나 처리 방법 등은 아직 연구 단계

에 있다.

나. 감용처리 기술

흑연폐기물의 처분 부피를 줄이기 위한 감용처리 기술로는 소각기술이 있다. 소각이란 가

연성 물질에 열과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연소시켜 분해하는 것으로 소각장치 내에서 소각 후 

발생된 재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과 고정탄소 성분을 최소화 하고 연소가스 속에 휘발

성 유기물질의 성분을 최소화 하며 고형물질과 다른 기체성 오염물질인 산성기체 등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것을 최소화시킴으로 연소가스를 정화시켜 주어진 운전조건하에서 폐

된 용기내에서 폐기물을 태워 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

다.

•소각의 장점

- 폐기물 감량화 : 소각처리 전의 폐기물 부피의 95 ∼ 99%, 무게의 80 ∼ 85%를 연

소가스로 전환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매립처분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감소시켜 

점차 심각해지는 매립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게 된다.

-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 폐기물 중의 부패성 유기물, 병원균, 유독성 성분 등을 연소

과정을 통해 완전산화하여 무해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폐기물처리 공정보다 위생

적이라 할 수 있다.

- 에너지 회수이용 : 폐기물 중의 가연성 성분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소각공정을 

통해 열에너지로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소각의 단점

- 고가의 처리비용 : 폐기물 소각로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의 다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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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공정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비용조달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 고도의 기술 : 소각로 설치에는 고도의 기계제작 기술이 요구되며 설치된 후에도 숙

련된 유지관리기술자가 요구된다.

- 각종 2차 환경오염 유발 : 폐기물의 연소과정에서 유해한 연소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발생에 의한 수질오염, 소각재처리 등 2차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소각처리 공정에서는 이들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

종 방지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 
14
CO₂분리 회수기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정의 배기체 처리 및 원자력발전소 환기계통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14
CO₂처리기술 및 공정들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공업계에는 식품, EOR(Enhanced 

Oil Recovery), 소다회 등에 필요한 CO₂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소 배가스에서 이를 회수하

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응용되어왔다. 

  CO₂처리공정은 크게 흡수법, 막분리법, 흡착법, 심냉법 그리고 2가지 이상 적용하는 혼

성분리법이 있다. 흡수공정의 원리는 흡수탑에서 흡수제가 흡수 대상가스(연소 배가스)와 접

촉하여 분리대상 가스(CO₂등)만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가스는 흡수탑 

상부로 배출된다. 흡착법은 연소 배가스 중에서 CO₂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고체 흡착제

(활성탄 등)을 사용하여 CO₂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막분리법은 서로 다른 기체가 고분자막

이나 무기막을 투과하는 능력이 서로 다름을 이용한다. 따라서 배연소 가스가 가압 상태에서 

막과 접촉하면 CO2만 선택적으로 막을 투과하여 저압부분으로 이동함으로써 고순도의 CO₂

를 얻는다. 그러나 흡착법과 막분리법은 저회수율(< 85%)에 유리하다. 심냉분리법은 연소 배

가스를 가압, Valve를 통하여 급격히 감압 냉각하여 CO₂를 액화 분리하는 기술로써 고농도

의 CO₂(>90%) 정제기술로 사용된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 국가에서는 자국 내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되

는 막대한 양의 중성자 조사 흑연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오래 전부터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의 경우 Windscale Pile 1의 해체를 위하여 중성자 조사 흑연의 에너지 축적, 축적에너

지의 방출, 열전도도 및 열적산화, 화재 위험도 평가, 온도변화에 따른 축적 에너지 방출 특

성, 상온∼150℃에서의 안정적 처분 등과 관련한 Wigner energy의 방출 모델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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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Wigner 에너지 방출 모델은 가상 처분장에서 폐기물 군의 열발생 평가와 화재에 노출

시 개별 폐기물의 반응 평가에 이용하 다. Windscale Pile 1 해체시 발생되는 흑연폐기물의 

감용처리를 위한 기술로 일반적인 소각기술, 유동층 소각기술, 레이저 소각기술 등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방사성 기체의 방출과 일반 대중의 소각에 대한 국민수용성 문제로 

실제 처리에 활용될 지는 미지수 이다. 국의 원자력기구(UKAEA)는 흑연폐기물을 내부에

너지(Wigner Energy) 및 장반감기 핵종인 C-14(5,760년), Cl-36(3008,000년)의 함유로 인해 

ILW로 취급 및 관리하기 위한 포장 기술 및 관련설비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흑연의 

처분과 장기간 저장을 위한 요건들을 연구하며, 연소, 먼지, 용기 부식과 같은 처리방법과 관

련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정화(grouting), 이송 및 저장 과정

에서 Wigner Energy 방출로 인한 폐기물용기의 건전성 문제로 Nirex에서 Wigner Energy의 

제거를 요구함에 따라 Windscale Pile 1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Wigner Energy 제거를 위한 

가열냉각 설비를 장착하기로 하 다.

일본은 Tokai 발전소 해체시 발생되는 1,600톤의 흑연폐기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저비

용으로 취급/제거/처분하기 위한 연구를 1997년부터 수행하여 지하 저장 처분시 컨테이너에 

고 도로 저장하는 기술과 동시에 여러 개의 흑연블록 해체를 위한 원격조정 해체장비 설계

가 진행중에 있으며, 고 도 저장을 위해 흑연블록의 절단시 발생하는 미세입자 및 유해기체 

처리방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수행중에 있다. 또한 해체폐기물 처분 비용중 약 60%가 흑

연폐기물의 처분비임을 감안하여 부피감용을 위한 열분해 기술을 개발중에 있으며, 흑연폐기

물의 효과적인 처리 처리기술의 검토 및 타당성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도열에 의한 중성자 조사 흑연의 불활성 가열 연구를 수행하 으며, 불활성 

기체 분위기에서의 annealing(열처리) 방법을 새로운 폐기물 처리 설비에 적용할 예정이다. 

독일은 또한 흑연폐기물 발생량과 먼지를 최소화하는 절단기술을 개발중이며, Thermal 

cutting, 워터젯 절단, 톱에 의한 절단, 플라즈마 아크 절단, 드릴링 등의 기술을 평가할 예정

이다. 한편,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음. 흑연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각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에 있

어서 국민수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소각에 의한 중성자 조사 흑연의 처리처분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 중이며, 

CEA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소각방법을 개발중에 있다. G2, G3 원자로(가스냉각로) 해체시 

대량으로 발생되는 흑연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순환식 유동층 소각방식을 선정하여 Vandellos 

1(GCR, 스페인)에서 발생된 spent fuel sleeve를 대상으로 Pilot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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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국,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중성자 조사 흑연의 축적에너지(Wigner Energy) 방출 

및 처리 기술과 저장을 위한 취급기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중

성자 조사된 흑연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

한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중성자 조사 흑연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수행되고 있으나 주로 조사온도가 

높은 고온가스냉각로의 흑연을 대상으로 물리적, 기계적, 방사선학적 특성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 그러나 고온가스냉각로의 노후화로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 흑연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들이 최근에 시작되었다. Wigner 에너지는 흑연의 온도가 120℃ 이상 되면 방

출되기 시작함으로 고온가스로의 노심에 사용되었던 흑연에는 축적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Wigner 에너지의 향이 적으므로 감용처리를 위해서 소각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 연구

로 1, 2호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120℃ 이하)에서 운전이 되었기 때문에 흑연에 많

은 양의 Wigner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저장관리를 위해서는 Wigner 에너지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에 저장되어 있는 Wigner 에너지

를 99% 이상 제거할 수 가열냉각 공정을 개발하 을 뿐만 아니라 중성자 조사 흑연의 부피

를 감용시키기 위해 유동층 소각공정을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완료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기술들은 국내 연구로 해체시 발생되는 흑연폐기물 관리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향

후 동남아 등 연구로 해체시 발생되는 흑연폐기물의 처리기술 개발에 기반기술로 활용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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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1. 개  요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통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종으로 오염이 되어 있으며, 오염의 정도는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

야한다. 그러나 배관과 같이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폐기물은 기존의 수작업에 의해서는 오염

도 정도를 측정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에서

도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여 시험하 으나, 실제 적용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관 내부의 알파/베타/감마선의 오염도를 동

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Fig 3.1.1과 같이 개발하 다. 배관 내부 오염도 자동측정 장비

는 알파선을 검출하기 위한 고분자 섬광검출소재, 알파/베타/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

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출시스템, 그리고 배관 내부로 검출기를 이송하기 위한 장비 

등 구성되어 있다. 개발한 장비는 해체 작업으로 발생되는 배관과 같은 폐기물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오염도 측정에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작업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Fig. 3.1.1.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장비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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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Fig. 3.1.2.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의 추진체계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및 검출기 특성 평가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 단위기술 분석 (검출소재, 동시측정 기술, 제어 및 측정 자료 분석)

  ∙ 해체 현장의 발생 배관 및 오염도 현황 파악

   - 알파/베타/감마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특성 평가 및 시험

  ∙ 베타선 측정용 플라스틱 섬광체 적용성 시험

  ∙ 감마선 측정용 CdTe 검출기 적용성 시험

○ 알파선 측정용 섬광 검출소재 개발

   - 섬광체 함침 검출소재 제조방안 도출

  ∙ 유․무기 섬광체 및 고분자 소재 특성 평가

  ∙ 지지체 필름 제조방안 도출

  ∙ 섬광층 도포 방안 도출

   - 이중구조 검출소재 제조 및 성능 평가

  ∙ 검출소재 제조 및 형상 분석

  ∙ 섬광체 함침 고분자 검출소재 성능 평가

   - 섬광 검출소재 제조조건 표준화 및 시제품 제조

○ 알파/베타/감마선 오염도 동시측정 기술 개발

   - 방사선 동시측정용 검출기 구성

  ∙ 알파/베타선 동시 측정용 phoswich 검출기 설계 및 제작

   - 방사선 동시 및 분리 측정 신호처리 회로도 구성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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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분리 알고리즘 개발 : 파고 및 파형분석법

   - 방사선 동시측정 검출 시스템 구축 및 검출 성능 평가

  ∙ 알파/베타/감마선 신호처리 장치 통합

○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장비 개발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 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관로 이송장비 설계 및 제작

   - 검출 시스템 및 이송장비 통합, 보완 및 개선

  ∙ 검출기 및 이송장비의 일체화

   - 오염도 평가 및 장비 제어 프로그램 개발

   -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적용 시험

나. 연구방법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및 검출기 특성 평가

∙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제 해체 현장에서 발생

되는 배관의 특성을 평가하고,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검출기의 현황 분석을 통하

여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장치의 개념을 설정함.

∙ 도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 측정에 적합한 검출기를 대상으

로 오염도를 측정하여 배관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알파선 측정용 섬광 검출소재 개발

∙ 알파선 검출용 소재의 지지체 역할을 담당할 고분자 필름의 소재는 기존의 플라스

틱 섬광체의 기본 소재인 PS 및 PMMA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PSf, Estyrene 

및 PBAC을 이용하여 용매법을 적용한 제막 시험을 통하여 선정함. 선정된 고분자 

소재는 semi automatic tape casting machine을 사용하여 배관 내부에 적용이 가능

한 원통형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길이 1400 ㎜ 그리고 폭 200 ㎜의 고분자 막으로 

제조함.

∙ 제조한 고분자 필름의 기계적 특성은 인장강도 측정기(Shimadzu 사의 AG-5000G)

를 이용하여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측정하 으며, 섬광체로서의 광학적 특성은 

spectrophotometer (Varian 사의 Cary 500)를 이용하여 가시광선 역에서의 투과도 

및 흡수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 알파선 측정용 검출소재는 지지체 고분자 막 제조를 위한 casting 방법과 ZnS(Ag) 

섬광층 제조를 위한 printing 방법으로 제조하 으며, 그 제조과정은 그림 3.1.3과 같

음. 섬광체는 알파선 검출 성능이 우수한 ZnS(Ag) 섬광체를 사용하 으며, 접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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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는 cyano resin (ShinEtsu사의 CR-S, CR-M, CR-V)을 사용하여 섬광층 접착

특성을 평가함.

∙ ZnS(Ag) 섬광체와 접착제의 함량 변화에 따른 접착 특성 및 알파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섬광층의 면 도를 변화시키면서 검출 소재를 제조함. 검출소재의 

알파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Am-241 알파선원을 사용하여, 검출소재에 직

접 도포하고 내부에서 방사선과 섬광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섬광을 PMT로 계수

하여 성능을 평가함.

Fig. 3.1.3. 알파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과정

○ 알파/베타/감마선 오염도 동시측정 기술 개발

∙ 베타선 측정용 플라스틱 검출기는 배관 내부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직경 26 및 두께 

4 mm로 가공하고, 알파선 측정용 ZnS(Ag) 섬광체는 원통형으로 제작하여 PMT와 

광학적으로 결합하여 phoswich 형태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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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장치에 대한 방사선학적 성능평가는 관련 IEEE STD, ANSI 등의 국제기준

에 따라 교정하 으며,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공사 현장에 적용 시험을 수행함.

3. 연구 결과

가. 이론적 배경

(1) 섬광검출기

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발광한다. 고온에 의한 발광현상을 열방사, 또는 온도 방사라 한

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물질은 자외선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발광한다. 이것은 자외선으로 

여기원자나 분자가 원래의 바닥상태로 되돌아갈 때, 그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사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형광등은 관벽에 발라 놓은 형광 도료 분자가 관내에 봉입한 수은

증기가 방전 시에 내는 자외선으로 인하여 여기되기 때문에 발광한다.

이러한 발광현상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방사선에서도 일어나고 물질에 따라서는 빛, 전계, 

마찰 등의 외부자극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예를 들면, 가속전자에 의한 브라운관의 발광, 야

광도료 중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시계 문자판의 발광,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의한 위험표

시의 발광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열을 동반하지 않는 발광현상을 통틀어 냉광(luminescence)

이라 부르고, 그 중에서 특히 방사선에 의한 발생되는 냉광을 섬광(scintillation)이라 한다.

이와 같이 냉광은 섬광체가 외부자극을 일단 흡수한 후 고유의 빛을 방사하는 현상이기 때

문에 반사와는 다르다. 냉광은 쬔 빛보다 파장이 짧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스토크

스(stokes)의 법칙이라 한다. 냉광은 원인이 되는 외부 자극을 멈추면 빛의 방사를 단시간에 

정지하는 형광과 그 후에도 비교적 오랫동안 계속되는 인광이 있으며, 둘 사이에 엄격한 구

별은 없다. 그런데, 방사선에 조사된 물질에는 이온쌍과 들뜬분자가 생기고 들뜬분자는 곧 바

닥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물질이면 특별히 섬광체가 아니더라도 섬광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들뜬분자는 들뜬 에너지의 일부를 섬광형태로 방출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및 원자, 분자의 진동이나 회전의 운동에너지로 변하고 마지막으

로는 물질의 온도상승에 소비된다. 둘 사이의 비율은 물질의 종류에 다라 다르지만 들뜬 에

너지가 섬광으로 변하는 변환율이 높은 것이 섬광체이다.

이와 같이, 섬광의 발생에는 들뜬분자가 관여하지만 실은 이온쌍도 관여한다. 이온화로 생

긴 이온이 전자와 재결합하면 들뜬분자로 되기 때문에 역시 여분의 에너지는 섬광형태로 방

출된다. 어느 쪽이나 방사선을 섬광체에 쪼이면 방사선이 섬광체 속에서 잃은 에너지에 거의 

비례하는 섬광량을 얻을 수 있다.

방사선은 섬광체 내의 원자나 분자를 들뜨게 하는데, 이 들뜸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것을 섬광(scintillation)이라고 한다. 섬광은 할로겐화알칼리나 황화아연 등의 무기결정에서는 

전도띠(conduction band)로 들뜨게 된 전자가 발광중심인 격자결함이나 불순물 원자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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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발광하는 것이며, 발광세기나 스펙트럼 및 감쇠시간은 발광중심의 종류나 농도 및 발광

중심과 모체결정의 조합에 크게 좌우된다. 발광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역 및 자외

선 역에 있으며 감쇠시간은 10
-9 

∼ 10
-3 

s 정도가 된다.

방사선이 NaI나 ZnS 등의 섬광체에 부딪치면, 많은 여기분자를 생성시키는데, 이 들뜬분자

는 바닥상태로 되돌아갈 때 섬광을 방출한다. 섬광검출기는 이 섬광을 광전자증배관을 통해 

전류펄스로 변환, 증폭시켜 그 계수치에서 입사방사선의 수를 구한다. 또한 얻은 전류펄스의 

파고는 입사방사선의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펄스파고로부터 입사방사선의 에너지를 분

석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물질 중에서 발생되는 섬광(scintillation)에 의해서 이온화 방사선을 검출하는 

일은 예전부터 행하여 온 방사선 측정법의 하나이다.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하 을 때 충만

대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여기되었다가 아주 짧은 시간(∼10
-8
초) 내에 다시 천이하면서 가

시광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섬광물질(scintillator, 섬광체)이라 한다. 입사되는 방사선장의 세

기와 가시광선 방출량의 비례성을 이용하는 섬광검출기는 사용하는 섬광물질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유기질, 무기질의 형태가 있다.

(가) 무기섬광체

무기섬광체는 섬광을 위한 활성화 물질로 소량의 불순물(약 1%정도)을 포함한 무기염의 

결정으로 주로 할로겐화 알칼리결정이 사용되며, 소량의 불순물은 그 결정 중에 발광 중심을 

만드는 것을 활성제(activator)라 한다. 도 및 실효원자번호가 커서 흡수계수가 크기 때문

에 X-선과 감마선의 측정에 매우 좋다. 또한 유기섬광체에 비해 형광효율이 좋으나 섬광감

쇠시간이 긴 것이 결점이다.

① 섬광 발생 메커니즘

전자띠(valence band)는 원자의 결정 바닥상태에서 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윗 부분

의 허용띠로써 완전히 가득 차 있다. 전도띠(conduction band)는 원자가 전자띠 다음의 허용 

띠로 바닥 상태에서 비어있다. 섬광 메커니즘은 Fig. 3.1.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첫째, 방사선

이 결정을 통과한다. 둘째,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간다. 셋째, hole들이 원자가 전자띠에 생

긴다. 넷째, exciton들이 생성된다. 전자에 주어진 에너지가 전도띠로 올라가기에 충분하지 못

한 경우, 전자는 원자가전자띠 내의 hole에 정전기적으로 속박된 채 남게 되는데 이렇게 형

성된 전자-hole 쌍을 exciton이라 한다[exciton band width 1 eV, band gap 8 eV]. 다섯째, 

활성중심들이 전자 hole 및 exciton들을 흡수하여 들뜸상태로 올라간다. 활성제 원자는 바닥

상태에 존재할 수도 있고, 광자의 흡수 혹은 exciton의 포획 또는 전자 및 hole의 연속적 포

획 결과로 들뜸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여섯째, 광자를 방출하면서 바닥상태로 떨어진다.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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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원자가 들뜸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10−8 초 이내에 광자를 방출하고, 이 광자가 

전자기적 스펙트럼의 가시광 파장을 가지면 그것은 섬광에 기여하게 된다. 섬광체에 의해서 

방출된 광은 일차적으로 활성원자의 전이의 결과이고, 결정의 전이결과는 아니다. 즉, 활성원

자에 의해서 생성된 luminescence의 출현은 에너지가 주 결정으로부터 불순물로 이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1.5. Scintillation mechanism in the inorganic 

scintillator

NaI(TI) 섬광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섬광물질로서 결정이 약하여 기계적, 열적 충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활성제로서 미량의 TI을 함유한 단결정이며 크기가 큰 것이 많이 

이용된다. I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원자번호가 크고,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좋다. 

조해성이 있어서 반드시 Al 케이스에 봉시켜 사용한다. 따라서 Al 케이스에 봉되어 있

고, 실효원자번호가 커서 후방산란 때문에 베타선의 측정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감마선에 대한 

본질적인 검출효율이 기체검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며 감마선이나 고에너지 X-선 

측정에 활용된다.

CsI(Tl) 섬광체는 NaI(Tl) 섬광체보다도 실효원자번호가 크고,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우수하고, 조해성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NaI(Tl) 섬광체보다 발광강도가 

작고 섬광감쇠시간이 길며, 에너지 분해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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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Eu) 섬광체는 
6
Li(n, α)

3
H 반응으로 알파 입자에 의한 발광작용을 이용한 것으로서 열

중성자에 대한 감도가 좋다.

BGO(Bi4Ge3O12) 섬광체는 도가 가장 높고 원자번호가 높은 비스무스 성분이 들어 있어

서 감마선에 대한 계수효율이 높다. 그러나 광수율이 NaI(Tl) 섬광체의 20% 이내이므로 에

너지 분해능은 떨어진다. 또한,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제작이 용이하지만 NaI(Tl) 섬광체보다 

깨지기 쉽다.

ZnS(Ag) 섬광체는 미세한 백색분말로서 큰 단결정을 얻을 수 없고 조해성이 없으므로, 분

말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하면 알파선 측정에 가장 적합하다. 은으로 활성화된 가장 오래된 

무기섬광체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요오드화 세슘[CsI]과 거의 같은 정도의 매우 높은 섬광효

율을 가지고 있지만 다결정의 분말로써만 구입할 수 있다. 그 결과 알파입자나 그 외의 중이

온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박막에 한정된다. 그것 자체의 섬광에 대한 다결정층에서의 불투명

함 때문에 약 25 ㎎/㎠ 이상의 두께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알파입자와 이 스크린의 상

호작용은 배율이 낮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었다. 매우 높은 quantum efficiency를 가지며, 흡

수한 에너지의 25%를 빛으로 변환한다. 유기 수소를 함유한 유기 물질에 부유한 ZnS(Ag) 

형광체 입자로 구성된다. 두 성분의 비는 변할 수 있지만 섬광체의 최대 두께와 효율은 

ZnS(Ag)가 방출된 빛에 대하여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한된다.

(나) 유기 섬광체

유기물 중의 형광과정은 단일 분자의 에너지 레벨 사이에서 전이에 의해서 생긴다. 따라서 

이것은 분자들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상태와는 무관한 것이다. 보기

를 들면 안트라센(anthracene)은 고체의 다결정 상태로서나 또 증기로서 또는 다량성분으로 

이루어진 용액의 일부분으로서도 형광이 관측된다. 실용적인 유기섬광체의 대부분은 π-전자 

구조로써 알려져 있는 대칭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종류의 유기분자에 기초를 두고 있다

[1-1].

유기결정의 형광발생은 Fig. 3.1.6에서와 같이 분자의 에너지 전이에 의한다. 방사선에 의해

서 안정상태에 있는 분자가 여기상태가 되어 그림의 A0에서 A1으로 올라간다. 분자는 격자진

동이나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소비되어 B1으로 이동한다. B1레벨 역시 여기상태이며 안정상

태인 B0로 되돌아가면서 EB1 - EB0의 에너지를 가진 형광을 방출한다. 이 과정의 평균수명

은 10
-8
s 정도이다. 유기결정 신틸레이터 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anthracene 

(C14H10)과 trans-stilbene (C14H12)이다. 이들 두 경우 모두 비교적 부스러지기 쉽고, 큰 것을 

만들기 어려우며 형과의 붕괴시간이 매우 짧다. 형광의 붕괴시간이 짧다는 것은 분해시간이 

짧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특성이다. 또 실효원자번호가 작기 때문에 γ선 측정에는 부적당하고 

β선의 측정에 좋다. 특히 anthracene은 다른 유기 섬광체보다 높은 형광효율을 갖는다.



- 36 -

Fig. 3.1.6. Energy levels of an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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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섬광체에서 입사방사선은 용매 내에 거의 모든 그의 에너지를 축적시키나 

luminescence는 거의 전적으로 용질에 기인한다. 따라서 무기 섬광체의 경우에서와 같이 효

율적인 에너지 전달이 인광체(phosphor) 덩어리로부터 소량 농도의 물질(무기섬광체에서는 

활성제, 유기섬광체에서는 용질)로 이루어진다. 만일, 제2의 용질이 추가되면, 그것은 하나의 

파장이동체(wavelength shifter)로서 작동한다. 즉 그것은 제1의 용질에 의해서 방출된 광의 

파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방출된 복사선은 광전자 증배관의 음극 특성에 더욱 알맞게 된다.

① 유기 섬광체의 종류 및 특성

유기섬광체들은 적당한 화합물질들을 결합시켜 만든다. 그들은 혼합체내에 들어 있는 화합

물의 수에 따라서 1원, 2원, 3원 등으로 분류한다. 최고의 농도를 가진 물질을 용매, 다른 것

들을 용질이라 부른다. 2원 섬광체는 하나의 용매와 하나의 용질로 구성되고, 3원 섬광체는 

하나의 용매와 1차 용질, 2차 용질로 만들어진다. 유기섬광체에는 유기결정체, 플라스틱섬광

체 및 액체섬광체 등이 있다.

유기 결정체로는 대표적으로 안트라센(anthracene), 스틸벤(stiblene) 등이 있다. 

Anthracene은 1.25 × 10
3 
kg/m

3
의 도를 가지며, 모든 유기섬광체 중에서 최고의 광전환효

율을 가진다(NaI(Tl)의 약 1/3). 그리고 붕괴시간(∼30 ns)은 무기결정들보다 훨씬 짧다. 

Anthracene은 상이한 형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스틸벤은 1.15 × 10
3 
kg/m

3
의 도를 가지

며, 붕괴시간이 짧다(4 ∼ 8 ns). 광전환 효율은 anthracene의 약 절반이다. 이것은 수 mm까

지의 크기 무색의 단결정으로 만들 수 있다. 스틸벤 결정은 열과 기계적 충격에 민감하다.

플라스틱 섬광체에는 유기섬광체를 용매로 녹인 후 이것을 고분자화 시켜 고용체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섬광체는 유기섬광체의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플라

스틱 섬광체는 가는 줄로부터 앏은 막에 이르기까지 어떤 크기나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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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및 많은 화학약품 등에 불활성이며, 따라서 방사성시료와 접촉해서 사용할 수 있다. 플

라스틱 섬광체에 많이 이용되는 용매는 polystyrene(PS)과 polyvinyltoluene(PVT)이다. 만족

스러운 용질은 p- terphenyl과 POPPO이다. 플라스틱 섬광체의 도는 약 10
3
 kg/m

3
이고, 광

출력은 anthracene보다 낮다. 붕괴시간은 짧고, 방출 스펙트럼의 최대강도에 대응하는 파장은 

350 ∼ 450 nm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섬광체의 상품명은 Pilot B, Pilot Y, 

NE-102 및 NE-110이다. 주석 및 납과 함께 사용된 플라스틱 섬광체들은 5 ∼ 100 keV의 

역에서 X선 검출기로 사용된 적이 있으며, 얇은 플라스틱 섬광체 막은 중성자 비행시간 측

정(time-of-flight)에 유용한 검출기로서 판명되었다. 플라스틱 신틸레이터의 용매와 용질의 

발광현상은 액체 신틸레이터와 동일하므로 β선 계측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

작이 용이하다. 특히 체적이 큰 섬광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방사능계측기(whole 

body counter)로서 이용된다.

액체섬광체는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큰 체적의 검출가 필요한 특정에 아주 유용하다. 예를 

들면, 저에너지 베타선 방출핵종(
3
H 및 

14
C 등)의 계수, 우주선의 검출 및 NE-123 섬광체를 

사용한 MeV 역의 중성자 에너지 spectrum 측정 등이 있다. 액체섬광체는 다량(㎘)으로 사

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용기에 따라 어떠한 크기나 형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이와 같은 측정에 아주 알맞다.

(다) 섬광검출기의 이용분야

섬광검출기는 섬광체의 감쇠시간이 짧기 때문에, 분해시간이 GM 검출기에 비하면 짧고 계

수율이 높은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다. 출력펄스파고는 입사 방사선의 에너지에 비례하므로, 

출력펄스의 크기로부터 입사방사선의 에너지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NaI(Tl)는 높은 원자번

호를 가진 고체이기 때문에,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은 20 ∼ 30 ％이며, GM검출기에 비하

면 10 ∼ 100배나 높다.

섬광검출기의 이와 같은 특징으로 방사능과 에너지 스펙트럼의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방

사선관리에서는 서베이미터, 가스모니터, dust 모니터 등 방사선 모니터로서 GM 검출기 및 

이온함과 더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반면 섬광검출기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NaI(Tl) 검출기는 알파와 베타에 반응하지 않으며 저에너지 감마선에 대하여 매우 낮

은 반응을 보인다.

  ∙ 액체섬광검출기는 사용이 불편하며 칵테일은 1회 사용한다.

  ∙ 출력펄스 분석을 위해서는 안정된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 NaI(Tl)과 ZnS(Ag)는 완전한 고체형태의 검출기가 아니므로 사용 시에는 취급에 주

의해야 한다.

최근에 개발된 섬광체인 CdWO4는 도가 BGO보다도 크고, 유효원자번호도 크므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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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섬광의 decay constant가 20 s로 매우 길어 펄스모드의 계수

장치에는 사용하기 어려우나 전류모드에서는 적합한 섬광체로 사용할 수 있다. GSO는 감마

선의 측정 시 분해능(resolution)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지니므로 감마선 분광학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BGO는 PET 장치의 섬광체로 사용하는 등 소형의 array detector에 사용하기 적합하지만 

분해능은 NaI(Tl)에 비하여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용량의 결정(crystal)을 성장하

기가 용이하고 고에너지의 감마선 검출효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Radiation length는 CdWO4

가 가장 짧고, 에너지 분해능은 CsI(Tl)이 가장 우수하다.

최근에는 원자번호와 도가 높아서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높고 에너지 및 시간 분해

능이 좋은 섬광체를 신재료로서 개발하고 있으며 column 구조를 가진 섬광체를 이용하여 고

분해능 방사선 상장비의 센서로 접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섬광검출기를 이용한 중성자의 측정은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다. 일반적인 섬광검출

기의 장점은 빠른 시간분해능, 높은 반응효율, 그리고 효과적인 감마선 백그라운드 구분 가능

성 등을 들 수 있다. 

(2) 광전자 증배관

(가) 광전자 증배관의 기본적인 구조 및 작동 원리

Fig. 3.1.7은 전형적인 광전자증배기의 구조이다. 이것은 전자 수집 시스템과 광 민감 물질

인 광음극(photocathode), 전자 증배기 부분(dynode)과 마지막으로 최종 신호를 얻는 양극

(anode)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모든 부분은 일반적으로 진공 상태의 유리 튜브 안에 저장된

다.

음극에 고전압이 인가되어 작동되는 동안, 다이노드와 음극은 음극-다이노드-양극을 따라 

전위차가 정해져있다. 입사 광자가 광음극에 부딪히면 전자가 광전효과에 의해 방출되고 인

가된 전압 때문에 전자는 첫 번째 다이노드로 유도․가속되고 부딪히자마자 다이노드에 있

는 전자에게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전달한다. 이것은 2차 전자 방출의 원인이 되고 다음 다

이노드로 가속되고 여기서 더 많은 전자가 방출/가속된다. 양극에서는 이렇게 방출된 전자가 

수집되어 증폭되고 분석될 수 있는 전류를 제공한다.

전자증배기는 PM의 출력에서의 전류는 입사 광자 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PM

에 섬광체를 결합한 방사선 검출기는 입자의 존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섬광체에 흡수된 

에너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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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광전자증배관의 구조

(나) 광음극 (Photocathode)

광음극은 입사광을 광전효과에 의해 전류로 변환한다. 이 광 변환을 촉진하기위해 광민감 

물질이 일반적으로 유리 또는 석 으로 만들어지는 PM 윈도우의 한쪽 면에 얇은 층으로 도

포된다. 최근 사용되는 대부분의 광음극은 안티몬(Sb)에 한 가지 이상의 알칼리 금속 더해진 

반도체 물질로 만들어진다. 반도체는 금속 또는 다른 광전효과 물질보다 광자를 전자로 변환

시키는 양자 효율이 아주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금속에서 양자 효율은 0.1%를 넘지 않는다. 

반대로 반도체는 10%에서 30% 정도의 양자 효율을 갖는다. 예를 들어 물질 내에서 전자가 

어떤 깊이 x에서 광자를 흡수했다고 가정하자.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이 전자는 경로를 따라 

원자 전자와의 충돌에 의해 에너지 ΔE≃x(dE/dx)가 손실된다. 금속에서 이런 원자 전자는 

본질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져 dE/dx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포

텐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표면에 도달하기 위한 확률은 아주 많

이 줄어든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물질의 이용 가능한 부피를 아주 얇은 층으로 제한한다. 이 

층의 두께를 escape depth라고도 한다. 반대로, 반도체는 conduction 밴드 와 valance 밴드 

안에 아주 소수의 자유로운 전자를 갖는 에너지 밴드 구조를 가지며 나머지는 원자에 아주 

강하게 묶여있다. 그래서 conduction 밴드 또는 valence 밴드에서 빠져나온 광전자는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유전자와 덜 마주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광전자는 빠져나가기 위한 충분

한 에너지를 가지고 표면에 도달하기가 아주 많이 쉽다. 그러기 때문에 escape 깊이는 많이 

커지고 변환 효율은 높아지게 된다.

(다) 전자 증배기 시스템

전자-증배기 시스템은 2차 방출 전극 또는 다이노드 이용해 광전자증배관의 양극에서 측정 

가능한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 미약한 전류를 증폭시켜 준다. 2차 전자 방출 원리는 광자가 

전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광전자 방출과 거의 유사하다. 전자의 충돌로 에너지가 다

이노드 물질에 있는 전자에 직접 전달되어 수많은 2차 전자들이 빠져나오게 된다.

다이노드 사이에는 증배기를 따라 가속/유도시키기 위해 전기장이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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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알칼리 또는 알칼리성 토류 금속을 노블 금속과 합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혼합 과정 중, 알칼리성 금속만 산화시키면 얇은 절연 코팅이 전도 지지대(support)

에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Ag-Mg, Cu-Be와 Cs-Sb이다. 이것들은 각각의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좋은 다이노드 물질의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킨

다.

1) 높은 2차 방출 인자( δ). 즉 1차 전자 당 방출된 2차 전자의 평균수가 높다.

2) 높은 전류 상황에서 2차 방출 효과의 안정성

3) 낮은 열전자 방출

 대부분의 PM은 10에서 14개의 단(stage)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10
7
까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광음극과 같이 다이노드도 특히 GaP에서 음에 친화성을 가지는 물질(negative affinity 

material)이 이용된다. 이 물질로 다이노드 각각의 이득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PM

의 단 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GaP 다이노드로 만들어진 5단 PM은 14-단의 평범한 

PM의 전체적인 이득과 같다. 이런 단수의 감소는 시간에서의 요동을 줄임은 물론 사태 전자

가 이동하는 경로가 짧아진다.

(라) 전극의 전류 선형성

  PM의 선형성은 다이노드 배열과 튜브의 전류에 강하게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광전자증

배기 선형성을 위해 개개의 단(stage)에서의 전류가 다음의 단에 의해 완전히 수집되어야 한

다. 그래서 초기 음극 전류와의 정확한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전류 수집은 단 사이

에 인가되는 전위차에 의존한다. Fig. 3.1.8과 같이 주어진 초기 전류에서 전류는 모든 전류

가 수집되는 포화 수준에 이를 때 까지 인가전압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전압에 대한 초기 의

존은 방출 전극 주위의 공간 전하의 형성 때문이다. 이 전자의 구름(cloud)은 이 역에서 전

기장을 파기하는 경향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방출된 전자의 수집 전극으로 가속되는 것을 방

해한다. 그러나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공간 전하는 계속 떠내려가 방출 전자 모두 수집된

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 규칙에 따라 음극, 다이노드 그리고 양극 전류는 항상 일정한 상태

에 있게 되어 특성 커브의 포화된 부분에 있게 된다.

그러나 PM을 운 하는 동안 이러한 전압을 유지하는 것은 튜브 전류에 의존하는 것 때문

에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광음극의 저항은 중요한 인자중 하나다. 이 저항

은 일반적으로 수십 ㏁ 정도로 아주 높다. 광전자의 비교적 적은 전류의 방출은 방출층의 전

위에서의 큰 변화와 첫 번째 다이노드에 대한 그 전위의 강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이것은 수집 효율을 변화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전압에서 동작해서 특성커

브의 평평한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역시 전류가 높고 다이노드 특히 공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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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증배되는 확률이 큰 나중 단의 경우에 그렇다. 선형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나중 

단의 전압 분포는 대부분의 전압 분배기에서 앞에 있는 단의 전압 분포보다 일반적으로 증

가된다.

양극의 경우,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양극은 부하 저항에 연속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양극 

전압은 양극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양극과 마지막 다이노드 사이의 

전위차에서의 변화가 발생한다.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전압 V0로 유지되기 때문에 앞의 다이

노드 단 사이의 전위차는 증가하여 이득의 변화와 성형성의 상실을 초래한다. 그러기 때문에 

특성 커브의 포화 부분에 머무르기 위해 전류는 어떤 제한 값 내에서 유지돼야 한다.

Fig. 3.1.8. 빛의 세기에 따른 PM cathods와 anode의 전류-전압 특성

(마) 파 형 (pulse shape)

양극에서 출력 신호는 전체 전하가 광음극에 의해 방출되는 초기 전자 수와 비례하는 전류 

또는 전하 펄스다. 사실 어떤 다른 장치 이상으로 광전자증배기는 이상적인 전류 발생기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회로 구성요소에 따라 PM은 저항과 콘덴서가 병렬

로 된 전류 발생기로 동등하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3.1.9와 같이 저항 R과 콘덴

서 C는 출력 회로 양극 부하 저항, 케이블 등의 어떤 다른 구성 요소의 것을 더한 고유의 저

항과 정전 용량을 나타낸다.

회로에서 입력을 지수적인 붕괴에 의해 묘사되는 섬광이라 가정하면, 양극에서의 전류는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진다.

I(t)=
GNe
τ s
exp(

-t
τ s
)

여기서 G는 PM의 이득, N은 음극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e는 전자의 전하이며 τ 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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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체의 붕괴상수다.

그러면 다름과 같은 방정식 형태를 얻을 수 있다.

I(t)=
V
R
+C

dV
dt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V (t ) =




−
GNeR
τ − τs

exp 







−
t
τs

− exp 







−
t
τs

τ ≠ τs









GNeR
τ2

s

texp 







−
t
τ

τ = τs

여기서 τ = RC이다. 

Fig. 3.1.9. PMT의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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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다양한 시정수에 대한 출력 신호

   어떤 전형적인 값: G = 106, N = 100, C = 10 pF 그리고 τ s = 5 ns이라 하면, 이것은 

다른 τ 값에 대해 평가된 표현을 Fig. 3.1.10과 같이 볼 수 있다.

τ≪τ s인 경우, 신호는 작지만 정화하게 초기 신호의 붕괴 시간을 재현한다. 오름 신간은 빠

르고 필수적으로 출력 회로의 τ에 의해 주어진다. 이것은 V(t)가 필수적으로 저항 R을 통한 

전류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류 모드(current mode) 운 이라 알려졌다. τ≫τ s인 경우, 신호 

크기는 더 커지지만 필수적으로 현재 출력 회로의 τ에 의해 결정되는 붕괴 시간도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오름 시간은 거의 τ s에 의해 주어진다. 이것은 V(t)는 정전 용량 C

를 지나는 전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압 모드(voltage mode)운 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

드에서 전류는 콘덴서에 의해 필수적으로 적분된다.

일반으로, 전압 모드가 C에 의한 적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요동에서 자유로운 큰 신호

를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호의 더 긴 붕괴 시간은 신호 pile-up이 발생한 수에 

계수율을 거의 1/ τ까지 제한한다. 전류 모드로 작동하는 것은 더 큰 계수율을 가능하게 하지

만 출력 신호는 작을 수 있고 광음극에서 발생하는 작은 요동에 아주 많이 민감할 수 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PM 출력 회로는 사용되는 섬광체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것은 보통 알

맞은 τ를 얻기 위해 양극 저항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전용량 C는 보통 크기를 최대화

하기 위해 가능한 작게 유지한다.

(바) 잡 음 (noise)

• 암흑 전류(dark current) 및 afterpulsing

광전자증배기는 광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도 소량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암흑 전류



- 44 -

(dark current)라 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1) 음극과 다이노드에서 발생하는 열전자

  2) 전류 누설

  3) 방사능 오염

  4) 전리 현상

  5) light phenomena

  전극 지지대와 기저(base)에 있는 핀을 통해 흐르는 누설 전류 역시 암흑 전류의 많은 

부분에 기여한다. 지지대의 절연을 통한 이 잡음의 감소는 신호 전류의 작은 크기 때문에 어

려움이 있다. 그러나 감소된 기압(reduced atmosphere)에서의 PM 동작은 절연 파괴

(breakdown) 전압을 낮춤으로써 핀을 통한 누설을 줄일 수 있다.

유리 하우징(housing) 또는 지지 물질에서의 방사능 물질은 광음극 또는 다이노드에서의 

전자 방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염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직접 전극과 충돌하거나 유

리 하우징(housing) 자체에서의 형광을 일으켜 소량의 전류를 발생시킨다.

비슷한 방식으로, PM 내에 잔존하거나 형성된 가스는 검출 가능한 전류를 일으킬 수 있는

데 이런 가스 원자는 전자에 의해 전리될 수 있고 그것들은 반대 전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음극 또는 다이노드 후방으로 가속된다. 이것은 종종 이온이 튜브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같은 시간 후에 발생하는 펄스의 원인이 된다. 이 시간은 수백 ns

에서 ㎲가 될 수 있다. 높은 전류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펄스는 전극 적열(electrode glow) 

즉, 마지막 몇 개의 다이노드에서 방출되어 광음극으로 이동하는 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본래의 펄스 후에 30에서 60 ns 사이에 after pulse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보통 one-electron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작다.

• 통계적인 잡음

통계적인 잡음(statistical noise)은 광방출과 2차 전자 방출 과정의 통계적 성질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일정한 광 세기의 경우, 방출되는 2차 전자의 수만큼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시간에 

따라 요동한다. 게다가 양극에서 전류는 어떤 평균에 대해 요동할 것이다. 이 잡음을 보통 

shot 잡음 또는 Schottky Effect라 하고 양극 평균 전류에 대한 요동의 편차에 의해 측정된

다.

PM에서 통계적인 요동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 (1) 광음극 과 (2) 전자 증배기 시스템. 

첫 번째 원인은 광전효과의 통계적인 성질과 기초적인 물리적 제한의 결과이다. 이 잡음에 

더해지는 것은 전자-증배기(electron-multiplier)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요동이다. 이것들은 2

차 방출의 통계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전자 통과 시간, 전체 다이노드에서 2차 방출 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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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균일성에서도 일어난다.

(사) 광전자 증배관 작동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인자

• 주위의 빛 조사

광전자증배기는 광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주위의 광에 노출되

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튜브에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높은 전류는 불

안정성(fatigue) 효과를 상승시키거나 PM을 전체적으로 파괴한다. 어떤 경우에는 튜브가 암

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후에 회복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암흑 전류를 증가 

시킨다.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과도한 광으로 광전자증배기를 조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에 의한 암흑전류는 어떤 시간 후에 감소하며 이 회복 시간은 광세기

에 의존한다.

       • 자기장(magnetic field)

자기장은 PM의 작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다. 사실 작은 자기장이 PM에서 

최적의 경로에서 전자 사태를 벗어나게 하는데 충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효율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자기장에 민감한 PM의 부분은 전자 수집 시스템

이다. 이 점에서 전자는 벗어나 결코 첫 번째 다이노드에 전혀 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축에 대해 대칭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에 대해서 튜브의 방향은 분명한 결정인자이다. 양

극 전류는 자기장 속(flux)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PM의 축을 따라 향했을 때 자기장의 

향은 최소가 된다.

• 온도 효과

대부분의 일반적인 PM의 경우, 온도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른 인자와 비교해 작다. 그러나 

적용에 따라 어떤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암흑 잡음은 분명히 T의 함수이기 때

문에 변화할 것이다. 음극의 스펙트럼 민감도 역시 이 효과가 음극의 형태에 따라 변하지만 

온도에도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25 °C와 50 °C 사이의 범위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편차는 거

의 0.5 %/°C가 된다. 원칙적으로, 2차 방출 인자는 직접적으로 온도와 상관이 없지만 간접적

으로 온도와 관련된 다이노드의 표면 성질 등의 변화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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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Te 반도체 검출기

배관 내부의 감마선에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관 내부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에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배관 내부의 감마선 오염도뿐만 아니라 오염 핵종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960년대부터 Ge 및 Si에 근거한 X-선 및 감마선 검출용 반도체 검출기가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 왔다. 이들 반도체 검출기들은 다른 검출기들과 비교하여 반치폭(FWHM)이 약 1 

keV 정도로서 높은 분해능을 가진다. 그러나, Si 검출기의 경우 20 keV 이상에서는 방사선 

검출 효율이 낮고, Ge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큰 체적(100 cm
3
 이상)을 얻기가 어려우며, 둘 

다 작동 중에 액체질소로 냉각을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검출 효율, 적은 

체적, 그리고 실온에서 동작할 때 충분한 분해능을 가지는 새로운 물질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검출기가 CdTe 검출기이다.

(가) CdTe 검출기의 특성

분해능이 1 keV 정도이고 실온에서 작동 가능한 감마선 검출기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물

질에 대한 요구조건을 Table 3.1.1에 나타내었다[1-2].

Table 3.1.1. 감마선 검출기 요구사항

Parameter Demand

Atomic number Z > 40

Detector thickness L > 2 mm

Energy gap Eg ~ 1.0 eV

Trapping centers NT > 5 × 10
12
 cm

-3

Carrier mobility μ > 100 cm
2
/Vs

Donors, acceptors |ND - NA| ≤ 5 × 10
11 cm-3

Contacts Non-injecting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검출기로서 최근에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CdTe 및 

CdZnTe 검출기가 있다.

