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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Ⅰ

고감도 레이저 분광분석 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레이저 분광분석 기술은 가지 면에서 원자력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핵종검3
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우선 레이저 파장이 가지는 고선택성은 원자력 현.
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핵종 동위원소 들을 용이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며( ) ,
집속된 고강도의 레이저는 다른 분석방법으로는 거의 감지가 안 되는 극미량으로 존

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검출 가능하게 한다 또한 레이저의 원격전송 특성은 위험지역.
에서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원격으로 환경오염도 측정 가능하게 한다, .

본 과제는 원자력 환경 분석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3
고자 한다 즉 작업자의 안전문제 차 오염 장시간 소요 등이 문제시 되는 원자력. (1) , 2 ,
재료 표면 분석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정확도가 결여된 환경, (2) ,
방사능 핵종 분석 적정 분석방법이 아직까지 없고 기존의 방법은 장시간(Sr-90) , (3) ,
이 소요되는 대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 등이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차년도1 (2004)○

연구분야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재료표면의

직접 분석기술

공명 레이저 용발에 의한 감도 향상 연구￭
이온빔 제어 및 중성원자 발생 연구￭

환경 방사능

핵종의 고감도

검출기술

중성원자의 감속기술 개발Sr￭
중성원자 포획 실증Sr￭

원자력 대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기술

에어로졸 발생 및 도입 시스템 개발￭
에어로졸 실시간 크기 측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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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2 (2005)○

연구분야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재료표면의

직접 분석기술

중성원자의 레이저 이온화 연구￭
차원 금속표면 제어 및 핵종검출 연구2￭

환경 방사능

핵종의 고감도

검출기술

포획원자의 밀도측정 기술개발Sr￭
광포획 접합 이온 가속모듈 개발Sr￭

원자력 대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기술

실시간 에어로졸 질량분석 기술 개발￭
에어로졸 이온화 제고 연구￭

차년도3 (2006)○

연구분야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재료표면의

직접 분석기술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최적화 조건 구축￭
중성원자의 레이저이온화 질량분석스펙트럼 분해능￭
향상

급 질량분석 감도 실증sub-ppm￭
환경 방사능

핵종의 고감도

검출기술

￭포획원자 이온화 실증

￭원자포획 질량 분석 장치 구축 및 특성(ATMS)

원자력 대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기술

에어로졸의￭ 질량분석 성능 향상

￭대기 에어로졸 실시간 분석 실증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

연구개발결과.Ⅳ

차년도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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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재료표면의

직접 분석기술

공명 레이저 용발에 의한 감도 향상 확인-
수십 배Pb, Ni ~ ,∙

수 배Gd ~∙
중성원자 발생을 위한 이온빔 최적화- : 5 KeV

에너지의 이온빔 발생을 위한 최적 조건 획득15 Aμ

환경 방사능

핵종의 고감도

검출기술

중성원자의 감속 속도 측정- Sr :
3 m/s ( < 50 mK)

중성원자 포획 시스템 구성- Sr :
포획 수명시간 ~ 20 ms
원자빔 온도( : 630o 진공도C, : 1.5x 10-7 Torr,
감속광 세기 포획광 세기: 15 mW, : 10 mW,

감속기 전류Zeeman : 5A, -1.25A)

원자력 대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기술

에어로졸 도입 시스템 설계 및 제작 흡입 노즐- :
의 구조 결정 노줄과 스키머 간의(nozzle) / (skimmer)

간격 확인 입자의 크기별 발산각 측정 챔버의/ /
위치별 적정 진공도 파악 수( mbar - < 10-5 mbar)
에어로졸의 실시간 크기 측정 기술 개발 속도측정- :

광학계 제작 정밀 시간 계수기 제작 분해능/ (25 MHz )/
입자 크기와 레이저 간격의 연관성 파악 입자 크기/
측정 용동 측정(fluctuation) (< 17%)