(나) CdTe와 CdZnTe 검출기의 비교

반도체 물질 중에서, CdTe와 Cd1-xZnxTe (CZT)가 Table 3.1.2 에서 나타낸 특징들을 가

진다[1-3].

• 높은 원자번호 (∼ 50) 및 고 도 (∼ 6 g/cm
3
), 이는 두께가 4 mm 이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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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광자 에너지 180 keV 이하에서 높은 효율을 제공한다.

• CdTe와 CZT 검출기들은 섬광검출기에 비하여 우수한 에너지 분해능을 가진다. 

이들은 선택된 광자 에너지 그룹이 필요한 energy dispersive system이나 산란

된 광자 rejection이 중요한 응용에서 선호된다.

• CdTe 검출기에 비하여 작은 누설 전류를 뜻하는, CZT 검출기의 높은 저항은 

low-photon-energy-dispersive system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큰 검출기 체적이 가능하다.

• 광자 상호작용에 의하여 누적된 에너지의 직접 변환은 섬광 검출기로 얻은 것

보다 큰 유도된 전류를 만든다. 이는 펄스 모드 또는 전류(전하 누적) 모드 둘다

에서 운 되는 시스템에서 이득이다.

• 특히 CZT에서 작은 누설 전류는 power-miniaturized hybrid 또는 intergrated 

low-power electronic systems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CdTe와 CdZnTe는 의학 및 핵 상(nuclear imaging) 응용 분야에 많

은 잠재성을 가진다. CdTe 및 CdZnTe의 주된 단점은 양공의 수집에 대한 낮은 효율이다. 

전체 전하 수집은 전기적으로 활성인 결함(defect)의 향을 강하게 받는 전자와 양공의 

mobility-lifetime product와 관련있다. 이들 결함은 CZT 검출기 운용의 degradation을 야기

하는 유효한 전하 수집을 감소시키는 trapping 또는 재결합 중심으로서 작용한다. 이것은 광

자 전환 깊이(photon conversion depth)에 의존하는 전하 수집 효율에 대한 Hecht의 관계

[1-4]의 결과이다.

지금까지 가장 자주 사용되는 source materials은 다음과 같다.

• Cl을 도핑한 Te 용액으로부터 제조한 CdTe 단결정 (CdTe(Cl))

• 고압 Bridgman Method로 제조한 CdZnTe 단결정

       Table 3.1.2에 CdTe(Cl)과 10% Zn을 함유한 CdZnTe를 비교하 다.

Table 3.1.2. CdTe(Cl) 및 CdZnTe 결정의 비교

Characteristics CdTe(Cl) Cd(1-x)Zn(x)Te x=0.1

Band gap (eV) 1.47 1.65

Mobility (cm
2
/V s)

e : 1000 - 1100

h : 80

e : 1000 - 1100

h : 50

Mobility-lifetime product μτ 

(cm
2
/V)

e : 10
-4
 - 2 × 10

-3

h : 10
-5
 - 10

-4

e : 8 × 10
-4
 - 9 × 10

-3

h : 3 × 10
-6
 - 6 × 10

-5

Resistivity (Ω cm) 10
9
 - 3 × 10

9
5 × 10

9
 - 10

11

Typical operating electical 

fields (V/cm)
300 - 500 9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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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dTe(Cl) 검출기

Te 용액에서 Bridgman 방법으로 CdTe(Cl) 단결정을 제조하 으며, Dopant로서 ≈ 1018 

cm
-3
 농도의 Cl을 사용하 고, 시편들은 실온에서 저항이 ρ ≈ 2 × 10

8
 Ω cm이고. mobility 

μ ≈  40 cm
2
/V 다. 검출기들은 5 × 5 × 1 mm

3
의 크기로 제작하 고, Au 접착은 AuCl3 

용액으로부터 화학적으로 제조하 다. 검출기의 품질은 Co-57과 Am-241 선원으로 시험하

다. Co-57 스펙트럼(Fig. 3.1.11)에서, low noise는 14 keV 피크가 보이는 것과 122와 136 

keV 피크의 분리의 좋은 분해능 ≈ 7 keV (FWHM)으로부터 증명되었다. Am-241 스펙트럼

(Fig. 3.1.12)에서  Lα 14 keV와 Lβ 18 keV 피크 둘 다 잘 분리되었다.

Fig. 3.1.11. 실온에서 측정한 CdTe(Cl) 검출기의 

Co-57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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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실온에서 측정한 CdTe(Cl) 검출기의 

Am-241 감마선 스펙트럼

나.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및 검출기 선정

(1)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현황 분석

  해체 작업 중에 발생한 배관류의 재활용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정확한 방사능 오염도 평

가가 수행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 해체 선진국에서는 원격으로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장비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일본의 MISE와 미국의 Pipe Explorer
TM

에 대한 기술 분석

을 통하여 기술 개발의 문제점 및 적용 가능 기술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배관 오염도 측정용 장비 개발 현황

  일본의 JAERI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서는 JPDR (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의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의 내부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ISE  (Measuring Device for Inner Surfaces of Embedded Piping)라는 장비를 개발하

다. 개발한 MISE는 감마/베타선에 의하여 오염된 배관 내부의 오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에서 바퀴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로봇에 gas-flow type Geiger-Müller 

counter를 장착하여 베타선과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MISE는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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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베타선과 감마선의 투과도 차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장

비를 설계하 으며, 또한 Flexible Micro Actuator (FMA)를 적용한 이동식 로봇을 이용하여 

T자와 L자형 배관에 대해서도 오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Fig. 3.1.13은 배관 

내부로 이송된 전체 검출기 및 이송용 로봇을 나타낸 것이다. Fig. 3.1.13에서와 같이 이송 

로봇에 검출기 시스템 및 전원부를 연결하여 배관 내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하 다.

  Fig. 3.1.14는 실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제어 장치는 방사선 계

측을 위한 계측 시스템과 배관 내부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카메라 제어 장치 및 모니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송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한다.

Fig. 3.1.13. 배관 내부로 이송된 MISE

Detector Moving robotDetector Mov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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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MISE 측정장치의 제어 시스템

Monitor
(front & rear)

Controller

Control system

Radiation 
counter

Monitor
(front & rear)

Controller

Control system

Radiation 
counter

  미국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East CP-5 연구로의 해체 프로젝트에서 배

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ience & Engineering Associates, Inc. 

(SEA)에서는 Pipe ExplorerTM를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배관 내부의 방사성 오염 

측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배관 내부의 슬러지 등에 의한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Pipe ExploreTM은 봉된 원형막(tubular membrane)을 사용하 고, 방사선 검출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원형막 내부에 장착하여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배관 내부로 이송하는 방식을 사용

하 다. Pipe ExplorerTM은 알파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섬광이 

발생하는 ZnS[Ag] 섬광체를 polyethylene에 섞어서 고분자막 형태의 매질을 제조하 으며, 

베타/감마선의 측정을 위해서는 PMT와 연결된 light pipe를 둘러싼 동축형의 얇은 sleeve 

plastic 섬광체를 사용하 다. 실제 Pipe ExplorerTM은 직선형 배관에 대해서는 좋은 적용 예

를 보여주었지만, 장비의 특성 상 T 또는 L 자형 배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Pipe ExploloerTM system은 배관 및 덕트 내부로 다양한 방사선 검출기를 이송하기 위하

여 Science & Engineering Associates, Inc. (SEA)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 검출기;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배관 



- 52 -

내부 위치확인자(locator beacon)를 포함한다.

해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배관을 재활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의 방사선학적 

오염 특성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배관 외부를 검사함으로써 제한적인 효율

성과 작업자의 피폭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배관은 반드시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하며, 

콘크리트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파내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작업자의 피폭 위험이 있

다. Pipe Explore
TM

의 이점은 배관 내부의 특성 평가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Pipe Explorer
TM

은 Fig. 3.1.15와 같이 배관 내부로 방사선 검출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이

송하기 위하여 공기압으로 운용되는 폐된 관모양의 멤브레인을 사용한다. 압력이 가해지면, 

멤브레인은 배관을 통하여 특정 장비를 어 넣기 위하여 적당한 힘으로 배관 내부로 뒤집

어서 삽입하며, 이것은 검출기를 배관 내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멤브레

인과 장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은 역으로 진행된다. Pipe Explorer
TM

은 장비의 

출력과 위치가 연속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배관 내부에서 특정 장비를 거나 당길 수 있

으며, 이것은 배관 내부의 위치, 시각화, 그리고 방사성 오염의 상세한 특성을 제공한다. Pipe 

Explorer
TM

은 자동과 수동의 두개의 시스템이 사용 가능하며, 둘 다 CP-5의 실증 기간 동안

에 사용되었다.

Fig. 3.1.15. Pipe Explorer Membrane을 이용해 

전개된 계측기

  Pipe ExplorerTM
은 CP-5 시설의 3 곳에서 배관 검사를 수행하 다. 실증에 사용된 배관

은 핵연료 저장관(주로 알파 측정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매설된 배수설비(주로 베타/감마 

측정과 비디오 검사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기관(베타/감마 측정을 위하여)이었

다.

  Pipe ExplorerTM 실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ipe ExploreTM 시스템은 최초로 알파선에 의한 오염도 측정에 사용되었다. 이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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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CP-5 원자로의 3 핵연료 저장관에서 수행하 으며, 이들은 관의 상부가 바닥

에 놓인 수직으로 설치된 길이 11.5 feet, 직경 5인치의 스테인리스 스틸관이다.

• 4인치 배수관의 153 feet를 따라 비디오 검사를 수행하 다.

• 4인치 배수관의 베타/감마선 오염도 검사를 수행하 으며, 검출하한값은 137 feet 

조사에 대하여 0.7 Bq/cm
2
 그리고 53 feet 조사에서는 0.28 Bq/cm

2
이었다.

(나) 시스템 구성 및 운

  MISE는 Fig. 3.1.16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배관 내부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전체 장비를 이송할 수 있는 이동식 로봇, 그리고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

한 방사선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개개의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한 일련의 전자

회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MISE는 측정 시 운전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 기반의 조이스

틱을 이용하여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Fig. 3.1.16. MISE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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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체 시스템의 이송을 위한 이동식 로봇은 Fig. 3.1.17과 같이 설계하 으며, 무게

는 약 320 g, 외경 71 mm, 길이 270 mm, 그리고 최대 속도는 25 m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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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MISE 이동식 로봇의 구조도

A'

ASteering 
(Flexible micro actuator)

Front wheel

CCD 
camera

Piping

Lighting

Cross section [A-A']

Rear wheel

Cables

Side view
A'

ASteering 
(Flexible micro actuator)

Front wheel

CCD 
camera

Piping

Lighting

Cross section [A-A']

Rear wheel

Cables

Side view

  Pipe ExplorerTM
은 압력을 가할 때 배관 내부로 뒤집어져서 들어가도록 배열된 폐형 

멤브레인을 사용하며, 배관 내부로 뒤집어져서 삽입되므로 멤브레인의 끝에 걸린 압력은 검

출기를 이송하는데 충분하다. 이러한 방법은 검출기를 배관 내부로 효과적으로 이송할 뿐만 

아니라 배관 내부의 오염물질로부터 검출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Pipe Explorer
TM

의 설치 및 측정 과정은 Fig. 3.1.18과 같다. 폐된 멤브레인은 처음에 

양철통 내부로 감겨 들어간다. 양철통에서부터 나오는 멤브레인의 끝을 접어서 배관 외부에 

봉한다. 양철통을 가압하여 멤브레인에 가해진 공기 압력은 멤브레인을 배관 내부로 어 

넣는다.

  방사선 계측기 같은 측정장치를 멤브레인의 끝에 부착하여 멤브레인이 배관 내부로 삽입

되면서 이송되도록 구성되었다(Fig. 3.1.19). 계측기에 연결된 전선 역시 파이프 안으로 끌어 

당겨진다. 시스템을 감아 당기기 위해, 과정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전선, 계측기와 멤브레인은 

스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방사선학적 결과와 계측기 위치가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동안 계측기가 파이프에서 자유롭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Pipe 

Explorer
TM 

시스템은 파이프 안에서 넓은 범위의 비디오 검사와 방사능 오염 위치와 그 양의 

상세한 오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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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Pipe Explorer
TM

 system의 전개

Fig. 3.1.19. 측정 장치의 블록선도

  알파선 오염도를 측정을 하기 위하여 섬광 물질은 멤브레인 안에 함침하 다. 섬광 멤브

레인이 파이프 안으로 삽입될 때, 멤브레인은 파이프 벽면과 가깝게 접촉하여, 파이프 벽 표

면 오염물에서 방출된 알파 입자는 멤브레인을 가로질러 광 펄스를 방출한다. 광 펄스는 광 

계측기에 의해 측정되며, 이것은 파이프 안에서 거리의 함수로써 알파선 오염도를 직접적인 

측정할 수 있다.

Pipe ExplorerTM은 송풍기와 표준 공기 압축기에 의하여 대기압과 비슷한 수준 (< 10 psi)

의 공기압으로 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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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

① 범위

JAERI의 JPDR에서는 MISE를 실제 해체와 더불어 발생되는 배관의 내부 오염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적용하 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 다.

ANL CP-5 부지에서 Pipe Explorer
TM

 시스템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시스템의 알파선 

계측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의 베타/감마 계측 성능은 파이프 내부와 부지에

서 배수구(drain line)의 방사능 준위가 free release 범주보다 낮은지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

되었다.

② 검출기

MISE에서는 베타/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3.1.20과 같이 gas-flow type 

Geiger-Muller 계수기를 장착하 다. 충진 가스로는 He 98% 그리고 C4H10 2%를 사용하며 

검출기 입사창의 면적은 75 cm
2
이고, 무게는 약 300 g 정도이다. 장착된 검출기의 측정 원리

는 Fig. 3.1.21과 같이, 베타선과 감마선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배관 내부의 오염물질에

서 방출된 방사선은 먼저 1차 검출기(바깥쪽)에 의하여 베타선을 측정할 수 있으며, 2차 검

출기(안쪽)에 의하여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실제 베타선은 감마선에 비하

여 비정이 짧으므로 1차 검출기에서 대부분이 검출이 된다. 또한, 1차 검출기와 2차 검출기 

사이에는 차폐판을 설치하여 베타선들이 2차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 다.

Fig. 3.1.20. MISE의 검출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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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MISE의 검출기 내부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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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알파선 측정 성능은 Fig. 3.1.22와 같이 배관 내부를 통하여 이

송되는 광 계측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섬광 멤브레인을 사용한다. ZnS(Ag) 섬광체는 폴리

에틸렌 멤브레인 물질에 함침하여 알파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섬광이 발생하며, 이 때 발

생된 섬광을 PMT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광 계측기에 연결된 전자장치는 배관 내부에서 계

측기의 위치 함수로써 섬광 멤브레인에 의해 기록된 섬광 이벤트의 수를 계수하여 배과 내

부의 깊이에 따른 알파선 표면오염도를 제공한다. 이 구성에 사용된 섬광체는 실제적으로 베

타와 감마 방사선에 향을 받지 않아서 측정하는 파이프 안에서 정확한 표면 알파 방사능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Fig. 3.1.22. 파이프 내부의 Pipe Explorer
TM

 

알파 계측 시스템과 섬광 멤브레인의 개략도

  Pipe ExplorerTM
 시스템에 사용된 베타/감마 계측기는 광 파이프 주위를 감싸는 얇은 슬



- 58 -

리브 플라스틱 섬광체의 coaxial design을 이용하 다. 광 파이프는 광전자 증배관(PMT)과 

전치증폭기에 연결되어 있다. 계측기에서 나온 출력 펄스는 Pipe Explorer
TM

 tether를 통해 

주증폭기, 단일 채널 분석기(SCA), 계수기/타이머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은 전체적인 패키

지 크기는 작게 유지하면서 넓은 계측 역을 고려한 것이다. SEA 계측기의 window는 길이 

1.95-inch 직경 1.24-inch 이다. 계측기에 있는 light-tight window는 알루미늄 0.5 mg/cm
2
 

도금된 mylar 물질로 세층으로 만들어졌다. window를 보호하기 위해, 벌집형 보호체가 계측

기 위에 있으며, 계측기 덮개는 cable이 tether를 수용하기 위해 떨어지지 않는 기능을 부여

해야 한다. 또 덮개는 코너나 장애물을 쉽게 통과하기 위하여 계측기 앞뒤의 가장자리가 둥

게 해야 한다.

  배관 내부의 비디오 검사를 위하여 작은 흑백 핀홀 카메라를 사용하 다. 파이프 내부를 

비추기 위하여 세 개의 소형 5-W 백열등이 카메라 덮개에 부착되었으며, 비디오 카메라는 

물의 유입, 파이프 내부의 사물, 파이프 내부의 T자의 위치를 확인해 준다.

③ 교정

  Pipe Explorer
TM

 방사선 계측기의 교정은 예상되는 측정 상황에 맞게 이루어졌다. 교정 

과정 동안 감쇄와 후방산란 향의 고려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프 크기, 파이프 재질,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반복하여 수행하 다. 5-inch 파이프에서 Pipe Explorer
TM

 알파 측정 계

측기의 교정은 Am-241 알파선원을 이용하 으며, 베타/감마 계측기의 보정은 Cs-137과 

Sr/Y-90 선원을 이용하 다.

(라) 성능 평가

① 알파선 오염도 측정

알파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료관에 Pipe Explorer
TM

 를 적용하여 시험하 다. L자

형 관이 있는 짧은 4-inch PVC 파이프는 바닥에 있는 연료봉 저장 튜브의 입구와 장치의 

출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측정은 섬광 멤브레인과 광 계측기를 연료봉 저장 튜브에 

사용하여 수행하 다. 광 계측기는 0.3 foot 감아 들여졌고, 이 깊이에 고정되어 또 40 초의 

계수가 기록되었다. 이 point-to-point 측정 과정은 전체 튜브 길이에 걸쳐 검사될 때까지 계

속되었다.

  짧은 전체 검사 길이(34.4 foot)와 표준이 아닌 파이프 크기(5-inch) 때문에, 존재하는 

4-inch 섬광 멤브레인 원료는 정확히 5-inch 튜브 크기의 짧은 멤브레인으로 주문 제조하여 

사용하 다. 각각의 튜브에 사용된 멤브레인의 길이는 튜브 길이(11.5 feet)와 pre-pipe 길이

(5.25 feet)를 더하여 멤브레인의 끝이 전부 전개되었을 때 튜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결정

되었다. 멤브레인이 모두 전개 되었을 때, 광 계측기 앞면은 튜브의 바닥에서 끌어 올려진다. 

그러나 광 계측기의 유효 계측 window는 튜브의 앞에서 거의 40 cm까지 확장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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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저장 튜브의 전체 길이에 대하여 Fig. 3.1.23과 같이 계측을 할 수 있다. 40초의 계수 

기간은 DOE Rad-Con Manual에 나온 가장 보수적인 free 방출 범위인 20 dpm/100 cm
2
 이

하로 최소검출하한값을 만족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Fig. 3.1.23. CP-5 연료봉 저장 튜브 #30에서 알파 측정 

결과

② 베타/감마선 오염도 측정

  JAEIR의 JPDR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에 대하여 MISE를 적용하여 베타/감마선 오염도

를 측정하 다. 실제 오염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배관 내부의 오염도 상황 및 장비의 운전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작하 으며, Fig. 3.1.24와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왼쪽 부분은 이송 장치의 운전 속도, 거리, 및 현재 위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 오른쪽 부분은 배관 내부의 베타선과 감마선에 의한 오염도 계수치

를 그래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3.1.25는 실제 배관 내부를 일정한 간격으로 오염시킨 후 MIS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역에 대하여 5 cm 간격으로 10 cm 두께로 일정하게 배관 내부를 

오염시킨 후 측정하 다. Fig. 3.1.25에서 볼 수 있듯이 베타/감마선에 의한 오염도와 순수 감

마선에 의한 오염도 그리고 그 차이에 의한 순수 베타선에 의한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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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MISE의 출력 결과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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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MISE를 이용하여 측정한 배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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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NL에서 베타/감마 측정은 CP-5 complex의 4-inch 배수 라인에서 수행되었다. 배

수 라인으로의 접근은 방출 라인의 4-inch 부분의 상류 끝에 위치한 맨홀을 통해 이루어졌

다. 2개의 90°의 L자형 관이 있는 짧은 길이의 4-inch PVC 파이프는 양철통 출구를 맨홀의 

방출 파이프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표준 4-mil 두께의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은 이 측

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측정을 위해 사용된 계측기는 베타 감응에 최적화된 훌륭한 베타/

감마 계측기이다. 베타/감마 계측기에서 얻어진 신호는 선형 shaping 증폭기, 

SCA(single-channel analyzer)와 counter/timer 모듈로 구성된 장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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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의 평균 전개율은 약 6.8 ft/min이다. 계획된 회수율은 0.9 ft/min 또는 그 이하이며 

10 feet마다 6분 동안의 측정이 이루어진다. 보정 선원은 장치의 검출하한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측기가 움직일 때 MDA는 수정 되어져야만 하다. 0.9 ft/min의 계속된 

측정율을 위해 수정된 MDA는 Cs-137 보정인자를 사용해 2840 dpm/100 cm
2
, Sr/Y-90 보정

인자를 사용해 1680 dpm/100 cm
2
로 계산되었다. 정지된 측정에 대한 MDA는 Cs-137과 

Sr/Y-90 보정인자를 사용했을 때 각각 439와 259 dpm/100 cm
2
로 계산되었다.

Fig. 3.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직 5개의 위치만이 계측 가능한 한계 이상의 베타/감마 

방사능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음의 부호의 깊이의 데이터는 pre-pipe 부분(두개

의 90° L자가 있는 길이가 짧은 4-inch PVC 파이프) 검사의 것이다. 계수 시간은 2초로 평

균 계측기 전개율은 7 ft/min이다.

Fig. 3.1.27에서 원은 6분 동안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오른쪽의 높은 

도의 데이터는 거의 0.9 ft/min로 측정하여 얻은 것이다. 두 지역의 계수 시간은 10초 다.

Fig. 3.1.26. Cs-137 보정 인자를 사용해 계측기 전개 동안 획득한 

검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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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Cs-137 보정 인자를 이용해 계측기의 회수 동안 획득한 

검사 결과

(2) 방사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 선정

배관 내부의 오염도 측정 시 요구되는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 검출기에 대한 다양한 기

술 분석을 통하여 개개의 오염도 측정에 요구되는 검출기의 적용 사례와 문제점 등을 파악

하 다. 배관 내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하나의 검출 시스템으로 

알파/베타/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서로 결합이 가능한 검출기가 요구되며,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Table 3.1.3과 같이 다양한 검출기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감마선 측정용 

CdTe 검출기, 베타선 측정용 플라스틱 검출기 그리고 알파선 측정용 ZnS(Ag) 섬광체를 선

정하 다.

Table 3.1.3. 방사선 측정용 검출기 선정을 위한 특성 비교

측정대상 검출기 크기 검출효율 에너지 분해능 비고

감마선

NaI(Tl) 50 mm 이상 대 소 상온, 흡습성

HPGe 20 mm 이상 중 대 액체질소분위기

CdTe 10 mm 이상 소 중 상온

베타선

반도체 50 mm 이상 대 대

기체 수십 mm 소 소

플라스틱 제한없음 중 중

알파선

반도체 50 mm 이상 중 대

기체 수십 mm 소 소

ZnS(Ag) 수십 ㎛ 대 중 분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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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측정용 CdTe 검출기 특성 평가 및 시험

  CdTe 검출기는 Fig. 3.1.28과 같이 에너지 분해능이 7 keV로서 에너지 판별 능력이 우수

하여 정확한 핵종 분석이 가능하며, 10 keV의 저에너지 역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출 에너지의 범위가 작은 우라늄과 같은 핵종의 측정도 활용이 가능하다.

Fig. 3.1.28. CdTe 검출기의 감마선 측정 스펙트럼

다. 베타선 측정용 플라스틱 섬광검출기 개발

(1) Monte Carlo 모사기법을 이용한 베타선 검출용 플라스틱 섬광체 모델링

(가) 전자의 물질에서의 에너지 손실 과정

전자는 무거운 하전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물질 내에서 진행할 때도 충돌에 의한 에너

지손실이 발생한다. 그러고 입자의 질량이 매우 작으므로 제동복사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에너

지손실 과정이 추가된다. 제동복사는 전기장 내에서 전자가 산란할 때 발생하는 전자기 복사 

방출을 의미한다. 수 MeV 이하의 낮은 에너지에서 제동복사에 의한 에너지손실은 상대적으

로 작은 양이지만, 에너지 증가에 따라 제동복사의 확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수십 MeV 역

에서는 충돌에 의한 에너지손실과 거의 비슷해진다. 결국 전자의 에너지손실은 다음과 같이 

제동복사와 충돌의 합으로 나타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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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dx

)tot = (
dE
dx

)rad + (
dE
dx

)coll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각의 입자가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통계적인 요동 및 에너지 전이의 요

동 때문에 항상 평균값과 똑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일정한 빔 에너지를 갖고 입사한 입자는 물

질 내에서 같은 거리를 진행한 후 dE/dx  공식에 따르는 델타함수가 아닌 특정한 에너지 분포

를 갖게 된다. 

(나)  Monte Carlo 전산모사

   몬테칼로 방사선 시뮬레이션 전산 코드인 MCNP에서는 선원 입자들이 개별적으로 생성

되고 주변 환경 내역과 실험적인 반응 자료를 포함하는 사용자가 생성한 입력 파일과 결합

함으로써 확률적으로 결정된 일련의 반응을 진행한다. 이런 선원 입자들과 물질과의 반응은 

시뮬레이션의 히스토리 또는 특정한 편차 값 같은 사용자가 정의한 상황이 만족될 때까지 

기록된다[1-5].

광자와 전자의 물질과의 상호 반응 과정은 잘 알려져 있고 정확한 반응 단면적 자료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수송은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해 모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런 모사에서 광자 또는 전자 (“입자”)는 상호 작용의 물리적 성질, 막대한 cross-section 

자료와 pseudo-random number에 기초한 모든 사항(출발 에너지, 반응 위치, 산란 각등)과 

함께 생성에서 종료 시 까지 추적된다. Fig. 3.1.29에서 이러한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입자는 출발 위치 r 과 초기 방향 Ω 와 함께 선원 에너지 E 를 이용 가능한 에너지 목록에

서 표본 추출함으로써 생성된다. 수송 관점에서 각각의 반응에 대해 남아있는 에너지와 새로

운 방향과 함께 반응 형태와 위치가 샘플링 된다. 이 과정은 선원 입자와 모든 2차 입자가 

그의 모든 에너지를 축적할 때 까지 반복된다. 에너지 축적이 검출기 내에서 발생했을 때 계

수가 스펙트럼 적당한 에너지 bins에 더해진다. 이 과정은 미리 정해진 생성 수 동안 반복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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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Schematic representation of radiation transport in Monte Carlo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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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선 에너지 그리고 섬광체 두께에 따른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입사된 전자의 궤적 

및 섬광체를 기하학적 형태를 묘사한 Fig. 3.1.30과 같이 직경이 26 mm인 섬광체 표면에서 

10 mm 떨어진 지점에서 전자가 섬광체 중심에 입사했을 때 입사 입자의 전 에너지가 섬광

체에 흡수되는 비를 계산하 다. 플라스틱 섬광체 두께는 1 ∼ 10 mm로 변화시켰으며 계산

한 전자 에너지 범위는 일반적인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는 에너지에 포함되는 2 MeV 이하 

까지 계산하 다.

또, 일반적인 방사선장에서는 감마선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베타선 검출에 

noise로 작용할 수 있어서 electron 에너지에 따른 플라스틱 검출기의 효율 계산과 마찬가지

로 섬광체 두께 및 감마선 에너지에 따른 전 에너지 흡수율 및 Compton continuum을 계산

하 다. 

섬광체의 탄소와 수소의 원자 구성비는 실제 검출기 제작에 사용될 BC-408의 구성비인 

1.104(H/C)로 섬광체를 모델링 하 다. 모든 계산에 대해 F8 tally(pulse height)를 이용하

고 채널폭은 1.1 × 10
-2 

MeV로 정하 으며 섬광체 주변은 공기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

다. 계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는 1% 이하가 되도록 히스토리를 500,000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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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3.1.30. SABRINA를 이용한 섬광체 형태 및 입자 궤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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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관 내부 표면에 방사성 물질이 오염되었을 경우 섬광체의 두께에 따른 파고 스펙트

럼의 특성을 비교하 다. Fig. 3.1.31과 같이 섬광체를 감싸는 holder는 두께 1 mm의 알루미

늄으로 플라스틱 섬광체 전면을 제외하고 옆면을 감쌌다. 파이프는 길이가 1 m, 외경 5 cm, 

두께 2 mm의 철이며 내부는 공기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PMT는 외경이 2.6 

mm와 1.8 mm인 소형이며 내부 전체가 진공이라 가정하 다.

Fig. 3.1.31. 플라스틱 섬광체에서 펄스파고 스펙트럼을 모사하기 위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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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32는 베타선 에너지 그리고 섬광체 두께에 따른 비정을 알아보기 위해 두께가 

1, 3, 5, 10 mm인 경우 전자의 에너지에 따른 플라스틱 섬광체의 전 에너지 흡수효율을 계산

한 것이다. 전자는 그 비적에 대해 아주 큰 각으로 편향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후방산란 

현상이라 부른다. 섬광체의 어떤 표면에 입사된 한 개의 전자가 매우 큰 편향이 되었다면 그 

전자는 흡수체에 그 전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입사한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검출기의 응답에 적지 않은 향을 줄 수 있다. 낮은 입사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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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전자와 원자번호가 큰 흡수체에 대해서 후방산란이 가장 뚜렷하다. 그러나 원자번호

가 낮은 플라스틱 섬광체라도 표면에서의 후방 산란 때문에 섬광체 두께가 전자의 비정에 

비해 충분히 클 경우에도 전 에너지 흡수율이 1에 도달하지 못한다. 얇은 섬광체는 전자의 

전 에너지 검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섬광신호를 감소시킨다. 전산 모사 결과에서 섬광체 

두께가 10 mm인 경우 electron 에너지가 2 MeV일 때도 80% 이상의 검출 효율을 나타내며 

섬광체 두께가 5  mm일 때 1 MeV까지 거의 90 %의 검출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타선의 에너지는 대부분 1.5 MeV이하이기 때문에 1.5 MeV에서 약 60 %의 전 에너

지 흡수율을 보이는 섬광체 두께 5 mm이면 베타선 검출에 충분함을 보여준다.

Fig. 3.1.32. 다양한 플라스틱 섬광체 두께에 따른 전자의 

전에너지 흡수율(total absorption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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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섬광체 두께 1, 3, 5, 10 mm에 대하여 전자 에너지 1MeV에 대한 파고 스펙트럼

을 계산하여 Fig. 3.1.33에 나타냈다. 섬광체 두께가 비교적 두꺼운 경우 전에너지 흡수 피크

를 볼 수 있으나 섬광체 두께가 얇은(두께 1, 3 mm) 경우 전 에너지 흡수 피크는 나타나지 

않고 입사된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역에서 계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피크는 전자가 

섬광체 내에서 이동하면서 일부 에너지만 섬광체에 흡수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섬광체 외부

로 방출됨으로써 전자 에너지 중 가장 가능성 있는 에너지 손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부 에

너지만 섬광체에 흡수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외부로 방출되는 정도는 Fig. 3.1.34에서 보는 것

과 같이 모든 에너지 bin의 총 계수치는 거의 같음을 볼 수 있는데 섬광체에 흡수되는 에너

지는 섬광체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섬광체에 입사된 베타선은 모두 섬광체와 반응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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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결과이다.  감마선 에너지가 0.3 MeV일 때 Compton edge의 효율이 약 1%이며 그 

이상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1% 이하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플라스틱 섬광체의 베타선 검출

효율에 비해 감마선에 대한 계수치는 무시할 만큼 작음을 알 수 있다.

Fig. 3.1.35. 10 mm 플라스틱 섬광체의 감마선에 대한 펄스파고 스펙트럼

 Fig. 3.1.36은 opening angle이 45°인 cone type의 검출기로 두께가 1 ∼ 8 mm인 섬광체

의 베타선에 대한 파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베타선원은 높은 에너지에서의 검출 성능

을 확이 하기위해 최대에너지가 비교적 높은 Y-90을 사용하 다. 결과에서 보듯이 섬광체 

두께가 커질수록 높은 에너지 역에서 검출효율이 높아지고 두께가 작아질수록 높은 에너

지 역에서 효율이 작아지고 이 감소한 계수의 일부분이 저에너지 역에 해당하는 bin에서 

계수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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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6. 플라스틱 섬광체의 두께에 따른 펄스파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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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에서 스펙트럼의 총 계수치를 나타냈는데 두께 7 mm까지 섬광체가 커짐에 따라 

총계수치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PMT와 결합된 플라스틱 검출기가 직경이 작은 파

이프 내부를 검사할 경우 검출기가 커짐으로써 이송장치에 의한 이동 및 회전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에너지 ∼1.5 MeV까지 전 에너지 흡수효율이 50% 이상인 섬광

체 두께 5 mm가 적합한 두께로 보여진다.

Fig. 3.1.37. 1 MeV 전자에 대한 플라스틱 섬광체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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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체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cylinder type이 아니라 cone type으로 가공했을 때 섬광체 두

께는 같지만 부피는 cone type이 커지게 된다. 플라스틱 섬광체를 cone type으로 가공했을 

때 그 opening angle에 따른 계수율을 비교했는데 opening angle이 커질수록 계수치가 증가

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플라스틱 섬광체 형태가 cone type인 경우 배관 크기에 따라 섬광

체가 계측 시스템의 이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섬광체 가공 시 원통형보다 큰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검출기 제작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cone typ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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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체가 계측 시스템의 이송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cylinder 형태보다는 cone type

의 형태가 방사선 검출에 더욱 효율적임을 확인하 다. 

(2) 섬광검출기 최적 계수조건 선정

  섬광 검출기는 사용자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성분 중 두 개의 구성 성분이 있다: PMT

에 인가되는 고전압과 전자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LLD(low level discriminator)가 있다. 

PMT 인가전압과 LLD 최적화는 최적의 계수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유용하다. 인가전압 그

리고/또는 discriminator level에 의한 특성 변화에 대한 감도가 최소가 되는 플래토우

(plateau)라 불리는 구역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 운  전압은 플래토우 길이의 1/3(또는 1/4) 

또는 플래토우의 전압의 하위 끝에서 75-100V 높은 것 중에서 작은 값에서 선택된다[1-6].

  PMT는 대략 1000 ∼ 2000 V의 고전압을 걸어주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은 안정화 

고압전원이 필요하다. 섬광 검출기에서 PMT 인가전압은 최적의 계수 조건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인가전압 그리고/또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discriminator level에 의한 

특성 변화에 대한 감도가 최소가 되는 플래토우(plateau)라 불리는 구역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

  측정은 알파 검출에 유용한 ZnS(Ag) 섬광 검출기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ZnS(Ag)는 

ELJEN Technology의 EJ-440을 사용하 다. 최대 발광 파장이 450 nm인 EJ-440은 0.25 

mm의 polyester 플라스틱 필름에 ZnS(Ag)를 코팅한 것이다. Fig. 3.1.38은 섬광체의 물리적 

특성 및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사용된 PMT는 HAMAMATSU사의 head-on type의 

R1924A를 사용하 다. 사용된 PMT의 일반적인 특징 및 spectral response를 표 3.1.4와 Fig. 

3.1.39에 나타냈다.

  선원은 직경이 5 cm인 플란쳇에 총 방사능이 300 Bq인 Am-241 용액 선원을 건조기에

서 건조/고착시켰다. Sheet type의 ZnS(Ag) 무기섬광체를 직경 4.5 cm인 원형으로 제작하여 

ZnS(Ag) 섬광체 층이 선원이 고착된 플란쳇 표면에 접하도록 부착하 다. 그리고 백그라운

드 측정용 샘플은 선원이 도포가 안 된 플란쳇에 ZnS(Ag) 무기섬광체를 부착하여 제작하

다.



- 72 -

Fig. 3.1.38. EJ-440의 물리적 및 섬광 특성

 

Table 3.1.4. PMT의 일반적인 특성

Parameter Description Unit

Spectral Response 300 to 650 nm

Peak Wavelength 420 nm

Photocathode

Material Bialkali

Minlmum Effective 

Area
22 mm dia.

Window Material Borosilicate glass

Dynode
Structure Linear focused

Number of Stage 10

Base 14 pin glass base

Suitable Socket E678-14C 

Operating Ambient Temperature -30 to +50 ℃

Storage Temperature -80 to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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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9. PMT의 spectral response

  알파선 또는 백그라운드 측정용 샘플은 폴리에스터(polyester) 층 표면에서 PMT 입사 

창을 마주보도록 1.2 cm 거리에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시켰다. PMT 인가전압은 460V에서 

1480V까지 60V 단위로 증가 시켰으며 각각의 인가전압에 대하여 LLD는 1%에서 4%까지 

1% 단위로 증가 시키면서 알파선을 계수하 으며 측정 시간은 각각 10분으로 정하 다. 백

그라운드 측정 역시 알파선원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가전압 증가에 따른 잡

음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LLD 1%일 때 백그라운드 파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Fig. 

3.1.40과 같이 나타냈다. 인가전압이 증가 할수록 잡음의 계수율과 계수되는 Channel No.가 

커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LLD를 계수되는 Channel No.에 해당하는 

지점까지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전기적 잡음뿐만 아니라 알파 

또는 베타선을 측정할 때 감마선에 의한 신호가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알파/베타에 의

한 신호에 비해 비교적 낮은 Channel No.에서 계수되기 때문에 LLD를 적당히 조절하면 감

마선에 의한 신호도 제거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계수치를 제외한 순 계수치를 계산하 다. 이렇게 구

해진 순 계수치를 각각의 LLD 값에 대하여 인가전압(V)의 함수로서 Fig. 3.1.41과 같이 

ZnS(Ag) 섬광 검출기의 특성 곡선을 나타냈다. 계수가 시작되는 전위는 개시 전위(starting 

potential)라 하는데 이 이후 전압이 증가되었을 때, 매우 빠른 계수율의 증가가 관찰된다. 이 

역을 지나 전압이 더 증가하면 계수율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은 역이 존재하는데 이 

역을 플래토 역이라 한다. 플래토 역을 지나 전압이 증가하면 계수율에서 안정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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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고 dark current 역에 도달하게 되고[1-7], 계수 대부분이 검출기와 알파입자와의 상호 

반응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 효율을 결정하기 위해 이 계수율을 사용할 수 

없다.

  LLD가 1%인 경우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 플래토는 100 V당 6.465 % 다. 이것은 

역 V1=700 V에서 V2=1120 V까지 이루어지므로 플래토 길이는 420 V이며 플래토 길이의 1/3

에 해당하는 운 전압은 840 V이다. 다른 경우의 플래토 기울기, 길이, 최적 운 전압을 

Table 3.1.5에 나타냈다.

Fig. 3.1.40. LLD 및 전압 증가에 따른 계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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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LLD 변화에 따른 plateau 변화

%/100V=
100(R 2-R 1)/R 1
V 2-V 1

×100    : 플래토 기울기

                  R1 : 플래토 역 시작점에서의 계수율

                  V1 : 플래토 역 시작점에서의 전압

                  R2 : 플래토 역 끝점에서의 계수율

                  V1 : 플래토 역 끝점에서의 전압

Table 3.1.5. LLD 변화에 따른 플래토 역의 전압 변화

LLD 1% 2% 3% 4%

Plateau slop per 100V (%) 6.06 6.64 4.94 6.21

Plateau region (V) 700 - 1120 760 - 1240 820 - 1300 820 - 1360

Plateau length (V) 420 480 480 540

Optimum voltage (V) : 1/3 of 

Plateau length
840 920 9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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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스틱 섬광검출기 제작 및 특성 평가

① 플라스틱 섬광검출기 제작 및 측정 시스템 구성

   베타 측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섬광체는 Bicron 사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섬광체 

BC-408로 하전입자 검출에 아주 유용한 섬광체이다. 표 3.1.6은 플라스틱 섬광체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광체의 주성분은 polyvinyltoluene으로 도는 1.302 

g/cc이고 굴절률은 1.58이다. 섬광체의 최대 peak 파장은  425 nm이다. Fig. 3.1.42는 플라스

틱 섬광체가 측정할 수 있는 하전입자와 입자의 에너지 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전자는 10 MeV의 에너지 역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Table 3.1.6. 플라스틱 섬광체의 일반적인 특성

Parameter BC-400 BC-408

Base Polyvinyltoluene

Density 1.32 g/cc

Light Output, % Anthracene 65 64

Refractive Index 1.58

Rise Time, ns 0.9

Decay Time 2.4 2.1

Wavelength of Max. Emission, nm 423 425

Ratio H:C Atoms 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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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 플라스틱 섬광체 내에서 입자의 비정

  플라스틱 섬광체를 지름이 26 mm인 디스크 형태(두께 : 1.3 mm, 3.1 mm, 5.2 mm, 12 

mm)로 가공한 후 polishing하 다. 베타 입자 검출용 플라스틱 검출기는 베타 입자가 에너지 

손실 없이 통과할 수 있는 teflon tape으로 감싸 PMT와 Fig. 3.1.43과 같이 연결하 다. 사용

된 PMT는 R1924A를 사용하 다.

  플라스틱 섬광검출기 측정함은 외부 광 차단을 위해 검정색의 재료를 사용했으며 두께가 

다른 섬광체 및 방사선원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일반적인 방사선원에서는 대부분 

광자 및 하전입자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를 분별하여 검출할 수 있도록 선원 시료대

와 플라스틱 섬광체가 위치한 중간에 스텐리스 재질의 칸막이를 설치하 다. 시료대는 선원

의 거리에 따른 검출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25 mm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또 

배관 내부 표면 알파선 오염도 검출 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측정함 내부를 직경 54.5 mm

의 파이프 형태로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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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 플라스틱 섬광체 성능 시험용 측정함

 

3. 플라스틱 검출기 측정 실험

가. 플라스틱 섬광체 두께 및 입자의 에너지 변화에 따른 감마선 검출 특성

  베타선 측정 시에 검출신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감마선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플라

스틱 섬광체 두께에 따른 감마선 검출 특성을 확인하 다. 측정에 사용된 amplifier의 fine 

gain 0.5, coarse gain 20, shaping time 0.5 μsec로 하 고, 광전자 증배관에 고전압 -1,000 

V로 공급해 1,000 sec 동안 측정하 다. 선원은 Co-60 0.95 μCi, Cs-137 0.949 μCi, Co-57 

0.559 μCi의 point source를 이용하 고, 선원과 섬광체간의 거리는 15 mm로 섬광체 두께

(1.3, 3.1, 5.2, 그리고 12 mm) 별로 검출 특성을 1,000 sec 동안 측정하 다. 플라스틱 섬광체

는 원자번호가 낮기 때문에 감마선에 대해 광전 단면적이 거의 0이며 컴프턴 산란에 의해 

반응한다. 컴프턴 산란은 광자가 원자의 최외각전자 또는 자유전자와 상호작용하여 에너지의 

일부를 주고 자기 자신은 산란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광자는 전자와의 산란각 θ = 180˚ 

일 때, 반도 전자의 에너지 (Ee)가 최대가 되며 산란광자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며 반도전자

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 e=
E γ

1+
m ec

2

E γ(1-cosθ)
  ,

E e ( max)=
E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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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

2

2E γ
    

ꀌ

ꀘ

︳︳︳︳︳︳︳︳

E r:초기광자의에너지
E e :반도전자의에너지

E e(max):반도전자의최대에너지
θ:감마선의산란각

ꀍ

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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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44는 플라스틱 섬광체 12 mm 두께에 대한 선원 각각의 파고스펙트럼을 측정한 

것이다. 스펙트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전피크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방사능이 크지 않은 

Co-57을 제외하고 컴프턴 산란에서 광자가 에너지를 최대로 잃을 수 있는 컴프턴 단

(Comton edge)까지의 컴프턴 연속부(Compton continnum)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계산식에 의하면 Cs-137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 0.662 MeV의 Compton edge는 0.478 

MeV의 에너지에서 나타나게 된다. Fig. 3.1.44의 Cs-137에 대한 파고스펙트럼에서 edge가 

Channel No. 440 부근에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Co-60에서는 1.17 MeV와 1.33 MeV 두 종

류의 감마선이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Compton edge는 각각 0.96 MeV와 1.12 

MeV에서 나타날 것이다. Cs-137에 대한 스펙트럼에서 Channel No. 440에 해당하는 에너지

를 0.478 MeV라 한다면 0.96 MeV와 1.12 MeV에 해당하는 채널은 각각 Channel No. 884와 

1031이 될 것이다. 그러나 Co-60에 대해 측정된 파고스펙트럼에서는 방사선원에서 방출되는 

각각의 감마선에 대한 Compton edge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각각의 입자가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통계적인 요동 및 에너지 전이의 요동 때문에 항상 평균값과 똑같지 않아서 델타

함수가 아닌 특정한 에너지 분포를 갖게 되는 이유에서 생기는 에너지 흩어짐(energy 

broadening)의 발생으로 비교적 근접한 두 Compton edge가 겹쳐져 두 개의 edge가 나타나

지 않고 에너지 역에서 0.96 MeV와 1.12 MeV에 해당하는 Channel No. 884와 1031사이에

서 하나의 edge가 생성된 것이다.