차년도2 (2005)○

연구분야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재료표면의

직접 분석기술

비공명 및 공명 레이저 이온화 실증-
레이저 용발에 의한 차원 금속표면 제어 및 핵종분석- 2

평방 인치당 의 핵종분석 실증(1 9point )
환경 방사능

핵종의 고감도

검출기술

포획원자 개수- ~ 5 X 104 밀도atoms ( : 106 ~ 107
atoms/cm3 달성)
가속모듈 설계 전산 시뮬레이션 및 제작- ,

원자력 대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기술

질량분석 시스템 제작 및 성능 실증- TOF
에어로졸 도입 효율 제고 및 이온화 동기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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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3 (2006)○

연구분야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재료표면의

직접 분석기술

중성원자의 레이저 이온화 질량분석스펙트럼 분해능-
향상 질량분해능 이상: 500

급 질량분석 감도 실증- sub-ppm
환경 방사능

핵종의 고감도

검출기술

방사능 핵종의 질량 분해능- > 500
포획원자의 선택도- > 20
동위원소 선택도- > 106

원자력 대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기술

에어로졸의- 질량분해능 : > 300
대기 에어로졸 실시간 최대 측정 질량수- : > 300
실시간 분석시스템의 입자 흡입량- : > 0.9 L/min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1. 원자력 재료표면의 원격 분석 기술

원자력 재료의 차원 표면분석 및 깊이 분석- 2
동위원소 추출판 부식재료 사용후핵연료 등에 활용- , ,
반도체 환경토양 분석 등에 적용 가능- ,

희귀2. 환경 방사성 핵종 고감도 분석 기술

방사성 핵종의 신속 정확한 분석- Sr-90 ,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설치-
연대측정 고고학 범죄학 핵사찰 등에 적용 가능- , , ,

원자력3. 대기 에어로졸 실시간 분석 기술

원자력 시설 주변 대기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핵연료 제조시설 제염해체 시설 등에 설치 운용- ,
방사성 입자의 대기 확산 감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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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Project TitleⅠ

Development of Ultra-sensitive Laser Spectroscopic Analysis Technology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Ⅱ

Laser spectroscopic analysis technology has three distinct merits in detecting

various nuclides found in nuclear fields. High selectivity originated from small

bandwidth of tunable lasers makes it possible to distinguish various kinds of isotopes

and isomers. High intensity of focused laser beam makes it possible to analyze

ultratrace amount. Remote delivery of laser beam improves safety of workers who

are exposed in dangerous environment. Also it can be applied to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pollution.

This project aims to solve three practical problems encountering in doing

nuclear environmental analyses. Those are (1) surface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which having problems of safety of workers, second pollution, and time-consuming

process, (2) rather simple analytical method to detect environmental radioactive

nuclides (Sr-90) with better quantitative accuracy, and (3) real-time atmospheric

aerosol analysis which has been taken long processing time.

.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Ⅲ

First year (2004)○

Detailed Area Scope and Contents

Direct analysis of

the surface of

nuclear material

Sensitivity improvement by resonant laser ablation￭
Control of ion beam and generation of neutral atoms￭

Ultrahigh sensitive

detection of

environmental

nuclide

Deacceleration of Sr neutral atoms￭
Trappring of Sr neutral atoms￭

Real-time analysis of

atmospheric aerosol

Generation and introductiong of aerosol￭
Real-time sizing of aerosol￭



- 7 -

Second year (2005)○

Detailed Area Scope and Contents

Direct analysis of

the surface of

nuclear material

Laser photoionization of neutral atoms￭
2-dimension control of metal surface and￭

Ultrahigh sensitive

detection of

environmental

nuclide

Density measurement of Sr trap atoms￭
Development of acceleration module for Sr ions￭

Real-time analysis of

atmospheric aerosol

Real time mass analysis of aerosols￭
Improvement of aerosol ionization￭

Third year (2006)○

Detailed Area Scope and Contents

Direct analysis of

the surface of

nuclear material

Optimization of laser ablation mass spectrometry￭
Improvement of mass spectrum for neutral atoms￭
ionized by laser

Test of mass analysis with sensitivity of sub-ppm level￭
Ultrahigh sensitive

detection of

environmental

nuclide

Test of ionization of trapped atoms￭
Set-up of atom trap mass spectrometer and test￭

Real-time analysis of

atmospheric aerosol

Improvement of mass analysis capability of aerosols￭
Verification of real-time mass analysis of aerosol￭
Set-up of real-time aerosol mass analyzer￭