Fig. 3.1.44. 두께 12mm 플라스틱 섬광체의 감마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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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45, 46, 47은 각각 Co-57, Cs-137, Co-60에 대한 섬광체 두께별로 파고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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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감마선원의 경우 섬광체 두께가 커질수록 감마선에 대한 계수치가 

커짐을 볼 수 있고 특히 고에너지 역(Co-60)에서 섬광체 두께가 커질수록 검출효율이 상

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3.1.48에 선원에 따른 계수효율 (cps/dps)을 계산했

는데 Co-60의 경우 계수치가 가장 높은 두께 12 mm의 섬광체도 붕괴당 계수치가 0.0042 정

도로 효율이 아주 낮음을 볼 수 있다.

Fig. 3.1.45. 플라스틱 섬광체 두께 변화에 따른 Co-57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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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6. 플라스틱 섬광체 두께 변화에 따른 Cs-137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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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7. 플라스틱 섬광체 두께 변화에 따른 Co-60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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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8. 섬광체 두께별 감마선원에 대한 계수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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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섬광체 두께 및 선원의 거리 변화에 따른 베타선 검출 특성

  플라스틱 섬광체의 베타선 검출성능 확인하기 위하여 순수 베타선 방출핵종인 Sr-90과 

C-14을 사용하 다. 사용한 선원을 방출 에너지 분포는 Fig. 3.1.49, 50, 51, 그리고 5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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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49와 같이 C-14는 최대 에너지가 0.156 MeV인 베타선을 방출한다. 그러나, 

Sr-90은 최대에너지가 0.546 MeV인 베타선을 방출하면서 붕괴하고 딸핵종 Y-90이 된다. 

Y-90은 반감기가 3.19 hour로 최대에너지가 2.27 MeV인 베타선을 방출한다. 그래서 방사선

원 Sr-90은 두 연속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것과 같이 된다. 이 두 베타 연

속스펙트럼을 그림 3.1.50과 51에 나타냈으며, 그림 3.1.52는 Sr-90과 Y-90이 동시에 붕괴했

을 때의 방출 베타선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 시스템의 설정값은 감마선 측정할 때와 같으며 1,000 sec 동안 측정하 다. Sr-90 3.8 

× 10
3
 Bq/g, C-14 3.67×10

3
 Bq/g의 농도로 희석된 방사선원 100 ㎕를 여과지에 도포한 뒤 

건조시켜 측정하 다.

Fig. 3.1.49. C-14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의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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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0. Sr-90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의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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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 Y-90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의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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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 Sr-90과 Y-90이 동시에 

붕괴했을 경우의 베타선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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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한 플라스틱 섬광체를 이용하여 두께별(1.3, 3.1, 5.2 그리고 12 mm)로 베타선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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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알파선 측정용 섬광 검출소재 개발

(1) 기저 고분자 및 섬광체

본 연구에서는 1차 지지체 고분자 필름을 제조하기 위해 고분자는 polysulfone [PSf] 

(Aldrich, MW : 22,000)를 사용하 고, 용매는 methylene chloride[MC] (Showa, tnseh 99%)

를 사용하 다.

2차 활성층 도포 용액은 PSf와 cyano resin을 접착제로 사용하 고, 용매로는 n-n 

dimethylformamid [DMF]를 사용하 다. Cyano resin은 Shinetsu사의 cyano resin―S, M, V

를 사용하 다. 섬광체는 zinc sulfide activated silver[ZnS(Ag)]를 사용하 다. 2차 solvent로 

사용된 DMF는 Aldrich사의 순도 99.8%를 사용하 다. 또한, 알파선 검출용 섬광체인 

ZnS(Ag)는 입자 크기 4 및 8 ㎛ 인 것을 사용하 다.

(2) 지지체 필름 제조 

기저 고분자 필름을 제조하기 위해서 용매로 녹일 수 있어야 하고, 용해도가 좋아야 하고 

기계적 안정도 및 광학적 투명도가 우수하면서 유연해야 하는 특성을 만족시키는 고분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고분자는 Polytyrene[PS], Polysulfone [PSf], Estyrene, Poly(methyl- 

metacylate)[PMMA], 그리고 Poly (Bisphenol A Carbonate) [PBAC]를 사용하 고, 용매로는 

MC를 사용하 다.

고분자 지지체 필름은 용매법을 이용하여 고분자와 용매를 녹여서 도말한 후 고형화하여 

제조하 다. Solvent로 MC 76wv%과 고분자 PSf 24wv%을 25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septum을 씌운 후 파라필름으로 용기를 잘 봉하여 교반기에서 180 rpm으로 4 ∼ 5 시

간 정도 교반시켰다. 균일한 제막 용액 내에서 quenching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포를 없음을 

확인한 후에 Fig. 3.1.72의 지지체 필름 도말용 장치를 이용하여 도말한 후에 용매를 증발시

켜 지지체 필름을 제조하 다. 이러한 제조과정은 Fig. 3.1.73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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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2. Semi-automatic tape casting machine

  알파선 측정용 ZnS(Ag) 섬광 검출 소재의 지지체  고분자 필름은 고분자를 용매로 녹여

서 도말한 후 고형화하여 제조하 다. 고분자 소재는 PS, Estyrene, PSf, PMMA 그리고 

PBAC를 사용하여 제조하 다. 용매가 증발된 후 PS와 PMMA는 캐스팅으로 지지체 필름을 

제조했을 때 부스러져서 지지체 필름으로 적당하지 않고, PBAC는 용액을 제조할 때 용매에 

잘 녹지 않아서 제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용매로 녹일 수 있고 필름 형태로 제조한 후에도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광학적 투명성을 

유지하는 PSf과 Estyrene을 고분자 소재로 선정하 다.

  그러나, 지지체 필름 위에 스크린 프린팅 기법으로 ZnS(Ag) 섬광체를 접착 시킨 후 용

매를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Estyrene 지지체 필름의 경우는 접착층을 건조시킨 후에 부스러

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는 용매인 DMF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Estyrene 필름 자체를 용

해시킴으로써 지지체 필름의 기계적 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PSf 소재의 지지체 필름은 ZnS(Ag) 접착층을 부착시킨 후에도 필름 자체는 DMF 에 

의한 향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체 고분자 필름은 PSf이 고분자 소재로서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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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파선 검출용 섬광층

(가) 스크린 인쇄

   스크린 프린팅이랑 간단히 말하면 공판 인쇄의 한 종류이다. 공판 인쇄란 제판에 잉크

를 넣어서 롤러로 인압을 가하여 피인쇄물에 인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스크린 인쇄 기본 

원리는 공판인쇄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좀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실크 스크린 망사에서 인쇄 시 불필요한 부분을 유제로 매우고 그 위에 있는 

스크린 잉크를 스퀴지로 어내어 피 인쇄물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실크 스크린 인쇄라고 말

한다. 예전에는 실크가 나이론, poly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sus mesh, com mesh 등

에서 스크린 인쇄기를 사용함으로서 일반적으로 스크린 인쇄라고 한다.

Mesh 오프닝 두께에 따라 오프닝이 넓은 만큼, mesh 두께가 두꺼운 만큼의 잉크 기둥을 

만든다. Mesh 두께와 오프닝과의 비율이 낮을수록(오프닝이 클수록), 스크린으로 부터 잉크 

흐름은 양호해진다. 양호한 잉크 흐름은 우수한 인쇄 품질을 나타낸다. Mesh 두께와 오프닝

의 낮은 비율의 mesh로부터 만들어진 잉크 기둥은 mesh로부터 쉽고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반면, 그 반대 비율의 경우에는 잉크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400 mesh 이상

의 평직 직조이고 선경이 27 ∼ 31 ㎛ 정도의 망사는 우수한 인쇄 해상도뿐만 아니라 우수

한 잉크 흐름을 제공한다. Mesh 오프닝과 선경은 인쇄 해상도에 향을 준다. Mesh의 기하

학적인 차이도 있고 선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인쇄결과를 가져온다.

Mesh 카운트가 같은데도 다른 선경을 갖는 경우가 있고 오프닝도 달라질 수 있다. 일정한 

잉크의 흐름을 얻기 위해 선택한 mesh는 선경보다 크거나 비슷한 오프닝을 가져야한다, 선

경이 mesh 오프닝보다 클 경우, 잉크는 완전히 흐르지 않게 되고, 좋지 않은 잉크는 전이로 

인해, 인쇄 이미지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된다. Mesh 오프닝 size가 선경 size에 근접될수록 

잉크 흐름이 개선되어 이미지가 완전하게 인쇄될 가능성이 커진다. 선경과 오프닝의 size 비

율이 작을수록 우수한 품질의 인쇄가 가능하다. 특징은 볼록판이나 평판 인쇄물 잉크 층 두

께는 불과 수 미크론이고, 오목판 인쇄라 해도 12 ∼ 15 미크론인데 비해 스크린 인쇄물에는 

30 ∼ 100 미크론의 두께가 있다. 그러므로 잉크 피복력은 매우 크고 검은 종이나 금속판 위

에 흰색 인쇄를 할 수도 있다. 최근에 와서는 잉크 층이 두터운 특징 대문에 프린트 배선을 

위해서 많은 공업적 용도에도 쓰여지고 있다.

스크린 인쇄에서는 수성, 유성, 합성 수지성 에멀젼 타입, 분체 등 여러 종류의 잉크를 사

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질과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그 목적을 만족시키는 인쇄를 시

행할 수 있다. 잉크의 건조 형식에서도 증발 조건형, 산화중합형, 2핵반응형 등 여러 가지 방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린 인쇄의 판면은 유연한 소재 뿐 아니라, 유리 금속 경질 플

라스틱을 비롯하여 딱딱한 판지나 성형물의 면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접착인쇄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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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이한 형상의 성형물 또는 초대형 포스터, 현수막 각종 전시물 게다가 후막 IC 같은 초

소형, 초고정 도의 인쇄까지 가능하다. 스크린 인쇄에 있어서 꼭 필요한 4대 요소는 제판, 

잉크, 스퀴지, 피인쇄물이다. 스퀴지 종류에는 평형, 각형, 검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퀴지 고

무 재질은 우레탄 고무 계열이 주류인데, 우레탄 고무는 내마모성 내용제성이 취약하다. 그에 

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노 플렌의 스퀴지는 폴리 이미드와 테프론계의 특수 페스트를 

사용하여 금형에서 장기간 숙성하여 만든 제품으로 우레탄 고무 스퀴지에 비해 우수하다.

(나) ZnS(Ag) 무기섬광체 도포

  2차 활성층은 고분자를 용매에 용해시켜서 섬광체를 섞은 후 지지체 필름 위에 100㎠ 정

도로 도포하 다. 2차 활성층 용액은 접착 수지로 PSf와 Cyano resin를 사용하 고 2차 

solvent는 DMF를 사용하 다. Screen용 용매의 경우 제막용 용매와 다르게 크게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이 추가된다. 즉, 높은 레진의 농도를 포함한 상태에서 screen 과정에서 쉽게 굳지 

않는 성질이 요구된다. Screen을 위해 screen printer에서 printing 도중 급격히 굳어버리면 

screen의 mesh를 막고 안정된 printing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빠른 휘발보다는 천천히 증발

하는 용매가 필요하다.

  그러나, 휘발이 너무 느리면 지지체 필름으로 침투하는 시간도 증대하므로 screen 과정

에서 지지체 필름에 crazing이 생기는 현상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비교적 비점이 높으면

서  PSf를 잘 녹이는 DMF (b.p 150℃)가 가장 적합하 다. 물론 다른 용매 (DMAC, NMP) 

등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DMF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도포 용액은 

접착 수지 PSf 11.8 vol%과 2차 solvent DMF 29 vol%를 hot plate에서 4 시간 동안 교반시

켜 균일한 용액을 제조한다. 균일한 용액이 제조된 후 무기섬광체 ZnS(Ag) 59 vol%를 첨가

해서 혼합시켜 균일한 활성층 페이스트를 제조한 후에, Fig. 3.1.73과 같은 과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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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3. Preparation procedure of the scintillator 

composite for alpha particle detector

Methylene Chloride

Polymer solution

Polysulfone

Casting solution

25oC, 24hr, shaking

Base sheet

Doctor Blade

Dimethylformamide

Polysulfone

Binder solution

80oC, 4hr

Scintillator paste

ZnS(Ag) phosphor

Kneading

Phosphor sheet

Applying on the sheet

Dense PSF

ZnS(Ag) + PSF

Methylene Chloride

Polymer solution

Polysulfone

Casting solution

25oC, 24hr, shaking

Base sheet

Doctor Blade

Dimethylformamide

Polysulfone

Binder solution

80oC, 4hr

Scintillator paste

ZnS(Ag) phosphor

Kneading

Phosphor sheet

Applying on the sheet

Dense PSF

ZnS(Ag) + PSF

  2차 활성층은 고분자를 용매에 용해시켜서 섬광체 ZnS(Ag)를 넣은 후 균일하게 섞어서 

도포용액을 제조하 다. 용매 DMF의 양이 접착 수지의 양에 비해 많은 함량으로 용액을 제

조했을 때, 용액의 점도가 너무 묽어서 스크린 프린팅 하기 전에 먼저 mesh 사이로 액이 흘

러내려서 정확하게 도포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용매 DMF의 양이 접착 수지보다 적

은 경우는 용액의 제조된 용액은 점도가 진해서 처음 용액을 부었을 때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액이 뭉쳐져서 용액을 프레임에 통과시켜도 균일하게 도포가 되지 않다. DMF의 

양이 적을 때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양이 많아질수록 지지체 필름에 접착 용액을 

도포 했을 때 DMF가 깊숙이 침투되다가 다시 증발하게 된다. 용매가 증발하면서 2차 활성

층 알파선 검출 섬광체 ZnS(Ag) 입자에 부딪히면서 응력이 생겨서 증발할 때 막이 부서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차 용매 DMF 함량은 이 막의 부서짐 현상 없이 접

착이 잘 되는 30%의 농도로 선정하 다.

  접착제로 Cyano resin과 PSf를 사용하여 스크린 프린팅 기법으로 섬광체를 도포 했을 

때, PSf가 더 우수했다. 또한 지지체와 같은 소재로 PSf 는 접착제로 사용 했을 때 지지체 

필름과 2차 막의 일체형으로 볼 수 있고, 지지체 필름과 프린팅 했을 때 접착제와 기저고분

자가 같은 물질로 서로 상호 작용하여 접착이 잘 된다. 2차 프린팅을 했을 때 용매(DMF)가 

지지체 필름으로 투과되지만 같은 물질이기에 서로 맞물려서 들어가므로 더 접착이 잘 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에 비해 높은 습도의 대기 상태에서는 상분리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

에 안정도가 좋지 못하고 또한 높은 점도로 인해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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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성층 도포 방법

  1차 지지체 필름 위에 활성층을 도포할 때 screen printing 방법을 이용하여 도포하 다. 

접착 수지 11%와 2차 용매 DMF 26%의 농도로 제조한 후 섬광체 63%를 섞어서 페이스트

를 제조한다. 페이스트를 앞서 제조한 투명 지지체 필름 위에스크린 프린팅은 지지체 필름 

위에 준비된 페이스트를 붓고 프레임을 사용하여 프린팅 하 다. 활성층이 제막 또는 프린팅

된 복합체는 40℃의 오븐에서 3시간 건조시킨 후  24시간 동안 대기에 방치시킨 후에 알파

선 검출을 측정하 다.

  Screen printing 방법은 지지체 필름 위에 프레임을 올려놓고 용액을 부어 스퀴지로 힘

을 가해 mesh 사이로 2차 용액을 통과시켜 도포하는 방법이다. 스크린 프린팅으로 2차 활성

층을 도포 했을 때에는 casting 방법보다는 활성층 도포의 두께가 얇고 고르게 도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프레임의 mesh 상태나 스퀴지의 마모 현상에 따라

서 도포 두께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용액을 도포했을 때 mesh 자체가 작은 체이기 때문에 섬광체의 입자가 미세입자이므로 

체 사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의 섬광체 도포가 되지 않아 작은 hole

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스퀴지의 날은 평편해야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힘을 가해서 여

러번 용액을 도포하다보면 스퀴지 날의 마모가 생겨서 한쪽은 용액이 많이 빠져 나가고 다

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도포가 될 수도 있다. 주기적으로 스퀴지의 날은 연마를 시켜주

어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다.

  2차 활성층을 원하는 두께로 조절 할 수 있고 쉽게 도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포 두

께를 프레임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균일한 두께로 도포할 수 있어서 알파선 검출 계수는 

casting 방법에 비해 낮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스크린 프린팅 기법이  알파선 검출용 

소재 제조 방법으로 적당하다. 따라서 계속 이 방법을 적용해 알파선 검출용 소재  함침막을 

제조하고 결과를 측정했다.

  Fig. 3.1.74에서는 casting과 screen printing으로 활성층 도포한 것을 전자주사현미경으로 

단면을 촬 하 다. 위의 사진은 casting 기법으로 도포한 것이고, 아래 사진은 screen 

printing 기법으로 도포한 것이다.

  Casting은 표면이 고르게 잘 도포가 되었지만 스크린 프린팅은 도포 두께가 일정하지 않

은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캐스팅은 직접 활성층 용액을 도포하여 균일하게 되지만 스크린 

프린팅은 프레임을 이용하여 스퀴지로 힘을 가하여 도포하기 때문에 힘의 세기에 따라 두께

의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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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4. A SEM photograph of double layer composite cross-section 

: casting method(top) and screen printing method(bottom)

       ② 접착 수지와 농도 변화

 접착 수지의 종류를 다르게 변화시켜 활성층의 도포 두께 및 농도 변화에 따른 알파선 측

정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접착 수지는 PSf 와 Cyano resin을 사용하 다. 접착 수지의 

종류를 다르게 도포하 고, 접착 수지 함량을 다르게 변화시켜 활성층 두께 및 알파선을 측

정하 다. 용매 DMF 함량은 일정하게 한 후, 접착 수지 함량은 각각 10, 12.5, 16, 그리고 20 

vol%로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알파선 측정용 활성층 도포 용액을 제조하 다.

  2차 활성층을 도포하기 위해서 접착용액을 제조해 섬광체를 넣어서 도포했다. 접착제를 

PSf와 Cyano resin으로 변화시키면서 제조하 다. PSf는 지지체 필름과 같은 소재이기 때문

에 다른 접착제와 특성을 비교했다. PSf를 2차 solvent에 용해시킬 때 Cyano resin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PSf의 양이 적으면 비교적 빨리 용액을 제조 할 수 있지만, 4.0 g 

이상이 되면 용액으로 제조하기가 힘들고, 2.5 g 보다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섬광체를 섞

어서 도포하더라도 균일하게 섬광체를 섞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섬광체의 양보다 접착제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섬광체의 도포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PSf가 지지체 필름과 동일한 소재이기 때문에 2차 용매가 지지체 필름으로 침투되더라

도 지지체 필름과 2차 접착제가 가교가 되기 때문에 도포는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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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을 경우 PSf가 습도에 민감한 고분자 소재이기 때문에 습도가 70% 이상 넘어가면 

도포를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습도가 높을 때 용액을 제조하면 용액은 투명한 용액이 아니라 

불투명한 용액이 된다. 따라서 도포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섬광체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또한 알파선 검출 계수치 또한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습도가 높을 때 섬광체를 도포

하면 용매를 증발시키고 난 후 함침막을 제조했을 때 섬광체가 하얗게 묻어나오기도 한다.

  접착제 cyano resin은 불투명한 작은 입자인데 solvent에 넣어서 녹이면 투명한 용액이 

된다. cyano resin으로 지지체 필름위에 2차 활성층을 도포하면 매끄럽게 도포가 잘된다. PSf

를 접착제로 사용했을 때보다 2차 활성층의 표면은 매끄럽지만, 2차 활성층 제조 시 습도가 

높을 경우 2차 solvent가 다 증발되고 나면 지지체 필름과 2차 활성층이 분리되는 현상을 보

다. 이와 같은 경우 지지체 필름의 소재는 PSf이고 섬광체 접착 용액은 Cyano resin으로 

서로 다른 물질로 서로 상호 작용이 없기 때문에 상분리가 되는 것이다.

  Cyano resin을 사용한 2차 활성층 제조조건은 PSf보다 제조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점도도  PSf보다 낮아서 섬광체를 넣어서 섞을 때도 훨씬 더 균일하게 제조 할 수 있다. 

Fig. 3.1.75에서 보면 Cyano resin이 PSf보다 알파선 성능 검출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냈다. 

Fig. 3.1.76에서는 접착 수지의 종류에 따라서 상용화된 검출소재인 EJ-440과의 알파선 검출 

성능을 비교하 을 때 접착 수지로는 Cyano resin이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PSf와 EJ-440

은 검출 성능이 유사하게 나타낸다.

Fig 3.1.75. A SEM photograph of double layer composite cross-section 

: PSf(top) and Cyano resin(bottom)



- 102 -

Fig. 3.1.76. Comparison of the alpha-ray 

spectrum with PSf, Cyano resin, and 

EJ-440(commercially available)

  기존 실험에서 섬광체와 용매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PSf와 cyano resin 의 각각 

접착제의 양을 10, 12.5, 16, 그리고 20%로 변화시켜 섬광체의 도포두께 및 알파선을 검출성

능을 평가하 다. 섬광체의 양은 일정한 조건에서 접착제의 양이 증가할 때 섬광체의 도포량

은 비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PSf 같은 경우는 접착제의 양이 많아지면서 용액을 제조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에 비해  Cyano resin은 제조 시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PSf이 Cyano resin보다 약 

1.5배 정도 2차 활성층이 더 두껍게 도포가 되었다. PSf와 Cyano resin의 농도 10%일 때의 

알파선 검출 효율을 비교해봤을 때 PSf는 71.41%, Cyano resin은 60.18%로 확연히 알파선 

검출 효율에서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섬광체의 도포 두께가 두껍게 도포되면 섬광체의 도포량이 증가하면서 방사능 선원 도포 

후 섬광체의 발광이 많이 발생하면서 알파선이 많이 방출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접

착 수지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두께를 측정했을 때 접착 수지의 농도가 증가하면 두께는  

반비례형태로 감소를 나타냈다.

③ 섬광층 면 도 변화에 따른 제조

  활성층 도포 방법에서 스크린 프린팅의 프레임의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결과를 측

정하 다. 프레임의 크기를 80, 100, 200, 250, 그리고 300 mesh로 제작하여 2차 활성층 용액

을 지지체 필름위에 도포하여 면 도 변화를 측정하 다. 면 도를 측정하여 지지체 필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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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포된  섬광체의 양을 측정하여 상용제품과 비교하 다.

  Fig. 3.1.77과 같은 screen printer와 sqeeze를 이용하여 2차 활성층을 도포했을 때 알파

선 검출효율이 우수함을 나타냈다. 스크린 프린팅 기법으로 도포할 때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 

면 도 측정 후 크기의 변화를 나타냈다. 따라서 프레임을 변화 시키면서 도포되는 섬광체의 

면 도 변화를 측정하 다. 프레임 80, 100, 200, 250, 그리고 300 mesh로 각각 변화시켜서 2

차 활성층을 도포하여 그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 다.

  Table 3.1.7는 전체 프레임 변화에 대한 면 도 변화를 나타냈을 때 프레임의 크기가 증

가할수록 면 도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SEM 으로 단면 및 표면을 촬 했을 

때에도 차이점을 알 수 있다. Fig. 3.1.78을 보면 프레임의 단면 촬  그림으로 도포된 두께 

차이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80mesh의 프레임이 섬광층이 더 많이 도포 되었지만, 지지체 

필름의 크랙이 발생한다. 따라서 알파선 검출 소재 도포 시에는 100 mesh의 프레임이 적당

하다. 방사선 검출효율 역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1.77. Screen printer and squeeze

Table 3.1.7. Variation of the alpha-ray efficiency of the polymer 

composite film

                  

        
100mesh 200mesh 250mesh 300mesh

1 80.89 77.05 82.31 81.89

2 84.56 79.82 81.87 60.69

3 85.14 80.62 80.94 65.10

4 85.84 79.30 78.60 63.74

※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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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8. A SEM photograph of double layer film cross section of the 

ZnS(Ag)-coated polysulfone composites prepared by screen printing : 

a) 80, b)100, and c) 300 mesh

(a) (b) (c)

(다) 검출소재의 특성 평가

  2중 구조의 함침막의 특성을 평가 하기위해서 광학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

다. 순수 고분자 필름과 2차 활성층을 도포한 필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하 다.

① 광학적 특성 평가

  순수 지지체  고분자 필름과 2차 활성층을 도포한 필름에 대한 투과도와 흡광도를 측정

하 다. 빛의 투과도는 고분자 필름에 빛을 투과 시켰을 때 투명한 빛의 산란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측정하 고, 흡광도는 2차 활성층을 도포할 때 첨가시킨 섬광체 ZnS(Ag)의 발광 

역이 440 nm으로, 이 역에서 순수 고분자 필름 자체에서 빛의 흡수도를 측정하 다. 

  2차 함침막의 빛 투과도 및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빛의 산란 및 흡수도를 측정하

다. UV/VIS 분광 광도계(UV/VIS Spectro- meter)는 Hewlett packard 사의 HP8453 모델

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UV-ray 광원의 파장은 약 300 ∼ 800 nm의 가시광선 

역에서 측정하 다.

  광학적 특성은 투과도와 흡수도를  UV-IR로 측정하 다. 가시광선 300 ∼ 800nm 역

에서 빛을 투과시켜 투과도를 측정하 다. 지지체 필름 위에 섬광체를 넣지 않고 접착제만 

도포해서 측정하 다. 지지체 필름 역시 투명하지만 접착제를 도포한 후 섬광체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한 필름 형태로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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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ano resin과 PSf를 접착제로 2차 용액을 때 지지체 필름 위에 screen printing 방법으

로 도포했을 때 대기 중의 습도의 향으로 지지체 필름 위에서 약간의 수분을 흡수해서 접

착 용액을 도포한 층이 뿌옇게 변했다. 그림 3.1.79에서 투명도는 약 85%로 우수하게 나타났

는데, 이중구조 고분자 복합소재의 섬광 투과 매질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80은 ZnS(Ag) 섬광체의 발광파장을 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PMT의 응답파장

(400-450 nm 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1.79. Light transmission and absorption rate 

of polysulfone base film

Fig. 3.1.80. The max wavelength of ZnS(Ag)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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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적 특성 평가

  기저 고분자 필름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장강도 측정기 AG-5000G 

(Shimadzu, 일본)를 이용하여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측정하 다. 측정시 고분자 필름의 두께

가 너무 얇은 관계로 PET 필름을 이용한 지지대를 이용하여 시험장비의 grip에 거치하여 

100 mm/min의 속도로 인장 실험을 진행하 다. 인장강도 Tb와 연신율 Eb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 다. 

T b=
Load of break (kgf)

Cross sectionareaofthesample (mm 2)

Eb=
L-L 0
L 0

×100

  여기서 L은 연신 후 파괴되는 순간에서의 시료의 길이이고, L0는 초기의 길이인 두 집게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기저 고분자 필름의 기계적 세기 또한 ZnS(Ag) 섬광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지지체 필름의 기계적 강도를 평가하기위하여 인장강도와 연신율

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1.8에 나타냈다. PSf 소재의 지지체 필름은 ZnS(Ag) 접착

층을 도포한 후 용매에 대한 향은 없었다.

  인장강도 측정 결과 5.77 kgf/mm2 으로서 표 3.1.8의 PSf 지지체 필름의 인장 강도와 차

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수 지지체만을 측정했을 때 elongation이 18.8%로 가장 높

았고, 단위면적당 받는 힘은 지지체 필름과 같은 소재로 접착한 PSf 활성층이 우수하다.

  지지체 PSf로부터 Cyano resin으로 갈수록 변형률이 감소하고, 탄성계수와 항복점이 증

가했다. PSf의 필름은 약간 어긋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Modulus를 보면 순수 지치체 필름

보다 접착수지 PSf의 활성층 필름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지지체 필름은 순수 PSf 고분

자 필름이지만, PSf의 활성층 필름위에 다시 PSf 수지로 2차 활성층을 도포해서 기저 고분

자 필름과 상호 작용을 이뤄져서 더 잘 변형이 된다.

  순수 지지체 필름과 접착 수지를 도포했을 때 2가지로 측정을 했는데 순수 지지체 필름

만 측정 했을 때보다 접착 수지를 도포했을 때 기계적 강도가 40 ∼ 50% 정도 저하되는데 

그 원인이 용매 침투로 인하여 필름 자체가 고분자를 녹여서 하기 때문에 고분자 사슬이 끊

어지기 때문에 필름의 강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 107 -

Table 3.1.8. Polymer film mechanical properties

Sample
Yield Point

(㎏f/㎟)

Modules 

of E (㎏f/㎟)

Elongation 

( % )

PSf 5.75 62.2 18.8

PSf + DMF + ZnS(Ag) 6.85 76.4 11.9

Cyano resin + DMF + ZnS(Ag) 5.77 68.9 11.3

③ 섬광층 도포 용액의 점도 측정

  2차 활성층 도포 용액의 섬광체 접착력을 평가하기 위해 ZnS(Ag)섬광체를 섞지 않고 순

수 2차 활성층 도포 용액만의 점도를 측정하 다. 접착 수지로 PSf와 Cyano resin을 사용하

다. 접착 수지 33%, 40%와 용매는 56%, 67%로 제조하 다. 점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반 

시킨 용액을 점도 측정기 전용 용기에 부은 후 Spindle을 장착 시킨 후 회전시키면서 점도를 

측정했다. 점도를 측정 할 때 교반 속도는 10, 20, 50, 100 rpm으로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torque는 30 ∼ 80% 이내에서 결과를 측정하 다. 단 용액의 온도는 상온과 비슷한 온도에

서 측정했다. 측정 용액은 가열해서 고온의 용액이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상온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한 후 측정했다.

  2차 활성층의 점도 측정은 섬광체 ZnS(Ag)를 혼합 했을 때 2차 활성층 도포 시 나타나

는 효율에 대하여 반비례하다고 볼 수 있다. 점도를 측정함으로 2차 용액의 접착 수지의 양

이 많을수록 점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섬광체를 혼합하더라도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알파선

의 탐지 효율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즉 2차 활성층 용액에서 섬광체의 양이 차지하는 비

율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또한 지지체 필름에 도포되는 양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

히 알파선 검출 계수는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점도 측정을 하 다.

  접착수지 PSf와 Cyano resin의 함량을 각각 33%와 40%로 제조하여 측정하 다. PSf 

40%은 33% 보다 양이 7% 더 많아졌을 뿐인데 점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Cyano resin 

역시 접착 수지의 양을 7% 증가 시켰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점도가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점도의 차이로 인해 screen printing으로 제조했을 때  SEM 표면 촬 한 사진

을 봤을 때 점도가 높은 PSf는 도포한 그대로 형태로 유지하지만 그에 비해 점도가 낮은 

cyano resin은 모양이 유지되지 않고 가장자리가 뭉개져서 균일하게 도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Table 3.1.9는 점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1.81에서 Cyano resin과 PSf를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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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로 사용하여 활성층 표면을 SEM으로 촬 한 것이다. Cyano resin의 왼쪽 그림에서는 

표면이 균일하게 보이지만, PSf는 메쉬의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활성

층 도포 했을 때에는 Cyano resin과 PSf 모두 선명하게 메쉬 라인은 형성되지만 접착 수지

의 점도에 따라서 형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점도가 높은 PSf는 도포 후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서 경계선이 들어나지만, 그에 비해 점도가 낮은 Cyano resin은 도포 된 후 시간이 지

나면서 형상의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균일하게 도포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Table 3.1.9. Measurement of second solution viscosity

Sample no. rpm cP Torque(%)

PSf 25 vol%
50 4016 50.2

20 3980 19.9

PSf 29 vol%
20 9440 47.2

10 9400 23.5

Cyano 25 vol% 100 948 23.7

Cyano 29 vol% 100 1632 40.8

Fig. 3.1.81. Top surface of composites : prepared with 

PSf(bottom) and Cyano resin(top) as 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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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T : Photomultiplier tube

                      H.V. : High Voltage

                      Pre-Amp. : Pre-amplifie

                      Amp : Amplifier

                      MCA : Multichannel Analyzer

마. 알파/베타선 동시측정용 이중섬광체 개발

(1) 이중섬광체 제조

  알파선과 베타선의 동시 측정이 가능한 오염도 측정용 섬광검출기는 베타선의 측정이 가

능한 얇은(두께 0.25 mm) 플라스틱 섬광체 위에 ZnS(Ag) 섬광체를 코팅하여 제조한다[1-8, 

1-9, 1-10]. 본 연구에서도 알파선과 베타선 오염도 측정용 소재로 적용이 가능한 이중섬광체 

검출소재를 제조하 다. 이중섬광체는 지지체 역할을 하는 베타선 측정용 유기섬광 플라스틱 

소재 위에 알파선 측정이 가능한 ZnS(Ag) 섬광체 분말을 도포하여 제조하 다. 지지체 역할

과 베타선 검출용의 플라스틱 검출소재는 여러 가지 고분자 소재를 이용하여 용매법을 이용

하여 제조하 다. 또한, 알파선 측정용 ZnS(Ag) 섬광층은 인쇄기법을 이용하여 ZnS(Ag) 섬

광체 분말을 접착제와 혼합하여 플라스틱 검출소재 위에 도포하여 제조하 다.

  제조 과정은 Fig. 3.1.83과 같다. 먼저 베타선 검출용 섬광층은 고분자 소재와 섬광체로서 

제1용질 및 제2용질로 구성된 플라스틱 섬광체이다. 플라스틱 섬광체에서 방사선이 고분자 

물질에 입사하면 불안정해진 고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제1용질이 전달받아 자외선 역의 섬광을 방출한다. 이러한 자외선 역의 파장은 

측정용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 PMT)의 섬광 응답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PMT에 적합한 파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파장 이동체인 제2용질을 사용한다. 본 연

구에서 고분자 소재로서 polysulfone(PSF), polystyrene(PS), Estyrene, 그리고 

Poly(Bisphenol A Carbonate) (PBAC)를 사용하 고, 유기섬광체인 제1용질로 

2,5-diphenyloxazole (PPO)과 p-terphenyl 그리고 파장 이동체인 제2용질은 

1,4-bis[5-phenyl-2- oxazol]benzene(POPOP)를 사용하 다. 용매인 Methylene Chloride(MC) 

80 g에 PPO와 POPOP를 각각 0.7과 0.06 g을 용해시킨 후에 고분자 소재를 25 g 넣어서 2

5℃에서 24시간 교반(rpm 150)하여 섬광체 혼합용액을 준비하 다. 용액 내에서 산소 소광

(quenching)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포와 용액의 투명성을 확인한 후, Doctor Blade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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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두께로 유리판 위에 도말하 다. 이때, 고형화 후 고분자막의 두께에 대한 베타선의 

(에너지에 따른) 최대비정을 고려한 도말두께는 800에서 2500 μm로 변화시키면서 제조하

다. 마지막으로 도말한 고분자 막을 24시간 동안 대기 중에서 방치하여 용매를 완전히 증발

시켜 고형화하 다[1-11].

   알파선 검출용 섬광층은 제조과정도 Fig. 3.1.83에 나타내었으며, 그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알파선 측정용 섬광층은 screen printing 기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Screen printing 

방법은 망사형 틀 위에 도포 용액을 부은 후 스퀴즈를 이용하여 혼합용액을 도포하는 방법

이다. 섬광층 제조는 용매인 Dimethylformamide (DMF) 7.5 g에 접착용 소재(PSF 또는 

cyano resin) 3 g을 넣어서 70 ℃의 전기로에서 5시간 이상을 녹인다. 여기에 평균 직경이 3 

∼ 4 μm인 분말 상태의 ZnS(Ag) 섬광체 18 g을 첨가하여 균일하게 교반하여 섬광체 용액을 

준비하 다. 앞서 제조한 베타선 측정용 플라스틱 검출 소재 위에 300 mesh의 screen 

printer를 올려놓고 그 위에 ZnS(Ag) 혼합용액을 부어서 스퀴즈로 압착시킨다. 도포한 

ZnS(Ag) 섬광체 용액을 대기 중에 방치하여 용매를 완전히 증발·건조시키면 최종적으로 알

파선과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 가능한 이중섬광체가 제작된다.

   제조한 이중섬광체의 방사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알파선 방출핵종인 
241
Am 

(반감기 : 432년, 알파선 에너지 : 5.44, 5.48 MeV)과 베타선 방출핵종인 
90
Sr/

90
Y (반감기 : 

28.78년, 베타선 최대에너지 : 2.28 MeV) 방사선원을 이용하 다. 방사선과 섬광체의 상호작

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은 PMT(Hamamatsu Photonics K. K., R329-02)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Fig. 3.1.83. Preparation process of the 

ZnS(Ag)/plastic dual scintillator sheet for 

alpha- and beta-ray simultaneous 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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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섬광체 특성 평가

알파선과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중섬광체를 제조할 경우 중요한 요인으로는 

방사선에 대한 검출성능과 더불어 섬광체로서의 투명도와 기계적 강도를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용매법은 고분자 소재를 용매로 녹여서 제조하는 방법으로 용매로 녹일 수 

있는 고분자 소재 중에서 방사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고형화 후에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고분자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상용 고분자 소재 중에

서 고분자 구조와 비점 등의 기본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PSF, PS, Estyrene, 그리고 PBAC를 

선정하 다. 이중에서 PS의 경우는 플라스틱 섬광체의 기저 고분자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

재로서, 단량체인 styrene을 열중합 반응시켜 PS으로 제조한다[1-12, 1-13]. 이러한 열중합 반

응을 이용할 경우에는 플라스틱 섬광체를 제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bulk type으로만 제

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립형으로 제공되는 PS를 이용하여 용매법으로 제조하

다.

용매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섬광검출소재의 제조조건은 표 3.1.10과 같으며, 모든 

고분자 소재들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하 다. 용매, 고분자 소재 그리고 섬광체의 양

은 이전의 연구[1-11]에서 결정된 농도를 그대로 이용하 으며, 플라스틱 섬광체의 두께 변화

에 따른 베타선의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말 두께를 변화시키면 제조하 다. 고형화 

후의 플라스틱 섬광체의 두께는 용매 증발로 인하여 도말 두께에 비하여 1/5에서 1/6 정도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PS의 경우는 고형화 후에 제조된 플라스틱 섬광체의 기계적인 물성이 취

약하여 실제적인 섬광체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웠다.

Table 3.1.10. Preparation condition of the plastic scintillation sheet for 

beta-ray counting

Solvent Polymer
1st

solute

2nd

solute

Casting 

thickness

Solidification 

thickness

(g) (g) (g) (g) (㎛) (㎛)

80 25 0.7 0.06

800 135.6

1,300 252.8

1,800 316.8

2,500 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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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섬광체의 베타선에 대한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Fig. 3.1.84와 같다. PS의 경우는 플라스틱 섬광체로 제조는 어려웠지만 검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하 으며, 다른 고분자 소재들에 비하여 검출 성능은 2배 정도 우수하

다. PSF, Estyrene, 그리고 PBAC는 거의 유사한 검출 성능을 보 으나, PBAC의 경우는 용매

를 이용하여 녹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최종적으로 용매법을 이용하여 제조가 용이한 PSF

과 Estyrene을 기본 고분자 소재로 선정하 다.

위에서 선정한 PSF과 Estyrene 기저 고분자 소재의 차이에 따른 검출 성능과 제1용질로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PPO와 p-terphenyl의 검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플

라스틱 검출소재를 제조하여 베타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 으며, 그 결과는 Fig. 3.1.85과 같다. 

동일한 제1용질에 대하여 PSF과 Estyrene의 경우 검출 성능은 5% 범위 이내 으며, 동일한 

고분자 소재에 대한 PPO와 p-terphenyl의 경우도 5% 이내 다.

Fig. 3.1.84. Beta-ray spectrum of the plastic sheet for beta-ray 

counting according to polym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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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5. Beta-ray spectrum of the plastic sheet for 

beta-ray counting according to 1st solute and polymer

플라스틱 검출소재의 두께에 대한 베타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섬광체

의 두께를 135에서 447 ㎛까지 변화시키면서 제조하 다. 
90
Sr/

90
Y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베타선 

검출 성능을 평가한 결과, 섬광체의 두께가 252 ㎛일 때, 약 10% 정도 우수한 검출 성능을 보

으며, 이는 기존의 상용 제품과도 동일한 결과 다.

알파선 검출용 섬광체는 베타선 측정용 플라스틱 섬광체 위에 ZnS(Ag) 섬광체를 screen 

printing 방법으로 도포하여 제조하 다. 2차 섬광층의 제조 시 접착용 소재는 기저 고분자 소

재와 동일한 PSF과 접착용 소재인 cyano resin을 사용하여 제조하 으며, PSF과 cyano resin 

둘 다 ZnS(Ag) 섬광체를 접착시키는데 모두 우수하 다. 그러나, 실제 제조 시 용매를 이용하

여 녹이기가 쉬운 cyano resin을 접착용 소재로 선정하 다.

ZnS(Ag)/플라스틱 이중섬광체는 10 × 10 cm
2
의 크기로 제조하 으며, 이는 적용한 screen 

printer의 크기에 의존한다. 알파선과 베타선에 대한 방사능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

용 PMT의 입사창과 동일한 직경 50 mm로 잘라서 측정하 으며, 측정용 이중섬광체는 Fig. 

3.1.86과 같다. 제조한 ZnS(Ag)/플라스틱 이중섬광체를 이용하여 
241
Am 알파선원과 

90
Sr/

90
Y 베

타선원에 대한 알파선과 베타선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으며, Fig. 3.1.87과 같다. Fig. 3.1.87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알파선의 경우는 넓은 에너지 역에 대하여 넓게 분포되며, 베타선

의 경우는 낮은 에너지 역에서 검출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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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7. Simultaneous alpha- and beta-ray pulse height 

spectrum measured by ZnS(Ag)/plastic dual scintillator 

sheet

제조한 ZnS(Ag)/플라스틱 이중섬광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상용 제품인 EJ-444 (Eljen 

Technology)과 비교하 다. 알파선에 대한 검출 효율은 약 85 ± 5% 정도로서 거의 비슷한 효

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베타선의 대한 검출 효율은 EJ-444의 경우는 약 50%의 효율을 

얻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조한 이중섬광체의 베타선 효율은 약 25% 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3.1.86. A photograph of the 

ZnS(Ag)/plastic dual scintillator 

for alpha- and beta-ray counting



- 116 -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한 섬광체의 기본 고분자 소재인 PSF이 상용의 기저 고분자 소재

보다는 베타선의 에너지 응답 특성이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 방사선 동시측정 기술 개발

(1) 파형판별법

알파선과 베타선이 공존하는 혼합방사선장에서는 알파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알파선과 베타선의 분리는 각각의 섬광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섬광 오름 시간이 다르기 때

문에 일어나는 효과를 이용한다. 알파선에 의한 quenching 효과가 베타선에 의한 경우보다 많

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알파선 및 감마선에 의해 발생한 섬광 펄스를 미분함

으로써 파형의 차이를 펄스의 오름 시간상으로 변환한 다음, 이중 지연선을 정형하여 교차 

시간을 검출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Fig. 3.1.88에서처럼 tf는 베타선에 의한 이중지연선 정형을 

하여 얻어진 펄스 교차 시간을 나타내고, ts는 알파선이나 무거운 하전입자에 의해서 얻어진 

펄스 교차 시간을 나타낸다. 입력 파형의 오름 시간을 T2라 하면, 입력파의 전압 V(t)는 다

음과 같다.

V(t) = A (1 − e
−

t
T2 )

지연선상의 Td에서 한번 정형하면, t > Td에서 다음과 같다.

V(t) = A (1 − e
−

t
T2 ) −A (1 − e

−
t−Td

T2 ) = A e
−

t
T2 (e

−
Td

T2 − 1)

지연선 상에서 Td에서 한번 더 정형하면 t > Td에서는 다음과 같다.

V(t) = A e
−

t
T2 (e

−
Td

T2 − 1)− A (1− e
−

t− Td

T2 )

교차 시간 Tc는 V(t) = 0에서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Tc = T2 ln2 (e
Td

T2 − 1 ) = Td + T2ln (2− e
Td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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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T2가 0에 접근할 때 Tc ≒ Td가 되고, T2는 ∞에 접근하면 Tc ≒ 2Td가 된다. 

즉 Tc는 진폭에 무관하며, 오름 시간이 다르면 교차 시간도 달라지므로 베타선과 알파선이 

분리된다. 시간 간격을 본질적으로 펄스 진폭에 무관하나 펄스형에 의존하며, 어떤 기준 신호

의 시간과 베타선 혹은 알파선에 의한 교차 시간과의 시간차를 TAC (time to amplitude 

converter)를 통하여 변환한다.

  Fig. 3.1.89는 방사선의 차이에 의한 섬광체에서의 펄스 출력의 모양에 따라서 파형이 분

리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3.1.88. 교차시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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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9. 방사선의 차이에 따른 파형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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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부 알파/베타선 동시 측정용 phoswich 검출기 특성 평가

  알파 및 베타선의 동시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을 도포한 무기섬광체를 

플라스틱 검출기 입사창과 거리가 13 mm인 곳에 그림 3.1.90과 같이 배치하 다. 방사선원은 

무기섬광체 표면에 Am-241과 Sr/Y-90을 도포하고 1000초 동안 파고스펙트럼을 측정하 고, 

그 결과는 그림 3.1.91에 나타냈다. Am-241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에 의한 신호에서는 알파선 

에너지를 반 하는 피크를 채널의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r/Y-90에 의한 신호는 채

널의 전반부에 반 됨을 볼 수 있는데, 이 검출 시스템에서 파고스펙트럼 분별법을 이용해 

알파와 베타에 의한 신호를 분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90. Monitoring system for detecting alpha/beta-ray

측정 시 무기섬광체와 플라스틱섬광체의 거리는 검출 시스템 크기의 제한, 무기섬광체에서 

발생해 플라스틱섬광체로 입사되는 섬광의 입사각에 따른 검출 효율, 공기 중에서 거리에 따른 

섬광의 손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무기섬광체와 플라스틱섬광체의 거리에 따른 알파선에 

의한 파고스펙트럼을 측정하여 Fig. 3.1.91에 나타냈다. 검출기 동축을 중심으로 무기섬광체가 

플라스틱 섬광체 입사면과 2 cm일 때 계수된 최대 채널수가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은 이 위치에서 무기섬광체에서 발생된 섬광이 플라스틱 섬광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이 가장 적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는 Fig. 3.1.91에서와는 달리 알파선 에

너지를 반 하는 피크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계수된 최대 채널수도 상당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Fig. 3.1.92의 경우 polyester 플라스틱 필름에 코팅된 ZnS(Ag) 층이 플라스틱 섬

광체의 입사창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polyester 필름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없는 반

면, Fig. 3.1.92는 polyester 필름이 검출기 입사창을 바라보고 있어 고분자 필름에 의한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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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플라스틱 섬광체 입사면에서 입사각의 차이에 의해 플라스틱 섬광체로 

전달되는 효율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베타선 신호를 

반 하는 최대 채널이 알파선에 의한 것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파고스펙트럼 상에서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관 내부와 같은 국소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에 검출 시스

템을 장착하여 알파/베타선에 의한 검출 특성을 평가하 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검출기로는 

접근이 곤란한 배관 내부표면의 α/  입자를 검출하기 위해 직경 26 mm의 소형의 플라스틱 

섬광체를 광전자증배관에 적용해 배관 내부의 오염도 측정에 적합한 검출기 성능을 확인하

다.

Fig. 3.1.91. Pulse height spectrum of 

Am-241 according to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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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2. Pulse height spectrum for   

Am-241 and Sr/Y-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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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93은 플라스틱 섬광검출기를 장착한 PMT 전면에서부터 ZnS(Ag) 무기섬광체의 거

리를 이동시키면서 측정한 알파선의 총계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알파선 계수율은 Fig. 3.1.71과

는 달리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완만하게 계수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알파선의 

비정과 상관없이 알파선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이 PMT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산란

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실제적으로 알파선을 측정할 경우에는 알파선 검출용 검출소

재를 최대한 측정 대상 표면과 접촉을 시킨 후에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을 계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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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3. ZnS(Ag) 섬광검출소재의 거리에 따른 알파선 계수율 

변화

  Fig. 3.1.94는 그림 3.1.90의 검출기 배치도로 측정한 알파/베타선의 동시 측정 스펙트럼이다. 

낮은 채널에서는 베타선과 플라스틱 섬광체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높은 채널 역에서는 

알파선과 ZnS(Ag) 섬광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섬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1.90과 

같은 검출기 배치에서는 알파선과 베타선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이 동일한 PMT로 입사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알파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파

와 베타선을 구분하기 위하여 파고분석법과 파형분석법을 이용한다. 파고분석법은 검출기에서 

생성된 출력 펄스의 높이를 구분하여 알파선과 베타선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Fig. 3.1.95와 같

이 펄스 파고를 분리하기 위한 회로도를 구성하여 알파선과 베타선을 구분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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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4. 알파선과 베타선의 동시 측정 파고 스펙트럼

Fig. 3.1.95. 파고분석법에 의한 알파/베타선의 구분하기 위한 

회로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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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96은 알파선 역만을 잘라서 측정한 스펙트럼이다. 베타선 역에 해당되는 저에너

지 부분은 잘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설정값을 가지고 베타선에 의한 알파선 역에서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Fig. 3.1.97과 같이 베타선 선원만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3.1.96. 파고 분별 후의 알파선 파고 스펙트럼

Fig. 3.1.97. 파고 분별 후 알파선 역에서의 베타선 

파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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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Fig. 3.1.98은 베타선 역에서만 파고만을 선별하여 측정한 베타선 파고 스펙트

럼이다. Fig. 3.1.99는 베타선 역에서 알파선에 의하여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측정

한 스펙트럼이다. 알파선의 경우는 베타선의 역에서 비교적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파고 분석 분리를 통해서는 알파선과 베타선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98. 파고 분별 후의 베타선 파고 스펙트럼

Fig. 3.1.99. 파고 분별 후 베타선 역에서의 알파선 파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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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0은 알파선과 베타선이 공존하는 혼합장에서 알파선과 베타선의 파형을 구분하

여 측정하기 위한 검출 회로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PMT에는 전자를 가속/증배시키는 

dynode 전극과 마지막에 전하를 수집하는 anode 전극이 있다. Fig. 3.1.101은 dynode의 신호를 

파형분리를 하지 않고 측정한 파고 스펙트럼이다. 앞의 Fig. 3.1.94와 같은 동일한 스펙트럼이

다.

본 연구에서는 anode 신호를 시간신호로 하고, dynode 신호를 에너지 신호로 하여 알파선

과 베타선의 파형 파별을 시도하 다. Anode에서 나온 신호를 C.F.D. (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에서 시간 입력 신호로 바꾸고, G.D.G.(gate and delay generator) delay 신호를 

조절하여 T.A.C.의 기준 신호로 입력하 다. Dynode 신호는 전치 증폭기를 통해 신호를 반전

하고 D.L.Amp.에 입력하 다. 여기에서 교차 시간 신호가 만들어 진다. D.L.Amp.의 출력 신

호를 다시 시간 신호로 입력하기 위해 T.S.C.A.(Timing single channel analyzer)에 입력하

다. T.S.C.A에서 교차 시간이 결정되어 T.A.C.의 stop 신호로 입력되었다. 따라서 anode와 

dynode 사이의 신호 사이의 시간 차이를 측정하여 파형을 판별한다.

Fig. 3.1.100. 알파선과 베타선의 펄스 파형 분리 및 파고 스펙트럼 측정을 

위한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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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고 스펙트럼을 Fig. 3.1.100과 같은 파형 측정을 위한 회로도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리함으로서 Fig. 3.1.102와 같은 파형 분포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Fig. 3.1.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파선과 베타선에 의한 신호가 완전히 분리되어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101. 알파와 베타선 혼합장에서 파고 스펙트럼

Fig. 3.1.102. 파형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알파와 베타선의 

시간 분포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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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3과 104는 파형 분석법을 이용하여 분리한 알파선과 베타선의 시간 분포 스펙트

럼에서 알파선과 베타선에 해당하는 역을 gate 신호로 입력하여 측정한 파고 스펙트럼이다.

Fig. 3.1.103. 베타선 역을 gate로 입력하여 측정한 베타선 

파고스펙트럼

Fig. 3.1.104. 알파선 역을 gate로 입력하여 측정한 알파선 

파고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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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5와 같이 원통형의 알파선 측정용 섬광검출소재와 플라스틱 섬광체를 배치하여 

배관 내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알파와 베타선을 측정하도록 검출기를 배치하 다. 두께 

1 mm인 플라스틱 섬광체를 PMT 윈도우에 테프론 테이프를 이용해 부착하 고, 플라스틱 섬

광체와 PMT 위도우 사이의 공기층을 없애고 광전송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옵티칼 그리즈를 적

용하 다. 필름 형태의 ZnS(Ag) 무기섬광체(EJ-440)는 파이프 내경과 같은 직경으로 높이 4 

cm인 원통형으로 제작해 방사선원을 도포하 다. ZnS(Ag) 무기섬광체는 플라스틱섬광체 입사

창과 파이프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2 cm 거리에 두고 파형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Fig. 3.1.105. 배관 내부의 알파선과 베타선을 측정하기 위한 검출기 배치도

Fig. 3.1.106은 이러한 검출기 배치에서 파형분석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백그라운드 스펙트

럼이다. 베타선 역에서 측정된 계수치는 감마선이 플라스틱 섬광체와 반응하여 생성된 신호

이며, 이러한 계수치는 실제 측정에서 백그라운드로서 작용한다.

Fig. 3.1.107은 알파선 측정용 섬광체인 EJ-440에 베선 방출 핵종인 Sr/Y-90 선원을 도포

하여 측정한 베타선 파형 스펙트럼이다. 알파선 역에서는 전혀 향을 미치지 않고, 베타선 

역에서만 계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 3.1.108은 EJ-440에 알파선 방출핵종인 

Am-241을 도포하여 측정한 파형 스펙트럼이다. 여기에서는 알파선 역뿐만 아니라 베타선 

역에서도 계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백그라운드에 존재하는 감마선이 플라스틱 

섬광체와 반응하여 생성된 신호이다. Fig. 3.1.109는 알파선 방출핵종인 Am-241과 베타선 방출

핵종인 Sr/Y-90을 동시에 도포하여 측정한 파형 스펙트럼이다. 알파선과 베타선의 신호가 완

전히 분리되어 측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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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6. 펄스 파형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백그라운드 파형 분포 (총계수치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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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7. EJ-440에 베타선원인 Sr/Y-90 도포하여 

측정한 파형 스펙트럼 (총계수치 : 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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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8. EJ-440에 알파선 방출핵종인 Am-241 

도포하여 측정한 파형 스펙트럼 (총계수치 : 알파 역 

536, 베타 역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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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9. EJ-440에 Am-241과 Sr/Y-90 선원을 

동시에 도포하여 측정한 파형 스펙트럼 (총계수치 : 

알파 역 258, 베타 역 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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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Phoswich 검출기는 하나의 광전자증배관에 2개 이상의 다른 섬광체가 부착된 검출 

시스템 형태다. 섬광체 각각은 하나의 특정 형태의 방사선(즉,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또는 중

성자)에만 반응하도록 선정된다. 플라스틱 섬광체와 ZnS(Ag) 무기섬광체는 섬광 붕괴 상수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파형분석법(PSD)을 적용하여 배관 내부의 알파 및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Fig. 3.1.110과 같이 플라스틱 섬광체와 ZnS(Ag) 섬광체를 하나의 광전자증배

관에 적용하여 PSD 방법으로 알파와 베타를 분별하는 검출 시스템을 구성하 다.

 플라스틱 섬광체(plastic scintillator)는 쉽게 크기와 모양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 때문에 여러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14, 1-15, 

1-16]. 검출기 제작에 사용된 베타선 검출용 플라스틱 섬광체는 Bicron 사의 BC-408로 하전입

자 검출에 아주 유용한 섬광체이다. 섬광체의 주성분은 polyvinyltoluene으로 도는 1.302 

gcc
-1
이고 굴절률(refractive index)은 1.58이며 최대 발광 파장은 425 nm이다. 플라스틱 섬광체

는 PMT와 같은 직경 26 mm, 두께 4.17mm로 가공/연마하 으며 플라스틱섬광체와 PMT 윈

도우 사이의 공기층을 제거하여 광전송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광 그리스(optical grease)를 이

용하 다. 일반적인 혼합 방사선장에는 알파 또는 베타선뿐만 아니라 감마선도 같이 방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타선 검출용 플라스틱 섬광체는 감마선의 검출 향을 제거하기 위해 섬

광체 두께를 약 0.0254 cm 전후로 제작하지만 고에너지 역의 베타선 검출 효율을 높이기 위

해 4.17mm로 제작하 다. 그리고 PSD 방법을 이용한 검출 시스템에서 이 감마선 신호가 베타

선 역에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마선이 베타 역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이 두께에 

대한 플라스틱섬광체의 
137
Cs의 감마선 검출 효율은 

90
Sr/

90
Y의 베타선 검출 효율의 약 10

-7
 정

도로 아주 미미하 다[1-17]. ZnS(Ag) 무기섬광체는 알파선에 대한 검출 효율이 매우 높기 때

문에 알파선 검출용 섬광체로 0.25mm의 폴리에스터 필름에 ZnS(Ag) 섬광체가 도포된 ELJEN 

Technology의 EJ-440을 사용하 다. 시트 형태의 ZnS(Ag) 무기섬광체는 배관 내부 표면의 알

파선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높이 30cm, 직경 40mm인 원통형으로 제작하여 

Fig. 3.1.110과 같이 프레임 내부에 부착하 다. ZnS(Ag) 무기섬광체와 플라스틱섬광체의 거리

는 알파선 검출 효율이 가장 높은 곳에 원통형 ZnS(Ag) 무기섬광체가 위치할 수 있도록 프레

임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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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0. The photograph of a phoswich detector 

manufactured for simultaneous alpha/beta particles 

counting inside pipes

 파형판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M(figure of merit) 값을 사용하여 파형판별정도를 평가하 다[1-18]. 입자 형태 

“a"와 ”b"의 교차 시간의 분포가 Fig. 3.1.111에 보여 진다. 교차 시간의 분포는 PSD 성

능지수 “M”을 정의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데 값의 정의 식은 다음과 같다.

M =
T
t a+t b

위 식에서 T는 오름 시간 분포에서 입자 “a”와 “b”의 피크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고  ta와 

tb는 각각 입자 a와 b에 대한 오름 시간 분포의 반치폭을 나타낸다. 현실적으로 PSD 시스템

에서 각기 다른 방사선 형태의 완전분리가 불가능 하지만 M 값이 1.5 이상이 되면 파형의 

분리가 완전히 된 것으로 간주한다[1-19].



- 133 -

Fig. 3.1.111. The time distribution for particles 

"a" and "b" interacting with scintillators

t a 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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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베타선 동시측정용 phoswich 검출기의 배관 내부 방사능 오염 위치에 따른 검출 성

능을 평가하 다. 플라스틱 섬광체 입사창을 기준으로 -2.0 ∼ 7.0 cm 까지 0.5 cm 간격으로 

측정하 다. 그리고 몬테칼로 전산 코드 MCNP 4C를 이용하여 배관 내부의 베타선에 대하

여 오염 위치에 따른 검출 효율을 계산하여 측정값과 비교하 다. 플라스틱 섬광체의 주성분

은 PVT로 도는 1.302 g/cm
3
 이며 수소와 산소 원소의 분율(H:C)은 1.104 이며 계산 결과

는 F8 tally(pulse height)를 이용하 고 계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는 1% 이하가 되

도록 히스토리를 1,000,000으로 정하 다.

 Phoswich 검출기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배관 내부를 이동할 경우 검출기가 배관 내부 

표면의 방사능 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데 오염 물질로부터 검출 시스템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검출 시스템을 보호하기위해 얇은 필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통형 ZnS(Ag) 무기섬광체가 위치한 프레임 외부를 필름으로 감싸 방사선 감쇠 정도를 확

인하 다. Phoswich 검출기의 오염방지용 필름은 Aluminized mylar 필름과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필름 2종에 대하여 필름 두께에 따른 알파/베타선 검출 

계수치를 측정하 다.

 배관 내부로 검출기를 직접 삽입하여 방사성 오염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phoswich 검

출기를 개발 하 다. ZnS(Ag)/플라스틱섬광체 조합의 알파/베타선 동시측정용 검출기를 제작

하여 오염위치에 따른 검출 성능과 오염방지용 필름에 의한 방사선 감쇠 정도를 PSD 방법

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평가하 다. Phoswich 검출시스템의 파형 분포 스펙트럼을 측정하

여 FOM을 평가하 으며 Fig. 3.1.112에 선원이 1.5 cm 위치에 오염됐을 때 파형 분포 스펙

트럼을 나타냈고 Table 3.1.11에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FOM을 나타냈다. FOM 값은 약 3.5

에서 4.0 사이의 값을 나타냈으며 대부분 FOM 값이 신호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는 1.5 

이상으로 양호한 알파/베타선 신호 분리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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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2. Separation of alpha and beta particles using PSD 

methods with ZnS(Ag)/plastic phoswich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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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1. Figure of merit obtained with ZnS(Ag)/plastic phoswich detector 

for 
241
Am and 

90
Sr/

90
Y

FWHM
FOM

FWHM
FOM

beta alpha beta alpha

-2.0 32.37 - - 3.0 19.45 75.12 3.99

-1.5 36.40 - - 3.5 19.73 77.36 3.88

-1.0 35.19 - - 4.0 19.63 77.22 3.88

-0.5 37.01 67.99 3.50 4.5 19.76 80.20 3.76

0 31.33 62.41 3.97 5.0 24.77 79.60 3.54

0.5 29.19 65.43 3.97 5.5 24.29 - -

1.0 26.56 67.82 4.01 6.0 23.95 - -

1.5 23.04 68.41 4.13 6.5 26.11 - -

2.0 21.79 71.55 4.08 7.0 19.33 - -

2.5 19.46 73.47 4.07

 방사선원의 오염 위치에 따른 알파선 검출 계수치를 Fig. 3.1.113에 나타냈는데 플라스틱 

섬광체의 입사창과 2.5 cm의 거리에 있을 때(Fig. 3.1.110에서 동축선상 거의 ZnS(Ag)섬광체

의 중심에 위치했을 경우) 가장 큰 계수치를 나타냈으며, 계수치가 원통형 ZnS(Ag) 섬광체

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정규분포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 검출 시스템의 경우 알파선은 

플라스틱 섬광체 입사창을 기준으로 - 2 cm에서 7 cm까지 검출되었으며 그 평균 계수치는 

13.78 cps이다. 베타선의 경우에는 Fig. 3.1.114에서와 같이 0.5 cm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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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기 위하여 헬리컬 기어와 바퀴로 구성하 다.

Fig. 3.1.116.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장비 구성 및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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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oswich 검출기 설계 및 제작

  검출 시스템의 알파/베타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기인 phoswich 검출기를 설계하기 위하

여 알파선 측정용 ZnS(Ag) 섬광검출 소재와 베타선 측정용 플라스틱 섬광체의 기하학적인 

배치에 따른 검출 성능을 평가하 다. Phoswich 검출기의 기하학적 배치는 ZnS(Ag) 섬광검

출소재와 플라스틱 섬광체를 따로 장착하여 알파선과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하 으며, 또한, 

알파/베타선을 동시에 검출하기 위하여 제조한 이중섬광체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Phoswich 

검출기의 기하학적 배치는 Fig. 3.1.117과 같다.

  배관 내부에서의 검출기 적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림 3.1.117과 같이 phoswich 검출

기의 prototype을 제작하여 알파선과 베타선에 대한 검출 성능을 시험하 다. Phoswich 검출

기는 기하학적 형태에 따른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 평가 결과 알파 및 베타선

의 신호분리도인 FOM는 3.2 정도로서 아주 우수한 분리도를 나타내었으며, 감마선에 의한 

향은 무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우수한 효율을 보이는 ZnS(Ag) 섬광검출소재와 원통형 플라스틱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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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체를 이용한 phoswich 검출기 형태로 결정하여 실제 검출기 제작 시에 반 하 다.

Fig. 3.1.117. Phoswich 검출기의 기하학적 배치도 : 

(a) ZnS(Ag)/plastic 이중섬광체 및 (b) ZnS(Ag) 

섬광체와 플라스틱 섬광체를 각각 배치

(3) 검출기 이송장비 설계 및 제작

  관로 이송용 장비는 검출기 특성 평가 결과와 적용하고자 하는 배관의 직경(2")등을 고려

하여 설계하 다. 먼저 알파/베타선 측정용 Phoswich 검출기는 배관 내부에서의 적용 시험을 

통하여 원통형 ZnS(Ag) 섬광체와 플라스틱 섬광체의 거리가 2 ㎝ 정도일 때, 최대 검출 효

율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 하 다. 또한, 측정 시스템의 크기

를 줄이기 위하여 감마선 측정용 CdTe 검출기는 배관 내부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부와 

나란히 전면부에 장착하도록 Fig. 3.1.118 및 119와 같이 설계하 다.

∙ 이송부는 배관 내부에서 장비를 지지하기 위하여 3축의 바퀴를 이용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 전후 이송은 모터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제어한다.

∙ 감시부는 CCD 카메라와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외부 LCD 모니터에서 배관 내부의 

상황을 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또한, 감마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CdTe 검출기를 동시에 장착하여 전체 장비의 크기를 줄인다.

∙ 검출부는 배관 내부의 알파/베타선을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phoswich 검

출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착탈식으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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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8. 배관 오염도 측정용 이송장치의 단면도

Fig. 3.1.119. 배관 내부 이송장치의 투상도

관내 조사로봇

(3)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적용 시험

  배관 내부로 검출 시스템을 이송하기 위해여 원격으로 관로 내부를 움직일 수 있는 이송

장치를 그림 3.1.120과 같이 제작하 다.

  다음은 관로 이송용 장치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배관 이송장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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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직경 43mm 길이 278.5mm

- 재질 : 스텐레스 및 AL2024외

- 상 인식 및 송출기능

- 특징 : 양방향 실시간통신이 가능하여 로봇의 전후진의 명령은 센서신호 입출력 

중 동시에 수행 가능

∙ Main Controller

- 탐상 길이 표시기능 

- LOT NO부여기능

- 탐상검사 일자 부여기능

- 탐상 상 Digital 녹화장치 20G byte 이상

- USB 2.0 PC Interface 기능

- RS 232 시그널 통신 PC Interface 기능

- Video in / out 기능 (외부 컴퓨터 및 상장치연결용)

- Remote 조정기능(전/후진)

- 전진 / 후진 / 거리인식 지동 추진기능

- Monitor : LCD 8.4〃

- Power Supply : AC / DC 전원사양

- 크기 : W624 * H500 * D218m 이하

- 무게 : 11 kg 이하

- 특징 : 배관이송로봇장치와 정보의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고 부여된 자막

을 포함하는 동 상 디지털 저장이 가능

∙ Connection Cable : 1 Set

- 크기 : 직경 8mm 길이 3M

- 재질 : 우레탄 외

- 특징 : 양방향 다중통신이 가능하고 통신노이즈 제거를 위한 쉴드 처리

 

∙ 장치의 운전조건

- 사용온도 : -10° ∼ +50°

- 입력전원 : AC 220V 60Hz

- 연속 가동시간 : 1 hour

- 유효가동시간 : 12 ho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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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경우는 액체폐기물과 기타 액상의 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들이 많이 존재

한다. 이들 배관의 대부분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 시에 절단하여 측정이 가능

하다. 그러나, 벽면이나 지하 바닥에 매설된 배관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관 주위로 core dri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파낸 후에 외부

로 인출하여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시간 소요가 많으

며, 작업자의 오염 가능성, 그리고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장비를 이용하여 매설된 배관에 대하여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3.1.121과 같이, 현재 해체가 진행 중인 연구로 2호기의 액체폐기물 이송관에 대

한 오염도를 측정하 다. 오염도 측정은 연구로 2호기의 지하 pit의 벽면에 매설된 배관으로

서, 현재의 기술로서는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

Fig. 3.1.120. 배관 내부 방사성오염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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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1. 해체 현장의 매설된 배관에 대한 실증 시험

4. 결과 요약

  제조가 간단하며 유연성이 우수한 알파선 측정이 가능한 이중구조 섬광체 검출소재를 

자체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배관 내부에 적용이 가능한 원통형 섬광검출소재를 제조하

다. 배관 내부에서 알파/베타/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를 구성하고 적용성을 

시험하여 방사선 동시 측정기술을 확립하 으며, 검출 시스템을 배관 내부로 이송하기 위한 

장비를 설계/제작하여 적용성을 시험함으로써 독창적인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장비를 개발하

다.

  특히, 배관 내부에서의 알파선 측정이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이중구조 고분자 검

출소재를 자체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 으며, 배관 내부의 알파선 측정의 효율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검출소재는 원통형으로 적용하 으며, 자체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이중구조 검출소재는 검출기 개발의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확립하 으며, 향후 오염도 측정

용 장비의 검출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알파/베타/감마선의 동시측정이 가능한 검출기를 구성하고, 배관 내부에 적용할 수 있도

록 독창적인 형태의 phoswich 검출기를 설계하여 제작하 으며, 제작한 검출 시스템을 이용

하여 알파/베타/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신호처리 회로를 구성하여 분리도 시험을 

수행하 으며, 알파선과 베타선의 분리도가 98%정도로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즉, 배관 내

부에 적용이 가능한 소형의 검출시스템을 구성하고 방사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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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함으로써 장비의 이동성을 향상시켰다.

  검출 시스템의 배관 내부로의 이송과 오염도 측정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

여 제작하고, 소형 배관에서의 적용성을 시험한 결과 우수한 주행 성능을 확인하 으며, 장비

의 이송 제어 범위를 약 1 cm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정 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배관 내부에서의 원격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 다. 현장 적용성 시험을 

통하여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측정법에 비하여 측정결과의 일관성 및 정확도 그리고 해체작

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비의 자동화로 작업자의 피폭 및 오염의 확산

을 방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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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1. 개  요

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은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개발과 원자력연구

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확립이라는 세부 연구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개발에서는 해체 DB 시스템과 해체 DMU 시스템과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두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그리고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기술 분석을 통하여 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기능 및 요소

기술을 파악하 다. 특히, 핵심기능으로 해체일정, 폐기물량, 해체작업비용 등을 선정하 으며 

각 세부기능을 산출 할 수 있는 산출수식을 도출하 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 다. 또한 

연구로 1&2호기에 대해 Digital Mock-Up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저가 DMU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해체공정 평가를 위해 의사결정기법인 AHP 및 MAUT 기법을 적

용하고 해체공정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항목의 가중치를 산출하 다. 이 두 기법은 연구

로 1호기 Thermal column의 해체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평가하 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은 원자력시설의 구성 및 국가의 규제 요건에 다

라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각 국가별로 시설현황, 해체절차, 폐기물 분류 기준 등이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 해체 기술 및 인력 구성은 국가 산

업분야의 기술력과 연관이 크며 해체비용에 적용하는 산정 구조 및 세부항목(단위비용인자 

및 작업난이도 인자 등)이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 해체사업인 연구로 2호기 해체 경

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원자력연

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에 대한 개발 내용으로는 해외 원자력선진국 기관의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및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하여 비용 산정 지침 및 방향을 설정

하고 연구용원자로 2호기 해체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 항목 및 향 인자 도출, 비용 계

산 방법 및 관계식을 완성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원자력연구시설에 적합

한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을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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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해체 DB 시스템과 3D 모델링 통합

○ 해체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설계 및 분석

- 기술현황 분석

- 해체 시나리오 선정 및 모델링 

- 해체일정 산정 관계식 개발

- 해체작업 비용 산정 관계식 개발

○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모델링 및 프로그래밍

- 연구로 1&2호기 DMU 구축

- 연구로 1&2호기 해체공정 모사 구현(Thermal column, Beamport, 노심, 콘크리트 차

폐체)

○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구축

- 해체정보 산출 모듈 개발

- AHP 및 MAUT 해체공정 평가 모델 개발

- 해체 DB 모듈, 해체정보 산출 모듈, 및 해체공정 평가 모듈 통합

○ 해체비용 산정 방향 수립

- 해체비용 산정 지침 및 범위 설정

○ 해체비용 산정 구조 완성

- 해체비용 산정 기본 구조 설정

- 해체비용 산정 항목 설정

○ 해체비용 산정 인자 산출

- 해체비용 단위비용인자 분류 기준 설정

- 해체비용 단위작업시간 산출

- 해체비용 작업난이도 인자 산출

○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도출

- 해체비용 계산 방법 도출

- 해체비용 계산 관계식 완성

○ 해체비용 전산 프로그램 개발

- 해체비용 자료 입력 및 계산 절차 수립

- 해체비용 산정 데이터베이스 설계

- 해체비용 산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검증



- 147 -

Fig. 3.2.1.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개발의 추진체계

나. 연구방법

○ 해체대상물에 대한 3D CAD 및 세부 특성자료를 해체 DB에 저장하기 위해 자료구조

(WBS)를 생성하고 자료구조에 따라 해체대상물 자료를 DB에 저장하 음.

○ 해체 전산모사로부터 만들어진 동 상 자료는 Edu-V의 색인(indexing) 기법을 사용하여 

해체 DB에 저장하 음.

○ 원자력 선진국에서 개발된 해체 DMU 시스템을 분석하여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평가에 

필요한 Digital Mock-up 시스템의 기능 및 설계 요구사항을 설정하 음.

○ 해체 디지털 목업 시스템은 DMU 구축 프로그램인 EON과 ChartFx, MS Access 등과 같

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Interface을 개발하 음. 

○ 연구로 1,2호기의 가상해체공정을 EON Plug-in을 이용하여 Internet Explorer 상에서 가상

해체공정을 구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음. 

○ 해체정보 산출 모듈은 해체 일정, 해체 폐기물량, 해체작업비용 산출은 MS Access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하 음.

○ 해외 주요 원자력선진국 기관의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및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하여 해체비용 산정 지침 및 방향을 설정하 음.

○ 국내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에 적합하도록 설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 해체

사업인 연구용 원자로 2호기 해체 현장자료를 이용하여 비용계산의 매개변수로 사용되

는 단위비용인자 및 작업난이도 인자를 산출하 음.

○ 비용항목, 비용인자를 이용하여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의 내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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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 계산 방법과 관계식을 독창적으로 완성하 음.

○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주요 해체대상물에 대하여 해체비용 산정을 수행하여 비용 산

정 방법론 및 전산 프로그램을 검증함으로써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을 

확립함.

3. 연구 결과

가. 해체 DB 시스템과 3D 모델링 통합

해체 대상물의 3D 모델 데이터를 해체 DB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위해 이들 데이터의 형태

와 특성을 분류 후 해체 DB에 저장 관리 할 수 있도록 자료구조(data structure)를 편성하

였다. 

∙ 해체대상물에 대해 자료(제원, 물리적 방사선학

적 데이터, 실제 해체자료), 3D 모델링을 자료구조

로 분류하였으며 해체전산모사 결과는  해체절차의 

순차별로 색인(Indexing) 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해체자료는 향후 방사화 가시화, 해체일정, 

해체비용, 폐기물량 등을 산정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체 DB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

하였다.  

∙ 해체전산모사는 주요 해체과정을 장과절로 분류

하여 원하는 작업공정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2.2는 콘크리트 차폐체 전산모사 

결과를 색인으로 분류하여 DB에 저장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콘크리트를 절단공정을 보

기 위해 준비단계의 과정을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장과 절을 선택하면 해당 내용을 해체 DB

에서 찾은 뒤 바로 원하는 해체공정을 볼 수 있다. 

나. 해체 공정 디지털 목업 시스템 설계 및 분석

  (1) 해체 시나리오 선정 및 모델링

   (가) 해체 대상물 물리적/방사선학적 특징

해체 시나리오를 선정하기에 앞서 연구로 1,2호기 주요해체 대상물에 대한 물리적/방사선

학적 특징을 조사하 다. 

- 연구로 1호기 

• Thermal column 

Fig. 3.2.2. 해체 DB와 3D 모델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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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Column은 흑연블록이 채워진 알루미늄 용기로서 콘크리트 차폐체내에 묻혀있다. 

용기의 크기는 단면이 1.2m × 1.5m이며 길이는 대략 1.6m이다. 알루미늄용기의 외부면은 콘

크리트로부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다. Thermal Column은 

원자로수조의 벽을 관통하여 노심의 반사체의 외면의 형상에 대응하도록 연장되어 있다. 

• 흑연

흑연블록은 단면이 10.2㎝×10.2㎝이며 길이는 최대가 1.27m이고 Thermal column 내에 약 

393개가 묻혀있다. 블록의 무게는 약 22.7㎏이며 모든 블록에는 식별문자 및 번호가 새겨져 

있다. 

• Thermalizing Column

Thermalizing Column은 Thermal Column과 유사하며 Thermal column과 대칭으로 설치되

어 있다. Thermalizing Column은 단면이 61㎝×61㎝이며 길이는 대략 1.32m이다. 

Thermalizing Column은 12.7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외면은 콘크리트로부

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다. 수조탱크와의 경계면은 에폭시 코

킹(Epoxy Caulking)에 의해 봉되어 있으며 노심에 가까운 부분은 20.3㎝ 깊이까지 흑연블

록으로 채워져 있다. Thermal Column의 앞부분은 노심에 의한 방사화가 높게 되어 있으며 

또한 Thermal column 내부에 있는 적재되어 있는 흑연도 흑연내에 포함된 불순물로 인해 

방사화되어 있다. 

• 빔포트

원자로수조의 콘크리트 차폐체 내에는 중성자빔을 유도하기 위해 4개의 빔포트가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빔포트는 내부 튜브 및 외부 튜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튜브는 내경이 

15.2cm인 알루미늄 튜브이고 외부 튜브는 내경이 20.3cm인 스틸 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빔포

트와 원자로 수조수 탱크의 접합면은 에폭시 레진 코킹(Epoxy Resin Caulking)으로 방수처

리되어 있다. 빔포트의 앞부분도 Thermal column과 마찬가지로 노심과 가까운 부분은 방사

화가 많이 되어 있다.  

(나) 해체공법 선정

- 콘크리트 차폐체

콘크리트 차폐체를 해체하는데 적합한 해체공법으로 Diamond wire saw 공법과 BROKK 

공법을 선정하 다. 

• Diamond wire saw 공법

Diamond wire saw 공법은 일련의 다이아몬드 볼이 연결된 줄이 풀리에 의해 회전하면서 

절단하는 공법으로 유연성이 있어 다양한 모양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도 절단 가능하

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냉각이나 윤활을 위해 물을 사용하므로 

2차 폐기물 발생하여 2차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로 드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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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KK 공법

BROKK 공법은 콘크리트에 타격을 가해 해체하는 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이 크고해체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해체 속도가 매우 빨라 단 시간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작업 방법이 단순하여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 Thermal column 과 노심

Thermal column과 노심을 해체하기 위해 기계톱 절단공법과 플라즈마 아크 커팅 공법을 선

정하 다. 

• 기계적 절단공법

기계톱절단 공법은 가스의 발생이 적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

능하나 절단 속도가 느려 원격작동에는 적합하지 않고 날이 쉽게 마모되는 단점이 있다. 

• 플라즈마 아크 커팅 공법

플라즈마 아크 커팅 공법은 고온가스를 이용하여 모든 전도성 물질을 절단 가능하며 절단

속도가 빠르고 두꺼운 재료의 절단이 가능하다. 또한 수중 및 넓은 공간의 절단이 가능지만 

오직 전도성 물질에만 국한되며 고온 및 스파크와 같은 위해도가 있다. 또한 절단시 절단 부

위가 청결하지 않으면 플라즈마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절단 부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빔포트

빔포트 해체를 위해 코어보링 공법과 Diamond wire saw공법을 선정하 다. 

• 코어보링 공법

코어보링 공법은 실린더 형의 원통에 작은 다이아몬드 커터를 장착하여 빔포트 주변의 콘

크리트를 절단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의 장점은 빔포트와 같이 콘크리트에 매몰되어 있는 파

이프를 콘크리트 전체를 파쇄하지 않고 파이프가 묻혀 있는 부분만 절단하므로 단기간내에 

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Diamond wire saw 공법

Diamond wire saw 공법은 빔포트 주변의 콘크리트 절단에 적합한 공법으로 한번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절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절단 속도도 매우 빠르다. 

(다) 해체대상물 해체시나리오 

- 콘크리트 차폐체

 • Diamond wire saw 공법 

            ① Diamond wire saw 장비 및 지지대 설치

            ② 콘크리트 차폐체 주위 비계 설치

            ③ 콘크리트 차폐체 상부에서 하부까지 횡방향 절단

            ④ 콘크리트 차폐체 좌측에서 우측까지 종방향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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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콘크리트 차폐체 하단부 절단

            ⑥ 1m×1m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 상부에 앵커 설치

            ⑦ 크레인으로 이송

            ⑧ 콘크리트 블록 포장

            ⑨ 저장 및 정리 

• BROKK 공법

            ① 콘크리트 차폐체 주변 Green house 설치

            ② 환기장치 설치

            ③ BROKK 장비 설치

            ④ 비 방사화 콘크리트 해체

            ⑤ 파쇄된 콘크리트 저장용기 수납

            ⑥ 방사화 콘크리트 해체

            ⑦ 방사화 콘크리트 저장용기 수납

            ⑧ Green house, 환기장치, BROKK 장비 철거

            ⑨ 정리

- Thermal column과 노심

 • 플라즈마 절단 공법

            ① 노심저장용기 수조 내 이송

            ② 노심 저장용기 수납 후 이송

            ③ Thermal column와 Thermalizing column 입구 볼트 제거

            ④ Thermal column와 Thermalizing column 흑연 제거

            ⑤ 플라즈마 장비 및 차폐판 설치

            ⑥ Thermal column 해체

            ⑦ Thermalizing column 해체

            ⑧ 절단 폐기물 용기 수납

            ⑨ 정리

• Nibbler 해체공법

            ① 노심저장용기 수조 내 이송

            ② 노심 저장용기 수납 후 이송

            ③ Thermal column와 Thermalizing column 입구 볼트 제거

            ④ Thermal column와 Thermalizing column 흑연 제거

            ⑤ 플라즈마 장비 및 차폐판 설치

            ⑥ Thermal column과 Thermalizing 상부 절단



- 152 -

            ⑦ Nibbler 해체장비 설치

            ⑧ Thermal column과 Thermalizing 세절

            ⑨ 세절 폐기물 용기 수납

            ⑩ 정리

- 빔포트

• 코어보링 공법

            ① 빔포트 주변 코어보링 장비 설치

            ② 4개의 빔포트 주위 코어 보링 작업

            ③ 유압 인출장치 설치

            ④ 콘크리트에 뭍혀있는 빔포트 인출

            ⑤ BROKK 장비로 콘크리트 파쇄

            ⑥ 빔포트를 기계톱 장비로 이송

            ⑦ 빔포트 50cm 크기로 절단

            ⑧ 절단된 빔포트 이송요기에 수납

            ⑨ 정리

• Diamond wire saw 공법

            ① 빔포트 주변에 Diamond wire 삽입용 코어 천공 

            ② Diamond wire saw로 빔포트 주변 콘크리트 절단

            ③ 콘크리트 차폐체로부터 빔포트 인출

            ④ BROKK 장비로 콘크리트 파쇄 

            ⑤ 빔포트를 기계톱 장비 세절

            ⑥ 절단된 빔포트 이송용기에 저장 및 이송

            ⑦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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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델링 결과

- 해체대상물 모델링

• 노심

Fig. 3.2.3. 연구로 1호기 노심 모델링

• Thermal column과 Thermalizing column

 

(a) thermalizing column (b) thermal column

Fig. 3.2.4. 연구로 1호기 thermal column과 thermalizing column 모델링



- 154 -

• 빔포트

Fig. 3.2.5. 연구로 1호기 빔포트 모델링

• 콘크리트 차폐체

Fig. 3.2.6. 연구로 1호기 콘크리트 차폐체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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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장비 모델링

 • Diamond wire saw 모델링

Fig. 3.2.7. Diamond wire saw 모델링

 • 코어 천공 장비 모델링

Fig. 3.2.8. 코어 천공 장비 모델링

 • 빔포트 인출 장비 모델링 

Fig. 3.2.9. 빔포트 인출 장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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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OKK 장비 모델링 

Fig. 3.2.10. BROKK 장비 모델링  

 • 밴드쏘 절단 장비 모델링 

Fig. 3.2.11. 밴드쏘 절단 장비 모델링 

 • 플라즈마 arc cutting 장비 모델링 

 

Fig. 3.2.12. 플라즈마 arc cutting 장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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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압절단기 모델링

Fig. 3.2.13. 유압절단기 모델링

 • Nibbler 절단기 모델링

Fig. 3.2.14. Nibbler 절단기 모델링

        • 코어보링 장비 모델링

Fig. 3.2.15. 코어보링 장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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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저장용기 모델링

Fig. 3.2.16. 폐기물 저장용기 모델링

  (2) 해체 디지털 목업 설계

  (가) 해체 디지털 목업 설계여건

국내외 디지털 목업 시스템의 기술 분석을 통해 해체 디지털 목업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사양을 도출하 다.

- 해체 DMU는 기존의 전산모사 기술을 충분히 반 하여 설계한다. 

- 해체 DMU 정보 산출 결과는 해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체 정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한다. 

- 해체비용 및 해체일정은 해체 시나리오 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이므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 해체작업 시간 및 해체일정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계산하되 실제해체 데이터를 대입

하여 산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 

- 해체 후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정보가 될 수 있는 폐기물량 산정 기능을 

포함한다. 

- 해체 대상물의 방사능 분포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3차원 방사능 

분포 가시화 기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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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해체 디지털 목업 시스템 구성도

  (나) 해체 디지털 목업 시스템 세부기능

해체 DMU는 Fig. 3.2.17.과 같이 Database부분, Visualization부분, Evaluation부분, Analysis

부분으로 구분하 으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Database 부분 

해체 DB에는 해체대상물의 방사선학적 정보, 물리적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체 DB에 

전산모사 동 상 파일을 연계하여 사용자가 쉽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해체 

DB 데이터는 방사화 가시화, 폐기물량 산정 및 시나리오 분석에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해체정

보 산출 결과 및 해체공정 평가결과도 해체 DB에 저장 관리된다. 

• Visualization부분 

        - 해체공정 시뮬레이션 :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수행이      

        가능하며, 해체 시나리오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를 통해 해체 시나리오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수정 및 변경한다. 또한 각종 해체장비의 설           

  계의 타당성 검토에 활용한다. 

        - 방사화 분포 가시화 : 연구로 1호기 내 주요해체 대상물에 분포되어 있는 방      

         사화 정도를 3D 그래픽으로 묘사하여 시각적으로 방사화 분포를 구분하는데         

      활용하며, 해체시 방사화 분포에 따라 절단 부위를 선별하여 폐기물을 분류한다. 

• Evaluation부분

        - 해체일정 : 해체 대상물에 대한 해체일정을 소요시간, 작업자 수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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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상 해체일정 산출한다. 

      - 해체폐기물량 산정 :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해체한 대상물의 예상 폐기물량을 산     

        정하여 이들을 이송하기 위한 용기 설계 및 소요 공간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다. 

      - 해체비용 산정 : 해체 비용인자 및 단위비용을 도출하여 각 해체시나리오에 대한    

        예상 소요 해체비용을 산출하여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한다. 

    • Analysis부분

      - 해체 시나리오 분석 : 해체 시나리오의 해체일정, 폐기물량, 해체비용, 방사화가시   

         화 등의 산출결과와 논리적인 해체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해체 시나     

       리오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해체공법의       

     신뢰성을 높인다. 

(다) 해체 정보 산출 방법론 개발

해체공정 평가를 위해 해체 작업시간, 해체 폐기물량, 해체일정, 해체작업비용의 정보가 필요

하며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출 방법론을 개발하 다. 

• 해체 작업 시간 산출

해체작업시간은 해체과정에서 수행되는 장비의 실제 이송 속도, 절단 속도 등을 시뮬레이션 

입력 자료에 대입하여 해체작업 경과시간을 산출하 다. 총 작업시간은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작업에 대한 작업시간을 산출하고 각 단위작업시간을 합산하여 전체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총 작업시간을 산출하 다. 

  - 해체 작업 시간 관계식  해체 작업 시간 산출을 위해 식 3-2-1과 같이 해체 작   

           업 시간 산정 관계식을 개발하 다. 여기서 해체 기본단위 시간이란 해체작업      

        시간 산출을 위한 단위작업에 대한 기초 인력 투입량(Basic man-hour)을 의미        

      하며 기초 인력 투입량은 연구로 2호기 해체 시 발생한 해체작업별, 재질별, 위         

     치별 발생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하 다. 

T = Σ
i = 1

n Ti

N 8
(식 3-2-1)

여기서,       Ti = BTi Ri









1 + Σ
j = 1

n

Wj     

  T  = 전체 해체 작업시간 (Days)

 Ti  = 해체작업 별 산출 인력(Man-h)

 N  = 투입 인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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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i  = 해체 기본 단위시간 (Man-h) 

 Ri  = 작업 Rate(회수)

 Wj  = 가중치(%)

해체 기본 단위 시간은 전처리 작업, 해체작업, 후처리 작업으로 분류하 으며 해체작업은 

해체 장비에 대해 설치/해체/철거에 대해 회수/면적/부피 등에 따라 투입된 Man-hour를 산출

하여 DB화하 다. 작업조건에 대한 가중치는 AIF/NESP(원자력산업회의)에 사용된 Work 

difficulty factors와 해체비용의 가중치를 인용하 다 (Table 3-2-1. 참조). Fig. 3.2.18은 연구

로 1호기 Thermal column의 해체작업 시간 산정 예를 나타내고 있다. 총 해체작업시간은 

4047.43 Man-hour가 산출되었다. 

Table 3.2.1. 작업 환경별 작업 난이도

Work difficulty factors Weighting 
(%) 기 준

Height 15 2m 이상/이하 위치작업
Respiratory Protection 38 마스크 착용 유무

Radiation/ALARA 15 방사능 지역 작업 유무
Protecting clothing 23 방호복 착용 유무

Work break 9 휴식 유무

Fig. 3.2.18. 연구로 1호기 Thermal column 해체 작업시간 산정 예.

- 해체 폐기물량 산출

       해체 대상의 폐기물량은 해체공법에 따라 해체부위가 서로 다름으로 공법별 해체    

       폐기물량이 서로 다르게 발생한다. 따라서 해체공법 별 전체 작업에서 발생될 해       

    체 폐기물량을 계산하고 해체 폐기물 특성(준위/재질별)로 분류하 다. 해체 폐기         

  물량 산정 방법은 해체대상물의 절단부위에 대한 부피를 계산하고 각 절단 부위의          



- 162 -

 부피를 합산하여 전체 폐기물량을 산정하 다. 부피 계산은 Fig. 3.2.19와 같이           

CAD 프로그램의 부피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Fig. 3.2.19. ENVISION의 Volume 계산 기능을 이용한 폐기물 부피 산출.

- 해체일정 산정

       해체일정 산정은 해체 시나리오의 해체작업 시간을 산출한 후 투입된 인력과 1일    

       작업시간(1일/8시간)으로 나누어 Day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해체일정에 투입된 인      

     력은 전처리 작업은 3명, 해체작업은 5명, 후처리 작업은 2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었       

    다고 가정하고 산출하 다. 그리고 각 단위 해체작업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해체일정을 산정하 다. 