. R&D ResultsⅣ

First yea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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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Area R&D Results

Direct analysis of

the surface of

nuclear material

- Verification of sensitivity improvement in resonant laser

ablation experiment

Pb, Ni ~ several tens of times∙
Gd ~ several times∙

- Optimization of ion beam for neutral atom generation :

5 KeV ( Optimum condition for generation of 15 Aμ
ion beam )

Ultrahigh sensitive

detection of

environmental nuclide

- Measurement of reduced speeds of Sr neutral atoms :

3 m/s ( < 50 mK)

- Set-up of Sr atom trap system : trapping time ~ 20 ms

( temperature of sr vaporizer: 630
o
C, degree of

vacuum: 1.5x 10
-7

Torr, intensity of deseleration

beam : 15 mW, intensity of trapping intensity : 10

mW, Zeeman deseleration current : 5A, -1.25A)

Real-time analysis of

atmospheric aerosol

- Design and construction of aerosol introduction system :

structure of nozzle / distance between nozzle and

skimmer / measurement of diverse angle for various

sizes of aerosols / vacuum pressure changes at various

locations inside chamber ( ~ mbar - < 10
-5

mbar)

- Real-time measurement of aerosol sizes : construction of

optical systems/ precise time counter (25 MHz

resolution)/ relationship between aerosol size and laser

intervals / measurement of aerosol size fluctuation

(< 17%)

Second year (2005)○

Detailed Area R&D Results

Direct analysis of

the surface of

nuclear material

- Comparison between resonant and non-resonant ionization

- 2 dim metal surface analysis by laser ablation MS

( 9 detection point per inch
2
)

Ultrahigh sensitive

detection of

environmental

nuclide

- Achieved number of tapped atoms : ~ 5 X 10
4
atoms

( corresponding density: 10
6
~ 10

7
atoms/cm

3
)

- Design of acceleration module, computer simulation

Real-time analysis

of

atmospheric aerosol

- Construction of TOF mass analysis system and verification

test

- improvement of aerosol introduction efficiency and

construction of ionization synchronize system



- 9 -

Third year (2006)○

Detailed Area R&D Results

Direct analysis of

the surface of

nuclear material

- Verification of mass resolution of mass spectrometer

system :

- Quantitative anlysis test with sensitivity of sub-ppm level

Ultrahigh sensitive

detection of

environmental

nuclide

- Verification of mass resolution of > 500

- Measured selectivity of trapped atoms > 20

- Verification of isotope selectivity > 10
6

Real-time analysis

of

atmospheric aerosol

- Measured mass resolution of aerosols : > 300

- Measured maximum mass number of aerosols : > 300

- Measured intake quantity of aerosols : > 0.9 L/min

. Proposal for ApplicationⅤ

1. Direct analysis of the surface of nuclear material

- 2-dimensional surface analysis and depth profiling for nuclear material

- Applied to isotope extraction electrode, corrosion material, post-

irradiated nuclear fuel

- Applied to semiconductor analysis, enviromental soil analysis

2. Ultrahigh sensitive detection of environmental nuclide

- Fast, accurate analysis of Sr-90 radiactive nuclide

- Applied to nuclear power plants and radiowaste storage facilities

- Applied to chronic dating in archeology, criminology, nuclear safety

guards

3. Real-time analysis of atmospheric aerosol

- Real-time monitoring of atmospheric aerosols around nuclaer facility

- Installation in fuel fabrication facility, dismantling/decommission

facility

- Monitoring of air diffusion of radioactiv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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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제 절 기술적 측면1

레이저 분광분석 기술은 가지 면에서 원자력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핵종검출의4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우선 레이저 파장이 가지는 고선택성은 원자력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핵종 동위원소 들을 용이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며 집속된 고강( ) ,
도의 레이저는 다른 분석방법으로는 거의 감지가 안 되는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검출 가능하게 한다 또한 레이저의 원격전송 특성은 위험지역에서 종사하는 작.
업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원격으로 환경오염도 측정 가능하게 한다 아래 그림은 레이저, .
분광분석 기술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레이저 분광분석 기술의 특성1-1.