• 해체작업비용 산출

  - 해체 폐기물량 산출 관계식

          전체 해체 비용은 식 3-2-2와 같이 주변비용(PE), 해체작업비용(DE), 폐기물      

         처리비(WE)의 합으로 표현된다. 

    C = PE + DE + WE (식 3-2-2)

주변비용(PE)는 해체작업 전에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말한다. 주변비용에는 장비

개발비, 장비구입비, 장비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해체작업비용(DE)는 실제 해체 작업에 소요되

는 비용을 말한다. 즉, 해체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을 말한다. 폐기물 처리

비는 해체작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계산방법은 식 

3-2-3과 같이 드럼 당 단가에 발생된 드럼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드럼 수는 전체 폐

기물 부피를 드럼의 부피와 공극률로 나누어 산출한다. 

WE = Σ
i = 1

n

Di

VTotal    waste

Vwaste   drum P
                    (식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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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 폐기물 처리비용(만원)

            Di  : 드럼 당 단가(만원)

            Vtotal waste : 전체 폐기물 량 

            Vwaste drum : 폐기물 처리 드럼 용량 

            P : 공극률 (%)

다.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모델링 및 프로그래밍

 (1) 해체공정 DMU 시스템 구축 프로그래밍

연구로 1, 2호기에 대한 해체 DMU 시스템은 Fig. 3.2.20과 같이 연구로 1, 2호기 3D 화면, 

해체정보 화면, 메뉴 화면, 기능 아이콘 등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래밍 하 다.  3D 화면은 연구

로 1, 2호기 전체화면과 해체 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제공해 주는 화면이고 해체정보 화면은 

해체 대상물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메뉴 화면은 해체 대상물을 변경하거나 원

하는 해체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메뉴 화면이다. 그리고 연구로 1, 2호기 DMU 화면을 내비게

이션 및 화면 전환을 위한 기능버튼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DMU를 구동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 하 다. 각각의 세부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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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로 1호기

(b) 연구로 2호기

Fig. 3.2.20. 연구로 1, 2호기 DMU 화면

- 해체 DMU 화면 구성

       메뉴 바에서 연구로 1, 2호기를 선택하면 3D 형상 구현 화면에 연구로 1, 2호기      

      시설물이 구현되며 오른쪽 정보 창에는 Fig. 3-2-20의 ⑤와 같이 선택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 Fig. 3.2.21의 ①은 미니 창으로 대상물의 특정 부위를 카메       

    라 앵 로 표시해 준다. ③의 버튼은 ①화면과 ②화면을 서로 변경해 주는 기능이         

  며, ④버튼은 미니 창을 On-Off 해주는 버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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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해체 DMU 화면 구성

- 해체 대상물의 세부정보 제공

        해체 DMU 시스템에서는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 대상물에 대한 상세 3D 모델링   

         자료와 물리적/방사능학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Fig. 3.2.21의 ⑤에서는 대상물의     

       특성정보, 도면, 사진, 시설현황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        

    보가 생성되면 추가하여 해체 DB에 저장되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2) 해체공정 전산모사 프로그래밍

해체대상물에 대한 해체공정의 문제점 분석 및 해체 작업자의 작업공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체 DMU 시스템에서는 해체공정을 전산모사로 구현하여 제공한다. 본 해체 DMU 시

스템에서 구축한 해체대상물과 해체공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로 1호기 thermal column: plasma arc 공법, Nibbler 공법

∙ 연구로 1호기 beam port: diamond wire saw 공법, core boring 공법

∙ 연구로 1호기 콘크리트 차폐체: diamond wire saw 공법, BROKK 공법

∙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plasma arc 공법

∙ 연구로 2호기 beam port: core boring 공법

∙ 연구로 2호기 노심: 유압 절단 공법

각 해체공정의 전산모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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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로 1호기 

  - Thermal column

    

         (a) Plasma arc 공법 (b) Nibbler 공법

Fig. 3.2.22. Thermal column 해체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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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m port

 

      (a) Diamond wire saw 공법 (b) BROKK 공법

Fig. 3.2.23. 빔포트 해체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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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차폐체

    

      (a) Diamond wire saw 공법 (b) BROKK 공법

Fig. 3.2.24.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공정

(나) 연구로 2호기 

  - Thermal column

Fig. 3.2.25. Thermal column Plasma cutting 해체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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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빔포트 

Fig. 3.2.26. 빔포트 Core boring 해체공정

  - 노심

Fig. 3.2.27. 노심 유압 Shear 해체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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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체정보 산출 프로그래밍

해체일정, 해체작업 비용, 폐기물량의 산정 방법론에 따라 해체정보 산출 및 결과 가시화를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 다. 

(가) 해체일정 산정 모듈

해체일정 산정은 해체대상물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정보창에 해체일정 항목이 나타나며 전

체 해체일정은 전처리 작업, 해체작업, 후처리 작업으로 분류되어 해체일정이 산출된다. 산출결

과는 파이 차트와 Bar 그래프로 표시되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또한 해체일정은 해체작업자

의 작업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해체일정이 산정되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또한 해체일정의 결과는 해체작업비용 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체일정의 결

과가 해체작업비용의 입력 데이터로 연계되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그리고 해체작업 절차가 

변경될 경우 작업 절차를 해체일정 안에 추가 및 삭제 할 수 있도록 하 다. 해체 일정에서 고

려된 3가지 작업 종류별 세부작업에 대한 기준 작업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Fig. 3.2.29와 같이 해체일정의 전체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해체일정을 Bar 차트로 나타

내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Fig. 3.2.28. 해체일정 산정 프로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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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해체일정 Bar 차트

(나) 해체작업 비용

해체작업 비용은 해체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정보 창에 해체 비용 항목인 해체비용(primary 

cost)과 부대비용(Peripheral cost) 그리고 폐기물 비용(Waste cost)의 산정결과를 파이 차트와 

바(bar) 그래프로 표현되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해체일정에서 분류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체

작업자의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작업자의 투입 인력에 따라 발생되는 해체작업 비용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해체작업 비용은 해체일정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므로 해체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작업을 추가 및 삭제하여 작업비용을 재 산정 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래밍 하 다. 

Fig. 3.2.30. 해체작업 비용 산정 프로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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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체 폐기물량

해체 폐기물량 산정 모듈은 해체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해체 시나리오에서 발생되는 예상 폐

기물량 결과를 해체정보 창에 테이블과 바(bar) 차트로 표시되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산출결

과는 폐기물의 재질별, 준위별로 구분하 으며, 만약 폐기물 분류 항목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테이블에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Fig. 3.2.31. 해체 폐기물량 산정 프로그램 결과

(라) 해체 시나리오 별 비교 평가

해체 대상물에 적용된 해체 시나리오의 정보 산출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해체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창을 만들었다. 해체 시나리오 비교 결과 항목을 선택하면 각 시나리오에 

대해 해체일정, 해체작업 비용, 해체 폐기물량 등의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된다. 원

하는 정보의 탭을 선택하면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해체정보를 비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 해체일정 산정 비교 모듈 : 해체 대상물의 시나리오에 대한 일정을 전처리 작업, 해

체작업, 후처리 작업 별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바(bar) 차트로 표현하 다. 또한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해체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Fig. 3.2.32 참고)

- 해체작업 비용 산정 비교 모듈 : 해체 대상물의 시나리오에 대한 해체 비용을 부대

비용(Peripheral cost), 해체비용(primary cost), 폐기물 비용(Waste cost)에 대해 비

교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찬가지로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해체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Fig. 3.2.33 참고)

- 해체 폐기물량 산정 비교 모듈 : 시나리오에 따라 발생된 해체 폐기물을 재질별, 준

위별로 비교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Fig. 3.2.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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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시나리오 비교 평가: 해체 일정

Fig. 3.2.33. 시나리오 비교 평가: 해체 작업비용

Fig. 3.2.34. 시나리오 비교 평가: 해체 폐기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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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로 1&2호기 디지털 목업 구축

 (1) 해체정보 단위요소 기술 개선 및 검증 

(가) 해체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 연구

해체 디지털 목업 시스템의 기술 개선을 위해 해체 디지털 목업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해체

정보를 기초하여 해체 시나리오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해체 시나리오 평가 

모듈을 개발하 다. 해체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계층적 분석과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법과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

용하여 해체시나리오를 평가하 다. 

  ○ 계층적 분석과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법

    - AHP 개요

복수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대안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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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일정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여러 대

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다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 즉 복수 평가기준 의

사결정문제에 놓일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정한 방법 및 체계가 없다면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수평가기준의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AHP가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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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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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다수의 기준 하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로서 AHP

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

AHP에 사용되는 평가척도는 비율척도이기 때문에 AHP는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문

제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AHP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이

산형과 연속형의 값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쌍별비교의 값은 실제 측정에 의해 얻을 수도 있

고, 평가자의 상대적 선호도를 반 하는 척도값에 의해 얻을 수도 있다. AHP는 전문가적 판단 

또는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상황에 적합하고,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를 포함하

는 기준(criteria)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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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계층분석이 갖는 계층적 분리(decomposition)의 특징은 의사결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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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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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결정 과제인 경우 분리를 통하여 계층적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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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의 적용은 집단적 합의(group consensus)에 의한 계층구성(design of a hierarchy)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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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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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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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또는 가중치(weight)를 쌍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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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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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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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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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질적(qualitative) 평가기준들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석과정도 직관적이고 비교적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계층적 분석과정(AHP)의 특징

 계층적 분석과정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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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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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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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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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선도(priority)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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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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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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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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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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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사결정자가 각 요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선도를 부여함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선정되거

나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AHP의 장점은 과제를 계층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복잡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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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인 의사결정 과제에 대하여도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많은 의사결정 과제들

이 규범적(normative)이기보다는 서술적(descriptive)이며, 또한 구조적인 결정과제가 드물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HP는 비합리적(직관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다 기준과 다수대안을 결정시에 항상 동시

에 취급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떠한 문제를 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기본이 되는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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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만들고, 각 계층에서의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서 단순한 쌍별비교(pairwise comparison)

를 통하여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AHP의 유용성은 질적 또는 무형적 기준(quantitative or intangible criteria)과 양적 또는 유

형적 기준 (quantitative or tangible criteria)을 비율척도(ratio scale)를 통해 측정하는데 있으

며, 이 이론의 공리(Axiom)는 다음과 같다.

① 역수관계(reciprocal comparison) 

 의사결정자의 두 대상에 대한 쌍별 비교가 반드시 가능해야 하며,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요성의 정도는 반드시 역 조건을 성립시켜야 한다.  즉, A가 B보다 x배 

중요하다면, B는 A보다 1/x배 중요시되어야 한다.

② 동질성(homogeneity) 

중요성의 정도는 한정된 범위내의 정해진 척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③ 독립성(independence)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요인들은 특성이나 내용측면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④ 기대성(expectation)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계층적 분석과정(AHP)의 적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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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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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모두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표현 

또는 계량화하는 것이 AHP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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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의사결정자의 경험 등에 의해서 적합한 계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선도를 부여하는 

방법은 쌍별 비교를 통한 고유 벡타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 대상이 기준들의 가중치이건 대안

들의 상대점수이건 상관없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HP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친다.

1단계 :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Hierarchy of Decis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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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화하여 문제를 분리하는 과정이다. 최상위 계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목표가 놓여지고, 최하위 

계층에는 선택의 대상인 대안들로 구성된다. 계층구조의 중간계층에는 평가기준들로 구성되는

데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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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 함의 정도에 따라 계층의 수는 달라진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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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비교대상의 수가 n개인 경우에 실제 쌍별 비교의 횟수는 n(n-1)/2 가 된다. 왜냐

하면, 쌍별 비교행렬 A는 대각 성분이 1인 역수행렬이므로 aij의 값은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

문이다. 또한 Saaty는 계층에 포함되는 속성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쌍별 비교의 횟수도 많아지

므로 가능하면 한 계층 내에 속성들의 수가 9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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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속성 의사결정일 때는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모두 고려하여 가중치를 정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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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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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또는 우월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준들 간에 쌍별 비교를 행하고 그 결과를 

행렬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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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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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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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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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able 3.2.2. 쌍별 비교에서 사용되는 1-9점 척도

척도 중   요   도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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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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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5
매우 중요 (strongly more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본질적 으

로 또는 보다 강하게 중요함

7
확실히 중요 (demonstrably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확실하게 

또는 매우 강하게 중요함

9
절대 중요 (absolutely more         

   importan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

 으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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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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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속성 Ai 가 Aj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aij의 값은 1-9점 중에서 그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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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값을 부여하고 aij는 그 역수를 부여한다. 한편 Saaty는 AHP에 의한 최종 계산결과가 이

들 선택되는 값에 비교적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

감을 크게 갖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단계 : 가중치의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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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한다. 즉, 쌍별 비교를 통해 얻은 aij를 이용하여 속성 A₁,A₂,...Aｎ 이 갖는 선호도를 나

타내 주는 수치 w₁,w₂,...wｎ을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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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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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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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가중치의 종합(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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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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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하위 계층에 있는 평가기준들이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기준들의 종합 

가증치를 구하는 단계이다. 평가기준의 종합 가중치는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Wi  = ∑ (wj) ( u
i
j) (식 3-2-4)

 여기서, Wi   : i번째 대안의 종합가중치

         wj  : 평가기준 j의 상대적 가중치

         u i
j   : 평가기준 j에 대한 i번째 대안의 가중치

- 계층적 분석과정(AHP)의 일관성 판단

 Saaty의 계층분석이론을 실제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문제의 정의 및 요구되는 해의 구체화

    ② 총합관리목적의 최고수준으로부터 관련 중간수준을 통해서 통제가 그 문제를        

분리하거나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구조화한다.

    ③ 쌍별 비교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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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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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단계 ③, ④, ⑤는 계층의 모든 수준과 집단에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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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계층구성은 기준에 대한 가중치로 고유벡터들을 가중치화 하는데 사용되고, 어      

떤 한 수준에서 요소의 총합순위를 얻기 위해서 각 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가중      치

로 된 고유벡터들을 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수준으로 계속 내려가       서 

최하위 수준까지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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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것을 더함으로서 전체 계층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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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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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₁     A₂   ㆍ   ㆍ     An 

          A₁ w₁/w₁ w₁/w₂  ㆍ   ㆍ  w₁/wn  

          A₂ w₂/w₁ w₂/w₂  ㆍ   ㆍ  w₂/wn  (식 3-2-5)

     A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An    wn/w₁  wn/w₂  ㆍ   ㆍ   wn/wn

 두 요소를 직접 쌍별 비교하는 경우 식 3-2-6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wi / wj  =  aij ,    ( i, j = 1, 2, ..... n ) (식 3-2-6)

 행렬 A는 A = aij 

           aij  = wi / wj

           aij  = 1 / a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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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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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nW를 얻게 된다. 즉, AW = nW가 성립한다. AW = nW에서 W는 행렬이론에 의해 고유

치(eigen value) n을 갖는 A의 고유벡터(eigen vector)이다. 일반적으로 aij를 직접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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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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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 = nW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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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이론의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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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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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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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특성에 의해 행렬 A의 대각선 원소가 1( aij=1)이고, A가 일관성이 있으면 aij의 미세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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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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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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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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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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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이며, 일관성이 클수록 λmax가 n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io)을 사용하여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CR = CI / RI = (λmax - n / n-1)(1 / RI) (식 3-2-7)

 

여기서 CI는 일관성 지수로써 일관성이 클수록 0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RI는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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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비교행렬의 크기 n에 따라 다르며 Saaty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여 Table 3.2.3에서와 같

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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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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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3.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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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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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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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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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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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 eigenvalue라 하고, 선호균형을 나타내는 일관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λ ma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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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atrix의 activity 수)에 가까울수록 보다 더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AHP 방법론을 이용한 해체 시나리오 평가

        AHP 방법을 연구로 1호기 대상물중 Thermal column 해체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평가해 보았다. 먼저 Thermal column 해체에 적용한 시나리오는 위에서 언급한      

      플라즈마 아크 절단 시나리오와 Nibbler 절단 시나리오이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를 AHP 방법에 적용하여 평가하여 비교해 보았다. 

① 해체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계층구조 설정

계층적 분석과정(AHP)은 문제의 목표(Goal), 평가기준(Criteria), 대안(Alternative)의 3단계

(Level)로 이루어진다. 해체 시나리오 선정을 위해서는 Fig. 3.2.25와 같이 3단계 계층구조를 갖

는다. 1단계는 본 평가의 최종 목표로 여러 해체 시나리오 중에서 현 국내의 기술수준과 사회

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실제 해체 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체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

다. 

2단계는 해체 시나리오 평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평가기준은 해체비용, 안전성, 사회적 수

용성, 파급효과로 구분되며 이는 국내에서 발행된 여러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요인을 선정

한 후 해체 전문가의 설문에 대한 우선수위를 통해 선정하 다. 

Fig. 3.2.35. 해체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계층구조

2단계의 세부특성으로 해체비용은 주변비용, 해체작업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안

전성은 작업자 피폭, 작업자 위험도, 공법상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수용성은 대국민 홍

보, 대국민 이해도를 기준으로, 파급효과는 해체기술 개발 공헌도, 타 산업응용 가능성 등 총 

10개의 하부특성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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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요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대한 각 평가특성의 중요도와 각 대

안의 사회적 수용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점수를 구하기 위하여 원자력 해체 분야의 실무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AHP를 이용하여 해체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평가항목의 중요도 산출과 세부평가

요인의 중요도 산출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총 매를 배부하고 전부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전문가 설문평가는 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연구인력으로 구성하 으

며 원자력연구원내 제염해체연구부서에 소속된 석박사급 인력으로 화학공학, 원자력공학, 물리

학,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제염해체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 다. 

설문지는 각 대안에 대한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파급효과의 세부 특성평가에 대한 평가정

도를 5점 척도(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에 의해 평가할 있도록 구성하 다. 설문 결과에서 

몇 개의 극단치에 좌우되는 단점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

다. 한편 해체비용의 세부특성평가에 대한 평가점수는 해체 DMU를 통해 산출된 예측비용의 

정량적인 산출에 의하여 결정하 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기준, 및 세부기준별 중요도에 대한 

일관성 비율과 전체 일관성 비율을 검증하 다. 

③ 목표에 대한 기준별 중요도 산출

접수된 설문서에 대한 기준 및 세부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고 그 둘을 곱하여 종합가

중치를 산출하 다. 또한 10명의 설문결과를 기하평균(Geometric mean) 방법으로 종합하 다. 

Table 3.2.4는 종합가중치의 산출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2.5는 의사결정자 작성한 시나

리오 점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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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4. 계층별 종합 가중치 산출

Criteria Sub-criteria

항목 가중치 세부항목 가중치 종합가중치 순위

비용 0.2410

주변비용 0.199 0.0480 8

해체작업비용 0.465 0.1121 6

폐기물처리비용 0.336 0.0810 3

안전성 0.4162
작업자 피폭 0.642 0.2672 1

작업 위험도 0.358 0.1490 2

해체기술성 0.1599
기술의 독창성 0.326 0.0521 8

파급효과 0.674 0.1078 4

사회적수용성 0.1829
대국민 홍보 0.414 0.0757 7

대국민 이해도 0.586 0.1072 5

Table 3.2.5. 의사결정자에 의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Criteria Sub-criteria Scenario 1

(Plasma)

Scenario 2

(Nibbler)
비고

항목 세부항목 종합가중치

비용

주변비용 0.0480 10.3 13.1 백만원

해체작업비용 0.1121 116.9 107.1 백만원

폐기물처리비용 0.0810 28.4 34.4 백만원

안전성
작업자 피폭 0.2672 0.250 0.750 1점기준

작업 난이도 0.1490 0.497 0.403 1점기준

해체기술성
기술의 독창성 0.0521 0.503 0.427 1점기준

파급효과 0.1078 0.523 0.408 1점기준

사회적수용성
대국민 홍보 0.0757 0.503 0.456 1점기준

대국민 이해도 0.1072 0.432 0.518 1점기준

4) 대안 평가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해체 시나리오를 해체비용,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파급효과 등의 관점

에서 평가하 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의 평가특성은 다시 여러 종류의 하위 평가 특

성으로 세분화 된다. 

한편, 해체비용,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상반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체 시나리오를 종합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속성에  대한 합리적인 가중

치 결정과 적절한 평가 모형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정량 비

교가 가능하고 구조 분석의 장점을 갖고 있는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하여 해체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 다. 

계층분석과정에 의한 종합 평가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해체비용,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파

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선택 가능한 2개의 시나리오(시나리오 1, 시나리오 

2)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의 Table 3.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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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6. 계층별 종합 평가 결과 규준화

Criteria Sub-criteria Scenario 1

(Plasma)

Scenario 2

(Nibbler)항목 세부항목 종합가중치

비용

주변비용 0.0480 1.000 0.728

해체작업비용 0.1121 0.909 1.000

폐기물처리비용 0.0810 1.000 0.789

안전성
작업자 피폭 0.2672 0.250 0.750

작업 위험도 0.1490 0.497 0.403

해체기술성
기술의 독창성 0.0521 0.503 0.427

파급효과 0.1078 0.523 0.408

사회적수용성
대국민 홍보 0.0757 0.503 0.456

대국민 이해도 0.1072 0.432 0.518

Table 3.2.7. 플라즈마 공법과 Nibbler 공법의 규준화된 최종 평가 결과 

Criteria Sub-criteria
Scenario 1

(Plasma)

Scenario 2

(Nibbler)

해체비용

주변비용 0.0480 0.0349

해체작업비용 0.1019 0.1121

폐기물처리비용 0.0810 0.0640

sub-total 0.2309 0.2110

안전성

작업자 피폭 0.0668 0.2004

작업 위험도 0.0741 0.0601

sub-total 0.1409 0.2605

해체기술성

기술의 독창성 0.0262 0.0223

파급효과 0.0564 0.0440

sub-total 0.0826 0.0663

사회적 수용성

대국민 홍보 0.0381 0.0345

대국민 이해도 0.0463 0.0555

sub-total 0.0844 0.0900

Total 0.5388 0.6278

Rank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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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속성효용이론(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 MAUT 개요

다속성효용이론(MAUT)은 여러 속성의 가치로부터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가치에 숫자를 적절하게 부여 조건들을 공리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다속성효용함수는 반복질문을 통하여 도출한 의사결정자의 효용함수에 근거하여 대안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량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는 점과 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반면에 각 요인들의 효용함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응답자들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것과 이

러한 요인들에 대한 설정된 효용함수 값들이 일관성 있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

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요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질문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응답을 얻어낼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속성 효용

이론은 통계학, 심리학, 경 과학, 의사결정이론 등에서 발달된 여러 기법을 근거하고 있고 평

가결과가 비교적 정확하여 발전소 입지 선정, 수자원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공

학적, 경 학적 의사결정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 MAUT 절차

MAUT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적용절차를 거친다. 

① 속성의 식별

② 속성수준의 정량화

③ 단일속성 효용함수 도출

④ 속성의 중요성 평가

⑤ 다속성 효용함수 구성

① 구체적 목표와 속성의 식별

해체 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해체 시나리오를 선정하는데 고려되는 주요 속성들을 결정하는 

단계로, 다속성효용함수(MAUF)를 도출하여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

요한 단계이다. 일차적으로 최적의 해체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세부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속성을 선정하 다. 각 속성은 해체전문가의 협의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시나리오 선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해체비용 최소, 안전성 최대화, 해체기

술성 최대화, 사회적 수용성 최대를 분석의 범위로 설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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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② 속성수준의 정량화

속성수준의 정량화할 때는 선택된 속성에 대한 잠재적 범위를 해체시나리오 평가에 있어 가

장 좋은 수준에서 가장 나쁜 수준까지 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속성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기

존의 여러 연구결과를 이용하거나 공학모형을 근거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③ 단일속성 효용함수 도출

이 단계에서는 다속성 효용함수의 구성요소인 단일속성 효용함수의 적합한 형태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요구된다. 먼저 효용함수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단조성

을 가정한 후, 해당 속성의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따라 증감 방향을 결정한다. 예컨대, 해체장비 

비용에 대해서는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작업자 피폭에 대해서는 감소함수가 될 것이다. 다음

으로 위험태도(risk attitude), 즉 위험기피(risk-averse), 위험중립(risk-neutral), 위험선호

(risk-prone)에 따라 효용함수의 완전한 형태를 구해야 한다. 통상 다음과 같은 지수 및 선형 

효용함수를 가정하면 거의 항상 충분하며, 이 형태는 강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x)=a-bexp(-cx) (식 3-2-8)

u(x)=a+b(cx) (식 3-2-9)

u(x)=a+bexp(cx) (식 3-2-10)

여기서 a와 b는 u(x)∈[0,1]을 보장하는 0보다 큰 상수이며, c는 증가함수에서는 (+)이고, 감

소함수에서는 (-)인 상수이다. 식 3-2-8은 위험기피형, 식 3-2-9는 위험중립형, 식 3-2-10은 

위험선호형적 효용함수이다. 

④ 속성의 중요성 평가

이 단계의 목적은 여러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다 의사결정권자는 중요도의 순서로 속성들의 순위를 정한 후 가중치를 매긴다. 가중치는 순위

가 매겨진 숙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가치판단을 포착한다. 가중치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AHP 방법, 스윙기법(swing weighting), DVM기법(difference value 

measurement) 등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산출

하 다. AHP방법은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각 속성들의 선호도를 Matrix로 구성하고 

이를 고유벡터법을 이용하여 각 속성의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AHP는 의사결정자의 오

랜 경험이나 직관 등을 평가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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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평가기준은 물론 흔히 의사결정문제에서 다루기 곤란하면서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질적(qualitative) 평가기준들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석과

정도 직관적이고 비교적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⑤ 다속성 효용함수 구성

지금까지 모아진 정보는 최적의 해체시나리오 선정이라는 종합목표에 여러 속성들이 얼마나 

기여하는 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학식, 즉 다속성 효용함수로 결합될 수 있으며, 이는 해체 

시나리오 선정에 대한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식 3-2-11은 다속성 효용함수

식을 나타내고 있다. 

U(x 1,…,xm)=k 1u1(x 1)+…+kmum(xm) (식 3-2-11)

여기서 k 1,…,km는 단일효용함수에 대한 가중치이며 ∑
m

i=1
k i=1이다. 그리고 위식에서 u1(x1) 

등은 3단계에서 구한 단일 속성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 MAUT를 이용한 해체 시나리오 평가

1) 속성의 식별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필요한 최종 속성집합은 AHP에서 산출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AHP에

서 산출한 결과를 이용하 다[Fig. 3.2.35 참조]. 

2) 속성수준의 정량화

속성수준의 정량화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해체 Digital mock-up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부 

속성(해체비용)에 대해서 정량적인 값을 산출하 다. 하지만 나머지 속성들은 모두 정성적 평

가요소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정량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 다. 먼저 국내에는 연구로 해

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 고 다양한 해외국가들의 해체자료를 수집하여 정량화 평가기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Table 3.2.8은 결정된 속성에 대한 평가단위와 수준의 범위를 나타내

고 있다. 

3) 단일속성 효용함수 도출

단일속성 효용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자 들의 확실등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 개인별 효용함수는 기하평균으로 합성하 다. 분석결과 해체주변비용, 해체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작업자 피폭, 작업난이도 등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의 독창성, 대국민 홍보와 대국민 이해도 측면에서는 위험선호형이 나타났다. Table 3.2.9



- 188 -

는 효용함수 구성을 위한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2.8. 각 속성별 평가 단위 및 수준의 범위

속성 및 평가단위 최악 최선

1.1
해체 주변 비용 최소화

(해체작업 전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백만원)
500 5

1.2
해체작업 비용 최소화

(실제 해체작업에 소요된 비용, 백만원)
400 50

1.3
폐기물 처리 비용 최소화

(해체 후 나온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백만원)
200 10

2.1
작업자 피폭 최소화

(해체과정시 작업자의 피폭 정도, mSv)
50 0

2.2
작업 난이도 극소화

(해체시 작업의 난이도, %)
100 0

3.1
기술의 독창성 극대화 

(해체기술의 독창성, %)
0 100

3.2
기술의 파급효과 극대화

(해체기술의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
0 100

4.1
대국민 홍보 극대화

(해체 기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 %)
0 100

4.2
대국민 이해도 극대화

(해체 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
0 100



속성 함 수 의사결정변수 단위 위험태도 증감

해체주변 

비용
y=1.02686-0.03313e0.00684x

x= 해체 DMU상

의 예측비용

백만원 위험기피 감소

해체작업 

비용
y=1.01501-0.01108e0.01128x 백만원 위험기피 감소

폐기물 

처리 비용
y=1.09799-0.09569e0.01217x 백만원 위험기피 감소

작업자 

피폭
y=1.4692-0.45843e0.01954x x= 작업자 피폭 

시뮬레이션 결과
mSv 위험기피 감소

작업 

난이도
y=1.13865-0.13884e0.02052x

x= 해체 전문가의 

평가 점수

% 위험기피 감소

기술의 

독창성

y=-0.12258+0.15418e0.0195

5x % 위험선호 증가

기술의 

파급효과
y=0.02727+0.01009x % 위험중립 증가

대국민 

홍보

y=-0.55621+0.5876e0.00931

x % 위험선호 증가

대국민 

이해도

y=-0.3128+0.35083e0.01238

x % 위험선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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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4

i=1
k i=1이며 다속성함수값을 구하기 위한 가중치이다.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

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속성에 100의 점수를 주고 내림차순으로 점수를 매기는 스윙기법(swing 

weighting)을 이용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법을 이용하여 각 속성의 가중치를 산출하 으므로 이를 MAUT 방법에 적

용하 다. 따라서 식 3-2-12의 속성별 가중치 ki는 다음과 같다. 

k 1=0.2410,   k 2=0.4162,   k 3=0.1599,   k 4=0.1829 (식 3-2-13)

또한 해체비용에 대한 효용함수 u1은 주변비용, 해체비용, 폐기물 비용의 3개의 세부속성의 

합으로 표현된다. 즉, 

u1(x 1)=u1(x 11,x 12,x 13)=k 11u11(x 11)+k 12u12(x 12)+k 13u13(x 13) (식 3-2-14)

여기서 ∑
2

i=1
k 1i=1 이며 uij는 단일속성 효용함수를 통해 산출되는 값을 의미한다. 세부속성

의 가중치인 kij값은 속성값의 가중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 으며 마찬가지로 

Table 3.2.4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kij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11=0.199,  k12=0.336,  k13=0.465, k21=0.642,  k22=0.358

k31=0.326,  k32=0.674 (식 3-2-15)

k41=0.414,  k42=0.586

최종적인 다속성 함수 결과 값은 각 세부속성의 가중치값 kij와 Table 3-2-9의 단속성효용함

수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MAUT를 이용한 해체 시나리오 평가

지금까지 도출된 MAUT 평가 모델 역시 연구로 1호기 Thermal column에 대해 적용하 으

며 시나리오 역시 AHP에 적용한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Thermal column의 해체 시나리오에 

대해 MAUT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Table 3.2.10과 같이 각 속성에 대한 시나리오별 입력자

료를 대입하 다. 이 입력자료는 Table 3.2.9의 개별속성효용함수에 대입하여 단일속성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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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산출하 다. 이 값을 식 3-2-12에 대입하면 각 대안에 대해 0에서 1까지 정량화된 총 효

용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체 시나리오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Table 3.2.11

은 각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속성별 단일효용값과 전체 다속성효용값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두 시나리오의 우선순위를 결정되었다. 각 항목별로 보면 두 시나리오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 지만 해체기술성 항목에서 플라즈마 시나리오가 Nibbler 시나리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왔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연구로 1호기 해체 대상물인 콘크리트 차폐체와 빔포트에 대한 해체 시

나리오 평가를 수행하 다. 콘크리트 차폐체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시나리오와 BROKK 해

체 시나리오를 비교하 으며 빔포트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시나리오와 코어보링 해체 시나

리오를 각각 비교하 다. 두 대상물에 대한 해체 시나리오 평가 결과는 Table 3.2.12에 정리되

어 있다. 

Table 3.2.10. 각 시나리오 별 입력 값

Criteria Sub-criteria 입력 값

항목 세부항목
Scenario 1

(Plasma)

Scenario 2

(Nibbler)

해체비용

주변비용 10.9 13.8

해체작업비용 161.7 127.9

폐기물처리 비용 33.0 39.0

안전성
작업자 피폭 1.21 0.56

작업 난이도 49.7 40.3

해체기술성
기술의 독창성 50.3 42.7

기술의 파급효과 52.3 40.8

사회적수용성
대국민 홍보 50.3 45.6

대국민 이해도 43.2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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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1. MAUT 방법을 이용한 Thermal column의 해체 시나리오 평가 결과

Criteria Sub-criteria 단일효용함수값 다속성효용값

항목 세부항목 가중치
Scenario 1

(Plasma)

Scenario 2

(Nibbler)

Scenario 1

(Plasma)

Scenario 2

(Nibbler)

해체비용

(0.2410)

주변비용 0.199 0.9913 0.9905

0.2309 0.2324

해체작업비용 0.465 0.9464 0.9681

폐기물처리 

비용
0.336 0.9550 0.6412

단일효용값 0.9582 0.8765

안전성

(0.4162)

작업자 피폭 0.642 0.8546 0.9897

0.3407 0.3868작업 난이도 0.358 0.7537 0.8212

단일효용값 0.8185 0.9293

해체기술성

(0.1599)

기술의 독창성 0.326 0.2896 0.2327

0.0749 0.0594
기술의 

파급효과
0.674 0.5550 0.4389

단일효용값 0.4684 0.3717

사회적수용성

(0.1829)

대국민 홍보 0.414 0.3823 0.3422

0.0596 0.0638대국민 이해도 0.586 0.2861 0.3534

sub-total 0.3259 0.3488

총  계 0.7061 0.7425

Rank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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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2. MAUT방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차폐체/빔포트 

해체 시나리오 평가 결과

Criteria 콘크리트 차폐체 빔포트

항목
Diamond wire 

saw 
BROKK 

Diamond wire 

saw 
코어 보링 

해체비용 0.1921 0.2292 0.2283 0.2350

안전성 0.3239 0.3537 0.3172 0.3457

해체기술성 0.1147 0.0866 0.1147 0.1199

사회적수용성 0.0776 0.0664 0.0776 0.0832

총계 0.7082 0.7359 0.7377 0.7837

Rank 2 1 2 1

○ 해체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 선정 및 모듈 개발

본 연구에서는 해체공정 평가 방법론을 채택하기 위하여 AHP 기법과 MAUT 기법을 Table 

3.2.13과 같이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결과 AHP 기법은 AHP 기법으로 평가 후 평가 대상에 

대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가로 평가하고자 할 때 전체 계산을 새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에 반면에 MAUT 기법은 단일효용함수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한번 도출하면 새

로운 시나리오를 추가로 평가할 때 전체 계산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된 시나리오에 대

한 계산만 수행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원자력 시설 해체의 경우 해체 대상물에 대해 새로운 

해체기술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MAUT 기법이 AHP 기법에 비해 더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UT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로 1호기 해체 대상

물에 대한 시나리오 평가를 수행하 다. Fig. 3.2.36은 해체 DMU 시스템에 MAUT 기법으로 

연구로 1호기 해체 대상물의 시나리오를 평가한 결과를 가시화한 프로그램 결과이다. 해체 시

나리오 평가 속성에 대한 단속성 효용함수 산출결과와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다속성 효용함수 

값을 산출한 결과를 표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가시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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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3. AHP 방법과 MAUT 방법 비교

구분 AHP MAUT

장점

•문제를 계층화. 세분화하여 체계적으

로 접근

•오류정보의 filtering 기능을 지님

•요소 중요도의 객관성, 신뢰성을 지

님

•문제 전체에 대한 일관성 보유

•문제를 계층화. 세분화하여 체계적으

로 접근

•신뢰성 있는 객관화된 가중치 활용

•대안에 대한 효용가치 활용

•새로운 대안 생성시 적용 쉬움

•AHP에 비해 쌍비교의 수 감소

단점

•계산의 복잡성(소프트웨어 필요)

•요소 및 대안수 증가에 따라 쌍비교 

급증

•쌍비교의 피드백 회수 증가

•새로운 대안 생성시 AHP 문제 다시 

적용

•AHP와 MAUT 기법 지식 필요

•효용함수 작성에 많은 시간 소요

•요소 가중치 산정시 계산의 복잡함(소

프트웨어 필요)

적용

분야

•복잡도 높은 문제

•이해관계가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

•일관된 의사결정을 요하는 문제

•복잡도 높은 문제

•효용가치 측정이 용이한 문제

•대안수가 많은 문제

Fig. 3.2.36. 해체 DMU의 해체 시나리오 평가 가시화 모듈

(나) 방사화 가시화 모듈 개발

방사화 가시화 모듈은 해체작업 전에 해체대상물에 대한 방사화 정도를 시각적으로 전달하

므로써 해체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계획 및 해체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하 다. 해체 대상물에 대한 방사화 가시화 방법은 먼저 해체 대상물에 대한 방사능 데이

터를 확보하고, 대상물에 대한 3D 모델링을 수행한 후 Tecplot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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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의 3D 모델에 방사화 데이터를 Mapping하여 방사화 가시화를 수행하 다. 방사화가시

화의 예로서 Fig. 3.2.37의 연구로 2호기 차폐 도어의 방사능 분포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하 다. 

먼저 차폐도어의 방사화 데이터는 Table 3.2.14와 같으며 이 데이터를 차폐도어 3D 모델에 

Mapping하여 Fig. 3.2.38과 같이 방사화 가시화를 수행하 다. Fig. 3.2.39은 방사화 가시화 결

과를 해체 DMU 내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다. 

Fig. 3.2.37. 연구로 2호기 차폐 도어 

Table 3.2.14. 연구로 2호기 차폐도어 방사화 데이터

시료번호 검출핵종
보정 방사능

농도(Bq/g)

비고

(MDA)
측정일

Horizontal 1번면 Co-60 0.152 0.00439 10.22

Horizontal 2번면 N/D - - 10.22

Horizontal 3번면 N/D - - 10.22

Horizontal 4번면 N/D - - 10.25

Horizontal 5번면 N/D - - 10.27

표면연마 후

1번면-1 Co-60 0.044 0.03790 11.05

1번면-2 Co-60 0.074 0.00424 11.05

1번면-3 Co-60 0.042 0.00374 11.05

1번면-4 Co-60 0.076 0.00426 11.05

1번면-5 Co-60 0.010 0.00228 11.05

깊이 7cm 

파쇄 후

1번면-1 N/D - - 11.30

1번면-2 Co-60 0.0049 0.00233 11.30

1번면-3 Co-60 0.0055 0.00220 11.30

1번면-4 N/D - - 11.30

1번면-5 Co-60 0.0050 0.0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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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연구로 2호기 차폐 도어 3D mapping 결과

Fig. 3.2.39. 해체 DMU에서의 차폐도어 방사화 가시화 모습

연구로 2호기의 차폐도어의 방사화 분포 가시화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구로 1호기의 thermal 

column 및 thermalizing column에 대한 방사화 가시화를 수행하 다. 방사화 데이터는 수중 

선량 측정기인  Under Water Probe(PR-7, Dosimeter)을 이용하여 27 개 지점에 대하여 측정

한 자료와 Survey Meter(AD1/Ad-t, Automess)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 다. Fig. 

3.2.40은 thermal column 및 thermalizing column의 방사화  분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

과는 해체 DMU 상에서 방사화 가시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3.2.40. Thermal column 및 Thermalizing column의 방사화 분포 결과

(2) 해체 정보 단위요소 기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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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성

각 단위 평가 모듈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실행환경을 구축하 다.

 o 하드웨어

- OS : Windows XP Professional

- CPU : Intel Pentium IV XEON CPU

- VGA : nVIDIA Quadro 4 

- 해상도: 1280 × 1024

- 메모리: 최소 1024 Mb

- 조작: Keyboard, Mouse

 o 소프트웨어

- 해체 시설물, 해체 장비 모델링: AutoCAD, 3D MAX

- 방사능 분포 contour mapping: TECPLOT

- 해체 절차 전산모사(애니메이션): EON Studio

- 해체 일정, 해체 폐기물량, 해체 비용 그래프: Chart FX

- 해체 데이터베이스: MS Access

- 해체 데이터 저장 및 수정: ABCupload Component

- 해체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 그래프: Flash, Java Script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GUI 레이아웃은 HTML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구축하 으며, 

전산모사는 EON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도록 프로그램하 다. 그리고 각종 해체정보들은 DB 시

스템에서 연산 및 저장/기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결과에 대한 그래프는 ChartFx 프

로그램으로 그래프로 표현되도록 하 다.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유저 인터페이스는 Fig. 

3.2.41과 같이 크게 4개의 활성창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세부기능을 갖고 있다. 

- Simulation : 연구로 1&2호기의 DMU를 보여주고 각 해체대상물의 정보를 보여준

다. 

- Animation : Simulation에서 선택한 대상물의 해체공법을 보여주고 해체공법을 선택

하면 이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각 해체공법에 대한 해체정보 산

출 결과를 보여준다. 

- Action : 해체 DMU에 Graphic 기능(그림자 기능, 투명 기능), 화면의 Camera 조절 

및 Zoom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위 상세 표현, 방사화 가시화 기능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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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 설명서를 보여

준다.

Fig. 3.2.41. 메뉴 바(menu bar)의 구성 및 기능

마. 해체비용 산정 방향 수립

(1) 해체비용 산정 지침 및 범위 설정

해체비용 산정은 국가별, 시설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요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및 프로그램

들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 및 산정 방향을 마련하 다( 

KAERI/AR-707/2004 보고서 참조).

∙ 원자력연구시설 해체 비용 산정 지침

   - 해체작업을 내용을 측정 가능한 정도까지 비용 항목을 세분화한다.

   - 해체 투입 인건비는 단위비용인자(Unit Cost Factors)를 바탕으로 비용 계산한다.

   - 해체 투입 장비 및 재료비는 작업에 투입한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해체비용 항목 및 인자를 매개변수로 처리하여 비용 계산한다.

∙ 비용 산정 방향 설정

   - 1단계 : 비용 산정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한다.

   - 2단계 : 선택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실제의 해체 작업에서 필요한 작업 분류 및 소   

              요 자원의 선정과 항목별 비용을 산정한다.

   - 3단계 : 산출된 항목별 비용을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전체 비용을 산출     

             및 분석한다.

∙ 비용 산정 범위

   - 비용 산정 범위 : 해체인허가 및 계획수립부터 제염해체 작업, 그리고 폐기물 취급 및 

임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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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대안 : 즉시해체(DECON)

∙ 해체비용 항목 분류에 대한 세분화 방안

   - 해체 비용 항목은 알려진 요소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OECD/NEA 해체비용항  

       목과 연계시켜 다른 원자력시설의 비용과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적용하여 시설 특   

      성에 맞게(Site-Specific) 비용항목을 세분화 및 그룹화를 한다.

   - 해체투입 인력에 대한 비용 산정은 Man-Hours 단위로 인건비를 산정한다.

   - 해체작업 투입 장비 및 재료 관련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작업에 투입한   

      수의 정도에 직접 비례하여 적용한다.

   - 해체 폐기물 관련 항목은 각 폐기물형태의 포장 부피단위에 직접 적용한다.

   - 해체활동의 시간적 지연을 유발시켜 비용 증가에 향을 주는 항목인 작업난이도 인  

       자는 율 및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바. 해체비용 산정 구조 완성

(1) 해체비용 산정 기본 구조 설정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구조는 아래 Fig. 3.2.42 과 같이 해체 사전계획부터 최종 폐

기물 처리까지의 모든 해체활동에 대한 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고 다양한 해체활

동으로 이루어지는 해체작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그룹화가 가능하도록 해체시설 항목, 비용그룹 

항목, 비용작업 항목, 하위작업 항목으로 계층구조로 구성하 다. 비용 산정 구조는 해체 사전

계획부터 최종 폐기물 처리까지의 해체활동 내용을 비용그룹(Cost Groups) 항목, 비용작업

(Cost Tasks) 항목, 하위작업(Cost Subtasks) 항목으로 상ㆍ하위 계층으로 구성하여 6개 비용

그룹(Cost Groups), 38개 비용작업(Tasks), 46개 하위작업(Subtasks)으로 구성된다[2-19].

Fig. 3.2.42. 해체비용 산정 구조

- 그룹1(해체 계획 및 프로젝트 관리 활동) : 해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활

동 및 현장 지원과 관련된 활동

- 그룹2(시설 운전중지 활동) : 시설의 운전 정지와 관련된 활동

- 그룹3(해체 운 , 제염 및 제거 활동) : 물리적인 해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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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서 시설 해체활동에 대한 활동

- 그룹4(폐기물 처리 및 관리 활동) : 해체 시설 운전 중 폐기물 취급, 이송, 제염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 그룹5(부지복원 활동) : 토양제염, 잔류방사능 측정평가, 부지조경에 대한 활동

- 그룹6(기타 활동) : 해체 기간 중 세금, 보험 등 기타 주변 비용

Table 3.2.15.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항목 및 그룹

○ “해체계획 및 프로젝트 관리활동” 비용그룹

    □ 해체 사전 조치

       ▷ 해체 계획 및 설계

       ▷ 인허가

       ▷ 방사선학적 조사

    □ 장비 및 재료 조달

       ▷ 계측 분석용 기기 및 재료

       ▷ 해체용 기기 및 재료

       ▷ 폐기물 관리용 기기 및 재료

       ▷ 일반 공구 및 재료

    □ 실험 및 임시 시설

       ▷ 설치 및 운영, 제거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주계약자 선정

○ “시설 운전 중지 활동” 비용그룹

    □ 시설 설비 정지 및 정밀 조사

    □ 시설 및 주변 환경 방사선학적 조사

    □ 운전 장비 격리 및 제거

    □ 오염 제거 및 처리

    □ 시설 구성요소 격리 및 제거

    □ 장비 및 재료 조달

       ▷ 계측 분석용 기기 및 재료

       ▷ 해체용 기기 및 재료

       ▷ 폐기물 관리용 기기 및 재료

       ▷ 일반 공구 및 재료

    □ 실험 및 임시시설

       ▷ 설치 및 운영, 제거

    □ 보건 및 안전

○ “해체 운영, 제염 및 제거 활동” 비용그룹

    □ 실험 및 임시 시설

       ▷ 설치 및 운영, 제거

    □ 장비 및 재료 조달

       ▷ 계측 분석용 기기 및 재료

       ▷ 해체용 기기 및 재료

       ▷ 폐기물 관리용 기기 및 재료

       ▷ 일반 공구 및 재료

    □ 부지 운영 지원 및 감시

    □ 주기적인 방사능 및 환경 조사

    □ 보건 및 안전

○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활동” 비용그룹

    □ 폐기물 처리 설계 및 계획 수립

    □ 실험 및 임시시설

       ▷ 설치 및 운영, 제거

○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활동” 비용그룹

    □ 장비 및 재료 조달

       ▷ 계측 분석용 기기 및 재료

       ▷ 해체용 기기 및 재료

       ▷ 폐기물 관리용 기기 및 재료

       ▷ 일반 공구 및 재료

    □ 보건 및 안전

    □ 시설 운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사전 준비

       ▷ 처리

       ▷ 포장

       ▷ 폐기물 저장 및 제염

       ▷ 수송

    □ 해체폐기물 처리

       ▷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 해체 비방사성폐기물 처리

    □ 해체폐기물 Packing

       ▷ 해체 방사성폐기물 포장

       ▷ 해체 비방사성폐기물 포장

    □ 해체폐기물 이송

       ▷ 해체 방사성폐기물 이송

       ▷ 해체 비방사성폐기물 이송

    □ 해체폐기물 저장

       ▷ 해체폐기물 저장시설 준비

       ▷ 해체 방사성폐기물 저장

       ▷ 해체 비방사성폐기물 저장

○ “부지 복원 활동” 비용그룹

    □ 부지 최종 조사 및 재구성

    □ 최종 철거 및 복원

    □ 실험 및 임시시설

       ▷ 설치 및 운영, 제거

    □ 장비 및 재료 조달

       ▷ 계측 분석용 기기 및 재료

       ▷ 해체용 기기 및 재료

       ▷ 폐기물 관리용 기기 및 재료

       ▷ 일반 공구 및 재료

    □ 보건 및 안전

○ “기타 활동” 비용그룹

    □ 인력 부대 경비

    □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

    □ 세금 및 보험료

    □ 에너지 소비 및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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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비용 산정 항목 설정

해체비용 산정 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하는 하위작업(Subtasks) 항목은 인건비용, 장비 및 재

료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비용 계산 시 매개변수로는 단위작업시간, 작업난이도 인자 및 

비용 자료 입력 값을 사용한다.

  - 인건비용은 해체대상에 소요되는 단위작업시간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 작업시간은 기본 단위작업시간과 추가 작업시간 항목으로 구성된다.

  : 기본 단위작업시간 항목은 ‘일반작업’, ‘측정작업’, ‘제염작업’, ‘절단/제거작업’ 분야로    

세분화 구분하여 산출한다.

    : 추가 작업시간 항목은 작업난이도 인자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장비/재료비용은 종류 및 투입한 수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 기타비용은 종류 및 투입한 수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사. 해체비용 산정 인자 산출

(1) 해체비용 산정 인자 구성

해체비용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단위비용인자 및 작업난이도 인자로 구분되며, 단위비용

인자는 해체대상물의 단위작업시간으로 구성되고 작업난이도 인자는 해체대상물의 구성의 복

합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도 인자, 방사화 유무를 나타내는 ALARA 인자, 그리고 해체작업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나타내는 PPE 인자로 구성된다. 해체비용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값은 연구로 2호기 해체현장의 실제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 다.

(2) 해체비용 산정인자

해체비용 산정 인자는 단위비용인자 및 작업난이도 인자로 구분이 된다[2-20]. 단위비용

인자는 해체대상물의 단위작업시간을 말하며, 작업난이도 인자는 복합도 인자, ALARA 인자, 

개인보호장비 착용 인자를 말하는 데 단위작업시간과 작업난이도 인자는 연구용 원자로 2호기 

해체 현장자료를 이용하 다.

(3) 해체비용 단위비용인자 분류 기준

해체비용 산정은 해체대상물의 일정 규격 단위로 해체 작업 시 소요된 작업시간을 바탕으

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대상물의 구성요소 특징별로 분류를 하 다. 해체대상물의 구성

요소 특징별 분류는 측정 가능한 수준까지 해체작업 특징별로 비용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분을 하 으며, 작업 소요 인력은 작업분야별로 세분화를 하 다. 아래 표는 해

체비용 인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해체대상물을 재질, 크기, 모양 및 표면으로 세분류하는 기준

이다. 이 기준에 따라 해체대상물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및 작업난이도를 산출하여 비용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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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Table 3.2.16. 해체비용 단위비용인자 분류 기준

대분류 세분류

재질 금속(철재)류, 콘크리트류, 기타류

크기 길이(또는 직경), 부피(또는 무게)

모양 선형, 구형, 실린더형, 직사각형

표면 바닥, 벽, 천장

(4) 해체비용 단위작업시간 산출

금속류 해체대상물 단위작업시간 (단위:Mh/m) : 아래 표는 연구로 2호기 금속류 해체대상

물을 모양에 따라 ‘선형’, ‘구형’, ‘실린더형’, ‘직사각형’으로 구분하여 해체대상물의 작업내용 및 

작업자 투입 분야를 ‘일반작업’, ‘측정작업’, ‘제염작업’, ‘절단 및 제거작업’으로 구분하여 소요된 

작업시간의 배율을 산출한 것이다.

Table 3.2.17. 금속류 해체대상물 단위작업시간

모양|작업 일반 작업 측정 작업 제염 작업 절단/제거 작업

선형 15 10 4 51

구형 30 22 8 106

실린더형 64 45 17 224

직사각형 59 43 16 210

콘크리트류 해체대상물 단위작업시간 (단위:Mh/m3) : 아래 표는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해

체대상물의 소요작업시간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콘크리트 해체대상물은 금속류 해체대상

물과 다르게 구조물로 이루어져 모양 및 형태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단지 해체작업내용 및 

작업자 투입 분야를 ‘일반작업’, ‘측정작업’, ‘제염작업’, ‘절단 및 제거작업’으로 구분하여 소요된 

작업시간의 배율을 산출한 것이다.

Table 3.2.18. 콘크리트류 해체대상물 단위작업시간

일반 작업 측정 작업 제염 작업 절단/제거 작업

6 5 2 23

(5) 해체비용 작업난이도 인자 산출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인력에 의해 이루어 짐. 특히, 해체작업은 해체대

상물 및 작업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이 향을 받는다. 그리고 오염지역에서는 해체작업자는 개

인보호장비(PPE)를 착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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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대상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산정에 추가 작업시간을 만들어 향을 미치

는 작업난이도 인자는 복잡도 인자, ALARA 인자 그리고 PPE 인자로 구성된다.

∙ 복잡도 인자 : 해체대상물이 단일 또는 여러 가지 계통으로 구성되는 지 구분

∙ ALARA 인자 : 해체대상물이 방사화/비방사화 되어있는 지를 구분

- 금속류 해체대상물 작업난이도 (단위:배율) : 아래 표는 연구로 2호기 해체대상물   

         의 모양간의 소요된 작업시간을 상호 비교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동일 모    

         양의 해체대상물에 소요된 작업 시간을 비교하여 산출한 것이다. 여기에서 해체      

         대상물의 모양 중에서 선형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시설의 구성요     

         소 중에서 배관과 같은 선형 모양의 해체대상물이 단일 보다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작업 소요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Table 3.2.19. 금속류 해체대상물 작업난이도

인자 | 모양 선형 구형 실린더형 직사각형

복잡도 인자 1.55 1.5 1.4 1.4

ALARA 인자 2.0

- 콘크리트류 해체대상물 작업난이도 (단위:배율) : 아래 표는 연구로 2호기 콘크리   

         트 해체대상물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도출한 것이다. 콘크리트류는 금     

         속류와 다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되지 않고 단순히 콘크리트 자체 단일 구    

         조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방사화된 콘크리트와 비방사화된 콘크리트로 구분하     

         여 해체대상물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의 차이의 정도를 이용하여 비율단위로 산출     

         한 것이다.

Table 3.2.20. 콘크리트류 해체대상물 작업난이도

인자 인자 값

ALARA 인자 2.0

∙ PPE 인자 : 해체작업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종류 구분

-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레벨 인자 산출 :

         PPE 레벨 인자는 CFR 1910.120 Appendix B의 정의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하 으며, 이에 대한 가중치는 엔지니어링 지침서를 참고로 하 다[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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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1. 개인보호장비 착용 작업난이도

레벨 분류 레벨 A 레벨 B 레벨 C 레벨 D 

그림

가중치 1.78 1.66 1.57 1.21

아.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완성

(1) 해체비용 계산 방법 도출

해체작업 투입 인건비용 계산 방법은 해체작업을 Man-Hour 단위의 작업소요시간과 추가 

작업 소요시간으로 구성된 총 작업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인건비(직종) 단가 및 투입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인건비 = {(단위작업시간×배율)+(추가 작업시간)}×인건비 단가×투입 수

• 추가 작업시간 = 단위작업시간 × 작업난이도

• 작업난이도 = 복합도 인자 + ALARA 인자 + PPE 인자

해체작업 투입 장비 및 재료비용 계산 방법은 투입한 장비 및 재료의 수에 단가 및 투입수

를 곱하여 계산한다.

• 장비 및 재료비 = 장비 및 재료 종류 × 단가 × 투입 수

해체작업 투입 기타 비용 계산 방법은 투입한 기타 작업 및 소모성 기구에 단가 및 투입수

를 곱하여 계산한다.

• 기타비 = 기타 종류 × 단가 × 투입 수

Table 3.2.22. 해체비용 계산방법

구분 계산 방법

인건비 {(단위작업시간×배율)+(추가 작업시간)} × 인건비 단가 × 투입 수

추가 작업시간 단위작업시간 × 작업난이도

작업난이도 복합도 인자 + ALARA 인자 + PPE 인자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재료 종류 × 단가 × 투입 수

기타비 기타 종류 × 단가 × 투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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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비용 계산 관계식

해체비용 계산을 위하여 해체비용 계산 방법을 바탕으로 각 비용항목별로 여러 인자를 매

개변수로 처리하는 관계식을 완성하 다.

∙ 해체 인건비(Subtask Man Costs) 계산 관계식

  SMCijk=(UWTijk×Rateijk)+(UWTijk×CWDF×AWDF×PWDF)×UMC×Rateijk

∙ 해체 장비/재료비(Subtask Equipments & Materials Costs) 계산 관계식

SEMCijk = EMijk × EMC × Rateijk

∙ 해체 기타비(Subtasks Other Costs) 계산 관계식

SOCijk = OTijk × OTC × Rateijk

∙ 해체비용 하위작업별(Each Subtasks Costs) 비용 계산 관계식

ESCijk = SMCijk + SEMCijk + SOCijk

∙ 임시비 적용 해체비용 하위작업 비용합산(Sum of Subtasks Costs) 관계식

SSCijk = ∑ (ESCijk × Contingency Rate)

∙ 해체비용 작업 비용 합산(Sum of Tasks Costs) 관계식

STCij = ∑ (SSCijk)

∙ 해체비용 그룹 비용 합산(Sum of Groups Costs) 관계식

SGCi = ∑ (STCij)

∙ 총 해체비용 합산(Decommissioning Total Costs) 관계식

DTC = ∑ (SGCi)

자. 해체비용 산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1) 해체비용 자료 입력 절차

해체비용 산정을 위한 자료 입력 및 계산은 기본 코드자료 입력, 해체대상물에 맞는 비용 자

료 연계설정, 그리고 최종 비용 계산 및 합산하는 절차로 수행된다.

∙ 절차 : 기본 코드자료 입력 ⇒ 비용자료 연계 ⇒ 비용 계산 및 합산

∙ 하위작업, 비용작업, 비용그룹-순으로 상향식(Bottom-Up) 방법과 항목, 인자 및 입

력 값을 매개변수(Parametric)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 및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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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해체비용 산정 자료 입력 및 계산 절차

(2) 해체비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해체비용 자료  입력 및 계산 자료를 분할하여 총 39개 테이블(기본코드 28개 테이블, 계산 

결과 11개 테이블)로 모델링을 하 다.

해체비용 산정을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 자료에 대한 자료 저장소인 테이블을 생성 

하 고 각 테이블에 비용자료가 저장되도록 자료의 형태와 길이를 설정하 다.

Fig. 3.2.44. 해체비용 산정 데이터베이스

해체비용 산정 과정에 입력 및 계산 처리된 자료가 중복 처리되지 않도록 자료 관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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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 다. 아래 그림은 자료가 저장되는 테이블과 비용 산정 자료처리 시 상

호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3.2.45. 해체비용 산정 자료 연계도

(3) 해체비용 산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해체 비용 산정 전산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코드 자료관리 모듈, 비용 산정 자

료 입력 모듈, 계산 및 합산 처리 모듈, 비용 산정 결과 조회 모듈로 구성된다.

Fig. 3.2.46. 해체비용 산정 프로그램 현황

   - 해체비용 기본코드 자료 관리 모듈 : 비용 전산 프로그램 내 동일한 비용자료에 대    

     한 값을 코드화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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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비용 산정 파일 생성 및 자료 입력 모듈 : 비용 산정 결과 파일을 생성하여 해체   

     대상물에 맞는 각 단위작업시간 및 작업난이도, 임시비를 설정한다.

  - 해체비용 산정 계산 및 합산 처리 모듈 : 각 인건비, 장비 및 재료비, 기타비를 계산    

    하고 각 하위작업별로 비용을 합산한다.

  - 해체비용 산정 결과 조회 모듈 : 최종 비용 산정된 결과를 비용항목별로 조회한다.

• 해체비용 기본코드 자료 관리 모듈

  - 재질/모양/구조 분류 코드

Table 3.2.23. 해체대상물 재질/모양/구조 코드

구분 코드

재질 철재 및 금속, 콘크리트

모양 선형, 구형, 실린더형, 직사각형

구조 구조물, 바닥, 벽면, 천장

 - 작업분야/직종 코드

Table 3.2.24. 작업분야/직종 코드

구분 코드

작업분야 일반, 측정, 제염, 절단 및 제거, 폐기물 취급

작업직종 전문가, 초/중/고급 기술자, 초/중/고급 기능사

 - 계산 단위 코드

Table 3.2.25. 단위 코드

구분 코드

단위 Mh/m, Mh/m3, %, +, -, ×, UA, EA, SET

 - 단위작업시간 코드

Table 3.2.26. 단위작업시간 코드

구분 코드

단위작업시간
적용대상 종류/모양, 작업시간(일반, 측정, 제염, 절단 및 

제거, 폐기물 취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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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RA 작업난이도 인자 코드

Table 3.2.27. ALARA 작업난이도 코드

구분 코드

ALARA 적용대상 종류/모양, 가중치, 단위

 - 복잡도 작업난이도 인자 코드

Table 3.2.28. 복잡도 작업난이도 코드

구분 코드

복잡도 적용대상 종류/모양, 가중치, 단위

 - 개인보호장비(PPE) 작업난이도 인자 코드

Table 3.2.29. 개인보호장비 착용 작업난이도 코드

구분 코드

PPE 레벨 종류/모양, 가중치, 단위

 - 해체비용 임시비 코드

Table 3.2.30. 해체비용 산정 임시비

임시비 코드 가중치(배율)

 ․ Decontamination

 ․ Contaminated Component Removal

 ․ Contaminated Component Packaging

 ․ Contaminated Component Transport

 ․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 Reactor Segmentation

 ․ Reactor Waste Packaging

 ․ Reactor Waste Transport

 ․ Reactor Vessel Component Disposal

 ․ GTCC Disposal

 ․ Non-radioactive Component Disposal

 ․ Heavy Equipment and Tooling

 ․ Supplies

 ․ Engineering

 ․ Energy

 ․ Characterization and Termination Surveys

 ․ Construction

 ․ Taxes and Fees

 ․ Insurance

 ․ Staffing

1.5

1.25

1.1

1.15

1.25

1.75

1.25

1.25

1.5

1.15

1.15

1.15

1.25

1.15

1.15

1.3

1.15

1.1

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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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비용 산정 파일 생성 및 자료 입력 모듈은 하위작업(Subtasks) 항목과 기본코드자

료를 연계한다.

   - 아래 그림과 같이 단위작업시간, 작업난이도, PPE 인자를 선택하여 해체대상물의 규  

       격에 맞게 단위작업시간 배율 및 작업자 투입수를 입력한다.

Fig. 3.2.47. 해체비용 하위작업 인건비계산 자료입력

   - 장비 및 재료비 그리고 기타비 자료 입력은 투입 종류 및 투입 수를 입력

 • 해체비용 산정 결과 조회 모듈은 비용 하위작업/비용작업/비용그룹별로 각 해당 비용자

료 테이블의 연계하여 합산 처리를 하여 전체 목록을 구성한다.

Fig. 3.2.48. 해체비용 기본 코드 관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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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비용 산정 파일 생성 및 자료 입력 모듈

해체비용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먼저 해체대상물에 대한 산정 파일을 생성

한다. 그리고 비용 산정 구조의 최하위 단계인 하위작업(Subtasks) 항목과 기본코드자료를 먼

저 연계하고, 비용 계산을 위하여 인건비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단위작업시간, 작업난이도, 

PPE 인자를 선택하고 장비 및 재료비 그리고 기타비와 관련하여 해당 투입종류를 선택하며 

해체대상물의 규격에 맞게 배율을 입력을 한다.

 • 비용 산정 파일 생성 및 자료 입력 모듈 흐름도

Fig. 3.2.49. 해체비용 계산 처리 파일 등록

Fig. 3.2.50. 해체비용 하위작업 관련 인건비 자료입력

Fig. 3.2.51. 해체비용 하위작업 관련 장비 및 재료비 

자료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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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2. 해체비용 하위작업 관련 장비 및 재료비 

자료입력

Fig. 3.2.53. 해체비용 파일생성 및 자료입력 모듈

(5) 해체비용 산정 계산 및 합산 처리 모듈

각 하위작업별로 계산된 인건비, 장비 및 재료비 그리고 기타비를 처리한 다음 하취작업

(Cost Subtasks) 항목별로 합산처리를 하고, 비용작업(Cost Tasks) 항목별 합산처리를 한 다

음 최종적으로 비용그룹(Cost Groups)에 대하여 합산 처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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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4. 해체비용 계산 및 합산 처리 모듈

해체비용 산정 처리가 된 자료에 대한 조회는 하위작업별/비용작업별/비용그룹별롤 각 인건

비, 장비 및 재료비 그리고 기타비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 3.2.55. 해체비용 산정 결과 조회 모듈

(6)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검증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콘크리트차폐체 대상물의 해체작업분야 중에서 실제 해체경험 자료

가 확보된 절단/제거작업 분야에 소요된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인건비 계산 결과를 상호 비교

하 다.

• 연구용 원자로 2호기 콘크리트차폐체 비용 산정

  - 연구용 원자로 2호기 콘크리트차폐체 제원

    : 총 부피 : 530m
3
 (방사화부피:72m

3
, 비방사화부피:458m

3
)

• 해체 인건비 : 총 506,938 천원 (방사화:121,306 천원, 비방사화:385,632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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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1. 연구로 2호기 콘트리트차폐체 해체 작업시간 및 비용

구분
작업내용

계
일반작업 측정작업 제염작업 절단/제거작업

방사화 864 720 288 3,312 5,184

비방사화 2,740 2,290 916 10,534 16,480

작업시간합계 3,604 3,010 1,204 13,846 21,664

인건비(천원) 84,334 70,434 28,174 323,996 506,938

Fig. 3.2.56. 연구로 2호기 콘트리트차폐체 해체비용 분포도 (단위:천원)

  • 비용 산정 분석 결과 : 실제 해체현장 자료와 비교한 결과 약 1.15 배 정도 해체현장

의 작업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이는 임시비 코드인 오염대상물제거

(Contaminated Component Removal) 가중치 1.25를 적용을 하면 된다.

  •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콘크리트차폐체 비용 산정

    -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콘크리트차폐체 제원

      : 총 부피 : 214m
3
 (방사화부피:30m

3
, 비방사화부피:184m

3
)

    - 해체 인건비 : 총 259,272 천원 (방사화: 65,520 천원, 비방사화: 193,572 천원)

Table 3.2.32. 연구로 1호기 콘트리트차폐체 해체 작업시간 및 비용

구분
작업내용

계
일반작업 측정작업 제염작업 절단/제거작업

방사화 450 375 250 1,725 2,800

비방사화 1,380 1,150 460 5,290 8,280

작업시간합계 1,830 1,525 710 7,015 11,080

인건비(천원) 42,822 35,685 16,614 164,151 25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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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연구로 1호기 콘트리트차폐체 해체비용 분포도 (단위:천원)

4. 결과 요약

3D로 설계된 해체 시설물과 동 상 및 이미지 파일들을 해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구조화 하 다. 그리고 연구로 1&2호기의 해체대상물인 빔포트, Thermal Column, 

콘크리트 차폐체, 노심의 해체공법을 선정하 고 이를 해체 시나리오로 구현하 다. 해체 시나

리오를 전산모사로 구현하기 위해 대상물 및 주변환경을 3D로 모델링하 으며 해체 시나리오

에 따라 전산모사로 프로그래밍을 하 다.

해체일정 산정을 위해 연구로 2호기 해체 자료를 기반으로 단위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시간

을 산출하 으며, 작업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체일정을 산정하 다. 그리고 해체 절

단부위의 부피를 이용하여 예상 폐기물을 산정하 으며, 해체작업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해체비

용을 주변비용, 해체비용, 폐기물 비용으로 구분하 고 해체일정에서 산정한 단위 작업의 

Man-hour와 투입장비 등을 이용하여 예상 해체작업비용을 산출하 다. 각 해체정보 산출 모

듈은 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GUI에서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 다.

해체 대상물에 대한 방사능 분포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 으며, 연

구로 1&2호기와 해체 대상물에 정보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 다. 그리고 해체정

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산출한 해체정보를 기반으로 해체 시나리오를 정량적 평가요소와 정

성적 평가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층분석과정법(AHP)과 다속성효

용이론(MAUT)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 다.

또한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 개발 분야 에서는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

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체비용 항목 및 그룹의 구성요소를 상세히 파악하고 해체대상물에 대

한 작업시간의 기준이 되는 단위비용 인자의 구성요소를 도출함으로써 해체비용 산정에 필요

한 기본 구조를 완성하 다.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을 위하여 인건비 계산에 필요한 단위비용 인자 및 작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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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인자를 도출하 다. 단위비용 인자는 금속 및 콘크리트 해체대상물의 모양과 작업분야

에 따라 단위당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산출하 다. 작업난이도 인자는 금속 및 콘크리트 해체대

상물의 모양에 따라 대상물의 구성의 복잡도와 방사화/비방사화로 구분하여 작업난이도 인자

와 가중치를 산출하 다. 이 두 가지 인자는 해체대상물에 소요되는 기본 작업시간과 추가 작

업시간을 산출한데 이용하며 여기에 작업분야, 작업직종과 인건비 단가를 직접 곱함으로써 인

건비가 계산이 된다. 비용 계산의 방법과 비용인자를 매개변수로 하는 비용 산전 전산 코드를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로 1,2호기 콘크리트 차폐체에 대한 비용 산정을 수행함으로써 비용 

산정 방법론이 타당함을 입증하 다. 결과적으로 연구용 원자로 2호기 해체 경험 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연자력연구시설에 적합한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타 원자력연구

시설에 대한 해체비용 산정에 적용할 경우 비용 산정 결과에 대하여 공학적 신뢰성을 한층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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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1. 개  요

흑연(Graphite)은 지속적인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핵종과 Wigner 에

너지라 불리는 저장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별도의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흑연감속로인 국의 Windscale Pile 1과 일본의 Tokai 원전에 대한 해체가 시작

되면서 다량의 방사성 흑연폐기물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처리기술 개발이 여러 원자력선진국에서 

진행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중성자 조사 흑연 처리기술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에 사용되었던 흑연을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

에 의한 물리적, 방사선학적 특성 변화와 내부 저장에너지 및 방사성기체의 방출특성을 평가

함으로서 흑연 처리공정 개발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장에너

지 제거공정, 방사성 기체 및 분진 처리기술, 절단 및 취급 기술, 감용처리 기술 등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처리를 위한 단위기술들을 개발하 다. 이후 각 단위기술별로 실증장치를 설

계, 제작하여 실험실 규모의 공정시험으로 중성자 조사 흑연 처리 기술을 실증하고, 국내 연

구로 흑연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처리 공정을 개발한다.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은 연구로 해체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을 실증 및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연구로 1, 2호기에 있는 약 

13톤의 중성자 조사 흑연을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성자 조사 흑연 처리 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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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중성자 조사 흑연의 물리․화학적/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및 시험

(1) 연구로 2호기 흑연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연구로 2호기 흑연은 탄소가 99.99% 이상이고, 산소 및 수소는 각각 10ppm 미만으로 거

의 순수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염소가 약 190ppm 포함되어 있음. 또한 공업분석 결과 

휘발분이 0.2%, 고정탄소가 99.8%, 회분이 500ppm 미만으로 열적으로 산화 분해처리하면 

약 500분의 1이하로 흑연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Table 3.3.1 연구로 2호기 흑연 조성 (dry weight basis)

Proximate 

analysis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Ash

2.2% 99.8% <500 ppm

Ultimate analysis

C H O N Cl

>99.98% <0.001% <0.001% - 190 ppm

연구로 2호기 흑연은 BET 분석결과 비표면적이 7.996 m2/mg으로 미세기공은 포함하지 

않는 물질이며, 전자주사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약 10 마이크론의 입자들이 압착되어 있는 물

질임을 알 수 있다.

Fig. 3.3.1 연구로 2호기 흑연시료 분말의 전자주사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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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 조사에 의한 흑연의 물성변화 평가

흑연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결정 구조 내 탄소 원자의 위치 이동과 클러스터 형성 등에 의

해 흑연 결정 내에 격자구조의 변화로 물리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연구로 2호기 흑연을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 정도(방사능량)에 따른 물성변화를 측정한 결

과 Fig. 3.3.2와 같이 일정량까지 중성자 조사량이 많을수록 도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저항의 경우 중성자 조사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 결과로부터 흑연이 중성자를 조사받으면 흑연의 부피가 어느 정도 감소하다가 중성자 

조사량이 더 많아질수록 부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시설 해체시 중

성자 조사 흑연의 크기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010

1.012

1.014

1.016

1.018

1.020

1.022

1.024
 

 

D
en

si
ty

 C
ha

ng
e 

R
at

e 
(ρ

/ρ
o)

Specific Radioactivity (Bq/g)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0

1.2

1.4

1.6

1.8

2.0

2.2

2.4

 

 

E
le

ct
ric

 R
es

is
ta

nc
e 

C
ha

ng
e 

(R
/R

0)

Specific Activity (Bq/g)

        (a) 도 변화                  (b) 전기저항 변화

Fig. 3.3.2 중성자 조사에 의한 흑연의 물리적 특성변화

(3) 연구로 2호기 흑연의 열분해 특성 실험 및 평가

다양한 기체 분위기에서의 열분석 결과 연구로 2호기 흑연은 산소 및 수증기의 존재 하에 

효과적으로 분해될 수 있으므로 고감용 처리공정으로 소각 및 수증기개질(steam reforming)

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흑연과 산소의 반응에 있어서 온도의 영향과 산소 분압의 영향은 각각 Arrhenius 

equation과 power law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흑연의 고온산화 반응율은 다음 식

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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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함수 f(X)는 전환율에 따른 전환의 영향을 나타내며,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β)1()( XXf −= (1.3)

β=1인 경우는 균일반응(homogeneous reaction) 모델을 나타내며, β=2/3는 shrinking 

core reaction 모델을 나타낸다. 승온속도가 일정하면서 non-isothermal 반응인 경우 온도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TBtT += (1.4)

비례상수 B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B
dt

dT
=

 (1.5)

윗 식들을 이용하면 식 (1.1)은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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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은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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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에서 p(y)는 식 (1.7)의 우변을 온도에 대하여 적분한 결과인 온도의 함수이며, 이

것은 Doyle (1962)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근사될 수 있다.

[ ]
RT

E
yp 457.0315.2)(ln −−=

(1.11)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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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에너지가 계산되면 식 (1.8)은 산소 분압에 따라 변하는 전환모델 f(x)와 Z 값을 

찾는데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산소 분압 n에 대한 반응 순서는 산소분압에 대한 Z 값의 로그 

그래프의 기울기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실험장치는 Fig. 3.3.3과 같이 gas conditioning system, thermo-gravimetric furnace 

system (SDT-6120, TA instruments) 그리고 gas chromatography (HP-5890II) - mass 

spectrometer system (HP-5972)으로 구성되어 있다. 106 μm 이하로 분말화된 흑연 시료

를 thermo-balancer에 장착 시킨 후 conditioning gas를 주입하여 반응로를 1000°C로 가

열하였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입되는 가스 내 산소 비율을 측정하였고, 분위기 조성 가스 

내 산소의 비율이 4%, 12%, 21%, 100% 그리고 0.001%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여 5가지의 

운전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각각의 분위기에 대하여 흑연 시료를 1000℃까지 가열하였으며, 

3℃/min, 20℃/min 그리로 100℃/min 등과 같이 승온속도를 달리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반응로의 배기체 조성은 GC-MS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flow meter  2. valve  3. O2 4. N2 5. He  6. Gas mixer  7. TGA  8-9. GC-MS1. flow meter  2. valve  3. O2 4. N2 5. He  6. Gas mixer  7. TGA  8-9. GC-MS

Fig. 3.3.4는 각각의 승온속도에서 주입되는 분위기 조성 가스 내 산소비율에 따른 흑연시

료의 열분해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해반응은 승온속도가 3℃/min일 때는 450℃에서, 2

0℃/min 일 때는 500℃에서, 그리고100℃ /min 일 때는 600℃에서 시작되었다. 흑연시료의 

분해율에 대하여 승온속도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산소 농도는 많은 영향을 받는

다. 산소가 거의 없는 경우 (N2>99.9%) 1000℃까지 가열하는 동안 흑연의 무게 감량은 승

온속도에 관계없이 2% 이하로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흑연시료는 산소가 

없을 경우열적으로 매우 안정함을 알 수 있다. GC-MS를 이용하여 배기체의 조성을 측정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흑연시료의 질량이 감소하는 동안에 탄소 성분을 함유한 2가지의 

물질들만 측정되었다. 99.9% N2 조건 하에서 흑연시료를 가열하는 동안 900 ppm의 CO2 와 

420 ppm의 C3H4 가 측정되었을 뿐 다른 탄소성분을 함유한 다른 화합물들은 측정되지 않

았다. 흑연 내에 흡착되어 있거나 질소 가스 내에 있는 미량의 산소 및 수증기는 흑연과 반

응하여 CO2 와 C3H4를 생성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흑연은 산소가 거의 없을 경우 쉽게 

분해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흑연을 산소가 없는 분위기에서 열분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산소가 존재할 경우 효과적으로 산화반응이 일어나며, 산소 농도가 4%로 낮은 경

우에도 CO가 검출되지 않았고 C3H4가 100 ppm 가량 검출되어 불완전 연소에 의한 생성물

(PICs)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흑연 분말시료의 BET 표면적은 7.996 m2/mg로 

측정되었으며, 이와 같이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효율이 높고, 산화반응이 원활하

게 이루어져 PICs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흑연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을 사용할 경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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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가열조건에 따른 흑연의 무게 감량

추가로 공기분위기(21% O2) 하에서 승온속도 8℃/min과 13℃/min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때 무게 감량은 흑연의 산화반응율에 비례하였으며, 그 결과 단위시간당 무게 감

량을 온도의 함수로 Fig. 3.3.5에 나타내었다. Fig. 3.3.5에 의하면 승온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율 곡선이 더 높은 온도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 분해반응 개시 

온도를 결정하는데 승온속도가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저 승온속도에서의 kinetic 

변수들은 매우 큰 승온속도로 폐기물을 가열하는 실제 소각로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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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2)와 함께 Fig. 3.3.5에 나타낸 승온속도들을 사용하여 흑연폐기물의 활성화 에너지

를 산정하여 그 결과를 Fig. 3.3.6에 나타내었다. 모든 변환에 대하여 분해 메커니즘이 동일

하다면 직선들의 기울기가 모두 동일할 것이다. Fig. 3.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직선의 

기울기가 거의 동일하므로 분해 메커니즘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Fig. 3.3.6의 기울기와 

식 (1.12)를 이용하여 산정된 흑연폐기물의 활성화 에너지는 126 kJ/mol이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들을 다른 산소 비율에 대해서도 수행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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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차수가 1이라고 가정하고 21% O2 조건 하에서 F(x)에 대한 p(y)를 Fig. 3.3.7에 도시

하였다. Fig. 3.3.7에 나타난 기울기를 가지고 식 (1.8)의 Z 값을 산정하였다. 서로 다른 O2 

조건들에 대하여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하고, Fig. 3.3.8의 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하여 반응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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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로 흑연산화의 반응차수는 1.1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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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F(x)에 대한 p(y)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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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흑연 산화 반응 차수 산정

(4) 중성자 조사 흑연의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연구로 2호기 흑연 내부에 생성된 감마선 방출 핵종들은 Co-60, 

Ba-133, Cs-134, Eu-152, Eu-154로 측정되었음. 이들 핵종들은 주로 안정한 핵종이 중성자

를 흡수하는 (n, γ)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며, 핵종별 방사능 농도는 중성자 조사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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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이가 있다.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내 흑연블럭의 위치별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3.2 및 Fig. 3.3.9에 나타내었다. Fig. 3.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에 가까워

질수록 Co-60의 비방사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베타선 방출 핵종으로는 H-3, C-14, Cl-36 등이 흑연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으며, 연구로 2호기 흑연은 노심과 완전히 격리된 Thermal Column내에 위치하기 때문

에 핵분열생성물과 같은 다양한 핵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Table 3.3.2 흑연의 위치별 MCA를 이용한 비방사능 측정 결과

방사성

핵종

비방사능 (Bq/g)

11C 29C 45C 48C 53C 56C

Co-60

Ba-133

Cs-134

Eu-152

Eu-154

6.157

-

0.779

914.316

72.676

5.104

0.245

0.071

169.434

12.153

50.567

8.784

-

3648.7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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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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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중성자 조사 흑연내 감마방출 핵종별 방사능 농도

나. 흑연 내 저장에너지/방사성기체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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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성자 조사 흑연의 내부 저장에너지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흑연 내 탄소원자의 자리 이동으로 격자구조가 변위되면서 내부 에

너지(Wigner 에너지)가 축적되며, 이 에너지는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할 경우 외부로 방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원자의 위치이동이 발생하려면 탄소원자의 binding energy인 

약 70 eV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연구로 2호기(KRR-2)의 thermal column 내 흑연시료의 열용량과 Wigner 에너지 총량을 

측정하기 위해 노심과 떨어진 거리(위치)에 따라 중성자의 조사량에 차이가 나는 흑연 시료

를 채취하였고, 이 각각의 블록(block) 형태 흑연시료를 분말로 만들어 건조기에서 하루 이

상을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중성자가 조사된 흑연의 열용량 변화를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Q100, TA Instruments)로 측정하였으며 DSC 운전에 선형 온도상승 

방법을 적용하여 25℃/min, 10℃/min 속도 하에 일정한 무게의 시료에서 배출되는 열량변화

를 측정하였다. DSC 측정에 사용되는 흑연 시료를 5 ～ 15±0.010 mg의 오차범위로 측정

하여 알루미늄 팬에 담아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세 번 이상 측정하였다

(산술평균값 적용). DSC 측정을 inert gas 분위기 하에서 진행하고자 본 실험에서는 

99.999%의 헬륨 가스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연구로 2호기의 흑연에 대한 모형도를 Fig. 3.3.10에 나타내었다. Fig. 

3.3.10 (b)의 모형도에 따르면 C시료(#53C, #48C, #56C, #45C), B시료 A시료의 순으로 원

자로 중심에 근접한 흑연시료임을 알 수 있고 #48 시료 옆으로 그어진 사선은 stainless 

tube를 의미하며 이 관을 통해 중성자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KRR-2의 thermal column

에서 #53C 흑연시료보다 #48C 흑연시료가 중성자의 충격을 더 많이 받는다. KRR-2 연구

로의 thermal column 내의 위치에 따른 흑연 시료 각각의 표면선량율과 비방사능 분석을 

각각 Teletector(방사선량율 측정기 ADI/Ad-t, Automess)와 반도체 검출기(감마핵종 분석

기 GDS-4PB, Canberra)로 측정하였다. 방사선량율 측정에서는 흑연시료를 50 ～ 200 g의 

범위 내에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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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RR-2 Thermal Column 구조       (b)위치별 흑연블럭 시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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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내 흑연블럭 모형도

일정 온도 상승 방법에 의한 DSC 측정에서 KRR-2 연구로의 thermal column 내의 위치

별 흑연 시료의 열흡수(또는 열배출) 특성곡선을 측정하여 Fig. 3.3.11 (#48 흑연시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Fig. 3.3.11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DSC 측정 시 흑연 시료(#48)를 

25℃/min(또는 10℃/min) 속도로 가열할 때 흑연의 보여주는 열흡수 관계(일정한 온도로 

DSC cell의 온도를 상승시킬 때 흑연시료가 가지는 열용량, 즉 흡열량에 따라 외부에서 cell

의 온도를 정해진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양과 Wigner 에너지의 배출로 인해 

배출되는 만큼 외부의 열 공급을 줄여 cell이 정해진 온도를 유지하도록 공급량을 줄일 때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는 양과의 비교 관계 도식)를 보여주는 DSC chart이다. 이 흑연 시료

를 같은 방법으로 DSC에서 2차, 3차의 가열냉각 단계를 더 거쳐 Wigner 에너지가 완전히 

배출된 흑연 시료의 열흡수 곡선을 Fig. 3.3.11의 점선으로 나타냈고 이 점선은 Fig. 3.3.12

의 점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Fig. 3.3.12는 중성자의 조사를 받지 않은 흑연이 온도

에 따라 나타내는 열용량 곡선과 중성자가 조사된 흑연을 가열냉각 하여 Wigner 에너지를 

완전히 배출한 후 나타내는 열흡수 곡선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3.3.12에서 실선은 

순수 흑연의 열용량 곡선을 의미하고 점선은 Fig. 3.3.11에서와 같이 2, 3차의 가열냉각 후 

흑연의 열흡수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 둘은 유사한 열흡수 곡선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성자가 

조사된 흑연을 500℃까지 가열냉각 할 때 열적으로 불안정한 Wigner 에너지가 흑연에서 배

출되고 이를 다시 가열냉각하면 순수 흑연이 보여주는 열용량 곡선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Fig. 3.3.11에서 두 개 곡선 간의 차이는 중성자가 조사되어 흑연 내부에 

축적된 Wigner 에너지의 총 함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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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흑연의 열 방출율 측정 결과 (#48 흑연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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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중성자 조사되지 않은 흑연과 조사된 흑연의 열용량 비교

Fig. 3.3.13은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내의 위치별 흑연 시료 각각에 대해 가열냉

각 공정(DSC 측정에서)에서 배출되는 Wigner 에너지의 크기를 온도에 따라 도식한 것이다. 

흑연 시료들이 원자로의 위치별로 중성자 조사량을 다르게 받은 차이로 인해 Fig. 3.3.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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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에 따른 Wigner 에너지의 배출 모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Fig. 

3.3.13의 다양한 Wigner 에너지 배출 모형이 서로 다른 변곡점 위치를 가지는 것은 흑연이 

중성자의 조사를 받는 동안 중성자 조사량과 온도에 따라 흑연의 결정격자 내에 새로 형성

되는 탄소원자-탄소원자 간의 배열과 군집(cluster)의 형성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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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연구로 2호기 흑연의 저장에너지 방출율

  Fig. 3.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 에너지 크기가 서로 다른 흑연 시료의 Wigner 에

너지 총량을 Table 3.3.3에 나타내었다(#48 흑연시료는 160 J/g의 Wigner 에너지가 내재된 

것으로 측정되었고, #53 시료는 150 J/g 정도의 Wigner 에너지가 측정되었다). 

Table 3.3.3 연구로 2호기 흑연의 Wigner Energy 저장량

흑연 시료 No. 53C 48C 45C 56C

Wigner Energy (J/g) 150 160 120 35

Fig. 3.3.11과 Fig. 3.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53 흑연 시료는 Fig. 3.3.13) 흑연 

시료에 내재된 Wigner 에너지의 배출속도(ramp rate = 25℃/min)는 243℃를 최대 피크로 

130℃～500℃까지 총 160 J/g의 열량을 가지는 확률 분포로 배출된다. #53 흑연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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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gner 에너지 배출 모형에서는 #48 흑연 시료보다 300℃ 이상의 온도에서 tailing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Wigner 에너지의 생성 메커니즘이 #48과 #53 

시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Wigner 에너지의 배출 모형도 가열냉각 시 처리 온도에 따라 속

도 관계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흑연의 Wigner 에너지 배출과 관련한 문헌에

서 흑연의 열처리로 Wigner 에너지의 방출이 500℃까지 대략 90%에 이르지만 그 이상의 

Wigner 에너지 방출이 쉽지 않고 1500℃ 이상의 가혹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예도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완전 밀폐되지 않은 흑연이 800℃ 이상의 조건에서는 분해과정을 

거쳐 기화되기 때문에 연소와 같은 고온에서 Wigner 에너지가 배출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중성자가 조사된 흑연의 가열냉각에 따른 Wigner 에너지의 배출 모형은 다음과 같이 단일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식 (2.1), single acitivation energy equation)과 가변적 활성화 에너

지 속도식(식 (2.2), variable activation energy equation)으로 나타낸다.

단일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

dS
dt

=− ν S exp
−

E
kT   (2.1)

가변적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

dS (E, t)
dt

=− νS (E, t) exp
−

E
kT  (2.2)

여기서,

S =    배출된 저장 에너지 또는 남아있는 에너지 [eV/sec]

E =  단일(또는 가변적) 활성화 에너지 [eV]

k =   Boltzmann 상수 [eV/K]

ν =  빈도 인자 [sec-1]

T =  온도 [K]

t =  시간 [sec].

중성자의 조사를 받아 Wigner 에너지를 저장한 흑연을 가열냉각 공정으로 에너지를 배출

시킬 때 적용하는 모형으로 식 (2.2)의 가변적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을 일반적으로 선택한

다. 이는 중성자의 충격으로 흑연 내에 Wigner 에너지가 저장되는 메커니즘이 단일한 조건

(온도, 압력, 중성자속 등)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의 운전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화로 전개된 연유에서다. 이로 인해 탄소원자-탄소원자의 결합과 군집이 다양한 형태로 생

성되고 결합 에너지도 다양한 온도 하에 분산되어 흑연 내에 축적되며, 반대로 Wigner 에너

지의 배출 특성 또한 생성 과정과 같이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Iwata는 Fig. 3.3.13과 같은 전형적인 흑연의 가열냉각곡선 중 #45C, #56Ｃ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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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gner 에너지 배출곡선에 대한 식 (2.2)의 표현을 3-단계 비가역 반응 모형으로 표현하였

다. 즉, 3-단계 peak를 가지는 가열냉각 공정의 반응속도에 대한 해석에 3 개의 활성화 에

너지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반응 모형으로 모사하였다. 여기에서 3-단계 반응 모형은 중성

자에 의한 탄소-탄소의 배열이 변형되고 발달되어 흑연구조 내에 중간상(interstitial)과 빈공

간(vacancy) 탄소 원자로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다양하게 이루며 비이상적 에너지를 축적한 

것을 냉각가열 공정에서 그 에너지들이 배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와 식 (2.2)를 

elementary reaction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wata's scheme):   A      →      B      →      C         

(식 (2)):           A      →      B      →      C      →      ...      →      R      →      S      →      T          

따라서 이 두 표현의 비교에서 식 (2.2)가 보다 포괄적인 반응 모형을 나타내며, Fig. 

3.3.13의 #48C, #53C 흑연에 대한 Wigner 에너지 배출 모형을 잘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3.14는 중성자가 조사된 흑연을 가열냉각할 때의 Wigner 에너지 배출 모형을 가변

적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식 (2.2))에 상관시킨 결과이다. 가변적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Bridge와 Mottershead가 온도의 함수로 근사적으로 제시한 식(식 (2.3))에 

대입하였다.

E =  [33.7 − 1.83    log 10 (a )] T 10− 4− 0.037, 

    (0.1 < a< 2 103    [℃/min]) (2.3)

여기서 a =   일정온도 상승속도 [℃/min].

Fig. 3.3.14에서 식 (2.3)을 적용하여 #48 흑연 시료의 Wigner 에너지 배출 속도를 상관

시키는데 적용한 매개변수인 빈도 인자의 최적값은 ν =  4.66 1014 
[sec-1]으로 나타났다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단일 빈도 인자 값, ν= 7.5 1013  이지만, 본 계인 #48 흑

연시료에 적용할 때 가변적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인 식 (2.3)에 문헌치 ν를 대입하면 Fig. 