본 과제는 원자력 환경 분석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3
한다 즉 작업자의 안전문제 차 오염 장시간 소요 등이 문제시 되는 원자력 재료 표. (1) , 2 ,
면 분석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정확도가 결여된 환경 방사능 핵, (2) ,
종 분석 적정 분석방법이 아직까지 없고 기존의 방법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대(Sr-90) , (3) ,
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 등이다 각 세부 연구분야별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안정성

레이저

분광 분석

� 원자력 환경오염 :

조기 경보체계 구축

� 광 에너지의 원격 전송 :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 동일 성능의 기존 장비에

비해 저가

� 신속 분석으로 운영비 저렴

경
제
성

선
택
성

� 레이저의 단색성 이용

� 희귀 (<10-10) 환경 방사능

핵종 검지

고감도
� 레이저의 고휘도성 이용

� 이온화 효율의 극대화

� 소량의 입자시료 분석 가능

안정성안정성

레이저

분광 분석

� 원자력 환경오염 :

조기 경보체계 구축

� 광 에너지의 원격 전송 :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 동일 성능의 기존 장비에

비해 저가

� 신속 분석으로 운영비 저렴

경
제
성

선
택
성

� 레이저의 단색성 이용

� 희귀 (<10-10) 환경 방사능

핵종 검지

고감도
� 레이저의 고휘도성 이용

� 이온화 효율의 극대화

� 소량의 입자시료 분석 가능



- 24 -

원자력 재료의 원격 분석 기술1.
원자력 시설이나 폐기물을 저장하는 용기나 내부와 같이 다양한 핵종, Hot Cell

에 장시간 노출된 구조물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핵종들로

오염되어 있다 주된 오염물들은 금속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원적 표. 2
면 분석 뿐만 아니라 깊이별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나 제조시 핵연.
료의 표면 및 깊이별 핵종 분석은 핵연료의 폐처리 문제나 전체 원전 시스템의 가

동 효율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핵연료봉을 차원적으로 분석3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밖에 안정 동위위소 제조시 추출판의 실시간 차원. 3
분석은 동위원소 제조 시스템의 성능개선 추출량 분석 등에 매우 중요하다, .

원자력 재료 표면의 원격 분석기술은 공간적인 분해능과 검출한계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재료 표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이온빔.
의 크기와 에너지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원하는 재료표면의 위치에 이온을 집속시키

는 기술과 깊이에 따른 분석 분해능을 얻기 위하여 이온빔에 의한 모재의 손상 깊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 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온빔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성원자를 다색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이온화시키는 연구 그리고 선택적으로 이온화된 원소를 질량 분석기에서 정, TOF
밀하게 분석하는 기술로 나누어진다 아래 그림은 이온소스 모재를 모니터링하는. ,
깊이 측정기 질량분석기 그리고 다색 색소 레이저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온, TOF
화하는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원자력 재료표면 원격 분석 장치의 개념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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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방사능 핵종의 고감도 분석기술2.

우리나라는 원자력법 원자력법 제 조 항 에 의거 원자력 관계시설 원자로( 104 6,7 ) ( ,
핵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주변의 환경방사능, , , )
을 조사하고 영향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방사선 감마선량 집적선. ( ,
량 을 비롯하여 육상시료 공기 물 통양 농산물 율류 등 및 해상시료 해수 해저) ( , , , , ) ( ,
토 어패류 해조류 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일정 주기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

대상 방사능핵종으로는 감마 동위원소 전 베타 방사능( ) , ( ) , U-238, H-3, Sr-90γ β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은 핵분열 부산물로서 반감기가 약 년인 베타 방사, Sr-90 29
능을 방출한다 화학적 성질이 과 유사하여 체내에 흡수되면 뼈에 쌓이게 되며. Ca ,
이로 인해 은 방사성 핵종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Sr-90 .