3.3.14의 낮은 피크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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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가변적 활성화에너지 모델과 실험식과의 비교

Fig. 3.3.14에서 가변적 활성화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 선형 관계식(식 (2.3))을 대입한 결

과 peak point(200℃～250℃)와 tailing(330℃～500℃) 구간에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실험결

과를 잘 상관시킬 수 있었다. Fig. 3.3.14에서 보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식 (2.3)의 선

형관계식을 온도에 대해 다항식으로 표현하여 실험결과에 보다 접근시킬 수 있을 것이다. 

Fig. 3.3.14에서 빈도인자의 값으로 문헌치(ν= 7.5 1013  )를 적용한 결과 낮은 위치에 확

률 분포도를 가지는 곡선(dash-dot line)으로 나타났다. Iwata는 가변적 활성화 에너지의 적

용을 변화시켜 3개의 단일 활성화 에너지의 합으로 흑연에서 Wigner 에너지가 배출되는 모

형을 모사하였는데 이 구간별 활성화 에너지 모형에서는 6 개의 매개변수(3개의 활성화 에

너지, 3 개의 빈도 인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KRR-2의 thermal column 내 흑연시료(#48)가 

온도에 대해 가지는 Wigner 에너지 배출 속도를 가변적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식 (2.2))와 

단일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비교치를 Table 3.3.4에 나타내었다(Fig. 

3.3.13에서 #48 흑연시료와 #53 흑연시료는 유사한 Wigner 에너지 배출 모형을 나타내고 

있어 상기 Wigner 에너지 배출 모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다른 흑연시료는 Iwata와 같

은 3-단계 반응 모형을 적용하여 배출 모형을 상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3 단계 빈도 인

자 및 3 단계 활성화 에너지 값을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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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활성화 에너지 속도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비교치

연구자 모델 식

매개변수

비고활성화에너지
Frequency 

Factor

E  [-] ν  [s-1]

본 연구 식 2.2 식 2.3 4.66×1014

Kelly 식 2.2 식 2.3 7.5×1013

Iwata 식 2.1

1.34

1.50

1.78

2.2×1012

8.5×1012

1.5×1012

Combination of 

3 steps 

Single 

Frequency 

Factor 

식 2.1

1.47

1.59

1.74

7.5×1013 Combination of 

3 steps

Fig. 3.3.15에서는 흑연 시료(#48 시료)를 가열냉각 할 때 앞서 설명한 온도 의존성을 가

지는 활성화 에너지(식 (2.3))를 대입한 가열냉각 속도식(식 (2.2))을 이용하여 흑연에 내재된 

Wigner 에너지의 배출을 누적 배출량 곡선으로 나타냈다. #48 흑연 시료를 온도에 따라 

Wigner 에너지가 배출되는 배출 총량을 추정한 결과 500℃까지의 Wigner 에너지 총 배출

량을 100%로 기준할 때 343.2 ℃까지 약 80%의 Wigner 에너지 배출이 이루어지고 400.6 

℃까지 약 90%의 Wigner 에너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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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중성자 조사 흑연의 저장에너지 방출 특성

(2)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방사성기체 방출 특성 시험 및 분석

위그너 에너지 방출을 위한 가열냉각 온도 조건에서의 방사성 기체 방출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말화된 흑연시료를 300, 400, 500 ℃로 가열하면서 포집된 방사성 기체를 분석하

다.

중성자 조사된 흑연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기체 핵종은 C-14과 H-3으로 베타 방출 핵종들

이다. 베타 방출 핵종은 분말화된 시료를 가열하여 방출되는 기체를 포집한 후 이를 칵테일 

용액에 용해시킨 후 액체섬광계수기(LSC)를 이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한다. 방사성 기체 포집

용액으로는 H-3에 대하여 0.1M HNO3를 사용하 고, C-14에 대해서는 4M NaOH를 사용하

다.

연구로 2호기 흑연내 함유된 방사성기체의 온도에 따른 방출특성 실험 결과 그림 3-3-16

과 같이 가열온도에 비례하여 기체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H-3의 경우 온도

에 따른 증가율이 작은 반면, C-14의 경우에는 온도 증가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흑연내 C-14의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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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흑연의 방사성기체 방출특성

다. 흑연 저장에너지 제거를 위한 가열냉각 공정 개발

(1) 저장에너지 방출 특성 평가

연구로 2호기에서 발생한 폐 흑연블록을 대상으로 저장에너지(Wigner 에너지) 제거를 위

한 가열냉각(annealing) 처리 하 다. Fig. 3.3.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부의 가열에너지가 

흑연에 전달되는 속도와 Wigner 에너지의 방출에 의한 흑연 자체의 승온 과정의 비교에서, 

내부온도 115℃까지 상승할 때 외부온도도 일정하게 상승하 으나, 내부온도 115℃ ∼ 215℃

에서 Wigner 에너지 발생으로 내부 온도 상승이 급격히 발생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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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가열냉각시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의 내․외부 온도차

(2) 가열냉각 공정 최적 운전조건 도출

60J/g의 저장에너지(Wigner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연구로 2호기 흑연불럭을 가열냉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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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때 처리 시간에 따른 블록 내부 위치에서 Wigner 에너지의 제거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리시간 30분 경과 때 까지 급격한 Wigner 에너지의 제

거가 나타났으며 60분 정도의 처리로 99.9%의 Wigner 에너지가 처리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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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의 위치별 Wigner 에너지 제거율

(3) 가열냉각 공정장치 설계, 제작 및 시험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 내에 저장되어 있는 Wigner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

록 가열냉각 공정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완료하였다. 

가열냉각 공정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① 처리 흑연의 반입 및 반출에 양방향 출입 기능 강화  

      - 처리 속도향상 및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 가열냉각로에 흑연 투입의 편리를 위한 흑연 받침대로 레일 형성

      - 발생 분진 및 잔재 오염 범위 축소 및 Control  

   ② Gas 통로 형성 및 Inert 분위기 형성

      - Inert gas(질소 사용) 분위기 조성 및 배출가스 출구의 형성으로 fume gas의 통로 

형성 및 포집처리 설비 연결

   ③ 가열냉각 시 흑연의 표면 온도 변화 측정 

      - 흑연 표면온도 측정 센서(5곳) 설치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흑연 내부 Wigner 에

너지 배출에 따른 hot spot 발생이나 온도 상승의 이상 현상 체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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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가열냉각로 설계도 및 사진

•흑연의 가열냉각 처리 공정 기준

   ① 처리 온도 프로파일

      - 전기로의 온도를 250℃까지 상승시킨 후 60분 유지하여 가열냉각 완료 (Wigner 

에너지 99% 제거 목표)

   ② 가열냉각 방법의 최적화 

      - 초기 상온에서 흑연불럭을 넣어 ①과 같은 방법으로 가열냉각하는 방법과, 초기 

전기로의 온도를 130℃(Wigner 에너지가 배출되는 반응시작 온도)로 준비하여 

250℃까지 상승시키며 ①의 순서를 적용하는 방법, 또는 전기로의 온도를 항상 

250℃로 유지하면서 가열냉각 처리하는 방법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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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처리로 annealing 공정이 완료되는데, 60 min isotherm 구간에 대한  실증 및 점검

결과 Fig. 3.3.20에서 black circle이 보여주는 것은 초기 furnace의 가열 속도를 유지한 채 

(heating rate 일정 유지) furnace 온도를 250℃까지 상승시켜 본 결과이다. Furnace control 

상 overshooting의 발생으로 300℃까지 상승하 다가 250℃로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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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가열냉각 동안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의 온도변화

   Red circle은 300℃까지 상승한 furnace의 출입구를 열어 174℃ 정도로 낮춘 다음, 

irradiated graphite 시료를 넣고 앞과 같은 heating rate로  furnace를 운전하며 흑연의 표면 

온도를 250측정한 결과임. 상기 그림에서 red circle의 출발점을 다른 curve와 높이로 맞추기 

위해 shift 시킨다 해도 heating temperature profile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Blue 

circle은 상기 red circle로 나타난 가열냉각된 흑연을 다시 가열냉각한 결과임. 흑연의 투입으

로, 처음 곡선인 black circle과 같은 overshooting은 보이지 않으나, red circle보다는 조금 낮

은 max. 온도에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3.3.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흑연 블록의 가열냉각 시간에 따른 Wigner 에너지 배출 

관계 결과 40 분 처리로 99.9%가 배출된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 250℃ 40 min 처리로 annealing 공정이 완료되는 최적의 공정임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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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가열냉각 시간에 따른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의 저장에너지 방출율

라. 방사성 기체 처리 기술 개발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취급 시 발생하는 기체인 CO₂를 고효율로 처리하기 위하여 흡수, 

탈착, 흡착의 단위공정을 연계 구성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자하였다. 이에 14CO₂와 

12CO₂의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모의 기체로 12CO₂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1) 14CO2 흡수제 및 흡수조건 선정

중성자 조사 흑연을 처리할 때 방출되는 기체상 방사성핵종으로는 C-14, H-3, Cl-36 등이 

있다. 흑연 처리시 방출되는 대부분의 방사성 기체는 장반감기 핵종인 C-14를 함유하고 있

는 14CO2로서 이의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및 원자력발전소 환기계통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14CO₂처리기술 및 공정들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공업계에는 식품, EOR(Enhanced 

Oil Recovery), 소다회 등에 필요한 CO₂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소 배가스에서 이를 회수하

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응용되어왔다. 

CO₂처리 공정은 크게 흡수법, 막분리법. 흡착법, 심냉법 그리고 2가지 이상 적용하는 혼

성분리법이 있다. 흡수공정의 원리는 흡수탑에서 흡수제가 흡수 대상가스(연소 배가스)와 접

촉하여 분리대상 가스(CO₂등)만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가스는 흡수탑 

상부로 배출된다. 흡착법은 연소 배가스 중에서 CO₂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고체 흡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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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등)을 사용하여 CO₂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막분리법은 서로 다른 기체가 고분자막

이나 무기막을 투과하는 능력이 서로 다름을 이용한다. 따라서 배가스가 가압 상태에서 막과 

접촉하면 CO₂만 선택적으로 막을 투과하여 저압부분으로 이동함으로써 고순도의 CO₂를 

얻는다. 그러나 흡착법과 막분리법은 저회수율(<85%)에 유리하다. 심냉분리법은 연소 배가

스를 가압, Valve를 통하여 급격히 감압 냉각하여 CO₂를 액화 분리하는 기술로써 고농도의 

CO₂(>90%) 정제기술로 사용된다.

흡수공정은 흡수제 발견 및 적용으로 발전하였다. (Alkanol)amine에 의한 산성가스의 흡수

기술은 1930년 R. R. Bottom에 의해 처음 발표되어 초기에는 TEA(tri ethanolamine)가 일

반적으로 사용되었다. (Alkanol)amines은 가스처리공정에서 자연발생적이며 정제되고 합성된 

gas steam으로부터 CO₂와 S2O 같은 산성가스들을 제거하는데 널리 이용되었다. 1980년

에 들어 Isaacs 등에 의해 MEA 수용액이 높은 반응성 및 낮은 흡수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CO₂흡수제로는 무기 흡수제와 유기 흡수제로 크게 나눌 수 있

다. 그러나 흡수제로써 무기 흡수제인 alkali solution 보다는 아민계 화합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아민계 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수속도를 보이며 

carbonate-bicarbonate buffer는 CO₂의 높은 capacity를 제공하고 재생이 용이하여 그 비

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 CO₂흡수처리를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된 

(alkanol)amine은 monoethanolamine (MEA), diethanolamine (DEA), di-isopropanolamin 

(DIPA) 그리고 N-methyldiethanolamine (MDEA)이 대표적이다. 한편 (alkanol)amine 수용

액은 flooding, foaming, entrainment등의 성질이 있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는 첨가물을 이용하여 단점들을 보완하여 산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까지 아민 수용액은 천연가스, 합성 그리고 제련공장에서 방출되는 가스 스팀으로부터 CO₂

와 H2S같은 산성 gas들을 제거해 왔다. 산 기체 취급기술은 sterically hindered amine 

(AMP)의 발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Sartori & Savage(1983) 등의 많은 과학자

들이 제한한 두 가지 이상의 아민을 혼합하여 산성가스의 흡수 시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인

데 이는 1, 2, 3차 아민들의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변화시키지 않고 크게 확장하여 상대적 

농도를 변화시키는 등 최적의 흡수조건으로 적용시켜 디자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

인 예로써 3차 아민인 MDEA에 1차 아민인 MEA를 소량 첨가하거나 AMP에 PZ를 소량 첨

가하여 CO₂의 흡수속도를 눈에 띄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Snajay Bishnoi 등에 의해 

연구된 wetted-wall 칼럼 장치에서 piperazine의 수용액으로 CO₂기체의 흡수는 0.6과 0.2 

M의 수용 piperazine 용액에 온도 298부터 333 oK까지에서 연구되었으며 밝혀진 반응속도

는 CO₂와 piperazine에 대하여 모두 1차이며 값은 25℃에서 53,700 ㎥/kmol․s를 가졌다. 

밝혀진 2차 속도상수는 3.36×104 kJ/kmol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서 보고된 2차 반응 속도는 monoethanolamine (MEA) 또는 diglycolamine (DGATM)

와 같은 일차 아민보다 높은 크기의 정도다. 이 일에서 얻어진 2차 반응 속도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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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razine/CO₂탄산가스 반응을 위한 이전에 보고되었던 값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2003년

까지는 piperazine은 activator로서 인식되어 대부분의 연구들은 CO₂흡수의 반응속도론에 

중점이 맞춰진 activator로서의 piperazine에 대해 연구되었다. alkanolamine -piperazine 

혼합수용액에서의 CO₂평형 용해도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드물었다. 그 이후 

alkanolamine-piperazine 혼합수용액에서의 CO₂흡수에 대한 연구가 관심 받게 되었다. 또

한 많은 아민 계 화합물이 Xu, Zhang, Qin & Wang(1992) 등에 의해 단일 또는 혼합상태로 

CO₂, H2S와 같은 산 가스와의 반응에 대한 동적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흡수속도, 평형 

용해도, 점성, 메커니즘 그리고 반응모델 등이 연구되었다. 

  CO₂의 재생 또는 저장을 위한 흡수용액에서의 CO₂탈착은 100℃ 이상의 고온에서의 

CO₂탈착과 흡수액 재생 및 저온에서의 CO₂탈착효율을 높이며 흡수액을 재생, 사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배기체에서 5-15 v%의 CO₂농도의 분리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화학적 흡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는 4

5～65℃의 저온에서 화학용매를 사용하여 CO₂를 흡수하고 저급 열(100℃～150℃)을 사용

하여 화학용매에서 CO₂를 재생을 하며 CO₂의 재생은 열에 의해 용매와의 화학적 결합을 

분해시켜 이루어진다. C-14 제거를 위한 stripping 방법에는 acid stripping 과 thermal 

stripping 두 가지가 있다. acid stripping은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인 폐수지에서의 C-14 

제거를 위해 연구된 stripping 방법으로 염산, 질산 등의 산 용액을 이용하여 모든 이온 교환

된 핵종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특히 염산 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내의 C-14를 99.9%이상 실

험실 규모의 노은 효율로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경우 다른 핵종도 동시에 제거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mal stripping은 열처리를 통하여 용매로부터 CO₂를 제거하는 공

정이다. 이 방법은 용매로부터 다른 핵종은 제거하지 않고 C-14 핵종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하는 특징을 가지며 분리된 C-14 핵종은 처분을 위하여 carbonate형태로 고정화 시키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4CO₂뿐 아니라 12CO₂도 동시에 배출되어 CO₂처리량이 많아져 

처리단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가) CO₂와 (alkanol)amine 흡수반응의 메커니즘음 살펴보면 1, 2차 (alkanol)amines 흡수제

는 CO₂가 빠르게 반응하여 중간체인 zwitterion을 형성한다. 

나)

CO 2 + RNH 2 ↔ RNH+2COO
-   

중간체 zwitterion 은 흡수제에 들어있는 base(RNH2, H2O, OH-)와 빠르게 반응하여 

carbamate 형성한다.

  RNH+2COO
- + RNH 2 ↔ RNHCOO - + R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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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H+2COO
- + H 2O ↔ RNHCOO - + H 3O

+

  RNH+2COO
- + OH - ↔ RNHCOO - + H 2O

carbamate 는 가수 분해를 통해서 아민과 bicarbonate를 형성한다.

  RNHCOO - + H 2O ↔ RNH 2 + HCO-3

  KC         =        [RNHCOO − ] 
     [RNH2 ]    [HCO −

3 ]      

여기서 Kc는 안정화 상수이다. (alkanol)amines 과 CO₂가 반응하여 생성된 carbamate가 

안정할수록 위의 반응의 진행정도는 작아지고 Kc의 값이 커지면 carbamate가 불안정 할수

록 Kc의 값이 작아진다. Kc값이 매우 커서 위 반응의 진행정도를 무시할 수 있다면 총괄 반

응은 다음과 같으며 용액에서 아민과 이산화탄소 비는 1 : 0.5가 된다.

  CO 2 + 2RNH 2 ↔ RNHCOO - + RNH+3

  그러나 CO₂의 압력이 커지면 carbamate의 가수분해 정도가 증가하면 따라서 CO₂의 

흡수양은 증가하게 된다. Kc가 매우 작아서이다. 완결된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이 때 아민과 

이산화탄소 비는 1 : 1이 된다.

  CO 2 + RNH 2 + H 2O ↔ RNH+3 + HCO
-
3

3차 (alkanol)amines 의 경우 아민의 모든 연결고리는 치환기로 치환되어 있으므로 CO₂

와 직접적으로 반응은 불가능 하며 다음의 반응을 통해 bicarbonate와 protonated amine을 

형성하게 된다. 처음 반응은 CO₂의 수화작용이며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CO 2 + H 2O ↔ HCO-3 + H
+

다음은 bicarbonate를 형성하는데 이 단계는 빠르게 일어난다. 

CO 2 + OH - ↔ H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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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amine 과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CO 2 + H 2O +R 1R 2R 3N ↔ R 1R 2R 3NH
+ +HCO-3

CO₂- PZ와 AMP 혼합수용액 반응메커니즘은 각 흡수제와 CO₂와의 반응뿐 만 아니라, 

두 흡수제의 교환반응을 통해서 흡수제의 평형을 유지하며 CO₂흡수량을 증가시킨다. PZ 

수용액에 의존하는 주반응은

CO 2 + OH - ↔ HCO-3

CO 2 + HN(C 2H 4) 2NH ↔ HN(C 2H 4) 2NH
+COO-  

CO 2 + HN(C 2H 4) 2NH
+COO- ↔ (C 2H 4) 2(NH

+COO-) 2

AMP 수용액에 의존하는 주반응은

CO 2 + (CH 3) 2C(CH 2OH)NH 2 ↔ (CH 3) 2C(CH 2OH)NH
+
2COO

-

  (CH 3) 2C(CH 2OH)NH
+
2COO

- +H 2O ↔ HCO-3 + (CH 3) 2C(CH 2OH)NH
+
3

PZ + AMP 수용액에서의 추가반응

  
(C 2H 4)(NHCOO) 2+2(CH 3) 2C(CH 2OH)NH 2

       ↔(C 2H 4)(NH) 2+2(CH 3) 2C(CH 2OH)NH 2COO

대표적인 CO₂기체 흡수제인 아민계 화합물에 고효율로 흡수시켜 포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alkanol)amine 중 대표적인 것으로 MEA (monoethanolamine), AMP 

(2-amine-2-methyl-1-propanol), MDEA (N-Methyldiethanolamine), PZ (piperazine) 을 

선택하여 각각의 흡수제에 대한 CO₂의 흡수경향과 흡수용량, 배기체 흐름속도, CO₂와 흡

수제가 반응하기 위한 적정 온도를 선정한다. 다음으로는 가장 좋은 흡수경향과 흡수용량을 

모인 AMP와 PZ을 다양한 혼합비율로 선정된 유속과 온도에서 CO₂와의 흡수실험을 하여 

일반적인 산업체에서와는 달리 고효율로 CO₂를 흡수해야 하는 AMP와 PZ의 혼합비를 선

정한다. CO₂흡수실험을 위해 Fig. 3.3.22와 같이 실험장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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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CO2 흡수 실험 장치 흐름도

a. N₂cylinder,  b. CO₂cylinder,  c. Gas mixer 

d. Absorption bottle,  e. Thermostat,  f. Analyzer(CO₂meter)

Fig. 3.3.23 (a)와 같이 단일 흡수제로써 AMP와 PZ의 10% CO₂흡수효율은 AMP를 흡수

제로 사용했을 때 고효율로 흡수되는 범위가 매우 짧고 흡수효율이 천천히 감소한다. PZ의 

경우 Fig. 3.3.23 (b) 에서와 같이 100%의 흡수효율을 보여주다가 급격히 흡수효율이 떨어

지며, AMP와 비교하여 100%의 흡수효율을 유지하는 시간이 1.45～1.5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Z의 용해도로 인해 상온에서는 2.0M PZ의 과포화 되어 침전이 발생되므

로 1.5M 의 PZ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흡수 시간에 따른 CO₂흡수효율은 AMP보다 PZ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AMP는 시간에 대해 효율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전체 흡수능이 

좋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AMP는 CO₂농도가 낮거나 AMP 수용액 농도가 높으면 그래

프는 완만한 감소를 보인다.

단일흡수제는 흡수제의 특성상 부식 및 열화반응, 높은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어 부식성이 적고 화학적 반응성이 좋은 PZ에 AMP를 첨가함으로써 흡수능의 증진 

및 효율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주 흡수제인 PZ에 AMP를 소량 혼합시켜 그 변

화를 관찰해 본 결과 급격한 효율감소가 완만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AMP의 첨

가는 점도, 거품 그리고 흘러넘침 등과 같은 (alkanol)amine 수용액의 전형적인 단점도 유발

하기 때문에 소량만을 첨가하는 것이 좋다. 이에 혼합흡수제(PZ+AMP)를 CO₂에 대한 좋은 

반응성과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여 CO₂의 흡수제로 선정하였다. Fig. 3.3.24에서

는 흡수반응 온도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5～60℃ 온도범위에서 흡수실험을 

한 결과 이전에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상온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25에서는 PZ와 AMP 혼합비를 알아보기 위하여 흡수제 200mL를 각각 PZ 1.5M 

에 AMP 0.3～1.5M을 혼합하여 15% CO₂를 0.5L/min 으로 흘려보냈다. 그 결과  AMP 

0.9M 혼합한 흡수제부터는 흡수능 증가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무게비로 환산하여 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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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를 1 : 9(wt%) 혼합한 흡수액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a) AMP                                  (b) piperazine

Fig. 3.3.23 흡수제별 CO₂흡수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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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온도 변화에 따른 혼합흡수제의 CO₂흡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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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혼합흡수제 혼합 농도별 CO₂흡수효율

(2) 14CO2 탈착 조건 선정

흡수제로부터 CO₂를 분리하는 단계인 탈착은 다량의 배가스가 흡착칼럼으로 직접 보내어

질 때, 원하지 않는 기체에 의한 흡착으로 인하여 CO₂기체의 선택적 흡착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 추가한다. CO₂를 흡수한 아민용액에서 CO₂를 탈착시키는 방법은 산을 첨가하는 방

법과 열을 가하여 탈착시키는 방법 등이 있으나, 흡수제의 2차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열에 

의한 탈착방법이 대부분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을 가하면 쉽게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인화점을 고려한 50～90℃ 온도범위에서 탈착효율을 측정하고, 흡수제를 재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흡수액에서 기체를 탈착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산(acid)을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분리

하는 방법과 열을 가해 분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중 흡수제의 재생이 가능한 열에 의한 탈

착방법이 연구, 적용되고 있다. 이는 CO₂를 흡수시킨 아민용액으로부터 CO₂를 탈착시키기 

위한 산 첨가방법이 CO₂를 100%  가깝게  회수하나, 산 기체의 처리를 위한 추가공정  필

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용액을 가열하여 CO₂를 탈착시키는 방법은 100℃ 부근

에서 CO₂를 탈착시킴으로써 흡수액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CO₂의 저장을 위해 아민계 흡수액에 저장되어 있는 CO₂가 열로 인해 쉽게 분리되는 성

질을 이용하여 흡수한 액에 열을 가해 CO₂를 분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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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2 - amine(l) ─────→
Heat

amine +CO 2 (g)

온도에 따른 CO₂탈착 효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응기에 흡수액을 채우고 50～90℃까지

의 범위에서 CO₂기체로 포화시킨 후 heating mantle로 탈착온도까지 승온시켜 질소기체를 

0.5 L/min의 유속으로 불어넣으며 탈착경향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는 Fig. 3.3.26과 Table 

3.3.5에 제시하였다. 관찰결과 탈착은 흡수제가 55 ℃를 넘어가면서 흡수제에서 기체의 발생

이 관찰되었다. 50, 70℃에서는 탈착되는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공정적용에는 다소 어렵다고 

본다. Fig. 3.3.27과 같이 흡수제는 온도에 민감한 탈착경향을 보이며 실험온도에서 N₂로 

불어넣기 시작하자 급속한 기체의 발생을 보였다. 100분 정도 경과 했을 때 전체 탈착 양과 

5% 이내의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탈착 시간을 더 준다하여도 효율에 크게 영향

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착은 아민용액의 인화점을 고려하여 인하점 아래인 

80℃에서 CO₂를 100분 동안 탈착시키고 흡착칼럼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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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6 온도에 따른 CO₂탈착 효율

Table 3.3.5 CO₂탈착 효율

가열온도 (℃) 80 (℃) 85 (℃) 90 (℃)

탈착 효율 (%) 38.50 41.03 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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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7 CO₂desorption efficiency graph with temperature

MSDS 자료에 따르면 (alkanol)amine 화합물은 낮은 인화점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기존 

보고들에 의하면 인화점 이상에서 재생 실험을 한 결과 탈착조건 온도를 100～120℃ 에서 

제시하여 90% 이상의 탈착률을 얻었으며 그에 따라 공정에도 적용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

나 인화점(Table 3.3.6)과 재생온도의 관계를 정확히 제시한 보고는 없다.

Table 3.3.6 (alkanol)amines의 인화점

MEA MDEA AMP Piperazine

Flash point(℃) 85 110 68 82

Autoignition temp.(℃) 410 ․ ․ 320

흡수제를 이용한 CO₂기체의 흡수와 탈착의 반복실험은 상온(20℃)에서의 흡수와 80℃에

서의 탈착반응을 7회 반복 실험하였다. CO₂기체의 흡수는 포화될 때까지 시켰으며 CO₂기

체의 탈착은 Fig. 3.3.28에서와 같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이 때 탈착량의 편차는 ± 

1.27 % 이었다. 흡수와 탈착을 반복해서 실험한 결과 용액의 증발과 누수를 제어할 수 있다

면 한 번의 흡수제 충전으로 10회 이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흡수제의 재사

용이 가능해져 2차 폐기물로써 흡수제의 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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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흡수제 재생 실험 결과( PZ : AMP = 1 : 9 (wt %), 300mL) 

(3) CO2 흡착제 및 흡착 조건 선정

흡착공정을 위한 흡착제 선정 시 화학흡착과 관련된 반응메커니즘과 최종 처분시의 안정화 

관점이 포함되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학흡착과 수화학적 안정성과 관련된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고려해 봄으로써, 올바른 물질의 선정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알칼리 원소 종은 

논외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낮은 수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방사성 CO₂의 장기적 고정화

에 큰 단점을 가지며 보다 안정한 알칼리토금속이 보다 유효하기 때문이다. 열역학적 데이터

를 통하여 화학흡착과 최종처분시 안정화 효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화학흡착은 2상 또는 3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CO₂의 제거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로 기본적인 기체상과 고체상의 흡착계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반응계는 열역학적으로 

가역반응의 관계로 CO₂의 농도에 의존적이며, 모든 자연적인 반응은 가역반응이므로 탄산

염으로의 반응을 하기위한 고압과 고온 조건이 필요하다. Fig. 3.3.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착계는 기체-고체와 기체-액체-고체상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여기서 액체는 반응계면으로

서의 역할을 한다. 이상의 계에서는 반응이 순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CO₂기체의 농도에 

따라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CO₂농도가 평형농도이상이야 하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삼상

계에서는 액상의 존재로 CO₂의 용해도에 의존하여 반응이 진행된다. CO₂의 물에 대한 용

해도는 상온상압수준에서는 대단히 낮으나, 높은 pH영역에서는 CO₂(aq)가 수산화이온과 반

응하여 bicarbonate 또는 carbonate로 전환이 되며 액상의 pH에 의존한 탄산이온의 평형농

도에 도달될 때까지 CO₂의 용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전환된 탄산이온은 액상에 존재하

는 금속이온에 의해 다시 고체상의 탄산염으로 침전되며, 평형수준의 탄산이온농도를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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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속적인 CO₂의 흡수가 일어난다. 따라서 삼상계에서 CO₂화학흡착의 효율성은 존재

하는 M(OH)₂의 열역학적 상태 값(용해도 또는 용해도곱)에 의해 반응 속도와 CO₂의 흡수

속도가 결정된다. 동일한 수분 양으로 가정할 경우, 탄산염의 용해도곱이 낮다는 것은 상대

적으로 저 농도의 탄산이온농도에서도 침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액상의 탄산이온농

도를 낮게 유지시켜주므로 흡수는 더욱 잘 일어나며 따라서 흡착물질의 관점에서는 Sr～

Ba>Ca>Mg의 순으로 좋다고 할 수 있다.

Gas-Solid reaction system Gas-Liquid-Solid reaction system

M(OH) 2 + CO 2 ⇐════⇒
highT,P

MCO 3 +H 2O

나) CO 2 + H 2O → H 2CO 3

다) H 2CO 3 + OH - → HCO-3 + H 2O

라) H 2CO
-
3 + OH - → CO 2-3 + H 2O

마) M 2+ + CO 2-3 → MCO 3

바) M(OH) 2 → M 2+ + 2OH -

Fig. 3.3.29 CO₂의 MCO3 로의 전환 모델 개념도

  방사성 폐기물은 장기저장을 위하여 핵종의 이동상인 지하수나 자연수의 접촉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 내에는 여러 가지 금속원소들이 

이온상태로 존재하고 따라서 접촉상인 물 내의 공통이온들의 농도에 따라 각각의 탄산염의 

용해도 값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공통이온효과는 동일한 탄산이온이 물상에 존재한다고 

했을 경우, Ca, Sr, Ba의 탄산염의 용해도의 대소가 변화되며, 따라서, 안정성도 공통이온효

과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의 용해도 값으로는 비교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종의 탄산염보다 

자연수에 존재하는 Ca의 상대적 비율이 높다는 가정 하에서는 가장 안정한 탄산염은 CaCO

₃이다. 14CO₂를 고정화시킨 흡착제 폐기물의 최종 처분 형태는 C-14의 제거 및 고정화기

술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C-14의 반감기인 5,730년 동안 생태계

로부터 격리 시킬 수 있는 처분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칼슘, 스트론튬, 바륨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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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은 용해도가 매우 낮으므로 (25℃에서 0.000075～ 0.00013 gmol/L) CO₂의 장기 처

분 시 매우 적합한 물질이고, 상대적으로 850～1450℃의 고온에서 열분해 된다. 이러한 탄

화물들을 안정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생성물을 grout와 합친다. 

흡착은 CO₂를 무기흡착제에 흡착시켜 고정화하는 단계이며, 탈착단계에서 분리된 CO₂

를 Ca-계 흡착제인 CaO와 Ca(OH)₂에 흡착시켜 CaCO₃의 안정한 형태로 고형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기 위해 g 흡착제에 대한 CO₂g 흡착량을 알기 위해 200～600℃ 온

도 조건으로 흡착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3.30은 탈착과 흡착에 대한 단위공정 실험을 위

한 장치이고 Fig. 3.3.31은 흡착공정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사진이다. CO₂농도 측정은 

FT-IR과 CO₂meter를 사용하였고 흡착제에 사용되는 powder의 고정을 위해 SUS net을 

사용하고, 정확한 흡착반응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thermocouple을 칼럼 내부에 장착하였다.

2)

Fig. 3.3.30 흡착실험 장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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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g. 3.3.31 흡착실험장치 구성 및 사진

아민계 화합물에 의해서 흡수된 CO₂를 흡수액으로부터 분리시켜 안전한 형태로 고형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Ca-계 흡착제인 CaO와 Ca(OH)₂를 이용한 반응온도, 반응시간에 따른 

흡착량을 조사하여 최적의 흡착조건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흡착제의 물리적인 성질은 Table 

3.3.7에 나타낸 바와 같다. 비표면적(BET) 은 CaO 보다 Ca(OH)₂가 약 3배정도 높게 나왔

다. 이는 물리적 성질인 밀도와 연관 있어 보인다. 이전의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Ca-계 흡착제들의 BET 값이 높지 않다. 기존 관련된 보고서에서 사용된 Ca-계 흡

착제들의 BET 값은 CaO의 경우 10.0 ㎡/g, Ca(OH)₂의 경우 12.54 ㎡/g 또한 CaCO₃로

부터 제조된 CaO의 값은 9.54 ㎡/g 등 이었다. 그러나 Ca-계 흡착제와 CO₂와의 반응은 

물리적 흡착보다는 화학적 반응에 의한 흡착이므로 물리적 흡착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는 않는다.

(1)

Table 3.3.7 흡착제의 물성

(2)

BET(m2/g)
Pore 

Volume(cc/g)
Density

CaO 3.666 3.768 × 10-2 3.34

Ca(OH)2 11.47 8.053 × 10-2 2.2

(3)

Fig. 3.3.32는 200～600℃에서의 반응온도에 따른 흡착제의 중량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410℃와 650℃부근에서 2단계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논문의 보고



에 의하면 유사 화합물에 대한 TGA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410℃의 중량 감소는 Ca(OH)

₂에서 H2O가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탈수반응(dehydration)을 나타내는 것이며, 650℃의 중

량 감소는 CaCO₃로부터 CO₂가 빠져나가는 탈탄산반응(decarbonation)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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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흡착제별 TGA diagram

  Fig. 3.3.33의 XRD pattern에서 보듯이, 흡착제 CaO, Ca(OH)₂는 CO₂와의 반응온도 

200～800℃ 범위에서 400℃까지는 CaCO₃peak 가 높아지다가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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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Ca(OH)₂의 경우 400℃를 넘어서면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CaO의 그래프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탄산화 등의 반응이 일어났음은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6300) 촬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흡착제로 쓰인 입자들의 커

짐과 Ca(OH)₂입자의 거친 표면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연히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온도에 

의한 흡착제의 무뎌짐도 있지만 형태의 뭉그러짐이 없이 일정한 형태로 커지고 XRD 의 결

과로 보아 CO₂와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바)

a)                                  b)

Fig. 3.3.33 흡착제별 XRD 측정 결과 ( a) CaO, b) Ca(OH)₂)



사)

Fig. 3.3.34 흡착제별 SEM 분석 결과( a) CaO, b) Ca(OH)₂)

아)

  Fig. 3.3.35와 Table 3.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0℃에서 가장 많은 양의 CO₂가 흡

착되었는데 그 중 Ca(OH)₂흡착제를 사용했을 때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 값은 흡착반응

을 시키기 이전의 흡착제를 TGA로 온도에 따른 탈착 기에 대한 값을 각 실험후의 샘플들의 

TGA 값의 차로 계산되었다. 실험결과 최대 흡착량은 CO₂를 Ca(OH)₂흡착제를 사용하여 

반응온도 400℃일로 반응시켰을 때이며 이 때 값은 0.167 g CO₂/g Ca(OH)₂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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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온도에 따른 흡착제별 흡착능



- 257 -

Table 3.3.8 흡착제별 CO₂흡착능

200 (℃) 400 (℃) 600 (℃)

g CO₂ / g CaO 0.004 0.064 0.018

g CO₂ / g Ca(OH)₂ 0.021 0.167

차)

본 실험에서 흡수제의 혼합조건과 흡수반응의 조건과 흡착반응이 보여준 결과는 중성자 조

사된 흑연의 취급 시 발생되는 방사성 기체 14CO₂의 처리를 위한 공정정화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단 흡착공정의 장치의 2기압(칼럼을 지나가는 기체의 유속과 압력이 반비례한다

는 Bernoulli's theorem에 의해)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은 마지막 배출구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기체의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면 흡착제는 CaO 로 바꾸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보고에 의하면 8% 이상의 수분만 

존재한다면 반응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수분의 함유는 CO₂와 흡착제와의 접

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마. 방사성 분진 처리 공정 개발

(1) 방사성 분진 포집 시험 및 평가

연구로 해체시 발생되는 흑연은 길이가 120cm로 처리를 위해서는 절단이 필수적인다. 흑

연의 절단과정에서 많은 분진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분진들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포집되어야 한다. 흑연 절단 시 발생되는 47∼106 μm 입도분포의 방사성 분진은 

일차적으로 큰 입자들은 사이클론(Cyclone)에서 포집되고 작은 입자들은 필터를 사용하여 포

집한다.

사이클론(원심력집진기)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제진이 가능한 집진설비중 하나

이다. 처리가스를 사이클론의 입구로 유입시켜 선회류를 형성시키면 처리가스내의 분진은 원

심력을 얻어 선회류를 벗어나 원심력집진기 본체내벽에 충돌하여 집진된다. 사이클론은 원심

력(遠心力)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분진을 제거하는 장치이다. 입자가 큰 먼지의 제진에 대

해서는 단독으로도 확실한 성능을 발휘하고, 미세한 입자의 제진에 대해서는 고효율 집진기

(전기집진기, 백필터)의 전처리 장치로서 활용된다.

사이클론의 입구로 유입된 기체는 원추형 원통내부를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기체에 함유

된 분진입자는 원심력에 의해 원통내부 벽면 또는 원추형 원통내벽에서 기체와 분리되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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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타고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 분진저장조에 저장된다. 원추형 원통중앙부분은 음압

(negative pressure)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분진입자와 분리된 기체는 장치의 상부로 상승하

여 배출된다.

원심력집진기는 Fig. 3.3.36과 같이 입구(inlet), 원통(body), 원추(cone), 분진퇴적함

(hopper) 및 출구(outlet)로 구성된다.

Fig. 3.3.36 사이클론의 구조

(가) 입구(Inlet)

선회류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난류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

태가 사용된다.

① 접선유입구

② 반사깃(deflection vane)을 갖는 접선 유입구

③ 나선형 유입구(Helical entry)

④ 돌출형 유입구-입구폭이 적어지면 유입속도가 빨라져 효율 압력손실이 증가한

다.

   (나) 몸체와 원추부(Body and Cone)

원심력집진기의 성능은 압력손실, 접진효율 등으로 평가되며 이들은 원심력집진기의 치수 

등에 좌우된다.

① 몸통과 원추의 길이가 길어지면 선회류 수가 증가하여 효율이 증가한다. 원추는 

분진을 분진퇴적함으로 유도하고 선회류의 접선속도를 증가시켜 미세분진을 분

리한다. 

② 선회류 교란에 의한 에디(eddy)의 발생에 따라 분진이 내부선회류를 따라 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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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문제는 원심력집진기의 내부를 윤활한 물질로 하여 마찰을 최소화시키

고 입구에 스키머 등을 설치하여 교란을 방지한다.

(다) 분진퇴적함(Hopper or Dust box)

분진퇴적함은 퇴적된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이 사용된다.

① 길이를 깊게 한다.

② Valve를 설치한다. 이때 Valve는 선회류 전환기의 역할도 겹한다.

③ Straight Vane이나 axial disc 등 연결배관을 설치한다.

또한 처리가스의 5-10%를 분진 퇴적함으로부터 소형 원심력집진기를 통하여 나가도록 강

제통풍 하는 blow down 방법이 있다.

(라) 출구(Outlet)

출구는 에디형성과 가스의 난류현성에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직류화 장치, 드럼 등 여

러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원심력집진기로 분진을 집진할 때 입경에 따라 집진효율이 다르다. 큰 입경을 가진 분진은 

작은 입경을 가진 분진보다 집진효율이 높아진다. 원심력집진기에서 절단입경이란 집진효율

이 50 %에 해당하는 분진의 입경을 말한다. 원심력집진기에서 절단입경을 예측하는 식은 많

이 있으나 그 중 Lapple의 방정식이 많이 사용되며 다음과 같다.

)(2
9

gpi
p NV

Bd
ρρπ

µ
−

=

① dp : 절단입경(m)

② µ : 공기의 점도(kg/m.sec)

③ B : 입구폭(m)

④ N : 선회류수( 5 ～ 10 )

⑤ Vi : 입구유입속도(m/sec)

⑥ ρp : 입자밀도(kg/㎥)  

⑦ ρ : 공기의 밀도 (kg/㎥)  

블로우 다운(blow down)이란 사이클론의 집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클론의 집진

함 또는 호퍼로부터 처리가스의 5 ～ 10 %를 흡인해 줌으로서 사이클론 내의 난류현상을 

감소시켜 원심력을 증가시키고 집진된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blow 

down 적용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난류현상을 감소시켜 원심력을 증가시킨다.



- 260 -

- 집진된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한다.

- 먼지가 장치내벽에 부착하여 축적되는 것도 방지한다. 

- 효율을 증대시킨다.

처리분진의 입경크기에 따라 집진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경별 집진효율을 고려하여야 

하며 효율예측방법으로는 라이스리히법과 래플식이 있다. 실제 설계시에는 실제 가동중인 집

진기의 경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라이스리히(Leith Licht)는 원심력집진기의 입경별 집진효율은 해당입자의 관성력에 의한 

충돌의 크기와 주어진 원심력집진기의 기하학적 치수에 좌우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지수함수

로 나타내는 효율공식을 유도하였다.

η = 1 - exp[-2(c×ψ) (1/(2n+2))]

여기서,

η : 부분집진효율

c : 치수factor

ψ : 충돌인자

n : 선회류지수

Lapple은 효율과 입경과의 관계를 경험에 의하여 선도화하고 이를 사용하여 원심력집진기

의 집진효율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가) 처리분진의 부분집진효율을 구한 후 이를 총합하여 전체집진효율을 구한다.

(나) 오차범위는 0.5%정도이다.

(다) Lapples 효율 예측순서

  ① 먼저 절단입경을 구한다.

  ② 절단입경과 Lapple효율선도(만능효율곡선)을 사용하여 부분집진효율을 구한다.

사이클론으로 분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압력손실은 성능의 주요 요인이며 치수비, 입구조

건 및 처리속도 등을 변수로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식들이 있다. 흔히 사용되는 식

은 다음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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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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ᅀP = 압력손실(mmH2O)

Q = 유량(㎥/sec)

C = 계수(단순중효율원심집진기 = 0.863, 멀티콘 = 0.721)

Kc = 계수(유입깃에 따라 무접촉시 1, 접촉시 2, 유입깃이 없을 경우 0.53)

De = 출구직경(m)

Bc = 입구폭(m)

Hc = 입구높이(m)

Lc = 몸통길이 (m)

Dc = 몸통경 (m)

Zc = 원추길이 (m)

원심력 집진기의 실제 처리가스 유입속도는 통상 15～18 m/sec 정도이며 이때의 압력손

실은 보통 다음과 같다.

원심력 집진기의 종류 압력손실(mmH2O)

고효율 원심집진기 200 ～ 250

중효율 원심집진기 100 ～ 150

저효율 원심집진기 50 ～ 100

원심력집진기의 성능요인은 효율과 압력손실이다. 원심력집진기의 구조, 운전조건 등을 중

심으로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설계시 고려사항을 정성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지와 가스의 밀도차가 증가 – 원심력이 커져서 집진효율 증가

(2) 기체점도 증가 - 집진효율 감소

(3) 분진의 농도 증가 – 압력손실 감소, 집진효율 증가

(4) 유속증가 - 집진효율 증가

(5) 몸체직경 증가 – 압력손실 감소, 효율 감소

(6) 몸체길이 증가 - 압력손실 다소 감소, 효율 감소

(7) 원추길이 - 압력손실 다소 감소, 효율 다소 감소

(8) 출구직경 증가 - 압력손실 감소, 효율 감소

(9) 입자경, 입자밀도 증가 – 압력손실 영향없음, 효율 증가

(10) 일반적으로 축류식 집진형, 접선유입식, 소구경 멀티크론에서는 블로우 다운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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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이클론의 직열단수, dust box의 형상 및 크기 등도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사이클론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집진효율 : 절단입경에 따른 효율예측(라이스리히법과 래플식)

(2) 압력손실

    ① 고효율시 경제성 고려

    ② Shepherd와 Lapple의 근사식 사용

(3) 사이클론의 형식 및 규격 결정

    ① 사이클론의 직렬연결은 총괄효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압력손실이 증가된다.

    ② 소용돌이 형태의 유입방법과 유입구 면적을 변화시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의 

           검토

        ③ 사이클론 설계시 처음에 몸통의 직경을 결정하고 절단입경과 효율을 계산하

           는 시행착오법을 사용한다. 

    ④ 다음에는 압력손실을 검토한다.

(4) 비용검토 : 단일 사이클론은 매우 경제적이며 설치비의 경우, 여과집진기와 전기집

진기의 1/10 이하이다.

사이클론은 주로 표준화된 사이클론 설계치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각 부위의 사이즈는 사

이클론의 직경의 비율로 설정되어 있다. 처리 유량은 600 m3/h 으로 가정하였고, 사이클론 

내부의 온도는 상온(20℃)로 가정하였다. 분진의 밀도는 1.67 g/cm3 , 유입공기의 점도는 

1.783×10-4 g/cm․s 를 사용하였다.

1) 사이클론 직경 설계

- 고효율 사이클론의 경우 다음의 식으로 사이클론 직경을 산출할 수 있다.

Dm=
(Qm3/hr)

1/2

80

- 식에 의해 직경은 Dm=0.306 m로 결정

2) 사이클론 기타 부위 

- 사이클론 직경이 결정되면 Table 3.3.9에 의해 기타 부위가 결정된다. 

      • 사이클론 출구 직경 : De = 153 mm

      • 사이클론 입구 높이 : a = 153 mm

      • 사이클론 입구 폭   : b = 61.2 mm

      • 사이클론 출구 깊이 : S = 153 mm

      • 사이클론 전체 길이 : H = 1224 mm

      • 사이클론 직경 높이 : h = 45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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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클론 출구 직경 : B = 114.75 mm

3) 사이클론 유입구 면적

  - Table 3.3.9의 설계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inlet area = (0.5D)(0.2D) = 0.0094 m2

4) 사이클론 유입 속도

v 1 = 
600m

2
/h

0.0094m
2
1hr
3,600s

 = 17.73m/s

5) 사이클론 내 압력손실

ΔP=
ρ gv

2
iΔH

2gρ
=
(1.2045×10

-3
g/cm

3
)(1,773cm/s)

2
(5.4)

(2) (980cm/s 2)(1.67g/cm 3)
=6.24 cm(수두)

Table 3.3.9 표준 사이클론 설계치

Recommende

d duty 

High Efficiency General purpose High Throughout 

Stalrman

d
Swift Stalrmand Swift Stalrmand Swift

Dimension 
ratios:

D 1 1 1 1 1 1

De/D 0.5 0.4 0.5 0.5 0.75 0.75

a/D 0.5 0.44 0.5 0.5 0.75 0.8

b/D 0.2 0.21 0.25 0.25 0.375 0.35

S/D 0.5 0.5 0.625 0.6 0.875 0.85

H/D 4.0 3.9 4.0 3.75 4.0 3.7

h/D 1.5 1.4 2.0 1.75 1.5 1.7

B/D 0.375 0.4 0.25 0.4 0.375 0.4

other 
parameters:

Geometry 
parameter C 55.1 64.6 50.4 47.7 Scroll inlet C not 

applicable

Measured 

△H
5.4 9.2 8.0 7.6 7.2 7.0

Q/D2, m/hr 5,380 4,950 6,860 6,670 16,100 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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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클론 효율

      (1) vertex exponent

n=1-[(1-0.67D 0.14)(T/283) 0.3]

=1-[(1-0.67(0.306m) 0.14)][293/283] 0.3

=0.563

      (2) particle cut diameter

       

d 50=[
ln0.5

-2 ]
n+1

[
Cρ pv i(1+n)

18μD ]
-1/2

=[
ln0.5

-2 ]
1.563

[
(55.1)(1.67)(1,773)(1.563)

(18)(1.783×10
-4
)(30.6) ]

-1/2

=1.18×10
-4
cm=1.18μm

   (3) 상수 β, (dg/d50)
β, βln(σ g) 

β=1/(1+0.563)=0.640

(d g/d 50)
β=(16.5/1.18) 0.640=5.41

β ln(σ g)=(0.640)ln(2.42)=0.566

   

(4) 효율 산출

(dg/d50)
β, βln(σ g) 두식으로 산출된 값과 위의 두 그래프를 이용하면 사이클론의 효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프에 의하면 약 0.93의 효율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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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 분진 처리공정 설계

흑연 절단시 발생되는 분진은 1차적으로 사이클론을 이용하여 포집한 후 백 필터를 이용하

여 미세 분진을 2차로 포집할 수 있도록 처리공정을 Fig. 3.3.37과 같이 설계하 다. 백 필터 

내에 미세분진의 축적에 의한 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 필터 내에 분진을 일정 시간 또

는 일정 압력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분진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모터에 의한 기계적 진동을 

이용한 back flushing 방법을 선정하 다.

흑연 절단 장치
사이클론 집진기

Bag 필터
흑연 절단 장치흑연 절단 장치

사이클론 집진기사이클론 집진기

Bag 필터Bag 필터

Fig. 3.3.37 방사성 분진 처리공정 개념도

백 필터에 미세분진이 많이 쌓이면 백 필터 내에서 압력 손실이 발생하여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백 필터 내에 분진을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압력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백 필터의 분진을 청소(back flushing)해 줘야 한다. 청소 방법은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Shaker type과 Sonic type 

Shaker type은 간단히 말해, 백 필터를 기계적으로 흔들어서 백 필터 표면에 있는 분진을 

제거하는 청소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진동 발생은 모터의 편심축을 회전하여 강제로 백 필터

에 진동을 발생시킨다. 이 방식은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극 소형에서 대형 백 

필터에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백 필터는 상부는 막혀있고 바닥부는 개방되어 있는 형

태이며 Fig. 3.3.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동 발생부는 주로 상부에 장착되어 있다. 이러한 

진동은 기계적인 방법 이외에 필터의 고유진동수와 같은 크기의 초음파를 발생하여 분진을 

제거하는 Sonic type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장․단점, 적용범위, 기술적 사항 등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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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8 Shaker type flushing and sonic type flushing 

○ 장점

-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음

- 구조가 간단

○ 단점

- 클리닝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필터가 파손될 위험이 있음

- 접착성 분진이나 Fragile fabric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적용범위

- 필터에 흡착이 잘되는 분진에 대해 간헐적 분진 처리용으로 적합

○ 기술적 내용

- Frequency : Several cycles/second

- Motion type : Simple harmonic or sinusoidal

- Peak acceleration : 1～10 g 

- Amplitude : 수인치 이내

- Mode : Off stream

- Duration : 10～100 cycles, 또는 30 초

- 일반적인 Bag 직경 : 5, 8, 12 in

(나) Reverse air cleaning

리버스 에어 클리닝 방법은 여러 방식중 가장 정숙한 방법이다. 이 방식은 필터분진을 저

압의 상태에서 백 플러싱하여 제거하는 방식이며 필터 주변온도가 높은 경우에 더 효과적이

다. 리버스 에어는 메인 시스템의 팬 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독립된 팬을 장착하여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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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음압(negative pressure)인 경우에는 리버스 에어 팬이 없이 음압

에 의해 필터청소를 수행할 수 있으며 클리닝 에어의 유량은 대부분 분진가스의 유량과 거

의 같다. 리버스 에어 클리닝 방식의 장․단점, 적용범위, 기술적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소음이 가장 적고 정숙함

- 음압(Negative Pressure) 시스템에서는 Reverse-air 없이 분진 청소 가능

- 필터의 변형 없이 분진 제거 가능

- 필터 천의 마모가 잘 되지 않음

○ 단점

- 몇 개의 독립적인 구역(compartments)가 필요함

- 추가적인 Fan과 Damper가 필요

- 여분의 Cloth capability 필요

○ 적용범위

- 필터에 흡착이 잘되는 분진에 적용, 소각로(Incinerator)내의 분진 제거에 용이

○ 기술적 내용

- Frequency : 최대 압력 강하 스위치에 의해 필터 내 여러 구역이 순차적으로 청소

- Motion type : 필터가 살짝 수축되었다 반복되는 동작

- Mode : Off stream

- Duration : 1～2 분(밸브 개폐 및 분진 안정 시간: 10～30초 포함)

- 일반적인 Bag 직경 : 8, 12 in

- Bag tension : 22～34 kg 

Fig. 3.3.39 Reverse ai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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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ulse jet cleaning

펄스젯 방식은 고압(60-120 psi)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백 필터에 강력하게 백 플러싱하

여 분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필터의 분진을 떨어뜨리기 위해 필터를 관통하는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청소는 다른 방식에 비해 매우 빠르게 청소가 가능하며 충격파는 단지 

수 초간만 지속이 된다. 펄스젯 클리닝 방식의 장․단점, 적용범위, 기술적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다른 방법에 비해 분진처리 시간이 매우 짧음

- 특별한 내부 구동 장치가 필요 없음

- 필터 천의 마모가 잘 되지 않음

- 분진 집중도(Dust concentration capability)에 제한이 없음

- Ducting damper가 필요 없음

○ 단점

- 압축공기 필요

- 장비 가격이 고가

○ 적용범위

- 석탄이나 오일의 연소 시 발생되는 Ash 제거용

○ 기술적 내용

- Frequency : 한번에 한 열씩 순차적으로 청소

- Motion type : 충격파를 필터에 관통시킴

- Mode : On stream

- Duration : 압축공기(100 psi) 파동 기간 0.1 초 

- 일반적인 Bag 직경 : 5～6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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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0 Pulse jet cleaning 

(바) 흑연 취급 및 절단 기술 개발

(1) 흑연 취급 및 절단 기술 선정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고 비교적 높은 방사

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취급 및 절단 시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작업 및 방

사능의 차폐가 요구된다.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해체시 발생되는 흑연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높은 방사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취급을 위해 Fig. 3.3.41과 같이 진공식 원격 취급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해체사업에 직접 활용하 다.

   

Fig. 3.3.41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 취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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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의 절단에 활용이 가능한 절단 기술은 일반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들로 water 

jet 기술, 방전 wire 절단기술, saw 절단기술, 레이저 절단기술 등이다.

(가) Water jet 절단 기술

Water jet 절단 방법은 고압수를 직경 0.08 ∼ 0.8mm의 노즐(보통 0.25 mm 이하)로 분사

하여 두께 약 25 mm까지 절단이 가능하다. Water jet 기술은 plastic, 천, 고무, 목재, 종이, 

가죽, 벽돌, 복합재료 등의 절단과 홈파기(slitting), 피복절개(cable stripping), deburring, 표

면처리 등에 활용이 되고 있다. Water jet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보통의 물을 연화, 불순물을 필터링(1 ∼ 0.45 mm)하여 사용.

- 고순도의 탈이온수나 역삼투압수는 오리피스 수명연장효과는 있으나 고압펌프와 배

관을 손상(이온 탈취).

- 장점: 열발생과 변형이 없음, 공작물이 젖지 않음, 자동화, 고속작업, 연질재료 가공

에 적합, 저렴한 운전 경비(물, 오리피스)

- 제한점: 경질재료는 난삭, 취성재료는 균열, 고 수압에 의한 위험성.

• Water jet 공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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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rasive 워터젯 절단 방법

워터젯에 연마제(연삭입자)를 혼합 분사하여 가공효율을 증가시킨 가공공정으로  순 워터

젯에 연삭입자를 첨가함으로써 가공가능 재질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며(거의 모든 재질) 가

공속도 및 가공품의 칫수 정 도가 향상된다.

Abrasive 워터젯은 침식, 변형 마모를 주 가공 메커니즘으로 재료를 가공하며 금속, 석재, 

유리, 복합재료, ceramics 등 난삭재를 높은 절삭속도와 큰 절삭 깊이로 가공이 가능한 기술

이다.

• 절단 두께 

물의 압력 = 3,800 bar(55,000 psi), 펌프 =40 HP, 연마 흐름율 = 680 g/min 기준

재질 두께 5 10 20 30 재질 두께 5 10 20 30

스테인레스 380 173 78 25 화강암 1830 825 370 130

알루미늄 800 360 180 50 대리석 2885 1300 585 205

티타늄 380 172 78 25 타 일 600 2750 - -

PP, MC, PE
180

0

150

0

100

0
500 유 리 3060 1380 620 215

* 위 표는 최대 절단 속도를 나타낸다. 

* 예상 절단 속도(단위 : mm/min)

• 장점

- 복합재와 고경도 재질 등 다양한 재질의 가공이 가능(versatile process) 

- 열손상 및 열 향부가 없음(냉간 가공) 

- 기계적 열적 응력이 없어 가공 후 소재의 변형이나 변질이 없음 

- 자동화 프로그램이 용이 

- 미세한 스트림(0.5-1.27 mm)을 사용하여 공구가 간단

- 아주 세 한 형상가공이 가능

- 박판에서 25 cm 가량의 후판까지 가공이 가능

- 두 소재를 겹쳐서 가공이 가능(stack cutting)

- 절단에 의한 재료의 손실이 적음

- 절삭력이 낮으므로(40 N 이하) 치구가 불필요하거나 간단함

- 단두(single head)에서 다두(multi-head)로 용이하게 전환이 가능

- 후속가공이 불필요하거나 줄일 수 있음

- 가공 중 먼지나 유해가스의 방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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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burr)가 없거나 있더라도 작음

• 흑연 절단시 Water jet 적용 가능성

- 가공 용이성 : Water jet 방식은 대상물 재질의 강도가 높을수록 절단이 용이하므로 

현재 연구로 2호기에서 발생된 고강도 흑연 절단에 용이하다. 또한 물과 연마재로 

인해 외부 흑연 분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원격 유무 : CNC 시스템과 같이 원격 작업 가능.

- 2차 폐기물 발생량 : 절단시 사용되는 물과 연마재와 흑연 분진이 혼합되어 다량의 

2차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됨. 

(나) 방전 Wire Cutting 방법

가공전극과 공작물을 절연액에 담그고 50V ～ 300V의 전압과 0.1A ～ 500A의 전류를 

걸어주면 표면에서 방전이 발생한다. 이 때 방전액 및 공작물 표면이 용융하고 증발하여 용

융부의 대부분을 날려버리고 그 일부는 공작물의 바닥이나 주변에 부착되어 크레이터

(crater)를 생성한다. 이 현상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절단이 이루어진다. 와이어 방전가공은 

방전된 와이어를 컴퓨터 제어를 받아 지정된 경로를 따라가면서 방전 스파크를 톱날처럼 사

용하여 공작물을 절단하는 방법이다.

• 방전 wire 절단 공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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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전가공의 특징

- 공작물의 경도에 관계없이 가공된다. 

- 인성 취성이 큰 재료가공에 용이하다. 

- 정도가 높은 가공을 할 수 있다. 

- 가공형상이 복잡한 가공에 적합하다. 

- 기계가공으로 변형이 쉬운 경우의 가공에 용이하다. 

• 방전가공 주요 대상

- 소입강

- 초경합금(주로금형가공)

• 방전가공의 장점

- 재료의 경도에 관계없이 담금질강, 초경합금, 스테인레스등 도전체면 모두 가공이 

가능.

- 담금질 후에도 가공이 가능 

- 균열 열변형의 우려가 없음

- 복잡한 형상의 것도 간단히 가공이 가능

- 관통구멍의 정도가 높다

• 방전가공의 단점

- 공구인 전극(와이어)이 필요

- 가공 상 전극 소재에 제한이 있음. (Cu, Gr, Ag-W, Cu-W)

- 일시적인 가공 속도는 느림. 

- 가공액을 석유로 사용할 때 화재 발생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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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연 절단시 방전가공의 적용 가능성

- 가공 용이성 : 흑연이 전도체이므로 방전가공 방법으로 절단이 가능하며 원하는 부

위 및 형상을 자유자재로 절단 할 수 있다. 또한 기계식 절단과 같이 많은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분진 억제 절단 측면에서는 절단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 원격 유무 : 원격 절단 가능

- 2차 폐기물 발생량 : 와이어 방전가공은 가공 특성상 가공액을 이용하여 고온의 방

전 와이어를 냉각시켜야 한다. 따라서 흑연 절단시 가공액에 의한 다량의 2차 폐기

물이 발생됨. 

(다) Saw 절단 방법

가장 보편화된 절단 기술로써 자연적인 회전, 왕복 및 띠 운동에 의해 작동되며 유압, 전기 

및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된다. 여러 산업 분야에 매우 유용한 이유로 불꽃의 발생이 없으며 

연기나 가스 같은 방사성 오염발생이 없기 때문에 취급이 쉽다.

• Saw 절단가공의 장점

- 적은 운영비용과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고 높은 절단 속도와 주변기기의 손상 없이 

작업이 가능

-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함

- 좁은 공간을 포함한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도 작업 가능

- 부품 조달이 쉬워 항상 교체 및 수선이 가능

• Saw 절단가공의 단점

- 절단시 다량의 분진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장치 필요

- 절단 두께에 제한을 받음 

- 진동이 유발되며 두꺼운 금속대상물의 절단 시 수명이 짧음

- 모든 금속 대상물을 절단 할 수 없음

• 흑연 절단시 Saw 절단기술의 적용 가능성

- 가공 용이성 : 가장 일반적인 절단 방법으로 분진 발생은 많지만 확실한 절단이 가

능하며 2차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 않음. 

- 원격 유무 : 기존 밴드 Saw 장비에 원격 이송 장치를 연결하여 원격 가능. 

- 2차 폐기물 발생량 : 전혀 발생하지 않음. 

(4) 레이저 Cutting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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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에너지 도를 미소 스포트(spot)에 집광시킨 레이저광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절단하는 

방법이다. 

• 레이저 가공의 특징

- ±0.1mm 이내의 고 정밀도 유지가 가능함. 

- 레이저 가공시 가공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복합 가공 가능

- 얇은 철판의 경우 절단 속도 빠름

• 레이저 가공 주요 대상

- 일반철판, STS, AL, 수지 등 가공에 적합함. 

- 두꺼운 공작물 적용하기 어려움.

- 레이저 출력의 안정화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면조도 떨어짐.

- 알루미늄과 같은 반사체는 가공하기 매우 어려움.

• 레이저 가공의 단점

- 레이저 가공시 일반 열적 가공의 공통적인 문제인 열변형이 발생하여 휘고 뒤틀림 

발생 

- AL, 동, 티타늄, SKD11등에는 적용 불가.

- 수지류 가공시 악취 및 유독가스발생

- 자외선, 고열발생.

- 열처리 및 Slag 제거와 같은 후속작업 필요함. 

- 두꺼운 소재, 작은 홀(hole)가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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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가공시 절단 능력 

- 4kw대용량(레이저 기준) 

- 일반철판-20t이하. 

- STS-12t이하. 

- AL-6T이하. 

• 흑연 절단시 레이저 가공의 적용 가능성

- 가공 용이성 : 레이저를 이용하여 흑연 절단시 작업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절단시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원격 유무 : 원격 절단 가능. 

- 2차 폐기물 발생량 : 절단시 불순물 제거를 위해 불활성 가스를 불어 넣어 주는데 

이런 가스가 2차 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다. 

흑연의 절단기술 선정을 위해 각 절단기술별 장단점을 Table 3.3.10과 같이 비교하여 연구

로 2호기 흑연의 처리에 적합한 방안으로 ‘Direct Saw’를 선정하 다.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

의 안전한 취급 및 절단을 위하여 Fig. 3.3.42와 같은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편을 절단하는 등 실증시험을 완료하 다.

Table 3.3.10 흑연 절단기술 장단점 비교

절단 기술 장 점 단 점

 Direct Saw 절단

- 가격이 매우 저렴

- 절단 효율이 좋음

- 장치가 간단하여 설치가 용이

- 다량의 분진 발생

 Water Jet 절단
- 절단시 분진 발생이 적음

- 절단 효율이 매우 좋음

- 다량의 2차 폐기물 발생

- 장비가격이 고가 

 방전가공(EDM)

 Electric 

Discharge  

Machining

- 원하는 형상을 마음대로 절단 가

능

- 절단 효율이 좋음

- CNC를 이용한 자동절단 가능

- 절단시 gas(흄) 발생

- 2차폐기물(전해액) 발생

 Laser 절단 -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절단 시간이 오래 걸림

- 절단시 gas(흄) 발생

- 장치가 복잡하고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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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2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 절단 장치

사. 중성자 조사 흑연 감용처리 기술 개발

중성자 조사 흑연의 효율적인 감용처리 방법으로 유동층 고온분해 공정을 선정하였다. 유

동층 고온분해 공정은 유동매체의 열용량이 대단히 크고 피소각물이 계속 유동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반과 매체간의 접촉빈도가 높고 열전달 계수가 아주 크므로 건조속도, 연소효율 등

이 타 소각방식에 비하여 대단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동매체의 열용량이 대단

히 크므로 액상물질, 수분이 많은 물질, 고형물 등의 단독뿐만 아니라 혼합연소도 가능하며 

연소시간이 짧고 연소 효율이 높아 미연분이 극히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유동층의 원리 및 특성

유동층은 기체 및 고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흐름특성을 나타내며 유동화 영역들 사이의 

전이는 입자와 기체 물성뿐만 아니라 공탑속도에 의존하며, 층 직경과 같은 다른 물성들도 

유동화 영역의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 3.3.43에서와 같이 용기 내에 다공(perforated or porous) 분산판(distributor) 위에 

놓인 고체층에 기체를 주입하여 기체량에 따라 고체층에서의 압력강하를 측정하면 초기에는 

고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압력강하(pressure drop)는 고체층의 무게와 같아질 때

까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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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3 유동층 시스템에서 유속과 압력의 관계

압력강하가 고체의 무게와 같아지면 이 조건에서는 기체에 의해서 고체에 가해지는 항력

(drag force)이 중력과 같아지며, 고체들이 흔들리고 상호 움직임을 갖기 시작한다. 이 상태

를 최소유동화상태라 부르며 이때 기체의 공탑속도를 최소유동화속도(minimum fluidization 

velocity)라고 한다. 더 유속을 증가시키면 압력강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고체층이 

팽창되며 고체들은 서로 분리되어 거동하고, 층은 전체적으로 액체와 같은 특성을 보이기 시

작한다. 아울러 층은 큰 공극의 형태로 통과하는 기체들이 출현하며, 이를 기체-액체에서와 

유사하게 기포(bubble)라고 부른다. 이 기포의 거동은 층을 매우 격렬하게 끓는 액체와 같은 

형상으로 만든다. 기포는 후류(wake)에 고체를 안고 상승하며 층표면에서 파괴되어 기체와 

고체가 각각 분리된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거동은 기포에 의한 입자들의 상승과 상승한 기

포와 입자에 의해 비워진 공간을 채우는 입자들의 하향거동을 층 내에 형성하며 기포흐름이 

많을수록 점차 격렬해져 고체혼합도가 좋아진다. 한편 기체의 흐름은 고체입자의 마모 및 비

산유출을 발생시키며,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유동

층을 기포유동층(bubbling fluidized bed) 이라고 한다.

분산판에서 생성된 기포는 상승하면서 서로의 충돌에 의해서 합체되어 성장한다. 기포 합

체현상은 유속이 증가할수록 극심해지며 직경이 작은 유동층의 경우 기포의 직경이 층직경

과 같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슬러깅(slugging) 이라고 한다. 슬러깅(slugging)에 대한 

선행조건들은 H/D가 적어도 1.5가 되고 최대로 안정한 기포크기가 층직경이나 이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유속의 계속적인 증가는 슬러깅의 경우 슬러그(slug)를 작은 기포로 분쇄시

키거나, 기포층의 경우에는 기포의 빈도수를 증가시켜 층의 균일도를 좋게 하며 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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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형태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이 성상을 난류유동층(turbulent fluidized bed)이라고 한다. 

난류유동층에서는 고체의 농도는 감소하지만 유동층은 계속 유지된다. 난류유동층에서 기체

의 층내 체류시간은 기포유동층에서 보다 짧지만 기-고체간의 접촉효과는 더욱 우수하여 기

포유동층에서는 유동화 시키기에 어려운 점착성 고체의 유동화에 유리한 장점이 나타난다. 

난류유동층에서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유체의 처리량이 많으며 기포유동층에 비해 기상의 

역혼합(back mixing)이 상당히 작아진다. 

난류유동층으로부터 유속을 더 증가시키면, 입자의 비산유출이 급증하게 되며 유속이 입자 

수송속도를 넘으면 층내 모든 입자는 비산유출되어 싸이클론에 의한 재순환이 없이는 층내 

입자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를 고속유동층(fast fluidized bed)이라고 한다. 

이때 층내 입자의 농도는 고체의 유량에 따라 변화된다. Fig. 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영역에서는 유속의 증가에 따라 층내 압력강하가 입자농도의 감소로 인하여 하강하는 경향

을 보이며, 그 추이는 고체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완만해진다. 고속유동층에서도 고

체의 역혼합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며, 때문에 연소로의 경우에는 온도분포가 균일해질 뿐

만 아니라 주입된 차가운 고체 및 공기가 빠르게 조업온도로 가열될 수 있다.

유동층의 형성에는 기체의 유속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유속은 조업온도 및 압력에서 

단면이 빈 공탑을 가상하여 정의된다. 또한 유속의 범위는 층내 고체의 입도분포의 함수이

며, 고체층의 최소유동화속도부터 허용되는 입자비산량의 유속까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동층은 다음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

- 기체와 고체간의 물질 및 열전달속도가 고청층보다 훨씬 우수하며 불균일 반응 혹은 

표면촉매반응에 효과적이다.

- 층내 고체혼합이 좋아서 층전체가 거의 균일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다.

- 층내 전열면에서 열전달계수가 크다.

층내에서 결렬하게 거동하는 입자는 전열면의 격막 전달저항을 작게하며 근본적으로 고체

가 기체보다 훨씬 큰 열용량으로 전열면에 접촉하여 보유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큰 전달계수

를 나타낸다. 또한 고체입자들의 집단(packet)이 전열면에 접촉한 후 다시 멀리 떨어져 나가

는 거동을 매우 큰 빈도로 반복하기 때문에 전열면에서 항상 큰 온도구배가 유지될 수 있으

며 이 요인 역시 전열속도를 증가시킨다.

∙최소유동화속도

  최소유동화속도(Umf)는 유동층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일반적으로 층을 통한 압력

강하가 단위면적당 층의 무게와 같아질 때의 최소공탑속도로 정의되며, 실험적으로는 유속을 

변화시켜가며 층의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Fig. 3.3.44와 같이 층의 압력강하가 일정해지기 시

작하는 유속을 최소유동화상태로 고려한다.

대부분의 유동층 공정이 고온에서 조업되지만 Umf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상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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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수많은 상관식들이 제시되어 왔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관식의 대부분이 

Ergun[1952]과 Wen과 Yu[1966]에 의한 상관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식 (7.1)은 Ergun

의 상관식을 식 (7.2)는 Wen과 Yu에 의한 상관식을 나타내었다. Ergun식의 각 항은 모두 

무차원 군으로서, 간단히 표시하면 다음 식 (7.3)과 같다.  

1.75

ε
3
mfΦs

(
dpUmfρg
μ )

2

+
150(1-εmf)

ε
3
mfΦ

2
s
(
dpUmfρg
μ )=

d
3
pρg(ρp-ρg)g

μ
2 (7.1)

Umf= 
μ
ρ gd p

( 1135.7+0.048Ar- 33.7 )  (7.2)

k1(Remf)
2+ k2 (Remf)- Ar= 0 (7.3)

여기서, k1과 k2는 입자구형도(particle sphericity, Фs)와 최소유동화상태에서 층의 공극율

(εmf)만의 함수인데, Wen과 Yu[1966]는 상온에서 광범위한 입자로써 실험한 결과 k1과 k2의 

값(k1=24.5, k2=1650)을 구하여 일반적으로 고운 입자계에서 많이 적용되는 상관식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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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4 유동화 속도와 압력강하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조업되는 유동층에서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유동화 기체의 물성들이 

변화하게 되며 이러한 물성의 변화가 최소유동화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기체의 밀도(ρg)는 감소하고 점도(μ)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온도의 증가에 따른 최

소유동화속도의 변화는 입자의 직경이나 밀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최소유동

화속도에 관한 이전의 상관식들을 Table 3.3.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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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1 최소 유동화속도 관계식

Author Correlation

Ergun[1952] 1.75

ε3mfφ s
(
d pUmfρ g
μ )

2

+
150(1-εmf)

ε3mfφ
2
s
(
d pUmfρ g
μ )=

d3pρ g(ρ p-ρg)g

μ2

Leva et al.[1956] Umf =  
7.59 d p

1.82
( ρ p - ρ g)

0.94

ρ0.06g

Goroshko et al.[1958]  Umf =  
μ
ρ g d p (

Ar
1400 + 5.2 Ar )

Rowe and 

Henwood[1961]
Umf =  

8.1×10
- 3
d p

2
( ρ p - ρ g ) g

μ

Miller and 

Logwinuk[1961]
Umf =  

0.00125 d p
2 ( ρ p - ρ g )

0.9 ρ 0.1g g

μ

Wen and Yu[1966] Umf =  
μ
ρ g d p

( 1135.7 + 0.048Ar -  33.7 )

Frantz[1966] Umf =  
1.065×10 - 3 d p

2 ( ρ p - ρ g ) g

μ

Davies and 

Richardson[1966]
Umf =  

7.8×10
- 4
d p

2
( ρ p - ρ g ) g

μ

Bourgeois and 

Grenier[1968]
Remf =  25.46

2
+ 0.03824Ar - 25.46

Baeyens and 

Geldart[1973]
Ar =  1823 Re1.07mf + 21.27 Re

2
mf

Broadhurst and  

Becker[1975]

Umf =  
μ
ρ gd p

ꀌ

ꀘ

︳︳︳︳︳

Ar

33.7 + 2.42×10 5 Ar 0.85 (
ρ p
ρ g )

0.13
ꀍ

ꀙ

︳︳︳︳︳

0.5

Saxena and 

Vogel[1977]
Umf =  

μ
ρ g d p

( 25.28 2+ 0.0571Ar - 25.28 )

Richardson and 

Da St. Jeromino[1979]
Umf =  

μ
ρ g d p

( 25.7 2+ 0.0365Ar - 25.7 )

Doichev and 

Akhmakov[1979]
Umf =  

μ
ρ g d p

( 1.08×10 - 3 Ar 0.947 )

Thonglimp et al.[1984] Umf =  
μ
ρ g d p

( 31.6 2+ 0.0425Ar - 31.6 )

Wu and 

Baeyens[1991]
Remf =  7.33 × 10

- 5
× 10

[ 8.24 log 10Ar - 8.8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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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erill과 Teoman[1980], Botterill 등[1982]은 20～960℃의 온도범위에서 입경과 밀

도가 다른 여러 가지 입자를 사용하여 최소유동화속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 대하여 실험

하였다. 그들의 결과는 작은 입경(2mm 이하)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최소유동화속

도가 감소하나, 큰 입경(2mm 이상)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작은 입자의 경우(Remf가 작은 경우)에는 식(7.3)의 둘째항인 점성력항이 지배적

이고 따라서 k2Remf = Ar에서 μUmf = constant가 된다. 그런데 공기의 점도는 온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하므로 최소유동화속도는 온도에 따라 감소하며 다음의 식(7.4)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mf∝
1
μ
,hence  Umf  ∝  T

-n
b (7.4)

                      여기서,  n : 0.6～1.0

아울러 큰 입자의 경우(Remf가 큰 경우)에는 식(7.3)에서 첫째항인 운동력항이 지배적이고 

k1Remf2 = Ar에서 ρUmf2 = constant가 된다. 공기의 밀도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하므로 

최소유동화속도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며, 다음의 식(7.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mf  ∝  ρ
-0.5
g , hence  Umf  ∝  T

0.5
b (7.5)

    한편 위에서 제시한 최소유동화속도에 관한 식들은 주로 단일입도에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며, 혼합입도의 경우에 입자의 직경은 평균 입자식(7.6)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dp= 
1

∑(x/dp) i (7.6)

(1) 흑연 고온 분해 속도론적 해석 및 방사성 핵종의 거동 특성 평가

흑연의 고온분해에 대한 속도론적 해석을 위해 HSC-Chemistr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해 

조건별로 계산을 수행하 다. 흑연 고온 분해시 Co는 600℃ 이상에서는 대부분 매우 안정된 

고체상의 CoO로 존재하고 600℃ 이하에서는 안정된 산물인 고체상의 Co3O4로 존재한다. 또

한 Eu는 모든 온도 구간에서 안정된 산화물인 고체상의 Eu(OH)3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Co와 Eu는 거의 대부분이 소각재에 잔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Cs의 경우 염소(Cl)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공정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장치가 필요하지만, 염소가 존재하면 CsCl(g)로 휘발하나 400℃ 이하에서 응축되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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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용이할 것이다.

                (a) 염소 부재시                             (b) 염소 존재시

Fig. 3.3.45 흑연 고온분해시 핵종의 평형 분배 특성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의 고온분해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 특성실험 결과 Co-60, Eu-152 

및 Eu-154는 대부분이 소각재에 농축되어 잔류하고, Cs-134는 반휘발성 기체로 반응로 내에

서는 기체로 방출된 후 배기체 냉각시 응축되어 응축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3.3.12 연구로 2호기 흑연 고온분해시 방사성 핵종 분배 특성

Co-60 Cs-134 Eu-152 Eu-154

소각재 78.50% 80.77% 86.82%

응축수 2.72% 84.01% 1.09% 2.56%

분  진 0.21% 4.01% 0.11% 0.25%

(2) 흑연 고온분해 운전조건 선정 및 실증 시험

유동층 고온분해 공정은 유동매체의 열용량이 대단히 크고 피소각물이 계속 유동상태에 있

기 때문에 교반과 매체간의 접촉빈도가 높고 열전달 계수가 아주 크므로 건조속도, 연소효율 

등이 타 소각방식에 비하여 대단히 좋다. 또한 유동매체의 열용량이 대단히 크므로 액상물

질, 수분이 많은 물질, 고형물 등의 단독뿐만 아니라 혼합연소도 가능하며 연소시간이 짧고 

연소 효율이 높아 미연분이 극히 작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조사 흑연의 감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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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유동층 고온분해 공정을 선정하였다.

유동층 고온분해 감용처리 공정장치는 방사성기체의 외부 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계통

에 부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불연소 분진의 포집을 위해 싸이클론과 HEPA 필터를 

장착하였고 방출된 배기체는 전량 기체처리 공정장치를 통과하도록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

을 완료하였다. 감용처리 공정장치의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전기가열방식 : Max. 1,000℃ (±2℃)

  - 반응로 : 석영관 (φ100mm x 1,000mm)

  - 진공펌프 : Dry type, 280L/min, 1,730rpm

  - 배기체 냉각용 열교환기 : φ150mm SUS 이중관

  - 기체분산판 : φ150mm, 삼각피치 형식으로 hole(φ1～3mm) 설치

 

싸이클론 배기체

냉각

장치

유동층

반응로

싸이클론 배기체

냉각

장치

유동층

반응로

Fig. 3.3.46 흑연 고온분해 실험 장치

연구로 2호기 흑연을 대상으로 유동층 고온분해 공정의 최적 운전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흑연입자 크기, 가열온도, 유동화 속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동층에서의 반응은 최소유동화속도(Umf)와 입자의 종말속도(Ut)사이에서 이루

어지므로 조업전 이에 대한 정보를 계산한 후 실험을 통해 적정 유동화속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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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3 유동화 속도 계산을 위한 기본 자료

흑연 모래

case 1 T=300K case 1 T=300K

* particle * particle

1. voidage 0.48 [-] 1. voidage 0.58 [-]

2. 
sphericity

0.86 [-]
2. 
sphericity

0.67 [-]

3. density 1.6 [g/cm3] 3. density 2.6 [g/cm3]

4. Dp= 0.015 cm 4. Dp= 0.01 cm

*air *air 

1. density 0.000271 [g/cm3] 1. density 0.000271 [g/cm3]

2. 
viscosity

0.000493 [g/cm.s]
2. 
viscosity

0.000493 [g/cm.s]

Umf= 0.750299 cm/s Umf= 0.718456 cm/s

Dp* 1.80626 Dp* 1.416261

Ut* 0.162906 Ut* 0.10046

Ut= 35.72593 [cm/s] Ut= 25.88295 [cm/s]

Table. 3.3.14 온도변화에 따른 흑연의 유동화 속도 계산 결과

흑연

크기(μm) Umf (cm/s) Ut (cm/s) T (oC)

50 0.23 10.75

25100 0.91 35.73

150 20.5 65.97

50 0.009 4.78

800100 0.37 18.26

150 0.83 38.85

50 0.08 4.32

1000100 0.33 16.64

150 0.75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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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2호기 해체 시 발생된 흑연블럭을 5～15 mm로 분쇄하여 유동화 속도를 측정한 결

과 그림 3.3.47과 같이 상온에서의 최소 유동화속도는 60ℓ/min이고 적정 유동화 속도는 95ℓ

/min(312.48 cm/s)이며, 900℃로 가열할 경우에는 최소유동화속도가 35ℓ/min이고 적정 유

동화속도는 50ℓ/min(164.46 cm/s)으로 결정하였다.

Fig. 3.3.47 흑연분말의 유속에 따른 유동화 정도

연구로 2호기 흑연의 감용처리 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말크기 2～15mm에 대하여 90

0℃로 가열한 결과 분말크기가 작을수록 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용처리를 위해서는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연구로 2호기 흑연을 분쇄하여야 하므로 분말크기를 작게 하기에는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5～10mm로 분쇄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때 

연소효율은 9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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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8 흑연 분말크기별 연소효율

3. 결과 요약

중성자 조사된 흑연의 안전한 저장관리를 위해 흑연 내부에너지(Wigner 에너지)의 축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연구로 2호기 흑연의 Wigner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고 이의 방출특성 모형화를 통해 온도에 따른 Wigner 에너지 배출속도 관계식을 유추했을 

뿐만 아니라 가열냉각 공정 규모 및 방법 등 Wigner 에너지 제거를 위한 최적 운전조건을 

선정하였고, 연구로 2호기 흑연 처리에 적합한 가열냉각 공정장치를 독창적으로 설계․제작하

여 실증시험을 완료하였음.

 흑연의 감용처리 공정 개발에 필요한 흑연 분해조건 및 방사성핵종 거동 특성을 이론적 

모델링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온 열분해 공정장치 설계 

및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하여 실증시험을 완료함에 따라 흑연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용처리 단위기술을 확보하였음.

 중성자 조사 흑연 처리시 발생되는 방사성 기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4CO2의 포집

을 위한 흡수제 및 흡수조건을 선정하고, 흑연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14CO2를 99% 이상 처

리 할 수 있도록 배기가스 처리공정을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완료함으로써 14CO2 처리기술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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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1. 목표달성도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은 기존의 survey meter를 이용한 직접 측정과 시료

채취 후 검출기를 이용한 간접 측정법으로는 오염도 측정이 어려운 배관 내부의 알파/베타/

감마선 오염도를 동시에 직접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측정법에 비하여 측정결

과의 일관성 및 정확도 그리고 해체작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비의 자

동화로 작업자의 피폭 및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 장비는 

기존의 배관 오염도 측정 장비에 비하여 알파/베타/감마선의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

고, 배관 내부의 오염물로부터 검출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

며, 배관 내부의 알파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검출소재는 배관 내부에 적용이 가

능하도록 구조적인 안정성과 방사선 검출 기능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이중구조로 제조

하 으며, 방사선 검출 성능 평가 결과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 으며, 확보한 기술을 통하여 

오염도 측정용 장비 및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목표를 달

성하 다.

2. 대외기여도

  알파선 측정이 가능한 고분자 섬광검출소재를 개발하여 기존의 상용제품과 동일한 수준

의 검출 성능을 확인하 으며, 대면적 검출 소재 개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장비의 개발을 위한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 다. 또한, 배관 내부의 오염도를 직접 측

정함으로써 기존의 survey meter를 이용한 직접 측정방법과 수작업에 의한 시료채취방법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알파/베타선 동시 측정용 검출기의 개발을 통하여 계측기의 

소형화 및 자동화를 이룩함으로써, 향후 일반 원자력시설의 표면오염도 측정·평가 기술 향상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한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의 배관류 폐기물의 방사성오

염 측정장비로 활용하며, 향후 상용화하여 가동 중인 원자력시설의 매설된 배관의 오염검사 

장비로도 활용 가능하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알파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기술은 대면적의 

위치 민감형 검출기나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차폐용 검출기로 사용하는 guard 검출기용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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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1. 목표달성도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는 해체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자료

(시설물 도면, 작업 활동사진 및 동 상, 시설 정보, 방사능 정보, 폐기물 정보, 작업자 정보, 

해체 비용 정보)들을 해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체 기획 및 주요 

해체 정보를 평가하고자 할 때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해체 데이

터베이스, 해체 시설물의 3D 모델링, 방사능 재고량 평가, 방사능 분포 가시화, 주요 해체 정

보 평가 및 해석과 같은 다수의 서로 다른 단위 시스템들 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해체 공법의 최적화를 위해 해체 대상물 선정과 

해체 시나리오를 시연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모듈을 구현하 으며, 주요 해체 정보들의 평

가를 위해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일반 PC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프로그램 하 다. 해체 시설물의 방사능 재고량 평가

를 통한 해체 대상물의 방사능 분포 설계와 가상의 해체 환경에서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를 

모사해봄으로써 해체 공정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체 일정, 해체 폐

기물량 그리고 해체 작업 비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해체 작

업자의 안전성과 해체 작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확립하 다. 해체 대상물에 

대한 방사능 분포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해체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산출한 해체정보를 기반으로 해체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 다. 해체 DB 모듈, 해체정보 산출 모듈, 해체전산모사 모듈, 해체 시

나리오 평가 모듈 을 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GUI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본 과

제의 목표인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 다.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은 국내 원자력연구시설 및 해체 기술 환경에 적합하

도록 설정된 독창적인 연구 결과이다. 또한, 해체 비용 산정 방법은 비용 산정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해체대상 시설에 맞는 비용항목, 단위비용인자 및 작업난이도 인자를 연계하여 비

용 산정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최초 해체사업인 연구로 2호기 해체 경험 자료를 이

용하여 개발 및 실증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

하 다.

2. 대외기여도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은 연구로 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 및 일반 산업체의 

해체계획 단계에서 해체 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해체 시나리오를 평가하여 최적의 해체 시나

리오를 제시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며 최적의 해체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해체작업의 신뢰

도를 높이고 잘못된 해체 시나리오의 선정으로 인한 해체기간 연장 및 해체비용 증가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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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방지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선진국

들이 자국에 맞는 해체지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 다가오는 국내 원전의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해체지원 시스템을 보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

으며, 북한 핵시설 및 동남아 연구로 시설과 같은 해체시장에 활용 할 수 있는 해체계획 도

구 개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은 해체대상물의 재질, 모양에 따라 단위작업

시간을 산출하고 해체작업 조건에 따른 작업난이도 인자를 적용하여 해체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자력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관 및 오염 시설들로 이루어진 화학플랜트와 

같은 복합 플랜트 시설 해체 계획 수립 시 본 기술의 응용이 가능하므로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1. 목표달성도

연구로 2호기 흑연을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 흑연의 주요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를 확보하

으며, 흑연의 당초 적재 위치에 따른 방사화 정도와 핵종의 농도분포 특성자료 기반을 구

축함으로서 흑연처리의 방사선학적 위해성 예측 및 비교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로 2호기 흑연의 저장에너지를 정량화하 으며, 온도에 따른 방출특성을 평가함으로서 중성

자 조사 흑연의 처리 시 열처리 규모 및 방법의 선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 을 뿐만 

아니라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Wigner 에너지 배출

공정의 기본자료를 확보하 다. 

연구로 2호기 흑연블럭을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 흑연내에 저장된 Wigner 에너지의 가열온도에 

따른 방출특성자료를 확보하 으며, 흑연블럭내 Wigner 에너지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가열

냉각 조건 선정을 통하여 흑연을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을 뿐만 아니

라 중성자 조사 흑연 처리시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4CO2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에서의 흡수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여 혼합흡수제의 혼합조건(1.0M 

Piperazine + 0.3M AMP)을 결정하 으며, 14CO2를 99%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처리공정

(흡수+탈착+흡착)을 개발하 다.

중성자 조사 흑연의 감용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로 고온분해 기술을 선정하여 운전조건 변

화에 따른 감용실험과 이론적인 열역학 모델 해석을 통하여 최적의 운전조건 도출 및 방사성 핵

종의 분배특성 평가로 방사성 흑연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용처리 단위기술을 확보하

다.

단위기술들에 대한 실험실 규모 실증시험을 통해 연구로 2호기 해체시 발생된 흑연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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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정 및 운전조건을 확립하 다.

2. 대외기여도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은 연구로 해체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을 실증 및 확보 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에 따른 해외(북

한)의 5 MWe 흑연감속로의 해체 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해체요소기술을 확보함으로

서 중성자 조사 흑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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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배관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의 배관류 폐기물의 방사성오염 측정 장비로 활용하

며, 향후 상용화하여 가동 중인 원자력시설의 매설된 배관의 오염검사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

다. 또한, 현장 적용 시험을 통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해외 해체사업의 배관 

오염도 측정장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알파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기술은 대면적의 위치 민감형 검출기나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차폐용 

검출기로 사용하는 guard 검출기용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술적 측면

- 국내 자체기술을 이용하여 배관내부 오염도 측정 원천기술 확보

- 방사선 검출소재 제조기술의 국산화 기반 기술 확립

2. 경제․사회적 측면

- 원자력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오염도 측정장비의 국내 기술 확보를 통한 외화 절감 효과

- 국내 해체 산업 기반의 부재로 해외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나, 장비 및 기반 

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습득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의 연구로 해

체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활용 가능

3. 활용방안 및 용도

-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류의 오염도 자동측정장비로 

활용

-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원전이외의 원자력시설의 오염측정장비로 활용

제 2 절 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해체 공정 Digital Mock-Up 시스템은 가상 해체공간을 이용한 해체공정 평가 기능을 가

지고 있으므로 연구로 및 원자력 시설 해체 계획 수립 시 해체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

할 수 있으며, 해체 작업종사자의 교육 훈련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원자력연구시설 해체비용 산정 방법론은 해체대상인 원자력시설의 특징, 해체대상물

의 구성요소, 해체작업 절차 및 공법에 맞게 비용계산 방법과 비용인자를 설정하여 전산 프

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소규모 원자력시설 뿐만 아니라 상용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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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에 까지 다양한 원자력시설 해체비용 산정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제 3 절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로 1, 2호기 해체 시 발생되는 중성자 조사 흑연을 안전하게 처리하

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흑연 감속로 해

체 참여를 대비한 요소기술 개발의 기반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공정은 향후 북한의 5MWe 흑연감속로 해체 시 다량(약 600

톤)으로 발생될 중성자 조사 흑연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반기술로 활용할 수 있

다.

CO₂기체 내 방사성 원소 C-14 존재는 환경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

다. β-선의 동․식물에 흡수될 경우 유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대기 중 

농도를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C-14 저감을 위해 원자력산업과 이산화탄소 발생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방법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CO₂기체의 흡수, 탈

착, 흡착공정을 연계한 방법은 
14
CO2 저감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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