은 토양 농산물 지표생물 해수 어패류 등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Sr-90 , , , , ,
방사능 핵종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상이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석20%
방법이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감시체재 운영,
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분석 방법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 .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방사화학적 방법으로 화학적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 방사선

측정에 이르기까지는 일 이상 걸리는 단점이 있고 방사선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10 ,
액체 섬광 계수기를 사용하여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경신호에 의한 오차가 항상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하고자하는 신기술은 레이저를 이용 원자의 운동Sr-90
속도를 정지시켜서 공간상의 특정위치에 포획하고 농축시켜서 성분비가 극도로 낮,
은 방사성 핵종인 자연성분 원자의Sr-90 ( 10-10 이하 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그림 에서 보듯이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공명 레이저 파장을 원자빔1-3
에 조사할 경우 선택된 동위원소 원자만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은 적절한 위치

에 포획된다 포획된 원자들이 일정 수준의 밀도 이상이 되면 강력한 펄스형 레이.
저를 이용하여 이온화 시키고 질량분석장치를 이용하여 이온화된 동위원소의 성분,
및 농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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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자포획에 의한 방사성 핵종 검출기술의 원리1-3.

이 방법은 년대 처음 소개되어 년에 노벨물리학상을 배출한 신기술로1980 1997
서 최근 북한 핵활동 사찰에서 거론되었던 검출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Kr-85 . Sr
원자의 원자포획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일본의 동경대 등에서 연구가 진행JILA,
중이나 이를 방사성 핵종 검출에 적용하는 것은 이 연구가 최초이다, .

원자력 시설 주변 환경에서의 실시간 에어로졸 분석 기술3.

레이저를 이용한 대기환경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에어로졸에 대한

질량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은 원전시설 내부나 주변 환경 대기의 방사성 오.
염 여부를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관측하여 원전 작업자나 근무자들에게 안심하고 근

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전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아래 그림은 에어로졸 질량분석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 준다 대기 중의 에어로.
졸 입자들은 압력 차이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공 챔버 내로 유입된다 유입된 에어.
로졸은 일정 거리를 간격으로 설치된 두 개의 레이저를 통과하면서 시간 차이가 측

정되며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입자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입자의 비중을 가정. (
할 때 또한 입자 피크의 빈도는 입자의 공기 중에서의 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이렇게 유입된 입자는 강력한 이온화 레이저에 의해 이온화가 되며 낮은 압력. ,
상태에서 작동하는 질량분석 장치 안으로 들어간다 질량분석기의 경우 그 비. TOF
행시간으로부터 이온화된 입자들의 질량을 알 수 있다.

원자빔레이저

포획되어농축됨

선택된원자만속도가느려짐

이온화
레이저

+

+

+

질량분석장치

원자빔레이저

포획되어농축됨

선택된원자만속도가느려짐

이온화
레이저

+

+

+

질량분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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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1

PMT2

레이저 ∆t

TOF

거리 d

이온반사
거울

이온센서

대기

이온화
레이저

PMT1

PMT2

레이저 ∆t

TOF

거리 d

이온반사
거울

이온센서

대기

이온화
레이저

그림 에어로졸 질량분석 장치의 개략도1-4.

대기환경 분석기술은 대기 에어로졸을 도입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필요

로 한다 도입 제어 단계에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 ,
기술은 반도체 환경 정밀기계 국방 등의 산업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술이다 도입된, , , .
에어로졸 입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이온화하며 질량분석기를 사용해서 에어, TOF
로졸에 포함된 핵종의 종류 및 대기환경에서 중요한 성분들을 분석한다.

레이저 이온화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온은 낮은 에너지의 이온들보다 빠르게

이동한다 이온반사 거울은 입자들의 레이저 이온화 과정에서 초기 가속 비율의 차.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온들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보정하여 질량 분해능을 높

일 뿐만 아니라 질량분석기의 크기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기환경 에어로졸의 실시간 분석기술은 핵종 분석기술의 기술자립 및 확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기술로서 원자력 관련 재료의 동위원소 분석 사용후 핵연료 및,
폐기물에 대한 원격 핵종분석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토양 속의 방사능 핵종 검출

및 제염기술 등에도 필요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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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산업 경제적 측면2 ㆍ
본 기술은 이온빔 제어 및 집속기술 에어로졸 제어기술 공명이온화기술 이온트랩, , ,

기술 질량분석기술 등 다양한 핵심기술이 융합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
산업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나노 산업 국방 분야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 , BT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초고집적 하이테크 소재 개발 고성능의 고감도 분석 장치 개발 방, ,
사성 물질의 오염 방지를 통한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 확보 방사능 누출사고 검지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술자립, ·
을 이룩함과 동시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술 및 분석 시스템의 대체도 가능하게 한다 실.
제로 용액 및 고체시료 분석시 급의 분석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sub-ppb
나 환경오염 물질의 모니터링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거의 대등한 기술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대기중 에어로졸 시료에 포함된 핵물질의 성분 및 동위원소 성분비를 측정하는 기술

은 채취된 먼지의 핵종검출 원자력 시설 내 토양오염 측정 환경오염 측정산업 반도체, , ,
공정내의 입자형 불순물 측정공정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태의 오염물질의 화학적 성분분석이 가능하며 입자의 크기 모양 밀도 등에 대한, , ,
물리량도 아울러 얻을 수 있다.

환경산업에서도 아직까지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환경오염 에어로졸

의 동위원소 및 정량분석 등에 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대,
기오염에 대한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에 대,
한 대처 및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은 반도체 환경토양 분석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
사용후핵연료 분석 핵사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나 현재 이에 대한 경제적 비, ,
용 분석을 체계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팀의 경험상 동위원소 추출.
판의 직접 분석 등의 효과로 전체 추출공정 효율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이상이10%
라 생각되며 일반 분석장치의 개발로 인한 상업적 효과는 참조 보고서, ( : NuTRM -
준비중 년 경에는 억원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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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정책적 측면3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국인 경우 원자력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국가적으로 원

자력 폐기물의 발생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며 이를 처분하는 장소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레이저 분광분석 기술은 이들 폐기물을 상시 실시간으로 모니터. ,
링하고 이들의 대기 전파나 다른 경로로의 유출을 감시하여 대국민 원자력 안전을 홍보

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의 경제적 파장효과는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일반 오염물질보다 위해요인이 크고 사회적

파장도 지대하므로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감도의 분석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는 매

우 중요하다 레이저 분광기술을 이용한 분석기술은 감도 나 활용성 면에서. (sensitivity)
기존 분석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레이저 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백만배 정도 예.
민하며 그 분석대상도 수질 토양뿐만 아니라 대기질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 .

등의 첨단 기술 및 국방 의료 기술 등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앞으로 방NT, ET, BT ,
사성 핵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들의 사용 빈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례하.
여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이들 핵종을 추적하고 제.
어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본 기술은

이에 대한 탁월한 대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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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제 절 국외 기술현황1
레이저 용발 및 질량분석 기술은 안정 동위원소 제조시 필요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개발하여왔고 최근에는 원자력 관련 재료의 동,
위원소 분석 사용후 핵연료 및 폐기물에 대한 원격 핵종분석 분야의 연구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어서 미국의 일본의 등의 원자력 관련, Hanford site, ORNL, JAERI
연구소와 러시아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고체시료의 표면분석.
에 사용되는 기술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로서 일반적인 표면분석. SIMS
기술이다 분석감도도 급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는 시. ppb . SIMS
료의 크기에 제한이 있으며 원겨 모니터링에는 부적합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와 유사한 기술로서는SIMS TOF-SIMS, SNMS (Sputtered Neutral Mass
등을 들 수 있다 나 두 기술다 아직은 기술개발 과Spectrometry) . TOF-SIMS SNMS

정에 있기는 하나 분석감도 측면에서 기술보다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레SIMS .
이저 용발을 이용한 분석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원격으.
로 오염되어있는 부위를 분석하거나 모니터링할 경우에는 레이저 용발법이 매우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를 기본으로 궁극적으로 원격분석. SNMS
이 가능한 표면분석 기술을 개발하고자하며 이를 위하여 레이저 용발 및 이온빔,
이온화 등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에어로졸 질량분석기술은 최근에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개발기간이 얼마 되.
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에어로졸 질량분석기는 나노입.
자 크기를 분석하는 에어로다인 의 질량분석기와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를(Aerodyne)
분석하는 사의 그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작은 나노입자의 용도가 점점 증가되면TSI .
서 나노 입자의 분석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초기 에어로다인의 질량분석기는 입자에서 탈착이 용이한 입자 만 분석(Volatile)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나노 입자 도입 효율의 증가에 힘입어 비동기 방식으, (100%)
로 모든 염 과 같이 탈착이 용이하지 않는 입자들도 레이저를 이용하여(nonvolatile)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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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입자의 도입효율 및 이온화 효율을 증가시키고 좀 더 작은 입자를TSI ,
분석하는 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에어로다인의 장치는 입자의 크기 측정.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기 측정과 함께 입자의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

되고 있다 년 후반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이온의 총량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 2005
의 크기별 성분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적인 면에서는 시스템의 안정화 자. H/W ,
동화 효율화 등의 엔지니어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으로는 측정된, , S/W
질량신호 스펙트럼 를 이용하여 에어로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원자화 이전의 모습( )
을 찾는데 그 관심이 있으며 이에 대한 특허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스트론튬 과 같은 미량 방사선 동위원소의 분석 방법에는 용액화학적 방법-90
과 원자빔 포획방법 질량분석기와 포획방법을 결합한 방법이 있다 용액화학적 방, .
법은 스트론튬 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칼슘 원소 등 방해원소를 제거해-90
야하는 화학적 방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분석이2
어렵다 원자빔 포획은 아르곤 연구소에서 동위원소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 Kr-85
다 이 방법은 레이저 빔의 운동량을 원자에 전달하여 원자를 공간상에 포획하여.
형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동위원소의

선택도가 결정된다 의 경우에는. Kr-85 1010 이상의 선택도를 얻을 수 있지만 스트,
론튬 원자 포획 연구는 미국의 일본의 동경대 등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나 전JILA, ,
이선의 선폭이 크기 때문에 선택도가 높지 않다 에서는 방사선 감시 원소로. LANL
사용되는 와 동위원소의 분석에 질량 분석 시스템과 포획 시스템을Cs-135 Cs-137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은 질량 분석 시스템에서 선택된 동위원소를 포획 챔. Cs
버 안의 판에 주입 시킨 후 판으로부터 방출되는 원자를 포획하는(implantation) , Cs
방법으로 이 방법은 질량 분석 시스템과 포획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으로,
아직 스트론튬에 적용된 예는 없다 방법은 스트론튬 동위원소를 분석하. AT-MS -90
기 위하여 원자포획 방법 질량 분석기를 결합한 방법으로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얻,
을 수 없는 선택도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원자의 고유 전이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
타원소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고 분석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 절 국내 기술현황2
원자력 재료표면의 동위원소 분석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중장기사업

의 일환으로 지난 단계부터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안정 동위원소 제.
조공정에서 나오는 추출판을 레이저 용발 공정을 이용하여 직접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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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돌리늄 이테르븀 등의 동위원소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와 관련하, .
여 국내에 유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은 없으나 연관된 기초기술은 경희대학교 창원,
대학교 서울대학교 자원연구소 등에서 연구 중에 있다, , .

원자력 시설 주변이나 유사시설에서 방사능 핵종의 유출이나 확산에 의한 위험

성은 다분히 존재하고 있으나 부유 에어로졸의 방사능 핵종을 모니터링하는 시스,
템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 환경 내 외부에서의 입자시료에 대한 핵종분석/
연구는 입자의 크기 밀도 모양 등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을 뿐 성분 분석은 현재 국내, ,
기술 개발 현황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입자의 성분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자시료.
를 용액에 녹인 후 여러 질량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일반적인 실정이다 최.
근에 한림대에서 를 이용하여 입자의 성분분석을 시도한 실적이 있다 한국표준과X-ray .
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등 여러 국립연구소 및 반도체 생산업체 등에 장비, SIMS
가 도입되어있으나 고체 시료의 표면분석에만 사용되고 입자시료의 분석을 수행한 사례

가 발표된 것은 없다.

환경방사능 원소인 분석의 경우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침전 분리법과 컬럼Sr-90
추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중성원자 포획에 대한 연구는 루비듐 세슘 나트륨, (Rb), (Cs),

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표준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에서 포획에 대(Na) , , ,
한 연구를 하여 중성원자 냉각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자 포획에 대한 연구는 없, , Sr
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나트륨 에 대한 포획기술과 질량분석장치에 대한 기술. (Na) TOF
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원자의 복합기술 구현에 가장 적합, Sr AT-MS
하다.

대기 에어로졸에 대한 실시간 분석의 경우 부산대학교에서 에어로다인 형의 질

량분석기가 개발 중에 있으며 사 형은 본 과제에서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연구, TSI .
소는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탑재한 연구가 진행되어 특허가 제출한 상태이다 유.
사한 연구 분야로는 임펙터 방식과 차등유동(impactor) (DMA:Differential Mobility

방식이 한양대학교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입자의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Analyzer)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체로는 주 이엔쓰리에서 마이크론 입자의 크기분석. ( )
에 대한 제품이 현재 생산되고 있으나 작은 나노 입자에 대한 제품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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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특허현황3

국내1.
번호 특허명 보유기관명 출원일

2005-
0117

탠덤 비행시간 질량분석기

및 그 사용방법
레코 코포레이션US 2005. 06. 16

2005-
79525

이단계 질량분석장치 및

방법
서울대학교 2005. 08. 10

2005-
84319

비선형 이온 후가속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질량 분석

시스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5. 09. 09

국외2.
번호 특허명 보유기관명 출원일

6972408
untra high mass range mass

spectrometer system
UT-Battelle 2004. 09. 03

6992299
Method and apparatus for

aerodynamic ion focusing
Brigham Young Univ. 2003. 12. 18

2006001

1828

spectrograph time of flight

system for low energy

neutral particles

Livi, Stefano 2006. 01. 19

6259101

Method and instruments for

the on-line detection, sizing

or analysis of aerosol

particles

Bruker Biospin

Corporation
2001

6847035
Devices and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particles

Amersham

Biosciences UK

Limited

2005.01

6959248

Real-time detection method

and system for identifying

individual aerosol particles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5.10

561752

method and apparatus for

determing the size and

chemical composition of

aerosol particles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97

5998215

portable analyzer for

determining size and chemical

composition of an aerosol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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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만한 사실은 과 에 관련된 질량분석기와 관련해서는 국Atom trap Atom trap
내 및 국제 특허가 전혀 없고 경쟁기술로는 또는 화학적 분, ion trap mass spectrometer
석 방법 등이 있으나 그 분야와 우리가 수행하는 분야는 전혀 다르다, .

제 절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4

핵심기술
비교국

명

국내기술수준

현재 근거

원자력 재료표면의1.
원격 분석 기술

공명 레이저 용발 기술-

질량 분석 기술- TOF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측정기술

불순물 고감도 분석 기술-
- 이온빔을 이용한 중성원자

발생 기술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85%

85%

85%

70%

70%

금속시료에 대한 레이저 용발 경험 보유-
질량분석 장치 설계 제작 경험 보유- .

중금속의 레이저 용발 플라즈마-
모니터링 기술 개발 경험 보유

불순물 분석 경험 보유-

전자빔을 이용한 중성원자 발생 경험-
보유

환경 방사능 핵종의2.
고감도 분석기술 개발

중성원자 광냉각기술- Sr

질량 분석기술- TOF

접합기술- AT-MS

원자력 대기 환경 에어3.
로졸의 실시간 분석 기술

공명 이온화 기술-
에어로졸 도입 기술-
에어로졸 크기 측정기술-
분석 정량화 기술-

- 입자시료의 극미량 분석기술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70%

85%

70%

80%
80%
70%
50%
50%

중성원자의 냉각 및 포획기술- Na
보유

중금속 및 희토류 원소 질량분석-
기술 보유

현재 미국에서만 실증한 경험이 있음- .

색 단계 공명이온화 경험보유- 3 3
기초기술 보유-
광학적 에어로졸 크기 측정 경험보유-
다수의 에어로졸 성분분석 경험 보유-
기초기술 보유-

















































































































































































































































































































































































































Development of Ultra-sensitive Laser Spectroscopic Analysis 
Technology

Laser spectroscopic analysis technology has three distinct merits in detecting 
various nuclides found in nuclear fields. High selectivity originated from small 
bandwidth of tunable lasers makes it possible to distinguish various kinds of 
isotopes and isomers. High intensity of focused laser beam makes it possible to 
analyze ultratrace amount. Remote delivery of laser beam improves safety of 
workers who are exposed in dangerous environment. Also it can be applied to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pollution.

Laser spectroscopic analysis, ultra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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